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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편  발  기 (1975～1998)

                         제 1 장  변 의 시 와 교육

   1. 유신과 5공시 의 교육

   (1) 유신시 와 교육

  1970년  이후 한국 사회는 불확정성의 시 와 변하는 변 의 시 를 살아왔다고 할 수 있

다. 10월 유신(維新)이래 제5공화국 시 까지 자유와 인권은 유보되고 민주주의는 후퇴 왜곡되며 

오로지 산업화와 경제  성장에만 하던 시 가 계속된 것이다.

  1969년에 3선 개헌을 하고 1971년 4월에 다시 통령이 된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에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활동을 지시켰으며 비상국무회가 

권을 장악하 다. 11월 21일 국민투표를 통하여 개정한 유신헌법은 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늘리고 임제한을 없앴으며, 통령 선거는 국민의 직 선거가 아니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

한 체육  선거로 체하 다. 통령은 긴 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지

명할 수 있는 제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로써 3권 분립체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되었으며, 

한국정치의 비 민주화 풍토가 뿌리박게 되었다. 

  유신헌법에 따라 1972년 12월 23일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박정희를 제 8  통령으로 선출하

고, 12월 27일 취임함으로써 유신체제로 불리는 제 4공화국이 정식으로 출범하 다.1)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사실은 바로 그 해 몇 달 에 북한과 화해하겠다는「7․4 남북공동성명

」을 발표하 다는 이다. 앙정보부장 이후락(李厚洛)과 조직 지도부장 김 주(金英柱)를 

신한 박성철(朴成哲) 제2부수상이 남북을 상호 방문한 뒤에 발표된 이 공동성명은 분단된 한반

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민족에게 한 때나마 희망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었다. 이때 합의

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 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 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 방을 반 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방법으로 실 하여야 한  



        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   단결을 도모하  

        여야한다.

  2. 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 기를 조성하기 하여 서로 상 방을 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  충돌사건   

     을 방지하기 한 극 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 다.

  3. 방은 끊어졌던 민족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  평화통일을 진   

     시키기 하여 남북사이에 다방면 인 제반 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 다.

  4. 방은 지  온 민족의 거 한 기  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 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  

     록 극 조하는데 합의하 다.

  5. 방은 돌발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하여 서울과 평양사이에 상설 직통 화를 놓기로 합의하 다.

  6. 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사이의 제반 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합의된  

     조국통일 원칙에 기 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 으로 이후락 부장과 김 주 부장을   

     공동 원장으로 하는 남북 조 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 다.

  7. 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 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된  

    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1972년 7월 4일 이후락, 김 주 2)

  남북은 이 공동선언에 입각하여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남북 조 원회도 개최하고 십자

가 주 한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도 두 차례 가졌지만, 얼마 안 가서 다시 남북 계는 경색됨으

로써 민족의 염원을 버렸다. 그런데 이 공동성명 직후에 북한도 헌법개정을 하여 공산체제를 

강화하 고, 유신헌법이 채택되어 독재체제로 락했다는 것은 반역사 이고 반민족 인 처사

다고 아니할 수 없다.

  아무튼 이 게 출범한 유신정부(제4공화국)는 1974년 1월 8일 긴 조치 1, 2호를 발표함으로써 

정치․사회 인 제시 를 열게 된다.

  ◦ 긴 조치 제 1 호

   ① 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 , 왜곡 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 를 한다.

   ② 한민국 헌법의 개정 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 를 한다.

   ③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 를 한다.



   ④  1, 2, 3호에서 한 행 를 권유, 선동, 선 하거나 방송, 보도, 출 , 기타방법으           

     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한다. 

   ⑤ 이 조치에 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 의 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    

     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⑥ 이 조치에 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 군법회의에서 심 , 처단한다.

   ⑦ 이 조치는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이는 박정희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한 무후무한 강경 조처로서, 긴 조치는 제 9호까지 계

속해서 발동되었다. 유언비어의 날조와 유포, 헌법의 개폐 주장, 학생들의 정치집회와 시 를 엄

한 긴 조치 9호는 박정권 말까지 존속하면서 수많은 정치범과 양심수를 양산하 다.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던 유신체제는 재야세력과 종교계 그

리고 노동자와 학생들의 강렬하고 지속 인 항에 부딪 서 많은 민주인사들을 체포, 구 , 연

 하는 등 비이성 인 작태가 계속되었다. 

  유신정부의 국정목표는 한국  민주주의의 토착화, 자주국방과 국가안보의 확립, 조국의 평화

 통일기반 조성, 화학 공업화의 추진, 주체성 있는 민족문화 창달로 정하고 이를 강력히 추

진하 는데, 이는 군사 문화  발상이요 국수  민족주의의 발 이었다.

  유신정권은 도쿄에서의 김  납치사건(1973. 8. 8), 부인 육 수 여사 피격사건(1974. 8. 15), 

동아일보 고탄압사건(1974. 12. 16부터), 명동성당 3․1 구국선언사건(1976. 3. 1) 등을 겪으면서 

1978년 7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체육  선거를 통하여 박정희를 다시 통령으로 선출하

다. 그러나 야당은 개헌문제를 정치 쟁 으로 공세를 취하고 학생과 재야운동권의 반체제운동이 

격화되고, 오일쇼크와 무리한 화학 공업화에 따른 경제  기와 노동자들의 투쟁이 가세하면

서 박정권은 심각한 기에 처한다. 여기 YH사건(1979. 8. 11), 김 삼 신민당 총재의 제명사건

(10. 4)등은 반 유신운동을 격화시켰고 민심도 이반하여 드디어 10월 16일에는 부․마 사건이 터

지고 10월 26일 밤에는 심복인 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격에 의하여 경호실장 차지철과 함께 

박정희 통령은 서거하 다. 

  박정희 통령은 이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고 한국  민주주의라는 궤

변아래 학원과 언론을 탄압하며 정치와 사회의 민주화를 후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을 

이룩하여 국민을 가난에서 해방시키고 근면, 자조, 동의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우리도 노력하

면 이루어 낼 수 있다는 꿈과 자신감을 불러 일으켰으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꾸 히 실천하

여 근 화, 즉 수출 증 와 공업화의 실 을 이룩했음은 으로 평가받고 있다. (물론 농

의 피폐화와 빈익빈 부익부 상 등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 1971년에는 수출 10억 달러가 달성



되었고, 1977년 말에는 드디어 수출 100억 달러를 돌 하 다. 1973년 7월에 공된 포항제철은 

공업입국과 화학 공업화 정책에 따라 철강 생산을 처음에는 10만톤으로 시작했으나, 제 2기 

설비 공시에 550만톤, 제 4기 설비 공때는 850만톤 규모로 확 되어 세계 굴지의 생산 공장

이 되었다.

  유신체제가 등장하면서 교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말은 ‘국 있는 교육’이었는데, 박정권은 

유신체제를 ‘한국  민주주의’라고 미화하 다.3) 1972년 3월 24일 박정희는 국 교육자 회에

서 1973년도 문교부 시정목표로 다음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는 주체  민족사  정립을 한 

민족사  정통성의 고취, 둘째로 새 한국인상 형성을 한 확고한 국가  정립, 셋째는 한국  

민주주의의 토착화가 그것이다. 이리하여 국사는 ․고등학교에서 국정 교과서가 채택되었고, 

반공과 도덕을 심 내용으로 한 국민윤리 교육이 강화되었다. 그 뒤로 국사와 국민윤리는 모든 

공공시험에서 필수과목이 되었다.

  이와 함께 70년 는 새마을운동이 주창되면서 국민들의 정신계몽, 의식계몽 교육이 진행되었

다. 새마을운동과 그에 따른 국민계몽 교육은 두 가지 측면이 있었으니, 한가지는 자립 자조정신

과 근면성을 강조하여 생활태도의 변 을 가져왔고 사회활동에서 극성을 발휘하게 한 이고, 

 다른 한가지는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하며 유신체제 속에서 정치 으로 악용했다는 이다.

  유신정권은  학도호국단을 부활시켜 학과 고등학교에 군사교육을 정규 과목으로 배정하

다. 학생들의 반정부 운동과 체제비  활동을 제약하는데 쓰기도 하 다. 그리고 학에서는 지

도교수제를 두어 학생들을 상담, 지도하 지만 때로는 규제하기도 하 다. 학의 교수 재임용제

도가 생겨서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진하기도 하 으나 때로는 체제 비 인 교수들을 규제하

는데 이를 악용하기도 하 고,  사학에서는 재단 비리를 비 하는 교수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도 하 다. 

  유신시 에 있어서 가장 획기 인 교육제도의 변화는 교육 평 화 제도라 하겠다. 1973년 2월 

28일 문교부는 인문계 고등학교 입시를 학군별로 나 어 연합고사에 의한 추첨제로 환한다고 

발표하고 1974학년도부터 이를 용하 다. 고교 평 화는 학교 무시험제도와 마찬가지로 과

열 입시 경쟁과 과외를 해소하기 해서 시행되었으나 학생들의 실력을 하향 평 화시키지 않았

는지 비 의 소리도 있었다. 한 도시 심의 평 화 고교와 소도시 이하의 비 평 화 고

교간의 차별화 때문에 불만의 소지도 있었다. 특히 종교학교 등 특수교에 한 학생의 선택권을 

인정치 않는다는 문제가 생겼다.



   (2) 5공 시 와 교육

  1979년 10월 26일 앙정보부장 김재규(金載圭)에 의해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통령이 사

살되자 유신정권이 무 졌다. 정부에서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통령 시해사건을 조사하던 합수

부가 정승화 계엄사령 을 강제 연행하고 두환, 노태우 등 하나회를 심으로 한 신 군부 세

력들이 12․12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군권을 장악하 다. 그런 에 12월 21일 통일주체국민회의

에서 최규하(崔圭夏)를 통령으로 선임하 으나 최정권은  힘이 없었고 신 군부 세력들이 

국정을 주도하 다. 

  1980년에 들어서자 학생들과 민주세력들은 곧바로 개헌을 통해 새로운 민주정부를 세우자고 

요구하 고 권을 노리는 3김씨(김종필, 김 삼, 김 )는 각축을 벌이면서 기회를 엿보았다. 

그러나 12․12로 군부와 정보기 을 장악한 두환(全斗煥)의 신 군부는 은 히 집권 시나리오

를 비하고 있었다.4)

  1980년 4월 14일 두환은 보안사령 에 이어 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임함으로써 권력 장악의 

기반을 다졌고, 5월 31일에는 국가보 비상 책 원회(국보 )을 발족하게 된다. 5월 순 학생

들의 시 가 과열되자 신 군부는 국가보 를 명분으로 드디어 행동화하 다.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해 계엄을 국으로 확 하고 국회와 정당을 해산시켰으며, 3김씨

를 비롯한 구 정치인들을 거세하 는데, ‘김  일당의 내란음모사건’이란 명목으로 24명을 군

법회의에 회부하여 김  사형, 문익환, 이문 은 징역 20년, 김상 , 고 은, 이해찬, 춘호 등

에게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 다.

  5월 18일 주에서는 계엄 확 와 김  구속을 반 하는 시 가 격렬하게 개되었고, 신 

군부는 공수부 를 투입하여 시민들을 학살하 는데, 이에 굴하지 않고 주시민들의 항쟁은 계

속되었고, 5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군경이 외곽으로 철수한 가운데 시민군의 해방구가 되었다. 

그러나 시민들은 외부와 차단되어 고립된 가운데서도 질서를 지키고 강․ 도 등 범법을 행하는 

일도 없이 민주화를 한 도청 앞 집회를 계속하 다. 그러나 군부는 5월 27일 새벽에 시민군이 

사수하던 도청을 무력진압, 탈환함으로써 주항쟁에 막을 내렸다.

  주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는 엄청나서, 공식집계로는 사망자 237명, 행방 불명자 47명, 부

상자 2,627명으로 되어 있으나 그 정신 , 물질  후유증은 그보다 훨씬 컸다. 오랫동안 주사

태라 하여 이에 가담한 민주 인사들이 체포․구 되고 고통을 당했는데, 십 수년이 지난 뒤에야 

민주화운동으로 그 역사  의미가 인정되기에 이르 고, 망월동의 5․18묘역이 정부에 의해 새

롭게 꾸며졌다.



  그건 그 고, 1980년 8월 16일 최규하 통령이 하야하고, 실권자인 두환이 9월 1일에 11  

통령으로 취임했다. 이어서 7년 단임의 간선제를 골자로 한 헌법안을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짓

고, 1981년 2월 25일 선거인단에 의한 체육  선거를 통하여 두환이 당선되고 3월 3일 12  

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제 5공화국이 시작되었다.

  5공은 국정지표를 민주주의의 토착화, 복지사회 건설, 정의사회 구 , 교육개 과 문화창달로 

내걸었으나 집권과정에 정당성과 도덕성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반정부 세력으로부터 심

각한 도 을 받게 되었다.

  주항쟁의 비극과 좌 을 딛고 다시 일어선 민주화운동은 5공의 폭압정치에 과감히 맞서 계

속되었다. 학생과 노동자, 농민은 물론이고 학교수와 종교인, 교사와 문화 술인 등 모든 분야

에서 반정부 투쟁이 진행되었다.  이들은 주 유  진압의 책임을 물어 미국에 해서도 강

력한 비 운동을 개하 고, ‘양키, 고 홈’의 반미 구호가 캠퍼스마다 즐비하 다.

  내란 음모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병보석으로 출감한 김 은 병 치료차 미국으로 건

가 해외의 반정부운동을 지속 으로 개했고, 가택연  상태에 있던 김 삼은 23일 동안 단

식을 결행함으로써 정국 환의 계기를 만들었다. 양 김은 1984년 5월 17일 민주화추진 의회

(민추 )를 결성하며 민주주의 회복과 직선제를 쟁취하기 한 강한 정치사회운동을 개한다.

  두환 정권은 야당(신한민주당)과 재야와 학생들의 개헌요구를 호헌론으로 맞서다가 1987년 

4월 13일 개헌불가를 천명하 다. 온갖 경제비리와 친인척 비리를 비롯하여 박종철군 고문살해

사건으로 두환 정권에 한 국민  반감이 노골화되었다.

  1987년 6월에는  국민  항이 거세어지고 이른바 6월 항쟁이 이어졌는데, 6월 26일 국민

운동본부가 주 한 평화 행진에는 국에서 100만명이 참여함으로써  정권을 압박하 다. 드

디어 6월 29일 노태우 민정당 표가 6․29선언을 발표하 다. 6․29선언의 핵심은 직선제 개헌

과 김 의 사면복권으로서, 그것은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다. 그 결과 정국의 환을 

꾀할 수 있었고, 정세는 선거국면으로 이행되어 갔다. 민주화의 동지 던 양 김은 분열되고, 12

월 통령선거에서 여당 후보인 노태우(盧泰愚)가 통령에 당선된다. 이 게 해서 두환의 5공

이 끝나고 노태우의 6공이 시작된다.

  두환 정권은 근본 으로 보안사, 안기부, 검경 등에 의한 공안통치로 지탱되었고, 학원과 언

론기 , 각  행정기 , 사회 단체마다 정보요원들이 무상 출입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학생시

를 진압하 다. 5공은 산업구조조정이란 명목으로 기업들을 인 으로 통폐합하 고, 정경유착

이 극심하여 재벌만 비 해졌다. 언론에 한 통제가 심하여 언론인 해직과 언론 통폐합이 자의

으로 강행되었다. 동아방송, 동양방송이 KBS로 통합되고 신아일보는 경향신문으로, 서울경제



는 한국일보로 흡수․통합되고 지방지는 1도 1사로 제한되었으며, 합동통신과 동양통신이 연합

통신으로 통합된다.

  그리고 언론, 출 을 정비하여「창작과 비평」,「문학과 지성」,「씨의 소리」,「뿌리깊은 나

무」등 172개 정기 간행물을 등록 취소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 다.

  5공은 정의사회 구 을 하고 사회정화를 실천한다는 명목 하에 2  이상 고 직 243명을 포

함하여 공무원 5,480명과 국 기업체 임직원 3,111명을 부정부패 등의 죄목으로 숙정하 고, 교

수 86명 등 교육공무원 611명을 해직하 으며, 715명의 기자를 언론인 숙정 차원에서 해직하

다.

  특히 사회악 일소를 한 특별조치로서 39,742명을 합법  차 없이 삼청교육 로 끌고 가서 

상상을 월하는 비인간 인 가혹 행 를 행했는데, 이 가운데 54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두환 정권시 에도 강압 인 통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통행 지 해제, 교복 자

율화 등 비정치 인 분야에 해서는 통제를 풀기도 하 다. 컬러 텔 비  방송의 시작과 더불

어 란한 쇼 문화가 안방에 들어왔고 화의 성 인 표 의 규제도 완화되었으며 심야 화 이 

생겼다. 한 로야구와 로축구가 출범하 고, 엘리트체육을 육성하여 스포츠공화국의 이름을 

떨쳤다. 통  해제와 함께 향락산업에 한 규제도 완화되어 오락산업이 성행되었다. 이리하여 5

공 시 에는 문화가 성을 이루었고, 오락 이고 향락 인 사회 풍조가 흥행하여 정치  

억압과 불만을 해소시켰다.

  한편 5공은 1982년부터 제 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안정화정책을 내세웠지

만, 민간 주의 자율 경쟁이나 균형 성장과는 거리가 먼 정부주도의 치 융과 정경유착, 재벌

편 정책 등을 답습하 고 소기업과 노동자, 농민의 이익을 도모하지 못했다. 그런 에도 안

정화정책으로 1984년경부터 물가를 잡는데 성공하 고, 1986년에는 국민 의료보험 확 , 국민

연 제 실시, 최 임 제 도입과 같은 일부 복지정책이 미흡하지만 실시되었음은 다행한 일이었

다.

  그러면 5공시 인 1980년 의 교육은 어떠했는가를 살피기로 한다.5) 먼  고학력사회니, 학력 

인 이션이니 할 만큼 고등교육이 확장되고 동시에 학입시를 한 과외수업이 늘었다는 

이다. 1965년의 4년제 학 졸업자수가 2만 2천명 선이었음에 비하여 1985년에는 12만 여명으로 

늘어나 무려 6배가 되었다. 따라서 입시교육에 치우치고 과외공부에 매달리는 행  교육 상

이 나타난 것이다. 

  이에 1980년 7월 30일 정부에서는「교육정상화  과열과외 해소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주

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981학년도부터 학입시 본고사를 폐지하고, 출신 고등학교의 내신성 과 비고사 성 만     

    으로 학 입학자를 선발한다.

  2. 고등학교 이하 각  학교의 행 교과목 수를 이고,  그 수 도 낮추는 내용으로 교과      

     과정을 조정한다.

  3. 학의 졸업정원제를 실시하여 신입생은 정원보다 일정수를 더 입학시키되, 졸업은 정원수      

    만큼만 시킨다.

  4. 학의 강의를 아침부터 밤까지 개설하여, 학의 시설과 인력을 최 한 활용하는 일 수      

    업제를 시행한다.

  5. 학 진학의 문호를 넓히기 해 학입학 인원을 연차 으로 폭 확 하며, 1981년에는       

    최고 10만 5천명까지 증원할 것을 검토한다.

  6. 행 텔 비젼 가정고교방송의 운 을 개선하여 방 시간과 상과목을 늘리는 한편, 1981      

    년부터는 교육 용방송을 실시한다.

  7. 방송통신 학을 확충하고, 교육 학의 이수연한을 연장한다.

 

  와 같은 과열과외 해소방안을 시행함에 있어 교육재정의 지원, 학시설의 확충, 교원의 처

우개선  정부․산업체 고용정책의 개선 등 장기 정책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 다.  고질화된 

과외병폐를 일소하기 한 방안으로 과열과외 추방을 범국민 으로 개하도록 하 다.

  이러한 조치로 과열과외가 어느 정도 수그러들었으나 이번에는 자율학습, 보충수업이란 이름

으로 학교의 정규수업 외에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다. 정규수업 6, 7시간을 하고 1시간의 보충수

업을 행하며, 그리고 나서 밤 9, 10시까지 학생들을 교실에 남겨두고 스스로 공부하게 하는 이른

바 자율학습이 행해진다. 이것은 곧 학교과외요, 결국 변칙수업이라 할 수 있어 교육정상화를 

해하는 것이지만, 입시경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학교육  평생교육의 2  원리 등 4  원칙

으로 되어있다.

  첫째, 인교육은 교육이 세계 으로 지향하고 있는 보편  개념이다. 교육은 자라나는 세  

      에게 지식과 기술만을 습득시키는 것만으로 될 수는 없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해  

      서는 건강한 신체도 필요하고 조화로운 정서와 건 한 덕성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정신교육은 교육이 오랫동안 잊었던 것이지만, 오늘날 인간교육을 해서 매우 요  

      한 측면이다. 정신이란 개념이 과학 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정신은 인간을 다  

      른 동물로부터 구별하는 본질 인 증표다. 이 시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정신교육은 윤리  

      교육과 정치교육을 결합시킨 것이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과학교육은 모든 나라가 심을 가지는  교육의 심 과제이다. 이제는 경제발 이  



      나 군사력의 강화뿐 아니라,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의 극복도 과학과 기술의 힘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으니, 과학교육은 국가 으로도 매우 요하다.

  넷째, 평생교육은 교육에서 아주 요한 과제가 되었다. 사회는 과학과 기술문명의 발  

      으로 인하여 지식과 기술이 매우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  

      는 응할 수 없다. 문  직업생활을 해서도 지식과 기술이 3, 4년이면 낡은 것이 되  

      기 때문에 다시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평생교육이 진흥되어야 하는 것  

      이다.

  한편 1980년 에 교육 학의 수업 연한이 연장되었다. 1981년에는 서울교 , 부산교 , 주교

가 4년제로 되고, 1982년에는 구교 , 인천교 , 공주교 가 연장되었으며 1983년에는 주

교 , 춘천교 , 진주교 가 그리고 1984년에는 청주교 , 제주교 가 4년제 학으로 개편되어 

국민학교에서의 교과 담임제 채택  학교의 의무교육에 비한 교원 양성 교육의 체제를 갖

추게 되었다.

  한 1982년 10월에는 학교육 의회를 사단법인으로 출발시켜 학의 학사, 재정 등 공동

심사를 의하고 학교육의 건 한 발 을 도모하기 하여 국 학의 총․학장들로 구성하

여 오늘날까지 운 해 오고 있다.

  1983년 3월에는 교복자율화와 두발자유화가 시행되었다. 이 문제는 찬․반 양론이 있지만 양

쪽이 어느 정도의 일리가 있다. 1985년 10월 문교부가 교복을 다시 입을 수 있도록 허용한 배경

이 있으니, 지 은 획일성을 피하고 학교에 따라 비교  자유롭게 교복착용을 다루고 있어 다행

이다. 

  1984년에는 고등학교 새 교육과정이 시행되었다. 5․16직후 1963년에 1차 개정을 했고, 10월 

유신직후인 1973년에 2차 개정을 했으며, 5․17직후인 1982년에 교육과정의 3차 개정을 한 것이

다. 이에 따라 1950년 의 반공, 도덕교육이 1960년 에는 민주시민교육과 국민정신의 개조로, 

1970년 에는 유신, 새마을 교육으로 나타났다가 1980년 에는 국민정신교육이 된 것이다. 1984

년부터 시행된 고등학교 새 교육과정에 의하면, 그 기본방향이 국민정신교육의 체계화, 인교육

의 충실, 과학기술교육의 강화에 두고 있다.

  1985년에 사립 ․고 교장회의에서 사학의 활성화를 한 사립학교육성법을 제정 건의했는

데, 그 내용은 사학기  육성을 한 특별법 제정, 사학교원의 인건비와 시설비 보조, 학교법인

에 한 수익용 기본재산 의무화 배제, 사학육성 기  조성, 사학 고의 설치 운  등이었다.

  한 7․30 교육개 조치에 의해 학별 본고사가 폐지되고 비고사와 고교내신성 (20% 이

상 반 )으로 입 형을 하게 했다. 그러나 1982년부터 비고사를 커트라인을 없앤 학력고사



로 바꾸어 지 까지 시행해 오고 있다. 그 뒤에 학의 자율권을 인정하여 학에 따라서는 본 

고사를 보는 학도 다시 생겼다. 졸업정원제는 반 와 부작용이 많아서 곧 폐지되었다.

  다른 한편 1980년 에는 학생들 사이에 반미운동이 확산되었고 민주화를 한 시 로 거듭

되었으며, 교원노조운동이 이어졌다. 교사들에 의한 교육운동이 교원노조의 결성 비로 나아갔는

데 정부에서는 이를 극력 지하 다.

  1982년부터 시작된 개방 학의 설치와 방송통신 학의 확  등은 1980년  폭발 인 교육열을 

충족시키기 한 방책으로서 성과를 거두었다.

   2. 6공과 문민정부의 교육

   (1) 제 6공화국과 교육

  1987년 12월 26일에 실시된 제 13  통령선거에서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고 1988년 

2월 25일 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제 6공화국이 출범하 다. 노 정권의 국정지표는 ‘보통사람들의 

한 시 를 연다’는 것이고, 정책기조로 민족자존, 민주화합, 균형발 , 통일번 의 4  시정

방침을 내걸었다.6)

  노 정권의 당면과제는 6․29정신의 실천이었으니, 그것은 과거의 권 주의  악폐를 청산하고 

민주  개 을 범 하게 단행하는 일, 산업민주주의와 경제정의를 실 하는 일, 그리고 분단극

복을 한 통일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노태우 정권은 국민의 직 선거로 

탄생하긴 했으나, 근본 으로 5공의 연장이기 때문에 6공이 주도 으로 민주화를 실천하기는 어

려운 일이었다.

  1988년 4월에 실시한 총선에서 여당이 실패함으로써 여소야  상이 나타나고 야권의 민주화 

공세에 리어 개 의 방향으로 가게된다. 먼  국회청문회를 통하여 5공시 의 비리들이 밝

지고, 주범처리에 한 국민들의 요구가 거세어졌다. 그리하여 경환 등 친․인척들이 구속되고 

두환  통령은 88년 11월 23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백담사로 유배를 떠나야 했다.

  한동안 여야공조를 하던 6공은 문익환 목사의 방북과 서경원 의원의 입국 사건 등을 계기로 

공안정국을 이루었고 1노 3김의 분할체제를 청산하는 정계개편을 추진했다. 민정당(노태우), 민

주당(김 삼), 공화당(김종필) 3당이 내각제 개헌을 조건으로 1990년 2월 15일 격 으로 합당

을 선언했다. 여소야 가 무 지고 여 야소로 정치상황이 뒤바꾸어졌다.

  6공의 정치는 법 , 제도 으로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보장되었고, 5공에 비하여 입법부와 사



법부의 권한이 강화되어 3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이 갖추어진다. 한 30년만에 지방자치제

가 부활되고 언론의 자유가 신장되었으며, 노동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가 활성화되

었다.

  3  호황과 4년에 걸친 국제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90년 에 들어서면서 불황에 

빠져들었다. 미국의 계속되는 시장개방 압력에 따른 수입자유의 확 , 기술개발보다는 부동산 투

기나 덩치 키우기에만 여념이 없었던 재벌들의 국제경쟁력 약화 등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서 한국경제가 추락을 피할 수 있는 길은 경제개 과 산업구조 조정이었다. 그러나 노 정권은 

심각한 경제비리와 정경유착에 의한 재벌 심의 경제운용으로 개 과 구조조정은 미 책에 그

치고 뇌물이 횡행하는 부도덕한 경제상황을 이어갔다. 

  그러나 노 정권에 있어서 제 24회 서울 올림픽 회(1988. 9. 17～10. 2)를 성황리에 치른 것과 

북방정책을 성공시키고 남북합의서를 이루어낸 것은 큰 공이라 할 수 있다. 1989년에 동구권 사

회주의가 붕괴되고 그해 11월 9일에는 동서 냉 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 졌다. 

  노 정권은 1988년 말에 헝가리와 수교 계를 맺고 1990년에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

아, 불가리아, 몽고, 소련 등과 국교 계를 수립하 다. 1992년 8월 24일 한국은 국과 국교수립

을 이룸으로써 사회주의권과의 수교를 모두 성공시켰으니, 단한 성과 다.

  1991년 9월 17일 제 46차 유엔총회에서 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각각 독립국가

로서 유엔에 가입하 다.

  이어서 1991년 12월 13일 다섯 차례에 걸친 남북고 회담의 결과「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

침  교류 력에 한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제 1장 남북화해, 제 2장 남북불가침, 제 3장 남

북교류 력, 제 4장 수정  발효로 되어있는 남북합의서는 25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서두

는 다음과 같다.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 의 뜻에 따라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조국통일 3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  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의 화해를 이룩하

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방 사이의 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 으로 형성되는 특수 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 다.”

  이는 남북한의 화해와 력을 한 새로운 이정표를 이룬 역사  문건이었다. 그러나 남북

계는 북한의 핵 문제로 꼬이면서 남북합의서는 제 로 실천되지 못했으나, 남북 계의 개선과 

통일을 향해 가는 요한 성과 다.



  그 밖에 6공 시 에는 교조 활동으로 1천 5백명의 교사가 해직되기도 하 고, 출 문제로 

곤욕을 치르는가 하면, 언론에 한 정부의 직  통제는 약화되었으나 오히려 언론사주에 의한 

자발  통제가 일어나기도 했다. 한편 언론기 이 엄청나게 증가하여 언론의 자유 경쟁체제가 

개되었다.

  1989년 5월 28일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내세우고 국교직원노동조합( 교조)이 결성되

었다. 1986년 5월 10일의 교육민주화선언 이후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민주교육추진 국교사

의회( 교 )를 1987년 9월 25일에 결성함으로써 교사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 

교사의 정치  자유와 사회경제  지  보장, 자주  교원단체의 결성과 활동 보장, 해직교사의 

복직과 구속교사 석방, 악질  교육 료와 사학재단의 퇴진, 어용 교련의 해체, 교사 학생  지

역 주민이 주체가 된 교육자치제의 확립, 심야학습 보충수업의 철폐,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의 

실천 등을 주장하 다.

  이러한 교 이 바탕이 되어 교조가 결성되었으나 여 히 합법화되지 못하고 곤욕을 치루

었으며, 교육 일선에서는 많은 혼란과 갈등을 빚었다. 이번에야 김  정권이 들어선 후 노사정 

합의(1998. 2. 6)로 1999년부터 합법화가 정되어 있는데, 교육의 민주화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한

편 교육의 정치화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80년  말엽 이후 90년 에 걸쳐서 수입 개방과 함께 모든 문화의 국제화 상이 심해졌고 

문화가 흥행했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가치 이 향락 이고 즉흥 이고 감각 이고 오락 인 

편향으로 치우쳐서 교육의 이념과 목 이 흔들려서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2) 문민정부와 교육

  1992년 12월 18일 제 14  통령선거에서 민자당의 김 삼(金永三) 후보가 당선되고 1993년 

2월 25일 통령에 취임하여 김 삼 정권이 출범하 다. 1961년 5․16군사 명 이후 30년간 지

속되어온 군부시 가 끝난 것이다. 김 삼 정권은 제 몇 공화국이라 하지 않고 군부의 지배가 

아니라는 뜻으로 문민정부라 호칭하 다. 따라서 김 정권은 역  군부정권과는 달리 더 이상 정

통성 시비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김 정권도 태생  한계는 있었으니, 야당 출신인 김 삼이 1990년 3당 합당으로 여당

의 당 표가 되었고 거기에 기반해서 정권획득에 성공했다는 이 그것이다. 그리고 김 삼 

통령도 노태우 통령과 같이 지역 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도 문제 다.

  문민정부는 ‘신한국 창조’를 통치이념으로 내세우고, 그를 실 하기 해 안정과 개 이라는 



다소 이율 배반 인 목표를 동시에 들고 나왔으나 먼  개 을 선택한다. 문민정부의 국정목표

는 신한국 창조,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 통일된 조국 등이었다.7)

  문민정부의 개 의 신호탄은 1993년 2월 27일 김 통령의 재산 공개와 정치자  안 받기 선

언으로 시작되었다. 윗물맑기운동이라 할 수 있는 고 공직자의 재산공개와 정화운동은 5월 30

일 여야 합의로 「공직자 윤리법」을 제정함으로써 제도화되었다. 이 법에 따라 3만 3천명의 고

공직들이 재산을 공개했고, 그  일부는 국민과 여론의 심 을 받아 공직에서 사퇴하거나 당

에서 려났다.

  김 정권은 군부의 섹트로 온갖 횡을 다하며 요직을 독 해온 두환, 노태우 계열의 정치군

인 집단인 「하나회」를 해체시키고 군 사정을 단행했다.

  사정 정국으로 과거의 인  청산을 이룬 김 통령은 1993년 8월 12일 융실명제를 격 실

시했고, 1994년 3월 4일 여야는 돈 안 드는 선거를 목표로 통합선거법, 지방자치법, 정치자 법

등 일련의 정치 계법을 개 하 다.

  그런데 김 정권의 개 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으니, 그것은 김 통령의 정치 행태가 독단

이어서 법과 제도  정부나 국민의 지원을 제쳐놓고 하 다는 이다. 게다가 둘째아들 김 철

과 청와  비서진 일부의 막강한 권력 행사와 부정비리도 문제 다. 여기에 서해의 페리호 침몰, 

성수 교 붕괴, 삼풍백화  붕괴 등 각종 사고가 을 잇고 공직사회는 부패 속에서 복지부동하

다. 통령만 단 없는 개 을 외칠 뿐 국민들은 이미 외면했고, 기득권 보수세력들은 발목을 

잡지만 효과  응을 못했다.

  그러다가 1995년 10월에 터진 노태우 비자 사건을 계기로 5․6공에 한 역사  단죄가 시작

되었다. 두환, 노태우 두 직 통령은 구속되었고, 12․12와 5․18의 주역들이 ‘역사 바로 세

우기’의 이름으로 이 처벌받는 등 역사  사건이 벌어졌다.

  12․12사건은 김 통령이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  사건’이라 말하 고 검찰은 ‘12․12는 명

백한 군사반란 행 ’라 정했다. 5․18에 해서도 처음에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는 논리를 들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으나, 1995년 11월 통령은 5․18 특별법 제정을 지

시하 다. 검찰은 12․12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를 발족하고, 재수사에 착수하여 련자들에

게 유죄 결을 내렸다.

  1986년 8월 26일 1심에서 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22년 6월의 형이 선고되었고, 12월 16일 항

소심에서는 두환 무기징역, 노태우 17년이 선고되었으며, 1997년 4월 17일에 열린 법원 최종

결도 같은 형량이었다. 그러나 1997년 12월 통령선거가 끝나자 12․12 주동자 모두를 사면

한다.



  한편 김 삼 정권은 국제화시 에 발맞추어 1994년 12월 16일 WTO(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

이 되자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특히  등 농산물까지도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으며 지 재산

권과 서비스 분야까지도 문을 열게 된다. 문민정부는 ‘세계화’의 구호를 내세워 외환제도 자유화

조치를 취하고 1996년 12월 12일에는 무리하게 OECD(경제 력개발기구)에 가입하여 29번째 회

원국이 된다.

  국민 총생산과 무역규모가 세계 11 권이라지만 1인당 GNP는 1만 5백달러로 세계 34 에 불

과한 처지로서 허세와 과욕을 부린 셈이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1997년 1월 23일 한보사건이 터지고 7월에 「기아」가 부도나고 크고 작은 

기업들이 이 도산하면서 직하 기상황에 빠졌다. 여기에 무분별한 외자도입이 되

어 1천 5백억 달러의 외채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자본이 빠져나가자 외환 기가 닥쳤다. 

1997년 11월 21일 정부는 IMF에 구제 융을 신청하고, 앞으로 수년간 IMF 리를 받아 ‘한국

쟁이래 최 의 국난’인 경제 기를 극복하여야만 하게 되었다.

  개 을 실천하여 뚜렷한 업 을 남기고 역사에 남는 통령이 되겠다고 호언한 김 삼 통령

은 경제 탄의 책임자로서 역사에 남는 통령이 되고 말았다.

  물론 김 삼 통령은 공직자 재산공개, 융실명제 실시, 지방자치제의 실시, 군부의 개 , 1

2․12와 5․18문제의 역사 바로세우기 등 개 인 공 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한편 문민정부의 교육 황을 보자면, 첫째 1994년부터 새로운 학입시제도에 따라 과거의 학

력고사 신 학수학능력시험(수능시험)이 실시되었다. 수능시험은 학과정을 이해하는데 필요

한 수학능력을 측정하기 한 것으로서, 출제경향은 과거의 암기 주식 문제에서 고교교육과정

의 내용과 수 에 맞춰 통합교과  소재를 가지고 사고력과 창의력 심으로 환되었다. 이

게 해서 입제도는 수능성 과 고교내신성  그리고 학별 본고사를 골간으로 하 다. 내신성

은 40%이상 반 하게 했으나 수능과 본고사의 반 여부와 비율은 학자율에 맡겼다. 1996년

부터는 내신성 을 해 종합생활기록부(종생부) 제도가 도입되었고, 학 본고사를 폐지하는 

신 일부 학에서 학별 논술고사만 치르고 있다.

  1997년 7월 4일에는 99학년도부터 학생부담의 감소와 고교교육 정상화를 해 수능시험 과목

을 축소하고 선택과목을 늘리기로 했으며, 비교내신제도 철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교내신제 

철폐에 반발해 과학고와 외국어고등 특수목 고 학생들이 집단 자퇴하거나 학하는 등 문이 

일어났다.

  한 1997년도부터 학생들의 편입시험제도가 생겨서 학 간 학생 이동 상이 일어났다. 

그리고 학의 자율화와 학교육을 진하기 하여 일정 범  안에서 학 정원을 자율 으로 



조정하게 했고, 학사운 의 자율화, 학평가 인정제 등을 도입해 학의 질  향상과 구조조정

을 강화하도록 하 다.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이 과열 과외교육과 사교육비의 과다 상이다. 우리나라의 지나친 교육

열은 입시경쟁을 불러오고, 학입시를 비하는 길은 정규과정이 아닌 과외를 통해서 하고 있

어 과외망국론이 나올 만 하 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에 의하면 94년 재 사교육비는 17조 

4천 6백억원으로 공교육비 16조 7천 5백억원을 능가하고 있고, 그 에 과외비 지출은 5조 8천 

4백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고생의 69.2%가 과외를 받고 있다는 조사도 나왔다. 그래서 근년에

는 수능시험을 교과서 내에서만 출제하여 고득 자가 많이 나오게 함으로써 과외무용을 보여주

고 있다.

  과외열풍과 함께  한가지 문제는 교육계의 비리이다. 학교수 임용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정

비리와 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볼 수 있는 지가 문제로 나타났다. 사회 모든 분야가 부

패하고 부정이 성행하고 있는데 교육계만 어떻게 참되고 올바를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것은 궤

변에 불과하다.

  오늘날 한국사회가 물질주의와 이기주의, 향락풍조에만 빠지고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상실하고 

있음을 반성하고 교육이 이를 선도해야 한다고 그 책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3. 국민의 정부와 교육

  1997년 하반기는 김 삼 문민정부의 뒤를 이어갈 통령 선거로 바빴고 여기에 경제  불안이 

가증되었다. 야당인 새정치 국민회의에서는 통령 후보로 김 을 추 하 고 자민련은 김종

필을 선임하 으며, 여당인 신한국당은 결선투표에서 이회창을 후보로 선임하 으나 경선 후유

증이 심각하여 이인제가 이를 불복하고 국민신당을 만들었다. 그러나 수평  정권교체를 김종필

이 DJP연합을 이루어냄으로써 야당의 김 과 삼김 청산을 주장한 이회창과 세 교체를 내세

운 이인제등 3인 결이 되었다. 몇 차례의 TV토론과 격렬한 선거운동을 거쳐 1997년 12월 18

일 외환 기 에 치러진 제 15  통령선거에서 김  후보가 당선되어 1998년 2월 25일 새 

통령에 취임하 다. 

  이 나라의 인권운동과 민주화를 하여 30여년간이나 박해와 고통을 받아왔고 그 동안 선에

서 세차례나 고배를 마셨던 노정치지도자가 통령이 됨으로써 건국이후 50년만에 여야간 정권

교체를 처음으로 이루어 낸 것이다. 

  새로 들어선 김  정부는 ‘국민의 정부’라고 이름을 붙 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한, 국민



의 정치’를 하겠다는 의미 다. 

  김  통령은 당선이후 심 을 기울여서 IMF 리하에 있는 한국의 외환 기 극복을 해 

일하고 있으며, 기업과 융의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정부와 공공기 의 개 을 실천하고 

있다. 마침 1998년 8월 15일은 정부수립 50주년으로서 ‘민주화와 자유경제’를 표방한 김 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제 2건국을 다짐하면서 다음의 국정운  6  과제를 밝혔다. 

   1. 방 통행정치에 의한 참여 민주주의의 실

   2. 치경제로 부터의 해방을 한 경제구조 개

   3. 보편  세계주의 가치  정립

   4. 지식기반 국가건설

   5. 신 노사문화 창출

   6. 남․북 교류 력

  한편 국민의 정부는 여러 가지로 교육개 을 실천하고자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먼  김 통

령은 취임사에서 교육문제에 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 다. 

  “우리 민족은 높은 교육수 과 찬란한 문화  통을 가진 민족입니다. 우리민족은 21세기의 정보

화 사회에 큰 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수한 민족입니다. 새정부는 우리의 자라나는 세 가 지식 정

보사회의 주역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등학교부터 컴퓨터를 기르치고 학입시에서도 컴퓨터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계에서 가장 컴퓨터를 잘 쓰는 나라를 만들어 정보 국의 토 를 튼튼히 닦아 나가겠습니다. 

  교육개 은 오늘날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산 한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인 과제입니다. 학입시

제도를 획기 으로 개 하고 능력 주의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청소년들은 과외로부터 해방되고 학부모들은 과 한 사교육비로부터 벗어나게 하겠습니다. 지식과 

인격과 체력을 같이 요시하는 지․덕․체의 인교육을 실 시키겠습니다. 이러한 교육개 은 

만난을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굳게 다짐합니다.”   

  한 통령직인수 ( 원장 이종찬)는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 나갈 100  국정과제를 발표하

는데, 그 에서 교육부문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학생 주의 교육으로 학습능력  다양성 제고

   2.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추진

   3. 교원 근무여건 개선  인사제도 개선을 통한 우수교원 확보



   4. 교육부문의 효율성 제고  교육자치 기반 조성

   5. 산업수요에 맞는 산업교육체제 구축8) 

  김정권 출범과 함께 이해찬 교육부장 은 ․ 등교육에 있어서 지라는 이름의 부정을 제

거하기 하여 노력했으며, 교육개  련 법령을 제정 는 개정하 다.9)

1. ․ 등 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1) 교육청  학교가 수요자 심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유도하기 하여,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교육부장 은 매년 교육행정기 과 학교에 한 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공개한다.

   (2) 지역  학교 장의 실정에 따라 하반 교육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기 하여, 시․도 교  

     육청  학교의 자율성을 폭 확 한다.

     (학 당 학생수 자율결정, 교외 체험학습수업 인정, 열린 교육․특성화 교육 등을 한 자  

     

율학교 지정 지원, 주임교사 신 보직교사제)

   (3) 교육의 장으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계층을 한 교육  배려 방안으로서, 학교폭력 는   

     가정폭력의 피해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하여 학교장은 학생의 학을 교육장에게 추천  

     할 수 있다. (학습 부진아 포함)

   (4) 학생의 교육권 보호를 제고하기 하여 체벌남용을 지하고, 동일 별 학교간에 ․편  

     입학을 가능  한다. ․ ․고에 귀국학생 특별학 을 설치, 운 할 수 있다.

   (5) 교육과정 운 상 필요시에는 정규 교원외에 교사자격증 소지에에 계없이 기본학력과   

     련분야 실무경험을 가진 인재를 산학 겸임교사, 명 교사, 강사 등을 채용할 수 있다.

   (6) 학교단 의 교육자치기반을 다지기 하여 학교운 원회를 설치하여, 산  결산, 학  

     칙개정, 교육과정의 운 방법, 교육자료의 선정, 빙교원 추천, 학교발 기  모  등에   

     하여 심의토록 한다.

2.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제정

   (1) 학의 기본조직과 학사운 을 학이 자율 으로 다양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학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구 시키고, 소비자인 학생이 다양한 공을 이수  한다. 학의 모집  

     단 는 복수의 학과 는 학부로 하고(특별한 경우는 학과별) 학생은 일정학 을 취득하면  



     공으로 인정받고, 복수 공을 할 수 있게 한다.

     학사과정과 학원과정을 연계 운 할 수 있다.

   (2) 학정원의 자율화를 확 하고 학이 장기발 계획과 연계하여 정원은 책정  함으로써  

     학의 특성화를 꾀한다. (단 사범 학, 의․치․약 , 수도권 학, 국공립 학의 정원은 교  

     육부장 이 정한다)

   (3) 학의 학생선발은 학자율에 임하되, ․ 등 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도록 하며, 국  

     립 학은 국가의 균형발 을 도모해야 한다. 학생의 소질․ 성들이 반 되도록 형방법  

      기 을 다양화한다.

   (4) 학의 명칭을 자율화화되, 학․산업 학․교육 학․방송통신 학은 그 명칭을 학교  

     는 학으로 하고, 문 학  기술 학은 학으로 한다.

   (5) 학칙개정은 보고사항으로 하되, 학칙  법령에 반되는 사항이 있을때는 교육부장 이   

     그 시정을 요구한다.

   (6) 국내외의 타 학에서 취득한 학 은 졸업학 의 4분의 1(방통 는 3분의 1)의 범 내   

     에서 학 인정을 받게 한다. 

   (7) 문 학에 설치하는 공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 범 내에서 하되, 문  졸업후  

     산업체 근무경력 1년 이상인자로 등록하게 한다.

  와같이 교육개 을 법제화하는 한편 교육부는 ․ 등 학교에서 방과후 교육활동을 활

성화시킴으로서 학생들의 소질과 성을 기에 계발하고, 보충․심화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과외 구를 총족시키며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이는데 힘쓰고 있다. 한 학교운

원회를 활성화 시키고 교장, 교사 빙제를 시범 실시하며, 교육감을 선출 원회를 구성하

여 실시하도록 교육자치제를 확 하 다.

  끝으로 국민의 정부에서는 통령 직속의 교육자문기구로서 새교육공동체 원회를 구성하

는데, 문민정부의 교육개 원회가 교육개 안을 구상․제시하는데 을 두었던 것과는 

달라서,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의 실천  교육개 을 지원하고 국  교육시민 모임과 연계

함으로써 온 국민의 개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체감하는 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는 역할

을 맡게 되리하고 한다.

  그러나 김  정권은 정치개 과 경제의 회생과 활성화, 사회의 안정과 건정성 확립, 남북

의 교류와 력등 서둘러서 풀어야 할 문제가 산 해 있지만, 올바른 교육개 을 이루어 갈 

일이 요하다. 이 경우 근본으로 삼을 일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높이며 윤리의식을 회복



하는 인간 심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이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지식과 정보가 넘친

다 해도 사랑과 정의로 가득찬 바람직한 공동체 사회를 이루지 못하고,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

며 선과 악을 분별치 못하고 인간을 말살하는 불건 하고 부도덕한 사회가 된다면 교육은 실

패한 것이라는 깨달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제 2 장  ․고 분리와 역  교장

   1. 고등학교의 교장들

  유화례 교장의 뒤를 이어서 정  부 교장이 수피아여 ․여고의 교장을 1957년 8월부터 1974년

까지 역임한 후에는 ․고 교장이 분리되어 시무하 는데, 고등학교에는 김오 , 정신옥, 김용

완 교장을 거쳐 지 은 김홍규 교장이 학교를 책임지고 있다.

   (1) 김오  교장

  김오 (金五奉) 교장은 정 부 교장을 도와 교감을 한 바 있는데 정 부 교장의 뒤를 이어 1974

년 11월 1일 수피아여고의 제 12  교장으로 부임하여 1987년 1월 28일까지 직하 다.

  김 교장은 1921년에 남 목포에서 출생하 고 일본 교 문학교를 거쳐 서울사범 학 등

교원양성소를 마쳤고 조선  법정 를 졸업한 뒤에 남 학교 행정 학원을 수료하 다. 해방 

후에 바로 교육계에 진출하 는데, 목포정명여학교의 교감을 역임하 고 수피아여 ․고의 교감

으로 58년 3월부터 69년 2월까지 재직하 다. 김 교장은 순천매산고의 교장을 거쳐 수피아여고

의 제 12  교장으로 부임하여 13년간 직하 다.

  1) 재임시의 교육철학은 경천애인(敬天愛人), 애국애족(愛國愛族)으로서, 실력양성, 환경미화, 

책임완수를 경 방침으로 삼았다.

  2)재임시의 업  ;

   ① 본교 교장 재임시의 업 이요 기쁜 일로는 유네스코 국제이해교육에 한 문교부 지정연

구학교로 지정된 것을 들 수 있다. 수피아는 이 고장 유일의 유네스코 력학교로서 각 학 에 

국제이해에 한 고 을 만들고 학 별로 친선국을 정하여 그 나라에 한 각종 정보를 수집 

이해하는데 힘쓰고 학교의 국기 게양 에는 친선국의 국기를 교 로 게양하 다.

  1974년 12월에는 국제이해교육 연구발표회를 실시하 는데, 30개 학 을 동시에 수업 공개하

여 교육감이하 교육 원회의 많은 참석자들의 격찬을 받았으며, 수피아여고의 질  발 에 기여

하 다.

   ② 동창회에서 모 하여 유화례기념도서 을 1974년 11월에 건축 공하 다(뒤에 기술). 그

런데 2,200만원의 공사비  그 부채가 1,000여만원이 남아 있었다. 그 부채를 갚기 하여 서화 

시회를 개최하기로 하여 2년의 비 끝에 국의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을 77 이나 기증 받았



다. 그 에는 의제 허백련 선생의 동양화가 6 , 목포 남농 허  건 선생의 작품도 8 이 포함되

어 있고 아산, 석성, 근원, 장 , 송곡, 옥산, 희재 등 이 고장의 유수한 작가들이 많이 조해 주

었다.

  주Y.W.C.A회  강당에서 성황리에 시회를 마치고 그 작품들을 팔아 동창회가 빚을 다 갚

을 수 있도록 하는데 김오  교장의 공로가 컸다.

   ③ 수피아는 특히 체육부의 활동이 두드러졌는데 50, 60년 에는 탁구, 베드민턴, 테니스 등

이 이름을 떨쳤으나 그 통을 계승하지 못하고, 오로지 농구만 오랜 세월동안 이어졌다. 그런데 

1975년 구에서 열린 국체육 회에서 수피아여고 농구부가 유사이래 처음으로 국우승을 하

다(감독 김수득선생). 주시에서는 이를 환 하고 축하하기 해서 카퍼 이드를 베풀어주어 

크게 고무되었다.

   ④ 1980년 주항쟁 이후 수피아여고 재학생 3명이 삐라를 제작 유포한 의로 구속되었는

데, 경찰과 문교당국이 ‘수피아를 문닫게 하겠다’, ‘세 학생을 퇴학시켜라’등 압박과 을 가해

왔지만 학교는 이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다. 결국 그들을 설득시키고 진정시켜 두 학생은 

비고사 에 석방이 되고, 김오  교장이 4개월이나 경찰서를 쫓아다닌 결과 나머지 주동학생

도 그 해 12월 31일에 석방이 되었고, 세 학생 모두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다.

   ⑤ 김오  교장은 양림교회 장로로서 성격이 매우 활달하고 사교 이어서 교계 지도자로서도 

많은 활동을 하 다. 한 수교 장로회의 국장로회장을 역임했고 주기독병원 재단이사장, 

한남 학교 재단 이사장으로 수고했으며, 사립 고등학교장회의 앙이사와 남회장을 역임했

고, 유네스코 한국연맹 앙이사로 사하며 유네스코 세계 회에 한국 표단으로 참석하기도 

하 다.

  김 교장은 선교부와도 긴 히 유 계를 맺고 력하여 매년 유화례 교장의 생일인 12월 21

일에 주에 남아있는 선교사들을 청, 그들의 노고를 로하고 사의를 표하 다. 김 교장의 수

년에 걸친 기도와 교섭이 이루어져 배유지기념 을 증여 받게 되었고, 수피아 강당(뒤에 기술)

이 세워진 토지 1,000평을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인 (이돈은 동창회에서 지불) 3,000여만원에 양

도받게 되었다. 수피아여고 교문  쪽에 자리한 배유지기념 은 본래 선교사들의 배처소로서 

한때는 선교부의 어린이 학교로 사용되던 곳인데, 지 은 수피아의 종교부에서 유용하게 활용하

고 있다. 헌틀리 선교사의 집은 생활 으로도 쓰 고 농구부 합숙소로 쓰고 있다.

   ⑥ 고등학교의 신 은 정 부 교장 당시에 건축하 으나 3층(27교실)까지만 완공하 다. 여기

에 김오  교장은 4층에 9개 교실을 증축하여 1984년 11월 7일에 공함으로써 수피아여고의 본

이 완공된 것이다.



  3) 한편 김오  교장은 재임시에 가장 어려웠던 일로 5․18 주항쟁이후 학생들이 가담하여 

체포되었던 일이라고 술회하 고 그 때의 사정을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다.

   “① 80년 5․18이 일어나자 수피아여고 선배들, 언니들이 죽었다는 유언비어가 돌았고, 이에 자극

을 받은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하고 5․18에 참여하기로 결의하 다. 이 소식을 들은 교장선생은 깜

짝 놀라 30개 학 의 반장들을 교장실로 불러 모아 학생으로서 값있게 애국하는 방법에 해 긴 시

간 이야기하고 설득하 다. ‘꽃 오리가 피어보지도 못하고 꺾이면 마른 풀이 되고 만다. 우리 진리

와 원을 해 기도하자’하며,  강당에서 진리와 원을 한 기도회를 교생이 갖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 다. 반장들은 교장선생의 말 에 어느 정도 수 하 고, 아직도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한 

교장선생은 교생을 스쿨버스에 실어 담임이 각각의 학생들을 집으로 인계하도록 지시하여 한 명

도 희생 없이 무사히 일을 넘겼다.

   ②  당시 기숙사에 기거하던 학생 세 명이 ‘ ㅇㅇ을 ㅇ어 죽여라’, ‘김  선생 석방’, ‘국민투

표 무효’라는 내용의 삐라를 만들어 주 시내 학생회  심으로 밤 11시 경 삐라를 붙이러 나갔다. 

삐라를 벽에 붙이다가 사복 경찰에게 두 명은 장에서 붙잡히고, 한 명은 기숙사로 도망쳐왔다. 곧 

형사 가 학교로 되었고, 기숙사를 수색하려 하 다. 교장선생은 기숙사 수색은 허락하지 않고, 

그 방만 수색하도록 허락하 다. 결국 방에서 삐라와 매직 등 증거물이 발견되었고, 학생은 곧 자백

하여 연행되었다. 이어 선생들도 한 사람, 한 사람씩 연행되어 그 사건의 배후 여부를 조사 받아야 

했고 학교는 쑥 밭이 되었다. 그 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폭풍우 속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김오  교장은 “인간 교육은 반드시 신앙 교육을 해야 한다”고 기독교학교의 종교교육을 강조

하 다. 김 교장은 양림교회 장로로 시무하 고 남노회장을 역임하 다.

   (2) 정신옥 교장

  정신옥(鄭信玉) 교장은 제 12  수피아여  교장(1972. 9. 19 - 1981. 2. 28)을 역임했고, 제 13  

수피아여고 교장으로서 1987년 3월 2일부터 1992년 2월 28일까지 5년간 직하 다.

  정 교장은 1926년 7월 15일 북 김제에서 출생하 고 조선 학교 문학과를 졸업한 후 1952년

부터 교육계에 진출하여 숭일 학교 교사를 거쳐 수피아여 ․고에 1954년 10월에 교사로 부임

하 다. 1969년 3월부터 수피아여 의 교감으로 직하고 1972년 10월부터 1981년 2월까지 교장

으로 수고하 다. 정 교장은 남 학교 교육 학원에서 교육행정을 공 수료하 고 이어서 순

천 매산고등학교 교장(1981. 3 ～ 1987. 2)을 거쳐 수피아여고의 교장으로서  사하게 되었다.

  정신옥 교장은 재임시 교육철학을 이 게 밝힌다. “인간은 구나 오늘을 의미있게 살고 내일



을 설계하며 미래를 창조해 가는 삶과 올바른 가치 을 가지고 진실, 청렴, 겸손하고 자기자신에 

해 얼마나 충실하 는가를 평가받게 되는 것이다.”

  정 교장은 학교 재임 에 스보로홀 에 별 을 신축했고 그 뒤에 김용완 교장이 증축하

여 3층 12교실의 건물이 되었다. 정 교장은 본  뒤에 도서실과 양호실을 1동씩 건축하 다.

  고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한 후 정신옥교장은 여러 가지 일을 하 다.

  1) 기독병원간호 문 학 교지 소유권 문제를 법 인 차를 통하여 해결하 다. 본래 수피    

   아 간호 문 학으로 시작한 이 학교는 수피아 홀에서 강의를 하 다가 오원 기념 과 그   

   건물(옛 숭일학교 별 )로 이사하여 공부를 하 는데, 수피아 캠퍼스 내에 있는 기숙사의 부  

   지를 법 으로 찾게 된 것이다.

  2) 간호 문 학 기숙사를 무상으로 인수받아 사용하게 되었다.

  3) 학교의 재래식 화장실을 없애고 수세식 화장실로 개조하 다. 지 의 학교건물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매우 선진 인 일로서, 이로 인해 매우 편리해졌다.

  4) 각 교실마다 텔 비젼을 설치하여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시청각 교육의 기자재를 갖추는   

   것은 필수 이다. 상매체를 활용하게 된 것이다.

  5) 고등학교 본  뒤의 운동장을 확장하고 스탠드를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다. 수피아 홀 쪽    

   의 운동장 축 를 정비하고 화단을 가꾸었다.

  6) 수피아 강당을 동창회가 주축이 되어 건축하는데, 선교부에 교섭하여 강당부지를 매입    

   하고 1988년 10월에 강당 건축 기공식을 거행한 후 공사에 착수하 다. 김용완 교장때 건축  

   공사가 잘 진행되어 마무리되었고, 공식은 김홍규 교장 부임 에 하 으니, 동창회가 주도  

   하 음은 물론이지만 3  교장에 거친 교장의 노력과 성심이 담겨졌다고 하겠다.

   주 양림교회 장로로 시무하 고 남선교회 국연합회 회장을 역임하 다.

   (3) 김용완 교장

  김용완(金容完) 교장은 1928년 8월 10일 여수 출생으로 조선 학교 수물학과를 졸업하고 숭일

고등학교 등의 교사를 역임하 으며, 1961년 10월 수피아여 ․고의 교사로 직하 다. 목포정

명과 순천매산고의 교감을 거친 후 매산 학교의 교장(1973. 3)이 되었으며, 1981년 3월 수피아여

의 교장으로 부임하여 1987년 2월까지 직하 다. 1982년 2월에 남 학교 교육 학원을 수

료하 다. 이어서 순천매산여고의 교장을 역임한 후 1992년 3월 수피아여고의 교장이 되었고, 

1994년 2월말에 정년 퇴임하 다.



  1) 교육철학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이다.

  인간을 존 히 여기는 믿음으로 지(知), 정(情), 의(意)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고 미래사회

의 일꾼으로서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고 체력을 길러 사회 발 에 이바지하는 인격을 형성하도록 

한다.

  학교 경 의 기본 방침

   ①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을 구체화한다.

     (하나님을 믿으며 이웃과 함께 보람있게 살아간다.)

   ② 기본 인 교육환경(시설, 재정, 인사)을 정비한다.

     (교육, 교구시설을 확충정비하고 정한 교원을 확보한다.)

   ③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로 필요한 방안들을 설정한다.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교육참여를 유도하고 민주 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④ 헌신 인 노력으로 교육의 질을 높인다.

     (자율 인 참여와 연구를 통하여 자기 신을 이루도록 한다.)

  2) 교육업

   ① 학교 교장 재임시 학력우수학교 표창으로 평 화 기에 학부모의 신뢰를 얻는데 기여  

     한 일

   ② 고등학교 교장 재임  1992년 6월 제24회 통령기 쟁탈 고교 농구 선수권 회에서 우  

     승하여 13년만에 국 제패함으로써 농구부 육성학교로서의 면목을 세웠던 일

   ③ 1982년 4월 학교 별 을 증축하 다.

   ④ 1992년 9월 1일 동창회가 주도한 수피아 강당의 1차 공사가 완료되었고, 1993년 10월 12  

     일 74회 국체  고등부 농구경기장으로 본교 강당이 사용되었다.

  

  김용완 교장은 수피아 강당의 건축과 련하여 가장 보람있었던 일로 다음과 같이 회고하

다.

  “열악한 재정형편인데 국고 보조 없이 학교 교실을 증축하고 운동장 앞 돌담에 철조망으로 얽어 

덮어놓았던 담장을 헐어내고 말끔히 새로운 담장을 만들고 교문 입구를 정비하여 환경을 개선한 일

이 생각나고, 고등학교 강당 건축은 평생 교직에 몸 담고 한 일 에 가장 보람이 있고 기억에 남는 

일이다. 교장으로 부임해 왔을 때 공사는 단된 채 재정은 한 푼 없는데 이 일을 어떻게 계속할 것

인가 하고 고심할 수밖에 없었다. 기본 인 토목공사가 제 로 안된 상태로 단되어 있어 장마철, 



여름철에 많은 비가 오면 주변에서 쏟아지는 물을 처리하는데 애를 먹었다. 건축 원회를 소집하여 

모  책을 의논해 보았으나 별다른 희망이 있어 보이지 않았다. 기회 있을 때마다 교회의 조, 

노회의 조를 요청하 으나 정신 인 지지는 보이나 재정 으로는 큰 기 를 걸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믿음과 신념은 확실하게 지니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학교이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

시리라는 믿음이었다. 다른 방도가 없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틀림없

이 이루시리라는 소박한 믿음이  재산이었다. 매일 아침 간부 조회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보는 수 

밖에 도리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으로 믿고 이 일에 참여할 

사람을 찾고 만나게 해주실 것을 간구하 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가 왔다.

  학  감축으로 인한 잉여교사 처리 문제로 학교 한덕선 교장과 교육청에 들러 실무과장과 상담

하던  우리 강당 건축문제를 언 하여 교육감께서 특별한 재정 지원을 해  수 없는 것인가 하

고 고충을 털어놓았더니 교육청으로서는 자체 문제 해결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니 불가능하다는 것

이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길은 있는데 장 을 만나서 요청을 해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보조 요청

에 필요한 차에 해서 상세하게 조언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교육청에서 단돈 한 푼 못 도와 다

면서 먼 문교부장 의 힘을 빌라니 이해가 안될 뿐 아니라 쉽지 않은 일이었다. 개인 으로는 옛 제

자인 그가 나에게 도움을  수 있는 길을 말한 것이었다. 지  생각하면 그 제자가 일러  그 말이 

계기가 되어 큰 일의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을 생각하면 고마울 데 그지없고 하나님의 역사 하심이 

크다 할 것이다.

  이 일을 가지고 조아라 회장을 오시도록 하여 의논 끝에 일을 추진하 고 조아라 회장이 앞장을 

섰고 뒤를 어 오병문 장 을 면담하고 장 의 특별한 배려가 있었기에 3억원이라는 거액을 보조

해 주어서 강당을 완공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2년이라는 짧은 임기 안에 강당이 완공이 되도록 일

이 추진된 데는 일화도 많으나 여기에서 다 말할 수 없고 회고컨데 문교부장  3억원, 주시( 주

시 체육회)에서 3억의 지원을 받았고 수피아 동문회, 재단 이사회, 남 노회, 각 교회, 본교 교직원

들의 성의와 정성이 어울려 이 집이 완공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이 크다 할 것이다. 특히 

조아라 회장의 물과 피땀어린 결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에게 계기를 마련해주고 

도움을 주었던 그 제자에게 감사를 한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을 돌린다.”

  3) 하고 싶은 말

  “수피아 개교 90주년을 맞은 것을 축하하며 90년의 역사 속에서 명암, 질곡을 조명하면서 기독교 

학교들이 그 설립 목 로 선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의 교회와 노회기 들의 

력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교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과 교사나 담당 업무의 종사자로서 

근무를 한다기보다는 모든 분야를 통하여 신앙자로서의 생활이 빛이 되고 말 의 (顯現)으로 그

리스도를 증거하는 참 스승의 길을 걸어 학부모, 제자들, 그리고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받고 존경받

는 스승이 되기를 바라고 이 길이 수피아의 올바른 통을 100년으로, 200년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믿는다.”

   (4) 김홍규 교장

  

  김홍규(金烘圭) 교장은 1934년 4월 3일 양 출생으로서 매산고와 동국 학교 국문과를 졸업

하 으며, 1961년 4월 순천매산 학교 교사로 부임하여 매산고등학교를 거쳐 1973년 3월 매산

학교 교감, 1981년 3월 매산 학교 교장, 1984년 3월 매산여자고등학교 교장, 1987년 3월 매산 

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1994년 3월 1일에 수피아여자고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여 오늘에 

이르 다. 

  김홍규 교장은 재 주양림교회 장로로 시무하고 있다. 

  1) 재임시 교육에 한 철학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 주신 양떼를 잘 치십시오. 그들을 잘 돌보되 억지로 할 것이 아

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하며 부정한 이익을 탐내서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배하려 들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

면 목자의 으뜸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의 월계 을 받게 될 

것입니다.”라고 성경 베드로 서 5장 2 ～4 에서 말 하신 로, 교육에 한 사명을 하나님과 

국가가 나에게 맡겨 주신 로 알고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며 모범된 교육

자가 되어야겠다는 것이다.

  2) 경  방침

   ① 기독교 신앙교육을 잘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에 한 사를 실천할 수 있는 여성을 길  

    러내며

   ② 항상 명랑하며 의가 바르고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여성이 되도록 하며

   ③ 학생들이 자기 주도 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창의 이고 능동 인 자세와 능력을 길러 주  

      며

   ④ 모든 교사들이 부단한 연수와 인격도야로 존경받는 스승이 되도록 하며

   ⑤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해서 교육환경 개선에 역 을 두는 재정운용을 하겠다는 것이다.

  3) 재임시의 업 (1994년 3월 ～ 1998년 재)

   ① 주 역시 교육청 지정 교단선진화 시범학교 운 보고회를 잘 함으로써 우수학교 표창을  



    받았으며 질 좋은 교구 설치  체 교실의 TV모니터를 형으로 교체하여 교구의 과학화  

    와 화를 이루었음. 

   ② 1995년 5월 10일 주 역시청과 동창회의 지원을 받아 수피아 강당 앞에 주 3․1만세  

     운동 기념 조형물을 건립 성 한 제막식을 가짐

   ③ 1996년에 유화례교장기념 도서  1층에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어학실을 설치하 음

   ④ 1996년에 학  증설로 본  건물에 있던 과학실을 보통 교실로 만들고 사용하지 않던 별  

      건물을 완  보수하여 지학실, 물리실, 화학실을 갖춘 과학 을 만들었음

   ⑤ 1997년에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본  2, 3, 4층 교실과 복도의 창호와 창틀을 보수  스  

    텐 스 철제로 교체하고 천장택스 시설로 방열, 방풍 시설을 하 음

   ⑥ 1997년에 본  교실과 도서 에 기온풍기와 에어컨등 온냉방 시설을 하고 이에 필요한  

    기 증설과 각 교실의 조명도를 높이기 하여 220KW 기 승압 공사를 하 음

   ⑦ 1998년에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본  1, 2층 화장실 보수와 3, 4층에 화장실 증축을 하   

      음

  4) 보람있었던 일

   ① 1996학년도 주 역시의 고교 입시 제도가 평 화를 추첨제에서 선지원 30%, 후추첨     

    70%(96학년도), 는 선지원 50%, 후추첨 50%(’97～’98학년도)로 바꿔짐에 따라 우수한 학  

    생들의 본교 선 지원율이 평 화 추첨때보다  높아져서 학교의 학력이 상 권으로 자리  

    잡게 된 일

   ② 1997년 5월 22일 안병  교육부장 이 순시차 주에 오셔서 본교 교장실에서 안  교육  

     감의 리핑을 받고 수피아 강당에서 주시의 ․ ․고 교장과 각 학교 학부모      

     표 200명 등 수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강을 하셨는데 참석한 사람들이 본교의 강당과 캠  

     퍼스의 환경이 아주 좋다고 격려를 하여  일

   ③ 본교의 농구부가 1995년부터 1998년 재까지 4년간 계속 국 농구 회에서 4회나 우승  

     한 일. 특히 1996년 10월 14일 강원도 춘천에서 개최된 국 체육 회에서 본교가 서울 선  

     일여고를 르고 우승의 메달을 획득하여 주 역시의 성 을 국 13 에서 11 로 올  

     리는데 공헌한 일

   ④ 1995년 5월 15일 스승의 날을 기하여 학교장이 통령 표창을 받게 되었다. 이는 본교의  

     교직원의 학력 향상을 한 땀흘린 수고와 학생들의 노력과 신규교사 공개 채용, 농구부  

     의 우승 등 여러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결과라고 생각되어 모두에게 감사 드린다.



   ⑤ 남 노회가 본교의 신앙 교육을 해서 1997년부터 해마다 1,100만원의 산 지원으로   

     담 성경교사를 채용하게 되어 학생들의 신앙 교육에 도움이 된 일

  5) 하고싶은 말

  “본교는 설립 목 로 수 믿는 여성들을 많이 육성하여 가정과 사회를 복음화 시키고 수님의 

정신을 가진 여성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시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국가와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일꾼 양성의 학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목에게만 기 하지 말고  교사가 모범된 신자요, 도

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으며 정말 감사한 일은 김용선 교목과 나승미 성경교사의 인도로 매

일 방과후 오후 6시 20분부터 6시 50분까지 30분 동안 60～70명의 학생들이 종교실(학교 배당)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으니 수피아여고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라가 원하는 일꾼들이 많

이 양성되리라고 믿는다.”

   2. 학교의 교장들

  ․고 통합교장이었던 정 부 교장을 이어서 그 동안 학교에 재직한 교장은 정신옥, 김용완, 

장정동, 한덕선, 문 순, 이정근 교장이다.

   (1) 정신옥 교장

  1972년 9월 19일에 제 12  수피아여  교장으로 부임하여 1981년 2월 28일까지 직하 고, 

1987년 3월 2일 제 13  수피아여고 교장으로 부임하여 1992년 2월 28일에 정년 퇴임하 다.

  정 교장은 학교 교장이 되자 . 고 분리 후의 어수선한 학교 분 기를 새롭게 하여 학교 

교사를 정비하고 교직원을 단합 시켰다.  학교 규모를 키워서 학 당 8학 에서 10학 으로 증

설하 고, 주 서부지역 4개교 (석산고, 서 여 , 수피아 여 ․고) 교사의 친선 체육 회를 추

진하 다. 

  “믿음에 굳게 서자. 실력을 양성하자. 정성껏 실천하자.”는 이미 해져 온 교훈의 구 에 힘

썼고, 1976년 5월 1일에는 「참한 학생탑」을 건립하여 김재흔 선생의 시를 새겨 넣었다. 

  1978년 10월 24일에는 . 고가 함께 개교 70주년 기념행사를 거행 했으며, 본  앞의 정원을 

아름답게 조성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등 학교 발 에 기여하 다. 

(고등학교 부문에 서술함)



   (2) 김용완 교장

  1981년 3월 1일에 제 13  수피아여  교장으로 부임하여 1987년 2월 28일까지 직하 고, 

1992년 3월 2일 수피아여고 제 14  교장에 부임하여 1994년 2월 말에 정년 퇴임하 다. (고등

학교 부분에 서술했음)

  김 교장은 학교 교장에 부임한 후 학교 상징으로서 교목을 소나무, 교화는 목련, 교색은 녹

색으로 정하여 학교의 차별화와 특징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김 교장은 바람직한 학교상으로,

① 좋은 친구를 만드는 학교 ② 착실한 실력을 키우는 학교 ③ 깨끗하고 아름다운 학교를 강조

하 다. 김 교장은 학교 별 을 증축하여 3층 건물을 완공하 다. 

  한 김용완 교장은 기독교 교육을 올바르게 실 하기 하여 수피아여 의 과거의 교훈을 바

꿔서 ‘착하고 의로우며 진실하자’로 새롭게 정했는데, 그 까닭을 이 게 말하 다. 

  “교훈은 학교에서 교육하는 최상의 가치를 표징하는 표어 입니다. 따라서 그 학교의 설립목 과 

교육목표에 따라서 특징 으로 표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기독교학교로서 1차 으로는 선교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이 목 이라고 할 때 어떤 가치를 학생들에게 심어 주는 것이 으뜸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그 근거를 성경에서 찾는 것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에베소 5장 1～2  말 에 ‘사랑을 

입은 자녀 같이 희는 하나님을 본 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하 고 5장 8～9 에서 ‘ 희는 에는 어두움이러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

이라. 빛의 자녀들 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말 하

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본성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임을 알 수 있으며 사랑 가운데 행하는 

내용이 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본질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학교가 교육을 통하여 

추구하는 가치의 핵심은 착함, 의로움,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교훈으로 ‘착하

고 의로우며 진실하자’로 하 던 것입니다.”

   (3) 장정동 교장

  장정동(張禎東) 교장은 1931년 10월 19일 남 승주 출생으로서 서울 학교 농과 학을 나왔

으며, 1955년부터 교육계에 몸담고 후진을 양성하 다. 1972년 2월 10일 수피아여  교감을 역임

하 고, 1987년 3월 1일 수피아여자 학교의 제 14  교장으로 취임하여 1992년 2월 28일까지 

직하 으며, 이어서 순천매산여자고교 교장을 거쳐 매산 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1996년 2



월말로 정년 퇴임하 다.

  장정동 교장은 학교의 수세식 화장실을 개축하 는데, 이에 하여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9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수피아는 자라왔기에 이것은 분명히 수피아를 거쳐간 모든 졸업생들의 

자랑이고, 이곳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오랜 역사가 모든 부문

에 다 만족을 주는 것만은 아니다. 이를테면 낡은 시설들을 들 수 있는데, 그 에서도 표 인 것

이 화장실이었다.

  1980년  말쯤에 이르러서 학교는 재래식 화장실에서 수세식 화장실로 개수가 가장 선무 다. 

1988년 여고는 이미 수세식 화장실을 새로 확보하 으나 학교는 그 지 못하여 간혹 그 곳을 이

용하는 일로 불편을 겪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본  쪽에 있는 구식 화장실(한복 흰 고리에 검정치마 그리고 버선신고 다니던 화장실)에 F.R.P.

수조를 설치하여 간이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모면하 으나 근본 인 해결책은 못되었다.

  때마침 교육부가 1989년부터 교육환경 개선 특별사업을 으로 처음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학

에 우선 으로 산을 배정해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학년  시교육청의 리국

장을 직  방문하고 학교 형편을 설명하 는데 의외로 ‘수피아는 ......’ 하면서 좋은 학교의 뜻으로 받

아들이면서 극 으로 도와  뜻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돌아왔다.

  그런데 1주일 이내에 바로 계  2명을 보내어 실사한 후 23칸의 화장실을 배정 받고 10월  신

 쪽에 수세식 화장실을 처음 갖게 되어 그 기쁨은 큰 것이었다.

  지  생각하면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당시에는 학생들의 가정에는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가 

정의 수가 늘어나고 있었고, 특히 1 신입생은 구식 화장실 사용을 두려워하고 다 해하는 모습    

을 해소해 주는 그 기쁨은 결코 은 것이 아니었다.”

  장정동 교장은 재임 에 본  교무실을 확충하고 별 에 교실 2실을 증축하 으며, 신 과 

별 의 화장실을 개량하여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었다.

  장교장은 재임 에 주교육 원회 지정 어연구학교 운 보고회를 개최하 다(주제 ; 어

사상 단 심의 학습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 한 유엔 가입 참가 기념 한국 미술 회 

주최 미술실기 회에서 상을 수상하 고(3학년 조하나), 교내 어암송 회를 개최하 으며, 

주시 과학경진 회에 참가하여 상을 수상(박하나)하기도 하 다.

 

   (4) 한덕선 교장



  한덕선(韓德善) 교장은 1929년 2월 9일 곡성 태생으로 어린 시 부터 주에서 자라 숭일 학

교 6학년을 졸업하고 조선  공 , 고려  교육 학원을 수료하 다. 1953년 모교인 숭일 학교 

교사로 시작하여 1961년 9월부터 수피아여고 교사를 역임했으며 1969년 3월 1일부터 1981년 2월 

28일까지 12년간 수피아여고 교감으로 직하 다. 1981년 3월부터 1992년 2월까지 11년간 목포 

정명여  교장으로 재직하 고 1992년 3월 1일 수피아여  교장에 부임하여 2년간의 짧은 기간 

직하다가 1994년 2월말에 정년 퇴임하 다.

  “본교의 교육목 은 국가와 민족에게 사하는 민주시민을 기르는 것과 더불어 천국시민을 양성하

는데 있다. 따라서 본교 교직원은 교사로서이 사명감은 물론, 선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겸하여 가져야 

한다. 이런 사명감에 투철하면 교직생활에서 사랑과 정렬이 넘치게 되고 기쁨과 보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희구하는 수피아의 교사상이며, 학생들에게 바라는 것은, 첫째로 논리 사고와 올바

를 가치 을 키워가는 철학하는 학생, 둘째, 빛나는 통과 무도 훌륭한 선배들의 뒤를 이어오는 

수피아인으로서의 지를 가지고 언제나 당당하며 비굴하지 않아야 하며, 셋째, 역사의식에 바탕을 

두고 장래를 바라보는 꿈을 가꾸어가야 한다”

는 것이 그의 교육철학의 한 면이다. 

  그는 비록 짧은 재임 동안이지만 늘 강조 한 것은;

우리는 ‘한 가족’이란 것이다. 교육은 일방 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그리고 

교사 상호간에 서로 돕고 이해하는 에 이루어 지는 것이므로 우리는 격의 없는 한가족이 되어

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선진 수피아’를 이루자는 것이다. 수피아는 살아 움직여야 한다. 무슨일에

나 뒤에 서지 말고 앞장서는 교육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는 부임하자마자 직원에게 컴퓨터 

연수를 강요하여 학교행정의 산화를 재 했고, 학생들의 컴퓨터 교실을 개설 하 다. 한 ‘선

진 수피아’를 강조하기 하여 다목 으로 쓰일 60여평의 선진 (先進館)도 건축하 다.  

  한 교장은 평소에 인성교육에 심을 쏟았으며 특히 ‘학생들에게 숙녀 을 하라’고 하 다. 

교직원들에게는 역사의식을 갖도록 강조하 는데 장래의 비젼은 역사를 바탕으로해야만 되는 것

이므로 역사 의식이 없으면 학생들의 꿈을 키워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 다. 

한 그는 매월 조회시간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훈화를 하 는데 그 주요 내용은 꿈과 지와 철

학을 지닌 사람이 되라는 것이었다.  

  한 당국의 산배정을 받지 못하여 학생들의 신앙교육을 담할 교목을 둘 수 없어 큰 고민

이었으나 한 교장은 남노회에 수차 호소하여 노회 부담으로 교목(校牧)을 송키로 허락 받

아 그 문제가 해결되었고, 1937년에 폐교로 인하여 고등과 학업을 마치지 못했던 사람들을 찾아

서 신성애, 이사례 등 31명에게 1993년 2월 11일 졸업식 석상에서 명 졸업장을 수여하고, 그 명

단을 정식으로 졸업 장에 올렸다.  



  그의 재임기간에 엑스포 장학습 국 학생 감상문 공모에 응모한 2학년 변유미가 상

(교육부장 상)을 수상하기도 하 고, 국 무용 술 경연 회에서 은상(3학년 김미란)을 수상했

으며 교내 어교과서 암송 회, 수학경시 회, 모형항공기 경진 회등도 개최하 다. 한 교육

청 주최 어노래 경연 회에 출연하여 우수상을 받았으며, 교육청 지정 진로교육 시범학교 운

보고회를 열었다. 발표 주제는 「진로교육 로그램 활용을 통한 진로의식의 함양」이었다.

   

   (5) 문 순 교장

  문 순(文瑛淳) 교장은 1932년 9월 11일 주 양림동에서 출생하여 수피아여자 학교 6학년을 

마치고 서울 학교 문리  국문학과를 졸업하 다. 1955년 11월 7일 수피아여고 교사로 부임하

여 평생을 모교에서만 근무하 다. 1981년 3월 수피아여고 교감이 되어 13년간 직하 고, 1994

년 3월 1일 수피아여 의 교장으로 부임하여 1998년 2월말에 정년 퇴임하 다.

  문 교장의 교육방침은 첫째 어려운 시 에 하나님께 한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좇아 사는 크리스찬 학생이 되어야 하고, 둘째 올바르고 열심히 노력하는 가치 있는 인간이 되

어야 하며, 셋째 21세기에 응할 수 있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학생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 다.

  문 순 교장은 재임 에 교단선진화 사업의 지원을 받아 체 40교실에 음향․ 상시설을 갖

추었으며(1994), 본 , 신 , 별  세 곳에 수 를 설치하 고(1996), 별  에 안 을 하여 

옹벽공사를 하 으며(1997), 소강당을 보수하는 등 학교의 내실을 꾀하는 일 등을 추진하 다.

  그리고 1994년 11월 1일에 시교육청 지정 국어․한문과 교단선진화 시범학교 운 보고회를 성

히 가졌고, 교육청 주최 어경시 회와 어노래 회에서 최우수상을 2년 연속 수상하기도 

하 다. 1996년 고교 입시에서 김신 이 만 합격을 하여 수피아여 의 실력을 과시하 고, 1996

년도 국농구연맹 에서 우승, 소년체  농구부 우승의 개가를 올려서 수피아 농구의 실력을 

크게 자랑하 다.

  한 국학생음악경진 회에서 성악부 최우수상(1학년 김빛나), 바이올린부 상(3학년 박미

진), 피아노부 상(2학년 정지희)을 수상하여 수피아의 음악도 빛내었다. 1997년도에는 시교육

청 주최 수학경시 회에서 상(2학년 김하 ), 은상(1학년 김우정)을 수상함으로써 수피아의 실

력을 한번 드러내었다.

  문 교장은 농구부 지원에 심을 가지고 국 무순(撫 )시의 학부 농구단과 교류를 도모하

여 1995년 7월에 수피아여  농구부가 국을 방문 친선게임을 가졌고, 1996년 2월에는 국 농

구단이 주를 방문하여 친선게임을 가졌다. 그리고 일본 나고야 청소년 회에 청되어 친선게



임을 갖기도 하 다.

  문 교장은 오랫동안 걸스카웃 운동에 참여 지도하 으며, 주 YWCA 이사로서 기독교 사회

운동에 참여하 고, 제일교회 권사로 시무하고있다.

  

   (6) 이정근 교장

  이정근(李政根) 교장은 1942년 8월 28일 주에서 출생하 고 한남 학을 졸업한 후 1965년 

주 신흥 학교 교사를 거쳐 1969년 9월 수피아여  교사로 부임하 다. 1988년 7월 1일 수피

아여 의 교감에 임명되어 10년을 근무하고, 1998년 3월 1일 교장으로 부임하 다.

  이정근 교장의 교육방침은 다음과 같다.

   1) 교육

  학교 교육이 근본 으로 인간애로부터 출발하며, 성장과정의 학생에게 의도 , 계획 인 향

을 끼쳐서 그로 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성장하게 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할 때 교육

은 이를 받아들이고 변화하는 학생의 정의 인 면이 강조되어야만 그 성과를 배가할 수 있다는 

주장에 의지할 때 이 정의 인 분야의 발 을 한 학습의 핵심  근간으로서 기독교 정신은 참

으로 없어서는 안될 귀 한 학습 요소라고 본다.

  하나님께서 교육을 맡은 모든 자들에게 주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잠

언 1장 7 )라는 이 말 을 좌우명으로 삼고 모든 교육에 앞서 이 말이 바탕이 되도록 노력해

야 한다고 생각하며, 과거의 역사속에서 두뇌가 우수한 집단이 범죄의 앞잡이가 되는 것과 독재

자의 시녀가 되어 역사를 왜곡한 사실들을 몸소 체험하면서 살아온 우리들이 다시는 못난 역사

를 되풀이하지 않기 해서라도 우수 집단의 정신의 뿌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기독정신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하나님이 주신 학생 개개인의 달란트를 극 화, 최 화하는 교육만

이 혼돈된 이 사회와 폐허화된 자연환경을 되살리고 정화하며 인류의 공 에 이바지할 수 있다

는 신념으로 학교운 을 계획한다.

   2) 교육방침

  다가오는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지․

정․의 의 인격을 갖춘 민주시민을 기르기 해 다음과 같은 방침으로 학교를 운 한다.

   가) 교육의 목  수행을 한 제반 조건을 정비하여 교육과정 운 을 합리 으로 지원하는   

    리체계를 구성한다.



   나) 교원들의 연구 풍토 조성으로 교원의 자질을 함양하고 교내 장학 활동을 강화한다.

   다)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비하여 정보화 교육과 정보화 시설에 투자의 최우선을 둔다.

   라)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사항을 최 한 수용하여 수요자 심의 교육활동을 개한다.

   마) 지역사회와 유 를 강화하여 지역민의 조와 계도에 힘쓴다.



                  제 3 장  유화례기념도서 과 수피아동산

   1. 유화례기념도서

   (1) 유화례 선교사

   1) 약 력

  유화례 선생은 1893년 12월 21일 미국 뉴욕주 길버스길 부근 마을 농부의 3남 1녀  외동딸로 

태어났다. 본명은 로 스 엘리자베스 루트(F. E. Root)이다.

  뉴욕주의 ・ 등학교를 거쳐 메사추세츠주 스미스 학 수학과와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성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뉴욕, 고향 근처의 필드 공립고등학교 수학교사로 근무하다가 1926년 12월 

8일 처녀의 몸으로 한국 선교를 해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1927년 1

월 11일에 주에 도착했으나 1년간 어학공부를 한 후 1928년 4월 1일 수피아여학교 음악교사를 

시작으로 1933년부터 5 , 8 , 10  교장으로 활약하 다.

  선교사로 부임한 이래 51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 희생

과 사를 다하시다가 85세에 본국으로 귀국하여 양로원에서 요양  1995년 5월 26일 103세를 

일기로 일생을 마치셨다.

  2) 사의 삶과 헌신 인 가르침

  유화례의 가정은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었다. 그는 학교에 입학하기도 에 어머니의 등에 업

 교회에 출석하 고, 가정 배를 통하여 어린 시 부터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신

앙의 싹이 자라게 되었다.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그는 성서신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함으로써 어

렵고 힘든 선교사의 길을 닦고 한국 선교의 문을 열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가난한 이웃을 도울 수 있을까 기도하던  뜻하지 않게 한국에서 활동하던 미국 

남장로 교회 소속 선교사들의 활동보고를 듣고 자신도 한국에 나가 한국인들에게 수님의 복음

을 하는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 다.

  특히 기도 에 한국이 를 찾고 있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미국 남장로교 해외 선교부를 

통해 지원서를 제출하고 드디어 1926년 12월 8일 한국을 향해 떠나는 배에 몸을 싣고 24일만에 

일본을 거쳐 부산에 도착하 다.

  동료 선교사인 녹스(노라복)의 안내로 한밤 에 운명의 땅인 주에 도착한 유화례는 어두운 



주 땅을 주의 복음으로 밝히라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양림동 선교사 에 짐을 풀었다.

  주에 도착한 유화례에게 가장 큰 장애는 언어문제 다. 그래서 그는 4월에 서울의 한국어학

당에 등록하여 한 을 배우기 시작하 고 서울에 있다가 다시 주로 내려와서 다음해(1928년) 

4월에 드디어 수피아여학교 음악교사로 부임하게 되었다. 그때의 엄하면서도 부드러운 품성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제자들이 지 도 사회 각층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음식과 풍습이 다른 한국에서 병을 얻어 1931년 8월 일시 귀국하여 1932년 2월부터 1933년 2

월까지 콜롬비아 학교 사범 학 학원에서 교육학 석사 학 를 받고 1933년 3월 주에 다시 

돌아와 1933년 4월 제5  교장으로 취임하여 1937년 9월 학교가 폐교될 때까지 직하 다.

  1937년 9월 일본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빼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하자 미국 남장로교 선교 본부

의 결정에 따라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학교를 폐교해 버리고 귀국하 다.

  그러나 수피아를 통한 교육활동은 계속할 수 없다 하더라도 선교사의 사명으로 정세도 불안하

고 생명의 안 도 보장할 수 없는 한국에 다시 건 와 1938년 다시 주에서 지방 도를 시작하

다.

  미․일 태평양 쟁이 일어나자 1940년 10월 미국 총 사 에서는 본국으로의 철수를 권유하

으나 이 민족과 국난을 같이 하기로 결심하고 여 히 지방 도와 가두 도를 계속하 으나 1941

년 12월 일본은 가두 도까지 제한시키자 연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쟁의 향으로 식량 사정마  극도로 악화되어 다른 여자선교사 구애라, 도마리아 등과 함

께 수피아홀의 한켠에 기거하면서 3년동안이나 겨우 호박죽으로 끼니를 이으면서 서양인으로서

는 견딜 수 없는 고생을 겪던  1942년 6월 1일 일본정부의 추방명령을 받고 립국 스웨덴 기

선 “아시아 마루”를 타고 로 조 마게스에서 “그립 로”로 바꿔 타고 남아 리카 희망 을 돌아 

남 서양을 건  라질을 경유하여 구사일생으로 미국의 뉴욕항에 도착하 다.

  1942년 9월부터 1947년 10월까지 미국에 머물면서 선교본부의 요청으로 미국 역을 순회강연

하며 불 한 한국민의 생활과 일본의 극악무도함을 물로 소개하고, 한국이 다만 일본의 한 

토가 아니고 독립국임을 리 알리어 간 으로나마 한국의 독립과 미국민과의 깊은 우정에 기

여하기도 하 다.

  쟁이 끝나고 해방이 되어 정세가 호 되자 1947년 12월 다시 주로 돌아와 1948년 10월 수

피아여학교 제 8  교장으로 취임하여 교직을 다시 시작하 다가 1949년 3월 교장직을 사임하고 

도서지방과 불신자의 가정을 심방하는 선교사로서의 활동에 념하게 되었다.

  1950년 6․25 동란이 발생하자 미국 본국에서는 사 으로부터 긴  철수명령을 내렸으나, 

양을 치는 목자가 양을 버려 둘 수 없다는 심정으로 이 국난을 한국민과 함께 보내기로 결정하



고 한국인인 동 원의 친구들 조용택, 정인세, 이 필씨 등의 도움으로 풀지게 속에 숨어 화순군 

동복면 화학산 동굴로 피난하던 , 정세를 살피러 나갔던 조용택씨는 공산군의 손에 피살, 순교

하게 되었다.

  생명의 을 무사히 넘기어 1950년 10월 보리밥과 쑥죽으로 연명을 하던 피난지에서 무사히 

주로 돌아와 1950년 10월에 다시 수피아의 제 10  교장에 재취임하게 되었다. 1963년 3월 사

임한 후에는 목포지방 교회와 인근 섬을 순회하면서 사경회를 인도하기도 하 다.

  1963년 만 70세로 정년퇴직하고 잠시 귀국하 는데 여러 일가친척들이 미국에 머물 것을 권하

으나 처녀의 몸으로 일생을 바친 한국에서 남은 일생을 보내기로 결심하고 선교본부의 보조 

없이 독자 으로 주에 돌아와 양림동 자택에 머물면서 마지막 남은 힘까지 짜내어 주를 

하여 헌신하 다.

  수피아여자 고등학교 동창회에서는 학교를 하여 헌신 으로 사하신 유화례 선교사를 잊

을 수가 없어 개교 70주년 기념사업으로 유화례기념도서 을 건립하 다. 이 뜻깊은 일을  수

피아 동창생들이 비록 어렵고 힘들었지만 해내고야 말았다. 1974년 5월 10일 홈커 데이에 맞추

어 기공식을 가졌고, 드디어 도서 이 완성되어 그해 10월 26일에 공  개 식을 가지게 되

었다.

  일생을 수피아를 해 살았던 유화례 선교사의 정신을 기리기 하여 도서   복도의 한

쪽 벽에 흉상을 부착하여 그 곳을 드나드는 많은 수피아인들이 그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 다.

  1978년 그는 51년간 그의 모든 것을 바쳤던 주를 떠나 노구를 이끌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

다. 제자들이 한국에 남기를 간청하 으나 “계속 한국에 남는다는 것은 한국인들에게 고통을  

뿐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해리슨버그 안식 이라는 양로원에서 쉬다가 103세

를 일기로 1995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수피아를 해 기도

하 다고 한다.

  양로원에서 주는 생활보조비를 아껴서 강당 기 으로 700불을 보내기도 하는 등 오로지 일생

을 수피아와 이웃을 하여 살아온 분이다.

  모든 것을 남을 해 바치고도 자신을 해서는 묘지 하나조차도 마련하시지 않았던 그분은 

정녕 수님의 삶을 그 로 살아가신 성녀 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며 서남교회에서 시무하는 안 로 목사는 1994년 ‘메마른 땅에 단비

가 되어’라는 책을 내어 그 분의 일생을 소개하기도 하 으며, 그 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학교법

인 호남기독학원과 수피아총동창회의 주 으로 그 분의 업 과 뜻을 기리고 추모하기 해 1995

년 6월 7일 2시에 미국 지와 수피아 강당에서 동시에 추모 배를 드렸다. 추모 배 후에 기



념사업을 한 모 운동을 벌이기도 하 다.

  다음 시는 이수복 선생이 유화례 교장의 높은 덕을 기리기 해 유화례기념도서  공식때 

쓴 축시이다.

                 유화례 선생님

                                            이 수 복

  천애 고아들에게는 자애로운 어머니,

  병들어 신음하는 자에게는 인정스런 친구,

  갇히어 괴로워하는 자에게는 민망한 화해자.

  민족 수난기에는 등을 밝  믿음의 식구들을 로했고,

  해방 후로는 산 으로 고도로 찾아 헤매며

  주의 복음을 했으며, 해방 후 한결 같이

  「수피아」의 딸들을 다듬어 가꾸어

  그들의 혼을 일깨워 주셨다.

  -진실로 당신과 하는 사람이면 구도 혼의 우주보다 하고 

  해함을 깨치게 하는 하나님의 딸이시다.

                                                (시인, 본교 교사)

  

              유화례 선교사에게

                                              정 려 성 목사

  당신은 아름다운 동정녀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기다리며 바라보며

  한평생을 살고 있는 102세의 동정녀!

  그러나 당신이 낳은  수 많은 혼의 아들 딸들은

  세계의 도처에서 주를 해 일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거룩한 성녀입니다.



  거룩하고 자비롭고 정의로운

  세상과 상 없는 거룩한 성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상한 갈 도 꺾지 않는 성녀입니다.

  당신은 어쩌면 우리의 다정한 이웃입니다.

  강도 만난 것 같은 우리의 조국이 피와 불과 연기 속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를 해 살다 간 원한 이웃,

  당신은 가장 자랑스런 한국인입니다.

  당신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어머니입니다.

  수피아의 어머니, 주의 어머니,

  라도의 어머니, 한국의 어머니입니다.

   수 많은 아들 딸들을 기르는 어머니, 당신은 정말 우리 모두의 고향입니다.

                     * 서울 세진교회 목사이며 시인인 정려성 목사가  안 로 목사가 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되어〉에 쓴 권두시.

   (2) 유화례 기념 도서

  1) 설립취지

  수피아 동창회는 1968년 10월 개교 60주년 기념사업으로 유화례기념도서 을 건립하기로 1966

년 동창회 총회에서 결의하고 이를 한 기 조성에 들어갔다. 유화례 교장은 평생을 수피아를 

하여 몸바쳐 일한 수피아의 어머니이고, 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죽도록 실천하며 산 

하나님의 자녀 다. 수피아 학생들이 숭고하고 훌륭한 유 교장의 정신과 삶을 기억하면서 정신

을 살지게 하는 독서를 함으로써 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참되고 착하고 아름다운 여성이 되게 

하기 하여 이 도서 을 짓게 된 것이다. 즉 우리를 길러  모교의 발 에 이바지하고 아울러 

이 도서 에서 공부하는 많은 후배들이 높은 지식과 교양을 쌓을 뿐 아니라 유 교장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 사회와 나라를 해 헌신하는 수피아의 딸들로 자라게 하는데 그 목 이 있다.



  2) 기  조성 과정  방법

   ① 과정

   ㄱ. 처음 600만원 공사비 목표액도 5년이 걸려서 겨우 달성이 되었고, 그간에 오른 물가고 때  

     문에 상황이 엄청나게 달라져서 2,100만원이라는 막 한 건축비가 산출되어 큰 벽에 부딪  

     쳤다.

   ㄴ. 74년에는 기어이 기공을 하자는  목표를 세우고 1973년에 건축추진 원회를 구성  

     하 다.

   ㄷ. 기공 당시 (1974년 5월)에 겨우 공사비의 ⅓에도 못 미치는 720만원이 만들어졌다.

     국내에 산재해 있는 우리 동창생, 동료들과 심지어 해외에 나가 있는 동창생들까지 다 찾  

     아서 호소를 해 성 으로 기 을 조성하고, 한 박 의 모교 직 교사들까지 성 을 내  

     주었다.

   ㄹ. 기공일 ～ 공일(1974. 10. 26)까지 다섯 달 동안 ; 빵장사를 해서 70여만원을 벌어들이   

    고, 낸 사람이  내고, 등등 갖은 노력 끝에 총 400여 만원의 성 이 모아져서 공을 보   

    는 날 겨우 반의 공사비가 지불되었다.

   ㅁ. 1,000여 만원이라는 미 지불 은 1974년 12월까지 지 하기로 하 다.

   ②  방법

   ㄱ. 동창생 성

   ㄴ. 서화  개최 ; 김오  교장 재임시 의 제, 남 농, 아 산, 근 원, 석 성 등 이 고장 유수의  

     작가들로부터 서화를 기증 받아 서화 을 개최하여 매된 돈으로 1,000여 만원의 공사 잔  

     을 마련하 다.

   ㄷ. 소풍, 체육 회 등 학교행사 시에 학생들이 빵, 아이스크림, 삶은 달걀 등 각종 먹거리를  

     비해 가서 학생, 일반인들을 상 로 장사를 하여 돈을 벌어 보충하 다.

  3) 시공사와 건축 규모

   ① 기공일      ; 1974. 5. 10.

   ② 공사기공자  ; 창 토건 정남진

   ③ 설계자      ; 신흥건축설계사무소 정낙범

   ④ 건축 규모   ; 총 건평 160여평에 240석의 열람실을 갖춘 식 콘크리트 2층 건물로 보  

    기에도 아담하고 지 인 품격을 자랑하고 있다.



         

1층

256.70m2

(77.6평)

열람실

(1실)

장서실

(2실)

사무실

(1실)

1층과 2층 사이에

수세식 화장실

3칸 13.92m
2

(4.5평)  계단 등

201.6m
2

(61평)

120명 수용

39.24m
2

(12평)

6.48m
2

(2평)

2층

285,66m
2

(85.3평)

열람실

(!실)

장서실

(2실)

유물실

(1실)

201.6m2

(61평)

120명 수용

39.24m
2

(12평)

17.76m
2

(5.3평)

지하 보일러실(1실) 18.25m
2

 (5.67평)

  ⑤ 공사비 : 설계비    532,700원

              건축비  21,500,000원

              합  계  22,032,700원

  ⑥ 공일 : 1974년 10월 26일

  4) 기념동

   유화례 기념 도서 의 1층 에는 다음과 같은 기념 동 이 붙여 있다.

    

                  유 화 례  교 장

   그는 1893년 12월 21일 뉴요크 주 태생으로 1927년 1월에 미국 남장로회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시어 희비 만장의 이 나라 역사 속에 반 세기 이상 이 겨

와 함께 살면서 교육사업과 도사업에 헌신하신 그 빛나는 생애를 여기 기

념하노라.

                      1974년 10월 26일

                             주수피아여학교 동창회

  5) 오늘날의 도서  황

  ① 장서 : 6700여권 



  ② 이용 실태와 책 : 그간 입시 주 교육에 려 학생들의 도서 으로 발길이 뜸해지고 그  

   와 더불어 도서 에 한 꾸 한 리와 운  한 허술해진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 선  

   배들이 물과 정성어린 성 으로 세워  이 도서 의 설립 취지와 정신을 잘 살려내지 못하  

   고 있어 안타깝다.

     부족한 장서를 메꾸고 새로운 출 물들을 비치하고 수많은 정보의 보고로 만들어 다시 학  

   생들의 심을 끌 수 있도록 학교의 노력이 있어야겠다.

     유화례기념도서 은 고등학교가 2층을 쓰고 1층은 학교가 사용했으나 리의 어려움과   

   불편함 때문에 지 은 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학교는 스보로 홀 뒷편에 20평의  

   작은 도서실을 따로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다.

     유화례기념도서 을 고등학교에서 으로 쓰는 신 30년 에 건축한 별  즉 과학 을  

   에는 ․고가 반씩 나 어 썼는데, 이를 학교가 용하게 되었다. ․고가 모두 편리해  

   졌다고 본다.

   2. 수피아 동산 조성

  새 교사의 마련과 함께 주변 환경을 가꾸기 해 많은 노력을 기울 다. 해마다 기념 식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1970년  들어서는 잔디밭과 화단을 만들어 교생이 정성껏 가꾸었다. 철따

라 피어나는 채송화, 맨드라미, 사루비아들과 백목련, 자목련, 백일홍이 어루어진 한 폭의 그림과

도 같은 교정이었다. 그 곳에서 생활한 수피아인의 정서가 깊어지고 품성이 고와진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80년  반부터 학력고사로 바  학 입시에 따른 

수업의 양  팽창과 과도한 입시 경쟁에 휩쓸려 지식의 수에만 매달리다보니 돌보는 사람 없

는 교정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학원의 민주화바람이 본교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한지 수개월이 지난 후 즉, 1987년 3월 2일 정

신옥 교장이 순천 매산에서 본교로 취임했다. 신입생 입학식을 신  뒷운동장에서 거행할 때다. 

학부모회의장에서 이구동성으로 동편 언덕에 산발 으로 흩어진 기숙사에서 버린 연탄 쓰 기와 

일부 여서 생긴 낭떠러지  구 을 지 하면서 이곳이 교육하는 집이냐고 심한 질타를 받게 

된 것이 조경의 계기가 되었다.

  그 다음해인 1988년 4월에 학교장의 지시에 의해 모 체육선생이 책임을 지고 학교 조경사업을 

하게 되었다. 학교 환경평가 원회 같은 기구도 없었기 때문에 사 에 충분한 검토와 분석과 평

가과정도 거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교직원 몇 분 참여하는 선에서 이루어졌다.



  이리하여 1920년 의 주학생사건과 3․1운동의 애환이 서린 수피아 구 기숙사가 보존 여부

의 평가 한 번 제 로 받아 보지도 못하고 역사의 장에서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밖에 재 

과학 이 있는 동편언덕을 수직으로 깎아 직선형의 한 7계단으로 된 스탠드 공사가 시작되었

다. 이러한 공사 공정단계에서 뒷장에서 언 될 개오동, 벚나무, 느릅나무와 이름 모를 잡목들이 

베어지고 임간 교실이 헐어지게 되어 향수에 젖은 오솔길도 없어지게 되고 동료교사간에 구설수

가 참 많았다고 그때 참여한 분들이 솔직하게 증언하고 있다.

   (1) 교내 잔디밭  보도블럭

  1971년 억척학년 20회 졸업생들이 꾸민 졸업기념 자취는 27년이 지난 지 도 교사의 앞 뒤뜰

(운동장)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교문을 지나 교정에 달하면 신 (지 의 고등학교) 앞 화단과 잔

디밭이 에 들어온다. 당시에는 신 과 가로수(은단풍나무)가  멀리 떨어져 외롭게 느껴졌다. 

당시 3학년 담임들은 졸업기념으로 학교환경을 바꾸는데 역 을 두고 앞뜰에 화단과 잔디밭 그

리고 뒤뜰에 화단을 조성키로 결론을 내리고 남 근 선생(당시 3학년주임, 화학)이 설계를 맡고 

정 태 선생(생물)은 실무 장 조성을 맡아 진행하면서 담임교사들과 3학년 학생 모두가 벽돌을 

나르고 흙을 채우고 잔디를 차에서 내려 운반하고 한쪽에서는 흙을 넣고 심고 밟으면서 수피아

의 딸들로 단합을 과시했다. 잔디밭 사이의 T자 길은 Tower의 약자이며 20회는 타워처럼 높이 

솟아 수피아를 이끌어간다는 뜻이 담겨 있다. 뒷편 화단을 조성할 때 3학년교실 ( 고등학교 본

) 심통로 좌우에 2주의 히말라야 나무 (운동장을 향해 좌측이 고12회 (3-2), 우측이 고16회

(3-3)의 기념식수 는데 12회 기념식수 나무는 죽어서 베어졌다. )가 그때 옮겨졌으며 운동장 뒤 

가에 싱싱하게 자라고 있는 10주의 히말라야 나무도 그 때 심은 나무들이다. 고 17회도 1968년 

60주년 기념으로 고 3때 학 별로 네 반이 모두 히말라야 나무를 심었는데 여기 기 옮겨 심고 

죽어버리고 해서 지 은 흔 을 찾을 수 없어 안타깝다. 뒷화단을 가꿀 때 당시 한덕선 교감이 

라일락을 80 여개정도나 되는 식수를 하면서 특유의 몸짓을 하면서 즐거워했고 고 장주철 선생

은 황색 향나무 2주를 심으면서 앞뒤로 사진을 으면서 기뻐하 다.

   (2) 구  돌계단

  도서  에서 구 으로 올라가는 곳도 자연으로 축조를 하여 미화시키는데 지반이 강한 석질

이어서 매우 힘든 작업이었다.

  도서  앞 언덕에는 암반이 깔려 표토가 얇아 화단을 조성하는데 여간 힘겨웠으나 수피아 여

고 출신 교사 표인자 선생이 수십 주의 장미를 심어 수년간 심 을 기울여 가꾸어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신  화단 앞 축조된 자연석 - 일부는 자매부 인 무등산 미사일 부 (육군 6602부 )에서 기

증하 다. - 도 다시 앞으로 내어 쌓고, 신  앞뒤의 자연석 틈자리에 흩어져 있는 철쭉과 수선

화도 고루 고루 옮겨 심어 진 것도 이때의 일이다. 오랜 세월에 걸쳐 교사들, 졸업생, 재학생들

까지도 기념식수를 많이 했다. 특히 한덕선 선생을 비롯한 많은 교사들이 사재를 털어 가면 좋

은 나무를 구입하여  교정에 골고루 심어왔다. 다만 1월부터 12월까지 연이어 꽃을 볼 수 있

도록 수종별로 안배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는 어느 퇴직교사의 술회도 있었다.

  수피아 동산에 산재한 꽃나무 종류는 170여종이 된다고 한다. 과학 이고 합리 으로 꽃과 수

종을 리하여 이 동산에 호흡하는 수피아인들과 학교 자연환경이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 하나

님의 섭리와 새로운 윤리의 교육 장으로 발 하기를 기 한다.

   (3) 기념 식수

   1) 학 , 학생 기념 식수

   학교의 역사와 통을 상징하던 커다란 나무들이 베어지고 없어짐에 따라 유서 깊은 수피아

의 통을 살리기 해 식수 사업이 활발해졌다.

   1963년 10월 9일에 1962년의 1학년 C반 학생들이 학  기념식수인 낙우송(높이 1미터, 둘

 0.12미터)을 심고, “먼 훗날을 하여 <After twenty years>”라고 새기고 20년 후에 그 나무 

아래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1893년 10월 9일 의 담임 한덕선 선생을 모시고 다시 모

다. 1962년 당시의 교실이 있던 수피어 홀에서 학  배도 드리고 출석도 부르고 “메기의 추

억”도 함께 부르며 20년 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다시 만난 기념으로 낙우송 아래에 비석을 만

들어 이 게 새겼다.

    

  ‘그로부터 20년의 긴 세월이 지난 오늘 우리는 다시 만났다. 우리 나무는 높이 9미터 둘  1미

터로 자랐고, 우리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지만 내 어머니의 모습과도 같은 수피아의 품속에서 맺어진 

우리의 우정만은 원하리라. 앞으로 오는 많은 나날도 우리는 바르고 아름답게 생활할 것이며 먼 

훗날  20년 후에 모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이 표찰비를 세운다. 

                                                 1983년 10월 9일 다시 만난 H1C들

  2003년 10월 9일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각자의 생활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

상 낙우송과 함께 수피아가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1963년 10월 11일 고12회 졸업생 기념 식수로 히말라야시이다를 심었고, 그 후로도 매년 졸업 

식수가 계속되었다. 고14회 졸업생들의 백합수, 고16회 졸업생의 히말라야시이다 등 많은 나무를 

심었고 학생 개인의 이름으로 심은 나무들도 많았다. 고등학생 김미혜의 바이올린 회 우승을 

기념한 백목련, 1970년 한 희의 학교 졸업(41회) 기념으로 심은 라일락 등 많은 나무를 심었

으나 리 소홀로 부분 훼손되었다.

  최근의 학 기념식수로 1990년 고 3학년 5반의 소나무가 있다. ‘아름답자’라는 훈 아래 유달

리 정이 많았다는 학생들이 졸업 기념 식수를 생각해낸 것은 입 시험 비에 한창이던 10월경

이었다. 담임 선생께 꾸 들을까  몰래 틈틈이 비하여 학 지 ‘아름답자’를 만들어 한 권씩 

나 어 갖고 식수는 졸업식 날 하기로 하 다.

  그러나 1991년 1월 담임교사인 송낙  선생이 병원에 입원하여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하자 학

생들만이 모여서 운동장 구령  우측에 나무를 심었다. 후에 자리가 당치 않다는 단으로 과

학  입구  언덕으로 옮기게 되었다.

   2) 교사 기념 식수

  1978년 4월 5일경 고등학교 신 교사와 화장실 사이에 한 그루의 느티나무가 심어졌는데 당시 

교감으로 재직하던 한덕선 선생이 개교 70주년 기념으로 심은 것으로 20년이 지난 오늘 꽤 큰 

거목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루에도 수많은 학생들이 드나드는 통로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신록-

녹음 방 하는 계 에는 학생들과 교사의 휴식처로써 그 느티나무(일명 장자목, 당산목, 서낭당

목)는 남다른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1975년 4월 5일에 김규옥 선생이 느티나무 250주를 본교에 기증하여 수피아여 ․고에 

이 나무가 이식되는 것을 계기로 그 후 명실공히 학교 정원수로 크게 성장하여 오늘날 제 1의 

정원수로 발 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 250주의 느티나무 원산지는 그 당시 수피아여고의 자매마을로 결연을 맺은 월산마을 - 400

년의 긴 역사를 가진 경주 김씨가 주로 사는 집성 으로 주시사로 보면 주의 5 마을로 역

사성을 가진 통취락 - 이다. 이 마을의 입구에 수령 300년이 되는 한 거목의 느티나무가 있었

는데(지 은 고사됨) 그 수목의 씨앗들이 바람을 타고 그 바로 에 있는 김규옥 선생 소유의 

텃밭에 떨어져서 발아된 것을 몇 해 동안 옮겨 심고  옮겨 가꾸어서 키운 다년생의 묘목으로 

되어 실어 날라 학교로 옮겨  교정에 느티나무가 심어지는 계기가 되었고 한덕선 선생이 심은 

느티나무도 원래 월산마을(지 은 주 역시 남구 주월2동)에서 이식된 것이다. 

본래 학교 교정은 20년  미국의 선교사가 들어와 복음화 일환으로 미국의 은단풍이 식수되어온 



것이다. 녹음방 하는 계 에는 수많은 학생들의 안식처로  가을이면 붉은 색깔의 단풍으로 

물들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그 거목(학교 제 1교목 지정됨)의 나무들이 지 은 고사되

어가고 있어 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 단풍나무는 우리 나라 통나무인 느티나무와는 근본 으로 차이가 있는데 수명이 단히 

짧은 편이다. 이러한 공간에 기증된 느티나무가 그 자리를 메워주고 있다. 고등학교의 교정은 말

할 나 도 없지만 학교 본  뒷뜰의 거목이었던 은단풍이 수명이 다해 강풍이나 가을철에 태

풍이 불면 큰 가지들조차 이겨 내지 못하고 찢어져서 교실(본  건물)이나 학생들에게 험을 

래할 염려가 컸기 때문에 그 은단풍의 고목을 베어버린 후 그 자리에 기증된 느티나무가 식수

되어 탐스럽고 아름답게 거목으로 성장하고 있어 많은 학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러한 까닭

에 우리 수피아 여 ․고의 제 1의 정원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와 같이 학교 정원수도 

은단풍에서 우리의 통문화와 련이 깊은 정서의 느티나무(당산나무)로 자연스럽게 교체가 이

루어졌다.

   학교 본  앞뜰에는 한덕선 교장 취임 기념식수로 92년 4월 22일에 잣나무, 문 순 교장

이 역시 교장 취임 기념식수로 97년 4월에 소나무, 이강길 교사가 직기념식수로 93. 3. 26 실편

백 두 그루, 모교 직 기념식수로 93년 4월 23일에 잣나무를 오흥숙 김희 , 류순덕, 김우경, 정

지  교사가 심기도했다.

  그 밖에도 다수의 교사들이 사재를 털어 많은 나무를 심었다. 동창생이며 교사인 표인자 선생

은 장미밭외에도 백일홍 14주를 심었고 교정 입구의 백목련도 심었다. 그러나 백일홍은 재 도

서  앞의 1그루와 잔디밭의 2그루만이 남아있고 나머지는 자취를 알 수 없어 아쉽다. 다행히 

백목련은 잘 자라서 해마다 이 되면 한 동창생의 수피아 사랑을 소담스럽게 피어내고 있다.

  고우식 선생도 동백과 꽝꽝나무 등을 지산동에서부터 직  싣고와서 잔디밭에 심었으며 특히 

학생 주임을 맡고 있을 때는 학생회 간부들과 함께 기념 식수를 하여 학생들의 마음에 학교 사

랑의 마음을 심었다.

  한 에 구 기숙사 뒷편에 있던 나무 숲기숙사의 치가 무 드러나서 인근 남학

교에 노출이 되고 외부인의 출입이 우려되므로 은폐의 묘안으로 숲을 만들었다고 함이 소

멸됨에 따라 복원시키자는 의견들이 있어 1987년 이우상 선생이 본가 소유의 밭(담양군 담양

읍 가산리)에서 나무 40주를 이식해 왔다. 나무의 특성상 뿌리를 지름 1미터 이상의 흙더미

와 함께 내야 하는 힘든 작업이어서 인부 10명을 동원하여 트럭에 싣고 와서 기숙사 뒷편에 

심었다. 하지만 이듬해인 1988년 보기 좋게 번져 숲을 만들어 낸 나무들도 조경 사업의 일환

인 스탠드를 만든다는 이유로 기증자의 앞에서 포크 인으로 헤쳐지고 말았다. 겨우 살아남



은 몇 주의 나무가 지 은 조그마한 숲을 이루고 있다.

   (4) 수피아의 교정

  버드나무 우거진 골이라는 양림리에 수피아여학교가 1908년 문을 열었다. 90년이 지난 시간이

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 ‘양림 동산’으로 남아 있는 수피아는 역사와 함께 성장한 수목으로 더

욱 풍요롭기만 하다. 

몇 년  교정에 한 어떤 분의 추억담은 이 다.

  “아침마다 참새 소리와 까치 소리에 맞춰 학교 기상 종보다 먼  일어나게 되고 밤에는 소나무 가

지에 걸려 있는 반달을 보며, 뻐꾹새 소리, 부엉이 소리를 들으면서 잠이 들었다. 기숙사에서 학교로 

등교하는 200m쯤 되는 거리는 상록수로 덮힌 숲 속 오솔길이었다. 이 길로 등교하노라면 새똥을 머

리카락과 어깨에 맞기 일쑤여서 싫어하는 학생도 있었지만 나는 마치 양동 집에 다시 돌아온 것만 

같아 무척 즐겁기만 했다. 그러나 때론 부모를 잃고 집을 멀리 떠나 와 있는 내 가슴 속에 까치집 

둥우리에서 어미와 새끼가 들락날락 하는 것을 쳐다보다가도 그만 슬퍼지고, 바람에 유난히 흔들리

는 나뭇잎새 소리를 들어도, 그리움과 외로움에 물이 고이고 만다. 교정가에 아름답게 피어나는 

코스모스, 맑은 공기와 양지바른 햇볕에 자라온 티없는 그 색색의 화병을 만지다가도 도 모르게 

애상에 잠기게 되고, 우수수 낙엽을 밟는 통쾌감도 외로움과 허무한 마음으로 번져가곤 하 다.”

  지  겨울의 교정은 빛 바랜 흑백 사진처럼 가난해 보인다. 침묵하는 나무들은 황량감마  던

져 주며 세월을 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 풍경에도 수피아의 터 감인 양 서툴게 날고 있

는 까치 가족들이 있어 정겨움을 아니 느낄 수 없다. 은단풍의 터 과 하늘을 감싸안은 느티나

무, 고풍스런 건물 앞을 장식하는 베롱나무, 스보로우·홀 앞의 자목련과 백목련 ······ 수피아는 

나무의 학교다. 그 옛날 수피아의 주변은 농장과 과수원으로 둘려 있어 그야말로 록의 보 자

리 다고 한다. 아름드리 수목들이 믿음직스럽게 지켜주고 있는 수피아의 교정은 이 되면 더

욱 바빠진다. 교정의 정면에 일렬로 늘어선 은단풍이 가장 먼  을 뜨면 , 북쪽과 남쪽의 호두

나무가 기지개를 켜고, 담장보다 서  곱은 되는 키 큰 라타 스가 머리를 든다. 물을 한 껏 

머 은 나무들은 어제의 모습은 간 데 없고, 싹을 틔우며 교정에 온통 축제를 벌인다. 그 사이 

움튼 잔디는 풀빛을 더해가고, 녹음의 짙은 그늘 사이로 록 지붕이 동화처럼 속삭인다. 

  1950년에 은 한 장의 사진 속에는 은단풍이 고 말쑥한 청년처럼 일렬 횡 로 늘어서 있는

데, 지  교정에서 가장 큰 느티나무는 그 당시에는 없다. , Y나무라 명명한 국기 게양  의 

라타 스도, 구  붉은 벽돌 건물 앞의 베롱나무도 없다. 다만 담장 의 라타 스는 그 때



도 씩씩한 모습이다.

  그러나 수피아의 추억의 나무는 뭐니뭐니 해도 호두나무다. 이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추억 

속에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일화의나무’이기도 하다. 해마다 가지를 축 늘어뜨릴 만큼 풍성한 호

두알은 하나하나가 이야기의 열매다. 호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따르륵따르륵 굴리는 어느 호두

와는 모양이나 고소한 맛이 사뭇 다르다. 

가장 먼  심어진 은단풍은 학교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어 지 은 썩어버리거나 뽑 진 나무가 

많다. 은단풍이 뽑힌 자리에는 은행나무를 심었다. 가을이 되면 이 은행나무가 호두나무와 더불

어 동네 아낙들과 아이들을 불러 들인다. 무릇 모든 추억에는 향기가 묻어난다. 수피아의 추억의 

향기는 역시 아카시아다. 여학교 시 , 단정한 교복과 갈래머리의 여학생모습 뒤에는 항상 아카

시아 향기가 맴돈다. 교문 방 50m에서부터 이미 시작되는 향기는 교문이 시작되는 곳에서 

100m 정도까지 양쪽에 아카시아 향기가 등교 길을 반겼다. 학교 3학년이 사용하는 건물 쪽으

로 있었던 아카시아는 아쉽게도 92년 무렵에 베어졌지만 배유지기념 쪽으로는 아직도 아카시아 

향이 그윽하다. 기둥이 Y자 모양으로 뻗어서 Y나무라 불리는 라타 스는 학생들을 가장 많

이 알아주는 나무이다. 구라도 그늘이 좋은 사람은 Y나무 아래 쉬어서 가니 Y나무는 한 

아주머니처럼 포근함을 다. 공부하기 싫은 날은 Y나무 아래서 야외 수업을 하기도 하며, 미술 

시간에는 가장 인기 있는 나무이기도 하다. Y나무 아래서 5월의 산들바람이 불어 오면 바로 그 

의 태산목에서 취할 듯 매혹 인 향기가 뿌려진다.  감을 수 밖에 없는 행복감이 교정을 맴

도는 5월 어느 날, 백목련의 순결한 모습도 자취를 감추고 온통 록으로 물든 작은 동산은 여

기 기서 록 물감을 떨어뜨린다. 이 녹음의 그윽함 속에 생명의 록빛 만큼이나 싱싱한 학생

들의 함성이 잎사귀 갈피마다 채워지는 운동회가 열리기도 한다.

  은단풍의 화려한 부심으로 시작하는 가을은 노쇠하게 보이는 느티나무의 마지막 잎에까지 

붉은 물을 뿌리고는 황혼 속으로 달아나 버린다. 교정의 가을을 가장 가을답게 하는 것은 코스

모스다. 청 하면서도 화사한 코스모스는 여학교 시 에 가장 알맞는 꽃이다. 교정 한 켠에서 수

은 듯 미소짓는 코스모스는 다소곳 하기만 하다.

  지 은 그 옛날의 장미 아치도 사라진 지 오래, 90년이 된 수피아지만, 수피아는 아직도 나무

의 학교다. 그 옛날처럼 ‘양림 동산’이다. 짙은 녹음 속에서 꾀꼬리의 노래소리가 들려오고 아직

도 까치집이 있는 나무에는 다람쥐가 오르내리며, 솔 부엉이가 작년(97년)까지도 새끼를 세 마

리나 길러냈던 은단풍 나무가 있는 ‘푸른 집’이다. (1997년 가을, MBC, YTN에서 촬  방 되었

다.) 

  1997년 양림동과 선동 일 를 은 두 장의 사진 속에는 오직 수피아만이 록이며 나머지 



공간은 모두 시멘트로 꽉꽉 채워지고 말았다. 노아의 방주인 양 아름드리 나무로 채워진 수피아

는 자연의 최후의 보루처럼 양림리의 언덕을 그 옛날처럼 지키고 있다.     



           제 4 장  수피아 강당과 3․1 만세운동기념동상

   1. 수피아 강당의 건립

   (1) 건립취지

  강당건축은 수피아 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해 역사와 통을 계승 보 하는데  필요하

다는 동창생들의 믿음 때문에 시작되었다. 강당에서 이루어지는 종교교육, 신앙교육을 통해 수피

아의 정신이 이어져 간다고 확신하고, 강당은 수피아 교육의 심장부로 가장 요한 교육시설 

의 하나라고 생각했다. 수피아 총동창회에서는 학교법인 이사회나 학교자체의 어려운 실정을 감

안하여, 모교가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선교의 장으로 활용하게 하기 해 동창회가 건축

하여 모교에 기증하기로 했다. 동창회에서 70주년 개교기념식 때에 3,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식 강당을 건립하겠다고 하고 모 된 일부를 학교 당국에 기증한 것으로부터 강당건축

은 시작되었다.. 

  그 후 수피아동창들은 실로 20년 가까운 세월동안 이 강당을 짓기 해 물과 피와 땀과 기

도로 온갖 고생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1994년 1월에 완공되었으니 꿈같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

다. 

   (2) 건립과정

    1) 강당 건립과 동창회

   동창회에서는 유화례기념도서  짓는 일로 무 힘이 들었다. 이제는 인재양성을 해 장학

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동창회 큰 사업을 마무리하자는 동창회원들의 부분 의견이었다. 그런

데 70년  이후 교육상황은 많이 변화되었다. 60년 만해도 재 소강당에서 왠만한 행사를 치

를 만큼 학생수가 었다. 학생수의 폭발 인 증가와 더불어 학교 평 화 고등학교 평 화 문

제로 학교 시설이 문제가 되었고 교납 을 공립학교와 같은 액수로 동결해버려 학교 힘으로는 

도 히 강당 같은 큰 공사는 할 수가 없게 되었다. 더구나 수피아는 강당에서 종교교육 로그

램을 가지고 학생들을 많이 교육하는데 시설이 낙후되고 비좁은 구강당은 그 역할을 도 히 해

낼 수가 없었다. 이에 장학재단을 설립하려고 비하는 과정에서 당시 김오  교장이 총회에 참



석하여 이런 학교 사정을 말하고 동창회가 다시 한 번 힘을 발휘하여 강당건축을 호소하자 구동

창들이 극 으로 찬성하여 강당을 짓기로 통과를 보고 말았다. 여기엔 비 하는 신동창들의 

의견도 있었으나 언제나 변함없이 모교사랑에 앞장선 구동창 할머니들의 발언권에 려 의견 한 

번 내놓지 못하고 말았는데 이런 의견을 가진 많은 은 동창들의 생각은 강당이 왼공되는 때까

지 성 을 모 하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하 으나 부분 신동창들은 구동창 할머니들의 순수하

고 열열한 애교심과 신앙심에 감동되어 력을 아끼지 않아 오늘날 강당을 짓게 되었다.

  

    2) 건축과정

  1980.  4. 24.       미국 남장로교 선교본부에 강당 부지 할애 청원

  1980. 11.  4.       미국 남장로교 선교본부로부터 부지청원 허락

  1986. 12.  4.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회 유지재단과 강당부지 매입 계약

  1988.  4. 10.       수피아 강당 건축 원회 구성

  1988.  9. 15.       종합건축사무소 아람 장과 설계감리 계약

  1991.  3. 11.       강당겸 체육  건축 허가 취득

  1991.  6.  5.       건축 착공. 강당 건축 시공 배

  1991.  6.  5.       주토건(주)와 1차공사 도 계약 체결 (골조외벽, 지붕)

  1993.  5. 22.       주토건(주)와 2차공사 도 계약 (체육  1, 2층 내부)

  1993. 10. 11. ～ 17. 제 74회 국체  고등부 농구 경기장 사용

  1993. 11. 16.       주토건(주)와 2차공사 도 변경 계약체결

                     (강당내부, 부 시설추가)

  1993. 12. 30.       강당겸 체육  공사 완공

  1994.  1. 17.       공 검사필

  1994.  5. 10.       강당 공식 거행

  ( 부지 매입비 지불 : 총동창회에서는 1980년부터 1982년까지 3년간 모 한 3,415만원을 강당  

    부지 매입 으로 지불했다. )

  ( 동창회에서 설계비 2,000만원과 잡비 200만원을 지불함 ) 

    3) 건축 원회

  원장은 조아라 동창회 명에회장이 맡고 부 원장은 당시 ․고 교장과 총동창회 회장이 되



고 원에는 수피아에 재직했던 모든 교장괴 동창회회장을 역임한 모든 분과 이사장, 고등학교 

당시 교감, 당시 서무과장, 동창회부회장으로 정했는데,  건축 원 명단은 건축완공 당시 것이

다. 1988년 구성한 건축 원은 아래와 같다.

       원 장   조 아 라

      부 원장   김 홍 규  조 규 혜  이 계 숙

          원   문  순  정    부  김 오   정 신 옥  박 처 례  이 옥 술  국 순 애 

                 안  로  김 용 완  한 덕 선  조 동 기  황 풍 자  서 정 욱

  4) 기 조성

   수입내역  수피아동창회기     632,000,000 ( 강당부지매입 과 설계비는 포함 안 됨)

             미국선교부 보조    100,340,345  

             주시체육회보조   300,000,000

             교육부 보조        304,000,000

             수피아여  부담     24,400,000

             수피아여고 부담     36,502,000

             기     타           129,854,024 

             합     계          1,527,096,369원

  * 여고 여  부담  속에는 ․고  교직원(행정실 직원 포함)의 성 도 포함되어 있다.

  * 기타 수입  내역 (동창회를 통하지 않고 직  건축 원회에 내  분) 

  남노회, 남노회여 도회, 서석교회여 도회와 서림 ,벧엘, 신안, 서남, 양림, 동성, 산성 등

의 각 교회 기부 과 안 로 이사, 맹용길 이사, 조세환 당시이사장, 정 부 원의 기부 , ․

고 수익용 재산확보 치  차입 이자 수입 등이다, (수피아동창회보 8호 참작) 

   5) 자  투자 황

  건축공사비   골조,외벽   859,000,000원

               내부,토목   598,820,000원  계  1,457,820,000원

  부 시설비               77,966,120원

  설계비                   22,000,000원                   

  비품비                   10,825,000원



  기  타                    4,986,430원

  총계                   1,577,096,369원

  부 시설로는 농구   , 음향방송시설, 정화조 시설, 살수소방설비, 테니스지주, 출입

구 그물망, 지붕 차 막 등을 설치하고,,방송실바닥타일을 깔고, 기인업공사를 하 으며, 그랜

드피아노, 체육  고무매트, 강 상 6 , 핸드 차, 욕실발 , 신발 털이, 청소용구 등을 구입하고,, 

수입인지  기타 경비로 사용함.

  (피아노, 안락의자, 탁자, 긴 목 의자, 신발장, 시계 등은 기부 받음) (수피아동창회보8호참작)

  6) 건축개요

  ① 지 : 930평

  ② 건평 : 767평 (지하 1층, 지상 2층)

  ③ 총공사비 : 15억여원

  ④ 착공일 : 1991년 6월 5일

  ⑤ 공일 : 1994년 1월 17일

  ⑥ 설계 : (주) 건축환경연구소 장

  ⑦ 시공 : (주) 주토건

  ⑧ 수용인원 : 강당(지하 1층) : 1,600여명  

               체육 (지상 2층) : 1,500여명

   (3) 동창생 모 내역과 모 운동 

  70주년 기념사업으로 시작한 강당 건축이 90주년이 가까와서야 완공되었으니 그 동안의 동창

생들과 학교 당국의 고생은 이루 다 말로 표 할 길이 없다. 

  처음 계획은 총 공사비가 3억원이면 될 로 알았다. 동창회 모  1억원, 이미 약속한 미국 선

교부 지원  1억원, ․고 학교에서 1억원을 부담하면 이 게까지 고생 안하고 될 로 생각하

고 조아라 회장을 비롯한 원로 동창회원들은 생각했다. 더구나 강당부지를 선교부에서 그때 시

세보다 몇 배 싸게 구입해서 더욱더 힘이 나서 큰 무리없이 건축되리라고 낙 하고 있었다.

  그러나 첫 번째 어려움은 학교 당국에서 1억이라는 막 한 돈을 평 화가 되어 모든 교납비가 



동결된 상태에서는 도 히 마련할 길이 없다는 것이었다. 학교 운 하기도 빠듯하여 교사들의 

인건비는 교육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둘째 도서  건축, 농구부 후원  마련 등으로 낼 만한 동창생들은 이미 성 을 많이 한 상태

고, 시 가 변하여 신동창들이 구동창만큼 애교심이 없는 것도 원인 의 하나 다.

 셋째 70년  말부터 90년 까지는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뛰어올랐다. 어느 만큼 모 해두면 건

축비는 이미 몇 배로 뛰어 올라 있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동창생 모 으로만 건축이 어렵다고 단하여, 학교 당국과 조아라 회장이 

당시 이효계 시장을 찾아가 주시체육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 다.  

자  사정으로 공사를 1차와 2차로 나 어 하기로 하고 91년 12월에 1차 공사가 완공되고 2층 

내부공사도 끝나서 주에서 열린 제 74회 국체 에 농구경기까지 치르게 되었으나 1층 배

실의 완공은 길이 없었다. 

  당시 고․김용완 교장과 ․한덕선 교장이 교육청에 지원요청을 갔다가 교육청 직원으로부터 

직  장 을 만나보라는 권고를 받고 조아라 회장과 당시 오병문 교육부 장 을 만나 3억원의 

도움을 지원 받을 수 있었으니 감사한 일이다.

  이 게 총공사비 15억여원 에서 7억여원은 외부 지원을 받고 8억에 가까운 돈은 동창생들의 

모 이었다.

  다음은 수피아동창회의 모 액을 건축 원회에 보낸 내용이다

   1) 강당 건축기  동창생 내역 (95. 5. 1 재)

                  건축비 지출 총액    753,150,000원        

    [내 역] 

      ① 부지                  34,150,000원

                         80.  5. 10 ～10,000,000      81. 12. 30 ～ 5,000,000

                         82.  3. 15 ～ 5,000,000      87.  3. 31 ～14,150,000

    

      ② 설계  (87.)           22,000,000원

    

      ③ 잡비 (90.10.8)             2,000,000원

    



      ④ 건축                 660,000,000원

                       90. 5. 31 ～100,000,000     90. 10.  8 ～100,000,000

                        91.  9. 16 ～100,000,000     91. 11.  1 ～ 10,000,000

                        91. 12. 28 ～ 40,000,000    92.  1. 31 ～ 10,000,000

                        92.  5. 20 ～ 50,000,000    92. 11. 18 ～ 40,000,000

                        93.  5. 20 ～ 80,000,000     93.  9. 23 ～ 50,000,000

                        94.  1. 28 ～ 30,000,000     94. 5. 10 ～ 50,000,000

             

      ⑤ 의자  (94. 7. 7)         20,000,000원

  2) 모 에 얽힌 사연들

   ① 구동창들의 물겨운 성

  수피아의 어머니 조아라 회장은 주시민 상으로 받은 300만원과 희수 축의 으로 받은 910

만원 액과 희수 기념 문집 1,000권을 희사하여 매한 을 포함하여 7,000만원을 헌 하

다. 구동창들 68명이 총액 2억에 가까운 성 을 하 으며, 조아라 회장은 재미 동문들의 성 을 

해 미국, 독일 등 외국에까지 여러 번 방문하여 모 하기도 했다. 미국이나 독일을 방문하면 

후배들이 차비로 드리기도 하고 용돈으로 강당성  이외로  더 드리면 한 푼도 안 쓰고  사람

의 성 에 보태서 내곤 했다. 기억력도 어 나 좋은 지 성 자의 졸업 횟수 성 액을 메모도 없

이  왼다. 더러 신동창 가운데 의상실을 경 한 사림이 좋은 옷을 해드리겠다고 하면 그 옷

을 팔아서 돈으로 주라고 한다. 그것으로 강당기 에 보태기 해서다. 본인이 7,000만원 한 것 

이외 조아라 회장 때문에 입 된 돈은 굉장히 많다. 구동창 에서 꼭 그 사람은 성 을 햐야 

하는데  액수도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데 본인이 못할 형편이면 그분의 이름으로 조회장이 

신 내 주기도 했다.

  이 구동창 68명은 재 돌아기신 분도 많다. 강당모 운동 하기 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데 

그 자손들이 어머니 이름으로 강당기 을 내주기도 했고, 강당 기  성  후에 돌아가시기도 하

고, 어떤 분은 치매에 걸린 후에도 자식들이 용돈을 주면 성 했다고 한다. 서울에서 사회사업을 

하고있는 이계숙  동창회장은 4,500만원을 몇 년에 걸쳐서 성 을 했고, 바아올니스트, 김남윤  

의 어머니인 정말남씨도 1,000만원의 성 을 했다.

  이옥술  동창회장은 교장으로 퇴임한 분인데 차림이 어 나 검소하든지 아무도 그분이 에 



교장을 했다고 생각하지 못한다. 그분은 1,000만원을 성 했다.

 이런 헌신 이고 물겨운 구동창의 성 이 있었기에 강당을 지을 수 있었다.

   ② 신동창의 성  

 신동창은 구동창에 비해 숫자도 많고  나이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구동창의 활동을 

따를 수가 없었다. 그러나 구동창들의 헌신 인 모교사랑의 정신에 감동 되어 많은 사람이 참여

하 다. 참여 인원은 1,000명이 넘는다 공동이나 단체로 한 사람까지 센다면 1,000명은 훨씬 넘

을 것이다. 

  신동창의 모 은 구동창의 통도 있지만 동창회 임원들과 문 순 선생의 힘이 매우 컸다. 문 

교장은 많은 제자들에게 동창회 사업을 설명하고 자진해서 헌 에 참여하도록 권유함으로써 강

당 기 이 활발하게 모 되었다. 문교장의 이야기에 의하면 어떤 동창은 서울이 집인데 남편이 

주 출장 길에 아내의 모교에 들러 문 교장을 통해서 성 한 일도 있다 한다. 

  신 동창은 구 동창생에 비해 모교사랑과 강당 성 이 따르지 못하 으나 숫 으로 많아서 많

은 헌 을 하 기 때문에 수피아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 수피아 졸업생들은 개인 으로도 

헌 하 고 졸업기별로 공동헌 을 많이 하 다. 그리고 매년 5월 10일 모교에서 열리는 홈 커

데이에 동창들이 많이 모이는데, 이 때에 동창들이 비해 온 헌 을 하 다. 

  ③ 재학생 모 과 기타

  특기할만한 일로는 동문이 아닌데도 수피아 동문회에 성 을 내  라인건설, 남여 도회, 

주여 도회, ․자모회, 주토건회사 등이 있으며, 은사로는 유화례 교장, 한덕선 교장, 황승

룡, 장혜숙 선생, 김오  교장 등이 있고, 배야섭 목사, 김경천 Y총무, 서경자씨 등이 있다. 재학

생들도 이 모  운동에 참여 했는데 어떤 학생은 장학  수령액 부를, 공부 잘했다고 부모로

부터 상 으로 받은 돈을, 회에 우승하여 부상으로 받은 상  부를 성 으로 내놓기도 하

다.

  ④ 이런 사랑과 정성을 길이 하고 기리기 해 동창회총회에서는 100만원 이상 성 자들을 

오석에 새겨 강당  왼쪽 벽에 걸었다. 오석의 크기는 가로 2.4M 세로 1.5M이고 인원은 

총 212명이다

  오석에는 다음의 서문과 함께 졸업횟수 순서 로 212명의 이름이 쓰여있다.



  이 강당은 개교 팔십주년을 기념하여 동창회주 으로 건립, 모교에 헌납하고 그 건축기

으로 일백만원 이상 성 하신 동창회원의 이름을 여기에 새겨 모교사랑의 뜻을 길이 이어가고자 

한다.

                                  일천구백구십오년 오월오일  수피아 총동창회   

  ○오 석 에  새 겨 진  이 름 :

 구동창.   조아라  이계숙  정 흥  이옥술  국순애  장복순  장숙희  양경자  정양자 

           최경애  최우암  박애은  정말남  양삼성  최옥희  최양님  국순화  김  향

           김정이  김종자  박처례  송정자  양종신  오기옥  윤묘순  이세진  순화 

           조 은  최 숙

 신 1 회   문 순  조규혜  임종례  조복남  조유덕  최희순  김 갑순  김 희  김 순 

           김숙희  서정숙  정행자  자  김 순  김 자   김정숙  문정희  민난식 

           민일례  박은희  양차순  윤순정  채규슬   최월자  황 자

 신 2 회   조정례  조선희

 고 1 회   배은신

 고 2 회   이남일  이경애  조은덕

 고 3 회   김순옥    

 고 4 회   이애신  송희성

 고 5 회   주은숙  정 순

 고 6 회   이옥   최월자

 고 7 회   김연자  송정애

 고 8 회   김화자  김  선  김민옥  방 월  이춘   차인숙  최귀순  최 숙

 고 9 회   임연자  최옥주  김길자  백경옥  신정희  김춘자  박행자  장성희  최향난

           홍정자

 고 10회   박명자  표인자  변학자  정청자

 고 11회   황풍자  문 자  정옥님  고옥단  오경애  정 화  조말례  진선자  최 옥

 고 12회   주인숙  신연희  안선주  이숙희  박명자  양순자

 고 13회   박오장  이정숙  김순녀  방향자  이   임경희   장 남  정화신  조  은

 고 14회   조경희  최양님  박혜선  강양은  김삼지자  김 순  심 희  임   정정옥



           홍미순  박민자  오옥이   

 고 15회   박  계  권순단  우 인   허 숙  최순효

 고 16회   안희승  서선남  방은혜   이 님

 고 17회   고윤숙  정신숙  정 자   오흥숙  윤 덕  홍인옥  신 덕  박애단  박 례 

           박효숙  이 이  이효순   정향숙  조희숙

 고 18회  김애님  신선암  양 남  이 자  정춘해  안혜진  한창복

 고 19회  하수미  손 남  나풍실  이돈희  염숙자  김홍희  조옥자  변 희  권은숙  정정자

 고 20회  유복님  박 숙  조수천  문 숙  조성자  심 숙  김정임  윤진옥

 고 21회  김 순  최    김숙자  한 희  이인순  김 신  문경희  문환순  이미숙  이성덕

          이애란

 고 22회  주혜란  김유정  김희   양청자  이순   김 란  오은숙  함신숙  김막례  김혜숙

          박 숙  심 순  이 애  정정자        

 고 23회  은 숙

 고 24회  류순덕  한정숙 

 고 25회  이 아  조신                

 고 27회  이수미  천소    

 고 28회  선미경   

 고 30회  박헌희                      

 고 32회  강형신  김우경    

  65회  양은혜

      

  ⑤ 다음은 각 기별로 모 한 성  내역이다. 

                                     ( 84.5.10～95. 5. 1 재)



졸업횟수 모 액  졸업횟수  모 액  졸업횟수  모 액

`  구동창

  신1회

  신2회

  고1회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95,303,000

41,530,000

  5,800,000

 1,000,000

 4,631,000

 3,250,000

 7,470,000

 4,035,000

 4,380,000

  8,260,000

17,520,000

25,750,000

14,799,300

17,498,600

19,620,000

17,774,300

 14회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4,620,000

15,082,900

12,100,000

34,426,000

22,996,450

20,130,531

21,500,000

24,500,000

32,650,000

16,200,000

 6,130,000

 5,670,000

   500,000

2,700,000

1,650,000

1,050,000

 30회

31

32

33

34

36

37

38

    42

 학교

 해외동창

 동창회사업

 동문 이외

 횟수불분명

1,350,000

   80,000

2,110,000

  165,000

  300,000

   30,000

   30,000

   30,000

  100,000

4,540,000

 720,000

19,763,140

 8,275,244

 3,006,500

  이 표에 의하면 구동창이 단연 제일 최고액이며, 신1회가 그 다음을 차지하며 그 다음이 17회

와 22회이다.

  24, 25, 26회까지는 홈커 데이 행사를 치르었지만 장학기 으로 들어 갔고 27회부터는 아직 

행사를 치르지 안하여 성 액이 소액이나 앞으로 모교발 기 에 선배들의 통을 이어받아 많

이 참여할 것으로 믿는다. 

  3) 동창회 사업

  동창회에서는 개안의 성 과 더불어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하여 기 을 조성하기도 했다

   ① 김연교 피아노 독주회

  1987년 7월에 강당 신축기 을 한 김연교 피아노 독주회를 열어 이익  200만원을 기 을 

조성하 다. 이 연주회는 Y.W.CA 강당에서 개최되었는데 연주자 김연교는 모교 출신이 아니



다. 당시 독일에서 연주활동을 하다 잠시 귀국하 는데 어머니 모교가 강당기 을 성 하는데 

어렵다는 소리를 듣고 선뜻 무료로 연주해주어 수익  액을 강당기 으로 할 수가 있었다.

수익 은 티켓 매 이 부분인데 학교 당국의 조를 얻어 주로 재학생들에게 매하고 

각 기별로 매량을 할당하 다. 당시 매가는 장당 2,000원이었다. 이런 모든 업무는 재직동문

교사들의 인 조 하에 이루어졌다.

   ② 세계 유명 화  아트포스터 

  1991. 7. 16～7. 30. 에 세하상사 찬으로 남도 술회 에서 「세계유명 화  아트포스트」

을 개최하여 성황리에 끝났다. 교육계, 교계, 학부모 ,동문들, 재직교사들이 80 에 가까운 미술

품을 사주었으며, 15일 동안 동창회 임원을 (당시 회장 조규혜, 총무 오흥숙) 비롯하여 문 순 

교감 조아라회장,  총무 조희숙 등은 하루도 빠짐없이 행사장에서 여러 가지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임원이 아닌 다른 동창들도 각 기별 표들이 조를 편성하여 하루씩 사했다. 이 게 

애쓴 결과 많은 이익 과 찬조 을 얻게 되었고, 가장 큰 성과는 개 식 축하차 참석한 당시 

주시장 강운태씨가 주시체육회보조 으로 1억을 더 보조하겠다는 뜻을 조아라 회장님을 통서 

한 일이다. 오 하던 날의 음식 비는  동창회장 황풍자 기에서 수고를 많이 했다. 이 게 

모두 애쓴 그 결과 이익  6,258,000원과 각계 격려  1,190,000원을 합하여 모두 7,231,400원의 

기 이 조성되었다.

   ③ 일일찻집 운

  1991년 12월 22일 Y.W.C.A 다실에서 일일찻집을 운 하여 많은 기 을 조성하 다. 당시 동

창회 부회장 황풍자의 기 11회에서 찻집에 필요한. 모든 재료 비를 했고, 재직동문교사가 오

, 오후로 나 어 사를 했다. 티켓제작 매 등은 총무인 오흥숙이가 ․고 재직교사와 티켓

을 만들어 학교 당국의 조를 얻어 재학생들에게 장당 2,000원씩 수 백장을 매했고 교직원에

게도 매했다. 물론 각 기별 동창에게도 책임할당량을 주어 매했다. 메뉴는 자연식 주의 호

박죽, 깨죽, 등 죽 종류와 감잎차, 녹차 등이었다. 재학생들의 인 조로 많은 티켓 매로 

수익 이 많았는데 교직원의 조도 있었지만 재직동문교사들이 일일이 반마다 들어가서 애교심

에 호소하여, 재학생들이 이에 호응한 결과이다.

수익 은 찬조 과 이익 을 합하여 6,010,440이나 되었다. 

   ④ 간이 식당 운



  1993. 10 .12～10. 16. 5일간 제 74회 국 체 이 주에서 열리게 되었다. 이 때 수피아 강당 

체육 에서 농구 시합이 열리게 되었다. 당시 강당은 우선 2층 체육 만 간신히 완공되었고 아

래층 배실은 돈이 없어 미완성인 체 다. 이에 총동창회에서는 농구 람객이 많이 내교될 것

으로 생각하고 간이 식당을 운 하기로 93.9 정기 이사회에서 결정하 다. 장소는 구 강당과 새 

강당 사이에 마련했는데 학교 당국의 극 인 지원이 있었다. 당시 학교 한덕선 교장은 가 

시켜주지도 안했는데 자칭 식당 지배인이라 하면서 장소 설치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땅을 고 

흙을 고르기도 하고  손님을 끌어오기도 하며 많은 조를 했다.  

  메뉴는 김밥 (2,000원), 오징어 야채  (큰 것 한 장에 1,000원), 떡볶이(한 시에 500원), 어묵

(한 그릇에 1,000원), 삶은 계란,(한 개에 200원) 라면 (1,000원) 차 (한 잔에 500원), 아이스크림,

음료수 등 다양했다.

재직동문, 학교 어머니회 회원과, 동창회 11회부터 24회 동문들이 자원 사자가 되어 5일 동안 

열심히 장사를 하여 많은 이익 을 내었다. 처음에는 농구 람객을 상 로 장사 을 벌 으나 

의외로 람객들은 음식을 많이 사먹지 않았다. 학교 교직원과 재학생 부분이 고객이었다. 행

사요원들이 직  재료를 비하고 앞에서 만들어 팔아서 우선 음식이 생 이었고, 선생님들

이 써빙을 해서인지 학생들의 인기는 단해서 5일간 성황을 이루었다.

특기할만한 사실은 이 게 수피아 동창들이 모교강당건축을 해 온갖 노력을 다 한다는 소문이 

이 일로 더욱 소문이 퍼졌다. 자원 사자로 나선 학교 어머니회에서는 찬조 으로 66만원을 

만들어 주었고, 당시 학교이사장인 조세환씨가1,000만원 정 부 학장이 1,000만원을 학교에 기부

하겠다는 소리도 있었다.(실지로 이두 분은 뒤에 건축 기 으로 이 액수를 기부했음)

 순이익 , 4,521,300원과 찬조  972,000원 합 5,493,000원 강당기 이 이일로 조성되었다.

   (4) 코넬 령의 강당부지 무보수로 닦아주기 

  미 공군 부  비행장 소속인 코넬 령이 강당부지를 무보수로 장기를 동원하여 닦아  데 

해 수피아여고는 감사장을 달했다.

   (5) 공식 거행

  수피아 강당 공식은 1994년 5월 10일에 거행되었는데, 1부 배는 김용선 교목의 사회로 

진행되어 박 순 장로의 기도, 한완석 목사의 ‘감사의 헌’이라는 설교말 , 장동진 목사의 축도

로 이어졌다. 이어서 이정근  교감의 사회로 진행된 공식은 서정욱 고 서무과장의 경과보고, 

안  교육감의 축사, 강 기 주시장의 격려사, 조아라 건축 원장과 이계숙 동창회장이 열쇠



를 증정하고 인사 말 을 하 다. 이 날 조세환 법인이사장이 감사패를 수여 하 는데, 수상자는 

오병문(  교육부장 ), 이효계(내무부차 ), 김동환(  주시장), 강 기( 주시장), 조 웅( 주

시 체육회 사무처장), 김 원(건축환경 연구소 장), 강태수( 주토건 표이사), 최도 ( 주토건 

건축본부장), 이계숙(동창회장), 정신옥(  수피아여고 교장), 김용완(  수피아여고 교장), 서정

욱(여고 서무과장)이다.

   

   2. 주 3 · 1 만세운동 기념동상 건립    

   (1) 건립취지

  1919년 3월 10일 주 3・1 만세운동 당시 박애순, 진신애 선생을 필두로 태극기를 들고 앞장

서서 만세를 부르다가 일경에 끌려가 재 까지 받고 옥고를 치 던 자랑스런 23명의 수피아여학

교 학생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길이 기념하기 하여 동창회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이 기념비

를 수피아 강당 완공 직후(94. 5) 시작하여 해방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수피아여자 ·고등

학교 교정에 세웠다. 조아라 명 동창회장은 나라를 해 목숨을 바친 선배님들을 한 기념비

를 건립하지 못한것에 늘 죄책감을 느 으며, ‘당신 죽기 에 무엇보다 먼  이루어야할 사업’이

라며 발벗고 나서 주시로부터 기념비 지원  4천만원을 기증받았다. 

   (2) 기  조성

  총 산 6,000만원  주 역시로부터 4,000만원의 지원 과 동창회원들의 모 액 2,000만원

으로 기 을 조성하 다. (‘94. 12. 5～’95. 5. 5.)

   (3) 규 모

  크기는 670cm(높이) × 370cm(좌 폭)로 청동상( 론즈)에 좌 는 화강암이며, 조형물은 한복 

치마 고리를 입고 태극기를 휘날리며 만세를 부르는 수피아여학생들의 모습이 동상으로 만들

어졌다.

   (4) 건립 과정

  1994.11. 3.  주 3・1 만세운동 기념 동상 건립을 한 원회가 구성되다. ( 원장 조아라)  

  1994.11.18.  주 역시장에게 기념비 건립에 따른 자  4천만원 특별 지원 요청



  1994.12. 8.  조각가 김철수씨와 기념비 제작 수의 계약 체결

  1994.12.15.  기념비 설치 장소로 수피아 강당 앞좌편에 세우기로 건립 원회에서 최종 결정

  1994.12.27  주 역시장으로부터 기념비 건립에 따른 보조  4천만원 받음

  1995. 4.30  기념비 조형물 제작 완성

  1995. 5.10  주 3・1 만세운동 기념동상 제막식 거행

   (5) 기념비 소개

  앞면에는 “ 주 3・1 만세운동”이라 새겼고, (조각: 김 철 수)

  좌우측에는 건립 원회 명단과 “역사의 별이되어” (시: 김 재 흔)라는 헌시를 새겼고, 

  뒷면에는 비를 세우는 뜻을 담은 서문과 함께 23명의 자랑스런 수피아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한자로 새겼다. (23인 명단～大正八年 刑第五五八號 判決文 의함) (서: 이 돈 홍)

  교정에 우뚝선 이 기념비는 수피아의 딸들에게는 물론 이 지역사회에 나라사랑의 정신이 오래 

오래 이어지게 하는 훌륭한 역할을 할 것이다.

   (6) 제막식

  1995년 5월 10일 1부 배에 이어, 2부에 제막식 거행.

  강운태 역시장의 축사와 안  주 역시 교육감의 격려사, 유족 표 김양균 변호사(최수

향 여사의 3남)의 인사 말 에 이어 유일한 생존자 최경애 여사에게 기념품 증정(태극기를 새긴 

로치), 감사패 증정 (강운태 시장, 정경주 시의장, 제작자 김철수, 쓴이 이돈홍), 3・1  노

래, 76년  그 날을 생각하며 최경애 여사의 선창에 이어 만세 삼창으로 성 히 거행되었다. 그

리고 제막식 후에는 훈훈한 다과회도 열렸고 기념품 증정도 있었다. 

   (7) 부기사항 (세부내용)

  [기념비 서문 (뒷면)]



     

 1919년 3월 10일 주 3 · 1 만세운동에 앞장섰기에 옥고를 치른 수피아 학생

들의 이름을 여기에 새겨 길이 기념하고자 합니다.  

  朴愛   陣信愛  洪 男  朴永子  崔敬愛  楊泰元  金弼浩  林眞實  高蓮紅

  朴聖淳  李泰玉  金良   梁 喜  尹血女  金德   曺玉姬  李太錦  河永子

  康善華  李羅血  崔秀香  金安淳  洪承愛  

                   1995년 5월 10일

                                 주수피아여자 ·고등학교총동창회

   [헌시 (기념비 왼쪽)]

                        역사의 별이 되어

                    (수피아 애국지사 23인을 추모하며)

                                                        

              천추에 이름 석자 구나 남기는가

              기미년 3・1운동 선두에 서서

              구국의 일념으로 충성을 맹세하고

              태극기 앞세우고서 독립만세를 외쳤네.

              일제의 총칼 앞에 

              나라가 합방이 되자

              자유 없는 속박에서 사느니보다

              사슬을 끊기 해 목숨 걸고 싸웠네.

              억울한 옥살이에

              모진 고문 당하여도

              의기로 이겨낸 고결한 애국얼은

              역사의 별이 되어 무궁토록 빛나네.

                                                  시  김 재 흔



  [3 · 1만세운동기념비 건립 원회 명단 (기념비 오른쪽)]

            고문 주 역시장           강  운  태

            주 역시의회의장          정  경  주

            원장 명  동창회장        조  아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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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독립만세 - 주에서 3・1독립운동에 참가했던 박애순 수피아여학교 교사가 서울의 최

은회(  언론인)에게 보낸 편지. 주의 분 기를 여학생 주변에서 생생하게 하고 있다.

 

 「…남몰래 학교 기숙사에서 나의 흰 옥양목 치마폭을 뜯어 동료교사 진신애와 양태원, 최경애등 

큰학생 몇을 불러 밤을 새워 태극기를 만들어 놓고 그 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3월 10일 오 이 

되자 보리차를 끊여서 학생들이 지참한 도시락을 풀어 교실에서 심요기를 시켰는데 우리 두 여선

생과 큰 학생들은 긴장과 흥분에 싸여 밥이 목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수피아여학교 학생은 모두 60여명이었습니다. 우리는 거사 당일 정각 20분 에 진선생과 내가 커

다란 태극기를 들고 선두에 서서 60여명 교생은 둘씩 둘씩 짝을 지어 출발했습니다.…진신애 선생

은 10개월 언도를 받고 8개월쯤 복역 후 가출옥이 된듯하고, 나는 1년 6월 구형에 1년 결 언도를 

받고 10개월 복역한 다음 가출옥이 되어 나왔습니다….」

                                                     (1983년9월10일자 조선일보 기재)

  1986년 12월 16일 박애순여사는 독립유공자로 통령 표창을 받음.



                               제 5 장  교단 선진화

   1. 학교의 교단선진화

   (1) 교단 선진화

  교육 장에서 교수-학습 능력을 높이고 교사의 연구 자세와 학습 자료 개발을 통해 학생들에

게 창의력과 사고력을 강구하여 21세기의 국제화 정보화 시 를 주도해 나가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의 질을 한 차원 높게 향상시키고자 본교에서는 1994년 11월 1일 주시 교육청 

지정 교단 선진화 시범학교 운 보고회를 가졌다.  교사가 참여하고 교육청과 어머니회의 재

정  도움으로 큰 성과가 있었으며, 주제로는 “교수-학습 여건 개선을 통한 수업의 질 향상” 이

었다. 국어(과), 한문과를 심으로 “ 상 자료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이란 책자 발간은 물론 

공개 수업을 질 높게 발표했고 비디오 상을 통해 수피아 학교의 모든 것을 보여 으로써 발

하는 수피아 상을 심는 데 모든 교사가 노력하 다. 

   (2)  교사의 컴퓨터 연수

  교단 선진화 하기 의 본교 교사들의 컴퓨터 조작 능력은 형편없었으나 반복된 조작 연수와 

노력으로 53명  문 인 분야면에 5명이며 WP 과정을 거의 활용해서 출제, 공문 수발, 책자 

발간(학습용), 학습 자료 등 스스로 처리 할 수 있으며 인터넷도 개설했다.

 

   (3) 시설  성과

   1) 새 교구 시설면

   * 산실 1실, 음악실 1실, 미술실 1실 (학년별), 방송실 1실 (3원 방송 체계) 스튜디오실 1실,  

     편집실 1실, 청소함 30개, 칠 지우개 털이 20개, 개인 사물함 48개 (연차별), 수피아 강  

     당 1동, 선진  1동, 자료실 1실, 평가 산실 1실

   2) 학습기기 (학습자료명)

   * O.H.P 33개, 칼라 TV 33개, 모니터 받침   책상 (30+30) 60개

     비디오 카메라 2 , 쾌도 걸이 30개, 지도 걸이 6개

     자석용 다면 칠  30개, 차 막 10개 교실 (연차별), 녹음기 33

     냉장고 4 , 코 기 2 , 카드 리드기 2



     컴퓨터 (교육용 30 , 실습용 48개, 교사용 15 )

     높이뛰기 매트 2개, 로울러 (미술과) 2개, T.P 자료 3,520

   3) 성과

    ① 교육 시설의 확충과 각종 설비를 정비하여 면학 분 기가 이루어져 학습율을 높이게 되  

       었다. 

    ② 교원 연수 강화로 교사의 문성이 제고되었다.

    ③ 국어과에 한자어 학습과 질 높은 상 학습 자료 개발 활용  수업 기술 연마로 수업의  

       질이 향상되었다. 

    ④ 학습  평가 방법의 개선이 필요함을 갖게 되었다. 

    ⑤ 학습자의 수업 태도가 좋아지고, 국어 학력  작문 실력이 향상되었다. 

   (4) 진로 교육지도

  1989년 11월 1일 주시 교육청 지정 진로 교육 시범학교 운 보고회를 가졌으며 주제로는 

‘진로 교육 로그램 활용을 통한 진로 의식 함양’이었다. 

  참석자들로는 교육청 장학사, 연구사, 진로지도 교사 등 약 70명 이 으며, 김 웅 교사 발표

자 고 “진로 선택 길잡이”이라는 책자도 발간하 다. 

  ◦ 1988년 10월 24일 주시 지정 어 연구 학교 보고회를 갖다.

   주제 ; 어 사상 단  심의 학습을 통한 의사 소통 능력의 신장

   발표자 ; 김용선 교사

   참석자 ; 시내 어 교사 약 120명

    * 1993.    2.   17     학교 컴퓨터실 개

    * 1994.    2.   17     학교 선진  (194.4 ㎡) 개 식

    * 1994.   11.    1     학교 교단선진화 시범운  보고회 개최

   2. 고등학교의 교단선진화

   (1) 교단 선진화 시설 부문

  1991년 교육 선진화를 부르짖으며 주시 교육청에서 실시하기 시작한 교육 선진화사업의 일



환으로 본교에서는 1994년 국어과를 심으로 하는 교단 선진화 시범 학교 운  보고회를 가졌

다.

  교육 선진화 운  보고회를 하여 당시 정의강 교감과 연구주임이었던 신동순 선생의 헌신

인 사와 노력으로 본교의 교육 시설이 비약  발 을 이루었다.

  교단 선진화 시범 사업 보고회를 하여 1994년 3월 교육 자료 제작  활용을 선도해야할 기

구의 필요성을 느낀 정의강 교감선생은 학습자료 제작실을 만들고 그 책임자로 박제수 선생을 

임명하여 교단 선진화 사업의 제반 사업을 담당하게 하 다. 

  당시 연구주임이 던 신동순 선생과 자료실 책임자로 임명된 박제수 선생은 먼  27개 보통교

실과 5개 특별실에 차  커텐 시설을 설치하여 OHP를 통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하 으며 각 교실에 설치된 VTR  TV를 시청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 다.

  보통교실에 29″TV를 설치하고 VTR은 4-Head기종을 설치하여 정지 화면  느린 화면을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도록 하 다. 

  학습 자료를 제작 보 하는 심  시설로서 설치된 학습자료실은  교직원의 학습 자료제작

의 뒷바라지를 하게 하 으며, 기술  지도를 담당하게 하여  교과  교직원이 TP 500  이

상을 제작하여 이를 각 교과별로 일로 묶어 학습 자료 보 함에 보 하 다.

  상 학습 자료로 한국 방송사업단에서 제작한 VTR용 테이  85 과 각 교과에서 자체수집 

제작  복사한 테이  150 등 모두 520여 을 확보하여 학습에 활용하기 시작함으로 교육의 

질  향상은 물론 학생들 학습 흥미를 유발하여 좋은 교육 효과를 올리게 되었다. 

  주시 고등학교에서는 처음으로 칼라 복사기를 구입하여 흑백 사진으로는 그 목  달성이 어

려운 지리과, 역사과, 과학과, 교련과의 사진 학습자료의 장감 넘치는 생생한 칼라 사진 OHP

를 제작할 수가 있었으며, 당시로서는 최고  기종인 486컴퓨터 3 를 구입하고 칼라 린터를 

이용한 다양한 TP제작을 실시하여 좋은 교육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특히 방송실 방송 제작용으로 구입한 자막 삽입기는 본교 자체 VTR용 테이  제작시 좋은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어학  음악 무용 학습을 한 10 의 카세트 녹음기를 구입하여 어과, 독일어과, 일본어

과, 국어과, 한문과, 무용과, 체육과에 각 분배하여 학습에 활동하도록 하 으며, 교단 선진화 

기에 교육청으로부터 기증 받은 20 의 OHP기종이 도가 무 낮고 화질이 선명하지 못해 

1995년 3학년용 OHP 10 를 상 기종으로 교체하고 1996년 다시 3M OHP로 량 교체하여 

주 시내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기종을 보유하게 되었다. 

  1986년 교실에 석유 난로를 설치하여 겨울철 학습 환경 조건 개선을 실시하 으며 이러한 



시설은 1994년 주시 교육청의 지원으로 3학년 교실에 심야 기 온열기를 설치하 고 1996년

에는  교실에 설치 완료하여 겨울철 학습 조건을 획기 으로 개선하 다. 

  1994년 각 교실에 사물함을 설치하여 무거운 가방으로부터 학생들을 해방시켰으며 각 층별로 

동 칠  지우개 털이를 설치하여 건물 벽면에 칠  지우개를 털면서 미 상 보기 흉하던 모습

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분필가루를 흡입하던 불편을 해소하면서 보다 생 인 지우개 털이로 사

용하게 되었다.

  주시에서 선 지원으로 입학제도가 바 면서 본교에서는 시설 투자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1996년 3학년 교실에 에어컨을 설치하 으며 개교 90년이 되는 1998년에는 1, 2학년 교실에도 

에어컨을 설치하여  교실에 에어컨 시설을 완비함으로 본교 학생들의 학습 능률을 최 한 높

일 것으로 상 된다.

  1997년 과학과 학습 능률을 높이고 교육  효과를 높이기 한 과학실을 각각 교과별 특별실

로 분리 설치하 고, 과학실에 실물환등기를 설치하 으며 VTR  TV를 설치하여 보다 다양한 

과학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1997년 학  증설로 학습 자료 제작실과 산실이 보통 교실로 환되게 되어  매  건물 2

층에 새롭게 건물을 증축하여 보다 짜임새 있는 모습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교육청에서 지원 보 하여  20여 의 컴퓨터는 본교 선생님들의 다양한 학습 자료 제작을 더

욱 가능하게 하 으며 연구하는 교무실 분 기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 다. 

   (2) 교단 선진화의 교육  성과

  1991년 교육 선진화를 부르짖으며 주시 교육청에서 실시하기 시작한 교육 선진화사업의 일

환으로 본교에서는 1994년 국어․한문과를 심으로 하는 교단 선진화 시범학교 운  보고회를 

가졌다.

  ‘교수-학습 여건 개선을 통한 수업의 질 향상’이라는 연구 주제를 가지고 발표한 본교의 교단 

선진화 시범 수업은 국어과의 김창호 선생의 ‘스키마 활용을 통한 교수방안으로 수업 방법의 개

선을 발표함으로 그때까지 행 으로 실시하여 오던 교사 심의 교육 방법이 학생 심의 

교육 방법으로 환되었다. 

  교단 선진화 시범수업 이후 본교의 교수 학습 방법은 획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이러

한 변화는 본교의 학업 성 의 향상을 가져와 주 지역 사회에서 본교의 상을 오랜 역사만큼

이나 높이는 결과를 가져 왔다. 



                             제 6 장  개교기념 행사

   1. 개교 70주년 기념행사

  수피아는 1978년에 개교 70주년을 맞이하여 10월 24일에 운동장에서 기념 배와 기념식을 가

졌다. 당시 교목이었던 안 로 목사 사회로 시작된 기념 배는 조원곤 목사(양림교회)가 기도를 

하고 강치원 목사(방림교회)가 성경 독(느헤미야 4 : 1～6)을 하 으며 한완석 목사(제일교회)가 

축도를 하 다. 설교말 은 서울연동교회의 김형태 목사가「성공 인 학교상」이란 제목으로 뜻

있고 은혜롭게 해주었는데, 숭일고의 주악과 수피아 합창단의 찬양이 배를 빛나게 했다.

  이어서 수피아 개교 70주년 기념식을 당시 한덕선 교감(여고)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국민교

육헌장 낭독(정신옥 학교장), 학교연 소개(사회자), 기념사(김오  고등학교장)의 순서로 이어

졌다. 이귀동 이사장과 김오  교장이 장기 근속자 표창을 하 고, 조아라 동창회장과 양명순 부

회장에게도 감사패가 증정되었다. 한 조아라 회장이 강당건축기 을 학교측에 달하 고 회

고사를 하 다. 

  숭일고교 악 에 맞추어 본교 합창단의 축가가 있었고, 남교육 원회 노희원 교육감이 축사

를 하 으며, 끝으로 교가 제창으로 뜻깊은 기념식을 마치었다. 

  이날 장기근속 표창을 받은 교직원은 아래와 같다.

 ㅇ 학교

       교장 정신옥(24년),  서기 박유병(21년),  교사 오순 (17년),  교사 이강길(16년), 

       교사 이 홍(12년),  교사 김재흔(12년)

 ㅇ 고등학교

       교사 문 순(22년),  교사 주정숙(22년),  교감 한덕선(17년),  교사 장주철(13년),

       교사 표인자(12년),  교사 김규옥(12년),  교사 박한수(11년),  교사 이보 (11년),

       교사 남창 (11년),  서기 박정수(11년),  서기 신양섭(10년),  용원 최남섭(10년),

       농구코치 김상걸(체육공로)

  한편 개교 70주년을 기념하여 당시 본교 교사이던 정소 (鄭韶坡)시인은 다음과 같은 축시를 

발표했다. 



                              옛동산에 다시 올라

                            개교 70돌에 부치는 노래

                                                                      鄭 韶 坡

                                          1

                        흐린 안경 머 보이는 것-있고, 없고,

                        이끼 푸른 돌 무더기 아롱지는 그림자들․․․․․․

                        옛 동산 그리운 그 시  여기 다시 서 본다.

                                          2

                        언덕받이 자란 수풀 오가는 세월 따라

                        돋는 잎, 지는 잎새 새소리는 론데

                       숲 그늘 아른 는  집 바래가는 軟紅빛.

                                          3

                        꽃처럼 향기로이 피어나던 은 나이

                        연보라 무궁화빛 고리에 검정 치마

                        댕기 딴 기인 긴 머리 자락 끝에 치 다.

                                          4

                        요조로이 사려 지닌 붉은 맘 타는 얼로 

                        조국을 가슴에 안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어느덧 銀嶺의 카락이 서리처럼 셋 나.

                                          5

                        나고 들어 쌓인 校齡, 古稀로 푸른 요람.

                        어진 아내, 착한 에미 새 나라 일꾼으로

                        슬기론 久遠의 女像 제 설자리 지키려니-.

                                          6



                        죽순인 양 뻗어가는 기찬 <수피아>에

                        자라 오른 여학도들 오리 꽃송이로

                        이어갈 향맑은 딸이 뜨락 가득 찼구나.

                                          7

                        굽이는 강물처럼 넘실 는 물 기로

                        일 여 솟구치는 거룩할손 하늘의 힘.

                        우 찬 오늘의 歌 합창하리, 오래게.

                                     온(百) 살 가까운 졸업생을 신하여  {雪月 )에서.

                                                                    (본교교사)

  그리고 그날 여러 가지 행사를 하 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체육 회

  오후 2시부터 학교와 고등학교가 각각 입장식부터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즐겁게 진행되었다.

   (2) 캠  이어

  녁 6시에 고등학생들이 강강술래를 심으로 캠 이어를 진행했다. 그 날밤 모닥불을 가

운데 두고 함께 어우러져 춤을 추며 정소  선생이 개작한 설소리로 강강술래를 불 다.

   (3) 바자회

    1) 용식 매 (고등학교 1-10교실과 고등학교 별  가사실에서)

            ․ 사라다 빵 200원                 ․ 식 혜  150원

            ․ 도 우 넛  250원                 ․ 송 편   10원

            ․ 약    식  250원                 ․ 각종차 100원

    2) 기념품 매  - (동창회에서)

                             (강당 앞과 매 에서 매)

            ① 개교 70주년 기념메달 500원

            ② 옛날 교표(뱃지) 100원

            ③ 학교 그림엽서(5장) 100원



   (4) 시 화 

      고등학교 본  앞 뜰 잔디밭에서 시화 을 열었다.

   (5) 국제 펜팔 시회

       수피아 여고는 유네스코 국제이해교육 연구학교(UNESCO A. S. P.)로서 20개국을 상  

     으로 학 별로 연구하 다. 그래서 다른 나라 학생들과 주고받은 편지, 우표, 사진 등을 모  

     아서 고등학교 1층 복도에 시하 다.

   (6) 종합 술제

     11월 25일 학생회 에서 음악, 무용, 연극 등으로 술제를 개최하 다.

   2. 개교 80주년 기념행사

  1988년 10월 20일 수피아에서는 개교 8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먼  운동장에서 개교기념 

배를 드렸는데 당시 교목 안 로 목사의 사회로 진행하 다. 손 호 목사(양림교회)의 기도, 

본교 합창단의 찬양, 홍 순 목사( 천교회)의 축도로 끝난 이날 배에서 호남신학 학장 황승

룡 박사가 “ 희 빛을 비추어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 다.

  제 2부 개교기념식은 당시 고등학교 문 순 교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장정동 교장( 학)이 

국민교육헌장을 낭독하고 사회자가 학교 연역을 소개하 으며, 유은옥 이사장이 기념사를 하

다. 이사장과 정신옥 교장(고등학교)이 장기근속교직원 표창과 공로패 증정을 하 고, 조규혜 동

창회장이 강당 건축기 을 달하고 회고사를 하 으며 박계 동문의 축가, 정부 주보건 학장

의 축사가 있었다.

  이날 표창을 받은 장기 근속자는 아래와 같다. 

  ◦ 학교 

      교사 오순 (27년),  교사 이강길(26년),  교사 이 홍(22년),  교사 김재흔(22년), 

      교감 이정근(19년),  교사 김재실(19년),  교사 신정숙(19년),  서무과장 장수일(19년), 

      교사 강용채(18년),  교장 장정동(16년),  서무 김 권(16년),  교사 최화업(15년), 

      교사 장종수(14년),  교사 정기성(12년),  교사 김 웅(12년),  교사 김재 (11년),

      교사 이옥성(11년),  교사 박  남(11년),  교목 김용선(10년),  교사 김정윤(10년)

  ◦고등학교 

     교감 문 순(32년),  교사 주정숙(31년),  교사 표인자(22년),  교사 김규옥(22년), 

     교사 박한수(21년),  교사 남창 (21년),  서무 신양섭(20년),  교사 고우식(19년), 



     교사 구 서(18년),  교사 서인권(18년),  교사 이 남(18년),  교사 오 길(17년),

     교사 윤장 (16년),  교사 구천모(16년),  교사 강상원(16년),  교사 이원길(16년),

     교사 정의강(15년),  교사 추교선(15년),  교사 신동순(15년),  교사 김수득(14년),

     교사 원수남(14년),  교사 장동주(14년),  교사 오정우(14년),  교사 이남균 (14),

     서무 서정욱(13년),  교사 허동찬(13년),  기능직원 양하승(13년),  서무과장 조동기(12년),

     교사 조천기(12년),  교사 정경희(11년),  교사 정  훈(11년),  교목 안 로(10년),

     교사 박제수(10년),  교사 이천령(10년),

  ◦공로패 증정 

     교사 강상원,  교사 국 ,  기능직원 황 연,  기능직원 양하승

  특히 이날은 강당 기공식도 가졌다.

  그리고 80주년 기념행사를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개최하 다. 

    ․ 수피아 80년 역사자료 시회          10월 22일부터                본교

    ․ 종합작품 시회                      10월 17일 - 22일             본교 교정

    ․ 수피아 음악 발표회                  10월 31일 3시, 7시            학생회

    ․ 강당 건축 기공식                  10월 20일                    본교 장

    ․ 내빈 축하연                         10월 20일                    본교강당

    ․ 체육 회                            10월 20일 2시                본교 운동장

    ․ 캠  이어                         10월 20일 7시 - 10시         본교운동장

    ․ 찬송가 경연 회                      9월 13일                    본교 강당

    ․ 학원선교활동 발표회                 10월 10일                    본교 도서

    ․ 종합 써클 발표회                    10월 22일                    본교 강당

    ․ 화보 발간                           10월 20일

    ․ 교지 잔디밭 발간(80주년 기념 특 호)12월  

  수피아 개교80주년을 맞이하여 정소  시인은 다음과 같은 시를 바쳤다. 



그리운 옛동산의 노래

           校齡 八十에 바치는 시

                                시조시인  정  소  

그리운 옛동산에 다시 올라

외오쳐 불러보는

애틋한 메아리여

흘러간 세월 자락의 굽이는 물결과

항거의 아우성에

분노의  怒濤도

그 매운 개로 하여

총․칼 앞에 몸을 던져

피 뿌려 싸우던 姉妹의

그 反日의 크막한 얼이 깃들어

바람․서리 사나운 도를 넘어

흘러간 八十고개 銀嶺에 서서 

못잊어 그리운 옛 숲 그늘

아련히 떠오르는 벽돌 바람벽

그 붉디 붉은 조각의 丹心을 지녀…

搖藍안 끌리움 받은

이 으늑한 뜰악에

진종일 나른해 진 고달  몸을…

뒷동산 푸른 숲

부푼 가슴은…

머리를 디 고 드는



지친 우리들을 부드러운

미소로 안아 주었다.

꽃향과 새소리로 가득 찬 교정에 

꿈 많은 소녀들의 벅찬 정한을

그 한 품안에

자애로이 맞아 들 다.

고이 받아 길러 가꾼

우리 어머니!

여든이 하루 같이 변함도 없이

오늘에 끼친 은혜

하늘 같거니

나날이 짙은 그늘

길이 靑靑해

천년이 머다잖고 한결 가까이

쁜 딸들 기르기에

원 밝아라!

   3. 개교 90주년 기념행사 

 3월  2일 (월) 90주년맞이 입학식 (교내 곳곳을 환 래카드와 오색풍선으로 장식)(고)

 4월  7일(화) 교내 백일장 회 (고)

 5월  8일( )～9일(토) 교내 체육 회 (고)

           ① 경로사상 고취를 한 지역주민 60세이상노인 200명을 청하여 체육 회의 종목  

             람과 심식사   강강수월래와 한마당 놀이 참

           ② 인근 학교 학우들과의 친교를 한 캠 이어

 6월  8일(월) 모교 출신 명사 청 강연회(고)



           (연사 : 동국 학 사회학 교수 조  은 박사, 여성인권 원)

 8월 29일(토) 90주년 기념 제 1회 등부 성가 경연 회(고)

10월 16일     체육 회 ( )

10월 15일     교내 찬송가 경연 회 ( )

10월 22일(목)～28일(수) 교내 시․미화  개최 ( , 고)

10월 27일(화) 개교 90주년기념식 거행( , 고)

              종합 술 발표회 (고)

10월 23일( ) 주 역시 교육청 지정 문화 술시범 학교 시범 발표  90주년 기념 문화 술  

              발표회( )

10월 23일( ) 수피아 90년사 발간

11월 27일( ) 학부모(유명)강사 청 교생 특별 강연회(고)

12월 21일(월)～22일(화) 교직원 신앙 수련회( , 고)

  [축 시]

                            수피아의 참빛

                                     개교 90년에-

                                                                 김재흔(金在欣)

                               조선 창호지 문에

                               은은하게 배어나던

                               여명의 촛불 하나가

                               어둔 세상을 밝히었나니

                               이는 수피아의 참빛이어라.

                             귀 을 읽던 소리가

                               도 미  노래로 바 어



                               소망을 보자기에 싸매고

                               말 을 심고 가꾸었나니

                               한 수피아의 이어라.

                               때로는 남모른 열사로

                               때로는 드러낸 투사로

                               때로는 앞장선 지도자로

                               나라와 겨  해

                               믿음으로 실천하 나니

                               이 한 수피아의 자랑이어라.

                               연단의 불꽃으로

                               뜨겁게 달구어낸

                               하고 많은 인재들이

                               세계 마당을 뛰고 있나니

                               더욱 수피아의 자 이어라.

                               아, 90년

                               지 은 은혜의 땅

                               진리만을 일궈온 사랑밭에

                               꿈과 미래가 축복에 쌓여

                               다시 백년을 굳게 다짐하나니

                               오직 수피아의 빛남이어라.



   [제7편 주석]

 1) 임 태, 한민국 50년사 2 (들녘, 1998) pp. 16～36
 2) 복 30년 요자료집 (월간 앙, 1975. 1.) pp. 251～252
 3) 한민국 50년사, pp. 101～102
 4) 한민국 50년사 2, pp. 128～131
 5) 손익수, 한국교육사 Ⅱ (문음사, 1992) pp. 754～767
 6) 한민국 50년사 2, pp. 246～249
 7) 한민국 50년사 2, pp. 348～351
 8) 교육부, 교육소식 24호 (98. 2. 25) p. 2
 9) 교육부, 교육소식 24호 (98. 2. 25) pp.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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