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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校法人竹湖學院設立

1. 學院設立의動機

光州中央女子中·高等學校가 처음 개교를 한 良洞 60번지는 원래 全南製絲의 공장과 기

숙사자리였다. 이곳에학교가설립된것은교육에대한錦湖의남다른체험과인연, 그리고

신념이있었기때문이었다.

錦湖의정규학력은羅州公立普通學校에서의 2년修學이거의전부라할수있다. 남다른

向學熱과 好奇心에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했던 배움에 대한 恨은 錦湖로 하여금, 전생애에

걸쳐敎育事業에지대한관심을갖게하였다.

錦湖가평소배우고싶은데도학교가없거나돈이없어좌절하는학생들에대하여각별한

관심을갖게된것은자신이젊은시절치렀던좌절과뼈아픈시련의체험때문이다. 또한

관직생활동안錦湖는인촌김성수, 고하송진우등의유지들과자연스럽게만나게되었는

데, 특히인촌을존경하였다고한다. 당시全南製絲의金順同專務는이렇게회고한다. 

“錦湖는朗山(김준연), 仁村(김성수), 古下(송진우)를좋아했는데특히仁村말씀을많이하

셨어요. 해방이된후어느날錦湖는仁村과高麗大學校를방문하여건물과운동장을보고

깊은감명을받았었지요. 그뒤에도몇번서울에가서중동고등학교와같은학교시설을보

고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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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錦湖는崔泰根(죽호학원초대교장), 全南大學校總長을역임한崔相彩(전전남대

학교총장)를비롯하여송화식, 장용태, 주평로등과가깝게지내면서敎育事業에대한자극

을받게된다.

6·25가끝난 1년뒤인 1954년은錦湖가敎育事業에進出하는직접적인動機가마련되던

해였다. 당시광주에서는全南大學校後援財團會(53년9월11일결성)가대학발전을위한基

金造成및敷地確保를위해본격적으로활동하고있었다. 이에 54년 5월 1일全南大學校로

부터全南製絲를인수했던錦湖는, 전남대학이그동안문리과대학교사로사용하던기숙사

건물을학교측이새건물로이전할때까지무상으로임대해줌으로써전남대학을후원하였다.

또한錦湖는사재5,000만원을들여벽돌조2층, 건평 331평, 수용능력400여명의中央

圖書館을건립하여전남대학교에喜捨하였다. 中央圖書館은 1955년 3월 착공하여같은해

11월 3일 준공하였는데, 학교측은 錦湖의 壯志를 기려 이를 錦湖閣이라고 칭하였다. 그 후

81년人文社會大社會科學館이들어설때까지錦湖閣은전남대학교의상징적인건물로서사

랑을받아왔다. 錦湖閣은당시교육진흥에대한錦湖의의지의상징이었던것이다. 

그후 1955년 12월 25일, 전남대학교는全南光山郡瑞坊面龍鳳洞(現光州廣域市北區龍

鳳洞)에신축교사를준공하여文理科大學을移轉해나갔다. 그러자이번에는公立南中學校

(현무진중학교)가들어와신축교사를짓는1년여동안校舍로사용함으로써이자리는계속

해서인재를가르치는교육의터로활용하게되었다. 

그런데 1958년 12월 14일전남제사에발생한화재로공장과기숙사건물이全燒되었다. 4

개월여동안의복구끝에공장은재가동하게되었다. 당시전남제사의종업원들은거의광

주지역에서충원이가능해져기숙사는필요가없어졌다. 이렇게되자기숙사및주변부지

6,000여평이공지로남게된것이다. 이에錦湖는敎育事業을실행에옮길때가왔다고생

각하였다. 

흔히기업의育英事業參與는기업내에어느정도안정된餘裕資金이確保된상태에서시

작된다. 그래서‘企業利潤의社會還元’이란말로설명되는기업의육영사업은경제성장기

간동안기업이獨食해온利益에대한여론을피해가는수단으로일반인들에게인식되기도

했다. 

그러나錦湖는시작부터여타기업인들과는달랐다. 1950년대말광주여객은이제발돋움

을하는시기여서育英事業을할만한餘裕資金은전혀없는상태였다. 錦湖는사채를끌어

學院出捐金을마련하였다. 그만큼금호의교육사업에대한熱情이강했던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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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竹湖學院設立

1954년 錦湖는 전남대학교 후원활동을 하면서 企業利潤의 社會還元에 대하여 숙고하게

되었으며그해 11월 12일學校設立을위한後援財團으로法人을설립하였다. 그러나이때는

6·25가끝난지얼마되지않은데다 55년和順너릿재에서발생한사고와 50년대중반의

大邱·釜山의노선개척등으로광주여객의사정은실로어려운시기였다. 학교설립의꿈은

다음으로미루어질수밖에없었다. 

그후다시‘훌륭한교육시설을갖춘학교’를설립해보려는錦湖의꿈이구체화된것은公

立南中學校가 이전하여 기숙사 건물이 비게 된 1957년도였다. 錦湖는 기숙사 건물을 헐고

그자리에학교를지을뜻을知人들에게내보였다. 그러나훌륭한교육시설을갖춘학교가

되기위해서는장소도좋아야하는데인근에시장이있으니다른장소를구해보는것이좋

을것같다는주변의의견을좇아다시設立을保留하였다.

그후전남제사에화재가나기숙사자리에공한지가생기게되자錦湖는학교시설로이용

된자리를그냥두는것은, 설령자기재산이라고하더라도정당한처사가아니라고생각하

여오랫동안마음에두어왔던學校設立을着手하기로결심하였다. 全南大學校후원에직·

간접적으로관여했던벗들또한금호의학교설립에환영의뜻을표시했다. 

錦湖는光州地域에女學校의수가절대적으로부족한현실을감안하여女子中高等學校를

세우기로 하였다. 당시 여자고등학교는 공립인 전남여고·광주여고를 제외하면 수피아여

고·사레지오여고등몇개뿐이어서많은여학생들이他地로가야할형편이었다. 그나마부

모들이딸은外地로보내지않으려는경향이있어여학생들은중도에서학업을포기하는경

우가많았던것이다. 

그런데學校設立資金과後援金마련이문제였다. 당시錦湖는전남제사화재복구비용1억

5000만환을 조달하기 위해서 은행을 찾아다니며 대출을 받아야 하는 형편이었던 것이다.

게다가광주여객도휘발유엔진을디젤엔진으로교체하던시기여서자금의여유가거의없

는시기였다. 따라서광주여객朴東福專務는시기를조금늦추는것이어떻겠냐는의견을

건의하기도하였다. 그러나이번만큼은錦湖의의지가확고하였다. 

錦湖는 현금을 모으고 부동산을 처분하여 3.800여 만환을 마련하였다. 그래도 부족하자

錦湖는광주여객법인을보증세우고私債를얻어도합 1억 6,134만환을마련, 학교설립出

捐金으로내놓았다. 자금이확보되자學院設立에필요한細部作業을추진하였다. 財團名은

錦湖의선친玉容公의호를따서‘竹湖’라고명명하기로하였다. 재단이사진으로는錦湖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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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하여 최태근, 박동복, 이을호, 박성용, 박정구를 임명하고 감사로는 이재수, 박상구를

선임하였다. 그리하여1959년 12월 1일전라남도에이사진과감사진명의로된財團法人竹

湖學院設立認可申請書를제출, 마침내다음해12월26일에設立認可를獲得하였다.

3. 中央女中高開校

1960년 1월 2일中央女中高의新築校舍起工式이거행되었다. 땅이얼어서 2월 6일이되

어서야실제공사를할수있었는데, 막상공사를시작하자자금이부족하였다. 그래서錦湖

는최소한의경비로학교를신축하기위해뜻있는지역인사들로부터일부物資를無償으로

供給받고建設請負金은後佛로하였다. 현장건설은전남제사金順同專務가담당했으며건

설자재마련은광주여객이전담하였다. 또한공사에필요한인원도가급적광주여객, 전남

제사직원들을참여시켜자체적으로해결했다. 금호는재원부족분을메우기위해재단출

연금외에수천만원의私財를추가로투입하였다. 錦湖는學校가돈을버는사업이라고생

각하지않았다. 따라서자금이필요하면자신의주머니나광주여객에서아무조건없이出

資를했던것이다. 공사진행과함께全南日報에新入生募集公告를냈다. 試驗에의해선발

하고, 성적이우수한학생은學費를免除해주며, 入學金또한일반국공립학교보다삼분의

일정도싸다는것이모집요강의개요였다. 또한가정형편이어려운학생에게는別途의支

援을 해주었다. 신입생을 모집했던 1960년 3월 24일 많은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1차 선발

학교였던전남여고·광주여고에서탈락한학생들도있었지만가정형편이어려워서학업을

포기했던학생들이많았으며, 1차선발학교에합격했으나奬學制度에대한기대를가지고

다시지원한학생들도있었다. 특히 1회때에는가정형편이어려운학생들이많았는데이들

은대개중학교교사로부터추천을받고지원한학생들이었다.

初代 校長은 동경제대 출신인 崔泰根이었고 校監은 국순돈이었다. 일반교사는 서울대학

출신이거나공립학교경력이있는자로자격을제한하고대우는일반국공립학교보수보다

30-50%를더주었다. 장학제도에교사진까지좋다는소문이나자해를거듭할수록中央女

中高의경쟁률은높아져갔다.

1960년 4월 15일에中央女中高는개교하였다. 여중은학년당 7학급에정원 420명, 여고

는학년당3학급에정원 120명규모였다. 첫入學式은제사공장기숙사자리에서가졌으며,

아직교사가완공되지않아기숙사가타고남은건물을수리하여수업을시작했다. 그후 60

년5월1일西便別館이, 그해연말에本館이完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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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中央女中高의發展

1960년 11월 17일에本館3층의철근벽돌20개교실678평의거대한건물을완공함으로

써새학년도를위한대비를철저히하고1961년 4월 10일에제2회신입생을모집하여지덕

을 겸비한 유능한 교사진과 勤儉勉學, 信義愛敬, 誠心遵禮의 교훈으로 인재교육에 정성을

다하였다.

한편교장선생님을비롯하여이사장님그리고부이사장님(박동복선생)께서는5 16 군사

쿠데타의사회적일대전환의소용돌이속에서도갖은애로와낙관을극복하며옥내수도며

각실전등시설에이르기까지현대교육환경을갖추었고眞, 善, 美와현모양처로서의일편

단심을상징하는校票가학교의전당에빛나게되다. 

1962년 3월 5일에는신입생중학7학급421명, 고등학교3학급 180명의제3회입학식을

거행하였는데, 본교설립취지에부응하여모여드는학생들을구제하기위해3월 30일에는

고등학교 1학년 5학급의증설인가를얻어서학생 120명을추가모집하였으며 4월 15일본

교개교기념일에는다채로운기념행사로영원한발전을기원하였다. 5월에는서관증축공

사에착공하여11월에교실6실특별실2실을완공하여교육내용의충실에박차를가하였다.

1963년 2월에는뜻깊은본교제 1회졸업생중학교 336명과고등학교 101명을배출하였

습니다. 같은해사월에는東館2층증축공사에착공, 8월에전국적으로도손색이없는현대

식가사조리실2실, 재봉실, 물리실, 음악실을완공하여실험실습을통한생활교육을하였

으며 11월에는제 1회광주시내초등학교소녀체육대회및미술과, 가정과, 작품전시회를

개최하여지역사회와의유대를강화하였다.

1964년 3월에는제5회입학식을하여재학생2,300여명으로비약적인발전을하게되었

으며교육내용의충실을기하기위하여진로희망별학급운영, 예능, 체육을비롯한특기

연마, 상담실설치에의한생활지도의합리화등에심혈을기울이고 2차에걸친음악발표

회(1회서울중앙여고와의교환음악회, 2회오페라“춘향전”발표회), 핸드볼선수들의전국

대회제패(고등전국대회우승 2회)등빛나는성과를거두었으며, 하루 8-9시간의진로별

학급지도, 문과ㆍ이과교대및사회반(가사, 양재, 타자, 편물, 수판등) 운영등의노력이상

급학교진학과사회진출에효과를거두었다.

그리고특별교실 8실과 2,300여명을수용할수있는대강당을만들어중앙여중·고의면

모와실질이완비된것으로현숙한현대여성의요람으로서과학적이며개성에알맞은생



광주중앙여자고등학교 263

활능력배양과민주사회시민으로서의부덕함양에크게도움이되었다.

그후 1970년에中央女中高는중앙여고와중앙여중으로분리되었으며중앙여자고등학교

는30학급, 중학교는24학급에학생수3,000명이넘는名實相符한광주의대표적인女子中

等敎育機關으로자리잡게된다. 또한中央女中高는藝體能방면에도두각을나타내어광

주의각종音樂團體(합창단, 관현악, 기악단)에는이학교출신들이대거진출해있다.

그리고광주시의인구증가와도시화로학교주변환경이교육에적합하지않고, 竹湖學院

傘下학교동일캠퍼스이전사업으로 1984년 6월 5일중앙여중고의양동의시대를끝내고

이사를하여중앙여고, 금호고, 금파공고, 중앙중4개학교가한울타리속에서함께발전하

고있다.

현재중앙여고는32개학급에1235명의학생이향학열을불태우고있다. 育英事業에대한

錦湖의꿈이계속하여결실을맺어가고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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