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2 ~ 2012

중앙의역사는흐른다



중앙의역사는흐른다266

Gwangju Jungang Girls’High School

중앙의역사는흐른다

♣뜨~아! ̂ ㅇ  ̂세상에이런코너가!!

•14호 기관탐방. 선생님과의 5분데이트. 현재교지에싣고있는‘선생님댁방문’이라는

코너가있는데, 이코너와비슷한형식인‘선생님과의 5분데이트’는집에직접찾

아가지않았다는차이점이있기는하지만 5분이라는짧은시간동안에도불구하고

선생님의많은것을알수있는것을보여준코너이다.

•16호 교육의 산실을 찾아서(교무실, 지도실, 상담실, 방송실, 양호실) 학교 안 가까이에

있으면서도멀게만느껴지던곳들을찾아다니며겉으로는알수없었던또다른면

을발견하여학생들에게친근함을느끼에해주었던코너이다.  

•20호 꽁트가생기기시작. 딱딱했던교지에흥미를끌수있는글들이많이실리기시작

했다. 처음으로실린『꽁트』의제목은‘목이긴타잔아저씨’, ‘요즘녀석들’외에3

개의글이있었는데, 요즘의꽁트들에비하여조금떨어지긴하지만, 평범한중앙

여고학생들도남다른재주만있다면교지에참여할수있다는계기가되었다.

광주중앙여자고등학교교지 <죽호>!!!

우리학교의교지는지금까지총37권이발행되었다. 학교도서관에서먼지가뿌옇게쌓인

모든교지들을교실로가져와며칠간의고생을하며교지분석을한결과, 정말놀라운사

실들과우리‘너나들이’교지편집부원들이미쳐생각하지못했던여러신선한글들, 그리고

기발한아이디어들을많이찾아볼수있었다. 전체적으로1호부터37호까지는창작시, 수필,

졸업생앙케이트등이주된내용으로담겨있었다. 1호부터13호까지는별다른특징이없이,

흑백사진에흥미위주가아닌틀에박힌다소지루한내용으로이루어져있었는데, 14호부터

는나름대로의특징을찾아볼수가있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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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호 초대시등장 - 김수영의시. 이번호에김준태시인에게서시를직접받았던것처

럼처음으로우리학교가김수영시인으로부터「초대시」를받았다. 이때부터교지

가학교밖에인물들의글들도싣기시작했다. 

•26호 기획특집중앙의역사. 선생님댁방문시작. 「중앙의역사」란코너는중앙이이땅

에태어나자라온그동안의모습은어떻게변해왔고, 또그때당시타인의눈에

는어떻게비춰졌는지를보여주었다. 「선생님댁탐방」은당시교감선생님이셨던

‘최호영’선생님과‘이순호’선생님, 그리고‘김광현’선생님댁을방문하여학교

에서는미처발견할수없었던또다른면을보여준코너이다. 이코너는지금도

학생들에게많은사랑을받고있다.

•27호 탐방시작. 학교안에서만활동하던부원들이바깥으로시야를넓혀경치가좋은곳,

하루만에쉽게갖다올수있는곳, 유명한위인들이머물었던곳을찾아학교에만

머물던 학생들에게 또 다른 신선함을 주었다. 첫「탐방」지는 가사 문학의 대가인

‘정철’을찾아갔었다.

•28호 선생님과학생과의좌담회 - 청소년문제. 요즘많은갈등을빚고있는청소년문

제를선생님과학생들이모여세대간의의식차이라든가고정관념을서로이해하

며풀어나가는방향을제시한코너이다.

•29호‘무제’라는만화등장. 처음으로교지에실린「만화」인‘무제’는총 6컷으로항상

글만실려딱딱했던책의분위기를바꿨다.

•30호 사진과 시 등장, 특별기고. 김덕문 선생님과 사진반 학생들이 함께 찍은「흑백사

진」과멋진글들을실어읽은거리외에도볼거리를제공해교지를한층더높은수

준으로이끌었다. 

•31호 선생님들의옛사진‘그때그시절’. 졸업반풍경. 「그때그시절」이란이코너에서

는지금까지만들어진교지에딱한번실렸던코너로지금도몸매가좋으신‘정경

향’선생님의처녀시절모습부터나무에손을짚고멋지게포즈로잡고계신‘김상

기’선생님의 사진까지 많은 선생님들이 사진을 실었었다. 이 코너로 학생들과의

유대감을갖게해주었고많은재미를자아냈다. 마지막교지를받게되는3학년선

배들도하나의추억으로남길수있는「졸업반풍경」을실어뜻깊은마지막고등학

교시절을마무리할수있는계기가되었다. 

•32호 외부인, 재학생 앙케이트, 짜투리 글, 선생님의 여고시절. 항상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앙케이트조사」중에서이전에는외면만당하던재학생과외부인들도참여를



중앙의역사는흐른다268

Gwangju Jungang Girls’High School

하기시작했다. 그래서학생들의참여도를높이고더욱더관심을가질수있는계

기를마련했다. 이때부터실린「자투리글」은‘후회’라는제목의글과같은교훈적

이고재미있는글들을실어많은감동과웃음을자아내고있다. 

•34호 타학교탐방. 지금까지‘과학고’, ‘석산고’, ‘인성고’, ‘서강고’, ‘광주일고’등을

탐방하여그학교마다의특색과우리학교와는다른모습들을찾아보고, 우리학

교의좋은이미지를널리알리며「타학교」의좋은점을받아들일수있는계기가

되고있다. 우리중앙여고생들이알고싶어하는남학교들에대해궁금증을풀어주

고있는데한편으로는편집부원들이부러움을받기도한코너이다.

•35호 사과다이어트에관하여. 여학생들의관심사인다이어트에대해다루었던이코너

는「사과다이어트」로3일만에1.5kg을감량하는법에관한글을실어많은관심을

집중시켰다. 다음교지에도실었으면하는코너중에하나이기도하다.

•36호 대학교탐방. 고등학교학생이라면관심을갖고있을대학교탐방은고3 선배들에

게많은도움과조언이된코너이다. 첫 번째「대학교탐방」은‘한국과학의보고

KAIST’를찾아가학교에대한설명과캠퍼스안내등을소개했다.

•37호 딸에게주는글, 교사논단. 「딸에게주는글」은학부모들이참여한코너로직접말

로하지못했던많은말들을편지로써서사랑을전함으로써더욱더부모님에대

한존경과감사의마음을갖도록해서감동을주었다. 

광주중앙여고교지, 이렇게변해왔다!

중학교와고등학교의교지분리

중앙여고의교지는처음부터중앙여고만의교지가아닌중앙중학교와함께교지를만들었

다. 그래서인지우리중앙여고생만의특징이나생각들이실린글들을많이싣지못했다. 하

지만24호부터는교지가분리되어서여고생만이가지고있는애틋한감성과학교에대한열

성, 의식들을더많이표현할수있게되었다.

교지의크기변화

예전에는교지의크기가체육책만큼작아서많은내용과글, 여고생들의자유로운생각이

나의견들, 그리고풍부한아이디어를지면의제한을받으며실어야만했었다. 그러나 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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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크기가커져서여유있는범위안에서새로운글들을실을수있었다. 또한 하루하루

다르게변하는우리들의시각과창의성을표현할수있게되었다.

교지의이름변화

교지의이름이원래는‘죽호’가아닌다른이름이었다는사실을아는중앙여고생들은얼

마되지않거나아예없을지도모른다. 편집부의부원인우리도교지분석작업을하면서

다른이름을가지고있었다는것을처음알게되었다. 교지의예전이름은‘녹파(錄波)’이다.

이 이름은‘錄(푸른록)’에‘波(물결파)’로‘푸른물결’이라는뜻이다. 아마도언제나푸른

교정과밝은여고생들을상징해이런이름을지은듯하다.

지금까지1년에 1권씩나오는교지가어떻게변하고개선되어왔는지알아보았다. 분석작

업을한우리도정말뜻깊은계기가되었고, 이‘죽호’라는한권의교지가많은노력과시

간의투자하에만들어지고발행되었다는사실을알았다.

1호부터 37호까지의많은교지를이작은지면안에모두넣기에는역부족이지만, 이만큼

이라도교지에대해서알수있었다는것에대해의미를두고싶다. 이글을읽고있는중앙

여고학생들도그냥쉽게교지를읽기보다는자신의생각을나타낼수있는것, 고등학교 3

년간의생활을추억으로남길수있는것으로생각하고흥미위주의글들만읽는것보다는

한장, 한장넘기며그글을실은의의나 <죽호>교지한권이표현하는생각들을한번쯤은

짚어가며읽어주었으면한다. 그리고시비를가리기보다는그한권의발행에이미를부여

했으면한다.

우리광주중앙여자고등학교의교지<죽호>는광주중앙여고와글을사랑하는중앙인들, 그

리고이책을읽어주는모든이들이있는한영원히계속될것이다.

『중앙의역사는흐른다』

‘중앙인이여! 영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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綠波란?

여자의 소년기(사춘기)에서 청년기에 이르는 과도기를 綠年(녹년)이라 한다면 년년세세(年年歲歲) 밀리

고 밀려가고 또 밀려오는 싱싱한 푸르름(綠女)의 波濤(파도)를 이름한 것이며 파도의 속성인 거대한 힘

의 누적과 시간적으로 유구하고 공간적으로 무한한 그 전파력과 더불어 약동 전진하는 樣相(양상)을 내

용하고있다. 



광주중앙여자고등학교 271

광주중앙여고 50년사 (1962~2012)중앙의역사는흐른다

교지이름풀이

竹湖

竹湖는우리학교재단의이름이자朴仁天이사장님선친의아호이다.

대나무의 사시사철 늘 푸르고 수수하며 겸허하면서 청초하고 고귀를 겸한 사군자(四

君子)의선려(仙麗)함은우리의품위요(이상)理想이다.

꽃말이말하는바충절과절개, 정렬(貞烈) 정정(貞靜)은유원한우리의길이며덕(德)이

요민족의도(道)이다.

마음이어지러울때대나무숲을거닐면마음의안정감을얻고, 생각의갈피를잡을수

있음은그곧은줄기때문이요, 이서정적인나무를시와묵화(墨畵)로그유연한운치를

옮겨왔으니은근하고멋스러운풍류요전통이다.

달밝은영창에살랑거리는댓잎소리와천년경험한생명을띤통소가락은그대로음

악이다. 곧문학이요, 음악이요, 미술이다.

대는죽순에서부터떨어진잎까지쓰이지않는것, 곳이없으니효(孝)요, 국가사회에

요긴한봉사자요, 거름이다. 

호수는억만년잔잔한한결같은모습이요, 무색투명하되우리에게없어서는안될긴

요한물이다. 산골짜기바위틈에서새어나온한방울의물이시내를이루고강을이루

어바다에가듯이무궁함의상징이요, 그물이호수에담기니영원한평화표징이다. 

竹湖. 그이름구원(久遠)의권화(權化)이요, 불사조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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