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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는 어떤 주체

들이 모여 어떤 연결을 통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네트

워크의 구조와 성격에 무엇이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여기서 마을교육

공동체는 ‘마을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학생의 교육과 마을의 발전이라는 공유

된 목표를 갖고, ‘우리 마을’을 교육의 내용으로 삼아, 마을 교육을 만드는 다

양한 주체들이 서로 연계하는 공동체’며, 마을공동체부터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그동안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는 평생교육 영역에서 교육과 학습의 목표이

자 맥락으로 다루어져 왔으나 정규학교와 마을의 관계를 중심에 놓고 마을공

동체 문제에 접근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언제 어디서나 이루어지는 교

육과 학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모든 이들이 보편적으로 겪는 학령기 교육을 

포함해야 하며 마을공동체가 형성하는 주민으로서 아동, 청소년의 교육과 학

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존 연구에서 등장하는 학교를 포함한 마

을공동체가 하나의 단위 학교를 중심으로 한 것이라면, 마을교육공동체는 작

게는 읍·면·동, 크게는 도시를 단위로 한 공동체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급별

의 다수의 학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마을공동체와 지자체, 교육청과 함께 연

계되고 협력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 호

혜적인 관계 속에서 상호의존성에 기반하여 자율적으로 협력하는 체제이다. 

이 때문에 마을교육공동체 주체들을 분절적으로 바라보게 될 경우 마을교육공

동체에 대한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이해가 어렵다. 따라서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성하는 주체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살펴보고 주체 간의 어떠

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를 파악하는 것, 즉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를 확

인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평생교육 영역에서 학교를 포함한 다양

한 지역교육 네트워크 사례를 축적해왔으나 개인이나 집단의 태도, 의견, 행태 

등을 나타낸 속성자료를 중심으로 미시적인 네트워크 현상을 파악할 뿐 전체

적인 네트워크의 종합 양상을 드러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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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본 연구는 마을교육공동체의 네트워크를 노드(node)와 연결(link)로 표

현한 관계자료를 사용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주체들, 즉 학교, 교육청, 지자

체, 마을공동체 등의 구체적인 연결·협력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경기

도 S시의 마을교육공동체를 사례로 선정해 2018년 S시에서 이루어진 혁신교

육지구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를 확인했다. 기본적으로 

Netminer 4 프로그램을 사용해 사회 연결망 분석을 적용했다. 각 사업 네트

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노드와 노드 간 연결의 내용과 가중치, 개수를 확인했

으며 노드별 속성, 연결 정도, 중심도를 파악하고 속성에 따른 연결 정도의 특

징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전체 네트워크의 측면에서 밀도와 집중도를 확인

하고 네트워크 지도를 그려 네트워크 구조의 형태를 시각적으로 분석하였다. 

더불어 네트워크의 구조와 성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질적 자료를 통해 확인

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S시의 혁신교육지구 사업 중 창의체험학교, 마을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창의체험학교는 학교, 연계기관 및 단체, 공간 노드가 공간지원, 

프로그램 제공, 협력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마을교육과정의 경우 연계기관 및 

단체 노드가 프로그램 제공, 협력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분석 결과 첫째, S시

의 탄탄한 마을공동체는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성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미 

마을 교육 실천을 가능케 하는 질 높은 자원들이 풍부했던 것이 S시 마을교육

공동체의 큰 형성 요인이었다. 더불어 마을공동체가 오랜 시간 주민자치를 통

해 쌓아온 전문성과 역량은 마을의 교육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비교

적 쉽게 얻어내는 기반이 될 수 있었다. 둘째, S시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는 

행복교육지원센터를 핵심조직으로 하는 중간지원조직형 네트워크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앙집중 구조와 탈집중 구조의 혼합된 형태였으며 이는 각 네트워크 

형태의 한계점을 서로 보완하고 있었다. 이러한 혼합형태는 중간지원조직이 

네트워킹 사업을 운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부주도의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가 어떤 형태로 

구축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네트워크는 ‘사업’ 네

트워크인 만큼 해당 사업이 어떠한 방식을 지니고 어떤 기관 및 단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느냐에 따라 네트워크의 구조와 성격이 달라진다. 아울러 

사업의 예산액과 세부 프로그램도 네트워크의 규모와 연결 양상을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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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넷째,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는 마을이 학교에 자원

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여전히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마을 구성원들

의 자발적인 교육 문제 확인과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마을교육공동체를 네트워크로 접근함과 동시에 사회 연결망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양적인 지표로 일반화하는 시도로서 의미를 가진

다. 이를 통해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성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네트워크 관

점에서 다각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었다. 둘째, 사업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분석해 기존 마을교육공동체 연구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마을교육공동체를 구

성하는 세부 기관 및 단체를 모두 확인하여 전체적인 특징을 파악했다. 셋째, 

기존 네트워크 연구결과를 실증적으로 재확인하고 다른 네트워크와 차별되는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의 특징을 드러냈다. 

주 요 어 :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 사회연결망 분석, 혁신교육지구

학    번 : 2017-2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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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공동체는 산업화 이후 성장 위주의 정책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고도성

장, 그 이면의 무한경쟁과 일자리 부족, 사회 양극화 등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

로 주목받게 되었다. 특히 마을공동체는 현실적인 필요성에서 주목받기 시작

했다.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마을은 더 이상 ‘신뢰와 유대감을 가지고 이웃과 

상호 작용하는 공동체’가 아닌 집이 위치한 행정구역으로만 남게 되었다. 이러

한 상황에서 다시 마을의 의미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이 시작되었다(이명호, 2016: 89).

  평생교육 영역에서도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는 교육과 학습의 목표이자 맥

락으로 다루어져 왔다. 오혁진(2006 :69)은 ‘지역공동체 평생교육’ 개념을 통

해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역문제해결, 지역정

체성 확립, 공동체 의식 함양 등을 추구하는 평생교육”을 제시하였고, 양병찬

(2007)은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관 주도의 공급지원체제를 만드는 것으로 그치

는 게 아니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 교육공동체를 

형성해야 함을 주장했다. 박상옥(2010)은 이러한 시각이 학습을 지역사회 발

전을 위한 도구로만 전락시킬 수 있다고 비판하며, 학습은 수단이 아닌 지역

사회 발전 과정에 내포되어있는 활동이라는 관점을 제안한다. 이외에도 마을

을 기반으로 한 평생학습공동체(박선경, 2011)와 교육공동체(양병찬, 2008. 

2009), 마을공동체(유민선, 2013), 마을학교(양병찬, 2014; 김종선·이희수, 

2015), 마을만들기(양병찬, 2015)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마을을 중심으로 한 

교육·학습 공동체가 연구되었다. 

  그러나 정규학교와 마을의 관계를 중심에 놓고 마을공동체 문제에 접근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대부분 성인학습자를 다루기 

때문에 일반 학령기 학생들이 마을공동체 연구에 등장한 경우는 드물다.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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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학령기 학생들을 다루더라도 성미산마을학교(유민선, 2011)나 풀무학교

(양병찬, 2008) 등 대부분 특정 지역에서 새롭게 등장한 하나의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한 마을공동체를 다룰 뿐 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학교, 즉 

기존에 있는 학교들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1) 

  마을공동체 연구가 정규학교를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마을공

동체가 평생교육의 목표이자 평생학습이 이루어지는 맥락이라고 할 때, 한 마

을 주민의 전 생애적이고 언제 어디서나 이루어지는 교육과 학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겪는 학령기 교육과 학습이 주로 이루어

지는 정규학교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정규학교가 마을

공동체의 한 주체가 되는 과정을 통해, 학습사회 흐름 속에서 정규학교가 다

양한 삶의 영역과 경계를 넘나드는 변화를 포착할 수 있다. 아울러 정규학교

는 지역의 맥락적 특수성을 반영한 대안학교와 달리 확장되고 보편화 될 가능

성이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마을교육공동체는 기존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교육공동체, 마을공동체와 달리 비교적 확산되기 쉬운 모델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마을교육공동체가 갖는 또 다른 의미는 첫째, 한 마을의 공동체를 만드는 

주민은 성인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아동, 청소년, 성인 모두 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주체들이며 마을공동체

가 지속가능성과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마을공동체를 꾸려나갈 주

민, 즉 아동, 청소년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다루어야 한다. 마을교육공동체는 

한 마을공동체에서 학교와 아동, 청소년 학습자의 위치와 역할이 현실적으로 

어떠한지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 등장하는 학교를 포

함한 마을공동체가 하나의 단위 학교를 중심으로 한 것이라면, 마을교육공동

체는 작게는 읍·면·동, 크게는 도시를 단위로 한 공동체이다. 이를 통해 다양

한 급별의 다수의 학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마을공동체와 지자체, 교육청과 

1) 평생교육은 학교 교육만을 교육과 학습의 장으로 보는 기존의 교육 패러다임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등장했다. 그러나 학교 교육 이외의 학습과 교육 장면만을 실제적인 교육의 범위
로만 삼게 되었고, 대부분의 경험 연구는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 교
육 또한 교육과 학습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린 것이다. 물론 학교 시스템 변화의 필
요성과 방법에 관한 논의는 활발하나 실제 변화가 현실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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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연계되고 협력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마을교육공동체가 개념으로서 전면에 등장한 것은 2015년부터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현행 방과후학교 등 공교육 체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명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이다. 이 때문에 마을교육공동체를 직접적으

로 명시한 연구들은 많지 않다. 하나의 이상향으로서 마을교육공동체의 모습

이나 원리를 탐구(서용선 외, 2015; 김용련, 2015)하거나 현상과 모범 사례를 

기술(주은진, 2017; 김미라, 2018)하고 연계 및 활성화방안(박경민, 2015; 이

희수 외, 2016; 조윤정 외, 2016; 김위정 외, 2016; 홍지오, 2017; 윤성희, 

2018)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네트워크를 개념적인 

수준에서 활성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실제 마을교육공동체의 네트워크

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네트워크는 마을교육공동체의 구성 원리이자 실천적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

다. 여기서 네트워크란 구성 요소 간의 연계 및 협력 체제를 일컫는다. 마을교

육공동체는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 호혜적인 관

계 속에서 상호의존성에 기반하여 자율적으로 협력하는 체제이다. 이 때문에 

마을교육공동체 주체들을 분절적으로 바라보게 될 경우 마을교육공동체에 대

한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이해가 어렵다. 따라서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성하는 

주체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살펴보고 주체 간의 어떠한 상호작

용이 일어나는지를 파악하는 것, 즉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를 확인하고 분

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는 “하나의 평생교육

지원체제 모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평생교육은 인간의 학습

을 생애 전반 걸쳐서 언제 어디서나 이루어지는 것, 즉 “전 생애적 학습이 삶

과 통합되어 있다”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다양한 관점과 기능

을 가진 교육 주체들이 통합적인 협력 그물망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김경

애·김정원, 2007: 119). 

  그동안 평생교육 영역에서는 학교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교육 네트워크 사례

를 축적해왔다. 교육 네트워크로서의 도시형 대안학교 운영원리(정연순, 

2006), 부천 지역의 교육안전망(이지혜·홍숙희, 2007), 교육복지를 중심으로 

한 교육지원체제로서의 지역 네트워크 초기 형성과정(김경애·김정원, 2007)과 

안정기 이후의 발전과정(이지혜·채재은, 2010), 프랑스 지역사회 교육공동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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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실태(이영란·김민, 2017) 등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어

떤 주체가 다른 주체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기보다는 네트워크 활동을 

이루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의 태도, 의견, 행태 등을 나타낸 속성자료

(attribute data)(최창현, 2006: 2)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설명하고 있다. 이

러한 속성자료는 미시적인 네트워크의 현상을 파악할 수는 있으나 네트워크의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양상을 드러내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는 마을교육공동체의 네트워크를 관계자료(relational data)를 

사용해 드러낼 것이다. 마을교육공동체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주체들, 즉 학

교, 교육청, 지자체, 마을공동체 등의 구체적인 연결·협력 양상을 살펴본다. 기

존의 양적 분석은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하며, 질적 분석은 특정 상황의 제한

된 관찰, 문헌, 면담지를 다룬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마을교육공동체의 네트워

크를 조망하기 어렵다. 사회 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마을교육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주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전체 네트워크의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한다. 더불어 질적 자

료를 통해 네트워크의 특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기존 네트워크 분석 연구는 

체제나 구조적인 측면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지역의 정치·행정 체제, 네

트워크 내 주요 기관 간 협력 관계, 외부 환경 조건 등의 차이로 인해 네트워

크의 특성이 달라지므로 이러한 환경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김준기·정복

교, 2007; 왕신수, 2011). 

  이를 위해 경기도 S시의 마을교육공동체2)를 대표 사례로 선정하였다. S시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선두 주자로서, 다른 지역에 비해 이 지역에서 마을교육공

동체라고 여길만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조윤정 외, 2016) 마을교육공동체

2)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2015년부터 정책적으로 추진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과 명칭이 동일
하다. 그러나 정책 의제로서 ‘마을교육공동체’는 ‘경기꿈의학교’, ‘교육협동조합’, ‘교육자원
봉사센터’라는 세 가지 사업을 주축으로 하는 것으로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큰 그림을 
미리 그려놓고 그에 맞춰 교육사업을 기획했던 것이 아니라 ‘마을’과 관련성 있는 교육사
업을 크게 세 가지로 우선 대별해 놓고 이를 시작하면서 개념을 형성해나가는 일종의 모
자이크식 사업 방식”이다. 이 때문에 마을교육공동체를 앞서 제시한 세 가지 정책으로 환
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조윤정 외, 2016: 89, 265). 그러나 S시의 경우 이 정책에 
앞서서 이미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지자체, 교육청, 학교, 마을학교 등이 서
로 연계·협동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마을교육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
서 ‘마을교육공동체’는 제도나 정책적 의미보다는 실체의 개념으로서 ‘학교, 마을공동체, 
공공기관 등 마을을 구성하는 주체들이 교육을 위해 협력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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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들고자 하는 많은 지자체, 교육청, 학교 등에서 벤치마킹하는 사례로 꼽

힌다. 그리고 S시는 지자체 산하에 설립된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자

체의 각 부서와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학교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연계

하여 협력하고 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후 풀뿌리조직으로 성장한 마

을학교와 지역의 다양한 조직 및 단체들이 학교와 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

주체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의 양태를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통해 밝히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기관 및 집단들의 담당자, 

공무원 등과의 인터뷰와 참여관찰, 현지자료 등을 통해 네트워크 구조와 성격

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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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이 연구의 목적은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를 드러내고 과정적 특성, 노드 

특성,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중

심으로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를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

음과 같다. 

  첫째,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네트워크의 과정적 특성은 어떠한가? 

  본 연구는 도시를 단위로 하는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를 확인하고자 개인 

단위보다 비교적 넓은 범위의 네트워크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 기관 및 단체 

수준에서 네트워크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어떤 기관 및 단체들이 마을교

육공동체를 구성하는지 확인하고 개별 연결의 내용과 정도를 분석한다.

  둘째,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네트워크의 노드는 어떠한 특성을 갖는가?

  여기서 노드(node)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관 및 단체, 시설, 장소 등을 하나의 노드로 본다. 연결 정도

(degree)와 중심도(centrality) 지표로 노드 특성을 확인한다. 

  셋째,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네트워크 전체의 구조적 특성은 어떠한가?

  구조적 측면에서 밀도(density), 집중도(centralization)를 분석해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특성을 확인한다. 그리고 네트워크 지도를 그려 전체 네트워크 특성

과 개별 노드가 어떤 내용의 연결을 통해 다른 노드와 어느 정도의 연결을 이

루고 있는지 분석한다.

  넷째,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네트워크의 구조와 성격을 결정하는 요소와 그 

배경은 어떠한가?

  앞서 확인한 네트워크의 특성을 구성 배경, 사업의 내용 등으로 분석하고 

네트워크의 구조와 성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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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1. 마을교육공동체의 이해

  이 장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개념들을 검토하고 다양한 용어들을 

중심으로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논의들이 어떠한 흐름으로 이루어지고 있

는지 확인해본다.

가. 마을, 마을공동체 개념
  마을은 “공간이라는 실체적 개념”이자 “공동체라는 사회적 개념”이다(양병

찬, 2014: 6). 일반적으로 마을은 ‘지역’과 다르게 생활권이 일치하고 그 안에

서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얼굴을 알고 지내는 공간적 배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된다(이호, 2006: 47). 마을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자면 마을은 “사람들

이 모여 사는 곳”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한 마을은 씨족 단위의 공동체로 분가

한 가족이 근처에 살면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는 ‘마을’이라는 단어가 공간을 

나타내는 일차적 의미뿐만 아니라 혈족 등의 인간 공동체가 마을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계와 연대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의미함을 뜻한다.

  그러나 현대로 오면서 이러한 ‘마을’ 개념에서 ‘공동체’의 의미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것은 과거 ‘마을’의 붕괴와 관련이 있

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마을’은 농업경제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분명한 

물리적 경계를 가지고 거주민 모두가 노동력을 공유하기 위해 공동체적인 삶

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지역단위”였다(임재해, 2008; 김지연, 2014: 2에서 재

인용). 전통사회에서는 생활공간과 경제활동공간, 여가공간이 분리되지 않고 

‘마을’에서 통합되었고(이명호, 2016: 91) 그 자체가 공동체였다. 그러나 현대 

도시 사회에서의 집은 하나의 거주 공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했고 마

을 또한 집이 위치한 행정구역의 명칭으로만 존재했다(이명호, 2016: 89).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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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배경 속에서 과거의 ‘마을’, 즉 ‘공동체’의 의미가 포함된 ‘마을’은 도시 

사회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기 어려웠고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내고 지향해야 

하는 목표로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마을만들기’에 관한 논의가 그 대표적인 

예다. 

  ‘마을만들기’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가치관의 변화, 지방자치 실시에 따

른 분권화·자율화·참여의 확대, 주민운동의 변화에 대한 전문가의 관심, 행정기

능의 변화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의식변화, 도시문제 대안으로서의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변화 등의 배경과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신성자, 2002). 그러나 

‘마을만들기’가 정부나 지자체의 사업이나 정책 측면에서 논의되다보니 주민을 

‘마을만들기’의 주체로 여기기보다 ‘마을만들기’에 참여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부작용이 생겨났다(유민선, 2011: 19).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마을공동체’ 개념에 주목해

볼 수 있다.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는 ‘마을’ 개념 안의 공동체적 요소를 

강조하기 위한 용어라고 볼 수 있다.3)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

에 관한 조례(2012.3.15) 제2조(정의) 2항에 따르면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

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

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이렇듯 ‘마을공동체’는 

‘마을’이라는 용어보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라는 핵심 요소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다. 

  김기홍(2015)은 이와 같은 변화를 ‘마을→공동체→마을공동체’라는 모둠살이 

공간의 진화로 설명한다. 먼저 ‘마을’은 인류의 보편적인 모둠살이 형태로 주

로 전근대까지 존재해왔다. ‘마을’은 구성원들 간 차별적 상황 속에서도 호혜

적 평등으로 인해 자발적인 모둠살이가 이루어지는 곳이며 정치·경제·복지 등

의 하위 체계 간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자족성을 가지고 자연과의 공존 속에

서 지속성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지배계층의 억압과 이로 인한 갈등, 불평등, 

모순은 제한적인 자발성만을 허용했고, 억압성과 위계성·강제성 또한 구성원들

3) 여기서 공동체(community)란 공통의 가치와 규범, 역사, 정체성을 공유하며 서로 영향력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집단을 의미한다(Etzioni, 1996 :5). 현대사회에서는 ‘공동체’ 개념 
또한 주로 특정한 목적과 가치를 위해 인위적 혹은 계획적으로 구성된 사회조직을 의미한
다(이명호, 2016: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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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욕구나 불만을 제한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었다. 자연의 위력 또한 마을의 

온전한 지속을 방해하는 요소였다(김기홍, 2015).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동체’는 근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모둠살이의 공간

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이는 앞서 과거의 ‘마을’ 개념에 내포

되어있던 ‘공동체’4)의 개념이 분리되면서 사라진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서 ‘공

동체’ 개념은 공간으로서 마을 개념을 포함하는 동시에 보다 큰 공동체, 혹은 

국가 단위로 확장될 수 있다.

  ‘공동체’는 평등과 자유의지에 기초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그 구성원들은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 ‘공동체’는 분업화와 전문화

로 인한 모든 구성 요소의 상호의존을 통해 국가 단위에서의 자족성을 갖추

며, 농촌과 도시의 통합은 ‘공동체’의 지속성을 강화한다. 그러나 개인적 이익

을 추구하는 사회적 흐름과 국가주의의 강제성으로 인해 자발성은 파괴되고, 

불평등·권력의 비대칭과 불투명성·부정의·모순 등은 자족성을 보장하지 못했다. 

인간의 생활을 위해 자연을 도구로 사용하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경쟁과 개

인을 중시하게 되면서 공동체의 지속은 더 어려워졌다. 

  ‘마을공동체’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으로,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만들어진 집단지성과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공유자원을 활용한다. ‘마을

공동체’는 공유경제와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정치·경제·복지 체계의 복원을 통

해 자족성을 기르고 “생태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속성”을 가지게 된다. 21

세기의 마을, 즉 마을공동체는 “신뢰와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자본이나 공유자

원(commons)을 바탕으로 해 몇 개의 마을이나 큰 지역 단위 등으로 유연하

고 탄력적으로 확장되기도 한다”(김기홍, 2015 :155). 

  이렇듯 ‘마을공동체’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지향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마을’ 개념에 내재 되어있던 공동체의 의미가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해 사라지게 되었고 현대사회에서는 공간을 나타내는 용

어로 ‘마을’ 대신 ‘지역’, ‘동네’라는 용어를 사용해왔다. 이후 현대사회의 문제

4) “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공통성(commonness)을 강조하는 관점과 로컬리티(locality)의 단
위로서 보는 입장으로 나뉜다. 전자를 강조할 때 공동체는 정치·경제·문화·역사·종교·민족 
등 다양한 개념으로 확대되고, 후자의 개념을 강조할 때는 마을이나 타운 등의 개념을 포
괄하는 모둠살이의 형태에 초점을 맞춘다“(김기홍, 2015: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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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이자 이상향으로 ‘마을’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고 

‘마을공동체’는 과거의 ‘마을’이 아닌 현대의 ‘마을’을 담아내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나. 마을교육공동체 개념
  마을교육공동체는 사업명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개념으로 지역별

로 제시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정의가 조금씩 다르다. 각 지역 조례에서 나타

난 마을교육공동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출처 : 최지인. (2017: 2). 마을교육공동체의 운영 현황 및 개선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서울.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 공동체 조성에 관한 조례｣[시

행 2015.5.15.] [광주광역시조례 제4523호, 2015.5.15., 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 교육력 제고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지방

자치단체, 학교, 시민단체, 주민 등이 협력·지원·연대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15.11.4.] [경기도

조례 제5078 호, 2015.11.4., 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마을교육공동체"란 마을 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 등이 함께 

학생의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16.12.20.] [세종특

별자치시조례 제976호, 2016.12.20., 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세종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

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부

모와 시민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생태계를 말한다.

<표 1> 각 지역 조례에서 나타난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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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와 세종의 경우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광주의 

경우 학교 교육력 제고와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렇게 마을교육공동체는 “보편화 된 교육 현상을 개념화한 용어라기보다는 미

래 교육의 지향점을 내포하고 있는 규범적 용어”(김위정 외, 2016: 145)라고

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정책적 지향점에 따라 마을교육공동체의 의

미가 다양하게 해석된다. 

  이러한 관 주도의 마을교육공동체의 개념은 ‘지역 교육공동체’에서 그 뿌리

를 찾을 수 있다. 관 주도의 ‘지역 교육공동체’에 관한 논의는 교육복지우선지

원사업5)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당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

집권적 하향식 접근이 아닌 다양한 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넓

게 퍼져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교복우사업 또한 “지역의 

다양한 기관들과 주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내고 지역의 교육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끌어내는 것을 사업 추진의 핵심적인 

과정으로 인식”(김경애 외, 2011 :41)하였다. 즉, ‘지역 교육공동체’가 이 사업

의 궁극적인 지향점이었다.

  마을교육공동체가 기존의 ‘지역 교육공동체’ 개념과 다른 점은 ‘마을’을 조

금 더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마을을 강조한다는 것은 마을을 교육

의 내용으로 삼고, 마을의 발전을 교육 목표로 두고 있다는 것이다. 서용선 외

(2015)는 마을교육공동체 개념을 목표와 실천방법과 의미로서 제시한다. 

  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공동체의 목표는 학생들에게 그 지역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실천적 방법으로 학습시킴으로써 그들의 학습역량과 정의적 
발달을 도모하여 그 결과가 다시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선 순환적 구조의 
지역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역공동체 구축과 사회적 배움
을 실천하기 위해서 공동체적 가치와 문화, 민주적 시민의식 등에 관련한 

5) 우리 사회의 소득분배 구조 악화, 중산층 비중 감소, 빈곤층 비중 확대, 지역별 계층 분화 
현상 심화 등의 문제에 직면하여, 상대적으로 교육복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던 도시의 열
악한 지역에 교육복지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던 상황에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 제시되었다. 2003년과 2004년 시범 기간을 거쳐 점차 확장되었고 2010년 ‘교
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이름을 바꾸며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재원이 특별교부금에서 보
통교부금으로 변화했으며, 이로 인해서 사업이 안정화 되면서 시·도 및 현장의 권한과 책
임이 강화되었다(김경애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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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서용선 외, 2015; 65). 

  이를 위해 마을교육공동체의 구체적인 실천방법으로 마을의 인적·문화적·환

경적·역사적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마을을 통한 교육’, 마을의 역사

적·자연적·문화적·산업적 특수성 및 발전성에 대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마을에 관한 교육’, 학생들이 마을의 발전을 위한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도

록 역량을 길러주고 미래진로를 설계하는 ‘마을을 위한 교육’, 즉 공동체 교육

을 제시한다.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의 실천적 의미로서 마을이 아이들의 배

움터가 되는 것,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것, 아이들을 마을의 주인으로 

키우는 것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것은 지역 

주민이 공교육의 주체가 되어 공동의 권한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는 것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 지역사회의 자

원과 인프라를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서 마을은 학교에서 제공

해주지 못하는, 삶과 밀접히 연결된 학습기회와 공간을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들을 마을의 주인으로 키운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지역에 관한 내

용을 학습시킴으로써 그 학생들이 지역의 일원으로 정주하여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서용선 외, 2015).

  김위정 외(2016)는 여러 연구와 실천사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

체와 마을학교 개념의 공통적인 요소를 제시한다. 공교육에 대한 권한과 책임

의 지역사회로의 확장, 마을 또는 지역사회의 교육적 활동, 지역사회에 기여하

는 인재(마을주체)의 양성, 지역공동체의 성장이 그 내용이다. 

  이처럼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의 역할을 강조하고, 

학생의 교육과 마을의 발전이라는 공유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마을’

을 교육의 내용으로 삼고, 마을 교육을 만드는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연계하

는 공동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개념
  마을교육공동체 개념은 최근 마을과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교육공동체에 관한 

연구들에서 제시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교육마을, 마을학교, 마을결합형학교 개

념과도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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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병찬(2008)은 충남 홍동 지역의 풀무교육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농촌 학

교와 지역의 협력을 통해 지역교육공동체가 만들어진 과정을 분석했다. 여기

서 ‘지역교육공동체’란 다음과 같다.

지역만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문제의 해법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통성과 공동체의 특성을 살려서 민주성, 상
향성, 포괄성, 참여성, 현장 적합성이라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것은 
총체적으로 지역교육공동체를 지향하게 된다. 지역교육공동체란 공동체와 
교육·학습이 융합된 교육공동체(learning community)를 의미한다(양병찬, 
2008: 137).

  그는 농촌 학교의 문제가 농촌의 사회경제적 문제와의 관계 속에 해결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학교와 지역 간의 긴밀한 협력 사례를 밝히고, 학교와 지역

이 함께 성장하게 되는 마을의 선 순환적 구조를 구축하는 공동체를 지역교육

공동체라고 일컫는다. 그의 지역교육공동체 개념은 마을교육공동체의 최종 지

향점을 잘 살린 개념으로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주체와 마을주민 간의 네트워

크를 통해 농촌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역주민들에게 학교 수업을 

개방하는 등 지역 전체의 교육력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오혁진(2006)도 지역공동체성을 강조하면서 이와 비슷한 개념을 사용했다. 

그는 기존의 지역사회교육의 개념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 평생

교육이라는 용어를 통해 지역공동체성과 지역화를 강조하였다. 지역공동체 평

생교육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역문제해결, 

지역정체성 확립, 공동체 의식 함양 등을 추구하는 평생교육”(오혁진, 2006: 

69)이며 지역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의 회복과 더불어 현대 지역

사회 문제의 주체적인 해결을 추구한다.

  김종선 외(2015)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마을학교’의 정체성을 개념지도를 

통해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마을학교’란 주민이 마을의 주체가 되도록 돕

는 마을 교육 시스템이자 물리적 공간 이상의 생활의 장이며 사회적 관계망을 

넓히는 플랫폼이다. 마을학교는 주민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평생학습과 

마을 사업 등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만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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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마을’이라는 용어 또한 “교육과 공동체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core 

value)를 가지고, 강한 연대의식 속에서 통합적이고 실천적인 교육을 실현해가

는 교육공동체로서의 마을을 의미하며, 이는 ‘마을’을 중심으로 교육공동체가 

실현되고 기능하는 형태로서 기존의 학교 중심의 교육공동체와 비교되는 좀 

더 광의의 개념으로서의 교육공동체”로 정의된다(박제명, 2014 :16). 이 개념

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또는 협력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학교와 지역사회

가 유기적으로 통합되고 양자 간에 협력 관계 그 이상을 추구하는 융합된 체

제라는 점에서 마을교육공동체의 목적을 잘 담아내고 있다. 

  ‘마을결합형학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시한 사업명으로 “‘마을을 통한 교

육, 마을에 관한 교육, 마을을 위한 교육’을 통해 마을과 함께 아이들을 키우

고 마을을 아이들의 배움터로 활용하며, 아이들이 마을의 주인이 되도록 교육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아이들은 물론 학교와 마을도 함께 성장하는 모두가 행

복한 교육공동체”로서 제시되고 있다(김원곤 외, 2016 :9). 

  이러한 관련 개념들은 마을교육공동체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으

나 두드러진 차이를 지니고 있는데 먼저 ‘지역공동체 평생교육’과 ‘마을학교’

는 교육 관련 주체와 마을주민 사이의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만, 협력의 

주요한 목표는 지역 주민들의 평생교육과 공동체를 통한 지역 문제 해결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 즉 지역교육공동체에서는 학생과 성인이 구분되지 않고 마

을주민으로 포괄된다면, 마을교육공동체에서는 성인의 역량 제고도 중요하나 

마을 교육을 통한 학생의 역량 제고를 앞세우고 있다(조윤정 외, 2016). 

  ‘교육마을’은 연구 대상인 ‘하늬학교’에 비추어볼 때 하나의 학교와 그 학교

가 위치한 마을주민과의 협력적이고 유기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이루어지며, 

여기서 마을주민은 주로 전·현직 교사로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인 일반적인 

지역사회 주민으로 보기 어렵다(조윤정 외, 2016). 마을교육공동체 개념과 교

육마을 개념이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개념의 등장 배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을교육공동체의 경우 일반 학교나 교육청을 중심으로 등장한 개념이

기 때문에 다양한 학교들과 교육청, 지자체, 마을주민 등 다양한 교육 주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반면, 교육마을은 교육 문제 해결에 뜻을 같이한 교사들이 

모여 시작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구성원 측면에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 

  ‘마을결합형학교’는 앞서 제시한 다른 관련 개념들에 비해 ‘마을교육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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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가장 유사한데 이는 두 개념 모두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 사업명으로 

등장한 개념으로 마을 교육을 통해 학교, 학부모, 지자체, 교육청, 마을이 모

두 협력하는 공동체로서 같은 개념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개념들은 ① 학생의 성장에 초점을 두는

지, 아니면 마을에 성장에 초점을 두는지, ② 학교가 주민들의 학습을 위한 곳

으로도 확장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③ 마을의 어떤 주체들이 함께 모이는

지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라. 마을교육공동체 선행연구
  마을교육공동체를 다룬 연구물들은 대부분 정책보고서로 마을교육공동체 개

념을 도출하고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을 마련하거나(이희수 외, 2016) 마을교

육공동체와 다른 교육정책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거나(김위정 외, 2016), 마을

교육공동체의 실천사례를 분석하고(조윤정 외, 2016) 있었다. 마을교육공동체 

개념이 정책 기조로서 등장했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

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보고서(서용선 외, 2015)를 바탕으로 김용련(2015)은 마을교

육공동체 구축 원리로서 공동체 교육의 원리와 교육공동체 운영원리를 나누어 

제시한다. 전자는 복잡성 과학의 원리와 사회적 자본으로 구성되며 후자는 교

육 거버넌스 구축을 의미한다. 이는 또다시 하위 원리들로 분류되는데 복잡성 

과학의 원리는 총체성, 자기조직화, 창발성의 원리로 이루어지며, 사회적 자본

을 구성하는 네트워크, 상호 신뢰, 호혜적 규범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교육 거

버넌스 체계를 위한 참여적 의사결정과 지원체계, 공동체 리더십, 소통과 연대

를 위한 공동체 문화 형성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가 형성된다.

  이러한 구성 원리는 마을교육공동체 연구의 준거 틀이 되기도 하는데 주은

진(2017)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P 마을을 중심으로 마을교육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P마을교육공동체에서 평생교육

과 사회적 자본이 가치 지향적인 결합을 통하여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는 모습

을 드러내면서 이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통한 대안적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확

인하고 마을공동체의 성숙과 활성화, 네트워킹과 자발적 참여를 평생교육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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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중요한 토대이자 마을교육공동체의 학습을 풍성하게 만드는 요소로서 제

시하고 있다. 

  김미라(2018)의 연구도 마을교육공동체를 한 가지 관점, 여기서는 문화·역사

적 활동이론 관점에서 분석해 참여 주체 간 목표, 학교와 마을 간 교육 운영 

방식에서 갈등과 모순이 발견되었고 관리시스템의 미비, 불안정한 예산 상황,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 능력의 차이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 마을에 관한 

프로그램의 부족, 공동체별 소통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했

다.

  박경민(2015)은 특정한 이론적 틀을 사용하지 않고 노원구 마을교육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실천방안을 질적 연구방법을 통

해 제시하고 있다. 마을교육공동체의 핵심 요소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논의

의 장소이자 교육 활동의 장소로서의 공간, 관계망 형성을 꼽았다. 이러한 핵

심 요소를 시스템화한 결과물을 플랫폼이라고 보고 컨텐츠 개발을 위한 플랫

폼과 네트워킹을 위한 플랫폼, 온오프라인의 컨텐츠 및 공간 공유 플랫폼, 행·

재정적 지원 등을 포함한 지원 플랫폼을 제시한다. 

  그 외 마을교육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요소 중 일부에 초점을 두고 발전방안

을 연구한 경우 주민자치(홍지오, 2017)나 경기도교육청 꿈의학교 공간(윤성

희, 2018) 등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었다.

  이상의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 개념이 도교육청 사업을 통해 

생겨난 만큼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에 치우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

불어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에 있어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네트

워크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과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 17 -

2. 네트워크 

  마을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과 주체들 사이의 연계 및 협력(networking)은 

마을교육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 장에서는 평생교육 분야의 네

트워크의 개념과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네트워크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확인한다.

 

가. 평생교육 분야의 네트워크 개념 적용과 선행연구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연계 및 관계’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분야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사회과학 조직 연구에서 사

용되고 있는 네트워크 개념은 집단이나 사회 조직에 대한 연구와 조직 내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Marsden, 1990),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

(김준기·이민호, 2006)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조직 간 관계유형으로서 네트

워크다. 이 개념은 조직 간 관계 이론(inter-organization theory)에 바탕을 두

어 조직 간의 관계 및 상호의존성, 그리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개별 조직이 

취하는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자원의존이론(resource 

dependency theory)에 따라 개별 조직이 다른 조직과의 상호의존관계 속에서 

자원을 획득하는 과정을 네트워크의 형성으로 해석한다. 둘째, 조직 내 구성원

들 간의 관계유형을 탐색하고자 사회적 네트워크를 살펴볼 수 있다. 사회적 

네트워크 연구는 조직 내 구성원인 개인을 분석 단위로 삼아 조직 구성원들 

간에 교환되는 자원의 종류에 따라 네트워크의 유형을 분류한다. 셋째, 거버넌

스 유형으로서 네트워크 거버넌스(network governance)이다. 앞서 다룬 두 네

트워크 개념보다 상대적으로 추상적인 차원의 논의를 진행하며 효과적인 조직 

운영의 원리를 네트워크 개념을 통해 발견하고자 하는 규범적 성격의 연구 경

향을 보인다. 이는 다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활용이 조직 효과성 증대와 실

질적인 관련이 있는지 혹은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채택 이후 효과적인 네트워

크 관리를 하기 위해 어떠한 관리자의 전략적 행위가 필요한지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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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네트워크 논의는 새로운 교육 및 학습(최선주, 

2005; 이지혜·홍숙희, 2007; 김남숙·기영화, 2009) 방식의 틀로서 네트워크를 

바라보고, 지원체제로서의 네트워크를 제안하거나(장원섭, 2003) 네트워크 활

성화 방안(양병찬, 2006; 양흥권, 2007; 최돈민, 2013)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의 작동 원리나 사례(문정수·이희수, 2008; 김경애, 2009; 지희

숙, 2009; 윤창국, 2009; 양병찬 외, 2013)를 분석하고 있다. 이 중 학교를 

포함한 지역교육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있는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연순

(2006 :26)은 네트워크에 기반한 학교 운영의 원리와 특성을 탐구하기 위해 

먼저 네트워크의 일반적 특성을 교육 영역에 적용해 교육 네트워크를 기존 학

교 중심의 관료적이고 위계적인 교육조직 방식이 아닌, ‘학교’라는 장소와 ‘행

정’이라는 조직 틀을 넘어서 “고유한 학습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기관

들의 교환과 소통이 교육의 방식이자 내용”이 되는 것으로 여긴다. 이러한 네

트워크 개념에 기초해 분석한 결과, 교육네트워크는 각 주체의 보유자원과 기

능 및 역할의 차이에서 시작되며(‘차이의 호혜적 교환’), 각 주체들은 고정된 

위치와 경계를 넘어서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고(‘전치와 역할전환’),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의존하면서 사회적 힘을 얻으며 자율적 협력이 가능해진다(‘상호의

존을 통한 임파워링’)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지혜·채재은(2010: 35)은 

지역교육네트워크의 진화과정을 분석하면서 교육 네트워크를 “같은 교육비전

의 실현을 위해 공조하는 여러 단체 간의 파트너십을 넘어서 이 단체들로 하

여금 공통의 비전을 가지고 그 실현을 위해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단위 

조직, 거버넌스(governance)”라고 정의했다. 또한 분석 결과, 네트워크 구성원

들이 초창기부터 자발적 가난과 자활, 조직적 개방성과 유연성의 정신적 

DNA를 공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핵심리더의 실천을 통해 모델링(modeling), 

코칭(coaching), 멘토링(mentoring) 등의 형태로 네트워크 구성원 개개인에게 

전이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네트워크 전체가 지향하는 핵

심 가치와 개인의 삶의 의미를 일체화함으로써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참여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얻고 있었다. 더불어 구성원 간의 눈덩이 피드백을 통해 

네트워크 활동과정에서 생성된 지식과 정보가 심화되고, 조직 내에 축적되는 

선순환 과정이 작동하고 있었다. 김경애·김정원(2007) 또한 서울의 노원 지역

에서 진행된 네트워크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한 결과,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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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인력 중심의 협의체, 파트너십, 공동사업 네트워크, 구조화된 네트워크, 자

생적 네트워크 단계를 통해 지역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왔다. 더불어 네트워크 

형성과정에서 연쇄적인 친분관계의 자원 연결, 단순 참여로 시작된 전적인 공

유, 끝없는 다각도의 접촉, 호혜적 역할분담, 사업 대상에 대한 공동탐구, 의

사결정 권한 확보, 감동의 감염을 통한 자발성 강화 등의 특징을 도출하고 있

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의 특징은 네트워크 자체의 원리를 드러내는 동시에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나. 사회 연결망 분석에서의 네트워크 특성
  네트워크 분석방법은 네트워크의 개념에 따라 달라진다. 그 중 사회 연결망 

분석은 네트워크를 조직 간 관계유형이나 조직 내 구성원들 간의 관계유형을 

탐색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방법으로 네트워크를 노드(nodes)와 연결(link)로 

표현한다. 

  네트워크의 특성은 학자마다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데 Van de 

Ven&Ferry(1980: 301-306)은 과정 차원(process dimension)과 구조 차원

(structural dimension)으로 구분하고 Knoke&Kuklinsk(1982 :15)는 관계의 

내용(Relational Content)과 형태(Form of Relations)로 구분하고 있으며 

Streeter&Gillespie(1993: 204)는 관계적 특성(relational properties)과 구조적 

특성(structural properties)으로 구분한다(이혜원·우수명, 2005 :124).



- 20 -

선행연구 유형

Van de 

Ven&Fer

ry(1980)

과정 차원(process dimension)
구조 차원

(structural dimension)

- 자원의 흐름 : 방향, 양, 가변성

- 정보의 흐름 : 방향, 빈도, 질 혹은 

갈등

형식화, 복잡성, 집중도, 

강도

Knoke&

Kuklinsk

(1982)

내용(Relational Content)
형태

(Form of Relations)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구성 

요소(거래, 의사소통, 상호침투, 도구

적, 감정적, 권위·권력, 친족 관계)

강도, 연합 수준

Streete r

&Gillesp

ie(1993)

관계적 특성(relational properties)
구조적 특성

(structural properties)

- 교환내용 : 자원(재화나 서비스), 정

보, 영향력(권력, 위세), 사회적·정서적 

지원(고무나 감화)

- 본질 : 관계의 중요성, 빈도, 공식

화, 표준화 유무나 정도

- 개인 수준 : 중심도, 

연결도, 거리

- 하위 집단 수준 : 수, 

크기, 연결도, 개방도

- 전체 수준 : 크기, 밀

도, 위계성, 집중도

<표 2> 네트워크 분석 틀의 구성

  이들이 각각 표현한 과정 차원, 내용, 관계적 특성은 네트워크의 내용에 관

한 것으로 ‘무엇이 전달되느냐’에 대해 표현한 방식이 다를 뿐 크게 차이가 없

다(이혜원·우수명, 2005: 124). 네트워크 내용은 네트워크 분류 기준이 되거나 

네트워크 내 연결의 종류를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평생교육 영역에서는 

井上講四․手打明敏(1989)의 모형을 국내 연구자들이 주로 인용해왔는데(문정

수, 2010: 40) 크게 인적자원, 사업 네트워크, 정보 네트워크, 물적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고 있다. 네트워크를 실증적으로 드러내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 

모형을 사례에 맞게 변형해 네트워크를 분류하고 있다. 먼저 도시형 대안학교

의 교육 네트워크를 다룬 정연순(2006)의 연구에서는 내용에 따라 네트워크를 

행·재정적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 학습자원 네트워크로 구분하고 있다. 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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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박수정(2017)이 다룬 학교 교육 기부 네트워크 또한 인적자원, 물적자원, 

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학교를 포

함한 네트워크를 다루고 있었는데 이들 연구에서는 주로 연계 내용을 중심으

로 인적자원, 물적 자원, 정보 자원, 클라이언트 의뢰, 공동사업(프로그램) 등

으로 분류하고 있다(이혜원·우수명, 2005; 김준기·정복교, 2007; 김경근 외, 

2010). 또한 문정수(2010)의 연구에서는 공식적 발신, 공식적 수신, 비공식적 

상호작용으로 관계를 분류하고 있었다. 강정현(2015)의 연구는 연계 도움 정

도, 연계 중요 정도, 연계 협조 정도, 연계의 신속성, 연계의 지속성으로 나누

어 연계의 흐름을 파악하였다.

  둘째, 구조적 특성은 개인(node), 집단, 전체 네트워크의 단위로 분석할 수 

있으며 국내 연구에서는 주로 개인(node) 단위의 중심도(actor centrality)와 

네트워크 단위의 밀도(density), 집중도(group centralization)를 지표로 삼고 

있다. 중심도(centrality)6)는 한 노드(node)가 전체 네트워크에서 중심에 위치

하는 정도를 표현하며, 집중도(centralization)는 전체 네트워크에서 노드들의 

중심도가 얼마나 분산되어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즉, 집중도를 통해 전

체 네트워크가 특정 노드에 얼마나 권한이 집중 또는 분산되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밀도(density)는 전체 네트워크가 노드 점(node) 수에 비해 얼마나 

많은 연결선(link)을 가지고 있는지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이다(Wasserman & 

Faust, 1994).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사회 연결망 분석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6) ‘중앙성’, ‘중심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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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마다 사용하는 용어는 조금 다르지만 공통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과정적 특성은 연계 내용을 설명하고 있기에 앞서 제시한 관계적 특성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구조적 속성을 노드 수준과 네트

워크 수준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중심도는 한 노드의 위치

를 표현한다는 점, 밀도와 집중도가 전체 네트워크 차원에서 설명한다는 점에

연구자 네트워크 내용

이 혜 원 · 우

수명(2005)

학교 및 학교사회

복지 관련 조직

과정적 특성(연계의 양, 내용 및 만족도, 

방식)

구조적 특성(밀도, 노드의 중심도와 위세

도, 네트워크의 구획과 각 구획의 밀도)

김 준 기 · 정

복교(2007)
지역아동센터

교환자원의 유형

결속성 분석(연결 정도, 밀도)

중심성 분석

김경근 외

(2010)

학교 및 학교사회

복지 관련 조직

관계적 속성(연계의 내용)

구조적 속성(밀도, 중앙성)

문 정 수

(2010)

지역평생교육추진

체제

행위자(수, 역할)

상호작용(연계 유형, 빈도와 내용)

관계구조(강도(밀도), 중심성)

강 정 현

(2015)
교복투 사업 학교

구조적 특성(연결 정도, 중심성)

과정적 특성(연계형성 계기, 연계기관의 

협조 정도, 연계 내용, 연계 과정)

채 현 우 · 이

혜나(2016)

교육지원청, 시청, 

단위학교(혁신교육

지구사업)

네트워크 변수(연계의 내용 중 정보 교환

만을 토대로 연결 강도와 지속시간)

구조적 특성(중앙성, 밀도, 중심화)

이 은 진 · 박

수정(2017)

학교 및 교육기부 

관련 조직

과정적 특성(연계기관 수, 연계 내용)

구조적 특성(밀도, 연결 집중도)

행위자 특성(연결 중심성)

<표 3> 사회 연결망 분석을 사용한 선행연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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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심도를 행위자 특성으로, 밀도와 집중도를 구조적 특성으로 보고자 한다. 

  더불어 사회 연결망 분석에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연계의 양이나 연결선

의 개수, 밀도와 집중도와 같이 네트워크 구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치를 보

여주는 방법 이외에 네트워크 지도를 통해 구조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나타내

는 방법도 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구조의 형태는 크게 중앙집

중 구조(centralized network), 탈집중 구조(decentralized network), 분산된 구

조(distributed network)로 나눠진다. 

출처 : Baran, P.(1964 :2). On distributed Communications: I. Introduction to 

distributed communications networks.

  중앙집중식 구조는 중앙에 위치한 노드를 중심으로 다른 노드와 방사형으로 

연결이 형성된 구조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중앙에 위치한 노드의 중심도는 1

로 중심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을 가지며, 다른 노드는 낮게 나타나 전

체 네트워크의 집중도가 높다. 이러한 구조의 네트워크는 의사결정에 효율적

이나 하나의 노드에 대한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급격한 변동에 쉽게 붕괴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탈집중 구조는 중앙집중 구조에서 주변부에 위치한 노드들 사이의 빈 공간

에 연결선이 형성되어 새로운 중심 노드들이 생겨난 형태이다. 즉, 중심도 수

[그림 1] 네트워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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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높은 노드들이 여러 개 존재하게 된다. 이 구조는 앞서 살펴본 중앙집중

식 구조에 비해 의사결정의 효율성은 떨어지나 외부의 충격에 유연하게 적응

할 수 있다. 

  분산된 구조는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가 다양한 연결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모두가 적극적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많은 의견이 네트워크 상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의사결정의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낮다(Davis & 

Sumara, 2006/2011).

다. 네트워크의 유형과 핵심조직의 특징
  이 연구에서 다루는 사례는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마을교육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센터와 같은 핵심조직의 특징과 유형을 살펴보고, 공동체 

네트워크를 특정 기관이나 단체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네트워크 연구에서 핵심조직과 비슷한 의미를 지닌 용어로는 중간지원조직과 

거점기관 등이 있다. 중간지원조직은 최근 마을공동체 형성과 활성화를 위한 

기관 차원의 방안으로 주로 언급되고 있으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핵심적

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거점기관 또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핵심조직으로, 거

점기관 간의 역할분담과 상호제휴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이루어진

다(이영란·김민, 2014). 

  대다수의 연구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

기서 중간지원조직이란 “다양한 민·관 조직의 중간에 위치하여 인적, 물적, 기

술적 지원, 정보와 자원의 네트워킹과 협력, 조정 활동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이들 조직의 활동을 촉진하고 문제해결 역량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조

직”(고재경·주정현, 2012: 41)으로 크게 운영 주체, 주요 활동영역, 서비스 제

공 범위와 기능, 서비스 제공의 공간적 범위, 조직의 운영구조와 자원동원 방

식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고재경·주정현, 2012). 구체적으로 

운영 주체에 의한 유형은 관주도형, 민간주도형, 위탁형(커뮤니티비즈니스센

터, 2011)의 3가지 형태로 나뉜다. 먼저 정부나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직접 

운영을 하는 관주도형은 조례나 정책에 기반해 운영되므로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으나 규제로 인해 활동에 제약이 많다. 반대로 민간주도형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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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운영상의 유연함을 지니지만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위탁형의 경우 두 유형을 결합한 것으로 안정적 예산을 확보하면서 

민간의 운영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는 유형이다. 

유형 장점 단점

관주도형
Ÿ 예산의 안정적 확보 

Ÿ 뚜렷한 목표성과 이행

Ÿ 가시적 성과 도출 필요

Ÿ 기관장의 의견 중요, 각종 규

제의 이행 

Ÿ 담당자의 빈번한 이동

민간주도

형

Ÿ 사업운영의 유연성

Ÿ 시민사회의 리더십

Ÿ 예산확보의 어려움

Ÿ 운영 전반에 있어 높은 전문

지식 요구

위탁형
Ÿ 사업운영의 유연성

Ÿ 예산의 안정적 확보

Ÿ 가시적 성과 도출 필요

Ÿ 운영주체의 능력 중요

<표 4> 중간지원조직 운영 주체별 유형

자료 :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2011: 29). 커뮤니티비즈니스 중간지원조직 운영매뉴얼, 

  주요 활동영역별로는 협력형(collaborative), 옹호형(advocacy), 자원중개형

(resource brokering/fiscal), 역량강화형(capacity building) 등으로 나눌 수 있

는데 대부분의 중간지원조직은 동시에 여러 유형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Gateway Center for Giving, 2011: 5). Briggs(2003: 11)가 구분한 5개의 중

간지원조직 유형 중 자금제공형(Funder), 이슈집중형(Issue-focused), 역량강화

형(Capacity-building)도 활동영역에 의한 분류라고 할 수 있다(고재경·주정현, 

2012: 50). 정부와 시민단체의 경우 앞서 제시한 협력형을 운영 주체에 따라 

재분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협력형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해당

사자들을 찾고 이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이며, 옹호형 혹은 이슈집중형

의 경우 인식 증진이나 제도 개선을 위해 주로 연구와 프로그램 설계를 한다. 

자원형의 경우 자금을 모아 이를 분배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역량강화형은 교육, 컨설팅, 기술 지원 등을 통해 네트워크 내 기관 및 단체들

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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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고재경·주정현(2012: 50). 경기도 저탄소 녹색마을 중간지원조직 발전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서비스 제공 범위에 따라서는 다양한 자발적 조직에 대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형(generalist) 중간지원조직과 다양한 자발적 조직에 대해 특정

한 서비스만 제공하는 기능적(functional) 중간지원조직, 그리고 특정한 유형의 

자발적 조직에 대해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specialist) 중간지

구분 중간지원조직 유형

Gateway 

Center for 

Giving 

(2011)

협력형 : 둘 혹은 그 이상의 단체가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도록 촉진하는 역할

옹호형 : 인식 증진 혹은 제도 개선, 정책 변화 추구

자원중개 : 각종 자원(자금, 자원봉사, 기타) 유입 및 확대, 수

혜 단체에 기금 분배, 기금 사용의 적절성 감시

역량강화 : 리더십 프로그램, 훈련 및 세미나, 역량강화, 자금

배분 서비스, 비영리단체 연계 및 조직화, 기술적 지원, 일반 

경영 지원, 훈련, 컨설팅, 파트너십, 여타 서비스를 통한 조직

의 효율성 향상

B r i g g s 

(2003)

정부형(Government-as-intermediary) : 이해당사자 소집, 시

민참여과정 주도, 시민 교육, 커뮤니티 내외부 자원 파악

시민단체형(Civic intermediaries) : 정부의 공공지출 권한이나 

규제권한 없이 정부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비정부기구

자금제공형(Funder-intermediaries) : 자선단체 재단이나 여러 

곳에서 자금을 받는 단체(multi-funder pool)로 자금의 사전 

검토(screen), 검증, 매칭, 배분 역할

이슈집중형(Issue-focused intermediaries) : 조사, 옹호, 다양한 

공공이슈 영역의 정책 및 프로그램 설계

역량강화형(Capacity-building intermediaries) : 커뮤니티에 있

는 다른 조직 개발 혹은 새로운 역량 형성 강조

<표 5> 중간지원조직 주요 활동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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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Burridge, 1990; Osborne, 2000:23-24에서 재인

용). 또한 조직의 주요 기능과 능력(skill)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눠볼 수도 있는

데(Schorr et al, 2010: 2-3), 하나는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고, 정치적·조직적 

역량과 지역의 여건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작업을 하는 

유형이다. 다른 하나는 지역의 특수한 조건과 관계없이 지식, 신뢰, 경험을 필

요로 하는 작업을 하는 유형이다.

  고광용(2014)의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내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성과를 확

인하기 위해 참여 주체에 따른 마을공동체 활성화 유형과 네트워크 유형을 결

합하고 있다. 기존 지역공동체 활성화 유형은 크게 정부주도형과 민간주도형

으로 나뉘는데(전대욱 외, 2012) 이에 중간지원조직 주도형을 추가한다. 여기

에 Provan&Kenis(2008)가 제시한 참여자지배형 네트워크

(Participant-Governed/Self-Governed Networks), 주도조직 지배형 네트워크

(Lead Organization-Governed Networks), 네트워크 행정조직형(Network 

Administrative Organization, 이하 NAO) 유형과 결합해 마을공동체 육성 네

트워크 유형을 도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마을공동체 육성 네트워크는 크게 정부주도형, 민간주도형, 중간

지원조직 주도형으로 나뉘는데 정부주도형 네트워크는 지방정부가 주도 조직

이 되어 마을공동체 육성의 핵심적인 노드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지방정부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동시에 지방정부가 각

종 행 ․ 재정 비용을 부담한다. 민간주도형 네트워크는 민간단체의 주도로 마

을공동체가 육성되며 비용 또한 민간단체에서 부담하며 비교적 분권화의 정도

가 높은 편이다. 중간지원조직 주도형 네트워크는 중간지원조직이 마을공동체 

네트워크의 중재자로서 네트워크의 조정 및 유지 기능을 담당하며, 정부 운영 

조직으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정부를 대신하여 보조금 지원 및 네트워

크 활성화, 각종 이슈와 문제를 처리하는 역할을 맡는다(고광용, 2014: 138). 

이러한 구분은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주요 기관의 운영 주체에 따른 유형으

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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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설계

1. 연구 사례

  연구 사례는 경기도 S시의 마을교육공동체이다. S시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이 실시되기 이전부터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의 성공적 사례를 만들어내고 

경기도 혁신교육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또한 마을공동

체 사업과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연계하여 주민의 평생학습이 마을공동체 주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지역으로서(양병찬, 2015)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성장한, 

자생력을 갖춘 지역 활동 주체들이 모여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풍부한 마을자원과 더불어 지자체의 교육 비전과 실천력, 중간지원조직을 중

심으로 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업 시스템(조윤정 외, 2016)을 기반으로 마을

교육공동체가 성장·확장해 나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를 확인하기 위해 S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사업 중 ‘창의체험학교’, ‘마을교육과정’ 총 2가지 사업을 중

심으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를 살펴보고자 한다. S시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를 형성해나가고 있으며 이 중 앞서 제시한 2가지 사업은 

네트워크가 기관 및 단체 단위로 구성된 사업으로 본 연구의 사례로 적합하다

고 판단해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2018년 사업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에 참여

하거나 2018년도 참여 예정인 학교, 시청 각 부서, 마을 단체, 도교육청, 교육

지원청 등의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2. 연구 모형

  앞서 언급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연구 모형을 설계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어떠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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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분석의 기본 요소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분석 단위들, 즉 주체들 

사이에서 형성된 ‘관계’가 되며, 관계들의 형태나 규칙적인 패턴으로서의 ‘구

조’가 분석의 초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김용학, 2003).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

크를 구성하는 주체와 그 사이의 관계의 특성을 과정적 특성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통해 나타난 ‘구조’의 특성을 노드 특성과 구조적 특성으로 분류해 이 세 

특성을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의 분석기준으로 삼는다. 구체적으로 과정적 

특성은 네트워크 해당 사업에서 어떤 노드가 어떤 연결을 어느 정도 형성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노드의 이름과 수, 연결의 양과 내용으로 구성된다. 노

드 특성은 네트워크의 노드 단위 특성으로 노드의 내적 속성과 해당 노드의 

연결 정도와 중심도를 의미한다. 구조적 특성은 네트워크의 전체적 특성으로 

밀도와 집중도를 확인한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특성, 즉 네트워크

가 만들어진 과정 중에 나타난 특성을 과정적 특성이라고 하며, 이를 통해 나

타난 네트워크 ‘구조’ 중 개별 노드에 집중한 것을 노드 특성, 전체 네트워크 

모양에 집중한 것을 구조적 특성이라고 정의한다.

[그림 2]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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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가. 사회 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Wasserman & Faust(1994)는 사회 연결망 분석을 집단 내 노드들 간의 상

호작용을 정량적으로 파악하여 어떻게 특정한 유형의 정보 교환 또는 의견 교

환이 개별 노드들을 연결시켜 주는지 알게 해 주는 계량적 분석 방법이라고 

정의하였다. 사회 연결망 분석은 연결망 사회의 출현에 따라 등장한 연구 방

법론으로 행위 주체 사이에 이어지는 연결선의 유형에 대한 구조적 접근이자 

경험적 데이터에 근거한 방법이다. 주로 사회적 연결망을 시각적으로 보여주

기 위해 노드(node)와 선(link)로 구성된 거미줄 망을 그래픽으로 표현하며 행

렬 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분석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김경근 

외, 2010). 또한 네트워크 분석 단위와 변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사회 연결망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S시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보유한 사업 

프로그램별 매칭 현황을 기본으로 한다7). 이 자료는 S시와 S교육지원청이 주

관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사업 중 ‘창의체험학교’와 ‘마을교육과정’ 사업과 관

련된 것이다. 연구자는 사회 연결망 분석에 사용할 형태로 자료를 가공하였다. 

이를 토대로 Netminer 4 프로그램을 사용해 노드 수와 연결 수와 정도에 관

한 기술통계를 분석하고 이를 개별 노드 중심으로 파악하는 지표인 연결 정도

(degree)와 중심도(actor centrality)를 확인했다. 그리고 네트워크 단위의 밀도

(density)와 집중도(group centralization)를 분석한 후 Spring-map으로 네트

워크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7)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를 사회 연결망 분석방법으로 연구하고자 양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연구의 계획 단계에서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교육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를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계획했다. 그러나 담당자와 논의한 결과 설문지 조사를 진행할 
경우 응답률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사업 자료를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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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링 절차

  네트워크 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 모델링이다. 모델링이란 복잡한 현

실의 대상을 단순한 모형으로 대응시키는 절차로 그 수준에 따라 개념적 모델

링과 물리적 모델링으로 나뉜다. 전자는 현실을 개념적 실체에 대응시키는 절

차를 말하며, 후자는 현실을 물리적 실체에 대응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네트워

크 모델링이란 복잡한 현실을 노드(node)와 연결(link)의 집합, 즉 네트워크로 

단순화해서 대응시키는 과정을 의미하며 크게 노드 중심적 접근

(node-induced network), 연결 중심적 접근(link-induced network)로 구성된

다(김기훈, 2017). 

  데이터 모델링의 절차는 첫째, 노드를 정의한다. 분석대상 중 어떤 것이 “노

드”가 될 수 있는지 모두 열거한 후 분석목적에 가장 적합한 “노드”를 선택하

고 분석과정에서 필요한 노드의 속성을 파악한다. 여기서 노드 속성은 네트워

크와 관련 없는 것(예 : 성별, 연령, 태도 등)뿐만 아니라 해당 노드가 가지는 

연결(link)과 네트워크와 관련된 것(연결선의 개수 등)이 될 수도 있다. 둘째, 

연결의 정의로 선택한 노드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두 열거해본 후 

분석목적에 가장 적합한 “관계(들)”를 선택하고 분석과정에서 방향성과 가중치

가 필요한지 검토한다(김기훈, 2017).

  본 연구의 분석목적은 비교적 넓은 범위의 마을교육공동체를 확인하는 것이

기에 기관 및 단체를 노드(node)로 설정한 후 기관 및 단체 노드 간 사업 운

영을 통해 생기는 관계를 연결(link)로 나타내기로 하였다. 

2) 네트워크 과정적 특성 분석

  각 네트워크 간의 연계는 하나의 링크로 표현되며, 링크의 속성이 곧 관계

적 속성이다. 이는 크게 질적 속성과 양적 속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질적 속

성은 내용적 특성으로 텍스트로 표현할 수 있으며, 양적 속성은 방향성(direct)

과 가중치(weight) 속성값을 가질 수 있으며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 

  먼저 질적 속성으로서 내용적 특성은 선행연구를 참고해 사례의 특성에 맞

춰 공간지원, 프로그램 제공, 협력으로 나누었다. 공간지원 네트워크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운영하는 데 어떤 기관 및 단체가 어떤 기관 및 단체에

게 공간지원을 하는지를 의미한다. 프로그램 제공의 경우, 인적자원 제공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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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 것으로 기관 및 단체가 어떤 기관 및 단체에게 사업 프로그램을 제공하

는지를 의미한다. 협력의 경우 앞서 제시한 공간지원, 프로그램 제공 외에 하

나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2가지 사

업에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가 3가지 모두의 연계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나 이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네트워크 내용은 없도록 분류 기준을 구성하

였다. 

  다음으로 양적 속성으로서 방향성과 가중치를 확인할 수 있다. 연결선의 방

향성이란 연결선의 수신과 발신이 구별되어있는 경우 방향성이 있다(directed 

link)고 말하며, 그렇지 않으면 방향성이 없다(non-directed link)고 말한다. 

연결선의 가중치란 연계 정도가 1, 2, 3 등으로 구분되는 경우 가중치가 부여

된 연결선(weighted link)이라고 말하며, 그렇지 않으면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

은 연결선(dichotomous link)이라고 한다. 연결선의 다양한 속성 중 어떤 것

을 방향성과 가중치 혹은 기타 속성으로 둘지는 연구자의 선택이며(김기훈, 

2017) 네트워크는 연결선의 방향성과 가중치 속성값의 유무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지원, 프로그램 제공의 경우 그 내용적 특성상 발신자와 

수신자가 구분되어 있기에 방향성을 가진 연결선으로 표현하며, 협력 네트워

크의 경우 방향성을 가지지 않은 연결선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다루는 사업이 프로그램 단위로 운영되기에 각 프로그램 운영횟수를 합산해 

가중치로 표현할 수 있다고 판단해 연결선에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러한 내용

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공간지원 프로그램 제공 협력

방향성(direction) 여부 ○ ○ X

가중치(weight) 여부 ○ ○ ○

<표 6> 연결의 내용적 속성으로 구분한 네트워크의 방향성·가중치 속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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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트워크 노드 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분석목적에 따라 기관 및 단체를 네트워크의 ‘개체’, 즉 노드

(node)로 설정했다. 그리고 기관 및 단체가 네트워크에서 가지는 영향력을 파

악하기 위해 과정적 특성을 노드 중심으로 분석한 연결 정도와 중심도 지표를 

사용해 노드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더불어 기관 및 단체가 어떤 노드 속성

을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 연결 정도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파악한다.

 이를 위해 연구에서 설정한 연결 내용에 따른 범주형 노드 속성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 개별 사업에 참여하는 노드들의 특징에 따라 또 다른 범주형 노드 

속성을 가진다. 이는 연결 내용에 따른 노드 속성과는 다른 기준으로 부여된 

속성으로, 사업에 포함된 개별 노드의 특성을 반영한 속성을 말한다.

구분 내용

학교 S시 관내에 있는 학교

연 계 기 관 

및 단체

프로그램 운영에서 주로 프로그램 내용을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

공간
프로그램 이루어지는 장소(단, 프로그램을 제공 받는 학교 및 

학급과 같으면 따로 분리하지 않음)

<표 7> 네트워크 노드의 연결 내용에 따른 노드 속성

구분 내용

학교 S시 관내에 있는 학교.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나눠짐.

시청 내 부서 S시청 내 부서

공공 기관 및 

단체
마을 내 공공기관 및 단체

마을
S시에 위치한 기관 및 단체, 시설. 다시 학습동아리, 협동

조합, 비영리 법인단체로 나눠짐.

타 지자체 타 지자체에 위치한 기관 및 시설

<표 8> 네트워크 노드의 기본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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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각 노드는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질 수 있다. 하나는 연결 내용에 따

른 노드 속성이며 다른 하나는 노드의 기본 속성이다. 한 노드가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속성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또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노드 단위의 연속형 노드 특성으로는 연결 정

도(degree), 중심도(centrality)를 확인한다. 연결 정도(degree) 분석은 노드들의 

직접적인 연결 관계를 분석하는 것으로, 노드의 ‘연결 정도’는 그 노드가 속해

있는 연결 수이다. 이를 통해 해당 노드가 맺고 있는 연결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만약 가중치가 있는 네트워크의 연결 정도 값을 구할 때는 두 가지 방

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첫째, 연결의 존재 여부가 연결의 가중치보다 중요해 

연결의 가중치 데이터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이분화(dichotomize)를 수행해 

모든 연결의 가중치를 1 또는 0 값을 가지도록 바꾼다. 둘째, 그렇지 않을 경

우 연결 정도로 한 노드가 가진 모든 연결의 가중치 값을 더한 값을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중치를 반영한 네트워크의 경우, 가중치를 반영한 

네트워크와 그렇지 않은 네트워크의 특성을 모두 제시하였다.

  중심도(centrality)8)는 한 노드가 전체 네트워크에서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

8) 연결 정도 자체를 중심도의 척도로 사용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연결망 분석 프로그램에
서 연결 중심도는 가능한 최대 연결선 수에 대한 비율로 표현되므로(김용학 외, 2016) 본 
연구에서 중심도는 연결 정도 값과의 구분을 위해 연결 중심도를 가능한 최대 연결선 수
에 대한 비율로 정의한다. 

기본

연계 

내용

초등

학교

중학

교

시청 

내 

부서

공공

기관 

및 

단체

마을

타 

지자체학습

동아리

협동

조합

비영리 

법인단체

학교 ○ ○

연계기관 

및 단체
○ ○ ○ ○ ○ ○

공간 ○ ○

<표 9> 네트워크 노드 속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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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내며 연결 중심도를 표준화한 지표이다. 중심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는 한 노드가 몇 개의 다른 노드와 연결되는지를 파악하는 연결 중심도

(degree centrality), 한 노드가 다른 노드와 연결되는 최단 거리의 합을 통해 

얼마나 다른 노드에 쉽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인접 중심도(closeness 

centrality), 두 노드를 연결하는 최단 경로에 특정 노드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

는지를 나타내는 사이 중심도(betweenness centrality)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를 혁신교육지구 사업 네트워크를 

통해 분석하는데 그 특성상 한 노드를 거쳐서 다른 노드와 연결되는 경우는 

행복교육지원센터를 매개로 한 연결밖에 없어 인접 중심도와 사이 중심도에 

의미가 없으므로 연결 중심도만을 확인한다. 연결 중심도는 해당 노드의 연결 

정도에 (네트워크의 전체 노드 수 – 1)를 나눈 값이며 최소 0에서 최대 1로 

나타난다. 가중치가 부여된 네트워크의 경우 연결 정도의 최대치로서의 (네트

워크의 전체 노드 수 – 1)의 의미는 사라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결 

중심도를 구하기 위해 해당 네트워크의 가중치를 0 또는 1의 값으로 변환한

다. 가중치의 값이 1 이상인 경우 1로, 0인 경우 0으로 바꾸도록 기준을 삼

고, 변환한 값을 중심으로 연결 중심도를 구한다.

4) 네트워크 구조적 특성 분석

  네트워크는 노드, 하위 집단, 전체 네트워크의 단위로 분석할 수 있으며

(Streeter&Gillespie, 1993)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전체 네트워크 단위의 특성

을 구조적 특성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할 구조적 특성으로는 네트워

크 구조의 형태와 밀도(density), 집중도(group centralization) 지표이다. 

  먼저 네트워크의 시각적인 모습을 Spring Map으로 표현해 네트워크 구조의 

형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네트워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알고리즘은 다양한

데 그 중 Spring Map은 노드 사이의 가상의 스프링을 장착시켜 끌어당기는 

힘과 밀어내는 힘을 통해 노드를 배치하는 레이아웃 알고리즘이다. 인접한 노

드들은 일정한 간격으로 가까이 위치하고, 노드의 중복이나 링크의 교차가 적

어지도록 시각화한 것을 의미한다. Spring Map은 여러 번 계산하며 최적의 

위치를 찾아가기 때문에 노드 수를 고려해 충분히 좌표를 계산하는 것, 즉 반

복 횟수를 조정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Spring Map에서는 가까이 있는 노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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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서로 연결고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속성을 가진 노드들이 서로 

가까이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 상·하·좌·우 배치의 의미는 없

다. 본 연구에서는 Spring Map을 그리는 다양한 하위 알고리즘 가운데 일반

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Kamada-Kawai’ 알고리즘(1989)에 따라 네트워크 지

도를 그리고자 한다. 이 알고리즘은 각 노드 쌍에 대해서 유클리디안 거리

(Euclidean Distance, 그래프 상의 거리)가 최단 거리(Geodesic Distance)와 

비례하도록 지도를 그린다. 즉, 이 알고리즘은 서로 인접하지 않은 노드들에 

대해서도 이상적인 거리를 나타내려고 한다.

    Spring Map에서 노드는 연결 속성에 따른 노드 속성별로 학교는 파란색 

사각형, 연계부서 및 기관은 초록색 삼각형, 공간은 빨간색 원으로 표현한다. 

노드의 크기는 각 노드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연결의 가중치를 합산한 것을 나

타낸 것으로 노드의 크기가 클수록 해당 노드가 가지는 연결의 가중치를 합산

한 값이 크다9). 연결선의 경우 선 모양으로 표현했으며 연결의 가중치를 연결

선의 굵기로 나타냈고 선이 굵을수록 연결의 가중치가 높음을 의미한다.

  네트워크 밀도(density)는 전체 네트워크가 노드(node) 수에 비해 얼마나 많

은 연결선을 가지고 있는지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이며 존재하는 연결선의 수에 

노드 n개 사이의 가능한 가장 많은 연결선 개수인 n(n-1)를 나눈 값이다. 밀

도는 0부터 1까지의 숫자로 표현되고 1에 가까울수록 밀도가 높음을 의미한

다. 

  집중도 또한 노드 측면의 중심도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집중도 유형 중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특성을 고려해 연결 정도 집중도(degree 

centralization)를 확인하고자 한다. 집중도란 한 네트워크가 전체적으로 얼마

나 중앙 집중적인 구조를 가졌는지를 측정하는 것,(김용학·김영진, 2016: 132) 

즉 한 네트워크 전체가 ‘중심’에 집중되는 정도(손동원, 2002: 111)을 말한다. 

  이 숫자는 다음 수식에 따라 계산된다. 

연결 정도 집중도 = 모든 행위자 개수  
모든 행위자

중심도의 최댓값  행위자의 중심도 

9) 다만 노드의 연결 정도와 크기는 정확히 비례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Netminer4의 기본 
설정에 따라 최소치와 최대치 이내에서 모든 노드의 연결 정도를 순서대로 나열해 크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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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식에서 분자는 가장 큰 연결 중심도 값과 다른 연결 중심도 값들의 차

이 합이며, 분모는 이론적으로 가능한 분자의 최댓값을 의미한다. N개의 노드

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에서 한 노드가 논리적으로 가질 수 있는 연결 중심도의 

최댓값은 방사선(스타) 네트워크에서의 (n-1)/(n-1)=1이다. 이 방사선 네트워

크에서 변방에 놓은 N-1개 노드의 연결 정도는 1이므로 이 노드의 연결 중

심도는 1/(n-1)이다. 중심도의 최댓값과 노드의 중심도의 차이 값은 

1-1/(n-1)=(n-2)/(n-1)이다. 이 차이의 개수는 스타 노드를 제외하면 (n-1)

개며 차이의 합은 두 값을 서로 곱한 (n-2)가 된다. 따라서 (n-2)는 이론적으

로 가장 큰 중심도의 최댓값과 노드의 중심도 차이의 합이다. 

  다만 가중치가 있는 네트워크의 경우 분모가 노드 개수 즉, 네트워크의 가

중치가 아닌 연결선의 유무에 집중하므로 연결 정도 집중도가 1보다 클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연결 정도 집중도의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내기에 가중치가 

반영되지 않은 네트워크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연결 중심도와 집중도의 경우 

가중치를 제외한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밀도는 연결과 교류를 나타내는 지표라면 집중도는 소수에게 집중하는 정도

를 나타낸다. 밀도가 높으면 노드 사이의 연결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의미며 

상대적으로 소수에게 집중하는 정도는 떨어지게 된다. 즉, 밀도와 집중도는 반

비례 관계에 있다(손동원, 2002: 111). 

나. 질적 분석
  앞서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얻은 네트워크의 특성과 더불어 면담과 현지 

자료를 사용해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의 내용과 특성을 확인한다. 연결망에

서의 각 선(link)은 그것이 나타내주는 질적 속성의 차이를 잘 드러내지 못하

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김경근 외, 2010 :63) 질적 자료를 활용해 마을교육공

동체 네트워크의 구조와 성격이 어떠한지,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

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이를 파악하기 위한 질적 자료 수집을 위해 혁신교육지구사업에 관한 단행

본, 보고서, 학술논문, 인터넷 자료를 활용했다. 그리고 연구 사례인 경기도 S

시의 혁신교육지구사업, 마을공동체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각종 계획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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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운영보고서, 정책자료, 기관문서, 세미나 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을 수집

하였다. 더불어 마을교육공동체 핵심조직에서 활동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면

담을 실시하고 차후 간단한 내용 수집을 위해 전화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혁

신교육지구와 S시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행사에 참여해 현지자료를 수집하였

다. 공식면담은 S시 교육청소년과 행복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두 명의 

공무원과 각 1회씩 진행했으며 3회의 참여관찰을 진행했다.

종류 일시 내용 참여자

공식

면담

18.04.24 면담 행복교육지원센터 담당자 이미숙(가명)

18.04.24 면담 행복교육지원센터 담당자 김가현(가명)

참여

관찰

18.04.24
S시 교육협력 

실무협의회
S교육지원청 16명, S시청 31명

18.08.29

전국 혁신교

육지구 담당

자 워크숍

전국 혁신교육지구 담당자 430여 명

18.11.19
S혁신교육 컨

퍼런스

교장 및 교감 및 담당자, 담당교사, 학부

모, 학생 1,200여 명과 마을단체, 교육청, 

타 지자체·교육청 관계자 300여 명

<표 10> 면담 및 참여관찰 일시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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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 분석 결과

1. 마을교육공동체의 개요

  본 연구에서는 2018년도 S시와 S시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혁신교육지구사

업 중 마을교육공동체를 확인할 수 있는 ‘창의체험학교’, ‘마을교육과정’ 사업

의 네트워크 사례를 분석하였다. 각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S시 마을교육공동체의 형성 배경으로서 혁신교육지구사업의 경과와 

전반적인 운영과정, 평생학습도시로서 S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맥

락적 이해는 본 연구의 분석 사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가. 혁신교육지구사업
1) 혁신교육지구사업이란

  혁신교육지구사업은 지자체와의 교육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

도교육청이 지난 2010년에 시작한 정책 사업이다. 교육감과 기초지자체장은 

시·군 전체 혹은 시·군 일부 지역을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하여 지역 주민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자는 협약(MOU)을 맺었

다. 이를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한 행·재정적 협력 

모델을 구축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혁신교육

지구 운영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종합평가를 수행하며, 기초지자체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특화사업을 운영한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컨설팅과 민주적 공동체 활성

화를 지원하는 기능 수행을 담당한다. 한편 지역사회에서는 교육 유관 기관 

및 단체들 사이의 지원 네트워크 구축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의 역할

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도록 혁신교육을 일반화하여 공교육을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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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수립은 교육청과 지자

체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백병부 외, 2014). 2010년

부터 해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추진 방향은 조금씩 다르며 이를 선행연구와 

연도별 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에서 참고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시기 추진방향

시즌 

I

2011년

(준비기)

Ÿ 지역사회 혁신교육협의체 중심으로 의제 개발 

Ÿ 혁신교육 활성화 사업을 통한 공교육 혁신모델 구축

Ÿ 교육과정 특성화 및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

Ÿ 무상급식과 돌봄교실, 평생교육 지원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2012년

(도약기)

Ÿ 혁신교육지구 사업 목적 정립

Ÿ 혁신교육지구 내 단위학교 구성원 연수

Ÿ 유관기관 협력 강화

2013년

(내실화기)

Ÿ 새로운 교육협력 모델 구축을 위한 교육거버넌스 구축

Ÿ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핵심추진역량 강화

Ÿ 행ㆍ재정적 지원 및 질 관리를 통한 혁신교육지구 운

영 내실화

Ÿ 지역사회 특성 및 요구에 기반한 지역특성화 사업 추

진

Ÿ 혁신학교, 혁신학교 클러스터와 연계한 혁신교육 일반

화

Ÿ 혁신교육지구 사업 성과 홍보 강화

2014년

(성숙기)

Ÿ 공교육 혁신

Ÿ 미래역량 인재 육성 

Ÿ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구축

시즌 

II
2016년

Ÿ 지역공동체 구축으로 미래교육 열기

Ÿ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 발굴과 인프라 구축 

Ÿ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 밖 학교 운영(돌봄학교 등)

<표 11>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사업 연도별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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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기도교육청(2010). <혁신교육지구 기본계획>.

경기도교육청(2013). <혁신교육지구 세부운영계획>.

경기도교육청(2014). <혁신교육지구 운영 기본계획>.

경기도교육청(2016, 2018). <혁신교육지구 시즌 II 운영 계획>. 자료 재구성

  특히 2013년 ‘지역특성화 사업’이나 2014년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구축’ 등

의 추진 방향 또한 혁신교육지구사업이 마을교육공동체의 등장과 연관성을 지

니고 있음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즉, 혁신교육지구사업은 교육

이 학교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머무르지 않고, 마을로 그 영역이 넓혀지는 계

기로 작용했다(조윤경 외, 2016). 이러한 흐름은 시즌 II에 접어들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혁신교육지구 안내자료(경기도교육청, 2018b)의 시즌 

II와 시즌 I의 차이점에서 나타난 마을교육공동체 구축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과 같다. 먼저 교육모델의 지향점이 다르다. 시즌Ⅰ에서는 주로 교육청, 지자

체,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교육모델의 구축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시즌Ⅱ에서

는 학교, 마을, 지역, 주민이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하는 데 

있다. 둘째, 시즌Ⅰ에서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방식이었다면 시즌Ⅱ에

서는 주민, 마을과 학교 중심의 사업 추진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셋째, 시즌Ⅰ

에서는 지구 전체 동일한 세부사업을 적용하였으나 시즌Ⅱ에서는 지역의 교육

2018년

Ÿ 지역사회 교육자원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로 지역특색 

교육 실시

Ÿ 학교-지역사회간, 혁신교육지구간 협력으로 지역의 동

반 성장 도모

Ÿ 학교 밖 학교 운영으로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

Ÿ 혁신교육지구의 전국적 네트워크 구성으로 혁신교육지

구 성과 공유

Ÿ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학교행정 업무 감소를 위한 원클

릭시스템 구축

Ÿ 혁신교육지구 3년차 종합 평가를 통한 지속적 발전 방

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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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가 요구하고 공동으로 결정한 사업으로 하였다. 넷째, 교육환경의 변화이

다. 시즌Ⅰ에서는 학교혁신을 위한 다양한 인력 지원(상담사, 사서, 혁신교육

지구 전담직원 등)에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였으나 시즌Ⅱ에서는 인력지원 사

업을 탈피하고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및 교육기부 활성화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특히 지역사회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특색교육 모델을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교

육지원센터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지역사회 교육기부를 활성화하여 인력지

원 없이도 교육과정 지원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혁신교육지구 

시즌Ⅱ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2) S시 혁신교육지구

  S시에서는 2011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으며 당시 관내의 72개 학교 중 23

개가 참여했다. 2011년부터 해마다 약 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는데, 이 

가운데 S시가 약 80%, S시교육지원청이 약 20%를 분담했다(백병부 외, 

2014). 첫 협약은 2011년 2월, 5년을 유효기간으로 실시 되었고(시즌 I)(경기

도교육청, 2010) 이후 경기도교육청의 사업 방향과 맞춰 협약을 연장해 2016

년 2월부터 ‘시즌 II’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학교와 지역 사이의 협력 체제 구

축’을 ‘시즌Ⅰ’에서보다 더욱 분명하게 내세우고 있다(조윤정 외, 2016). S시 

혁신교육지구 시즌 I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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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사업명

지역교육거버넌스 활성화
지역 혁신교육 공동체 운영

S마을학교

학교문화 혁신

상담사 운영

독서토론지도사 운영

혁신 연구회·연수 운영

혁신공감학교 운영

혁신교육지구 전담직원 운영

수업협력교사 운영

학생동아리 활성화(청소년수련관)

마을교육 공동체 구축

문화예술·예체능 중점과정 운영

학교도서관 활성화

희망심기 사업 운영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사업 운영

<표 12> S시 혁신교육지구 시즌 I (2011. 2 – 2016. 2)

자료 : S시 행복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happyedu.siheung.go.kr/www/contents.do?key=14)

  이렇게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통해 교육지자체와 일반 행정지자체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만나게 되었다. 물론 ‘시즌 1’에서는 혁신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은 지역교육청이 담당하고, 사업에 들어가는 재정은 주로 지자체

가 제공하는 구조로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등 마을교

육공동체라고 불릴 만큼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일반 행정이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특성을 이해하고, 교육행정 담당자 역시 시청의 조직 구

조와 운영 방식을 알게 되면서 향후 다양한 영역에서의 본격적인 협력을 위한 

밑바탕을 다졌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조윤정 외, 2016). 

  S시도 경기도교육청의 큰 흐름에 맞춰 2017년부터 시작된 혁신교육지구 시

즌 II에서는 좀 더 마을과 지역, 주민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고 마을의 다양

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마을 특색 교육모델을 구축하는 데 노력을 기

울였다. 2018년 S시 혁신교육지구 ‘시즌 II’ 사업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 및 세부 사업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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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S시 행복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happyedu.siheung.go.kr/www/contents.do?key=15)

  혁신교육지구는 사업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구하는 방향이 현실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 구체적으로 S시의 경우, 마을이 아닌 지자체 내의 

센터가 사업 운영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또한 시즌 II에서 

마을 중심의 사업 운영을 목표로 삼고 있으나 마을교육과정 사업만 공개공모

의 형태로 이루어질 뿐, 창의체험학교의 경우 기존 프로그램 운영 기관들을 

중심으로 공문을 발송하는 형태로 세부 프로그램이 구성되고 있었다.

추진목표 추진과제 세부사업명

함께 만드는 지

역특색 교육도

시모델 구축

지역특성화교육

S창의체험학교

학교  안 체험교실

PLAY,  소프트웨어

고교교육과정  클러스터

학생  자치 프로젝트

마을  연계 창의적 교육과정

혁신(공감)학교  운영

지속가능한 지

역사회 교육인

프라  구축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학교교육활동지원

예술·체육 융합 프로젝트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마을

교육과정

교육자원봉사 프로젝트

지역사회 자원 공유시스

템 구축
함께 만드는 S행복교육 스토리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드는 지

역 교 육 공 동 체 

구축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학부모 자치 프로젝트

혁신연구회·마을융합학교(연수)

희망심기

교육협력지원센터 S행복교육지원센터운영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

용한 학교밖 학교 운영

꿈의 학교

학교 중심의 마을축제

<표 13> 2018년 S시 교육지원청 혁신교육지구 시즌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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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복교육지원센터

   행복교육지원센터는 S시청 내 산하기관으로서 2015년 5월에 설립되었으며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기 위해 지자체 내 전문인력을 배치한다는 협약조건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센터의 운영목적은 크게는 마을과 학교 사이의 연결고

리를 형성하는 허브 기관으로서 구체적으로 혁신교육지구 세부사업들이 센터

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 센터의 설립은 시청, 교육지원청, 마을학교, 지역 

내 기관 및 시설, 시민사회단체, 학교와 학부모를 연결해 마을교육공동체를 형

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인프라를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닦은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혁신교육지구가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었다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운영하

는 행복교육지원센터는 마을교육공동체의 핵심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의 

내용 측면에서는 지자체와 교육청, 마을, 학교가 함께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운

영하고 있으나, 업무 분담의 형태로 볼 때 센터는 17개의 교육협력사업을 추

진하는 혁신교육지구 시즌 2 전담조직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처음에는 시청 주무관 2명과 파견 교사 1명으로 시작한 센터는 현재 교육

청 파견 행정 주무관 1명과 교사 1명을 포함해 시청 주무관 4명과 팀장 1명, 

총 7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곳이 되었다. 시청 내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지닌 직원들이 함께 모인 것은 센터의 설립 목적 및 지향점과 

깊은 관련이 있다. 

  혁신교육지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행정 주무관 외에 학교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장학사나 교사가 

필요하다. S시의 경우 행복교육지원센터는 시청 내 부서로서 설립되어 본래 

시청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이긴 하나 사업의 특성상 교사와 교육청 소속 직원

이 함께 이곳에서 일하게 되었다. 관내 부서나 마을 자원들을 활용한 교육이 

학교와 연계되려면 학교의 교육 기준, 예를 들면 학교급별 성취기준이나 교육

과정의 흐름이나 시기, 규모 등을 반영해야 하는데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사

람이 교사뿐이었다. 그 외 파견 교사는 강사 섭외나 교육의 질 관리,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강의, 혁신교육연구회 모니터링 등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필요

한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다. 그 외 시청 주무관들은 세부사업을 담당

해 사업 운영을 지원하거나 교육협력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마을교육공동체 



- 46 -

발전방안 정책을 협의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센터가 운영되는 과정이 쉽지는 않

았다. 센터 구성원의 경력이나 조건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 존재하지 않아 교

사가 공식적으로 교사의 신분을 유지한 채 센터에 근무하기 어려워 ‘궁여지책’

으로 임기제 공무원과 파견교사제도를 활용하고 있었다. 

이미숙 :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교사나 장학사가 필요한데 교육청에서
는 혁신지구 담당 장학사를 배치를 하긴 하나 그 담당 장학사가 
여기서 근무를 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근무를 하면서 혁신교육지구 
일을 거의 다 못해내는 거에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교사파견을 
끊임없이 요구를 했지만 교육청에서는 파견 불가능하다고 계속 답
변을 보내고 시에서는 궁여지책으로 고용 휴직.

김가현 : 사실 교사가 없는 상태에서 행정직들만 근무하는 건 교육협력센터
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당초 계획보다 인력파급이나 이
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센터가 약간 기형적으로 갔던 부분들
이 있었던 거죠.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통합근무에 대한 내용을 법제화하고 의무조항

으로 명시하기 위해 정책 건의를 하는 등 교육의 질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

고 있었다. 

  센터 주변의 공간도 원활한 업무 진행과 센터의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센터가 위치한 S ABC 행복학습타운에서는 앞서 다룬 협의체와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포럼과 교육들이 이루어진다.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려

면 기본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을 공유하고 협업해 새로

운 활동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안정적인 공간이 

ABC 행복학습타운인데 이곳에 위치한 여러 건물의 강의실, 전시실, 세미나실 

등을 활용한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연수와 사례 나눔의 자리들이 마련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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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도시란 “모든 교육자원을 기관 간 연계, 지역사회 간 연계, 국가 간 

연계시킴으로써 네트워킹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지역 시민에 의한, 시민

을 위한, 시민의 지역사회교육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자아실

현, 사회적 통합 증진, 경제적 경쟁력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

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지역공동체 건설을 도모”한다(양병찬 외, 2002: 4).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1999년 평생교육법 제정 이후 2001년 3개 시·군·구

를 대상으로 한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었고(고영상, 2010), 평생학습도시는 꾸

준히 늘어나 2018년 현재 전국에 155개 지자체가 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다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2018). 

  그 중 S시는 평생학습도시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는 사례에 속한다. S시는 

2005년에 평생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

고, 2011년에는 전국평생학습실천대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S시가 다른 도시와 

달리 평생학습도시로서의 기반을 만들어 간 중요한 시점은 2010년 시 조직 

가운데 ‘국’ 수준의 사업소 형태로 ‘평생교육원’을 신설한 것이다(조윤정 외, 

2016). 당시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2001년 총 6억에서 꾸준히 늘어나 2009년 

총 88억의 예산을 지원받다가 2010년에 들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황(고

영상, 2010)에서 평생학습도시가 유지되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의

지가 중요했다(조윤정 외, 2016).

  S시 평생교육원 산하에는 2018년 현재 평생학습과, 주민자치과, 교육청소년

과, 중앙도서관을 두고 있다. 평생학습과는 평생학습 기획 및 평생학습센터 운

영 및 관리, 여성비전센터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맡고 있으며, 주민자치과는 주

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지역공동체 만들기와 자원봉사 지원업무를 맡고 있다. 

교육청소년과에서는 관학협력사업 등 교육지원 관련 업무 및 청소년 업무 총

괄(수련관 관리, 학교폭력대책 추진, 방과후 아카데미, 동아리활동, 청소년국제

교류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마을교육공동체의 핵심 조직인 ‘행복교육지

원센터’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시의 행정체제로 볼 때 S시는 이미 학교교육 

또한 평생교육의 일부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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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S시는 전국 평생학습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사

업 중 처음으로 시도된 사례이며, 보조금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자체적으로 

마을이 ‘마을학교’를 운영하면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동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생적 학습마을의 조성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다(양병찬, 2015: 9). S

시 마을만들기에서 평생학습이 갖는 중요성은 주민자치과가 평생교육원에 속

해있는 것으로도 그 크기를 가늠해볼 수 있다. 더불어 마을만들기와 관련해 

관과 민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민간단체인 ‘평생교육실천협의회(이하 

평실협)’의 활동도 S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자리 잡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양병찬(2015)에 따르면 S시의 평생학습마을 사업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되었

다. 1단계는 ‘평생학습시범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참이슬아파트’의 마

을만들기 사업이다. 이는 S시가 2007년도에 평실협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추진

되었으며 처음에는 S시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평실협이 사업을 주관하다가 

2009년 보조금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마을이 주체적으로 공동체 활동을 지속

하고 있다. 2단계에서는 행정안전부의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을 기반으로 참이

슬평생학습마을처럼 보조금 지원이 끝나도 마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10개의 자치력을 가진 마을학교가 생길 수 있었다. 3단계는 2012년 경

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학습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해 1,2단계보다 더 나

아가 사회적 일자리를 만드는 동시에 주민의 마을만들기 역량을 기르는 목적

으로 마을 인력을 양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렇게 길러진 마을 강사들

은 마을학교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즉, S시는 마을 주체 형

성을 위한 교육체계를 만들고 이를 통해 성장한 마을 자원들이 마을을 형성하

고 있다.

  S시가 경기도 내 다른 혁신교육지구와 다르게 마을교육공동체의 모습을 갖

추고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S시가 가지고 있었던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공동체의 역할이 컸다. 

김가현 : … 지금 10년차 평생학습 도시로 기반이 어느 정도 되어있는 상
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OOO 
지원센터. 각종 주제의 공동체 사업 부서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 그런 것들이 기본 공동체가 다양한 분야에서 어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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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성장해있지 않았으면 센터가 아무리 만들어져도 학교로 들어가
거나 나가기에는 역량들이 부족하거든요. … 예를 들면 평생학습관
에서 양성한 학습동아리다. 그분들의 역량이 정규 수업시간 안에 
들어가거나 바깥으로 나와서 아이들을 응대할 수 있는 정도의 역
량이 되려면 그래도 전문강사 수준 이상으로의 마을 수준이 올라
가야 하는데 그러한 다양한 주제의 공동체 사업 부서들의 인프라
들이 성장의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 

  학교와 지자체, 마을 등이 모여서 마을교육공동체를 이루려면 모든 주체들

이 각각 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만들고자 하는 의지와 이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학교와 지자체에서는 혁신교육

지구를 통해 공동체의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을교육공동체가 만들어지려면 마을이 교육을 할 수 있

는 역량 및 공동체 형성에 대한 필요성과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하는 데 S시는 

이미 이러한 기반들이 갖추어 있었다. 이렇듯 S시는 다양한 평생학습도시 사

업들이 중첩되는 동시에 지역의 자발적인 시민활동이 성숙해지면서 사업과 별

개로 자생적인 학습마을을 만들어 왔고, 이들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만나 마

을교육공동체로 진화하기 시작했다. 

2.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의 특성

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마을교육공동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S시는 평생학습도시를 기반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

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토대로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를 확인하고자 한다. 

  혁신교육지구 세부사업 전체가 마을교육공동체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나 

대부분의 사업은 직간접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

되고 있다. 예를 들어 PLAY, 소프트웨어는 ‘2018 초중등 SW 교육 필수화’에 

대비해 다양하고 새로운 소프트웨어 관련 체험 및 실습 등의 교육을 지원하

며, 고교 교육과정 클러스터는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 클러스터를 운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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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학점제로 정착되기 전까지 안정적 기반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둔다. 이러

한 사업은 ‘마을’이 직접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보다는, 교육과

정을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본 네트워크 연구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혁신교육지구사업 중 직접적으로 마을과의 연계를 내세우고 있으며 

시행된 지 3년 이상인 사업 중 ‘창의체험학교’, ‘마을교육과정’ 사업을 네트워

크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 장에서는 혁신교육지구 사업 자료와 면담 내용

을 기반으로 이 2개의 사업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 것

인지, 왜 이 사업들이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를 드러낼 수 있는지 분석한다.

1) 창의체험학교   

  창의체험학교는 S시 전역의 행정·생태·문화·예술·체육 등 우수한 체험터를 

학교 교육과정(현장학습)과 연계하여 지역교육자원 활용도 제고 및 자유학기

제에 전면대응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며 이를 위해 마을교사와 함께 S시에 특화

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마을 학습체험터를 통해 

학생들이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주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이 되

고 있다. S시는 ‘S시 전역이 교과서’라는 표어 아래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

며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는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교육과정 컨설팅을 

제공하고 학교에서 프로그램 신청을 하면 체험터와 버스 등 모든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원클릭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적 편의성은 더 많은 

마을 주체들이 함께 협력하고 연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사업은 먼저 센터에서 시청 내 각 부서나 기존에 창의체험학교를 운영했

던 기관에 공문을 보내어 사업계획서를 받은 후 다시 교육과정 내용에 대한 

협의를 거친 다음 홈페이지를 통해 마련된 프로그램 정보(내용, 날짜, 장소 

등)를 게시한다. 그러면 각 학교에서 학급 단위로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하

고, 센터는 요청 사항을 파악하여 차량 배정 등의 업무를 점검하고 승인하면 

현장체험학습이 이루어진다. 센터에서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동안 현장 모니

터링을 통해 참여 주체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해 보완 조치를 실행한다. 

프로그램은 하루 중 최소 1시간 20분에서 최대 8시간 30분까지 주로 1회 진

행되며 교실 이외의 마을 체험처에서 이루어진다. 

  창의체험학교는 크게 초등프로그램과 중·고등프로그램으로 나뉘는데 초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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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초등1-2, 초등3, 초등4, 초등 5-6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이렇게 대상을 

학년별로 나누어 학생들이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었다. 반면, 중·고등프로그램에서는 중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

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초등프로그램처럼 대상이 학년별로 나누어져 있지 않

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창의체험학교 프로그램 하나를 예

시로 들어 설명하자면 ‘염전체험 프로그램’은 초등 4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오

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고, 체험비 2,000원을 따로 

받는다. 강사는 학급당 1명 배정이 되며 한 번에 1학급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S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하며 갯골생태공원 내 염전장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구체적인 일정으로는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염판으로 

이동해 염전의 역사 및 문화, 소금 생산 과정과 소금의 종류에 대해 설명을 

듣고 11시부터 12시까지 염판과 소금 생산 도구를 체험하고 기념 소금을 담

는 과정으로 실습이 진행된다. 이후 생태지도를 통해 공부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각 프로그램 커리큘럼이 마련되어 있으며 담당 부서

가 가능한 날짜 및 시간대에 대한 정보를 센터에 제공하면, 센터는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알리고 학교는 정보를 파악해 원하는 프로그램

을 신청하게 된다. 프로그램 운영 제반에 대한 조율은 센터에서 담당하게 되

는 구조이다.

  창의체험학교를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을 내 체험처를 발굴

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시청 내 각 부서에

서는 단순히 관내의 공간, 시설, 기관의 목록만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 사업의 가치에 공감하고 사전 조사를 통해 목록을 작성한 후 마을의 공간 

및 시설, 기관들을 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과정을 거쳐 비로소 체

험처가 ‘발굴’ 되는 것이다. 또한 질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

성을 갖춘 시민사회단체와 그곳에 소속한 활동가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들과 협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센터에서는 협의체 운영을 통

해 사업의 취지와 추구하는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모여 실행에 필요한 안건

들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2018년에도 S시와 S교

육지원청의 교육협력 실무협의회가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연구자가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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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4월에 이루어진 두 번째 협의회에서는 S교육지원청과 S시청의 담당자들이 

모여 2019년 대비 교육사업 통합공모 원클릭시스템 개선방안과 2018년 협업 

교육사업 제안사항 등에 대해 다루었다. 즉, 협의회에서는 창의체험학교뿐만 

아니라 혁신교육지구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다룬다.

  창의체험학교 운영을 통해 마을 활동가들은 마을의 다양한 학교, 교사, 학생

들을 만나고 학교교육과정의 특성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알아간다. 학교 측

에서도 마을의 자원을 활용해서 풍부한 학습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체

감하게 되었다(조윤정 외, 2016). 즉 겉으로는 간단하게 보이는 일련의 노드들

과 그들 사이의 연결선들은 오랜 기간을 거쳐 갖가지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며, 이 관계를 통해서 각 노드는 협력을 통한 발전 가능성을 공유하게 되

고 이는 앞으로 네트워크가 더 단단해지고 확장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2) 마을교육과정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마을교육과정의 경우 S시의 특색을 반영한 지역교

육기관의 마을교육 프로그램을 학교교육과정에 연계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학교교육과정에 부합하도록 개발함으로

써 지속적인 교육네트워크를 구축하여 S시 교육발전의 시너지를 발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 또한 앞서 제시한 창의체험학교와 

마찬가지로 S시가 마을교육공동체 우수 사례로 평가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업이며, 마을공동체가 교육과 만날 때 그 교육이 방과후학교나 체험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정규교육과정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S시 교육의 특장점으

로 손꼽히고 있는 부분이다. 또한 유일하게 보조금 지원이 아닌 센터에서 직

접 운영하는 사업이며, 공개공모를 통해 S시 소재 기관 및 단체가 제출한 사

업신청서를 받으면 센터에서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프로그램 

목록을 마련하고 학교에서 신청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2018년 마을교육과정 

사업의 추진절차는 [그림 3]과 같다.

  이 사업도 사업 설명회 및 마을 교사 대상 사전 교육, 마을 강사·학교 교사 

합동연수 등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과 수업 역량 강화 및 배움 중심 수업에 

대한 철학 및 가치관의 공유를 위한 만남과 학습의 장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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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은 주로 해당 프로그램을 신청한 학급의 교실에서 이루

어지며 프로그램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주로 주1회, 대략 1회에 50분

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기간은 학교 및 학급별로 다르다. 예를 들

면 ‘나도 지니어스!’ 프로그램의 경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보드게임과 교육과

정을 접목해 총 10회차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다. 월포초의 한 학급에서는 

한 회차당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씩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1회차에

서는 수업의 내용과 게임 방법을 설명하고 2회차부터 보드게임을 활용한 수업

이 진행되었다. 해당 프로그램을 신청한 학급 교실에서 프로그램이 이루어졌

고 한발두발놀이터협동조합의 강사가 주 강사로 수업을 진행하고 학급 담임 

교사는 보조강사로 활동했다.

  이렇듯 S시의 마을교육공동체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통해 구현되고 있으며 

앞서 설명한 사업들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마을교육과정 추진절차 및 일정

출처 :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마을교육과정 2018 사업안내(ppt). 

S행복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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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시(2018). <원하는걸 클릭하면 마을이 학교가 되는 마을융합학교>

S행복교육지원센터(2018). <2018년도 S시 교육사업 통합공모 자료집>

S행복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happyedu.siheung.go.kr/www/index.do).

사업명 목적 내용
담당

부서

프로

그램 

기간

수요대상 

단위

창의

체험

학교

지역교육자원 활용도 

제고 및 자유학기제

에 전면대응

S시 전역의 행정·생

태·문화·예술·체육 

등 우수한 체험터를 

학교 교육과정(현장

학습)과 연계

센터
1:20-

8:30

(하루)

학급

마을

교육

과정

교육인프라 발전 및 

성장(지역 차원), 다

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지역에 학교를 개

방(학교 차원)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프로그램 수행

이 가능한 지역교육

기관이 S시의 특색

이 반영되고 학교교

육과정에 맞춘 프로

그램을 연계 및 운

영

센터

프로

그램

마다 

다름

학급

<표 14> S시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혁신교육지구 사업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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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별 네트워크 분석
  이 부분에서는 앞서 제시한 혁신교육지구 사업별 네트워크를 분석하고자 한

다. 사업별 네트워크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각 사업의 네트워크 특징

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 부분에서는 사업별로 네트워크를 연결의 특성에 따라 공간지원 네트워

크, 프로그램 제공 네트워크, 협력 네트워크로 분류하고 각 네트워크의 노드 

특성으로서 연결 정도와 중심도를, 구조적 특성으로서 밀도와 집중도를 확인

한다. 그리고 네트워크 구조의 형태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 Spring Map을 

그린다. 

1) 창의체험학교

  2018년 창의체험학교의 프로그램의 경우 총 47개10)의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으며, 3월부터 12월까지 1886번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11). 

  창의체험학교는 총 63개의 학교와, 23개의 연계기관 및 단체, 1개의 행복교

육지원센터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43개의 공간자원이 활용된다. 네트워크 모

델링 과정에서 연계기관과 체험장소(공간)가 같은 경우, 노드 속성에 따른 네

트워크 분석을 위해 이를 분리했으며 체험 장소명 뒤에 “(공간)”으로 표기했

10) 프로그램명을 기준으로 하며, 같은 프로그램명에 부제가 다를 경우 연계부서 및 기관과 
공간이 같을 시 같은 프로그램으로 보고 그렇지 않을 시 다른 프로그램으로 보았다.

11) ‘시화나래마린페스티벌 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연계기관 및 단체가 S시와 안산시로 명기
되어있으며 이를 그대로 표기할 경우 시청 내 부서 노드와 혼동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운
영횟수도 1에 그쳐 네트워크의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여겨 본 데이터에서 
제외했다.

사업명 창의체험학교 마을교육과정

노드 개수

학교 : 63 학교 : 28

연계기관 및 단체 : 23 연계기관 및 단체 : 8

공간 : 43 ―

<표 15> S시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 사업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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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창의체험학교 네트워크의 노드는 크게 학교, 연계기관 및 단체, 공간으로 

나뉘어지며 연계기관 및 단체는 시청 내 부서, 공공기관 및 단체, 마을, 타 지

자체, 공간은 마을, 타 지자체로 나눠진다. 

  또한 창의체험학교의 경우 학급 단위로 제공되는 프로그램 형태의 사업이므

로 프로그램 한 단위를 운영할 때 학교와 연계기관 및 단체, 공간, 센터 사이

에 생기는 연결의 가중치를 1로 설정하고, 이를 합산한 것을 기관 간의 총 연

결 가중치로 계산한다. 

  창의체험학교는 마을의 자원을 활용해 학급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이다. 공간 노드는 학교에 공간을 제공하며, 연계기관 및 단체는 학교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연계기관 및 단체와 공간 노드, 센터, 학교는 프로그램

을 운영하기 위해 서로 협력한다. 구체적으로 센터는 공간과 연계기관 및 단

체와 학교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즉, 창의체험학교 네트워크는 공간지원, 

프로그램 제공, 협력이라는 내용을 가진 연결선으로 이루어지며 본 연구에서

는 연계내용별로 네트워크 양상을 분리해 확인한다.

  더불어 창의체험학교는 129개의 노드와 1,366개의 연결선을 가지므로 전체 

네트워크를 Spring Map으로 표현했을 때 그 특징을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어

사업명 학교 연계기관 및 단체

행

복

교

육

지

원

센

터

공간

S

창의

체험

학교

Ÿ 군자초, S초 

등 초등학교 

44개

Ÿ S능곡중 등 

중학교 19개 

Ÿ 공원관리과, 체육진흥

과 등 시청 내 부서 

12개

Ÿ 생명농업기술센터(기

관), 의회사무국 등 

공공기관 및 단체 7개

Ÿ 부천산업진흥재단 등 

타 지자체 기관 2개

Ÿ 참이슬공정여행 등 마

을기관 및 단체 2개

Ÿ 부천로보파크 

등 타 지자체 

장소 2곳

Ÿ 갯골생태공원 

등 마을 공간 

41곳

<표 16> 창의체험학교 사업 네트워크 참여 기관 및 단체 현황



- 57 -

렵다. 따라서 세부 네트워크마다 네트워크의 특징을 시각적으로 잘 드러내기 

위해 노드를 통합하거나 특정 연결선만을 드러내어 Spring Map을 그린다.

  더불어 각 세부 네트워크의 연결 중심도의 특성을 통해 네트워크 구조를 분

석한다. 네트워크의 구조는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창의체험학교

의 경우 앞서 제시한 것처럼 노드와 연결선의 개수가 많아 이를 파악하기 어

렵다. 따라서 연결 중심도의 평균, 표준편차, 최댓값, 최솟값으로 네트워크 구

조의 유형을 중앙집중, 탈중심, 분산형 구조로 파악한다.

(1) 공간지원 네트워크

  창의체험학교 공간지원 네트워크의 경우, 연결선을 받는 노드와 연결선을 

주는 노드가 분리되어있으며 연결선을 받는 노드, 즉 학교 노드는 다른 학교 

노드와, 공간 노드는 다른 공간 노드와 연결되지 못하는 네트워크이다. 또한 

학교 노드는 연결선을 받는 노드이기 때문에 내향 연결만을 가지고 있으며, 

반대로 공간 노드는 외향 연결만을 가지고 있다.

  창의체험학교 공간지원 네트워크의 경우 가중치를 반영했을 때 내향 연결 

정도의 합은 1977이며 평균은 18.651, 표준 편차는 24.558, 최솟값은 0, 최댓

값은 107이며, 외향 연결 정도의 합은 1977, 평균은 18.651로 같으며 표준 

[그림 4] 창의체험학교 네트워크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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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차는 38.436, 최솟값은 0, 최댓값은 197로 나타났다.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

았을 때 내향 연결 정도의 합, 즉 전체 연결선 개수는 572이며 평균은 5.396, 

표준 편차는 6.112, 최솟값은 0, 최댓값은 26으로 나타났다. 외향 연결 정도의 

경우 합은 572, 평균은 5.396, 표준 편차는 9.031, 최솟값은 0, 최댓값은 43

이다. 여기서 최솟값이 0인 이유는 모든 공간 노드들이 내향 연결 정도가 0이

며 반대로 학교 노드들은 외향 연결 정도가 0이기 때문이다. 이는 공간지원 

네트워크의 연결선들이 공간 노드에서 나와 학교 노드로 가는 화살표 형태이

기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더불어 공간지원 네트워크의 밀도는 5.1%로 나타났

다. 본 네트워크 노드의 연결 정도와 밀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더불어 연결 정도 평균을 통해 노드의 속성에 따른 연결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초등학교의 경우 가중치를 반영했을 때 내향 연결 정도가 40.36

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가 평균 40.36회의 공간지원을 받는 것을 의미

한다. 그리고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았을 때 연결 정도 값은 10.68이며 이 수

치는 초등학교가 평균 10.68개의 공간 노드와 연결되어 있다, 즉 10.68개의 

공간자원을 지원받는다는 의미이다.

  더불어 노드의 속성에 따른 연결 정도의 특징을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먼저 학교 노드의 경우, 가중치 반영 유무와 관계없이 초등학교(40.36, 

10.68)의 내향 연결 정도 평균이 중학교(10.68, 5.37)보다 더 높았으며 전체 

구분

수치

가중치 반영 가중치 미반영(연결선 개수)
내향 연결 정도 외향 연결 정도 내향 연결 정도 외향 연결 정도

합계 1977 1977 572 572

평균 18.651 18.651 5.396 5.396

표준 편차 24.558 38.436 6.112 9.031

최솟값 0 0 0 0

최댓값 107 197 26 43

밀도 ― 5.1%

<표 17> 창의체험학교 공간지원 네트워크 연결 정도와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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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노드의 내향 연결 정도 평균(31.38, 5.37)보다 초등학교 노드의 내향 연

결 정도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실제 창의체험학교 프로그램의 내용을 고

려해볼 때 중학교에 비해 초등학교가 공간지원을 받는 횟수가 많을 것으로 예

상하였고 네트워크를 확인해 본 결과, 관내 초등학교들의 내향 연결 정도가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다.

  공간 노드는 가중치 반영 유무와 관계없이 마을(46.90, 13.51)의 외향 연결 

정도 평균이 타 지자체(27.00, 9.00)보다 더 높았다. 다만 전체 공간 노드의 

외향 연결 정도 평균(45.98, 13.30)보다 마을 공간 노드의 외향 연결 정도 평

균이 큰 수치로 높지는 않았다. 이는 평균치가 더 많은 수의 노드 수치에 영

향을 받는 것을 고려할 때 타 지자체 공간 노드는 2개였던 반면, 마을 공간 

노드는 41개로 공간 노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연결 정도를 각 노드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가중치를 반영한 

네트워크의 경우 S신일초(107)가 내향 연결 정도가 가장 큰 학교 노드로 나타

났으며 그 외 관내 초등학교들이 뒤를 이었다. 이는 창의체험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많은 횟수의 공간지원을 받는 노드가 초등학교임을 재확인해준다. 

반면 S능곡중(1)이 가장 낮은 내향 연결 정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외 하위 학

교 노드 또한 중학교로 나타났다.

가중치 반영

학교 내향 연결 정도 평균 공간 외향 연결 정도 평균

초등학교 40.36 타 지자체 27.00

중학교 10.58 마을 46.90

전체 31.38 전체 45.98

가중치 미반영(연결 개수)

학교 내향 연결 정도 평균 공간 외향 연결 정도 평균

초등학교 10.68 타 지자체 9.00

중학교 5.37 마을 13.51

전체 9.08 전체 13.30

<표 18> 창의체험학교 공간지원 네트워크 노드 속성별 연결 정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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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 노드의 경우 외향 연결 정도가 높은 노드는 ‘관내4코스(197)’와 ‘시화

호거북섬(196)’, ‘관내3코스(165)’ 등으로 나타났다. 관내4코스는 소래산·비둘

기, 도시영모제·산현, 옥구·배곧공원, 정왕·배움의숲을 뜻하며 관내3코스는 강

희맹묘나 연꽃테마파크 → 능곡동 선사유적 → 갯골생태공원 /  영응대군묘나 

생금집 → 시화방조제 → 옥구공원 / 소산서원 → 방산동 가마터길 → 갯골생

태공원을 의미한다. 반면 외향 연결 정도가 낮은 노드는 포리초등학교 전통학

습장(6), 군자동 도일마을(7), S문화원(9) 등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운영 횟수(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네트워크의 경우 연결 정도는 

얼마나 다양한 노드들과 연결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데 가중치

를 반영한 네트워크의 연결 정도 분포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상위 

내향 연결 정도 노드는 금모래초(26), 승지초(23), S월곶초(22) 등이었으며, 하

위 내향 연결 정도 노드는 S능곡중, 시화중, 응곡중, 정왕중(1)으로 중학교보

다 초등학교에서 더 많은 공간을 지원받고 있었다. 

  공간 또한 가중치를 반영한 네트워크에서 외향 연결 정도의 상위 그룹을 형

성하고 있었던 공간 노드들이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네트워크에서도 상위 

노드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간 노드가 몇몇 소수의 학교에만 여러 번 제공되어 

높은 가중치를 갖는 게 아니라 다양한 학교에 공간을 지원하고 있음을 의미한

다. 하위 공간 노드 또한 가중치를 반영한 네트워크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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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네트워크의 연결은 노드별 속성과 연관되어 있다. 먼저 가중치를 반

영한 네트워크에서 초등학교 노드에 높은 가중치의 공간지원 연결을 가지고 

있는 공간 노드는 관내4코스(197), 시화호거북섬(181), S에코센터(159), ABC

행복학습타운(95), 갯골생태공원(93)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학교의 경우 갯골

가중치 반영 가중치 미반영(연결선 개수)
순위 학교명 내향 연결 정도 순위 학교명 내향 연결 정도

1 S신일초 107 1 금모래초 26

2 승지초 104 2 승지초 23

3 금모래초 94 3 S월곶초 22

4 S월곶초 91 4 신천초 19

5 배곧한울초 69 5 S신일초 18

…
…

59 한국글로벌중 4

60
신천중 3

60

S능곡중 1

시화중 3 시화중 1

62 군서중 2 응곡중 1

63 S능곡중 1 정왕중 1

가중치 반영 가중치 미반영(연결선 개수)
순위 공간명 외향 연결 정도 순위 공간명 외향 연결 정도

1 관내4코스 197 1 관내3코스 43

2 시화호거북섬 196 2 시화호거북섬 41

3 관내3코스 165 3 갯골생태공원 38

4 S에코센터 161
4

관내4코스 31

5 갯골생태공원 126 S에코센터 31

…
…

39 S갯골습지센터 15

40 함줄도시농업공원 10 40 S문화원 4

41 S문화원 9

41

함줄도시농업공원 3

42 군자동 도일마을 7 군자동 도일마을 3

43
포리초등학교 전

통학습장
6

포리초등학교 전통

학습장
3

<표 19> 창의체험학교 공간지원 네트워크 연결 정도 상·하위 5개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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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33), 시의회(18), 옥구공원(17), 물왕동 물들임(16), 시화호거북섬(15)

으로 나타났다. 갯골생태공원이나 시화호거북섬의 경우 학교급별과 무관하게 

공간을 지원한 횟수가 많은 공간 노드며 그 외 상위 노드는 학교급별에 따라 

연결 가중치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 중 관내4코스나 ABC행복학습타운은 초등학교 노드만, 시의회는 중학교 

노드만 연결하고 있는 공간 노드였다. 관내4코스 공간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도시숲체험학교’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었다. ABC행복학습타

운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안전체험학교’로 이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

고 있었다. 시의회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청소년 모의의회 체험 프

로그램으로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어떤 공간 노드가 

어떤 학교 노드에 공간지원 연결이 이루어지느냐는 해당 공간 노드에서 이루

어지는 프로그램이 대상으로 하는 학교급별에 따라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낮은 수의 연결을 가진 노드는 군자동 도일마을(6, 

1)과 포리초등학교 전통학습장(5, 1)이었으며 그 외 S문화원(9), 함줄도시농업

공원(10), 능곡선사유적공원(12) 등은 초등학교에 공간을 적게 지원하고 있었

다. 그리고 부천로보파크(1), 생업농업기술센터(공간)(1), S에코센터(2)가 중학

교에 적은 수의 공간을 지원하는 노드로 나타났으며 특이한 점은 S에코센터가 

초등학교 노드에는 많은 횟수의 공간을 지원하는 반면 중학교 노드에는 적은 

횟수의 공간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S에코센터에서는 초록배곧 프로그램

이 운영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하위에 초등학교 대상 프로그램 3개와 중학교 

대상 프로그램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초등학교 노드와의 연결 가

중치는 높은 반면, 중학교 노드와의 연결 가중치는 낮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

다.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네트워크도 가중치를 반영한 네트워크와 비슷한 양

상을 보였다. 초등학교 노드와 가장 많은 연결을 가지고 있는 공간 노드는 관

내3코스(43)며 그 뒤를 이어 시화호거북섬(36), 관내4코스(31), S에코센터(30), 

갯골생태공원(25)이 상위 공간 노드로 나타났다. 중학교 노드와 많은 연결을 

가지고 있는 노드는 갯골생태공원(13), 옥구공원(9), 물왕동 물들임과 ABC 스

포츠클라이밍센터(7), 시의회와 오이도선사유적공원(6) 등이었다. 

  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노드 모두 적은 연결을 이루고 있는 노드는 군자



- 63 -

동 도일마을(2, 1), 포리초등학교 전통학습장(2, 1)이었으며 그 외 학교급별로 

하위 노드는 가중치를 반영한 네트워크와 비슷했다.

  결론적으로 학교 노드의 속성, 즉 학교급별에 따라 연결되는 공간 노드가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학교급별과 상관없이 모든 학교에 많

은 공간지원 연결을 가지고 있는 공간 노드 또한 존재했으나 학교급별에 따라 

많은 연결과 적은 연결을 보이는 공간 노드가 달랐다. 이는 특정 공간에서 제

공하는 프로그램이 초등·중등 모두에게 적합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보다 어떤 

공간은 중학교에 많이 지원되며 어떤 공간은 초등학교에 많이 지원되는 형태

를 보임을 나타낸다.

가중치 반영
초등학교 중학교

순위 공간명 외향 연결 정도 순위 공간명 외향 연결 정도

1 관내4코스 197 1 갯골생태공원 33

2 시화호거북섬 181 2 시의회 18

3 관내3코스 165 3 옥구공원 17

4 S에코센터 159 4 물왕동 물들임 16

5 ABC행복학습타운 95 5 시화호거북섬 15

… …

38 능곡선사유적공원 12 20 S에코센터 2

39 함줄도시농업공원 10

21

생명농업기술센터

(공간)
1

40 S문화원 9
포리초등학교 전통

학습장
1

41 군자동 도일마을 6 군자동 도일마을 1

42
포리초등학교 전

통학습장
5 부천로보파크 1

가중치 미반영(연결 개수)
초등학교 중학교

순위 공간명 외향 연결 정도 순위 공간명 외향 연결 정도

1 관내3코스 43 1 갯골생태공원 13

2 시화호거북섬 36 2 옥구공원 9

3 관내4코스 31 3 물왕동 물들임 7

<표 20> 창의체험학교 공간지원 네트워크 연결 정도 학교 속성별 상·하위 5개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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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특징을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초등학교 노드들을 하나의 ‘초등

학교 노드’로 묶고, 중학교 노드들을 하나의 ‘중학교 노드’로 묶은 Spring 

Map을 제시한다. 초등학교 노드에만 공간을 지원하고 있으나 많은 횟수의 공

간지원으로 인해 높은 연결 정도를 보이는 관내3코스와 시화호거북섬, 관내4

코스 노드는 상대적으로 크게 표시되고 있다. 시의회 노드의 경우 중학교 노

드에만 공간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다른 노드와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연결선의 굵기로 볼 때 전반적으로 초등학교 노드를 향하는 연결선의 굵기

가 굵은 편이었으며 이는 중학교보다 초등학교에 더 많은 횟수의 공간이 지원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결선 또한 초등학교 노드와의 연결이 중학교 노드

와의 연결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아 초등학교는 상대적으로 더 다양한 공간을 

지원받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앞서 노드 속성별 연결 정도의 평균 

수치에서 확인한 것과 같은 결과이다.

4 S에코센터 30 4
ABC 스포츠클라이

밍센터
7

5 갯골생태공원 25 5 시의회 6

…

6 오이도선사유적공원 6

…

19

S시청늠내홀 1

38 S문화원 4 부천로보파크 1

39
함줄도시농업공원 3 S에코센터 1

능곡선사유적공원 3
포리초등학교 전통

학습장
1

41

군자동 도일마을 2 군자동 도일마을 1

포리초등학교 전

통학습장
2

생명농업기술센터

(공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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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중심도의 경우 분석방법에서 언급한 대로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네

트워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내향 연결 중심도의 평균은 0.051, 표준 편차는 

0.058, 최솟값은 0, 최댓값은 0.248, 집중도는 19.81%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

향 연결 중심도의 평균은 0.051, 표준 편차는 0.086, 최솟값은 0, 최댓값은 

0.41, 집중도는 36.15%로 나타났다.

[그림 5] 창의체험학교 공간지원 네트워크 Spring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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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치(가중치 미반영)

내향 연결 중심도 외향 연결 중심도

평균 0.051 0.051

표준 편차 0.058 0.086

최솟값 0 0

최댓값 0.248 0.410

집중도 19.810% 36.154%

<표 21> 창의체험학교 공간지원 네트워크 연결 중심도와 집중도

  연결 중심도와 집중도를 통해 창의체험학교 공간지원 네트워크의 구조를 확

인할 수 있는데 연결 정도의 최댓값이 1이 아니며 연결 중심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중앙집중 형태를 보이지 않으며 탈집중된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외향 연결 중심도의 최댓값과 표준 편차가 내향 연결 

중심도보다 높은 것으로 볼 때 외향 연결이 분산된 형태보다 탈집중 형태에 

가깝다.

(2) 프로그램 제공 네트워크

  창의체험학교 프로그램 제공 네트워크의 경우 공간지원 네트워크와 마찬가

지로 연결선을 받는 노드와 연결선을 주는 노드가 분리되어있으며 연결선을 

받는 노드, 즉 학교 노드는 다른 학교 노드와, 연계기관 및 단체 노드는 다른 

연계기관 및 단체 노드와 연결되지 못하는 네트워크이다. 또한 학교 노드는 

연결선을 받는 노드이기 때문에 내향 연결만을 가지고 있으며, 반대로 연계기

관 및 단체 노드는 외향 연결만을 가지고 있다.

  창의체험학교 프로그램 제공 네트워크의 경우 가중치를 반영했을 때 내향 

연결 정도의 합은 1980이며 평균은 23.023, 표준 편차는 26, 최솟값은 0, 최

댓값은 108이며, 외향 연결 정도의 합은 1980, 평균은 23.023로 같으며 표준 

편차는 62.446, 최솟값은 0, 최댓값은 364로 나타났다.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

았을 때 내향 연결 정도의 합, 즉 전체 연결선 개수는 432이며 평균은 5.023, 

표준 편차는 4.215, 최솟값은 0, 최댓값은 18로 나타났다. 외향 연결 정도의 

경우 합은 432, 평균은 5.023, 표준 편차는 10.946, 최솟값은 0, 최댓값은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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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여기서 최솟값이 0인 이유는 모든 연계기관 및 단체 노드들이 내향 연

결 정도가 0이며 반대로 학교 노드들은 외향 연결 정도가 0이기 때문이다. 이

는 프로그램 제공 네트워크의 연결선들이 연계기관 및 단체 노드에서 나와 학

교 노드로 가는 화살표 형태이기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더불어 프로그램 제공 

네트워크의 밀도는 5.9%로 나타났다. 본 네트워크 노드의 연결 정도와 밀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더불어 연결 정도 평균을 통해 노드의 속성에 따른 연결 정도의 특징을 확

인할 수 있는데 예컨대, 초등학교의 경우 가중치를 반영했을 때 내향 연결 정

도가 40.84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가 평균 40.84회의 프로그램을 제공받

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았을 때의 연결 정도 값 8.16

은 초등학교가 평균 8.16개의 연계기관 및 단체 노드와 연결, 즉 8.16개의 연

계기관 및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제공 받음을 의미한다.

  먼저 학교 노드의 경우, 가중치 반영 유무와 관계없이 초등학교(40.84, 

8.16)의 내향 연결 정도 평균이 중학교(9.63, 3.84)보다 더 높았으며 전체 학

교 노드의 내향 연결 정도 평균(31.43, 6.86)보다 초등학교 노드의 내향 연결 

정도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실제 창의체험학교 프로그램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중학교에 비해 초등학교가 프로그램 제공을 받는 횟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네트워크를 확인해 본 결과, 관내 초등학교들의 내향 연결 정도가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다.

구분

수치

가중치 반영 가중치 미반영(연결선 개수)
내향 연결 정도 외향 연결 정도 내향 연결 정도 외향 연결 정도

합계 1980 1980 432 432

평균 23.023 23.023 5.023 5.023

표준 편차 26 62.446 4.215 10.946

최솟값 0 0 0 0

최댓값 108 364 18 51

밀도 ― 5.9%

<표 22> 창의체험학교 프로그램 제공 네트워크 연결 정도와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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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기관 및 단체 노드는 가중치 반영의 경우 시청 내 부서(133.92), 공공

기관 및 단체(40.86), 타 지자체(27.00), 비영리 법인 단체(26.00), 협동조합

(7.00) 순으로 높은 외향 연결 정도를 보였다.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시청 내 부서(26.33), 공공기관 및 단체(12.00), 비영리 법인 단체(11.00), 타 

지자체(9.00), 협동조합(3.00) 순으로 높은 외향 연결 정도를 보였다. 종합하면 

시청 내 부서와 공공기관 및 단체가 타 지자체, 비영리 법인 단체, 협동조합에 

비해 다양한 학교에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한 편이다.

  연결 정도를 각 노드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가중치를 반영한 네

트워크의 경우 S신일초(108)가 내향 연결 정도가 가장 큰 학교 노드로 나타났

으며 그 외 관내 초등학교들이 뒤를 이었다. 이는 창의체험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많은 횟수의 프로그램 제공을 받는 노드가 초등학교라는 것을 보여

준다. 공간지원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하위 학교 노드는 중학교로 나타났다.

  연계기관 및 단체 노드의 경우 외향 연결 정도 상위 노드는 모두 시청 내 

가중치 반영

학교 내향 연결 정도 평균 연계기관 및 단체 외향 연결 정도 평균

초등학교 40.84
타 지자체 27.00

시청 내 부서 133.92

공공기관 및 단체 40.86

중학교 9.63 비영리 법인 단체 26.00

협동조합 7.00

전체 31.43 전체 86.09

가중치 미반영(연결 개수)

학교 내향 연결 정도 평균 연계기관 및 단체 외향 연결 정도 평균

초등학교 8.16
타 지자체 9.00

시청 내 부서 26.33

공공기관 및 단체 12.00

중학교 3.84 비영리 법인 단체 11.00

협동조합 3.00

전체 6.86 전체 5.02

<표 23> 창의체험학교 프로그램 제공 네트워크 노드 속성별 연결 정도 평균



- 69 -

부서 노드로 나타났다. 그 중 미래산업과(364), 문화예술과(317), 환경정책과

(216) 등이 높은 외향 연결 정도를 보였다. 하위 노드로는 도일비채나협동조

합(7), 경기도미술관(기관)(17), 정보통신과(17), 의회사무국(18) 등이 있었다.

  프로그램 운영 횟수(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네트워크의 경우 연결 정도는 

얼마나 다양한 노드들과 연결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데 마찬가

지로 관내 초등학교들이 승지초(18), 금모래초(15), 월포초(14) 등의 순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받고 있었다. 하위 노드는 응곡중, 시화중, S능곡중으

로 모두 1의 내향 연결 정도를 보이고 있었다. 

  연계기관 및 단체 또한 가중치를 반영한 네트워크에서 외향 연결 정도의 상

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던 연계기관 및 단체 노드가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네트워크에서도 상위 노드로 나타났으며 이는 연계기관 및 단체의 높은 가중

치가 다양한 학교와의 연결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소수의 학

교에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해 높은 가중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가중치가 높으

면 높을수록 다양한 학교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

위 연계기관 및 단체 노드의 경우 가중치를 반영한 네트워크와 비슷하게 나타

났다.

가중치 반영 가중치 미반영(연결 개수)

순위 학교명
내향 연결 

정도
순위 학교명

내향 연결 

정도
1 S신일초 108 1 승지초 18

2 승지초 103 2 금모래초 15

3 S월곶초 100 3 월포초 14

4 금모래초 92 4 S월곶초 13

5 송운초 79 5 군자초 12

…
…

60 신천중 3

61 시화중 3

61

응곡중 1

62 군서중 2 시화중 1

63 S능곡중 1 S능곡중 1

가중치 반영 가중치 미반영(연결 개수)

<표 24> 창의체험학교 프로그램 제공 네트워크 연결 정도 상·하위 5개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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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네트워크의 연결은 노드별 속성과 연관되어 있다. 먼저 가중치를 반

영한 네트워크에서 초등학교 노드에 높은 가중치의 프로그램 제공 연결을 가

지고 있는 연계기관 및 단체 노드는 미래산업과(331), 문화예술과(281), 환경

정책과(214), 공원관리과(197), 시민소통과(105)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학교의 

경우 미래산업과(33), 체육진흥과(28), 지역일자리과(22), 의회사무국과 문화예

술과(18)로 나타났다. 대체로 시청 내 부서가 상위 노드로 나타났으나 개별 

부서 단위로 본다면 학교급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그 중 공원관리과는 초등학교 노드만, 의회사무국은 중학교 노드만 연결하

고 있는 연계기관 및 단체 노드였다. 앞서 공간지원 네트워크에서와 마찬가지

로 공원관리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도시숲체험학교’로 초등학생을 대상

으로 한 프로그램이었다. 의회사무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 모의의

회 체험 프로그램으로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어떤 연계기

관 및 단체 노드가 어떤 학교 노드에 프로그램 제공 연결이 이루어지느냐는 

해당 연계기관 및 단체 노드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대상 학교급별에 따라 결

정됨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낮은 수의 연결을 가진 노드는 도일비채나협동조합

(6, 1)와 참이슬공정여행(22, 4) 이었으며 그 외 정보통신과와 경기도미술관

순위 연계기관 및 단체명
외향 연결 

정도
순위 연계기관 및 단체명

외향 연결 

정도
1 미래산업과 364

1
미래산업과 51

2 문화예술과 317 문화예술과 51

3 환경정책과 216 3 환경정책과 37

4 공원관리과 197
4

체육진흥과 33

5 체육진흥과 126 공원관리과 31

…
…

18

S급식지원센터 7

19 다문화지원과 21 상수도과 7

20 의회사무국 18 정보통신과 7

21
정보통신과 17

21
의회사무국 6

경기도미술관(기관) 17 경기도미술관(기관) 6

23 도일비채나협동조합 7 23 도일비채나협동조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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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17), 다문화지원과(21)가 초등학교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연계기관 및 

단체 하위 노드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천산업진흥재단(1), 환경정책과(2), 시립

전통예술단(6)이 중학교에 적은 수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드로 나타났으며 

특이한 점은 환경정책과가 초등학교 노드에는 많은 횟수의 공간지원 연결을 

가지고 있는 반면 중학교 노드에는 적은 횟수의 프로그램 제공 연결이 이루어

져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공간지원 네트워크에서 S에코센터 장소 

노드가 이러한 현상을 보인 것과 비슷하다. 환경정책과는 S에코센터라는 공간

자원을 활용해 초록배곧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하위에 초등학

교 대상 프로그램 3개와 중학교 대상 프로그램 1개를 운영하고 있어 상대적으

로 초등학교 노드와의 연결 가중치는 높은 반면, 중학교 노드와의 연결 가중

치는 낮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네트워크도 가중치를 반영한 네트워크와 비슷한 양

상을 보였다. 초등학교 노드와 가장 많은 연결을 가지고 있는 연계기관 및 단

체 노드는 문화예술과(43)며 그 뒤를 이어 미래산업과(42), 환경정책과(36), 

공원관리과(31), 시민소통과(25)가 상위 공간 노드로 나타났다. 중학교 노드와 

많은 연결을 가지고 있는 노드는 체육진흥과(10), 미래산업과(9), 지역일자리

과(9), 문화예술과와 생명농업기술센터(기관)(7) 등이었다. 

  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노드 모두 적은 연결을 이루고 있는 노드는 도일

비채나협동조합(2, 1), 참이슬공정여행(7, 4)이었으며 그 외 학교급별로 나타난 

하위 노드 또한 가중치를 반영한 네트워크와 비슷했다.

  결론적으로 학교 노드의 속성, 즉 학교급별에 따라 연결되는 연계기관 및 

노드가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공간지원 네트워크처럼 큰 차

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가중치 반영
초등학교 중학교

순위 연계기관 및 단체명 연결 정도 순위 연계기관 및 단체명 연결 정도

1 미래산업과 331 1 미래산업과 33

2 문화예술과 281 2 체육진흥과 28

3 환경정책과 214 3 지역일자리과 22

<표 25> 창의체험학교 프로그램 제공 네트워크 연결 정도 학교 속성별 상·하위 5개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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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특징을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공간지원 네트워크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노드들을 하나의 ‘초등학교 노드’로 묶고, 중학교 노드들을 하나의 

‘중학교 노드’로 묶은 Spring Map을 제시한다. 

  많은 횟수의 프로그램 제공으로 인해 높은 연결 정도를 보이는 미래산업과, 

문화예술과, 환경정책과, 시민소통과는 상대적으로 크게 표시되고 있다. 그리

고 이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노드 모두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연결선의 굵

기로 볼 때 초등학교에 더 많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앞서 노드 

속성별 연결 정도의 평균 수치에서 확인한 것과 같은 결과이다.

4 공원관리과 197
4

의회사무국 18

5 시민소통과 105 문화예술과 18

… …

18 참이슬공정여행 22 10 시립전통예술단 6

19 다문화지원과 21 11 참이슬공정여행 4

20
경기도미술관(기관) 17 12 환경정책과 2

정보통신과 17
13

부천산업진흥재단 1

22 도일비채나협동조합 6 도일비채나협동조합 1

가중치 미반영(연결 개수)
초등학교 중학교

순위 연계기관 및 단체명 연결 정도 순위 연계기관 및 단체명 연결 정도

1 문화예술과 43 1 체육진흥과 10

2 미래산업과 42
2

미래산업과 9

3 환경정책과 36 지역일자리과 9

4 공원관리과 31

4

문화예술과 7

5 시민소통과 25
생명농업기술센터

(기관)
7

…
…

17

정보통신과 7

참이슬공정여행 7 10 참이슬공정여행 4

S급식지원센터 7

11

도일비채나협동조합 1

상수도과 7 환경정책과 1

21 경기도미술관(기관) 6 부천산업진흥재단 1

22 도일비채나협동조합 2 시립전통예술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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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노드에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드의 경우 상단에 원을 그리며 

위치해있고 중학교 노드에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의회사무국 노드의 경우 하

단에 위치해있다. 상대적으로 초등학교 노드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연계기관 

및 단체 노드가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또한 앞선 분석 결과를 재확인

해준다.

[그림 6] 창의체험학교 프로그램 제공 네트워크 Spring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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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중심도의 경우 분석방법에서 언급한 대로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네

트워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내향 연결 중심도의 평균은 0.059, 표준 편차는 

0.050, 최솟값은 0, 최댓값은 0.212, 집중도는 15.446%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향 연결 중심도의 평균은 0.059, 표준 편차는 0.129, 최솟값은 0, 최댓값은 

0.600, 집중도는 54.727%로 나타났다.

구분 수치(가중치 미반영)

내향 연결 중심도 외향 연결 중심도

평균 0.059 0.059

표준 편차 0.050 0.129

최솟값 0 0

최댓값 0.212 0.600

집중도 15.446% 54.727%

<표 26> 창의체험학교 프로그램 제공 네트워크 연결 중심도와 집중도

  연결 중심도를 통해 창의체험학교 프로그램 제공 네트워크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연결 정도의 최댓값이 1이 아니며 낮은 집중도를 볼 때 중앙집중 

형태를 보이지 않고 탈집중된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공간지

원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외향 연결 중심도의 최댓값과 표준 편차가 내향 연

결 중심도보다 높은 것으로 볼 때 외향 연결이 분산된 형태보다 탈집중 형태

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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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력 네트워크

  창의체험학교 협력 네트워크의 경우 공간지원과 프로그램 제공 연결을 제외

한 나머지 연결로 구성된 네트워크로서 학교 노드, 공간 노드, 연계기관 및 협

력 노드, 센터와 이들 사이의 협력 연결로 구성된다. 앞서 살펴본 두 네트워크

와 달리 연결선의 방향성은 없으며 해당 노드의 속성에 따라 다른 특정 속성

을 지닌 노드와 반드시 연결되는 형태가 아니다.

  창의체험학교 협력 네트워크의 경우 가중치를 반영했을 때 연결 정도의 합

은 16938이며 평균은 130.292, 표준 편차는 549.239, 최솟값은 1, 최댓값은 

6213이다.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았을 때 연결 정도의 합, 즉 전체 연결선 개

수는 362이며 평균은 2.785, 표준 편차는 11.18, 최솟값은 1, 최댓값은 129로 

나타났다. 여기서 앞서 다른 네트워크와 달리 최솟값이 1인 이유는 모든 노드

가 센터와 반드시 협력 연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협력 네트워크

의 밀도는 2.2%로 나타났다. 본 네트워크 노드의 연결 정도와 밀도를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더불어 연결 정도 평균을 통해 노드의 속성에 따른 연결 정도의 특징을 확

인할 수 있는데 먼저 가중치 반영 네트워크에서 학교 노드의 경우, 초등학교

(38.84)의 연결 정도 평균이 중학교(9.32)보다 더 높았으며 전체 학교 노드의 

연결 정도 평균(29.94)보다 초등학교 노드의 연결 정도 평균이 더 높게 나타

났다. 이는 이전의 네트워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초등학교가 중학교

에 비해 더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결과적으로 센터와 높은 가중치의 연결

구분
수치

가중치 반영 가중치 미반영(연결선 개수)

합계 16938 362

평균 130.292 2.785

표준 편차 549.239 11.18

최솟값 1 1

최댓값 6213 129

밀도 ― 2.2%

<표 27> 창의체험학교 협력 네트워크의 연결 정도와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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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공간 노드는 마을(107.27)의 연결 정도 평균이 타 지자체(54.00)보다 더 높

았다. 다만 전체 공간 노드의 연결 정도 평균(104.79)보다 마을 공간 노드의 

외향 연결 정도 평균이 큰 수치로 높지는 않았다. 이는 앞서 공간지원 네트워

크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평균치가 더 많은 수의 노드 수치에 영향을 받는 것

을 고려할 때 타 지자체 공간 노드는 2개였던 반면, 마을 공간 노드는 41개로 

공간 노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계기관 및 단체 노드는 시청 내 부서(283.25), 공공기관 및 단체(108.57), 

타 지자체(54.00), 비영리 법인 단체(52.00), 협동조합(14.00) 순으로 높은 연

결 정도를 보였다. 이는 프로그램 제공 네트워크에서 나타난 연계기관 및 단

체 노드의 속성별 외향 연결 정도 평균의 순서와 같다.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한 노드가 몇 개의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학교 노드의 경우 오로지 센터와의 연결만을 가지므로 학교

급별과 관계없이 1의 수치를 보인다. 

  공간 노드의 경우는 마을이 2.24, 타 지자체가 2.00으로 기본적으로 2의 수

치를 보이는데 이는 공간 노드가 하나는 센터, 하나는 연계기관 및 단체 노드

와의 연결을 필수적으로 가지기 때문이다. 공간 노드가 기본 이외에 추가적으

로 연계기관 및 단체 노드나 공간 노드와 협력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보다 약간 높은 수치의 연결 정도(2.23)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

할 수 있다. 

  연계기관 및 단체 노드의 경우는 시청 내 부서(3.92), 공공기관 및 단체

(2.71), 타 지자체 및 비영리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2.00) 순으로 연결 정도

를 보였다. 이 또한 공간 노드와 마찬가지로 기본 2의 연결 정도에 또다른 연

계기관 및 단체 노드가 공간 노드와의 협력 연결이 존재할 경우 2보다 더 높

은 수치의 연결 정도를 보인다. 특히 시청 내 부서의 경우 3.92로 한 노드가 

비교적 많은 노드들과 협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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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정도를 각 노드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중치 반영 유무와 관계

없이 행복교육지원센터가 6213, 129로 가장 많은 연결 정도를 나타낸다. 이는 

창의체험학교가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협력해 운영됨을 의미한다. 

  세부적으로 가중치를 반영한 네트워크의 경우 시청 내 부서인 문화예술과

(755), 미래산업과(728), 환경정책과(432), 공원관리과(394)가 상위 연결 정도 

노드로 나타났으며 S능곡중(1), 군서중(2), 신천중(3), 시화중(3) 등 학교 노드

가 하위 연결 정도 노드로 나타났다. 

  반면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네트워크의 경우 문화예술과(10), 미래산업과

(7), 갯골생태공원 및 체육진흥과와 생명농업기술센터(기관)(5) 등 연계기관 

및 단체와 공간 노드가 골고루 상위 노드에 분포되어 있다. 하위 노드의 경우 

모든 학교 노드가 1의 연결 정도를 보였고 2의 연결 정도를 보이는 노드가 

많아 아래 표에는 표기하지 않았다. 

  창의체험학교 네트워크는 한 번의 프로그램 운영이 이루어질 때마다 공간지

가중치 반영

학교 평균 공간  평균 연계기관 및 단체 평균

초등학교 38.84 타 지자체 54.00
타 지자체 54.00

시청 내 부서 283.25

공공기관 및 단체 108.57

중학교 9.32 마을 107.27 비영리 법인 단체 52.00

협동조합 14.00

전체 29.94 전체 104.79 전체 188.39

가중치 미반영(연결 개수)

학교 평균 공간 평균 연계기관 및 단체 평균

초등학교 1.00 타 지자체 2.00
타 지자체 2.00

시청 내 부서 3.92

공공기관 및 단체 2.71

중학교 1.00 마을 2.24 비영리 법인 단체 2.00

협동조합 2.00

전체 1.00 전체 2.23 전체 3.22

<표 28> 창의체험학교 협력 네트워크 노드 속성별 연결 정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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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프로그램 제공, 협력 연결이 1의 가중치만큼 증가하는 형태이기에 전반적

으로 공간지원 네트워크와 프로그램 제공 네트워크에서 보이는 노드 속성별 

연결 정도의 분포나 특징이 협력 네트워크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이러한 개별 노드의 연결 정도는 어떤 연계기관 및 단체 노드가 어떤 

공간 노드와 협력 연결을 형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연계기관 

및 단체와 공간이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Spring Map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

다. 여기서는 센터를 제외한 연계기관 및 단체 노드와 공간 노드 사이의 협력 

연결만을 표시한다. 센터를 제외한 이유는 창의체험학교 사업 및 전체 네트워

크 모델링 방법의 특성상 센터가 모든 노드와 연결되며 센터의 연결을 드러내

는 것은 해당 의도에 필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네트워크를 지도를 통해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림 7]를 통해 전반적으로 앞서 전체 네트워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창

의체험학교는 시청 내 부서들과 유관 장소들과의 협력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

고 있었다. 크기가 큰 노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미래산업과나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시민소통과 등과 같은 시청 내 부서는 많은 공간 노드들과 협력

가중치 반영 가중치 미반영(연결선 개수)
순위 노드명 연결 정도 순위 노드명 연결 정도

1
행복교육지원

센터
6,213 1 행복교육지원센터 129

2 문화예술과 755 2 문화예술과 10

3 미래산업과 728 3 미래산업과 7

4 환경정책과 432 4 갯골생태공원 5

5 공원관리과 394
5

체육진흥과 5

…

생명농업기술센터(기관) 5

…127 시화중 3

128 신천중 3

129 군서중 2

130 S능곡중 1 68 (모든 학교 노드) 1

<표 29> 창의체험학교 협력 네트워크 연결 정도 상·하위 5개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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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고 환경정책과와 공원관리과, 안전총괄과는 앞서 언급한 노드들보다 

적은 수의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만 많은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높은 연결 정도, 즉 크기가 크게 표현되었다. 반면, 참이슬공정여행이나 도일

비채나협동조합 등 마을 단체들은 각 1개의 공간과 연계하고 있었고 가중치 

또한 낮아 크기가 작게 표현되었다. 타 지자체에 속한 기관 및 단체나 공간 

노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경기도미술관이나 부천산업진흥재단, 부천로

보파크도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고 얇은 연결선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둘째, 연계기관 및 단체 노드와 공간 노드가 각자의 구역을 이루며 네트워

크를 형성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연계기관 및 단체와 공간의 특성상 마을

의 모든 연계기관 및 단체 노드나 공간 노드가 아닌 내용상 연관된 연계기관 

및 단체나 장소 노드들과 연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래산업과의 경

우 시화호거북섬이나 오이도갯벌, 갯골생태공원 등 미래의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간들과 연계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과는 S시청늠내홀이나 능곡동 영모재와 

죽율동 생금집 등 마을의 문화시설이나 문화유산 등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다. 환경정책과는 연꽃테마파크와 S에코센터와 함께 환경 관련 공간

과 협력하고 있었고 체육진흥과의 경우 ABC스포츠클라이밍센터, 옥구공원 론

볼경기장, 포동게이트볼경기장 등과 연계하고 있었다.

  셋째, 노드의 연결선 개수와 가중치를 반영한 노드의 연결 정도는 높은 상

관관계를 보인다(0.785). 이는 Spring Map에서 다양한 노드와 협력할수록 노

드의 크기가 커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큰 연결 정도를 가

진 노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미래산업과의 경우 총 6개의 공간과 연계해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과의 경우 총 7개의 공간과 연계해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환경정책과는 2곳, 체육진흥과는 4곳, 시민소통과는 3

곳의 장소를 활용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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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중심도의 경우 분석방법에서 언급한 대로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네

트워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연결 중심도의 평균은 0.022, 표준 편차는 

0.087, 최솟값은 0.008, 최댓값은 1, 집중도는 99.370%로 나타났다. 여기서 

최댓값이 1인 이유는 행복교육지원센터 노드가 모든 노드와 연결되어 있기 때

문이다. 그리고 다른 노드들의 중심도가 1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전체 네트워

크 집중도가 99.370%의 높은 수치를 보인다. 

[그림 7] 창의체험학교 협력 네트워크 Spring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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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치(가중치 미반영)

평균 0.022

표준 편차 0.087

최솟값 0.008

최댓값 1

집중도 99.370%

<표 30> 창의체험학교 협력 네트워크의 연결 중심도와 집중도

  연결 중심도를 통해 창의체험학교 협력 네트워크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데 연결 중심도의 최댓값이 1이며 비교적 높은 집중도를 볼 때 중앙집중 구조

임을 알 수 있다. 연결 중심도의 최댓값이 1인 노드는 행복교육지원센터이다.

(4) 창의체험학교 네트워크 특징

  전반적으로 개별 노드의 연결 정도나 노드 간 연결이 형성되는 패턴은 사업 

네트워크의 특성상 하위 프로그램의 대상자와 개별 프로그램의 참여 노드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초등학교 노드가 중학교 노드보다 연결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창의체험학교 프로그램이 상당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결 정도가 높은 연계기관 및 단체 또는 공간 노드는 프로

그램을 많이 운영하거나 한 프로그램을 여러 번 반복하는 횟수가 많다. 더불

어 어떤 학교급의 노드와 어떤 연계기관 및 단체, 공간 노드가 주로 네트워크

를 형성하고 있는지 또한 해당 노드가 어떤 학교급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을 운영하는 데 협력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협력 네트워크 또한 한 프

로그램을 운영하는 연계기관 및 단체 혹은 그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장소가 어

디인지에 따라 만들어진다.

  구체적으로 세부 프로그램과 각 프로그램의 연계기관 및 단체와 공간을 연

계기관을 중심으로 정리해 프로그램 제공 횟수가 많은 기관의 순서대로 나열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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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기관 및 

단체
장소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운영횟수

초등

학교

중학

교
계

미래산업과

시화호거북섬 시화나래 요트아카데미 181 15 196

갯골생태공원 　 S갯골탐방 51 6 57

월곶동 승마체험장 학생승마체험 31 6 37

관곡지일대 　 저어새가찾아오는호조벌 34 34

오이도갯벌 　 오이도갯벌체험 19 6 25

S갯골습지센터 S갯골보물찾기 15 15

문 화

예 술

과

　 관내3코스 　 우리고장S 문화관광탐방 165 165

시 립

합 창

단

S시청늠내홀

시립합창단과함께하는기획

공연Hello 하모니콘서트
48 48

시 립

전 통

예 술

단

시립전통예술단과함께하는

Hello 쿵더쿵콘서트
40 6 46

　 능곡동 영모재

죽율

동생

금집

우리동네한옥체험 20 7 27

　 능곡선사유적공원 능곡선사문화체험 12 4 16

　 S문화원 　
S전래민요와 떠나는 역사

여행
9 9

　
포리초등학교 

전통학습장
방산동 가마터 아트스쿨 5 1 6

환경정책과
S에코센터 　 초록배곧 159 2 161

연꽃테마파크 　 초록배움터(연꽃테마파크) 55 55

공원관리과 관내4코스 　 도시숲체험학교 197 197

체육진흥과
장곡동 황현정 　 전통스포츠궁도 39 8 47

ABC 스포츠클라이밍 스포츠클라이밍 26 9 35

<표 31> 창의체험학교 프로그램 정보 



- 83 -

연계기관 및 

단체
장소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운영횟수

초등

학교

중학

교
계

센터
포동게이트볼경기장 누구나게이트볼 17 7 24

옥구공원 론볼경기장 론볼체험 16 4 20

시민소통과

S시청 　 코끼리교실(행정기관탐방) 53 53

정왕동 천연잔디장 코끼리교실(맨땅에그린) 32 32

정왕동 기억창고
코끼리교실(바라지물길여

행)
20 11 31

안전총괄과 ABC행복학습타운 안전체험학교 95 95

생명농업기술

센터

물왕동 물들임 　 S연천연염색 18 16 34

생명농업기술센터 우리동네 천문대 18 1 19

관내 농원 　 어린이 도시농업체험 18 18

함줄도시농업공원
함줄도시농업공원 생태체

험
10 10

지역일자리과
갯골생태공원

옥구

공원
늠내길생태문화탐방 18 17 35

시화호조력문화원 조력에너지 19 5 24

관광과

　

오이도함상전망대 지역브랜드 창작 19 19

오이도선사유적공원

오이도Go, Back, jump! 10 1 11

오이도 발굴조사체험 3 7 10

나도고고학자(진로탐색: 

고고학심화과정)
5 4 9

오이도 패총이야기 1 1

부천산업진흥

재단
부천로보파크 　 부천로보파크 36 1 37

시설관리공단 갯골생태공원
염전체험 19 19

갯골캠핑학교 5 10 15

시화조력관리

단(기관)
시화조력관리단(장소) K-water 물드림캠프 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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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각 세부 네트워크의 밀도와 집중도를 비교해 네트워크의 구조를 파악

할 수 있다. 

  프로그램 제공 네트워크의 밀도는 5.9%, 공간지원 네트워크는 5.1%, 협력 

네트워크는 2.2%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연결을 보였다.

연계기관 및 

단체
장소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운영횟수

초등

학교

중학

교
계

상수도과 연성정수장

맑은

물관

리센

터

청소년물사랑체험마당 29 29

S급식지원센터 월곶동 논 　 쌀의여행 29 29

참이슬공정여

행　
하중동일대 　 참이슬마을공동체여행 22 4 26

다문화지원과 S시외국인복지센터 다문화체험교육 21 21

의회사무국 시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체험 18 18

경기도미술관

(기관)

경기도미술관

(장소)
　

[경기도미술관] G뮤지엄스

쿨'미술관사용법', '공원탐

험'

17 17

정보통신과 도시정보통합센터 어린이안전체험관 17 17

도일비채나협

동조합
군자동 도일마을 도일마을골목길여행 6 1 7

합계 1709 177 1886

공간지원 프로그램 제공 협력

밀도 5.1% 5.9% 2.2%

집중도
내향 19.810% 15.446%

99.370%
외향 36.154% 54.727%

<표 32> 창의체험학교 네트워크 밀도와 집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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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연결 중심도의 특성을 통해 각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공

간지원 네트워크와 프로그램 제공 네트워크는 비교적 집중도가 낮게 나타났으

며 이를 통해 두 네트워크가 탈집중 구조를 보임을 유추할 수 있다. 반대로 

높은 집중도를 가지는 협력 네트워크는 중앙집중 구조를 보인다. 이는 연결 

중심도의 평균, 표준 편차, 최댓값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종합하자

면 창의체험학교 네트워크는 탈집중 구조와 중앙집중 구조의 혼합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집중도의 경우 공간지원 네트워크의 내향 연결 정도 집중도는 19.810%이

며, 외향 집중도는 36.154%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제공 네트워크의 경우 내향 

집중도는 15.446%, 외향 집중도는 54.727%로 나타났다. 내향 집중도는 공간

지원 네트워크가 프로그램 제공 네트워크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공

간지원을 받는 연결이 집중된 정도가 프로그램을 제공 받는 연결이 집중된 정

도보다 더 높다는 의미이다. 반대로 외향 연결 정도 집중도의 경우 프로그램 

제공 연결이 집중된 정도(54.727%)가 공간지원 연결이 집중된 정도(36.154%)

보다 더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협력 네트워크의 집중도 지수로 볼 때 각 노

드 간의 협력 연결이 집중된 정도(99.370%)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창의체험학교의 사업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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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을교육과정

   2018년 마을교육과정 프로그램의 경우 총 10개의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

으며, 3월부터 12월까지 52번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마을교육과정은 총 28개의 학교와 8개의 연계기관 및 단체와 행복교육지원

센터, 총 37개의 주체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프로그램은 주로 학교에서 이루

어진다. 따라서 창의체험학교와 같이 공간 노드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

서 연계기관 및 단체는 마을의 학습동아리와 협동조합, 비영리 법인단체로 나

뉜다. 마을교육과정 사업의 노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마을교육과정의 경우 창의체험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급 단위로 제공되는 프

로그램 형태의 사업이므로 프로그램 한 단위를 운영할 때 생기는 연결의 가중

치를 1로 설정하고, 이를 합산한 것을 기관 간의 총 연결 가중치로 계산한다.

  마을교육과정은 창의체험학교와 비슷한 형태로, 연계기관 및 단체가 학교 

교사와 함께 마을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운영상 연계기관 

및 단체 소속의 외부 강사가 학급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연계기관 및 단체, 학교, 센터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서로 협력한다. 구체적

으로 센터는 연계기관 및 단체와 학교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즉, 마을교육

과정 네트워크는 프로그램 제공, 협력이라는 내용을 가진 연결선으로 이루어

지며 내용별로 네트워크 양상을 분리해 확인한다. 

사업명 학교

행 복

교 육

지 원

센터

연계기관 및 단체

마 을 교

육과정

Ÿ 군자초, 소래

초 등 초등

학교 22개

Ÿ S능곡중 등 

중학교 6개 

Ÿ 책이랑 소풍가요, 놀이의 신, 이야기 

꽃이 피었습니다!, 야놀자 : 학습동

아리 4개

Ÿ 한발두발놀이터협동조합, 도시농업

협동조합 : 협동조합 2개

Ÿ S시학교급식지원센터, 협동조합 공

정여행 동네 : 비영리 법인단체 2개

<표 33> 마을교육과정 사업 네트워크 참여 기관 및 단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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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교육과정의 협력 네트워크는 하나의 센터 노드만의 연결을 보여주므로 

개별 노드의 연결 정도는 센터 노드를 제외하고는 프로그램 제공 네트워크와 

같다. 따라서 개별 노드의 연결 정도는 제시하지 않는다.

(1) 프로그램 제공 네트워크

  마을교육과정 프로그램 제공 네트워크의 경우, 연결선을 받는 노드와 연결

선을 주는 노드가 분리되어있으며 연결선을 받는 노드, 즉 학교 노드는 다른 

학교 노드와, 연계기관 및 단체 노드는 다른 연계기관 및 단체 노드와 연결되

지 못하는 네트워크이다. 또한 학교 노드는 연결선을 받는 노드이기 때문에 

내향 연결만을 가지고 있으며, 반대로 연계기관 및 단체 노드는 외향 연결만

을 가지고 있다.

  마을교육과정 프로그램 제공 네트워크의 경우 가중치를 반영했을 때 내향 

연결 정도의 합은 52이며 평균은 1.444, 표준 편차는 1.012, 최솟값은 0, 최

댓값은 3이며, 외향 연결 정도의 합은 52, 평균은 1.444로 같으며 표준 편차

는 3.905, 최솟값은 0, 최댓값은 21로 나타났다.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았을 때 

내향 연결 정도의 합, 즉 전체 연결선 개수는 50이며 평균은 1.389, 표준 편

차는 1.008, 최솟값은 0, 최댓값은 3으로 나타났다. 외향 연결 정도의 경우 합

은 50, 평균은 1.389, 표준 편차는 3.631, 최솟값은 0, 최댓값은 19이다. 가중

치를 반영한 네트워크와 그렇지 않은 네트워크 연결 정도를 비교했을 때 큰 

[그림 8] 마을교육과정 네트워크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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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마을교육과정 프로그램 제공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연결들의 가중치가 그다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프로그램 제

공 네트워크의 밀도는 4%로 나타났다. 본 네트워크 노드의 연결 정도와 밀도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더불어 연결 정도 평균을 통해 노드의 속성에 따른 연결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초등학교의 경우 가중치를 반영했을 때 내향 연결 정도가 2.00

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가 평균 2.00회의 프로그램을 제공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았을 때 연결 정도 값(1.95)은 초등학

교가 평균 1.95개의 연계기관 및 단체 노드와 연결되어 있다, 즉 1.95개의 연

계기관 및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제공 받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노드의 속성에 따른 연결 정도의 특징을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먼저 학교 노드의 경우, 가중치 반영 유무와 관계없이 초등학교(2.00, 

1.95)의 내향 연결 정도 평균이 중학교(1.33, 1.17)보다 더 높았다. 마을교육

과정 프로그램의 내용을 고려해볼 때 중학교에 비해 초등학교가 프로그램을 

제공 받는 횟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네트워크를 확인해 본 결과, 관내 

초등학교들의 내향 연결 정도가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창의체험

학교처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마을교육과정이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작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계기관 및 단체 노드는 가중치 반영 유무와 관계없이 협동조합(11.50, 

구분

수치

가중치 반영 가중치 미반영(연결선 개수)
내향 연결 정도 외향 연결 정도 내향 연결 정도 외향 연결 정도

합계 52 52 50 50

평균 1.444 1.444 1.389 1.389

표준 편차 1.012 3.905 1.008 3.631

최솟값 0 0 0 0

최댓값 3 21 3 19

밀도 ― 4.0%

<표 34> 마을교육과정 프로그램 제공 네트워크 연결 정도와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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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의 외향 연결 정도 평균이 학습동아리(5.50, 5.50), 법인(비영리)(3.50, 

3.50)보다 더 높았다. 다만 협동조합이 2개, 비영리 법인단체가 2개, 학습동아

리가 4개인 것으로 볼 때, 이러한 특성이 연계기관 및 단체의 속성으로 인해 

갖는 것이라고 설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연결 정도를 각 노드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학교 노드에서는 가

중치를 반영한 경우, 소래초 외 5개 초등학교가 연결 정도 3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 뒤를 이어 군자초 외 11개의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2, 월곶

중 외 9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1의 연결 정도를 보였다.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즉, 창의체험학교와 마찬가지로 사업의 특

성상 중학교보다 초등학교가 마을교육과정을 통해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네트워크에서도 비슷한 분포를 보였는데 이는 프로

그램이 어느 특정 학교에만 많이 제공되기보다 많은 학교가 고루 연계기관 및 

단체들과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계기관 및 단체 노드에서는 가중치 반영 유무와 관계없이 연결 정도의 순

위가 같았다. 한발두발놀이터협동조합(21, 19), 놀이의 신(9, 9), 이야기 꽃이 

피었습니다!(6, 6), S시학교급식지원센터(6, 6), 책이랑 소풍가요(4, 4), 야놀자

가중치 반영

학교 내향 연결 정도 평균 공간 외향 연결 정도 평균

초등학교 2.00 학습동아리 5.50
법인(비영리) 3.50

중학교 1.33 협동조합 11.50
전체 1.86 전체 6.50

가중치 미반영(연결 개수)

학교 내향 연결 정도 평균 공간 외향 연결 정도 평균

초등학교 1.95 학습동아리 5.50
법인(비영리) 3.50

중학교 1.17 협동조합 10.50
전체 1.79 전체 6.25

<표 35> 마을교육과정 프로그램 제공 네트워크 노드 속성별 연결 정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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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도시농업협동조합(2, 2), 협동조합 공정여행(1, 1)이 그 뒤를 이었다. 

가중치 반영

순

위
학교명

내향 

연결 

정도

순

위
연계기관 및 단체명

외향 

연결 

정도

1

소래초, S신일초, S월곶초, 

웃터골초, 월포초, 승지초(6

개)

3 1 한발두발놀이터협동조합 21

7

군자초, 검바위초, 도일초, 

S장현초, 함현중, 냉정초, 

대야초, 은계중, 진말초, 포

리초, 송운초, 은계초(12개)

2 2 놀이의 신 9

19

월곶중, 소래중, S능곡중, 

군서초, S초, 정왕중, 서해

초, 금모래초, 신천초, S은

행초(10개)

1
3

이야기 꽃이 피었습니다! 6

S시학교급식지원센터 6

5 책이랑 소풍가요 4

6 야놀자 3

7 도시농업협동조합 2

8 협동조합 공정여행 동네 1

가중치 미반영(연결 개수)

순

위
학교명

내향 

연결 

정도

순

위
연계기관 및 단체명

외향 

연결 

정도

1

소래초, S신일초, S월곶초, 

웃터골초, 월포초, 승지초(6

개)

3 1 한발두발놀이터협동조합 19

7

군자초, 검바위초, S장현초, 

함현중, 냉정초, 대야초,  

진말초, 포리초, 송운초, 은

계초(10개)

2 2 놀이의 신 9

19
도일초, 은계중, 월곶중, 소

래중, S능곡중, 군서초, S초, 
1 3 이야기 꽃이 피었습니다! 6

<표 36> 마을교육과정 프로그램 제공 네트워크 개별 노드의 연결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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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중심도의 경우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계산한

다. 내향 연결 중심도의 평균은 0.040, 표준 편차는 0.029, 최솟값은 0, 최댓

값은 0.086, 집중도는 4.735%로 나타났다. 반대로 외향 연결 중심도의 평균은 

0.040, 표준 편차는 0.104, 최솟값은 0, 최댓값은 0.543, 집중도는 51.755%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연결이 집중된 정도(51,755%)가 

프로그램을 제공 받는 연결이 집중된 정도(4.735%)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

다.

구분 수치(가중치 미반영)

내향 연결 정도 외향 연결 정도

평균 0.040 0.040

표준 편차 0.029 0.104

최솟값 0 0

최댓값 0.086 0.543

집중도 4.735% 51.755%

<표 37> 마을교육과정 프로그램 제공 네트워크 연결 중심도와 집중도

  연결 중심도를 통해 마을교육과정 프로그램 제공 네트워크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연결 정도의 최댓값이 1이 아니며 비교적 낮은 집중도로 보아 중앙

집중 형태가 아닌 탈집중된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외

향 연결 중심도의 최댓값과 표준 편차가 내향 연결 중심도보다 높은 것으로 

볼 때 외향 연결이 분산된 형태보다 탈집중 형태에 가깝다.

  마을교육과정 프로그램 제공 네트워크의 경우 노드의 숫자가 많지 않아 속

정왕중, 서해초, 금모래초, 

신천초, S은행초(12개)
S시학교급식지원센터 6

5 책이랑 소풍가요 4

6 야놀자 3

7 도시농업협동조합 2

8 협동조합 공정여행 동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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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로 노드를 묶지 않고 개별 노드와 연결을 살려 Spring Map을 그린다. 더

불어 마을교육과정의 연계 기관 및 단체의 특성상 노드의 이름만으로 알 수 

있는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기관 및 단체가 어떠한 곳인지에 대한 

질적 설명을 덧붙인다.

  [그림 9]에서는 초록색 삼각형으로 표시된 연계기관 및 단체들이 파란색 네

모로 표시된 학교들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들의 연결은 모두 프로그램 제공을 

[그림 9] 마을교육과정 프로그램 제공 네트워크 Spring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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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연계기관 및 단체 중 가장 큰 크기로 나타난 한발두발놀이터협동조

합은 2013년 S일자리센터에서 열린 ‘창의력 쑥쑥!! 전래놀이 지도사 양성과

정’을 이수한 교육생 10여 명이 모여 시작한 협동조합으로 현재 S시 내 ‘잘 

되고 있는’ 협동조합으로 손꼽힌다. 이 협동조합은 ‘행복한 놀이는 교육의 씨

앗이라는 생각으로 놀이를 전파하는 단체’를 표방하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전래놀이, 보드게임, 가베에 대한 민간자격을 등록하는 등 놀이전문지도사 양

성에도 힘을 쓰며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곳은 

마을교육과정 사업에서 ‘놀이여행타임캡슐’, ‘나도 지니어스!’, ‘마을속으로’ 총 

3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각각은 전래놀이, 보드게임, 사회적경제이

해 및 협동조합만들기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계획되

었으며 실제 초등학교와 중학교만이 참여했다. 한발두발놀이터협동조합은 마

을교육과정의 연계기관 및 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종류(3개)의 프로그램을 제

공했으며 이는 가중치 반영 유무와 관계없이 한발두발협동조합이 높은 연결 

정도를 가지는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도에서 유일하게 다른 노드와 굵

은 연결선, 즉 높은 가중치의 연결을 가지는 학교 노드인 도일초와 은계중도 

한발두발놀이터협동조합에서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다. 도일초는 ‘놀이여행타

임캡슐’고 ‘나도 지니어스!’를, 은계중은 ‘나도 지니어스!’와 ‘마을속으로’ 마을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두 번째로 높은 연결 정도를 가지는 ‘놀이의 신’의 경우 학습동아리로 평생

교육실천협의회에 소속된 학습동아리다. 경기도와 S시가 함께하는 마을 만들

기 사업의 일환으로 양성된 전래놀이 지도사들의 모임이며 마을교육과정뿐만 

아니라 S의 다양한 행사에 전래놀이를 소재로 자원봉사를 하거나 돌봄교실이

나 마을학교, 유치원 등에서 전래놀이 수업을 진행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전래놀이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 또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계획되었으나 실제로는 네트워크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초등학교에서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세 번째로 높은 연결 정도를 가지는 ‘이야기 꽃이 피었습니다‘는 S시 평생

학습센터에 소속된 학습동아리로 ‘그림책속으로 풍덩’이라는 초등학생 대상 프

로그램을 운영하였고, S시학교급식지원센터는 비영리 법인 기관으로 ‘찾아가는 

식생활교육’을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나 실제로는 초등학교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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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했다. ‘이야기 꽃이 피었습니다’는 동화 구연(스토리텔러) 자격증을 기반으로 

공공 도서관이나 지역 아동 대상 사회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S시학교급식

지원센터는 친환경식생활강사 양성 교육, 학부모 시민 건강한 식생활 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수산물 연구회 및 마을단위 맞춤형 급식연구회 모임 지원, 서

포터즈 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섯 번째로 높은 연결 정도를 가지는 ‘야놀자’는 SABC행복학습타운에 소

속된 학습동아리로 전래놀이 수업 및 연구, 전래놀이 문화를 보급하는 활동을 

한다. ‘전래놀이로 찾아가는 S 동네방네 보물이야기’라는 초등학생 대상 프로

그램을 운영했다. 

  도시농업12)협동조합의 경우 2016년 S시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한 교육

을 수료 후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강사 26명이 함께 모여 만든 

협동조합이다. 어린이도시농부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부터 주말농장의 도시텃

밭프로그램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각종 활동을 진행한

다. 이곳에서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꿈꾸는 도시농부’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실제로는 초등학교에서만 운영되었다. 

  하나의 초등학교에만 프로그램을 제공한 협동조합 공정여행13)동네는 2014

년 S시의 주부들이 마을활동가 양성과정을 거쳐 결성한 비영리 법인 단체다. 

문체부 관광 두레 4기 대표로 선정되었으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정여행 프로

그램을 운영한다. S시의 대표적인 평생학습도시 시범마을인 참이슬아파트에서 

출발한 단체로 마을교육과정에서는 ‘참이슬마을공동체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렇게 마을교육과정을 통해 마을의 다양한 협동조합과 비영리 법

인 단체, 학습동아리들이 학교와 만나 마을교육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

을 확인할 수 있다.

12) 도시농업은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식물을 재배하고 동물을 기르는 과정과 생산
물을 활용하는 농업활동을 말하며, 농업이 갖는 생물 다양성 보전, 기후순화, 대기순화, 토
양보전, 경관보전, 문화, 정서함양, 여가 지원, 교육, 복지 등 다원적 가치를 도시에서 실
현하여 도시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들어내는 활동이다(출처 : 
.http://agro.seoul.go.kr/archives/33029).

13) 공정여행이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대등한 관계를 맺는 공정무역(fair trade)에서 따온 개
념으로, ‘착한여행’이라고도 한다. 공정여행을 통해 현지인이 운영하는 숙소를 이용하고, 
현지에서 생산되는 음식을 구입하는 등 지역사회를 살리자는 취지도 담고 있다(출처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528757&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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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 네트워크

  마을교육과정 협력 네트워크의 경우 학교 노드, 연계기관 및 협력 노드, 센

터 사이의 협력 연결로 구성된다. 앞서 살펴본 두 네트워크와 달리 연결선의 

방향성은 없으며 학교 노드와 센터, 연계기관 및 협력 노드와 센터 간의 연결

로 구성된다.

  마을교육과정 협력 네트워크의 경우 가중치를 반영했을 때 연결 정도의 합

은 208이며 평균은 5.622, 표준 편차는 16.752, 최솟값은 1, 최댓값은 104이

다.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았을 때 연결 정도의 합, 즉 전체 연결선 개수는 72

이며 평균은 1.946, 표준 편차는 5.676, 최솟값은 1, 최댓값은 36으로 나타났

다. 여기서 앞서 프로그램 제공 네트워크와 달리 최솟값이 1인 이유는 모든 

노드가 센터와 반드시 협력 연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협력 네트

워크의 밀도는 5.4%로 나타났다. 여기서 최댓값은 가장 많은 연결을 가지고 

있는 행복교육지원센터 노드의 연결 정도이다. 본 네트워크 노드의 연결 정도

와 밀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각 노드별 연결 정도를 살펴보면 가중치를 반영한 네트워크의 경우 행복교

육지원센터가 104로 가장 높은 연결 정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뒤로 연계기

관 및 단체 노드의 연결 정도가 높은 편에 속했다.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행복교육지원센터가 36개의 연결을 가지고 있었고 그 외에 다른 노드는 

1개의 연결을 가지고 있었다. 본 네트워크의 개별 노드 연결 정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수치

가중치 반영 가중치 미반영(연결선 개수)

합계 208 72

평균 5.622 1.946

표준 편차 16.752 5.676

최솟값 1 1

최댓값 104 36

밀도 ― 5.4%

<표 38> 마을교육과정 협력 네트워크의 연결 정도와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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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중심도의 경우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계산한

다. 마을교육과정 협력 네트워크의 연결 중심도의 평균은 0.054, 표준 편차는 

0.158, 최솟값은 0.028, 최댓값은 1, 집중도는 100%로 나타났다. 여기서 집중

도가 100%인 이유는 마을교육과정 협력 네트워크가 연계기관 및 단체 노드와 

학교 노드와 단 하나의 센터 노드와의 연계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중치 반영 가중치 미반영(연결 개수)

순

위
노드명

내향 

연결 

정도

순

위
노드명

외향 

연결 

정도

1 행복교육지원센터 104 1 행복교육지원센터 36

2 한발두발놀이터협동조합 21

2

한발두발놀이터협동조합, 놀

이의 신, 이야기 꽃이 피었습

니다!, S시학교급식지원센터, 

책이랑 소풍가요, 도시농업협

동조합, 야놀자, 협동조합 공

정여행동네, 소래초, S신일

초, S월곶초, 웃터골초, 월포

초, 승지초, 군자초, 검바위

초, 도일초, S장현초, 함현중, 

냉정초, 대야초, 은계중, 진

말초, 포리초, 송운초, 은계

초, , 월곶중, 소래중, S능곡

중, 군서초, S초, 정왕중, 서

해초, 금모래초, 신천초, S은

행초

1

3 놀이의 신 9

4
이야기 꽃이 피었습니다! 6

S시학교급식지원센터 6

6 책이랑 소풍가요 4

7

소래초, S신일초, S월곶초, 웃

터골초, 월포초, 승지초, 야놀

자(7개)

3

14

군자초, 검바위초, 도일초, S장

현초, 함현중, 냉정초, 대야초, 

은계중, 진말초, 포리초, 송운

초, 은계초, 도시농업협동조합

(13개)

2

27

월곶중, 소래중, S능곡중, 군서

초, S초, 정왕중, 서해초, 금모

래초, 신천초, S은행초, 협동조

합 공정여행동네(11개)

1

<표 39> 마을교육과정 협력 네트워크 개별 노드 연결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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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치(가중치 미반영)

평균 0.054

표준 편차 0.158

최솟값 0.028

최댓값 1

집중도 100%

<표 40> 마을교육과정 협력 네트워크의 연결 중심도와 집중도

  연결 중심도를 통해 마을교육과정 협력 네트워크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데 연결 중심도의 최댓값이 1이며 집중도 100%로 완벽한 중앙집중 형태를 

보인다. 여기서 연결 중심도가 1인 노드는 행복교육지원센터이다.

(3) 마을교육과정 네트워크 특징

  마을교육과정 네트워크 또한 하위 프로그램의 대상자와 개별 프로그램의 참

여 노드에 따라 결정된다. 초등학교 노드가 중학교 노드보다 연결 정도가 높

게 나타난 것은 마을교육과정 프로그램이 상당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결 정도가 높은 연계기관 및 단체 노드는 다양한 프로그

램을 운영하거나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횟수가 많다. 

  프로그램 운영횟수가 많은 기관의 순서대로 운영하는 세부 프로그램명과 대

상 학교급별 운영횟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계기관 및 단체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운영횟수

초등학교 중학교 계

한발두발놀이터협동조합

나도 지니어스! 9 5 14

놀이여행 타임캡슐 5 1 6

마을 속으로 1 1

놀이의 신 전래놀이 꽃이 피었습니다! 9 9

S시학교급식지원센터 찾아가는 식생활교육(초등) 6 6

이야기 꽃이 피었습니다! 그림책 속으로 풍덩! 6 6

책이랑 소풍가요 S전래논술 4 4

<표 41> 마을교육과정 프로그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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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각 세부 네트워크의 밀도와 집중도를 비교해 네트워크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프로그램 제공 네트워크의 밀도는 4.0%, 협력 네트워크는 5.4%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

  더불어 연결 중심도의 특성을 통해 각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프

로그램 제공 네트워크는 비교적 집중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탈집중 

구조를 보임을 유추할 수 있다. 반대로 높은 집중도를 가지는 협력 네트워크

는 중앙집중 구조를 보인다. 이는 연결 중심도의 평균, 표준편차, 최댓값 지표

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자면 마을교육과정 네트워크는 탈집

중 구조와 중앙집중 구조의 혼합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연계기관 및 단체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운영횟수

초등학교 중학교 계

야놀자
전래놀이로 찾아가는 S동네

방네 보물이야기
3 3

도시농업협동조합 꿈꾸는 도시농부 2 2

협동조합 공정여행동네 2018 터무늬여행 1 1

총합계 44 8 52

프로그램 제공 협력

밀도 4.0% 5.4%

집중도
내향 4.735%

100%
외향 51.755%

<표 42> 마을교육과정 네트워크 밀도와 집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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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종합 분석

  앞서 두 가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S시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가 어

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1) 네트워크의 구조와 성격

(1) 마을과 시청 내 부서, 공공기관 및 단체 간의 네트워크

  S시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는 학교와 연계기관 및 단체, 공간 노드와 이

들 간의 연결로 구성된다. S시의 초등학교 44개와 중학교 19개, 시청 내 부서 

12개, 공공기관 및 단체 7개, 타 지자체 기관 2개, 마을 기관 및 단체 9개, 마

을 공간 41곳이 네트워크 구성 노드로 등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다양한 기관 및 단체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된 것은 그동안 혁신

교육지구의 방향을 공유하고 각 기관이 사업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이다. 행복교육지원센터는 포럼이나 연수 등을 

통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알리고, 마을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마을 자원을 

발굴하고자 많은 부서와 공공기관 및 단체의 문을 두드렸다. 

  더불어 평생학습도시를 통해 자리 잡은 마을 단체와의 연결 또한 활발했다. 

S시는 평생학습 마을만들기의 일환으로 마을 학교를 운영하는 등 학습을 중심

으로 한 마을공동체가 자리 잡고 있었다. 마을기관 및 단체들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참여하기 이전부터 다년간의 마을 활동을 통해 전문성과 교육 역량을 

갖추었고 더불어 이들이 가진 공동체 형성에 대한 필요성과 의지는 마을교육

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하나의 주체가 되기에 충분했다.

(2) 중간지원조직형 네트워크

  S시 행복교육지원센터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는 매개자이자 거점기관으로, 마을교육공동체 형성의 핵심조직

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또한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시청 내 부서와 공공기관 

및 단체, 마을의 협동조합, 학습동아리, 비영리법인단체와 학교, 교육지원청 등

의 마을의 교육 관련 주체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센터의 인력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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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 협업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클릭 시스템을 구축해 더 많은 주체들이 

더 쉽게 협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더불어 포럼, 연수, 협의체 운영을 통해 

네트워킹을 조정하고 마을교육공동체의 가치와 방향성을 공유하면서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행복교육지원센터는 S시청 산하에 설립된 관주도형 조직으로서 선행연구에

서 드러난 관주도형 중간지원조직의 장점과 단점(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2011: 29)을 모두 나타내고 있다. 센터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통해 예산을 안

정적으로 지원받고 있다. 다만 이 사업이 S시장의 적극적인 의지로 인해 시작

된 사업인 만큼 기관장이 바뀌게 되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필요한 인력을 수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청과 교육지원청의 각종 규제에 발

이 묶여 실제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기관장의 의지에 시작되고 사라지

는 사업이 되지 않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과 마을교육공동체의 의미를 공유하

고 뜻을 같이 하려는 활동을 꾸준히 해왔으며, 센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장기적으로 원활히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 건의를 통해 행정적 규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하고 있었다.

  센터의 역할이나 기능 또한 중간지원조직의 주요 활동과 일치하고 있는데 

첫째,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서 많은 단체들이 ‘마을 교육’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협력 역할을 하고 있다. 둘

째, 마을교육공동체가 무엇인지, 어떤 방향의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 마을 교육의 인식을 증진 시키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옹호 

역할을 한다. 셋째, 마을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의 각종 인적, 공간자원

들을 발굴하는 역할을 하고 이러한 마을 자원들이 학교에 잘 제공될 수 있도

록 도와주는 자원 중개 역할을 한다. 넷째, 마을교사 합동 연수 등 마을교육공

동체 주체들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프로그램 컨설팅을 통

해 해당 주체들이 학교 현장과 원활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Gateway Center for Giving, 2011: 5).

  마을교육공동체를 마을공동체의 종류 중 하나라고 가정하고 

Provan&Kenis(2008)의 논의를 적용하면 본 연구에서 살펴본 창의체험학교와 

마을교육과정 네트워크의 경우 중간지원조직형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중

간지원조직 주도형 네트워크는 중간지원조직라는 별도의 행정조직체가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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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형성과 운영을 위해 네트워크 내에 형성된다. 중간지원조직에게 집권화되

는 경향을 보이며 중간지원조직은 연결의 매개자로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조

정하는 주요한 역할을 다 한다. 여기서 중간지원조직은 정부 조직체나 비영리

단체이며 거버넌스의 복잡성을 줄이고 독특하고 복잡한 네트워크 수준의 문제

를 처리한다(Provan&Kenis, 2008: 236; 고광용, 2014: 137).

  본 연구의 네트워크를 거버넌스 형태로 볼 때 창의체험학교와 마을교육과정

은 행복교육지원센터, 즉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진 

별도의 조직에서 운영되는 네트워킹 사업이다. S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는 

학교와 연계기관 및 단체, 공간자원을 연결해주는 매개자 즉, 센터를 중심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로서 센터는 프로그램 한 단위를 구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

을 맡고 있다.

(3) 중앙집중과 탈집중 구조의 혼합

  각 사업 네트워크의 연결 중심도와 집중도 수치를 통해 네트워크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중앙집중 구조는 중앙에 위치한 한 노드를 중심으로 다른 노

드와 방사형으로 연결이 형성된 네트워크다. 탈집중 구조는 중앙집중 구조에

서 주변부에 위치한 노드들 사이의 빈 공간에 연결선이 형성된 형태를 말한

다. 중심도 수치가 높은 노드가 존재하지만 하나가 아닌 여러 개가 존재하게 

되며 즉 탈집중 구조를 가지게 된다. 

  창의체험학교와 마을교육과정 네트워크는 중앙집중과 탈집중 구조의 혼합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창의체험학교 공간지원 네트워크의 경우 연결 중심도의 

최댓값은 내향 0.248, 외향 0.410로 1이 아니며, 집중도 또한 공간지원은 내

향 집중도는 19.810%, 외향 집중도는 36.154%로 탈집중형 구조를 보인다. 

여기서 관내3코스, 시화호거북섬, 갯골생태공원 등의 노드들이 높은 중심도 수

치를 보인다. 창의체험학교 프로그램 제공 네트워크의 경우에도 연결 중심도

의 최댓값은 내향 0.212, 외향 0.600로 1이 아니며, 집중도 또한 내향 집중도

는 15.446%, 외향 집중도는 54.727%로 탈집중형 구조를 보인다. 여기서는 

미래산업과, 문화산업과, 환경정책과, 체육진흥과, 공원관리과 등의 노드들이 

높은 중심도를 보인다. 다만 협력 네트워크의 경우 행복교육지원센터 노드의 

연결 중심도 값이 최댓값인 1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노드들은 낮은 연결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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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보였다. 집중도 또한 99.370%로 중앙집중 구조를 보인다. 

  마을교육과정 프로그램 제공 네트워크의 연결 중심도의 최댓값은 내향 

0.086, 외향 0.543으로 1이 아니며, 집중도 또한 내향 집중도는 4.735%, 외향 

집중도는 51.755%로 탈집중형 구조를 보인다. 여기서는 한발두발놀이터협동

조합, 놀이의 신 등의 노드가 높은 연결 정도를 보인다. 다만 협력 네트워크의 

경우 행복교육지원센터 노드의 연결 중심도 값이 최댓값인 1로 나타났으며 나

머지 노드들은 낮은 연결 중심도를 보였다. 집중도 또한 100%로 중앙집중 구

조를 보인다. 

  이러한 혼합된 형태의 네트워크 구조는 각 형태의 한계점을 서로 보완할 수 

있다. 센터라는 핵심조직을 통해 의사소통과 정보 교환의 효율성을 구축하는 

동시에 연계기관 및 단체, 공간, 학교 간의 연결을 통해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센터는 정부주도형의 중간지원조직인 만큼 기관장의 적극적

인 노력을 통해 새로 생겨난 조직이며 이에 따라 기관장의 의지가 어떻게 변

하느냐에 따라 조직의 유지와 운영이 결정될 수 있는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 

실제로 센터 담당자는 혹여 ‘정권이 바뀌거나’ ‘시장이 바뀌더라도’ 마을교육

공동체 네트워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으며 이러한 

관의 의지가 어느 정도 네트워크 양상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가현 : … 공무원 입장에서도 동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이 사
업을 계획할 때 이 사업의 주체가 누구일 것이며, 동력의 주체, 그 
다음에 이 사업이 끊임없이 투입해서 가야할 교육이냐, 아니면 누
군가의 사람들이 성장해서 그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
는거냐 공무원 자체가 고민해야한다고 하시거든요.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인거에요. 그래서 저희도 예산만 때려 붓고 하는 교육사
업들보다 이렇게 지속성을 보고서 고민할 수 있게 되는 거. 그러한 
부분들이 부서장님부터 전반적으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업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정권이 바뀌더
라도 또 시장님이 바뀌시더라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순간에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S교육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전반적으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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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류선호 원리의 적용 방식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는 동류선호 방식을 보이는 측면과 그렇지 않은 측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여기서 동류선호의 원리란 주로 동종업계 간의 연

결이 그렇지 않은 연결에 비해 쉽다는 네트워크의 구성 원리를 말한다.

  대부분의 네트워크는 동류선호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 유사한 특성은 연결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기 때문이다(McPherson, Smith-Lovin, & Cook, 2001; 

현영섭, 2018). 그러나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는 유사한 기관 간의 네트워

크보다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기관 및 단체 간의 네트워크로 구성되고 있었다. 

마을교육공동체는 기본적으로 같은 종류의 기관 간, 예를 들면 학교 간, 연계

기관 및 단체 간, 공간 간 연결보다는 학교와 연계기관 및 단체, 학교와 공간, 

연계기관 및 단체와 공간 간 연결이 핵심이다.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의 서로 

다른 주체들이 만나서 만들어가는 새로운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

며 이는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만의 특수한 성질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여전히 동류선호의 원리를 따르는 측면 또한 존재하는데 창의체험학

교에서 연계기관 및 단체는 공간과의 연계를 통해 학교에 프로그램을 제공한

다. 이 과정에서 어떤 연계기관 및 단체가 어떤 공간과 협력하는지는 두 노드

에서 다루는 내용 영역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과의 경

우 S시청늠내홀이나 능곡동 영모재와 죽율동 생금집 등 마을의 문화시설이나 

문화유산 등의 공간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 반면, ABC스포츠클라이밍센터나 

옥구공원 론볼경기장과 같은 다른 체육시설이나 S에코센터 등과 같은 환경 관

련 공간의 연결을 형성하고 있지 않았다. 

(5) 비슷한 밀도와 높은 외향 집중도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창의체험학교와 마을교육과정 네트워크의 밀도와 집

중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모든 네트워크가 비슷한 밀도를 지니고 있다. 밀도는 전체 

네트워크 노드 수 대비 연결 정도를 보여주는 수치인데 창의체험학교의 공간

지원 네트워크는 5.1%, 프로그램 제공 네트워크는 5.9%, 협력 네트워크는 

2.2%로 나타났다. 마을교육과정의 프로그램 제공 네트워크는 4.0%이며 협력 

네트워크는 5.4%로 나타났다. 두 사업을 비교했을 때 프로그램 제공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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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창의체험학교 네트워크가 마을교육과정 네트워크보다 전체 네트워크 

대비 더 많은 연결을 가지고 있으며 반대로 협력 네트워크의 경우 마을교육과

정이 창의체험학교 네트워크보다 전체 네트워크 대비 더 많은 연결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 차이가 작아 어떤 상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에는 어

렵다.

  둘째, 두 네트워크의 공간지원 및 프로그램 제공 네트워크에서 외향 집중도

가 내향 집중도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창의체험학교의 공간지원 내향 집

중도는 19.810%, 외향 집중도는 36.154%, 프로그램 제공의 내향 집중도는 

15.446%, 외향 집중도는 54.727%로 나타났다. 마을교육과정의 경우 프로그램 

제공의 내향 집중도는 4.735%, 외향 집중도는 51.755%로 나타났다. 이는 프

로그램을 제공하는 연계기관 및 단체에 연결이 집중된 정도가 프로그램을 제

공 받는 학교에 연결이 집중된 정도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다. 이는 학교와 연

계기관 및 단체가 반드시 하나 이상의 연결을 가질 때 상대적으로 노드의 수

가 적은 연계기관 및 단체 노드에 연결이 몰리는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2)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1) 사업의 내용과 방식에 영향을 받는 네트워크

  S시는 창의체험학교 사업을 통해 주로 시청 내 부서 및 공공기관 및 단체와 

학교가 연계하는 반면, 마을교육과정을 통해 마을의 학습동아리, 협동조합, 비

영리 법인 단체와 학교가 협력하고 있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업을 통해 마

을의 다양한 노드들이 모여 다수의 특징을 지닌 연결을 수없이 만들어내면서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두 사업의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노드의 속성은 왜 다를까? 이는 사업 방식

과 내용에 영향을 받는다. 창의체험학교의 경우 센터에서 시청 내 각 부서나 

기존에 창의체험학교를 운영했던 기관에 공문을 보내는 형식으로 연계기관 및 

단체가 구성되는 반면, 마을교육과정은 공개공모로 형식으로 참가희망기관 및 

단체를 모집하며 ‘S시 관내에 있는 5인 이상의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프로그

램 수행이 가능한 지역교육기관’이라는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창

의체험학교는 학교 밖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마을교육과정은 마

을과 학교가 만나 함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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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창의체험학교 네트워크는 시청 내 부서나 공공기관 및 단체 등이 주요 노

드로 등장하고 학교 외의 공간 노드가 있는 반면 마을교육과정은 마을의 협동

조합, 학습동아리, 비영리법인단체가 주요 노드로 등장하며 공간 노드가 따로 

등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각 사업의 특징 때문에 창의체험학교는 연계기관 및 

단체로서 시청 내 부서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마을교육과정은 협동조합, 학습

동아리, 비영리법인 단체 등이 모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즉, 사업 네트워크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사업의 내용과 방식임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마을교육공동체를 조성하고자 하는 지자

체나 기관 혹은 마을은 해당 마을에 필요한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를 형성

하기 위해 이러한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예산액과 네트워크 모델링 방식에 따른 네트워크의 규모

  먼저 창의체험학교의 경우 학교, 연계기관 및 단체, 공간 노드가 서로 공간

지원, 프로그램 제공, 협력 연결을 구성하고 있다. 학교 노드는 초등학교 44개

와 중학교 19개이며, 연계기관 및 단체 노드는 시청 내 부서 12개, 공공기관 

및 단체 7개, 타 지자체 기관 2개, 비영리 법인 단체 1개, 협동조합 1개이며 

공간 노드는 마을 41개와 타 지자체 2개이다. 여기에 행복교육지원센터를 합

치면 130개의 노드가 존재한다. 공간지원 네트워크의 연결선 개수는 572개며 

가중치를 합하면 1,977에 달한다. 프로그램 제공 네트워크의 경우 연결선 개

수는 432, 가중치를 합하면 1,980이다. 협력 네트워크의 경우 연결선 개수는 

362, 가중치를 합하면 16,938에 달한다.

  마을교육과정의 경우 학교, 연계기관 및 단체가 서로 프로그램 제공과 협력 

연결을 구성하고 있는데 학교 노드는 초등학교 22개, 중학교 6개이며, 연계기

관 및 단체 노드는 학습동아리 4개, 협동조합 2개, 법인(비영리) 2개로 행복교

육지원센터를 포함해 총 37개의 노드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프로그램 

제공 네트워크의 경우 연결 개수는 50, 가중치를 합한 값은 52로 큰 차이가 

없었다. 협력 네트워크의 경우 연결 개수는 72, 가중치를 합한 값은 208로 나

타났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창의체험학교의 노드 개수와 연결 개수, 가중치가 

마을교육과정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창의체험학교의 네트워크 

규모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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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사업 네트워크의 규모 차이는 첫째, 예산액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이 

각각 일정 비율의 예산을 부담하여 이루어진다. S시의 경우 대체로 지자체에

서 약 80%, 지역교육청에서 약 20%를 부담한다. 그 중 세 가지 사업은 S시

에서 전액 부담하는 사업이며 창의체험학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

어졌고, 마을교육과정의 경우 센터에서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창

의체험학교는 연간 사업비 5억, 마을교육과정은 1억 7천2백의 예산이 지원되

었는데 창의체험학교의 비교적 많은 예산액은 월등히 많은 노드와 연결 가중

치, 연결선의 개수가 많음을 설명할 수 있다. 즉, 예산 규모는 프로그램 운영

횟수, 사업에 참여하는 노드의 수와 연결 정도, 연결선의 개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네트워크의 규모는 사업 방식과 내용과 이에 따른 네트워크 모델링 방식에

도 영향을 크게 받는데 창의체험학교의 경우 하나의 프로그램이 최소 1시간 

20분에서 최대 8시간 30분까지 이루어지는 반면, 마을교육과정의 경우 하나의 

프로그램이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며 주로 주1회, 대략 1회에 50

분으로 구성된다. 마을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창의체험학교처럼 일회성 체험

형식이 아닌 상대적으로 긴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두 사업은 ‘프

로그램’이라는 같은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 네트워크 모델링을 했으나 두 사업

의 진행 방식이 달라 창의체험학교와 마을교육과정의 가중치 1의 연결은 같은 

것으로 보기 힘들다. 따라서 네트워크 연결의 가중치나 연결 개수의 차이는 2

배나 3배와 같은 특정 수치의 차이로 표현하기 어렵다. 

(3) 프로그램에 바탕을 둔 네트워크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의 연결 양상은 각 사업 프로그램을 어떤 연계기관 

과 단체가 어떤 공간을 활용해 운영하는지,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횟수와 개수

가 얼마 정도인지에 영향을 받는다.

  창의체험학교의 공간지원, 프로그램 제공, 협력 네트워크 모두 학교 노드 중 

초등학교가 높은 연결 정도를 보였으며 연결선 개수도 많았고, 연계기관 및 

단체 노드 중에서는 시청 내 부서 노드가 높은 연결 정도를 보이고 많은 연결

선을 가지고 있었다. 공간의 경우 타 지자체에 비해 마을 공간이 높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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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와 많은 연결선을 가지고 있었다. 마을교육과정에서도 프로그램 제공과 

협력 네트워크 둘 다 창의체험학교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의 연결선의 개수와 

연결 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사업 네트워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 모델링한 네트워크의 특성상 창의체험학교와 마을교육과정 프로그램이 초

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 다수이며, 창의체험학교의 경우 시청 내 부서나 

공공기관 및 단체가 다른 연계기관 및 단체에 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마을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더 많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간지원 네트워크, 프로그램 제공 네트워크에서 초등학교 노드인지, 

중학교 노드인지에 따라 연결되는 노드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해당 

연계기관 및 단체 노드나 공간 노드가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어떤 프로

그램이 운영되는 장소를 지원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해당 프로그램이 초등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면 그 프로그램과 연관된 노드는 초등학교 노드와 더 많

이, 더 자주 연결되는 것이다.

  창의체험학교의 공간지원 네트워크, 프로그램 제공 네트워크, 마을교육과정

의 프로그램 제공 네트워크 모두 가중치를 반영한 네트워크와 그렇지 않은 네

트워크의 노드 연결 정도의 분포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떤 

특정 노드와의 높은 가중치의 연결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결하고 있는 

다양한 노드로부터 프로그램이나 장소를 제공하거나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또한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이 많이 이루어진다기보다 다양한 프로그

램이 골고루 운영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앞서 다룬 창의체험학교 네트워크와 마을교육과정 네트워크의 특징 중 사회 

연결망 분석을 통해 드러난 양적 지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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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창의체험학교 마을교육과정

과

정

적

특

성

노드 

속성

과 수

전체 130(센터 포함) 37(센터 포함)

학교 초(44), 중(19) 초(22), 중(6)

연계기

관 및 

단체

시청 내 부서(12)

공공기관 및 단체(7)

타 지자체 기관(2)

법인(비영리)(1)

협동조합(1)

협동조합(2)

학습동아리(4)

법인(비영리)(2)

→마을기관 및 단체(8)

공간
타 지자체(2)

마을(41)
―

연결 

내용

과 

수, 

양

연결의 

내용
공간지원

프로그램 

제공
협력

프로그램 

제공
협력

가중치 1977 1980 16938 52 208

연결 

개수
572 432 362 50 72

노

드 

특

성

속성

별 

연결

정도

(가중

치 

반영)

학교

- 초 등 학 교

(40.36)

- 중 학 교

(10.58)

- 초 등 학 교

(40.84)

- 중 학 교

(9.63)

- 초 등 학 교

(38.84)

- 중 학 교

(9.32)

-초등학교(2.00)

-중학교(1.33)

연계기

관 및 

단체

―

-타 지자체

(27.00)

-시청 내 부

서(133.92)

- 공 공 기 관 

및 단체

(40.86)

-법인( 비영

리)(26.00)

- 협 동 조 합

(7.00)

-타 지자체

(54.00)

-시청 내 부

서(283.25)

- 공 공 기 관 

및 단체

(108.57)

-법인( 비영

리)(52.00)

- 협 동 조 합

(14.00)

-학습동아리(5.50)

-법인(비영리)(3.50)

-협동조합(11.50)

<표 43> 창의체험학교, 마을교육과정 네트워크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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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창의체험학교 마을교육과정

공간

-타 지자체

(27.00)

-마을(46.90)

―

-타 지자체

(54.00)

- 마 을

(107.27)

―

속성

별 

연결

정도

(가중

치 

미반

영)

학교

- 초 등 학 교

(10.68)

- 중 학 교

(5.37)

- 초 등 학 교

(8.16)

- 중 학 교

(3.84)

- 초 등 학 교

(1.00)

- 중 학 교

(1.00)

-초등학교(1.95)

-중학교(1.17)

연계기

관 및 

단체

―

-타 지자체

(9.00)

-시청 내 부

서(26.33)

- 공 공 기 관 

및 단체

(40.86)

-법인( 비영

리)(26.00)

- 협 동 조 합

(7.00)

-타 지자체

(2.00)

-시청 내 -

부서(3.92)

공공기관 및 

단체(2.71)

-법인( 비영

리)(2.00)

- 협 동 조 합

(2.00)

-학습동아리(5.50)

-법인(비영리)(3.50)

-협동조합(10.50)

공간

-타 지자체

(9.00)

-마을(13.51)

―

-타 지자체

(2.00)

-마을(2.24)

―

구

조

적 

특

성

전체 

네트

워크

밀도 5.1% 5.9% 2.2% 4.0% 5.4%

집

중

도

내

향
19.810% 15.446%

99.370%

4.735%

100%
외

향
36.154% 54.727% 51.755%

네트

워크 

구조

탈집중 탈집중 중앙집중 탈집중 중앙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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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및 결론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는 그동안 마을교육공동체의 구축 원리나 활성화 

방안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언급되었다. 그러나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에 관

해 직접 연구한 사례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를 사

회연결망 분석방법을 사용해 그 구조와 성격을 밝히고 질적 자료를 활용해 네

트워크의 구조와 성격을 설명했다. 분석 결과에 따른 논의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논의

가. 마을 인프라의 중요성
  ‘마을교육공동체’란 실존하는 형태로서의 공동체로 일컬어지는 동시에, 교육 

관련 사업이나 미래 교육의 지향성을 담고 있는 규범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지

기도 한다. 그만큼 ‘마을교육공동체’는 현재 한국사회에 보편적인 현실태로 구

성되기에는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 본 연구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안정

적인 마을교육공동체는 시청이나 교육청의 의지만으로 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S시에서 마을교육공동체 개념이 등장하기 전부터 마을공동체가 형성

되고 있었다. 주민들은 스스로 마을학교를 만들어나가며 자치를 경험했고, 그

동안 축적된 시간은 역량과 체계를 갖춘 전문적인 마을 기관 및 단체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잘 갖추어진 인프라는 주민이 마을의 교육을 만드는 권한을 가진 참여자로

서 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마을교육과정’은 그 대

표적인 사례로, 마을은 학교 교사와 함께 정규교육과정을 함께 꾸리는 주체로 

등장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한발두발놀이터협동조합은 ‘놀이를 통한 즐거운 

교육,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살아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 모인 강사들

의 협동조합’으로 2013년에 설립되어 방과후학교, 옥구공원, 환경의 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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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경제한마당 등 각종 행사에서 전래놀이 교육을 선보이는 것으로 시작되었

다. 최근에는 조합원들이 함께 보드게임 활용서를 출판하기도 하는 등 우수 

단체로서의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의 역량을 발판삼아 매

칭된 학교와 공동으로 마을교육과정을 운영해왔다. 

  특히 마을 교사와 학교 교사가 공동으로 마을교육과정을 만들고 마을 교사

가 직접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은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교육의 권한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분 마을과 공유되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사업 네트워크는 

자칫 단순히 분업과 협업 등의 기능적인 거버넌스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 이

것은 학교가 할 수 없는 것을 마을이 도와준다던가, 마을 또한 학교와의 협력

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즉 마을교사라는 일자리가 창출된다던가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기능적 분화와 분업은 분명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을 마을교

육공동체라고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협

력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인가, 또는 그들의 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느냐이

다. 즉 민주주의 확대가 마을교육공동체 거버넌스의 중심이다(김태정, 2018: 

303). 지역이 마을 교육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이것이 마을교육공동체

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아래로부터의 개입과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을이 그 

권한을 가지고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물론 권한 이양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관과 민 차원의 공감대 형성, 그동안 관에서 가지고 있던 권한

을 스스로 주민에게 이양하려는 의지 또한 중요하다. 그러나 S시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탄탄한 마을공동체는 마을이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를 만

드는 주체로 등장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중간지원조직 주도의 중앙·탈집중 복합 구조
  그동안 네트워크 구조의 형태는 크게 중앙집중 구조와 탈집중 구조, 분산된 

구조로 주로 유형화되어왔다. 특히 Baran. P.(1964)의 네트워크 구조의 형태 

그림은 많은 네트워크 연구자들이 주로 인용해왔다. 본 연구도 이러한 구조의 

형태 분류에 바탕을 두고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확

인한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는 중앙집중 구조와 탈집중 구조의 혼합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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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즉, 네트워크 구조의 형태는 집중도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정도의 차이에 

따라 3가지 중 하나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으나 두 가지 이상의 형태가 복

합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혼합된 형태의 네트워크는 각 네트워크 구조의 형태가 갖는 단점을 

서로 보완하게 되면서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네트

워크의 중앙집중 형태는 센터를 매개로 빠르게 정보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하며, 탈집중 형태는 몇 개의 노드나 연결이 사라지거나 원활한 소통이 불

가능하게 될 경우에도 네트워크가 유지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한다.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중앙집중 구조와 탈집중 구조의 복합 형태를 보이는 

네트워크가 드러났는데 인천평생학습축제 사업 네트워크를 분석한 문정수

(2008)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명명하지는 않았으나 지역평생교육정보센

터를 중심으로 중앙집중 구조의 네트워크를 보이는 동시에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네트워크에서는 평생교육진흥원이나 시교육청 등이 또 다

른 연결 집중 기관으로서 탈집중 구조를 보였다. 

  선행연구의 사례와 본 연구의 사례의 공통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복합형 

네트워크 형태는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이루어지는 네트워킹 사업을 통해 만들

어진 네트워크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중간지원조직이 네

트워킹 사업을 담당하게 되면 네트워크 내 다른 노드와 중간지원조직은 대부

분 하나 이상의 연결이 생기며, 따라서 중앙집중형 네트워크 구조를 갖게 된

다. 그리고 네트워킹 사업은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네트워크 내 다른 노드 간

의 연결을 만들어 주는 것이므로 이렇게 노드 간의 연결이 발생하게 되면 결

과적으로 탈집중 형태의 구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 주도형, 학부모 및 지역이 중심이 되는 마을 주도형, 

지자체나 교육청, 지역이 운영하는 센터 주도형(서용선 외, 2015: 154)와 같

이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으나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교육청이나 시청과 

같은 정부주도의 센터가 네트워킹 사업을 통해 어떤 형태의 네트워크를 구축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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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에 따라 구조화된 네트워크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네트워크는 ‘사업’ 네트워크인 만큼 해당 사업이 어떠

한 방식을 지니고 어떤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느냐에 따라

서 네트워크가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창의체험학교의 경우 주요 연계기관 및 

단체 노드가 시청 내 부서와 공공기관 및 단체인 반면, 마을교육과정의 경우 

마을의 협동조합, 학습동아리, 비영리법인단체가 주요 노드로 등장한다. 창의

체험학교는 기존 사업 참여 기관 및 단체에게 공문을 발송하는 형태로 참여자

가 모집되는 반면 마을교육과정은 공개공모의 형태로 참가희망기관 및 단체의 

자격요건이 ‘S시 관내에 있는 5인 이상의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프로그램 수

행이 가능한 지역교육기관’이었기에 참여하는 연계기관 및 단체의 종류가 서

로 다른 특징을 지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창의체험학교는 프로그램이 교실 외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기에 장

소 노드가 따로 존재하는 한편, 마을교육과정은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해당 학

급의 교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소 노드가 존재하지 않는다. 

  더불어 약 3배 가량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 창의체험학교 네트워크의 노

드와 연결, 즉 규모가 마을교육과정 네트워크보다 더 컸다. 더불어 창의체험학

교는 하루에 한 번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한 단위의 프로그램이라면 마을교

육과정은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는 다수 회차의 프로그램이 한 단

위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델링 방식 또한 네트워크 규모 차이에 큰 

영향을 준 것을 보인다. 

  세부적인 네트워킹 양상 또한 해당 사업의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는다. 두 

사업 모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초등

학교 노드와의 연결이 활발하게 나타났다. 어떤 연계기관 및 단체 노드가 어

떤 공간 노드와 연결되는지는 해당 연계기관 및 단체이 어떤 공간자원을 활용

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어떤 모습의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성할지 결정할 때 사업의 

방식, 예를 들면 사업 참여자를 어떻게 모집할 것인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할 것이냐와 같은 세부사항과 사업 예산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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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교교육공동체’을 넘어서기 위해
  한국의 마을교육공동체는 제도권 교육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그 뿌리는 다양

한 교육실천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용어 자체는 ‘교육청’의 정책 담론으로 등

장했다. 그리하여 S시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마을교육공동체가 실제로

는 ‘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교교육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양

병찬, 2018). 특히 창의체험학교와 마을교육과정을 통해 확인한 마을교육공동

체 네트워크에서는 학교를 위해 마을이 자원을 제공하는 형태였다. 이는 학교

의 아동·청소년의 성장을 위해 지역의 자원을 동원하고 학교 중심의 지역 기

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이렇듯 마을교육공동체의 정의에서 ‘마을의 발전’ 부분은 여전히 지향점으

로 남겨져 있으며 ‘학교교육만이 교육’이라는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모양이다. 

더불어 학교급 중 중학교과 고등학교에 비해 월등히 많은 초등학교가 이 사업

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마을교육공동체가 여전히 입시 교육에는 영향

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S시는 평생학습도시를 통해 학습마을 사업을 전개해 마을 공간 안에서 

공동체 학습을 만들어 왔고 지역의 자발적인 참여 의지와 역량이 큰 편이다, 

그리고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일부로서 ‘학교 안 체험교실’, ‘학부모 자치 프로

젝트’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학부모를 위한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꿈의

학교’ 사업을 통해 중·고등학생들의 교육에도 마을이 함께하고 있다. 다만 현

재까지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주를 이루는 사업이 학교가 마을에 요청하면 마을 

자원이 학교에 제공되는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학교교육공동체’를 넘어서 

‘마을교육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마을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교육 문제 확인

과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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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결론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는 그 개념이 교육청 정책에서 등장한 

만큼 정부 중심의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집중되어있는 형태를 보이는 동시

에 ‘공동체’ 네트워크로서 탈집중 구조도 함께 가지고 있다. 주로 마을과 시청 

내 부서, 공공기관 및 단체, 학교 등이 서로 연결되고 있으며 네트워크의 양상

은 사업의 내용과 방식, 세부 프로그램 내용 등에 영향을 받는다. 더불어 네트

워크 모델링 방식과 예산액에 따라 네트워크의 규모가 달라진다. 이는 마을교

육공동체가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될 때 어떤 영역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교육공동체를 네트워크로 접근함

과 동시에 사회연결망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양적인 지표로 일반화

하고 시각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연결 중심도나 밀도, 집중도와 같은 표준화

된 수치들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성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네트워크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시각화하는 작업

을 통해서 전체 네트워크의 구조를 파악하고 특징을 밝혔다. 더불어 표준화된 

수치는 이후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둘째, 사업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분석해 기존 마을교육공동체 연구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성하는 세부 기관 및 단체를 모두 확인

해 전체적인 특징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초등학교나 시청 내 부서, 공공기관 

및 단체, 협동조합 등 마을 단체 등이 활발한 네트워킹을 만들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전체 네트워크 수준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를 통해 교

육이 일어나는 맥락이 학교에서 벗어나 마을로 된 확장된 형태를 드러내고 있

음을 포착했다.

  셋째, 기존 네트워크 연구결과를 실증적으로 재확인하거나 다른 네트워크와 

차별되는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의 특징을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 

사례의 네트워크 핵심 조직인 행복교육지원센터의 특징을 사회연결망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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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재확인하면서 네트워크 거버넌스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센터의 역할

과 기능을 유형화해 드러냈다. 더불어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의 핵심 연결

은 다른 네트워크와 다르게 동류 선호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과 추후 연구 과제를 가진다. 첫

째, 사례의 특성상 이와 같은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의 형태를 모든 마을교

육공동체에 일반화하기 어렵다. 여전히 마을교육공동체의 개념적 논의는 충분

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마을교육공동체는 참여 주체와 역할, 교육내용

과 방법 등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

진 특징 또한 본 사례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기존 사업 자료를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은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노

드의 네트워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지만 사업 내용 이외의 다른 

내용의 연결을 확인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창의체험학교와 마을교육과정의 

경우 학교는 연계기관 및 단체나 공간과의 연결만 가지고 있었으며 정보나 자

원을 매개하는 연결은 확인할 수 없어 매개중심도나 그 외에 다양한 네트워크 

분석지표를 활용할 수 없었다. 

  셋째, 인위적 네트워크 모델링의 한계를 지닌다. 실제로 창의체험학교에서 

시청 내 부서가 공간 노드와의 같은 위치의 노드가 아니라 공간의 관리자로서 

위치를 가질 수도 있다. 공간 노드의 경우 학교 노드나 연계기관 및 단체와 

같이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이 아니기에 하나의 노드 단위로 모델링 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넷째, 네트워크를 기관 및 단체로 기준으로 한정하다 보니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를 드러낼 수 있는 사업 및 자료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추후 

학교 안 체험교실이나 꿈의학교, 협의회 등에서 나타난 마을교육공동체 네트

워크와 공식 자료 이외의 다양한 비공식적 네트워크 양상을 담아낸다면 보다 

풍성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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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정보제공요청서

연구 과제명 :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 특성에 관한 연구

연구 책임자명 : 김정현(서울대학교, 석사과정)

  이 연구는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의 실태를 밝히고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분

석하는 연구입니다. S시는 혁신교육지구의 성공적 사례를 만들어내고 경기도 혁신교

육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손꼽히며, 마을공동체 사업과 평생학

습도시 사업이 연계하여 주민의 평생학습이 마을공동체 주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러한 풍부한 마을자원과 더불어 지자체의 교육 비전과 실천력, 중간지원

조직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업 시스템을 기반으로 마을교육공동체가 성

장·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선정되었으며 네트워크를 확인하기 위한 사업 자료 및 내부 서류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의 실태를 밝히고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

성을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2. 연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예상 연구 기간은 2018년 3월~ 2018년 12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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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란 무엇인가요?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성하는 기관 및 단체 간의 네트워크 현황을 조사하고자 합니

다. 여기서 기관 및 단체는 시청 각 부서, 마을(도서관, 아파트 마을 공간, 지역아동센

터, 평생학습기관, 마을 단체 등), 학교,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부모 단체, 교사 단

체 등을 말합니다. 확인할 네트워크는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로 ‘2018 

S혁신교육지구 사업’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S창의체험학교’의 세부 

사업에 ‘S갯골보물찾기’의 경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와 시청 부서인 ‘S

시 공원관리과’, 그리고 재정 지원을 담당하는 ‘S시’, 프로그램 매칭과 조율을 담당하

는 ‘행복교육지원센터’, 그 외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협력 및 연계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이 형성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공간지원, 재정지원, 인적지원, 

사업 공동운영 등 다양한 내용의 연계 및 협력이 예상됩니다. 연구의 결과로 드러날 

예상되는 네트워크 지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OO학교

행복교육

지원센터
S시

교육

지원청

미래산업과

S갯골습

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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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2018 S혁신교육지구 사업 중 이러한 네트워

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로 

모든 네트워크의 양상을 확인할 수 없더라도 이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예를 들면 특정 프로그램을 시청의 각 부서에서 연계해 운영하긴 하나 이곳과 연결

되어있는 마을 단체나 기관은 센터에서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알고 있을 만한 다른 단

체나 기관의 정보가 필요합니다.)를 주시면 이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

입니다.

5. 사업 자료에 포함된 개인 정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기본적으로 이 연구에서 수집하고자 하는 정보는 ‘기관 및 단체’ 단위이므로 ‘개

인’ 단위의 정보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 자료에 민감한 사안의 개인 

정보가 들어있는 경우(마을 강사 정보 등) 해당 개인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주시거나, 이 작업이 번거로우실 경우 원본 자료를 주시면 자료 안에 들어있는 개인 

정보는 삭제한 후 연구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는 자료를 통해 얻은 개인 

정보의 비밀을 보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연구담당자에게 연락해주십시오.

 연구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 김정현     전화번호: 010-  이메일:  @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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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가중치 반영 가중치 미반영(연결선 개수)

순위 학교명

내향 

연결 

정도

순위 학교명

내향 

연결 

정도
1 S신일초 107 1 금모래초 26
2 승지초 104 2 승지초 23
3 금모래초 94 3 S월곶초 22
4 S월곶초 91 4 신천초 19
5 배곧한울초 69 5 S신일초 18
6 송운초 68

6
대야초 17

7 배곧초 65 월포초 17
8 군자초 62

8
검바위초 16

9 S능곡초 57 함현중 16
10 서해초 53 10 배곧한울초 14
11 서촌초 46

11

배곧초 13

12
신천초 45 군자초 13
검바위초 45 S능곡초 13
은계초 45 진말초 13

15 소래중 44 15 서해초 12
16 하중초 43

16

은계초 11
17 장곡초 42 장곡초 11
18 대야초 41 웃터골초 11
19 산현초 38 송운중 11

20
진말초 37 군자중 11
연성초 37 계수초 11
운흥초 37

22

소래중 10
23 군서초 36 하중초 10

24
월포초 35 산현초 10
S초 35 군서초 10

26
웃터골초 34

26

송운초 9
냉정초 34 서촌초 9

28 함현중 33 연성초 9
29 정왕초 32 시화초 9
30 배곧라온초 31

30

운흥초 8
31 S장현초 29 S장현초 8
32 S매화초 28 S매화초 8
33 도일초 25 도일초 8
34 배곧해솔초 24 S도원초 8

<표 1> 창의체험학교 공간지원 네트워크 개별 노드 연결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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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S도원초 23 포리초 8

36
시화초 22 옥터초 8
S은행초 22

37

배곧해솔초 7
생금초 22 배곧중 7

39 포리초 20 도창초 7

40
옥터초 19 은계중 7
함현초 19

41

S초 6
42 조남초 18 냉정초 6

43
송운중 16 배곧라온초 6
군자중 16 S은행초 6

45 배곧중 15 생금초 6

46
계수초 12 함현초 6
장곡중 12 장곡중 6
목감초 12 논곡중 6

49 소래초 11 S매화중 6

50
도창초 8

50
정왕초 5

논곡중 8 조남초 5
S매화중 8 대흥중 5

53 은계중 7
53

목감초 4

54

월곶중 6 소래초 4
S중 6 월곶중 4
응곡중 6 56 S중 3
정왕중 6

57
한국글로벌중 2

58 대흥중 5 신천중 2
59 한국글로벌중 4 군서중 2

60
신천중 3

60

S능곡중 1
시화중 3 시화중 1

62 군서중 2 응곡중 1
63 S능곡중 1 정왕중 1

가중치 반영 가중치 미반영(연결선 개수)

순위 공간명

외향 

연결 

정도

순위 공간명

외향 

연결 

정도
1 관내4코스 197 1 관내3코스 43
2 시화호거북섬 196 2 시화호거북섬 41
3 관내3코스 165 3 갯골생태공원 38
4 S에코센터 161

4
관내4코스 31

5 갯골생태공원 126 S에코센터 31
6 ABC행복학습타운 95 6 ABC행복학습타운 23
7 S시청늠내홀 94 7 장곡동 황현정 20

8 연꽃테마파크 55 8 연꽃테마파크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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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시청 53 ABC 스포츠클라이밍센터 17
10 장곡동 황현정 47 옥구공원 17

11
월곶동 승마체험장 37

11
S시청늠내홀 15

부천로보파크 37 S시청 15

13
ABC 스포츠클라이밍센터 35 물왕동 물들임 15
옥구공원 35

14
오이도선사유적공원 14

15
물왕동 물들임 34 정왕동 기억창고 14
관곡지일대 34

16
월곶동 승마체험장 13

17 정왕동 천연잔디장 32 포동게이트볼경기장 13

18
오이도선사유적공원 31 18 부천로보파크 12
정왕동 기억창고 31

19

능곡동 영모재 11
20 시화조력관리단(공간) 30 죽율동 생금집 11

21
월곶동 논 29 하중동일대 11
연성정수장 29 옥구공원 론볼경기장 11
맑은물관리센터 29

23
시화조력관리단(공간) 10

24
능곡동 영모재 27 오이도갯벌 10
죽율동 생금집 27

25
정왕동 천연잔디장 9

26 하중동일대 26 시화호조력문화원 9
27 오이도갯벌 25

27
관곡지일대 8

28
포동게이트볼경기장 24 S시외국인복지센터 8
시화호조력문화원 24

29

월곶동 논 7
30 S시외국인복지센터 21 연성정수장 7
31 옥구공원 론볼경기장 20 맑은물관리센터 7

32
생명농업기술센터(공간) 19 도시정보통합센터 7
오이도함상전망대 19 능곡선사유적공원 7

34
관내 농원 18 S갯골습지센터 7
시의회 18

35

생명농업기술센터(공간) 6

36
도시정보통합센터 17 오이도함상전망대 6
경기도미술관(공간) 17 관내 농원 6

38 능곡선사유적공원 16 시의회 6
39 S갯골습지센터 15 경기도미술관(공간) 6
40 함줄도시농업공원 10 40 S문화원 4
41 S문화원 9

41
함줄도시농업공원 3

42 군자동 도일마을 7 군자동 도일마을 3
43 포리초등학교 전통학습장 6 포리초등학교 전통학습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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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반영 가중치 미반영(연결선 개수)
순위 공간명 연결 정도 순위 공간명 연결 정도
1 관내4코스 197 1 관내3코스 43
2 시화호거북섬 181 2 시화호거북섬 36
3 관내3코스 165 3 관내4코스 31
4 S에코센터 159 4 S에코센터 30
5 ABC행복학습타운 95 5 갯골생태공원 25
6 갯골생태공원 93 6 ABC행복학습타운 23
7 S시청늠내홀 81 7 연꽃테마파크 17
8 연꽃테마파크 55 8 장곡동 황현정 15
9 S시청 53 9 S시청 15
10 장곡동 황현정 39 10 S시청늠내홀 13
11 부천로보파크 36 11 부천로보파크 11
12 관곡지일대 34 12 시화조력관리단(공간) 10
13 정왕동 천연잔디장 32 13 ABC 스포츠클라이밍센터 10
14 월곶동 승마체험장 31 14 정왕동 기억창고 9
15 시화조력관리단(공간) 30 15 월곶동 승마체험장 9
16 월곶동 논 29 16 정왕동 천연잔디장 9
17 연성정수장 29 17 옥구공원 8
18 맑은물관리센터 29 18 S시외국인복지센터 8
19 ABC 스포츠클라이밍센터 26 19 옥구공원 론볼경기장 8
20 하중동일대 22 20 관곡지일대 8
21 S시외국인복지센터 21 21 능곡동 영모재 8
22 능곡동 영모재 20 22 죽율동 생금집 8
23 정왕동 기억창고 20 23 포동게이트볼경기장 8
24 죽율동 생금집 20 24 오이도선사유적공원 8
25 오이도갯벌 19 25 물왕동 물들임 8
26 시화호조력문화원 19 26 도시정보통합센터 7
27 오이도선사유적공원 19 27 월곶동 논 7
28 오이도함상전망대 19 28 맑은물관리센터 7
29 생명농업기술센터(공간) 18 29 S갯골습지센터 7
30 물왕동 물들임 18 30 하중동일대 7
31 옥구공원 18 31 연성정수장 7
32 관내 농원 18 32 경기도미술관(공간) 6
33 포동게이트볼경기장 17 33 시화호조력문화원 6
34 도시정보통합센터 17 34 오이도갯벌 6
35 경기도미술관(공간) 17 35 관내 농원 6
36 옥구공원 론볼경기장 16 36 오이도함상전망대 6
37 S갯골습지센터 15 37 생명농업기술센터(공간) 5
38 능곡선사유적공원 12 38 S문화원 4
39 함줄도시농업공원 10 39 함줄도시농업공원 3

<표 2> 창의체험학교 공간지원 네트워크 초등학교 노드와 연결된 노드 연결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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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S문화원 9 40 능곡선사유적공원 3
41 군자동 도일마을 6 41 군자동 도일마을 2
42 포리초등학교 전통학습장 5 42 포리초등학교 전통학습장 2
계 1769 계 469

가중치 반영 가중치 미반영(연결선 개수)
순위 공간명 연결 정도 순위 공간명 연결 정도
1 갯골생태공원 33 1 갯골생태공원 13
2 시의회 18 2 옥구공원 9
3 옥구공원 17 3 물왕동 물들임 7
4 물왕동 물들임 16 4 ABC 스포츠클라이밍센터 7
5 시화호거북섬 15 5 시의회 6
6 오이도선사유적공원 12 6 오이도선사유적공원 6
7 정왕동 기억창고 11 7 시화호거북섬 5
8 ABC 스포츠클라이밍센터 9 8 정왕동 기억창고 5
9 장곡동 황현정 8 9 장곡동 황현정 5
10 포동게이트볼경기장 7 10 포동게이트볼경기장 5
11 능곡동 영모재 7 11 월곶동 승마체험장 4
12 죽율동 생금집 7 12 하중동일대 4
13 월곶동 승마체험장 6 13 오이도갯벌 4
14 오이도갯벌 6 14 능곡선사유적공원 4
15 S시청늠내홀 6 15 옥구공원 론볼경기장 3
16 시화호조력문화원 5 16 죽율동 생금집 3
17 능곡선사유적공원 4 17 능곡동 영모재 3
18 옥구공원 론볼경기장 4 18 시화호조력문화원 3
19 하중동일대 4 19 S시청늠내홀 1
20 S에코센터 2 20 부천로보파크 1
21 생명농업기술센터(공간) 1 21 S에코센터 1
22 포리초등학교 전통학습장 1 22 포리초등학교 전통학습장 1
23 군자동 도일마을 1 23 군자동 도일마을 1
24 부천로보파크 1 24 생명농업기술센터(공간) 1
계 201 계 102

<표 3> 창의체험학교 공간지원 네트워크 중학교 노드와 연결된 노드 연결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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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미반영(연결선 개수)

순위 학교명
내향 연결 

중심도
순위 공간명

외향 연결 

중심도
1 금모래초 0.247619 1 관내3코스 0.409524
2 승지초 0.219048 2 시화호거북섬 0.390476
3 S월곶초 0.209524 3 갯골생태공원 0.361905
4 신천초 0.180952

4
관내4코스 0.295238

5 S신일초 0.171429 S에코센터 0.295238

6
대야초 0.161905 6 ABC행복학습타운 0.219048
월포초 0.161905 7 장곡동 황현정 0.190476

8
검바위초 0.152381

8

연꽃테마파크 0.161905

함현중 0.152381
ABC 스포츠클라이밍

센터
0.161905

10 배곧한울초 0.133333 옥구공원 0.161905

11

배곧초 0.123810
11

S시청늠내홀 0.142857
군자초 0.123810 S시청 0.142857
S능곡초 0.123810 물왕동 물들임 0.142857
진말초 0.123810

14
오이도선사유적공원 0.133333

15 서해초 0.114286 정왕동 기억창고 0.133333

16

은계초 0.104762
16

월곶동 승마체험장 0.123810
장곡초 0.104762 포동게이트볼경기장 0.123810
웃터골초 0.104762 18 부천로보파크 0.114286
송운중 0.104762

19

능곡동 영모재 0.104762
군자중 0.104762 죽율동 생금집 0.104762
계수초 0.104762 하중동일대 0.104762

22

소래중 0.095238 옥구공원 론볼경기장 0.104762
하중초 0.095238

23
시화조력관리단(공간) 0.095238

산현초 0.095238 오이도갯벌 0.095238
군서초 0.095238

25
정왕동 천연잔디장 0.085714

26

송운초 0.085714 시화호조력문화원 0.085714
서촌초 0.085714

27
관곡지일대 0.076190

연성초 0.085714 S시외국인복지센터 0.076190
시화초 0.085714

29

월곶동 논 0.066667

30

운흥초 0.076190 연성정수장 0.066667
S장현초 0.076190 맑은물관리센터 0.066667
S매화초 0.076190 도시정보통합센터 0.066667
도일초 0.076190 능곡선사유적공원 0.066667
S도원초 0.076190 S갯골습지센터 0.066667
포리초 0.076190 35 생명농업기술센터(공 0.057143

<표 4> 창의체험학교 공간지원 네트워크 개별 노드 연결 중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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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옥터초 0.076190 오이도함상전망대 0.057143

37

배곧해솔초 0.066667 관내 농원 0.057143
배곧중 0.066667 시의회 0.057143
도창초 0.066667 경기도미술관(공간) 0.057143
은계중 0.066667 40 S문화원 0.038095

41

S초 0.057143

41

함줄도시농업공원 0.028571

냉정초 0.057143 군자동 도일마을 0.028571

배곧라온초 0.057143
포리초등학교 전통학

습장
0.028571

S은행초 0.057143
생금초 0.057143
함현초 0.057143
장곡중 0.057143
논곡중 0.057143
S매화중 0.057143

50
정왕초 0.047619
조남초 0.047619
대흥중 0.047619

53
목감초 0.038095
소래초 0.038095
월곶중 0.038095

56 S중 0.028571

57
한국글로벌중 0.019048
신천중 0.019048
군서중 0.019048

60

S능곡중 0.009524
시화중 0.009524
응곡중 0.009524
정왕중 0.00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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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반영 가중치 미반영(연결선 개수)

순위 학교명

내향 

연결 

정도

순위 학교명

내향 

연결 

정도
1 S신일초 108 1 승지초 18
2 승지초 103 2 금모래초 15
3 S월곶초 100 3 월포초 14
4 금모래초 92 4 S월곶초 13
5 송운초 79 5 군자초 12
6 배곧한울초 74

6
배곧한울초 11

7 군자초 69 대야초 11
8 배곧초 65

8

S신일초 10
9 하중초 54 S능곡초 10
10 서해초 53 웃터골초 10
11 S능곡초 51 계수초 10
12 서촌초 46

12

은계초 9
13 은계초 45 검바위초 9
14 검바위초 44 장곡초 9
15 신천초 41 산현초 9
16 장곡초 40 함현중 9
17 대야초 39 시화초 9
18 산현초 38 옥터초 9

19
월포초 37

19

송운초 8
운흥초 37 하중초 8

21
진말초 36 서해초 8
군서초 36 신천초 8
S초 36 진말초 8

24 연성초 35 군서초 8

25
웃터골초 34 소래중 8
소래중 34 S매화초 8

27 정왕초 32

27

배곧초 7
28 배곧라온초 31 서촌초 7

29
S장현초 29 S장현초 7
냉정초 29 S도원초 7

31
함현중 28 포리초 7
S매화초 28 군자중 7

33 시화초 25

33

운흥초 6

34 S도원초 23 S초 6

<표 5> 창의체험학교 프로그램 제공 네트워크 개별 노드 연결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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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생금초 22 연성초 6
도일초 22 생금초 6
S은행초 22 도일초 6

38 옥터초 21 배곧해솔초 6

39
포리초 20 함현초 6
배곧해솔초 20 송운중 6

41 함현초 19 도창초 6
12 조남초 18

42

정왕초 5
43 송운중 16 배곧라온초 5

44
군자중 14 냉정초 5
배곧중 14 S은행초 5

46 계수초 13 배곧중 5

47
목감초 12 논곡중 5
정왕중 12 은계중 5

49
소래초 11

49

조남초 4
장곡중 11 목감초 4

51
도창초 8 소래초 4
S매화중 8 장곡중 4

53 논곡중 7 S매화중 4

54
은계중 6

54
S중 3

S중 6 월곶중 3
응곡중 6 대흥중 3

57
월곶중 4

57

정왕중 2
대흥중 4 한국글로벌중 2
한국글로벌중 4 신천중 2

60
신천중 3 군서중 2
시화중 3

61
응곡중 1

62 군서중 2 시화중 1
63 S능곡중 1 S능곡중 1

가중치 반영 가중치 미반영(연결선 개수)

순위 연계기관 및 단체명

외향 

연결 

정도

순위 연계기관 및 단체명

외향 

연결 

정도
1 미래산업과 364

1
미래산업과 51

2 문화예술과 317 문화예술과 51
3 환경정책과 216 3 환경정책과 37
4 공원관리과 197 4 체육진흥과 33
5 체육진흥과 126 5 공원관리과 31
6 시민소통과 116 6 시민소통과 30
7 안전총괄과 95 7 생명농업기술센터(기관) 24
8 생명농업기술센터(기관) 81 8 안전총괄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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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역일자리과 59 9 지역일자리과 20
10 관광과 50 10 관광과 18
11 시립합창단 48 11 시설관리공단 15
12 시립전통예술단 46 12 부천산업진흥재단 12
13 부천산업진흥재단 37

13
시립합창단 11

14 시설관리공단 34 시립전통예술단 11
15 시화조력관리단(기관) 30 참이슬공정여행 11

16
S급식지원센터 29 16 시화조력관리단(기관) 10
상수도과 29

17

다문화지원과 8
18 참이슬공정여행 26 S급식지원센터 7
19 다문화지원과 21 상수도과 7
20 의회사무국 18 정보통신과 7

21
정보통신과 17

21
의회사무국 6

경기도미술관(기관) 17 경기도미술관(기관) 6
23 도일비채나협동조합 7 23 도일비채나협동조합 3

가중치 반영 가중치 미반영(연결선 개수)
순위 연계기관 및 단체명 연결 정도 순위 연계기관 및 단체명 연결 정도
1 미래산업과 331 1 문화예술과 43
2 문화예술과 281 2 미래산업과 42
3 환경정책과 214 3 환경정책과 36
4 공원관리과 197 4 공원관리과 31
5 시민소통과 105 5 시민소통과 25
6 체육진흥과 98 6 안전총괄과 23
7 안전총괄과 95 7 체육진흥과 23
8 생명농업기술센터(기관) 64 8 생명농업기술센터(기관) 17
9 시립합창단 48 9 관광과 12
10 시립전통예술단 40 10 지역일자리과 11
11 관광과 38 11 부천산업진흥재단 11
12 지역일자리과 37 12 시립합창단 11
13 부천산업진흥재단 36 13 시립전통예술단 10
14 시화조력관리단(기관) 30 14 시화조력관리단(기관) 10
15 상수도과 29 15 시설관리공단 9
16 S급식지원센터 29 16 다문화지원과 8
17 시설관리공단 24 17 정보통신과 7
18 참이슬공정여행 22 18 참이슬공정여행 7
19 다문화지원과 21 19 S급식지원센터 7
20 경기도미술관(기관) 17 20 상수도과 7
21 정보통신과 17 21 경기도미술관(기관) 6
22 도일비채나협동조합 6 22 도일비채나협동조합 2
계 1779 계 358

<표 6> 창의체험학교 프로그램 제공 네트워크 초등학교 노드와 연결된 노드 연결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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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반영 가중치 미반영(연결선 개수)
순위 연계기관 및 단체명 연결 정도 순위 연계기관 및 단체명 연결 정도
1 미래산업과 33 1 체육진흥과 10
2 체육진흥과 28 2 미래산업과 9
3 지역일자리과 22 3 지역일자리과 9
4 의회사무국 18 4 문화예술과 7
5 문화예술과 18 5 생명농업기술센터(기관) 7
6 생명농업기술센터(기관) 17 6 의회사무국 6
7 관광과 12 7 시설관리공단 6
8 시민소통과 11 8 관광과 6
9 시설관리공단 10 9 시민소통과 5
10 시립전통예술단 6 10 참이슬공정여행 4
11 참이슬공정여행 4 11 도일비채나협동조합 1
12 환경정책과 2 12 환경정책과 1
13 부천산업진흥재단 1 13 부천산업진흥재단 1
14 도일비채나협동조합 1 14 시립전통예술단 1
계 183 계 73

<표 7> 창의체험학교 프로그램 제공 네트워크 중학교 노드와 연결된 노드 연결 정도

　가중치 미반영(연결선 개수)

순위 학교명
내향 연결 

중심도
순위 연계기관 및 단체명

외향 연결 

중심도
1 승지초 0.211765

1
미래산업과 0.600000

2 금모래초 0.176471 문화예술과 0.600000
3 월포초 0.164706 3 환경정책과 0.435294
4 S월곶초 0.152941 4 체육진흥과 0.388235
5 군자초 0.141176 5 공원관리과 0.364706

6
배곧한울초 0.129412 6 시민소통과 0.352941
대야초 0.129412 7 생명농업기술센터(기관) 0.282353

8

S신일초 0.117647 8 안전총괄과 0.270588
S능곡초 0.117647 9 지역일자리과 0.235294
웃터골초 0.117647 10 관광과 0.211765
계수초 0.117647 11 시설관리공단 0.176471

12

은계초 0.105882 12 부천산업진흥재단 0.141176
검바위초 0.105882

13
시립합창단 0.129412

장곡초 0.105882 시립전통예술단 0.129412
산현초 0.105882 참이슬공정여행 0.129412

함현중 0.105882 16 시화조력관리단(기관) 0.117647

<표 8> 창의체험학교 프로그램 제공 네트워크 개별 노드 연결 중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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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초 0.105882

17

다문화지원과 0.094118
옥터초 0.105882 S급식지원센터 0.082353

19

송운초 0.094118 상수도과 0.082353
하중초 0.094118 정보통신과 0.082353
서해초 0.094118

21
의회사무국 0.070588

신천초 0.094118 경기도미술관(기관) 0.070588
진말초 0.094118 23 도일비채나협동조합 0.035294
군서초 0.094118
소래중 0.094118
S매화초 0.094118

27

배곧초 0.082353
서촌초 0.082353
S장현초 0.082353
S도원초 0.082353
포리초 0.082353
군자중 0.082353

33

운흥초 0.070588
S초 0.070588
연성초 0.070588
생금초 0.070588
도일초 0.070588
배곧해솔초 0.070588
함현초 0.070588
송운중 0.070588
도창초 0.070588

42

정왕초 0.058824
배곧라온초 0.058824
냉정초 0.058824
S은행초 0.058824
배곧중 0.058824
논곡중 0.058824
은계중 0.058824

49

조남초 0.047059
목감초 0.047059
소래초 0.047059
장곡중 0.047059
S매화중 0.047059

54
S중 0.035294
월곶중 0.035294
대흥중 0.035294

57
정왕중 0.023529
한국글로벌중 0.023529
신천중 0.02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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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서중 0.023529

61
응곡중 0.011765
시화중 0.011765
S능곡중 0.011765

가중치 반영 가중치 미반영(연결 개수)

순위 노드명
연결 

정도
순위 노드명

연결 

정도

1 행복교육지원센터 6,213 1 행복교육지원센터 129
2 문화예술과 755 2 문화예술과 10
3 미래산업과 728 3 미래산업과 7
4 환경정책과 432

4
갯골생태공원 5

5
공원관리과 394 체육진흥과 5
관내4코스 394 생명농업기술센터(기관) 5

7 시화호거북섬 392
7

S시청늠내홀 4
8 S시청늠내홀 376 시민소통과 4

9
관내3코스 330 지역일자리과 4
갯골생태공원 322

10

환경정책과 3
S에코센터 322 시립합창단 3

12 체육진흥과 252 시립전통예술단 3
13 시민소통과 232 옥구공원 3
14 시립합창단 192 연성정수장 3

15
안전총괄과 190 맑은물관리센터 3
ABC행복학습타운 190 능곡동 영모재 3

17 시립전통예술단 184 죽율동 생금집 3
18 생명농업기술센터(기관) 162 관광과 3
19 지역일자리과 153 상수도과 3
20 옥구공원 140

20

공원관리과 2

21
연성정수장 116 관내4코스 2
맑은물관리센터 116 시화호거북섬 2

23 연꽃테마파크 110 관내3코스 2

24
능곡동 영모재 108 S에코센터 2
죽율동 생금집 108 안전총괄과 2

26 S시청 106 ABC행복학습타운 2
27 관광과 100 연꽃테마파크 2
28 S신일초 97 S시청 2

29 승지초 95 장곡동 황현정 2

<표 9> 창의체험학교 협력 네트워크 개별 노드 연결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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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장곡동 황현정 94 부천산업진흥재단 2
31 S월곶초 90 부천로보파크 2
32 상수도과 87 월곶동 승마체험장 2
33 금모래초 85 ABC 스포츠클라이밍센터 2

34
부천산업진흥재단 74 시설관리공단 2
부천로보파크 74 물왕동 물들임 2
월곶동 승마체험장 74 관곡지일대 2

37 ABC 스포츠클라이밍센터 70 정왕동 천연잔디장 2

38

시설관리공단 68 오이도선사유적공원 2
물왕동 물들임 68 정왕동 기억창고 2
관곡지일대 68 시화조력관리단(기관) 2
배곧한울초 68 시화조력관리단(공간) 2

42 배곧초 65 S급식지원센터 2
43 정왕동 천연잔디장 64 월곶동 논 2

44

오이도선사유적공원 62 참이슬공정여행 2
정왕동 기억창고 62 하중동일대 2
군자초 62 오이도갯벌 2
송운초 62 포동게이트볼경기장 2

48
시화조력관리단(기관) 60 시화호조력문화원 2
시화조력관리단(공간) 60 다문화지원과 2

50
S급식지원센터 58 S시외국인복지센터 2
월곶동 논 58 옥구공원 론볼경기장 2

52 서해초 53 생명농업기술센터(공간) 2

53
참이슬공정여행 52 오이도함상전망대 2
하중동일대 52 의회사무국 2

55 S능곡초 51 관내 농원 2
56 오이도갯벌 50 시의회 2

57
포동게이트볼경기장 48 경기도미술관(기관) 2
시화호조력문화원 48 정보통신과 2

59 서촌초 46 경기도미술관(공간) 2
60 은계초 45 도시정보통합센터 2
61 검바위초 44 능곡선사유적공원 2
62 하중초 43 S갯골습지센터 2

63
다문화지원과 42 함줄도시농업공원 2
S시외국인복지센터 42 S문화원 2

65 신천초 41 도일비채나협동조합 2

66
옥구공원 론볼경기장 40 군자동 도일마을 2
장곡초 40 포리초등학교 전통학습장 2

68 대야초 39

68

S신일초 1

69
생명농업기술센터(공간) 38 승지초 1
오이도함상전망대 38 S월곶초 1
산현초 38 금모래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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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운흥초 37 배곧한울초 1

73

의회사무국 36 배곧초 1
관내 농원 36 군자초 1
시의회 36 송운초 1
진말초 36 서해초 1
군서초 36 S능곡초 1

78
S초 35 서촌초 1
월포초 35 은계초 1

80

경기도미술관(기관) 34 검바위초 1
정보통신과 34 하중초 1
경기도미술관(공간) 34 신천초 1
도시정보통합센터 34 장곡초 1
웃터골초 34 대야초 1
소래중 34 산현초 1

86 연성초 33 운흥초 1

87
능곡선사유적공원 32 진말초 1
정왕초 32 군서초 1

89 배곧라온초 31 S초 1
90 S갯골습지센터 30 월포초 1

91
냉정초 29 웃터골초 1
S장현초 29 소래중 1

93
S매화초 28 연성초 1
함현중 28 정왕초 1

95 S도원초 23 배곧라온초 1

96

S은행초 22 냉정초 1
생금초 22 S장현초 1
도일초 22 S매화초 1
시화초 22 함현중 1

100
함줄도시농업공원 20 S도원초 1
포리초 20 S은행초 1
배곧해솔초 20 생금초 1

103
옥터초 19 도일초 1
함현초 19 시화초 1

105
S문화원 18 포리초 1
조남초 18 배곧해솔초 1

107 송운중 16 옥터초 1

108

도일비채나협동조합 14 함현초 1
군자동 도일마을 14 조남초 1
군자중 14 송운중 1
배곧중 14 군자중 1

112
포리초등학교 전통학습장 12 배곧중 1
계수초 12 계수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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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감초 12 목감초 1

115
소래초 11 소래초 1
장곡중 11 장곡중 1

117
도창초 8 도창초 1
S매화중 8 S매화중 1

119 논곡중 7 논곡중 1

120

은계중 6 은계중 1
응곡중 6 응곡중 1
S중 6 S중 1
정왕중 6 정왕중 1

124
월곶중 4 월곶중 1
한국글로벌중 4 한국글로벌중 1
대흥중 4 대흥중 1

127
시화중 3 시화중 1
신천중 3 신천중 1

129 군서중 2 군서중 1
130 S능곡중 1 S능곡중 1

가중치 미반영(연결 개수)
순위 노드명 연결 중심도

1 행복교육지원센터 1.000000

2 문화예술과 0.077519

3 미래산업과 0.054264

4 갯골생태공원, 체육진흥과, 생명농업기술센터(기관) 0.038760

7 S시청늠내홀, 시민소통과, 지역일자리과 0.031008

10
환경정책과, 시립합창단, 시립전통예술단, 옥구공원, 연성정수장, 맑

은물관리센터, 능곡동 영모재, 죽율동 생금집, 관광과, 상수도과
0.023256

20

공원관리과, 관내4코스, 시화호거북섬, 관내3코스, S에코센터, 안전

총괄과, ABC행복학습타운, 연꽃테마파크, S시청, 장곡동 황현정, 부

천산업진흥재단, 부천로보파크, 월곶동 승마체험장, ABC 스포츠클

라이밍센터, 시설관리공단, 물왕동 물들임, 관곡지일대, 정왕동 천연

잔디장, 오이도선사유적공원, 정왕동 기억창고, 시화조력관리단(기

관), 시화조력관리단(공간), S급식지원센터, 월곶동 논, 이슬공정여

행, 하중동일대, 오이도갯벌, 포동게이트볼경기장, 시화호조력문화

원, 다문화지원과, S시외국인복지센터, 옥구공원 론볼경기장, 생명농

업기술센터(공간), 오이도함상전망대, 의회사무국, 관내 농원, 시의

0.015504

<표 10> 창의체험학교 협력 네트워크 개별 노드 연결 중심도



- 145 -

회, 경기도미술관(기관), 정보통신과, 경기도미술관(공간), 도시정보

통합센터, 능곡선사유적공원, S갯골습지센터, 함줄도시농업공원, S문

화원, 도일비채나협동조합, 군자동 도일마을, 포리초등학교 전통학

습장
68 (모든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 0.007752

가중치 미반영(연결 개수)
순

위
학교명

내향 연결 

중심도

순

위
연계기관 및 단체명

외향 연결 

중심도

1

소래초, S신일초, S월

곶초, 웃터골초, 월포

초, 승지초(6개)

0.085714 1 한발두발놀이터협동조합 0.542857

7

군자초, 검바위초, S

장현초, 함현중, 냉정

초, 대야초,  진말초, 

포리초, 송운초, 은계

초(10개)

0.057143 2 놀이의 신 0.257143

19

도일초, 은계중, 월곶

중, 소래중, S능곡중, 

군서초, S초, 정왕중, 

서해초, 금모래초, 신

천초, S은행초(12개)

0.028571
3

이야기 꽃이 피었습니다! 0.171429

S시학교급식지원센터 0.171429

5 책이랑 소풍가요 0.114286

6 야놀자 0.085714

7 도시농업협동조합 0.057143

8 협동조합 공정여행 동네 0.028571

<표 11> 마을교육과정 프로그램 제공 네트워크 개별 노드 연결 중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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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tructure and 

Nature of the ‘Village Education 

Community’ Project Network

- In case of Innovative Education District Project 

in S city of Gyeonggi-do -

Jung Hyun KIM

Lifelong Educ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what subjects were gathered through what kind 

of connections and examines what influences the structure and nature of 

the Village Education Community network, analyzing the Innovative 

Education District Project. Here, the Village Education Community means 

the community which has a shared goal of education and development of 

the village, emphasizes the role of the village, takes the 'village' as the 

content of education, and communicates with various communities 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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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ducation. Moreover, the origin of this concept can be found from the 

Village Community. 

  In the meantime, Village Communities and local communities have been 

treated as goals and contexts of education and learning in the field of 

lifelong education, but it has been challenging to find researches that 

approached Village Community issues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gular schools and villages. To show the education and learning that take 

place anytime and anywhere, we should include the regular education and 

pay attention to the education and learning of children and youth as 

citizens of the Village Community. Even in the previous studies of the 

Village community including school, they have dealt with one unit school. 

However, with the Village Education Community,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how the village communities, the municipalities, and the 

education offices can cooperate with each other.

   The Village Education Community is a system in which various 

subjects related to education in the village voluntarily participate in 

education, cooperating based on reciprocity and interdependence. 

Therefore, as we see the Village Education Community separately, it is 

difficult to get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role and interactions of the subjects, that is, to identify and analyze 

the Village Education Community network. In the area of existing lifelong 

education, we have accumulated examples of various local education 

networks including schools. However, we have not been able to reveal the 

overall aspect of the network, only to identify some parts of network 

phenomenon based on the attribute data showing the attitudes, opinions, 

and behaviors of individuals or group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articular connection and 

cooperation patterns among the subjects constructing the network such as 

school, education office, municipality, and village community by using the 

relational data expressing the network of the Villag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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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with the nodes and links. For this purpose, the study selected 

the Village Education Community of S city in Gyeonggi province as the 

research case and identified all the subjects participating in the Innovative 

Education District Project of S city in 2018. 

  Basically, the researcher applied social network analysis using Netminer 

4 program. This study examined the contents, the weight, and the number 

of links between the nodes that make up each project network as process 

properties. The attribute, degree, and degree centrality of nodes & the 

characteristics of degree according to attributes of the nodes were defined 

as node properties. As structural properties, the density and centralization 

of the whole network were identified. Plus, the network structure was 

visually analyzed by drawing a network map. Also, the researcher 

discussed the factors affecting the structure and nature of the network 

using qualitative data.

  The case data of this study is 'the Creative Activity School' and 'the 

Village Curriculum' among the Innovative Education District Projects in S 

city. As a result, 'the Creative Activity School' network was organized by 

the school, the association, and the space nodes. The contents of links are 

supporting places, providing programs, and cooperating. Moreover, 'the 

Village Curriculum' network was made of the school and the association 

nodes. The contents of links are providing programs and cooperating.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strong village 

community of S city became the driving force of the Village Education 

Community. The big factor to make the Village Education Community is 

that quality resources of villages that could already practice village 

education were abundant in S city. In addition, the expertise and 

competence accumulated through citizens' autonomy for a long time could 

help the village to gain the authority relatively easily to make decisions 

about village education. Second, the Village Education Community 

Network in S city is the network type led by intermediary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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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the Happy Education Support Center. Additionally, a 

mixture of centralized and decentralized structures of network 

complements each other's limitations. This mix can be seen as a result of 

the networking project which was run by the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 led by the government. Through this, it is possible to 

confirm the form of the Village Education Community network that is 

centered on the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 led by the government. 

Third, as the network of Village Education Community project is a 

network made through 'the project', the structure and nature of the 

network are changed depending on what type of project makes the 

network and which associations can participate easily. Plus, the budget 

and detailed program of the project are important factors in determining 

the size and connection pattern of the network. Fourth, the Village 

Education Community network provided the schools with the village 

resources, which shows that the Village Education Community still 

remained in the paradigm that school education is the only education. In 

the future, citizens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finding and resolving 

educational problems voluntarily.

  This study is meant as an attempt to generalize the network as a 

quantitative index using the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 at the same 

time as approaching the Village Education Community in terms of the 

network. Through this study, it was possible to compare and analyze the 

Innovative Education District Projects that make the Village Education 

Community with a network perspective. Second, this study analyzed the 

whole network by confirming all the sub-associations that organize the 

Village Education Community, which were not identified in the previous 

Village Education Community research. Third, it reaffirmed the results of 

the existing research of network and reveal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twork of Village Education Community that are different from other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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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 Village Education Community, network, social network 

analysis, Innovative Education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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