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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따究의 目的과 훨、義

金 꺼〈 燦

發展途上에 있는 社會틀이 공통적으로 推進中에 있는 중요한 國家的 拖策 중의 하나는 地

域社會 특히 農村地域社會의 개 발을 國家發展의 커초로 想定하고， 01륜 위 한 努力을 체계

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새마을 운동”이란 m國家的， 國民的 連動으로

地域社會開發을 위한 施策이 國家的 水準에서 主導되고， 各地域水準에서 具體化되고 있다.

이러한 國家的 拖策을 計劃 推進함에 있어서 政策樹立者나 指導者가 공흥적으로 까지고 있

는 기대는 각 지역에 있는 學校가 이 國家的 目標를 달성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고， 또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한 사회의 公的機關으로서의 학교가국가사회의

主異政策目標즐 達成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기여나 공헌의 性質과 얘tl面과 程度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實證的 증거는 찾아 보기 어렵

다. 이 짧究는 地域社會開發事業 01 進行되 고 있는 한 農村地域의 初等學校에 대한 集中的

인 事例핍究로서 國家的 施策이 貝體化되고 있는 地域社會 水準에서 初等學校가 逢行하고

있는 投劃。1 무엇인가를 밝히려는 試圖이다.

學校의 地域社會開發에 관련된 投劉을 규명하기 위한 接近方法에는 크게 J 두가지 다른 戰

略。1 있을 수 있다. 그 하나는 公式的오로 규정된 地域社會開發을 위한 학교의 역향을 준

거로 하여 학교의 諸般活動을 훌定함 o로써 學校가 규정 된 역 활을 어느 정도로 成功的￡로

수행하고 있느냐를 밝히는 방법이며， 다릎 하나는 학교현장에서 싣지로 행해지고 있는 實

錢事態와 거끼에 관랩된 역할담당자들이 그 사태에 부여하고 있는 意味릎 관찰 기술함으로

써 地域社會開發과 관련하여 學校가 살제로 逢行하는 역할올 밝히는 戰略이다. 이 짧/究는

두벤째 戰略오로 地域社會開發이라는 국가적 목표가 開發途上의 農村‘地域學校의 관련자들

에게 어떻게 뻐覺， 解釋되고 있는가를 確認하고， 또 그것이 그 학교의 敎育實錢에 어떻게

* 이 報告뿔논 陽究者가 1973년 6월에 쏠手하여 현재 終結段階에 있는 같은 題名의 맑究結果의 -部

를 整理한 것 이 다. 이 맑究의 第二次 年度안 1974년의 %다究는 文敎部 學術없究助成費에 의하여 進

行될 수 있었음을 밝혀 없1意플 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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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映， 組織， 運營되고 있는지를 관련지음오로써 학교의 싣제적 역할을 구명하려는 것이다.

。1 lVf究의 目的을 보다 구체 적오로 진술하띤 다음파 갚다.

첫째， 地域社會聞發의 목표는 농촌지역학교 행정가에게 어떻게 知覺， 解釋되고 있으며，

이러한 뻐覺， 解釋은 그들의 역할수행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둘째， 農村地域學校의 敎師는 그둡의 地域社會開發과관련된 投劉을 어떻게 9ia覺， 解釋

하고 있오며， 이러한 知覺， 解釋이 그둡의 敎育寶錢活動에 어떻게 反映되어 있는가?

세 째 , 학부형 , 부모를 中心오로한 地域社會住民들은 學校의 地域社會開發에 관련된 投홉U

을 어떻게 *口覺， 解釋하고 있으며， 01 려 한 地域社會住民의 期待는 학교당국자에 의하여 어

떻게 調整되고， 敎함計畵u과 寶錢에 組織， 反映되고 있는가?

위와같은 問題들에 대 한 탐구는 社會 • 文化的 體制로서의 學校의 實際的 機能과 投劉을

밝혀줌으로써 몇가지 理論的 寶際的인 頁願을 할 수 있을 것우로 期待된다.

우선 지 역사회 개 발이 라는 國家的인 目標를 달성 하기 위하여 地域社會 水準의 學校가 實

地로 進行하고 있는 역활이 무엇인가에 대한 1차적 인 資料를 提供밤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러 한 資料는 特定한 地域社會에 있어서 의 學校의 沒좁U에 대한 基짧情報로서의 價{直뿐 아니

라， 社會 • 文化的 體制의 機能에 대 한 理論을 形成하기 위 한 합당한 假說을 違出하기 위한

基鍵資源오로서 중요한 價f直를 갖는다.

또한 敎育과 地域社會開發은 다같이 “計劃的 變化”를 위한 實錢이 다. 이 러한 計劃的 變

化를 위한 實鐘過程을 說明하는 理論은 本質的으로 그 현장에 基魔한 資料(grassroot data)

에서 導出되어 야 할 것이 다. 이 핍究는 현장에 基없흉한 資料로 부터 中閒水準理論(middle

range theory)을 導出하는 하나의 社會科學的 理論形成의 代案을 提示함오로써 이흔적 공

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期待된다.

그리고 마지막오로， 이 빠究를 통하여 얻어지는 情報는 學校가 地域社會開發과 관련하여

滋行하고 있는 投劃을 분명히 해 줍ξ로써 政策樹立者나 그 執行者들이 地域社會開發에 관

련된 學校의 投劃을 규정하고 관련된 기관과의 짧劉을 調整하는 基準을 設定할 수 있는 經

驗的 資料로써 有用하게 活用될 수 있을 것이다.

‘ II. 理論的 背景

。1 昭究는 地域社會開發에 대한 人類學的인 관찰과 地域社會開發과 學校敎育의 f맞뽑U에

대한 A類學的 接近方法에 基魔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없究의 理論的 背景오로서 地

域社會開發에 대 한 A類學的 觀點을 밝히 고， 地域社會開發과 學校敎育의 f뚱뿔u에 대 한 先行

昭究의 결과를 개관하여 본 연구에서 채택한 方法上의 戰略의 合當性을 論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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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地域社寶開發에 대한 관접

地域社會開發이 란 用語는 community development의 譯語로서 Community와 develop

ment의 다양한 의 미 만큼이나 다양한 意味를 갖고 있다. 우선 地域社會開發을다루는 專門家

플의 IE義를 쫓아서 그 뜻을 밝히고， 이에대한 λ、類學的인 관점을 明確히 할 必몇가 있다.

地域社협는 學者에 따라 여러가지로 달리 둥친義되고 있지만， 1) 一般的￡로 一定한 地域

(area)과 A間集團을 관련시켜 搬念化하고 있는 것 같다. 즉 엄격한 地理的 구획이나 行政

區域을 지칭 하는 것은 아니 라 할지 라도 -定한 A間生活의 境界를 想IE하고 그 領域內에서

어떤 社會的關係， 集團意識， 所屬感 그리고 生活方式을 共有하는 A間集團을 地域社會라고

보고 있다. 한마다로 IE:義하면 地域社會는 一定한 生活空間과 生活方式을 共有하고， 所屬

感과 연대의식을 가진 人間集團이다.

發展 또는 開發이라는 말은 흔히 經濟的 成長， 즉 生塵， service, 購買力등 그 덤體는 價

h直中立的인 指標들의 量的인 증대를 뜻하는 말로 쓰이고 있지만， 진정한 뜻에서는 한 社會

의 目標組織能力 및 計劃逢行能力의 뼈長을 意味한다 2) 즉 한 社會가 그들의 目標를 어떻

게 組織하고， 얼마나 效能的으로 그 計劃을 逢行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발전의 指標이다‘

따라서 그것은 經濟的 없長뿐만 아니 라 社會의 目標를 念頭에 둔 經濟的， 社會的， 文化的

向上을 뜻하는 것오로 볼 수 있다.

地域社會開發은 말할 것도 없이 이 地域社會와 開發 우 觀念의 單純한 集合은 아니다.

지역사회개발의 문제를 다루는 立場에 따라서， 또 特珠한 狀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定義

될 수 있겠지만 여러 관점을 經合해 볼 째 地域社會開發의 搬念에는 다음 여러 훨因이 包

含되어 있다 3)

@ 한 地域과 그 住民을 대 상으로한 意圖的 社會變化의 計劃， 過程， 活動이 다.

@ 住民의 共同， 協同的 노력을 기초로 한다.

@ 관련된 기관의 協調， 支援體制를 活用한다.

@ 地域社會의 λ、的， 物的 資源의 活用을 極大化한다.

@ 地域社會의 經濟的， 社會的， 文化的 生活의 向上을 目的으로 한다.

이렇게 地域社會開發을 擺念化할 때， 그것은 生活의 向上을 풋하며， 이 生活의 向上은

物質的， 環境的언 條件의 變化와 )、間의 慣習的 寶錢의 變化란 兩面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地域社會開發을 위한 많은 努力이 地域社會의 環境을 바꾸고 物理的 條件을

變化시키는데 경주되고 있는 것은 사살이다. 걸을 넓히고， 농지를 整理하고， 公共施設을

1) 多樣한 定義에 대 하여 는 鄭址雄， 金智子， 地域社會開發 : 그 理調과 寶際， (서 울 : 博英社， 1974) ,
pp. 3:-31 參照.

2) Cyril S. Belshaw, ‘Anthropology, Development and Education' , CAE Newsletter Vol. 1 (1970) ,
pp. 11-12.

3) 李光奎， 金泳燦， 文化過程과 敎育， (서울 : 敎育出版社， 1974) , p.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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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設하는 등의 사업을 벨리고， 그것이 地域社會開發의 寶績을 評價하는 基準이 되기도 한

다. 사싣상 環境條件의 變化가 그 地域社會의 慣習的 寶錢生活의 변화를 유발할 수도 있

다. 새로운 環境條件의 利點을 살리는 行動方式을 발전시킬 수도 있고， 經濟的 成長이 法

~I'J改單이 나 政治的 휠新쓸 발천시킬 수도 있다. 적어도 理念的으로는 環境的 條件의 變化

가 궁극적으로 人間의 慣習B'J 實錢生活의 개선플 션도한다는 주장은 상당히 보펀적인 것으

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 나 다른 한펀i로는.， 地;域社會開發의 直接的언 目標를 地域社會住民의 t띔習윤 바꾸는

일로 보는 立場이 있다. 즉， 한 計劃의 計劃的， 文化的， 經濟l핀 짧展의 홍월盤은 결국- 그 住

民의 慣習的 實錢이므로 地域社會 住民에게 새로운 專門知識과 技能을 가지게 한다든지，

보다 效果的언 集團思考의 플을 마련해 줌으로써 發展의 원동력 이 되는 A間몇因을 발전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地域社會開發의 강조점을 이와같은 慣習的 寶錢의 變化에 둔

다고 하면 慣習과 그 變化過程에 대한 理解없이는 했果的인 地域社會開發計劃과 推進은 어

려울 것이다.

地域社會開發의 주요 목표가 地域社會住民의 慣習的 生活의 改善。1 라고 보면 地域社會住

民의 慣習쓸 文化的 服絡에서 파악할 펄요가 생긴다. 한 地域社會의 文化는 그 構成員。1

共有하고 合意하고 있는 現象世界의 經驗을 組織하는 標準 또는 規則이라고 할 수 있다 4)

즉 그것은 그 社會의 言語나 그밖의 象徵體制에 담겨 있는 뻐覺織念化의 方式이며， 公的인

쩌識과 {言念이 며 , 公的인 價{直體制며 , 또한 行動과 그 節次에 대 한 公的인 規定인 것 이 다.

그런데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이렌 規則이 아니라 現象이다. 즉 우리가 여러 社會를

관찰해셔 이 社會와 저 社會가 다르다고 말할때， 그것은 그 社會 사람들의 對照的언 行動特

徵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行動은 그 社會의 文化 즉 規則을 학줍한 결과이며， 한 社會

集團이 이러한 文化에 따라 日常的으로 행하는 行動을 慣習이라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

하면， 慣習的 實않짧은 한 地域社會의 文化的 規則의 外顯的 表現으로서， 그 集團의 構成員

이 습관적￡로 행하는 行動， 慣習的으로 表現하는 信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째 地域社會開發에 관한 文化A類學的 관점의 核心은 地域社會 住民의 慣習的

寶-鐘의 變化를 위하여 j、間集團과 그 文化의 表現인 慣習的 實錢 및 그 變化過程어I 대 한

知識과 관점을 援用하는 일이 된다. 즉， 그 地域社會의 文化에 비추어 慣習的 行動의 意味

와 機能을 分明히 하고， 그 基鍵 위에서 變化를 위한 計劃이 立案推進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寶驗的 없究가 가르쳐 주는 바와 같’이 , 어 떤 特定한 行動特f生은 그것 이 A間의 欲求를 충

족시켜 주는데 했能的일 째 숨관화되며， 그것이 오랜 기간을 두고 계속적으로 욕구를 충족

4) Ward Goodenough, Cooperatioη iη Chaη'ge， (No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63), pp. 262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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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줄 때 합당한 行動方式으로 굳어지는 것이다5) 推論컨데 集團構成員이 共有하고 있

는 慣習이라고 할 수 있는 慣習 또한 대부분의 社會成員의 欲求플 充足시켜 줍으로써 形成

存續되는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形成T'¥續되는 慣習을 計劃的으로 變化시키려는 戰

略은 마땅히 기존 慣習의 機能과 정풍:味블 고려하지 않오면 안된다.

地域社會開發에 관련된 문제플 論議할 때 기-장 흔히 지적되고 있는 것은 地域社會開發의

計劃과 過程이 “地域社會의 必몇에 맞아야 한다”든가 “住民의 欲求를 充足시켜 주어 야 한

다”는 등의 提합이다. 그러나 이 欲求 또는 必몇라는 말은 보다 엄밀하게 規定되지 않으면

그것이 指示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合意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 Goodenough는 흔히

서로 바꿔쓰기도 하는 이 用語를 搬念的으로 區分할 것을 주장하면서， 欲求(want)는 한 個

A이 나 짧團이 도달 또는 維持하기를 바라는 狀態를 말하며， 必몇(need)는 그것을 達成 또

는 維持할 수 있는 效果的 수단을 말한다고 한다 6) 예컨대， “배가 고프다 무엇인가 먹어

야겠다" 히는 것은 欲求이며， “배플 채우기 위하여 무엇을 먹을 것언가”하는 것은 必몇인

셈이다. 地域社會開發의 狀況에서 이 欲求와 必몇의 搬念을 適用해 보면 흔히 쓰고 있는

‘地域社會의 欲求와 必몇를 充足한디-’는 발의 뜻이 얼마나 多義的인 것인가가 分明해진다.

즉 地域社會의 欲求가 地域社會人이 때覺하는 欲求일 수도 있고， 또한 變化댐進者가知覺한

地域社會의 欲求일 수도 있으며 , 다른 한펀오로는 같은 “欲求”에 대하여도 地域社會住民과

變化f足進者가 각기 다른 “必몇”를 가접 수도 있는 것이다. 흔히 變化f足進者는 地域社會의

欲求와 그 欲求를 充足시키는 수단에 대하여 그 住民보다 더 잘 아는 것으로 想定하고 있

지만， 실상 指갱좋者가 보는 地域社會의 欲求와 必몇는 그 地域社會의 실제의 욕구와 필요

외-는 반도시 같지 않은 것 이 다. 적 어 도 變化댐進者와 그 住民은 그들의 地域社會의 欲求와

現況 및 그 원하는 狀態의 差異에 대한 理解， 그리고 現象을 변화시키는 효과적인 方法에

대하여 合意할 때 비로소 그 地域社會의 必훨에 대하여 의견융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마닥로 말하여 地域社會開發에 관련된 地域社會의 欲求와 必훨는 變化f足進者와 地域社

會 住民의 쭉協에 의하여 결정될 성질의 것이다.

A間의 經驗과 역 사의 塵物로서 定立된 行動과 信念의 樣態7) 라고 할 수 있는 관습은 A

閒의 보펀적 欲求와 그것을 充足하기 위한 多樣한 必要에 대응하고 있다. 즉 이러한 관습

은 그 社會成員이 共有하고 있는 價個觀， ~뚱웹期待體制， 信念의 外的인 表現이며， 그 集團

員의 集團的 自꿇意識의 反映오로서 그 社會構成員의 欲求를 充足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러 한 慣習的 實짧의 變化플 地域社會開發의 주된 과제로 보는 엽 장에 서 면 地域

5) John Dollard & Neal E. Miller, Personalily and PsychotheraPy, (New York: McGraw-Hill, 19
70) , p. 63

6) Goodenough, 前提홈， pp. 17-18.
7) 上獨뿔，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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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開發은 慣習의 變化를 통하여 그 地域社會의 社會的， 經濟J¥]， 文化的 복지를 向上시 키

려는 노력이며， 그것은 그 地域社會 住民의 새로운 價댐觀과 信念， 향상된 自我意;識에 기

초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 역 사회 개 말은 궁극적으로는 集團的인 自뒀意識의 單新으로서 새

로운 社會致序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價個 • 信念 •慣習을 發展시 키는 과정 이 다.

2. 地域社會開發과 學校敎育의 投劉

地域社會開發의 강조점을 어 마 에 다 두든 간에 地;域社會I펴發뜰 主몇施策으로 삼고 있는

社會의 一般的인 期待는 한결같이 그 地域社會에 위치한 학교가 地域社會開發을 위한 선도

적인 짧劃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8) 우리나라에서도 ‘새마을敎育’이란 文敎政策이 이

러한 國家的인 期待블 明示的으로 나바내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國家社會的언 기대에도

불구하고， 地域社會開發을 위 한 學校敎育의 역 할과 그 섰能性에 대 하여는 合意에 이 르지

못하고 았는 것같다. 그 주요한 理由는 첫째로 學校가 地域社會開發이라는 國家的 目的을

달성하는데 있어 달성해야 할 沒劃의 범위와 한계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과， 둘

째로 學校敎育의 싣제가 그러한 않劃을 했能的으로 進行하지 못하고 있다는 두가지 정으로

몇約될 수 있다.

地域社會開짧을 위한 學校敎育의 범위는 다음 네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9)

첫째 , 學校內에서 學生 • 兒童들에게 地域社會開發에 대한 敎育을 深化함으로써 장차 地

域社會開發에 공헌할 수 있는 A力을 充員하는 얼.

둘째， 學校內에서 地域社會 住民을 대상￡로 한 成人敎育프로그램을 提供함으로써 地域

社會 住民들이 地域社會開發에 적극적으로 參與하도록 하는 일.

세째， 兒童 • 學生들록 하여금 地域社會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地

域社會開發의 過程에 應分의 投劃을 途行하게 하는 일.

네째， 地域社會에 나아가 地域社會開發을 위한 住民들의 努力을 直接 先導， 支援하는

얼.

위와같은 4가지 의 沒劃중에서 學校가 進行할 重點的 投劃이 무엇언가에 대한 명백한 규

정 이 先行되 지 않는 限 學校敎育의 地域社會開發을 위한 彼劃의 效能↑生을 期待하기 어 렵 다

는 것은 명백하다. 즉 학교의 지역사회개말을 위한 變化댐進機關(Change Agency)오로서의

역 할을 당연한 것으로 想定하더 라도， 變化機關으로서의 학교의 역 할。1 주로 학교내 에 서 學

生의 指導를 통하여 逢行할 것인가， 아니면 학생들의 사회참여를 통하여 수행할 것인가?

또한 學校內의 成A敎좁活動을 통하여 수행될 것인가， 아니면 學校가 地域社會開發에 직접

8) John Singleton, Schools aηdRμral· Deνelopmeηt: An Aηthropological Approach (Duplicated
Paper) University of Pittsburgh, 1972.

9) 李相周， ‘組織 目 標의 據大와 適應 : 學校의 새 마을 敎育， ’ 韓國歡育學會 數育社會學맑究會 심포

지 움 發表 論文. 1975.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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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하여 地域社會住民을 指導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철문에 대한 일관된 해탑이 없는

상태에서 進行되는 敎育오로서는 實效를 거두지가 어렵겠기 때운이다. 싣상 一線學校에서

計휩j되고 報告되고 있는 새마읍敎협의 범위는 위의 4가지륜 모두 포괄하고 있는 것오로 보

얀다. 예컨대 ‘소득증대를 위한 학습자료활용’은 첫째 찮劉을， ‘새마을교실’의 운영은 두벤i

째 역할을， ‘꽃길가꾸기’는 세째 역할을， ‘1교시- 1부락 책입지도’는 네째 역할을 學校敎좀

計劃안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計劃되고， 報告되는

事項이 바로 어떤 특정학교가 실제로 途行하는 &劉이 아니라는 것읍 칩작하기는 그렇게

어볍지 않다. 즉 이령게 확대된 학교교육의 목표를 감당할 組織의 再調整이나 專門的 知識

• 技術이 나 財政的 支援이 나 地域社會 住民의 期待體制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 다.

發展途上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어서의 /ι類學的 짧究의 結果들도 近代化를 위한 學校敎

育의 效能이 펌害되는 훨因들을 여 러 가지 로 分析하고 있다. Wilson은 Malaysia에 대 한 昭

究10)에서 數師블이 학교교육의 내용윤 地域社會의 짜口覺과 價{直觀에 비추어 먼역 •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고 있으며， Thailand에 관한 Hanks의 陽究11)에서는 부모들이 學

校에서 받은 敎育에 대하여， 그것이 그들의 宗敎的， 道德的 敎育의 機念과 合致하지 않지

때 문에 비 난하고 있다고 報告하고 있다. Philippines에 서 의 Sibley의 맑究13) 에 서 는 地域社

會의 住民은 學校敎師를 엄격하게 학급에서 兒童을 가르치는 사람오로 쩌覺하고 있기 때문

에 이들은 地域社會開發의 指導者 구실을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고， Nash의 Burma에 서

의 짧究14)는 學校의 敎師블은 그 地域社會의 권위에 대한 규범과 태도를 反映하는 까닭에

學校가 近代化를 위한 효과적인 기관이 될 수 없다고 報告하고 있다.

이러한 一連의 없究結果들을 經合해 볼 때 地域社會開發이라는 國家的 目標블 達成하기

위한 學校敎띔의 역할은 그 담標가 學校行政家， 敎師， 그리고 地域社會 住民에게 어떻게

知覺， 解釋되고 있느냐에 따라 規定될 수 밖에 없다는 結論에 이른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兒童·學生에 대한 것이든 地域社會 住民에 대한 것이든 간에 궁극적으로 學校가 실제로

逢行하는 껏劉은 學校敎育에 관역하고 있는 여 러 投뽑U擔當者블이 學校敎育에 대 한 期待를

어떻게 9iD覺·解釋하느냐에 따라 決定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따究의 模型

j、類學的 관점에 基짧하여， 地域iitl:會開發을 集團的 自我單新의 과정ξ로 보고 이를 위한

10) P.1. Wilson, A MalayVillage andMalaysia, New Heaven: HRAFP, 1967.
11) L. Hanks, ‘Indifference in Modern Education in a Thai Farrning Village,’ Hμmaη Org'aηization

Vol. 17, (1958) , pp. 9-14.
13) W.S. Sibley, ‘Social Structure and Social Change: A Case Study from the Philippines ’ Human

Organization Vol. 19, · (1960) pp. 209~11.

14) M. Nash, ‘Education in a New Nation,’ Iηternatioηal J. of Comparatiνe Sociology Vol. 3. (19
62) , 13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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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校敎育의 짧뽑U을 地域社會學校의 f잊뽑U擔當者들의 짜口覺 • 解釋에 따라 規定펀다고 보는 立

場에 션 이 陽究는 學校를 하나의 社會文化的 體制로 想定하고 。1 社會文化的 體制에 대한

集中的인 A類學的 事例짧究를 통하여 提起된 昭究問題에 대한 解答을 얻으려고 한다. 여

기에서 사용하려는 理論的 模型은 Siegel에 의하여 提案된 文化接變模型(Accluturation

modeI)15l 을 우리나라 實情을 감안하여 수정한 것이다.

본래 이 模型은 學校의 地域社會開發을 위한 設뽑0을 分析하기 위 해 構案된 것은 아니 다.

그러나 地域社會의 맥락속에서 敎育의 過程을 分析하고자 構案된 이 模型은 本맑究의 目的

에 適合하다고 判斷되었기 째문에 이것을 援用하기로 한 것이다. 이 模型의 想定에 따르면

學校는 하나의 特珠한 社會이 지 만 그 運營構造는 끊임 없이 外界環境의 영향을 받으며 , 또

한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이며， 學校에서 일으키는 變化는 학교에 관계되고 있는 여러 集

合體內部의 價個의 -貴性， 이 價f直에 대한 構成員들의 合意의 程度， 또한 여 러 下位文化

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規定된 역할관계， 그리고 投劃逢行者 自身의 짧劃용口覺에

따라 左右된다고 본다.

圓1의 模型에서 A는 學校體制를 나타낸

다. 學校體內에는 學校行政家와 數師와 學

生의 相互作用。1 있는데 學生이 최종적 인

價f直情報의 受信者가 되는 셈 인데 , 學校敎

育의 成λ、敎育프로그램에서는 地域社會成A

이 受信者일 수도 있다. B는 敎育行政體制

이 다. 敎育行政體制는 國家社會의 敎育政策

을 決定하는 文敎部블 頂點으로 하는 位階

的언 組織을 가지며， 價個·情報는 이 位階

的언 組織을 통하여 學校에 전달되고， 學校

體制內部에서는 學校長→敎師를 통로로 하

여 學生에게 전달된다. c는 敎員養成體制 圖 1 學校敎育過程 分析*핸젠l

를 나타낸다. 敎員養成體制에서의 메시지는 거기서 양성된 敎師틀을 통하여 學校體制에 들

‘ 어요게 되며， 學校內部에서는 敎師가 提供하는 敎育內容과 그 提示方法을 통하여 學生에게

전달된다. D는 地域社會體制다. 地域社會는 地域社會學校의 -次的인 環境으로서 學校體

制에 그가 가진 價煩나 情報를 傳達한다. E는 國家社會體制로서 學校와 그 l次的 주변체

제의 환경。l 된다.

E

→
，
봐

/l

?A
*

짝

-
가

\
、

鋼l繼‘織{뼈
지역사휘 또패칩단

D

15) B.J. Siegel., ‘Models for Analysis of the Educative Process in American Communities,’ in G.D.
Spindler (ed.) , Education and Aηthropology，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1955) pp. 38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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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究에서의 탐구의 魚點은， 地域社會開發이라고 하는 國家的인 目的。1 學校體制를 둘

러싸고 있는 1차적 주변체제에 의하여 選別， 再解釋되고 있다는 想定下에 學校가 이렇게

選別， 再解釋된 國家的 덤標에 어렇게 대처하고 있는가에 集中되고 있다. 즉 學校에서 이

루어지고 있는 變化는 行政的 通路를 거쳐 傳達되는 公式的인 國家的 目標와 數員養成機關

에서 온 目標· 內容·方法에 대한 指針과 觀點， 그리고 地域社會의 期待등을 學校敎育擔當

者가 어떤 모양6로 조정 , 통합， 또는 적응시킨 결과라고 보고， 이 調整， 統合， 適應의 樣

態를 學校와 地域社會의 R辰絡융 관련시켜 파악하려는 것이다.

1II. 隔究의 方法과 節次

提起된 맑究問題에 대한 해랍괄 얻기 위하여 多樣한 方法。1 動員되었지만， 그 중에서 가

장 核心的인 接近方法은 人類學的 昭究道월:인 參與觀察 (participant observation) 을 풍한 。1

흔바 自然史法 (natural history method) 16) 이 다. 이 自然史法은 특정한 社會 • 文化的 狀況

(setting)에 相當期間 동안 直接的부로 참여하여 自然的인 狀況에서 실지로 작용하고 있는

그 社會文化體制의 過程을 觀察記述하는 方法￡로서， 굉￥究者는 1973년 6월부터 1974년 8월

까지 京離道 龍仁휩8 南四面의 가나國民學校를 對象으로 이 方法을 써서 集中的인 現地짧究

를 하였으며， 그 후 추수연구를 위하여 不定期的무로 學校를 방문하여 쩔料를 補充하여 왔

다. 現地昭究의 期間中 맑究者는 週 3 日 間씩 가나國民學校가 위 치 한 아자里의 한 農家에서

下뺨하면서 H課時間中에는 學校活動에 참여 관찰하였￡며， E課時間外에는 地城社會의 活

動을 觀察記錄하였 다. 觀察活動은 學校敎育活動 全般 및 地城社會의 學校關聯λ‘土들의 活動

에 걸치는 광범위한 것이었으나 그 魚點은 學校關聯者들이 그들의 學校의 投劃을 어떻게

쩌覺하고 있느냐에 集中되었다. 學校와 地城社會生活， 그리고 그 상호작용의 관찰장면은

@ 學級敎授活動，@ 行事짧式活動，@ 試驗考훌活動，@ 學校給食活動;@ 特別敎育活動，

@ 敎師活動， (J) 對學父兄·地城社會活動의 여러 測面이 包含되었다.

以上에 列記한 여러 장면을 참여 관찰함에 있어서 各 場面마다 각각 다른 困難點과 限界

가 있었다. 예컨데 長期間에 걸친 敎師들과의 점촉을 통해서 形成된 rapport에 힘업어， 교

사플의 公式的 非公式的 活動에는 쉽게 참여할 수 있었으나， 學父兄의 集會나 試驗·考훌

活動 같은데는 全面的안 參與가 불가능하여， 準備過釋이나 事後에 參加했던 數師나 行政家

의 反應의 觀察， 또는 결과처리의 過程에 참여함요로써 情報를 수집할 수 밖에 없었다. 學

級敎授活勳의 觀察도 授業횡;態에 參觀者가 있는 것을 꺼 리는 敎師들의 -般的인 特性 때문

에 사전전촉을 통하여 몫f:JE者의 관심 이 非評價的이 며 , 學級敎師둡의 實l聚와 그에 대 한 敎

師의 관점을 배우고자 한다는 점융 理解시킨 後에야 이푸어칠 수 있었다. 이런 절차를 거

16) S. T. Kimball, ‘The Method of Natural History and Education Research', in Spindler (ed.) ,
op , cit., pp. 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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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야했던 관계로 살지수업의 관찰은 2"-'3週間의 事前接觸을 必몇로 했고， 參觀當日에는 授

業前부터 시작해서 授業後까지 하루종일의 시간을 敎師를 뒤따르며 觀察·記錄하였다.

위와같은 참여활동의 기록은 되도록 상세히 그 관찰현장에서 관찰수첩에 기록하거나 관

찰후 가능한 한 빼-른 시 간안에 기록하도록 하였오며 , 그 관찰장면과 관계된 사람듭에 대 한

질문과 그 반응도 해 당 기록수캡 에 보충기 입 함오로써 , 관찰된 장면의 記述을 보완하도록 하

였다. 참여활동중 배부된 인쇄물이나 文書등의 資料등도 관찰기록과 함께 保存되었으며，

面接이나 방문에서 얻은 정보도 관찰기록에 첨가되었다. 수업참관의 기록은 관찰기록과 함

께 소형녹음기로 녹음 채 록하여 관찰기록과 비교하고， 관찰기록을 보충하는데 쓰여 졌다.

참여관찰과 병랭하여 쓰여진 方法은 가나학교와 地域社會에 대한 體系的인 調월였다. 01
調효는 다음 세 가지 調조표領城이 包含되 었 다.

첫째로 관계인사와의 面孩우로서 가나學校全敎職員 (N=== 1 3)과 학부헝대표 3인 그라고 地

;域社會指導者 3名에 대한 體系j펴인 面接윤 하았다. 敎職員에 대한 面接은 주로 放課後나

當直 日 ( 日 , 宿直) 私的 友好的인 쩔國氣속에서 행 히1 겼오며 , 學父兄에 대한 面接은 JiJf究者

가 下宿한 農家의 主λ、夫歸와 인근에 거주하는 育成會任員 2名을 대 상오로 하였우며 , Jii주잊E

者가 이 地域에 익숙해진 後， 즉 地域에 居住하게 된 後 6個月後부터 시착하여 약 1개 월

간격을 두고 세벤썩 面接하였다. 地域社會指導者는 마을담당 農村指導所 指導員， 새마을

指導者， 그리고 外國人指導者를 각각 面接했는데 計劃的인 面接計劃j에 의하였다기 보다는

미리 마련된 面接스케줄을 가지고 있다가 指導次 來說하는 機會를 보아 몇가지 質問에 대

한 反總쓸 얻는 方法을 취하였다.

둘째로 學生의 一部를 標準하여 이들읍 대상우로 가정적 배경에 대한 質問紙調훌를 實施

하였다. 펀의상 4학년 2개 반의 學生둡의 가정을 대상오로한 이 질문지는 가족구성， 교육배

경， 학교교육에 대한 기대와 펙망， 학생의 진로， 교외에서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형의 의

견을 묻고 있는데， 학부모들의 교육수둔을 고려하여 선다형 형식의 간단한 질문 10개 항오

로 만들어졌다.

세째로 經理·財政에 관한 것은 제외하고 학교의 모든 公的인 記錄과 文書가 提起된 問

題에 대한 解答을 얻기 위한 資料로서‘ 分析되었다. 學校敎育計뿔u 및 運營計劃書， 學校經營

計劃書， 昭究計盡u뿔， 自活給食運營計畵u書， 學級經營錄， 生活記錄鎭， 公文書受發據， 敎務日

誌， 學習指導案， 特別活動指導錄등 公的인 文혈와 資料의 內容이 參與觀察을 통해서 얻은

記錄 活用의 方法·樣態와 관련시켜 分析되었다.

이러한 調훌의 結果는 그 靜態的인 情報의 自體로서가 아니라 參與觀察에서 얻은 過程의

動態的인 情報에 관련시켜 學校에서 싣제로 열어나고 있는 판態의 意味플 파악하려는 입장

에서 解釋되었다.

이 昭究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거친 짧究의 一般的節次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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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昭究의 對象學校와 地域의 選定 : 맑究對·象學校와 地域의 選定에 있어서 고려된 조건

은， 農村地域에 位置한 學校로서， 進行中인 地域社會開發프로그램을 가진 地域에 位置하고

韓國의 農村地域學校의 代表的언 規模를 가졌ξ며， 댐주究者의 現地昭究의 펀의상 지나치게

불펀하지 않을 것등이었으며， 京짧道 敎育服究院의 認問을 얻어 隨仁君8敎育廳、 管下 地域을

1次的오로 候補地城으로 定하고 龍仁觀敎育長이 提示한 몇개校의 候補學校中에서 최종적으

로 이 條件에 가장 가까운 學校로서 가나國民學校가 選定되었다.

2. 現地昭究의 實施 : 가나國民學校에 대한 2차의 據備的 調問을 풍하여 맑究의 問題와

現地에서의 E주究者의 投劉에 대하여 학교당국자와 詳細한 協議즐 하였다. 그 結果， 文敎部

와 農村振興廳의 昭究學校의 f生格을 감얀， 學校에서는縣案의 問題에 대한 짧究者의 專門的

奉(±를 期待하며 , 學校敎育의 投劃에 대 한 陽究者의 관심에 대하여 學校에서 g由롭게 參

與觀察할 수 있는 機會블 提供받도록- 合意하였다. 핍究者는 學校의 짧究活動에 대한 讀問

에 應하였오나， 學校의 敎員과 갚은 位置를 고수하도록 노력하였오며 , 專門的언 奉f±의 沒

뽑U과 없究者의 f웃劃융 엄 격 히 區別하며 學校와 地域社會活動에 參與하였다. 따라서 댐구究者

에 대한 칭호도 처음 ‘敎授넘’으로부터 차차 자연스럽게 ‘선생닝’으로 바뀌었오며， 下宿하

는 집이나 그 이웃에도 學校에 요신 선생님으로 인정되었고， 學生들에게는 ‘우리학교가 좋

은 學校여서 더 좋은 학교 만드는 연구를 하시는 선생님’으로 인식되었다. 學校와 地域社

會體制의 自然스러운 一部로서 參與하고 生活하는 가운데 觀察結果는 記錄되고， 體系的안

調훌가 명행되었다.

3. 魔集된 資料의 分析과 縣合 : 參與觀察結果의 記錄과 體系的 調훌의 結果는 船究의 問

題에 비추어 分析되고 解釋되었다. 資料의 分析과 解釋에 있어서는 量的언 操fp보다는 質

的인 說明과 解釋에 注力하였A며 , 特珠한 部分에 대 한 分析的인 結論보다는 全體的언 !lit

絡을 重훨視하는 總體的 記述的(holistic-descriptive)인 立場을 취하였다. 또한 結果를 緣合

하고 解釋함에 있어서 體制內部의 觀點(insiders’ point of view)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暫定

的인 記述과 解釋을 계속적￡로 體制內部의 관계자에게 提示하고 그들의 反應을 確認하는

방볍오로 內部者의 觀點과 解釋에서 速脫되 지 않도록 努力하였다.

N. 핍究의 結果

이 맑究의 完全한 結果는 各 問題領城에 걸친 文化記述的안 資料(ethnographic data) 를

貝體的오로 提示한 鎬合報告書에 報告될 것이다. 여기서는 昭究問題에 관련된 몇가지 結論

을 훨約報告하고， 그 結論에 기초한 提言을 하고자 한다. 이 章에서는 먼저 昭究結果의 理

解를 돕기 위하여 -般的인 背띔으로서 昭究對象 學校와 地城社會의 狀況을 훨約記述하고，

그 다음으로 댐주究結果를 學校敎育의 公式的 機能， 學校敎育의 非公式的 機能， 地城社會開

發을 위한 學校敎育의 實際的 찮뽑j과 그 限界로 나누어 要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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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나國民學校와 그 地域社寶

가나國民學校는 龍仁那 南西面 아자里에 位置하고 있는 農村學校이 다. 이 學校는 해 방

이듬해인 1946년 9월 分校로 문을 열고， 1951년 가나국민학교로 송격된 이래 1975년 3월 1

일 현재 학생수 512명 에 11學級으로 編成되어 있고 敎員 13명 과 其他 購員 3명 이 學校運營

에 종사하고 있다. 이 學校는 大部分의 다른 初等學校와 같이 國民初等普通敎育의 目的으

로 設立된 公立國民學校이지만 그 位置한 地域社會의 與件에 適應하여 獨特한 樣態를 보이

고 있다. 이 學校의 學區는 南四面의 4個里 11個 自然部落으로 이루어져 있오며， 常生λ‘口

는 461家 口에 2，995名이고 이中 農家는 402세 대로서 全體A口의 約 80%以上이 며 農家中

경지면적 l정 보미 만이 43%로서 零細性융 띤치 풋하고 있다. 또한 常住人口中 高等學校후

業以上의 A口는 全體의 3%에 불과하여 全體的우로 敎좁71<.準과 所得71<.準이 낮은 地域社會

이 다. HE仁뿜의 西端에 位置한 이 學校는 컴B廳所在地로부터 約 15km의 距離에 있오며 , 學

區內의 j;jg勢는 완만하기는 하나 大部分 山間地帶여서 경지의 대부분이 天水짧이었으나 1970

年度後半期부터 몇개 의 핍潤池가 생기연서 UNDP사업오로 뺨地整理事業， 農村生活改善흉후

業。1 進行되 어 많은 水利安全짧이 생기 고， 1974年 새 마을工場 l個工場이 移動하거] 됨오로

써 地j或의 、-般的인 所得은 增大되어가고 있는 펀이다. 그러나 那內의 다른 地域의 發展에

비추어 볼 때 發展의 속도는 매우 느린펀이며 교통이 불편하고 文化的 惠澤이 制限된 곳

이다.

이 런 地域社會의 與件下에서 가나國民學校는 1972년 11월 文敎部와 農村振興廳의 共同指

定을 받아 自活給食昭究學校가 되었으며 새마을 정신의 고취와 소득증대로 자활급식을 하

고 ‘영양교육과 조리지도 및 영양식으로 어린이의 건강을 도모한다?는 두가지 커다란 目標

를- 學校經營의 目標에 첨가시키고 있다. 실상 이 學校의 活動은 學校가 가진 위와같은 特

珠한 目標에 크게 좌우되고 있으묘로， 學校의 投뽑U을 觀察記錄함에 있어서도 이 特珠한 條

件에 크게 영향쓸 받았융 가능성이 있다. 보다 구체적오로 이 문제를 부연하자면， 寶際로

500名의 學生을 먹이는 일은 당면한 問題이고， 이것을 學校의 가장 큰 課題로 삼고 있는

現實이기 때문에， 학교당사자의 주된 노력과 관심이 이 給食問題에 集中되고， 이것은 學校

活動에 參與하고 觀察하는 맑究者의 注意흘 특히 닫게 되 었다는 것 이 다. 75년 3월 현채 이

學校에는 自活給食뜰 위하여 1200首의 하이섹스種 닭과 27頭의 돼지를 기르고 있고， 副食해

我培를 위한 1800평 의 싣슴지가 확보되어 있￡며， 이플 支援하기 위한 組織(自活給食後援

會， 自活給食推進委員會등)과 附帶施設(食堂， 調理室， 계사， 돈사등)융 갖추고 있다. 당초

文敎部， 뽑村振興廳， 道敎育委員會， 휩P敎좁廳의 現物 및 쩔金支援ξL로 시작된 이 學校給食

事業은 1973'"'-'4年의 初期段階를 거쳐 1975年以來 文字 그대 로의 自活給食-괄 指向하여 長期

的인 등f휩j下에 進行되고 있다. 이 自活給食活動은 그 표뱅-하고 았는 公式的 텀標와는 무관

하게 地域社會와 관련뭔 이 學校의 投뽑'IJ에 크게 영향운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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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學校敎育의 公式的 機能

가나學校의 公式的 機能은 두 말할 것도 없이 行政的 通路즐 거쳐 提示된 ‘장학의 기본

목표’， ‘일반방침’ 그리고 ‘주요시책’을 구체화한 ‘본교교육의 목표’와 ‘방침?에 公式的으

로 규정되 어 있다. 이 러한 公式的인 規定은 每學年初마다 行政當局에서 시달되는 指針에

따라 행해지며 따라서 학교 자체가 가진 特珠性을 考慮하거나 自體의 -훨‘性있는 計劃은

되기 힘들다. 이러한 경향을 每學年度마다 많은 경비와 노력을 써서 作成， 印때， 報告， 配

付， 保管되는 學校敎育計劃書의 표제만 옳어 보아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유신과업 수행

을 위한 학교교육 계획 및 운영계획서 (73년)， ‘교육력 강화를 위한 학교경영계획서’ (74년)

‘학력향상의 해 학교경영계획서’ (75년)란 題名이 붙은 이 책자들의 내용을 자세히 검로해

보면， 이들이 學校敎育의 實際를 이끌어 가는 指針이 아니라는 것융 알 수 있다.

적어도 표방되고 있는 學校敎育의 目標는 ‘國家的 쭉求’와 ‘짧學目標 貝顯의 立場’과 ‘地

域社會實態’ 와 ‘本校敎휩與件에서 發見된 問題點’ 과 ‘學生의 實願’ 의 分析에 基底하여 設

定된 것이다. 그러나 敎育課程管理， 特別活劇I， 反共道德， 行事， 生活指훨， 健康敎育， 評價

管理， 敎育環境管理등 9個 領域오로 나누어 計劃된 敎育目標達成을 위한 實錢計畵j은 그 上

位目標와의 一貴f生도 문제이지만， 다른 實錢目標와의 관계나 目標自體의 模鋼性， 實錢可能

↑生등이 더 큰 問題로 보였다. 예컨데 1973학년도 교육과정계획의 첫 항목에 의하면 ‘고전

교양 국어 , 국사교육의 강화’ 라는 방침에 대 하여 학교의 주요시책은 ‘고전도서 확충과 효

율적 활용’이었￡며， 그 싶천 내용 및 방법은 ‘4학년 이상 1인 1책 교양도서 가지기’라고

되어있다. 1인 l책 교양도서 갖는 일이 ‘고전교양 국어교육 심화’의 방침을 구현하는 實짧

內容이 되느냐도 問題이지만 이 地域의 學生들에게 寶鐘시킬 수 았는 內容이고 方法이냐고

質問했을 때 그 대담은 自明하다. 1973년 현재 學/條가 保有하고 있는 兒童用 圖書數는 367

권오로 在籍生 1인당 1권 이 채 차레가 안되는 實情이었오며， 1973年 1년 동안에 증가된 아 、

동용 도서 의 數는 불과 15권 이 었 다. 地域社會의 文化的 中心인 學校의 實情。1 이 러 할 때

學生 個個A이 敎養圖書 l권씩을 가지도록 한다는 實錢目標는 達成可能性이 없는 것이고，

그것은 昭究者의 관찰 결과에 의해서도 確認된 바이다.

學校의 公式的인 機能이 처방되고 표방된 바와 같을 수 없다는 증거는 118페 이 지 에 달하

는 두꺼 운 計劃書를 나누어 서 筆親한 11名의 敎員이 c1人당 약 10페 엔 지 이 상씩 을 서투르거

나 글싸가 사납거나 간에 나누어 원지를 긁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누어 맡고 있는 事

務分掌을 檢討해 볼 때 더욱 劇的부로 부각된다. 예컨대 이 學校의 K敎師가 1973년도에

맡은 事務分掌은 무려 107}지 나 된다. 즉 敎務部의 비품계， 보안계， 재산계， 특활계중 음

악부， 만공소년단， 전교어린이회， 온실， 자활급식 학교운영에 있어서의 시설비품제， 연구

부의 교과 연구계에서 음악등을 담당하고 있다. 대부분의 敎師가 이와 類似한 狀況이고，

各 係에서 備置記錄한 장부가 있고， 그 記錄이 그 公式的 機能을 逢行하는 증거가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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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때 公式的 機能의 形式性과 硬直性은 짐 작할 만하다.

다시 이 計劃書에 나타나 있는대로 6월중의 敎務管理上 報告해야 하는 報告事項을 列學

해 보자.

• 成A敎室 運營 實積報告(25日)

• 學生財뽑 實積報告(25 日)

• 體育施設 및 뭘體檢훌器貝 據充 進度報告(25 日)

• 體力檢훌 結果報告(20 日)

·藍훌資料

• 國民웹盡 狀況報告(敎職員分) (25 日 )

? 前灌資金支出證書 提出 (7. 15)

• 職場하II練 結果報告(25 日)

• 學校運勳場 및 體育施設 開放 報告(25日)

• 學生數 報告(25 日 )

• 휴지 줍기 報告(25 8 )

이 것이 學期初나 學年末 같은 特妹한 時期가 아닌 6月 中의 報告事項이 라는 點을 강안하

고， 事務職 公務員이 配置되지 않은 普通 規模의 農村學校에셔 報告해야 할 月 191J的 事項이

라고 보면 學校의 公式的 機能은 公文과 장부의 記錄上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學校의 公式的 機能。1 이루어지고 있는 實際的 狀況을 現地昭究의 記錄에서 引

用한다.

「다른 大部分의 學校가 그러하듯이 이 學校에 서 의 모든 過程은 行政體制로 부터 의 公式的얀 메 시

지에 따라 進行펀다. 그 形式上의 硬直性은 학교밖의 사람틀에게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이다. 가령，

8月 15 日 에 光復節 記念式을 거행하는 過程을 예를 들 수 있다. 이미 放學이 되기 前에 計劃된 방학

중 행사예정표에도 계획이 되어 있는 행사이지만 敎育廳에서는 ‘光復節 記念式을 다음과 같이 거행

하라’는 公文이 示達된다. 例에 의하여 公文은 日直敎師에 의하여 접수되고(방학중이므로) 교감， 교

장의 결재블 받게 된다. 그런데 行事 전날 敎務主任敎師는 또 하나의 公文을 起案하여 결재를 받는

데 내용은 下達펀 公文과 똑같고 ‘본교 광복절 기념식을 다음과 같이 거행하겠다’는 것만 다를 뿐아

었다. 式은 示達된 式順에 의하여 進行되었는데 이상하게도 國民嚴禮中 국민교육헌장 朋讀이 빠져

있었지만 아무도 그 까닭을 묻지 않는다. 내부결재를 받은 式順은 敎育廳에서 示達한 公文內容과 完

全허 -致하는 것이었다. 왜 뻔한 것을 起案하고 決我를 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밟느냐는 칠문에 대

하여 敎務王任敎師는 公文으로 示達된 사항은 반드시 실시하고 記錄에 낭겨 야 하는 것이 라고 오히

려 당연한 것처럼 대당하였으며， 왜 國民敎育憲章의 낭독이 빠졌느냐는 칠문에 대하여 공문에 그렇

게 示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J

이러한 公文과 記錄寫主의 機能은 學校에서 처리되는 公文의 受發狀況을 分析해 본 結果

품서도 籍知할 수 있다. 1973年 上半期의 時間標짧에 의한 受發狀況의 分析結果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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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동안에 受發된 公文件數는(傳言遍信除外)606件이 며 受信 370件 發띔 236件인데 。1

期間의 授業H數로 대략 120 日로 잡으면 1 더平均 약 5件의 公文이 처리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 606件의 公文中 發信 또는 受信者가 敎育長인 것 이 502件이 며 其他 26個 기 관과의

交信이 104件인 것을 보면 學校의 公式的인 점촉은 行政當局과의 상하관체에 의 한 交信에

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校長會議등의 名目으로 學校行政家릎 直接 김集하

거나 集團變學이나 짧-學土듭의 來訊등을 통해 직섞적으로 傳達되는 메시지흘 고려하거나，

學校에 特定의 目的으로 행정담당자가내방했을 때 가장 重몇視하는 것이 各種 公權와 記

錄이라는 것을 관련시켜 보면 學校의 公式的 機能의 非機能性을 推理할 수 있다. 寶際로

굉주究者가 現‘地에 머무르는 동안 몇차례의 a종學士의 誼問이 있었지만 大部分의 경우 불편한

교통펀ξ로 誼問했다가 歸任해야 하는 관계로 校內의 外部的 環境과 관계장부를 대충 옳어

보고는 指導錄에 서명하고 쫓기듯이 떼 나는 것이 었 다. 또한 學校長의 指示內容도 會議에서

시달된 내용의 전 1갚이 고 그것은 싣지로 실시하라는 指示라기 보다는 ‘상부의 지시가 이러

하니 거기에 대처하라는’ 풋A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식적인 메시지는

學校敎師가 提示하고 敎育內容이나方法에 먼역되고 反映되기 보다는 記錄에 남기고 報告

하는 資料를 만을게 하는 機能융 하고 있는 것이다.

위 에 서 몇 가지 資料를 들어 學校의 公式的 機能이 름한錄과 報告寫主의 形式性과 硬直f生으

로 說明히-였다. 그려나 이것은 學校가 公式的‘으로 아무 機能도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나，

學校가 이렇게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評價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 실상 學校는 公式

的￡로 많은 일을 하고 있으나 이른바 敎育計劃과 같은 데에 처방되고 표망된 機能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公式的인 메시지가 學校體制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知

覺， 解釋되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싶제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접을 彈調하고자! 하는 것

이다.

3. 學校敎育의 寶際的 機能

學校敎育은 制度的오로 規定된 公式的인 機能을 하는 것이 아니 라는 접은 위에서 이 미

밝혀진 바 있다. 그러 면 學校敎育은 이른바 計劃되고 표방되고 있는 公的인 機能과 무관한

다른 機能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公的인 機能이 어떤 모양우로 그 學校가 처하고 있는

特珠한 與件에 適應하여 再選別， 再解釋되어 變容판 것인가? 여기서는 가나國民學校와 그

地域社會에 대한 自然史的 現地昭究의 結果에서 얻은 資料를 基健로 學校가 計劃하고 標做

하고 있는 公的인 敎育目標가 實際로 이 學校의 日常的 敎育活動에 어 떻게 나타나고 있는

가를 보임으로써 이 質問에 대한 解答을 마련하고자 한다.

-般的 狀況에서 指網펀 바 있듯이 이 學校가 처 한 地域社會의 與件과 學校가 당면하고

있는 實際的 課題는 。1 學校의 公式的 메시지즐 여러가지 모양으로 變容시켜 兒童 • 學生듭

이 學校에서 經驗하게 되는 學習經驗은 學校가 내세우고 있는 公式的인 目標에 의한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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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그러한 目標들이 行政家， 敎師들에 의하여 解釋되고 選別된 結果에 의하고 있다.

물론 이 學校에서 도 制度上으로는文敎部의 敎育課程時間配當基準令에의한 敎科時間表에

따라， 서울 한 복판의 學校에서 쏘는 國定敎科書를 가지고， 法定資格基準에 따른 資格證을

가진 敎員에 외하여 , 就學年觀에 있는 아동들에게 , 標準化된 規格에 맞는 敎室에서 , 鍵學의

基本目標에서 導出되고 敎育課程 構成의 基健資源、에 입각한 學校敎育의 目標와 方針에 의

거한 敎育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學校에서 B常的으로 행하여 지고 있는 活動이 敎

育이라고 하는 것， 즉 선생님은 가르치고 학생은 배우는 활동이라는 데 異議를 提起하는

사람은 없다. 물론 그 效能이나 質에 데한 論議는 있을 수 있지만， 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活動이 敎育이라는 점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合意하고 있다. 그러나 이 學校의 日常的인

活動에서 싣제로 학생들에게 이루어지는 變、化는 이 學校가 默示的으로 想定한 싣제적인 機

能， 다시 말하면 처 방되 고 계 획된 公式的 機能을 表面的 機能。1 라고 한다면 濟tE的 機能

(latent function) 이 라고 할 수 있는 機能에 의 한 것이 다· ‘

이 地域社會에서 學校는 어떤 意、味를 가지며，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마하는

가? 교장， 교감， 그리고 선생념， 고자의 어른플은 정말로 어떤 돗융 가지는가? ‘새마을

운동’과 ‘새마을 교육’은 어떤 뜻을 가지는가? 이러한 意味들이 學校敎育의 실제적 기능

을 좌우한다는 증거는 많은 資料가 立證해 주고 있다. 몇기-지 文化記述的 資料를 들어 이

증거를 補彈해 보기로 하자.

r6월 16일 띄약볕이 따캅게 내려쩍는 11時 45分， 이웃 學校를 닮問했다가 돌아오먼 %究者와 校

藍先生님은 學校에서 2km 떨어진 地方道路의 한 콘크리트다리위에 남착하게 배를 칼고 옆드려서 무

엇인가 열심히 공책에 쓰고 있는 한 어린이를 말견했다. 2학년 어린이이다. 가던 킬을 멍추고 다가

간 교감선생념은 “얘， 너 거기서 뭐하니 7" 하고 말을 걸었으나 어린이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

냥 국어쓰기를 계속한다. 교감선생념은 “너， 숙제 못했구나. 내가 선생님께 야단치지 말라고 할테니

빨리 가거라. 빨리 가야 빵 먹지 ?"하고 어깨를 잡아 일으켰다. 어린이는 교감선생념 얼굳을 한벤

처다 보고는 책보를 챙기고 일어 섰다. J

이 어린이가 되약볕 내리쩍는 한낮 콩크리토바닥에 땀을 적시며 엎드려 쓰기 공부를 하

고 있는 行動 하나에서 여러가지 意、味가 內包되어 있다--학교에는꼭 가야한다. 착한 사

람이 되려면， 이 나라의 새얼꾼이 되려면， 그리고 ‘점심을 굶지 않으려면’ 학교에 꼭 가야

한다. 그런데 학교에 가려면 숙제를 해가지 않으면 안된다. 모내기에 바빠서 어제 오후에

는 동쟁을 보느라고 시간을 다 보냈고 저녁에는 모기 때문에 불도 켜보지 못한 채 모깃불

피워 놓고 횟 마루에 앉았다가 깜막 잠들어 버렸다. 책보를 들고 나오다 생각하니 아차 숙

제를 잊었구나 어제도 숙제검사 때 애들이 손바닥을 맞았는데， 어떻게 할까? 작년 새마을

운동으로 찰 닦여진 다리가 보인다. 옳지， 저기가 좋겠구나. 펑펑한 책상오로 안성맞춤이구

나 얼른 써 가지고 가야지 어 ! 교감선생념한테 듭켰구나. 그렇지만 됐다. 교감선생념

이 선생넘께 말씀해 주신댔으니까 오늘은 손바닥 안 맞아도 되겠다. 오늘 점심은 빵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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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가 듬뿜 나왔으면 좋겠다--이려한 일련의 과정은그냥점작a로꾸민 이야기가 아니

다. 學校에서의 投劉關係로 보아 ‘교감선생념의 말씀’은 그만한 힘이 있는 것이며， 敎師가

學生을 다루는 日常的인 方式오로 보아 宿題를 해 가야허는 論理는 합당한 것이고， 地域社

會의 實情요로 보아 어린이의 가정에서의 生活은 自明하고， 學校가 살천하고 있는 給옳活

動은 어란이 중좋校의 彈力한 歸因。1 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가나學校의 實際的인 機能은 敎員組織의 寶際的 않劉에서도 특칭지 어 진 다. 그 특징 적언

측면은 세 사람의 代表的인 投劃이다. 公式的으로 學校長의 資格을 갖고 任命되었으며， 이

學校를 代表하고 있는 學校長은 學父兄￡로 부터 ‘부지련한 교장선생념， 너무 너무 일을

많이 하신다’는 評을 듣고 있는데 그 실제적인 않뽑j은 普通 다른 學校에서 교감이 하는 않

劃과 너무나도 類似하다. 그것은 自活給食學校로서라 이 學校의 發展을 先導한 校藍보다

나중에 부임한 이유도 있지만， 校藍의 R규究， 企劃， 運營能力에 대한 당국의 認定과 본인의

自己規定에서 온 것으효 보인다. 따라서 교장은 學校內의 管理的 課業에 더 힘을 기울이

고， 이에 대하여 校藍은 對外的￡로 관계당국과의 교섭과 연락， 그리고 이 學校의 가장 重

훨한 課題언 自活給食學校의 運營을 실질적으로 總括하고 있다. 參與觀察을 통하여 분명히

파악된 사싣이지만 校藍의 出張回數는 學校長의 出張回數의 근 5배 에 達하며 出張의 경우

校長에게 許可를 구하는 절차보다는 出張을 스스로 決定하고 校長에게 申告하는 절차를 밟

고 있다. 교감이 통근용으로 利用하고 있는 2 氣倚오오로바이는 이러한 校藍의 投劃逢行

에 필수적인 장비임에 플럼없다. 01 필수적인 교통펀의를 이용하는 데서 오는 간단한 복장

과 안경 그리고 일일이 차를 멈추고 전통적 방식으로 언사를 할 수 없는 조건이 地域社會

學父兄 -般이 그에 대하여， 그가學校를 위해 공헌한데 대한 응분의 예우보다는一種의 敵

對感， 違和感을 가지고 대하게 하는 源、뽕이 되고 있다.

이 學校에 서 독특한 짧劃을 하고 있는 또 한 사람의 敎員은 H敎師인데 그의 이 學校에

서의 投劃은 地域社會 代表者로서의 f앓書U이 다. 그는 敎員 13명 중 유일한 學校가 위치한 아

자里 出뭘의 敎師로서 學校의 公的인 地位는 學級敎師이지만 그 實質的안 沒뽑U은 그 地域

社會를 代表하는 學校內의 터춧대감이며 이려한 역할은 여러가지 學校機能의 實際에 영향

을 p] 친다. 이 地域에서 有數한 富農出身이고， 드불꺼1 보는 4年制大學出身으로 地域에 머

물고 있는 관계로 그의 地域社會에서의 發言權이 나 學校內에서의 영향력은 無視할 수 없

다. 따라서 學校의 對地域社會관계의 決定은 H敎師의 意思에 크게 左右된다， 이러한 H敎

師의 찮劇은 新任 校長을 迎接하기 위하여 前任地로 H敎師가 갔었기 때문에 學校長이 H

敎師가 校藍。1 냐 敎務主任으로 착각했었다는 速話에서도 그 한 測面이 도러 나 있다.

學校敎育의 公式的 機能은 彈力한 行政的 指示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은 사살아지마는

그러한 彈力한 規制는 그대로 學校敎育의 過程을 움직이지는 못한다. 敎師의 部落民 指導

가 새마을 敎育의 方針으로 示達되어도 敎師들이 살지로 부략에 나가는 일은 도물다.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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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敎師의 熱誠이 특히 모자라서 라기 보다는 地域社會의 狀況이 나 期待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넓은 學區에 散在해 있는 部落의 狀況도 그러하지만 地;域社

會住民들은 學校의 敎師가 部落에 나와 그들의 사업을

지 않는다. 또한 13명 의 敎員中 그 學區出뭘은 단 1명 뿐。]며， 學區內에는 下宿할 만한 집

이 없으므로 이웃 面所在地에서 통근하는 敎師틀-이 過半數이고 보면 이러한 벤통의 構造는

쉽게 理解될 수 있다.

學校內에서의 敎科學習 및 生活指導나 行事의 進行過程에서도 學校의 寶際的안 機能은

公式마J인 機能과는 對比를 이푼다. 1學年 國語時間에 ‘창아’ 를 指導하는 징-면을 생각해 보

자. 또박또박 板書된 ‘짱아?플 교사가 지휘봉으로 짚는대로 어린이들은 소리내어 ‘노래하

듯이’ 가락에 맞춰 옳는다. 이 敎師는 敎大出월의 없￥究主任 敎師이고， 읽기 指펄의 原理를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文字指違를 위하여， 천천히 소리내어 읽도록’하는 것은 불가피하

다는 意見을 내세우고 있다. 그 理論的인 쭉當‘I生의 문제는 차치하고， 敎師가실제로수행하

고 있는 역할과 그에 대한 교사의 해석은 교육의 實際的 機能을 좌우하고 있는 것이다. 서/

정쇄신방안 사례기록을 기간내에 작성 보고하기 위해서는 ‘세종대왕’단원 밑줄친 말을 열

번씩 공책에 버l 껴 씌우는 것이 국어수엽일 수도 있고， 鄭內 학력고사 준비블 위해서는 정

규시 간표와는 상관없이 어둑어둑할 때까지 공부하는 것을 학부모나 학교에서 다같이 자랑

스럽게 여기며， ‘學生들의 體力增進을 위한’ 運動會는 꼭 秋장 다음 날을 잡아 父兄觀技，

部落對抗鏡技를 되도록 많이 넣고， 校內에서 멍석을 깜고 막걸리를 파는 것도 눈감아야

한다.

위에서 學校敎育의 寶際的 機能의 몇가지 測面을 학교에 관련된 사랑둘이 실지로 수행하

는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여기에서 학교관련자들이 실지로 수행하는 역할은 그에

대한 公的인 制度的인 規定에도 불구하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狀況과 그가 知覺하고 解釋

하고 있는 投劃에 따라 행해진다는 것이 例示， 說明되었다.

4. 地域社會開發메 관련된 學校의 ~~劃

위에서 한 地域社會學校의 公式的， 非公式的 機能을 獲集된 資料를 基鍵로 하여 밝혀 보

았다. 目下 學校敎育의 重훨한 目標의 하나로 彈調되고 있는 地域社會開發을 위한 機能은

實際狀況에서 어떻게 이푸어지고 았는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學校敎育의 實際的 機

能이 公式的 機能과 乖離되고 있다고 하면 이 學校에서 싣지로、행해지고 있는 地域社會

開發을 위한 機能은 무엇이며， 이블 위해 관련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投휩j은 무엇인가? 이 J

節에서는 이 報告書의 結論으로서 가나學校의 地域社會開發을 위한 機能과 이를 위 해 관련

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역 할을 기술함으로써 地域社會開發을 위 한 學校敎펄의 f앓劃의 범 위

와 限界를 示浚하려 한다.

가나學校가 途行하고 있는 地域社會開發을 위한 機能은 일단 客觀的ξL로 보아 成功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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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評價받을 만하다. 그러나 그것은 學校가 표방하고 있는 計劃이나， 結果報告에 의한

평가에 근거한다기 보다는 地域社會開發을 위한 學校의 實際的 機能과 관련자들이 逢行하

고 있는 投劃에 대한 증거에 근거한 것이다. 싣상 學校敎育計劃에 明示되어 있는 새마을敎

育事業의 대부분의 課題는 名팀과 報告用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 一部溶指導， 一家口 一週

l帳 갖추기， 家힘1/ 짓기 등등의 課題나 成A敎室， 새마을敎室의 운영등은， 싶적은 기록되

고 보고되고 았지만 그 대부분이 형식상의 싶적이라는 것을 이 學校의 누구나가 다 認定하

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새마을 敎춤을 위히-여 學生듭에게 提供하는 公式的인 포로그램도 敎

育寶錢上 詳細化되 거 나 貝體化되 지 않고 있는 실정 이 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가나學校는

싣지로 學生과 成)、듭에게 다같이 地域社會開發을 위한 敎育效果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그 싣마리는 自活給食이라는 學校活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물폰 그 活動의 모든 過程

이 敎育이냐의 問題는 따로 남지마는 500명 의 어린이에게 週 5 日 간 접심을 給食한다는 貝

體的인 課題가 受憲者언 學父兄과 學生들에게 실로 의미있는 學習經驗을 提供하고 았고，

그것이 學校의 地域社會開發을 위한 機能과 밀접히 관계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貝體的으

로 學生들에게는 그들의 動勞와 協同의 結果가 生塵으로 直結되고， 그것이 빵이나 국수즐

얻어 먹는 것이 1 아니라 우리힘으로 生塵된 것을 나누어 갖는다는 信念과 態度를 갖게 하는

데 바탕이 되고 있다고 믿을만한 증거가 있다.

自活給食實施 3年次가 되는 1975年에 있었던 작은 話題를 引用하자. 이 學校의 우불 뒤 에

서 큰 앵두나무 한 그루가 있다. 해마다 개구장이 어린이들의 장난으로 다 익었을 해까지

커다려 수확을 해 본 일이 없던 나무다. 그런데 이 해에는 어린이회의 결의로 다 익으면 수

확해서 나누어 먹자는 운동을 일으켜 칼 보호한 결과 완전한 수확을 거물 수가 있었다. 01

약속은 지켜져서 全校生에게 고루 4롤씩 의 앵두알이 배급되고 어린이들은 환성을 올렸다.

그 후 4그루의 고염 나무가 역 시 잘 보호되 어 수확한 후 참으로 만들어 져 서 學校給食하는

빵과 함께 눈칼사탕만한 양이 전교생에게 배급되었다고 한다. 마침 이 참이 배급되던 바로

전날 이 學校를 방문했던 핍￥究者는 이 극적인 장면에 직접 참가할 수 없었던 사정을 안타

깡게 생각한 바 있다. 이 사실은 學校의 地域社會開發을 위한 投劃과는 直接的ξ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地域社會開發의 深層이 集團的 自我童新의 過程이라고 보는 관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같은 學校에서의 實際過程이 이들 學生들이 새로운 價{直觀과 信念을 갖도

록 도울 것이라는 推定은 결코 無理한 것이 아니다.

地域社會의 成人에 대한 機能도 비슷한 樣態즐 보인다. 學校給食을 위한 뺑-만들기를 거

들기 위하여 每日 3명 씩의 學뼈母가 學校에 나와서 調理를 보조하고 있는데 。1블이 學校活

動에 參與함으료써 學校와 地域社會와의 유대가 두터워지는 것도 하나의 副塵物。1지만， 01

뜰에게 食生活改善에 대한 산 經驗을 하게 함으로써 地域社會開發이 노리는 目標의 하나즐

아주 效果的￡로 達成하고 있는 것야다. 이 地域의 學父母가 되는 가정에서는 每家口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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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1명 은 ‘오븐’만 마련된다떤 당장이라도 맛있는 빵을 굽는 技術을 익히고 있고，Sf

빵이나 국수가 훌륭한 主食임을 믿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學校에서 地域社會의 所得增大를 위한 努力쓸 指導하는 效果的인 方法은 學校에서 地域

社會에 나아가 指導땀쫓하느니 보다는 學棒에서 示範的으로 實購해 보이는 것이 效果的01

라는 것이 학교당국자의 의견이고， 사살상 그렇게 寶錢되고 있다. 學校에서의 양계 • 양돈

사엽도 그러하고， 또 副食生옳을 위한 논감자 載培블 學父兄의 遊休農地를 벨어서 해본 結

果 學校에서 必要한 農盧物을 얻는 것도 所得이었지만， 地域社會住民의 논감자 載培意欲。1

부쩍 높아졌다는 것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學校가 地域社會開發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先行되어야 할 條件

은 學校가 地域社會의 欲求와 必훨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學校自體가 進行하는 寶際的 짧뽑U

에 대한 신뢰를 얻는 일이다. 가나學校가 그 지역사회에 교육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것은 學校가 얻은 신뢰에서 온 結果로 보이며， 이러한 지역사회의 신뢰는 1975년 봄， 칩접

마다 쌀 l말씩을 거출하여 學校給食을 위한 副食生塵을 할 수 있는 實習地 1018펑 을 매입

기증한 사례로도 입증되며，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學械給食을 위한 학부 행부

담급을 충실허 납부하고 있는 실적이 이를 단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실태를 종합해 볼 때 學校의 地域社會開發을 위한 역할은 學校가 學生블

로 하여금 地域社會開發事業에 직점 參與奉{±케 하거나 敎師가 地域社會에 직접 뛰어들어

開發事業을 직접 지도하는 일 보다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地域社會敎좁을 深化하여 지역

사회개발에 공헌할 수 있는 A力을 充員하는 일과 學校의 獨自的인 機能을 수행하면서 學

校內에서 地域社會開發에 관련된 사업을 시범적흐로 보여 줍오로 地域社會成λ‘들에게 실질

적오로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는 結論이 導出된다. 이러한 結論은 가나國民學校라고 하는

한 學校와 地域社會의 服絡에서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地域社會에나 適用될 수 있는

-般論이 될 수는 없겠지만 地域社會開發을 위한 學校敎育의 역할의 범위와 한계를 規定하

는 하나의 依據點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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