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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要語 : 국민학교 통폐합 학구확대 공간구조 입지변화 확대된 촌락공동체 

그리고 통폐합은 학교와 학교를 하나로 합치는 

일임과 동시에 학구를 확장하여 더 넓은 권역의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도록 하는 정책 방안이므로 

이는 교육의 문제이자 공간의 문제이며 공간을 이 

동하는 이용자의 문제로서 정책의 실시 여부와 

유효성은 일차적으로 서비스를 배분하는 정책 결 

정가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이용자 편에서 평가되 

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농촌지역에서 학교 통폐합이 가지는 중 

요성에 비해 그다지 많지 않은 연구중에서도 대부 

분이 교육학적 접근이 가지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 

하고 있으며， 농촌 계획 입안자나 통폐합 정책 결 

정가의 입장에서 통폐합의 당위성이나 기본방향 

만을 제시하고 있어 실제 정책결정에 기초자료가 

되어야 할 폐교지역 주민， 학부모， 학생들의 통폐 

합에 대한 의견， 태도나 적응형태， 폐교 후 지역 

변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는 거의 없 

론
 

교육은 노동， 급양， 주거와 함께 가장 본질적인 

흔재 기본기능으로 교육기관의 입지와 그 공간적 

권역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인구 감 

소로 인해 학교가 소규모화하는 한편， 교통수단의 

발달로 원거리 통학이 가능해 지면서 농촌지역 소 

규모 학교들이 통폐합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국민 

학교 입지변화와 학구의 확대는 지역 공간 구조 

변화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교육기관의 지역배분과 이의 입지계획， 취학공 

간의 범위와 통학권역의 설정문제 등은 교육경제 

학이나 교육사회학에 의하여 온 지금까지의 방법 

론을 통해서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지리학과 이들 학문간의 강한 유대 

가 더 욱 필요해 지 고 있다(박영 한， 1984). 

1 . 서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본 논문은 필자의 석사논문 가운데 일부를 요약한 것임. 논문을 지도하여 주신 류우익 선생님께 감 
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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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이 연구는 지금까지 통폐 

합 정책으로 폐지된 학교들과 폐교지역의 특성을 

살펴본 다음， 경상북도 영양군을 사례로， 농촌지역 

공간구조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로서의 국민학교 

수와 입지 변화를 살펴보고 폐교지역 아동과 학 

부모의 통폐합에 대한 평가와 적웅 형태를 알아 

본다. 더 나아가 이를 토대로 농촌공간구조의 정 

책적 재편성이라는 측면에서 농촌지역 소규모 학 

교 통폐합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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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유출 |• 국민학교의 
소규모화 

|1인당 교육비 증가| 

그림 1. 분석톨 

2. 사례 지역 개관 

사례 지역인 경상북도 영양군은 태백산맥으로 

둘러싸인 산간지역으로 남쪽의 청송군 진보면으 

로의 소통을 제외하면 다른 방향으로의 이동이 거 

의 제한되어 있다. 토지의 86%가 임야， 경지율은 

9.7%, 이중 밭이 73%를 차지한다. 전가구의 66% 

가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산간 농촌지역이다. 

인구수의 감소폭이 매우 커 1992년 12월 31일 현 

재 절정기인 1975년의 68.3% 수준으로 감소하였 

으며 , 아동수 역 시 1993년 현 재 2，492명 으로 1974 

년 13，927명의 17.9%에 불과하다. 현재 군내 거주 

아동을 토대로 한 학생수용 계획에 의하면， 2，000 

년에는 1 ，237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 

사례지역의 이와 같은 지리적 특성으로， 원래부 

터 다른 지역에 비해 국민학교 수가 많았으며 1) 현 

재 폐지되고 있는 학교의 규모도 작은 편이다. 또 

한 평야지역， 도시 근교의 학교 통폐합 패턴을 살 

펴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나 廢校面이 평야면이 

나 대도시 인근면이라 할지라도 點的 立地는 산지 

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대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타중심지의 간섭을 크게 고려함 없이 내부 중심지 

간의 경쟁 관계 고찰이 용이하다. 

표 1. 영양군의 행정구역과 읍면벌 가구 및 인구 
1992. 12. 31. 현재 (단위 :k마" %, 개， 명， 명까때) 

구분 면적 
행정 부락 

가구수 인구 
인구 

리 「/A-‘ 밀도 

계 
813.94 8,160 29,622 

000.0) 
114 282 

000.0) 000.이 
36 

영양읍 
130.93 

29 
2,978 11,004 

(16.1) 
56 

(36.5) (37.1) 
84 

입암면 
79.11 

19 
1,201 4,437 

(9.7) 
38 

04.7) 05.0) 
56 

청기면 
139.00 

18 
1,014 3,659 

(17.1) 
54 

02.4) 02.4) 
26 

일월면 
125.31 922 3.319 

(15.4) 
13 45 

0 1.3) 0 1.2) 
26 

수비면 
216.43 875 3,064 

(26.6) 
15 45 

00.7) 00.3) 
14 

석보면 
123.16 

20 
1,170 4,139 

(15.1) 
44 

04.4) 04.0) 
34 

모든 폐교들은 명목상으로는 본교의 관리하에 

있으나 실제로는 방치되고 있는데， 운동장에는 잡 

초가 무성하고 때로는 농작물이 재배되기도 한다. 

주민들에 의해 고추건조장， 마구간， 창고 등의 용 

도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 

II. 전국 농촌지역 국민학교 
통폐합 현황 

1. 소규모 국민학교 학급의 통폐합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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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봉화군 

국민학교 현황 

학교수 학급수 총학생수 
학급당 

구 
학생수 

;닙r 본분폐 본분혜 본분폐 본분폐 

교교교 교교교 교교교 교교교 

총 계 18811 111 18 19 a짧 131135 21.07.3 7.1 
영양읍 32 2 ~ 6 3 CÆl 48 8 33.3 8.0 27 
입암면 30 1 17 0 2 3í9 0 æ 
청기면 40 3 18 0 7 2i) 0 견 1440.010.3 
일월면 32 1 17 4 1 194 21 11 11.4 5.3 11.0 
수비면 22 2 14 5 3 낌4 43 9 17.4 8.6 3.0 
석보면 32 2 16 3 3 ~1 19 15 18.26.3 5.0 

표 2. 

그힘 2. 영양군 지도 

본교， 분교 : 1993. 3. 9 기준 
폐교 : 존속 마지막년 기준 

나 오늘날 실제 통폐합되고 있는 학교들의 규모는 

기준치보다 훨씬 작다. 

75 

농어촌 지역 국민학교들의 소규모화로 아동들 

의 학력저하， 사회성 개발 미홉， 문화 결핍， 교사들 

의 업무량 과다， 학생당 단위 교육비의 증가 둥 여 

러 측면에서 문제점들이 제기되었고， 이의 해결을 

위해 1982년 이래 학교 통혜합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통폐합 방법으로는 시셜을 신축하여 인근학교 

들을 통합하는 방법 한 학교에 다른 학교 학생들 

을 홉수하는 방법 기존 시설자체는 그대로 유지 

하고 분교장 격하 둥 운영 체계만을 변경하는 방 

법， 인구가 아주 과소한 지역의 주민들을 이주시 

키는 방법 둥이 있을 수 있는데(이민호， 1991) 현 

재 우리나라에서는 두번째와 세번째 방법만이 시 

행되고 있다.1982년에 발표된 영세국민학교， 학급 

의 통폐합 운영계획(문교부， 1983)에는 본교 폐지， 

분교장 폐지， 분교장 격하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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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따르면 동일 面內에 있는 학생수 180명 

미만， 6학급 이하의 학교로서 통학거리 4때 이내 

에 인근 학교가 있을 때 통폐합 할 수 있다. 이 거 

리는 학생들에게 버스비를 보조하거나 통학버스 

를 운영할 수 있는 경우 연장된다. 통합 후 통합교 

에 교실을 증축해야 할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 

며 그외 통합이 불가능할 경우는 저학년만을 수용 

하는 분교장으로 존치시킬 수도 었다. 원칙상 본 

교의 학생수가 100명 미만이 되면 본교를 분교장 

으로 격하시킬 수 있는데 분교장에는 교장 교감이 

배치하지 않고 본교의 지도를 따르도록 하고 있 

다. 분교장의 통폐합 기준은 학생수 10명 이하이 

다. 통학버스나 교통편의의 제공 등이 원활치 않 

은 도서벽지 지역인 경우는 기숙사 건립， 교통비， 

하숙비 지원2l 동을 통해 통폐합한다. 

표 3. 폐지학교 현황 

폐 지 
설립년 

통 합 
존속 舊학구 학 

구분 
학교명 학교명 

마지막년 내학생/ 

폐지년 내용 학급수 

영양읍 영양감천 64-ffi 영양국 버스 4 1 6 

무창기산 47-잃 화천국 하숙비 72 4 

일월면 문암용저 74-00 문암국 버스 11 1 1 

석보면 화매 택전 71-91 화매국 버스 7 1 11 

화매 삼의 70-93 화매국 하숙비 1 2 1 

입암면 신사금학 54-93 신사국 버스 æ2 15 

청기면 청남구매 72-93 청남국 하숙비 132 6 

청북행화 62-93 청북국 버스 10 1 14 

기포국 71-g2 청북국 버스 494 34 
수비면 수비 죽파 70-g2 송하국 하숙비 2 1 1 

수비 본신 61면)2 수비국 버스 72 3 

2. 전국 농촌지역 국민학교 통폐합 현황 

93년까지 6687ß 의 분교장을 포함하여 총 8197ß 

의 학교가 폐지되었고 1 ,030 7ß 의 본교가 분교장으 

로 개편되었는데， 분교장으로 개편된 후 폐지된 

학교가 많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폐교의 약 

56% 정도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데， 매각3l후에 

도 곧바로 전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고 마을 

회관으로 전용된 경우에도 이용이 활발하지 않아 

실제로 방치되고 있는 비율은 이보다 더 높다. 학 

교의 설립이 지역주민들의 기여에 힘입은 의무교 

육 기회제공이라는 정책목표를 둔 공익차원의 산 

물인 만큼 정부는 교육목적 직업훈련 기관， 주민 

복지 시설로 재활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교육부， 

1992). 

본 논문은 자료가 명확하지 못한 몇개 학교와 

시급이상의 도시 지역 학교를 제외한 총 7977ß 의 

폐교를 분류대상으로 하였다. 분교장 격하나 복식 

학급 편성 동도 통폐합 방안의 일종으로 정도는 

덜하지만 학교 폐지와 비슷한 의의를 갖지만， 여 

기서는 자료구득이 용이하고 명확한 입지변화를 

동반하는 폐교를 주로 다루기로 한다. 

표 4. 연도별 통폐합 현황 (1993. 3. 1. 현재) 

폐교년 &Hß 84 ffi æ 'ö7 æ æ m 91 92 m 계 

종 
44 19 10 10 낌 47 45 47 152 228 1m 819 

폐교수 

분교장 
151 64 70 34 '37 107 100 94 119 14'3 1CE 1030 

개 편 

자료 : 교육부 의무교육계 

시급이상의 도시지역 폐교들은 시역확장으로 

편입된 농촌지역 학교이거나 시역내 해안， 도서， 

폐광지역에 위치한 학교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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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지역 폐교들은 60년대와 70년대 초반에 세 

워진 학교가 과반수를 넘고， 폐교를 경험한 읍면 

중에서는 1개교가 폐지된 읍면이 3477ß 로 가장 많 

다(총 읍면의 약 31.7%). 2개교가 폐지된 읍면이 

117개， 3개교 이상이 폐교된 읍면은 62개이다. 폐 

교를 경험한 읍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오지면이 

가장 많고 경기도와 전라남북도의 경우는 해안면 

이 두드러지게 많다. 지역의 지형여건이나 사회 

경제적 여건， 정책 시행 방침 등에 따라 폐교의 수 

나 특성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이중 폐지 당 

시의 학교 규모(학생수)는 이상의 여러 여건들을 

대변하는 중요한 특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로 살펴보면 강원도 폐교들의 존속 마지막년 평 

균 학생수는 15.86명， 전라북도는 31.3명， 충청북도 



표 5. 소규모 학교 재산 활용 현황 (1993. 3. 1. 현재) 

구 
총폐교수 

반 활 용 보 

(1앓년 
마을 

-1ffi3년) 
각 환 

수련장 
회관 

임대 
존 분 

부산 1( 1) 1(1) 

대구 4( 4) 3( 3) 1(1) 

굉주 1( 1) 1(1) 

대전 4( 2) 3( 1) 1(1) 

경기 ffi( (0) 12(10) 3(3) 3(2) 4(4) 1α10) 34(31) 

강원 ffi( 79) ]3(3이 8(7) 3(3) 8( 7) 33(32) 

충북 깨( 75) 79(75) 9(8) 18(17) 2Xa)) 

충남 51(3)) 51(3)) 14(8) 1(1) 9( 7) 24(18) 

전북 111( 00) 16(14) 1(1) 6(4) 5(4) 8(15) ffi(EQ) 

전남 131(100) 12(11) 1(1) &6) 3(3) 13( 9) 94(76) 

경북 1빼102) 34(2'2) 11(6) 3(3) 4( 4) CJ7(õ1) 

경남 121(102) 24(17) 6(5) 2(2) 15(14) 74(&1) 

제주 11( 10) 4( 4) (1) 1(1) 5( 4) 

계 819((ffl) 112(1l)) 14(3) EQ(44) 1&17) 001(84) 457(3꺼) 

주: ( )는 분교장으로 전체수에 포함됨. 
자료 : 교육부 의무교육계 

는 27.58명이다. 특히 강원도에는 자연폐교나 10 

명 이하 폐교의 비율이 높다. 

표 6. 읍면 지역유형별 폐교수 

구 
읍면 유형별 폐지 학교수 

분 
읍 근교 평야 중간 산간 해안 오지 도서 계 

경남 7 8 12 6 0 8 23 
강원 29 2 0 9 13 32 0 
충북 6 0 3 10 24 0 39 0 
충남 5 0 5 6 6 10 17 0 49 
전북 10 1 8 14 9 5 53 11 111 
전남 19 1 8 3 0 13 63 29 136 
경북 11 4 16 24 16 4 68 0 143 
경남 10 23 14 7 15 40 J 115 
제주 7 0 0 0 0 2 0 10 

계 104 10 71 92 81 50 320 I 69 I 79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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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영ocf군 국민학교의 확산과 성장 변천 과정 

1. 근대 초등교육기관의 도입과 확충 

1) 해방이전 근대 초등 교육기관의 도임 

우리나라에서 신교육을 담당한 근대 초등교육 

기관의 확산은 강화도 조약이후 서구의 근대문화 

유입과 함께 시작되었다.1886년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인천 등지의 항구도시에 기독교 계통의 학 

교가 설립되었으며 1985년 소학교령이 발표되면 

서 수원， 대구， 전주， 광주， 진주， 남원， 천안， 제주， 

청주 등의 지방 행정중심지까지 관립， 공립， 사립 

심상소학교가 세워졌다. 그러나 농촌지역에 본격 

적으로 근대 초등교육기관이 보급되기 시작한 것 

은 을사보호조약 체결이후로서 전국적으로 1906 

년 이후 각 군청 소재지까지 1920년 이후에는 최 

하위 행정계층인 면사무소 소재지까지 국민학교 

가 확산되었다(이정록 1984). 조선 총독부는 4차 

에 걸쳐 조선 교육령을 발표하고 식민지의 교육내 

용과 학제， 교육기관 보급에 대한 여러 정책을 실 

시하였는데 초둥 교육기관 설립과 관련한 주요 정 

책으로는 공립 보통학교 3면 1교 설립 (1918) , 1면 

1교 설 립 (1927) , 간이 학교 설 립 (1932) , 국민 학교 

설립 및 2년제 간이학교를 국민학교로 승격시키 

는 정책 (943) 등이 있다. 

국민학교의 전신인 공립 보통학교라는 근대 교 

육기관이 도입되던 초기에는 그것이 일제의 교육 

기관이라는 이유로 기피되기도 하였다. 일제는 서 

당규칙등 여러 정책을 통해 월등히 수가 많았던 

전통 교육기관인 서당을 탄압하고 근대 사립 교육 

기관을 공립으로 홉수 통합하는 정책을 써 나가는 

데4) 이 과정에서 서당은 점차 초등 교육기관으로 

서의 기능을 앓고 면사무소 소재지나 간이학교가 

위치한 곳에서 먼 곳으로 밀려나게 된다. 

영양군의 경우， 1911년 영양읍에 영양공립보통 

학교， 20년 석보면에 석보 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된 

이래 1면 1교 정책에 따라 각 변에 정책적으로 4 

년제 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된다. 이 시기에 세워진 

학교들로는 일 월 1927, 청 기 1930, 수비 1933, 입 암 

1933 등으로 모두 각 면의 면사무소 소재지에 입 



농촌지역 국민학교 입지변화에 관한 연구 

。융소::11치 를요 

O 면소재지 톨그 
디를요 
B 빼지흰 를요 
A 톨요 
&예지흰 운요 
• 충고륭악교 

..... -군져 
_.-연깨 

-포장도흐 

-- 악구경찌 
••••••• 악구겸 찌 

그림 3. 영양군 국민학교 분포도 

지한다. 그후 일제는 “서당교육에 방임되어” 있는 

농촌에 초등교육을 보급하기 위하여 기존의 학교 

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교사 1인에 의해 운영되 

는 보통학교 부설 2년제 簡易학교를 설치하는데， 

이 때 세 워 진 화매 (1934) , 청 북(934) ， 청 남(935) ， 

송하(935) ， 문암(1937) ， 화천 (1940) 등은 1943년 

이후 국민학교로 승격되었다. 

이상 일제시대에 설립된 학교들은 해방후 의무 

교육 확립기를 거치면서 분실 분교장의 모체로 

기능하면서 면내 초등교육의 기반을 넓혀 나가게 

된다. 

2) 해방이후 의무교육 확림기의 국민학교 보급 

해방후 정부는 1950년 의무교육 실시를 선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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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무교육 완성 6개년 계획 0954-1959) ， 제 1차 

의 무교육 시 설 확충(1962-1966) ， 제 2차 의 무교육 

시설 확충(1967 -1971)을 통해 초둥교육 시설의 보 

급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국가 재정의 한계로 이 

계획의 상당부분은 주민들의 자조적 노력에 의지 

할 수 밖에 없었다. 해방후 설립된 학교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3) 설립 배경 

각 학교의 연혁에는 근대 초등교육기관이 도입， 

확산되던 당시의 지역 실정과 설립 과정이 더욱 

생생하게 잘 나와 있다. 

“ ... 21년 보통학교 설립 기성회를 조직하여 21년 



표 7. 해방후 설립된 영양군 국민학교 

설립년대 학 교 며。 

1940년대 
청 일 1946, 감천 1946, 기 산 1947, 신사 1947, 
방전 1947, 용화 1947, 가곡 1948, 상원 1949, 

1950년대 
소계 1949, 수하 1949 

1960년대 
오리 1952, 신 암 1953, 금학 1954 
행화 1962, 주남 1962, 구매 1963, 영양중앙 

1970년대 
1964, 요원 1965, 본신 1961*, 무창 1969 
삼의 1970, 죽파 1971, 기 포 1971, 택 전 1973, 
용저 1974 

* 본신교가 위치한 본신리는 1963년 울진군 온정면에 
서 수비면으로 편입된 지역이다. 

교사신축할 예산을 편성하여 인가를 얻었으나 기부 

금 수입이 뜻대로 되지 않아 결국 23년 도에서 한때 

중지하도록 명령하여 기성회를 해산하였다.27년 재 

차 학교설립 기성회를 조직하여， 각 동 유지 300여명 

의 결의에 의하여 할당한 기부액 8，728원의 고지서를 

발부하고， 예상 지방비 보조금 8，000원을 합해 교사 

및 교원 주태 건축비로 예산올 편성하였다.27년 재 

차 인가를 얻어 ... 28년 개교 당시 1년 41 명， 2년 23 

명， 3년 18명 총 82명이었다… 28년 1회 가을 운동회 

관람객이 2，아)()여명에 이르고 29년 1회 학예회의 

20종 연기 관람자가 2개 교실올 채웠다 .... " (일월국 

연혁) 

“…본교 설립 전까지는 노달， 병옥， 교동 학생들은 

약 4km되는 입암국민학교로， 방전， 홍구동 아동들은 

약 4km인 석보국민학교에 취학올 하고 있어 1.2학년 

의 통학은 물론 하동절기의 통학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던 중 1947년 입암국민학교 병옥분교장으로 당국 

의 인가를 얻어 병옥동사를 얻어 수업을 하다 학생이 

불어 수용이 불가능하여 방전통과 병옥동에 나누어 

수업하였고 49년 병옥국민학교로 인가를 얻었으나 

병옥동 주민들이 부지해결을 하지못해 학교건축이 

지연되어 오다 6.25동란으로 학교건축이 일시 중단 

상태에 있었으나 51년 방전동장인 김원동씨는 주민 

들을 설득하고 홍구동장 유봉석씨는 부락민과 합섬， 

양씨 서로 합의하여 부지부담은 방전 및 홍구동에서 

하고 위치를 현교사 위치로 정하여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사업을 추진， 54년 8월 5일 가교사 3개교실을 준 

공 개교를 보게 되었다." (방전국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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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지역은 구매 1 ，2동을 합쳐 100여호의 대가 

구가 400여년 동안 살아온 산중도방으로서'"일찍이 

지방 자체적으로 학당을 개설하여 교육에 힘써 왔음 

은 물론… 그후 일정시대 1면 1교 당시는 청기국민학 

교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으나 통학거리 8km가 넘고 

더구나 중간에 준령을 넘어서 통학해야하는 애로를 

겪어왔다…." (구매국 연혁) 

“요원2동은 산간에 산재된 부락으로 인구가 희소 

하여 학교설립의 엄두도 내지 못하고 일부 뜻있는 분 

들은 자녀들을 각기 사정에 따라 석보국민학교 또는 

무창국민학교까지 보내고 있던 중 산지가 개간되고 

차차 인구가 늘어나 자녀들의 교육문제가 절실해져 

(요원국 연혁) 

“ ... 왕복 14km 통학이 여간 무리가 아니었다. 동민 

들로부터 분실 설립올 추진해야겠다는 의견이 모여 

수비본교와 분실개설 절충을 하게 되었다. 가교사 부 

지 200여평을 기증 받음으로 더욱 급진전되어， 동민 

모두가 합심협력하여 가교사 신축용 목재를 준비하 

고 동재산 21 ，000원과 동민의 찬조금 15，500원을 기 

금으로 가교사를 지었다. 본교에서 파견교사가 4학년 

까지 임시로 분실에서 공부하게 되었다. 분실개교는 

급한 대로 하게 되었으나 영구적인 분교 인가를 받아 

야 되겠다는 의견이 모여 위선 분교 설립인가 조건인 

부지확보에 고심하던 중 동소유 재산인 산을 팔아 충 

당하자는 의견이 일치되어 동소유 임야 54정을 매각 

하고 국가보조금을 합해 부지확보， 70년 분교설립 인 

가를 받았다." (죽파국 연헥) 

2. 공간 확산 과정 

초등교육은 기초수요중의 하나이고 국민학교의 

학구는 아동들의 도보통행권을 기초로 설정되었 

기 때문에 다른 교육기관에 비해 수적으로 많고， 

확산의 최종 단계에 가서는 비교적 균둥한 공간분 

포를 보인다. 영양군 국민학교들의 입지를 설립연 

도순으로 지도화하여 보면 군청사무소 소재지인 

영양읍에서 각 면사무소 소재지로， 다시 각 면의 

하위 중심지로 확산하는 과정이 잘 나타나는데 따 

라서 여기에는 계층효과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입 초기에 이것은 혁신에 해당하고 초둥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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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는 공공재로서 각 개인에게 분배되기 보다 

는 주로 일정한 지역중심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의 인구규모， 밀도， 면적 

등 지리적 물리적 특성이 중요한 변수가 되는 기 

업적 혁신에 가깝다. 일반적으로 기업적 혁신은 

계층확산 형태를 띠고 공간상에 전개된다. 국민학 

교의 확산에 있어서는 신학문과 근대교육기관에 

대한 인지도， 교육에 대한 열의와 적극적인 수용 

자세， 인구증가， 독지가의 유무 등이 중요한 요소 

가 된다. 

3. 학교들의 성장 변천 과정 

학구내 학생수의 증감， 국민학교와 분교장 개편 

상황， 학구통합은 학교라는 교육 기관의 배후지 

크기와 중심성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학교의 

성장 변천 과정을 통해 해당 소재지의 변화를 유 

추해 볼 수 있다. 

각 학교의 성장 과정을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 성장 유형 1 : 본교 개교 • 본교 유지 

영 양 1911, 석 보 1920, 입 암 1933, 일월 1927, 청 기 

1930, 수비 1933, 가곡 1않8 

@ 성장 유형 2: 간이 학교 개교 • 국민학교 숭격 
• 국민학교 유지 

청 남 1935-1없4- ， 청 북 1934-1잃4- ， 송하 1929-
1없4- ， 화천 1940-1없4- ， 문암 1937- 1땅3- ， 화매 

1934-1없3-

1, 2 유형의 학교들은 대부분 일제시대에 설 
립된 학교들로 각 면의 중심지에 세워졌는데 면 

의 전지역을 커버하기에는 무리였다. 따라서 해방 

후 접근성이 좋지 않은 오지에 위 학교들의 분실 

이나 분교장의 형태로 학교가 세워졌다. 분교장으 

로 설립된 학교들은 지역의 성장， 정체， 쇠퇴에 따 

라 다음 유형들을 보인다. 

@ 성장 유형 3 : ( 분실 또는 ) 분교장 개교 • 국민 

학교 승격 • 국민학교 유지 

방전 1947-1951-, 청 일 1947-1954-, 신사 1947-
1947-, 영 양중앙 1960-1964-, 주남 1962-1967-

@ 성장 유형 4: 분교장 개교 • 국민학교 승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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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학교 유지 • 통합 

기 포 1971-1974-1992 
@ 성장 유형 5: 분교장 개교 • 국민학교 승격 • 

분교장 격하 • 분교장 유지 

요원 1965-1970-1980-, 수하 1949-1970-1991-, 
신 암 1953-1971-1978-, 무창 1969-1970-1980-, 
소계 1949-1972-1985-, 오리 1952- 1969-1985 
용화 1947-1971-1980-, 상원 1949-1953-1991-

@ 성장 유형 6: 분교장 개교 • 국민학교 승격 • 

분교장 격하 • 통합 

구매 1935-1972-1983-1993, 감천 1946-1959-
1978-1989, 기 산 1947-1971-1980-1993, 본신 
1961-1972-1978-1992 

@ 성장유형 7: 분교장 개교→ 분교장유지 →통합 

택 전 1973-1991, 금학 1954-1993, 용저 1974-
1앉X)， 행화 1962-1993, 죽파 1970-1992, 삼의 

1970-1993 

이상의 7가지 유형은 학구의 발전여부와 계층 

지위를 기준으로 세 집단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1 

집단은 위의 1, 2, 3, 4성장유형을 보이는 집단으로 

기포교를 제외하고는 국민학교로 유지되고 있다. 

학교 소재지의 중심성이 크고 공간 구조상 상위 

계층을 학구내에 포섭하고 있다. 2집단은 성장유 

형이 5, 6인 집단으로 70년 전후 인구증가기에 국 

민학교로 승격되었다가 80년을 전후로 다시 분교 

장으로 격하， 유지되고 있거나 통합된 학교들이다. 

이 학교들은 1집단에 비해 비교적 설립연도가 늦 

고 학구들은 공간구조상 1집 단 학구들의 하위 계 

층을 포섭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가 통폐합 가 

능 학생수에 미달인 영양군 분교장들의 통폐합 조 

건은 학생수라기 보다는 접근성이다. 이미 통합된 

6유형 학교들은 비교적 1집단 학교들과 가까운 위 

치에 있으며 도로상태도 좋은 편이다. 그러나 분 

교장으로 유지되고 있는 학교들은 포장상태도 좋 

지 않고 1집단 학교들과의 거리도 비교적 멀다. 다 

시 말해 과거 독자적인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고 

있었던 계목사이 좁은 평야에 동떨어져 발달한 취 

락의 학교들인 것이다.3집단은 분교장으로 개교， 

유지되다가 통폐합된 7유형 학교들이다. 한번도 

성 장한 적 이 없는 이 학교의 학구들은 공간구조상 



최하위 계층에 속하고 설립연도도 대부분 70년대 

로 가장 늦다. 

N. 농촌지역 공간구조 변화와 통폐 
합에 따른 국민학교 입지변화 

통폐합의 교육적 의미는 이것이 인근의 학교들 

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라는데 있다. 따라서 소규 

모 학교나 규모를 키운 통합교의 운영 방안， 교육 

수준 제고 둥의 문제는 교육학의 영역이 될 것이 

다. 

통폐합의 공간적 의미는 이것이 곧 학구의 확장 

이라는데 있다. 통폐합은 인구감소와 교통 발달 

둥 사회 지리적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농촌 공 

간구조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임과 동시에 행정구 

역 개편을 통한 적극적인 지역 중심지 구조 개편 

책으로 파급효과를 가진다. 특히 국민학교 교육이 

지니는 공공성， 기초적 성격 (basic need) , 의무 교 
육으로서의 성격은 다른 서비스 부문에까지 큰 파 

급력을 가지며， 국가 정책이 개입할 수 있는 당위 

성과 강제력을 제공한다. 

1. 통폐합 정책의 공간적 의미 

인구이출과 출산저하에 기인하는 절대인구의 

감소는 농촌지역의 일반적 현상이며 이는 농촌지 

역의 공간구조 변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류우 

익， 1981). 영양군 인구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세분 

되었던 학구는 인구감소와 교통발달을 거치면서 

통합， 확장되고 있는데 이러한 하위중심지 기능의 

쇠퇴와 기초 급양지역의 확대 재편성은 교육 서비 

스 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나 

타나고 있다. 이 과정 에 서 하부구조 등 공공투자 

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정책적 소외를 초래할 가능 

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일정 지역에서 상급 교육 

기관이 결여되거나 교육기관에의 도달거리가 확 

대되면 이것이 교육기회의 장애요소로 등장하게 

된다. 왜냐하면 학교까지의 도달거리 확대는 교통 

비와 숙박비용의 지출로 인하여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불리한 교육기회를 형성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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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박영한， 1984), 

통폐합이란 행정구역의 일종인 학구를 행정 수 

단을 동원하여 확장하는 것이다. 행정구역이 지표 

공간의 일부를 점하는 이상 행정구역의 설정문제 

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일차적으로는 공간문제 

이며 행정구역의 시대적 변화는 기본적으로 공간 

적 속성의 변화에 의한다(김원경， 1979), 비록 당 

시의 경제， 사회， 지리적 조건을 반영토록 알맞게 

구획되었다 할지라도 도시의 성장이나 교통 발달 

로 행정구역은 점점 부적당한 것으로 되어간다. 

따라서 행정 경계는 구획 당시의 경제 사회적 상 

황에 맞아야 할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러한 

상황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 구매나 진료 등 사적 부분만이 아닌 교육과 

같은 공공서비스， 그중에서도 중고등교육과 같은 

고차기능이 아닌 국민학교 교육이라는 저차기능 

의 도달거리 확대 재편성은 비록 그 개편 범역이 

상대적으로 좁다 하더라도 현재의 농촌현실로 보 

아 제도적인 농촌중심지 체계의 확대 개편이 이미 

불가피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국민학교 학구가 가지는 특수성이라 한 

다면， 농촌지역의 기타 서비스 기능들이 유효 구 

매력의 감소로 사라지거나 질적 낙후를 면치 못하 

게 되면， 상위 중심지를 이용하는 개인적 극복을 

통해 어느 정도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음에 반 

하여 국민학교 학구는 상위중심지 이용을 제도적 

으로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적으로 보다 나 

은 기능을 이용하기 위한 離村就學이나 學家離村

이라는 더욱 극단적인 적응양식을 보이게 된다는 

점이다. 더욱이 국민학생은 중고등학생에 비해 어 

리기 때문에 거주분열이라는 방식을 통해 교육문 

제를 해결하는데는 한계를 가지므로 인구유출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2. 국민학교 입지변화와 공간구조 변화 모델 

농촌지역 국민학교의 확산과 성장， 통폐합 등 

일련의 공간과정은 공간구조와 그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한다. 공간과정과 공간구조와의 

관계는 순환적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혁신의 확산 

동태를 밝혀냄으로써 공간과정을 파악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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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대의 공간구조를 알 수 있다(박수병， 1977). 

이것은 또한 공간구조의 이해는 한 시대의 공간 

과정에 대한 예측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혁신 확산의 공간과정은 변화 및 발 

전 과정으로， 지역의 발전 과정은 혁신의 확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혁신이 이를 수용할 수 있 

는 여 러 조건 의 threshold size가 충족된 상위 계 

층에서 하위의 계층으로 확산되는 계층확산에서， 

그 수용순서를 지역발전의 지표로 볼 수 있다면， 

도입된 학신을 앓는 것은 반대로 지역 쇠퇴의 지 

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양군처럼 기본적인 공 

간구조의 틀이 변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인구 유출 

이라는 양적인 감소만 있었던 지역에서， (혁신을 

먼저 받아들인 지역으로서 상위계층인) 오래된 학 

교의 소재지는 비교적 학교가 늦게 생긴 (하위계 

층) 지역보다 큰 지역이었고 상당량의 인구가 빠 

져 나간 뒤에도 다른 지역보다 큰 지역으로 남아， 

통폐합 과정에서 오래된 학교는 나중까지 유지된 

다. 다시 말해 계층확산한 국민학교의 통폐합은 

확산과정의 역순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 

에 가장 오래된 학교가 나중까지 유지되었다면 그 

지역 공간구조상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국민학교의 입지변화와 공간구조 변화 

와의 관계를 모렐화하면 다음과 같다. 원칙적으로 

同一面내 학교들끼리 통폐합하기 때문에 여기서 

의 기본 공간단위는 면이다. 

@ 통폐합 과정에서 최초의 입지(가장 오래된 학 

교)만 유지되고 중간에 생긴 학교들이 폐교되 

는 경우 : 지역의 공간구조가 기본적으로 유지 

되었다. 

@ 최초의 입지와 신생 입지가 동시에 유지되는 경 

우 : 지역의 인구감소가 덜 심했고 공간구조는 

유지되었다. 혹은 인구는 크게 감소했으나 접 

근성 불량 또는 주민의 반발로 통폐합이 잘 이 

루어지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 경우 학교들은 

심하게 과소화되어 있을 것이다. 

계층 변화가 있었다면 과거의 중심지에 세워진 학 

교들이 통폐합 과정에서 계속 유지된다고 기대할 

수는 없다. 이 경우에 가능한 학교입지 변화와 공 

간구조 변화의 모델을 설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최초의 입지가 소멸하고 신생학교가 유지되는 

경우 : 지역의 공간구조에 변화가 일어났을 것 

이다. 또는 최초의 입지가 최적입지 5)가 아니었 

을 수도 있다. 

@ 최초의 입지가 소멸하고 신생입지가 복수로 유 

지된 경우 : 인구감소가 덜 심했고 공간구조가 

바뀐 경우이거나， 공간구조가 바뀌고 인구도 

크게 감소하였으나 접근성 불량 또는 주민의 

반발로 통폐합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경 

우일 것이다. 이때 학교들은 심하게 과소화되 

어 있을 것이다. 최초의 입지가 최적 입지가 아 

니었을 수도 있다. 

@ 최초의 입지와 신생입지 모두 소멸한 경우 : 취 

학아동이 없어 학교들이 폐교되었거나 타지역 

의 학교에 통폐합되어 아동들이 원거리 통학하 

는 경우로 생각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다른 

중심권에 흡수된 경우이다. 

3. 모델의 적용 

@ 학생수 감소비율이 현재의 추세대로 진행되 

어 종국에 가서 는 규모가 가장 큰 학교만이 본교 

로 존속된다는 가정하에 영양군 각 면의 학교 입 

지변화를 살펴보면 청기면을 제외한 네 면이 모텔 

1에 속한다. 영양읍은 영양중앙국민학교가 계속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모델 2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엄밀히 말하자면 최초의 입지가 강화， 집 

중된 것으로 모델 1에 가까운 형태이다. 청기면의 

경우 당리 출장소 관할 구역은 모델 1에 속한다. 

면사무소 관할 구역내 학생수가 가장 많은 학교는 

정족리의 청기국민학교이다. 이 학교는 가장 오래 

된 학교로 만약 본교로 존속된다면 모델 1에 속한 

다. 그러나 가장 나중에 생겼지만 면소재지에 있 

는 청일국민학교가 본교로 유지된다면 모델 3에 

그러나 만약 내외부적 이유로 지역 중심지간에 속한다. 이 경우 면사무소 소재지인 청기리 인구 

82 



나 청일국 학생수가 정족리 인구나 청기국에 비해 

적은 상황에서， 본교 유지의 관건이 된 것은 공간 

적 요인이 아닌 행정 계층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 

미에서 모델 3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ø 1993년 현재 분교장을 제외한 모든 본교까지 
를 고려하면 영양읍과 5개의 면 지역이 모두 모텔 

2에 속한다. 영양군 인구와 가구가 최전성기의 

50% 이하로 감소한 상황에서 모델 2의 패턴을 보 

인다는 것은 지역의 사회， 경제， 지리적 조건， 국민 

학교의 소규모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1) 수비면 

최초 입지인 수비교와 1935년 간이학교로 설립 

된 송하교가 본교로 유지 되 고 있다. 가장 나중에 

생긴 본신교와 죽파교가 폐지되고 1949년， 1953년 

셜립된 수하교와 신암교가 분교장으로 유지되고 

있다. 1993년 수하교앞까지 도로가 포장되어 수하 

교는 곧 통폐합될 예정이나 신암교는 차량통학이 

어렵다. 학생수 29명 (1993년 3월 1일 현재)인 송하 

교가 곧 분교장으로 개편되고 나면 면소재지로의 

집중도가 큰， 모텔 1에 가장 충실한 형태가 될 것 

이다. 

2) 일월면 
일월， 문암， 가곡교가 유지되고 있는데 설립 순 

으로 보면 일월(1927년) > 문암(1937년) > 가콕 
(1948년)이지만 학생수로는 일월 (98명) > 가곡(60 

명) > 문암(36명)이다. 가곡국은 청기면과 접근성 

이 양호한 일월중학교 소재지로， 자체 중심성보다 

는 이웃면과의 접근성이 중요하게 되면서 새로운 

중심지가 상대적으로 성장한 경우이다. 이는 면 

지역내부 중심지 계층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3) 임암면 

1954년에 생긴 금학교가 1993년 폐지되고， 입 

암， 방전， 신사국이 유지되고 있는데， 현재 학생수 

는 입암(206명) > 신사(93명) > 방전(80명)으로 

설립연도순과 같다. 비교적 학생수가 많고 공간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모델 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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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경우에 가장 가깝다. 

4) 석보면 
석보， 주남， 화매교가 유지되고 있는데 1962년 

에 설립된 주남국이 1934년 간이학교로 설립된 화 

매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성장하였다. 

5) 청기면 

청기면 자체가 남북 방향의 장방형이고 東川변 

의 좁은 평야를 따라 취락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 

에 중심취락이 두드러지지 않고， 면소재지인 청기 

리와 영양읍 사이에 고개가 있어 읍과의 통행여건 

도 좋지 못하다. 학생수와 설립순을 비교하였을 

때 면지역내 공간구조 변화가 비교적 큰 편이다. 

전체적으로 학생과 인구가 감소하였지만 청남국 

이 비교적 많이 쇠퇴하였다. 청남국 학구인 저리， 

상청리， 구매리 주민들은 면소재지인 청기리나 영 

양읍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입암이나 진보 

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 청기면 중심지 발달의 

미약성은 청기면이 중학교가 없는 유일한 面인 점 

으로 드러난다. 도로체계를 따라 청기， 청북국민학 

교 졸업생들은 일월면 가곡동의 일월중학교， 청일 

국민학교 졸업생들은 영양읍의 영양중/영양여중， 

청남국민학교 학구인 저리， 상청리， 구매리 학생들 

은 입암중학교에 진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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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통폐합에 대한 평가 및 제언 

인구감소와 접근성 향상으로 대표되는 농촌 공 

간구조의 변화， 교육의 질적 저하， 경영 효율성 등 

여러 측면에서 농촌지역에서 학교 통합이 불가피 

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왔으나， 현실적으로는 

많은 사회적 저항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는 폐 

교와 함께 없어지는 농촌지역 국민학교의 지역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역할 때문이기도 하 

고 어느 정도는 정책 내용과 시행 방식에 그 원인 

을 두고 있다. 통폐합은 직접적으로는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간접적으로는 지역주민 모두 

에게 생활 패턴의 변화와 적응을 가져오는 능동적 



농촌지역 국민학교 입지변화에 관한 연구 

기제로 작용한다. 따라서 학교， 주민， 학생， 학부모 

들이 이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아 

동교육과 농촌지역 전반에 심한 손실이 생기게 될 

것이고， 포괄적이며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통폐합 

정책은 실패한 것이 된다. 

이미 많은 학교가 분교장으로 격하되거나 폐지 

되었지만 학교들은 계속 통폐합될 것이며 또 중등 

학교 통폐합 정책 실시가 발표된 시점에서 폐교지 

역 연구는 정책의 재평가와 실시를 위해 꼭 필요 

하다고 본다. 

학교가 없어진 지역의 변화에 대한 몇몇 연구( 

西田博嘉， 1986; Lee, 1960; Forsythe, 1986)를 살 

펴보자. 西田博嘉는 휴폐교화를 일종의 과소화 후 

유증으로 보고， 이것이 공동체적 지역기반을 해체 

하고 전통적 지역기능 재편을 촉구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기초단위인 1集落당 

1소학교 체제를 유지해 오면서 교육， 문화， 정보， 

오락， 사교， 民神察 둥 지역사회의 센터이자 상징 

으로 기능해 온 與吉野 산지 3村의 학교들이 휴폐 

교되면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던 지역행 

사나 民神蔡가 없어지거나 감소하고， 주민들의 전 

반적인 유대가 약화되어 지역공동체 해체 현상이 

일어 났다. 

Lee는 학교가 폐지되면서 인근의 중심지로 통 

학하게 된 농촌 아동들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도 

시적 가치를 수용함으로써 성장후 농촌지역을 떠 

나게 되거나， 특성상 이웃사회와 유대가 강하고 

주로 지역내에서 움직이는 성향을 갖는 농촌부모 

들이 새 학교가 입지한 이웃 마을로 이사하거나， 

학교 다닐 또래의 아동들과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 

할을 하는 선생님을 ‘앓은’ 마을이 활력을 잃게 

됨으로써 지역이 쇠퇴하게 될 것을 예측하고， 학 

교 재조직이 농촌 인구감소의 한 요인이 된다는 

가설을 세워 이를 검증하였다. 

Forsythe는 폐교가 지역과 주민에게 미치는 영 

하는 것 만큼 폐교가 지역사회에 그리 큰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아동들에게는 예상 

치 못한 혜택을 주고 있다. 

이상은 모두 외국의 사례로 우리나라의 폐교지 

역과 아동통학， 주민들의 적응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는 아직 없다. 영양군의 폐교들은 비교적 근 

년에 폐지되었으므로 학교 폐지가 장기적으로 지 

역에 미친 영향들올 살펴 보기는 어렵다. 이 연구 

에서는 사례군의 청기면 청북국민학교와 해당학 

구를 @ 통폐합 지역 아동들의 통학 실태와 새 학 

교에 대한 적웅 @ 통폐합에 대한 학부모의 태도 

와 평가 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사례 연구 

1) 지역 / 학교 개관 

청북국민학교 학구인 당리， 기포리， 사리， 무진 

리， 행화리는 당동출장소 관할 구역으로 청기면 

타 지역과는 연계가 거의 없는 별개의 생활권을 

이루고 있다. 

표 11. 학구내 아동 분포 

구 
당리 행화리 사리 

-닝‘!: 

부락명 사항고사장터수곡광동 샘골납데기 행전구릉마 

거리(km) 1.5 0.2 0.3 2.0 2.0 4.5 6.0 7.5 8.0 7.0 
아동수 7 8 11 8 13 3 4 7 2 4 

舊학구 청북교 행화교 기포교 

당리 행화리 계 

물건너 망두들 맹촌 닥정기 월구 살맹이 골무진 갯머리 메깔 

2.0 2.5 3.0 4.0 4.5 5.8 6.0 5.5 6.0 1m 

2 5 2 3 3 3 5 7 6 

쳐。그닙j-.íi!ι- 기포교 

향은 직접적인 인구감소나 기타 서비스 기능의 감 사리를 제외한 네개리가 청북국민학교의 학구 

소보다는 더욱 심리적 사회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로 유지되어 오다가 1962년부터 행화분교장이 행 

있다. 그녀에 의하면 학교가 농촌인구 유지에 기 화리 지역의 1학년부터 4학년 아동까지를 수용하 

여한다는 증거가 없고 주민들은 교사의 교육외적 고， 1971년 청북국민학교 분교장으로 기포국민학 

인 활동을 바라지 않으며 실제로 사람들이 예상 교가 설립되면서， 이전까지 청기 국민학교에 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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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기교· 

그림 4. 청북 학구 지도 

고 있던 사리 아동들과 청북국민학교에 다니고 있 

던 기포리 아동， 무진리 아동 일부를 수용하였다. 

세 개의 학구로 분할되었던 이 지역은 1992년 기 

포국민학교， 1993년 행화분교장이 통합되어 다시 

청북국민학교 단일 학구가 되었다. 1991년에는 3 

개 학교 전체 아동수가 160명， 12학급， 교직원수 

21명이었으나 현재 청북국민학교 1개교， 6학급， 아 

동수 103명， 교직원수 9명으로 감소하였다. 

1992년과 1993년에 각각 전출 8명， 4명， 전입 1 

명， 5명이 있었다. 전출아동은 舊청북학구 아동 10 

명， 舊행화학구 1명 舊기포학구 1명이고 전입아동 

은 모두 舊청북학구內로 이사온 아동들이다. 주로 

경찰， 목사， 출장소 근무자의 자녀들로 학교 통폐 

합과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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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기포학구 34명， 舊행화학구 14명외 원래 청북 

국민학교 학구내의 경계 지역에 사는 학생을 포함 

한 총 50명(기포차 29명 행화차 21명)이 버스 통 

학을 하고 있다. 통학버스는 아침 7시 30분 학교 

를 출발， 8시 사리앞 종점에서 회차하여 8시 30분 

학교 도착， 다시 행화리로 출발 40분에 회차하여 

50분에 학교에 도착한다.4시 30분 舊기포학구 학 

생들을 하교사킨 후 舊행화 학구 학생들을 하교시 

킨다. 정규 일과후 하교 시간까지 과외 활동을 하 

며， 버스 운행 시간은 날씨나 행사에 의해 조정되 

기도 한다. 

2) 아동들의 적응 내용 

기포국민학교 출신 아동들과 행화리 거주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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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부터 각각 26부 14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는 

데 이중 응답내용이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4학 

년 이상 아동의 설문지 총 33부를 분석하였다. 

기포집단의 경우 원래부터 청북학구였던 기포 

리 부락 아동들을 제외한 과거 기포학구 아동들만 

이 포함되어 있으나， 행화집단의 경우는 행화리에 

사는 모든 학생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행화교 

에 다니다가 청북교에서 5.6학년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포함하여 원래부터 청북교에 다니던 행 

화리 거주 학생， 통폐합으로 올해 편입된 학생들 

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학교 편제상 독립교와 분 

교장이라는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로， 두 설문 집 

단의 성격이 차이가 나서 단순비교에 약간의 문제 

가 있으나 행화리 거주 학생의 전체적인 성향이 

비슷하므로 큰 무리는 없을 듯하다. 

우선 아동들을 출신 학교별로 나누고 다시 버스 

통학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각각 두 집단으로 

세분하였다. 이렇게 버스통학에 대한 선호도를 기 

준으로 집단분류를 한 이유는 통폐합에서 차량을 

이용한 장거리 통학이 가지는 중요성 때문이다. 

학부모나 지역주민의 반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 

이는 통학지원， 정책 결정자의 최대의 배려는 통 

학버스 지원이다. 또한 통학버스는 장기적으로 아 

동들에게 편입의 흔적을 상기시키는 요소가 될 뿐 

만 아니라 학교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 

므로( Lee, 1957) 버스 통학에 대한 아동들의 태도 

는 전반적인 새 학교 적웅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 

한 요소로 생각된다. 

1집단 : 버스통학을 좋아하는 기포학교 출신 아동 

9명 

2집단 : 버스통학을 좋아하지 않는 기포학교 출신 

아동 10명 

3집단 : 버스통학을 좋아하는 행화리 아동 13명 

4집단 : 버스통학을 좋아하지 않는 행화리 아동 1명 

(1) 질 문 1 

전반적으로 아동들은 부모님이 자신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며 새 학교에 다니게 된 것， 버 

스통학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느끼고 있으나 버스 

통학을 좋아하는 행화리 학생(집단 3), 버스통학 

표 12. 부모님들의 공부， 학교， 버스통학에 대한 선호도 

구 분 1집단 2집단 3집단 4집단 계 

부모님은 내 공부에 

@ 관심이 많다 7 6 9 1 z3 

@별로다 2 3 0 6 

@많아졌다 0 1 3 0 4 

부모님은 새 학교를 

@좋아한다 9 9 12 1 31 

@안좋아한다 0 1 1 0 2 

부모님은 버스통학을 

@좋아한다 8 7 12 1 g 

@안좋아한다 1 3 1 0 5 

을 좋아하는 기포리 학생(집단 1)의 순으로 반응 

이 긍정적이고 버스통학이 안좋다고 한 기포리 학 

생(집단 2)이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아동 

들보다 부모님들의 버스통학에 대한 선호도가 높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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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문 2 

통폐합으로 학교의 규모를 키우고 난 후의 변화 

내용을 물어 보았다. 많은 아동들이 소란스러워서 

정신집중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또래 친구들이 

많아진 것을 좋아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급우 

들 사이에 아주 친했는데 학생수가 늘어나니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는 경우도 있었다. 情誼的인 관계 

로 맺어져 있던 급우들끼리 경쟁하게 되고 우열이 

드러나면서 공북 잘안되고 성적이 내려가는 것을 

걱 정 하는 아동도 많았다. 

표 13. 통폐합 이후 변화내용 

청북교에서 공부하니 

@공부가잘된다 6 3 7 1 17 
@잘안된다 3 7 6 0 16 

아이들이 많아 

@좋다 8 9 12 1 30 
@안좋다 1 1 1 0 3 

(3) 질문 3 

학교 소재지에 대한 귀속감을 알아보기 위하여 



옛 학교가 있는 기포리나 행화리， 청북국민학교가 

있는 당리중 어느 곳이 좋은가를 물어 보았다. 학 

교가 없어지면 아동들의 의식도 그 지역을 떠나 

새 학교가 있는 곳으로 옮겨가 지역 정체감이 약 

해진다는 연구(Lee， 1970)가 있으나 대부분의 아 

동들이 여전히 기포리나 행화리를 더 좋은 곳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청북교， 기포교， 행화교를 포함하여 다니고 싶 

은 모든 학교에 복수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전반 

적으로 옛 학교에 대한 향수가 짙고， 희망하는 학 

교가 대부분 영양군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다6) 

표 14. 학교 소재지에 대한 귀속감 

구분 1집단 2집단 3집단 4집단 계 

@ 옛 학교가 있는 

곳이 좋다 9 10 10 1 30 

￠ 당리가 좋다 0 0 3 0 3 

다니고 싶은 학교 

@ 도회지 학교 1 2 1 1 5 

@ 읍에 있는 학교 1 3 4 0 8 
@ 면에 있는 학교 5 3 3 1 12 

@ 청북학교 3 0 9 1 13 
@ 옛 학교 8 10 7 0 25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행화리 지 

역 아동들이 기 포학교 출신 아동들보다 새 학교에 

더 만족하고 있으며， 기포학교 출신 아동중에서도 

버스통학이 안좋다고 대답한 아동중에 새 학교 적 

응을 잘못하고 있는 아동이 많다. 

3) 학부모 적응형태와 통폐합에 대한 평가내용 

38부를 회수， 웅답내용이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 

한 34부를 분석하였다. 

1집단 : 舊기포교 학부모 23명 

2집단 : 행화리 학부모 11명 

(1)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한 평가 

두 집단 공히 학교가 없어지게 된 원인을 나라 

에서 학교를 없애서라기 보다는 학생수가 줄어서 

라고 보고 있으며 학교가 폐지된데 대해서 안타깝 

지만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87 

地理學論護 第23號<1994. 2) 

(2) 학부모로서 학교와의 관계 변화에 대한 질문 
두 집단 모두 학교가 멀어져 학교사정을 잘 모 

르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큰 학교 학부모가 되 

었다고 해서 특히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보는 비율 

이 높으나 2집단의 태도가 더욱 긍정적이다. 

(3) 폐교 지역과 통합교 지역의 발전에 대한 질문 

1집단은 기포리나 당리의 발전에 대해 매우 회 

의적임에 반해 2집단은 긍정적이어서 두 집단간 

반응이 뚜렷이 구분된다. 또한 두 집단이 예상하 

는 것보다 실제로 지역에 닥치고 있는 변화는 별 

로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많은 기포학교 출신 

학부모들이 학교가 없어짐으로써 지역이 입게 되 

는 손실을 강하게 예견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느낀 

다고 답하고 있는데， 이는 설문지 앞머리에 학교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서 그냥 “현재 살고 있는 지 

역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라고 보았을 때의 

답변과 상당히 다르다. 

표 15. 폐교지역과 통할교 지역의 발전 전망 

구 분 1집단 2집단 계 

예상하기에 학교가 없어져서 

기포리나 행화리에 달라질 것은 

@ 별로 달라지는 것 없을 것이다 5 5 10 

@ 사람들이 모일 곳이 없어진다 3 1 4 

@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15 5 m 

실제로 현재 달라지고 있는 것은 

i 없다 5 6 11 

2 예전보다 더 빨리 쇠퇴하고 있다 7 1 8 
3 지금은 표시가 안나지만 좀더 지나 11 2 13 
고 나면 무언가 달라질 것이다 

@좋아졌다 0 2 2 

청북학교가 있는 당동지역은 

CD 별로 달라지는 것 없을 것이다 6 5 11 

@ 아이들과 함께 사람들도 모이므 2 4 6 
로 훨씬 발전할 것이다 

@ 끝에 가서는 마찬가지로 쇠퇴한다 15 2 17 

이 질문에 1집단 23명중 7명만이 더 쇠퇴할 것 

을 예견하였고 나머지는 지금보다 더 나아지거나 

<12명)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 (4명)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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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화리 학부모들의 경우 4명은 지금보다 나아진 

다， 5명은 별 변동 없을 것이라고 보았고 2명만이 

더욱 쇠퇴할 것이라고 해 학교와 관련시켜 물었을 

때와 큰 차이 없다. 이것은 舊기포학교 학부모들 

이 학교의 중요성을 과대 평가하거나 학교가 없어 

진 것을 더욱 크게 의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4) 통폐합에 대한 평가 

행화리 학부모에 비해 舊기포학교 학부모들이 

통폐합에 대해서 불만도가 크다. 

표 16. 통폐합에 대한 평가 

구 분 1집단 2집단 계 

처음에 기대하거나 우려한 것에 비 

해 통폐합 결과가 

@좋다 8 10 18 

@안중다 10 l 16 

학교통합이 지역과 학생에게 미친 

득과 실을 따져 본다면 
4 3 

@ 얻은 것이 많다 

@ 잃은 것이 많다 
4 1 5 

9 1 10 
@ 잃고 얻은 것을 합치면 영이다 

5 6 11 
@모르겠다 

(5) 재활용 
폐교 재활용에 대한 물음에 그대로 둔다가 2명， 

청소년 야영장 8명， 마을회관 12명， 부업할 공간 

11 명， 매각에 1명이 응답하였다. 집단간에 큰 차이 

는 없으나 부업할 공간을 원하는 집단 1 성원이 

많은 것 (9명)이 특정이다. 

(6)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에 대한 질문 

청북국민학교가 분교장이 되거나 복식수업을 

할 경우 이를 받아 들이겠다는 학부모가 가장 많 

지만 상당수의 학부모가 전학이나 이사를 고려하 

겠다고 대답하고 있어 통폐합이 궁극적인 해결책 

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4) 적응과 평가에 차이가 나는 이유 

적응과 평가 내용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몇가지 

표 17.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구 분 

청북국민학교가 분교장이 된다면 

@ 어쩔 수 없다 

@ 막기 위해 행동으로 나선다 

@ 자녀를 다른 곳으로 전학시킨다 

@ 교육환경이 좋은데로 이사간다 

청북국민학교가 복식수업을 한다면 

@ 어쩔 수 없다 

@ 막기 위해 행동으로 나선다 

@ 자녀를 다른 곳으로 전학시킨다 

@ 교육환경이 좋은데로 이사간다 

유추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교조건 

@ 기포국민학교 

기포 행화 

8 10 
10 1 

4 3 

4 1 

9 1 

5 6 

계 l 

18 

16 

7 

5 

10 
11 

운동장， 校舍(2층， 9개 교실)， 기타 시설물 둥이 

청북국민학교보다 좋다. 학교가 여러 자연부락들 

이 모이는 평야지대의 중앙에 위치하여 주민들이 

지나치면서 자주 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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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화분교장 

전형적인 소규모 분교장으로 교실 하나에서 4 

개 학년이 모여 수업하고 나머지 교실 하나가 교 

무실로 쓰였다. 운동장도 좁고 시설물도 거의 없 

으며 인근에 마을이 없어 외따로 떨어져 있는 모 

양이다. 

(2) 통학 도로 상태와 시간 

@ 기포국민학교 

비포장 도로로 왕복 약 1시간이 걸린다. 자연부 

락들이 비교적 넓게 산재해 있어 버스타는 시간외 

에도 걷는 시간이 제법되는 부락들 ( 골무진， 살 

명， 메깔， 사리 등)이 있고7) 학교가 舊학구의 한가 

운데 위치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청북까지의 거 

리가 멀어 절반 가량의 학생들이 통학시간이 더 

늘었다. 예전에 통학버스 사고가 난 적이 있어서 

학부모나 아동들의 염려를 사고 있다. 



@ 행화분교장 

918번 지방도로를 이용하며 왕복 약 20분이 걸 

린다. 부락은 산재해 있는 편이나 도로변에서 가 

깝기 때문에 14명중 12명이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시간이 5분이내， 10명이 통학시간이 줄었다고 답 

하였다. 

(3) 분교장과 국민학교의 차이 

행화교 아동들은 5학년부터 본교인 청북학교로 

통학하여 왔고 운동회나 소풍 등 행사가 있을 때 

는 청북학교와 행동을 같이 했다. 따라서 통합되 

기 이전에도 어느 정도 청북학교는 ‘졸업하는 모 

교’로서 인식되어 왔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통 

합되어 행화학생이 본교로 모두 다니게 되었을 때 

청북학교에는 5, 6학년 행화분교장 출신 선배들이 

다니고 있어서 친근감을 가지고 쉽게 적응 할 수 

있었을 것이다. 

2. 제언 

1) 공간정책으로서의 통폐합 

영양군의 경우 산지라는 지형 조건， 도로조건 

둥으로 통폐합 시기가 늦고 폐교 당시의 규모가 

상당히 작았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폐교를 안타깝 

지만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답 

사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통폐합은 지역으로 봐 

서는 나쁘지만 아동들에게는 좋다고 말하고 있었 

다. 폐교의 교육시설로는 교실 두세간이 전부인 

경우가 많았으며 학교는 아동 교육기관으로 존재 

할 뿐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민을 위한 행사는 거 

의 없었다. 몇몇 연구가 밝힌 대로 폐교가 지역 인 

구감소와 공동체 해체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여 

전히 남아 있지만 영양군의 경우 거의 과소화의 

마지막 단계에 통폐합이 실시되었다는 느낌이 들 

었다. 이 점은 폐교에 대한 주민들의 저항이 적다 

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통폐합으로 학교의 규모를 키워 교육과 경영의 

효율을 도모하면서도 통학에 무리가 없게 하고 학 

교를 잃은 주민들의 상실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범위내로 통폐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통 

폐합은 학교와 학교의 통폐합임과 동시에 학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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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구의 통폐합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멀어진 새 

학교로 다녀야 하는 아동의 통학거리이지 학교간 

거리가 아니다. 계콕에 산재한 자연부락에서 도로 

까지 걸어나오는 거리가 길어 통학버스가 제공된 

다고 하더라도 지나친 장거리 통학은 아동에게 육 

체적 정신적인 피로를 가중시킬 수 있다. 또한 주 

변 학구들로부터 접근성이 좋은 학교로 통합하되 

확대된 학구의 범위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구체적 

인 공동체 의식 또는 지역적 귀속감을 갖는， 쉽게 

도달할 수 있고 수시로 대면할 수 있는 일상의 접 

촉범위를 크게 벗어나서는 안될 것이다. 통합교로 

아동들이 모이듯 통합교가 위치한 중심촌락을 중 

심으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중심촌락에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가 입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공공서비스는 기존의 학교를 유지시키는데 기여 

하고 학교는 다시 이런 공공 기능의 입지기반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학교통폐합이 새로운 투자 

로 인식된다면 주민들의 심리적 박탈감과 저항은 

상당부분 줄어들 수 있다. 

이상은 바로 촌락의 물리적 축소， 확대가 불가 

능한 상황에서 수개의 인근 촌락을 합쳐 하나의 

조직 아래 통합권 권역을 형성하여 실제로 촌락규 

모가 확대되는 효과를 얻자는 ‘확대된 촌락 공동 

체’ (류우익， 1988) 개념과 통하는 면이 있다. 면소 

재지에서 개별가구에 이르는 방만한 계층구조를 

축소 개편하여 촌락의 규모를 키워 그것을 공동체 

적 성격으로 조직해 나간다는 이 구상은 중심지를 

갖는 생활권을 학구규모로 제안하고 있다. 국민학 

교는 학구내의 촌락들로부터 접근성이 양호한 결 

절지에 입지하므로 농촌 공간구조상 최하위 계층 

중심지로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최소지역의 거 

점적 역할을 할 수 있다(박영한， 1975). 
이런 의미에서 사례학구인 당동출장소 구역은 

당동을 중심촌락으로 하는 ‘확대된 촌락공동체’가 

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우선 통합학교 

가 위치한 당동에는 행정업무를 맡아보는 당동출 

장소를 비롯하여 보건진료소， 청북지서， 우편취급 

소， 청기농협 당동분소 등의 공공서비스가 입지해 

있다. 부근 5개리 주민들도 당동에서 물품을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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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비율이 높다8) 북동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으 

나 도로가 포장된다면 별 무리 없을 것이다. 사리 

는 기포국민학교가 생기기 전에는 청기국민학교 

학구였는데 당동과 거리가 멀다. 이미 기포교가 

폐지된 후이고， 진행중인 청기국민학교로 연결되 

는 도로의 포장공사가 끝난다면 청기국민학교 학 

구 또는 청기권으로 묶을 수도 있올 것이다. 

2) 영양군의 국민학교 통폐합에 대한 제언 

현재 통폐합은 학생수나 교육비 둥을 고려하여 

실시되고 궁극적인 농촌 교육 개선을 위해서는 농 

촌 지역 개발까지를 포팔하는 공간정책의 하나로 

서도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통폐합의 

목적을 더욱 포괄적인 의미에서， 농촌 지역 개발 

과 이상적인 농촌 교육개발을 위한 것으로 재정립 

하고， 목적에 부합되는 통폐합 기준을 다시 설정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그 대안으로 학구를 단위 

로 하는 ‘확대된 촌락공동체’ 방안에 대해 살펴 보 

았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영양군 통폐합에 

대한 몇가지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분교장은 한때 독자적인 중심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규모가 너무나 작아졌고 교육환 

경이 열악하다. 먼저 도로를 포장하여 통학여건을 

개선한 후 통폐합하는 것이 좋겠다. 

둘째， 현재의 국민학교 역시 점차 소규모화될 

것이고 분교장과는 달리 학교간 접근성이 좋아 경 

우에 따라서는 국민학교마저 통폐합시킬 수 있다. 

그러나 무리하게 통폐합시키기 보다는 적극적으 

로 교육투자를 하고 지역개발의 거점으로 삼는 방 

안도 생각할 수 있다9) 또한 분교장 격하에 대해 

서도 좀더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분교장으 

로 격하되면 교장 교감이 없어지고 주임교사 체제 

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교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지원이 줄어 교육의 충실을 기할 수 없다. 분교장 

격하는 폐교 만큼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 

고， 통합된 학교가 다시 분교장으로 격하되고 교 

육의 질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굳이 먼거리의 다른 

학교로 다녀야 할 필요성이 없게 된다. 

셋째，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가 없어졌을 때 지 

역이 황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학교를 존립시 

키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초등교육 

의 기회마저 없어진 곳에 주민이 정주할 것을 기 

대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대표적인 곳인 기산리는 

산간 오지 중의 오지로 이제는 학교마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중고등학생은 물론이고 국민학교 

취학아동을 둔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는 어린 자녀와 떨어져 살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교육에의 접근기회조차 봉쇄당한 곳， 이것은 

삶의 공간으로서 그 지역에 대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포기이다. 

넷째， 적극적인 통학 지원이 필요하다. 통학버 

스를 운행하는데는 차량 구입비외에도 유지비， 운 

전기사의 급여 등 부대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적은 차량 대수로 넓은 지역을 운행하게 된다. 이 

경우 학교 일과 시간이 일정하기 때문에 아동들의 

등하교 시간이 조정되고 따라서 너무 빨리 또는 

너무 늦게 등하교할 수밖에 없다. 효율적이고 효 

과적인 버스통학은 성공적인 통폐합에 중요한 역 

할을 하므로 통학편의와 안전을 위한 버스 충원， 

바람이나 비를 피할 수 있는 승강장 마련， 적절한 

운행코스， 시간표 개발 둥이 필요하다. 특히 통학 

로의 포장 상태는 아동들의 심리적 신체적 컨디션 

에도 영향을 미치고 통학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하므로 거주지와 학교간의 도로정비가 필요하다. 

이것은 더 나아가 폐교 지역 주민들의 본교 소재 

지 이용을 편리하게 하여 지역간 거리를 좁히고 

통일 생활권으로 묶는데 도웅을 줄 수 있다. 다섯 

째， 주민들 스스로도 폐교를 재활용하는데 노력해 

야 할 것이다. 매각이 된 두 곳을 포함하여 영양군 

의 폐교들은 모두 방치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 

가 주민의 자조적 노력에 의해 세워진 공동의 재 

산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매각이나 이질적인 기능이 들어서게 되어서는 아 

니될 것이다. 오지라 매각도 어렵고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마을 회관 동으로의 이용도 용이치 않겠 

으나 재활용을 둘러싼 모엄과 토의 자체만으로도 

마을 구성원들간의 연대가 다져질 수 있다. 방치 

되어 있는 모습은 일단 보기에도 을씨년스러울 뿐 

만 아니라 지역 실정에 무리가 되지 않는 새로운 

기능의 도입은 농가 경제나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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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요약 및 결론 

이 논문에서는 통폐합 정책으로 폐지된 전국 농 

촌지역 국민학교들과 폐교 지역을 특성별로 분류 

하고， 경북 영양군을 사례로 농촌지역 공간구조 

변화에 따른 국민학교의 입지변화와， 폐교 지역 

아동과 학부모의 통폐합에 대한 적용과 평가를 살 

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농촌 초등교육 개 

선과 농촌 공간구조의 정책적 재편성이라는 관점 

에서 소규모 국민학교 통폐합 방안에 대해 제언하 

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자연 조건이나 사회 경제적 조건， 

정책방침 둥 여러 특성에 따라 폐교수와 폐교 규 

모에 차이가 난다. 

둘째， 영양군 국민학교들은 계층확산의 형태로 

보급되었으며 그 역순으로 통폐합되고 있다. 

셋째， 지역의 발전과 쇠퇴에 따라 각 학교들은 

국민학교로 유지， 승격하거나， 분교장으로 격하， 

폐지되는 7가지 성장유형을 보인다. 

넷째， 통폐합에 따른 국민학교수의 감소와 입지 

변화는 하위중심지의 쇠퇴와 공간계층의 단순화 

라는 농촌공간구조 변화의 일반적인 경향을 반영 

하는 것으로， 중심지간 계층변화 관계를 다섯가지 

모델로 설정할 수 있다. 

다섯째， 폐교의 시설， 위치， 규모， 통학로의 포장 

상태와 통학 소요시간 본교와 분교장이라는 편제 

상의 특정에 따라 아동들과 학부모의 평가 내용이 

차이가 났다. 행화리 아동 학부모에 비해 기포국 

민학교 출신 아동 학부모가 통폐합에 대해 럴 만 

족하고 있다. 

여섯째， 현재 통폐합은 운영비 절감을 주목적으 

로 하며 학교 규모 학교간 거리 둥을 기준으로 실 

시되고 있으나 농촌지역에서 학교가 가지는 중요 

성과 아동 통학거리에 최우선을 두고 정책 목표와 

기준을 재설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국민학교 

학구를 하나의 개발권역으로 삼아 학교가 위치한 

중심촌락과 인근 부락들을 결합하는 ‘확대된 촌락 

공동체’ 개념과 통하는 면이 있다. 

영양군의 경우 통폐합은 현재의 분교장에 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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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본교는 계속 유지시켜 나가면서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교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 

는 것이 좋겠다. 폐교는 군청과 교육청， 주민들의 

공동 노력으로 지역발전과 주민 단합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입지시켜 재활용한다. 

이 연구는 인구감소가 심하고， 학교 규모가 아 

주 작지만 산지라는 지형 조건으로 近年에 들어서 

야 통폐합이 되고 있는 경북 영양군을 사례로 하 

였기 때문에， 폐교후의 장기적인 지역변화나 해안 

도서지역， 상대적으로 교통이 좋은 평야지역이나 

대도시 부근의 학교 통폐합 형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영양군과 비교해 여러 면에서 대 

조되는 지리적 특성을 지니며， 다른 통폐합 양상 

을 보이고 있는 지역 1Q)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뤄 

진다면 이 연구가 가지는 많은 한계점들이 보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註 >

1) 1978년 당시 1개면에 3.27ß 의 국민학교가 있었다. 

2) 경상북도의 경우 매달 11만원의 하숙비가 지원된다. 

3) 교육부에서는 일반인에게 폐교를 매각하였으나 

불법전용， 주민과의 위화감 조성， 설립당시 재산 

을 희사한 독지가들의 반발로 90년 9월 이후 원 

칙상 이를 금지하였다. 

4) 연혁에 의하면 영양군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인 

영양 공립보통학교는 1908년 영양객사 자리에 세 

워진 사립 영홍학교가 11년 조선교육령으로 해산 

당한 후 그 아동 및 재산을 인수， 설립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일제의 교육기관이라는 이유로 보 

통학교를 기피하고， 사립 학교를 따로 세워 민족 

교육을 펴고자 하였는데 영양향교 명륜당을 수리 

하여 설립한 사립 명륜학당이 대표적이다. 

5) 과거에도 현재에도 최적입지가 아닌 경우를 말한 

다. 근대교육기관이 보급되던 초기 유림들의 반발 

로， 학교가 학생들이 잘 모일 수 있는 중심지에 세 

워지지 못하고 변두리에 세워진 경우들이 있다. 

6) 아동들이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교는 일월면의 가 

옥중학교(20명)영양읍의 영양(여)중(7명)이 가장 

많다. 고등학교 진학 희망지는 안동이9명)， 대구(6 

명)， 영양(3명)의 순이다. 장차 거주하고 싶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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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11명이 서울， 8명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을 

꼽았다. 점점 고려 범위가 넓어지며 대도시 지향 

적이 된다. 

7) 한 4학년 여학생은 학교에 가기 위해 새벽 5시 30 

분에 일어나 7시가 조금 넘어 집을 나서고 40분을 

혼자 걸어 내려와 30분 동안 버스를 탄다. 기포교 

에 다닐 때는 60분을 걸어 학교에 다녔다. 마을에 

는 전부 7집이 있는데 국민학생은 혼자뿐이고 학 

업 때문에 나가있는 사람이 총 8명이다. 부모님은 

자신의 공부에 관심이 없지만 청북교에 다니게 된 

것이나 버스통학을 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공부가 

잘 안되고 성적도 내려갔지만 아이들이 많은 점은 

새 학교가 좋다. 여전히 기포리가 좋고 도회지 학 

교에 다니거나 기포교로 돌아가고 싶다. 옛 학교가 

지금 학교보다 좋은 이유는 “우리 학교여서”이다. 

8) 설문 결과， 전 아동이 물품구입을 위해 어른들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곳은 영양이라고 답했다. 다 

음으로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는 당동(18명)， 안동 

(4명)， 진보(1명)이고， 행화리 아동중 8명이 봉화 

군 재산면이라고 답했다. 

9) 몇몇 연구는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로 통폐합， 최종 

적으로 1면 1교하기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를 따른 

다면 본교도 통폐합 대상이 된다. 평야지역이나 교 

통이 잘 발달한 곳은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영양 

군 같은 산간지역에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많다. 

10)특히 경북 영천군은 이 경우 적합한 사례 지역이 

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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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Locational Change of the Elementary School in Rural Area 

Summary 

A Study on the Locational Change of the 
Elementary School in Rura1 Area 

Okju Jeong* 

Education is a basic function of human being as labor, allowance, homing, etc. And location of 

school and it’s spatial district is veη important. 

Nowadays, in rural area, school is becoming small because of depopulation. On the other hand 

it has become easier to go to longer distance school by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thereupon 

small schools are consolidating. 

Locational change of elementary school and enlargement of school district is much related to the 

change of spati머 structure in rural area. Therefore we need to do areal study emperically about 

locational change of elementary school and the accommodation and feeling of those students and 

their parents, so that we can touch various kind of problems in rural area.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and view for execution of the consolidating policy, At first 

this study classified closed schools and their regions by character, and studied detaily about 

Youngyang-gun in Kyungsangbuk-do as a case. 1n that region, the locational change of 

elementary school related to the change of spatial structure and the accommodation and feeling of 

those students and their parents in school-closed area are studied. 1n the result, this study 

proposes about consolidation of small schools for improvement of elementary education and 

engineering of spati허 structure in rural area. 

This study produces as follows : 

1 . It is different from case to case with the number or scale of school-closing related to the 

condition of physical, social, economical, political, etc. 

II. Those elementary schools are established sequentially by the form of hierarchical diffusion, 
and are consolidating reversally to the order of establishment. 

ill. According to the situation (development or declining) of a region, there are seven types of 

processing pattem in changing the status of each schooL 

N. Reduction and locational change of elementary school by consolidation reflect the general 

pattem of the declining of low level central district and simplification of spatial hierarchy. 

This study shows five models about the hierarchical changes between each central place. 

V. It is different from case to case with the accommodation and feeling of those students and 

their parents to the consolidation. It is related to the condition (facility, location, size, road 

status, joumey time, etc) of the closed school and that area, 
VI. We need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school especially in rural area and re-engineer the 

target and basic line of consolidation. This is concemed to the conception of [Enlarged rural 

* Graduate Stu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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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1ementJ which combines central villiage and other villiages around - Here, it considers 

elementary school district as a developmental district and school exists in the central 

villiage. 

Key words elementary school consolidation, school district, enlargement, spatial structure, 

locational change, enlarged rural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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