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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학교의 폐교위기 극복과정에서 드러난, 학교역할에 대한 구

성원의 인식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도에

위치한 D분교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D분교를 연구대상으

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위학교에 대한 연구를 지향하였다. 진동섭 외(2005)는 학교조

직 본질 특성 연구와 관련하여 개별 학교의 구체적 상황과 특수성을 이

해하는 방향으로 연구의 흐름이 전개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단위

학교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학교조직 특수성을

도출할 수 있으며, 과거에 관한 논의가 아닌 동시대의 학교조직에 대한

이해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둘째, 폐교라는 위기는 학교조직의 본질적 특성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결정적 기재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위기란 주로 새롭고 익숙하지

못한 사건에 직면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철수, 2013). Caplan(1964)에 의

하면 위기는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 아니며, 문제 해결 방법을 찾으려는

동기가 높아져 오히려 성장발달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주호 외(2013)의 연구에서는 위기 극복 과정에서 조직에 어떤 변화가 일

어나는지를 살펴보았고, 이 과정에서 조직에 대한 구성원들의 몰입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즉, D분교의 폐교위기는 학교의 구성

원으로 하여금 학교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이유로 자신이 폐

교를 반대하는지를 자문할 수 있도록 도왔고, 연구자는 이를 통해 각 구

성원이 기대하는 학교 역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셋째, D분교의 폐교위기 극복과정에서 학교의 대표적 구성

원이라 할 수 있는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 학생 모두가 적극적으

로 개입하고 참여했다는 점이다. 모든 구성원은 각자 다른 이유로 D분교

의 폐교를 반대하고, 폐교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구성원들은 학교에 대한 자신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학

교 존재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다. 폐교위기 극복 사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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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들은 그 과정에서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중 특정 구성원의 역

할을 특히 부각시켜 제시했다는 특징이 있다(박승배, 2014; 박삼철, 2012;

정바울·황영동, 2011). D분교의 사례에서는 각 구성원의 입장을 고루 확

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이가 있다. 이에 이 사례가

각 구성원이 인식하는 학교역할을 도출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학교역할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A초등학교 D분교의 폐교위기 극복과정은

어떠했으며, 그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의 노력은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도 ○○리에 위치한 D분교는 2009년 도교육청으로부터

통폐합 대상 학교로 지정되었다. 학교의 구성원들은 처음으로 학교가 없

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를 느꼈고, 폐교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함

께 구안하였다. 그리고 몇 년간의 노력 끝에 폐교위기를 완전히 극복하

였는데,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하여 2012년 D분교가 통폐합 대상 학교에

서 완전히 제외되었음을 발표하였다. D분교의 폐교위기 극복과정은 학교

의 대표적 구성원이라 할 수 있는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 학생 모

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폐교위

기 극복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각 구성원은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

떤 노력을 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둘째, 폐교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A초등학교 D분교의 구성원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였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았다. 학교의 구성원인 교

사,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 학생은 각자 다른 입장과 이유에서 A초등학

교 D분교의 폐교를 반대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를 근거로 폐교위기 극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에 각 구성원의 입장에서 폐교를 반대

한 이유를 살펴볼 것이며, 이는 학교역할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을 도출

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셋째, 폐교를 반대했던 각 구성원의 이유를 바탕으로, 폐교위기 극복과

정에서 드러난 학교역할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학교라는 동일한 존재에 대해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기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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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학생은 다른 인식을 갖고 있었다.

먼저, 교사는 학교가 ① 교사 자존심의 상징, ② 교사의 교육철학 실현

의 장(場), ③ 놀이터, ④ 지역사회에서의 문화·예술의 장(場)으로서의 역

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학부모는 학교가 수행

해야 할 역할로 ① 학교만의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②

교사 교육기관, ③ 복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사회

의 입장에서는 학교가 ① 지역사회의 정신적 지주, ② 지역 살리기를 위

한 필수 조건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하였으며, 학생은 학교가 수

행해야 할 역할로 ① 함께 공부하는 곳 ② 놀이터 ③ 생활의 중심으로서

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학교가 수행해야 할 역할변화 방향에 있어서 학교 내부 구성원

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학교역할에 대한 논의

는 주로 사회 체제 안에서 학교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관심

을 두고 있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학교역할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

만,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단위

학교 중심의 학교역할 연구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둘째, 학교역할에 대한 각 구성원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연구결과, 학교의 구성원은 학교가 수행해

야 하는 역할을 각자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몇 가지 교육정책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이 연구에서 드러난 교

사, 학부모의 학교역할 인식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학교역할에 대한 각 구성원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

과 측면에서 교육정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순환근무제에 의한 일괄적이고 임의적인 교사 이동 시스템을 보

완할 필요가 있다. 특정 학교에서 교사의 역량 발휘가 특히 잘 나타나는

경우, 혹은 특정 학교 근무 환경이 교사의 개인 교육철학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경우에는, 순환근무제에 의한 일괄적이고 임의적인 교사 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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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사가

안정적으로 자신의 교육철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초빙교사제 등의 보완

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꾸준히 개발·적용하고, 교육수요

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교육체제에

서는,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나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교육 환경을 선택할

권리가 없다. 학교는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육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

적으로 보장하고, 이와 동시에 교육 수요자로 하여금, 다양한 특색 있는

학교들 중 자신이 원하는 교육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한계점을 통해 후속 연구에 대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학교 급 차원에서 학교역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학교 역할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도출 과정에서 초등학교라는 특수한 상황과 관련된 논의

가 제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초등학교 뿐 아니라 중학

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역할에 대한 구성원의 의식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가 위치한 지역 차원에서, 대도시, 중·소도시, 시골 지역 등

다양한 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학교역할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은 지역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D분교의 경

우, 시골지역에 위치한 만큼 학교의 교육적 기능과 더불어 인성교육, 다

양한 체험활동과 관련된 학교역할이 부각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다양

한 지역에 위치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역할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을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하여,

각 지역별 구성원의 요구가 반영된 맞춤형 학교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

할 것이다.

주요어 : 학교역할, 위기, 폐교위기,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학생

학 번 : 2013-2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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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의 역할은 학교의 팽창, 사회의 변화와 맞물려 다양하게 요구되어

왔다(김신일, 2010). 교육의 보편화,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 등의 변화는

학교가 기존의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

하였으며, 학교는 실제로 그 기대에 부응하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국 사회에서도 학교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그 요구들 간에는 충돌과 갈등의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양미경, 2004).

학교에 대한 전통적 기대는 학령기 아동을 학교에 입학시켜 중요한 교

과를 가르치는 ‘지식 전수’ 교육에 있었다(박현숙, 2008). 하지만 1960-90

년대 급격한 초·중등 교육의 팽창과 함께 학교역할에 대한 새로운 요구

가 제기되었다(김신일, 2010). 학교역할 변화에 대한 요구는 2000년대 들

어 더욱 다양하게 나타났다. 급격한 디지털화로 인해 지식을 얻고 학습

을 제공하는 교육의 기회들이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도 다양하게 제공되

었는데(한숭희, 2010), 이는 학교가 독자적으로 수행해왔던 교육기관의

역할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에 최근 학교 역할

에 대한 기대는 ‘지식 전수’의 교육 기능 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학교역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학교의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시적인

담론과 이론들은 존재하지만, 구체적으로 학교의 역할이 어떻게, 왜 달라

지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역할’이라는 말의 본래적 의미가 단순히 ‘하는 일’의

의미를 넘어서서, 특정 관계나 체제 안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임을 고

려했을 때, 실제 학교조직 체제 안에서 학교역할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교육 수요

자인 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학교에 어떤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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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학교역할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이 모여 실제 현대사회의 학교역할 변화에 어떤 작

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학교역할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을 실증적으로 탐

색하기 위해 폐교 위기를 극복한 A초등학교 D분교를 대상으로 사례연

구를 진행하였다. 폐교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각 구성원은 학

교역할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대사회에서의 학교역할 변화 방향에 대한 논의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학교를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위 학교에 대한 연구를 지향하였다. 진동섭 외(2005)는 학교조

직 본질 특성 연구와 관련하여 학교조직의 보편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던

연구에서 개별 학교의 구체적 상황과 특수성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연구

의 흐름이 전개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현상을 적합하게 이해하고 기술

(記述)하는 데 있어서 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공간적 배경과 시대적

배경 두 가지가 있다. 단위학교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학교조직 특수성을 도출할 수 있으며, 학교조직에 대한 이해 과

정에서 지난 시대의 관점보다는 동시대의 학교조직에 대한 이해로 확장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

단위학교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가 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폐교라는 위기는 학교조직의 본질적인 역할·특성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결정적 계기로 작용될 수 있다. 위기이론(Crisis theory)은 주로

행정학, 경영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의학에서 사용되는 이론으로, 새롭

고 익숙하지 못한 사건에 직면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과 연관된 제반 개

념을 의미한다(이철수, 2013). Caplan(1964)에 의하면 위기는 반드시 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조력으로 새로운 해결방법을 찾으려는

동기가 높아져 오히려 성장발달의 가능성이 될 수 있다(강영희, 2008).

이와 관련하여 이주호 외(2013)의 연구에서는 위기 상황에 대한 극복과

정이 조직의 체제적 변화를 통해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을 높이고, 조직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폐교라는 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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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조직 구성원이 학교 조직 자체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으며, 그들에게 학교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각자가 기대하는 학교

의 역할은 무엇인지 자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폐교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교의 대표적 구성원이라

할 수 있는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이 모두 적극적으로 개입

하고 참여했다는 점이다. 양미경(2004)은 학교의 기능에 대한 사회적 요

구가 다양하고 갈등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 사례에서

역시 학교조직의 각 구성원은 폐교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각각 다른

입장과 이유에서 D분교의 폐교를 반대하였고, 폐교를 막기 위해 실천적

으로 행동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그들에게는 학교가 필요한 이유

가 각각 달랐으며,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은 학교가 어떤 역

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각각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학교역

할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차이를 바탕으로, 현대사회에서 학교조직이 어

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3가지 이유에서, 학교 역할을 실증적으로 탐색하고자 하는

이번 연구에 있어서는 A초등학교 D분교의 사례가 가장 적합한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해당 학교의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 구성원이 인식하고

있는 학교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이 연구의 목적은 폐교위기 극복과정을 통해 학교의 구성원들이 학교

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

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A초등학교 D분교의 폐교위기 극복과정은 어떠했으며, 그 과정에

서 학교 구성원의 노력은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A초

등학교 D분교는 2009년 학생 수가 처음으로 20명 이하로 떨어졌으며, 도



- 4 -

교육청으로부터 통폐합 대상 학교로 지정되었다. 학교가 없어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도교육청의 발표 이후 학교의 구성원들은 D분교가 폐교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폐교위기 극복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구안하였다. 그 결과 A초등학교 D

분교는 2012년 폐교위기를 완전하게 극복하게 된다. 학생 수는 40명을

넘겼는데, 이는 도교육청이 제안한 통폐합 지정학교 기준 선인 20명을

훌쩍 넘은 숫자이다. 그리고 2012년, 도교육청은 D분교가 통폐합 지정

대상 학교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음을 발표하였다.

이 과정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학교의 폐교를 막기 위해 학교

의 대표적 구성원이라 할 수 있는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 학생이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이다. 각 구성원은 각자의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D

분교의 폐교위기를 막기 위해 실천적으로 행동하였다. 이에, D분교의 폐

교위기 극복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각 구성원은 그 과정에서 구체적

으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폐교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A초등학교 D분교의 구성원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였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의 구성원

인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은 각자 다른 입장과 이유에서 A초

등학교 D분교의 폐교를 반대하였다. 그리고 폐교를 극복하기 위해 실천

적으로 행동하였다.

이는 D분교라는 동일한 대상을 각자 다른 입장에서, 다른 역할의 조직

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 학

생은 각자의 입장에서 D분교를 어떻게 인식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

떤 의지를 가지고 폐교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이 사례를 통해 학교역할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을 도출하고자

한다. 학교는 그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단순한 교육기관으로만

존재하지는 않는다.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기관 이외의 역

할을 요구받고 있으며, 좀 더 복잡하고 비예측성이 팽창한 현대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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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야만 한다. 즉, 향후의 학교는

정해진 국가교육과정 운영에 그 역할을 한정하기보다는 학교 구성원의

학교역할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

다(김정원, 2007).

폐교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구성원들은 각자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에게 D분교는 왜 필요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

로, 학교의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학교역할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문제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A초등학교 D분교의 폐교위기 극복과정은 어떠했으며, 그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의 노력은 어떠했는가?

2. A초등학교 D분교 사례에서 학교의 각 구성원들이 폐교위기를 극복하

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3. 폐교위기 극복과정에서 나타난 학교역할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은 어

떠한가?

3. 연구방법

가. 질적 사례연구

이 연구는 폐교위기를 극복했던 A초등학교 D분교의 사례를 바탕으로,

폐교위기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던 학

교 구성원들의 노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교의 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 학생이 왜 그렇게 폐교위기 극복과정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였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학

교역할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사용

하였다.

사례연구 방법은 ‘경계를 가진 체계(bounded system)’의 사례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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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하며, 그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Creswell, 2007). 또한 해당 사례를 특징짓는 주요 요소(factor)

들의 상호작용을 발견해내고(Merriam, 1988), 중요한 상황들 속에서 사

례가 전개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Stake, 1995).

사례연구는 질적 연구접근의 하나로서, 시간 경과에 따라 하나의 경계

를 가진 체계(case) 또는 경계를 가진 여러 체계들(cases)을 탐색한다.

관찰, 면접, 시청각 자료, 문서와 보고서 등의 다양한 정보원천들을 포함

하며, 상세하고 심층적인 자료 수집이 이루어진다(Creswell, 2007). 그리

고 이를 바탕으로 사례에 대한 구체적 서술, 그리고 사례에 기반한 연구

주제를 심층적으로 제시한다(Creswell, 2007).

다양한 정보원 중에서도 질적 사례연구의 경우 많은 자료들이 면담을

통해 얻어진다. 면담의 주목적은 특별한 종류의 정보를 얻는 것인데, 이

는 대부분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다(Patton,

1990:278; 최선주, 2013). 이에 제보자의 행동, 감정,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인식·해석과 같이 관찰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이해하고자 할 때 면담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또한 반복 불가능한 과거의 사건과 이 사건이 개인

이나 공동체에 미친 영향을 조사할 때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Merriam, 2005; 최선주).

나. 연구대상 선정

학교역할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폐교 위기를 극복한

A초등학교 D분교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D분교는 도교육

청으로부터 2009년 처음으로 통폐합 대상 학교로 지정되었고, 2012년 완

전하게 폐교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사례이다.

무엇보다 폐교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적극적

으로 개입하고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D분교 사례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

학교의 대표적 구성원이라 할 수 있는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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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은 각자 다른 이유에서 폐교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폐교위기를 막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

으로 분석된다.

이에 D분교가 폐교위기를 겪었던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D분교와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었으며, 폐교위기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

여하고 실질적으로 노력했던 학교 구성원을 중심으로 연구참여자 후보를

압축하였다. 그리고 그 중 연구윤리와 실제 연구 참여 가능 여부를 바탕

으로 아래 <표 Ⅰ-1>과 같이 11명의 최종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이름은 모두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Ⅰ-1> 연구참여자 기본 정보

번호 성명1) 성별 구성원 구분 현업 면담횟수

1 김철수 남 교사 1 교사 5

2 김영셋 여 교사 2 교사 2

3 안경준 남 교사 3 교사 2

4 유진상 남
학부모 1

(현 학부모회 회장)
자영업 2

5 이상님 여 학부모 2 가정주부 2

6 이승근 남 지역사회 주민 1 ○○리 이장 4

7 강현민 여 지역사회 주민 2 자영업 2

8 김우현 남 학생 학생 2

9 양순호 남 학생 학생 2

10 이상준 남 학생 학생 2

11 김현수 남 학생 학생 2

1) 모든 연구 참여자의 이름은 가명 처리하였으며, 이후 연구 진행과정에서 가명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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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주로 심층면담과 문헌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D분교와

관련된 문헌으로는 D분교, 그리고 본교인 A초등학교의 학교연혁을 기본

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도 교육청의 적정규모 학교 유지를 위한 정

책 관련 공문, 폐교위기 극복과정을 서술한 관련 기사를 살펴보았다.

면담은 2014년 1월부터 11월까지 이루어졌으며, 각 연구참여자마다 최

소 2번을 만나 진행하였다. 그 중 D분교의 폐교위기 극복과정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전체적인 과정을 조율했던 김철수 교사, 이승근

이장을 대상으로는 각각 5회, 4회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두 연구참여자는 폐교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노

력을 기울였던 인물로 파악된다. 이에 가장 많은 면담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D분교의 폐교위기 극복과정을 보다 상세히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리 마을의 역사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 이는 특히 지역사회 주민이나 학부모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마을과

학교에 대해 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또한 다른

연구참여자와의 전체적인 면담 과정을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다.

2번에 걸친 면담과정 중 1차면담은 학교의 폐교위기 극복과정을 구체

적으로 묻는 데 중점을 두었다. 최대 6년 전의 기억을 끄집어내야 하는

만큼, 면담 시에는 그들의 기억을 회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학교

연혁, 교육청 통계 자료 등을 질문지에 포함시켰다. 질문지는 미리 이메

일로 발송하였으며, 연구참여자들이 연구내용에 생소하지 않도록 면담

전에 연구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병행하였다.

1차면담이 종료된 후에는 모든 면담을 녹취하였고, 녹취록을 반복해서

읽으며 분석하였다. 그 과정을 통해 D분교의 폐교위기 극복과정에서 학

교의 각 구성원이 어떤 구체적인 경험을 하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 연구의 중점은 학교역할에 대한 각 구성원의 인식차이를 살펴보는 데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1차면담 내용은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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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1차면담 녹취록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2차면담은 1차면담 내용을 바

탕으로 폐교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각 구성원의 이유를 파악하는 데 중

점을 두었다. 또한 1차면담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았던 내용을 질문으

로 포함하였다.

실제 면담은 1회당 1시간에서 1시간 반으로 이루어졌으며, 면담지는

반구조화 된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미리 준비했던 질문을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에 따라 질문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모든 면

담은 사전에 허가를 받고 녹취하였으며, 면담 후에는 전사 후 코딩 작업

을 실시하였다.

라.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 과정은 크게 3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 분석과정은 1차면

담이 종료된 후 진행되었다. 각 구성원과의 면담 자료를 전사하였고, 전

사 자료를 반복해서 읽으며 폐교위기 극복과정에서 각 구성원의 구체적

인 노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교의 구성원을 교사, 지역

사회 주민, 학부모, 학생으로 나누고 각각의 입장에서 실행했던 구체적인

노력을 살펴볼 수 있도록 분류표(taxonomy)를2)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각 구성원의 실천적 노력을 보다 가시화하여 파악할 수 있

었다.

2차 분석과정은 2차면담이 종료된 후 진행되었다. 마찬가지로 2차면담

이 진행된 후에는 모든 면담 자료를 전사하였고, 이를 코딩 작업을 통해

범주화하였다. 각 구성원의 입장에서 D분교가 필요했던 이유들을 정리하

였는데, 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휘, 주제, 장면 등을 분석하

2) 조용환(2012)은 질적연구의 분석도구로 목록(list), 눈금(scale), 표(table), 행렬표

(matrix), 분류표(taxonomy), 계보(family tree), 그림(figure), 도식(diagram), 그래

프(graph), 과정표(process/flow chart), 순환표(daily/monthly, yearly cycle), 통로

표(path/channel),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인과사슬(causal chain), 프레임

(frame), 지도(map), 관계망(network)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분류표(taxonomy)

는 크게 tree type과 box type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차 분석과정에는 각 구성원

의 입장을 좀 더 가시적으로 파악하기에 용이한 box type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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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일정한 코드를 부여하는 과정을 통해 자료를 체계화하였다. 그리고

체계화한 기본 단위들을 한 번 더 재분류하는 과정을 거쳤고, 더 이상

비슷한 범주의 단위들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여 범주화

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3차 분석과정은 1차, 2차면담을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교

사, 지역사회 주민, 학부모, 학생이 D분교의 폐교위기를 막기 위해 실질

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인과사슬(causal

chain)을 통해 나타내었다. 그리고 각 구성원이 인식하고 있는 학교역할

을 도출하기 위해 인과사슬을 한 단계 더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자료 코딩과 분석은 반복적 비교분석법(constant

comparative analysis)을 따랐다(Glaser & Strauss, 1967; Merriam,

2005). 질적 연구에서의 자료 분석은 수집한 자료를 조직화해서 이를 해

석할 수 있는 단위로 분리하고, 자료 안에 숨어 있는 패턴을 찾는 과정

을 반복한다(Bogdon & Biklen, 2006). 반복적 비교분석법은 연구자가 면

담, 관련 문서 등으로부터 얻은 자료들을 특정한 관점을 가지고 꾸준히

비교하고, 일시적인 특정 범주를 형성한 후, 범주들이 속해 있는 영역을

구성하여 어떤 이론이 형성되기 전까지 범주와 영역을 계속해서 반복적

으로 비교하는 분석 방법을 말한다(Merriam, 2005; 최선주, 2013). 그리

고 그 구체적인 과정은 ‘개방 코딩’, ‘범주화’, ‘범주 확인’으로 요약할 수

있다(유기웅 외, 2012).

본 연구에서 또한 이 절차를 반복하였다. 우선 면담과 기타 문서로부

터 얻은 자료들을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 학생의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 각 구성원의 입장에서 꾸준히 비교하였다. 다음으로는 각 구성원

별로 비교한 결과를 특정 범주로 나누었고, 그 범주에 맞게 자료를 분류

하는 과정을 거쳤다. 마지막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마친 후에는 분류된

자료들이 제대로 범주화 되었는지, 잘못된 분류는 없었는지, 자료들 중

범주화에 포함하지 않은 유용한 자료가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

다.

자료는 애초에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학생의 영역으로 나누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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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작하였다. 각 구성원의 입장에서 크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으로

자료를 범주화 하였는데, 첫 번째 질문은 각 구성원이 D분교의 폐교를

반대했던 이유이고, 둘째는 거기서 도출한 학교역할에 대한 구성원의 인

식이다. 범주화를 진행한 후에는 각 범주들 간의 상호독립성을 고려하여

중복되는 내용은 하나로 합쳤고, 포함관계와 대등관계 여부를 고려하여

하나의 범주를 다시 하위범주로 재범주화 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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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1. 학교조직 연구

가. 학교 조직 연구의 접근 방법

특정 조직을 연구하기 위한 두 가지 접근방법으로 조직이론적 접근방

법과 행정이론적 접근방법이 활용되어 왔다(진동섭 외, 2005). 조직이론

적 접근방법은 주로 ‘조직의 본질적 특성’ 자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조직 운영에 대한 실천적 논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

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반해 행정이론적 접근방법은 ‘조직 운영

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실제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해야 하

는가에 대한 실천적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직이론적 접근방법과 차

이를 나타낸다.

이와 관련하여 이은주(2002)는 학교조직에 대한 국내 연구의 흐름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첫째, 학교

의 목표, 기능, 역할 등 학교조직의 본질적 특성에 대한 연구이다. 이러

한 연구의 흐름은 진동섭 외(2005)가 제시한 조직이론적 접근방법과 그

맥락을 함께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학교조직의 개념, 구조, 행위, 과정 및

구성 원리 등 학교조직의 본질적 측면을 규명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조직이론적 접근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정일환(2003)의 연

구에서는 협동적 학교조직문화의 특성과 요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연구 결과 협동적 학교조직문화의 요인으로 협동적 지도성, 교

사협동, 전문성 개발, 목적의 일치성, 동료적 지원, 학습동반자 등을 제시

하였다. 성병창(2012)은 학교조직 구조 진단을 위한 도구 개발의 기초적

작업인 질문 개발과 그 활용의 예를 제시하였으며, 정명자 외(2006)는 학

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교사의 참여 실태와, 의사결정 참여 상황에서

교사들이 겪는 갈등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노종희(2001)는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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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제 다양화의 법적 기반을 살펴보고, 그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

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립고교에 대한 평준화 시책의 부분적 해제,

일반계 고등학교의 특성별 유형화 등 고등학교체제의 다양화 확대방안을

6가지로 제시하였다.

학교조직의 본질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이론적이고 당위적인 접근으로

서술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학교조직의 변화 방향, 특성 등을 이론적 배

경, 선행 문헌, 사회적 변화 배경 등을 바탕으로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학교 조직 내에서 그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고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차원에서의 접근 역시 필요하다. 즉, 단위학교

연구로부터의 학교조직 본질에 대한 연구가 실행되어야 하며, 이는 앞으

로의 학교조직 변화 방향 논의에 있어서 필수적인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학교조직 연구의 두 번째 흐름은 학교의 관리와 운영 방안에 대한 연

구이다. 이은주(2002)의 연구에서는 국내 학교조직에 대한 대부분의 연

구가 이와 같은 효율적인 학교운영과 관리방안 등의 방법적이고 실천적

연구와 관련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국내 뿐 아니라 국외의 교육행정학

계 역시 오랫동안 주로 이론적 연구와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는 실증적

연구가 지배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연구 경향은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

다(오영재, 2006). 이러한 학교 관리와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는 진동섭

외(2005)가 제시한 행정이론적 접근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으

며, 학교조직의 사회적 기능에 주목한 효율성과 민주성 원리를 논리 전

개의 주된 축으로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행정이론적 접근의 연구는 다음과 같이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류춘근(2013)은 학교장의 조직헌신과 학교조직 효과성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학교조직 효과성의 구성요소를 교장의 직무만족, 조직적응,

직무성과로 제시하였고, 학교장이 인식하는 조직헌신이 학교조직 효과성

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이남호(2007)는 질적으로 개선된 학교

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총체적 질 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 요

인 중 학교조직에 적합한 요인을 선정하였고, 그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리고 이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교장의 학교조직 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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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강경석(2007)은 학교조직의 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에서 산출된 교육적 성취도, 구성원들이 지각하는 만족도를 학교조

직의 효과성으로 개념정의 한 후, 교사의 학교장 신뢰와 동료교사 신뢰

가 학교조직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공교육체제가 정착된 근대 이후 학교에 대한 사회의 일차적

관심은 주로 어떻게 하면 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에 있었다(진동섭 외, 2005). 그 결과 학교조직에 대한 연구들도 학교조

직 자체에 대한 이론적 분석보다는 학교의 효율적 조직·운영에 관한 실

천적이고 행정적인 처방에 더 많이 집중되었던 것이 사실이다(진동섭

외, 2005). 이러한 논리실증주의에 기초한 과학적 지식은 일반화의 힘과

현실적 유용성을 가진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학교조직의 역동성과 독

특한 성격, 그리고 미묘한 작동기제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한계

를 가질 수 있다(오영재, 2006).

나. 학교 조직 연구에서 학교를 바라보는 관점

학교조직을 바라보는 이론은 최근까지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학교

조직의 성격과 본질을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의 학교

조직 관련 이론들을 살펴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진동섭 외, 2005). 이러

한 노력은 이론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개념과 이론을 만드는 데 토

대가 될 수 있으며, 실제적으로는 학교 운영과 행정 방향에 시사점을 제

공할 수 있다(진동섭 외, 2011)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관

련하여 Bolman과 Deal(1984)은 학교 조직에 관한 연구의 관점을 구조적

관점, 인간중심 관점, 정치적 관점, 상징적·문화적 관점으로 나누어 제시

하였다(진동섭 외, 2011).

구조적 관점은 학교 조직의 구조에 초점을 둔 연구로서, 고전적으로는

학교 조직의 관료제적 특성을 밝히는 연구, 그 이후 학교조직의 고유한

구조적 특성을 밝히는 느슨하게 결합된 체제, 또는 사회 체제 관점에서

학교 조직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 등이 모두 포함된다(진동섭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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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재(2006)는 Bolman & Deal(1984)의 연구를 정리하여 구조주의 접근

이 취하는 가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먼저, 조직은 일차적으로 확립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또

한 어떤 조직이든 그 목표, 환경, 기술 그리고 참여자에 적합한 구조가

있음을 가정하며, 조직은 환경적 요인과 참여자 개인의 선호성과 합리성

의 규범에 부응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조직의 구성원들

은 전문화를 통해 고도의 전문성을 획득하고 과업수행을 효과적으로 달

성한다. 조정과 통제는 권위와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규칙을

행사하면 가장 잘 성취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 문제는 일반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구조를 반영하는 것이며 그 문제는 재구조화와 재조직화

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Bolman & Deal, 1984; 오영재, 2006).

인간중심 관점은 조직과 인간의 상호 관계를 강조하는 관점으로서, 학

교 구성원의 동기나 태도, 학교장의 지도성, 학교 조직 내 비공식 집단,

학교 조직 내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등이 포함된다(진동섭 외, 2011). 인

간중심 접근은 조직에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는 전제에서 출발

한다. 조직이 구성원을 소외시키거나, 비인간적이고 좌절감을 주는 환경

을 제공하여 개인의 재능을 허비하거나 왜곡되게 할 수도 있고, 구성원

들이 활력이 넘치거나 능률을 올리게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오영재,

2006). 인간중심 접근의 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 개인이 조직

에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조직과 개인은 서로 필

요로 한다. 조직은 개인이 소유한 아이디어와 정력 그리고 재능이 필요

한 반면, 개인은 조직이 제공하는 경력, 급여 및 노동의 기회가 필요하다

고 본다. 셋째, 개인과 조직이 부조화를 이룰 때 어느 한쪽 혹은 양자가

어려움을 겪는다. 즉, 조직이 개인을 이용하거나 개인이 조직을 이기적으

로 이용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넷째, 개인과 조직이 조화를 이룰 때 이는

양자에게 이익을 준다. 인간은 조직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

원을 제공하면서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일할 수 있다(Bolman

& Deal, 1984; 오영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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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정치적 관점은 권력, 갈등, 희소 자원의 배분 등을 조직의 중

요한 주제로 보는 관점으로,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권력 배분 문제, 조직

갈등 현상, 의사 결정 과정 등을 주 연구 대상으로 한다(진동섭 외,

2011). 박성식(1995)에 따르면 조직은 다원적이고 상충된 목표들을 가지

며, 이 안에서의 합리적인 목적추구 과정은 모순과 딜레마로 가득 차 있

다. 때문에 특정 이익을 중심으로 연합이 형성되고, 문제가 출현하고 사

라지는 갈등, 연합, 협상 등의 현상이 일상적으로 나타난다(오영재,

2006).

정치적 관점이 취하고 있는 논리적 가정은 첫째, 조직에서 가장 중요

한 의사결정은 희소자원의 배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조직은

여러 개인과 이해집단으로 구성된 연합체이며, 셋째, 개인과 이해집단은

그 차지, 선호도, 신념, 정보, 그리고 실재에 대한 인식을 달리한다. 넷째,

조직 목표와 의사결정은 개인과 집단 간의 지위를 위해 진행 중인 타협,

협상 그리고 조정과정을 통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희소자원과

지속적인 차이성으로 인하여 권력과 갈등은 조직생활의 중심적인 특징이

될 수 있다(Bolman & Deal, 1984; 오영재, 2006).

마지막으로 상징적·문화적 관점은 조직을 모호하고 불확실하며, 애매

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파악하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는 학교 조직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으로 가득 찬 혼돈 상태이

며, 이러한 학교조직을 통합하는 것은 목표나 정책이 아닌, 공유된 가치

와 문화라고 할 수 있다(진동섭 외, 2011). 구조적 관점, 인간중심 관점,

정치적 관점이 세상이 확실하고, 합리적이며, 선형적이라는 가정을 하는

반면((Bolman & Deal, 1984), 상징적·문화적 접근은 조직을 합리적인 실

체로 보는 관점을 거부하고, 공유된 가치와 문화에 의해 결합되는 것으

로 파악한다(오영재, 2006).

상징적·문화적 관점의 기본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떤 사건에 있

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생한 것 그 자체가 아니라 발생한 것의 의미이

다. 둘째, 사건의 의미는 단순히 발생한 것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

니고, 사람이 발생한 것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셋째, 조직에서 가장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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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건이나 과정은 실제로 모호하고 불확실하다. 넷째, 모호함과 불확

실성은 분석과 문제 해결, 그리고 의사결정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을 저

해한다. 다섯째, 불확실성과 모호함에 직면할 때, 인간은 그 모호함을 줄

이기 위해서 상징(symbols)을 사용하고, 혼란을 해결하며,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방향을 제공한다(Bolman & Deal, 1984; 오영재, 2006).

2. 학교역할에 관한 연구

한편, 조직이론의 관점에서 학교조직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개념화하

고 이론으로 체계화하는 일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진동섭

외, 2005).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학교조직의 본질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영역을 나누어 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진동섭 외, 2005). 특히

기존의 학교특성에 관한 연구들이 이론적 분석에 치우쳤다는 점에서 좀

더 실천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

여 본 연구에서는 단위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학교조직의 특성 중 학교역

할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학교역할의 개념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학교역할에 대한 개념 정립을 선행하고자 한다.

학교역할과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 주제의 범위는

비슷하나 그 용어 사용에 있어서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 학교가 어떠한

일을 수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비슷했지만, 용어 사용에 있어

서는 ‘학교의 역할(김정원, 2007)’, ‘학교의 기능(양미경, 2004)’, ‘학교의

의미(김승호, 2013)’, ‘학교의 본질(김안중, 1995)’ 등의 주제와 관련하여

연구가 진행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특히 ‘학교의 역할’과 ‘학교의

기능’이라는 용어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으며, 많은 연구들이 학교조

직과 관련된 연구에서 ‘기능’과 ‘역할’이란 용어를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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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용하여 왔다.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기능’은 하는 구실이나,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권한이나 직책, 능력 따위에 따라 일정한 분야에서

하는 역할과 작용을 의미한다. 그리고 ‘역할’은 자기가 마땅히 하여야 할

맡은 바 직책이나 임무를 의미하며, 구실, 소임, 할 일 등으로 순화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표준국어 대사전의 정의에 따라 ‘학교의 기능’과 ‘학교의 역할’ 의미를

다시 정의해 보자. ‘학교의 기능’은 학교가 가진 권한이나 제반조건에 따

라 교육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학교의 기원이 ‘교육하는

행위’와 가장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학교의 기능은 ‘교육’이라는 분야

와 관련하여 학교가 수행하는 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학교의 역할’은 학교가 마땅히 수행하여야 할 맡은 바 임무를 의미하며,

이는 상대적으로 당위적이고 의무적인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학교의 기

능’이라는 용어와 차이가 있다.

정리하자면, ‘학교의 기능’과 ‘학교의 역할’은 학교가 수행하는 특정 작

용과 관련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조직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학교의 기능’과 ‘학교의 역할’이라는 용어를 혼용하

고 있었다. 차이점이라 하면, 이미 학교조직이 수행하고 있는 결과적인

현상 혹은 실태를 분석하고 표현하고자 할 때는 ‘기능’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학교조직에 기대하는 요구, 기대, 바람 등을 바탕

으로 한 목표 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가치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역할’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양미경(2004)의 연구에서는 학교가 현대사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으로 정치적 기능, 경제적 기능, 사회적 기능, 사회화의

기능, 교육적 기능을 제시하고, ‘학교기능’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요구가

다양성과 모호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에 반해 김정원

(2007)의 연구에서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학교는 정해진 국가교육과정 운영에 그 ‘역할’을 한정하기보다는 학생의

삶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교육내용을 만들어 가는 주체로서 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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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폐교위기 극복과정에서 왜 ‘D분교’라는 학교가 꼭 존재해야

했는지 학교 구성원의 입장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학교가 현대사회에서 어떤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지,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학교에 대한 학교 구성

원들의 요구, 기대, 바람 등과 관련하여 학교가 수행해야 할 당위적이고

의무적인 과업과 관련된 논의가 중점이라는 점에서 ‘학교의 기능’보다는

‘학교의 역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학교의 기능’과 ‘학교의 역할’은 학교가 수행하는 특정 작용이

나 일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는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학교

의 역할’이라는 용어를 중점적으로 사용하되, 현대 사회에서 이미 학교가

수행하고 있는 결과적인 역할과 관련된 논의에서는 ‘학교의 기능’이라는

표현을 문맥상 필요에 따라 함께 사용하고자 한다.

나. 기존 연구에서 도출할 수 있는 학교 역할

1) 학교의 기원에서 도출할 수 있는 학교역할

학교를 뜻하는 영어 ‘school’이 고대 그리스어에서 ‘여가’를 뜻하는 스

콜레(scole)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였다는 점은 이미 상식에 속한다(김안

중, 1995).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여가’라는 용어의 다양한 해석으로 인

해 학교의 본질적 존재에 관해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학교는 그

야말로 한가하게 여가를 보내는 장소라고 파악했던 입장이 있는가 하면,

노예가 온갖 궂은 생산 활동을 전담하는 가운데 노동으로부터 해방된 자

유민이 무한정으로 남는 시간에 즐기는 대비되는 개념으로의 여가로 해

석하는 입장이 있었다(김승호, 2013).

김안중(1995)에 의하면 두 가지 입장 모두 용어의 혼란에서 기인하였

다고 볼 수 있으며, 학교의 이념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현대인들에게는 ‘여가’라는 말은 ‘일하다가 남는 시간’ 또는 ‘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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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리를 찾아야 하는 무료한 시간’처럼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

지만 고대인들에게 ‘여가’라는 것은 세상과 그 속의 사물(事物)들을 바르

게 보고, 그 속에서 인간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는 매우 바람직한

상태를 의미하였다(김안중, 1995). ‘여가’는 사물(事物)의 모습을 있는 그

대로 받아들이는 정신 상태, 곧 관조(觀照)를 의미하는 것이었다(김안중,

1995).

김승호(2013) 역시 스콜레(scole)에서 학교의 의미를 도출해 낸 국내

학자들(이홍우, 1994; 김안중, 1995; 김승호, 1997)의 연구를 바탕으로, 스

콜레(scole)는 특정한 장소보다는 ‘직관(intuition)’이나 ‘관조

(contemplation)’와 같은 정신적인 활동과 더 관련이 깊음을 밝힌 바 있

다. 굳이 장소의 의미를 살린다면, 학교는 정신적 활동을 추구하는 특별

한 장소정도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김승호, 2013).

학교의 기원은 원시 시대까지 도달할 수 있다(김승호, 2013). 인류가

존재한 이래 인류의 최대 숙원은 어떻게 기성세대가 가진 문화유산을 후

세대에게 효율적으로 전수하고 물려줄 수 있는지에 있었다. 아직 생활이

체계화·복잡화 되지 않았던 원시시대만 하더라도, 삶을 살아가는 데 필

요한 지식과 기능을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었다. 단

순하고 소박한 생활 속에서는 삶의 지식과 기능을 의식적으로 가르치기

보다는, 기성세대가 삶의 터전에서 치열하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나가

는 가운데 더불어 잉여(剩餘)로 후세대에게 전수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학교는 처음에 생활 속에서 덤으로 가르치는 일종의 잉여교육제도

(residual educational institution)’로서 등장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김승호,

2013).

하지만 사회가 점차 체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이전과는 달리 어느 정

도 의식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게 된다. 여기서 ‘형식적 교육

(formal education)’의 필요성이 나타났고, 생활 속에서 덤으로 자연스럽

게 이루어지는 전수와는 달리 오로지 교육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제도가

요청되었다(석태종, 1999). 그리고 유일한 형식적 교육 형태로서의 학교

가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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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사회의 급격한 확대와 변화에 따라 가정이나 일반 생활 터전과

같은 오랜 제도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교육들을 담당하며 그 기능을

확장하여왔다(김승호, 2013). 이러한 학교의 기원에서 살펴보았을 때, 학

교는 사회적 또는 제도적 관점에서 한 사회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 그 필

요성이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학교는 기성세대가 후세대를 사회화시

키기 위해서 마련한 가장 대표적인 제도적 기관으로 볼 수 있으며, 한

사회의 존속, 유지, 발전이라는 근본적인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김승호,

2013).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학교는 기원적으로 ‘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성세대는 자신들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후세

대들이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다. 또한 자신들이 가

진 문화유산과 생활 속 지혜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인류가 가진 것이 많

아질수록, 그리고 선세대가 후세대에 물려줄 것이 많아질수록, 불특정 다

수를 위한 형식적 교육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학교는 이러한 요

구에 의해 등장하였으며, 교육 기관의 역할을 본질적 역할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2) 학교조직에 관한 접근에서 도출할 수 있는 학교 역할

기존에 학교조직을 바라보는 관점을 구조적 관점, 인간중심적 관점, 정

치적 관점, 상징적·문화적 관점 네 가지로 나누어 제시한 바 있다. 그리

고 이 네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학교조직에 관한 접근을 크게 세 가지

입장으로 정리하여 제시할 수 있다(남정걸 외, 2002). 첫째는 전통적 또

는 고전적 접근, 둘째는 사회체제론적 접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대적

또는 대안적 접근이 바로 그것이다.

첫째의 전통적 접근은 과학적 관리론이나 관리과학, 사회과학적 이론

이나 모형을 가지고 학교를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기인한다. 둘째의 사회

체제론적 접근은 어떤 현상을 상호관련된 부분들의 역동적인 복합체나

전체로 보는 일반체제이론을 인간의 사회현상에 적용한 입장이다. 마지



- 22 -

막으로 현대적·대안적 접근은 첫째와 둘째의 입장에서처럼 전통적 조직

이론이나 일반 사회체제이론을 교육조직에 적용하는 것이 아닌, 학교라

는 조직의 독자적 성격, 특수성을 고려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남정걸

외, 2002).

이들 세 가지 접근 중 학교조직에 대한 대표적 이론이라 할 수 있는

전통적 접근의 관료제론, 사회체제론적 접근의 사회체제론, 현대적·대안

적 접근의 이완체제3) 이론을 꼽아보고, 각각의 입장에서는 학교의 역할

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들로부터 학교 역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가) 관료제(Bureaucracy)로서의 학교

교육학자들은 1960년대 중반부터 관료제가 학교 운영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관료제 이론을 교육조직에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진동섭 외, 2005). 학교를 포함하여 복잡한 환경 속에서 조직의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되면서 관료제로서의 학교의 모습이 불가피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남정걸, 2009). 베버(Weber)에 의해 체계화된 관료제 이론은 조

직의 안정성이나 능률과 같이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조직 운

영의 합리성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이상적인 조직 구조를 나타낸다.

Sergiovanni와 Starratt(1993)에 의하면, 학교는 다양한 조직형태로 분

류할 수 있지만, 모든 학교는 어느 정도 관료제적 경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진동섭 외, 2005). 실제로 학교조직은 직무의 분화와 구체적인

책임의 배분 차원에서 초등 및 중등학교로 구분되며, 학교조직 내에서도

교과별·학년별로 구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관료제의 대표적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분업과 전문화, 비인간성, 권한의 계층, 규칙과 규

정, 경력 지향성 등은 학교조직 내에서도 쉽게 관찰될 수 있는 현상이다

(Hoy & Miskel,2012; 윤정일 외, 2008).

3) 이완체제(loosely coupled systems)는 ‘느슨한 결합체제’, ‘느슨한 연결체제’, ‘이완

결합체제’로 번역되기도 한다(남정걸 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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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관료제로서의 학교조직을 가정했을 때 학교의 역할은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까? 우선 관료제로서의 학교조직은 조직 운영에 있어서

합리성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고, 주어진 목표를 효율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즉, 학교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가

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만들고 수행하는 것이 학교조직의 최우

선 목적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를 학교역할로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학교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학교운

영 방식에 대한 논의이지, 학교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관료제로서의 학교 조직은 학교 자체의 특성을 설명한

다는 점에서 학교역할을 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

듯이, ‘역할’은 ‘마땅히 하여야 할 맡은 바 직책이나 임무’를 의미한다. 그

리고 맡은 바 직책이나 임무는 특정 관계 속에서, 혹은 특정 체제 안에

서 제시될 수 있는 개념이다. 하지만 관료제로서의 학교조직은 어떤 관

계 속에서나 체제 안에서 학교조직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학교조직 자

체의 특성을 기술하고 있다. 이에 관료제로서의 학교조직은 학교역할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접근으로 볼 수 있으며, 학교역할에 대한 논의

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특정 체제 안에서 살펴보거나, 혹은 특정

관계 안에서 살펴보려는 접근이 필요하다.

나) 사회체제로서의 학교(Social System Theory)

사회체제론(social system theory)은 사회는 하나의 체제이며 사회의

구성요소들은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관점으로, 사회 전체를

하나의 체제로 볼 뿐만 아니라 사회체제의 각 부분들도 체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접근이다(진동섭 외, 2005). 체제를 구성하기 위해서

는 부분들은 상호 관련되어 있어야 하며, 어느 한 부분에 변화가 오면

그 결과가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교조직은 주변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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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하는 개방체제(open system)로서, 사회체제의 형태를 띠고 있다

(남정걸, 2009).

모든 체제는 주위환경과 구분할 수 있는 경계선이 있다. 학교의 경계

선은 그렇게 분명치는 않으나 분명 다른 체제와 구분되는 경계가 존재한

다. 경계선을 넘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경우를 개방체제(open system)

라 하며, 상호작용 관계가 없는 경우를 폐쇄체제(closed system)라 한다.

그리고 한 체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상위체제(supersystem)라 하고,

그 체제 내에 속하는 부분을 하위체제(subsystem)라고 한다. 따라서 최

소 단위의 체제를 제외한 모든 체제는 하위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최대

단위의 체제를 제외한 모든 체제는 상위 체제를 가지고 있다(남정걸,

2009).

학교를 사회체제론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관점의 기저에는 구조기능주

의가 존재한다(진동섭 외, 2005). Parsons(1956)의 구조기능주의는 체제

를 형성하는 구조 사이에 견고한 결합이 존재한다는 입장으로, 모든 사

회적 행동은 사회체제에 의해 미리 결정된 가치 정향(value orientation)

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진동섭 외, 2005). 이러한 관점에서 모든 불

일치의 상황은 역기능이나 일탈로 간주될 수 있으며, 안정적 체제 유지

를 위해 불일치의 상황을 수정하려는 노력이 자연스레 나타난다. 학교를

사회체제로 보는 입장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요약하여 나타낼 수 있다.

<그림 Ⅱ-1> 사회체제로서의 학교

* 출처 : 남정걸(2009).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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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체제로서의 학교조직은 주변 환경인 지역사회나 학군을 상위체제

로 갖는다. 이와 반대로 하위체제로는 학교, 학년, 학급, 개인 등이 포함

된다. 지역사회에 대해 하위체제인 학교는 학년에 대해서는 상위체제가

된다. 즉, 상위·하위체제의 개념은 상대적인 것이며 절대적 기준은 존재

하지 않는다(남정걸, 2009).

사회체제로서의 학교조직을 가정했을 때 학교는 기본적으로 유형 유지

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Parsons(1956)의 사회

체제 모델을 특별히 학교에 적용한 Hills(1976) 역시 학교의 여러 기능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문화 유지 기능이라고 언급하고 있다(진동

섭 외, 2005). 이는 학교조직이 하나의 객관적인 존재로서, 사회 내에서

사회 전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구성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도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학교는 사회유지를 위해 구성원을 교육하고 안내하

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동안의 학교는 교육조직의 역할을 주로 수

행하였는데, 사회 내에서 ‘교육’이라는 틀을 가진 수레바퀴로서 다른 틀

과 맞물려 돌아갔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수동적 존재로서의 학교조직

을 강조하며, 학교역할은 사회의 요구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학

교역할은 사회 체제 내에서의 다른 구성요인과의 관계 속에서 제시될 수

있고, 학교역할 수행에 있어서도 체제 내의 다른 요인과의 관계 속에서

의존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기대한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의 학교조직은 수동적인 역할보다는 새로운 교육

흐름을 제시하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체제 이론은 한계를 가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성렬(1992)의

연구에서는 학교는 모든 사회 구성원을 교육시킴으로써 사회의 기본적

유형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정반대로 교육을 통하여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잠재적 유형을 파괴하는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사회체제 이론은 학교조직의 역할을 사회체제 내에서의 수

동적, 의존적 관점에서 제시한다는 점에서 현대사회의 상황과 상충될 수

있는 접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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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느슨하게 결합된 체제로서의 학교(Loosely Coupled System)

Weick(1976)은 학교가 여타의 조직과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고 관리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학교조직만의 특성을 반

영하여 나타낼 수 있는 느슨하게 결합된 체제론(loosely coupled

system)을 제시하였다.

일반 조직은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 고도로 상호의존적이며, 목표와 수

단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다. 또한 정보의 공유에 의한 조정, 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학교조직과 차이점을 보인다.

이에 반해 학교는 목표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일반조직과 가장 큰 차이

를 나타낸다. 일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근거가 없으며, 일의 효과를 명확

하게 보여줄 구체적 지표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다는 점도 학교조직만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진동섭 외, 2005).

이러한 특성을 가진 학교조직도 물론 일반적 조직의 특성을 지니고 있

다. 하지만 교직의 전문성과 자율성으로 인해 조직 안에서의 상하관계가

다른 조직처럼 엄격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남정걸 외, 2002). 느슨하게

결합된 체제에서는 조직 내 부서가 상호의존적이기보다는 독립적이고,

과정이 연계되어 있기보다는 단절되어 있으며, 활동과 결과가 분리되어

있고, 개인들은 감시가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 환경에서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남정걸 외, 2002).

느슨하게 결합된 체제론은 학교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고안해 낸

이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Weick(1976)은 조직에 관한 기존의 논

의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으며,

조직의 복잡한 환경을 좀 더 유연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민감한 장치

(sensitizing device)로서의 느슨하게 결합된 체제(loosely coupled

system)를 제시하였다(Weick, 1976).

그렇다면 느슨하게 결합된 체제로서의 학교조직을 가정했을 때, 학교

역할은 어떻게 도출할 수 있을까. 느슨하게 결합된 체제 역시 관료제와

마찬가지로 학교조직 자체의 구조적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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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할 도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학교조직 운영에 있어서 구성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독자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야 한다는 방법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가능할 뿐, 학교가 사회 내에서,

혹은 특정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

라) 학교조직 연구에서 도출한 학교역할과 그 과정에서의 한계

이상의 논의에서 살펴보았을 때, 그동안의 학교조직에 대한 접근 방법

에서는 학교역할 도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학교조직의 역할 도출을 위해서는 특정 관계 속에서의 학교, 혹은 특정

체제 안에서의 학교를 바라보는 접근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학교조직에 대한 접근은 주로 학교조직 자체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중점

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학교 운영의 방법적 측면을 제시하는 근거

가 될 수 있으며, 학교역할 도출을 위해서는 학교가 맺고 있는 특정 관

계, 혹은 체제에 초점을 맞춘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논의했던 학교조직 연구를 바탕으로 한 학교역할 도출에 관

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더불어 학교역할 도출 과정에서의 한

계점도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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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학교조직 연구에서 도출된 학교역할 및 그 과정에서의 한계

학자
학교조

직 연구
조직의 특징 학교의 역할

학교역할 도출

과정에서의 한계

Weber

관 료 제

로 서 의

학교

Ÿ 조직의 안정

성·능률성·기

능성 추구

Ÿ 주어진 목표

를 성취하기

위한 합리적

절차 마련

Ÿ 학교 역할 도출

이 어려움

Ÿ 학교 자체의 구

조적 특징을 제

시한다는 점에

서 학교 역할

도출이 어려움

Hills

사 회 체

제 로 서

의 학교

Ÿ 사회 체제 안

에서의 학교

를 강조

Ÿ 학교는 사회

체제 안에서

상위체제, 하

위체제를 가

짐

Ÿ 사회의 기능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

Ÿ 유형 유지, 문

화 유지의 역할

Ÿ 사회 유지를 위

한 구성원 교육

및 안내

Ÿ 학교의 역할을

수동적, 의존적

관점에서 제시

Ÿ 학교는 교육을

통해 사회를 변

화시키는 적극

적, 독립적 역

할을 수행해야 함

Weick

느 슨 하

게 결합

된 체제

로 서 의

학교

Ÿ 학교조직만의

특성을 반영

한 접근

Ÿ 구성원의 전

문성·자율성·

독립성 전제

Ÿ 학교 역할 도출

이 어려움

Ÿ 학교 자체의 구

조적 특징을 제

시한다는 점에

서 학교 역할

도출이 어려움

3) 현대사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학교의 기능

학교는 전통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식의 창출과 전달이라는 기

능을 수행해 왔다(박현숙, 2008). 하지만 산업사회·정보화 사회에 접어들

면서, 교육과 관련된 기능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관련된 다

양한 기능을 사회로부터 복합적으로 요구받아 왔다(양미경, 2004).

이와 관련하여 현대사회에서 학교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정치적 기

능, 경제적 기능, 사회적 기능, 교육적 기능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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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최근 학교역할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교육

복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가) 정치적 기능

학교가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 것은 19세기 근대 사회에서의 국가

주의 등장과 관련이 깊다(양미경, 2004). 거대한 국가의 등장에 따라, 국

민 통합의 과정에서 학교가 정치적으로 기능하도록 사회적인 요구가 있

었다는 것이다(Dronkers and Ploeg, 1997). 근대사회는 다양하고 이질적

인 문화적, 지역적 집단과 계급으로 구성된 국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김신일, 2010). 그리고 학교는 교육을 통해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Meyer(1977)에 의하면 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념적인 통합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18세기 이후로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새롭게 형성

된 현대 국가들은 그 이전에 교회가 수행했던 이데올로기 통합의 기능을

담당할 새로운 사회적 제도가 필요하였다. 그리고 이 필요에 부응하여

등장한 것이 학교제도라고 볼 수 있다(김신일, 2010). 그리고 학교는 현

대사회에까지 걸쳐 통치 질서 유지를 위한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요

청받고 있다(양미경, 2004).

나) 경제적 기능

학교는 사회의 요구에 따라 산업사회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였고, 이

들이 사회의 이익을 창출했다는 점에서 학교의 경제적 기능을 제시할 수

있다(양미경, 2004). 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누구나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갖게 되었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직업기술의 수준이 하루가

다르게 계속 향상되었고, 학교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기술을 교육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김병성, 2004).

이는 Schultz(1972), Becker(1963) 등이 제시한 인간자본론(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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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 theory)과 그 맥락을 함께 한다(김신일, 2010). 우리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신지식인의 양성이나 국가 경쟁력 등과 관련된

논의는 개개인이 지닌 ‘경제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의

경제적 기능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양미경, 2004).

다) 사회적 기능

학교는 사회적 지위의 획득과 배분에 관계함으로써 사회적 기능을 수

행한다(양미경, 2004). 근대시민사회로 넘어오면서 전통적 사회구조를 지

탱해 주던 신분제도가 무너졌고, 우선적으로 필요해진 것이 사회적 선발

을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김신일, 2010). 그리고 학교는 현대사회에 이르

기까지 선발 및 배분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 기관으로 존재해 왔다.

근대사회 이전까지는 신분제도 자체가 개인의 질(質)을 설명하고, 자질

을 판단하여 선별하는 기능을 맡고 있었다. 그런데 신분제도가 무너지자

사람들의 자질과 능력을 가려줄 새로운 선발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

다. 민주시민사회로 들어오면서 차등적 보상체제 구조가 더욱 확고해졌

고, 이에 따라 지위경쟁을 위한 선발의 필요성은 더욱 커져갔으며, 사회

적 지위의 획득과 배분에 관한 기능을 학교가 맡아 수행하고 있다(김신

일, 2010).

또한 학교는 사회구성원을 서로 다른 사회적 지위에 적절하게 분배하

는 기능을 수행한다(김경식 외, 2011). 학생들은 서로 다른 능력, 소질,

취미 등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를 통해 자신의 지식, 기술, 가치관, 태도

등을 육성하여 각자가 필요한 분야로 진출한다. 이는 사회충원 기능이라

고도 일컬어진다(김경식 외, 2011).

라) 교육적 기능

학교는 정치, 경제, 사회적 기능과 더불어 학교의 근본적 기능이라 할

수 있는 교육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양미경, 2004). 인류는 자신들이 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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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온 전통과 자산을 후세대에 물려주려는 시도를 하였고 이는 원시시대

까지만 하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점차 사회가 체계

화·복잡화됨에 따라 교육만을 담당하는 별도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

고,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라는 제도가 마

련된 것이다.

학교의 교육적 기능과 관련해서 가르치는 목적과 구체적인 내용 구성

및 교수 방법 등에 대한 갈등이 존재해왔다. 하지만 학생 개인의 교육적

경험을 통해 잠재력의 발현을 돕고자 한다는 명시적인 의도에 있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양미경,

2004).

마) 복지기관으로서의 학교역할 기대

현대사회에서의 학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데, 최근 학교역할에 대한 요구는 사회로부터의 요구가 아닌, 학교

구성원으로부터의 요구라는 특징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부각되고

있는 학교역할에 대한 핵심적 요구는 복지기관으로서의 역할이다. 이러

한 경향은 교육복지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원(2007)의 연구에서는 교육복지와 관련하여 학교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

업을 운영하는 두 학교를 대상으로 그 운영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다.

연구결과, 김정원(2007)은 교육복지의 개념이 결핍에 대한 지원보다는

단절된 관계의 회복, 혹은 새로운 관계의 형성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음

을 시사한다. ‘교육복지’라는 개념이 기존의 학교들이 받아들인 “학교가

관심을 기울이기 어려웠던 아이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그들이

지닌 취약성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에서 배제된 집단을 교육취약집단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결핍의 결과에 대한 지원으로 교육복지를 이해하게 된다면 저소득,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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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애, 학업부진 등의 대응으로 급식비 지원, 심리치료, 보충학습 등의

프로그램 운영이 학교역할로 제시될 수 있다. 하지만 김정원(2007)은 사

회적 배제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복지를 제시하며, 경비지원이나 프로그

램 운영 자체가 아닌, 프로그램을 통한 교사와 학생의 긴밀한 관계 형성

을 학교역할로 제시하고 있다.

박현숙(2008)의 연구에서는 교육복지 확대에 따라 학교의 기능이 어떻

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나, 학교를 거점으로 하는 교

육복지 확대는 과도한 업무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의 학

교경영체제에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연계-교육복지형 학교모형을 미래지향적 학교모형

으로 제시하고 있다.

박철희(2011)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역할수행에 있어서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각 학교마다 1명씩 배치된 지역사회

교육전문가 8명을 대상으로 그 역할 수행에 있어서 장애요인을 분석하였

고, 이를 네 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지역사회교육전문가

가 인식하는 역할수행 장애는 교육을 핵심기능으로 하는 교원 중심의 학

교사회에, 교육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가 진입하는 과

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상황에 기인하고 있었다. 학교가 교육복지기관으로

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복지와 관련해서 확대될 수

있는 과도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인지, 이에 논의가 선행되

어야 한다.

다. 소결 : 학교조직과 역할에 관한 선행연구

지금까지 학교역할에 대한 개념정의를 바탕으로 학교조직에 대한 대표

적인 접근방법을 몇 가지 살펴보았고, 그에 따라 학교 역할을 도출해보

았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현대사회에서 학교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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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기능, 경제적 기능, 사회적 기능, 교육적 기능으로 나누어 살펴보

았으며, 최근 대두되고 있는 교육복지기관으로서의 학교역할을 제시하였다.

학교조직을 바라보는 대표적 접근들은 주로 학교조직 내의 구조적 특

성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 ‘학교역할’은 학교가

마땅히 수행하여야 할 맡은 바 직책이나 업무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학교가 맺고 있는 특정 관계나 체제 안에서 제시될 수 있다. 학교조직

자체의 구조적 특성분석을 바탕으로 학교역할을 제시하기엔 어려움이 있

었으며, 굳이 제시한다 하더라도 ‘교육기관’ 이상의 역할을 제시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학교역할과 관련하여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

정 관계 혹은 특정 체제 안에서의 학교조직을 살펴보려는 노력이 필요하

다. 학교조직 자체의 특성 분석도 중요하지만, 학교역할이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제시되는 현대사회의 특성 상, 학교가 맺고 있는 관계에 초점을

두고 학교조직을 바라보려는 접근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체제의 구성요인으로서 학교가 요구받는 학교

역할을 보기보다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학교라는 체제 안에서 학교역할

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학교의

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 학생들이 학교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3. 위기이론과 조직연구

위기이론(Crisis theory)은 주로 행정학, 경영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의학에서 사용되는 이론으로, 위기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시한다. 위기

란 주로 새롭고 익숙하지 못한 사건에 직면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철수,

2013). Caplan(1964)에 의하면 위기는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 아니며, 문

제 해결 방법을 찾으려는 동기가 높아져 오히려 성장발달의 가능성이 될

수 있다(강영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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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기에 대한 정의

위기는 기본적으로 상호작용성, 불확실성, 복잡성의 특성을 가진다(이

창원 외, 2003). 위기에 대한 논의는 어떤 상황에서의 위기이냐에 따라

학자마다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D’Aveni & MacMillan(1990)는 조직의

생존과 관련된 위기를 ‘조직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건이나 상태’로 정의하

였다. Herman(1972)은 의사결정 맥락에서의 위기와 관련하여 ‘의사결정

자들을 경악하게 하고, 의사결정 시간에 제약을 가하며, 우선순위가 높은

목표의 달성을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정의하였다. Lerbinger(1997)은 위

기를 ‘조직의 미래 성장과 이익, 혹은 생존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규정하였으며, Fink(1986)는 위기란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불안정한 상태’라고 제시하였다. 김형렬(1987)의 연구에서는 정책집

행과 관련하여 체계론적 관점에서의 위기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위기란

‘일정한 시공에서 체계에 위험과 손실을 주어 체계의 목표달성을 어렵게

하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이재은(2000a)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

구의 내용을 반영하여 일반적인 ‘위기’의 의미를 ‘중요한 변화가 절박하

게 요구되는 불안정한 상태이거나 또는 하나의 사건이나 행동과정이 계

속 진행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수정 또는 종결되어야 하는지의 여부가 결

정되는 순간으로서의 전환점’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나.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위기와 관련하여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

게 이루어져 왔다. Fearn-Banks(1996)는 위기관리를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건들의 위험성과 불안 요인을 감소시키고, 조직이 능동적

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인 계획’이라고 규정하였다.

Littlejohn(1983)은 ‘비상사태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위기 발생에 대비

하여 계획하고, 필요할 때에는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는 노력’으로 위기관

리를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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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k(1986)는 위기관리의 단계 모델을 4단계로 제시하였는데, ① 사전

경고 단계 및 징후 단계(Prodromal Stage), ② 위기 발생 단계(Crisis

Breakout or Acute Stage), ③ 사후 처리 단계 및 만성적 단계(Chronic

Stage), ④ 해결 단계(Resolution Stage)로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Coombs(1999)는 조직 위기관리에 대한 단계적 모델을

크게 ① 사전 단계, ② 발생 단계, ③ 사후 단계 3단계로 나누어 제시하

였다. ① 사전 단계에서는 조직에 대한 특성 분석을 기본으로 조직이 현

재 수행하는 주요 기능을 점검한다. 그리고 조직이 맞을 수 있는 위기를

예상하여, 이에 대한 대비 방안을 수립한다. ② 위기 발생 단계에서는 현

재가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위기 상황에 적절한 대응 조치를

강구한다. 이 때 현재의 조직 상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조치 가능한

대응을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③ 사후 단계에

서는 위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조직이 위기를 맞은 이유는 무엇

이고, 위기 단계에서의 대응 과정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를 바탕으로 위기로부터의 학습이 이루어진다.

위기관리는 조직에 대한 분석을 기본으로 한다. 위기 발생 이전 단계

에서는 조직분석을 기초로 대비방안을 마련한다. 위기 발생 단계에서는

조직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분석한 후, 가능한 대응 조치를 강구한다.

그리고 사후 단계에서는 왜 조직이 위기를 맞게 되었는지, 똑같은 위기

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조직 분석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기(Crisis)는 조직의 본질적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위기에 대한 대비, 위기 상황에 대한 조치 강구, 위

기에 대한 평가의 모든 과정은 조직에 대한 분석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A초등학교 D분교의 경우 ‘폐교’라는 위기에 대한 대비 과정은 뚜렷하게

보이진 않는다. 하지만 ‘폐교’라는 위기를 맞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학교조직 특성에 대한 구성원의 분석은 충분히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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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기를 통한 조직학습(Organizational Learning)

한편, 위기관리에 의한 조직학습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왔다(이상팔,

1996; 이창원 외, 2003; 양기근·박용석, 2004; 양기근, 2004). 이상팔(1996)

은 위기관리체계의 기능적 실패에 의한 학습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양기

근·박용석(2004)은 조직학습과 위기관리의 연계방안을 모색하였다. 양기

근(2004)의 연구에서는 위기관리 조직전략의 핵심으로 조직학습

(organization learning)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위

기 경험 자체가 조직변화를 야기하는지, 조직변화를 야기하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은 드물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주호 외(2013)의 연구에서는 위기에 대한 경험이 실

제로 조직변화를 야기하는지를 분석하고, 그 조직변화가 구성원과 조직

차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연구 결과, 위기극복과

정과 이 과정에서 나타난 위기 해법에 대한 인식이 조직의 구조적·행태

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의 구조적 변

화, 그 구성원의 형태적 변화의 결과로 조직에 대한 구성원들의 몰입도

가 높아졌으며,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기에 대한 조직의 역량을 강

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살펴보았을 때, D분교의 사례는 학교역할에 대한 구성

원의 인식을 살펴보기에 적합한 사례라고 판단된다. D분교는 2009년 폐

교라는 위기를 맞는다.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학교의

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 학생이 모두 함께 구안하였다. 구

성원들은 D분교의 폐교를 극복하기 위해 실제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

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D분교에 대한 구성원의 몰입도가 높아졌음을

이주호 외(2013)의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학교가 없어질 수도 있

다는 위기의식은 나에게 학교가 어떤 의미인지, 학교로 인해 내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왔고, 이를 통해 각

자가 기대하는 학교의 역할은 무엇인지 자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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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폐교위기 극복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구성원의 구체적 활동

1. 폐교위기 극복과정

가. D분교의 역사와 학생 수 변화 양상

D분교는 1946년 9월 H초등학교로 설립 인가를 받았고, 그 해 12월 18

일 개교하였다. 올해로 7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이다. 1949년

도 내에서 이념충돌과 관련된 갈등이 번졌고, 그 과정에서 1949년 2월

학교가 전소(全燒)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1950년 4월 10일 다시

제반 시설을 갖추고 학교로서의 모습을 복구하였다. 1954년에는 D국민학

교로 교명을 변경하였으며, 1996년에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해 A초등학교

D분교장으로 변경되었다.

1946년 학교 개교 당시 H초등학교는 6개 학년 4학급으로 시작되었다.

개교 당시 정확한 학생 수 집계는 되어 있지 않다. 1947년에는 57명의

학생 규모였다. 이듬해인 1948년에는 100명이 넘는 학생 학생이 재적했

고, 1951년에는 최초로 학생 수가 200명을 넘어 213명의 학생이 재적했

다. 그리고 1960년대 중반까지는 꾸준히 250여명의 학생 규모를 유지하

면서 지역 사회의 대표적 교육기관으로 자리를 잡았다.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는 D분교가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던 시기이다.

1966년에는 최초로 학생 수가 300명을 넘었으며, 1978년에는 가장 많은

학생인 366명의 학생이 재적했다.

하지만 경제개발과 함께 도시화가 진행된 1980년대 이후로는 점차 학

생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개교 해인 1947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100명 이상의 학생 수를 유지하였지만, 1992년 학생 수 감소로 97명까지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었고,

1996년 46명의 학생 규모로 인해 마을 근처의 A초등학교 분교로 지정되



- 38 -

었다.

분교로 지정된 1996년 이후에도 학생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였다. 분교

개편 당시 D분교는 46명의 학생 규모였으며, 이후 조금씩 학생 수의 변

화가 있었으나 30여명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0년대 중·후반까지도 학생

수가 조금씩 줄긴 하였지만 도교육청의 통·폐합 추진기준 선인 20명은

유지하였다. 처음으로 학생 수가 20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09년이다.

당시 학생 수는 19명까지 떨어졌으며, 도교육청으로부터 통·폐합 추진

대상 학교로 지정되었다.

이후 교사와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 주민은 D분교의 폐교위기를 극복

하기 위해 힘을 합쳐 노력하였다. 그 결과 학생 수가 꾸준히 늘었으며,

2010년 20명, 2011년 25명이던 학생 수는 2012년 42명까지 증가하였다.

그리고 도교육청은 2012년 D분교를 통·폐합 추진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

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학생 수 변화는 <그림 Ⅲ-1>과 같다.

<그림 Ⅲ-1> 개교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른 D분교 학생 수 변화

나. D분교의 지리적 환경

A초등학교 D분교는 ○○도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시내와의 접근

성은 20km 이내로 비교적 좋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자원이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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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마을 인구가 적어 발전 속도가 더딘 편이었다.

D분교가 위치하고 있는 이 마을의 지역적 특색에 대해 마을 이장은 다

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제주도에서 가장 가난한 마을이 저희 마을입니다. 자원도 부족하고, 세(인

구)도 약하고, 목장도 바다도 없지, 어촌계도 없고. 다만 마을 경지면적이나,

전체 법정 번지수(면적)는 가장 넓습니다. 불모지인 임야지도 조금 있습니

다. (이승근 이장)

하지만 이러한 마을 환경은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도내에서 전통 돌담과 연못이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꼽히고 있으며, 기

반시설이 상당히 잘 갖추어져 도내에서도 살기 좋은 곳으로 꼽히고 있

다. 현재 D분교가 위치한 ○○읍에는 약 3만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

고, 통학구역 내에서는 약 1천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아마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저랑 생각이 비슷할 거예요. 공항도 가깝고.

시내도 가깝고. 이쪽 주변을 선택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더 시골로 가기에는

겁이 나고, 아직은 도시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니까 동쪽도 아주 척박해 보

이고 습하다고 하니까. 공항 가깝고, 시내 가깝고, 여기는 읍내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근방 여기 이상은 안 벗어나려 하더라고요. (강현숙 학부모)

다. 학생 수 변화에 따른 도교육청의 입장

○○도 교육청은 2009년 5월 저출산 및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위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을 발표하였다. 주 내용은

적정규모 학교로의 통·폐합 대상을 본교의 경우 60명 이하, 분교장은 20

명 이하의 학교로 한다는 것이었다. ○○도는 관내 초등학생 수가 2009

년 대비 2013년도에는 19% 정도인 8,818명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였는

데, 이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절감 차원이 아닌,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도 좋은 교육환경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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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위해 통·폐합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표 Ⅲ-1> ○○도 도내 초등학생 수 변동 추이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초등학생수 46,028 44,242 42,158 39,774 37,210

전년대비
증 감

△2,262 △1,786 △2,084 △2,384 △2,564

출처.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계획(○○도 교육청, 2009)

하지만 해당 정책과 관련하여 3년간의 유보 기간을 두고 학생 수 변동

추이와 학생 수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 등을 종합 분석하여 통·폐합을 추

진해 나갈 계획임을 명시하였다. 발표 당시 통폐합 대상학교는 2012년

10개교(초등 본교 6, 분교장 4)를 예정하였으며, 2016년도까지 60명 이하

초등학교는 21개교(초등 본교 17, 분교장 4)로 예상하고 있다(○○도 교

육청, 2009). D분교 역시 2012년 통폐합 대상학교의 분교장 중 하나로

구분되었다.

<표 Ⅲ-2> 도내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 통폐합 대상 학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본 교 6 2 1 3 5 17

분교장 4 4

계 10 2 1 3 5 21

출처.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계획(○○도 교육청, 2009)

D분교는 2009년 처음으로 학생 수가 20명 이하로 떨어졌고, 학교의 폐

교를 막기 위해서는 2011년까지 3년의 유보기간 동안 학생 수가 20명 이

상이 되어야 했다. 이후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으로 학생 수가 증가하였고, 2011년 ○○도 교육청에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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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폐합 대상 학교에서 보류되었다. ○○도는 2009년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발표 이후 매년 4월 1일 현재 학생 수 또는 복식학급 운영여

부에 따라 통·폐합 연도를 재조정하였다. 2011년 D분교의 학생 수는 26

명으로, 분교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

<표 Ⅲ-3> ○○도 연도별 통·폐합 대상학교 현황

◎학생수 : 각 해당연도 4. 1. 현재

연

번

학 교

명

2009 2010 2011 통폐합

대상연

도

통․폐

합

연 도

비 고
학급 학생수 학급 학생수 학급 학생수

1
K

분교
3 17 3 17 3 16 2012 2013

2
D

분교
3 17 3 21 3 26 2012 유보

3
S

분교
3 20 3 20 3 18 2012 2013

4
D

분교
4 36 4 33 3 27

출처. 12-14 소규모학교의 적정 규모화를 위한 육성 추진 계획(○○도 교육청, 2011)

D분교가 통·폐합 추진 대상에서 완전하게 벗어난 것은 2012년이다. ○

○도 교육청은 2012년 D분교가 2012년 통·폐합 추진 대상이었으나, 학생

수 증가로 인하여 복식학급이 해소되었고 학생 수가 분교장 통·폐합 추

진 기준인 20명을 초과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통·폐합 추진 대상에서 완

전히 제외한다고 명시하였다(○○도 교육청,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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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시간에 따른 학생 수 변화, 그에 따른 도교육청의 입장4)

연혁
A초등학교

D분교의 학생 수5)

학생 수 변화에 따른

○○도 교육청의 입장
폐교 위기 여부

1996 46명 분교 지정

없음

1997 32명

분교 상태 유지

1998 30명

1999 39명

2000 39명

2001 24명

2002 27명

2003 32명

2004 32명

2005 33명

2006 30명

2007 28명

2008 23명

2009 19명 통폐합 대상 학교로 지정6) 폐교위기

2010 20명 유보 기간 명시7) 폐교위기(유보)

2011 25명 통폐합 진행 계획 유보8) 폐교위기(유보)

2012 42명 폐교위기 극복9) 폐교위기 극복

2013 65명

2014 71명

4) 진동섭 외(2014)의 연구에서 수정, 보완함.

5) A초등학교 D분교의 학생 수 변화는 학교 연혁을 참고하였다. 2014년 학생 수는

2014년 11월 20일 기준이다.

6) 2009년 D분교 학생 수가 처음으로 20명 이하로 떨어졌다. ○○도 교육청은 ‘적정

규모 학교 육성계획’을 발표하였고, 통폐합 대상 학교의 기준으로 분교의 경우 학

생 수 20명을 제시하였다. D분교 역시 통폐합 적용 대상 학교로 지정되었다(○○

도 교육청, 2009).

7) 도교육청은 통·폐합 대상학교로 지정된 분교를 대상으로 3년간의 유보기간을 두

어 학생 수 변동추이 및 학생 수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면밀히 종합·분석하여

이웃학교로의 통·폐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도 교육청, 2011).

8) 2011년 D분교의 학생 수는 25명까지 늘었으며, 도교육청은 D분교의 통폐합을 유

보한다고 밝혔다(○○도 교육청, 2011).

9) 2012년 D분교의 학생 수는 42명까지 늘었으며, 도교육청은 D분교를 통폐합 지정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한다고 밝혔다(○○도 교육청,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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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분교가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폐교 위기를 겪고, 이를 극복한 것은 불

과 최근 4-5년 사이의 일이다. 이 기간 동안 A초등학교 D분교의 구성원

인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은 폐교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자

의 위치에서 노력하였다. 이후에서는 각각의 학교 구성원이 폐교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였으며, 폐교 위기 극복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각각의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기대하고 있는 학교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자 한다.

라. 폐교위기 극복과정에서의 특이 사항 : 컬러프로젝트

2012년, A초등학교 D분교는 폐교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새로운 변화

를 맞게 되었다. S기업이 새로운 스마트폰 홍보를 위해 수십억원 상당의

예산을 투자하여 일명 “컬러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 그 광고 촬영지

로 선정된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세계적인 색채 지리학자 장 필립 랑

클로(Jean Philippe Lenclos)가 참여하였다. 장 필립 랑클로는 일명 “색채

지리학”의 창시자로, 지역마다 다른 환경적, 문화적 배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독특한 색채특징이 있다고 가정한다(지상현, 2001). 그리고 이에 근

간하여 도쿄, 파리, 런던, 인도 등의 세계 각지에서 각종 컬러 프로젝트

를 진행하였다.

제1차 프로젝트는 2011년 12월, 서울 시민의 대표적인 휴식처라 할 수

있는 서울 한강 동작대교에서 진행되었다. 동작대교 아래 200여 미터 길

이에 달하는 99개의 철교 기둥을 공간적 특색에 맞는 색채로 덧입히는

작업을 진행하였다(NEWSWIRE, 2011). 그리고 2012년 4월, A초등학교

D분교를 대상으로 제2차 컬러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도 아이들의

꿈과 희망의 색(色)”을 주제로, 학교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색으로 학교

외관을 칠하였다(NEWEWIRE, 2012).

컬러프로젝트는 D분교가 폐교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한 이후인 2012년

에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후 학교 홍보 면에 있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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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몇 년 간 학생 수 변화를 좀 더

세심하게 지켜봐야 알겠지만, 컬러프로젝트는 D분교가 폐교위기를 극복

한 이후 안정적인 학생 수 확보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

로 분석된다.

그때는 이렇게 생각 못했죠. 이렇게 확 뜰 줄은 모르고 뭐 그냥 그것도 좋

을 것 같다 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후로 계속 전화가 와요. 그 광고가 한번

팍 타자마자 전화가 오는 게, 어느 학교를 갈까 했을 때, 맨 처음 이 학교에

전화하게 된 것 같아요. 외부에서 제주도에 있는 작은 학교를 찾아가고 싶

다 했을 때 검색순위 1위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매스컴에 대한 영향

도 크지 않았을까. 그런데 또 칼라가 제가 보기에도 너무 예뻐요. 사진만 나

와도 애들이 보고는 나 이 학교 다니고 싶어 란 말이 나올 것 같아요. 타지

에서 오시는 분들은 한정되겠지만 의외로 애 데리고 어느 학교 가볼래 하면

서 학교를 이렇게 애하고 같이 미리 와서 답사하는데 이 애들이 선택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 학생 수 느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

각해요. (안경준 교사)

2. 구성원의 활동

A초등학교 D분교의 사례는 폐교위기 극복과정에서 모든 구성원이 함

께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연구 대상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폐교

위기를 극복한 다른 학교의 사례들이 대부분 교사, 학부모의 노력에 기

반을 두었다면, D분교의 사례는 교사, 학생, 학부모 뿐 아니라 지역사회

의 구성원까지 폐교위기를 막기 위해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학생의 경우 초등학생이라는 발달특성 상, D분교의 폐교위기를

막기 위한 의지를 직접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신체적·인지적·경제적 한계

점이 있었다. 면담 과정에서 D분교의 폐교를 반대했다는 학생들의 의지

는 분명 확인하였으며, 구체적인 활동은 여러 측면에서 제한되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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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해 학생들의 활동 내용은 여기서 생략하기로 한다. 폐교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각 구성원들의 노력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교사의 노력

김철수 교사는 이장과 함께 A초등학교 D분교의 폐교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인물이다. 김철수 교사와 D분교의 인

연은 2005년 시작되었다. 순환근무제에 의해 ○○도 내의 학교를 돌며

근무를 하였고, 2005년 D분교에 처음 부임하게 되었다. 그때 당시만 해

도 D분교는 30여명의 학생 수를 넘나들고 있었으며, 폐교에 대한 큰 위

기를 느끼지 못했다.

김철수 교사의 부임 마지막 해였던 2009년 D분교는 처음으로 폐교라

는 위기를 맞게 된다. 분교 개교 이래로 처음으로 학생 수가 20명 이하

로 떨어졌고, 도교육청이 발표한 통폐합 대상 학교로 지정되었다. 김철수

교사는 순환근무제에 의해 2010년 학교를 잠시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

리고 2011년 폐교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시 D분교로 돌아왔다.

그 전에도 학생이 줄기는 했지만 2005년도 제가 처음 학교에 왔을 당시만

해도 마을에서 학교 살리기 이런 것에 그다지 큰 관심이 없었어요. 2009년

도에 교육청에서 학생 수가 줄어 폐교 얘기도 나오고, 통폐합 얘기도 나오

다보니까 그때 문제의 심각성들을 안 거죠. 전 그 전부터 이장님 만나면 말

씀은 드렸었지만. 그게 당장은 내 아이가 여기 안 다니고 이러니까 와 닿지

가 않더라고요. 부모님들도 졸업하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을 하고. 당장 학교

가 없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들은 있지만, 학교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살려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부족했어요. 그러다가 2009년도에 이장님과 학교를 살

려야겠다, 라는 합의를 하게 됐고, 그럼 가지 말고 해보자 해서 2009년까지

D분교에 있다가, 2010년도 법이란 것이 5년 근무를 하면 학교를 우선 떠나

야 해서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 1년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그래서 다시 오게 됐죠. (김철수 교사)

김철수 교사는 자신만의 힘으로는 학교의 폐교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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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직시하였다. 때문에 지역사회, 학부모회와 힘을

합치기 위해 노력하였다. 폐교위기 극복 방안을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모여 논의를 했고, 각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협의하였다.

교사의 역할은 분명했다. 시골 지역에 위치한 D분교의 특성상, 외부에

서 전입을 희망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흥미 있는 교육프로그

램, 전학 오고 싶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철수 교사는 승무북, 다도 등 자신만의 교육철학이 담긴 교육프로그램

을 D분교에서 운영하였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은 주로 인성교육과 예술

교육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D분교가 폐교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

른 지역의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학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역할

을 했다.

학교가 작아지고 없어지려고 할 때 제가 한 일은 일단, 이장님 만나서 마을

에 학교가 있어야 합니다, 라는 협의를 했고, 마을에서 해야 될 일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을 의논을 했죠. 그래서 학교에서 저는, 이 학교가 타지에서 왔을

때, 이 학교 이 학교 이 학교 세 개를 놓고 봤을 때 왜 이 학교를 가야 하

는지 이유가 있도록 만들 테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그거니까. (중략) 그래

서 제가 한 것이 여기 학교가 분교라서 교육과정을 막 어떻게 하고 그런 것

은 어려운데, 분교라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전교생이 식구처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죠. 그런 것이 차 마

시면서 얘기 나누는 것, 전교생이 북 치는 것입니다. (김철수 교사)

김철수 교사에 의하면 D분교로 전학 오는 학생들은 크게 두 가지 경

우로 나뉜다. 첫 번째는 학생이 직접 원해서 오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학생이 D분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도, 승무북 등의 독특한 교육프로그

램에 흥미를 느끼고 전학을 희망한다. 두 번째는 학부모가 원해서 오는

경우로, 이러한 경우는 주로 자녀가 도시의 학교생활에서 문제점을 지니

고 있거나, 부모 자신이 도시 생활에 싫증을 느끼고 귀농을 희망하는 경

우이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는 학교 친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었고,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자신감을 상실한 학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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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또한 주의력 결핍으로 산만한 학생도 있었다.

일단 다른 데를 다니다 이 학교를 오려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 하잖아요. 아

무 이유 없이 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유를 찾아보면, 그 이유 중에는 아이

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부모가 원해서 오는 것일 수도 있고

요. 오는 애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원해서 오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취미나 이런 것들이 어디 가서 공연하는 것이나, 아니

면 차 마시는 걸 보고, 어 나도 저거 해보고 싶다. 이런 경우고. 부모가 원

해서 오는 경우는 이 학교에 그런 애들이 좀 있어요. 어른의 눈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아이들이 있죠. 아이들은 전혀 본인이 문제가 있다는 것

을 모르는데. (김철수 교사)

김철수 교사가 중점적으로 운영했던 승무북, 다도 등의 교육프로그램

은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만족시키는 프로그램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학생

스스로가 D분교에 와서 직접 해보고 싶다는 흥미를 불러일으키기도 했

고, 학부모가 찾는 인성교육·예술교육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는 학교이기

도 했다. 김철수 교사가 운영했던 주요 프로그램인 승무북과 다도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승무북

승무북 프로그램은 폐교위기 극복과정에서 학교 홍보의 역할을 주로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자연친화적인 환경, 예술적 활동, 인성교육

을 중시하여 시골 학교로 자녀를 보내고 싶어 하는 학부모들에게 관심을

끌만한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학부모들은 자녀를 시골 학교로 보내고

싶어 하지만, 막상 전학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교육 문제로 인해 망설

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럴 때 승무북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학교에

서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D분교만의 독특한 교육철학을 제시하

여 학부모들의 결정을 촉진시키곤 했다.

전학을 오고자 하는 학생들 또한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승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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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프로그램을 통해 D분교에 흥미를 느낄 수 있었다. 즉, 승무북 프로그

램은 학부모에게나 학생에게나 D분교로의 전입을 이끌어 낸 대표적 요

인으로 볼 수 있다.

승무북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한국 민속무용 ‘승무’의 일부분을 변형

시켜 만든 전통 춤사위와 함께 자진모리, 휘모리와 같은 전통 장단으로

북을 두드리는 활동이다(꿈나래, 2012). 김철수 교사는 승무북이 D분교

같은 소규모 학교에서 유용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

하였다. 이에 학생들에게 승무북을 가르치기 위해 서울을 오가며 연수를

받았고, 주로 방과 후 활동을 통해 승무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제가 마침 연수 있으면 자주 다녀요, 서울에서 합숙하면서. 방학 때마다 자

주 다녔어요. 풍물이나 새로운 것 있으면 배워오고. 그래서 배워온 것이 승

무북인데. 이게 참 좋더라고요. 2명만 해도 되고 10명해도 되고. 100명해도

되고. 똑같이 북만 가지고 똑같은 장단을 하는데. 저거면 되겠다, 라는 생각

이 들었습니다. (김철수 교사)

자연스레 A초등학교 D분교는 ○○도 내에서 승무북으로 유명세를 띠

게 되었다. 이는 점점 유명해져 각종 지역 매스컴이나 온라인상의 블로

그 등을 통해 다루어졌다. 다양한 지역사회 행사에 초청되어 공연을 하

였고, 국제적인 행사 무대에도 오르는 등 D분교의 대표적 특성 프로그램

으로 아직까지 손꼽히고 있다. 유진상 학부모는 현재 두 명의 자녀를 D

분교에 보내고 있다. 그리고 D분교로의 자녀 전학 문제에 대해 고민할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처음에는 그 학교가 특징 있는 학교였던 것이 무엇이냐면, 승무북. 김철수

선생님 지도하에 승무북이 아주 활성화 됐었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원이 다 참석해서. 특정 학년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승무북이

제주도에서 상당히 유명했었죠. 여기는 승무북을 잘 하는 학교. 여기저기서

초빙도 정말 많이 들어오고. 그런 것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고요. (중략)

그리고 애들이 그걸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그걸 열정적으로 하셨던 김철수

선생님이 워낙 헌신적으로 승무북을 가르치면서. 그래서 승무북이 워낙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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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해져서 그거 하나 보고도 전학 오는 분도 있었습니다. (유진상 학부모)

승무북 프로그램은 단순한 학교 홍보의 효과만 냈던 것이 아니다. 학

교만의 특징적 프로그램으로 학교가 유명세를 타게 되면서,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자부심은 커져갔다. 또한 김철수 교사는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승무북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이는 학생들이 스스로에게 느끼는 자아존

중감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왔다. 승부북은 모든 학생이 동일한 악기를 가

지고 동일한 박자를 연주한다. 전교생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

로, 개인의 역량이 부각되기보다는 전체의 화합을 중요하게 여기는 과정

이다. 학생들은 누가 잘 하고 못 하고를 떠나 학교에서 자신이 맡은 역

할이 있다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었으며, 자신이 학교에 왜 존재해야 하

는지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전교생이 북 치는 것. 북 치고, 공연 갈 때 다 데리고 가고. 지금은 다 못가

죠. 60명이 넘으니까. 학교 학생이 40명 될 땐 다 갔어요. 공연을 하던 안

하던 차 45인승이면 되니까. 그래서 가서 언니들 하는 것 보고. 그런 것이

참 크더라고요. 학교에 대한 자부심. 내가 뭔가 하는구나 하는. 그러니까 이

학교에 자기가 있어야 될 이유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서

문제가 있어서 올 정도면 그런 경우잖아요. 따돌림이나 그런 문제들. 자기가

거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아이들이 여기 오면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를 찾는다고 그러나요. 있어야 될. 그러니까 다른 데 있었을 땐

묻혔던 것이 여기 오니까 그런 것이 하나씩. 자기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좋았죠. (김철수 교사)

2) 다도

승무북과 더불어 김철수 교사는 다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승무북

은 폐교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로 다른 지역의 학부모나 매스컴을

대상으로 학교 홍보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반해 다도는 주로 학교 내

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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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차이가 있다.

김철수 교사는 부임 이후 매주 월요일 아침 시간에 전교생이 모여 차

를 마시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 시간에는 D분교 내의 모든 학생 뿐 아니

라 교사들까지 함께 참여한다. 다도 시간에는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의

모든 학생이 자연스럽게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 보통의 다른 학교는 학

년이라는 틀 아래, 같은 연령대의 학생 간 의사소통이 중점적으로 이루

어진다. 이에 반해 D분교는 다도 시간을 통해 모든 학년 연령대의 학생

들이 정기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은 자연스레 학년의 구분과 관계없이, ‘학교’라는 이름 아래 구심

점을 찾을 수 있었다.

김철수 교사가 다도 시간을 학생들 인성교육에만 초점을 두어 운영한

것은 아니다. 승무북과 마찬가지로 모든 학생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주었

으며,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였다. 다도

시간에는 따로 조를 나누어 운영하였다. 각 조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이 골고루 편성되도록 하였다. 각각의 학생들은 다도 시간이 매끄럽

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였고, 저학년부터 고학년

의 모든 학생이 주체적으로 참여한다고 느낄 수 있었다.

음, 그러니까 여기 전학 온 애가 한 말이. 선생님 제가 이 학교에 오니까,

내 존재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여기 있었던 애들은 잘 모르죠.

늘 여기 있었던 애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다른 학교에서는 묻어져서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다가, 여기는 조 애들에게 하나하나 개개인의 역할들이

다 있으니까. 내가 할 일이 있다고들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차 마시는 것

을 보면, 5인이 한 조면. 조장은 찻상을 들고 가고, 뒤에 한 아이는 태수기

를 들고 가고, 그 다음 학년 애는 주전자를 들고 가고, 그 다음은 차 자기네

조에서 마실 것을 얻어가고, 다 본인 역할들이 있어요. 해 주는 것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자기 역할들을 다 하는 셈이죠. (김철수 교사)

학교에서는 다 같이 모여서 차 마실 때가 가장 좋아요. 차는 월요일 아침에

전교생이 다 같이 모여서 마셔요. 다 같이 모여서 주말에 뭐 했는지도 서로

얘기하고 하니까. (중략) 차 마시는 조가 나누어져 있어서 다른 학년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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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도 얘기해요. (이상준 학생)

김철수 교사가 운영했던 승무북과 다도 프로그램은 학교 홍보효과와

함께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촉진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학교

에서 교육을 받는 주체는 학생이다. 아무리 학부모가 만족하고 교사가

만족한다 하더라도, 학생이 가고 싶지 않은 학교는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김철수 교사는 D분교의 폐교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노

력했던 점으로 학교에 대한 학생의 신뢰 회복을 꼽았다. 학생으로부터의

신뢰는 학교 유지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밑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이 재미를 느끼는 학교,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고자 하였으

며, 결과적으로 승무북과 다도 프로그램은 다양한 방향에서 학생으로부

터의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3) 학교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신뢰 회복

이 뿐 아니라 김철수 교사는 학부모들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폐교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학교에 대한 학부모

의 신뢰가 반드시 필요하다. 학생 수가 꾸준히 감소했던 당시의 상황은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이러한 상황과 관계없이 자

녀를 계속 D분교에 맡기기 위해서는 학교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

며, 김철수 교사는 이를 위해 학교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신뢰를 회복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학부모들은 김철수 교사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

로 학교가 곧 폐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이

는 안정적으로 학생 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니까 일단 누구를 끌어오거나 다른데서 오거나 그런 것보다는, 일단 여

기 있는 아이들이 이 학교가 정말 좋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

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김철수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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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언제 생겼냐 하면 애들이. 여기서 차 마시고 하면 그런 것을 모르잖아

요. 그럴 때는 무얼 느끼냐 하면 애들이. 소중함...이라고 할까요. 다정다감함

그런 것을 느끼고. 북이라는 것을 전교생이 뭐 행사에 가서 박수를 받고 오

잖아요. 그랬을 때 자부심을 느끼고, 그리고 너희 어디 학교냐고 물어봤을

때. 그럼 애들이요. 전에는 더럭분교에요 라는 말이 자신 있게 안 나오던 아

이들도. 물어보기를 기다리는 아이들처럼. (김철수 교사)

김철수 교사는 또한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

했는데, 이를 위해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

했다. 그리고 승무북은 더 없이 좋은 조건이었다. 학생들의 승무북 공연

으로 D분교는 ○○도 내에서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 예전 같으면 시골에

있는 작은 분교로 존재감도 미비하였는데, 최근에는 학교가 유명세를 타

며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D분교에 다닌다는 자랑을 하기도 한다.

또한 학교에 대한 학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학교를 좋

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다. 일단 학교가 좋으면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리고 학교에 언제든 있고 싶어 하지, 학

교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것이다.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학

생들이 학교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했으며, 이를 위해 김철수 교

사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것 같아요. 좋다, 라는 생각을 해버리면. 그 다음은

비판이 안 생기잖아요. 학교도 좋다, 라고만 하면. 좋다면 선생님 말이든 뭐든

잘 와 닿게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안 좋은 곳은 오래 있으려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학교에 오면 집에 안 가려고 하고. 예를 들어 엄마들이 데리러 오면,

최대한 엄마한테 늦게 오라고 하고. 여기서 자기들끼리 있는 시간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잘 놀아요. 자기들끼리 얼마나 잘 노는지. (김철수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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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사회의 노력

일반적으로 학교의 대표적 구성원이라 하면 교사, 학생, 학부모 정도를

떠올릴 수 있다. 지역사회의 주민은 학교의 운영이나 교육과정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혹은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진

동섭 외(2014)는 학교의 구성원이 교사나 학생, 학부모 뿐 아니라 그 지

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모두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한다. 지역사회

주민 또한 학교의 주요 구성원 중 한 부분이고, 그만큼 학교에 대해 주

인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D분교가 위치한 ○○리 마을의 주민들

은 마을과 학교에 대해 철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교사들은 잠깐 자기 와 있는 동안만 되도 그만, 안 되도 그만... 아무래도 학

교 살리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학부모들 또한 자녀가 졸

업하고, 지역을 떠나거나 하면 학교에 대한 애정이 식을 수밖에 없고요. 우

리가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에 학교가 살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기반을 마련

해 주는 거예요. (이승근 이장)

이장은 D분교가 위치하고 있는 ○○도 ○○시의 토박이로, 고장에 대

해 큰 애착을 지니고 있다. 특히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읍 ○○리에

서는 다양한 활동을 해왔고, 98년 이후부터는 이장의 역할을 담당하며 D

분교의 폐교위기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이승근 이장은 마을에 남아 있을 지역사회 주민이 D분교의 폐교위기

극복과정에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한다. 교사들은 순환 근

무제에 의해 정기적으로 학교를 옮겨 다닌다. 이승근 이장에 의하면 이

러한 근무 환경에서의 교사들은 폐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의지가 부족

할 수 있다. 학부모 또한 자녀의 재학 유무에 따라 학교에 대한 관심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이장은 마을에 남아 있는 주민들이 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하고,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D분교는 학교의 독특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이미 상당한 유명세를 타고

있었다. 그로 인해 좋은 학습 환경, 독특한 교육프로그램을 찾고 있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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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은 D분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D분교가 있는 ○○리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가 몇 가지 있었지만, 그 중 가

장 큰 문제점이 바로 삶의 터전 문제였다.

○○리는 아파트나 빌라 등 살 곳이 마땅치 않은 시골 지역으로, 도시

민들이 전입을 결정하기에는 망설여지는 주거 환경이다. 이승근 이장은

이 점을 정확하게 인식했다. 그리고 지역사회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의 가장 핵심적 실천은 Y연립 주택 건립으로 이어졌다. 이

승근 이장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학교를 살리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마을의 상주인구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

고 있었다. 특히 마을의 상주인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같은

도 내 다른 마을의 인구를 유입하기보다는 다른 지역의 인구를 유입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실천적 노력이 Y연립 주택

건립으로 이어졌다.

1) Y연립 주택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

Y연립 주택 건립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예산 마련이었다. 이승근

이장은 ○○도 내에서 대외적인 활동에 많이 참여하였고, 도내의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도내의 여러 마을 중 특히 D분교가

위치한 ○○리가 예산확보에서 유리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마을 이장

의 개인적 능력에 의존한 면이 많았다.

17~18년 전에 공동주택건립회에서 학생유치를 하려고 했던 마을이 2개정도

됐었지. 그런데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학생 수도 있었고, 학교에 대한 별 관

심이 없었는데, 통폐합 대상 학교로 지정되면서 근간에 들어서 관심이 든

거죠. 저는 직접 도에 가서 지사하고 일을 해서, 이러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인구유입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대도시에서 유입을 해야 한다.

이건 주관적인 생각이죠. 그런 얘기를 했고, 협의를 통해 ○○도에서 4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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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받았죠. (중략) 도에서 4억 받고, 7억 정도를 마을 자체 자금으로 만들

었습니다. (이승근 이장)

도에서 지원받은 예산만으로는 Y연립 주택 건립에 한계가 있었다. 이

에 다른 방법으로 부족한 예산을 마련하는 방안을 구안해야 했다. 이장

은 마을 자체적으로 이 예산을 마련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

서 중심적 역할을 한 것 역시 이승근 이장이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시골 지역은 마을 공동명의로 된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 D분교가 위치한 ○○리 마을 역시 새마을회에 마을 명의로 된 임

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승근 이장은 이 땅을 매각하여 연립주택 건

립비용을 마련하고자 했다. 마을 명의로 된 임야를 매각하는 과정은 생

각보다 까다롭고 복잡했다. 하지만 이승근 이장은 지역에 학교가 꼭 있

어야 한다는 데 마을주민의 의견을 모았고, Y연립 주택 건립을 위한 부

족한 예산을 마련할 수 있었다.

자체 자금을 만드는 것은 불모지, 마을 소유의 임야였습니다. 그게 거의 다

경사도가 심해서 거의 사용할 수 없는 땅인데, 그 땅을 거의 억지로, 억지

억지로 부탁도 하고 해서 매각을 했고 자금을 마련했죠. 어차피 조상들이

대대로 지켜온 땅이지만 지역에 학교가 없고,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이승근 이장)

명의는 마을 전체로 되어 있었죠. 새마을회에. ○○도 농촌에 가면, 아니 대

한민국 어딜 가던 마찬가지인데, 마을 공동 재산을 만들고자 하면 등기법상

에 새마을회로, 비영리 단체로 등록을 해서 그 등록에 따라서 명의로 소유

권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새마을회로 되어 있는 마을 공동재산입

니다. (이승근 이장)

이승근 이장의 진두지휘 아래 2011년 12월 Y연립 주택이 설립되었다.

마을회관 옆 부지에 100㎡(30평형) 8가구와 85㎡(25평형) 2구가 들어올

수 있는 규모였다. Y연립 주택은 총 10세대가 입주할 수 있으며, ○○도

외부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타 지역 가정으로 입주자를 제한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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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거주자를 우대하고 있다. 같은 ○○도 내 학생들을 받을 경우

도 내의 다른 학교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폐교위기를 겪을 수 있고, 이

는 다른 농촌 지역의 다른 학교가 없어질지도 모를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가 많을수록 입주에 유리하며, 매해 공식적인 서

류절차, 이장과의 면담 등을 거쳐 입주자를 받고 있다.

현재 Y연립 주택에는 총 10세대가 입주해 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

25명이 D분교에 재학해 있다. 2014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D분교의 학

생 수는 71명이고, 이 중 33% 이상이 Y연립 주택 거주자의 자녀인 셈이

다. Y연립 주택은 D분교로 자녀를 전학 보내고자 하는 학부모들에게 거

주공간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는

폐교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14년 12월, ○○리 마을은 제2호 Y연립 주택 건립을 앞두고

있다. 현재 10세대가 들어와 있는 제1호 Y연립 주택과 별개로, 추가로

10세대가 더 들어올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2014년 11

월 1일을 기준으로 D분교의 학생 수는 71명이다. 제2호 Y연립 주택에

10세대가 추가로 들어온다면, D분교가 다시 본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Y연립 주택 입주자는 가능하면 우선 다자녀야 하고, 가능하면 대도시의 분

들을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저 시골 학교에서 오는 분들은 안 됩니다. 또 확

실한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전라도에

가면 전라도 정서를 따라야 하고, 서울에 가면 서울 정서를 따라야 하듯이,

우리 정서에 맞출 수 있는, 그런 ○○도민으로서의 삶의 의지, 이런 것이 확

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냥 서류상으로 문제없으니 오케이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직접 모두 면담을 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서류 보고 면담

을 진행합니다. (이승근 이장)

현재 10세대가 Y주택에 들어와 있고, 또 새로운 공동주택이 완공될 겁니다.

이것도 도에서 5억 지원 받아 왔습니다. 다른 지역은 공동주택 건립 시 보

통 17평이나 적게는 15평을 했지만, 우리는 Y주택을 30평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짓고 있는 것은 25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외지의, 특

히 대도시의 젊은이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다른 마을하고는 차별화 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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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승근 이장)

2) 학교를 살리자는 마을 차원의 공감대 형성

마을의 공동명의로 된 임야를 매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마을 주민의 동의를 얻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마을에 학교

가 꼭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했다. 이승근 이장은 누구보

다 학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애쓴 인물이다. 마을 사

람들을 대상으로 마을에서 학교가 왜 필요한지, 왜 폐교되면 안 되는지

를 설득하고자 노력했다.

학교를 살리자는 마을 차원의 공감대 형성은 비단 예산 마련 차원에서

만 영향력을 미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공감대 형성은 학교에 대한 지

역사회 주민들의 주인의식을 심어줄 수 있었고, 학교에 대한 관심을 불

러일으킬 수 있었다. 학교가 폐교 위기에 있었을 당시,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만큼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 학교가 꼭 필요하다는 지역사회의 믿

음과 신뢰를 보내주는 것이야말로, 학교 내부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학교

존립의 의지를 키울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이승근 이장을 중심으로

한 학교 존립에 대한 마을 주민의 공감대 형성은, D분가 폐교위기를 극

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신적 지지대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어떻게 보면 학교라는 곳이 마을 주민들 간에 공동체적인 중심의 역할을 하

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있는 곳이고. ○○리라는 마을이 옛날 서당이

아닌, 학교라는 개념. 학교를 나온 사람들을 통해 유지 됐던 마을인데 이제

와서 없애버리면 안 된다, 라는 그런 공감대가 주민들 간에 형성이 되어야

지. 물론 그 공감대라는 것은 확실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충분하게 얘기를

해야지, 본인이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옆에서 강조해 주고. 설령 수

긍이 안 가는 사람은 그게 아니다. 어차피 죽고 갈 때는 다 버리고 갈 것인

데. 그래도 학교란 곳이 우리가 있는 동안 조상님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공

동체적인,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집단일 수도 있는데. 그걸 없애버리면 안 된

다.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 마을에 있는 기관이라는 것은 학교 하나뿐이고.

이런 내용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승근 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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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근 이장의 이런 노력과 함께 지역 주민들 또한 자체적으로 학교의

폐교위기를 막자는 데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마을 주민의

의견을 도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다. D분교가 폐교위기를

겪었던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도교육청은 D분교의 폐교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달에 한번 정도 정기적으로 D분교를 방문하였다.

그때마다 지역주민의 대표 임원단은 도교육청 관계자들을 만났고, 학교

의 폐교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교에 대한 지역주민의 애

착, D분교의 폐교를 반대한다는 지역주민의 합의된 의견을 전달하였다.

도교육청 교육위원회에 마을 임원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러 갔었고. (중략)

일 년에 몇 번씩 도교육청에서 나와서 학부모들에게 전학시키는 것이 좋습

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렇게 의견을 수렴하려 했고요. 올

때마다 가서 항의 많이 했습니다. 도 교육위원회에도 학부모들하고 같이 다

녀오고. (중략) 시 교육청에서 오게 되면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폐교

를 하든 말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참여해서 이것은 절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강현민 지역주민)

3)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신뢰 형성

폐교위기를 막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의 교사들이 열의를

갖고 교육자라는 본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아

무리 살기 좋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학교의 교육목표나 교육가치, 교육철

학이 학부모와 학생에게 와 닿지 않는다면, D분교를 굳이 선택하여 전학

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D분교가 위치한 ○○리 지역 주민들은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신뢰를 형

성하고 이러한 뜻을 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학교의 교사들이 학생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

하고 학교의 주변 환경을 조성한 것이 물리적 도움이 되었다면, 학교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신뢰 형성과 그것이 학교와 교사들이 느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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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표현했던 것은 정신적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그 당시 D분교에 근무하고 있던 선생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 선

생님들을 우리가 정성을 다해 모셨습니다.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학교에 가서

돕고, 1년에 몇 번 현장학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버스도 제 개인

적으로 몇 번 빌려준 적도 있고. 대형 버스를 타고 안전하게 현장학습을 다

녀올 수 있도록 여러 번 했었고. 학교 행사나 선생님들께 마을 주민들이 신

뢰를 보내고 정성을 다해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알아요. 지역 주

민들이 왜 그렇게 잘 하는지.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공부를 더 잘 했습니다.

(강현민 지역주민)

이와 함께 지역사회 주민들은 D분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

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학교의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D

분교에 남은 학부모들 또한 자녀의 학교 전학을 고려했을지 모른다. 채

학생 수가 20명이 안 되었을 당시에는 학교 존립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

감이 더욱 커졌을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지역사회 주민들은 학부모들이 자녀를 D분교에 계속

보낼 수 있도록 설득하고자 하였다. 학교가 폐교되지 않기 위해 지역사

회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곧 학생 수가 늘어나 학교가 살아날 것이

라는 확신을 주었다.

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전학시키지 말아라. 뭐 선생님 몇

분은 있으니까, 학생 수가 적을수록 공부는 더 잘 될 수 있다. 그렇게 학부

모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죠. (강현민 지역주민)

4) 살기 좋은 마을 조성

이승근 이장은 마을 차원에서 상주인구를 늘리기 위해 무엇을 또 할

수 있는지 고민하였다. 특히 외부 지역에서 전입 온 가구의 경우 도시에

서 생활하던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골 지역의 환경에 불편함을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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낄 수 있었다. 이승근 이장은 D분교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 전입 온 가구

가 거주 환경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살기 좋은 마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마을의 안정적인 상주인구 확보를 위

해 가로등,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의 제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게 어느 한 가지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제주도 내에서 농촌지역,

그러니까 읍·면지역을 농촌지역이라고 합니다. 동 지역을 시내라고 얘기하

고. 읍·면지역치고 완벽하게 기반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많지 않을 겁니다.

기반시설의 제일 기본이 도로, 상·하수도, 전기는 기본이고. 그런데 우리 같

은 읍·면지역에 아직도 하수도가 안 되어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

리는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반 시설에 따른 부작용이나 불편함도

있겠지만, 세상 흐름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제반 환경 덕분인지는 몰라도

최근 2~3년 사이에 상당히 지가가 올라갔습니다. 이런 제반 환경들을 잘 갖

추어 놓는 것이, 젊은 사람들이 와서 살아가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다른 농촌에 가면 주택을 지어

놓았는데도 하수관이 없어서 합병 정화조를 하면 냄새가 나고 이런 지역이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런 것에서 전부 탈피가 되어 있어서, 이런 것도

사람들을 유치하는 데 일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혀 무관한 것은 아

니니까. (이승근 이장)

○○도 전체에서 마을에 가로등이 가장 많은 마을이 ○○리래요. 그런 것을

이장님이 하셨죠. (김철수 교사)

밝은 건 알아요. 다른 동네 다녀도 밤에 다닐 때는 무섭거든요. 근데 저희마

을에 딱 들어오면 여기는 살만하다, 환하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상님

학부모)

다. 학부모의 노력

D분교가 폐교위기를 겪었던 2009년부터 2011년, 학생 수는 조금씩 증

가하였다. 당시 D분교가 폐교위기를 극복하고 학생 수가 늘어났던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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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외부적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이 물질적·정신적으로 지지해 주었고,

학교 내부적으로는 교사와 학부모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학교의 존립이 불확실한 당시의 상황을 돌아

보았을 때, 학부모들 역시 자녀를 다른 학교로 전학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교사, 지역사회 주민

과 함께 학교의 폐교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는 D분교의

폐교 위기 극복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학부모들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부모 간 목표 공유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활동

학부모들은 D분교가 폐교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표에 의외로 쉽게

합의할 수 있었다. 2009년 당시 D분교에는 19명의 학생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당시까지 학교에 남아있던 학부모들은 학교를 살려야겠다는 목표

에 어느 정도 합의한 학부모였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조차 몇 명 남지 않

았었고, 누구보다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학부모들은 D분교의 폐교위기 극복이란 공유된 목표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공통된 목표는 학부모들 간에 끈끈한 연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왔다. 서로의 처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부모들 간의 친

밀감은 더욱 커져갔고, 이는 학교에 대한 애정으로 확장되었다. 결과적으

로 학부모들은 학교가 폐교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수 있었다.

학부모들 간의 연대가 많은 도움이 됐죠. 왜냐하면 학교 살리기라는 공통적

인 목표가 생기니까. 내 아이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모두의 아이들을 위해

서. 공통적인 것. 그런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으니까 허심탄회하게 이

야기할 수도 있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유진상 학부모)

학부모들은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교의 폐교위기 극복방안을 마

련하고자 하였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들만의 노력만으로는 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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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위기 극복을 위해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그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해 학교 외부에서의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였고, 학교의 또 다른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활동하였다.

때마침 지역사회 주민들 역시 D분교가 폐교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시점이다. 학부모들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공통된 목표의식은 D분교가 폐교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

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폐교위기 얘기가 나왔을 때 진짜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회장이었고, 부

회장, 총무란 분이 다 전학 갔는데. 우리가 한 2~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만났

었고. 서명운동도 했었고. 이것은 자존심 문제다. 학생수가 모자라서 통폐합

된다는 것은 자존심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마을쪽과 연계하여 서명을 했

었던 기억도 나고. (유진상 학부모)

2)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

학부모들은 D분교의 폐교위기를 막기 위해 스스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였다. 폐교위기 극복을 위한 과정에서 교사와 지역사회의

역할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 보였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자신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잠시 혼란을 겪기도 했다.

학교 내부적으로 훌륭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전적으로 교사

의 역할이다. 교사가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외부 지역에서 전학

오고자 하는 학부모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학부모

들이 D분교로의 전학을 결정하였을 때, 주거 환경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

지 않도록 제반 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지역 사회의 역할이었다.

학부모들은 이 과정에서 학교에서 추진하는 특색 있는 교육활동이 잘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자진하였다. 당시 D분교는 승무북 프로그램

과 다도 프로그램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었다. 특히 승무북 프로그램이

유명하였는데, 덕분에 ○○도 내의 다양한 행사에 초청되어 공연을 하기

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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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위기를 겪었던 당시 D분교에는 3명의 교사가 재직해 있었다. 3명

의 교사들이 학교에서 진행하는 모든 교육프로그램과 행사를 주관하기에

는 한계가 있었고, 학부모들은 이러한 교육프로그램들이 매끄럽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당시 학부모회 회장을

맡았던 유진상 학부모는 학부모회 차원에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하

게 노력하였다.

애들 승무북 옷이 많이 낡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통해서 천만원을

지원 받았고. 승무북을 다 교체하고. 제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대외적으로는

그런 것들 하고. (유진상 학부모)

학교 애들과 관련된 것. 그리고 학교에서 행사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서포

트 해 줄 것이냐, 그리고 도시락 문제. 아까 승무북을 얘기했지만. 그때 당

시 승무북으로 행사를 엄청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당시 3~4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 때 당시 다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그걸 누가 해야 하냐면, 우리가 다 합니다, 학부모회 임원들이. 다 가

서 날라주고. 다 쫓아다니면서. 모든 것을 다 쫓아다니면서 같이 움직여주

고. 우리가 도와줄 것을 많이 찾는 거죠. 학교에서 일어나는 행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도와줄 것을 찾아서 선생님 협조 하에. 우리가 어떤

것을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학교가 잘 진행되기 위

해서 어떤 역할을 서포트 해야 할 것인지 우리끼리도 찾고. 그리고 우리끼

리 얘기된 것도 선생님께 얘기를 하고. 선생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얘

기하고.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거죠. (중략) 당시에는 학부모들이 거의

학교 선생님이 아니었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로 노력했습니다. (유진

상 학부모)

3) 개인적인 학교 홍보

그 외에도 학부모들은 개인적으로 학교를 홍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지

인들에게 D분교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중심으로 학교를 홍보하는 역

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또한 주변 지인들이 흔하게 가지고 있는,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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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수정할 수 있도록 D분교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실은 저는 친구들을 만나면, 학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작

은 학교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육 쪽으로 경쟁

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 교육 쪽으로 절대 안 떨어진다.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죠. (중략) 학교를 살려야 한다는 걱정을 많이 하니

까 나름대로 지인들에게 홍보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유진상 학부모)

D분교는 이미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당시 유명세를 타

고 있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이러한 개인적 홍보는 D분교만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D분교만의 세세한

특성은 학교 내부의 구성원만이 상세하게 전달할 수 있다. 학부모들은

전부터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였고, 그만

큼 학교에 대해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학교에 대해 세밀하게 알고

있는 만큼, 학부모들은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학교 교사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홍보는 학교 내부 구성원의

진정성이 담겨 있어 더 큰 효과를 발휘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4)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신뢰 형성

D분교의 폐교위기 극복을 위해 학부모들이 했던 가장 큰 노력은 학교

와 교사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 그것을 학교와 교사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표현했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지역사회 주민과 마찬가지로 학

교와 교사에 대한 신뢰를 보였는데, 이에 대한 대표적 증거는 자녀를 전

학 보내지 않고 계속 D분교에 남겨 두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실 당시 D분교에 재직해 있던 교사들은 학교의 폐교 여부에 큰 관

심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교사들은 D분교가 폐교되면 다른 학교로 옮겨

가면 그만이고, 일자리를 잃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D분교에 남아있던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 65 -

학부모들이 보여주었던 학교와 교사에 대한 믿음 때문일지 모른다.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사에 대해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주었다. D분교는

폐교되지 않을 것이며, D분교의 교사에게 자녀를 맡기고 싶다는 믿음이

었다. 이러한 믿음은 교사들로 하여금 학교의 폐교위기를 극복하고자 하

는 의지를 갖게 하였다. 무엇보다 이러한 노력은 학교와 교사의 존재 가

치를 내부에서 이끌어내고 스스로 증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만약 김철수 선생님이 안계셨다면 아예 생각도 못했죠. 여기서 분교를 보내

느니 본교로 보내라고, 분교를 없애고 학교를 통합한다고 했잖아요. 그 때쯤

에 여기에 남아 계신 분들이 있어요. 분교라도 좋다. 여기에 다니게끔 해서

학교를 살리자. (이상님 학부모)

그리고 이 학교가 너무 좋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학교에 선생님하고 학부형

들하고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 선생님하고 학부형 사이에 그 관계가,

거의 없다 시피하다고 말씀드려야 되나? 정말 자유롭게. 학부형이 학교에

가서 마음 놓고 차도 마시고. 그 과정에서 선생님에 대한 믿음도 커지고.

(유진상 학부모)

학부모님들도 북 공연을 가면 따라도 오시고, 학생수가 작으니까요. 학부모

들이 학교라는 생각보다는. 그땐 그렇게 살았어요. 여기는 턱이 없어요. 다

식구처럼 왔다 갔다 하고. 스무 명 남짓할 때 학부모님 해봐야 몇이나 되겠

어요. 불 켜져 있으면, 밤에도 지나가다가 차라도 한잔 하고 가시고. 그렇게

다 격이 없이 그냥. 그렇게 지냈죠. 당시 학부모님들은 학교와 학교의 교사

들을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게 저에게도 느껴지니까 더 열심히 할 수밖

에 없었죠. (김철수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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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폐교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각 구성원의 이유

앞서 3장에서는 D분교가 폐교위기를 맞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서술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각 구성원들이 폐교위기 극복

을 위해 어떤 노력과 실천을 했는지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 학생이 D

분교의 폐교를 반대하고, 폐교위기를 막고자 노력했던 이유가 모두 달랐

다는 것이다. 학교의 각 구성원들은 각자 다른 이유에서 D분교의 폐교를

반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들을 통해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학교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학생의 입장에서 D분교가 꼭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학교가 아닌, 반드시 D분교가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4장에서는 각자의 입장에서 D분교가 왜 그렇게 필요했는지, 폐교위

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그토록 노력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사의 입장

가. 교육자로서의 양심

D분교가 폐교위기에 처해있던 당시 학교에는 3명의 교사가 재직해 있

었다. 2009년 도교육청으로부터 학교가 통폐합 대상학교로 지정되었고,

당시 학교에 재직해 있던 3명의 교사 중 D분교의 폐교를 막기 위해 가

장 큰 노력을 했던 것은 단연 김철수 교사이다. 그렇다면 김철수 교사는

왜 그렇게 D분교의 폐교위기를 막기 위해 노력했을까.

D분교가 폐교된다 하더라고 김철수 교사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니다. 김철수 교사는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신분이 보장되어 있

고, D분교가 폐교되면 얼마든지 다른 학교로 발령이 날 수 있다. 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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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거나 당장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 자연스레 교사의 입

장은 지역사회의 주민들이나 학생, 학부모에 비해 D분교에 대한 애정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D분교가 없어지더라도 자신이 근무할 대

체재가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김철수 교사에게 D분교는, 순환근무제에

의해 5년 마다 한 번씩 거쳐 가는 학교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철수 교사는 D분교의 폐교를 막기 위해 가장 애

쓴 인물 중 한명으로 꼽힌다. 폐교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했으며, 누구 한명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

을 가장 먼저 직시했다. 이에 김철수 교사는 폐교위기 극복이라는 목표

아래 학교의 각 구성원들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자처했다. 그

리고 이장을 비롯한 지역사회 주민, 학부모, 학생들에게 학교를 살리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함께 논의하고 구체적

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철수 교사는 이장이나 몇몇 학부모들처럼 D분교의 졸업생도 아니다.

그럼에도 D분교의 폐교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렇게 다방면으로 노력했

던 이유는 교육자로서의 양심이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학교나 학생에 대한 헌신, 그리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

김철수 교사 본인에게 스스로 만족시킬 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여기 학교가 폐교된다고 해서 제가 일자리를 잃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굳이 나서서 학교가 살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죠. (중략) 그렇

지만 내가 있는 동안에라도 이 학교가 없어지거나,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

진 않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더, 분교라도 유지를 하고 싶고. (중략) 이상하잖

아요. 내가 이 학교에 있는데 폐교 되면서 다른 학교로 가는 것이. 내가 왠

지 마을의 학교에서 뭔가 헌신을 안 한 것은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런 상황

은 맞고 싶지 않더라고요. (김철수 교사)

김철수 교사는 자신이 있는 동안에는 학교가 폐교되지 않길 바랐다고

언급한다. 사실 김철수 교사가 재직해 있는 동안 학교가 폐교된다 하더

라고, 누구도 그것을 김철수 교사의 탓으로 돌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김



- 68 -

철수 교사는 학교의 교장·교감 등의 관리자도 아니었고, 단지 당시 학교

에 근무했던 3명의 교사 중 한명이었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철

수 교사는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스스로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학교

에 헌신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 보일 때까지 학교를 살리

고자 노력하였다. 결과적으로 김철수 교사는 D분교가 폐교위기를 극복하

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구심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나. 교사가 원하는 교육환경을 가진 D분교

김철수 교사가 D분교의 폐교위기를 막기 위해 노력했던 또 다른 이유

로는 D분교의 교육환경을 들고 있다. 대부분의 교사가 평소 자신이 근무

하고 싶어 하는 이상적인 교육환경을 그리고 있다. 김철수 교사 또한 마

찬가지였는데, D분교는 자신이 평소 이상적으로 그리던 교육환경과 비슷

한 면이 많았다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D분교에 대한 애정이 커지게 되었

고, 이는 김철수 교사가 D분교의 폐교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다.

1) 소규모 학교

김철수 교사는 무엇보다 소규모 학교를 찾아다니고 있었다. 학교 전체

의 구성원이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김철수 교사가 전교생이 한 학급처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작은 학교를

찾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초등학교라는 곳의 특성 상, 또래

집단과의 관계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그만의 교육철학이 있

었기 때문이다.

김철수 교사는 특히 초등학생 시기의 또래집단 간의 상호작용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 시기의 또래집단과의 경험은 교실 내에서

의 교수-학습과정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그렇게 배운 것이

더 오래 지속되는 진정한 학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교



- 69 -

사는 수업을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 간의 직접적 상효작

용이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리고 D분교는 소규모 학교라는 특성 상 전교생 사이의 직접적 상호작용

을 촉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유리한 환경이었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가는 것이지, 세 살 때 공부한 것이 여든까지 가는

게 아니래요. 세 살 버릇이 뭘까요? 그게 어른한테 배운 것도 있겠지만, 또

래끼리 놀면서 길러진 사회성이나 그런 것들이잖아요. 정말 잘 노는 애들은

그것이 여든까지 갈 것이고. 그러니까 잘 논다는 것이. 이걸 잘 해석해야 하

는데. 잘 놀면 뒤에 것은 저절로 잘 해결 될 것 같아요. (김철수 교사)

전교생들이 다 식구처럼 하는 그런 행사들은 별로 없잖아요. 이게 분교에서

만 가능할 것 같아요. 숫자가 적은...그래서 전체가 움직이는데, 전체가 전체

속에서 작은 구성들이 있는 거예요. 조를 나누는데, 학년별로 안 하고 한 조

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들어가게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

니까 5학년들도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내가 6학년 되면 저렇게 하겠구나. 그

리고 1학년들도 자연스럽게 보고 배울 수 있고. (김철수 교사)

학교라는 곳이 교사가 이리와 이거 해야 해 저거 해야 해. 가르치는 그런

장소가 굳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마당만 마련해 주면, 지들이 보고 느

끼고 배울 수 있는 곳이 학교지. 무엇을 전달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

서 그냥 오며가며 언니오빠들에게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곳. (김철수 교사)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학년에 관계없이 더 직접적으로, 그리고 더 빈

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곳은 아무래도 소규모 학교가 유리한 환경이다.

김철수 교사는 이런 소규모 학교의 특성을 파악하였고, 이러한 특징이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자 하였다.

소규모 학교는 김철수 교사가 평소 이상적으로 그리던 교육환경이었

다. 그리고 D분교는 다른 소규모 학교 중에서도 특히 김철수 교사의 마

음을 끄는 학교였다. 학교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존재했으며, 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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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안에서 각자의 개개인이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학교였던 것이다.

어쩌면 D분교가 폐교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던 것은 교사가 근무하고

싶은 학교, 교사가 행복한 학교였기에 가능했던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여기는. 학교단위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학교를 찾았거든

요. 규모가 작은 데를.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막 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6학년이 1반부터 7반까지 있다. 근데 우리 반만 너무 티 나게 해도.

이게 내가 좋다고 해버리면 학부모들 사이에서라도. 왜 저 반 선생님은 하

는데 우리 반은 안 해? 내가 하는 게 옆에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보조를 같이 하던가, 맞춰야지. 그런데 여기는 다 할 수가 있더라고

요. 전교생이 학교단위로. (김철수 교사)

작아서 할 수 있는 것. 학교가 작아서 학생 수가 적잖아요. 숫자가 적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한 집안 아이들처럼 학생들도 지낼 수

있고. (중략) 뭔가 작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고 싶더라고요. 여기

온 다른 선생님 중에도 작은 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해 보고 싶

어서 오신 분이 있거든요. 아이들 인성·상담 쪽으로. 그래서 전교생을 대상

으로 3년 정도 진행했었죠. (김철수 교사)

2) 교사 간 활발한 상호작용과 그 논의의 실천적 적용

또한 김철수 교사는 교사들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이러한

교육적 논의가 바로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었던 D분교의 교육환경을 언

급한다. 이는 어쩌면 D분교가 분교였기에 가능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D

분교가 폐교위기를 겪던 당시 학교에는 3명의 교사만 재직해 있었다. 교

장·교감 등의 관리자는 없었으며, 김철수 교사가 부장 형식으로 D분교의

대표자 역할을 하였다. 물론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일은 본교인 A

초등학교에 가서 논의하곤 했지만, 기본적인 학교 운영은 D분교 내에서

3명의 교사들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었다.

당시 D분교에는 3명의 교사들이 복식학급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교사

들 간 의사소통은 간단하게, 그리고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김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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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학생들을 위해 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다른 교사들과 의논하는

시간이 행복했다고 언급한다. 회의를 소집하기 위한 거추장스러운 절차

도 없었을 뿐 아니라, 마음이 맞는 교사들 간의 협의는 생산적이고 실질

적이었기 때문이다. 따로 회의 시간을 잡거나 하지 않았고, 쉬는 시간이

나 점심시간 등 자투리 시간에 교사들이 수시로 모여 학교 운영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3명의 교사들이 협의했던 내용들을 바로

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교육현장에서는 교사

들의 개인적 교육철학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교실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 절차에 의해 규제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김철수 교사는 자신이

꿈꾸는 교육을 다른 교사들과 논의하고, 이를 직접적으로 실천할 수 있

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만족감을 느꼈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나 좋았을 때가 언제냐면. 복식 수업할 때 셋만 근무하잖아요. 8명이 의

견을 맞추긴 어렵지만. 셋이서 하기는 쉽거든요. 그 3년이 참 환상적이었던

적이 있어요. 셋이서 밥 먹으면서도 우리 이번엔 뭐 할까? 얘기하는 것이

다 적용이 되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보고. 이런 것들이 3년 정도 지속

됐죠. 그리고 그때 깔렸던 것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이 많고요. (김철수

교사)

학년은 6학년까지 있지만 두 개 학년씩 모아서 교실에서 수업을 하잖아요.

선생님 셋이 이렇게 앉아서 회의고 뭐고 없어요. 우리 뭐 할까? 이러면 교

육 과정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한 학년에 여러 학급 있는 학교는 다 모아

서 뭐 좀 할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선생님들이 쉬는 시간에

우리 이번에는 다 모아서 이런 거 한번 해볼까? 그런 것이 가능하니까 좋

았죠. (김철수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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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부모의 입장

가. 자녀를 교육시키고 싶은 교육환경

1) 학교만의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모든 학부모들이 일괄적이고 통일된 학교의 모습을 원하는 것은 아니

다. 학교만의 특색 있는 교육 환경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학부모들로 하

여금 자녀를 교육시킬 학교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인이 될 수 있

다. 현재 D분교의 학부모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유진상 학부모는 첫째 자

녀가 2학년 때 D분교로의 전학을 결정했다. 그리고 유진상 학부모는 전

학을 결정하게 된 중요 요인으로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을 들고 있다. D분교의 대표적인 특색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승무북을 들

수 있다. 당시 D분교에서 진행했던 승무북 프로그램은 ○○도 내에서도

뛰어난 실력으로 유명세를 띄고 있었다.

유진상 학부모는 자녀를 D분교에 전학보내기 전, 우연한 기회에 매스

컴을 통해 D분교 학생들의 승무북 공연을 접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공

연 모습에 매료되었고, D분교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

었다. 평소 자신이 꿈꾸던 자녀를 교육시키고 싶은 교육환경이었기 때문

이다. 이후 D분교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았고, 곧바로 자녀의 전학을

결정하였다.

이런 유진상 학부모에게 있어서 D분교가 폐교된다는 것은, 더 이상 자

신의 자녀가 승무북 등의 D분교만의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배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학교마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프로

그램을 운영하고는 있다. 하지만 유독 승무북에 흥미를 느꼈던 유진상

학부모를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그 학교가 특징 있는 학교였던 것이 무엇이냐면, 승무북. 김철수

선생님 지도하에 승무북이 아주 활성화 됐었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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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이 다 참석해서. 특정 학년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승무북이

○○도에서 상당히 유명했었고. (중략) 학교의 밑바탕은 승무북이었습니다.

워낙 잘 하니까. 그리고 애들이 그걸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그걸 열정적으

로 하셨던 분이 김철수 선생님이었고. 선생님이 헌신적으로 승무북을 가르

치면서. 그래서 승무북이 워낙 유명해져서 그거 하나 보고도 전학 오는 분

도 간혹 있고. 하여튼 그 당시 그랬었습니다. (유진상 학부모)

2)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놀이터

이상님 학부모는 D분교처럼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자녀들이 뛰어놀

며 크길 원하고 있었다. 특히 도시에서 전학 온 학부모들은 학교라는 곳

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하지만, 방과 후에는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놀이터가 되길 원하고 있었다. 이는 학교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

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학교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 학부모들 또한 자녀들이 학교가 끝

난 후 바로 집으로 돌아오길 원할 것이다. 하지만 이상님 학부모는 방과

후에 자녀들이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길 원했다. D분교는 학생들이 방과

후에 시간을 보낼만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도서관, 과학실, 음악

실, 조리실, 체육관, 잔디 운동장 등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방과 후에도

얼마든지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돌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인 것이다.

D분교가 위치한 ○○리 마을처럼 시골지역에서는 학원 등의 사교육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시골 지역에서는 특히 학부모들이 방과

후에 자녀를 맡기거나 교육시킬 곳이 없어서 고민인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학교 시설은 방과 후에도 학생들을 돌볼 수 있는 시설로 더욱 효

과적이며, 학부모들 입장에서 또한 자녀들이 다른 장소보다는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에 심적으로 더 안정감을 느낀다.

엄마들은 굳이 집에 오는 게 귀찮아서라기보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잔디밭에

서 뛰어 노는 걸 원하는 것이거든요. 학교에 가봐서 아시잖아요. 학교 운동

장 잔디밭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사실 집에 오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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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잖아요. 친구들하고 함께라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학교에서는 뛰어 놀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원하는데. (이상님 학부모)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갈 생각을 안 합니다. 학교에만 있으려고 하

죠. 그리고 5시까지 방과 후 수업을 해도, 방과 후가 끝나고 집에 안 가려고

하고. 친구들과 학교에 남아 있는 것을 좋아하죠. 가장 좋은 점이 뭔지 아세

요? 애들이 학교를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 때는 얼마나 학교 가기 싫어했

습니까. 아이들이 진짜 학교를 가고 싶어 합니다. 주말이 더 싫은 거야. 학

교가 더 재미있는 거야 학교가. 학교가 그렇게 즐거운 겁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한창 뛰어 놀 나이에.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하니까. 그런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유진상 학부모)

아이들이 학교에 있으면 엄청 좋죠. 마음이 놓이죠. 놀다가 집에 알아서 들

어오니까. 걱정도 많이 안 되고. 학원이나 다른 어느 곳을 가는 것보다 학교

에 있는 것이 훨씬 마음이 놓이죠. 그렇다고 학교에서 마냥 노는 것은 아니

니까. 선생님들이 할 역할은 다 하고 교육은 충분하게 시키니까. (유진상 학

부모)

나. 포기할 수 없는 교사

현재 D분교에 재학해 있는 학생들 중 70% 이상이 전학생이다. 지역의

토박이는 30%가 채 되지 않고, 대부분이 서울·경기 등 대도시 지역에서

전학 온 학생이다. 전학 온 학부모들은 D분교를 선택한 이유 중 가장 중

요한 요인으로 교사를 꼽고 있다. D분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알아보는

과정에서 김철수 교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전학을 결정할 수 있었다

는 것이다.

학부모는 교사를 곧 학교로 인식하기도 한다. 그리고 교사에 대한 신

뢰와 믿음은 곧 학교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 좋은 교사 한 사람이 학

부모들로 하여금 학교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것이다. 특

히 D분교처럼 교사의 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좋은 교사 한 사람의 영

향력이 더 클 수밖에 없으며, 학부모는 교사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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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만족감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김철수 교사가 포기할 수 없는 교사였다. D분교

가 폐교되고 자녀를 다른 학교로 전학 보냈을 때, 자녀가 더 이상 김철

수 교사의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D분교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였다.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 체계에서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

부모들이 교사를 선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현실이다. 때문에 학부모

들은 매해 좋은 교사를 만나는 것을 운에 맡겨야 하는 입장이다.

대도시에서 D분교로의 전학을 결정한 학부모들은 이러한 공교육 시스

템에 대해 어느 정도 반기를 들고 도전을 선택한 입장이다. 자녀를 좋은

교사에게 맡기고 싶다는 교육적 욕심, 좋은 교사를 학부모가 직접 선택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이를 직접 실천으로 옮긴 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D분교의 폐교는, 애써 좋은 교사를 찾아 D분교로 전

학 온 학부모들이 다시 한 번 공교육 제도 하의 시스템에 굴복하도록 압

박하는 상황이다. 좋은 교사를 선택하여 D분교로 전학을 결정했는데, 학

교가 폐교되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 한다면 또 다시 어떤 교사를 만

날 것인지 운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자녀를 맡기고

싶은 교사, 좋은 교사에 대한 욕심은 학부모들이 D분교의 폐교를 극복하

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하는 동인이 되었다. 좋은 교사를

향한 학부모들의 교육적 욕심이, D분교의 폐교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서 긍정적으로 적용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김철수 선생님이 학교를 많이 만드셨습니다. 김철수 선생님의 영향력이 엄

청 컸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게 되면... 다른 학교에 가면 물론 되죠. 그런데

똑같은 교육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김철수 선생님의 교육철

학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유진상 학부모)

D분교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는 선생님이었죠. 김철수 선생님의 영향력이

워낙 커서. 그리고 그 영향력하고 학부모하고 협조가 잘 돼서. 그래서 학교

가 통폐합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진상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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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아이가 둘 다 초등학생이니까, 학교를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사실 분교 학교는 마땅치 않았어요. 그런데 애들 아빠가 인터넷을 뒤져보다

가 선생님 기사를 접하고, 이 학교 한번 방문해서 알아봤으면 좋겠다, 선생

님 너무 좋으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알아보게 됐죠. 저는 사실 다른 지역

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뵙고 나서는 저도 마음이 이쪽 학교

로 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중략)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략) 김철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수업적인 면

이나 다른 면에서도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거든요. 제가 이 선생님 너무

괜찮다, 정말 좋다, 라고 생각했던 것 이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인

성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수업도 정말 재미있게 하세요. 이렇게도 수업할 수

있구나 할 정도로 재미있게 하거든요. 아이들이 정말 빨려들 정도로 재미있

게 하세요. (이상님 학부모)

다. 삶의 터전으로서의 제반 조건

D분교가 위치한 ○○리 마을은 최근 ○○도 내에서도 귀농인구가 몰

리는 지역으로 손꼽힌다. 우선 귀농을 희망하는 젊은 층의 부부들은 조

용한 지역을 선호한다. 시끄럽고 복잡한 도심 생활에 지친만큼 평안하고

안정적인 지역으로의 전입을 희망하기 때문이다. ○○리 마을은 ○○도

내에서도 평안하고 조용한 지역에 속한다. 최근 관광 지역으로 각광받고

있긴 하지만, 오래전부터 잔잔하고 차분한 시골지역의 모습을 유지해 왔다.

이와 동시에 ○○리 마을은 차량으로 20여분 떨어진 공항 근교 지역이

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도는 섬 지역이라는 특성 상, 도의 외부로

나가기 위해서는 항공이나 선박 교통편을 이용해야 한다. 이런 환경에서

공항과 가깝다는 것은 외부지역으로부터 전입인구를 유입하는 데 굉장한

장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지역으로 전입을 앞둔 인구는 심적으로

굉장한 불안감과 긴장감을 느낄 수 있는데, ○○리는 공항과 인접한 지

역이라는 점에서 전입인구로 하여금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이렇듯 귀농을 희망하는 인구는 삶의 터전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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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제반조건을 고려한다. 그리고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는 학교의 존

재 여부 역시 중요한 고려 요인 중 하나이며, 이는 특히 초등학생 자녀

를 둔 부부들에게는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려요인이다.

올 때는 다들 정착하려는 목적으로 온다고 볼 수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착하기가 좋아요. 여기가 최근 ○○도에서 가장 핫한 동네거든요.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마 거의 저랑 비슷할 거예요. 공항이랑 가깝고. ○○도의

동쪽은 기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공항이랑 멀기 때문에 육지에서 오는 분

들은 굉장히 멀게 느껴지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말부부를 하는 경우에도

월요일 아침에 일찍 나가면 부산에서 출근하는 경우랑 거의 비슷하니까요.

여기서 공항까지 15분, 20분 걸리는데, 그런 장점이 있어서 요즘 이 지역이

많이 뜨는 것 같아요. (이상님 학부모)

그런데 애들이 어리다보니까 엄마를 많이 찾게 되잖아요. 사는 곳이 이쪽

근처라서. (중략) 학교가 바로 옆이고 하니까. 그렇다고 여기서 버스타고 A

초등학교 본교까지 보낼 순 없잖아요. (이상님 학부모)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자녀를 먼 거리의 학교로 통학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 아직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

해 통학시키기에는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학부모 자신이

매일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는 것 또한 맞벌이 부부에게

는 쉽지 않은 일이다. 학부모는 경제활동에 하루의 대부분 시간을 사용

해야 하며, 자녀 양육과는 별도로 개인적 취미나 자기발전 등 자신만의

삶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귀농을 결심한 학부모들에게는 정착을 결심한 지역에

자녀교육을 위한 학교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정착

할 곳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자녀를 교육시킬만한 학교가 없다면 학부모

자신의 생활에 큰 불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D분교의 학부모들 모두가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 혹은 좋은 교사를 찾아 ○○리 마을에

정착한 것은 아니다. 학교 이외의 다양한 제반조건에 이끌려 정착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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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도 있으며, 이들에게 있어서 학교는 삶을 좀 더 편안하게 해주는

제반조건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이미 정착한 지역에서 학교가 없어진다면, 학부모에게는 그동안 겪지

못했던 새로운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 자녀를 원거리의 학교로 통학시

키는 과정에서 신경 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며, 전학 처리 문제도 까

다롭다. 학부모들에게는 꼭 자녀를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고 싶다는 욕

심이 아니더라도, 학교는 삶의 터전으로서의 기본 제반 조건으로 필수적

인 요인으로 인식될 수 있다.

3. 지역사회의 입장

가.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잃는다는 공허함

○○리 지역주민들에게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다. 마을의 역

사와 전통을 함께 만들어 온 곳이었다. 그들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학교

는 마을에 존재했으며, 태어난 이후 교육을 받을 시기가 되면 자연스럽

게 D분교에 입학하였다. 마을의 모든 사람은 D분교를 졸업했고, 이후 저

마다의 꿈을 향해 나아갔다. 학교라는 공간은 그렇게 지역 사람들 모두

가 공유하는 공간이었다.

○○리 지역주민들은 D분교를 삶의 기틀로 생각하고 있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시작은 초등학교

부터이다. 특히 1970년대,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유아교육기관인 유치

원, 중등교육기관인 중·고등학교는 지금처럼 전국적으로 보편화되지 않

은 교육기관이었다. 당시에는 초등학교가 거의 유일무이한 교육기관이었

으며, 초등학교에서 배운 교육만을 근본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대

다수였다. 즉, D분교는 ○○리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근본이자

바탕이 되는 교육기관이었다. 그리고 개인의 역사 뿐 아니라 지역 전체

의 역사와 전통이 깃든 정신적인 지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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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없어졌을 때는 기관이 하나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우리 동네에 있는

기관이라고는 저거 하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마 D분교가 일제 시

대에 설립되었을 겁니다. 몇 십 년 됐죠. 그러니까 우리 마을의 나이 드신

분부터, 저보다 위에 선배님들부터 지금까지 정서가 그대로 다 있는 것이거

든요. 없어져버리면 가운데 뭔가 텅 비어버린 느낌이 들죠. (강현민 지역주민)

저는 거길 졸업한 학생이니까 자존심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33회 졸

업생인데, 이제 졸업생이 끊기는 것이 아닙니까. 동문이 얼마나 많은데. 지

금 거의 70회에 육박해 있는데. 그게 끊긴다는 것은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입니다. (유진상 학부모)

D분교의 졸업생들은 현재 ○○도 전역에 퍼져있다. ○○도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각계각층에 다양한 성공을 거둔 인물을 배출하였다. 그

중에는 현재 마을을 떠나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아직 지역에

남아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들 모두 D분교를 졸업하면서 인

생을 꿈꾸고 시작하였다. D분교는 ○○리 지역주민 모두에게 인생의 기

틀이 된 셈이다. 학교는 지역의 얼이 담긴 곳이며, 지역적 정서가 고스란

히 녹아있는 곳이다.

이렇게 ○○리 지역사회를 지켜온 것이 D분교이다. 그리고 마을과 함

께 발전하고, 쇠퇴하는 과정을 겪어온 것 역시 D분교이다. 이러한 관점

에서 볼 때 D분교가 폐교된다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단순히 교육기관 하

나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역주민들은 폐교위기를 겪으면

서 자칫 지역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지역적 정서가 녹아 있는 D분교를

잃을 수 있다는 상실감과 공허함을 느꼈으며, 이에 폐교가 실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방면으로 개입하고 참여하였던 것으로 분석

된다.

저게 단순한 학교가 아닙니다. 저게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을에서 유일한 기

관이지만, 그건 외형적인 부분입니다. 선배님들 대대로 학교로 인해서 삶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중학교를 그냥 가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를 거쳐야 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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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초등학교는 삶의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나와야 대학교, 대학원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마

을 주민들이, D분교 출신들이 나름대로 교육계, 학계, 법조계, 행정, 다방면

에서 다양하게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졸업생들이 지켜온

것을 우리도 우리의 후세에게 전해주어야 하고, 삶의 기틀이 된 초등학교만

큼은 존치되어야 합니다. 그건 누구나 다 쉽게 공감합니다. (이승근 이장)

철학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동네에서 태어났고, 여기 살아왔고.

그리고 그나마 D분교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어우러져 가고 있고. 이걸 뭐

라고 표현해야 하나. 이게 정신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강현민 지

역주민)

나. 지역 살리기의 일환

○○리의 지역주민들이 지역 살리기의 일환으로 D분교의 폐교위기를

막고자 노력했다. 197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의 진행으로 인해 ○○리

의 인구는 계속해서 유출됐고, 꾸준히 지역 주민의 인구가 줄어드는 경

향을 보였다. 그마나 2000년대 이후 조금씩 인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였고, 2014년 현재 약 30,000여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

항과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지역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외부로부터

지역에 유입되는 인구가 늘고 있고, 지역사회 주민들은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지역 살리기를 주도하고 있다.

Y연립 주택 건립, 상·하수도 및 가로등 설치, 도로 재정비 등의 노력

은 지역 살리기를 위한 노력의 증거라고 볼 수 있다. ○○리 마을은 마

을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도 외부의 지역에서 인구를 유입해야 한다고 자체적인 결론을 내렸

다. 그리고 이를 위해 도시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와서 정착하더라

도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제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D분교의 폐교위기를 막기 위한 노력은 이러한 지역 살리기의 일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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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수 있다. ○○리 지역을 거주지로 결정한 사람들이 장기적이고 안

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자녀교육에 있어서 문제가 없어야 한다. 학

부모의 경우라면,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자녀교육 문제이고, 아무

리 다른 제반 조건이 마음에 든다 하더라도 학교가 없다면 ○○리로의

정착을 망설일 것이다.

지역사회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D분교의 폐

교를 반대하였다. D분교와 ○○리 지역사회의 부흥과 쇠퇴는 동일한 연

장선상에 있었으며, D분교의 존재 자체는 지역 살리기를 위한 경쟁력이

었다.

학교가 없어지면 시골로 귀향하고 싶은 사람들이 시골 지역에서 정착하고

싶어도 자녀교육 문제로 시골로의 전입을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직

까지는 우리 정서상 초등학교는 걸어서 다니는 곳입니다. 각 마을마다 초등

학교가 다 있잖아요. 중·고등학교는 학생들이 보통 버스를 타던, 대중교통이

나 자가용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사리적인 판단이 되지만 초등학생은 그렇

지가 않습니다. 마을에 초등학교가 있어야 젊은 사람들도 안심하고 올 수

있겠죠. (이승근 이장)

학교가 유입인구를 상주하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 우리 마을은 집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학생 수가 가장 큰 요인입

니다. 임대료가 굉장히 싸고요. 집을 지은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은

목적에 맞게 학생 수가 늘어나게 됐고, 마을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고. 특히

젊은 사람들. 그만큼 우리 마을은 활성화되었다고 봅니다. 최근 우리 마을은

진짜 마을이 활성화 된 것을 느껴요. 학교에 애들이 갈 때, 학교가 끝날 때

보면 굉장히 마을이 활기차거든요. (강현민 지역주민)

4. 학생의 입장

초등학생은 인간 발달 특성상, D분교의 폐교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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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체적인 노력을 보여주기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 또한 D

분교의 폐교를 막아야 한다는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른 학

교가 아닌 D분교에 남아 있고 싶은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학생의 입장

에서 D분교가 필요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전교생을 사귈 수 있는 학교

D분교의 학생들은 다른 학교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D분교만의 좋은

점으로 전교생을 사귈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다른 학교와는 달리 D

분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

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교생 간의 직접적 상호작용이 나타났으며, 이

렇게 사귄 친구들은 다른 학교에서 사귀었던 친구들보다 더 끈끈하고 친

근한 느낌이 든다고 언급한다.

D분교는 소규모 학교이다. 2014년 11월 현재 71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

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학교 전체의 학생 수가 채 50명이

안 되었다. 자연스레 학생들은 학년과 관계없이 서로를 모두 알게 되었

고, 같이 어울리게 되었다. 더군다나 D분교에서는 전교생이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다. 다도, 승무북

등의 활동은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였고, 학년과 관계없이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친구들이 많아져서 이 학교가 좋아요. 학생 수가 적으니까 다 아는 사이니

까 말도 편하게 같이 하고. (이상준 학생)

뭔가 애들이 더 밝은 것 같아요. 성격이. 서로서로 다 친하니까 학생들이 더

밝은 것 같아요. (김현수 학생)

비단 학생들끼리의 관계만 좋은 것이 아니다. 워낙 지역사회가 좁다보

니 학부모들끼리도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학생들도 서로의 부모님과

형제·자매를 모두 알고 지낸다. 자연스럽게 서로의 집을 왕래하며, 학교



- 83 -

의 구성원 모두가 가족같이 지낼 수 있는 환경인 것이다.

D분교의 이러한 교육환경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한두 명씩은 존재하는

왕따 등의 사회적 문제를 자연스럽게 잠식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가족처럼 가깝게 지냈고, 이로 인해 학교폭력이나

왕따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 어려운 환경이 자연스레 조성되었다.

이런 점에서 D분교가 인성교육에 유리한 환경일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

을 실제로 잘 활용하여 장점으로 승화시킨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학생들 또한 D분교를 계속 다니고 싶은 이유로 이러한 학교 구성원간

의 가족 같은 교육환경을 꼽고 있다.

전학 오기 전에는 학교에서 친구들을 한 반 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전교생을

다 알고. 그래서 더 친해질 수 있고. 그런 것이 좋아요. (김현수 학생)

우리 학교의 환경이 좋아요. 욕도 여기는 잘 안 쓰고. 다른 학교는 왕따 같

은 것도 있는데, 여기는 왕따 같은 것도 없고. 다 친하니까. 서로서로 다 친

해요. (이상준 학생)

나. 재미있는 학교, 가고 싶은 학교

무엇보다 학생들이 학교를 재미있고 즐거운 곳, 가고 싶은 곳으로 인

식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보통 학생들은 학교라는 곳을 의무적으

로 가야 하는 곳, 자고 일어나면 가야 하는 곳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D

분교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재미를 찾고, 즐거움을 찾아 학교를 가고 싶

은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D분교가 운영했던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 덕인 것으

로 보인다. 특히 학생들은 다도 시간을 좋아했다. 매주 월요일 아침 D분

교는 5~6명의 학생이 한 조를 이루어 다도 수업을 진행한다. 다도 수업

은 다도에 익숙한 고학년 학생들이 먼저 시범을 보이고, 저학년 학생들

이 따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다른 학교와는 차별된 교육

프로그램에 상당한 매력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즉, D분교는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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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다.

다도 이외에도 D분교에서는 특색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였다. 모든

학생이 승무북을 배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였으며, 교실 동 옆

빈 공간에서는 꽃밭을 가꾸었다. 운동장에서는 동물을 기르고, 넓은 천연

잔디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 놀았다. 이러한 특색 있는 교육

환경은 학생들로 하여금 가고 싶은 학교, 재미있는 학교로 느낄 수 있도

록 도왔다. 학교에 대한 만족감은 특히 다른 학교에서 전학 온 학생들에

게서 더 부각되었는데, 전학 오기 전 학교와의 비교를 통해 그들 스스로

D분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 특히 더 재미있고 신나는 곳이라는 것을 느

꼈던 것으로 분석된다.

다 같이 모여서 차 마실 때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차는 월요일 아침

에 전교생이 다 같이 모여서 마셔요. 다 같이 모여서 주말에 뭐 했는지도

얘기하고 하니까. (이상준 학생)

학교에서 차 마시는 게 좋아요. 맛있어요. 다식도 같이 주고요. 현장 체험학

습 많이 가는 것도 좋아요. 수학여행도 학생 수가 적어서 전부 다 서울 올

라가요. 6학년 수학여행 때는 전부 다 같이 올라가요. (양순호 학생)

언제 학교가 좋냐구요? 체육 할 때요. 차 마실 때. 친구들이랑 놀 때. (이상

준 학생)

차 마실 때나, 애들이랑 중간 놀이 시간에 놀거나 할 때 학교가 재밌어요.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학교에서 놀 때도 좋아요. (김현수 학생)

일단 아이들이 학교라는 데가, 깨어나면 의무적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가는

곳이 아니라. 진짜 내가 갈 곳이 거기 있고. 가고 싶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

각을 해요. (중략) 학교에 오면 집에 안 가려고 하고. 예를 들어 엄마들이

데리러 오면, 최대한 엄마한테 늦게 오라고 하고. 여기서 자기들끼리 있는

시간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잘 놀아요. 자기들끼리 얼마나 잘 노는지. (김

철수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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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거부감

인간은 누구나 환경변화에 민감하다. 익숙해진 삶의 터전을 누군가가

갑자기 바꾸라고 한다면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갑작스런 환경 변화

만 해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하물며 이러한 변화가 외부로부터의

강압에 의해 진행된다면 더욱 불안감을 느낄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에게 익숙한 ‘삶의 터전’을 근간으로 생활한다. 그

리고 D분교의 학생들에게는 D분교가 ‘교육 터전’이었다. 그들이 출생 직

후 제대로 된 시스템 내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D분교가 아마도 처음이

었을 것이다. 학생들은 나름대로 치열한 시간을 겪으며 D분교의 교육환

경에 적응하였고, D분교를 자신들의 삶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교

육 터전’으로 삼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교육 터전’은 학생들의 삶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학생 또한 자신이 익숙해진 상황에 대한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

렵다. 더군다나 외부에서 D분교로 전학 온 학생들은 전학 이후 자신들의

새로운 ‘교육 터전’에 적응하기 위해 이미 한 번 변화를 받아들인 상황이

다. 또한 D분교의 학생들은 D분교의 교육환경에 만족하고 있는 상태였

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만족하고 있는 현재의 교육환경 변화가 부담스럽

게 다가올 수 있고, 이러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거부감을 바탕으로 D

분교의 폐교를 반대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전학 오기 전 학교보다는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학생 수도 적어서 좋

고. 여기가 왠지 더 친근하게 느껴져요. (김우현 학생)

저희 학교가 없어진다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가장 오래 다닌 초등학

교에요. 갑작스럽게 다른 학교로 간다면 어색할 것 같아요. (김우현 학생)

저희 학교가 좋아요. 차도 마시고, 선생님도 좋고. (양순호 학생)

D분교가 없어진다면 당연히 반대해야죠. 이렇게 좋은 학교를 없애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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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다른 학교로 전학 간다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김현수 학생)

다른 학교로 가는 것은 싫어요, D분교가 좋아요. 우리 학교의 환경이 좋아

요. 욕도 여기는 잘 안 쓰고. 다른 학교는 왕따 같은 것도 있는데, 여기는

왕따 같은 것도 없고. 다 친하니까. 서로서로 다 친해요. (이상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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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학교역할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폐교라는 위기는 D분교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학교가 자신들에게 있어

서 어떤 의미인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본질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 계기였다. 일상적 상황에서는 학교가 어떤 역

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기 어렵다. 학교에

대해 단순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별다

른 요구나 기대를 표출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이다.

하지만 학교가 ‘폐교’될 수도 있다는 위기를 경험하면서 학교의 구성원

들은 D분교가 없어지는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학교가 없

어지면 자신들이 어떤 새로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며,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 어떤 어려움이 닥칠 것인지 생각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각 구성원

들은 ‘폐교’라는 위기를 통해 학교가 자신에게 왜 필요한지 자문할 수 있

었다. 나도 모르게 학교에 기대했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새삼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D분교라는 동일한 대상을 두고 학교의 각 구성원이 각기 다른 역할을

기대한다는 것은 눈여겨볼만한 현상이다. 교사, 지역사회 주민, 학부모,

학생들은 각자 다른 입장에서 다른 모습의 학교역할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는 각 구성원이 학교와 맺고 있는 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역할이라는 것은 자기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일, 맡은 바 직책이나 임

무를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맡은 바 직책이나 임무’라는 것은 특정

관계나 체제 안에서 제시될 수 있는 내용이다. 학교의 구성원인 교사, 지

역사회 주민, 학부모, 학생들은 각자 다른 관계에서, 그리고 학교라는 체

제 안에서도 다른 입장에서 학교를 바라보고 인식하고 있었다.

본 장에서는 각 구성원들이 학교역할에 대해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기본적인 토대는 Ⅳ장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바

탕으로 학교역할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각 구성원

의 입장에서 나에게 D분교는 왜 필요했던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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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학교역할에 대한 인식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D분교에 대한 필

요성에서 도출되진 않았지만, 면담 과정에서 학교역할에 대해 자연스럽

게 언급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함께 제시하였다.

1. 교사의 인식

김철수 교사는 학교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 학교와 교사와의 관

계, 학교와 학생과의 관계,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관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다른 구성원들이 학교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인식을

자신의 입장에서만 제시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실제로 김철수 교사

는 D분교의 폐교위기 극복과정에서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조율하고 구

심점의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학교와 교사와의 관계에서 학교역할을 도출했던 경우는, 학교가 자신

의 일터라는 점에 주목했다.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자신이 D분교에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지를 교육자의 입장에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제시하였

다. 이는 학교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자 교사인 자신이 수행해야 할 역할

이기도 했다. 김철수 교사는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학교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소신 있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실제로 수

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학교역할에 대한 김철수 교사의

인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교사 자존심의 상징

김철수 교사는 D분교의 폐교를 반대했던 이유로 가장 먼저 교육자로

서의 양심을 들고 있다. 김철수 교사는 D분교가 폐교된다 하더라고 직장

을 잃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진 않는다. 신분을 보장받는 국가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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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기 때문에 곧바로 다른 학교에 발령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D분교의 폐교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했던 이유는 학교와 학

생에 대한 헌신, 그리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진정성이 김철수 교사 스

스로를 만족시킬 수 있기를 바랐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의미에서 김철수 교사에게 있어서 D분교는 교사로서의 자존심을

나타낼 수 있는 정신적 상징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김철수 교사에 의

하면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학교가 폐교를 맞는다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왜냐하면 폐교라는 사태는 교사로서 학교

와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해 발생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신의 직업에 최선을 다했다는 자존

심이 학교의 존재와 유지로 상징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D분

교의 존재 자체는 김철수 교사가 느끼는 교사로서의 자존심을 나타내주

는 상징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나. 교사의 교육철학 실현의 장(場)

무엇보다 김철수 교사는 D분교가 자신의 교육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장(場)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D분교 내에서 자신의 교육철학을 실현하

고자 노력했고, 이것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났을 때, 다른

학교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

다. 학교는 교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교사 개인의 교육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장(場)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교사 개인의 교육철학

을 존중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걸 교장선생님이 “우리학교 특색 사업으로 다도를 하겠습니다.

교실에서 각자 선생님은 마련해서 하십시오.” 하면은 얼마나 큰일이에요. 볼

때마다 짜증나는 게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뭔가, 보고서

일거리가 되면 이게. 진짜 선생님들이 뭔가 좋아하는 것들 나름대로 다들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안 시켜서 했을 때 나는 그게 진

짜 좋더라고요. 안 시켜서 하는 것은요, 남아서도 하더라고요. 근데 시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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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요, 하다가도 퇴근시간 땡 하면 가요. 내일 하지 뭐. 근데 내가 좋

아하는 것은 하다가 퇴근 시간이 되도 우리 이거 하고 가야지 해서 스스로

남고. (김철수 교사)

이와 관련하여 김철수 교사는 교사를 먼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학

교역할을 기대한다. 교사가 먼저 신이 나고 즐거워야 학교에서 이루어지

는 교육 활동도 활기를 띠고 진정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과

보내는 시간은 업무가 아닌, 교사로서의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

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결국, 학교가 교사 개인의 교육철학을 실

현할 수 있는 장(場)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재미있기 전에 제일 먼저 선생님이 재미가 나고 신이 나야

하죠. 내가 신나지 않겠는데 어떻게 학생들이 재미있을 수 있겠어요. (중략)

선생님들이 바쁜 것이, 본인이 만족해서 바쁜 것이면 바빠도 신이 나잖아요.

제일 먼저는 선생님들이 일은 바쁘지만 신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바쁘면

그게 제일이죠. (중략) 선생님들이 일이 줄어들고 업무가 줄어들어서 신나

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려면 없던 것을 만들어

야 하니까. 그러면 정말 바빠도 신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아이들에게 갈

때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느끼는 재미와 신나는 것이 같이 붙

어서 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그 효과가 더 클 것 같아요. (김철수 교사)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체제에서는 교사 개개인이 가진 교육철학

을 마음껏 펼치기에 한계가 있다. 학생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새로운

교육적 시도에 대해 제도적, 행정적인 제한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교사들

은 학교 내에서의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수시로 교장·교감 등 상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교사가 교육과 관련해 새로운 도전

을 꺼리게 되는 결정적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의 역할은 교사의 교육철학 실현을 가능하게 하

는 환경 조성으로 제시할 수 있다. 교육 지도자를 중심으로 시행하는 학

교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좋지만, 교사 개개인이 꿈꾸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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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교사는 특히 공교육 체제에서의 순환근무제가 교사 개인의 특

색을 살린 교육철학 실현에 있어서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다.

김철수 교사는 D분교에서 크게 다도와 승무북 두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나름 인정을 받아 D분교만의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알려졌고, 그 결과 학교차원의 예산 지원을 받는 등

현재까지는 성공적인 경험이었다. 하지만 자신이 학교를 떠났을 때를 생

각하면 막막하다.

김철수 교사 본인이 D분교에 재직해 있는 동안에는 자신의 장기와 흥

미를 살려 두 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하지만 김철수 교사가 D분

교를 떠나게 되면 그를 대신하여 다도나 승무북 프로그램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많지 않다. 두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싶어도 가르

칠 수 있는 교사가 없기 때문에 중단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자칫 많은

예산을 투자해 구입한 찻잔이나 승무북 악기 등은 그 용도를 잃고 학교

창고에 방치될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는. 돌고 돌고 도니까. 예를 들어 제가 북을 하다가 가버리면,

그 다음부터 북 하는 사람이 안 오면 그게 또 안 되는 거고. 저는 또 다른

학교 가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 그걸 해야 하고. 또 구입하고. (김

철수 교사)

교사가 자신의 교육철학을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외부로부터의 예상

치 못한 방해요인이 있을 수 있다. 예산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까

다로운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지도 모른다. 또한 위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순환근무제에 의해 교사 개인의 교육철학을 꾸준히 실현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김철수 교사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교

육철학을 실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학교의 가장 큰 역

할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 학생들의 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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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교사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해 주는 것이 학교와 교사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경험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필요한 것을 선택하여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학교는 가르치는

곳보다 아이들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어떤 터전을 마련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만드는 곳이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김철수 교사)

학교에서는 어쨌든 이것저것 다양한 면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많이 얻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런

것을 제공해 주는 곳이 학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철수 교사)

어떻게 보면 집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 가정에서 해 볼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 주는 곳일 수도 있고요. (김철수 교사)

김철수 교사는 특히 학교가 학생들이 가정에서 해 볼 수 없는 것들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제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교

실에는 다양한 실험도구와 악기가 가득하고, 친구들과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넓은 잔디운동장이 있다. 현장 체험학습으로 문화유적지를 탐방하

기도 하며, 오랜 기간 연습했던 악기 연주나 연극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뽐낼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한다.

또한 학교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

다. 다양한 인격을 가진 또래 친구들을 사귈 수 있고, 부모 이외의 성인

과의 직접적 상호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

렇듯, 학생들에게는 학교가 가정이라는 좁은 환경에서 벗어나, 좀 더 넓

은 환경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유일하고 특별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곳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철수 교사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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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 하고, 학교가 가고 싶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에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학교가 있는 것이잖아요. 아이들이 없으면 학

교가 없는 것이고.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인데, (중략) 이런 학교를

아이들이 오는데 선생님이나 학교가 해야 할 역할은, 정말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학교 하면은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해줘야 할 것 같아요. 학교에 가면 뭔가 있어, 라는 생

각이 들도록. 특히나 초등학교면. 그래서 학교가 끝나도 조금 더 있다가 가

고 싶은, 그런 곳이 되어야 하지 않나. (김철수 교사)

라. 지역사회에서의 문화·예술의 장(場)

김철수 교사는 D분교처럼 시골지역에 위치한 학교일수록, 학교가 지역

사회에서의 문화·예술의 장(場)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언급한

다. 도시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문화를 누리고 예술을 관람할 수 있

는 기회가 다양하다. 미술 전시회, 음악회, 영화, 뮤지컬, 스포츠 등 다양

한 문화가 존재하며, 사람들은 자신의 기호에 맞는 문화를 선택해 취미

생활로 삼곤 한다.

현대사회에서 문화·예술을 접하고 즐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신승환 외(2007)는 문화예술 정책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 개개

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창의적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하지만 D분교가 위치한 ○○도 ○○리처럼 시골 지역은, 문

화·예술을 누리기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제반 조건이다. 대부분의 지역

주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마을 주변에는 온통 논과 밭이 펼쳐져 있

다. 제대로 된 문화 시설이 존재하지 않으며, 문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시

내까지 차량을 타고 20여분 이동해야 한다.

김철수 교사는 이러한 시골지역일수록 학교가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의

장(場)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생들은 틈틈이 승무



- 94 -

북이나 연극 등의 예술 교육을 받고, 정기적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연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학생들이 수행하는 공연인

만큼 높은 수준의 예술 공연을 기대하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평소

예술 공연을 접할 기회가 없었던 지역사회 주민에게는 예술 공연을 관람

한다는 그 자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나아가 지역

사회 내에서의 새로운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오세곤 외, 2009)

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시골에서는 학교가 어떤 문화·예술의 장(場)이었기도 하고, 잔치나 학

예회를 발표할 때, 이런 것들이 시골 같은 경우는 학교 아니면 그런 공연을

보고 할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김철수 교사)

이와 관련하여 박신자 외(2007)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문화예술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이 실행되어야 하며, 이는 학교와 지역사회 사이의 소

통을 촉진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문화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철수 교사는 운동회, 학예회 등의 행

사를 지역주민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학생들

이 평소에 연습했던 승무북 등의 예술 공연을 실행하는 등, 문화·예술의

장(場)으로서의 학교역할을 제시하였다.

2. 학부모의 인식

학부모들은 학교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자녀의 입장, 학부

모 자신의 입장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우선 자녀의 입장에서는 좋

은 교육에 대한 갈망이 반영되었다. 좋은 교육에 대한 갈망은 두 가지

구성요인으로 나누어 제시될 수 있는데, 특색 있는 교육, 그리고 학교 맞

춤형 교사가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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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분교는 폐교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외부 전학생을 받았다.

2014년 11월 현재 71명의 재학생 중, 30%정도만이 ○○리 토박이라 볼

수 있고, 약 70%가 ○○도 외부에서 전학 온 학생이다. 이들 중 대부분

은 D분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 혹은 D분교에

재직하고 있는 좋은 교사를 보고 전학을 결정했다. 학부모들은 폐교위기

극복과정을 통해 좋은 교육 프로그램, 좋은 교사를 향한 갈망이 커져갔

고, 학교가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로 두 가지 요인 확보를 제시하

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학부모는 학부모 자신의 입장에서 학교가 특정 역할을 수

행해 주길 원하고 있었다. 이는 학교가 비단 학생을 위한 교육기관의 역

할 뿐 아니라, 학부모를 위한 사회기관의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러한 추세는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더욱 강해지고 있으

며, 실제로 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새로운 다양한 역할

을 수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 학교만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학부모의 교육적

이상 실현의 장(場)

D분교의 학부모들은 무엇보다 D분교만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 마련

되고 운영되길 원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운영되는 일반적인 교육이 아

닌, D분교만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었다.

초등학교라는 특성 상, 학부모들 중에는 교수-학습 위주의 교육 과정

운영보다는 다양한 체험, 혹은 인성교육 중점의 교육을 원하는 학부모들

이 있다. 실제로 D분교로의 전학을 결정한 학부모는 대부분 후자에 속하

는 입장이다. 이러한 학부모들은 학교가 학교만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자녀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길 원한다.

D분교는 학교만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에 두 가지 관점에

서 유리한 환경에 속해 있다. 첫째, 학교가 자연환경으로 둘러싸인 시골

지역에 위치했다는 점이다. 시골 지역은 번잡한 교통이나 오염된 자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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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을 촉진하기에 안정

적인 환경이다. 특히 자연친화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유리하다. 둘째,

소규모 학교이자 분교라는 점이다. 소규모 학교는 대규모 학교에 비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시도에 유리하다.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교육 프

로그램을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며,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

단될 때는 쉽게 철회할 수 있다. 즉,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서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D분교만의 특징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더 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승무북이었고. (중략) 그런 D분교만의 특징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D분교만의 특징을 만들어 가면 좋지 않겠

나 생각합니다. (유진상 학부모)

학교만의 특성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D분교만의 특성이 있었으면 합

니다. 뭔가 필요합니다. D분교가 승무북으로 유명하니까 주변의 학교들이

많이 따라 했었어요. 그런데 하다가 말더라고요. 워낙 표면적인 지원만 가지

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D분교만의 특징적인 것을 갖고 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학교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롤 모

델이 D분교가 됐으면 합니다. (유진상 학부모)

저희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이 학교만 보자면, 분교는 분교로 나가야 하지

않나. 아니면 완전히 본교인 학교가 되어 교장 선생님이 오셔서, 저희가 적

극적으로 교장 선생님께 이렇게, 저렇게 해 주세요 하고 직접 건의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중략) 아무래도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작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이상님 학

부모)

학부모들은 D분교만의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함께 참여하길 원했다. 학교 운영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내 자

녀가 받는 교육을 교사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다는 것이었다. 이는 학

교나 교사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학교의 구성원들이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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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 가깝게 지내는 D분교의 특성 상,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 가는 모습이

이상적인 학교라고 생각했다.

특히 D분교는 소규모 학교라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간소화될 수 있다. 학생 수가 많은 대규모 학교에서

는 학부모 개개인이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어렵다. 그리고 설사 학부모

들이 의견을 냈다 하더라도, 그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은 더욱 복잡

하고 상당한 에너지 소비를 요구한다. 각각 다른 가정배경에 의해 학교

교육이나 학교역할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 자체가 매우 다양하며, 이는

학교 운영 과정에 대한 학부모들의 참여를 제한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반해 D분교는 학부모들의 학교 운영과정 참여가 상대적으로 유

리한 입장이다. 적어도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육에서의 역할

범위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설명했

듯 D분교는 다양한 체험, 인성교육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

다. D분교의 학부모들은 그런 D분교를 직접 선택하여 자녀의 전학을 결

정했고, 이는 큰 틀에서 D분교의 교육에 대해 합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는 저희 학교가 분교의 장점을 많이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학생 수

가 1000명 이런 곳에서 할 수 없던 부분은, 개개의 학부모 의견을 적극적으

로 반영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의견이 너무 많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리

고 하나로 모은다는 것도 쉽지 않고. 어떤 발언 기회를 준다는 것도 힘들고

요. 하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학부모라고 해봐야 50명 안팎이

거든요. 50명 정도의 학부모라면 충분히 의견을 내기도 쉬울 것이고요. 제가

1000명 앞에서 말하기는 힘들지만, 50명 앞에서는, ‘제가 이런 일 겪어보니

까 이런 점이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후 시간에 이런 프로그램은 어

떨까요?’ 이런 의견을 내기도 쉬운 거고 반영하기도 쉬운 거라고 생각합니

다. (이상님 학부모)

예전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야영을 하는데, 예전에는 학부모들

이 다 참석해서 선생님들과 의논해서, 의견을 수립해서 공동묘지에서 담력

훈련 같은 것도 하고. 캠프파이어도 하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죠. 우리가



- 98 -

참여 하는 거니까. 학부모가 아이들이 행복한 추억 만들어주기 위해서. 선생

님과 협의 하에 했었죠. (유진상 학부모)

나. 교사 교육기관

학부모가 자녀의 입장에서 좋은 교육에 대한 바람으로 제시한 두 번째

요인은 학교 맞춤형 교사이다. 현재 공교육 체제에서는 학부모에게 학교

나 교사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 자녀가 일정 나이가 되면 배정받은 학교

에 입학시켜야 하고, 배정 받은 학교에서 어떤 교사를 만날지는 운에 맡

겨야 한다. 일반적인 학교에서라면 교사에 대한 기대가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일반적인 학교에서의 일반적인 교육은 어떤 교사를 만나더라

도 평균정도는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D분교의 학부모들은

입장이 달랐다.

D분교의 학부모들은 분교 환경에 적합한 교사를 원하고 있었다. D분

교가 폐교위기를 겪었던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D분교의 교육 환경에

불만족 했던 학부모는 대부분 학교를 떠났다. 그 이후 폐교위기에서 벗

어나고 안정을 되찾은 현재, 아직까지 D분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과 학

부모는 D분교의 교육환경에 만족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D분

교에 남거나 혹은 D분교로의 전학을 결정했던 학부모들은, 분교 혹은 소

규모 학교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기대했을 가능

성이 크다.

즉, D분교의 학부모들이 기대하는 교사는 소규모 학교 혹은 분교라는

환경에 잘 적응하고, 그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

사이다. 일반적인 학교에서 진행하는 평범한 교육보다는, 학교의 특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교사를 원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학교는 학

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의 교육 환경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

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재 교사교육은 대부분 연수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진동

섭(2003)은 학교컨설팅 이론을 제시하며 학교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교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아무리 숙련된 교사라도 처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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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받은 낯선 학교에서는 적응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데(Young, 2008),

학교는 이들이 학교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역할

을 수행해야 한다.

분교에 맞는 선생님이 꼭 오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분교

맞춤형 선생님이 계신다면, 엄마들이 바라는. 그리고 그 학교 환경이나 상태

에 맞는 선생님이 계시면 더 좋을텐데. (중략) 저희가 원하는 분교에 맞는

그런 선생님이 와야 하지 않나, 싶어요. 육지하고는 조금 다른 선생님이요.

아마 육지하고는 조금 다른. (이상님 학부모)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이 두 분, 세 분 밖에 안 계실 때, 김철수 선생님이 분

교장으로 계실 때, 젊은 선생님들이 김철수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해야 하나요. 그냥 평범한 선생님이셨다가 여기 와서 김철수 선생님하고 교

감을 하면서 많이 젖어 들어서, 저희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선생님이

되셔서 다른 학교로 가시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중략) 그래서 좀 더 외

부에서 학생이 많이 유입이 되려면 선생님들이 좀 더 보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상님 학부모)

엄마들이 가장 바라는 1위가 선생님이 바뀌어야 한다. 선생님이 바뀌지 않

으면, 사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엄마들이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거든요. 학

교 강당 없어도 운동장에서 뛰어놀면 되고, 비 오는 날은 교실에서 책 읽어

도 되거든요. 시설적인 면에서 당연히 육지보다는 D분교가 많이 부족하죠.

하지만 그 부족한 점 때문에 학교를 못 보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시설적

인 부분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좋은 선생님이거든요. 아이들이 좋은 영향

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선생님. 그런데 사실 시설투자 비용에 비하면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바라는 것은

교사들을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는 환경이 학교에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생

각해요. (이상님 학부모)

제가 학교에 바라는 것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천성적으로

좋아하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바람.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해결 안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이들을 열정적으로 가르치게 되고,



- 100 -

관심도 갖게 되고. (중략) 그러기 위해서는 열정적인 선생님이 꼭 필요할

것 같고. 중심적인 역할을 할 선생님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중심 역할을

할 선생님이 계시고, 학교만의 특성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고, 거기에

학부모도 참여시키고. 진짜 학교에 가고 싶어서, 함께 참여하고 싶은 학부모

들과 함께 하면, 진짜 꿈의 학교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유진상 학부모)

다. 복지기관

학부모는 자녀의 입장에서 뿐 아니라 학부모 자신의 입장에서도 학교

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를 제시하고 있다. 학부모는 부모라는

역할을 제외하고도, 사회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제적으

로는 경제활동을 하는 경제인이며, 사회적으로는 동창회나 봉사집단 등

다양한 조직에 속해 있는 사회인이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끊임없는 자아

실현을 통해 인생의 목표에 도전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즉, 학부모는 자

신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자녀 양육과 교육에만 쏟아 부을 수 없는 입장

이다. 학부모 자신의 삶에도 충실해야 하며, 때로는 개인의 행복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부모는 학교가 복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인식한다. 표준국어 대사전에 의하면 ‘복지’란 행복한 삶, 행복하

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또한 ‘복지시설’은 국민이 사회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을 의미하는데, 학교는 향후 학생을

위한 교육기관의 역할과 더불어 학부모를 위한 복지기관의 역할을 수행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학교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 중 하나로 교육복지의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교육복지란 용어가 처음 사용 될 때 만 하더라도

교육복지는 교육소외 현상을 해소하려는 노력, 또는 교육소외 현상이 해

소된 상태를 의미하였다(김인희, 2006). 사회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

택복지에 더 초점을 맞추었으며, 그 대상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 대상

자, 탈북자 등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교육과 관련해 누구나 받아야 할

혜택인 보편복지의 확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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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초등 돌봄 교실, 무상급식, 고등학교 무상교육, 수익자부담 교육

경비 지원 등이 있다(하봉운, 2014).

1) 돌봄 교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스스로 자신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는 점

에서 돌봄 교실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보통 초등학교는 2시 정도면 수업

이 종료되는데, 오후 2시는 학부모들이 한창 직장생활을 하거나 개인적

인 시간을 보내고 있을 시간이다. 그렇다고 따로 인력을 고용해 자녀를

돌보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친다. 이와 관련하여 학부모들은 최

소한 자신들의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시간만이라도, 학교에서 방과

후에 학생들을 돌봐줄 시스템이 갖춰지길 원하고 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분교라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인데요,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돌봄 교실이 있거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분교라서

돌봄 교실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퇴근 때까지 기다려

야 하는 몇몇 아이들이 학교에 남아서 눈치 아닌 눈치를 보는 경우도 있고

요. 그래서 제가 건의도 해봤거든요. 돌봄 교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중

략) 제가 학교에 간식이나 이런 것도 엄마들이 품앗이를 하던지 어떻게 방

법을 마련해 볼 수 있지 않겠냐고 교감선생님께 건의를 드렸었는데, 저희

학교는 분교라서 지원 자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임의로 뭔가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시에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 때문에, 허가가 안 되더라고

요. 저는 도서관을 이용할 수도 있고, 학교의 다른 시설을 이용하여 방과 후

에 아이들을 돌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학교에서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겠죠.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있으니까. 돌봄 교실 같은

경우에는 봐주시는 선생님들이 딱 있으니까 걱정이 없지만요. (이상님 학부모)

학교에 있으면 엄청 좋죠. 마음이 놓이죠. 놀다가 집에 알아서 들어오니까.

걱정도 많이 안 되고. 학원이나 다른 어느 곳을 가는 것보다. 다른 어떤 기

관보다 학교에 있는 것이 훨씬 마음이 놓이죠. 그렇다고 학교에서 마냥 노

는 것은 아니니까. 선생님들이 할 역할은 다 하고 교육은 충분하게 시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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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유진상 학부모)

2) 무상 급식

D분교가 속해 있는 ○○도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도 내의 모든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무상급식은 소외 없고 차별 없는 보편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추진되

고 있으며,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복지 향상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D분교의 학부모들은 학교가 수행해야 할 역할로 복지기관의 역

할을 들면서, 그 구체적인 실행 요인 중 하나로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

고 있다.

무상급식을 지원하게 되면 누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구분도 안 되고. 우리

때는 잘 사는 애들은 좋은 도시락 싸 오고, 못 사는 애들은 도시락을 못 싸

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똑같은 것을 먹는 것 아닙니까.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거죠. (유진상 학부모)

여기 시골 같은 경우에는, 육지에서 하기 이전부터 하고 있었다고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질이 떨어진다면 돈을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제

도적인 측면이나 이론적으로는 저도 무상급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

요. 저희 더럭분교가 현재 71명인가 그런데, 그 중에는 분명히, 아무리 대도

시의 다른 학교라 하더라도, 그 중에는 분명히 아버지가 실직하셨을 수도

있고. 급식비를 내는 것이 가혹할 수 있는 가정들이 있을 거에요. 그런 측면

에서는 무상급식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한

편으로는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면서 급식의 질이 떨어진 것은 걱정이 됩니

다. 그래서 차라리 세금을 좀 더 걷어서, 무상급식은 하되, 질이 좀 더 높아

졌으면 좋겠다. 아이들 점심 먹는 시간이 좀 더 즐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 있죠. (이상님 학부모)

3) 수익자부담 교육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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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교육복지 정책 방향에 맞추어 중앙정부 단위에서 실행되고 있

는 정책 중 하나는 수익자부담 교육경비 지원이다. 저소득층이나 상대빈

곤층의 비중 증가와 교육비 부담 증대에 따라, 공교육비 성격이 강한 수

익자부담 교육경비(체험학습비, 특기적성교육비, 졸업앨범비, 수학여행비

등)를 학교 단위에서 발굴된 저소득층 자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각 학

교에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하봉운, 2014). 학부모 입장에서는, 복지

기관으로서의 학교역할 중 하나로 수익자부담 교육경비 지원을 꼽고 있

었다.

여기는 그래도 시골지역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은 잘 되 있는 것

같아요. 학교 지역이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시골 아이들이라고 해서 학생

전체가 수학여행비를 지원받는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죠. (이상님 학부모)

3. 지역사회의 인식

지역사회의 입장에서는 학교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로 정신적 지주, 지

역 살리기를 위한 필수 조건을 제시한다.

가. 지역사회의 정신적 지주

지역사회 주민의 경우 학교가 지역사회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수행한

다고 인식하였다. 지역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며, 마을이 하나로 통합

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D분교의 경우 학교 행사에 지역주민을

초대하여 함께 즐기는 시간이 많았다. 운동회에서는 지역의 주민들이 함

께 땀을 흘렸고, 학예회 때는 학생들이 준비한 승무북, 연극 등의 공연을

관람하였다. 이 뿐 아니라 1년에 한 번 열리는 마을 단위의 체육대회 또

한 D분교에서 열렸다. D분교는 여러 모로 지역사회 주민들 간의 소통의

장(場)이었고, 화합의 공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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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들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학교입니다. 학교가 있기 때문

에 주민들 간의 대화의 장이 되어 많은 추억을 남기고. 그걸로 인해 서로

불편한 점이 있어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는 곳이 학

교입니다. 학교가 저 다른 마을에 있어서 다른 마을의 학교를 다녔다면, 오

늘의 지역사회, 이 작은 마을 내에서 하나가 될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학교는

단순한 배움의 터를 떠나서, 마을 주민들 간의 공동체적인 그런 장소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승근 이장)

일단 교육기관으로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이것은 현실

적인 문제이니까. 그리고 그나마 기관이 하나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역사

가 있는 만큼 그 정서가 그대로 다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데 가보면 폐

교하고, 배움의 옛터 해서 남겨 놓은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가보면 마을

의 주민들의 마음이 약간 좀 황량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은 없잖

아요. 학교가 있음으로 해서 심적으로 든든한 것도 있고, 마을 사람들의 소

통이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마을 체육대회도 학교에 가서 하

고. 그러니까 저걸 없애버리면. 당혹스럽죠. (강현민 지역주민)

이 경우, 학교가 정신적으로도 특정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제시했던 학교의 역할은 대부분 학교라는 물리적 실

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행할 수 있었던 역할이었다. 학교의 공간이나

시설을 활용한다던가, 혹은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 물질적인 지원 등 가

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하지만 지역사회 주민의 입장은 달랐다. 학교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과

관련해 물질적이고 가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정신적으로 취

할 수 있는 안정을 더욱 기대하였다. 학교에는 마을의 역사와 전통이 녹

아있다. 마을이 존재하는 한 학교도 함께 존재했고, 지역사회의 흥망성쇠

(興亡盛衰)를 함께 겪어왔다. 역사가 깃든 만큼 학교에 남겨진 정서에서

지역사회 주민은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다.

D분교는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지역사회

주민들은 D분교의 존재를 바탕으로 지역의 전통을 이어간다고 생각했으



- 105 -

며, 선 세대와 후 세대 간의 연대감을 조성하고 있었다.

나. 지역 살리기를 위한 필수 조건

지역사회의 입장에서는 D분교가 지역 살리기의 밑바탕으로 작용하는

필수적인 요소이자 조건이다. D분교가 위치한 ○○리 마을은 산업화·도

시화의 진행으로 인해 계속해서 인구가 유출됐으며, 지역주민의 수가 꾸

준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그나마 최근에는 ○○도 내에서 교통이

좋고 살기 좋은 곳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외부로부터의 전입인구가 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살리기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D분교의 존재는 외부 인구 유입에 있어서 필수적

인 조건이다. 지역 살리기를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

는 인구가 유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자녀교육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지역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리 마을은 외부

로부터의 인구유입을 위해 여러 가지 제반 조건을 마련하였다. Y연립 주

택 건립, 상·하수도 및 가로등 설치, 도로 재정비 등이 그 노력의 증거이

다. 하지만 아무리 생활하기 편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안심하

고 자녀를 교육시킬만한 기관이 없다면, 삶의 정착지로 ○○리 지역을

선택하기에는 망설여지는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교가 없어지면 시골로 귀향하고 싶은 사람들이 시골 지역에서 정착하고

싶어도 자녀교육 문제로 시골로의 전입을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직

까지는 우리 정서상 초등학교는 걸어서 다니는 곳입니다. 각 마을마다 초등

학교가 다 있잖아요. 중·고등학교는 학생들이 보통 버스를 타던, 대중교통이

나 자가용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사리적인 판단이 되지만 초등학생은 그렇

지가 않습니다. 마을에 초등학교가 있어야 젊은 사람들도 안심하고 올 수

있겠죠. (이승근 이장)

○○리 지역주민은 D분교가 지역 살리기를 위한 필수적 요소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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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D분교가 폐교된다면 앞으로의 인구

유입에 있어서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로 전입하는 인구

는 비슷한 조건에서 학교가 있는 다른 지역을 정착지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의 존재 여부는 유입인구가 장기적인 정착지역을 선택하

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리 마을 입장에서는 지역 살리기

를 위해서라도 D분교가 반드시 필요했으며, D분교의 존재 자체가 지역

살리기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었다.

학교가 유입인구를 상주하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 우리 마을은 집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학생 수가 가장 큰 요인입

니다. 임대료가 굉장히 싸고요. 집을 지은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은

목적에 맞게 학생 수가 늘어나게 됐고, 마을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고. 특히

젊은 사람들. 그만큼 우리 마을은 활성화되었다고 봅니다. 최근 우리 마을은

진짜 마을이 활성화 된 것을 느껴요. 학교에 애들이 갈 때, 학교가 끝날 때

보면 굉장히 마을이 활기차거든요. (강현민 지역주민)

4. 학생의 인식

학생들은 학교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공부하는

곳, 놀이터, 생활의 중심 등을 들고 있다. 학생의 경우, 아직 초등학생이

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학교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그 인식을

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학생들은 학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학교가 무엇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가. 함께 공부하는 곳

학생들은 무엇보다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면담에

참여했던 네 명의 학생 모두 학교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묻는 질문에

제일 먼저 공부하는 곳이라는 답을 내놓았다. 즉, 학교가 어떤 일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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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지에 대해, 학생들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가장 기본적이

고 본질적인 역할로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공부하는 곳이란 답변 이외에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친구들과

의 관계를 강조했다. 어쩌면 초등학생에게 학교는 또래집단과의 상호작

용이 거의 유일하게, 그리고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이다. 방과 후

나 주말에 친구들과 어울리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에서는 더 다양한 친

구들과 다채로운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답변이 나왔던 것

으로 분석된다.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에요. 미래에 사회에 잘 나갈 수 있게 준비하는 곳이

요. (김우현 학생)

학교요? 공부하는 곳이요. 그리고 친구들 만나고, 같이 놀 수 있는 곳. 공부

하는 것도 혼자할 땐 재미 없고 그런데, 애들이랑 같이 하면 재밌어요. (양

순호 학생)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죠,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친구들 사귀는 곳.

친구들하고 함께 지내는 곳이요. (이상준 학생)

공부하는 곳. 친구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마음이 성장하는 곳. (김현수 학생)

학생들의 대답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학교가 ‘공부하는 곳’이었다는

점이다. 학교가 교육기관이라는 점에는 누구나 동의를 하지만, 교육의 주

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D분교의 학생들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능동적 주체를 학

생 자신으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교육활동의 중심을 교

사로 인식했다면, 학생들의 대답은 학교가 ‘공부하는 곳’이 아닌 ‘배우는

곳’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학생들은 그동안의 D분교에서의 교육 활동

을 중심으로, 학교는 학생 자신이 능동적으로 무엇인가를 탐구하고 공부

하는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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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혜정(2014)은 MIT 미디어랩에서 실험한 대학생의 교감신경계

관련 연구를 소개하였는데,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집중, 각성,

흥분, 깨어 있음, 긴장 등이 증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 충격

적이게도, 수업시간에는 학생들의 교감신경계가 거의 활동하지 않았다.

거의 불활성의 상태, 뇌가 쉬고 있는 상태였던 것이다. 오히려 숙제를 하

거나 시험을 볼 때, 실험을 할 때 교감신경계가 활발히 활동하였는데, 이

는 학교가 교사 위주의 단편적 지식 전달 교육보다는 학생의 능동적 활

동을 촉진하는 교육을 실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학교교육의 역할변화에 대한 실천적 논의로

Flipped learning이 제시되고 있다(박기범, 2014). 기존에는 학생들이 숙

지해야 할 기본적인 정보를 교실 수업시간에 가르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 중심의 활동은 숙제로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Flipped

learning은 이러한 기존의 교육 체제를 뒤엎는 발상을 전제로 한다. 기본

적인 정보를 숙지하는 활동은 교실에 들어오기 전 숙제로 하고, 교실에

서는 사전에 학습한 지식과 개념을 바탕으로 학습자 중심 활동을 수행하

자는 것이다.

D분교의 학생들은 학교가 능동적으로 공부하고 활동하는 곳이라는 인

식이 강했다. 그리고 이는 D분교의 교육과정이 또래집단 간의 상호작용

을 촉진하고, 이 과정에서의 교육을 실제로 실현하는데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D분교는 전교생이 함께 참여하

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 특징이 있다. 같은 나이 대 친구들과의

상호작용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어리거나 많은 친구들과의 다양한 상호

작용은 또 다른 교육적 효과를 발휘했다.

다 같이 모여서 차 마실 때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차는 월요일 아침

에 전교생이 다 같이 모여서 마셔요. 다 같이 모여서 주말에 뭐 했는지도

얘기하고 하니까. (이상준 학생)

실제로 다도나 승무북 등의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조별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각 조는 1학년부터 6학년 학생까지 다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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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구성되었다. 학생들은 조별 활동을 통해 학생 위주의 능동적인 교육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1학년, 2학년 등의 저학년 학생들은 고학년 학생

들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면서 습득하였고, 상대적으로 다도나 승무북

에 익숙한 5학년 6학년의 고학년 학생들은 동생들에게 활동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고 있었다. 조별 활동 안에서 학생들은 교육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나. 놀이터 : 재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곳

학생들은 D분교에서 느낄 수 있었던 재미와 즐거움에 주목한다. 면담

을 진행했던 4명의 학생 중 2명은 다른 학교에서 전학 온 학생이었는데,

다른 학교에서 느낄 수 없었던 학교에 대한 흥미를 D분교에서 느꼈다고

언급하였다. 학생들은 학교에 흥미롭고 재미있는 즐거움이 가득해야 함

을 얘기하였는데, 이런 의미에서 학교가 놀이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제시할 수 있다.

학교요? 친구들 만나고, 같이 놀 수 있는 곳. 공부하는 것도 혼자 할 땐 재

미없고 그런데, 애들이랑 같이 하면 재밌어요. (양순호 학생)

차 마실 때나, 애들이랑 중간 놀이 시간에 놀거나 할 때 학교가 재밌어요.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학교에서 놀 때도 좋아요. (김현수 학생)

다. 생활의 중심

초등학생에게 있어서 학교에서의 생활은 삶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초등학생이 할 수 있는 경험의 대부분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 또한 대부분 학교 안에서 형성된다. 단

순하게 물리적인 시간만 따져보아도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의 상

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런 점에서 초등학생에게는 학교가 생활의 기본

적 토대이자 중심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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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학생들의 거부감을 4장에서 드러

낸 바 있다. 이는 현재 자신의 삶에 있어서 생활의 토대 혹은 중심이 되

는 학교라는 환경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길 바라는 학생들의 마음을 대변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학교는 학생들의 삶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

지한다고 볼 수 있으며, 학생의 삶에서 생활의 중심 혹은 토대가 될 것

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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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1. 학교역할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연구

이 연구는 학교역할이라는 학교의 본질적 특성과 관련하여 단위학교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이고 실천적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

을 수 있다. 특히 학교역할에 대한 구성원 각각의 인식을 나누어 살펴보

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제시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간

단히 정리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Ⅵ-1> 각 구성원이 폐교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이유, 폐교위기

극복과정에서 도출한 학교역할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구성원
폐교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이유

폐교위기 극복과정에서 도출한

학교역할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교사

교육자로서의 양심 Ÿ 교사 자존심의 상징

교사가 원했던 교육환경

1. 소규모 학교

2. 교사들 간의 활발한 의사소

통 및 실천적 적용 가능

Ÿ 교사의 교육철학 실현의 장(場)

Ÿ 학생들의 놀이터 : 학생들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제공

Ÿ 지역사회에서의 문화·예술의 장(場)

학부모

자녀를 교육시키고 싶은 환경

1.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

2.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놀이터

Ÿ 학교만의 특색 있는 교육프로

그램 개발 및 운영 : 학부모의

교육적 이상 실현의 장(場)

포기할 수 없는 교사 Ÿ 교사 교육기관

삶의 터전으로서의 제반 조건 Ÿ 복지기관

지역

사회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잃는다

는 공허함
Ÿ 지역사회의 정신적 지주

지역 살리기의 일환 Ÿ 지역 살리기를 위한 필수 조건

학생

전교생을 사귈 수 있는 학교, Ÿ 함께 공부하는 곳

재미있는 학교, 가고 싶은 학교 Ÿ 놀이터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거부감 Ÿ 생활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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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역할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은 각각의 입장에서 차이가 있었다.

학교는 그 기원에서부터 ‘교육기관’의 역할을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해 왔

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학교역할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김신일, 2010). 이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에서는 학교가 현

대사회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을 정치적 기능, 경제적 기능, 사회적 기능,

교육적 기능 등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으며, 최근에는 복지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양미경, 2004; 김병성, 2004; 김정원, 2007; 김신일,

2010). 하지만 <표 Ⅵ-1>에서 살펴볼 수 있듯 학교 구성원이 인식하는

학교역할은 기존의 학교역할 논의에 비해 더욱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는 향후 학교역할 논의와 관련하여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겠다.

둘째, 학교 구성원이 인식하는 학교역할은 학교의 역할수행 결과에 대

한 초점을 학교 내부로 맞추고 있다. 기존 학교역할에 대한 논의는 주로

사회 체제 안에서 학교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관심을 기울였

다. 그리고 학교 외부의 기대에 따라 학교역할을 제시하는 것이 보통이

었다. 즉, 학교역할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학교가 특정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그 영향력이 학교 내부의 구성원보다는 외부에 초점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가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면, 국가는 국민을 이념적·정

치적으로 통합하여 국가 운영에 있어 수월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학교의

정치적 역할 수행의 결과는 학교 내부 구성원이 아닌, 학교 외부에 영향

력을 미친다. 이는 학교조직을 사회체제를 구성하는 하나의 수동적 요인

으로 인식하고 학교역할을 제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학교는 사

회체제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인이고, 전체 사회가 무난하게 유지되기 위

해 요구되는 기능을 학교역할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

은 자칫 학교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물론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학교역할

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논의를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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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위해서는 단위학교 구성원을 중심으로 그들이 인식하는 학교역할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겠다.

셋째, 구성원이 제시한 학교역할을 그 결과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

누어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실제적 역할이다. 실제적 역할은 학교가 특

정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학부모가 인식했던 교사 교육으로서의 학교역

할은, D분교의 맞춤형 교사를 길러낸다는 실질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

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인식했던 지역 살리기를 위한 필수조건으로서의

학교역할은 지역 사회의 인구증가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상징적 역할이다. 상징적 역할은 학교가 특정 역할을 수행

함에 따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구성원의 정신적 측면과 관련된 결과

를 도출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교사가 인식했던 교사 자존심의 상징

으로서의 학교역할은, 교사가 교육자로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도

왔고, 교사의 정신적 안정감을 확보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인식했던 지역사회의 정신적 지주로서의 학교역할은 지역

사회 내에서 정신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왔고, 나아가 마을통

합의 구심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상징적 결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학교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 뿐 아니라, 구성원의 정신적 측면에

서의 기대까지도 충족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간과 장소에 관한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Yi-Fu

Tuan(2001)은 공간과 장소에 대한 개념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공간은 움직임, 개방, 자유, 위협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장소는

운동 속에서의 정지, 개인들이 부여하는 가치의 안식처, 안전과 애정을

느끼는 고요한 중심으로 표현하였다. 즉, 낯선 공간은 특정 존재와의 상

호작용 속에서 감정적이고 경험적인 가치들이 부여되고, 그 결과 미지의

공간에서 친밀한 장소로 전환될 수 있다. 이명수(2012)의 연구에서는 공

간은 스스로 어떤 현실성을 갖지 않으며, 단지 물체들의 상대적 위치를

확정하는 질서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제시한다. 이에 반해 장소는 인간을

위해 존재하며, 인간의 경험을 반영한 환경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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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곳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석환·황기원(1997)은 장소성(placeness)의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장소성이란 한 장소가 인간의 실용적 국면, 개인의

자각적 국면, 그리고 실존적 국면에 부여하면서 진솔성을 확보하고, 장소

정체성과 장소 애착을 유발하여 진솔한 장소감과 장소 정신이 형성된 특

질로 설명된다.

학교의 내부 구성원은 학교라는 공간과의 직접적 상호작용, 감정적이

고 가치 있는 경험들을 통해 장소로서의 학교를 인식하게 된다. 이런 의

미에서 위에서 제시했던 학교의 상징적 역할은 ‘공간’이 아닌 ‘장소’로서

의 학교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의 구성원은 각자의 입장에서

다른 가치를 학교에 부여하였으며, 학교가 그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정

신적 안정을 얻을 수 있었다. D분교의 구성원은 D분교와의 관계에 있어

서 장소 정체성과 장소 애착을 형성하였고, ‘장소’로 인식되지 않은 다른

학교와의 관계에서는 상징적 역할을 수행하는 학교를 기대할 수 없을 것

이다.

2. 학교조직 특성 연구에 관한 새로운 접근

학교조직 특성 연구에 있어서 단위학교를 대상으로 한 실천적이고 실

제적인 연구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진동섭 외, 2005; 오영

재, 2006). 하지만 그 구체적인 방안이나 실천적 사례에 대한 연구가 부

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 연구는 학교조직이 직면한 폐교라는 ‘위기’

를 통해 학교조직의 특성을 드러내고자 하였고, 이는 향후 학교조직 연

구에 있어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초등학교 D분교는 2009년 ‘폐교’라는 위기 상황을 맞았다. 그리고 구

성원들의 노력 끝에 2012년 ‘폐교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D분교가 겪

었던 ‘폐교’라는 위기는 학교의 본질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Coombs(1996)에 의하면 위기관리는 크게 ①

사전 단계, ② 위기 발생, ③ 사후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모든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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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또한 이주호 외(2013)의 연구에

서는 조직의 위기극복 과정이 조직의 구조적·형태적 변화를 가져오고,

그 결과로 구성원의 조직몰입도가 높아짐을 밝히고 있다. 즉, ‘폐교’라는

위기는 구성원으로 하여금 D분교의 본질적 특성을 인식하게 하는 결정

적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기 관련 논의는 학교조직 특성 연구에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한다. 위기극복 과정에서의 조직 특성 연구는 조직의 본질적

특성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단위학교를 대상

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구체적이고 실천적 논의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서는 ‘폐교위기’ 뿐 아니라 학교가 겪을 수 있는 크고 작은 위기와 관련

된 좀 더 세분화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향후 학교조직 특성 연

구에 있어서 학교가 처한 ‘위기’ 관련 논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이는 학교조직 특성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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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요약 및 결론

1. 요약

이 연구는 폐교위기 극복과정에서 학교의 구성원들이 폐교위기를 막고

자 했던 이유는 무엇이며, 거기서 도출할 수 있는 학교역할에 대한 구성

원의 인식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D분교가 겪었던 ‘폐교’라

는 위기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학교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자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위기란 주로 새롭고 익숙하지 못한 사건에 직면하는 것을 의미한다.

Caplan(1964)에 의하면 위기는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 아니며, 문제 해결

방법을 찾으려는 동기가 높아져 오히려 성장발달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주호 외(2013)의 연구에서는 위기극복 과정에서 조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위기극복 과정과 이 과정에서 나타

난 위기 해법에 대한 인식은 조직의 구조적·행태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

었으며,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조직에 대한 구성원들의 몰입도가 높아졌

던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D분교의 사례는 학교역할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을

살펴보기에 적합한 사례라고 판단되었다. D분교가 처음 폐교위기를 맞았

던 2009년 이후, D분교의 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 학생은

폐교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였다. 그 결과 D

분교는 2012년 폐교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학교의 구

성원들은 D분교가 어떤 존재인지 자문할 수 있었다. 즉, 학교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은 구성원 자신에게 학교가 어떤 의미인지, 학교로

인해 내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왔

고, 이를 통해 각 구성원이 기대하는 학교 역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 학교라는 동일한 존재에 대해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기대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성원마다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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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교사는 학교가 수행해야 할 역할로 ① 교사 자존심의 상징, ②

교사의 교육철학 실현의 장(場), ③ 놀이터, ④ 지역사회에서의 문화·예

술의 장(場)을 제시하고 있다. 교사의 경우, 학교 역할에 대한 인식을 교

사의 입장, 학생의 입장, 지역사회의 입장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는 특징

이 있다. ① 교사 자존심의 상징, ② 교사의 교육철학 실현의 장(場)은

교사 입장에서 기대하는 학교역할이고, ③ 놀이터는 학생의 입장에서 학

교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 ④ 지역사회에서의 문화·예술의 장(場)은 지역

사회와 관련된 학교역할이다. 아무래도 학교와 가장 깊게 관련되어 있고,

학교가 맺고 있는 내·외부적 관계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총체

적인 관점에서 학교역할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학부모는 학교가 수행해야 할 역할로 ① 학교만의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② 교사 교육기관, ③ 복지기관으로서의 역

할을 기대하였다. 학부모는 학교에 기대하는 역할을 자녀의 입장과 학부

모 자신의 입장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① 학교만의 특색 있는 교육프

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② 교사 교육기관은 자녀의 입장에서 좋은 교육과

관련하여 학교에 기대하는 역할이고, ③ 복지기관으로서의 역할은 학부

모 자신의 입장에서 학교에 기대하는 역할이었다.

지역사회의 입장에서는 학교가 ① 지역사회의 정신적 지주, ② 지역

살리기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하였다. ① 지역

사회의 정신적 지주 역할은 D분교의 역사성에서 기인한다. 1946년 처음

설립된 이후, D분교는 약 70여 년 동안 ○○리 마을의 역사를 지켜왔다.

학교는 마을 안에서의 화합과 통합의 중심에 있었으며, 이 지역을 상징

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존재였다. ② 지역 살리기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서의 역할은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학교는 지역 살리기를 위

해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유입인구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지역사

회는 여러 가지 제반 조건들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자녀교육을 위한

학교의 존재 또한 제반 조건 중 하나이고, 지역 살리기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은 학교가 수행해야 할 역할로 ① 함께 공부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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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놀이터 ③ 생활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학생의 경우, 아

직 초등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학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보다는 학교를 어떤 곳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낫다

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학생들은 학교를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곳,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놀이터 같은 공간, 내 생활의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학교가 수행해야 할 역할변화 방향에 있어서 학교 내부 구성원

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학교역할에

대한 논의는 주로 사회 체제 안에서 학교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지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의 요구에 따라 현대 사회에

서 학교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정치적 기능, 경제적 기능, 사회적 기

능, 교육적 기능으로(양미경, 2004)으로 나누어 제시한 바 있는데, 학교

구성원의 인식을 바탕으로 학교역할을 도출했던 본 연구의 결과와는 차

이가 있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학교역할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단위 학

교 중심의 학교역할 연구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둘째, 학교역할에 대한 각 구성원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연구결과, 학교의 구성원은 각자 다른 학교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다.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학교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다르게 보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몇

가지 교육정책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교사, 학부모의 학교역할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업무전담팀 운

영’은 교사의 학교역할 인식과 관련된 정책이며, ‘무상급식’이나 ‘돌봄학

교 운영’ 등은 학부모가 인식하는 복지기관으로서의 학교역할과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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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역할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과 관련하여 실제적

결과와 관련된 학교역할이 주로 교육정책으로 실현되었다. 위에서 언급

했던 것처럼, 학교역할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은 그 결과가 눈에 보이고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실제적 역할,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구성원

의 정신적 측면과 관련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상징적 역할로 나눌 수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육정책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학교

역할과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다. 상징적 결과를 낼 수 있는 교육정책은

구성원의 정신적 안정을 돕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에 대한 구성원의

신뢰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제적 결

과를 낼 수 있는 학교역할과 상징적 결과를 낼 수 있는 학교역할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두 측면을 적절하게 고려한 교육

정책이 실현될 필요가 있다.

셋째, 순환근무제에 의한 일괄적이고 임의적인 교사 이동 시스템을 보

완할 필요가 있다. 김철수 교사는 D분교에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

다. 이에 D분교의 폐교위기 극복을 위해 누구보다 애썼으며, 그 과정에

서 지역사회 주민, 학부모, 학생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의 역할을 했다.

하지만 D분교가 폐교위기 극복을 위해 한창 박차를 가해야 할 2010년,

김철수 교사는 순환근무제에 의해 학교를 떠나야 했고, 결국 이듬해인

2011년 다시 D분교로 복귀할 수 있었다. 폐교위기 극복을 위해 김철수

교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학부모와 지역사회 주민들의 요청에 대

한 시교육청의 배려 덕분이었다. 이렇게 특정 학교에서 교사의 역량 발

휘가 잘 나타나는 경우, 순환근무제 의한 일괄적이고 임의적인 교사 이

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

사가 안정적으로 자신의 교육철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초빙교사제 등의

보완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꾸준히 개발·적용하고, 교육수요

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1995

년 발표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에서 개별 학교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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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교운영이 처음 언급된 이후, 단위학교만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보장

하는 단위학교 책임경영제가 등장하였다(안병환·성현주, 2004). 이는 학

교만의 특색 있는 교육을 학교 단위로 계획하고, 이를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교육체제에서는,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나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교육 환경을 선택할 권리는 없다. 교육수요자들은 자신들이 몸담

고 있는 학교에서 어떤 특색 있는 교육을 추구하더라도, 학교의 교육철

학에 일방적으로 맞추어야 하는 현실이다.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육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이와 동

시에 교육수요자로 하여금 다양한 특색 있는 학교들 중 자신이 원하는

교육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한계점을 통해 후속 연구에 대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급 차원에서 다양한 학교 급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야 한다. 이 연구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구성원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초등학교의 특성상’이라는 말이 자주 언급되었는데, 그만큼 학

교역할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이 ‘초등학교’라는 특수한 상황에 국한되었

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초등학교 뿐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

교, 대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역할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을 살펴볼 필요

가 있다.

둘째, 학교가 위치한 지역 차원에서, 시골지역 뿐 아니라 대도시, 중·소

도시에 위치한 학교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학교역할에 대

한 구성원의 기대는 학교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

다. D분교의 경우, 시골지역에 위치한 만큼 학교의 교육적 기능과 더불

어 인성교육, 다양한 체험활동과 관련된 학교역할이 더 부각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시골지역의 학교 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학교를 대상으

로, 학교역할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을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하여, 각 지역별 구성원의 요구가 반영된

맞춤형 학교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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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quire the member’s view on the

role of schools. For this purpose, case studies for schools that

experienced the crisis of school closing were examined. The reason

for choosing D branch school are as follows:

Firstly, study on unit schools were preferred. Study on unit schools

can extract distinct characteristic of Korea’s innate school

organizations, and expand the understanding of the school

organization on current bases rather than a it becoming a past

discussion.

Secondly, the risk of school closing down can act as a crucial point

when revealing the true nature of the school organization. Crisis

means confronting a new, unfamiliar incident (Lee, 2013). According

to Caplan(1964) a crisis is not always negative, but can become a

chance for growth while searching for solutions to the problem. The

crisis of school closing down enables the members of the school to

think about the true meaning of school, asking oneselves the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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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being against the closing, and for the research, a chance to

contemplate the role of school based on each members’s perspective.

Lastly, throughout the time when the school was about to close

down, all the major members of the school including teachers,

parents, the local community, and students proactively participated in

overcoming the risk. All the members opposed to the closing for

different reasons and tried their best in solving the issue. Throughout

the process, the members thoughts on the meaning of a school and

its role were revealed. Thus, it was concluded that this example was

appropriate for understanding the role of schools based on school

member’s perspective.

In order to study school members’ thoughts on the school role,

three research problems were established.

First,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crisis of school closing of A

elementary D branch school and the effort of the school members

throughout the process needs to be understood.

Second, reason for their effort in preventing the school closing had

to be identified. All the school members, teachers, parents, the local

community, and students were opposed to the closing for different

stances and reasons. The different reasons for closing will be looked

into, and will become the bases to extract the understanding of

school members perceptions of the school role.

Third, based on each members’s reason for opposing to the closing,

the understanding of school role of each members were extracted.

As a result, the demand for the school differed among the

members. In other words, teachers, parents, local community, and

students had different opinions on the role of school.

Based on the discussion,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made.

First, the school should listen to the voices of the school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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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change of school role. Up until now, the discussion on school

role was focused on school as a social system. The school role in a

macroscopic aspect is important, but for a more detailed and

pragmatic discussion, the unit school-centered study on school role is

needed.

Secondly, more educational policies must be created to satisfy the

needs of school member’s expectation on school role. As the result of

this study, it was shown that the role of school for each members

were different. In order to satisfy each member’s expectations,

educational policies must be created discussing various viewpoints

and aspects.

Thirdly, there must be a system where schools can constantly

develop and apply distinctive educational courses, and let the

educational beneficiary choose what they need. The current

educational system does not support the right for the educational

beneficiary, which are parents and students, to chose the educational

environment that they want. Schools must guarantee the policy to

carry out their distinctive education, and at the same time provide the

chance for educational beneficiaries to choose the educational

environment among schools with distinctive education.

keywords : Role of school, Crisis, Crisis of school closing,

School member, Local community

Student Number : 2013-2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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