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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는 ‘지방소멸’의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촌의 초등학교 학령기 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은 매

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미 전국에서 약 4,000개교에 달하는 학교가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되었다. 농촌에서의 폐교는 지역사회의 쇠퇴를 더욱 가

속화 시킨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본 뿐 아니라 국내에

서도 학생 한명을 위해 학교 문을 다시 여는 사례도 나타났다. 본 연구

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초등학교 통폐합이 농촌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첫째, 소

규모 지역에서 폐교가 발생하면 어린 자녀를 동반한 인구 이동이 얼마

나, 어느 기간 동안 나타나는가? 둘째, 소규모 지역에서 폐교 이후에 나

타나는 인구이동은 지역의 출산력과 인구구조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

가? 셋째, 소규모 지역에서 폐교 이후 지역민들이 겪는 사회 경제 심리

적 측면에서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인구이동 및 인구 특성 변화 분석을 위해 강원도에서 폐교가 다수

발생한 정선군과 홍천군, 춘천시의 면들을 선정하였으며, 사례지역 분석

을 위해 폐교 발생 이후 학교가 전부 사라진 춘천시 남면과 초등학교가

하나 남은 춘천시 북산면을 비교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참여관찰을 중심

으로 주민면담과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이동의 분석 결

과, 폐교발생 이후 10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한 인구 전출의 급증과 전입

감소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가 크게 나타난 이후 폐교발생 시, 전

출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를 보이는 한편, 전입의 감소가 더욱 두

드러지게 나타나 순 이동률이 (-)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폐교 이후

2-8년 사이에 더욱 순 이동률의 감소가 컸으며, 14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점차 회복추이를 나타내었다. 이렇게 전출한 인구는 춘천시의 경우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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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 내에서 이동한 반면, 정선군과 홍천군은 60-70%가 자녀를 데리

고 타지로 이주하여 군의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둘째, 폐교 발생 이후 가임여성 인구의 유출은 지역 출산력 감소로

이어져, 전출 증가와 출산력 감소의 상반된 추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이

와 같은 젊은 인구 및 출산력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지역의 인구특성에도

영향을 미쳐, 지역 내 유아 및 학령기 인구와 가임여성 인구 등의 감소

및 고령인구 증가로 이어졌으며, 인구 3,000명 미만의 소규모 지역일수록

그 타격은 더욱 크게 나타났다.

셋째, 1,000여명의 소규모 마을에서 폐교가 된 마을과 학교가 존립한

마을을 비교한 결과, 폐교 이후 약 10년간 학교가 존재하지 않았던 지역

은 학교가 남아있는 지역에 비해 주민활동 및 지역 활기 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북산면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수준이 높고 지

역의 미래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반면, 남면은 노인연령층이 지역민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정부의존적인 성향이 강했으며 자체활동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지역의 소멸을 걱정하는 주민들도 다수 있었다. 이는 북

산면이 강원도 소멸위기 지역 중 2번째라는 소멸위기 지표와는 다소 차

이가 있는 결과이며, 오히려 북산면에 비해 남면의 소멸위기 위험 수준

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학교 통폐합은 농촌의 황폐화를 더욱 초래하고 있었으며

특히 소규모 마을의 소멸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따라서 학교

통폐합을 하는 경우, 단순한 학생 수 기준이 아닌 다양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통폐합 기준으로 학교가 위치한 지역 학생들의 경제력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하며, 학교 간이 아닌 통합학교와 가정 간의 거

리를, 행정구역 단위가 아닌 실질적으로 가까운 곳으로 통합학교를 선정

하여 지역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둘째, 지역특성에 대한

고려를 통해 학교가 지역의 ‘생명 이어가기’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

야 하며, 운영비 효율을 위한 다양한 학교 운영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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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폐교이후의 부지와 시설들은 최대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이

용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 통

폐합은 단순한 교육적 개편 문제가 아닌 농촌 문제로 인식될 필요가 있

으며, 이를 위해 교육 및 도시 계획적 측면의 융 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주요어 : 폐교, 농촌, 지역 커뮤니티, 쇠퇴, 인구이동

◆ 학 번 : 2015-24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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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의 전체 시군구 중 77개 지역은 20-39세 여성인구 비중이

지역 인구 전체의 10%가 채 되지 않는 지방 소멸 지역으로 분류된다(이

상호, 2016). ‘지방 소멸’은 전 일본 총무장관이 발간한 책에서 사용된 단

어로, 지역에서 출생아의 95%를 출산하는 20-39세 여성인구가 줄어들수

록 해당 지역의 소멸 가능성은 커진다는 개념이다. 이를 적용하면 일본

의 기초단체인 시 구 정 촌 중 896개가 2040년에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

고 있으며, 이를 차용하여 국내의 한 신문사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체 읍면동 중 1/3이 넘는 1,383개의 지역이 30년

뒤에 사라질 수 있는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1980년대 산업의 발달과 함께 도시로의 인구집중이 가속화되면서 현

재까지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불균

형이 초래하게 될 위험성을 인식하여 ‘지역 균형 발전 특별법’ 등을 제정

하고 지역 재생 사업을 수행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재 소규모지역의 쇠퇴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소규모 지역의 위기는 학교 통폐합과 그 명맥을 같이 해왔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전출이 급증하면서 소

규모 농촌지역의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정부는 1982년부터 정책적으로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여 2015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3,728개교가 폐교되

어 사라졌다. 또한 2016년도에 교육부가 발표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

화’ 정책에 따르면 통폐합 기준은 과거보다 더욱 상향되었고 하나의 학

교 폐교 시에 최대 110억 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향후 학교

통폐합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교육부 기준을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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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대로 적용하면 전체 학교 중 약 23%인 2,747개교가 통폐합 대상이

되며, 그 중 특별시와 광역시, 세종시를 뺀 나머지 9개 도 지역이 전체의

약 83%를(권오영, 2016), 세부적으로는 도서 벽지 면이 전체의 약 66%를

차지한다.

현재 학교 통폐합의 목적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정상적 효율적인

교육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 있으며, 이는 지역의 황폐화가

폐교를 발생시킨다는 통폐합 불가피성의 논리를 따른다. 하지만 한편에

서는 소규모 지역에서의 폐교가 지역의 황폐화를 오히려 더욱 가속화 시

킨다는 우려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인구가 감소하였기에 학교도

사라진다는 기본적인 논리에 더하여 그 역작용 또한 존재한다고 보는 견

해로서, 소규모 지역에서의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 이상의 가치를 가지

고 지역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폐교는 폐촌(廢村)과 직결되

는 문제라는 것이다(김익현, 1998). 지역 측면에서 해당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에 있는 학생과 부모들은 다시 말하면 그 지역에 유일하게 남은 젊

은 인구가 된다. 이에 따라 학교 통폐합은 이들의 유출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젊은 인구의 유입 또한 저해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며, 실제

우리나라보다 30년 먼저 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해 왔던 일본 내 한 고

령마을에서는 최근에 1명의 학생을 위해 7년 만에 학교 문을 다시 여는

사례도 있었다.

소규모 지역에서의 폐교 발생이 젊은 인구의 유출을 가속화 시켜 장

기적으로 마을 자체의 쇠퇴 위험을 초래한다면 현재 교육부의 통폐합 유

도 정책은 지역 활성화 및 지역 재생 정책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폐교와 지역쇠퇴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

요가 있으나 아직까지 지역적 측면에서 폐교의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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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학교 통폐합은 법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단지 교육부가 고시하는 학생 수 기준에 의해 추진되어지고 있기에 학생 수

가 적은 소규모 지역일수록 학교 통폐합은 더욱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

나 소규모 지역일수록 학교가 지역 커뮤니티에서 가지는 의미는 더욱 크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학교 통폐합이 농촌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첫째, 소규모 지역에서 폐교가 발생하면 어린 자녀를 동반한 인구의 이

동 추이가 얼마나,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나타나는가?

둘째, 소규모 지역에서 폐교 이후에 나타나는 인구이동은 지역의 출산력

과 인구특성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는가?

셋째. 소규모 지역에서 폐교 이후에 지역민들이 겪는 실질적인 사회 경

제 심리적 측면의 어려움이 존재하는가?

폐교 발생이 인구, 사회, 경제적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결국 지역

의 황폐화로 이어지게 된다면 현재 교육부의 통폐합 가속화 정책은 특히 소

규모 농산어촌 지역의 소멸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본

연구는 폐교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여 통폐합 결정 시에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고려한 다각적 측면에서의 학교 통폐합 기준 설정

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출처: 교육부 ‘적정규모학교육성강화및폐교활용활성화 ’ 보도자료(2016.7.5.), 권오영(2016) 내용재구성

<그림 1-1> 2016년 교육부 권고기준에 따른 행정구역별 통폐합 대상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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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과 연구 대상 지역

폐교가 지역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차원적이며 인과 관계를 추

출하기 매우 어렵고 동시방정식이나 도구변수를 적절하게 활용하여야만 폐

교가 해당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력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폐교가 미치

는 연쇄적인 파급효과들을 다루기 매우 어렵다. 더 나아가 폐교로 인한 영향

력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동태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분석

하기 위해서는 시계열적 접근도 필요하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본 연구

에서는 정교한 모델을 구축하여 폐교로 인한 영향력을 인과관계를 통해 분

석하기보다는 폐교의 영향력을 기술적 설명 접근 방법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소규모 지

역에서 폐교가 발생한 이후 실제 인구이동이 더욱 가속되었는지를 분석

한다. 이를 위해 폐교 발생으로 인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상되는 10세 미만의 어린 자녀를 동반한 인구의 전출 및 전입 추이를

보고자하며, 폐교 이후 전출이 더욱 증가하고 전입이 감소한다면 이는

폐교가 지역의 젊은 인구를 유출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해당 지역의 폐교 당시 상황들을 잘 나타내주는 신문

기사를 통해 인구이동이 발생하게 된 배경들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

에 더하여 인구이동의 영향으로 지역 내 출생아 수 및 인구구조에 변화

가 존재했는지에 대한 분석도 수행하고자 하였다.

둘째, 실제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지역에서 학교가 사라진 이후 지역

민들의 인식 및 생활 전반의 변화와 어려움 등을 미시적인 시각에서 분

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폐교 발생으로 인해 학교가 모두 사라진 면과

폐교는 존재했지만 아직 학교가 하나 남아있는 면을 각각 선정하여 주민

심층면담 및 참여관찰의 방법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인구이동자료는 통계청에서 200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제공하는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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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단위의 인구이동 원시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정선군은 카지노 입점 및

태풍 피해 등의 외부요인이 인구 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난 시

기인 2002-03년을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출생아 수 자료는 각 시 군에서

매년마다 제공하는 통계연보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지역별 신문

기사는 지역신문을 중심으로 하였으나 해당지역의 상황을 잘 나타내 주

는 여러 종류의 신문기사를 함께 사용하였다.

4.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사례 대상 지역은 강원도이다. 강원도는 총 665개의 통폐합

학교 중 현재까지 총 446개의 본교 및 분교가 폐교되었으며, 이중 초등학교

가 438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2개이다. 현재 남아있는 강원도 내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부의 새로운 통폐합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강원도의 전체 초

중 고교 중 44.7%인 302개 학교가 통폐합 대상으로 포함된다. 특히 초등학

교의 경우에는 전체의 55%인 214개교가 그 대상이 되며, 그 중 영월군과 화

천군의 경우에는 약 80%가 넘는 초등학교가 통폐합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강원도를 분석대상지로 삼고, 그 중에서도 1982년부터

2016년까지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폐교가 발생한 정선군과 홍천군, 그리

고 폐교가 되어 학교가 전부 사라진 면이 존재하는 춘천시를 인구이동분

석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정선군은 2016년까지 60개의 학교가 폐교

되었으며 홍천군은 51개의 학교가, 춘천시에서는 총 29개의 학교가 폐교

되어 사라졌다.

춘천과 홍천, 정선은 모두 읍·면 단위에서 폐교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에서도 인구규모가 작을수록 학교가 사라진 이후의 영향력이 더욱 크

게 나타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면 지역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실제

정선군의 읍 면별 인구규모 차이는 최대 6배가 넘게 나기에 단순 비교가

어려운 측면이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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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분석을 위한 사례지역은 강원도 춘천시 남면과 북산면을 선정하였

다. 강원도 내에서 통폐합으로 인해 학교가 아예 사라진 읍 면이 있는 곳은

춘천시 남면과 철원군 근북면, 그리고 삼척시 노곡면 밖에 없다. 하지만 근

북면은 비무장지대와 접해있기에 주민이 111명밖에 없다는 점에서 특수한

지역이라 할 수 있으며, 삼척시 노곡면은 2016년에 폐교가 되었기에 장기적

인 영향력을 파악하는데 시간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춘천시 남면을 대상

으로 학교가 사라진 이후 약 10년이 경과하면서 나타난 지역적 변화를 파악

하고자, 폐교 발생이 있었으나 아직 학교가 하나 남아있는 춘천시 북산면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여 주민 심층면담 및 참여관찰 등을 통해 미시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인구이동 분석 대상 지역

(강원도 춘천시, 홍천군, 정선군)

사례분석대상지역

(춘천시 남면, 북산면)

<그림 1-2> 연구 대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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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흐름도

본 연구는 제 1장 서론 부분을 제외하고 크게 5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 2장에서는 지역사회에서 학교가 가지는 의미를 다루는 역사적 배경

들과 이론적 배경들을 살펴보고 현재까지의 학교 통폐합 정책변화 및 관련

선행연구 등의 문헌자료를 고찰한다. 이어 제 3장에서는 전국과 그 중에서도

강원도를 주 대상으로 하여 폐교발생의 현황 및 실태를 시계열적으로 파악

하고 향후 통폐합 대상학교들이 폐교되었을 때의 발생 가능한 여러 문제점

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제 4장은 춘천시와 정선군, 홍천군 내 폐교 발

생 면 지역들을 대상으로 하여, 초등학교가 폐교된 이후 지역 내 젊은 인구

의 이동을 인구이동 추이와 기간, 전입지 등의 여러 측면에서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지역 출산력 변화 및 지역 규모별 장기간의 인구구조

변화를 비교한다. 이어 제 5장에서는 학교의 유·무가 소규모 농촌 커뮤니티

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고자 두 사례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겪는 사회·

경제·심리적인 어려움들을 살펴본다. 구체적 분석 내용으로는 연령층별 인구

변화와 상업 및 부동산 시장 변화, 주민 공동 활동 및 마을 분위기 변화, 주

민 심리변화, 지역 학부모와 학생, 학교의 인식, 노인복지 서비스 및 노인 건

강, 마지막으로 학교와의 연계 측면에서의 농촌 지역 교회의 역할을 보도록

한다. 제 6장에서는 전체적인 연구의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에 대하여 언급한다. 연구의 흐름도는 <그림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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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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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

1. 지역사회에서의 학교의 의미와 역할

1) 해방 이전의 학교의 의미와 역할

우리나라에 세워진 최초의 초등학교는 1886년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선교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과 부산, 인천 등 항구도시에 학

교가 설립된 것을 시작으로 하여(이정록, 1984),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서

당이 아닌 학교가 세워지고 지역민들에게도 학교가 주요한 기관으로 인

식되기 시작한 것은 개방과 근대화의 물결이 시작된 190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근대기 학교 설립은 갑오개혁 이후의 일로 1895년에 갑오개

혁의 일환으로 교육입국조서가 반포됨에 따라 이를 계기로 하여 1905년

까지 사범학교와 소학교 중학교 외국어학교 의학교 상공학교 등의 관립

학교들이 설립되었다. 한편 사립학교는 당시 개화사상의 영향을 받은 인

사들에 의해 세워졌으며 이들 뿐 아니라 일반대중들도 사립학교를 세우

고 유지하기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면서(김민영 김수관, 2010) 사립학

교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사립학교 급증은 교육을 근대적인 경쟁 세계에서 살아남

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생각하게 된 지역민 의식의 변화와 1906년

에 고종이 발표한 흥학조칙 및 대한자강회에 의해 통과된「의무교육조례

대요(義務敎育條例大要)」와 같은 법 제정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

다.「의무교육조례대요」는 전국을 적당한 학구로 나누어 주민들 스스로

구립소학교를 설립하고 모든 경비를 주민이 스스로 부담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립학교의 설립과 운영이 해당 지역사

회에 맡겨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민들의 참여는 시민적 자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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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이 발현되는 계기가 되었다(이기훈, 2008).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사립학교의 급증은 민족 운동적 성격을 띈 계

몽운동의 흐름이 더해지면서 더욱 가속화되게 된다. 1905년에 을사조약

이 체결되면서 일제의 침략이 거세지자 기존의 교육운동이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확대 발전되었고, 이로 인해 1910년 7월경까지 정부에 의해 인

가된 각급 사립학교 수만 2,250개교에 달할 정도로 사립학교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당시 인가되지 않는 학교까지 포함한다면 3,000개교를 넘

었을 것이라 추정된다(김민영 김수관, 2010). 이로써 전국적으로 1906년

이후 각 군청 소재지까지, 1920년 이후에는 최하위 행정계층인 면사무소

소재지까지 학교가 확산되게 되었다(이정록, 1984).

하지만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일제는 당시 보편적인 교육기관이

었던 사립학교를 폐지시키고 권력이 통제되는 보통학교를 설립하기 위

해,「사립학교령(私立學校令)」등을 공포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사립학교

들의 상당수를 폐지시켰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일부는 서당으로 허가를

얻고 ‘강습소’의 형태로 남아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

러한 강습소는 조선인들의 생활권에 기반을 둔 것으로 후에 공립 보통학

교로 승격시키기 위한 물질적 기초가 된다(이기훈, 2008).

일제는 우선적으로 1914년에 인구 및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

인 행정구역 통폐합을 수행하였고, 이렇게 개편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보통학교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당시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인해 317개

군이 220개로, 4,336개 면이 2,522개로, 6만여 개의 동리가 28,000개로 줄

어 들었으며, 이는 기존에 형성된 자치조직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동시에 일제는 개편된 식민지 행정구역을 학교 설치

와 운영의 기준으로 삼았기에 당시 주민들의 생활권과 학교는 양적으로

도, 지리적으로도 맞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일제가 1920년에 제정한「조

선학교비령(朝鮮學敎費令)」과 1928년 9월에 시행한 학구를 정하지 않은

1면 1교(1面 1敎)정책의 결과, 최종적으로 보통학교의 증가는 지역 간 분

열 뿐 아니라 지역민 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 주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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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훈, 2008).

6면 1교의 상황에서 3면 1교 정책이 수행될 때까지만 해도 보통학교

는 보편화된 기관이 아니었기에 자신의 마을에 유치될 수 있는 가능성도

희박했다. 하지만 3.1운동 이후 지역민들의 교육열 표출과 함께 1면 1교

정책이 수행되면서 점차 지역 간 학교 유치 경쟁이 심화되었으며 오히려

교육의 중앙집권적 통제를 위해 총독부에서 학교 설립을 제재하기도 하

였다. 단적인 예로 자신의 면 내에 학교를 유치하고자 군중 500여 명이

경쟁 마을 대표의 집을 포위하고 집단 구타하여 고소하는 사례도 발생하

였으며, 이는 이 시기부터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사회적 자산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기훈, 2007). 학교 설립으로 인한 지역 간

의 분열은 동시에 지역민 간의 통합으로 이어졌다. 일제가 제정한「조선

학교비령(朝鮮學敎費令)」으로 인해 지역사회 전체가 학교설립 및 운영

비용을 나누어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이는 지역사회 내부의 의사소통 활

성화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며, 이로써 개편된 행정구역이 지역민들에

게 자리 잡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이기훈, 2008). 또한 일제 강점

기의 황민화 정책 속에서도 각 마을에 세워진 학교들은 지역민들을 응집

시키는 작용을 하여 지역사회의 센터로서 운동회나 마을 문화행사 및 사

회교육시설 등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강순원, 1994),

새로운 행정구역으로 개편된 이질적인 생활권의 주민들은 학교라는

공동의 목적을 두고 하나로 결속하게 되었으며,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3.1운동을 즈음하여 식민지 관료체제 재편의 시기와 맞물리면서 해당 지

역의 관공리 등 지역엘리트가 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경우가 많았

다(김동환, 2002). 해방 이후, 정부는 의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며 이

를 위해 의무교육 완성 6개년 계획(1954-1959)과 제 1차 및 제 2차 의무

교육시설 확충을 통해 초등교육시설을 보급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국가재정의 한계로 인해 계획의 상당부분은 주민들의 헌신과 노력의 의

지를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정옥주,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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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사회학교의 의미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전후부터 지역민들이 학교에 대한 강한 애착

을 가지고 있었으나 당시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 기관으로서만 인식되는

경향이 강했기에 주민들이 평소에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 우리나라에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연계되어 발전해야 한

다는 인식의 ‘지역사회학교운동’이 시작되게 된 것은 1950년대 이후부터

이다.

‘지역사회학교’는 1930년대 미국의 황폐화 된 농촌을 중심으로 시작

된 지역사회 개량운동으로서 처음 전개되었다. 지역사회학교의 제창자인

올센(E. G. Olsen)은 미국의 학교 교육이 1910년대까지의 교과 중심

(Book-Centered)에서 1920-1930년대의 아이 중심(Child-Centered)교육,

그리고 1940년 이후부터는 삶 중심(Life-Centered) 교육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삶 중심의 교육을 위해서 학교는 지역민에게

교육의 장을 제공해주고 지역사회 활동에 참가하여 지역사회를 개선 및

발전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지역 커뮤니티의 운영과 문

제들을 교육과정의 중심에 두고, 지역사회의 자연적, 사회적 자원을 이용

한 교육을 수행 할 때 교육에 있어서도 활기를 북돋을 수 있다고 주장하

였다(Olsen, 1945). 즉, 그는 ‘학교의 사회화와 사회의 교육화(조용하,

2010)’를 지역사회학교의 목표로 삼았으며, <그림 2-1>의 모습을 이상적

인 학교와 지역의 모습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운동의 근간에는 교육이란 사회의 개념과 태도를 학생에게

가르치고 사회적, 시민적, 경제적 상호 관련 하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

지를 가르치는 과정이라는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있으며, 이는 교

육은 사회적인 현상이고 방법적 사회화이기에 전체 지역사회가 교육기관

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조용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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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식은 교육사회학의 기능론적 관점과 맞닿아 있다. 교육사

회학이란 학교교육과 사회체제 간의 구조적 관계를 탐구하여 전체 사회

안에서 학교교육이 발휘하는 기능을 성찰하는 학문(이해성, 2012)으로,

크게 거시와 미시 교육사회학으로 구분 가능하다. 그 중 거시적 시각을

가지는 교육사회학에 속하는 이론이 기능론적 교육사회학이다. 이는 교

육학 및 교육연구에서 지배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이론으로서 학교가 명

시적 잠재적 기능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학생들을 그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제도에 적응하도록 사회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Feinberg & Soltis, 2012).

다만 기능주의자들은 지역과 학교가 연계하여 이러한 교육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인식하지는 않았으며, 최근 들어 나타난 생태주의 교육사

회학이 이와 유사한 시각을 가진다. 생태주의 교육사회학이란 자연과 사

회, 개인과 각 조직이 유기적인 관계망으로 연결된다고 보는 사회관을

E. G. Olsen(1945)

<그림 2-1> Olsen(1945)의 지역사회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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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있으며, 기존의 거시와 미시적인 교육사회학의 통합적 접근법

을 가진다. 즉 생태계를 이루는 잎과 줄기, 나무, 숲 등이 하나의 생명공

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태주의 교육사회학은 교육질서,

교육 주체들 간의 관계를 하나의 교육생태계로 바라보고 각 교육주체들

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의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이다(안

승대, 2009).

이와 같이 학교 교육이 단순히 개인의 자아실현만을 위한 수단이 아

닌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기능 중 하나를 담당하고 있다는 인식

은 지역사회교육이 가지는 의미와 부합되는 부분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지역사회학교 역시 학교와 가정과 사회 간의

밀접한 유대관계를 통해 개개인의 성장 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성장

과 발전을 도모하여, 학생과 주민이 동시에 주인이 되는 학교를 목표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1953년경부터 이러한 인식과 실천이 강조되기 시작

하였으며 60년대 초반까지 국내의 지역사회학교운동은 교육계 중심으로

시행되어, 향토학교, 온 마을교육, 새마을교육 등의 명칭으로도 불리었다

(김향식 최은수, 2009). 이후 민간주도적인 지역사회학교운동은 1968년도

에 ‘Community Action in A Changing World’ 라는 국제세미나의 개최

를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국제세미나에서 미국의 지역사회학교운동

을 소개하는 ‘To Touch A Child’ 라는 영화가 상영되면서 이를 본 국내

의 교육계와 언론계, 기업가, 민간지도자 등 40명이 감명을 받아 처음 시

작하게 된 것이 국내 최초의 ‘한국지역사회학회 후원회’이었다. 그중 한

명이었던 정주영 회장은 세미나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주성

민, 2010).

“나는 학교나 교육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나라같이 가난
한 나라에서 학교시설이라도 활용하지 않으면 언제 나라가 발전하겠는가. 학교
를 개방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면 내가 단양에 시멘트회사를 짓고 있는데 그
회사시설이라도 주민에게 개방해서 쓰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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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학교운동장을 개방합시다”로 시작한 학교개방운동에 참여한

학교는 1969년에 3개교에서 2000년대에 들어서 1,670여개교로 확대되었

고, 학교가 학교교육 뿐 아니라 평생교육을 담당하게 되면서 방과 후

방학 중 프로그램,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아버지와 노인을 위한 프로

그램, 만남과 공동체를 위한 프로그램, 학교 자원봉사 및 지역문제해결

프로그램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현재 학교와 지역사회가 밀접히 연

계되는 활동들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주성민, 2010). 이로써 학교

는 지역커뮤니티에서 지역민들에게 단순히 심리적인 애착을 넘어 삶의

한 부분이자 이웃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특히 학교는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상호 연계나 중요성에 차이를

보이며, 일반적으로는 지역사회의 규모가 작을수록 학교 하나가 지역에

서 가지는 의미는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두휴(2011)는 사회 문화

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외부와의 교류도 원활하지 않은 면지역이나 도

서지역에서 학교가 가지는 위상이 더 높으며, 지역 주민들이 학교에 대

해 가지는 의존성도 매우 큼을 설명하였다. 이는 규모가 작은 지역일수

록 학교가 지역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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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 통폐합의 시기별 정책 변화

1) 해방 이전 시기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제가 학교 수를 줄이고자 집중적으로 탄압했

던 것은 사립학교였다. 당시 일제는 수업 연한의 축소와 의무교육 미실

시 등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제한하였으며, 1908년 사립학교령,

1911년 사립학교 규칙, 1915년과 1922년의 사립학교령을 통해 사립학교

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김두정, 2000). 그 결과 1910년에

2,085개였던 사립 각종학교는 1920년에 661개교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이기훈, 2010).

국권피탈직전까지 민중들이 세운 사립학교의 수가 3,000개1)에 달할

정도로 대한제국 당시의 대표적 학교교육기관이 사립학교이었으나, 일제

는 사립학교를 민족적 성격을 지닌 기관으로 여겨 탄압하기 시작했다.

일제는 사립학교에 대해 “헛되이 시세에 분개하고 교육과 정치를 혼동하

여 불온위험의 사상을 주입하여 소년 자제의 전도를 그르치고 학교 설립

의 미명하에 재산의 쟁탈, 기부금의 강제를 마음대로 하고 혹은 권세장

1) 사립학교령 공포 전에는 사립학교 설립 시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기에 따

로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나, 황현의 매천야록과 황성신문에 의하면

1910년 전까지 불과 몇 해 사이에 세워진 사립학교 수만 3,000여개에 달한다고

기록됨(정고운, 2009)

연도
보통학교 사립 각종학교

학교 수 재학생 수 학교 수 재학생 수
1910 171 20,194 2,085
1911 306 32,384 1,470 57,532
1914 404 62,019 1,214 59,885
1917 461 75,583 827 43,643
1920 681 107,285 661 51,463

출처: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22년판(이기훈, 2010 자료 재인용)

<표 2-1> 1910년대 보통학교와 사립 각종학교 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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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수단으로 삼는 등의 유폐(流弊)”를 갖고 있다고 보았다(學部, 1909:

임삼조, 2002에서 재인용). 이에 따라 1910년 이후 조선총독부는 사립학

교들을 권력이 통제하는 보통학교체제 속으로 정리 및 재편하고자 하였

으며, 이로 인해 사립학교는 폐지되는 한편 보통학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에 대응하여 각 지역에서 서당이 사립학교화 되어 반일민족교

육의 경향을 보이자 일제는 1918년 ‘서당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여 서당

교육도 탄압하였다(최혜경, 2010). 이러한 체제 속에서 1920-1925년에 시

행되었던 ‘3면 1교’제의 방침이 1928년 9월에 ‘1면 1교’제로 변경되어 보

통학교 수가 증가하면서 초등교육이 점차 보편화되기 시작하였으며, 해

방 이후에는 정부의 의무교육 의지와 국민들의 헌신으로 초등교육시설이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2) 1980 ~ 1999년

우리나라에서 학교 통폐합이 정책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1982

년으로 전두환 정권이 집권하면서부터였다. 박정희 정권 하에서는 농촌

인구의 정치적 융합을 위해 학생이 한명이라도 있으면 도서 벽지 지역이

라도 교사를 파견하여 학교를 유지시켰으나,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점차

농어촌 학교의 유지를 경제적 비효율성의 논리로 보기 시작하였으며(강

순원, 1994) 이렇게 시작 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이유로는 교육적 논

리와 경제적 논리가 함께 작용한다.

교육적 이유로는 복식학급 운영 및 순회교사 배치 등으로 인해 정상

적인 교육과정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곤란하다는 점을 들었으며

소규모 학교에서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이 저해 된다는 점도 통폐합의 교

육적 이유로 보았다. 한편 경제적 이유로는 제한된 자원 속에서 인력 및

교육 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소규

모 학교 통폐합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하지만 통폐합

정책이 추진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해당 정책주체와 기준이 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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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는 점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교육부자료,

2006).

교육부는 1981년 9월 8일에 처음으로 초등학교 본교와 분교장 등의

통폐합 기준을 마련하였다. 본교의 경우에는 동일 면내에 있는 학교로서

학생 수가 180명 미만이고 6학급 이하의 학급편성이면서 통학거리 4km

이내에 인근 학교가 있는 경우에 통폐합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분

교장의 경우에는 학생 수 10명이 기준이 되었다. 그리고 약 10년이 지난

1993년에 교육부는 통폐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불합리한 기준

을 재조정 보완하여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때의 기준은 섬 지역

을 제외한 50명 이하의 초등학교는 단계적으로 전 학교를 통폐합하도록

하고, 51-100명 이하 초등학교는 단계적으로 통폐합 또는 분교장 개편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중학교의 경우에는 학생 수 150명 이하로 기준을

삼고 초-중, 또는 중-고등 병설학교 모델을 추진하였다. 교육부는 이와

같이 통폐합기준을 변화시키는 한편, 각 시도 교육감이 지역 실정에 따

라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으나 동시에 1996년까지 초등 180명 이

하, 중등 150명 이하인 학교를 통폐합 또는 분교장으로 개편하도록 하는

‘시도교육청의 통폐합 및 개편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백영애,

2017). 이 시기 동안 교육부의 학교 통폐합 재정지원은 통학비 지원 정

도로 미미한 실정이었다.

1999년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2,577억 원의 재정편성을 통해 주도

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한 시기이다. 1998년에 정부가 통폐합 정책을 100

대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학생 수 100명을 기준으로 하여 이에 미달되

는 학교를 대상으로 1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971개교를 통폐합시켰다. 그

중 초등학교가 794개교로 대부분의 통폐합은 초등학교에서 발생하였으

며, 본교 폐지 및 통합운영 인센티브로 5억 원을, 분교장 폐지로 2억 원

을, 그리고 분교장 개편으로는 2천만 원을 각 학교에 지급하였다.(교육부

자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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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0 ~ 2009년

2000~05년 동안 다시 시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였

으며, 참여정부 초기에 ‘작고 아름다운 학교 가꾸기’ 사업이 추진되면서

학교 통폐합과는 상반된 성격의 정책이 수행되어 다른 시기에 비해 비교

적 통폐합 실적이 미미한 경향을 보인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2003년 80

개교, 2004년 52개교, 2005년 51개교가 통폐합 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 4월에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학교 통폐합 추진 결

정이 내려지게 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폐합을 재추진하였고, 2006

년 4월에는 국가재원배분회의를 통해 범부처 차원에서 학교 통폐합을 추

진하기로 결정하고 중앙차원의 통폐합추진기획단을 결성하였다. 이에 따

라 기존의 100명 기준에서 우선은 60명 미만 학교도 많은 상태이므로 60

명 이하 학교에 대하여 통폐합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기준을 낮추었다.

대신 본교폐지 통합 운영으로 교당 10억 원, 분교장 폐지는 교당 3억 원,

분교장 개편은 교당 2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여 학교 통폐

합을 장려하였으며, 이 시기에 인센티브 지원은 시설개선이나 학습기자

재, 통학지원 등으로 사용되도록 하였다(교육부자료, 2006).

구분 정책주체 통폐합 기준 통폐합 인센티브

1982-

1998년

-시도교육청

 자체추진

-81년 9월 본교180명, 분교장10명 

-93년 9월 초등 100명 이하

          중등 150명 이하

-97년 8월 영세사학해산특례

시도교육청 통학비 지원 

1999년 -정부주도적추진

-초등 본교100명, 분교장20명

-중등 100명 이하

-통폐합 피크시기(971개교)

-1면 1본교 원칙유지

-정부재정지원(2,577억원)

-본교 폐지 통합운영(5억원)

-분교장폐지(2억원)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06) 

<표 2-2> 1980-1999년 학교 통폐합 정책의 기준 및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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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0년 이후

2010년 이후, 교육부 기준에 따라 다시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통

폐합을 추진하였으며, 각 시도교육감이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통폐합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전환되었다. 이러한 전환은 학생 수를 통폐합의

기준으로 삼는 것에 대한 시도 교육청 및 사회단체들의 문제제기가 영향

을 미쳤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교육부 자료, 2012).

2012년부터는 기존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의 명칭이 ‘초중등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적정규모 학교육성 계획’으로 바뀌게 된다. 또한

2013년부터는 인센티브 지원수준을 향상시켜서 본교 폐지 시에 도시는

60억 원, 기타 지역은 30억 원을 지원하고 분교장 폐지 시에는 10억 원,

분교장으로 개편 시에는 1억 원을 인센티브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이

는 학생 수 60명 이하의 학교로서 학부모의 2/3이상이 동의하거나 60명

이상의 학교 중 통폐합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 하였다(백영

애, 2017).

교육부는 2016년부터 기존의 적정규모 학교육성 기준을 보다 강화하

여, 교육과정 운영 특성 및 지역유형별로 기준을 다르게 반영할 것을 발

표했다. 이에 따르면 면 도서 벽지 지역은 종전 기준인 60명을 그대로

적용하는 한편, 읍 지역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특성을

반영하여 각각 120명 이하, 180명 이하로 기준을 상향시켜 분리 신설하

도록 하였다. 도시지역 역시 교육과정별로 분리하여 그 기준을 초등학교

구분 정책주체 통폐합 기준 통폐합 인센티브

2000-

2005년

-교육부기준제시

-시도교육청

 자율추진

-(초등) 본교 100명, 분교장 20명

-(중등) 100명 이하

-1면 1본교 원칙유지

시도교육청 통학비 지원 

2006-

2009년

-2005년

 국정현안조정회의 

 통폐합추진결정

-정부 주도적 추진

-(초등) 본교 60명, 분교장 20명

-(중등) 60명 이하

- 도시 200명 이하

-1면 1본교 원칙유지

(초등)

본교폐지 10억 원 

분교장폐지 3억 원

(중등)

20억 원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06) 

<표 2-3> 2000-2009년 학교 통폐합 정책의 기준 및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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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명 이하, 중학교 300명 이하로 상향조정하였다. 교육부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급하였던 종전의 것에서 학생 수를 기준

으로 지급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지원액도 상향조정하여 초등학교의 경우

최대 60억 원을, 중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최대 110억 원까지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기준보다 큰 학교 규모임에도 통폐합을 진행한다면 추

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일

부 개정하였다. 이러한 교육부의 인센티브 지원 계획에 따라 2016년 교

육부에서 교부가 확정된 적정규모 학교 육성 인센티브는 3,260억 원이

되며, 이 중 신설대체와 분교장 개편을 제외한 단순 폐교를 대상으로는

총 43개교에 2,440억 원이 교부된다.

교육부는 국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2007

년부터 중단되었던 영세사학 해산특례의 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 신설에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신설 등으로 인한 학교 신설이 필요

한 경우에는 개교 시 까지 주변 통폐합 대상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도록

하는 조건부 승인을 시행하고 있다(교육부 자료, 2016).

구분 정책주체 통폐합 기준 통폐합 인센티브

2010-

2015년

- 교육부 기준제시

-시도교육청 자율추진

읍면 60명 이하

도시 200명 이하

분교장 폐지 10억

(초등)

연간운영비절감액의 4배(2010)

본교폐지20억→기타30억/시지역 60억 변경

(2013)

(중등)

연간운영비절감액의 4배(2010)

20억→100억 변경(2013년)

2016년
-교육부 기준제시

-시도교육청자율추진

면‧도서‧벽지: 60명 이하

읍 : 초등 120명 이하  

    중등 180명 이하

도시: 초등 240명 이하

     중등300명 이하

(초등) 본교폐지

-60명이하:40억

-61-120명:50억

-120명초과:60억

분교장 폐지

-20명이하:20억

-21-40명:30억

-40명초과:40억

(중등) 본교폐지

-60명이하:90억

-61-120명:100억

-120명초과:110억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12,2014,2015)

<표 2-4> 2010-2016년 학교 통폐합 정책의 기준 및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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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고찰

1) 소규모 지역 커뮤니티에서 학교의 의의에 관한 연구

학교가 지역사회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를 소개한 연구로

양병찬(2008)의 연구가 있다. 동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홍동면의 ‘풀무교

육공동체’ 사례를 통해 소규모 지역에서 학교가 지역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풀무 농업고등기술학교는 ‘지역이 학교요, 학교

가 지역이다’라는 이념을 내세우며 1958년에 세워졌으며, 이후 풀무학교

와 지역사회는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 연계 사업을 수행하여 학교에서 시

작하고 가꾸어 지역으로 내보내는 형식을 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유기

농업 운동의 전개와 함께 오리농법을 사용한 친환경 농법 도입을 통해

마을자체가 생태마을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지역 언론인 홍동신문을 발

간하고 지역출판사와 책방을 운영하는 일도 학교가 도맡았다. 이외에도

학교는 어린이집, 여성농업인 센터 등을 진행하면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주요한 기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양

병찬(2008)은 농촌교육은 지역의 공동체를 복원하는 상태를 지향해야 하

며 이를 통해 자생적 공동체를 이루어 농촌의 선 순환적 성장구조를 만

들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학교의 적극적인 지역발전 활동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농촌 지역과 학교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에 농촌을 활성화시

키기 위해서는 학교 살리기가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진 연구

로 정진곤(2005)의 연구가 있다. 동 연구는 경기도청과 교육청간의 상호

연계를 통해 수행된 ‘경기도 교육지원사업’의 성과분석에 대한 연구를 수

행하며, 지역사회와 학교가 상호 유기체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낙후된 농촌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환경 개선이 함께 수행되어

야 함을 설명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폐교와 지역의 위기를 다음과 같은

연쇄적 관계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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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일(2007)은 농어촌지역의 인구가 도시에 비해 분산되어 있기에

해당 지역의 학교는 그들에게 사회 문화적 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뿐 아

니라, 어린이집과 같은 혜택이 거의 미치지 않는 곳에서 학교가 유아교

육 및 탁아기능까지 담당하게 되기에 학교는 지역발전 및 변화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통폐합 시에 비용 절감효과가 존재

할지라도 미국과 영국, 일본의 농어촌 학교들은 이미 경제 합리주의에서

교육효과 우선주의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하

며 우리나라에서도 통폐합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Beaumont & Pianca(2002)는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걸어서 통학이

가능해야 하며, 학교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형성을 통한 지역 구

심점 역할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뿐 아니라, 여러 세대가 학교

를 통해 기억을 공유하여 마을의 역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소규모 지역에서의 학교는 지역발전을 위한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며 지역민들에게는 자부심과 애향심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한 장소가 된다. 이에 따라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를 살리기 위해 교육

담당자와 학부모만이 아니라 지역민들도 함께 나서는 사례들을 종종 찾

출처: 정진곤(2005) p.144

<그림 2-2> 폐교발생과 지역위기의 연쇄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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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볼 수 있다. 이것이 가장 단적으로 드러났던 최초의 사례로 ‘두밀분교’

농촌 운동이 있었다.

강순원(1994)의 연구에 따르면 두밀분교는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소규모 학교로서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공동체가 형성되었으나 1994

년에 전교생이 26명이라는 이유로 폐교 조치를 받았다. 당시는 교육부의

폐교 조치에 크게 반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었기에 대부분의 지역

들에서는 큰 저항 없이 폐교를 받아들였던 반면, 두밀분교에서는 이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먼저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법적으로 폐교조치

유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에서까지 기각되자 이

들은 이웃학교로의 통학을 거부한 채 마을 회관에서 동네 주민들이 아이

들을 가르치는 등 강력하게 저항을 표출하였고 이를 통해 이 사건이 더

욱 알려지게 되었다. 이토록 주민들이 강력하게 저항했던 이유는 학교가

없어지면 젊은 층들이 지역을 빠져나갈 것이며 이는 곧 지역의 존속과

연결되는 문제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외국에

서도 나타나고 있다.

Witten, et al.(2001)은 주민들과 학부모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999년에 폐교된 Surrey Park 학교에 대해 소개하며, 폐교 이후 그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인터뷰를 통해 서술적 방식을 사용하여

연구하였다. 그는 지역에서 폐교의 소문이 들렸을 때 마을을 떠나거나

폐교를 반대하는 두 가지 형태로 주민들의 반응양상이 나타났음을 확인

하였으며, 반대하는 주민들은 두밀분교의 학부모들처럼 통합학교로의 등

교거부를 펼치는 등의 저항적 면모를 보였음을 밝혔다. 또한 폐교 이후

에 학생들의 경제적 수준이 더 높은 학교로 통합되면서 아이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음을 밝히며, 사회적 혼합은 단지 커뮤니티 자체에

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 정부와 지역정책의 사회적 투자의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오영매(2003)는 학교 통폐합 위기에 처했던 제주도 북제주군의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힘을 모아 무상으로 집 빌려주기 운동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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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택 건설, 대중매체의 적극적 활용 등을 통해 학교 살리기 운동을 적

극적으로 추진한 사례를 중점적으로 기술하며, 학교의 역사성과 지역사

회 속에서 학교의 역할 및 의미, 그리고 학교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애착 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조용환(2004) 역시 경기도의 면 지역에서

폐교 위기에 처했던 산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학교를 폐교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례를 ‘교육 공동체’의 형성이라는 관점

에서 연구하였다. 이동현(2014)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주민들의

인식변화를 분석하는 사례연구를 통해 학교 통폐합에 찬성했던 주민들이

실제 학교 통폐합 이후 상당한 상실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지역에 교육

문화적 손실을 가져와 이농을 촉진시키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소규모 지역 내 학교는 지역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주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마을 주민들도 학교가 사라지는

것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임을 알 수 있다.

2) 소규모 지역 커뮤니티에서 학교의 교육적 의미

지역을 살리고 유지시키기 위해 소규모지역에서의 학교 존치는 필요

하다. 하지만 소규모학교를 존치시키는 것에 교육적 효율성이 없다면 이

는 지역을 위해 학생들을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소규모지역에 존재하는 학교에서 오히려 교육 효과가 더 높

아질 수 있다는 여러 주장이 있다.

Johnson, et al.(2002)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학교가 대형화 될수록,

학군이 넓어질수록 성적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작은 학교일수록 학생들 간의 경제적 격차에 따른 성적 차이

가 최대 90%까지 줄어들며 학군이 작을수록 최대 85%까지 줄어든다고

하여 학교 통폐합을 통한 대규모화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침을 밝혔다. 소규모 농촌지역일수록 도시지역에 비해 소득 수준

이 낮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소규모 학교가 농촌지역의 아이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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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인 면에서도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서용선 외 10인(2016)이 발간한 「마을교육공동체란 무엇인가?」에

서는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의 학교와 마을 주민간의 연계가 아이들의 교

육적 효과를 높이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소개된 서종면의 학교

들은 지역의 풍부한 인적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및 진로교육의 실

시로 아이들 각자의 진로의식과 능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교사와 지

역사회가 함께 교육적인 고민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어 도심에서는 가질

수 없는 교육적 장점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Miller(1995)의 연구가 있다. 그는 지역을 위해 학교를 존치시키는 것이

학교의 전통적 기본적 존재이유는 아니라는 점에서 실제 소규모 농촌 지

역의 학교존치가 양자 간에 실질적 혜택을 주는지를 보고자하였다. 이를

위해 1990년부터 NWTEL 농촌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고립되고 활

성화 되지 않은 3개의 농촌지역을 선정하고 학생들과의 교육적 연계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이 지역 주민들 및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페

인트 칠, 건물 디자인과 리모델링 등의 미화 활동 등을 하면서 지역적으

로도 활기를 갖게 되었으며, 학생들도 실질적인 배움과 함께 마을 주민

들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 사회자본이 증가하였음을 밝혔다.

또한 작은 학교 교육연대(2009)가 발간한 「작은학교 행복한 아이

들」에서는 지역의 생태환경을 적극적으로 교육에 활용하여 ‘배워야 할

것을 배우는 학교’들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소개되는 학교들은 소규모

학교에서만이 가질 수 있는 교사 간,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과 자율적인

교육이 다양한 체험학습 뿐 아니라 실제 교과위주의 수업에서도 더 효율

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음을 설명한다. 최성륜(2007)은 학교 교사 및 보

조강사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소규모 학교에서는 경

쟁상대가 충분치 않아서 학업성취도가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나, 과

밀학급의 대규모 학교에 비해 소인수 학급의 소규모 학교에서 교육활동

의 질이 더 높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특히 읍면지역에 거주하면서 원거

리 통학을 해야 하는 학생들의 경우 열등감이나 소외감, 따돌림, 부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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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정서적 불안정문제가 존재한다는 교사들의 견해를 파악하였다.

Coleman(2009)은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개념을 학교와 지역사

회 간의 관계로 설명하였다. 그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일반 공립학교들

과 카톨릭 종교에 기반을 둔 사립학교들, 그리고 일반 사립학교들의 학

생 퇴학율을 비교하였다. 종교 기반 학교의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대부분

같은 종교단체에 속해있기에 서로에 대한 이해도 및 교류수준이 높은 집

단인 반면 그렇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는 학부모들 간의 교류가 거의 일

어나지 않는 집단이었다. 분석 결과 2-3학년에서 카톨릭 학교의 학생 중

도 퇴학율은 3.4%였던 것에 반해 일반 공립학교에서는 14.4%를, 일반

사립학교에서는 11.9%를 기록하였다. Coleman은 일반 공립학교에서 카

톨릭 신자와 그렇지 않은 학생 간의 중퇴율 차이는 크지 않기에, 이와

같은 결과는 단순한 종교적 신념의 문제가 아니며 지역사회와의 밀접한

관계형성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큼을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 일반적

으로 소규모 지역의 소규모 학교일수록 학부모인 지역민들 간의 교류가

많으며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Coleman의 연구결과는 소규

모 지역에서의 학교 존치가 아이들의 교육적 측면을 무시하는 결과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The Washington Post(2000)는 대형 학교에서보다 소규모 학교에서

학생들이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대우받게 되어 자퇴 등의 학생문제가 줄

어들고 교육적 효과도 높아지는 여러 연구와 사례가 존재함을 밝혔으며,

농촌지역 개발과 교육 제도의 연계를 주장한 Hammer(2001)은 ‘장소기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과목들을 통합적으로 인지하게 되는 장점이 있음

을 설명하며 지역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공부가 더 효과적임을 밝히는 사

례를 소개하였다. 또한 동 연구에서는 소규모 지역에서의 인적자본과 사

회자본, 환경과 지역문화의 보존, 그리고 기반시설과 신기술을 위한 투자

등이 학교와 관련하여 존재하게 됨을 설명하였다.

또 다른 측면에서 농촌 소규모 초등학교라는 공간이 교육구성원들에

게 매우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는 최성광 외 2명(2016)의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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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동 연구에서는 농촌 소규모 초등학교 공간이 학생들의 분절된 삶

을 통합시키고 배려와 화합을 조성함으로써 공동체성을 강화시키는 역할

을 하고 있기에 교육 구성원들에게 풍요로운 삶의 터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문화 기술적 연구를 통해 밝혔으며, 이들의 존치를 통해 농촌 소규

모 초등학교가 갖는 교육적 의미를 전반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

장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은 교육을 단순히 지식의 전달 뿐 아니라, 상호

관계성과 자율성을 토대로 큰 자아를 실현하여 생태 지향적 인간성을 추

구하는 데 있다고 해석하는 생태주의 교육사회학적 관점(안승대, 2009)을

기반으로 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소규모 지역에서 학교를 존치하는 것이 지역사회

측면 뿐 아니라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적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3) 학교 통폐합의 장단점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학교 통폐합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연구는 학교운영의 경제적 효율에

초점을 맞춘 교육학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특히 규모의 경제를 학교 운

영비에 적용하여 적정학교규모를 분석한 연구들이 많다. 이러한 적정규

모 수준을 제시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몇 백 명의 학생을 적정규모로 제

시하기 때문에 이는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시키는 주요한 근거가 된다.

공은배 외(1984)는 대도시의 대규모학교와 읍면지역의 소규모 학교

가 모두 교육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인식하였다. 동 연구

에서 제시한 대규모학교의 문제점으로는 교사와 학생 간 친밀감 형성곤

란, 학생 상호간 유대감 결여, 특별활동의 효율적 운영곤란, 학생의 안전

사고 우려, 학교 시설 및 설비관리 곤란, 학습자료 및 교재의 미비, 학생

의 질서와 정서적 곤란 등을 들었으며, 소규모학교의 문제점으로는 교사

의 업무과다와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경쟁의식 희박, 그리고 학교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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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를 들었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학교의 적정학급 및 학생 규모

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학생 학교생활과 학교경영, 교사

의 직무수행, 교육재정 효율성 등 각각의 측면에서 적정학교 규모가 어

느 정도인지를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학급당 학생

수가 40명 이상으로 많아질수록 모든 분석측면에서 교육적 효율이 떨어

지며, 재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읍면지역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최

소 학생 수 500명 이하, 최대 2,000명일 때 교육적 효율이 높아진다고

하여, 대형학교의 조정과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통한 적정규모화를 이

룰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학교운영비를 종속변수로 하여 규모

의 경제에 입각한 회귀분석을 통해 적정학교규모를 분석하고자 한 박선

하(1996)의 연구와 미국의 여러 실증적 연구 사례들을 기반으로 우리나

라의 적정 학생 수를 제안한 허숙(2003)의 연구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1990년대에 국내에서는 소규모 학교의 문제점을 주장하

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하였다. 김용우 외 2인(1992)은 학교 및 학급의

소규모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으나, 농촌학교의 소규모화가 교육효

과 개선을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닌 이농현상에 의해 강요된 현상이기에

교육효과나 교육투자의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경영개선 방안을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소규모

학교에서 나타나는 지역사회의 제반여건 및 학교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력저하와 사회성발달 미흡, 사기저하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폐합을 통한 정상규모 충족이나 필요에 따라서는 학교를 유

지하면서 경영개선방안을 탐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조준래

(1994)도 소규모 학교에서 다양하고 포괄적이며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

영개선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과 학생들이 선의의 경쟁체계를 유

지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학력저하 문제, 또래집단(peer group)의 부족에

따른 사회성 개발 미흡, 문화결핍, 교사의 업무량 과다, 비효율적인 학생

당 단위 교육비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며 적절한 학교 경영 모델이 필



- 30 -

요함을 주장하였다. 이상기(1994) 역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교육수준

을 높여준다고 주장하며, 생활수준 및 학력 향상으로 더 이상 학교가 해

당 지역의 문화센터나 주민선도 기능을 하지 못함에도 단순한 애교심과

애향심만으로 학교 통폐합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졌으며,

1면1교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통폐합이 진행되었을 때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으로 20년 이상 소규모학

교 통폐합이 진행되면서 현재는 1면1교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농산

어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미 전국 20개

가 넘는 면에서 1면1교 원칙이 깨졌다는 것은 통폐합에 대한 새로운 시

각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차수범(2005)은 경상남도 농산어촌 초등학교 자료를 토대로 비용함

수와 복합생산비용함수를 사용하여 적정규모의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통폐합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으며, 회귀

분석 방정식 분석결과 인건비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 1명의 차이는

262,000원의 비용이 차이가 나고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을수록 학생 1인

당 비용이 적게 든다고 밝혔다. 또한 운영비 기준, 학급보다 학교당 배분

액에 차이가 많이 나기에 학교 통폐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

선하고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적정규모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으며, 산출된 적정학교 규모는 1,719-1,863명으로 현재

농어촌 학교의 학생 수에 비하면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반면

Meier(1996)는 소규모 학교를 주장하였으나 300-400명을 가장 적정한 소

규모 학교의 규모로 제시하였다. 그 이유로 선생님들 간의 의사소통 용

이성, 서로 간의 존중 가능성, 관료적 성향의 배제, 안전성, 학부모 참여

성, 책임성, 소속감 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 미국에서 통폐

합을 통해 대규모 학교들을 조성하고 있었기에 소규모 학교가 교육적으

로 효율이 높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 것이지만 Meier의 주장에는

300-400명이 적정한 인원이라는 근거가 부족하며 그가 제시한 이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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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작은 소규모 학교일수록 그 이점들이 크게 발현될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

최준열 강대준(2007)은 외국사례분석과 다양한 국내 연구 자료를 통

해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장단점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장점으

로는 학생 수 증가에 따라 교과활동, 특기적성, 특별활동, 방과 후 활동

등의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점과 학교 만족도 및 경제

적 편익효과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 중 가장 명확하고 분명히 나타나

는 효과는 경제적 편익 효과였으나 동시에 통폐합의 단점으로는 ‘다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고자 하는 비용이 상당히 든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 유사한 시점에서 선행연구 및 교육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설문

결과를 통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이점과 부정적인 측면을 설명하고,

통폐합 정책의 공과를 파악하고자 한 이혜영(2010)의 연구가 있다. 설문

결과 초등학교 학부모와 학생은 통폐합 된 이후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

도가 80%로 상당히 높았으나 중학교의 경우에는 만족도가 다소 낮음을

밝혔다. 또한 통폐합 이후 경제적 효율성도 다소 향상되었다고 보았으며

학교 통폐합 결정 시에는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파악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필요성의 가장 주요한 이유로

경제적 운영의 효율성을 들었으며, 이 외에 학생들의 또래문화 충족을

통한 사회성 발달, 복식수업의 정상화 및 원활한 예체능 수업 등을 통해

교육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기반

으로 교육부에서 2012년도에 학교 통폐합의 명칭을 ‘적정규모’ 학교육성

으로 변경하였으리라 예상되며, 현재 교육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주

요한 이유도 이와 동일하다.

최근 수행된 연구들에서는 학교통폐합으로 인한 여러 성과들과 더불

어 지역 황폐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폐교

결정은 교육적 문제 뿐 아니라 지역적 특성 등 다양한 측면이 고려되어

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 학교 통폐합이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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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크게 나타날 것임을 우려하는 주장들이 있다.

김익현(1998)은 지역 내 위치에 따라 통폐합 이후 학구 변화에 차이

가 존재함을 밝히며 마을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학교의 폐교는 단순

한 교육기능의 상실 뿐 아니라 폐촌(廢村)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통

폐합 학교의 선정에 있어서 지역실정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

다. 정옥주(1994)는 지역의 자연조건과 사회 경제적 조건, 정책방침 등에

따라 폐교수와 폐교 규모에 차이가 난다는 연구결과를 밝히며, 통폐합은

학구와 학구의 통폐합으로서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이나 지역적 귀속감을

갖는 일상의 접촉범위를 크게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과 함께 이를 농

촌공간구조의 재편성의 측면과 연계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교

통폐합은 직접적으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간접적으로는 주민 모두에게

생활패턴의 변화와 적응을 가져오게 되며 이들이 여기에 적응하지 못한

다면 이는 실패한 정책이 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Lyson(2005)은 교육부에서는 통폐합의 경제적 효율성을 주장하지만

정작 마을은 그 경제적 이익만큼의 주민을 잃게 된다고 보았으며,

Jimerson(2006)은 학교가 지역과 주민들에게 가치가 있음에도 단지 학생

등록 수의 감소만으로 학교를 폐교시킨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소

규모 학교가 인구와 경제적 손실에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삼철은 2012년 연구에서 학교 통폐합은 생태-사회학적 관점에서

농어촌 사회를 보존하고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함을 주장하며,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교 통폐합 영향평가

제를 도입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어 2014년과 2015년 연구에서

는 현재 존재하는 학교 폐교 절차를 참여적 의사결정 모형과 교육영향평

가 기반형 의사결정 모형으로 분류하고, 호주와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영향평가 사례를 통해 한국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교육영향평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Finnigan & Lavner(2012)의 연구에서는

공동체 구성원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의 통폐합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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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미국 내 한 학구의 사례를 분석하였

다. 통폐합 대상 학교를 결정하기 위해 학교시설위원회와 학교 공동체위

원회라는 2개의 위원회를 조직하여 통폐합 기준 표를 제작 평가하는 과

정을 거쳤지만, 최종 결정단계에서는 가장 정치적인 영향력이 적었던 학

교가 통폐합 대상이 되었다는 결론을 통해, 학교 통폐합 결정과정에 있

어서 합리적 기준 뿐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공동체의 참여도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이와 같이 폐교가 정치적 압박이 작용된 결과라고 본 연구

로 LaRosa(2013)의 연구도 있다. 그는 1959년부터 1969년의 10년 동안의

지역신문기사와 오랜 기간 마을에 거주한 주민 인터뷰를 통해 지역 커뮤

니티의 정체성으로서의 학교의 역할을 파악하고 학교 통폐합이 발생하면

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그는 종종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압박이 지역 기반의 학교에 대한 이해를 우선하였

다고 결론 내렸다.

4) 학교 통폐합이 소규모지역 커뮤니티에 미치는 실증연구

학교 통폐합이 지역에 초래하는 영향력에 대한 실증연구는 많지 않

으며,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활발히 진행되었다. Petkovich &

Ching(1977)은 소규모 학교의 학생들은 그 안에서 사회성을 기를 수 있

는 장점이 있을 뿐 아니라 학교의 통폐합이 공동체 활동이나 상업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으며, 지역은 거주 매력을 잃게 된다

고 우려하였다. Sell, Leistritz & Thompson(1996)은 폐교된 지역들과 통

합이 이루어진 지역들을 비교대상으로 하여 소매상업의 판매액과 상업

수, 주민들의 커뮤니티 참여와 삶의 질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두 유형의 지역 모두에서 소매 상업이 감소하였으나 폐교발생 지

역의 주민들은 이를 폐교의 영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강했으며, 이

지역들의 공동체 활동이나 삶의 질 수준도 학생들이 편입된 학교가 위치

한 지역보다 낮았음을 밝혔다. Lyson(2002)은 뉴욕을 대상으로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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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학교가 있는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집값이 더 높고

기반시설의 발달이 우수하며 경제활동인구가 많을 뿐 아니라 소득불평등

이나 복지 의존도가 낮음을 밝혔다. 또한 주민들의 직업특성에도 차이가

존재하여 학교가 있는 지역에서 교수나 관리, 행정, 경영직 종사자가 더

많았으며, 자영업과 자신의 마을에서 일하는 인구도 학교가 없는 곳보다

더 많음을 밝혔다.

반면 Rich(2008)는 학교가 사라졌을 때의 부정적 영향은 경제적 요

인보다 인구특성에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Ilinois의 고등학교 폐

교가 농촌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를 위해

사회적, 경제적, 주택 영향으로 분류하여 폐교지역과 폐교학생들이 유입

된 지역, 그리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지역을 비교대상지역으로 삼았다.

그 결과 폐교발생지역의 인구와 세대수가 다른 비교 대상 지역들보다 증

가한 반면, 자녀가 있는 세대비율과 18세 이하의 거주민 비율은 더 감소

하였음을 밝혔다. 또한 폐교발생지역에서 실업률과 빈곤율이 감소하였으

며, 1억 이상 주택수와 5년 이내 전입률은 증가하였다는 결론을 내려 지

역에서 고등학교가 폐교되었을 때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자녀가 있는 세

대와 아이들의 감소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있음을 밝혔다.

국내에서 폐교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는 이혜영

(2010)과 이문재(2005)의 연구가 있다. 이혜영 외 3명(2010)은 전라남도

의 면 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이 인구이동

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연도별 인구수를 고정효과 패널회귀모형을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적 분석 결과 1999년에서 2009년 사이에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의해 폐교를 많이 양산한 지역일수록 학령기 인구 및 지

역의 30-40대 인구수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한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지역사회의 경제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민 설문을 통해 경제적으로는 폐교발생지역과 그렇지 않

은 지역 간의 주민인식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폐교 지역에서 주민 약

65%는 학교 통폐합이 지역의 황폐화를 초래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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혔다.

이문재(2005)는 읍과 면 소재지에서의 고등학교 유무에 주목하여 지

역 내 인구수와 학생 수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결과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가 함께 있는 지역의 인구는 성장하는 반면 고등학교가 없는 면

단위 지역의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였음을 보였다. 또한 하나의 고등학교

라도 있는 지역에서의 인구감소 추이는 고등학교가 없는 지역보다는 현

저히 낮으며 1990년 이후로는 감소현상이 해소되었음을 나타내어 고등학

교가 인구유출 억제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문재의 연구가

직접적인 학교 통폐합에 관한 연구는 아니지만 소규모 읍면 단위에서 학

교의 유무가 인구유출과 관련됨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폐교 발생으로 인

한 인구유출 현상을 유추해 볼 수 있다.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국내에서 선행된 실증연구들은 실제 인구이동 데이터를 사용하여 폐

교 이후의 인구변화를 분석한 것이 아닌 연도별 지역 내 학령인구와

30-40대 인구수를 분석의 자료로 삼았다. 하지만 이는 사망 및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 감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폐교발생

이후에 실제 자녀를 동반하여 이동한 정확한 인구추이도 알 수 없어

30-40대의 인구 감소가 실제 폐교로 인한 학부모의 감소인지 알 수 없

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소규모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단순 감소만이 아닌, 폐교 이후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인구 이동이 지속되는지와 어디로 인구가 유입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또한 이러한 젊은 인구의 유출로 인해 지역 내 출산력

과 인구특성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 지에 대한 연구들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

이혜영(2010)의 연구가 전라남도 면 지역 전체의 많은 표본수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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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통계적 신뢰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대부분이 교육적 효과성에 초점을 둔 설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역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들을 면밀히 파악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어

소규모 지역에서 폐교가 발생한 이후의 실상을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데

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학교 통폐합 문제는 교육학 분야에서만 집중적으

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지역적 측면에서 통폐합이 지역 커뮤니티에 미치

는 영향을 중점으로 분석한 연구는 전무하며, 이에 따라 데이터 분석 및

설문 조사도 대부분 교육적 효과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교육학적 접근이

가지는 한계에서 더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소규모 지역에서 폐교가 발생한 이후 어린 자녀를 동반한

전출 및 전입의 인구이동추이를 인구이동 원시 데이터를 사용하여 시계

열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신문기사들을 활용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또

한 이에 따른 파급효과로 나타날 것이라 예상되는 지역 내 출생아 수 및

인구특성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더하여 좀 더 미시적이고 구

체적인 분석을 위해 폐교가 발생하여 학교가 사라진 면 지역과 통폐합

발생 이후 현재 학교가 하나 남아있는 면 지역을 각각 선정하여 면담 및

참여관찰 방법을 통해 학교가 소규모 지역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력을

면밀히 파악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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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강원도 폐교발생의 시계열적 분포와 실태

1. 강원도 시 군별 폐교 발생의 시계열적 분포

1) 전국과 강원도 폐교발생 비교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처음 정책적으로 시작 된 1982년부터 2015년까

지 전국적으로 총 3,728개교가 폐교되어 사라졌다. 그 중 초등학교가

3,427개교를 차지하며 중학교가 228개교, 고등학교가 73개교로, 전체 폐

교 중 약 93%는 초등학교에서 발생하였다. 이는 초등학교가 출산율 감

소에 따른 인구감소의 여파가 가장 먼저 미치는 학령인구라는 점과 함

께, 학교 수 자체도 타 학령기에 비해 월등히 많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폐교 발생은 지역적으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림 3-1>을 보

면, 대부분의 폐교는 특별시 광역시보다는 8개 도 지역에서 빈번히 발생

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남부지방에 속하는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경상남

도에서 각각 802개교, 683개교, 556개교로 다수의 폐교가 발생하였다. 중

부지방에서는 강원도에서 446개교의 학교가 사라졌으며, 이는 근접해 있

는 경기도나 충청남 북도에 비해 약 2배 정도 많은 수치이다. 이는 우리

나라 대부분의 소규모 학교가 남부지방과 강원도로 밀집해 있었음을 의

미하며, 현재의 소규모 학교 현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실정이다.

<표 3-1>의 시도별 소규모학교 현황을 보면 남부지방과 강원도에서

는 학생 수 60명 이하인 본교가 약 200-300개씩 있는 반면, 인천시에서

29개교, 그리고 나머지 서울 및 광역시에서의 소규모 학교는 10개교가

채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단순히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학교를 없앤다

면 향후 학교 통폐합 정책이 가속화 될수록 지방 중소도시가 받는 타격

은 더욱 커질 것임을 예상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폐교가 지방 중소

도시 중에서도 읍면 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폐교 발생

이후의 적합한 이용용도를 찾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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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폐교수 매각완료 교육청 보유현황

서울 1 1 0

부산 31 11 20

대구 30 12 18

인천 54 36 18

광주 14 7 7

대전 8 4 4

울산 25 9 16

세종 13 12 1

경기 171 97 74

강원 446 212 234

충북 235 107 128

충남 256 191 65

전북 321 269 52

전남 802 610 192

경북 683 440 243

경남 556 306 250

제주 32 4 28

계 3,678 2,328 1,350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16)

<표 3-2> 시도별 폐교재산 현황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16) 재구성

<그림 3-1> 시도별 누적 폐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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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폐교재산의 보유현황을 나타내는 <표 3-2>를 보면, 경상북

도와 전라남 북도, 강원도 순으로 매각이 안 된 폐교재산이 다수 남아있

다. 이 중 강원도에서 임대로도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폐교는

43개교로, 이는 약 643억 원의 재산적 가치를 가진다. 하지만 소규모 지

역에서 대부분의 학교 부지는 과거 지역민들의 기부로 조성되었기 때문

에 폐교 부지의 적절한 대안적 용도를 찾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지난

2012년경 강릉시의 한 마을 주민들은 초등학교 폐교 부지가 타인에게 양

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단적으로 해당 교육 지원청에 폐교부지 매각반

대 진정서를 제출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강원일보, 2012.09.11.). 하

지만 폐교부지의 적절한 사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이는 지역 전반

의 쇠퇴를 조장할 우려가 있기에 더욱 통폐합의 결정이 신중하게 내려져

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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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원도 시 군별 폐교 발생 실태

강원도에서는 2016년까지 총 448개의 초 중 고등학교가 폐교되어 사

라졌다. 시 군별로는 정선군에서 60개교로 가장 많은 학교가 폐교되었으

며, 홍천군과 영월군, 평창군이 각각 51개교와 48개교, 42개교로 그 뒤를

잇는다. 시 단위 지역에서는 삼척시와 춘천시에서 비교적 많은 학교가

폐교 되어 삼척시에서 37개교가, 춘천시에서 29개교가 폐교되었다.

연도별로 폐교 발생 추이를 나타낸 <그림 3-2>을 보면, 1994-1999

년 사이에 상당히 많은 수의 학교가 통폐합 되었으며 특히 1994년에 52

개교가, 1999년에 67개교가 폐교되어 타 년도에 비해 폐교 발생이 급격

히 증가하였다. 이는 국내 통폐합 정책에 변화가 있었던 시기와도 일치

한다. 1994년은 각 시도 교육감이 지역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통폐합

을 추진할 수 있었던 시기로서, 1993년부터 학교 통폐합 기준이 변경되

어 학생 수 180명 이상의 학교도 지역 실정에 따라 통폐합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강원도에서는 1994년 한 해 동안 태백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폐교가 발생하였고, 그 중 홍천에서 16개로 가장 많은 학교가

폐지되었다.

반면 1999년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학교 통폐합을 추진한 시기로서,

이 시기에 강원도에서는 동해시와 고성군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군에

서 폐교가 발생하였으며, 홍천군과 평창군, 인제군, 정선군, 화천군 등에

서 각각 5-8개 정도의 학교들이 사라졌다. 이후로는 꾸준히 매년 10개

안팎의 학교들이 통폐합 되어 사라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지역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폐교 수 29 24 20 3 11 37 51 32 48

지역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계

폐교 수 42 60 11 18 16 29 8 9 448

출처: 강원도 교육지원청 자료(2016)

<표 3-3> 강원도 시 군별 누적 폐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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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서 시군별로 1982년부터 35년간의 학교 통폐합 발생 추이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해보면 <그림 3-3>과 같다. 1982년부터 1988년 사이

에는 인제군과 원주시, 춘천시에서 학교 통폐합이 다수 발생하였으며, 주

로 강원도 북쪽 상단 지역들에서 폐교가 발생하였다. 이후 1989년부터

1995년 사이에는 홍천군과 정선군, 영월군에서 폐교가 급증하였고 거의

모든 시군에서 폐교가 발생하여, 이 시기동안 총 139개교가 폐지되었다.

특히 홍천군에서는 21개교, 정선군과 영월군에서 각각 19개교, 15개교로

상당히 많은 수의 학교가 사라졌다. 1996년부터 2002년 사이에는 평창군

과 영월군, 홍천군에서 다수의 학교가 폐교 되었으며, 각각 26개교, 23개

교, 21개교가 사라졌다. 이 외에도 정선군과 삼척시에서 상당한 수의 폐

교가 발생하여 7년간 176개교가 자취를 감췄는데, 동 시기동안 다수의

폐교가 발생한 지역들은 대부분 대표적인 탄광지역들이다. 1989년에 석

출처: 강원도 교육지원청 자료(2016)

<그림 3-2> 강원도 연도별 폐교 발생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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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업 합리화 정책이 시행된 이후 탄광들이 폐광되면서 인구가 감소하

게 되자 이로 인해 폐교 수가 더욱 급증했을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이후 2003년부터 2009년 사이에는 정선군과 삼척시, 그리고 횡성군

에서, 2010년부터 2016년 사이에는 정선군과 홍천군, 삼척시, 횡성군 등

에서 비교적 많은 수의 학교들이 사라져, 초창기에 비해 점차 강원도 남

쪽 하단 지역에서 폐교가 빈번히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선군

에서는 1987년 이후로 계속해서 학교 통폐합이 발생해왔으며, 춘천시와

원주시에 인접해 있는 홍천군과 횡성군에서도 최근까지 폐교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 통폐합은 학생 수 감소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지만 이 외에도

정치적 힘이나 지역사회 운동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게 되기에

(Finnigan & Lavner 2012, LaRosa 2013) 시계열적으로 뚜렷한 지리적

패턴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정옥주(1994)는 경상북도 영양군의 학교 통

폐합 과정 분석을 통해 초등학교가 계층 확산의 형태로 보급되었으며 그

역순으로 통폐합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춘천

인근의 강원도 북쪽상단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남쪽 하단지역으로 폐교

가 다수 발생하는 지역들에 지리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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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교육부 요청자료(2016)

<그림 3-3> 강원도 시군별 폐교 발생의 시계열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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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원도 시군별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들의 실태

2016년 교육부가 발표한 통폐합 권고 기준을 강원도 전체 초 중 고

교에 적용하면 총 302개교(44.7%)의 학교가 통폐합 대상에 해당된다. 그

중 초등학교가 214개교로 가장 많으며, 이는 강원도 내 전체 초등학교의

55%에 달한다. 통폐합 대상 중학교는 69개교로 전체 중학교의 42%를

차지하게 되며, 고등학교는 전체 고등학교의 16%인 19개교가 통폐합의

대상이 된다.

시 군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양양군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전
체
학
교

초 42 49 37 14 12 29 21 31 21

중 18 22 12 7 7 9 13 11 10

고 14 15 11 6 5 5 9 7 7

소
계 74 86 60 27 24 43 43 49 38

권
고
기
준
　

초 13 16 13 6 6 21 14 23 15

중 7 6 2 1 1 3 8 7 6

고 1 1 0 1 1 0 4 1 2
소
계 21 23 15 8 8 24 26 31 23

비
율 28.4% 26.7% 25.0% 29.6% 33.3% 55.8% 60.5% 63.3% 60.5%

시 군별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합계

전
체
학
교

초 19 19 19 16 15 10 19 19 392
중 11 8 9 5 4 6 6 8 166
고 6 5 7 5 4 3 4 5 118
소
계 36 32 35 26 23 19 29 32 676

권
고
기
준
　

초 16 11 11 6 12 7 12 12 214
중 8 2 7 0 2 4 2 3 69
고 2 0 2 0 2 0 0 2 19
소
계 26 13 20 6 16 11 14 17 302

비
율 72.2% 40.6% 57.1% 23.1% 69.6% 57.9% 48.3% 53.1% 44.7%

출처: 교육부 학교별 학생 수 요청자료 활용(2017)

<표 3-4> 2016년 교육부 권고 기준에 따른 강원도 시 군별 통폐합 대상 학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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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 시군별 통폐합 대상 학교 현황을 나타내는 <표 3-4>를

보면, 통폐합 대상 학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영월군으로 전체 학교의 약

72.2%가 해당되며, 그 뒤를 화천군과 홍천군, 횡성군, 삼척시 등이 잇는

다. 이 중 중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초등학교만 비교하면 영월군과 화천

군은 80% 이상의 초등학교가 통폐합 권고 대상이 되며, 정선군과 횡성

군, 양구군 등의 경우에도 70%가 넘는 초등학교가 해당이 된다는 점에

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 춘천시와 원주시 등의 시

지역에서도 모두 30%가 넘는 초등학교가 통폐합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표 3-5>는 강원도 시군별로 통폐합 권고대상 학교의 학생 수와 졸

업생 수 및 비정규직 근로자 수의 현황을 보여준다.

통폐합 대상 학교들의 총 학생 수는 12,726명으로 이들은 통폐합이

되어 학교가 사라지게 되면 기존 통학구역이 아닌 구역으로 학교를 다닐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인근에 학교가 없는 소규모 농촌지역일수록 통학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는 해당 지역을 떠나게

만드는 하나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약 1만 3천여 명

시군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양양군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학생 수 1,629 1,027 1,108 899 243 1,036 1,106 866 649

학교당평균

졸업생수
4,222 2,888 4,856 7,628 4,283 2,659 4,311 2,714 3,676

비정규직

근로자 수
126 99 82 44 32 119 90 119 66

시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합계

학생 수 723 393 698 228 663 414 333 711 12,726

학교당평균

졸업생수
3,747 2,836 3,573 1,802 2,068 1,735 1,460 3,722 58,180

비정규직

근로자 수
89 45 67 26 67 50 42 84 1,247

출처: 교육부 요청자료 및 학교별 홈페이지 자료 활용(2017)

<표 3-5> 강원도 시 군별 통폐합 권고대상 학교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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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생들이 다른 학교들로 수용되면 통합 학교들은 점점 더 대형화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교육적 측면에서도 오히려 교육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당 평균 졸업생수를 보면 각 지역마다 차이가 존재하나, 시 군

별로 각 학교마다 적게는 2천여 명에서 많게는 7천여 명에 달하는 인원

의 졸업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졸업생들은 마을을 떠

난 이후에도 동창회나 장학회 등으로 운영되며 지역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학교라는 졸업생들의 연결고리가 사라지면서 이는 이후의

귀농 및 귀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농촌지역의 향후 발

전 가능성과도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지역에서는 마을 주

민 대다수가 해당 지역의 학교를 졸업하게 된다. 그렇기에 평생을 함께

해 온 학교가 폐교되어 사라지게 되면 마을 주민들이 받는 심리적인 영

향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춘천시 북산면

에 관한 지역 신문기사에서 졸업생들이 학교에 대해 갖는 애착심을 잘

보여주고 있어 인용하고자 한다.

지난해 여름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골자로 한 정부의 교육법령 개정안 처리 문

제가 뜨거웠을 당시 인천에 사는 이선구(56)씨는 춘천을 찾아 교원단체의 집회

에 참가하는 등 반대 활동에 열성적이었다.

그는 춘천시 북산면 추곡초교 동창회장이다. 그가 직장일을 뒤로하고 2~3시간을

걸려 고향을 찾고, 시위에까지 참가하게 된 것은 바로 700여명 동문들의 최대

현안인 `추곡초교' 지키기 때문이었다.

1963년 개교한 추곡초교는 소양강댐 건설 뒤 급격히 학생이 줄어 현재는 전교

생이 9명뿐인 미니학교로 전락했다. 통폐합 얘기만 나오면 우선대상학교로 꼽히

는 곳이다. 추곡초교가 사라지면 아이들은 스쿨버스를 타고 30~40분을 걸려 신

북읍의 상천이나 천전초교를 다녀야 한다.

이 회장은 “이미 오항, 부귀초교 등이 줄줄이 폐교된 데 이어 추곡초교까지 문

을 닫으면, 북산면에는 초교가 하나도 남지 않는다”며 “추곡초교를 넘어 800여

가구에 이르는 북산면의 자존심과 역사, 정체성이 걸린 문제”라고 했다(강원일

보, 201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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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재학생과 졸업생 뿐 아니라 학교 통폐합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대상으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다. 현재 강원도 내 통폐

합 권고 대상에 포함되는 학교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총 1,247명이며

이들은 대부분 강사나 조리사, 방과 후 교사, 교무조교 등으로 근무하고

있다. 강원도 교육 지원청에서는 학교 비정규직자들이 폐교 이후 일자리

를 잃게 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인력 풀 고용제를 시행하여 폐교 이

후 다른 학교로 우선 배정되도록 운영하고는 있으나, 현 통폐합 가속화

정책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일자리가 항상 보장된다고 낙관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부분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기에

이는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지역 내 여성의 일자리 문제와도 관련이 되

며, 폐교 이후 젊은 여성의 유출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

각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소규모 학교인 춘천시 북산면의 C초등학교 급식소

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인터뷰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었

다.

 춘천시에 정규직으로 이 일하는 사람이 2-3명밖에 없는 걸로 알아요.  

… 저부터도 폐교되면 식구가 다 이사 갈 건데. 제 일자리도 없어지니까 시내

로 가야죠. (10년차 근무 조리원, 42세 J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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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폐교 발생에 따른 인구의 동태적 변화

1. 폐교 발생에 따른 인구이동의 변화

춘천시와 정선군, 홍천군의 폐교 발생 면들을 대상으로 폐교가 발생

한 이후, 10세 미만의 어린 자녀를 동반한 인구이동에 어떠한 변화를 보

였는지를 분석하여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인구이동 추이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면에서 폐교가 발생한 이후 어린 자녀를 동반한 전출

인구는 증가하고 전입은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또한 인구감소가 크게

나타난 이후의 폐교 발생 시, 전출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를 보이

는 한편, 전입의 감소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 순이동률이 (-)를 보였

다. 사라진 학교들은 대부분 1930-1960년 사이에 설립된 것으로 과거부

터 주민들과 지역의 명맥을 함께 이어온 학교들이라 할 수 있다.

1) 시·군별 면 지역 인구이동의 일반적 추이

좀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폐교가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을 선정

하여 변화추이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나, 춘천시에서 폐교가 없는 유일

한 지역인 동내면은 주택지 개발로 인해 일반적인 면 지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정선군과 홍천군은 모든 면 지역에서 폐교가

발생하였기에 비교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각 시군별로 일반

적인 면 지역이라 볼 수 없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의 인구이동

을 평균하여 비교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춘천시 동면과 동내면, 그리

고 홍천군 남면을 제외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지역 내 일반적

인 인구 이동의 추이를 나타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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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춘천시

춘천시에서 발생한 29개의 폐교 중, 동면과 동내면을 제외한 나머지

7개 면에서는 총 24개의 학교가 사라졌으며 지역에 따라 적게는 2개에서

부터 많게는 6개의 폐교가 발생하였다. 춘천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동과

면이 혼재하고 있으며, 기타 군 단위 지역 내 면보다는 전반적으로 인구

수가 적고 전입·전출 규모도 작은 편이다.

<그림 4-1>을 보면 춘천시 면 지역에서는 평균적으로 2002년에 10

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한 전출인구가 126명(전출률 4.8%)이었으며 이는

총 전출인구 중 31%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2007년까지 전출이 급감하다가 이후로는 큰 변동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

지하고 있다. 2014년에 들어서는 평균적으로 매년 약 30여 명의 인구가

자녀를 동반하여 전출하였다. 어린 자녀를 동반한 전입은 2010년까지 한

번도 전출인구보다 많았던 적이 없어 순 이동률이 (-)를 보였으나 2011

년부터는 자녀를 동반한 전입이 전출보다 다소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 통계청 연도별 국내인구이동 원시자료

<그림 4-1> 춘천시 면 평균 10세 미만 자녀동반 인구이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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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선군

정선군은 태백, 정선, 영월, 삼척시와 더불어 과거 강원도의 대표적

인 탄광지역이었으나, 지난 1989년에 시행된 석탄 합리화 정책의 영향으

로 인해 인구감소와 경기침체가 급속화 되기 시작하였다. 정선군의 인구

는 1990년에 약 9만여 명에서 2012년에는 인구 4만 명 선이 무너졌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학교 통폐합을 더욱 가속화 시켜 현재까지 정선군에

서 발생한 폐교 수는 총 60개에 달하며, 읍면별로 최소 4개에서부터 최

대 11개까지 상당히 많은 수의 학교가 사라졌다. 하지만 정선군이 다른

폐광지역에 비해 유독 학교 통폐합이 다수 발생한 것은 지역 교육지원청

의 적극적인 통폐합 추진이 뒤따랐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다음의 지역

신문기사를 통해 과거 정선군 교육지원청의 통폐합 의지를 볼 수 있다.

정선관내 학교 통·폐합 작업이 고한읍 신동읍 등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정선군과 정선교육청은 학교 교육의 내실화 및 교육 경쟁력확보를 위해 소규모
학교 통·폐합 작업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통·폐합 작업
은 주민 및 동문, 학부모 등 이해관계에 얽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
다(강원일보, 2006.10.30.).

하지만 이러한 적극적인 학교 통폐합이 지속되면서 2017년 정선군

전체에서 초등학교 신입생은 258명에 불과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는

대도시 내 초등학교 하나의 신입생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최

근에는 정선군 내에서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오히려 지역의 쇠퇴를 가속

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강원일보, 2017.02.08.). 이와 같이

인구 감소가 크게 나타나면서 정선군 남면과 임계면은 2000년대 중·후반

에 발생한 폐교 이후, 전출은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를 보이는 한편,

전입의 감소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인구이동 추이를 보였다.

<그림 4-2>의 정선군 면 지역 인구이동 평균추이를 보면, 2001년에

어린자녀를 동반한 전출자가 93명(전출률2.6%)으로 가장 많으며 이 시기

에 총 전출자 중 10세 미만 자녀동반 전출인구는 21.4%이었다. 이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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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추이를 보이면서 2008년부터는 40명대(1.7%)에서 2012년부터는 30명

대(1.0%)로 감소하였고, 총 전출 대비 10세 미만 자녀 동반 전출인구의

비율도 14.4%에서 10%로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2008년까지 전입인구

와 전출인구 간의 격차가 상당히 크게 벌어졌으나, 이후로는 전출과 전

입이 유사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다.

자료: 통계청 연도별 국내인구이동 원시자료

<그림 4-2> 정선군 면 평균 10세 미만 자녀동반 인구이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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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홍천군

정선군에 이어 강원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폐교가 발생한 홍천군은

총 51개의 학교가 사라졌다. 현재 홍천군의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

에 있으며 지난 2009년 인구 7만 명 선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지역 내부

적으로도 그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림 4-3>의 10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전출의 평균 추이를 보면,

2001년에 138명(전출률 3.3%)으로 가장 많은 전출이 발생한 이후 지속적

인 감소추이 선상에서 2009년을 기점으로 60명(1.6%) 이하로 떨어졌으

며, 총 전출인구 중 10세 미만 자녀동반 전출인구도 10% 초반대로 감소

하였다. 동 시기를 기점으로는 전입과 전출인구의 격차도 크지 않아 전

입인구가 전출보다 많은 시기가 다수 존재했다. 가장 최근인 2016년 한

해 동안은 평균적으로 전출 47명, 전입 43명이 어린 자녀와 함께 이동하

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 통계청 연도별 국내인구이동 원시자료

<그림 4-3> 홍천군 면 평균 10세 미만 자녀동반 인구이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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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이동 1 : 10세 미만 자녀동반 전출 증가 및 전입 감소

지역마다 인구이동 변화의 크기나 지속기간은 다르나, 다수의 분석

지역에서 폐교가 발생한 이후, 10세 미만의 어린 자녀를 동반한 전출이

증가함과 동시에 전입은 감소하는 인구이동 추이를 보였다. 특히 춘천시

남면과 북산면, 사북면, 정선군 화암면과 여량면, 홍천군 두촌면과 서석

면 등이 이러한 인구이동 추이를 보였으며, 그 중 비교적 다수의 폐교가

발생한 지역들을 다음과 같이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자료: 통계청 연도별 국내인구이동 원시자료

<그림 4-4> 춘천시 남면 10세미만 자녀동반 인구이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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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연도별 국내인구이동 원시자료

<그림 4-6> 춘천시 사북면 10세미만 자녀동반 인구이동 추이

자료: 통계청 연도별 국내인구이동 원시자료

<그림 4-5> 춘천시 북산면 10세미만 자녀동반 인구이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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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연도별 국내인구이동 원시자료

<그림 4-7> 정선군 화암면 10세미만 자녀동반 인구이동 추이

자료: 통계청 연도별 국내인구이동 원시자료

<그림 4-8> 홍천군 두촌면 10세미만 자녀동반 인구이동 추이



- 56 -

<그림 4-4>를 보면, 5개의 초 중학교가 폐교된 춘천시 남면은 폐교

시기에 어린 자녀와 함께 전출하는 인구가 급증함을 보여 폐교가 있었던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의 전출인구 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2009

년을 마지막으로 면 내에 있는 모든 학교가 사라진 이후에는 2012-2013

년까지 타 년도에 비해 비교적 많은 수의 인구가 자녀와 함께 마을을 빠

져나갔다. 하지만 이는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남은 지역민들을 외부로

유출시키는 주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올해 강원 춘천 남산초등학교에 입학한 유현오군(8·남면 가정1리)은 집에서 15
㎞ 떨어진 학교에 가기 위해 매일 30-40분 통학버스를 탄다. 걸어서 5분 거리에
가정초등학교가 있었지만 2009년 폐교됐다.
현오군의 아버지 유영균씨(33·축산업)는 “전국 면단위 지역 중에서 초등학교가
없는 곳은 여기 한곳뿐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가정초등학교가 폐교되지 않
았다면 아들이 방과 후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맘껏 뛰어놀 텐데 지금은 바로 통
학버스를 타고 귀가해야 해 아쉬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유씨는 “20여 년간 살
아온 터전이지만 아이를 위해 시내로 이사 갈 것을 고려중”이라고 씁쓸하게 말
했다(농민신문, 2016.09.28.).

남면은 인구수 자체가 워낙 작은 지역이기에 면 평균보다는 전출률

이 그리 높지 않은 편이나, 자녀동반 전입 인구는 평균에 비해 큰 폭으

로 감소함을 보인다. <표 4-1>을 보면 남면에서 10세 미만 자녀를 동반

한 전입자는 폐교시기를 기점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폐교가 발생한 2002

년에 총 전입자 중 어린 자녀와 함께 전입한 인구가 22.7%였으나 그 다

음해에는 12.7%로 10%가 감소하였으며, 2006년에 폐교가 발생했을 당시

에는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리고 2009년을 마지막으로 모든 학교

가 사라진 이후로는 전입율이 1%를 넘지 못하는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

되고 있다. 이에 비해 지역 평균에서는 총 전입자 중 10세 미만의 자녀

를 동반한 전입인구가 계속해서 10%를 넘는 수치를 보였으며 전입율도

1.5%이상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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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산면은 1995년을 마지막으로 총 6개의 학교가 폐교되었다. 자료구

축의 미비로 2001년 이전의 정확한 인구이동을 알 수는 없으나, 1995년

대비 1998년에 북산면 총 인구가 986명에서 888명으로 4년 만에 약 10%

가 감소하였다. <그림 4-5>를 보면, 이후 2002년에 10세 미만의 자녀와

동반 전출한 인구가 63명, 총 인구대비 전출률은 6.6%에 달하여 지역 평

균인 4.8%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또한 전입의 감소도 크

게 나타나 2008년에는 자녀동반 전입 인구가 총 2명에 불과하였으며, 현

재까지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전입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4-6>에서 사북면은 1997년에 이어 1999년에 동시에 2개의 학

교가 폐교된 이후 2006년까지 총 전출인구 대비 어린 자녀 동반 전출인

구가 최대 39%에 달할 정도로 높은 전출 추이를 보였다. 당시 지역평균

전출률이 2006년 최대 16.1% 이었기에 사북면이 +16%나 더 높은 추이

로 자녀를 동반하여 지역을 빠져나갔음을 알 수 있다. 1999년에 폐교가

발생한 이후, 2001년 대비 1년 사이에 전출은 0.39배 증가하였으며, 동시

에 전입은 –0.33배 감소함을 보였다. 자녀동반 전입인구는 전출의 증가

보다 더 오랜 기간 감소추이를 보였으며, 2001-2009년 사이에 126명에서

18명까지 급격히 감소(–0.85배) 하였다.

총 6개의 학교가 사라진 정선군 화암면은 1998년에 2개의 학교가 동

시에 사라진 이후 2007년까지 계속해서 지역평균보다 높은 전출률을 기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0세미만 자녀동반

전입율

남면 1.6 2.9 1.4 2.0 1.6 0.0 0.2 0.3
평균 2.6 3.5 2.8 2.8 2.1 1.8 1.4 1.9

10세미만자녀동반 전입

/총전입

남면 15.2 22.7 12.7 21.7 14.5 0.0 1.8 2.4
평균 23.1 23.9 24.1 22.2 17.7 13.6 11.3 15.2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0세미만 자녀동반

전입율

남면 0.9 0.5 0.2 0.6 0.7 1.4 0.9 0.5
평균 1.6 1.6 1.9 1.9 1.3 1.5 1.3 1.4

10세미만자녀동반 전입

/총전입

남면 7.5 4.8 1.9 4.4 6.5 11.6 7.6 3.6
평균 13.4 12.5 15.5 14.7 11.6 13.7 10.6 12.1

자료: 통계청 연도별 국내인구이동 원시자료

<표 4-1> 춘천시 남면 10세미만 자녀동반 전입인구 감소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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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하였다. <그림 4-7>을 보면, 2008년과 2010년에 추가로 2개의 초등학

교가 통폐합되자 이내 2013년에 어린 자녀를 동반한 전출이 급증하여 총

전출인구 중 이들의 비율이 9.4%에서 19.1%로 높아졌다. 한편, 2013년

이후 전출이 다시 줄어들던 시기에도 전입인구의 감소는 회복되지 못하

고 2015년에 어린자녀를 동반한 인구 전입율이 1.1%에서 0.1%로 급감하

였으며 당시의 전입자수는 2명에 불과하였다.

<그림 4-8>에서 홍천군 두촌면은 1999년에 학교가 통폐합되어 사라

진 이후, 2001년에 총 전출자 중 10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전출인구의

비율이 30%에 달하면서 지역 평균(25.1%)보다 약 5% 더 높은 비율로

전출이 발생했다. 이후 점차 회복력을 보이면서 2013년에는 5.4%까지 낮

아졌으나 다음 해인 2014년에 폐교가 다시 발생하면서 면 내 초등학교가

하나밖에 남지 않게 되자 이내 8.3%로 전출이 증가하였다. 또한 이 시기

에 전입도 급감하여 절반으로 감소하였다. 두촌면은 1999년까지 4개의

초등학교가 사라진 이후, 다시 폐교가 발생한 2014년까지 어린 자녀가

있는 전입인구가 70명에서 11명으로 약–0.84배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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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이동 2 : 10세 미만 자녀동반 전입·전출 감소

초등학교 폐교 발생 이후, 10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한 전출인구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한편, 전입인구가 급락하는 추이가 나타

났으며, 이는 폐교 발생 초기보다는 2000년대 중·후반 이후에 추가적으

로 발생한 폐교 발생 시점에 나타났다. 이와 같은 추이를 보이는 지역들

로 정선군 남면과 임계면, 홍천군 내면과 화촌면이 있다.

자료: 통계청 연도별 국내인구이동 원시자료

<그림 4-9> 정선군 남면 10세미만 자녀동반 인구이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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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연도별 국내인구이동 원시자료

<그림 4-10> 정선군 임계면 10세미만 자녀동반 인구이동 추이

자료: 통계청 연도별 국내인구이동 원시자료

<그림 4-11> 홍천군 내면 10세미만 자녀동반 인구이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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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를 보면, 정선군 남면은 1994년에 폐교가 발생한 이후,

2001-02년에 10세 미만 자녀동반 전출인구가 각각 159명(전출률 3.8%),

203명(4.7%)로 지역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은 추이를 보였다. 2005년에

다시 폐교가 발생하자 87명으로 감소했던 자녀동반전출이 162명으로 급

증하였으며, 총 전출인구 중 어린자녀동반 전출인구의 비율 역시 동 시

기에 15.5%에서 24.8%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2010년의 폐교 발생 이후

에는 여전히 평균보다는 약 30여명 더 많은 수준이었으나, 전년에 비해

서는 전출이 오히려 감소함을 보였다. 한편 어린자녀와 함께 전입해 들

어오는 인구는 더욱 크게 하락하였는데, 폐교가 발생한 2010년 이후 전

입인구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2013년에는 32명(전입율 0.9%)밖에 들어오

지 않았다.

이와 같이 정선군에서 폐교 이후에 어린자녀를 동반한 전출보다 전

입의 감소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 지역으로 임계면이 있다. 정선군 면

지역에서 10개교로 가장 많은 폐교가 발생한 임계면은 2007년과 2009년

자료: 통계청 연도별 국내인구이동 원시자료

<그림 4-12> 홍천군 화촌면 10세미만 자녀동반 인구전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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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 4개의 학교가 사라지면서 이전과 다르게 어린 자녀를 동반한 전

출인구는 다소 감소하는 동시에 전입은 더욱 급감하여 남면과 유사한 추

이를 보였다. <그림 4-10>을 보면, 2007년에 폐교가 발생하면서 총 전

입인구 대비 10세 미만 자녀 동반 전입인구의 비율이 2005년 16.6%에서

2008년 7.1%로 줄어들었으며, 2009년과 2013년에도 잇달아 폐교가 발생

하면서 5.6%까지 감소하였다. 반면 이 시기에 정선군 면 지역 평균은

10%를 넘었으며, 임계면은 이러한 전입감소로 인해 계속해서 전출이 전

입보다 많은 추이가 지속되었다. 2015년 한해에 갑자기 전입인구가 증가

함을 보이나 이는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외부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판

단되며, 이 시기에 전입한 인구의 95%가 수도권 등지의 외지인이었다.

<그림 4-11>을 보면, 현재까지 총 11개의 학교가 폐교 된 홍천군

내면은 2000년 이전에 사라진 학교만 9개가 된다. 2001년 이전의 읍면동

별 인구이동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폐교 당시의 정확한 인

구 이동 추이를 알 수는 없으나, 내면에서 1995년 대비 2000년의 전체

인구수가 1,353명(-24%) 감소하여 춘천시 소규모 면 하나보다 많은 인구

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동 시기동안 홍천군 내 다른 면 지역들에

서는 최소 67명, 최대 990명이 감소하였다.

이후 내면에서 2009년에 폐교가 다시 발생하면서 해당 마을에 남아

있는 저학년 학생들은 매일 10km이상 떨어진 초등학교로 통학하게 되었

으며(강원도민일보, 2009.02.13.), 이로 인해 추가로 폐교가 발생한 2012년

까지 166명의 인구가 어린자녀를 데리고 지역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전

반적으로 홍천군 면 지역 평균과 비교했을 때 전출보다 전입의 감소에서

더 큰 차이를 보인다. <표 4-2>를 보면, 2008년에 1.3%이었던 어린 자

녀 동반 전입율이 2009년에 폐교가 발생하자 0.7%로 감소하였다. 또한

2012년 폐교 당시에는 전출이 감소함과 함께 전입율도 1.5%에서 그 다

음해에는 0.5%로 급감하였으며, 폐교가 발생한 다음해에 총 전입대비 어

린 자녀동반 전입인구 비율도 17.9%에서 6.7%로 낮아졌다. 2014-15년의

전입증가는 내면이 각종 부동산 규제 대상이 없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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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진입지이기에 이에 따른 외부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화촌면은 현재까지 총 7개의 학교가 폐교되어 사라진 지

역으로 가장 최근에는 2014년에 폐교가 발생하였다. 화촌면 역시 초기

폐교 발생 시에는 전출인구의 급증이 두드러졌으나, 2000년대 후반에 다

시 폐교가 발생하자 전출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반면 전입인구의 감

소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그림 4-12>에서 화촌면의 총 전출인구 대비 10세 미만 자녀 동반

전출인구의 변화추이를 보면, 1999년 폐교 직후인 2000년대 초반에는 총

전출 대비 10세 미만 자녀 동반 전출 비율이 최대 39.5%로 상당히 높은

전출 추이를 보이며 2005년까지도 계속해서 30%를 상회했다. 이는 당시

홍천군 평균이 20%대였던 것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반면

2014년에 폐교가 발생한 이후로는 전출인구가 다소 감소함을 보이는 한

편 전입인구의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나, 2014년 이후 순 이동의 감소는

더 심화되었다.

현재 화촌면에 남아있는 H중학교는 통폐합 위기에 있는 상태이다.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0세미만 자녀동반

전입율

내면 1.9 2.1 1.8 1.2 1.7 0.9 1.8 1.3

평균 2.4 2.3 2.7 2.2 2.1 2.1 1.7 1.8

10세미만자녀동반 전입

/총전입

내면 25.9 30.1 26.0 18.3 22.9 12.2 20.4 13.8

평균 25.1 23.4 27.0 19.2 19.0 16.9 14.4 15.1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0세미만 자녀동반

전입율

내면 0.7 1.0 1.3 1.5 0.5 1.1 1.4 0.8

평균 1.8 1.8 1.6 1.5 1.4 1.1 1.1 1.2

10세미만자녀동반 전입

/총전입

내면 9.9 6.8 14.9 17.9 6.7 16.1 19.0 12.5

평균 14.7 13.4 14.2 13.9 12.4 10.5 11.3 10.9

자료: 통계청 연도별 국내인구이동 원시자료

<표 4-2> 홍천군 내면 10세미만 자녀동반 전입인구 감소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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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면민들은 지난 2009년 학교를 살리기 위해 전교생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도록 장학금을 주는 등 학교에 대한 강한 애착심을 보이고 있으나

(강원일보, 2010.03.03.), 군에서는 오히려 지역민 설득에 나서고 있다. 서

둘러 다른 2개의 중학교와 통합하게 되면 100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나 만약 자연폐교 될 시에는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

문이다(강원일보, 2016.05.17.). 화촌면은 타 지역에 비해서도 총 전출자

중 10세 미만 자녀동반 전출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며

2014년까지는 계속해서 20%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자녀동반 전출이 높

았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중학교가 추가로 사라지게 된다면 자녀

를 동반한 전출도 더욱 증가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표 4-3>은 이와 같은 인구이동 추이를 보이는 지역들의 인구 수

감소 정도를 타 지역과 비교하였다. 해당 지역들은 타 지역들보다 학령

아동 인구와 가임여성인구, 전체 인구의 감소가 더욱 크게 나타남을 보

인다. 이는 학교가 사라지고 인구 감소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나타나면

서 더 이상의 전출 증가보다는 지역거주매력 감소로 인한 자녀동반 전입

인구의 감소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됨을 예상할 수 있다. 즉, 초기

폐교 발생 시에는 전출이 가능한 여건의 젊은 인구들이 지역을 빠져 나

가지만 계속된 통폐합 이후의 남은 인구들은 전출이 불가능한 경제 및

사회적 환경에 있는 사람들일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구분　
춘천시 정선군 홍천군
면 평균 남면 임계면 나머지 면 평균 내면 화촌면 나머지면평균

0-19세

(1998-2016년)
-434 -895 -870 -507 -868 -1,092 669

20-39세 여성

(1998-2016년)
-181 -372 -415 -223 -368 -467 -278

총인구

(1995-2016년)
-652 -1,734 -2,118 -1,020 -1,381 -1644 -960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 인구통계

<표 4-3> 인구이동 두 번째 유형 지역특성
(정선군 남면 임계면, 홍천군 화촌면 내면 인구감소)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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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교의 영향력 지속 기간 분석

소규모 농촌지역에서 학교가 사라진 이후에 나타나는 평균적인 인구

유출 발생 기간을 분석하기 위해 춘천시와 정선군, 홍천군에서 폐교가

발생한 면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폐교 전년부터 폐교 후 20년까지의 10

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인구의 순 이동률 자료를 구축하였다. 순 이동률

은 10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전입율에서 전출률을 뺀 값이다.

면 지역 중 일반적인 면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던 춘천시 동면

과 동내면, 홍천군 남면은 제외하였다. 그 결과 총 19개 면을 대상으로

40개교의 폐교 이후를 분석하였으며, 2001년 이전에 발생한 폐교는 가장

마지막 폐교발생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2001년에 해당하는 경과 시기에

포함시켰다. 즉 각 지역별 구분이 아닌 폐교시기를 기준으로 하였기에

지역은 중복 적용되기도 하였다. 시기적으로는 일반적으로 폐교가 해당

년도 3월에 시행되면서 이미 그 전년도에 폐교가 결정되어 알려지기 때

문에 그 영향력이 폐교 전 년도에도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폐교 발

생 전년을 분석기간에 포함시켰다.

분석은 소규모 단위 지역 중에서도 인구규모 별로 폐교 이후 나타나

는 영향이 다를 것이라는 판단 하에, 폐교시기를 기준으로 분류된 자료

를 인구규모로 다시 분류하여 10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인구의 순 이동

률을 지역규모별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분석 지역을 대상으로

전체 인구가 3,000명 미만인 지역과 3,000명 이상이면서 4,000명 미만인

지역, 그리고 4,000명 이상인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분류에 사용된 인구

수는 도농통합 시기와 폐교시기를 고려하여 1995년 당시의 인구수를 기

준으로 하였으며 이렇게 구분된 지역들은 남아있는 초등학교 수에도 차

이를 보이고 있다. 분류 지역별 평균 학교 수를 보면 인구수가 가장 적

은 지역은 평균 한 면에 1개의 초등학교가 남아있는데 반해 인구 수

3,000-4,000미만인 지역은 평균 한 면에 2개의 초등학교가 남아있으며,

인구 4,000명 이상인 지역은 평균 3개(약 2.9개)의 초등학교가 남아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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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이다.

<표 4-4>의 순 이동률 전체 평균을 보면, 폐교 당시보다 폐교 이후

2-8년 사이에 어린 자녀 동반 인구 순 이동률이 더욱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폐교 이후 14년 경 부터는 전출인구보다 어린 자녀를 데

리고 전입해 들어오는 인구가 다소 많아지는 회복추이를 나타내고 있으

며, 폐교 전년에도 폐교 발생 이후보다는 작은 수준이지만 자녀가 있는

인구의 유출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지역 규모별로는 인구 수 3,000명 미만인 지역에서 순 이동률의 감

소가 상당히 크게 발생하였다. 인구 수 3,000명 미만인 지역은 폐교발생

이후에 순 이동률이 –1%를 넘는 시기가 다수 존재한 반면, 인구 수

4000명 미만인 지역에서는 한 번 나타났으며, 4,000명 이상인 지역에서는

한 번도 순 이동률이 –1%를 넘게 감소한 시기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

는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학교가 사라진 이후에 인구 전출이 한 번에 크

게 나타나는 경향이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구분
폐교

전년

폐교

시기

폐교후

1년

폐교후

2년

폐교후

3년

폐교후

4년

폐교후

5년

폐교후

6년

폐교후

7년

폐교후

8년

폐교후

9년

폐교후

10년

3천명 미만 -0.70 -0.40 -0.47 -1.03 -0.78 -1.00 0.71 -0.80 -0.20 -1.59 0.87 -0.42

3천 이상

4천명 미만
0.35 0.09 -0.08 -0.22 -0.40 -0.12 -0.20 -0.78 -1.02 -0.32 -0.40 -0.15

4천명 이상 -0.24 -0.42 -0.31 -0.58 -0.42 -0.35 -0.97 -0.56 -0.82 -0.37 -0.28 -0.26

전체평균 -0.10 -0.29 -0.29 -0.53 -0.47 -0.37 -0.25 -0.72 -0.81 -0.54 -0.16 -0.24

구분
폐교후

11년

폐교후

12년

폐교후

13년

폐교후

14년

폐교후

15년

폐교후

16년

폐교후

17년

폐교후

18년

폐교후

19년

폐교후

20년

3천명 미만 -0.61 -0.29 0.10 0.09 0.10 0.46 0.48 -0.33 0.34 0.00

3천 이상

4천명 미만
-0.04 -0.07 0.36 -0.21 -0.38 0.47 0.27 0.56

자료

없음

자료

없음

4천명 이상 -0.34 -0.14 -0.61 0.10 0.14 0.49 0.15 0.19 -0.14 0.33

전체평균 -0.29 -0.14 -0.13 0.02 -0.02 0.48 0.30 0.14 0.10 0.16

자료: 통계청 연도별 국내인구이동 원시자료

<표 4-4> 지역 규모별 10세미만 자녀동반 순이동률 변화(폐교시점기준)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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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단위별로 누적 순 이동률을 분석한 결과,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역과 가장 많은 지역에서 전출이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한 반면 중간

규모의 지역에서는 전출인구가 많은 기간이 지속적이지 않았으며 전반적

으로는 순 이동률의 감소가 가장 작았다. 또한 폐교 후 20년까지의 장기

간 누적 순 이동률을 보면 인구 수 3천 명 미만 지역에서 폐교 이후 전

출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나, 4천 명 이상 지역과의 차이는 0.1%로 그

리 크지 않은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폐교가 발생한 이후 14년부터는 어린자녀를 동반한 전입

인구가 전출인구보다 점차 많아지고 있으며, 이는 소규모 농촌 지역에서

폐교 이후에 지역이 받는 타격이 회복되는 데 까지 평균적으로 10여년이

넘게 걸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적 순 이동률 폐교 후 5년 폐교 후 10년 폐교 후 15년 폐교 후 20년

3천명 미만 -3.7 -5.8 -6.4 -5.5

3천 이상

4천명 미만
-0.6 -3.2 -3.6 -2.8

4천명 이상 -3.3 -5.6 -6.4 -5.4

자료: 통계청 연도별 국내인구이동 원시자료

<표 4-5> 지역 규모별 10세미만 자녀동반 누적 순이동률(폐교시점기준)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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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교 발생 지역의 전입지 분석

학교가 사라진 이후, 10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한 전출인구의 전입지

파악을 위해 2001년부터 2016년까지의 전출인구를 누적하여 각 지역별로

전입이 높은 지역을 10순위까지 나타내었다. 분석에 사용된 지역은 춘천

시와 정선군, 홍천군에서 폐교가 발생한 면 지역이며, 이 중 춘천시 동면

과 동내면, 그리고 홍천군 남면은 제외하였다.

<표 4-6>을 보면 춘천시는 10세 미만의 자녀와 동반한 전출인구가

가장 많이 유입된 지역이 경기도 지역이나, 1순위인 경기도와 2순위인

춘천시 퇴계동 간의 차이가 0.5%로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또한 1순위

인 경기도와 6순위인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나머지 순위는 모두 춘천시

내 동 지역들이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정선군과 홍천군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전입한 지역은 해당

지역의 중심지인 읍 지역이나, 그 외 순위는 대부분 해당 지역이 아닌

타 지역이 차지하고 있다. 정선군의 경우는 전체 10세 미만 자녀 동반

전출인구 중 12.7%가 강릉시(2순위)로 유입되었으며, 그 뒤로 경기도와

정선군 사북읍, 원주시, 서울특별시 순으로 전입이 많이 이루어졌다. 홍

천군은 경기도(2순위)로 전출한 인구가 전체 어린자녀 동반 전출 중

1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춘천시가 12.9%를 차지했다. 그리고 그 뒤를

서울특별시와 원주시 등이 잇고 있다.

<그림 4-13>,<그림 4-14>,<그림 4-15>는 각각 춘천시, 정선군, 홍

천군 내 폐교 발생 면에서 10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한 인구가 가장 많이

이동한 전입지를 1순위부터 10위까지 지도로 나타내었다. 이는 면 지역

별 총 전출인구 대비 어린자녀를 동반한 전출 인구의 비율을 사용하여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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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춘천시 폐교발생 면 지역 정선군 폐교발생 면 지역 홍천군 폐교발생 면 지역

전입지

10세 미만 자녀

동반 전출인구 전입지

10세 미만 자녀

동반 전출인구 전입지

10세미만 자녀

동반 전출인구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1 경기도 772 11.7%
정선군

정선읍
825 16.2%

홍천군

홍천읍
3,851 35.6%

2
춘천시

퇴계동
743 11.2% 강릉시 645 12.7% 경기도 1,684 15.6%

3
춘천시

석사동
715 10.8% 경기도 565 11.1% 춘천시 1,395 12.9%

4
춘천시

신사우동
667 10.1%

정선군

사북읍
432 8.5%

서울

특별시
749 6.9%

5
춘천시

강남동
356 5.4% 원주시 371 7.3% 원주시 449 4.2%

6 서울특별시 340 5.1%
서울

특별시
344 6.8% 인제군 273 2.5%

7
춘천시

후평3동
254 3.8%

인천

광역시
163 3.2%

인천

광역시
264 2.4%

8
춘천시

동내면
232 3.5% 태백시 155 3.0%

대전

광역시
263 2.4%

9
춘천시

후평2동
229 3.5% 춘천시 125 2.5% 양양군 200 1.8%

10
춘천시

효자2동
225 3.4% 동해시 122 2.4%

홍천군

남면
121 1.1%

자료: 통계청 연도별 국내인구이동 원시자료

<표 4-6> 폐교 발생 면 지역별 10세 미만 자녀동반 전출인구
10대 전입지(2001-2016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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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연도별 국내인구이동 원시자료

<그림 4-13> 춘천시 폐교발생 면에서 10세 미만 자녀동반
인구의 10대 전입지 분포(총 전출인구 대비 비율)

자료: 통계청 연도별 국내인구이동 원시자료

<그림 4-14> 정선군 폐교발생 면에서 10세 미만 자녀동반
인구의 10대 전입지 분포(총 전출인구 대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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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춘천시에 비해 정선군과 홍천군은 모든 면에서 폐교 이후

타 지역으로의 전출이 상당히 많았다. <표 4-7>은 10세 미만 자녀와 동

반하여 전출한 인구의 지역 내 이동비율을 나타낸다. 춘천시는 해당 면

지역에서 폐교가 발생한 이후, 어린자녀를 동반하여 전출한 인구의 70%

가 춘천시 내부에서 이동한 반면, 정선군과 홍천군의 경우에는 각각

69%와 60%의 인구가 타 지역으로 전출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권상철

(2001)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구유출을 지역의 인재유출·두뇌유출이라

고 보았으며, 이는 정선군과 홍천군의 소규모 농촌지역에서 학교가 사라

지게 되었을 때 해당 면 지역 뿐 아니라 군의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

음을 나타낸다.

　 춘천시 정선군 홍천군
지역 내

이동비율
70% 31% 40%

자료: 통계청 연도별 국내인구이동 원시자료

<표 4-7> 10세 미만 자녀 동반 전출 인구의 지역 내 이동비율

자료: 통계청 연도별 국내인구이동 원시자료

<그림 4-15> 홍천군 폐교발생 면에서 10세 미만 자녀동반
인구의 10대 전입지 분포(총 전출인구 대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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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교 이후 인구구조의 변화

소규모 지역에서 학교가 사라진 이후 어린 자녀와 함께 이동한 인구

는 대부분 20-40대의 젊은 인구이기에 이들의 전출증가는 지역 내 출산

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젊은 인구의 전출과 출생아 수

감소는 장기적으로 지역 내 인구 특성에도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더욱 타격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와 같은 가정 하에 두 가지 측면에서 인구 특성변화를 분석하였다.

첫째는 폐교 발생 이후, 10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한 전출인구 추이

와 출산력 추이의 변화를 비교하였으며 이를 통해 어린자녀를 동반한 전

출인구의 증가와 지역 내 출산력 감소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는 젊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의 장기적인 인구구조 변화를

주 연령층별로 분석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소규모 지역 중에서도 지역

규모별로 인구구조 특성 변화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났는지를 살폈다.

폐교는 1980년대부터 2016년도에 걸쳐 발생하였으나, 분석기간은 자료구

축이 가능한 1998년부터 2016년의 기간으로 하였다.

1) 출산력 변화

소규모 면 단위 지역에서 폐교 발생 이후에 어린자녀를 동반한 전출

인구의 증가가 지역 내 출산력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전출

인구와 출생아 수의 변화추이를 시계열 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분석한 모든 지역에서 폐교 이후 어린 자녀를 동반하여 전출해 나가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출생아 수는 급감하는 추이를 나타내었다. 특

히 인구수가 작은 지역일수록 최근 몇 년 간의 출생아 수는 1-2명에 불

과할 정도로 대폭 감소하였다. 그 중 시·군별로 두 지역씩 선정하여 출

산력 변화를 <그림 4-16>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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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남면 춘천시 동면

정선군 북평면 정선군 남면

홍천군 내면 홍천군 두촌면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 원시자료, 시군별 통계연보

<그림 4-16> 지역 출산력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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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남면은 각 폐교 시기 마다 10세 미만 자녀와 함께 전출하는

인구가 급증하는 한편 출생아 수는 급락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

에 따라 폐교가 발생한 2002년에 출생아 수가 –0.62배 감소한 반면, 당

시 춘천시 면지역 평균은 –0.16배 감소에 불과했다. 폐교 이후 다시 반

등하는 추이를 보이지만, 누적 폐교 수가 많아질수록 반등 폭이 점차 작

아지고 있으며 2009년을 마지막으로 지역에 남은 초등학교가 모두 사라

진 이후, 2014년에는 한 명의 신생아도 태어나지 않았다.

춘천시 동면은 지역 내 초등학교의 존재가 젊은 인구의 유입 뿐 아

니라 출산력의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음의 보여준다. 동면의 출산력 변

화를 보면, 개발이 진행되기 이전인 1998년과 2000년, 그리고 2005년에

폐교가 발생하자 출생아 수도 함께 감소하였다. 하지만 개발이 진행되기

시작한 2006년부터는 출생아 수도 상승 추이를 보이면서 2009년에 아파

트 단지가 대량 조성되자 전입인구 급증으로 인해 출생아 수 역시 대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증가하지 못하고 다소 감소했던 지역

출산력은 초등학교 설립과 함께 다시 급증함을 보인다.

2015년 3월에 개교하는 초등학교 설립으로 인해 2014년에 10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전입자수가 953명에서 1,758명으로 급증하면서, 그 다음해

인 2015년과 2016년에는 출생아수가 118명에서 각각 170명, 175명으로

증가하여 역대 가장 높은 출생아 추이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정선군 남면은 1994년에 폐교가 발생한 이후 출생아 수 80명

에서 1년 사이에 57명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동 시기동안 정선군 면 지

역 평균 출생아 수는 45명에서 52명으로 오히려 증가함을 보였다. 이후

2001년부터 5년간은 유사한 수준으로 지속되다가 2005년에 다시 초등학

교가 폐교 되었을 당시, 10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전출인구가 87명에서

162명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함과 동시에 출생아 수도 31명에서 16명

으로 약 –2배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상반된 추이는 2010년의 폐교 이

후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북평면은 폐교가 발생한 1991년과 1993년 당시에만 유독 출생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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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이 시기에 정선군의 면지역 평균 출생아

수는 큰 변동 없이 일정한 감소추이를 보였다. 이어 1998년과 2008년에

폐교가 다시 발생하면서 10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전출인구가 급증함과

동시에 출생아 수도 30명에서 7명까지 급감하는 상반된 추이를 나타내었

다.

홍천군 내면은 1993년과 1994년을 거치며 폐교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출생아 수가 52명에서 36명으로 –0.31배 감소였으며, 홍천군 면 평균보

다 –0.15배 더 감소 추이가 컸다. 1999년의 폐교 발생 이후에도 자녀를

동반한 전출인구가 상당이 높게 나타나면서 2005년까지 출생아 수도 급

락하는 추이를 보이며 평균에 비해 –0.16배 더 감소하였다. 이어 2012년

에 또 다시 폐교가 발생한 이후,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를 동반한 전출 증

가와 함께 2016년의 출생아 수는 6명에 불과한 수준으로 낮아졌다.

북방면은 2001년 이전에 4개의 학교가 폐교되면서 2002년, 2005-06

년, 그리고 폐교가 발생한 2014년에 어린 아이를 동반한 전출이 급증하

는 추이를 보였다. 이 시기동안 출산력도 급감하면서 홍천군 면 평균보

다 각각 –0.04배, -0.23배, -0.34배 더 감소함을 보여, 시간이 경과할수

록 폐교 이후 평균과의 출산력 차이는 더욱 커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림 4-17>은 춘천시와 정선군, 그리고 홍천군에서 춘천시 동면과

동내면, 홍천군 남면을 제외한 모든 면 지역을 평균하여, 전년 대비 자녀

동반 전출 인구 및 출생아 수 증감률의 시계열적 변화추이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10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하여 외지로 나가는 인구가 증가하

면 그 해에 출생아 수는 대폭 감소함을 보이고 있어 세부 지역별 분석

내용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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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교로 인한 인구구조 특성 변화

학교 통폐합 이후 젊은 인구의 유출과 출생아수 감소는 장기적으로

지역의 인구구조 특성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하여, 학교의

유무와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유아 및 학령기 인

구(0-19세)와 가임여성 인구(20-39세), 생산가능 인구(20-50대), 그리고

고령인구(65세 이상)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추가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대비 20-39세 여성인구인 지방 소멸지수와 총 인구수를 분석하였

다. 또한 지역 규모의 차이가 크게 날 경우에는 인구수 자체의 증감 비

교 보다 총 인구수 대비 각 연령층별 인구 비율이 더 적절한 비교 지표

가 될 수 있기에, 전체 인구 중 각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함께 분석

하였다. 지역 규모별 분석을 위해 편의상 인구 수 3,000명 이하의 지역

(남은 초등학교 수 평균 1개)은 유형 1로, 3,000명 이상 4,000명 미만인

지역(남은 초등학교 수 평균 2개)은 유형 2로, 인구 수 4,000명 이상 지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 원시자료, 시군별 통계연보

<그림 4-17> 전년대비 전출인구 및 출생아 증감률 추이
(춘천 정선 홍천 전체 면지역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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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남은 초등학교 수 평균 3개)은 유형 3으로 부르도록 한다.

인구구조 변화 분석 결과, 해당 시기 동안 모든 분석대상 지역들에

서 0-19세의 유아 및 학령기 인구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최대

75%까지 감소한 지역들도 다수 존재했다. 이로 인해 1998년 당시 전체

인구 중 최소 17%, 최대 28%의 비율로 지역에 존재했던 유아 및 학령

기 인구가 2016년에는 최소 5%, 최대 13%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가임여

성 인구와 생산가능 인구, 총 인구도 모든 지역에서 감소 한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모든 지역에서 증가함을 보여 지역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 규모별로도 차이를 보여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총 인구

중 젊은 연령층의 인구 비율은 가장 적은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가장 많았다. 세 유형 지역의 인구 구조 변화를 보면, 유형 1 지역은

1998년 당시 학령인구는 전체 인구수의 21%였던 것에서 2016년에 8%로

감소한 반면, 고령인구는 16%에서 34%로 급증하였다. 유형 2 지역과 3

지역에서도 학령인구 및 가임여성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가 함께

나타났으나 인구규모가 가장 작은 유형 1지역에서의 인구특성변화가 가

장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일반적으로 지방 소멸지수가 0.5 미만인

경우에 해당 지역을 소멸위험 지역으로 규정한다고 할 때 세 유형의 지

역 모두 소규모 면 단위 지역이기에 2016년에 지방 소멸지수 값이 0.2에

불과한 수준이지만, 그 중에서도 유형 1 지역은 0.19로 가장 소멸위기가

심각한 지역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폐교 이후의 젊은 연령 전출 및 출산력 감소가 장기적으

로 지역 인구특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어 지역의 고령화를 더욱 촉

진하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지역일수록, 그리고 남은 초등학교 수가 적

을수록 지역 내에서 받는 타격은 더욱 크게 나타났다.



- 78 -

인구특성
1998년 2016년 증감율

인구수
인구수/
총인구

인구수
인구수/
총인구

인구수
인구수/
총인구

0-19세 인구 771 24% 255 10% -0.65 -0.60
20-50대 인구 1732 54% 1281 48% -0.26 -0.10
20-39세 여성인구 381 12% 166 6% -0.55 -0.47
65세 이상 인구 475 15% 809 31% 0.67 1.11
지방 소멸지수 0.83 0.22 -0.72
전체 인구 3226 2651 -0.19

통계청 주민등록 인구통계

<표 4-9> 인구 3천명 이상 4천명 미만(1995년 기준) 지역 평균 인구특성변화

인구특성
1998년 2016년 증감율

인구수
인구수/

총인구
인구수

인구수/

총인구
인구수

인구수/

총인구
0-19세 인구 1235 25% 379 10% -0.69 -0.61
20-50대 인구 2658 54% 1914 50% -0.277 -0.07
20-39세 여성인구 619 13% 256 7% -0.584 -0.47
65세 이상 인구 662 13% 1099 28% 0.67 1.14
지방 소멸지수 0.98 0.24 -0.75
전체 인구 4913 3832 -0.22

통계청 주민등록 인구통계

<표 4-10> 인구 4천명 이상(1995년 기준) 지역 평균 인구특성변화

인구특성
1998년 2016년 증감율

인구수
인구수/
총인구

인구수
인구수/
총인구

인구수
인구수/
총인구

0-19세 인구 355 21% 110 8% -0.63 -0.62
20-50대 인구 887 54% 610 46% -0.284 -0.15
20-39세 여성인구 184 11% 69 5% -0.587 -0.52
65세 이상 인구 258 16% 433 34% 0.63 1.10
지방 소멸지수 0.68 0.16 -0.75
전체 인구 1655 1311 -0.19

통계청 주민등록 인구통계

<표 4-8> 인구 3천명 미만(1995년 기준) 지역 평균 인구특성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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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제 4장에서는 소규모 농촌 지역에서 폐교가 발생하면 어린 자녀를

동반한 인구 이동이 얼마나, 어느 기간 동안 나타나는지와 더불어, 이와

같은 인구이동이 지역의 출산력과 인구구조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를 분석하여 폐교발생에 따른 인구의 동태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한 사례지역으로 춘천시와 정선군, 홍천군의 폐교 발생 면 지역을 선

정하였다.

인구 이동 분석 결과, 일반적으로는 소규모 지역에서 폐교 이후 나

타나리라 예상되었던 것으로, 어린자녀를 동반한 전출인구는 급증하고

전입인구는 낮아지는 추이가 대부분의 면단위 지역에서 보이고 있다. 또

한 인구감소가 크게 나타난 이후 폐교발생 시, 전출에 변화가 없거나 오

히려 감소를 보이는 한편, 전입의 감소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 순 이

동률이 (-)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폐교 이후 2-8년 사이에 더욱 순

이동률의 감소가 컸으며, 14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점차 회복추이를 나

타내었다. 이렇게 전출한 인구는 춘천시의 경우 70%가 지역 내에서 이

동한 반면, 정선군과 홍천군은 60-70%가 자녀를 데리고 타지로 이주하

여 군의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폐교 발생 이후 가임여성 인구의 유출은 지역 출산력 감소로 이어

져, 전출 증가와 출산력 감소의 상반된 추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이와 같

은 젊은 인구 및 출산력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지역의 인구특성에도 영향

을 미쳐, 지역 내 유아 및 학령기 인구와 가임여성 인구 등의 감소 및

고령인구 증가로 이어졌으며, 인구 3,000명 미만의 소규모 지역일수록 그

타격은 더욱 크게 나타났다.

소규모 농촌 지역에서 학교가 사라지는 것이 장기간 동안 지역 내

아이가 있는 젊은 가구 유출을 가속화 시키고 출산력 감소를 초래하여

결국 지역 인구구조의 변화로까지 이어진다는 이상의 결과는 현재까지

심증적으로 논의되어왔던 폐교의 지역 황폐화 가속화 가능성을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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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특히 농산어촌 소규모 지역에서 학교 통폐합

의 더욱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인구수를 기준으로 학

교를 통폐합 시키는 현재의 교육부 정책으로는 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에

있는 학교일수록 가장 먼저 폐교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소

규모 지역일수록 폐교이후 출생아 수 감소와 학령인구 및 생산가능 인

구, 가임여성인구 등의 감소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기에, 이는 소규모

지역을 소멸위험에까지 처하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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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학교 유 무가농촌커뮤니티에미치는영향력

1. 사례 마을의 선정과 분석틀

1) 사례마을 선정과 사례마을 개요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학교의 유·무가 소규모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유사한 지역규모 및 위치적 특성을 가진 지역인 춘천시

남면과 북산면을 비교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남면과 북산면은 춘천

시에서 가장 많은 학교가 폐교되어 사라진 지역이다. 남면은 5개의 초

중학교가 폐지되었으며 2009년을 마지막으로 하여 모든 학교가 사라졌

다. 반면, 북산면에서는 6개의 초등학교가 폐지되었으나 현재 하나의 초

등학교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강원도에서 소멸위기 2번째 지역에

해당하는 북산면은 춘천시 중 가장 인구규모가 작은 극소규모 지역이기

에, 오히려 학교 하나가 소규모 지역에 주는 직 간접적 영향을 잘 나타

낼 수 있는 비교대상이라 판단하였다.

학교의 존재가 지역에 미치는 지리적 영향범위를 정확히 알 수는 없

으나, 일반적으로 해당 법정리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리라 판단되

어 남면 가정리와 북산면 추곡리를, 그 중에서도 학교가 위치한 가정1리

와 추곡1리에 좀 더 초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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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면은 총 인구수 1,128명, 633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총

면적은 73.2이며 1당 인구 15.4명의 인구밀도를 가진다. 총 7개

법정리와 11개의 행정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법정리 중에서는 가정리의

면적이 가장 넓고 인구수도 가장 많다. 남면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폐교

가 된 G초등학교 역시 가정리(가정1리)에 위치했다.

지리적으로 남면은 춘천의 가장 남쪽 하단에 위치한 지역으로, 남산

면이 남면의 외연을 둘러싸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홍천군 서면, 서쪽으로

는 경기도 가평군 가평면과 접하고 있다. 또한 산과 강이 어우러진 수려

한 경관을 보유하면서 동쪽을 제외한 3면이 하천으로 둘러싸여 있어 여

름철 유원지로도 알려진 지역이다. 남면은 2010년에 개통된 서울-춘천고

속도로가 지나는 곳으로, 서울 및 춘천 시내와의 교통 접근성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아직 춘천 시내와의 거리가 승용차로 약 45

분 걸릴 정도로 시내와는 떨어져 있는 지역이다.

한편, 북산면은 총 인구 955명, 584세대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총 면

적이 214.98이며 평균적으로 1당 인구 0.23명이 거주할 정도로 가

<그림 5-1> 춘천시 남면 가정리, 북산면 추곡리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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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상당히 떨어져서 위치해 있다. 북산면은 10개 법정리, 15개의 행정

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법정리 중에서는 추곡리에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

살고 있고 현재 하나 남은 초등학교도 추곡리(추곡1리)에 위치하고 있다.

춘천의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북산면은 동쪽으로 양구군과 인제군

남면, 남쪽으로는 동면과 홍천군 화촌면, 두촌면이 접하고 있다. 서쪽으

로는 동면과 신북면이, 북쪽으로는 화천군 간동면과 양구군 양구읍이 인

접해 있다. 현재 춘천과 양구를 이어주는 46번 국도가 북산면 추곡리를

지나고 있으며, 2012년에 배후령 터널이 개통되면서 춘천 시내와의 교통

접근성도 개선되어 춘천시내까지 승용차로 약 40여분이 소요된다.

북산면은 과거 소양강 다목적댐이 건설되면서 과거 면소재지였던 내

평리 등 다수의 지역이 수몰된 상태이며, 이로 인해 현재 소양호를 중심

으로 면이 동서로 나뉘어져 있어 사실상 주민 생활권 역시 구분되어 있

다. 전체적으로 산지가 많고 평지는 적은 지역이기에 소규모 밭농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두 지역 주민들은 외지인에 대한 성향도 상당히 다르다. 남면은 의

암 류인석 장군을 비롯한 여러 의병장의 출생지로서 가정리 주민의 대부

분이 유씨 성을 가진 집성촌의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배경 하에 남면

주민들은 상당히 강한 유교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인이나 외지인

에 대해서도 배타적인 면모를 보인다. 남면 전체 인구 중 외국인 수는 2

명(0.2%)이며, 그 중 인구수 282명, 140세대가 거주하는 가정리에 거주하

는 외국인은 한 명도 없다.

한편, 현재 북산면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자 인구수는 5명(0.5%)이며,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북산면에 위치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어, 총

학생 중 3가정(43%)이 다문화 가정이다. 과거 북산면은 소양강 댐 수몰

당시에 보상을 받고 외지로 나간 원주민들이 많았으나 현재는 다시 고향

으로 돌아온 인구나 외지인들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다. 또한 서울에서

귀촌한 지 2년이 된 부부가 마을 반장을 맡을 정도로 외지인들에 대한

배타성도 적은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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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2014)의 연구에 따른 외부인에 대한 북산면과 남면 주민의

반응에서도 지역별 주민 성향이 상당히 다름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5-1>을 보면, 북산면은 주민의 7.6%가 외부인 전입 및 방문객 증가에

대해 환영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반면, 남면은 25.8%가 환영하지 않는다

고 응답하였다. 연구자 또한 주민들의 마음을 열고 라포(rapport)를 형성

하기 위해서 스포츠 마사지 등의 봉사활동을 하며 신뢰감을 쌓을 시간이

필요했다.

두 지역 주민들은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동 연구(2014)에 따른 지역별 소득수준을 나타낸 <표 5-2>를 보면, 북

산면과 남면 모두에서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주민이 60-70%로 가장

많았으며, 북산면은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인 주민이 전체의

30.4%인 반면, 남면은 22%로 약 10% 더 적은 수준이다. 실제 각 마을

이장 인터뷰 결과, 남면의 주민 소득은 상, 중, 하 중에서 하위에 속한다

고 응답한 반면, 북산면의 주민 소득은 중위에 속한다고 응답하였다. 이

러한 차이는 북산면이 남면에 비해 50-60대의 비교적 젊은 인구가 많기

구분
외부인 전입 및 방문객 증가 전체

환영한다 조금환영한다 모르겠다 환영하지않는다 전혀환영하지않는다

지
역

북산면
116 27 26 9 5 183
63.4% 14.8% 14.2% 4.9% 2.7% 100.0%

남면
92 30 39 48 8 217
42.4% 13.8% 18.0% 22.1% 3.7% 100.0%

출처: 김승희(2014) 자료

<표 5-1> 외부인 전입 및 방문객 증가에 대한 주민성향 차이

구분
소득

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151-200만원 201-300만원 301만원 이상

지역
북산면

106 32 23 11 9
58.6% 17.7% 12.7% 6.1% 5.0%

남면
151 33 15 7 12
69.3% 15.1% 6.9% 3.2% 5.5%

출처: 김승희(2014) 자료

<표 5-2> 지역별 소득수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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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으로 판단된다. 주민등록 인구상으로는 남면의 평균연령이 약 3살

정도 더 낮게 추산되나, 실제 연구자의 체감 연령대는 북산면이 더 낮았

다. 또한 농번기에 맞춰 두 지역을 답사한 결과, 남면 노인정에는 70-90

대의 노인 분들이 다수 모여 있는 반면에 북산면 노인정에는 거의 사람

들이 없었으며 대부분 밭에서 일을 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두 지역 모두 면 사무소와 치안센터가 지역 내 유일한 공공기관이

며, 북산면은 초등학교가 하나 있다는 점에서 남면과 차이가 존재한다.

2015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남면에는 상수도 시설의 미급수 인구가

338명, 229세대이며 그 중 가정리는 107명, 57세대가 해당된다. 반면 북

산면의 미급수 인구는 926명, 568세대이며 그 중 추곡리는 323명, 187세

대가 해당되고 있어 남면에 비해 북산면의 상수도 공급 수준이 더욱 열

악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두 지역 모두에서 미용실, 목욕탕, 세탁소

등의 공중위생업소는 전무한 상황이다.

2) 분석틀

북산면에 남아있는 초등학교 역시 현재 학생수가 11명으로 교육부의

통폐합 권고 기준인 60명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와 같

은 소규모 학교가 소규모 지역에 있음으로 인해 학교가 아예 사라진 남

면과 장기적으로 어떤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면담 및 참여관찰 등을

통해 그 실태를 파악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면담은 지역주민들과 학부모, 아이들, 학교 선생님, 교회기관, 이장,

면사무소 직원, 치안센터 경찰관, 보건 진료소 기관 등 다양한 관계자들

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였다. 이장이나 면사무소 직원과 같이 특정 면담

대상을 정하였으나 지역에 거주하거나 지역과 관련된 자라면 배제하지

않고 최대한 면담 대상에 포함하고자 하였으며, 축적된 자료를 분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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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학교와 관련하여 의미를 가지는 내용들을 선별하였다. 면담 이

후 추가적인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북

산면 초등학교의 학부모를 대상으로는 설문조사와 면담을 병행하였다.

참여관찰은 학교와 관련된 행사들과 노인정 활동 및 통합학교의 통

학버스 탑승 등 학교의 유무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여

러 활동들에 참여하였으며, 녹음 및 기록을 통해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

고자 하였다.

면담대상 면담인원 면담 기간 비고
남면 북산면

사전면접: 2017.03.03

시작: 2017.04.27

최종 2017.05.23

기타에는 면사무소

직원, 치안센터

경찰관, 보건진료소
의사, 통학버스

도우미 등이 포함됨

지역 주민 30 14
마을 이장 2 2
지역 학부모 2 12
지역 학생 10 9

교장, 교감, 교사 1(통합초등
학교교감)

5

기타 3 3
총 인원 48 45

<표 5-3> 면담 대상

참여관찰 대상 참여관찰 시기

남면 폐교부지의 대안학교 설립행사 2017.04.28

북산면 초등학교 운동회 2017.05.02

남면 학생 통학버스 탑승 2017.05.19

마을 노인정 치매교육 및

노인정 활동

2017.04.27

2017.05.19

2017.05.23

<표 5-4> 참여관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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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마을별 학교 살리기 운동 비교

춘천시 남면에 위치해 있던 G초등학교는 2009년 3월자로 통폐합되

어 사라졌다. 폐교 당시 초등학교의 학생 수는 9명이었으며 3개 학급의

복식수업으로 운영되었다. 한편 북산면에 위치한 C초등학교는 동 시기에

학생 수 13명, 학급 수 3개로, 남면에 비해 학생 수는 4명 더 많은 정도

였으나 폐교되지 않고 현재까지 유지되어오고 있다.

두 지역의 학교 모두 교육청의 폐교압박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이

에 따른 학교 살리기 운동이 전개 되었다. 그러나 북산면은 지역주민들

과 학부모, 동문회가 함께 학교 살리기 운동을 펼친 반면, 남면에서는 아

이가 있는 학부모들을 중심으로만 폐교반대가 이루어졌으며 이에는 남면

주민들의 보수적인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연구자의 참여관찰

결과, 남면 가정리는 선거 때 마을에서 몰표가 나올 정도로 보수적인 성

향이 있으며 특히 정부 순응적인 태도가 상당히 강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시골에 사는 사람은 다 그렇게 사는 거죠 뭐, 서운할 뿐이지 불만은 없어

요. 남면 전체가 학교가 없어. 그래도 없는 거는 정부에서도 할 수 없으니까 

없앤 거지. 옛날에는 초등학교, 중학교도 있어서 우리 동네도 학교 있어서 편

하다고 했는데 이젠 하나도 없다보니까 그런 소리도 하나 못하니까 서운하긴 

하죠. 시골에 사는 죄가 많겠지 뭐. (남면주민 / 80세 노인회장 P씨)

이로 인해 남면의 주민들은 G초등학교가 1937년 일제강점기에 설립

되어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진 학교였음에도, 정부의 통폐합 결정에 큰

저항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아이가 있는 젊은 학부모들은 여

러 번 교육청을 찾아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폐교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장학사들이랑 교육청 사람들 만나서 얘기도 

많이 했었고, 1박2일 교육청에 몰려가서 시위도 몇 번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이미 폐교를 결정해놓고 뭘 해주면 좋겠냐는 것에 초점을 맞추더

라고요. 그게 반복되면서 우리도 결국에는 통폐합 된다는 걸 알았죠. 그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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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우리도) 스쿨버스 운영이나 이런 폐교 이후의 일들을 고려하게 되었던 거

죠. 우리도 여러 가지 많이 싸웠었는데……. (남면주민 / 3자녀 학부모 Y씨) 

이와 같은 학부모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남면의 G초등학교는 결국

폐교결정이 내려졌다.

반면 북산면에서는 학교를 살리기 위해 지역주민들과 학부모, 학교

동문회가 함께 나섰다. 주민들은 학교 통폐합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교육

청에 제출하였으며, 동문회원들과 다 함께 교육청 앞에 나가 농성을 하

였다. 한편 아이들을 모으기 위한 활동으로는 추곡리 이장과 학교 운영

위원회 학부모, 그리고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산촌유학’이 있었다. 산

촌유학은 서울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열흘간 농촌체험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산촌유학으로 온 아이들이

마을 주민들 집으로 찾아가 주민들과 함께 미션을 수행하며 먹고 자도록

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활동에 자연스레 연계 될 수 있었고, 초등학

교 동문회에서도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활동들은 2014년에 정부

지원을 받아 설립된 ‘인성학교’로 이어져 현재 마을 주민들의 재능봉사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출처: 강원일보 2013.08.05.자료

<그림 5-2> 추곡리 산골유학센터 목공예 배우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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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노력 이외에도 북산면은 현재 강원도 교육감의 고향이라는

점에서 남면과 차이를 보인다. 교육감은 북산면 내평리에 위치했던 초등

학교에 다니다가 5학년이 되던 해에 소양강 댐 건설로 인해 학교 뿐 아

니라 마을 자체가 침수되면서 마을을 떠났다. 이로 인해 현재는 사라져

버린 마을이지만 교육감이 추석을 앞두고 본지에 보냈다는 편지 내용을

보면 마을과 학교에 대한 추억과 향수가 여전히 배어 있다. 다음은 강원

도민일보에 실린 내용이다.

춘성군 북산면 내평리 / 댐이 생기며, / 물속에 잠긴 내 고향 / / 강물 위로 단
풍잎 지면, / 어린 시절 집, 학교도 / 붉은 빛 돌겠지. // 철이 바뀔 때면 / 그
리운 / 고향 내평리.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추석을 앞두고 본지에 보낸 글에는 40년 전 소양호 물
속에 잠긴 고향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담겨 있다. …
“중학교 갈 때쯤 소양강댐을 쌓기 시작해 아마 3학년 때 마을이 물에 잠긴 것
같다. 마을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졌다. 집도, 학교도, 면사무소도, 학교 옆 점방
도 그대로 물속에 잠겨버렸다”며 “갈 수도, 볼 수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더 그립
고, 그때를 함께 한 이들을 만나면 더 애틋하다”고 회상했다.(강원도민일보,
2013.09.12.)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하나가 되어 학교 살리기 운동을 벌인 노력의

결과, 학생 수가 크게 늘지 않았음에도 추곡리의 C초등학교는 통폐합이

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으며, 현재까지 학교가 유지될 수 있었던 데에

는 도 교육감의 고향에 마지막 하나 남은 학교라는 사실도 어느 정도 영

향을 주었을 것이다.

지역 남면(G초등학교) 북산면(C초등학교)
2008년 학생 수 9명 13명
수업운영방식 3개 학급 복식수업 3개 학급 복식수업

폐교반대운동 주체 학부모 중심
학부모, 지역주민,

동문회, 교회기관

기타지역특성

남면 주민들의 보수적인

성향 및 정부 순응적

태도가 강함

현 강원도 교육감의 고향

폐교여부 폐교 유지

<표 5-5> 지역별 폐교위기 당시 학교현황 및 지역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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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규모 농촌 커뮤니티에서 학교의 영향력 분석

1) 연령층별 인구 변화

남면에서 G초등학교를 마지막으로 학교가 전부 사라진 2009년 이후,

남면과 남면 가정리, 북산면과 북산면 추곡리의 연령층별 인구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2009년 3월에 폐교가 되었다는 것은 2008년에 이미 통

폐합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인구 변

화를 분석하였으며, 법정리별 인구수는 자료가 구축되어 있는 2009년부

터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표 5-5>를 보면, 유아 및 초등학교 학령인구가 남면은 –0.46배 감

소한 반면 북산면은 –0.16배로 학교가 없어진 남면에서 –0.3배 더 크게

감소하였으며, 학교가 위치한 남면 가정리와 북산면 추곡리는 더 극적인

차이를 보이면서 가정리는 –0.73배 감소한 반면 추곡리는 –0.2배 감소

에 불과했다. 이는 초등학교가 지역 내에 없음으로 인해 지역 학생 수

감소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한명이든 두 명이든 여기학교는 없어지질 말았어야 해요. 우리 손주도 여

기서 5학년까지 학교를 다녔었는데 폐교되니까 여기서 남산면을 다니느니 춘

천으로 가겠다고 해서 지금 춘천에 가 있어요. (남면 주민 / 74세 S씨)

주 가임여성인 만 20-39세 사이의 여성 인구 역시 남면에서는 폐교

후 9년 사이에 약–0.31배 줄었으며 북산면은 동 시기 동안 –0.23배 감

소하였다. 또한 가정리는 추곡리보다 –2배 더 감소하였다. 생산 가능인

구이자 지역의 젊은 층인 20-50대 인구의 감소 역시 북산면에서 42명

감소하는 동안 남면은 104명이 줄었으며, 오히려 북산면 추곡리에서는

0.03배 증가하였다. 학교가 전부 사라진 9년의 기간 동안 유아 및 학령인

구와 가임여성, 그리고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가 학교가 있는 지역보다

없는 지역에서 상당히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학교가 없다는 것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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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황폐화를 더욱 초래하게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북산면 C초등학교 학부모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총 4명의 귀촌인 모두가 이곳에 초등학교가 없었다면 들어오지 않

았을 것이라고 응답하여 젊은 귀촌인 유입에 학교가 주요한 요인으로 인

식됨을 파악할 수 있었다. 남면 지역 주민 상당수도 이러한 젊은 인구의

감소를 느끼고 있었다.

앞으로 10년 정도 후에 젊은 사람들은 아예 없어지겠죠. 지금도 남면 가정

리에 40세 이하는 없어요. 3년 전만 해도 청첩장이 한 달에 몇 개씩 왔는데 

작년부터는 청첩장을 거의 못 받았어요. (남면 주민 / 54세 J씨)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남면에서 0.22배 증가한 반면 북산면은 0.36

배로, 북산면에서 더 많은 증가를 보였다. 김승희(2014)의 연구에 따르면

귀촌인구 중 지역에서 태어나서 고향을 찾아 온 인구가 남면보다 북산면

에서 약 10%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 내에 초등학교가 있는 것이

고령 노인들의 귀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증감율

만 0-12세

남면 65 55 50 50 43 40 37 39 35 -0.46
가정리 - 22 14 17 11 10 11 11 6 -0.73

북산면 32 32 29 30 31 25 25 23 27 -0.16

추곡리 - 10 9 9 13 7 6 6 8 -0.20

만 20-39세여성

남면 77 76 64 67 67 61 61 64 53 -0.31
가정리 - 22 19 22 20 18 16 17 14 -0.36
북산면 47 41 42 41 41 38 39 36 36 -0.23
추곡리 - 17 17 15 17 13 13 12 14 -0.18

만 20-59세

남면 579 589 567 539 516 499 496 484 475 -0.18
가정리 - 147 140 143 139 133 124 116 103 -0.30

북산면 434 412 419 432 422 413 404 394 392 -0.10

추곡리 - 150 151 157 155 146 145 146 154 0.03

만 65세 이상

남면 342 344 353 364 383 384 401 415 417 0.22
가정리 - 102 107 111 111 108 118 125 126 0.24

북산면 276 284 300 307 321 343 345 362 376 0.36

추곡리 - 91 95 99 101 113 111 116 115 0.26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면사무소 요청자료

<표 5-6> 남면 및 북산면 연령층별 인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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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업 및 부동산 시장 변화

두 지역의 주민들 모두 학교의 유무가 현재 지역에 남아있는 상점의

매출이나 부동산가격 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

지만 남면 가정리에서는 학교가 사라지자 인근의 상점 3개가 연이어 사

라졌다. 또한 남면의 평균지가가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북산면 추곡

리 학교 인근의 표준지주택 가격이 남면 가정리 폐교 인근보다 더 높았

으며, 폐교 인근에서 비교적 더 많은 공가가 존재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현재 가정리에는 소매점 하나와 음식점 2개가 남아있다. 인터뷰 결

과 남아있는 상점들은 폐교가 장사 매출에 미친 큰 타격은 없었다고 느

끼고 있었으며, 다만 음식점의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사라져서 미치

는 영향이 다소 있었다. 북산면 추곡리의 상점 주인도 이와 유사한 반응

을 보였는데, 이는 학생 수 자체가 워낙 적을 뿐 아니라 북산면의 산지

특성상 아이들이 통학버스를 타고 이동한다는 점도 학교가 매출에 미치

는 영향이 크지 않은 이유로 파악된다.

학교 있는 거랑 장사는 큰 관계없어요. 지리적으로 산지로 되어 있다 보

니까 애들이 통학버스를 타요.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여기 장사에는 도움이 크

게 안 되죠. 여기는 건축하시거나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이 주로 구입하시죠. 

또 요샌 차들이 있으니까 주민들은 많이들 시내로 나가서 사세요. 

                                          (북산면 주민 / C매점 주인)

학교가 매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두 지역 주민들의 인식

에도 불구하고 남면 가정리에서는 학교가 사라지면서 학교 인근에 있던

소규모 상점들이 함께 사라졌으며, 폐교 발생 2년 후에는 면 전체에 하

나 남아있던 이발소도 문을 닫았다. 이에 따라 남면은 2009년에 학교가

사라진 이후, 바로 다음 해인 2010년에 2개의 소매업점이 사라졌고 그

다음해에 1개가 추가로 없어졌다. 이는 모두 학교 인근에 위치해 있던

상점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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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는 여름 수상스키 등의 레저 활동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

영하는 펜션에 부속되어 여름철에만 운영되는 매점들만 3-4개 늘어난

실정이다. 반면 북산면은 2008년 이후에 소매업점 수 7개에서 더 이상

줄어들지 않았으며 2016년도에는 8개로 하나 더 증가하였다.

현재 남면 가정리에는 상점 간판만이 덩그러니 걸려있다. 가정리 학

교 부지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 버스 정류장 벽면에는 학생의 안전을 보

호하도록 ‘안전구역’을 지정해 놓은 표지판이 붙어있지만, 지도상에 있는

초등학교와 가게는 연쇄적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가

정리 노인회장 P씨(80세)는 상당히 순응하고 체념하는 반응을 보였다.

여기 잡화, 공책이나 연필 같은 거 파는 가게들도 두어 개 있었는데 지금

은 하나도 없어. … 그 대신에 지금은 이동판매가 있어요. 시골에 살면 그저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예요. (남면주민 / 80세 노인회장 P씨) 

<그림 5-3> 남면 가정리 사라진 소매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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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유무가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실제 지

가의 변화는 학교보다는 도로 및 교통의 발달에 큰 영향을 받고 있었다.

2010년 서울-춘천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고속도로가 지나는 남면의 지

가가 크게 상승했고, 북산면 역시 배후령 터널이 만들어짐에 따라 교통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과거에 비해 지가상승이 크게 나타났다. 지역 주민

들도 학교보다는 교통발달을 지가 변화의 주요인으로 꼽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땅값은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전보다는 많이 올랐어요.   

                                 (남면 주민 / 가정1리 반장 Y씨)

부동산 가격은 상승추이를 보이고 있어요. 

배후령 터널이 뚫렸고 도로 접근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죠.

                                 (북산면 주민 / 추곡1리 이장 A씨)

<표 5-6>을 보면 북산면은 소양강 수몰지역이 상당 부분 포함되었

기에 면 평균으로는 남면에 비해 상당히 지가가 낮으며, 남면이 북산면

에 비해 평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울과의 근접성도 높기 때문에 학교

위치 지역인 가정리와 추곡리를 비교해도 가정리의 평균 공시지가가

2015년에 약 1억 9천만 원 더 높았다.

가정리 상점 간판 가정리 안전구역

<그림 5-4> 남면 가정리 사라진 학교인근 상점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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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학교 인근의 표준단독주택가격 변화를 나타낸 <표 5-7>을

보면, 오히려 북산면의 주택가격이 남면에 비해 약 3천만 원 더 높아 학

교 인근의 주택가격이 학교가 사라진 곳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평균 공시지가와 비교해도 증가율의 차이가 상당히 작

다. 한편 2017년이 되면서 남면 가정 1리의 폐교 인근은 표준지 단독주

택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정리 북쪽 상단에 위치해 있는 가정 3리 부

근의 주택으로 대체되었다. 표준단독주택은 지역 내 주택 중에서도 대표

성, 중용성, 안정성, 확정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선정되기에, 이는 학

교가 사라지면서 지역의 대표권역이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남면 가정리의 지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는 반장 및 이장의

인터뷰 및 평균 공시지가 결과와는 다르게 학교 인근의 몇몇 주민들은

지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응답하였다.

땅값이 떨어진 건 많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3-4년 전만해도 여기 도

로변에 30-40만원씩 했는데 지금은 19만원에 팔렸어. 사는 사람이 없어   

                                         (남면 주민 / 80세 노인회장 P씨)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증감율

평균지가

남면 11,493 10,570 22,947 19,919 16,239 12,680 11,062 25,643 1.23
북산면 3,545 2,510 4,014 3,797 3,444 3,019 2,748 4,218 0.19
남면
가정리

12,677 11,260 24,602 21,361 17,331 13,288 11,769 27,972 1.21

북산면
추곡리

5,742 4,915 7,828 7,312 6,636 5,689 5,170 8,251 0.44

자료: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표 5-7> 남면 및 북산면 평균 공시지가변화
(단위: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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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역 내 공가 수준 분석 결과, 가정리 전반적으로는 공가가 많

은 편이 아니었으나 약 10년 간 폐교부지가 황폐화되어 있었던 가정 1리

에 공가가 비교적 다수 위치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가정1리에서

는 관리가 되지 않아 무너진 공가 뿐 아니라 쓰레기장으로 사용되고 있

는 공가, 그리고 버려진 비닐하우스도 있어 전반적으로 마을의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었다. 또한 초등학교가 사라진 부지에서부터 1km 내에 위치

해 있는 가정리 마을 입구 부근에는 현재 다섯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집

들이 모두 폐가로 되어 있거나 가끔 시내 사람들만 들르는 빈집으로 남

아있었다. 한편, 2002년에 중학교가 폐교되고 캠핑장이 들어선 남면 발산

리에서도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집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 주변에도 빈집이 꽤 있어요. 학교 없어지면서 많이들 나갔고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죠. (남면 주민 / 발산리 학교 인근 거주 77세 K씨) 

이에 비해 북산면에서 학교가 위치한 추곡 1리의 폐가는 2채로 학교

인근에는 폐가가 거의 없었으며, 조금 떨어진 추곡 2리에는 4-5채의 폐

가가 남아 있었다.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증감율

표준단독
주택가격

남면 1,080 1,150 1,230 1,280 ㅡ 0.18

북산면 4,030 4,105 4,260 4,390 4,640 0.15

자료: 국토교통부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표 5-8> 남면 및 북산면 학교인근 표준단독주택가격 변화
(단위: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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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남면 가정1리 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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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 공동 활동 및 마을 분위기 변화

실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70세 미만 성년인구가 10명이 채 되지

않는다는 남면 가정 1리는 학교가 사라지면서 주민 공동 활동도 더욱 감

소하게 되었다. 학교가 존재할 때는 리별 대항 줄다리기 등 마을 전체의

잔치로 열렸다는 운동회가 사라졌고 청년 체육대회나 노래자랑대회, 총

동창회 모임 등의 행사도 모두 사라졌다.

대부분의 농촌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체로 부녀

회를 들 수 있으나, 가정 1리의 부녀회원은 10명 정도로 일 년에 한번

마을 총회 때 음식준비를 하거나 5-6명이 민속주를 만들어 수익을 내는

것 외에는 특별한 공동 활동이 없었다.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하는 활

동으로는 의암 류인석 장군 유적지에서 의암제 제례를 지내는 것이 가장

큰 행사였으며, 일상적으로는 시에서 노인정에 제공해주는 복지서비스

활동과 노인정 옆에 설치되어 있는 게이트볼장 게임 활동이 마을 남녀

노인들의 유일한 공동 활동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가정 2리와 3리도 마

찬가지였으며, 그나마 남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가정리가 다른 법정리

지역들에 비해 게이트볼이나 노인복지 활동이 많은 편이었다.

여기서 한 70년 살았어요. 우린 여기 반토박이에요. … 학교 있을 때는 

운동회, 청년 운동회도 하고, 전체 노래자랑도 하고 그랬는데 학교 없어지면

서 다 없어졌지. 여기 게이트 볼 치는 거는 많이들 하죠. 대회도 나가고. 가끔 

계모임해서 관광도 같이 다녀왔지만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못 가지. … 지금

은 구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도 없지 뭐. (남면주민 / 76세 S씨, 82세 C씨) 

24살에 마을로 시집와서 현재까지 마을에 살고 있는 할머니(84세)는

학교가 사라지고 마을이 더 삭막해졌다고 안타까워했으며, 주민 연령이

높다보니 마을 길거리에서는 거의 사람을 볼 수 없어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활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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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활동은 노인네들 하는 거나, 게이트볼 치고 하는 거 정도 밖에 없어

요. … 그 전에는 학교에서 운동회하면 학생이 있든 없든 바빠도 죄다 갔었는

데, 지금은 뭐 그럴 일은 없겠죠. 폐교돼서 지금 캠핑장으로 쓰는 발산중학교

에서 경로잔치나 남면이랑 남산면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격년제 면 체육대회 

같은 것들은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일하느라 바쁘면 안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

래요. (남면 주민 / 60세 K씨) 

외국나라하고 똑같은 거 같아. 호주 갔을 때도 거기 사람구경 못했는데 

여기도 사람이 돌아다니질 않아서 별로 없어. (남면 주민 / 가정1리 반장 Y씨)

반면 북산면 추곡리 마을은 남면과는 상반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었

다. 추곡1리의 부녀회원 수는 30명 정도로 가정1리에 비해 3배 더 많았

다. 이로 인해 마을의 부녀회 활동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서 장 담그기,

김장하기, 떡메치기 등의 체험활동이 홍보관을 통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고 방앗간 운영도 부녀회에서 담당했다. 이와 더불어 아이들 발 씻

어주기 등의 부녀회 행사 등 학교 아이들과 연계가 되는 활동들이 다수

존재했다.

또한 북산면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봉사단체인 의용소방대와 자율방

범대가 남면에 비해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다. 소방의용대는 남자대원과

여자대원 각각 30명씩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산불이 발생하면 춘천

시내에서 소방서 대원들이 오기 전에 먼저 출동하여 소화 작업을 수행하

는 활동을 담당한다. 실제로 최근 한밤중에 산불이 발생하자 소방의용대

원들이 새벽까지 소화 작업을 수행하여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 반면 남면의 소방의용대는 조직은 구성되어 있으나 거

의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남면의 한 주민은 불이 났는데

아무도 출동하지 않고 혼자 불을 끄러 가더라면서 불평을 토했다.

 한번은 여기 불이 나서 소방관이 왔었어요. 근데 나한테 같이 가자더라

고. 왜 혼자 가냐고 했더니 다 안 간다고 했데요. 그러니까 있으나마나 한 거

예요. 또 한 번은 가정 3리 쪽에 불이 났다고 방송이 났었어요. 그래서 가보

니까 의용소방대 대장이 있는데 소화기 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

까 집을 다 태웠죠 뭐. 나중에 소방대에서 와서 하니까 잘 되는 건데, 그걸 

사용법을 모르더라고. (남면 주민 / 77세 K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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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면과 북산면에는 치안센터가 하나씩 존재하고 있으나, 단

한명의 경찰관이 배치되어 있는데다가 두 지역 모두 정년을 앞두고 발령

받아 온 경찰관이 배정되면서 치안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낮은

수준이었다. 치안센터 이외에 두 지역에는 자율방범대가 조직되어 있다.

하지만 남면에서는 자율방범대보다 마을을 순찰해주는 남산면 파출소의

역할이 크게 인식되고 있는 반면, 총 인원 20명으로 이루어진 북산면 자

율방범대는 하루에 4명씩 순찰을 도는 등 주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마

을 치안을 위해 활동하고 있었다. 북산면에서 이러한 단체들은 친목 및

봉사단체의 성격을 띤 주민단체로서, 목적을 위해 한 달에 3-4번 만나서

교류할 뿐 아니라 학교 학생들에게도 매 졸업식마다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북산면 추곡리에서 마을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로는 일 년

에 한 번씩 열리는 척사 대회가 있으며, 마을 총회나 노인잔치 때는 부

녀회에서 식사를 준비하여 모두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었다. 북

산면은 전반적으로 마을의 주요행사 때마다 부녀회의 역할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남면에 비해 추곡리 부녀회가 활성화 되어

있는 것은 비교적 젊은 연령의 학부모들이 지역에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

여기는 부녀회 활동이 아주 힘들게 많아요(웃음). 홍보관을 중심으로 족

욕 체험해서 어린애들 발 씻겨주고, 김장하기, 장 담그기 체험활동도 하고 있

고, 도시 부녀들 초대해서 체험활동도 해요. 총회 때는 부녀회에서 식사준비

도 하고요. 그래도 재미있어요. 체험활동 할 때 애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요. (북산면 주민 / 62세 귀촌인 K씨)

추곡리의 C초등학교에서 2017년 학교 운동회가 열려 연구자도 함께

참여하였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본 운동회는 마을 주민보다는 학부모

들만 대부분 참여하도록 진행되었다. 2015년에 제정된 ‘김영란 법’ 으로

인해, 학교 측에서 부정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운동

회 날 학교 급식을 먹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은 점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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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즈음하여 운동회를 마치고 다시 집으로 향하는 분위기로 이어졌으며,

지역 주민들을 초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어려워지게 되었다. 북산

면의 C학교 뿐 아니라 이러한 운동회의 변화는 도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나타났다.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법이 오히려 농촌에서는 주민

들의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전에는 운동회가 마을 잔치였는데 김영란법 생기면서 더 힘들어져서 지

역이랑 연계가 어려워졌어요. 솔직히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과자라도 

주고 싶어도 그것조차 학교에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 너무 야박한 거 같

아요. (북산면 주민 / 43세 학부모 C씨) 

전에는 학교 운동회 때 마을에 통지를 해줘서 다들 갔었는데 지금은 운

동회를 간소하게 하더라고. 통지도 안 해주고요. 학생 수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건지……. (북산면 주민 / 66세 주민 L씨)

과거에는 운동회가 마을 잔치였지만 지금은 김영란 법 때문에 마을 잔치

가 될 수는 없어요. 부모님들이 돈을 모아서 학생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해

도 직접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시골에서 잔치식으로 운동회하는 것

은 끝났다고 봐요. 학교 발전 기금으로 가져와서 집행을 해야 하니까 그게 어

렵죠. 지금 주민들이 가을에 운동회를 다 같이 한번 하겠다고 하는데 주민들

이 빌려서 하겠다는 것은 얼마든지 하도록 하고 있어요. (북산면 C초등학교 교장)

<그림 5-6> 추곡리 C초등학교 운동회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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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의 심리 변화

남면에서 마지막 남은 학교가 사라져 버린 것에 대해 주민 대부분은

안타까운 마음을 호소하였다. 학생 수가 워낙 적기에 정부에서 하는 일

에 크게 반대하지도 못했으나 역사가 상당히 오래된 학교인데다가 대부

분 4대에 걸쳐 G초등학교를 본교로 나왔기 때문에 내심 많이 서운했다

는 반응이었다.

내가 유인석 장군 종손 며느리야. 사임당하고 유인석 장군하고 경쟁해서 

여기서 이겨서 여기에다가 지은 학교야. 6.25때 이 학교를 폭격을 해서 다시 

건축을 할 때 사임당이 동해 쪽에 하려다가 여기다가 지었지. … 다들 없어진

다고 할 때 싫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 (남면 주민 / 80세 K씨)

학교 없을 때는 망했지 뭐. 쓸쓸했지……. 애들도 없고. 나는 반대는 안했

지만 많이 섭섭했어. 가정리에 학교가 있어야지. (남면 주민 / 90세 P씨)

역사가 깊은 학굔데 폐교된다고 할 때 많이 서운했지. 우리 시누, 애들, 

남편 다 여기 학교 나왔어요. 폐교 되고 쓸쓸함도 많이 느꼈어요. 건물은 있

는데 학생은 없고……. (남면 주민 / 74세 S씨)

그전에는 학생들도 많았는데……. 서운한 건 말도 못하지. 여기서 서울에 

유명한 대학교로도 많이 배출했었고 폐교되기 전에는 학교에서도 동창회 모

임하고 했어요. 근데 억지로 반대한다고 되나 뭐. (남면 주민 / 76세 Y씨) 

추억이 많아요. 내가 여기 학교 다니다가 5학년 때 해방이 됐어. 해방이 

되니까 할아버지가 학교 안가도 된다 해서 안가고 농사 짓다가 누가 옆에서 

초등학교라도 나와야 된다고 한 모양이야. 그래서 책가방도 없이 연필 하나, 

공책 하나만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후배들이랑 같이 다시 댕녔지. 여기저기 같

이 쏘다녔던 동창들은 다 죽고 5-6명 남았어요. … 자녀가 5남매 있는데 다 

여기 (폐교 된) 초등학교, 중학교 나왔지. 근데 이제는 들어 올 생각이 없고 

손주는 나보고 땅 팔아서 쓰래. (남면 주민 / 86세 Y씨) 

본교가 없어지는데 어찌 안 섭섭하겠소. 근데 애들이 별로 없으니까 방법

이 없지 뭐. 우선 내 자신부터 애를 못 낳으니까. (남면 주민 / 83세 Y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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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심리적 상실감은 약 8년 뒤, 폐교부지에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대안 중학교를 세우는 것에 대한 주민반대로 이어졌다.

반대 이유는 문제아들이 마을에 들어와서 마을 분위기를 저해할 것이라

는 우려와 함께, 폐교된 학교를 다시 열자는 것이었다. 주민들은 플랜카

드를 내걸었고 대안 중학교 공사현장에 나가 집단 시위를 벌였으며, 이

로 인해 75일간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결국 2017년 3월에 ‘대안’이라는 이름 대신 폐교 된 G초등학

교의 이름을 붙이는 조건으로 대안 중학교가 개교하게 되었고 4월에는

지역 주민들과 학생 가족, 국회의원 등을 초청한 개교기념식 행사가 열

렸다. 행사 날 아침에는 행사에 꼭 참석해달라는 이장의 아침방송이 마

을에 퍼졌고 30명가량의 주민들이 참석하였다.

네이버 지도

<그림 5-7> 남면 가정리 대안 중학교 설립 반대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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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기념 행사 이후, 폐교 부지에 새로 들어선 대안 중학교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크게 3가지 측면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노인 분들은

침체된 마을에 큰 건물도 짓고 학생들도 들어오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

각했다.

동네에 그런 거 들어오고 좋지 뭐. 동네에 이렇게 큰 건물 잘 지은 게 어

디야. (남면 주민 / 76세 S씨) 

대안 중학교에서 국수에 떡에 아주 잘 대접해줬어. 여기 학교에 병신들만 

온다더니 애들만 똑똑한 거 같더라고. … 그래도 (이상한 애들)아닌 거 같아

서 마음이 놓여. (남면 주민 / 90세 P씨)

오늘 행사 갔을 때, 이 학교 와서 애들이 많이 좋아졌다는 말 들으니까 

그래도 기분은 좋더라고. 시간이 지나면 마을이 좀 더 발전 되지 않을까 기대

해요. (남면 주민 / 60세 K씨)

<그림 5-8> 대안 중학교 개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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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주민들은 대안 중학교 설립 당시에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던

사실도 부정하며 학교를 무조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자 했다. 이러한 반

응은 마을에 대한 애착심으로 인해 연구자에게 마을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하는 심리적인 측면이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아니야. 여기는 공부 잘하는 애들, 똑똑한 애들 오는 학교야. 더 높은 학

교로 가려고 오는 학교지. … 그래도 이거 새로 짓는데 이상한 애들 들어오면 

되겠어? 안되지. (남면 주민 / 81세 Y씨)

여기는 대안학교가 아니라 특수학교에요. 아무나 들어올 수도 없고 부잣

집 애들 들어오는 데에요. (남면 주민 / 11회 졸업생 Y씨)    

한편,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도 있었다. 1937년

학교 설립 당시, 마을 주민들이 땅을 회사하고 나무 심기, 돌 옮기기 등

의 부역을 통해 지었던 학교였기에 그 보상을 외지인들이 받는다는 것에

도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으며, 대안 중학교가 외지인들로 이루어진 기숙

학교인 데다가 주말마다 집으로 돌아갔다 오는 형식이기에 마을에는 전

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옛날에 다들 부역해서 힘들게 지은 학교들이에요. 맨날 돌맹이 고르고 나

무심고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다 지은 거예요. 우리 시누이도 했었고……. 저

걸 주민들이 보상받아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다 보상받고 그러잖아요. … 

학교보다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저런 건 지어봐

야 동네사람들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다 안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 교

육청은 돈이 많은 가봐요. 필요 없어 보이는데 다 뜯어가지고 매일 공사만 해

요. (남면 주민 / 54세 J씨) 

  

나는 고추 판매하는 거 때문에 대안 중학교 행사는 안 갔어요. (대안 중

학교가 들어섰으니)젊은이 구경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할 수가 있겠지. 일단 

젊은 애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걔네들이 와 있으면서 뭐가 도움이 되나. 

‘남들 새빠지게 일하는데 자전거나 타고 다니고 동네 사람들 원숭이 보듯 

끌끌 차며 다니지나 않나’ 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차량이 많이 다니면서 강

아지 기르던 것도 치어 죽기도 하고 이러니까 귀찮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

고……. (남면 주민 / 62세 Y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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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중학교 행사 다녀왔어. 건물은 큰데 애들은 37명이고 다 외지에서 

왔더라고. 오늘 안가면 거기 뭐 갈 일 있겠어?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그게 

뭐야? 그거 다 세금으로 지을 텐데. 주민들 위해서 뭐라도 들어섰으면 좋았을 

텐데. … 그래도 총자루 쥔 사람이 이기지. 우리가 반대하면 뭘 해. 정부에서 

하는 일을 어떻게 이겨요? (남면 주민 / 74세 S씨)

대안 중학교 들어섰지만 마을에 도움은 안될 거 같아요. 여기 노인 분들

은 보수적이에요. 근데 거기 학교는 다 전교조 출신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별로에요. 있으나 마나인 거 같아요. 위에 강원교육원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마을하고 연계한다고 하고 땅도 안 판다는 거 설득해서 다 팔게 했었는데 하

나도 연계되는 거 없어요. (남면 주민 / 가정1리 이장 Y씨)

반면 아직 초등학교가 남아있는 북산면 추곡리의 주민들은 학교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였으며, 현재 학생이 없는 주민들도 이 마을에 학교

는 꼭 있어야 할 기관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그들은 학교가 있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가지게 되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다고 느꼈으며 학교를

평생 동안 함께 해 온 이웃으로 여겨 심적인 위로를 받고 있었다.

농촌이라 노인들이 많아서 애들 돌아다니는 거 보면 꽃 같지 뭐. 활력이 

되죠. … 학교가 있다는 것이 심적으로 뭔가 하나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없어지면 느낌이 아주 허전할 것 같아. 마을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고. 여기 놀이터가 마땅한 곳이 없기 때문에 다들 

여기 학교에서 모여서 노는데, 애들 떠드는 소리가 새소리 같은걸 뭐. 학교 

없어지면 농촌자체가 황폐해 질 거 같아. (북산면 주민 / 66세 L씨)   

내 자식들도 다 여기 초등학교 나왔고, 1년에 한번 가을에 동창들 모여서 

체육대회도 하고 있어요. … 지금 애들 소리 들리니까 좋지. 학교 없어지면 

마을이 썰렁 할 것 같아. 학교가 있는 게 위로가 되는 면이 있고.. 학교가 이

웃이나 한가지에요. (북산면 주민 / 80세 H씨)

아무래도 학교가 있으니 마음이 덜 황량한 느낌이 있어요. … 학교 없어

지면 큰일 나죠. 젊은 사람이 안 오잖아. 면 소재지에 공공 기관이라고는 몇 

개 없는데……. 우체국도 얼마 전에 없어졌고. 학교 하나 있는 거마저 없어지

면 어떡하겠어. 학교는 꼭 필요하죠. 젊은 귀촌인들이 지역을 선정하는 데서 

이미 제외가 돼버리잖아요. (북산면 주민 / 귀촌인 65세 E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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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면과 북산면의 지역 소멸지수는 각각 0.13, 0.10으로 북산면이 사

실상 소멸지수로는 더 위험한 지역에 해당한다. 하지만 주민들이 생각하

는 10-20년 후의 마을의 모습은 소멸지수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었

다. 남면의 주민들과 기관 직원들은 당장 10년 뒤가 걱정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으며, 지역이 소멸될 거라 생각한다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

다. 반면 북산면에서는 교육문제만 좀 더 신경 써 주면 얼마든지 사람들

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있었으며, 학부모 대상 설문 결

과 응답자 중 60%가 마을이 현재 모습과 유사하거나 더 발전할 것이라

고 예상했다. 전반적으로 북산면에서는 향후 마을이 귀촌인들로 채워지

게 될 수는 있어도 마을이 소멸될 것이라 예상하는 주민들은 없었다.

10년 뒤가 걱정이오. 앞으로 10년만 있으면 빈집이 많아. 우리 아들도 나

가서 사는데 농사를 지을 줄 알아? 앞으로 10년만 있으면 동네가 빈다고 해. 

다들 하나 둘 사는데 70이 넘었고. 언제 죽을 줄 알우? 

                                                  (남면 주민 / 74세 S씨)

여기 10-20년 뒤에는 뭐 노인네들만 있겠죠. 학교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젊은 인구는 안 들어오겠죠. 

                                              (남면 주민 / 33세 Y씨)

개인적으로는 10-20년 뒤에 이 마을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남면 면사무소 공무원)



- 108 -

5) 지역 학부모와 학생, 학교의 인식

현재 남면에 거주하는 초 중학생들은 통학버스를 타고 남산면에 위

치한 학교로 통학하고 있으며, 이들은 매일 최대 54km, 약 2시간의 거리

를 통학버스 안에서 보낸다. 학부모들은 통폐합 이후 아이들이 매일 버

스를 타고 험한 길을 다녀야 하기에 안전문제를 가장 우선적인 어려움으

로 꼽았다. 또한 이전보다 일찍 등교준비를 시작하게 되어 아이들이 피

로해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비해 통폐합 이후 교육적 효과가 크게

높아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또한 기존에는 선생님과의 교류가 용이

했던 반면, 학교가 멀리 있다 보니 현재는 거의 없다는 응답도 들을 수

있었다.

남면의 학부모들은 학교가 없는 면에 대한 어려움을 다루는 신문기

사나 방송에 여러 번 인터뷰 한 경험이 있었기에, 기사나 방송 이후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아이가 중학

생이 되면 함께 시내로 나가겠다는 체념적인 면모도 보였다.

또한 지역에 설립된 대안 중학교로는 자녀를 보내기 꺼려하였으며,

오히려 외지인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비용으로 일반 공립학교를

세우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대안 중학교는 지역민

들에게 먼저 입학 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으나 현재 지역 학생 중에

는 한 명만 입학을 한 상태이다.

통폐합 전‧후에 방송에도 나오고 기자들도 찾아오고 그랬어요. 그랬지만 

없어진 다음에는 답이 없어. 불편한 건 많죠. 애들이 걸어 다니면 편한데 아

침에도 더 일찍 일어나야하니까 피곤해 하고, 끝나면 자기들끼리 놀다가 오지

도 못하고 바로 와야 하니까요. 여기 학교가 있었을 때는 선생님들이 복식으

로 하긴 했지만 1:1로 교육을 해서 일일이 관심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못하죠. 통폐합 되면서 교육적인 면에서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3-4학년이면 평생 인성교육은 끝나잖아요. 그러니

까 그 시기에 공부보다는 체험을 통해서 인성을 훈육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중 고등학교 때는 사실 공부밖에 안하는데……. 그런데도 지금 통합된 학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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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가 얼마 없어서 위험해진 그런 상황이지. 우리같이 없어진 곳을 찾아

오지 말고 없어지려고 하는 곳에 가서 대안책을 찾아줘요. 

                                          (남면 주민 / 54세 학부모 Y씨)

통학버스 안전이 가장 염려가 되죠. 아무래도 시내에서 학원을 보내고 있

기는 하지만 거리가 머니까 다른 애들보다는 좀 불편한 부분이 있죠. 학원은 

(제가)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고 있어요. … 만약에 여기 학교가 있었으면 

여기로 보냈겠죠.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 저도 같이 시내로 나갈 거예요. 교육

적인 이유로 나가는 거죠. 

… 대안 중학교로 내 아이 보낼 생각은 없어요. 여기에 오는 애들은 문제

아들이 많으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보내고 싶지 않죠. 올해 (중학교가) 개교 

했는데 여기 중학교 인원이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할 바에

는 초등학교를 다시 살렸으면 저 같은 경우는 좋죠. 예산 때문에 폐교 한 건

데 그 이상 되는 재정을 사용해서 대안 중학교를 지은 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어쩌겠어요. (남면 주민 / 33세 학부모 Y씨)

연구자는 실제 지역 학생들의 통학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남산면의

N초등학교 방과 후 통학버스를 함께 탑승하였다. 통학버스에는 5세-13

세까지의 아이들 9명이 함께 승차했다. 남면 가정리와 박암리, 관천리까

지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등하교 시간은 최대 2시간이 걸렸으며, 상

당히 협착하고 구불구불한 1차선 비포장도로가 이어져 통학버스는 매시

30km의 속도로 천천히 이동해야만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또한 겨울철

에는 통학버스로 빙판길을 이동할 수 없어 학생들은 낮 시간까지 기다렸

다가 얼음이 녹으면 시내버스를 타고 등교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

고 있었다. 이와 같은 통학 길을 아이들이 하루 2시간씩 이동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에 비해 통학버스로 등하교하는 아이들은 큰 불편을 느끼

고 있지 않았다. 이는 현재 통학하는 아이들이 처음 학교를 다니기 시작

한 유치원(5세)시기부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기까지 매일같이 이 길을

다녔기에 현 상황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이해된다. 현재 5년

째 통학도우미로 근무하는 Y씨는 아이들이 처음부터 먼 곳을 다녀서 힘

든 게 뭔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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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학생들이 타 지역의 학교로 다니면서 학교가 있는 지역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보다 더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인식변화에 대해 질문하였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인터뷰한 아

이들 중 1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학교가 있는 남산면보다 더 선호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들의 형제들이

대부분 상급학교로 진학하면서 교육문제로 인해 시내로 나가 살고 있다

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 역시 지역을 떠나게 될 것임을 예상 할 수 있다.

저는 5살 때부터 남산면에 (있는) 학교를 다녔어요. 매일 6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8시 돼서 통학버스를 타요. 그래도 학교 다니면서 힘든 건 없어요. 

… 저는 남산면보다 남면이 더 좋아요. 그냥 좀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니까요. 

앞으로도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고등학생, 대학생 누나들은 시내로 나

가서 학교 다니고 있어요. (남면 주민 / 초등학교 5학년 J군)

근데 (통학하는 데) 별로 불편한건 없어요. 저는 남산면보다 남면이 더 

좋아요. 그냥 제가 사는 곳이니까……. 누나 두 명이 있는데 고등학생이라 기

숙사에 살아요. (남면 주민 / 초등학교 6학년 H군)

학교 다니는 게 좀 피곤하긴 해도 크게 불편한건 없어요. 저는 남면이랑 

남산면 중에서 남산면이 더 좋아요.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남산면에서 

살고 싶어서 중학생이 되면 남산면으로 이사 올 거 같아요.

                                    (남면 주민 / 초등학교 4학년 P양)

남산면 N초등학교 교감선생님은 학교가 멀리 있다 보니 학부모들이

학교에 찾아오기에도 거리상의 어려움이 있으며, 자가용이 없는 학부모

의 경우에는 시내버스 배차시간이 길기 때문에 생기는 상당한 불편함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제가 이전에 있던 홍천 학교는 통합학교랑 5km정도 떨어져 있어서 단순

한 경제논리라기 보다는 교육적인 면에서도 통폐합 이후 더 좋아졌다는 판단

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라면 좀 곤란한 거 같아요. 학교 수업이 

끝나고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해도 통학버스 운행 하고 오면 시간이 상당히 걸

리니까 어려움이 있고, 또 교통이 불편하니까 학예회가 2시에 있다고 하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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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는 학부모들은 11시쯤에 도착해서 주변에 있다가 오시고 하는 그런 일

도 있어요. 저도 왜 그 학교가 없어졌는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어요. 그 

학교는 거리상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 사실 겨울철에는 통

학버스 돌아올 때까지 좀 걱정이 되요. (남산면 N초등학교 교감) 

한편, 북산면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은 지역 소규모 초등학교에서의

아이교육에 상당한 만족도를 보였다. 학부도 대상 설문조사 결과, 총 10

명의 응답자 중 9명(90%)이 학교교육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

로 인성교육이나 체험활동이 잘 이루어진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학교 교육에 불만을 가지는 학부모도 있었다. 현재 3명의 자

녀를 둔 학부모 P씨는 또래문화를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은 시내 중학교

에 가서 적응이 어려우며 학업에서도 뒤쳐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저는 소규모 학교를 두는 게 예산낭비라고 생각해요. 여기 분교가 되면 

선생이 2-3명만 있으면 되는데 교직원수가 너무 많고 혼자 졸업을 하면 중학

교 갔을 때 적응도 어려워요. (사람들은) 1:1 과외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건 절

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어릴 때) 여기 다니면서 4학년 때부터 혼자 다니다

가 중학교 갔는데 어려웠거든요. 사회성도 떨어지고 학업도 도시학교보다 떨

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도시 애들은 학원도 다니고 하는데……. 저는 생계 때

문에 지역을 떠나지는 못하고 아이랑 엄마는 도시로 유학을 보낼 계획이에요. 

… 저는 대학을 못가서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대학을 못 간 게 좀 한이 

됐어요. (북산면 주민 / 39세 학부모 P씨)  

지역적 측면에서 학교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학교가 문

화센터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하는 학부모가 7명(70%)이었으며, 전체

응답자 중 절반은 학교를 지역의 구심적인 기관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지역에서 학교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지역의 미래성

을 보장해 주거나 젊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64%를 차지하여 과반수 이상이 학교를 지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폐교가 되면 지역이 황폐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전원(100%)이 그렇다고 대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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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추곡리 C 초등학교 역시 현재 10년이 넘게 폐교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므로 학부모들은 이에 대해 상당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

폐교위기인 학교에 아이를 보내며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 ‘지속적

인 심리적 불안감’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20%이었으며, ‘이사

나 아이만 유학을 보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염려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

는 응답은 80%를 차지했다. 한편, 캄보디아 국적을 가진 학부모 한명은

학교가 폐교 위기에 있다는 사실 조차 알지 못했다.

학부모 대상 인터뷰 중, 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 학부모는

폐교는 말도 안 된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런 말 나올 때마다 너무 슬픈데, 학교는 지금 마을의 상징이라고 생각

해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키우는 일인데 폐교하겠다는 말을 할 때마다 저는 

학부모로서 너무 슬퍼요. 저는 애 3명이 다 이 학교를 다녔어요. … 우리 아

이들이 다 꿈을 키우고 사는 아이들인데 이건 그 꿈을 밟는 거 같아요. … 제

가 여기 남아있는 이유는 시골생활이 좋고, 아이들이 여기서 커도 아무 지장

이 없어서예요. 인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경쟁

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도시 엄마들은 저보고 미쳤다고 얘기하지만 다들 

문항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학교교육 만족 9명(90%) 1명(10%) -

학교의 문화센터 기능 7명(70%) 1명(10%) 2명(20%)

폐교의 지역 황폐화 10명(100%) - -

문항
학교

(기관, 동문회 등)
지역주민단체
(부녀회 등)

종교단체
지역자치단체
(면사무소)

기타

지역의 구심적 기관 5(50%) - 1(10%) 1(10%) 3(30%)

문항 교육기관
젊은인구
유입

미래성보장 역사성 대표 모름

지역에서 학교의 의미

(중복가능)
21% 21% 43% 7% 7%

문항
지속적
불안감

이사유학염려
경쟁심한 도시학교
교육에 대한 염려

지역쇠퇴의
안타까움

폐교위기 학교의 어려움

(중복가능)
20% 80% - -

<표 5-9> 북산면 학부모 설문- 지역 내 학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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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쟁이처럼 하잖아요. … 또래와의 관계가 미흡한 거는 중학교에서 다 해소

가 되더라고요. 오히려 인성이 좋아서 선생님들의 눈에 띈데요. 어려움이 있

어도 극복할 줄 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10년 넘게 폐교위기를 겪고 있어요. 맨날 학교 있데 없데? 모이기만 

하면 그 얘기를 했고 엄청 불안했었어요. … 사실 절박하고 불안해요. 저희 

아이들에게 칼날을 휘두르지 말아주세요. (북산면 주민 / 43세 학부모 C씨)

학부모뿐 아니라 C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지역 내 소규모 학교 존치의

당위성을 느끼고 있었다. 현재 북산면의 C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불우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형편의 아이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인수학급의 학교로 통학 하게 되면 그 만큼 관심을 받지 못

하고 묻혀 지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선생님들의 공통된 우려였다. 또

한 학교가 사라지게 되면 지역 자체도 그나마 남은 젊은 인구가 모두 사

라지게 되어 결국 노인들만 남게 될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었다.

작년에는 갈 데가 없었던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아이가 목사님 집에 맡

겨졌어요. 보낼 곳이 없으니까 이 학교로 왔는데 아이들 속에서 상당히 문제

가 있었어요. 도시였으면 강제 전학을 시켰을 텐데 그냥 여기 분들이 다 받아

준 거예요. 갈 곳이 없으니까요. 

지금은 중학교로 갔는데 아마 그 아이의 인생에서는 그렇게 다 받아준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게 오갈 데 없는 아이들에게 이 학교는 꼭 있어

야 할 곳이 되요. 이 지역에 신생아도 거의 없고 새로 들어오는 아이들은 이

렇게 불우한 가정환경의 아이들이 할머니에게 맡겨지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

이라고 보면 되요. 하지만 학교가 없어지면 이마저도 안 들어오게 되겠죠. 

저는 쉼이 없는 아이들에게 쉼을 주는 유일한 공간이 이 학교라고 생각

하고 아이들을 가르쳐요. 내가 있는 곳에서는 이 아이를 품는 것이 교사의 사

명이라고 생각해요. 양면이 있어요. 교사의 입장에서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

경에서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되는 아

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학교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해요.

                                       (북산면 C초등학교 43세 L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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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학교가 있어야겠더라고요. 

또래문화가 (아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지만 여기 

애들 한명 한명이 다인수 학급에서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다인수학

급에서는 한명 한명 절대 못 봐주고 나머지는 다 가정의 몫인데, (학부모들

이) 애들을 돌볼 만큼 여유 있으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학교가 그걸 

다 해줘야 하는데 만약에 통학버스 타고 이동하다보면 선생님들이 돌봐주지 

못하죠. 여기는 한글을 하나도 모르고 올라와도 선생님들이 다 문제집까지 사

서 한글을 떼게 하고 기초 학력을 다지게 하고 있어요. 

… 여기 애들은 전반적인 행복감이 높은 편이에요. 전 학년이 다 같이 놀

기 때문에 학교 폭력이나 그런 게 거의 없어요. 만약 통폐합이 되면 아이들이 

관리도 못 받고 더 묻혀서 살 거 같아요. 여기서는 아이들 각각 사랑받고 존

귀하게 대우받고 있어요. 사실 (저는) 교육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기분이

에요. 다시 배우는 거 같아요. (북산면 C초등학교 43세 S교사) 

 

실제 지역 학부모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을 떠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4명(40%)은 그렇다고 대답

한 반면 나머지 6명(60%)은 학교 선생님들의 인터뷰 내용처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아이만 보내거나 통학을 시켜야 하며 지역을 떠나지는 못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한편, 북산면에서 초등학교가 폐교되면 지역을 떠

날 것이라 응답한 4명(40%)의 학부모들은 지역 내에서 부녀회나 이장활

동 등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

들의 전출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측면에서도 상당한 손실로 나타날 것

임을 예상할 수 있다.

문항 그렇다 아니다
폐교 이후 전출 의향 4명(40%) 6명(60%)

문항
통학안전 및

정서적불안정

향후통합된학교의

폐교 위험성
교육불이익

마을황폐화

우려
지역을 떠나는 이유(중복선택) 50% - 50% -

문항
통학버스 이용

거부감 없음
경제적 어려움 기타

지역을떠나지않는이유(중복선택) - 100% -

<표 5-10> 북산면 학부모 설문- 폐교이후 전출 의향 및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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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인 복지 서비스 변화 및 노인 건강

연구자는 학교가 사라진 남면 가정리의 복지수준이 과거에 비해 더

낮아졌을 것이라 예상했으나, 오히려 마을 내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북산면에 비해 더 많은 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일반적인 노인정 인원이 40여명 안팎인 반면, 100명에 가까운 인원

이 있는 가정 1-2리 노인정에서는 식사 도우미, 안마사, 치매교육, 노래

교실 등의 다양한 방문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쌀이나 에

어컨, 전기세 등의 지원도 이루어져 전반적인 복지 수준이 상당히 높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마을 노인 분들의 만족도도 큰 편으로 파악된다.

노인정 회원수가 98명으로 인원이 많다보니 다른 곳보다 쌀이나 운영비 

지원이 더 많이 되는 편이에요. 다른 곳은 평균적으로 40명 정도에요. 현재 

춘천 남부노인복지관에서 찾아가는 방문서비스가 운영되고 있고, 비용은 복지

관에서 사회공헌으로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남면 면사무소 K주무관)

작년부터 일주일에 3번씩 밥해주는 도우미도 지원해 주고 전기세도 내 

주고 많이 해줘요. 여긴 노인회원이 100명이 넘어요. 노인들 대우를 잘 해줘

요. 짜장도 해주고 먹을 것들도 많이 주고, 안마도 해주고.. 에어컨도 해줬지. 

여기는 사람이 많이 모여서 지원을 많이 해 줘요. (남면 주민 / 76세 S씨)

오히려 북산면 추곡리의 노인들이 받는 복지 수준은 가정리에 비해

상당히 적었다. 추곡리에서 회원 수 44명으로 가장 큰 규모인 추곡1리

노인정은 전기세와 쌀, 운영지원비 외에 가정리 노인정과 같은 프로그램

및 도우미 등의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추곡리

의 노인회원수가 더 적을 뿐 아니라, 비교적 젊은 노인들이 여전히 농사

일을 감당하고 있어 비교적 노인정 활동이 적다는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

된다.

여기 시에서 지원받는 건 한 달에 얼마씩 운영비 나오는 거 있고요, 일 

년에 20kg짜리 쌀부대가 8부대 나와요. 다른 프로그램은 없어요. 여기는 농사

를 다들 지어서요. (북산면 주민 / 추곡1리 노인회장 77세 Y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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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남면 가정리는 점차 초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복지

서비스 수준이 북산면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치매노인의 수준도 북산면에 비해 많았다.

남면의 한 교회단체에서 치매노인 5-6분 정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치매노인 한분이 혼자 나와서 실종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1년 넘게 

찾았는데 결국 산에서 뼈만 찾았어요. 지금 마을에 치매노인들이 꽤 있어요. 

이렇게 치매 노인분들이 갑자기 생긴 게 한 4-5년 정도 됐어요.

                                               (남면 주민 / 54세 J씨) 

주민 인터뷰 결과, 남면 가정리에서는 현재 치매노인환자가 10명 정

도로 추산되고 있으나, 북산면 추곡리에는 2명으로 가정리에 비해 1/5

수준의 치매 노인이 있었다. 치매발생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으

나 기본적으로 고령노인이 많다는 점과 마을에 어린 아이나 젊은 인구가

없어지면서 나타나는 마을 분위기 침체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현재 가정리의 약 100명의 노인들 대부분이 10년 안에 90대 이상의

초고령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치매노인이 더 늘어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역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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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규모 지역에서의 교회역할 : 학교와의 연계

소규모 농촌지역에서 학교 역할의 상당 부분에 있어 보완 및 대체가

가능한 자생단체로 교회가 있다. 농촌에서 교회기관은 여타의 공공기관

에 비해 상당히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객관적인 시선으

로 지역민들의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기관이다. 이에 따라 과거부터 농

촌 교회들은 지역에서 문화 교육 복지 등의 활동을 담당하는 측면이 있

었으며, 도시지역과는 또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된다. 현재 ‘월드비전’의 시

초인 ‘선명회’ 단체 또한 농촌 지역사회개발을 하나의 목표로 삼고 한경

직 목사를 중심으로 강원도 평창, 춘천, 해남, 고흥 등 각지에서 복지 및

개발활동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정지웅, 1990). 농촌 지역에서

이러한 기관은 때로는 공공기관보다 더 큰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 활기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학교의 유무가 교회의 지역사회 봉사 수준에 영향을 미치

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남면 가정리 및 북산면 추곡리의 주민들과 교회기

관의 인터뷰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가정리와 추곡리 지역 커뮤니티에

서 교회가 감당하는 역할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G교회는 가정리에 들어온 지 약 60년이 되었으나, 가정리에서는 교

회와 지역 주민간의 교류가 추곡리에 비해 거의 없는 편이었다. 우선적

으로 가정리 주민들이 유교적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되었

고, 또한 학교가 사라지면서 젊은 연령층의 인구가 상당수 줄어들게 되

어 아이들의 교육이나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해졌으

며, 현재는 지역 노인정에 식사를 대접하는 정도로 지역봉사를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과거에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한글교실’을 시작했지만

70-90세의 초고령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다 보니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

하기에는 건강상의 무리가 있었다는 인터뷰를 들을 수 있었다. G교회 목

사는 가정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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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20년 뒤에는 침체 정도가 아니라 교회도 농촌도 다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남면 주민 / G교회 목사)   

반면 추곡리에 위치한 C교회는 지역민들과의 연계가 상당히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23년째 해당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C교회 목

사는 지역 아이들의 교육과 농촌일손 돕기 등의 활동을 통해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이루고자 H 대학교에 ‘추곡 이야기’라는 동아리를 만들었다. 그

리고 동아리 학생들이 선생님이 되어 지역 아이들에게 무료 공부방을 운

영하도록 하였으며, 국내 여러 대학교들을 함께 탐방하고 해외에도 나가

는 등 시골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수행하였다.

현재는 학교에서 방학 동안에도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면서 교회의 무료

공부방 활동이 줄었으나, 이와 같이 교회단체에서는 학교의 역할에서 부

족한 점을 함께 보충해 나가고 있었다.

또한 C교회는 대학교 여름방학 기간 동안 동아리생 30-40명을 각

주민 집에 투입하여 농번기 일손을 돕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들

이 약 16년간 지속 되면서 지역 자체에도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장기간의 대학생-지역 연계는 상호 친밀한 유대관계

를 형성하게 하여, 대학생들이 취업한 이후에는 지역 저소득층 아이들의

대학 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추곡리

주민들도 지역 교회에 대한 자긍심이 상당히 높았다.

C교회는 좋은 일을 많이 해요. H 대학교 학생들이 교회에서 숙식을 하면

서 마을 일을 많이 도와주고, 이 학생들이 졸업해서 돈을 벌게 되면 월급의 

몇 %를 떼서 학생들 장학금을 보내줘요. 그걸로 이 지역 학생들이 대학을 무

료로 다닐 수도 있게 되요. 여기 목사님은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마을

에서 다 좋아하고……. 교회 신자 아니라도 다 도와줘요. 대학생들 밥도 교회

에서 다 해줘서 농민들이 따로 신경 안 써도 되도록 하고요. 그 아이들이 한

번 오면 매년 와요. 그러다 보니 주민들도 다들 좋아하죠. 

                                                   (북산면 주민 / 57세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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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교회 목사는 현재 이와 같은 활동들은 학교와 아이들이 있기 때문

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많으며, 폐교가 된다면 아이들이 사라지게

되어 관련 활동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지역 자체가 더욱 삭막해 질 것이

라 예상했다.

두 지역의 사례를 통해 볼 때, 학교가 존재하는 것이 지역 젊은 연

령층의 유지 뿐 아니라 지역 전반적인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쳐서, 교회

기관에서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하여 봉사를 하고자 할 때 그 결과가 다

르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즉 교회가 지역 학생들에게 교육, 문화체험

등의 봉사를 하게 되면서 점차 지역민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그 외에 다양한 농촌민 돕기 활동들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

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에서도 파악할 수 있었다.

동사면 D교회는 근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 3회의 무료 공부

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피아노를 가르쳐 주고 매번 저녁식사

제공과 차량운행 봉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앞장서서 돕는 일원이 되거나 불우이웃돕기 등의

활동을 하는 등 교회가 지역에서 봉사하는 영역이 점차 커지고 있었다.

지역 애들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15년 정도 무료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

어요. 주 3회로 해서 20명 안팎의 아이들이 함께 놀고 학습훈련도 하고, 피아

노도 가르쳐 줘요. 밥도 같이 먹고 끝나면 차로 데려다 주고 하지요. 애들에

게 쉼표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훈육하는 할아버지 역할

을 해요. 공부방 애들 졸업할 때는 장학금도 주고요. 

학교가 없어지면 교회에서 공부방이나 이런 것도 다 없어지게 될 것이라

고 봐요. 학생들이 전혀 없게 되면 노인사역으로 바뀌게 될 거고 노인이 사라

지면 다 없어지겠죠. 이미 인프라가 깔려 있는 것은 없애기 어려워요. 잘라내

기 보다는 자연소멸이 된다면 그때까지는 기다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역 

공동체에 갈등도 생기고 그걸 바라보는 것도 고통스러우니까요. 죽어가고 있

는데 지금 죽으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동산면 주민 / 62세 D교회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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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과 후의 이러한 보살핌은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

움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는 지역 자체에 또 다른 활력으로 자리 잡

게 되어 교회가 농촌의 발전에 기여하는 하나의 축이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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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본 장에서는 소규모 학교가 소규모 농촌 지역에 미치는 직 간접적인

영향력을 사례 중심으로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총 5개의

초 중학교가 사라져 더 이상 학교가 존재하지 않은 채 약 10년의 기간이

지난 춘천시 남면과 6개의 학교가 사라진 이후 현재 C초등학교 하나가

남아 있는 북산면을 분석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조사 방법으로는 심

층면담과 참여관찰을 사용하였으며, 분석은 학교가 위치해 있는 남면 가

정 1리와 북산면 추곡 1리에 좀 더 초점을 두었다.

분석은 크게 연령층별 인구변화와 상업 및 부동산 시장 변화, 주민

공동 활동 및 마을 분위기 변화에 이어, 주민 심리변화, 지역학부모와 학

생, 학교의 인식 차이, 노인 복지서비스 및 노인건강 차이, 소규모 지역

에서의 교회 역할 차이 등의 7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두 지역의 연령층별 인구변화 분석 결과, 유아 및 학령인구 감소와

주 가임여성인구,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모두 남면이 더욱 심하여, 제 4장

의 인구이동 분석 결과와 같이 학교가 사라진 이후 젊은 인구의 유출이

더욱 가속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업 활동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학교가 위치한 남면 가정리에서는

폐교 발생 이후 순차적으로 학교 인근에 위치한 소매점 3개가 사라졌으

나, 북산면은 줄어들지 않고 유지되고 있어 학교유·무에 따른 직 간접적

인 영향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면의 평균공시지가가 북산면

에 비해 상당히 높았음에도 학교부지 인근의 주택가격은 폐교부지 인근

가격보다 약 4배가 더 높았으며, 남면 가정리의 경우에는 지역 대표권역

이 학교부지에서부터 점차 옮겨가고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폐교 인근으로 공가가 더욱 많았기에, 인구유출로 인한 공가 발생 및 마

을 분위기 변화가 연쇄적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주민 공동 활동에서는 남면 가정리에 비해 북산면 추곡리에서 더욱

활발한 공동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남면의 경우 노인인구가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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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많아 노인정 모임을 제외한 주민 공동 활동은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반면, 추곡리에서는 부녀회 및 소방의용대,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이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남면의 마을 주민 면담 결과, 주민들은 폐교에 대해 상당히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약 10년 간 폐교부지가 황폐화 되게 되자, 이는

교육청의 대안중학교 설립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이어지

게 되었다. 반면 북산면의 마을 주민들은 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했을 때

학부모, 동문회와 함께 학교 살리기 운동을 펼쳤으며, 현재 학교에 대한

애착심이 상당히 컸다.

남면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통학 안전에 대한 염려가 가

장 컸던 반면, 학생들은 통학에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 이는 학생들

이 이를 처음부터 당연한 상황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북산면의 학부모들은 소규모 학교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으나 지속적인 교육청의 통폐합 압박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

으며, 학교 선생님들 역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해당 지역 아이들에게

지역의 소규모학교가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남면 가정리는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북산면 추곡리 노인정 회원의

2배 이상이 되는 인원이 있다. 이로 인해 시에서의 다양한 방문 서비스

와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

다. 한편 치매노인 수준도 추곡리에 비해 약 5배 더 많다고 파악되며, 이

는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마을 분위기 침체 등의 복합적 이유가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학교가 사라진 남면 가정리에 위치한 교회기관은 고령

노인들이 대부분인 지역 주민과의 연계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반

면, 추곡리에 위치한 교회는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공부방을 운

영하여 도움을 주고 있었으며, 학교의 존재로 인해 지역에 아이들이 유

지되면서 교회의 지역봉사 활동이 용이해져 교회가 농촌 발전을 이루는

하나의 축이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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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본 연구는 소규모 지역사회에서 초등학교가 가지는 의미를 주목하

여, 폐교가 지역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통해 향후의 학교 통폐합은 인구수 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적 상황

들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 질문이 설정되었다. 첫째, 소규

모 지역에서 폐교가 발생하면 어린 자녀를 동반한 인구 이동이 얼마나,

어느 기간 동안 나타나는가? 둘째, 소규모 지역에서 폐교 이후에 나타나

는 인구이동은 지역의 출산력과 인구구조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가?

셋째, 소규모 지역에서 폐교 이후 지역민들이 겪는 사회 경제 심리적 측

면에서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인구이동 및 인구 특성 변화 분석을 위해 강원도에서 폐교가 다수

발생한 정선군과 홍천군, 춘천시의 면들을 선정하였으며, 사례지역 분석

을 위해 폐교 발생 이후 학교가 전부 사라진 춘천시 남면과 초등학교가

하나 남은 춘천시 북산면을 비교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참여관찰을 중심

으로 주민면담과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이동의 분석 결

과, 폐교발생 이후 10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한 인구 전출의 급증과 전입

감소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가 크게 나타난 이후 폐교발생 시, 전

출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를 보이는 한편, 전입의 감소가 더욱 두

드러지게 나타나 순 이동률이 (-)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폐교 이후

2-8년 사이에 더욱 순 이동률의 감소가 컸으며, 14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점차 회복추이를 나타내었다. 이렇게 전출한 인구는 춘천시의 경우 70%

가 지역 내에서 이동한 반면, 정선군과 홍천군은 60-70%가 자녀를 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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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타지로 이주하여 군의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둘째, 폐교 발생 이후 가임여성 인구의 유출은 지역 출산력 감소로

이어져, 전출 증가와 출산력 감소의 상반된 추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이

와 같은 젊은 인구 및 출산력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지역의 인구특성에도

영향을 미쳐, 지역 내 유아 및 학령기 인구와 가임여성 인구 등의 감소

및 고령인구 증가로 이어졌으며, 인구 3,000명 미만의 소규모 지역일수록

그 타격은 더욱 크게 나타났다.

셋째, 1,000여명의 소규모 마을에서 폐교가 된 마을과 학교가 존립한

마을을 비교한 결과, 폐교 이후 약 10년간 학교가 존재하지 않았던 지역

은 학교가 남아있는 지역에 비해 주민활동 및 지역 활기 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북산면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수준이 높고 지

역의 미래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반면, 남면은 노인연령층이 지역민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정부의존적인 성향이 강했으며 자체활동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지역의 소멸을 걱정하는 주민들도 다수 있었다. 이는 북

산면이 강원도 소멸위기 지역 중 2번째라는 소멸위기 지표와는 다소 차

이가 있는 결과이며, 오히려 북산면에 비해 남면의 소멸위기 위험 수준

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인구이동 및 사례지역 분석결과, 소규모 농촌 지역에서

학교를 없애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역 커뮤니티에 인구, 사회, 경제, 주민

심리 측면에서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촌 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을 무조건 부정 할 수는 없으

나 통폐합 결정 시, 단순한 학생 수 기준이 아닌 다양한 지역적 특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소규모 학교 중에서도 지역의

미래와 지역민들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학교’ 는 지키기 위한 노력

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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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연구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학교 통폐합

시의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민들의 경제력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형학교

의 교육력이 모든 학생에게 항상 효과적인 것은 아니며, 소규모 학교일

때에 더욱 시너지가 발현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

소득층 가정이나 불우한 가정환경에 있는 아이들이다. 소규모 학교의 선

생님과 학부모 면담 결과, 현재 소규모 학교, 즉 농촌에 남아 있는 학부

모들은 대부분 자녀를 위해 사교육을 시켜줄 만한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소규모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인 모든 아이가 선생님의 관

심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이들에게 더욱 큰 도움이 되고 있

었다. 통폐합이 되어 다수의 학생들이 있는 학교로 가게 되면 학교 수업

외에 나머지는 모두 가정의 몫이 되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

이들이 현재와 같은 보살핌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지리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사례지역인 남면,

북산면과 같이 통합학교와의 거리가 상당히 멀게 되면 해당 지역은 갈수

록 고립되게 되고, 남아있는 학생들의 통학안전문제가 심각해진다. 일반

적으로 면 지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단순히 학교간의 거리가 아닌, 학

생들의 거주지와 통합되는 학교간의 거리를 면밀히 조사해야 하며, 통학

버스가 이동하는 도로정비수준 등도 함께 고려하여 지역 학부모들이 안

심하고 아이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단순한 행정구역상의 통

학구역이 아니라 행정구역이 달라지더라도 더 가까운 학교가 있는 곳으

로 통학구역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여 아이들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현재 북산면 추곡리의 경우에도 초등학교가 폐교되면 화천군 오음

리에 있는 초등학교와는 10분 거리에 있음에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

유로 약 30분 거리에 있는 춘천시 신북읍으로 통학구역이 배정된다. 이

러한 상황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126 -

셋째, 지역 주민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노인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나 지역 특성상 외지인에게 배타적인 성향을 가지는 지역의

경우에는 학교가 사라진 이후 지역의 회생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은 학교가 지역의 ‘생명 이어가기’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

라 판단된다.

넷째, 학교 운영비의 효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두 사례지역 모두

분교장으로의 개편을 반대 했는데 이는 분교가 되면 학교 학급 당 배정

되는 예산이 줄어들게 되어 시설 및 교원 수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

만 10명 내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조건 현재의 대형규모 학교를 유지

시키기에는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하는 것도 사

실이다. 이에 따라 분교장 격하나 미니학교로의 운영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미 충청남도 녹도에서는 학생 한명을 위해서 소규모 건물

의 순회교육 학습장을 설치하여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에 반해 현재 대

부분의 소규모 학교 살리기 정책은 학교는 그대로 둔 채 재정적인 지원

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일례로 강원도 교육지원청의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이 있다. 2013년부터 시행되어 온 이 사업은 특성

화 교육과정, 통합형 학년 군 교육과정, 작은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등

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에 선정 된 춘천시 동산면 내

한 초등학교는 방과 후 활동으로 첼로, 태권도, 승마 등 총 16개의 활동

이 무료로 지원되고 있으며 그 결과 현재 학생 수의 절반이 도시에서 통

학 하는 학생들로 채워졌다. 하지만 도시에서 통학을 시키는 부모들은

대부분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 해당 지역의 중학교로 배정되지

않도록 다시 시내로 전학을 가 버리기 때문에 현재 초등학교 인원은 66

명임에도 중학생 수는 1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정책은 단기

간으로는 학교를 살릴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으며 지역의

자생적인 성장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무조건적인 통폐합

이나 학교 살리기보다는 좀 더 다양한 운영방안의 고려가 필요한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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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사해 준다.

다섯째, 지역에서 자연 폐교나 행정적 통폐합이 되었을 때, 학교 건

물과 부지의 사용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농촌 지

역의 학교들은 지역민들의 헌신으로 조성되었기에 그들은 학교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건물과 부지가 외지인에게 넘겨

지는 것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감이 상당히 크며, 이와 같은 지역에서의

폐교 부지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으나, 남면 가정리와 같이 초고령의

노인들이 다수 거주하며 지역민들이 대부분 같은 성씨인 대가족적 집성

촌의 성격을 가진 지역에서는 폐교 부지를 활용한 ‘시니어 코하우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코하우징은 1990년대에 덴마크에서 시작된 것으

로, 여러 세대가 독립된 개인생활 영역을 가지면서 공동생활시설, 공동

옥외공간 등의 공유공간을 마련해 함께 모여 사는 주거단지를 말한다(이

희연 한수경 2014). 현재 남면 가정리에서는 대부분의 고령주민들이 노

인정을 중심으로 생활하며, 노인정에서 식사와 생활의 대부분을 함께 하

고 있다. 하지만 공간이 제한적인데다가 고령의 노인 분들이 마땅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고스톱을 치는데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폐교 부지를 활용하여 공간적, 프로그램 적으로 노인들의 생활반경

을 확대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단순히 인구감소로 인한 교육적 개편

문제가 아닌 농촌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도시지역에서는 여전히 학교

가 신설되고 있고 이를 조건으로 농촌의 4-5개 학교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와 같이 학생 수 60명이라는 단순한 기준으로 소규모 농촌 지역의 학

교를 없애는 것은 쇠퇴해가는 농촌의 유일한 희망을 빼앗는 것이 될 수

있다. 획일적인 통폐합 찬반논리가 아닌 각 지역의 실정을 면밀히 아는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으나 실상

학교가 없는 농촌 지역에서의 아이가 있는 젊은 인구 유입은 불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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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체적으로 농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젊은 인구가 없는 농촌에서 자

생적 성장이 가능한 선 순환적 성장구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

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국내에서 학교 통폐합은 교육적인 문제로만 다루

어져왔기에 지역적 측면에서 이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학교가 교육 분야에서만 강조되면서 현재 교육부가 수행하고 있

는 학교 설립 제재는 도시계획법에 따른 학교설립을 저해하고 있는 한

편, 통폐합 가속화 정책은 농산어촌 지역의 황폐화를 촉진시키는 방향으

로 작용되고 있다. 이는 학교의 설립 및 통폐합 문제에 대해 교육적 측

면과 도시 계획적 측면이 함께 융 복합 되어야 함을 시사하며, 거주환경

을 안정화시키고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적 측면에서도 이에 대한

활발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농촌 지역에 남아있는 학교를 폐교시

키는 것이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외국 농촌을 대상으로 수행된 선행 연구들과 우리나라 농촌의 현

실이 달라 인구, 사회, 경제적 측면의 영향력을 실증분석을 통해 파악하

는 것에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가장 기본이자 사회, 경제적 측면의 근간

이 되는 인구 측면에 집중하여 주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였다. 더불어 사

회, 경제적인 측면과 주민들의 심리적 측면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 면담

및 참여관찰을 통해 미시적으로 농촌 마을 주민들의 어려움들을 파악하

고자 하였다. 하지만 시·공간적인 한계로 인해 좀 더 면밀한 장기간의

연구가 되지 못한 점과 폐교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고자 하였으나

학교의 유무를 통한 두 지역의 비교분석의 방향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연구의 한계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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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학부모 대상 설문지

학부모 설문조사

[자녀 교육]

Q01. 이 마을에 얼마 동안 거주하셨습니까?  만 (          )년

Q02. 학교가 귀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까?(귀촌인 대상)
① 그렇다                                    ② 아니다

Q03. 현재 학교에서의 자녀교육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Q04.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학교와 지역 연계]

Q06. 학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행사가 무엇입니까?
(                                                                             )

안녕하십니까?  

학교 통폐합이 소규모 지역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이와 

같이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답해주신 조사 결과는 학교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에 

유용한 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서형주 (010-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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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7. 학교가 지역에서 문화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잘 모르겠다

Q08. 현재 지역에서 구심적 역할을 하는 단체(기관)는 무엇입니까?
① 학교(기관, 동문, 동창회 등)    ② 지역주민 단체(청년회, 부녀회 등)            

   ③ 종교단체                      ④ 지역 자치단체(면사무소)       
⑤ 기타 (                   )          

Q09. 지역에서 학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중복선택 가능)
① 교육기관 이상의 의미는 없음      
② 지역 내 젊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기관
③ 지역의 역사성을 대표하는 기관
④ 지역의 미래성을 보장해주는 기관

Q10. 학교가 사라진다면 지역을 떠날 생각이 있으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Q10-1. (떠날 생각이 있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아이들의 등하교 안전 불안 및 아이들의 정서적 불안정 때문에
② 향후 통합된 학교도 폐교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③ 방과 후 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의 교육적 불이익 때문에
④ 마을이 황폐화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⑤ 기타 (                                               )          

Q10-2. (떠날 생각이 없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통학버스 이용이 자녀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② 주거 및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 때문에 
③ 기타 (                                               )       
   

Q11. 폐교 위기에 처해 있는 학교로 아이를 보내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중복선택 가능)

① 지속적인 심리적 불안감  
② 아이를 위해 이사를 가거나 아이만 유학을 보내야 할 상황에 대한 염려
③ 경쟁이 심한 도시학교의 교육에 대한 염려
④ 지역이 쇠퇴할 것이라는 안타까움
➄ 기타(                                            )



- 137 -

Q12. 전반적으로 학교 통폐합이 지역 쇠퇴를 더욱 가속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Q13. 향후 지역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점차 쇠퇴할 것이다   ② 큰 변화 없이 현 모습을 유지할 것이다
③ 점차 발전할 것이다              ④ 기타 (             )

< 선생님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

성함  (                 )
성별  ① 남       ② 여
연령  만 (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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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the Elementary

School Closure on the Rural

Community

Seo, Hyeongju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decrease in population caused by low birthrate and an aging

population is leading to a threat of regional extinction. Particularly,

the closure of local schools from a decrease in the number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is reaching a critical level. Approximately

4,000 schools have disappeared nationwide because they have fallen

short of the necessary number of students. Recently, however, the

effects of school closure on the acceleration of the decline of local

communities are growing concerns, and, reopening of school for a

single student has been observed in Japan as well a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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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lies in analyzing the effects of

school closure on the regional scale.

This research is established on the following three research

questions: Firstly, to what extent and for how long do the trends of

population movement with young children occur when a school

closure occurs in a small community? Secondly, what are the changes

in fertility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aused by the population

movements upon a school closure in a small community? Thirdly,

what are the social, economic, and psychological difficulties that the

local people experience after a school closure in a small community?

For the analysis of population movement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myeons of Jeongseon-gun, Hongcheon-gun, and

Chuncheon-si that have experienced numerous school closures in

Gangwon-do were selected. For case study analysis, Nam-myeon of

the Chuncheon-si, with no existing schools after school closures, and

Buksan-myeon of the Chuncheon-si, with only one operating

elementary school left, were selected as comparative case study

regions, in which the interviews of the local community members and

surveys of the school parents were carried out as participatory

observation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population

movement analysis shows a decreasing number of migrants into the

region and a rapidly increasing number of transfers out of the region

accompanying children under 10 years occur after a school closure.

Moreover, when a school closure occurs after a significant decrease

in the population, demographic transfers out of the region showed no

change or a decreasing trend, while the decrease in the transfers into

the region were accentuated, leading to a continuous negative status

of the net population movement rate in some regions. Overall, the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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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ation transfer rate displayed higher negativity within 2 to 8

years following a school closure than at the time, and a gradual

recovery trend after 14 years and more. While 70% of the population

transfers of Chuncheon-si moved within the region, 60-70% of those

in Jeongseon-gun and Hongcheon-gun were transfers with children to

another region, a factor that could lead to a crisis of the gun region.

Second, the population outflow of the fertile female population

after school closure led to the decline in the fertility of the region,

displaying a contradictory trend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transfers out of the region. Moreover, such decline in the population

of the younger generation and fertility affected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in the long-term, leading to a decrease

in the infant, school-age, and the fertile female population of the

region, along with an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Such impacts

of a school closure occurred more significantly in a small community

with less than 3,000 people.

Third, the comparative analysis of an extremely small community

with approximately 1,000 population with a remaining school and a

region of similar demographical scale with no remaining school

indicated the greatest difference in community activities and local

atmosphere betwewn the region with no remaining school for 10

years after the closure of the last local school displayed a region

with a remaining school. While the residents of Buksan-myeon are

highly active in participation of community with positive social

outlook, residents of Nam-myeon, with the elderly age group as the

majority, displayed high governmental dependence and almost no

community activities with some of the residents expressing concerns

for the regional extinction. Such results differed from that of the

extinction crisis index, which ranked Buksan-myeon as the 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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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est, furthermore leading to the conclusion that Nam-myeon

shows a higher degree of extinction risk compared to Buksan-myeon.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closing of the local school is

inducing the desolation of rural area especially posing a threat of

extinction in extremely small-scale communities. Therefore, not only

the number of students but also other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communities must be considered in determination of school

closure.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relation to the local school considered for closing, the

economic power of the local students should be regarded in

precedence. The consolidation of schools must pose minimal burden

on local students by considering the distance from the student’s

residence to the school considered for consolidation and not to the

school considered for closing and by selecting the closest school for

consolidation based on the actual distance instead of the

administrative distance. Second, the local school must be allowed to

execute the ‘life-sustaining’ function by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diverse school management plans must be sought

for efficient uses of operating expenses. Meanwhile, discussions for

the use of the remaining school site as a communal space should be

preceded before the closing of the local school. Third, school closure

should be considered not simply as a matter of educational

reorganization but as an issue of a rural community, thus, closing of

the local school must consider the aspects of education and urban

planning.

◆ Keywords : School Closure, Rural, Community, Decline, Migration
◆ Student Number : 2015-24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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