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농어촌 삶의 질 이슈리포트에서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나 정책 이슈에 대해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담고
자 한다.

이슈리포트 제2호에서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 교육부
에서는 지난 2015년 7월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부금 산정 시, 학교 수보
다 학생 수에 대한 산정 비율을 높이고, 학교 통폐합 시 지원하는 보조금을 대폭
확대한다.’ 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
법예고 하였고,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10월 공포하였다. 개정안의 취지는 교육 성
취도가 떨어지는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여 적정규모의 학교를 육성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통해 재정지출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 개혁
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는 등의 단순 방식으로, 지역 여건 및 특수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는 반대의 의견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호에는 지방교육재정 개혁안에 대한 전문가 기고 두 편과 현장의 소리 한 편
등 총 세 편을 실었다. “지방교육재정 개혁과 농어촌교육의 대응 방향”에서는 지
방교육재정 개혁이 농어촌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하였
다. “학교 통폐합 정책, 이대로 좋은가”에서는 농촌교육의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관점에서의 농촌학교 통폐합 문제를 살펴보았다. “현
장교사가 바라보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한 단상”에서는 농어촌지역 소규
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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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지방교육재정 개혁과
농어촌교육의 대응 방향
최 준 렬 한국대학평가원 원장

서언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방교육
재정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학생수 변동에 차이가 크고, 재정수요가
다른데 이런 요소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리성이 낮고 효율성이 떨어
져 이를 개혁하여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합리화·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시 학
생수 비중 강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시 인센티브 강화, 시·도교육청 재정정보 비
교 공시,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 경비 지정 등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시 학생수 비중 강화는 교육부에서 교육청에 예산을
배분할 때 배부 기준이 되는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중 학생수의 비중을 높이는
정책이다. 학생수 비중이 높아지면 학교가 적고 학생이 많은 서울, 인천, 경기도와
같은 교육청이 혜택을 받고, 학생이 적고 학교가 많은 강원, 전남, 경북과 같은 교
육청이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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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통폐합 시 인센티브 강화는 소규모 학교를 폐교하였을 때 지원하는 지원
금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이다. 그동안 분교를 폐교하였을 경우 10억 원을 지원하던
인센티브를 40억 원 이하로, 본교를 폐교하였을 경우에도 초등은 30억 원에서 60
억 원 이하, 중등은 100억 원에서 110억 원으로 증액하는 개혁 정책이다.
시·도교육청 재정정보 비교 공시는 교육청이 집행한 예산을 분석하여 국민에게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정책이며,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 경비 지정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지방교육재정의 합리화와 효율화를 표방하면서 추진하는 개혁 정책이기는 하지
만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어촌의 교육청은 예산이 줄어 재정을 운영하기 어렵게
되며, 이들 소규모 학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
농어촌 지역은 구조적으로 학교가 소규모일 수밖에 없다. 인구가 분산되고, 학령
인구가 적어 소규모 학교일 수밖에 없는 학교를 학생수 기준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통폐합을 강하게 권장하게 된다면 어려운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가 더 어렵게 되며,
이런 상황은 농어촌 교육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농어촌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도시의 청년들도 농어촌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귀농, 귀어하고 있다. 이런 정책
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농어촌의 교육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 개혁 때문에 농어촌의 교육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를 현
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농어촌의 학교 현황, 지방교육재정 개혁의 주요 내
용을 검토한 후에 모색하고자 한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현실
농어촌 학교의 대부분은 소규모이며, 이러한 소규모 학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 4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한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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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753개교이고 이중 1,682개교가 도 지역에 있다. 시 지역에 있는 소규모 학교
도 농어촌이 있는 인천, 울산, 부산, 광주 등에 많다. 소규모 학교의 학교급별 현황
을 보면 초등학교가 1,208개교, 중학교가 493개교, 고등학교가 52개교이다. 이러
한 소규모 학교의 개수는 2001년에 700개교에서 13년 만에 증가한 수치이다.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 대부분은 초등학교과 중학교이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연
령이 어려 부모의 보살핌과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며, 장기간 통학하거나 기숙사 등
에 거주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부모와 함께 살면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표 1 >> 지역별 60명 이하의 학교 현황
구분

시지역

도지역

급별

10명
이하

11~
20명

21~
30명

30명 이하
소계

30~
40명

40~
50명

50~
60명

31~60명
소계

합계

초

3

3

3

9

10

13

12

35

44

중

1

0

2

3

7

6

5

18

21

고

1

0

3

4

1

1

0

2

6

계

5

3

8

16

18

20

17

55

71

초

44

120

214

378

271

273

242

786

1,164

중

9

71

125

205

96

78

93

267

472

고

2

4

2

8

3

14

21

38

46

계

55

195

341

591

370

365

356

1,091

1,682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4). 교육통계연보. 작성일 2014.4.1.

이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학생수를 중심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개혁은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를 어렵게 하고 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은 1982년부터 추진되었다. 산업화가 추진되면서 일자리를 찾아 농촌
의 주민들이 도시로 몰려들게 되자 농촌의 인구가 급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소
규모 학교가 많이 생기자 이를 통합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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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기준은 시기에 따라 변해 왔다. 초기에는 180명 이하
의 학교를 통폐합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 기준이 너무 높아 농어촌의 현실에 적합
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를 100명으로 조정하였다. 100명 미만의 학교를
통폐합하다 보니 농어촌 대부분의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 되어 이를 다시 60명 이
하로 하향 조정하였다. 현재는 60명 이하의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지만 농어촌의
출산율이 극히 낮기 때문에 60명 이하의 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
기준으로 통폐합을 지속한다면 머지않아 농어촌에 남아있는 학교는 거의 없게 될
것이다.

표 2 >> 시기별 통폐합 기준과 통폐합 학교수
시기

통폐합 기준(학생수)

통폐합 학교수

1982∼1998

180명

2,228교

1999∼2005

100명

1,037교

2006∼2010

60명

374교

계

2,228교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9.3).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통한 적정 규모 학교 육성계획｣.

표 3 >> 2014년 학교급별 학교수
학교급

학교수(교)

초등학교

5,934

중학교

3,186

고등학교

2,326

계

5,934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4.4.1.). ｢교육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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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부터 통폐합을 시작하여 2010년까지 폐교된 학교는 3,639교이다. 초·중·
고 전체 학교수 15,085교의 24.12%가 폐교된 것이다. 이를 2014년의 학교수에 대
비하여 본다면 34.41%나 된다. 도시에 있는 학교수까지를 포함하여 폐교된 학교의
비율이기 때문에 비율이 낮게 나타나지만 농어촌에 있는 학교만을 대상으로 비율
을 산정한다면 이 비율은 50%, 60%를 넘을 것이다.
농어촌의 학교는 내부적으로는 학생 수가 줄어 다양한 교육활동을 할 수 없는 데
에다, 외부적으로는 폐교를 강요받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지방교육재정 개혁의 주요 내용
박근혜 정부는 교육개혁 과제의 하나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교육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을 극대화하여 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개혁이다.
지방교육재정을 효율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개혁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학생수 비중 강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인센티브 강화,
시·도교육청 재정정보 비교 공시,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 경비 지정이다. 이중 농
어촌 소규모 학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학생수
비중 강화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인센티브 강화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학생수 비중 강화는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배
분할 때 배부 기준이 되는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중 학교수의 비중을 줄이고 학
생수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개혁 정책이다. 2015년 10월 13일에 고시한 학교경비와
학생경비의 변화는 <표 1>, <표 2>, <표 3>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당
경비는 줄고 학급당, 학생당 경비는 늘어났다. 특히 학생당 경비는 기존의 2배 가
량 증액되어 배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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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99,052
511,774

313,616

125,446

355,266

본교

분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392,517

특수학교

일반고등학교

중학교

421,808

141,731

96,719

447,004

354,328

111,527

278,817

59,615

241,797

55,021

분교

초등학교

유치원

본교

-

-

-

-

-

45,895

-

-

-

-

-

-

병설

461,131

482,747

421,514

145,797

364,492

-

145,555 146,155 153,824 161,924 167,566

-

288,754
115,502

단설

461,131

-

특수학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482,747

-

145,797

분교

-

421,514

364,492

본교

-

-

115,502

-

288,754

40,643

분교

40,643

-

-

-

-

638,665

-

578,326

-

470,454

-

-

688,554

-

623,500

-

521,409

-

-

743,394

-

670,998

-

579,555

-

-

792,990

-

712,024

-

630,513

-

-

850,107

-

768,324

-

683,150

-

587,684

531,785

442,514

626,412

639,450

588,265

497,724

667,131

691,437

642,368

546,114

711,236

742,982

690,495

590,373

746,901

799,972

737,378

638,279

785,705

832,256

775,595

678,826

503,633 552,985

591,099

624,422

655,913

684,276

714,741

745,865

728,283 1,253,699 1,368,063 1,476,850 1,595,663 1,690,283 1,803,780 1,881,261

471,377 528,462

422,176 479,467

332,212 387,104

524,838 583,395

692,689 1,344,601 1,424,348 1,514,568 1,621,547 1,723,628 1,825,779

484,230 539,065

-

425,319 475,935

-

349,156 409,751

-

-

8학급 12학급 18학급 24학급 30학급 36학급 42학급 48학급 54학급

본교

7학급

40,643

6학급

135,477 135,477 140,438 145,393 150,347

5학급

단설

3학급

병설

일반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학교급별

자료: 교육부(2015.10.13.). ｢학생수 등 교육수요를 고려하여 교부금이 배분되도록 개선｣. 보도자료.

개정

현행

구분

표 4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학교당 경비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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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학급당, 학생당 경비 개정(안)

(단위: 천원)

학급 경비

구분

학생 경비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유치원

5,602

6,869

175

178

초등학교

4,511

5,109

234

445

중학교

3,724

4,918

276

537

일반고등학교

4,516

4,472

252

435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16,983

18,210

938

960

특수학교

8,103

11,798

717

904

자료: 교육부(2015.10.13.). ｢학생수 등 교육수요를 고려하여 교부금이 배분되도록 개선｣. 보도자료.

표 6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관운영비 개정(안)
현행
학교당 : 16,586천원 / 학생당 : 33천원
교원당 : 672천원 / 직원당 1,192천원

(단위: 천원)
개정안

학교당 : 9,738천원 / 학생당 : 63천원
교직원당 552천원

자료: 교육부(2015.10.13.). ｢학생수 등 교육수요를 고려하여 교부금이 배분되도록 개선｣. 보도자료.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는 학교당 경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학급수와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학교당 경비를 많이 확보해야 학교를 유지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열악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런데 지방교육재정
개혁으로 학교당 경비가 줄고 학급당, 학생당 경비가 증가되면 농어촌의 소규모 학
교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농어촌 교육을 수행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운영하는데 장애요인이 되는 또 하나의 재정개혁이 소규
모 학교 통폐합 인센티브 강화이다. 그동안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 했을 경우 인센
티브를 부여해 왔다. 이러한 인센티브 정책은 1999년 IMF의 경제적 위기를 맞아

8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여 교육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 해 동안 추진
되었으며, 중단되었다가 2005년에 다시 시행되었다. 통폐합 학교에 부여하는 인센
티브의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다. 1999년에는 본교를 폐교할 경우 5억 원, 분교장
을 폐교할 경우 2억 원, 분교장으로 개편할 경우 2천만 원의 인센티브였는데,
2016년부터 추진하는 개정안은 초등학교 폐교 60억 원, 중등학교 폐교 110억 원
으로 초등학교는 12배, 중등학교는 22배로 확대되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비용의 효율화와 다양한 교육경험을 위
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농어촌 지역의 교육과 문화기능, 어린 자녀에 대한 부모
교육 등을 고려한다면 보다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이다.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부금을 산정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개혁은 자칫 농촌교육을 황폐화
하여 우리 농촌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표 7 >> 소규모 학교 통폐합 인센티브 지원
현행

개정안

가) 본교를 통폐합하는 경우
(1)시 지역 초등학교: 60억
(2) 그 밖의 지역 초등학교: 30억
(3) 중등학교: 100억

가) 본교를 통폐합하는 경우
(1) 초등학교: 60억 이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삭 제
(3) 중등학교: 110억 이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나) 분교를 통폐합하는 경우 : 10억

나) 분교를 통폐합하는 경우
: 40억 이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다) 본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경우: 1억 다) 본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경우: 5억
본교를 신설대체 이전하는 경우: 초등학교
30억, 중등학교 50억

학교(본교만 해당)를 신설 대체 이전하는 경우
(1) 초등학교: 50억 이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중등학교: 80억 이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시설폐쇄 통합․운영: 20억
시설 미폐쇄 통합․운영: 10억

시설폐쇄 통합․운영: 30억
시설 미폐쇄 통합․운영: 10억

자료: 교육부(2015.10.13.). ｢학생 수 등 교육수요를 고려하여 교부금이 배분되도록 개선｣.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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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교육의 대응 방향
농어촌의 교육은 소규모의 틀을 벗어나기 힘들다. 지역이 넓고 인구가 적으며 출
생률이 낮기 때문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규모 학교의 모습을 탈피하기가
힘들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 내에서 농어촌의 교육을 원활하게하기 위해서는 농어
촌이 갖는 여건을 인정하고 고려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이런 전제
하에서 농어촌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급별에 따라 농어촌 교육의 정책을 달리해야 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는 부모의 사랑과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이들 시기에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비록 학생수가 적어 소규모일지라도 학교를 유지
하고 지원하여 농어촌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초기교육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중학교의 경우, 소규모 중학교를 모아 기숙형
중학교로 통합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농어촌의 열악한 교육환경
을 극복함으로써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는 열악한 농어촌
의 학교를 읍단위의 기숙형 고등학교로 통합하여 적정규모의 학교에서 교사의 지
도를 받으며 다양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학교의 경우 규모
가 적으나 기숙형으로 운영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초등학교와 합쳐 운영하는 초중학
교의 모형도 학교재정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농어촌 소규모 학교도 지역의 여건을 활용하여 좋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작고 아름다운 학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남한산초등학교, 거산초등학교, 삼우
초등학교와 같이, 농어촌에 소재해 있지만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농어촌의 장점
을 살리는 학교가 되도록 노력한다면 질 좋은 교육환경을 가진 농어촌 학교가 확
대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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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학교 통폐합 정책,
이대로 좋은가
양 병 찬 공주대학교 교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새로운 버전’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유래 없는 압축 성장을 이루었다. 이 과정에서 농
촌은 그 배후 역할을 담당해왔다. 농촌은 아이들을 키워서 도시로 떠나보내는 엄마
노릇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다. 서울 중심의 문화 속에서 긴 세월 동안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냈던 역사가 이어져 왔다. 우리의 누이들과 형들을 도시의 공장으
로 올려 보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버렸다.
아이들도 많지 않으니 학교도 문을 닫는다. 이 상황에서 정부는 자금을 지원하면서
까지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왔다. 깊은 고민 없이 학생 수가 줄면 운영상 비효율
적이니 통폐합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5천여 개 학교들의 문을 닫았다.
아이들은 통학 버스를 타고 학교로 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농사를 짓던 부모
들도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읍내로 이사를 가고 있다. 그런데 그 읍의 학교는 대부분
과밀학급이다. 너무 빨리 진행되어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일명 적정규모 학교 사업)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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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추진되어 오고 있다. 더욱이 올해에는 중앙 부처의 행정 조치들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더욱 고착화시켰다. 더 강력한 ‘새로운 버전’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조치
가 준비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우선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15.7.16.)
에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적극 유도 및 학생 수 감소 추세를 고려하여 교원배치 기
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적극 유도를 위해 학교 통폐합 분교 개
편 권고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통보하였다(10월). 한편,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의 인
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대부분 농촌 지역임)에게 권역 내의
학교 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규정된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고 이
를 어기고 내년에도 계속 시행한다면 행정 조처(재정 패널티)를 취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처들은 농촌학교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 교육청과 지자체 모
두를 압박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촉진하
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학교 교원의 정원
이나 운영비 지급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소규모 학교와 해당 지역 교육청의 운영
을 근본적으로 곤란하게 만드는 행정 조치이다. 결국 이와 같은 일방적 조치는 농
촌 지역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조처들은
FTA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농촌 주민들에게 새로운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급격한 사회구조적 변화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부담을 주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이
부담을 농촌 주민과 아동ㆍ청소년들만 감당하게 해서야 되겠는가. 성장위주의 정
책을 통해서 얻은 국가 이익을 농촌 지역이 직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일 것이다. 농촌 교육의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절
실한 시점이다. 이에 몇 가지 농촌 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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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미래적 관점에서 농촌 학교 문제를 보아야
지금까지 농촌 학교의 문제는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인구 유출에 따른 학생
수 감소 문제로 단순하게 다루어져 왔다. 이러한 입장에서 ‘적정규모 학교론’이나
‘교육재정 효율화 관점’ 등이 나오게 된 것이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농촌 주민과
학생들의 학습권은 무시되어 왔다. 그러나 농촌 학생 수 감소는 FTA에 따른 농어
촌 시장 개방, 국제화에 따른 다문화 가정 및 자녀 문제, 지역 격차에 따른 삶의 질
불균형 문제 등 21세기 세계화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사회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회적 문제이다.
최근 급격한 저출산ㆍ고령화와 다문화사회화 등의 다양한 사회 변화들이 농촌에
서 출발하여 우리 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저출
산ㆍ고령화로 인해 학령기 인구 감소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2011년 현재 읍면
동 지역 간 출생률 격차는 동 1.03명에 비하여 읍 0.12명과 면 0.09명으로 심화되
어 왔다. 지역 격차와 함께 전반적인 저출산의 기조도 심화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인구 구조가 청소년 인구의 감소와 노인 인구의 증가, 다문화 인구의 증가 등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 현상의 최전선이 농촌인 것이다. 이러한 한국 사회 변화의 전
조로서의 농촌 문제를 전체 사회 문제로 인식하지 않으면 미래 사회에 대비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의 농촌은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미래 한국 사회의 모
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재인식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해법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 즉,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아이들이 귀
해지는 시대, 마을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보는 것이 점점 어려운 시대’가 도래했다
는 것을 알아차려야 할 것이다. 이는 학교 통폐합의 문제가 지금 당장은 과소화 되
는 농촌 지역을 시작으로 발생하겠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는 구도심 및 도시 외곽
지역의 일반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
는 지역적 측면에서 농촌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며, 사회 현상의 측면에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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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적인 위기 상황으로 보아야 한다. 학생 수
가 줄어드니 학교가 비효율적이고 다인수의 학생들이 서로 경쟁력을 갖추어야 미
래 사회의 인재가 된다는 식의 단순한 진단이나 교육관에서 출발하는 일련의 정책
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모든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교육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만 한다.

농촌 인지적 관점에서의 농촌 학교 지원
지난 40여 년 동안에 교육부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유지되어 온 농촌 학교에 대
한 관점은 “농촌 학교의 문제 = 교육정책 문제”라는 등식으로 여겨 농어촌 인지적
관점이 부족하였다. 농촌 학교의 문제를 교육 문제로 인식하고 교육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관점은 농어촌 교육에서 외형적으로 나타난
당면한 해결 과제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농촌교육 문제가 독립된
하나의 사회문제(즉 교육문제만의)로서 취급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
악하는 것일까.
과연 도ㆍ농 교육격차 문제가 해소된다고 농촌 지역의 주민들이 이농을 멈추고
돌아오는 농촌은 실현될 것인가. 아마도 우리가 이러한 희망적인 미래를 예측한다
면 그것은 너무 순박한 바램이라고 생각된다. 농촌교육 문제는 산업(농업)문제, 사
람(농업인)문제, 지역(농촌)문제의 3가지가 사회구조적으로 상호 연관된 사회문제
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법도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농촌 인지적 관점으로 농촌 학교의 현실을 분석
하고 교육부의 교육정책뿐만 아니라 농림부의 지역 개발 정책, 그리고 문화관광부의
농촌 문화지원정책과의 통합적인 연계와 지원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해마다 농림부에서 농촌 학교 및 평생교육의 농촌 영향평가 지표를 분석하고 이에 대
한 지원 과제를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긴밀하게 연계하는 정책들이 추진되
어야 한다. 또한 교육청과 지자체의 정책과도 연동하여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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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적 정책이 아니라 예방적 정책 투입
지금까지 농촌 교육에 대한 정책 투입은 문제 개선을 위한 예방적 성격이 아닌
현상적 정책이었다. 대표적으로 농어촌 소규모 통폐합 정책은 농어촌 교육력 회복
을 위한 장기적ㆍ유기적인 성격의 정책이라기보다는 단기간에 나타날 교육 재정적
효과를 위해 교육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상 학교 및 학부모들에게 통폐합을
권장하는 현상적ㆍ처방적인 성격이 강한 정책이었다. 더욱이 이 정책에서 근거로
삼는 통폐합을 통한 교육력 제고의 논리는 그 교육적 효과조차 면밀하게 조사 및
검토되지 않은 시점에서 소규모 학교의 교사 및 학부모들에게 강요되어 왔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불꽃처럼 일어나는 작은 학교 운동들(남한산초, 조현초, 거
산초, 삼우초, 상주남부초 등)의 실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교육적 효과들을 전
혀 검토하지 않고 소규모 학교는 모두 비교육적이며 교육적으로 황폐한 곳으로 치
부해왔다. 특히, 통폐합의 기준으로 ‘교육 회복 및 활성화 가능성’, ‘지역 사회 내
학교가 가지는 역할 및 기능’ 등과 같은 질적인 기준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적
정규모’라는 양적이고 절대적인 기준만을 적용함으로써 활성화와 개선의 여지가
보이던 학교들마저 통폐합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통폐합을 지연시키면서
여러 가지 노력과 실험을 통해 학교를 되살리려는 예방적 노력은 없이 소규모화
징후가 보이는 지역 및 학교들에 이 정책을 성급하게 선행 투입해버림으로써 통폐
합을 가속화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향후 농촌 교육 관련 정책들은 현상 중심으로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앞서서 투입되어 그것을 더욱 악화시킬 수 현상적 성격의 정
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측 가능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활성화 가능성을
고려하는 예방적성격의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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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주체적 선택권과 책무성
그동안 정부는 농촌 학교나 학생들을 정책 대상으로만 인식하면서 주민의 주체
적 선택권과 책무성을 간과해왔다. 농촌 학교 문제에 대한 해법도 관주도적 방식으
로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 학교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매년 악순
환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교육여건이 보다 더 나은 읍ㆍ면이나 시 지
역 학교를 선호하고, 소규모 학교는 학생 수 감소에 비례해 재정 지원마저 줄어들
면서 교육여건이 더욱 열악해 지고 있다. 결국 농촌 학교는 지역 주민들의 주체적
선택에 사활이 달리게 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앞의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교사들처럼 지역 교육에 고민하는 진지한 교사들의 움
직임이다. 이 운동의 촉매는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농촌 학교 교사들이었다.
이미 각처에서 전개되고 있는 교사들과 지역 주민들 중심의 지역교육 운동에서 이
를 확인할 수 있다.
농촌 교육공동체의 실천 지역들을 분석해보면 먼저 ‘각성된’ 주체들의 실천적 운
동에서 출발하여 그 정신이 지역에 공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은 농촌
과 관련된 사회적ㆍ정책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혹은 대항)하는 정신과 프로그
램 등을 가지고 있었고 지역 주민들과의 긴밀한 연대를 통해서 지역의 협력적 교
육공동체를 만들어갔던 것이다. 이들 마을교육 활동가들의 다양한 실천 활동이 새
로운 농촌 교육의 가치를 창조하면서 다양한 주체들을 연계시키는 교육공동체 운
동을 만들어 내고 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
담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 안에서든 밖에서든 혼자 자라는 ‘내 아이’가 아니라 지
역 안에서 함께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며,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돌보는데 있어
서는 교사나 학부모 개개인의 노력이 아닌 공동체적 관점에서 지역사회 전체의 노
력이 필요하다.
이들의 운동의 힘은 농촌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과제인 교육격차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는 임파워먼트적 관점에서 출발한다. 지역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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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위해서는 “우리 마을은 우리의 손으로”라는 자치 의식과 “우리 아이들의 교육
은 우리 마을에서 책임지는” 자립적 관점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 학교와 지역 간
의 협동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주장은 계속되어 왔지만 실제 학교와 지역이 함께
하는 공동의 목표 설정과 협동적 실천이 구조적으로 요청된다. 학교 교문을 나서는
순간, 아이들은 학교가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학습하게 되며 그 학습은
인간의 생활과 삶 전체를 아우르는 평생교육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먼저 교사, 학부모, 학생으로 이루어진 학교 공동체 안에서 교육과 돌봄을 통해 우
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그 다음으로는 지
역 주민, 지자체, 교육행정,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단체 등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
가 협동적인 교육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활동함으로써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지역의 지속가능성은 학교의 지속가능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실천 사례로 몇몇 곳을 다니면서 마을마다 유사한 문제의식과 새로운 출발, 여러
가지 난관 등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되
어 마을의 과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주체적 힘을 결집하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으며 농촌 학교와 마을에 희망이 있음을 믿게 되었다. 풀무학교의 홍순명 선생
께서 “풀무마을은 조약돌만한 마을이지만 지역의 모든 중심지가 하향식 행정관정
에서 주민의 생활과 자치와 문화가 싹트는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지역이
호수의 파문과 같이 퍼져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홍순명, 2014 : 304).”고 말
씀하신 것처럼 작은 마을들의 빛나는 실천들이 지역과 학교의 협력 모델로서 전국
에 확산될 수 있기를 간절히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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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

1)현장교사가

바라보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한 단상
박 현 정* 충남 서면초등학교 연구부장

서언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로 인해 점차 소규모 학교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해서 생긴 소규모 학교는 교육 과정 운영 그리고 수업의 수요자나 공급자
의 효율성 등에서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 과소 규모 학교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통폐합 역시 또 다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원거리 통학 등의 문제가 새로 생기게 되었고, 교육
과정 운영이나 교육 시설의 확충 등에서도 여러 가지 전제 요건들이 미비한 상황
이다. 본 글에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 정책상
의 어떠한 개선점이 필요한지 교육현장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충남 서면초등학교 연구부장(19년차)
2015 충청남도교육청지정 농어촌형교육과정 정책연구학교 연구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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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학교 개념에 대해
소규모 학교는 그 개념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사용된다. 즉, 대도시 과대 학교와 과밀 학급의
열악한 교육 여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경우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상적인 학교의 규모를
의미하며, 반대로 이러한 이상적인 학급 수 및 학생 수에 미달하여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학자들에 의하면 이상적인 학급당 학생수는 20∼30명 선이고, 학급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학년당 학급은 3학급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체 학생 수는 360명, 전체 학급
18학급, 한 학년당 3학급, 한 개 교실에 20명 미만인 경우는 소규모 학교로 볼 수 있다.
기존 대도시 지역에서 소규모 학교는 과대 규모 학교 분리와 과밀 학급 해소, 입지적인 문제, 그리고 학교
대지 확보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안으로 제시되는 학교형태로, 학교 규모와 체육장의 면적은
작지만,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고 제반 교육 조건과 필수적인 시설․설비를 갖춘 학교를 의미한
다. 그리고 소규모 학교는 교육적 상황의 변화 수용에 대한 융통성을 지니고 있으며, 닫힌 교육 체제에서
열린교육(open education) 체제로의 전환이 용이하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문제점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은 구조조정 정책이 아니다.
｢격차｣시정 정책이 아니다. ｢교육제도｣로 인한 ｢격차｣의 발생과 심화를 경제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본디 교육과 같은 공공재는 경제적 약자에게 국
가가 베푸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교육부 정책과도 상충된다. 대안 교육,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이라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고 청소년 문제, 따돌림 문제 등의 부차적인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도시로의 인구 유입의 억제 정책 및 귀농 정책과 같은 다
른 부처 간의 정책과도 모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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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학교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교육정책의 지역화와 농어촌에 맞는 농촌형 교육과정 개발이 소홀한 상황에서
통폐합 정책에 앞서 먼저 작은 학교에 대한 교육이념, 교육목표, 교육환경의 교육
적 장점 및 지역사회에서의 올바른 역할과 기여도에 대한 많은 연구의 축적이 선
결조건이 되어야 한다. 즉,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에 대한 연
구․개발이 필요하며 교육재정 확보 방안 역시 강구되어야 한다.

통폐합으로 인한 절약비용을 통합학교 운영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농어촌 지원자금의 도시 학교 지원을 의미한다.
현재 농어촌을 지키는 자는 농어촌 전원 및 환경의 관리․보전자이면서 공공재의
공급자이기도 하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이득(예컨대, 다이옥신을 먹지 않
는 이득, 개인교습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에서 따돌림 없이 相生철학을 체험하면
서 생태 보전적 삶을 살아가는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작은 학교의 교육 기
회, 소위 환경 호르몬으로 범벅되고 유전자 조작 농산물 등 수입농산물을 학교급식
으로 먹지 않는 이득 등)마저 빼앗아 가는 정책이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개선 방안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개
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목적의 재설정: 경제적 가치보다 교육
적 가치 우선시해야..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에서는 학생 수가 너무 적어서 아이들이 다양한 생활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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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할 수 없으므로 심각한 문화실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아이들
이 큰 꿈을 키우지도 못하고, 더불어 사는 소중한 진리도 깨우치지 못하고, 학습의
욕도 매우 부진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소규모 학교의 아이들에게 꿈과
이상을 심어주고, 정상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시켜서
제대로 된 학교를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통폐합 목적은 한
마디로 도서나 벽지의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도 좋은 교육환경에서 질 높은 교육
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목적은 소규모 학교의 특수성을 제대
로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탕
으로 하여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도서 벽지에 있는 아이들이 타 지역의 학생들
보다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 벽지의 학교
가 이런 아이들에게 문화 전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교육부는 놓치고 있
다. 그리고 도서 벽지에 살기 때문에 꿈과 이상이 높지도 크지도 않다고 보는 것은
도서 벽지에 사는 아이들이 선천적으로 타 지역의 아이들과 다르다는 발상에서 시
작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생각이다. 환경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기반으로 한 발상이기는 하지만 도서 벽지에 살기 때문에 꿈도 이상도 가지지 못
했다는 것은 소규모 학교 아이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
련해주는 것은 교육당국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이 자신과 부모가 살고 있
는 지역에서는 불가능하며, 꼭 학교를 통폐합해야만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
나 교육당국의 생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생각해볼 때 결국 통폐합 정책의 목적으로 남는 것은 교
육재정의 효율화밖에 없다.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교육활동을 위
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경제적 가치가 교육
적 가치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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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학교에의 적응 프로그램 등 학생을 위한 배려 필요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다. 특히
대인관계가 적었던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 정들었던 선생님과 교정을 떠난 새로
운 환경에서의 생활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의 통폐합으로 인해 받게
될 충격을 최소화하고 통합학교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 입안 과정에서 이
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의 통폐합을 단기간에 이루려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의 통폐합이 확정된 이후에는 통합학교와의 잦은 왕래와 함께 하는 현장체
험학습이나 운동회 등 통합 학교 학생들과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통합 후에는 통합 학교 선생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선생님들의 무의식적인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폐교된 학교의 학생들이 소외감
을 느끼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며, 통합 학교 학생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일이 없
도록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정책의 기준을 변경하면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듯이 통폐합 과
정에서 학생이나 학부모, 지역주민, 교사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의 통폐합 과정을 살펴보면 통폐합 대상 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이나 통
폐합에 대한 홍보 과정에서 학부모나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자신들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통폐합이 교육행정관료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
고 통보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
러나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통폐합의 강행은 교육 당국과 지역주민
사이에 마찰을 가져왔으며, 학부모들의 반발 때문에 통폐합 자체가 유보되거나 무
기한 연기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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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통폐합에 반대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을 때 무조건적으로 통폐합 정책을
강행하거나 주민들을 설득하려 하기보다는 지역주민의 심정과 지역 실정을 고려하
여 유연하게 정책을 집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의 통폐합과 학교의 유
지 중 어떤 것이 지역사회에 더 필요한 것인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통폐합 정
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교통이 불편하여 통학버스의 운행이 어렵거나 지역사회에
반드시 학교가 있기를 원하는 지역이라면 무리하게 통폐합을 강행하지 말아야 한
다. 학교를 통폐합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의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통폐합으로 발생한 이익을 통합학교에 지원
전북 부안의 S분교의 경우 통폐합 시 통학버스의 지원을 약속하고 학부모로부터
학교 통폐합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그러나 통폐합 후 학생들은 학교버스가 지원
되지 않아서 옆 초등학교의 버스를 얻어 타고 있다. 통합 학교의 교감은 자신이 출
장을 가있는 동안에 S분교 폐교로 절감된 예산 2,000만원이 통합 학교로 전도되
어 학교시설(잔디 심기, 식당가는 길과 유치원 가는 길의 도복도 시설 등 7가지 시
설)을 정리하는데 쓰여졌다고 말하였다. 이는 통폐합으로 발생한 예산 절감액이 통
폐합된 학교의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쓰여지도록한 당국의 방침에도 어긋나는 것
이다. 교육부는 통폐합 시 절감된 예산을 우선적으로 통합학교에 지원하고, 폐교된
학교의 학생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
러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약속한 학교버스의 지원 대신에 학교에 잔디를
먼저 심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학부모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불신은 쉽게 해소되
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통폐합 시 학부모와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통폐
합으로 발생한 예산 절감액이 폐교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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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된 학교의 활용방안 강구 필요
교육부는 통폐합으로 발생한 폐지학교를 활용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강
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활용 상태로 남아있는 폐지학교가 활용되는 폐지학교보
다 훨씬 많은 실정이다. 미활용 상태로 있는 폐지학교는 불량청소년의 탈선 장소가
될 우려가 있으며, 주위 환경의 미관을 훼손시키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
다. 따라서 폐지학교를 관리할 전담 관리인이 배치되어야 한다.
폐지학교의 활용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 하는 것이며,
또 누가 사용하는 것이냐의 문제일 것이다.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는 학교 설립 당
시 지역주민이 기부하거나 학교 건축 시 지역주민들의 노력봉사에 의해 세워진 경
우가 많다. 그러나 폐교가 됨으로써 학교 재산이 정부에 귀속되어 지역주민은 학교
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으며, 지역주민이 폐교를 이용하려고 해도 임
대료가 비싸 지역주민들이 임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주민에게 학교를 반환하
거나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에 있는 폐지학교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임대료를
재책정하는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결론
교육부의 주장은 통폐합을 통하여 도시에 뒤지지 않는 ‘지역중심학교’를 육성하
여 떠나가는 농어촌을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농어촌에 학교가
없어서가 아니라 도시처럼 좋은 교육적 여건과 환경을 갖춘 학교가 없기 때문에
농어촌을 떠나간다는 것이다. 도․농간의 균형발전, 농어촌의 황폐화와 문화실조를
막기 위해서도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서 지역사회중심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이다. 이를 바꾸어 보면 현재의 학교에 투자를 함으로서 도시와 같은 학교여건을
만들면 된다는 이야기이다.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에게는 자신들의 거주지에 그러한
학교를 만들어 주는 것이 의미가 있을 뿐이지 통학을 해야 하는 다른 지역에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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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교를 세우는 것은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농어촌 소규모 학교는 대도시의 학교문제에 가려서 관심
의 사각지대에 있어왔다. 관심조차 경주하지 않다가 최근에 와서는 그러한 학교를
통폐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주장처럼 농어촌의 문화전
당인 학교를 주민들로부터 박탈함으로서 농어촌의 교육 문화시설을 말살하고 결과
적으로 농어촌을 공동화시키지 않고, 또한 황폐화해 가는 농어촌 지역사회를 살리
고 진정한 의미의 돌아오는 농어촌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문화․사회적
센터로서 학교의 역할을 복원하여야 한다.
특히 오늘날 평생학습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학교는 더 이상 학생들만을 위
한 장소가 아니다. 지역사회의 교육의 장이자 문화의 장이다. 문화적 결핍상태에
놓여있는 도서벽지지역의 경우, 학교는 지역주민의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
는 시설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낭만적인 애향심의 발로와는
다르다. 오늘날 이야기되고 있는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사회자본’의 형성은 궁
극적으로 자녀의 학습력을 신장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문화적 결핍을
해소하고 더불어 지역사회 주민들의 문화적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거주지에
학교를 존속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종합하면 재정의 효율성과 같은 경제 논리보다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도서․벽지의
소규모 학교에 대한 장점을 인식하고 교사들에게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승진,
보수, 후생복지와 같은 측면과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그리고 학생지도 방법 등의
개발을 통하여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교육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학생들에게는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결과의 평등이 실현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선진국에서처럼 소규모 학교교육에 대한 개선노력이 학생,
교사, 그리고 학교환경 측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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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약사2)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쟁점은 비단 오늘의 쟁점만은 아니며, 나름대로의 역사성
을 안고 있는 쟁점이다. 국가의 경제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이촌향도(移村向都) 현상
은 농어촌 인구의 격감현상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한 학령 아동 수의 감소는 소규
모의 농어촌 학교를 양산하였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는 한국사회발전의 역사
적 과정에서 잉태된 것이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부각된 것은 전두환 정권의 초반인 82년
부터이다. 그 이후 정부는 ‘국가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
화’의 두 차원에서 소규모 학교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통폐합 정책을 추진
하여 왔다. 실제로 14년간에 걸쳐 3천개의 학교가 폐교 및 분교장으로 격하되었다.
이 기간 동안에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집단간에 어느 정도의
갈등이 있긴 하였지만, 크게 표면화된 적은 별로 없었다.
관계 법규상, 학교설치와 폐지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있다. 교육자치제가 실시
되고 사회의 민주화와 교육의 민주화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게 된, 통폐합 정책
이 시도교육청 자율로 실시하게 되면서 갈등은 종전보다 약간 더 표면화 된 경향
이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두밀리 분교의 경우이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엇갈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추진성과는 미미했다.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미
미한 성과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강경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 정부는 전
국적으로 2천77개교 통폐합 계획, 교직원은 1만4백9명 감축, 3천6백15억 예산절
감 효과를 예상하면서, 통폐합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현 정부의
강력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은 이해집단 간에 과거보다 더 많은 갈등을 야기
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의 당사자는 주로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는 교육부와 이

*정리: 박현정 충남 서면초등학교 연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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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반대하는 지방의회, 지역주민, 교원단체, 동창회 등이다.
현 시점에서 여러 갈등이 다양하게 노출되는 데에는 통폐합 정책 자체의 문제 이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교육자치제
및 지방자치제의 실시, 사회민주화 및 교육민주화가 어느 정도 실현된 상황에서 다
양한 집단의 발언권이 높아진 점, 시민단체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진 점, 그리고
정부의 다른 교육정책(예, 교원정년 단축)에 대한 불만과 그 영향 등이 통폐합 논
의에서의 갈등표출에도 다소간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주변 요소들의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자체
가 많은 갈등의 진원지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
는 참교육학부모회와 같은 예외적인 소수 집단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도시 집단
들로부터는 관심사항으로부터 제외되어 있는 현실이다. 도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
이다. 또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소
외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정책은 국가적․교육적 차원에서
합의도출이 필요하고 성공적인 정책 수행을 위한 뒷받침이 있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중앙까지 들리지 않는 농어촌 현지의 작은 목소리만이 있을 뿐이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현황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정책은 교육부의 시책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초․중․고등학교를 합하여 총 3,520개교가 통폐합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교 폐지 508개교, 분교장 폐교 1,467개교, 본교에서 분교장으로 격하
1,515개교, 그리고 초․중등학교의 통합운영 30개교이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더
욱 가속화되었는데, 누적 합계로 볼 때 본교 폐지는 611개교, 분교장 폐지 1,798개
교, 그리고 분교장 개편이 1,806개교이다. 본교, 분교장, 분교장 격하가 각각 103
개교, 331개교, 그리고 291개교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 중 초등학교의 폐교는 본교
569개교, 분교장 1,782개교이며 1,586개 본교는 분교장으로 격하되었다. 중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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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폐교가 본교 30개교, 분교장 16개교, 그리고 분교장으로 개편된 학교가 20
개교이다. 고등학교는 12개 본교가 폐지되었다. 이와 같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
책은 국민의 정부의 100대 과제로 선정되고 주요 교육정책으로 채택되었으므로 소
규모 학교 통폐합은 가속화될 것이다.
구체적인 통폐합의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통폐합 전체 대상학교(초․중등 포함)
2,926개교 중 70.2 %에 해당하는 2,055개교(이 중 초등학교가 전체의 86.9 %인
1,786개교)를 4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정리한다는 것이다. 한 해 동안 통폐합시킬
대상학교는 1,136개교(분교장 포함)이며 340개교에서 269개교이다. 대상학교
1,136개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폐교 719개교, 분교장 격하 328개교, 그리고 초․중
등학교 통합운영 89개교이다.
교육부가 학교 통폐합의 기준으로 제시한 것을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본교는 학
생 수 100명 이하, 분교장은 학생 수 20명 이하인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중․고등
학교는 학생 수 100명 이하인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통폐합이 곤란한 학교는 분
교장으로 격하하여 통폐합을 완료한다. 단,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100명이 되
지 않더라도 최소한 1면에 1본교를 유지하고 도서․벽지 지역 등 통학이 어려운 지
역은 통폐합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구상하는 통폐합을 추진하는 형태
는 4가지로 요약 할 수 있는데, 이는 첫째, 본교를 폐지하는 경우, 둘째, 분교장을
폐지하는 경우, 셋째 본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경우, 그리고 넷째,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경우 등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재학생 총 10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는 초․중․고등학교 합계
총 2,926개교(분교장 869개교 포함)에 달한다. 이는 전체 학교 수 11,218개교(총
분교장 973개교 포함)의 26.1 %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분교
장 830개 포함 6,518개교 중 100명 이하인 학교는 2,594개교로 전체 초등학교의
39.8 %에 달한다. 중학교는 전체 학교의 10.8 %인 299개교, 고등학교는 1.7 %인
33개교가 100명 이하의 학생이 재학하는 소규모 학교이다.
이러한 교육부의 추진 일정은 이해 당사자간의 학교 통폐합에 대한 입장 차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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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수정이 되고 있는 듯하다. 예를 들면, 통폐합 대상학교 1,136개교는 통합 완
료되어야 할 것이나, 대상학교 중 398개교가 겨울 방학 때 이미 통폐합되었고 나
머지 738개교는 여름 방학을 통해서 통폐합 될 예정이었으나 94개교가 통폐합 또
는 분교장 개편이 유보되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의 경우 당초 56개교를 통폐합할
예정이었는데, 10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계획이 연기되거나 무산되었고, 경
남은 22개교가 계획을 백지화하였다. 인천은 9개교에서 4개교로, 충북은 34개교
에서 28개교로, 충남은 104개교에서 96개교로, 그리고 경남은 130개교에서 108개
교로 통폐합 예정 학교수가 줄어들었다. 반면 전남 소재 학교는 123개교로 오히려
계획보다 5개교가 늘어났다. 즉, 전체를 통틀어 대략 130개교 정도가 통폐합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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