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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생각, 새로운 의미

본회는 제32차 지역사회교육포럼을 ‘지역사회교육_ 오래된 생각, 새로운 의미’라는
주제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2012년부터 5년간 ‘사람과 사람’이라는 아젠다을 선언
하고, 올해 세 번째 ‘사람과 사람’에 대한 포럼입니다. 앞선 두 포럼에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 고찰했다면, 이번 포럼은 ‘사람과 사람’으로 이뤄진 공동체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있어 공동체란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나 그만큼의 감동을 확산
시키지 못하는 존재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이에 공동체의 본래적 가치에 대한 논란
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와 문화의 변화 속에서 속도와 물질에 대한 욕심
은 외로움으로 환원되었습니다. 소외, 고독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이
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바람은 자연스레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동체의 가치는
간절한 바람을 넘어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역사회교육운동의 과거와 현재를 되짚어 봄으로써 현대사회에
서의 공동체 모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에 지역사회교육운동의
무거움을 버리고, ‘일상’이라는 가벼운 형식을 입혀 ‘대중’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
가서려고 합니다. 더불어 실제 공동체 현장의 이야기를 더해 지역사회교육의 의미
와 가치,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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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조강연⦁

진화하는 지역사회교육운동,
그 현재적 가치
이 희 수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나에게도 꿈이 있다. 하나는 주성민 이사장님처럼 ‘강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차광은 회장님처럼 자기사람을 만드는 은
근히‘끄는’ 힘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바쁜 비즈니스맨이 이곳에까지
오게 된 것도 보이지 않는 힘, 밀고 끄는 힘이 작용해서이다. 한 사람만 닮
아도 행복할 텐 데 두 분 다 닮고 싶어 하니 난 참으로 꿈이 큰 무모한 사
람이다. 평생교육 분야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만 ‘강연’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적다. 손꼽을 정도다. 부동의 1순위는 이사장님이다. 오늘은
적어도 15년여를 함께 해 온 이사장님을 닮아 보는 담대한 마음으로 시작한
다. 한국지역사회교육운동은 ‘주성민’세 글자로 대변할 수 있지만 실은 한
국지역사회교육운동은 다면성을 지닌다. 어느 때는 카멜리온에, 또 다른 때
는 스펙트럼에 비유된다. 때로는 지역사회학교로서, 실행공동체로서, 신사회
운동으로서, 공동체운동으로서 등 여러 가지 얼굴을 한다. 이번 포럼에서 나
는 한국지역사회교육운동의 다면성을 들여다보는 가운데 ‘진화하는 지역사
회교육운동, 그 현재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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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세기 공동체의 새벽을 여는 한국지역사회교육운동
자본주의가 심화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돈보다도 사람을 희구한다. 오늘 제
32차 지역사회교육포럼 초대장의 ‘人’자가 유난히 크게 보인다. 맘에 든
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포럼이 될 것으로 믿으며 포럼을 준비하는
마음이 어여쁘다. 나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고 싶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추구한다. 개인주의보다는 공동체주의에 방점을 찍는다. 분명히 중학교 사회
과 시간에 공동체 사회에서 이익사회로의 변화라고 배웠는데 다시 각양각색
의 공동체가 난무한다. 대표적으로 이익사회를 대표할만한 서울시 행정이
‘마을공동체, 마을학교’를 표방한다. 정치적 스펙트럼에 관계없이 ‘마
을’장사를 한다. 이름은 달리 하나 속내는 공동체다. 공동체가 대세다. 20세
기가 개인주의의 승리였다면 21세기는 다시 공동체이다. 공동체로 돌아가고
있다. 사회의 각계각층 제반부문에서 협력이 경쟁을 대체하고 있다. ‘공’
을 뜻하는 접두사 ‘Co-’로 시작하는 단어가 부쩍 눈에 띈다. 인류의 역사
는 공동체로 시작해서 공동체로 돌아간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인류 공동체의 방점과 모양은 변해 왔다. 그러나 공동
체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고 존속한다. 공동체가 사라지면 인류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공동체 변화의 풍광을 일견하면, 첫째, 그리스, 로마의 신의 시대
에서 보이는 것은 신전과 순례자로 순리에 맞추어 살았다. 요즘 집사람이 반
백이 되어서도 밤늦게 젊은이들과 함께 일하고 운동하는 날 보고 타이른다.
‘무리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라.’ 공자가 따로 없다. 둘째, 문화의 시대는
화랑, 박물관, 대학 건물이 이정표 역할을 하면서 예술가와 음유시인이 활보
한다. 셋째, 산업혁명을 통한 권력의 시대에서는 은행, 재벌, 기업이 눈에 띈
다. 권력을 쥔 정치가와 자본을 소유한 자본가가 주도하는 권력의 시대는 통
제와 소유로 대별된다. 넷째, 개인주의의 발달과 해체의 시대를 거쳐 20세기
지식․정보화의 발달로 ‘평생학습’의 시대가 도래 하였다. 평생학습 시대에
서는 삶의 질 제고를 우선시하게 되었다. 끝으로 평생학습의 시대는 공동체
를 표방한다. 나는 현재 평생학습시대를 살아간다. 21세기는 개인보다는 지
역사회(Community), 경쟁(Competition)보다는 협력(Cooperation), 단기적인 것
이 아닌 지속가능한, 생태적 개념의 학습이 전제되는 공동체의 시대로 접어
들었다(Longworth, 1999: 16-17). 이의 핵심은 바로 학습 공동체에 있다.
학습 공동체는 교육과 훈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제공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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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의무를 초월해서 활발하게 참여하고, 문화적으로 깨어 있고, 경제적으로
활력이 넘치는 인간환경을 창출하여 이를 통해 거기에 사는 모든 시민들의
잠재력을 거양시킬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정당화하고, 적극적으로 증진시키는
곳이다(Longworth, 1999: 112).
학습 공동체는 모든 부문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개인적 성장의 조성, 사
회적 결속의 유지, 번영의 창출을 위한 인간의 모든 잠재력을 개발하고 풍요
롭게 하는 도시, 읍, 지역이다(Longworth, 1999: 109).

평생학습은 지역공동체,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지역사회는 거대한
평생학습자원이다. 지역사회는 평생학습의 모태다. 평생학습과 지역사회가
만나 학습 공동체를 낳았다. 학습공동체는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자원을 기관
간 연계, 지역사회 간 연계, 국가 간 연계로 확대해 나가는 연계를 바탕으로
한다. 학습 공동체는 망을 타고 성장하는 확장적인 개념이다. 학습은 생명력
이 있다. 공동체는 작은 동아리로부터 출발하여 전 지구가 하나의 운명 공동
체이듯이 규모로 말하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포괄한다. 학습공동체가
바로 그러하다. 학습공동체의 원형이 바로 지역사회교육이다. 어느 아리따운
간사의 헌신으로 출발한 한국지역사회교육운동은 21세기 공동체의 새벽을
열었다고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1969년 발족한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평생교육이란 용어가 생소한 그 시절에 지역사회교육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이를 예비하는 길을 내었다.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회고적이기보다는 전
향적이다. 이들은 20세기에 21세기를 산, 평생교육의 새벽을 연 사람들이다.
2. 진보주의 교육으로서 한국지역사회교육운동
지역사회교육도 거래 양식의 표현이다. Boyd와 Apps(1980: 6-7)에 따르면,
성인교육 거래(transaction)는 개인, 집단, 공동체 양식으로 일어난다. 개인 거
래 양식(individual transaction mode)은 독자적인 공부 강좌 또는 학생들이
홀로 스스로 공부하는 맥락을 말한다. 집단 거래 양식(group transaction
mode)은 어떤 상호 관심사 또는 문제를 탐색하기 위하여 하나의 집단으로
서로 만나는 것을 말한다. 공동체 거래 양식(community transaction mode)은
그들의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협동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세 가지 양식이 혼합되어 나타나지만 지역사회교육도 진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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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점차 공동체 거래 양식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태초에 말이 있었으니 이 말은 지역사회교육이었다. 그 말을 해석하려고 많
은 선지자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거의 어느 누구도 그 말의 진실성에 대하여
부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역사회교육은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되었다. 왜냐하
면 그것의 교리는 위로부터 내려온 석판에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
나 어떤 사람도 공동체 또는 교육이 별도의 신조로서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의 새로운 해석이 엄청나게 증가
해서 결국 구원에 이르는 다양한 길을 제공하게 되었다(Martin, 1987: 11).

지역사회교육에 이르는 길이 다양하듯이 지역사회교육 모델도 개혁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다. 보편적 모델, 개량주의
모델, 급진적 모델로 분류된다. 보편주의 모델은 합의를, 개량주의 모델은
다원주의를, 급진적 모델은 갈등에 입각해 있다. 전제 면에서도 개량주의
모델은 동질성과 이해관계의 기본적 조화에, 개량주의 모델은 이질성과
이해관계의 경쟁에, 급진적 모델은 계급구조, 불평등, 무력감에 기초해 있
다. 전략 면에서 보편적 모델은 모든 연령과 사회집단들에게 보편적, 비
선별적 제공을, 개량주의 모델은 취약주민과 결손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선택적 개입을, 급진적 모델은 이슈 기반 교육, 평등한 기회, 사회적 행동
을 각각 추구한다.
<표-1> 지역사회교육 모델
사회/공동체
함축적모델
전제
전략
초기의
초점
주요
영향자
20세기
기원

보편적 모델

개량주의 모델

급진적 모델

합의

다원주의

갈등

동질성과 이해관계의
기본적 조화
모든 연령과 사회집
단들에게 보편적, 비
선별적 제공
중등학교/지역사회대
학

이질성과 집단 간 경
쟁
취약주민과 결손지역
을 지원하기 위한 선
택적 개입

계급구조, 불평등, 무
력감
이슈 기반 교육, 평등
한 기회, 사회적 행동

Henry Morris

Eric Midwinter, A. H.
Halsey

지역노동자계급 행동
대
Tom Lovett, Paulo
Freire, 탈학교론자들

Cambridgeshire
and
Leicestershire 마을/

Plowden
Report(167),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역사회 개발 사업,
혁신적 성인교육,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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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가정/이웃

지배적인
주제

조직

지역사회대학
평생학습
통합제공
개방성과 접근성
협업/탈분할주의
합리화
조정
자원주의
중립성
협동
하향식(전문적
지도
력)
형식적
프로그램
제도
반작용적(Reactive)

긍정적 차별
탈집중화
참여
사회적 적합성
학교-가정연계
취학전교육/놀이
무형식적 성인교육
자조
파트너십

역사회 사업
재분배/균등한 기회
지역사회 행동의 힘
우선순위에 대한 재
정의
지역통제
정치교육
학습 네트워크
구조적 분석
연대와 협동
상향식(지역 지도력)
과정
지역성
선제적(Proactive)

Community education: Towards a theoretical analysis. In
G. Allen, J. Bastiani & I. Martin (Eds.), Community education: An agenda for
education reform. p. 11. Milton Keynes: Open University Press.
출처: Martin(1987).

지역사회교육 모델에 입각하여 볼 때 한국의 지역사회교육운동은 보편적
모델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다소 보편적, 보수
적 운동 단체로 보이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 물론 개량주의 모델 속성을 가
미한 점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급진적 모델은 아니다. 어느 모델이 더 좋고
맞고의 문제는 아니다. 단지 가치 지향성의 문제 일뿐이다. 지역사회교육운
동은 보편적 모델에서 급진적 모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에 걸쳐
나타나지만 지역사회교육운동은 존 듀이의 분류에 따르면 전통적 모델보다
는 진보적 모델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존 듀이 선생에게 여쭤본다.
먼저 모든 교육은 개인이 그 종족의 사회적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진행된
다. 교육의 과정은 심리적 과정과 사회적 과정을 갖고 있으며, 어느 것도 다
른 하나에 종속될 수 없다. 교육받는 개인은 사회적 개인이며, 사회는 개인
들의 유기적 결합이다. 교육은 사회적 과정이므로 학교는 단순히 지역사회
삶의 형태 그 자체이다. 교육은 삶의 과정이지 결코 미래 삶을 위한 준비가
아니다. 교육은 삶 그 자체이고, 삶은 실재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육이 실패하는 이유는 지역사회 삶의 형태로서 학교의 근본적 원리를 소
홀히 하기 때문이다. 교육은 사회적 진보와 개혁의 근본적 방법이다. 교육철
학은 경험철학에 기반하며, 경험철학은 민주주의 철학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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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교육은 경험의 교육(of), 경험에 의한 교육(by), 경험을 위한 교육
(for)이다. 경험은 교육의 수단이자 목적이다.
진보주의 교육은, 성장의 원리와 조화를 이루는 철학이다. 경험철학은 성
장철학과 하모니를 이룬다. 교육은 경험을 통한 성장이다. 전통적 교육은 교
과중심교육이다. 교과는 과거에 정립된 정보와 기술체계로 구성된다. 학교가
해야 할 주된 일은 그러한 교과지식체계를 신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전
통적 교육은 본질적으로 위로부터 그리고 밖으로부터 부과된 교육이다. 전통
적 교육은 성인의 기준, 교과, 방법을 단지 성숙을 향하여 천천히 성장하고
있는 아동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이것을 진보주의 교육과 대비시켜보면, 위
로부터의 부과는 개성의 표현 및 배양과 반대된다. 외적 규율은 자유로운 활
동과 반대된다. 교재와 교사로부터의 학습은 경험을 통한 학습과 반대된다.
반복연습에 의한 격리된 기술과 기법의 습득은 직접적으로 중요한 관심을
끄는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서의 획득과 반대된다. 다소 먼 미래를 위한 준비
는 현재 삶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과 반대된다. 정적인 목적과 자료는
변화하는 세계와 친숙해지는 것과 반대된다. 마치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의 대
비로 읽혀진다. 평생교육, 지역사회교육에는 진보주의 교육 철학의 그림자가
남아 있다.
요약하면 진보주의 교육철학은 경험철학, 민주주의 철학, 성장 철학, 실험
철학이다. 진보주의의 불변하는 하나의 준거 틀이 있다면 그것은 교육과 개
인 경험 간의 유기적 연결이다. 새로운 교육철학, 진보주의 교육철학은 경험
철학이자 실험철학이다. 지역사회교육은 진보주의 교육철학을 족보로 한다.
진보주의교육은 박물관의 유물이 아니라 현대 평생교육의 DNA로서 끊임없
이 탐구되고 진화되어야 할 것이다. 진보주의 교육 자체가 진화를 전제로 한
다. 지역사회교육운동은 진보주의 교육철학을 근간으로 한다. 한국지역사회
교육운동의 DNA 검사결과, 진보주의 교육으로 검증되면 좋겠다.
3. 실천공동체(CoP: Community of Practice)로서 한국지역사회교육운동
나에게 있어 실천공동체는 조직 진단의 도구이자 처방의 비법이다. 실천공
동체의 렌즈로 들여다보면 더 잘 보이고 갈 길이 더 잘 잡힌다. 청진기이자
처방문이다. 흔히들 실천공동체 하면, 사람, 지식, 활동, 지역사회 사이에 존
재하는 관계의 그물망을 형성하고, 그들의 관심영역의 지식을 사회적으로 함
께 구성해나가는 실천가들의 집단(Lave & Wenger, 1991; Wenger & Sy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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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을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공동체란 동일한 관심사와 일련의 문
제, 어떤 주제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
해서 이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보다 깊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집단이다(Wenger, McDermott, & Snyder, 2002).
45년을 한 결 같이 지역사회교육운동을 위해 동고동락, 학습공동체를 형성
해 온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그 자체가 실천공동체(CoP: Community of
Practice)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제도의 틀에 갇히지 않는 자발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모인 실무자와 지도자들이 지역사회교육운동이라
는 주제(domain)를 중심으로 모여 지속적인 상호작용(community)을 바탕으로
학습과 토론을 통해 생성된 지식을 함께 지역사회에 실천(practice)해나가는
실천공동체였다. 무엇보다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실천공동체를 구성하는
domain, community, practice라는 주요 세 가지 요인을 갖추고 있다.

[그림 1] 실천공동체의 구성 요소
첫째, domain은 문제를 정의하거나 역점을 두는 주제로서 공동의 입장과
공동의 정체성을 만든다. 도메인에 대한 구성원들의 이해에 의해 커뮤니티의
중요도가 결정된다.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의 도메인은 다름 아닌 지역사회
교육운동이다.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시민사회의 형성, 교육환경의 개선,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의 실시, 그리고 합리적인 생활개선을 목표로 모두가 참
여하고 성장하기 위한 지역사회학교중심의 지역사회교육운동(이희수, 2003)
을 도메인으로 삼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학교를 중심으로 가정, 학교, 그리고
사회가 연대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참
여주의적인 정치의 민주화를 촉진함으로써‘특정계급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공공선의 추구’라는 방향성을 바탕으로

교육운동 목표와 전략의 선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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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45년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
둘째, community는 이 도메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CoP란 상호
작용하고, 같이 배우며, 인간관계를 쌓아가고, 그 과정에서 소속감과 상호 헌
신의 다짐을 개발해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단순한 부분 합을 넘어서는 사
회학습 시스템으로서 대인관계(상호작용)를 맺으면서 구성원 각자는 커뮤니
티와의 관계에서 자신만의 개별적인 정체성을 개발해 나간다. 상호호혜주의,
사회적 자본,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운동주체들 간 상호작용(community) 면에
서도 대부분 운동참여자들이 일반시민, 가정주부, 교장, 기업인, 교수, 전문
인들이었고 이들이 정치적 부담이나 개인적 불이익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개인생활과 지역사회교육운동을 양립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목표와
수단이 조정되고 협상되었다(권두승, 2002; Finger, 1989; 이소연, 2014). 이러
한 연유로 지역사회교육운동은 교육운동의 주체와 객체가 따로 존재하는 것
이 아닌 상호조화와 협동을 통해 지역의 교육과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셋째, practice는 도메인 내에서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공유된 프랙티
스로서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틀, 아이디어, 정보, 스타일, 언어, 이
야기, 문서들의 집합을 말한다. 공유된 프랙티스는 공통 지식의 기준선 역할
(공동의 토대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지식 공유)을 하면서, 과거의 산물로
커뮤니티의 역사와 개발해온 지식(레퍼토리)이 구현된 것이면서 동시에 미래
지향적이다.
한국의 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른 전개과정의 실천(practice)적 특성은 ‘학교개
방’,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학교시설개방’,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지역공동체 회복’, ‘지역사회 교육력 강화를 통한 학습사회 추구’라는 흐
름으로 나타났다. 가장 주목할 만한 프랙티스는 운동의 실천적 전략으로서
전국협의회에서 지역주민들의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다. 부모교
육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이 학습의 주체성을 회복하고 공공
선을 수행할 수 있는 집합적 유인을 제공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결국 45년간 유지 해 온 운동참여자들의 실천공동체 본질적 특성요인에 보인
높은 인식수준은 이들의 지식과 노하우를 새롭게 창출하고 공유하는 열린 조직문
화를 창조하여 실천공동체를 유지하고 생명력을 길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
로 기대 된다. 실천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세 가지 특성 요인이 조화는 잃
어버린 공동체를 복원하고 재생하기 위한 지역사회교육운동의 가치를 재확인(이희
수, 2003)하고 미래 비전을 실현하는데 밑바탕이 될 것이다. 실천공동체로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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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의 배양 전략(Wenger, McDermott, & Snyder, 2002)을
다음과 같이 고민해 보기 바란다. 1) 진화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2) 내부의
관점과 외부의 관점 사이에 대화를 개방한다. 3) 다양한 차원의 참여를 유도
한다. 4)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을 모두 개발한다. 5) 가치에 초점을 맞
춘다. 6) 친밀감과 흥분을 결합한다. 7) 커뮤니티를 위한 리듬을 만든다. 실
천공동체로서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자연적으로도 발전하겠지만 세심한
설계 전략도 필요하다. 실천공동체로서 끝없이 성장하는 한국지역사회교육협
의회였으면 좋겠다.

4. 신사회운동(NSM: New Social Movement)으로서 한국지역사회교육운동
오늘날 평생학습, 학습사회는 신사회운동이 되어 버렸다. ‘학습으로 돌아
가라.’가 자연스럽게 들린다. ‘학습이 삶의 전부이고 삶의 전부가 학습이
되어버린 학습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삶이 멈출 때만 인간은 학습을
멈추게 된다.”(Richardson et al., 1978: 63). 삶과 학습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샴쌍둥이 관계다. 학습은 인간 조건의 그림자다. 죽으면 그림자가 사라지듯
이 학습이 끊어지면 삶도 막을 다한다. 뭘 먹는 가 못지않게 우리는 학습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인간의 학습은 사회적 삶의 맥락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학습과 삶은 계속되는 자연스런 일상이다. 신사회운동은 다음 몇 가
지 점에서 구사회운동과 구별된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왜 지역사회교육운동
이 신사회운동인가 납득이 될 것이다.
첫째, 신사회운동은 참여자들의 구조적 역할과 별반 관계가 없다. 신사회
운동의 사회적 기반은 계급구조를 초월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신사회운동
의 이념적 특성은 노동자 계급 운동, 막스주의 이념과 결별한다. 집단행동,
전체주의적 막스주의자들의 이념과 거리가 멀다. 셋째, 신사회운동에서는 노
동자 계급 운동을 특징짓는 경제적 불만보다는 정체성 문제와 관련된 문화
상징적 문제들에 집중한다. 넷째, 대부분의 현대 운동은 동원된 집단을 통하
거나 집단들 가운데 나타나기보다는 개인의 행위로 표출된다. 다섯째, 신사
회운동은 인간 삶의 인성적 측면, 친근한 일상 국면들을 포함한다. 일상생활,
곧 뭘 먹고 입고 즐길 것인가란 생활 영역으로 확장된다.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개인의 문제를 극복하고 경력을 계획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피할
것인가 등의 일상사 문제이다. 여섯째, 신사회운동은 노동자 계급 운동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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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전술과는 다른 비폭력, 시민불복종 등과 같은 전술을 사용한다. 일곱
째, 신사회운동 집단의 조직과 확산은 서구 민주주의에서의 전통적 참여 통
로의 신뢰 위기와 관련되어 있다. 신사회운동은 대중정당으로부터 상당한 자
율성을 누리는 경향이 있다. 끝으로 전통적 대중정당의 중앙집중화된 관료제
와 당의 요원이 이끄는 방식과는 달리 신사회운동의 조직은 분할되어 있고,
산만하고, 분산되는 경향이다(Johnston, Larana, & Gusfield, 1994: 6-9; 이희
수 외, 2013).
신사회운동으로서 평생학습, 학습사회 현상을 분석한 Jarvis(2007: 122-125)
가 우리를 돕는다. 평생학습은 적극적 시민정신, 개인적 성취, 사회적 포용,
고용가능성과 같은 다양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인식된
다(Jarvis, 2007: 179). 위의 신사회운동의 특징에 비추어볼 때 한국지역사회
교육운동은 주체와 내용 및 전개과정을 볼 때 구사회운동보다는 신사회운동
에 가깝다. 우선 때가 비슷하다. 1970년대에 들어서 확산되기 시작한 생태
및 환경운동, 반핵-평화운동, 시민불복종운동, 여성해방운동, 지역운동, 소비
자보호운동, 학생운동 등의 자율적 사회운동들이 기존 사회학의 이론적 패러
다임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이른바 ‘신사회운동’의 텃밭을 일구어 놓았
다(박희, 1996)면 한국지역사회교육운동도 텃밭을 같이 쓰고 있다. 다른 무엇
보다 지역사회교육운동을 이끌어온 지도자와 구성원들을 볼 때, 계급투쟁을
할 사람들이 아니다. 우선 면면이 노동자계급이라기보다는 교육으로 사회적
이동을 한 신중산층이다.
한국지역사회교육운동은 “1) 지역사회/커뮤니티 기반, 2) 초계급적 집단화
와 정체성 추구, 3) 새로운 참여 민주주의 추구와 위계 서열적인 사회관계의
거부, 4) 인종, 민족, 성, 생태학자나 환경운동가와 같은 문화적 또는 정치적
정체성의 파편성, 5) 지역사회의 자립성과 역량부여의 강조라는 점에서 신사
회운동의 일반적 특징과 맞닿아 있다.”(이소연, 2014: 44)는 평가를 받을만
하다. 그러기에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지역사회문제에 적극적 참여를 통
한 시민사회 형성, 합리적인 생활개선을 목표로 모두가 참여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노력은 신사회운동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이소연 박사의 분석
(2014: 45)에 동의를 보낸다.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여타 신사회운동 단
체들과 연대하여 좀 더 선명하게 신사회운동으로서 지역사회교육운동의 깃
발을 더 높이 들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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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 Theory, 실현으로서 한국지역사회교육운동 재생 전략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도 45 주년 중년 불혹의 나이에 들었다. 나이살인 지
약간은 중후감의 무게를 느낀다. 행동이 무겁다. 다소 보수적이고 권위적이고 무
겁고 거대담론 지향적이란 인상을 준다. 약간은 지역사회교육의 정체성으로부터
멀어진 느낌을 준다. 지역사회교육의 정체성을 스스로 다시 찾아와야 한다. 핵심
가치에서 지엽적인 사업으로의 일탈로부터 위대한 회심을 할 때라는 말도 들린다.
위험과 폭력의 일상화, 적폐제거, 국가개조 및 혁신이라는 거대한 사회문제 앞에
서 신사회운동 단체로서 존재감을 드러내야 할 때이다. 가벼운 옷을 입자. 군살을
빼자. 40대로서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하지만 영원히 철들지 않겠다는 마음도
필요하다. 세상은 자산가치가 아닌 생활가치, 유목민에서 정착민, 국가주도개발에
서 지역주도개발로, 수용교육에서 생활교육으로, 거대담론에서 작은 담론, 개인과
경쟁에서 협동과 공동체로의 변화로 나아가고 있다. 새로운 게 아니라 한국지역사
회교육협의회가 태동기부터 추구해왔던 가치들이다. 거대 국가과제를 풀 실마리를
일상성, 생활가치, 공동체에서 찾는다. 그것은 한마디로 지역사회교육이다. 지역사
회교육의 오래된 아이디어 새로운 의미 발견일 뿐이다.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의
재산목록 1호는 ‘지역사회교육’이다. 우리 조직과 운동의 핵심가치이다. 그래
도 공동체다. 유턴할 때이다.
두 권의 책을 소개한다. 실은 한 권으로 거의 통합된다. 「Presence」(2004)와
「Theory U」(2009)이다.‘나타나는 미래로부터의 영도(Leading the from the
Future as it emerges)'라는 부제부터가 예사롭지 않다. 저자인 C. Otto
Scharmer 박사는 독일의 Witten-Herdecke 대학에서 경제학과 경영학으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건강, 교육, 지속가능성, 기업 시스템 분야에서 깊은 변화와 혁
신을

촉진하기

위해

그가

만든

개념인

‘Presencing'을

사용해왔다.

‘Presencing’은 ‘presence'와 ‘sensing'의 합성어로 고양된 상태의 관심을
나타내는 말인데 이를 통해 개인과 집단들은 그들을 기능케 하는 발원지인 내면
깊은 곳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 때 사람들은 그들이 느끼
기에 나타났으면 하는 미래 공간으로부터 활동하기 시작한다. 그러한 변화를 촉진
시키는 일이 오늘날 리더십의 본질이라고 Scharmer는 힘주어 말한다.
U 이론은 인간과 조직, 자연은 함께 공존하는 살아있는 생태 체계이기 때문에
기존의 사고 패러다임으로는 미래를 준비하고 리드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는 전
제에서 출발한다. 서구의 패러다임은 ‘개인’과 ‘차가운 머리’를 강조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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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는 ‘우리’와 ‘열린 마음’을 요구한다. 즉 분리된 개인은 ‘우리’는
‘전체’라는 개념으로 전환되고, 쪼개고 분리하는 ‘분석’은 직관적인 ‘통
찰’이라는 개념으로 전환된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가슴으로 내려와
지혜라는 개념으로 바뀐다. Theory U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로부터 배우기 위해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가와 나타날 미래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
문을 찾아 나선다. U Theory는 아래 그림처럼 알파벳 U의 모양을 이미지로 활용
하여 만든 모델로 U자의 맨 왼쪽 위부터 함께 시작하기, 함께 귀 기울이기, 가장
아래에는 함께 존재지각하기가 위치하고 있다. 또한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서 함께
창조하기, 가장 오른 쪽 위에는 함께 진화하기의 순으로 여행하면서 다가올 그 어
떤 것으로부터 미래를 리드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림 17] 다섯 가지 함께(Co-) 하기

출처: Scharmer, C. O. (2009). Theory U : Learning form the future as It emerges.

Francisco: Berrett-Koehler Publishers, Inc.

San

U Theory는 ‘Co' 시리즈다. 첫째, 함께 시작하기(Co-initiating)는 인생이 당
신에게 명하는 바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부름에 관련된 사람들과 맥
락과 연결하고, 공통의 의도를 공감시키는 핵심 일꾼들을 모으라. 둘째, 공감
(Co-sensing)은 가장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가서 관찰하고, 관찰하고 또 관찰하라.
당신의

마음과

가슴을

활짝

열고

들으라.

셋째,

함께

존재지각하기

(Co-presencing)는 개인과 집단의 고요한 장소로 가서 보다 더 깊은 앎의 원천에
개방하고 당신을 통하여 나타내고 싶은 미래와 연결하라. 넷째, 함께 창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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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reating)는 행함으로써 미래를 탐색하기 위하여 살아 있는 소우주의 원형을
만들어봄으로써

미래의

활주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다섯째,

공진화하기

(Co-evolving)은 더 큰 혁신 생태체계를 공동 개발하는 것이며, 전체로부터 보고
행함으로써 다양한 경계에 걸쳐 있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공간을 유지하는 것이다.
오늘 38차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의 연차대회가 함께 시작하기(Co-initiating), 공
감(Co-sensing)하기,

함께

존재지각하기(Co-presencing),

함께

창조하기

(Co-creating), 함께 진화하기(Co-evolving)의 행복한 U Tour가 되기를 소망해본
다. 이의 요체가 Learning to live together이다. 그럴 때 대전환은 가능하다.
이러한 5단계는 실은 다음과 같이 21개의 스텝으로 이루어진다. 기본 3원칙은
1) 의도의 기반을 형성하라. 2) 관계의 기반을 놓으라. 3) 진정성의 기반을 놓으라
이다. 세상만사 원칙과 기반이 중요하다. 5발자국으로 한국지역사회교육운동이
Revival, Regeneration 되기를 기대해본다. 그럴 때 파괴의 경제학에서 창조와 생
명의 경제학으로, Absencing에서 Presencing의 공동체로 바뀔 것이다. 이것이 위
대한 유턴이다. 5단계 21개의 스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함께 시작하기(Co-initiating)
① 관심을 기울여라 : 인생이 당신에게 명하는 것에 귀 기울여라.
② 연결하라 :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고 그들과 대화하라.
③ 같은 의도에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핵심 그룹과 함께 시작하라.
2) 함께 공감하기(Co-sensing)
④ 원형을 만들어내는 열성적인 팀을 형성하고 본질적인 질문을 분명하게 하라.
⑤ 가장 잠재력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 깊게 파고드는 여행에 빠져라.
⑥ 관찰하고 관찰하고 관찰하라 : 판단의 목소리를 멈추고 당신의 경이감과 연결
하라.
⑦ 깊은 듣기와 대화를 실천하라: 당신의 마음, 가슴, 의지를 활짝 열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라.
⑧ 시스템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집합적 감각기관들을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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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함께 존재인식하기(Co-presencing)
⑨ 보내라: 없어져야 하는 당신의 낡은 자아와“찌꺼기”를 버려라.
⑩ 받아들여라: 당신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미래와 연계하고 미래에 당신
을 맡겨라.
⑪ 의도적으로 침묵하라: 당신의 근원과 연결하도록 돕는 실제를 선택하라.
⑫ 자신의 여행을 따르라: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하고, 당신이 하는 것을 사랑
하라.
⑬ 함께할 수 있는 존재의 모임을 만들어라: 최고의 미래 의도로 서로를 결속시
킬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라.
4) 함께 창조하기(Co-creating)
⑭ 의도의 힘 : 당신을 필요로 하는 미래와 연결하고 당신의 비전과 목적을 확고
하게 하라.
⑮ 핵심 그룹을 꾸려라 : 5명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⑯ 다가올 미래를 위한 활주로로서 전략적인 소우주의 전형을 만들어보라.
⑰ 머리, 가슴, 손을 통합하라 : 손으로 찾으라, 생각하지 말고 느껴라.
⑱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라: 창조하고 적응하고 항상 우주와 대화하라.
5) 함께 진화하기(Co-evolving)
⑲ 부상하는 전체로부터 사람들이 보고 행동할 수 있도록 혁신 에코시스템을 공진
화시켜라.
⑳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전한 공간과 리듬을 형성함으로써 혁신 인프라를 창
조하라.
 사회적 존재인식의 무대를 확보하라 : 과거의 투영과 단순한 재생산이 아니
라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치료를 해주기 위하여 글로벌 필드에서 깊은 전환 경
험을 활용할 문화생산을 하라. U이론의 원리와 실제를 하나의 그림으로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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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U 이론의 24개 원리와 실제
출처: Scharmer, C. O. (2009). Theory U: Learning form the Future as It Emerges. San
Francisco: Berrett-Koehler Publishers, Inc.

6. SOAR로서 한국지역사회교육운동
이전 간사로부터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의 SWOT 분석을 받았다. 강점과 기회
보다도 약점과 위협이 눈에 들어왔다. 대부분 SWOT에 익숙하다. 나는
AI(Appreciative Inquiry) 모델에서 진화한 SOAR 모델을 즐겨 쓴다. 천성이 약점
보다는 강점을 본다. 위협보다는 기회를 본다. 필자의 취미는 Body Building이다.
Build-up, 붙여나가고 증강시켜 나가는 데 관심이 많다. 박재희 교수의 「삼분고
전」에서 본 항룡유회(亢龍有悔)가 떠오른다. 용의 단계에는 잠룡, 현룡, 비룡, 항
룡이 있단다. 현재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현룡 단계로 보인다. 날아올라야 한
다. 비룡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진짜 용이 된다. 비상으로 SOAR 모델이 떠올랐
다.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비상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SOAR 모델에 입각하
여 몇 가지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SOAR 모델에서는 시스템 전체의 관점에서 전략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행동으
로 비전을 갖추기 위해 AI(Appreciative Inquiry)의 철학과 언어를 사용한다. 현황
진단으로 SWOT의 약점과 위협으로 대표되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SOAR(강점, 기
회, 열망, 결과)로 대표되는 긍정과 강점 접근을 택한다. 약점을 고치려다가 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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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간다. 강점을 늘려가는 것이 더 낫다. SOAR 모델은 협업을 필요로 한다. 한국
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말 그대로 협업을 바탕으로 한다. 공통의 이해를 촉진하는
구조로, 최근 SWOT 분석의 좋은 대안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SOAR 모델을 택한
다.

<표 4> SWOT 분석과 SOAR 접근의 비교

SWOT 분석

분석 지향
약점,위기에 집중
경쟁에 집중
점증적인 개선
하향식
분석을 통한 계획 도출
에너지 감소
격차에 주목

SOAR 접근

행동 지향
강점, 기회에 집중
가능성에 집중
획기적 혁신
전체 연관성
계획을 통한 실행
에너지 창출
결과에 주목

출처: Stavos, J., M & Hinrichs, G. (2009). The thin book of SOAR: Building

strengths-based strategy. Oregon: Thin Book Publishing.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고유한 리더십을 창조해야 한다. 세 가지 ~piration에 익
숙해야 한다. 지역사회교육운동은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지도자들은 회원, 사
회, 학습자들의 열망(Aspiration)을 읽고, 회장단과 각 사업/교육단위의 지도자들은
열망에 영감(Inspiration)을 불어넣어 열망을 영감으로 바꾸고, 영감을 실현시키기
위해 구성원인 스탭들의 열심(Perspiration)이 어우러진 합작품이란 점에서 한국지
역사회교육협의회 회장에 요구되는 리더십은 KACE Leadership = f(A x I x P)의
산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삼위일체의 함수관계가 KACE Leadershi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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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KACE SOAR 모델

몇 해 전 베이징서 열린 AHRD 학회에서 중국학자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인상
적이었다. Human Resource Development에서 알 수 있듯이 인적자원개발은 말
그대로 사람을 자원으로 본다. 학문적 편견에 따라 사람을 보는 관점, 강조점이 다
르다. 교육학에서는 인간 존재 그 자체인 Human being을, 노동경제학에서는 노동
자인 Laborer로, 인사행정(Personnel Administration)에서는 Personnel로, 경영학
에서는 인적자원관리(HRM: Human Resource Management)의 대상인 인적자원
으로, 경제학에서는 인적자본(Human Capital)으로 본다는 것 정도는 필자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중국학자는 Human Resource로서의 인적자원이 아니라 인간관계
(Human Relation)로 HR을 본다는 게 신선했다. 그들에게 있어서 HR은 인간관계
인 Human Relation을 의미했다. 인적자원개발은 자원의 학문이라기보다는 관계
의 학문이다. 그 관계 맺음이 학습으로 이루어진다.
교육학적 배경을 지닌 필자 편에서는 인적자원보다는 ‘인간(人間)’이 더 편
하다. 인(人)은 사람의 형상이다. 홀로인 동시에 다른 사람과 기대어 사는 모습을
하고 있다. 애초부터 홀로서기가 불가능하다. 기대야 산다. 간(間)은 사이 간자를
쓴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말한다. 관계를 말한다. 한자를 풀어보면 인간은 독립적
인 존재이자 사이의 존재라는 것이며, 독립적인 존재들이 사이와 사이를 연결하면
서 살아간다. 그래서 ‘Human resource’ 가 아니라 ‘Human relations’이다.
중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관시(關係)’ 정도는 알고,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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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관시로 발음한다.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 문화의 단면이기도 하다. 인간(人間)과
관계(關係)에서 Human Relation으로서의 HR의 역사 문화적 맥락을 읽을 수 있
다. 인간사회는 관계망이다. 이의 집약이 학습공동체다. 세미나 초대장의 사람
‘人’은 서로 받쳐주어야 설 수 있다. 사람과 사람사이에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
회는 위치한다. 이번 포럼의 초대장의 사람인 人이 유난히 크게 보인다. 역시 비룡
이 되는 것은 사람들 간의 관계에 달려 있다. 세상만사 인간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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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지역사회교육운동의 과거-현재-미래
활동중심에서 성과중심으로

전 은 경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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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Show 패널 1

학교가 안전한 곳이
될 때 까지...
한종극 | 학교안전수석컨설턴트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 ?
KACE 학교안전센터에서 개별학교들과 지역교육(지원)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안전
개선에 관한 교육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지역사회교육이란 ?
학교안전개선을 위한 활동은 궁극적으로 행복한 학교 실현을 위한 토대인 안전을 다
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교육은 궁극적으로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해
관계자들의 행복 실현을 위한 개별적인 역량과 지역적인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
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교육운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 ?
힉교안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매 순간, 나름대로는 그 일이 갖고 있는 의미와 가치
를 생각하면서 일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항상 보람을 느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
히 학교안전센터가 하는 일은 기존의 다른 교육기관들과 달리 학교안전에 관한 종합
적인 접근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학교현장에 적용하는 일이라 더욱 보람을 느끼게 되
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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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교육운동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
변화는 결국 실행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의 개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만, 일을 하다보면, 개선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보다는 외부의 지원(특히, 재
정적)이 부족해서 변화를 실천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을 외부의 탓으로만 돌리는 경우, 학교안전을 개선하고자 하는 자체적인 노
력이나 활동은 등한시하게 됩니다. 제가 활동하면서 힘들게 느끼는 것들은 학교 커
뮤니티가 갖고 있는 기존의 고정관념과 태도의 변화를 발생시키기가 어렵다는 점입
니다.

또 다른 영역의 지역사회교육운동에 참여한다면 ?
저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행복(Individual Happiness)의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의 행
복(Happiness at Community), 일터 행복(Happiness at Work), 학교 행복
(Happiness at School) 영역에서의 실천적 방안들을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참여하고
싶습니다.

지역사회교육과 공동체 가치는 어떤 관계가 ?
지역사회교육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의 가치를 개인들에게 내재화시키는 방법의 하나
입니다. 물론 공동체 가치를 개인들에게 내재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들을 마련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가장 우선적인 내재화는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사
실입니다. 향후에는 교육이란 관점에서 학습이란 관점에서 공동체 가치의 내재화와
실천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들이 활용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 ?
현재 학교안전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 컨설팅 이외에도 학교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학교안전에 대한 평가와 인증, 그리고 컨퍼런스, Expo, 시상으로 구성된
진흥사업들을 점진적으로 론칭시켜 해외의 파트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학교안전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42 ∙ 제32차 지역사회교육포럼

Talk Show 패널 2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을
도와주는 공동체
김효원 | 부모교육 책임지도자, 2014
멘토홈빌더

저는 학교에서 교사로 31.5년을 생활하고 2011년 2월에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
학교생활 중에 많은 청소년들이 일탈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학생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는데,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을 분석해 본 결
과 학교에서 제공되는 가정, 혹은 기술가정 등의 과목이 있었지만 이론에 치우쳐 있
거나 학생들의 관심도가 너무 낮은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결국 부모가 되기 전에 예비부모인 청소년들에게 장차 부모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제공되는 부모교육이 부족함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을 찾던 중 KACE가 이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여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활동하신 분들은 부모교육 중 진로지도 분야 선생님들이셨습니다.

워낙 관심 있는 분야여서 기쁘게 참석했는데 부모교육을 참석하는 분들을 보니 ‘어
머니’는 있는데 ‘아버지’는 거의 발견하기가 어려워 자녀교육을 어머니에게만 맡기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일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 함께 돕고, 나
누며, 교육공동체를 이루어,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또 다
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하여 얻은 것을 세 가지로 꼽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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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진로지도를 들 수 있습니다. 퇴직 전까지 학교에서는 진학교육을 주로 하였고,
진로는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수업시간 중에 자신의 과목과 관련있는 직업을 중심으
로 직업대비교육을 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동아리를 들 수 있습니다. 함께 배우고 연구하면 훨씬 힘이 덜 들고 활동에
대한 기쁨은 증가하지요. 혼자하면서 해내기 어려운 과제들을 함께 해결하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셋째, 학교로의 진출이 쉽습니다. 이미 구조화, 조직화 되고 오랫동안 KACE에 쌓인
역량 덕택에 강의의 홍보나 진출이 수월하였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다양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이러한 활
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워낙 친하게 지내다보니 불협화음을 찾아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공통의 시간을 찾기가 쉽지 않다. 모두 참석이 어려워서 서로 적당히 시간을
조절하는 지혜를 발휘하였더니 해결이 되었습니다. 지도자 교육을 받을 때에는 다들
힘들고 어려워 하였지만, 시연을 위하여 서로 자료 준비를 분담하여 정보를 찾고 공
유하니 훨씬 수월하여졌고, 정도 들어서 오래 모임을 지속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우리 동아리는 공부에 대한 욕심도 많아 좋은 프로그램을 공유하며, 스터디를 많이
하고 싶은데 워낙 강사들이 바빠서 100% 출석이 어렵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의정부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경기북부 지역의 21세기의 인간상을 창조하는 활
동이라고 봅니다. 21세기에 적응하는 인간형을 만드는 것은 미래를 설계할 때에 중
요한 몫을 차지합니다. 또한 지역사회교육의 핵심은 가정, 사회,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간상을 갖추는 일이니 각각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까지 공동체의 협력과 생존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부모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동아리 활동을 좀 더 구조화하고 조
직화 하여 우리 동아리원들의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은 우리 동
아리 멤버들이 주변의 가정 중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에 찾아가 가족들을 멘토
링해주는 홈빌더운동에 멘토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난 멘티 가정은 우울증과 낮은 자존감으로 고통받는 부모와, 은둔형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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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과 사춘기의 고독 속에 빠진 자녀들의 문제로 위기를 맞고 있는 가정이었습니
다.

홈빌더활동에 의해 아버지는 우울증에서 벗어나 작사집을 정식으로 출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어머니는 자존감이 많이 높아져 요즘은 잘 웃으시고, 항상 겁먹은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가끔 큰소리로 남편을 제지하는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학교를
자퇴하고 인터넷 중독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때 외에는 1년 이상을 집밖에 나가본
적이 없는 아들은 전번 만남에서 최근 3일 이상 단 한 번도 컴퓨터를 만지지 않아
컴퓨터가 고장 난 줄 알고 A/S를 신청하였더니 고장 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안 쓰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놀라웠는데 이반 만남에는 그 이후 3
주 가까이 컴퓨터를 끊은 상태라고 합니다. 사춘기 소녀인 딸은 소통이 안 되던 아
버지가 자기와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더니 아버지에게 과학도서관에 가서
“설득”이라는 책을 빌려다 선물로 드렸습니다. 역기능적이던 가족이 서서히 살아 움
직이며 부모로부터 자녀들로 에너지가 전달되어 가정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고 있습
니다.

이렇게 지역사회의 어두운 곳에 밝은 등불을 비추는 우리 부모교육은 역기능 가정에
게“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이 돌본다”는 신념을 심어주기위해 부모의 역량 강화
를 위해 오늘도 스터디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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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Show 패널 3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인간문양을 그려나가요
김회숙 | 인문교육수석지도자

안녕하세요! KACE인문교육원 인문지도자 김회숙입니다. KACE부설기구인 인문
교육원은 KACE의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 예절과 다도를 토대로 한국의 문화를
통한 ‘인성교육’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설기구의 명칭은 ‘예
절다도교육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박재희 교수를 대표로 모시면서 기존
의 인성교육에 인문학적 내용을 추가하고 그 영역을 확대하여 인문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인문(人文)이란 인간의 문양을 말하며, 인문교육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아름다운
삶의 문양을 그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교육입니다.

저는 KACE와 1995년에 만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2006년 ‘예절다도교
육원 사무국장’으로 실무자로서 3년간 일을 했었습니다. KACE와 20년간의 인연
은 저에게는 참 많은 변화와 생각과 의미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인 영역에서 사회적인 영역으로 생각의 확대입니다.
가정에서 아내, 어머니, 며느리, 딸로서 살았던 내가 KACE를 만나 ‘지역사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접하면서 결국은 가정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지역
사회가 기반이 되어야 하며 우리 아이가 행복하려면 그 아이가 생활하고 인간관
계를 배우는 터전인 학교가 안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교육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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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은 ‘학교’에서 출발했던 것과 그 맥을 같이합니다. 따라서 인간에 있어 개인적
인 행복추구는 결국 사회의 기반에서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삶에 대한 이해와 가치추구에 대한 생각의 변화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혼인하기까지는 사회의 가치와 사회가 추구하는 방법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도 순차적으로 가고 혼인하고, 아
이 낳고, 가정주부로 그냥 가정에서 순탄하게 살아가기면 했습니다.
그런데 큰아이 초등학교 1학년 때 KACE를 만나 예절명예교사로 활동하면서 자
원봉사를 통해 나누는 삶을 배웠고 지도자과정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
추기 시작하였고 동아리활동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
금 저는 ‘성장’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의 삶도 계속해서 ‘사람’에
대해 고민하고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혹시 압니까? 그렇게 살다가 보면 그 모습을 통해 내 가족이, 주위의 가까운 사
람들이 변화하여 이 사회가 조금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가 될지도...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런 꿈을 꾸며 KACE와 함께 힘차게 현실의 공간을 살아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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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사례발표
Show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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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어주는 할아버지의 보람
김낙중 |
| 은나래
은나래 책소리 자원봉사자
김낙중
자원봉사자

저는 1963년 서울 중앙방송국(KBS) 공채6기로 입사하여 35년을 성우로 활동하
였습니다. 지금은 은나래 책소리 동아리에서 3년째 어린이집, 유치원, 장애인,
다문화가정에서 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재능을 썩히지 않고 계속해서 개발하
고 활용하고 있으니 제 삶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겠죠?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어린이는 보물’이라는 생각입니다. 집안에서도, 사
회에서도, 세계에서도 보물입니다. 또 어린이들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나와 같은
세대는 이제 새록새록 피어나는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행복이자 의무겠지요. 다행히 저는 어린이들을 좋아해 그
일을 실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 이 글을 본다면,
이 땅의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존중
해야 한다고 말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어린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할아버지입니다. 책 읽어주는 날이 확정되면, 며
칠 전부터 도서관에 가서 책을 선별하여 빌려가지고 집에 옵니다. 그리고는 내
용을 읽고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읽어줄지, 어떤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첨가
할지 등을 고민하고 연습합니다. 책 읽어주기의 힘은 작지만 매우 큰 힘을 가지
고 있습니다. 전래동화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조상들의 지혜와 전통문화를 계승
해줄 수 있을 뿐아니라 요즘 같은 핵가족 시대에 조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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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있습니다. 바쁜 부모 밑에서 외동으로 자라서 개인주의화되는 경향도 북
적북적했던 가족이야기와 서로의 일을 나누던 이웃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조금씩
웃기 시작합니다. 전래동화에는 조부모의 사랑, 이야기 속의 교훈을 통해 사랑,
지혜, 정의, 용기, 호기심, 희망, 어휘력, 의성어, 외래어, 상상력, 예의범절 등
어릴 적 인성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는 고전 백
권을 읽어야 졸업장을 수여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하버드 대학보다도
노벨상 수상자가 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어
린이는 우리의 보배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감성과 인성이 융합되어야 훌륭한 인격으로 됩니다. 그들과 교감한다는 것은 필
설로 형언 할 수 없는 행복과 보람을 느낍니다. 맑고 깨끗한 생명에 동화되어
노년도 잊고 어린이가 된 착각마저 일으킵니다. 아 기쁘고 즐겁도다. 생명에는
무장의부가 빛나고 있습니다.

동화구연에는 한 없는 생명력과 창조성이 솟아나옵니다. 어린이들이 훌륭하게
성장하여 신의와 성실 인격이 빛나는 인생의 황제로서 생명의 장자로서 글로벌
한 휴머니스트로서 영특한 인재로서 세계평화와 인류발전에 밑거름이 되기 바란
다. 나 또한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이들을 응원할 것이다. 은나래 책소리 동아
리의 발전과 이에 동참하는 많은 인원이 탄생하기 바라며 정원임원장님과 문경
아 선생님의 여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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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Show 패널 5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이
함께합니다
김혜준 | 아버지다움연구소 소장

1. 왜 & 어떻게 시작?
ㅇ 아버지가 아픕니다.
- 끝까지 책임 못져서 미안하다. 아빠처럼 살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2011년 겨울 인천의 기러기 아빠가 남긴 유서)
- 하숙생 또는 왕따가 돼가는 아버지들
- 자녀들 눈치보기 바쁜 돈버는 기계...

ㅇ 오래된 미래, 가족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 싱글패밀리 6년뒤엔 대세
- 동성애는 신의 선물

ㅇ 우리 공동체도 아픕니다.
- 세월호
- 질서, 권위가 사라져
- 입시지옥의 수렁에 빠진 우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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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들이 나서야 할 때!
- 돈버는 기계에서 아버지 본인과 가족 그리고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변화가 필요합
니다.
- 그 변화의 출발, 아버지에서 찾으려 합니다.

▶ '함께' 해야 !
- 혼자서는 안됩니다.
- 아버지들과 아버지의 역할과 가치에 공감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ㅇ 선진국 사례
-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싱가폴

2. since 2006년
- 행복뿌리
- 파더후드 / 가족이 필요해
- www.fathers.or.kr
- KACE와의 만남
- 아버지다움연구소
- 함께하는 아버지들

3.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ㅇ 토론회
ㅇ 인식조사
ㅇ 포럼
ㅇ 교육
ㅇ 아버지땡큐 콘서트
ㅇ 행복 한 통(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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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런 꿈을 꿉니다.
ㅇ 저녁이 있는 삶 : 아버지, 가족, 공동체의 행복
ㅇ 아버지(가치)의 재발견
ㅇ '혼자'가 아니라 '함께' !
ㅇ 하마들 명칭 및 로고 설명

5.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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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Show 패널 6

공동체, 함께 성장하는 비결
김현아 | KACE안산 사무국장

KACE안산은 2004년 5월 4일 안산에 터를 잡고 11년째 지역사회교육운동을 전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KACE안산에서 근무하시 시작한 것은 2005년 9월부터입
니다. 지역사회교육운동이 무엇인지, 무슨 일을 하는 단체인지 알지도 못한 채 단순
히 은사님께서 추천해 주셨으니 가서 한번 일해 볼까 하는 생각으로 이 일을 시작하
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사교육현장에서 아이들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정체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며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던 찰라에 KACE안산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 와보니 학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좋은가정만들기, 좋은학교만들기, 좋은지
역사회만들기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사회교육은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의 모든 교육적 자원과 역량을 동원하여 평생교육을 통한 자기성장의 기회를 제공하
며 지역의 문제를 공동의 노력으로 찾아내고 그 문제를 지역의 통합적 노력으로 해
결하고 충족시켜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 되고 있는 지역
사회교육은 어느 누구보다 제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
니다. 간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말 힘든 일이 많았습
니다. 처음 접해보는 일들이다 보니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었고, 새롭게 만나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상처를 받기도 하고 정말 녹록치 않은 일들의 연속이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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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이곳에서 한 해, 한 해 생활을 하면서 지역사회교육운동에 대한 내용이
명확해 지고 또한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며 갈증을 느끼던 중 저를 새로운 지식으로
채우고, 자연스럽게 평생교육의 장으로 ‘퐁당’ 빠져버리게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이 있
는 운동이었습니다.

현재 저는 지역사회교육운동 실천가로서 부모교육 사업을 역점적으로 실천하여 건강
한 가정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와 상호협력 통해 학교중심평생교육사
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
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통하여 활기찬 지역 만들
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교육운동을 전개하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을 떠올려 보면 사람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제 자신의 성장과 더불어 교육에 함께 참여
했던 부모들이 차즘 변화되고, 변화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에 필요
로 하는 인적자원으로 성장하여 자원봉사를 하게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지도자가
되고,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는 든든한 지역의 일꾼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가장 보람을 느끼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렇게 지역사회교육운동은
선순환을 일으키며 배우고 성장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운동입니다. 약 9년간 일해
오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것 또한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행
복한 추억들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홈빌더(Home builder)운동을 통해 더욱 보람있는 한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안산지역의 특성을 살려 가족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10가정을 선정하여
멘토링(KACE 멘토홈빌더의 가족들과 인격적 만남과 전문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아
이를 건강한 시민으로 키우는 가정의 기능’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
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홈빌더(Home builder)운동은 멘토와 멘티가정의 인격적 관계맺음과 상담, 교육을
통해 멘티가정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가족갈등을 해결해, 가족 스스로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운동입니다. 다문화 가정 스스로 진정한 대한민국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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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정으로 자리매김 하는 그들을 보면서 더욱 에너지를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제게 지역사회교육운동은 이렇습니다. 다양한 만남을 통해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
나눔으로써 진정한 보람의 장이 되는 운동 그것이 지역사회교육운동이라고 생각합니
다. 저는 제 앞으로의 10년을 기대합니다. 또 얼마나 성장하고 있을지, 또 얼마나
나누고 있을지를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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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전국협의회 주소록
구분

협의회
(설립일)

중앙
1969. 1.24
서울
1지구
서 1990. 2. 5
울 서울
권 2지구
1985. 9.10
서울
3지구
2011. 3.30
인천
1983. 8.13

고양

1999. 7.13

구리

2007. 7.18

남양주

2008.11.4

부천
경
성남
인 1999.
권 수 원5.27
1985. 8.31
시흥
2004. 2.20
안산
2004. 5. 3
안양
과천
1999. 7.14
용인
1999. 6. 1

2004. 5.25

전화

02-424-8377
F.02-424-8524
02-732-5560
F.02-324-7322
02-2606-0042
F.02-2606-0175
02-2202-8377
F.02-2202-8376
032-429-6250
F.032-438-1556
031-905-8377
F.031-905-8378
031-567-8377
F.031-565-8377
031-567-8228
F.031-567-8338
032-614-8366
F.032-614-8365
031-707-8377
F.031-707-8411
031-224-4672
F.031-224-4674
031-312-0966
F.031-312-0967
031-417-4453
F.031-418-4481
031-385-9841
F.031-385-9842
031-275-1785
F.031-360-6528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4길
5-29(방이동) 지역사회교육회관 5층
(138-827)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 30-8
(서교동), 2층
(121-89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19길 11
(신정동), 한농빌딩 4층 (158-86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4길
5-29(방이동) 지역사회교육회관 2층
(138-82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구월동), 백세빌딩7층701호 (405-83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33
(장항동), 현대타운빌804호 (410-837)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74 (수택동),
구리행정복지센터6층 (471-828)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2 (지금동),
남양주시제2청사3층 (472-70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424번길
20 (심곡동), 2층
(420-82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방아로 40
(이매동),2층
(463-82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53
(신풍동), 신진프라자201호 (442-040)
경기도 시흥시 호현로 42-6 (대야동)
(429-81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 로 102
(고잔동), 대우빌딩4층402호 (425-807)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320번길 4
(1444-1번지)한일빌딩 5층(431-06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186-2
상생프라자 A동 502호 (448-808)

E-mail

kace@kace.or.kr
kaceseoul@kace.or.kr
kacessn@naver.com
kaces3@kace.or.kr
icem1983@kace.or.kr
koyang77@hanmail.net
kaceguri@kace.or.kr
kacenyj@hanmail.net
kacebc@kace.or.kr
sncem@hanmail.net
scem85@kace.or.kr
shcem2004@kace.or.kr
aj4452@kace.or.kr
anyangos@hanmail.net
yongincem@ka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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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협의회
(설립일)

의정부
화성
2011. 5.26
대전
1989. 9.21
서산
충 1982.10.15
청 천안
권 2004. 4.29
청주
1985. 3.23
강릉
1991.12.23
강 원주
원 1991.12.23
권 춘천
1981. 6.24
경주
2005. 9. 9
구미
1980. 3.21
대구
영 1983.
6.13
남 부산
권 1980. 7. 5
울산
1973.12. 2
포항
2014.2.27
광주
호 1982.10.29
남 전주
권 1985. 7. 6
제 제주
주 1986.10.26
도
경
인
권

전화

주소

031-879-0150
031-357-1451
F.031-357-1453
1566-1322
F.042-472-8177
041-662-2727
F.041-666-2723
041-578-4448
F.041-578-4447
043-253-4494
F.043-253-4495
033-646-3385
F.033-646-3386
033-732-3525
F.033-732-3565
033-257-3737
F.033-253-5533
054-744-8377
F.054-744-8378
054-455-2579
F.054-454-0229
053-742-2076
F.053-742-1493
051-558-0012
F.051-557-0388
052-235-9911
F.052-230-0817
054-255-8377
062-522-8301
F.062-522-8303
063-278-5906
F.063-278-7558
064-744-6026
F.064-744-6027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195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화성로 1620
명진빌딩4층
(445-842)
대전시 서구 갈마1동 338-22번지
하이리빙5층
(302-806)
충청남도 서산시 시장6로 35
2층
(356-8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802
(신부동) 홍익문화센터 2층 (331-97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로 37번길 18
청남어린이도서관내 2층 (360-090)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141 (옥천동),
현대자동차빌딩4층 (210-933)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500 (단구동),
프리미엄아울렛 4층 431, 432호
(220-965)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59 (효자동),
현대자동차춘천영업소 3층 (200-954)
경상북도 경주시 용담로 104번길 37
(황성동), 2층
(780-955)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 서로1길 22
(730-926)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로 33 (시지동)
(706-220)
부산광역시 동래구 차밭골로 38-1
(온천동), 부산학부모지원센터 내 2층
(607-833)
울산광역시 동구 대송3길 22 (화정동),
울산과학대학평생교육원109호 (682-715)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로 6번길 38
(양덕동1954-1)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99 (북동),
수창초등학교내
(500-05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46
(금암동), 4층
(561-80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무로 83
(연동), 현대빌딩2층 (690-814)

2000. 5.10 F.031-855-2278 (의정부동), 경민빌딩5층 (48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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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kaceujb@nate.com
hwakace@kace.or.kr
djcem@hanmail.net
seosan71@kace.or.kr
chbumosarang@hanmail.net
cjcem@kace.or.kr
krcem98@kace.or.kr
kw732@naver.com
cckace@kace.or.kr
kacegj@kace.or.kr
kace9@kace.or.kr
dgcem@kace.or.kr
pusanedunet@hanmail.net
ulsan9911@hanmail.net
pohang@kace.or.kr
kwcem@kace.or.kr
jjcem85@kace.or.kr
chece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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