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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이 남긴 지역사회교육운동
우리의 영원한 회장님, 정주영 회장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와 함께 했던 시간, 그 큼직한 손, 웃는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 분이 계셔서 우리는 시작할 수 있었고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아산의 배움에 대한 열망, 아산의 나눔 정신, 아산의 진취적 기상...
우리에게 남기신 그 귀한 사회적 유전자를 생각합니다.
더 깊이 더 넓게 더욱 아름답게 이어갈
우리들의 지역사회교육운동을 생각합니다.
모두 뜻깊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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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교육운동과
정주영 회장
김 신 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명예교수

지역사회학교 운동
한국에서 현대적 지역사회학교 운동의 계기는 1950년 12월 유엔이 한국
재건단(UNKRA)을 창설하여 6.25전쟁으로 처참하게 불타고 파괴된 의식
주, 보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펼치면서 부터이다. 운크라는 교육
의 재건을 위한 사업에 지역사회학교 운동을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것
을 매우 강조했다. 학교는 아동들에게 교과지식을 가르치는 역할에 한정하
지 말고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와 해결책 찾기에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공
부하도록 지도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인적 물적 지원을
가능한대로 제공하며, 지역사회는 학교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자는 것이었
다. 한마디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담을 허물고 서로 도우면서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말하자면 ‘지역학습공동체’를 만들어가자는 것이었다. 당시 문교부
는 운크라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역사회학교 건설을 전국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몇 년 가지 않아 추진력이 떨어지고, 가장 활발했던 경기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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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지역사회학교 사업도 점차 시들해졌다. 그렇게 된 큰 원인은 일제
강점기에 총독부가 이 땅의 자라나는 세대에게 민족 정체성 형성을 막기 위
하여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왜곡시켜 가르치고, 학교를 지역사회로부터 분
리시키는 정책을 강행한데 기인한다. 해방후 교육행정가들 대다수가 일제
강점기에 식민지교육을 받고 교육자로 활동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분리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
한 상황이었다. 한편 1960-70년대에 정부가 강력히 추진한 새마을교육 운
동은 학교와 지역사회를 접근시키는 방안이기는 했지만, 정부주도 경제성장
정책에 학교를 동원하는 데에 치중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상호 활용하는 진정한 지역사회학교와는 거리가 멀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가까워 지는 것을 오히려 피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한 미국공보원의 <To Touch a Child> 영화모임에
참석했던 교육자, 기업가, 언론인, 문화인들이 “한국에도 이렇게 제대로 운
영하는 지역사회학교를 키워보자”는 뜻을 모아 1969년 1월 ‘한국지역사회학
교후원회’를 창립한다. 회장에 선출된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은 후원회에 필
요한 시설 공간을 제공한 것은 물론이고, 재정의 거의 전부를 지원하였다.
초창기부터 참여한 인사들의 배경은 한국사회의 다양한 분야가 망라되었는
데, 그들은 후원회의 여러 위원회에 소속하여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
하고, 주요한 결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쳤다. 사무국은 총무가 여러 간사들
과 함께 이사회와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전문가 위원들의 자문을 받으면
서 진행했다.
임원과 전문가 교수들이 전국의 교육청과 학교를 방문하여 한국어판 <To
Touch a Child>를 틀고, 강의하면서 회원을 유치하고, 회원들을 초청하여
세미나, 전국대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운동을 확산시켰다. 주로 교장들이 회
원으로 가입하였고 그 수가 계속 증가했다. 정 회장은 가능한 대로 시간을
내어 참가자들과 어울려 대화하고, 강의하고, 노래하면서 운동의 전국적 확
산에 앞장섰다. 회원들이 긍지를 느끼고 즐거워하는 단체로 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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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내가 한국지역사회학교후원회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것은 1978년 부터이
다. 이듬해에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이 모인 창립 10주년 기념 세미나
에서 지나온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사업방향을 전망하는 발표자로 데뷔
하였다. 그날의 논점은 후원회가 ‘사교모임’과 같은 성격을 탈피하고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열린 시민단체’의 체질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
이었는데,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후 이런 저런 위원회 위원으로, 위원
장으로, 이사로 활동하다가, 1988년초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상임부회장
을 맡아 약 2년간 계속했다. 그 기간에 후원회에 몇가지 혁신을 시도했는
데, 적어도 세 가지가 성사되었다.
- 회원학교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기준에 적합한 학교만
회원으로 인정하고, 교문에 지역사회학교 동판을 걸어 주기 시작했다.
- 단체의 정체성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에 부합하도록 명칭을 ‘한국지
역사회학교후원회’로부터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로 바꿨다.
- 단체의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였다.
이러한 큰 변화에 대하여 강한 반발과 저항도 적지 않았지만, 주요 임원
들이 동의하고 특히 정주영회장이 혁신의 의미와 중요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지하였기 때문에 실현될 수 있었다.
정주영 회장의 교육관
지역사회교육운동에 대한 정주영 회장의 공헌을 기업인으로서 경제적 지
원을 크게 한 것에 의미를 두는 사람들도 적지 않으나 그것만은 아니다. 그
와의 밀접한 접촉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오히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육관을 실현하는 데에 적지 않은 의미를 찾았고, 그러한 사업을 경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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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도울 수 있다는 데에 보람을 느꼈다.
그가 남긴 글과 강연록과 함께 10여년간 함께 활동하며 나눈 많은 대화
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교육에 대한 그의 생각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발전에 있어서 인적자원이 가장 중요하므로 교육정책의 우선순
위를 높여야 한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부존자원이 적은 우리나라에
서 무엇보다도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나는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기업가나 경제정책 전
문가들을 접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접하는 그 외국인들은
한결같이 한국이 자원도 자본도 별로 없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비약적으
로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들에
게 우리가 경제발전을 이룬 비결은 다른데 있지 않고 바로 사람에 있다
고 말해 줍니다. 확실히 우리는 물적 자원의 잠재력이 아니라 인적자원의
힘으로 경제를 이만큼 성장시켜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수한 인적자원이
있고 그 인적자원의 위력은 여타의 물적 자원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
래서 나는 경제란 돈이 아니라 진취적인 생명력과 그 민족의 정기를 불
어넣어서 만드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1985: 320).
둘째, 학교와 지역사회는 서로 담을 쌓지 말고 함께 협력하여 평생학습기
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는 자신이 “보통학교만 나왔어도”
쉬지 않고 평생학습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필요한 지식과 국제적 판단력을
갖출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런 점에서 그는 지역사회교육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일찍부터 가지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은 학교를 통해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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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를 통해서 행해지고 있고, 학생에게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
회인들에 대해 평생교육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도
학력이라든지 교육과는 극히 인연이 먼 위치에 있었지만 항상 배우는 자
세로 살아왔고 지금도 배우는 길에 있기 때문에 보통학교만 나와 가지고
도 이 사회에서, 또 세계사회에서 틀리지 않는 판단을 내려가면서 국제경
쟁을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1985: 323).
셋째, 지역사회교육운동은 사회적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
는 지역사회교육운동은 교육을 위한 운동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의 갈등
을 해소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믿었다.
우리는 미래사회로 전진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역사회교육운동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
니다. 지역격차, 생활격차가 심해 갈등이 많은 지역은 활성화될 수가 없
습니다(1992: 374).
넷째, 가정에서의 교육이 초석이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
는 것이 가장 확실한 교육방법이다. 지역사회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오래전
부터 부모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든 사회 국가의 핵심은 가정입니다. 가정 하나하나가 잘되면 국가가
잘되고, 가정 하나하나가 잘못되면 국가는 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역사
회학교 모든 학부모님들께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교육도 중요하
지만 가정의 부모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산업사회에 들
어서면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바빠서 자녀교육이
소홀해졌습니다.... 말로만은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1992: 375-6).
아산이 남긴 지역사회교육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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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학교시설도 교육한다. 학교시설은 교육을 위한 보조적 조건이 아
니라, 교육과정과 같이 학생들의 학습을 결정하는 기본적 조건이다. 그는 건
설로 세계적 기업을 키운 경영인답게 물적 시설이 지니고 있는 인간에 대한
영향력을 꿰뚫고 있다.
나는 국민학교에서 인격교육을 충분히 못 시키는 이유는 우리나라 국
가재원이 아직 넉넉지 못해서 국민학교 시설을 충분히 갖춰주지 못한데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눈뜨고서 부터 보는 모든 것이 교
육입니다. 부모의 행동거지나 말투, 선생님의 가르침은 물론이고 학교의
시설에 대한 견문, 시설에 대한 활용 등이 모두 교육입니다. 그런데 국민
학교의 시설이 말할 수 없이 불비합니다.... 나는 시설이 곧바로 교육이
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보다 학교의 시설이 더 좋
아야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더 배울 것이 있지, 학교시설이 가정 보다
더 부실할 때는 학습의욕이 감퇴합니다. 시설의 향상이 정신의 향상에 영
향을 주는 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1985: 325-6).
지역사회교육운동에 대한 정 회장의 평가와 전망
시설의 교육적 의미에 관한 내용에 이어 그는 후원회 사업에 관하여 언
급한다. 이 강연은 1984년 6월에 지역사회학교후원회 이사들과 위원들이
모두 모인자리에서 한 것인데, 후원회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당시에 내부적
으로 거론되던 회관 독립건물 건축의 필요성에 대하여 회장으로서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이제 우리 지역사회학교후원회도 15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담을 그릇
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나는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어떤 일이든 그
12 ∙ 아산 정주영 탄생 100주년 기념 지역사회교육포럼

내용이 먼저 알차진 다음에 형식을 갖추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산업
을 할 때도 공장을 먼저 세우고 본사 사무실 건물은 제일 나중에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후원회는 15년 동안 사업내용을 알차게 키워왔으므
로 이제는 사무실 건물을 가져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떤
단체, 어떤 기구든지 구성원 각자가 그 단체나 기구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하게 느끼고 있느냐에 따라 발전 속도가 달라집니다.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면 그 단체는 영원할 수 있고 필요성을 못 느끼면 그 단체의 명맥은
끊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국가발전이 교육에 달려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지역사회
학교후원회의 역할의 중요성을 절감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 인식
이 투철해지면 벽돌 한 장씩이라도 모을 각오가 생겨날 것이며, 그렇게
될 적에 지역사회학교후원회 회관은 당장에라도 지을 수 있으리라고 나
는 믿습니다(1985: 326).
이렇게 하여 구체화된 회관건립 계획은 우여 곡절 끝에 현재의 회관에
입주하는 것으로 성취되었고, 지역사회교육사업을 계속 발전하여 오늘에 이
르렀다. 이제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곧 50주년을 앞두고 있고, 금년은
창립회장 아산 정주영의 탄생 100주년을 맞는 해이다.
정주영 회장은 지역사회교육운동에 존재 자체로도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분초를 가르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가능하면 지
역사회교육 활동에 시간을 더 내기 위하여 노력 했다. 시민운동에서는 그것
만도 큰 공헌이다. 그는 거기에 더하여 필요한 재정을 거의 도맡다시피 하
였고, 회관 건물도 마련해 주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교육운동에는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하여 각기 많은 공헌을 하였지만, 정주영 회장을 떼어 놓고
이 운동을 말할 수 없게 된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의 공헌은 거기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교육정신을 가지고 있었
고, 이 운동이 그 정신과 함께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기꺼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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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스스로 공헌하였다. 이 글을 통하여 살펴보았듯이 그의 지역사회교육
정신은 분명하고 잘 정리된 것이었다. 앞으로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창
립 이래 참여한 많은 인사들이 보여준 소망, 정신, 철학과 함께 정주영 회장
의 정신을 구체화함으로써, 시대적 화두인 학습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크게
이바지하리라 믿는다.
--------------정주영(1985). “인적자원은 최고의 자본”, 이 아침에도 설레임을 안고.
정주영(1992). “미래사회로의 전진을 위한 지역사회교육운동”,
정주영은 말한다. 울산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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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교육운동의 미래
문용린 | 前교육부 장관

지역사회교육 운동이 고고의 성을 울린지 어느덧 46년이나 되었다. 학교
가 지역사회와 아무런 연계고리 없이 지역사회의 한 외로운 섬으로 존재할
때, 지역주민과 학교를 연결지어 소통하게 할 연육교라는 다리를 놓은 것이
바로 지역사회교육 운동이었다.
서울의 재동초등학교에 최초의 지역사회학교가 설립될 1969년 당시 만
하여도 학교는 지역사회의 가장 수준 높은 시설과 장비와 인력을 갖춘 선도
적 기관이었다. 넓은 운동장, 많은 교실과 학습장비, 강당, 체육시설과 도구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로서는 드문 고학력의 교사들과 교육자라는 사회적
권위 등등이 그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진보시킬 동력을 거의 완벽하게 갖
춘 기관이 바로 학교였다.
이런 변화의 구동력을 갖춘 학교가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각을 준 게 바로, “To touch a Child”라는 다큐멘터리 소
품 영화였다. 미국 미시건 주의 조그만 공업도시인 플린트의 한 학교의 열
정 많은 체육교사가 학교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그 주민들을 학교 안
으로 끌어 들임으로서, 학교도 바뀌고 그 지역사회도 긍정적으로 바뀌어 가
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린 영화였다.
1968년 겨울 서울의 몇몇 교육자와 문화 및 경제계 인사들이 모여 이 영화
를 함께 보았다. 그리고 학교가 사회를 변화 시킬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런 힘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에 착수한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앞장을 서신 분이 바로 아산 정주
아산이 남긴 지역사회교육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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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회장이었다. 그의 지역사회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
리가 열심히 펼치고 있는 현재의 지역사회교육운동이 가능했다. 지역사회교
육운동에 공감하는 사람들을 그가 구심점이 되어 모아 주었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일 할 수 있는 공간도 그가 마련해 주었고, 그렇게 그곳에 모여서
꿈과 희망을 갖고 미래를 향해 일 할 수 있는 든든한 철학과 신념을 세워
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서 지역사회교육운동을 이야기 할 때, 아산 정주영
을 빼놓고 이야기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는 돌아가시고 안 계셔도 지역사
회 교육에 대한 그의 철학과 신념 그리고 열정은 여전히 우리들 모두의 가
슴과 머리에 흠뻑 배어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아산 정주영 회장의 주도로 시작된 한국지역사회교육운동이 반세기
를 불과 4년 앞두고 있다. 이제는 지난 반세기도 정리하면서, 다가오는 반
세기에 대한 준비도 시작할 때다.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아산 정주영 회장의 지역사회교육운동의 모체
이자 사령탑으로 역할을 해왔다. 즉, 전국에 산재된 32개의 지역협의회와
긴밀하게 협업해가면서, 총 1780여개의 학교 속에서 지역사회교육운동을 펼
쳐왔다. 중앙협의회와 32개 지역협의회 간의 협업체제를 통한 지역사회교육
운동의 추진방식은 아산 정주영 회장 시절부터 굳혀져온 전통이며, 지금까
지도 이런 업무체제는 굳건하게 살아있다. 그 효율성에 비추어 앞으로도 이
런 업무추진 방식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6년 동안 지역사회교육운동은 많은 성과를 거둔 게 틀림없다. 불
모지에서 알토란같은 수확도 많이 얻었다. 학교개방을 짧은 시간 내에 이루
어 낸 점, 수 만 명에 이르는 지역사회교육 강사를 양성시켜서 지역사회교
육의 핵심역량을 풍부하게 확보한 점 그리고 지역사회교육의 철학을 교사
및 학부모들에게 널리 인식 시켜, 학교를 지역사회 발전의 한 축으로 인식
시키게 한 점 등은 지역사회교육협의회의 큰 공헌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새로운 50년을 내다보면서, 우
리는 안주 보다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모습의 지역사회교육운동을 펼
쳐야 한다. 한 가지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그간의 지역사회교육운동은 학부모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중심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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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학교라는 공적기관이 지역사회 주민들의 필요와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게 하는 주민서비스 중심의 지역사회교육운동으로
중심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지역사회교육운동은 “주민
들이 학교에 도울 일이 무엇인가”라는 패러다임 속에서 이루어 졌다면, 이제
는 “학교가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지에 대해서 고민하
고 실천하는 교육운동으로 전환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1세기 중반에 이르면,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고, 이에 따라 학교는 공동
화 현상이 심각해진다. 그럼에도 교육계의 속성 상 학교 관계자들은 빈공간
과 유휴 장비와 시설의 개방에 지극히 소극적이다. 지금도 많은 학교는 큰
교실 몇 개 정도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사용허가를 내 줄 수도 있는 시설
상의 여유가 꽤 있다. 그러나 그냥 방치해 둘지언정, 지역사회 주민용도로
내놓는 일은 지극히 망설인다.
따라서 이제 향후의 지역사회교육운동은 보다 과감하게 학교가 “지역사회
와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보다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
고, 그런 봉사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지역사회단체와 주
민들이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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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내가 실천해야 된다
정 훈 | 다큐 PD

1.경제 선진국 한국인은 스스로 행복한가?

* 2014년 5월 “한국아동 종합실태조사”, 삶의 만족도 30개국 중 30위.
학업 스트레스, 학교 폭력, 사이버 중독
* 15년 10월 OECD “2015 삶의 질 보고서”, 34개국 중 27위. (컴퓨터 능
력 1위 읽기 능력 2위). 사회 연계지원 꼴찌. 건강 만족도 꼴찌.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 하루 40분으로 꼴찌(아빠와는 3분)
* 1991년 “눈높이 수학”작명 과정상의 실화 -600명 아동과 부모 의식조사
* 출산율과 자살률의 의미

2.핵가족, 1인 가구, 혼밥족에 이어 대중의식에 절대적 영향 미
치는 매스컴 소비행태가 급변하고 있다.
* 신문>방송>Mobile First 시대
* 다매체다채널시대로 선정주의 팽배, 민중의 지팡이보다 경영적 적자생존
* 방통융합으로 Platform이 통신 방식 위주로 쏠림- 혼자 보기, 몰아 보
기, 쌍방향
* 시청자 주권주의 획득은 현장에서 우리가 실천해야만 가능하다.

3.역사는 생존의 시대>경쟁의 시대>관계의 시대로 넘어왔다.

* 관계의 생명은 “소통”이다- 학교수업에서 소통대상자 발표 사례. “내가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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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변해야.”
* “2촌사랑 운동”을 제안.

4.“함께 가자” 말로만? 더불어 살기는 우리가 실천, 더불어 사
는 동네 집 값이 걱정되는가?

* 행복주택(성당 미사 후 일화), 보금자리주택, 임대주택, 특수학교, 노인
시설 들어오면 집 값 오르는 사회는 우리에게 달렸다.
* 우리들 주민 시위로 성공의 독 -목동 행복주택 포기, 서울시는 13년째
특수학교 못 세우고 있다.
* 교훈 사례-일원동 밀알학교, 97년 반대했으나 주민들과 소통 노력 성공
으로 집 값 올랐다.

5.한민족의 명제 통일, 지역사회교육협이 할 일, 내가 할 일.

* 통일은 미,중,러,일이 해주는 게 아니다. 우리가, 내가 한다.
* 정치, 경제적 통일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회문화, 의식의 통일이다. 연습
하자.
* “먼저 온 통일”이 있잖은가? -조선족, 2만 8천 탈북자, 다문화가정 등
200만 주한 외국인

6.자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은가?
* 부자들 사례
* 교훈 -워렌 버핏, 성룡, 오드리 햅번
* 다산 정약용 부부의 하피첩과 두 아들에 남긴 유산.

7.“행복교육”을 초중고교 정식 커리큘럼으로 편성하자.
* 2016년부터 인성교육 전면 실시에 따른 실천적 제안.
* 살아있는 인성교육은 우리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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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담 3

좋은 시민,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하여
김희아 | 서울율현초등학교 교장

「한

아이를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Village SWARAJ)

「

」

」

미국 미시간주, 프린트시의 사례를 담은 「to touch a child」를 계기로
1969년 발족된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교육운동이 추
진되어오고 있다. 지역사회교육운동은 좋은 시민(Good citizen), 행복한
지역사회(Good Community)를 비전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상호협력운동이
다. 다시 말해, 학교를 주민의 평생교육의 장으로 개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성장을 돕고 지역주민은 학교의 협력자가 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학교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학교중심의 교육공동체운동이다.
1. 지역사회교육운동의 필요성 증대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는 말은 지역사회의 중요성을 간파한 말이다. 지역
사회는 인간 생활의 터전이자 삶의 환경이며, 학습의 장이다.
지식의 주기는 짧아졌고,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성인들의 평생학습 욕구는 증대되고 있다.
1996년 OECD 교육장관회의에서는 평생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고 오늘날 평생학습은 현대인에게 있어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조건이 되었다. 이러한 평생학습 욕구를 지역사회교육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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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소화해야 한다.
평생교육의 구체적인 실현은 삶의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를 통해 이루어
진다. 그러므로 지역사회교육운동을 통하여 지역주민 전체의 학습력을 높여
주고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창출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2. 지역사회교육운동, 학교가 구심점 되어야

지역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지역사회에 세워진 학교는 지역사회 학생 교육
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해 왔지만, 외딴 섬에 비유될 만큼 지역사회와는 거
리를 두고 있는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5.31교육개혁에서 ‘열
린 평생학습체제와 학교평생교육’을 제안하였다.
학교는 지역사회 평생교육을 위한 우수한 인적 자원과 시설․설비를 갖추
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에서는 평생
학습진흥종합계획에서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부모 교실 운영과 학
교의 일부 시설 개방 차원을 넘어서 지역평생학습의 기간 시설로서 학교의
재구조화를 과제로 선정하여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왔다. 2007년부터 전
개해 온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사업은 평생학습시대에 부응하는 학교의
역할 변화에 따라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협력을 통한 평생학습을 촉진하
고자 하는 방안의 하나였다. 학교는 도서관, 운동장, 체육관 등의 시설을 지
역사회에 개방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학교안전의 필요에 의하여 이마저도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와 지역사회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상호연결체이다. 학교와 지역사회
는 공동의 현안 과제인 배움과 돌봄 기능을 수행을 위하여 상호협력적 파트
너십을 구축하여야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학교만으로 학생의
온전한 성장을 전담하기는 버겁다.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성장하기 위하
여 학교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야 하며 이제, 학교는 지역사회주민들이 자
기실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육기능을 확대하여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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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좋은 시민(Good citizen), 행복한 지역사회(Good Community)

학교의 지역사회 평생교육은 단기적 안목에서는 그리 중요하거나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 안목에서 본다면 시급하고 생산적
이고 투자적인 활동이다. 지역사회에서의 평생교육은 지역 주민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시킴으로서 교육력 제고를 통한 자신의 능력 개발이
이루어지고, 이는 지역 경쟁력으로 나타난다. 유네스코, OECD, 월드뱅크
등에서는 평생학습을 지식경제의 발전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발전 및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지역사회교육운동은 단지 개인적인 필요성 때
문만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동시에 성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마을학교, 마을결합형학교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좋은
시민(Good citizen), 행복한 지역사회(Good Community) 실현을 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상호협력을 통한 지역사회교육운동이 확산되기를 기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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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담 4

지역사회교육운동의 의의와
나아갈 길
최선희 | 한국성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지역사회교육운동이 펼쳐지게 된 것
은 1968년 ‘변화하는 세계의 지역사회 행동('Community action in a
changing world)'이라는 국제회의의 회의장에서 상영된 ‘To touch a
child'란 지역사회교육운동 관련 영화가 계기가 되었다. 이 회의에 참석한
故정주영 현대그룹회장이 영화를 보고 우리나라에서 이연숙회장과 함께 지
역사회교육운동(새이웃 운동)을 펼치기 위해 1969년 지역사회학교후원회를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1962년에 제작된 ’To touch a child‘란 영화는 미국
미시간주 프린트시의 사례를 담은 것인데 방과후에 학교를 개방하여 지역사
회주민들이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운동을 전개하며 지역사회가 극적으로 변
화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역사회교육운동은 1969
년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지역사회계몽운동은 그 이전부터
도 있었지만 미국과 영국에서 지역사회행동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지역사
회교육운동과 같은 성격의 사회운동으로서는 지역사회학교후원회가 발족되
고 활동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지역사회교육운동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60년대 미국
에서 일어난 지역사회교육운동과 1970년대 영국에서 추진된 지역사회개발
의 배경과 의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지역사회교육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은

케네

디와 존슨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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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에서 "지역사회 행동(community action)"프로그램을 적극적으
로 추진하면서부터이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포드재단(Ford
Foundation), 국립정신건강협회(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케네디행정부의 청소년비행에 대한 대통령위원회(President's
Committee on Juvenile Delinquency)는 그동안의 실험들을 바탕으로
개혁은 개인보다 지역사회가 단위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동
시에 청소년비행과 도시 내부 지역사회의 쇠퇴와 같은 문제의 근원에는 빈
곤이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연방정부뿐
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연방정부에서
는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빈곤과의 전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행동(community
action)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지역사회교
육운동이었다. 지역사회교육운동과 함께 이 시기 대표적인 지역사회 행동
프로그램들로는 저소득층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인 헤드스타트(Head
Start), 빈곤지구 봉사활동인 비스타(VISTA), 청소년 진로․직업 프로그
램인 지역청소년단(Neighborhood Youth Corps)/청소년직업단(Job
Corps), 성인 기본 교육, 농촌빈민 지원 등이 있다. 미국은 이러한 프로그
램들을 통해 빈곤지역의 변화를 꾀하였고, 상당한 성과도 거두었다. 영국도
이러한 미국의 지역사회 행동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아서 1970년부터 1978
년까지 가장 낙후된 지역 12곳에 대규모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
였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 지역사회 개발의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사회교육운동은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
러나 지역사회교육운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실천의 장인 지역사회학교
는 그보다 훨씬 이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영국에서 1928년 헨리 모리스
(Henry Morris)에 의해 캠브리지셔 마을대학(Cambridgeshire village
college)이 만들어졌다. 마을대학은 낮에는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방과후에는 성인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시민사회, 시민참여, 지역사회와 연
합체의 개발, 교육가의 활동 등은 물론 레져시설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포괄적 활동을 하는 기관이다. 그리고 일종의 지역사회 교육기관인 것
이다. 이전까지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라는 개념만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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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헨리 모리스는 지역사회 전체를 교육하고 변화시키는 것으로서 학교의
개념을 확장시켜서 마을대학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이러한 혁신
적 시도는 전국적인 지역사회학교(community school)와 지역사회대학
(community college)이 개발되는 계기가 되었다. 바로 이러한 지역사회학
교와 지역사회대학이 지역사회교육운동 실천의 장인 지역사회학교의 원형이
다. 1960년대 일어난 지역사회교육운동의 지역사회학교와 1928년 헨리 모
리스에 의해 세워진 마을대학은 그 모습이 매우 유사하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교육운동은 미국과 영국에서 빈곤지역을 변화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의 지역사회교육운동은 이러한 뿌리
를 가지고 있다. 1920년대 영국의 지역사회를 변화시켰던 지역사회학교, 지
역사회대학과 1960년대 국가지원으로 시작된 커뮤니티 행동과 커뮤니티 개
발의 한 축으로서 지역사회교육운동이 우리나라 지역사회교육운동의 모티브
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역사회교육운동은 미국․영국과 매우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미국․영국이 국가주도였다면 우리나라는 민간
주도였다는 점이다. 그런 점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된 배경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모습은 미국․영국이 빈곤과의 전쟁의 일환으로 빈곤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했다면 우리나라는 모든 지역에서 지역사회교육운동을
전개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빈민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전국적인
국민운동으로 전개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 또한 지역사회교육운
동이 계속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은 새롭게 지역사회가 조명받고 있다. 복지국가의 위기라는 표현에
서도 알 수 있듯이 국가에 의한 복지는 조만간 한계점에 다다를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복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결국 대안은 지역사회인 것이다. 이러한 점은 2004년
IACD(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ommunity Development)에
의해 조직된 국제회의에서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유럽 시민사회의 건설”이라
는 부다페스트 선언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아산이 남긴 지역사회교육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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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사회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
였다. 마을만들기도 그러한 관심의 일환이고, 넓게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
업, 협동조합 등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서 지역사회의 중요성
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역사회가 시민사회로서 수
행해야 하는 기능들이 잘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과
제이다. 지역사회가 수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기능들은 경제, 사회화(교육),
사회통제, 사회참여/사회통합, 상부상조 등 다섯 가지이다. 이 다섯 가지 기
능들은 서로 연계되어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교
육은 경제, 사회통제, 사회참여/사회통합, 상부상조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즉 교육을 통해서 사회변화, 사회발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다. 1920년대, 1960년대 지역사회교육운동이 지역사회변화의 주축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처럼 오늘날에 있어서도 지역사회교육운동은 새로운 시민사회
를 이루어가는 주축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한 주축 역할은 다음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요
구된다. 글로컬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여
로컬경제, 로컬기업이 운영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새로운 교육이 뒷받침되어
야 하는 것이다. 새로운 시민사회는 사회자본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로컬경
제, 로컬기업도 사회자본이 중요한 기반이다. 따라서 사회자본을 창출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복지의 기반도 지역사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역사회교육운동은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과
그것을 이루어내는 방법을 고민하고 새로운 길을 찾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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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담 5

지역사회교육운동의 미래를
주민자치센터에서 찾다
-‘나’에서 ‘우리’로 눈과 마음을 돌리는 주민 만들기이진이 | 주민자치와 평생교육네트워크 대표

지난 23년간 지역사회교육운동 현장에서 실무자로 근무했던 경험을 가진
본인은 KACE가 민간 차원 지역사회교육운동의 본산이라고 자부한다. 故
정주영 회장의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KACE 초대회장으로서 지역사회
교육운동을 우리나라에 보급하고 발전시킨 그 정신과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된 제33차 지역사회교육포럼에 함께 할 수 있음에 먼저 감사드린다.
KACE는 47년간 가정-학교-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교평생교육의 발전, 여성인적자원의 양성, 지역공동체 형성 등에 기여하였
다. 본인은 이번 포럼에서 KACE의 또 하나의 미래를 전국 읍면동에 설치
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그려보고자 한다.
2000년도부터 설치되기 시작한 주민자치센터는 근린자치, 동네자치에서
공간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단체로 조직되어 사람과 사람으로 연결되는 중
요한 풀뿌리 민주주의 공간이며, 주민자치의 구심체로서 대표성을 띄는 ‘주
민자치위원회’가 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
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주민이 이용할 수 있
도록 자치센터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하며,
주민자치기능·문화여가기능·지역복지기능·주민편익기능·시민교육기능·지역사
회진흥기능을 수행한다(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그런데 주민의 자
아산이 남긴 지역사회교육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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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역량을 강화와 주민자치활동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이라는 중심역할을
놓고 볼 때 주민자치센터가 아직까지는 본래 취지인 주민들의 자치능력 향
상에의 기여보다는 주민에게 문화여가, 취미, 교양, 건강 위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로서의 역할에 그치고 있음에 대한 비판
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자치는 주민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깨닫고, 해결방식을 찾으며, 대
책을 세우고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
치는 정책에 스스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자치단체로부터 서비스
를 제공받는 수혜자의 입장이 아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의 운영에 직
접 참여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 원칙과 일맥상통한다. 따라
서 진정한 주민자치의 토대는 법적·제도적 틀 거리와 함께 주민자치 역량이
중요하며, 주민자치 의식, 가치관, 실천력(참여)을 지닌 주민(시민) 육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주민자치와 지역사회교육운동의 목적지는 지역공동체
형성으로 일맥상통한다.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지리적 영역(geographic area)을 공유하는 지
역사회주민들이 서로 모여 그 지역사회의 문제를 느끼고(felt-need), 다양
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협동 속에서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이 강화되면, 서로간의 신뢰와 공동유대감이 높아지고, 그 지
역의 지역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사회주민의 삶과 통하는 지역사랑방이
자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기능할 수 있는 지역평생
학습의 공간으로 다시 새롭게 디자인되어져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
로 지역 평생학습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구축이다.
이를 위해 KACE와 주민자치센터와의 긴밀한 네트워킹이 절실하게 필요하
다고 본다.
주민자치센터가 ‘나’에서 ‘우리’로 눈과 마음을 돌려야 할 때

최근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는 양적팽창과
질적 발전의 불균형, 경쟁사회와 낙오자, 양극화와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문
28 ∙ 아산 정주영 탄생 100주년 기념 지역사회교육포럼

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논리가 우선시 되는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사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가질 뿐 공적인 사회문제에는
무관심하고, 우리 이웃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기회를 박탈하면서
공동체의 붕괴를 가져왔다. 또한 가족 공동체, 마을 단위 공동체가 핵가족과
도시화로 인해 해체되고 개인주의의 보편화로 개인들은 소외, 불안, 자살 등
의 정서적 결핍이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최근에 우리사회
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증가, 사이코패스, 게임 중독, 자살, 학교 폭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새롭게 모색되어지는 것이 공동체의 회복이
다. 따라서 공동체의 회복 및 참여와 사회통합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위해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제 ‘나’에서 ‘우리’로 눈과 마음을 돌려야 할 때이다. ‘우리’라는 맥락에서
주민 또는 시민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이끄는 장이 바로 주민자치센터
이다. 단순히 개인 성장을 위한 평생학습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공
동체 회복을 위한 지역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주민자치센터로의 적극적 전
환 모색이 필요하다.
KACE의 시민교육을 주민자치센터에 연계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역량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관이라는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편성하는 등 다른 평생교육기관과 차별
화되게 운영되어야 한다. 파편화되고 분절적인 관계를 공동체적 삶이라는
‘인격적이고 이타적인 관계’로 재편할 수 있는 길이 주민자치운동의 활성화
를 가져오는 길이라고 볼 때, 성인을 대상으로 시민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대표적 기관인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의식 향상을 위한 시민교육의 장이
자 실천공간으로 만들어보자. 시민교육의 내용으로는 주인의식 형성과 사회
참여정신과 방법, 봉사정신과 방법, 공동체의식 형성, 민주적으로 합리적인
의사소통 방식 공유, 공익을 견지하고 추구하는 자세함양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지역시민화(공적시민 육성)를 위한 장으로 주민자치센터로의 전
환을 위해 KACE의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인적자원풀을 통해 주민자치센터
와 적극적으로 네트워킹해야 한다.
아산이 남긴 지역사회교육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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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공동체적 학습동아리 육성 지
원 및 교육이 필요

이제 주민참여는 시대적 흐름이다. 주민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궁극적으로는 참여행동으로 주민자치 의식이 발현되어야 한다. 주민자치
의 비전과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주민
참여가 필수적이다. 주민참여는 주민이 행정관청에 대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스스로 문제해결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을 의
미한다.
주민참여의 방법은 다양하다. 주민자치센터의 맥락에서 봤을 때, 주민자치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수강생들이 공동체적 학습동
아리로 육성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학습동아리는 단순한 친목모임 형태가
아닌 범 지역사회 프로그램과 실천활동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살기좋
은 마을 만들기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적 학습동아리를 의미한다. 즉 주민
자치센터의 지역 평생학습을 통해 주민들이 자신의 배타적인 개별 이해를
극복하고 공공의 이해로 전환시키려는 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는 아주 낮은 수준에서나마 주민들이 이웃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공동체적 소모임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공동체적 학습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기획의 단계에서부터 반영되어야 한다.
이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인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주체로서 주민들과 소
통하는 통로를 마련하는 길이며,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지역의 공동사안
에 대한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주민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
하는 주민자치운동의 중심에 서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 기능 및 지역공동체 강화라는 본래 역할을 제대
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KACE와의 적극적인 연계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
다. 이제 우리도 지역 곳곳에 자리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로 눈
을 돌려 지역사회교육운동의 미래를 그려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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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모 시 ⦁
故 정주영 회장님을 기리며

아산 정주영 회장님 탄생 百周年에
김 양 식
한국‧인도문화연구원 원장

당신의 탄생은 이 땅의 홍복이었습니다
수없이 無에서 有를 창조하시며
한층 한층 이 나라 경제의 기틀을 쌓아올리셨습니다
참으로 궁핍했던 조국의 앞날을 위하여
광범위한 영역에 도움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중 하나로, 당신께서는 1969. 1. 24, 바로 46년 전,
<지역사회교육운동>이란 큰 대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당신의 큰 뜻을 따라 당신을 중심으로 뭉쳤습니다
온 나라 곳곳에 배움의 터전도 마련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쌍수를 들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모여든 <새이웃 친구들>은 자진하여
당신의 순수하고 굳건한 의지를 따랐습니다
오늘도 전국을 대상으로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 어찌 부끄러운 욕심이나 사심이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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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두,
한 마디로 무조건 당신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틀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판단은 언제나 올바르고 정의로웠습니다

우리 지혜를 모아, 배우며 가르쳐온 교육운동은
당신의 열망 속에서 나날이 성장해왔습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그 누구도
당신의 뜨거웠던 초심에 오점을 찍을 수 없습니다

메말랐던 이 땅에 청정한 단비가 되어
골고루 교육운동 씨앗을 뿌려 키워오심은
당신의 확고한 애국심의 발로였으며
어디까지나 당신의 철학이며 열정이셨습니다

오늘 당신의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당신의 숨결과 발걸음이 머물러있는 이 자리,
아니 영원히 머물러계셔야 할 이 기념비적인 자리에서
우리는 모두 다시 한 번 용기를 내어
순수한 지역사회교육운동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진심으로 당신께 약속드립니다, 굳게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초이 김양식 올림

P. S. 이에 찬동하는 여러분께서는 크게 대답해주시고,
박수로 회장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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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고 아산 정주영 회장님께.
會長님, 당신께서는 강원도 통천 빈농에서 큰 아드님으로 태어나시
어, 맨주먹으로 오늘의 세계적 대기업으로 성장을 주도하신 존경받는 기업인
이셨습니다. 참으로 명석하시고 용기 있는 기업인이셨습니다. 바로 70년 전,
일제로부터 해방되어, 겨우 5년 후, 이 나라는 6.25 동란으로 잿더미가 되고
살 길이 막막했던 한국을 막강한 산업국가로 끌어올린 결정적인 역할을 앞
장서서 해내신 굳건한 주인공이셨습니다.
기업이 안정되면서 회장님께서는 누구도 생각지 못한 우리나라의 올
바른 교육발전을 위하여, 당시 유능하신 교육계 교수님들의 동참으로, 우리
나라 지역사회교육후원회를 창설하셨습니다. 그 후 그 바쁘신 시간을 쪼개어
이 교육운동에 물심양면으로 열정을 쏟으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모두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끝내는 우리 지역사회후원회 임직원과 모든 회원들이 들어 앉아 편
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서울에는 중앙협의회 건물을 그리고 남한
일대 주요도시 마다에 지부를 설치하고,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교육운동을 구
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후원을 보내셨습니다.
매달 한 번씩, 새벽 7시에는 이사회가 소집되어 진지한 협의가 이루
어졌으며, 이사님들은 정 회장님의 교육발전을 향한 순수한 이념과 열정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會長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모든 이사님들 역시 사심 없
이 열성과 노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님께서는 언제나 초인적인 발상과 놀라운 추진력 그리고
뜨거운 열정으로 한 평생 국가발전에 기여하신 회장님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회장님의 그 큰 뜻을 받들어 사심 없는 지역사회
교육운동을 더욱 발전적으로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보다 청정한 정신으로
다시 한 번 초심으로 돌아가 우리 모두가 명예로우신 고 정주영 회장님의
뜻을 펴나감에 있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역할을 성심껏 다해나갈
것을 강력히 제의합니다.
회원 여러분, 초지일관, 고 정주영 회장님 탄신 100주년을 맞아 큰
절을 올리며, 우리의 각오를 다짐합시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초이 김 양 식 올림

아산이 남긴 지역사회교육운동 ∙ 33

[부록]

전국협의회 주소록
구분

협의회
(설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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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

1999. 7.13

구리

2007. 7.18

남양주

2008.11.4

부천
경 1999. 6. 1
성남
인 1999.
권 수 원5.27
1985. 8.31
시흥
2004. 2.20
안산
2004. 5. 3
안양
과천
1999. 7.14
용인
2004. 5.25

전화

02-424-8377
F.02-424-8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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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동 오목로 174
주안펌리스아파트 201호 (158-859)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4길
5-29(방이동) 지역사회교육회관 2층
(138-827)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43
(구월동) 유제빌딩 4층 (2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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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구 관악대로 332
(관양동), 오성빌딩3층 (431-80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186-2
상생프라자 A동 502호 (448-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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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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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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031-879-0150
031-357-1451
F.031-357-1453
042-489-8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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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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