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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ll장 」교육의 현실과 미래 
김지수 | 군포λ| 당동청소년문화의집 관장 

1. EFA와 한국사회의 교육현실 

2000년 4월 세네갈 다커에서 열린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세계교육포럼은 

‘모든이를위한교육(EFA : Education For All)'이라는권고문을채택했다‘ 나이, 성, 계층, 지역, 

개인적인성격이나열망등의차이를떠나모든국가에서누구나평등한양과질의교육을받을수 

있도록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 권고문의 목적은다음과 같다. 

CD 영유。h 특히 사회적으로의F하고소외받는영유.O}에 대한종합적인 보호및 교육의 증진 및 확대 

® 2이5년까지 모든어린이, 특히 여악 어려운환경의 어린이와소수 민족의 어린이들이 C갚질의 초등의무교육을 

받을수있괴 이를무상으로받을수있도록보장 

@모든청소년과성인들의 학습욕구를각ζ뻐1 알맞은학습괴 생애 기술습득프로그램에 균등하게 접근할수 있 

도록보장 

@ 2이5년까지 성인, 특히 여성의 문맹률을 50"/o 이하로낮추고, 모든성인에게 기본적이고지속적인 교육을균등 

하게제공 

® 2005년까지 초등과중등학교어1써의 성 불평등을제거하고, 2015년까지 여아들어|게 양짙의 기본교육에의 접근 



과성취를포함한양성 평등교육달성 

@모든측연에서의 교육외 질적 향상을도모하꾀 모든이들이 특히 읽기와셈하기 등과같은모든 기본적인 생애 

기술을포함한모든분야에서 가시적이고측정 가능한학습결과를성취할수있도록함무로써 모든이들의 수 

월성보장 

EFA의 목적은모판측면에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모든사람이 기본적인 삶을살아가 

는데필요한기술을포함하여모든분야에서가시적이고측정기능한학습결과를성취할수있도 

록수월성을보장하자는것이다. 또한청소년과성인의 희습욕구에 따라적합한학습과기술습득 

프로그랩에 평등하게 접근할수 있도록보장해야한다는 것이다. 이것은모든사람이 평생 동안국 

가로부터 양질의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한다. 

이 권고는 일 년에 5만∼6만여 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나고 ‘교실붕괴’ , ‘교육위끼’ 가논의되는 

오늘날한국의 교육상황에도많은시사점을준다. 왜냐하면 학교를떠난다는것끈그자체로교 

육받는 양의 차이가발생함을알려 주고 교실이 붕괴된다는것은한국의 교육이 일정한수준의 질 

을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반증이기 때문이다. 또한이러한상황은한국사회의 교육이 청소년의 

학습욕구에 부적합할수 있음을 암시하기도한다. 

경기도도마찬7}지 상횡<>1다. 경기도는평준화와비평준화지역이 환H된 대표적인 지역이다보 

니 학생에 대한 인권 첩해가발생할가능성이 있고 학생들이 불공평한교육환경에 노출될 기능성도 

높다. 경기도자체적.s~로 청소년 관련 데이터와자료가조사 · 축적되지 못하고 있으며, 도내 거주 

청소년들의욕구와문화변화추이에대한연구도거의이루어지지못한실정이다.또한경기도의 

청소년정책은중앙에서 추진히는 정책을 기본적으로수행하는 정도에 머물뿐이고, 독자적으로수 

립되지 못한실정이다. 이는앞서 청소년의 삶에 대한깊은이해와연구가진행되지 못하고, 31개 시 

군구리는광범위한숫자만큼이나다o,,i=한지역 상횡어 체계적으로관찰 · 정리되지 못한현실을반영 

한것일지도모른다. 이러한현실은경기도를떠나군포시로범위를좁히더라도크게 다르지 않다. 

2. 통계로 본 교육과 전출입의 상관성 

군포 시민 사이에 이런 말이 종종 회자된다고 한다. “수리산 때문에 군포시로 이주하고, 교육 

때문에 군포시를 떠난다.” 도시환경과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관심을잘 표현하였다고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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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년 미만 

,12.7% 

20년이상 

9.5% 

10·-15년 미만 

26.5% 

거주기ζ앨 기구 분포1)(2008년 10월 기준) 

1년미만 

7.6% 

1 ∼3년 미만 

13.1% 

3∼5년 미만 

9.4% 

5∼10년 미만 

21 .2% 

지는말이다.이말처럼실제상황 

도그러할까?이러한의문을풀기 

위해 이제부터 교육과주민의 전출 

입문제가어떠한상관성을갖고있 

는지 관련 통계를통해서 살펴보기 

로하자. 

15세 이상 기구원을 대상으로 실 

시한 2008년 저12회 군포시 사회통계 

조사결과애 의하면, 군포 시민의 관 

내 거주기간은 ':10∼15년 미만’ 이 응 

답자의 26.~i%로 가장 많았고, 5∼10 

년 미만’ 21,2%, 1∼3년 미만’ 13.1% 

등의 순으또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산본권역과 당정 · 대야권역은 ':10∼15년 미만’ 거주 인구가 각각 28.1%, 22.9%로 가장 많았던 반면, 

당동권역은 ‘5∼m년 미만’ 거주 인구가 25.3%로 가장많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군포시 거주자의 

21% 정도만씨 3년 미만거주로 나타나고 있어 주민의 정착률은 비교적 높갚 것으로볼수 있다. 

그렇다변 군포라는곳에 정착한주민들은 이곳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수 

리산과인접한산본신도시 8단지에서 5년이상생활하고있는I씨, 20년가까이군포시에서살아 

온 K씨, 군포 토박이인 30대의 P씨,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자. 

은퇴 이후에 이곳으로이사왔어요. 공기도좋고, 조용하고, 다른데 비해서 집값도저험하고 -- ----- 그래서 이곳에 

서 여생을보내고싶네요. 저처럼 하던 일에서 물러나면서 이곳으혹내려와정착해 살고있는사람들이 많이 있습 

니다 교수, 교샤 공무원등 C안헌노인세대들이 제2의 인생에서 만난제2의 고횡에 이곳이지요. μ시 구술〉 

수리산은소각;싼l다공원이다여러 7t?-J 환경적 문제로몸살을 앓아온만큼군포시민들에게는진숙하면서도가 

슴아푼추억들을주는곳이기도해요. 그래도수리산이 있어 좋은등산모임들도만들어지고, 수리산을지키기 위 

해 다OJ한활동들도 만들어지는것 같야요 그래서 군포는작지만좋은곳이E녁생각합니다 @〈씨 구술〉 

군포는정말교통이 면리해서 좋습니다 서울도4호선 전절 한번이연 l시간안에 거의 다가구요. 자가용을이용하 

더라도고속도로와가깝게 연결되어 있어 빠르고요. 정말교통은 면리한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그씨 구술〉 

1) 군포시, 2ml. 「iCil2회 군포시 사회통계조사 보고셰, $쪽. 



세 사람의 각기 다른 이0비만큼이나주민들이 군포시에 거주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이다, 

사회통계조사 결과에서도 그러한 양상을볼수 있다. 제2회 군포시 사회통계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구주가군포시를 거주지로 선택한주된 이유는 자업상또는 직장’ 때문이 27.4%, ‘경제적 능력 

에 맞추어’ 2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산본권역에서는 ‘사업상또는 직장’ 이유로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27.6%로 가장높았고, 당동권역 · 당정권역 · 대야권역에서는 ‘경제적 능력 

에 맞추어’ 현 거주끼를 선택한 비율이 각각 33.3% 26,7%, 48, 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야 

권역에서는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3%가 ‘경제적 능력에 맞추어’ 군포시를거주지로선택했 

다고응답했다. 

〈표 1) 거주지 선택 이뒤 (단위 ;% 

교통의 
사업상 경제적 가족 · 친인 생활 

」-ι,~휴〉 
공기, 

옛날부터 자녀육 
항후 

구분 겨| 
편리 

또는 능력에 척과가까이 편의 
환경 

북지등 
살던콧 아·앙육 

경제적 기타 

~~ 맞추어 살기위해 시설 자연환경 가치 

2007 100.0 10.6 31 .7 15.4 9 ‘7 4.2 2.0 16.7 5.3 2.3 2.0 

2008 100.0 9.5 27.4 26.1 10.7 3.1 1.6 13.6 4.7 1.5 0.9 1.0 

산본권역 100.0 10.5 27.6 22.8 10.6 3 ‘7 1.7 15.8 4.0 1.9 0.6 0 ‘7 
권 당동권역 100.0 7 ‘8 29.3 33.3 11.9 1 ‘9 1.1 5.6 7.0 0.0 0.4 1.9 
역 

별 
당정권역 100.0 3‘3 23.3 26.7 20.0 0‘0 0.0 13.3 3.3 0.0 6.7 3.3 

대야권역 100.0 3‘3 18.3 48.3 3‘3 0.0 1.7 13.3 5.0 1.7 5.0 0.0 

출처 군포시, 2008, r제2회 군포시 사회통계조사 보고서」, 잉쪽 

그런데 직장이나 경제적 능력과같은 경제적 이유와 지연 · 혈연 등의 이유를 제외한 결괴를보 

면, ‘공기 · 녹지 등 자연환경’ 이 전체의 13,6%, ‘교통의 편리’ 가 9.5%로 높게 나타났다. 이 둘은 군 

포시의 장점으로 꼽히는 요소들이다. 반면, ‘생활편의시설’ 떠)찌, ‘교육환경’ (l,6%), ‘자녀 육아 · 

Ocf육’ (1,5%), 향후 겸제적 가치 상승 예상’ φ.9%) 등이라는 응답은 매우 적은 편이었다. 그중 교육 

환경이나육아·양육문제는거주지이동촉진혹은이동억제의요인들중하나로평가되고있다. 

그러나이조사에서 거주동기를 ‘교육환경’ 이라고응답한비율은매우낮았다. 경기도의 ‘도민생 

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새 의 군포시 통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그간 청소년교육 

에 대한군포시의 투자에도불구하고주민의 전입에 교육환경이 미치는 영향은아직까지 매우미 

미한편이라고볼수있다. 

그렇다면 전출의 이유에서 교육환경이 차지하는 의미는 어느 정도일까? 교육환경과주택시장 

이 밀접한관련이 있다는시실은 2009년 2월 교육과학기술부가발표한 ‘전국 초 · 중 · 고교학업성 

취도 명7f 결과에서 사교육이 발달한 지역일수록학력 수준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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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는지역에 따른교육서열화가심화되고 있다는것을보여 주는실례이다. 

한국에서 교육중심지역의 역사는대규모택지개발과함께출발한다고할수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1970년대에 개발된 서울시 강남구의 대치동이다. 택지개발을 통해 탄생한 쾌적한 거주지에 

중산층이 모여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여기에 명문학교의 강님- 이전 등 정부의 지원도 

교육특구강낚을 있게 한큰 힘이었다. 

또한 대치통과함께 교육중심지역의 트라이앵글이라할수 있는노원구중계동과 양천구목동 

도 대치동의 경우처럼 1980년대에 서울시의 신시가지 개발로 탄생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이곳에 높은 교육열을 보이는중산층이 이주하면서 교육인프라가 형성되썼고, 이후분당과 일산, 

평촌등 1기 선도시와인천, 부산등6대광역시 등도이와비슷한과정을꺼쳤다. 즉, 대규모아파 

트단지 조성 후중산층이 유입되면서 교육인프라가구축되고 그에 따라 교육수요가증가하면서 

부동산 가격도 함께 상승하는 선순환고리가만들어진 것이다. 또한한국섹 교육, 특히 사교육 시 

장도아파트중심의주거문화가정착하는과정에서성장해왔다고볼수있다. 

그런데군포지역,그중에서도산본신도시의 경우는분당, 일산, 평촌등다른신도시 지역과 

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산본 신도시는 다른곳과달리 대형 아파트보다는소형 아파트와 임 

대 아파트 위주로 건설되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중산층보다는 서민층의 이주가많았으며, 연령 

별로는 30∼40대의 젊은 층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군포시 전체로 보아도 30∼40대 연령층의 

비율이 매우높다. 산본신도시가완공된 1995년 기준으로군포시 인구에서 가장높은 비율을차지 

한 연령층은 :30대로 전체의 24.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m세 미만이 19.5%의 높은 비율이었는 

데, 이는 30대 연령층의 비율이 높은점과관련 있다고보인다. 이에 비해서 40대는끄.13%에불과 

하여 20대는 물론이고 10대의 비율보다도 낮았다. 그러나 이후 40대 연령층누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 

하여 30대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30~40대 연령층의 비율이 40% 가까이 된 

다는 것은그만큼 취학아동 및 청소년을둔 가정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한다. 

한편, 연간 평균 전출입 인구를 5만 명 수준이라고볼 때 인구의 18.5%까유동인구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들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전입자는총2맨}4,099명, 전출지는총 27만 9,708 

명으로, 5년간군포시 전체 인구만큼의 인구이동이 이루어졌다. 또한 1999년 이후로는 2003년을 

제외하고는 첸입자보다 전출자가 더 많은상황이다. 따라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유입을논외로한다면, 향후 전입 대비 전출의 폭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출생과사망에 따른 

자연증가율아 낮아지면서 도시인구가줄어들확률도 높아보인다. 

경기도의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결괴를 살펴보면, 2000년 이쭈 기준으로 이주계획가 

구 비율은 감소하다가 2005년과 2006년에는 증가하였고, 다시 2007년과 2008년에는 감소하였다. 

그런데 이주하려는 이유는 앞서 살펴본 거주동기, 즉 전입 이유와는 다른 양상을보인다. 이주하 



(%) 

30 

23.8 
• 30대 

25 ....--『
22.1 21.4 

• 40대 

20 f- ‘ 11 19.8 

16.8 「기 18.2 

15 「 | I 13.4 

10 

5 

0 

199!i 1998 2001 2004 2007 (년) 

전체 인구 중 30∼40대 연령흥 비율잉 

〈표 2) 연도별 전출입 만구 현황 (단위;명) 

연도 전입 전출 순이동{전입-전출) 

1997 64,598 60,392 4,206 

1998 57155 52,365 4,790 

1999 59,890 63,684 6.3,794 

2000 55,428 58,949 6.3,521 

2001 57,200 61,248 6.4,048 

2002 61,110 64,103 6.2,993 

2003 60,783 58,319 2,464 

2004 49,762 50,172 6. 410 

2005 54,018 54,173 6. 155 

2006 59,480 64,987 6. 5,507 

2007 50,056 52,057 6.2,001 

출처 ‘ 군포시, r통계연보J 각 떤도 

려는 이유에서는주택문제가 가장높은응답률을보였으나, 나머지 이유들은그 비율에서 큰차이 

가 없었다. 이는자녀교육문제라는응답률의 상승으로도 연결되며 이 이유는응답률이 20%에 달 

한 2008년외에는대체로 10% 내외의응답률을보였다. 반면자연환경때문에이사한다는이유는 

거주동기에서와달리 상당히 낮아졌다. 거주동기와 이주하려는 이유에서 자연환경과교육환경 

의 비율이 뒤바뀐 앙상이다. 이주계획지역은 ‘같은 시군 내’ 라는응답이 가장많았으나군포시 외 

에 타 지역이라는응답도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낀 군포시 r통계연보J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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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이주계확가구의 이주 이유와 이주 지역 (단위; %) 

~ 이주계획 
이주하려는주된이유 이주계획지역 

가구비율 경제적인 
으F’ E 「H ~χζ〉} 자녀 생활 자연 

7 1타 시군내 
도내 

서울 71타 
문제 문제 (일자리) 」-ι「~ 편익시설 환경 타시군 

2000 39.9 13.1 43.2 16.2 9.6 6.6 6.1 5.2 39.3 39.7 15.7 5.2 

2001 2c1 ‘7 12.0 40.8 19.7 8 ‘5 9.2 4.2 5.6 43.7 43.0 12.0 1.4 

2002 11'.2 11 .7 50.5 6.8 11 .7 11 .7 1.9 5.8 35.0 44.7 14.6 5.8 

2003 1딩,0 15.6 53.1 10.4 8 ‘3 10.4 1.0 1.0 44 .. 8 42.7 8.3 4.2 

2005 rn ‘7 14.4 37 ‘3 11 ‘0 13.6 10.2 1.7 11.9 39 .. 8 39.0 14.4 6.8 

2006 2<'.7 9.6 28.7 13.2 10.3 16.9 4.4 16.9 47 .. 8 32.8 14.2 5.2 

2007 2<~.0 10.3 48.5 14.4 9 ‘3 9 ‘3 3.1 5.2 53 .. 6 28.9 11 .3 6.2 

2008 1 딩6 16.7 43.3 10.0 20.0 5.0 1.7 3.3 30 .. 0 51.7 15.0 3 ‘3 

평균 21.9 12.9 43.2 12.7 11.4 9.9 3.0 6.9 41 .. 8 40.3 13.2 4.8 

출처 경기도 r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각 연도 

비고 2004년의 경우 조사항목의 변화로 인해 ’이주계획’에 대한 조사가 제외되었다 

1998년 m월에 조사된 산본 신도시 주거만족도를분석한 연구에 의하면,히 중요도가높은 변수 

로는주변자연환경, 대중교통이용등 입지 관련항목들이었다. 중요도는높지만만족도가낮은 

변수로는하자보수, 매매 용이성, 쓰레기처리상태, 방범방화신뢰, 집회시설(노인정 등) 이용편의 

성 등으로 나타났다. 자녀교육은 15가지 지표중에서 9위권에 속해 중하위권으로 나타나 현재 상 

황과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렇다면 실제 학생들의 전출입 상황은 어떠할까? 1999년부터 m년간 군포시 학생의 전출 및 

전입 실태를살펴보면, 연평균초 · 중 · 고교생의 수는4만 7,500여 명 정도이고, 전출입 학생의 수 

는 6,300여 탬! 정도이다. 그중 전출 학생만 보면 3, 500여 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매년 전입보다는전출이 더 많았으며 그차이는한해 평균 711명에 달했다. 특히 

고교입시평준화가 시행된 2002년과디음해인 2003년에는 2년 연속 그 차이가 1,000명을훌쩍 뛰어 

넘었다. 이후 전출과 전입 학생수의 차이는 크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전출학생의 수가 훨씬 더 

많은실정이따. 중학교와고등학교의 경우는전학이 쉽지 않은상황임에도전출학생이 평균 500 

명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적지 않은 인원이 타 지역의 학교로 전학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초등학 

교의 경우, 고학년에서 학교 진학을 위해 전학가는 인원이 저학년에 비해 삼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살펴본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교육문제로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는 전체 전출 가구 

의 10% 내외일 것으로추정된다. 이처럼 군포시의 인구 이동에서 교육문제가차지하는 비율은 결 

코간과할수 없는수준이다. 

3) 01춘호 2CXXl. 「산본 신도시 주거만족도 분석」, r깅빔대학교 논문집」 저|$호 10쪽 



〈표 4) 학생 전출입 현황 (각 연도4월 1일 기준, 단위 영) 

잃굿롯 전입 전출 

겨| 일반고 전문고 초등 겨| 중등 일반고 전문고 초등 
증감 

ε;sε도5" 

1999 2,964 :!15 74 9 2,566 3,592 414 120 51 3,007 L 628 

2000 2,879 ;~54 90 21 2,504 3,966 404 101 38 3,423 6. 1,087 

2001 2,741 ;~98 51 29 2,363 3,610 416 65 40 3,089 6. 869 

2002 3,219 :!17 77 14 2,811 4,450 528 143 39 3,740 6. 1,231 

2003 2,848 ;~87 110 35 2,416 3,954 426 148 62 3,318 6. 1,106 

2004 3,212 :!17 100 28 2,767 3,528 413 101 29 2,985 6. 316 

2005 2,616 :!19 101 39 2157 3,030 322 100 90 2,518 6. 414 

2006 2,696 낀87 96 25 2,288 3,046 377 82 83 2,504 6. 350 

2007 2,667 :!36 92 18 2,221 3,463 416 91 45 2,911 6. 796 

2008 2,098 :!07 82 25 1,684 2,411 354 60 47 1,950 6. 313 

평균 2,794.0 304.7 87.3 24.3 2,377.7 3,505.0 407.0 101 .1 52.4 2,944.5 6. 711 

출처 경기도 교육청, r경기도 교육통겨U 각 연도 

3. 평준화 전후- 교육에 대한 경험과 인식 

경기도에는평준화지역(수원 성남 부천 고양 안양 과천 군포 의왕등)과비평준화지역(의 

정부, 광명, 안산, 남양주, 구리, 용인 등)이 혼재되어 있으며, 이러한교육조건의 차이는교육환경 

과교육문제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 ‘우열반 , η교시’, ‘야간자율학습’, ‘외고시험문제유출사 

건’ 등이 발생하는가 하면, 2008년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을 위한 원서접수 마감 결파, 비평준화적 

용지역 학교 가운데 딩4%가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또 비평준화지역 

에서는관내 타학교궐 전학。1 지유롭지 못하는등의 다Oef한문제가표출되고 있다. 

군포시는 2002년에 평준화지역이 되었다. 그런데 평준화와비평준화지역의 차이처럼, 평준화 

전과후의 교육상황에 대한청소년들의 경험이나인식에는다소차이가나타난다. 먼저 비평준화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들어보자. 

그때에 비하연 지금은정말많이 좋아셨죠 그땐청소년시설도, 청소년을위한정잭도, 행사도제 기역으로는전혀 

없었거든요 그냥학생일 따름이었죠. (P씨 구술〉 

비명준화시절엔학원도별로없고, 주로는단과학원이나속셈학원이 전부였는데, 그렇게 많이 다니지는않았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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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F아요. 비평준화라그랬는지 주로는종학생틀이 학원을 많이 다녔고, 고등학생 겨우는- 정말돈많고공부질F하는 

아이들은 과진이나 인근 영문고라고하는(학교에 다니펀 아이들끼리 소수그룹으로쪽집계 과외라는것을하는 

이러한이야기보보면, 비평준화시절의 

학생들은요즘처럼 학원에 쫓기듯살지는 

않았던 듯하다. 이에 비해서 평준화 이후중 

고등학교를 다녔거나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 

의 이야기는이전시기와차이가있었다.학 

원에 대한 기억이 많고, 고등학교의 경우에 

는내신에 대한기억도많이 남아 있다, 그 

아이들이 있었죠. 《씨 구술〉 

러다보니학원을찾아서타지역으로이사 
산본신도시학원가 

하거나유리한 내신 성적을 얻기 위해 군포 

시로 이주해 오는헥생들도 있다고한다. 

중학교 떼부터 학원정말많이 다녀요 그래서 그런지 학원들도많이 생기고요. 경쟁도심화된 것 짱f요 야간η};;q 

하는학원들도많았고, 그러다보q 이성교채의 공간으로학원이 활용되기도했지요. 샌l 구술〉 

지금도학원 많이 다녀요 U시 념으면불볍이니까U시까지 운영하고는 있는데, 시험기것벤 연장하기도하고, 뭐 그 

래요. 주로는국 영 -수위주로단과를다니는아이들이 많은데, 돈있고공부질F하는아이들은강님에 있는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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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는이이들도 있고, 명촌에 있는학원 다니는아이들도많야요. 돈 없는아이들이니 군표에 있는학원 다니죠. 

- -다른 지역에서 내신 관리 차원에서 이사오는경우도 있어요 저희 반에도그런친구있거든요. 문포가대학 

입학성적이 좋아졌다고하지만, 사실은공부질h하는아이들이 교육환경이 좋아서 이사」요기보다는내신잘받아대 

학가려고전학오는경우도 있어요. 많다고하기는좀그렇지만치희 학교에도몇 있는 것 같아요. 어한생(고등학 

교재학중)구술〉 

제 기억으로는평촌, 안양, 과천등으로중학교 떼 이사가는 경우가 많샌요. 그쪽에 짝원도많고그러니까이사 

간다고요. 그런데 실은내신 관리 띠|문에 학교는군포에서 다니고학원은평촌, 좀돈 많고공부도결F하는얘들은 

강님에 있는학원 아니연과외해요 괜히 공부질F하는학교나지역 기봤자내신점수관리가힘드니까 그냥여기서 

내신 관리짜 면하게 사는 거죠 .〈학생 구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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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스스로는학군이나공부때문에이사하고싶다는생각을갖지는않는듯하다.이런문 

제로 전학이나 이사를할 경우, 대부분은부모님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이뤄지고 있었는데, 학생들 

은 이사보다는 현재 다니는학교에서 졸업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4. 교육과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과제 

현재 청소년교육특구로 지정된 군포시에서는 많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시설 개선, 교육 

여건 개선 등을 위해 현재 추진되는사업들은긍정적 역할을 하고 향후 적지 않좌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기대된다. 그런데 교육과청소년의 미래를위한교육발전이나환경 개선이라는과제는몇 

몇 시설을 건립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또한 어떤 특정 분야 특정 주체에 한정되지도 않는 

다. 그것은학교와가정뿐만아니라지역사회, 나아가사회의 각부문이 함께노력할때 이뤄질수 

있다그렇지못할경우많은문제가발생할수있다.그러한문제들은종종청소년의죽음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러한 경험은 청소년들의 기억 속에서 잊히기 어려운 아픔으로 남기도 

한다. 펑준화이후인 2002년 이후군포시에서 청소년시절을보낸고등학교졸업자 이상주민들이 

학창시절을 회상하는과정에서도 아픈 경험이 드러났다. 

중학교때소방서사거리 도장초앞차도에서 화물치어l 치어 현;S에서 숨진 진구가생ζ}이 나요 치l가건너고바로 

였을거예요. 저는못봤는데, 제 친구가현장을목격했는데 정말처참했었어요 그친구도너무힘들어 했어요. 얼 

마나그날울었는지 -- ---. 그런데 5년이 지난지금도 달라지기는커녕 현재도위험한사거리에속하고있어 속상해 

요 (lfal 구술〉 

자살도많%뻐요 죽음에 대한원인이 구체적으로빌핵지지는않았지만, 학생주임 선생님한테 매를-맞아서인 것 같 

아요 정말사람같지 않은선생님이거든요 사람무지하게 무시하고, 정말자존심 심F하게 밀F하거든요. 재수 없어 

요 그런데 아직도그학교에 멀쩡하게 다니고있어요. 정말이해할수없어요 @〈씨 구술〉 

정신지체 청소년을동핍생이 때려서 죽은사건도있어요. 그러고아빠와싸워서 목매달아죽은청소년도있구요. 이 

성진구와헤어져 술먹고집에들어갔다가부모넘어l게흔나서 야파트에서 떨어져 죽은친구도있어요. 윈씨 구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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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뿐만아니라현재학교를다니는많은청소년이학교생활에대한다OJ한기억을가지고있 

지만, 재미있고아름다운기억보다는슬프고안타까운우리의 교육현실을드러내는기억이 더 많 

은듯하다. 이런 기억들이 많은 이유는무엇일까? 그들이 학교를 감옥이라고 생각해서일까? 아니 

면 실제로 청소년들 주변에서 슬프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일까? 그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우리 사회가성적과 결과, 금전만능, 획일성과동질성을추구해 왔기 때문은 아닐까? 

최근들어 이러한문제에 대한반성과변화가없지 않지만 아직도우리의 청소년들은성적과 

돈이 동일시꾀는사회 속에 살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환경에 대한개선은 너무 더디고, 청소년 

들은그러한펀재를살아가기위해서자신의삶을살기보다다른사람의삶을이기기위한것을배 

운다. 배움의 즐거움보다는, 다양하고소소한삶의 즐거움보다는, 즐겁게 뛰어 놀고 열심히 땀흘 

리는 것보다는 어른들의 손에 떠밀려 기계적인 공부를하는 것이 현실이다. 

“좋은대학졸업하고좋은직장에들어가돈많이버는것이장맹”이라는어른들의 행복론’ 에 

길들여진 채 딴 번도살아보지 못한 인생을숫자놀음을하며 살아가는 청소년이 적지 않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들의 소박한꿈은허락되지 않을것이고, 오로지 일등만이 존;재할뿐나머지 숫자는 

들러리에불과할것이다. 

일등 아닌 나머지 아이들의 삶을 ‘낙오자 내지는 ‘불행한 인생’ 으로 만들어 버리는 현행 교육 

의 문제를 해쩔하지 않는한, 청소년들이 미래를꿈꾸게 하는 데 현재의 교4숙시스템이 어떤 기능과 

의미를지니고 있을까라고반문하지 않을수없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지 못한다면, 군포시뿐만 

아니라어떠한도시도실제적인 행복도시로 변화하는데는한계가 있을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삶과 인권을 피폐하게 만들 가능성이 내포된 교육환경을 변화시켜야한다. 그러한 변화와 청소년 

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전제는 서로 다른상황에 처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의지를 가지고 청소년 

이 다OJ한상상력을발휘할수 있도록파트너십을형성해야하는것이다. 그리고다른무엇보다중 

요한전제는긍궁극적으로우리의 삶에 대한기성세대의 태도와생각이 바뀌어야한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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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2장 교육의 변천과 현황 
이상열 | 군포시사펀찬위월회 상임위원 

1. 숫자보 요약해 본군포 지역 교육사 

2009년 4월 1일 기준으로 군포시에는 초등학교 23개소, 중학교 끄개소, 일반계 및 전문계 고등 

학교 7개소, 그리고 대학교와 대학원 각1개소가 있다. 그중 초 · 중 · 고등학교 41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수는4만 3,9η명이다. 이는시 승격 직전인 1988년 5개 학교에 1만 3,388명이 재학한 

것과 비교할 때, 학교수는 8. 2배 학생수는 3. 3배 증가한 것으로, 그간군포시 교육의 양적 성장을 

알수있다. 이러한양적 증가는산본신도시 건설에 따른인구증가가직접적인원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이전시기를포함하여군포지역의교육은어떤과정을거쳐발전해왔을까?이 

에 대해서는 2009년 기준으로 'lOo' ' '9o' ' ‘5σ 그리고 '21 이라는숫자로 요약해 볼수 있다. 

먼저 100은신학문을교육한지 100년이 지났음을의미한다. 물론이 지역에서 최초로근대식 

교육기관이 설립되고 신학문을 교육한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1900년대 

말당시 안산군북방면 속달리에 좌동학교라는학교가 설립되었는데, 이 학교에서 일정 정도 신학 

문을 교육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909년 『대한매일신보』에는 「안산좌동학교」라는 다 

음과같은기사가실렸다. 



안산조F동학교 

경기도얀산군북방면속달리 이장정규대 口통정 고진口 양씨가초동야학교를설럽하여 그근처 초동을모집해F 

교수하는데 학생이 사십여 명이라더라O 

이 기사에 나타나는 안산군 북방면 속달리는 현재의 속달동을 말한다. 기사의 날짜로 미루어 

이 학교는 1909년 이전에 개설된 것으로 보인다, 이 학교가 어떠한 형태로 학생들을 교육하였는지, 

그리고 그곳의 체계가 어떠하였는지는 알수가 없으나 일종의 강습소였다고추정된다. 

또한좌동학교 외에 좀 더 체계를 갖춘 교육기관이 과천군 남면 산본리에 있던 것으로 파악된 

다. 과남학교댔南戰성라는 이름의 학교인데, 1910년 『매일신보』에는 「과남교황偶南校삐」이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은기사가실렸다. 

뽕南校m. 

果川용ll 南面果口學校는 該面 山本洞에 移設흔口 十f固月에 校長 姜寅奎, 홉lj校長 口大E펀 敎師 金.펀‘햄, 財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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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李秀口, 學藍李鍾薰, 事務f흘찢[敬뿔;諸口가熱L、敎育흠으로서 學徒가五口名에 達승엿다더랴· 

과천군 남면 산본리, 즉 지금의 산본동에 설립되었던 과남학교는 교장, 부교장, 교사, 재무장, 

학감, 사무장등이 있던 점으로 미루어 죄동학교에 비해서 좀 더 체계를갖추었다고 하겠다. 과남 

이라는이름은과천군남면혹은과천의 남쪽이라는뭇으로판단된다, 몇몇글자를판독하기 어렵 

고내용도자세하지 않으나 이 기사에서 “산본동에 이설한지 m개월”이라고소개한점으로미루 

어 늦어도 1909년부터는 교육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좌동학교와과남학교가정확히 어떠한형태로운영되고어떠한과목을가르쳤는지는불확실하 

다. 다만, 그시기에 랜과천시 지역에서 운영되던광명학교나명륜학교가신구偶薦)학문을절충 ‘ 

하여 가르쳤던 점을고려하면, 두 학교 모두 기존의 서당과는 달리 신구학문을 절충하여 학생들을 

교육하였다고 추정된다. 서당이 생긴 것에 대해서 신문에서 기사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에서도 이러한추정은힘을 얻는다. 

그렇다면 90이라는숫자는무엇을 의미할까? 바로군포 지역 최초의 초등학교인 군포초등학교 

가설립 인가된지 90년이 되었음을의미한다. 또한이 학교는 2010년으로개교 90주년을맞는다. 

군포초등학교는 군포공립보통학교라는 이름으로 조선총독부고시 제153호에 의해 1919년 6월 n일 

자로설립 인가되었는데,3) 이 학교의 설립에는당시 지역 유지이던조중완씨의 기여가컸다고알 

229 
1) 「잡보」, 「(흔달판때한매일신보」 1앉XJ년 1월 1일 

낀 「잡보」, r매일신보」 1910년 9월 24일 

3) 「고λ~. r조선총독부관보」 1919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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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져 있다. 1919년 설립 인가되었으나 군포초등학교가 개교한 것은 1920년 4월 1일이었다. 그리고 

개교식은 개교일로부터 약간의 시간이 흐른 1920년 4월 27일에 거행되었쓰며, 이 날짜 『동아일보」 

에는다음과 같은 기사가실렸다. 

始興휠n 軍i南公立普通평校는四月 二十七日 쉬윷-時 同校落成秉 開校式을떨行하는데, 同컵jl 컵jl守徐廷폼, 

F후]頂f長李쫓폐 學校長武田龍l죄 듬성:11:의 名뚫로各 方I효i의 음휩f뽕을發하엇더라4) 

다음으로 50이라는숫자는군포초등학교 개교부터 그 다음학교가 개교하기까지의 기간을 의 

미한다. 1920년 군포초등학교가 개교하고 50년이 흐른 1970년에야둔대초음학교가 개교하였다. 그 

사이에 군포 지역의 교육기관은군포초등학교한곳에 불과했던 것이다. 푼대초등학교는 1964년 3 

월 3일에 반필국민학교(현 반월초등학교) 둔대분실로 출발하여 1969년 3월 l일에 둔대분교로 승격 

하였고, 1970년 3월 1일자로 둔대국민학교로 인가되어 그달 13일에 개교식윤 거행하였다. 

둔대초등학교전신인둔대분실의설립에는둔대동에서세거해온청송심씨문중심진억씨의 

공로가컸다. 둔대초등학교교정에 세워진 개교유래비에는다음과같은닫귀가쓰여 있다. 

고개 념고징검다2] 내를 건너 먼 길(반웰 걷는 어린이들 애처로워 청송심씨 잘방공손심진억 님 학교 터 주시고 

둔대, 속달, 대야미 온 마을주민들 배움 터 득빡세운학교. JV、f리 손돌줍고 나무심어 인재배줄이어질 둔대 동 

산열었네. 

죽암미을 청송 심씨 문중의 종손인 심규일 씨에 따르면, 처음에는 교묶청의 지원을 받아서 원 

두막모양의건물두동을건축하여둔대분실을열었다고한다,당시에는길조차제대로없어서주 

민들에게 추펌하고 이곳에 선대 묘를 이장한외부 인사들에게 기부를 받아서 길을 넓혔다고한다. 

2009년을 기준으로할때, 군포초등학교개교로부터 90여 년세월이 꼴렀으니 군포지역에서 

정규초등교육의 역사는상당히 오래되었다고할수 있다, 그러나초등교육에 비해서 중등교육의 

역사는상당히 짧은 편이다, 

1950년에 시흥군이 펴낸 『금천지』에는 “남변에는 단기 4252년 고 조중완 씨의 노력으로 설립된 

현군포국민학교가있을뿐이다.해방전까지는동면산본리와부곡리에사설강습소가있었으나 

해방후양강습소 O똥을동교에 편입시키어 현재 m학급편성으로총아동수는 903명이다. • 

금년도에 20병이 미취학으로되어 있으나이는학비 부담이 곤란한극빈아동이다.”라고하였다.히 

4) 「軍浦公普 開:156'ι, r등등{) ~일보」 192C년 4월 Z1일 

5) 시흥군, 1앉X〕, r금천I니, 1잃쪽 



1명0년대 군포초등학교 전경잉 

이는 1949년경의 상황을 기술한 것인데, 학비 부담으로 초등학교에도 진학하지 못히는학생들이 

적지 않았음을 알려 준다. 초등교육마저 이러한실정이었으니 중등과정에 진학~'l}는학생들은 소 

수에불과했다, 따라서 변단위에불과하던당시 군포지역에중등학교가생기기란쉬운일이 아니 

었고, 이러한상황은그후로도오랫동안지속되었다. 

이제 마지막남문 27이라는숫자의 의미를살펴보자. 이 숫자는바로군포지역 정규중등교육 

의 역사를 의미한다-. 군포 지역 최초의 중학교는 시흥군 남면이 군포읍으로 승격하고 3년이 지난 

1982년에 개교한 군포중학교다. 즉, 2009년은 이 학교가 개교한 해로부터 27년이 되는 해이다, 고 

등학교의 경우에는군포읍이 시로승격한 1989년 개교한군포고등학교가최초다. 이렇다보니 그 

간초등학교를졸업하고 .AJ--급학교로 진학하려는학생들은 안양이나수원, 멀리는 서울까지 가야 

만했다. 

군포 지역처럼 읍이 되고서도수년이 지나서야중학교가생기고 시로 승격할 때까지 고등학교 

가 없던 경우는그리 흔하지 않다. 군포 지역과같은시기에 읍으로, 그리고 시로 승격한의왕 지역 

에서는 이미 1984년에 고등학교가 개교한 것과도 비교되는 현상이다. 

히 군포시 군포문회원, ax:δ, 「군포 옛모습 사진집」, 116'∼1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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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등교육의 간극을 메워 준 야학과고등공민학교 

군포 지역에서 정규중등교육의 역사는짧다. 그렇다고 최초의 중학교와고등학교가생기기 이 

전에 이 지역에서 중등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은아니다. 비록정규학교는아닐지라도이 

를대신하여 뚱등교육을담당했던 곳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러한곳의 유형은크게 두 가지로 나변 

다. 하나는。F짝의 형태였고, 다른하나는군포고등공민학교라는교육기관이었다. 정규중등교육기 

관이 없던 군포 지역에서 전자는 1960년대, 후자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그 간극을 메워 주었다. 

먼저 야학떼 대해서 살펴보자. 중학교과정을가르치는시설이 전무하던 1960년대에는지역 출 

신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개설한 야학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였다. 그러한 야학들에서는 초등학교 

졸업 후형편상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청소년들이 중학교과정을공부했으며, 그들을가르치던 

대학생들은 현재 지역의 원로로서 활동하고 있다. 1960년대 초반에 1년 정도 야학에 다닌 권원혁 

씨는다음처럼 당시를기억하기도한다. 

균포우체권현 당동우체국) 넙어 우측으로조그만야lJ-01었어요. 공동묘지 있고. 거기 일(--)자집이 조금큰게 있 

었는데, 그때는중학교못간사람이 많았있는데, 그분들이 학교갔다와서 야학을해 주셨어요. 고액 과외를받는 

것이지. 꿈도옷꿀 일인데, 거기서 중학교과정 l년 공부를했어요. 초등학교5∼6년 선배달이 섞여서 같이 공부했 

어요 ------ 고싸하시던분들도많았고. 군E、1에서 다아시는서정선 씨, 송요태씨, 유정남씨, 유창만써, 조합장 

하는심재극씨 - --- 거기서도무대 연극도하고그랬어요. 그전엔군포가시골이래서 표E그댔어요 그래도그결 

한다면볼거리가 없으니까동네 어르신네들이 보러 오셨어요 길 따라조그만동네들이었으니까 저녁에 와서 보 

구. 거기서 공부배워서 그다음해 중학교에 갔어요.η 

그 시절의 야빽는오늘날의 공부방과유사한형태도 있었고, 통신을 이용하여 가르치는 경우 

도 있었다. 후자의 경우, 군포 지역에는 ‘중앙통신학교 남면분교’ 라는 이름씌 야학이 있었다. 1960 

년대 초반 당려(현 당동)에 개설되었던 이 야학에서는 당시 재건국민운동본부 시흥군촉진회 상임 

간사이던 이준기 씨 등이 중앙통신중학교의 통신강의를통해서 학생들을가르쳤다. 

다음으로고등공민학교에 대해 살펴보자. 고등공민학교란초등교육을미-쳤으나 형편상중학교 

에 진학하지 풋한학령 초과 청소년들에게 중학교 과정을 교육하던 기관으로, 수업연한은 1∼3년 

이다. 본래는 초등학교 과정을 교육하기 위해 1946년 「공민학교설치요령」에 의해 설치된 공민학교 

내에 보수과리는 이름으로설치되었다가 1948년 「고등공민학교규정」에 의해 고등공민학교로개 

끼 군포λ싸펀찬위원회, 2CXl8, 「도시화 경힘 구술자료 조사보고에, 1ffi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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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학교 남연분교으| 1학년 수료식(1앉lO년대 초반) 

편되었다.고등공민학교에서는해당교육과정과더붙어직업교육을병행하였다. 

군포 지역에서도 1970년대에 군포고등공민학교가 설립되었는데 이 학교는 한라외국어대 교수 

를역임한서원섭에 씨가설립한군포중학원으로출발하였다. 군포중학원은 1970년 3월 16일당시 

군포국민학교(현 군포초등학교) 강당을 빌어 제1회 입학식을 거행하였고, 그 일주일 뒤인 23일에 

임시교사를 얻어서 교육하다가 6월 22일에 신축 교사로 이전하였다. 

군포중학원은 1973년 12월 13일자로 경기도교육위원회로부터 군포고등공민학교 설립 인가를 

받고 고등공민학교로 개편하였다. 수업연한은 3년, 학년당 1학급씩 전 3학급, 학잡당 50명 전 150 

명으로 인가되었다. 설립 당시 군포고등공민학교는 인근 소재 5개 초등학교(군포, 안양남, 부곡, 

고천, 둔대) 졸업자중 정규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학생들을교육 대상으로 설정하였다,잉 

중학교 과정을 가르치던 군포고등공민학교는 1980년대 중반에 고등학교 과정을 교육하는 군 

포사회고등학교로 개편되었다. 군포사회고등학교는 1985년 12월 4일에 설립 인가돼었고, 1986년 1 

월 22일에문교부지정 학력인정 교육시설로 인가되었다. 이렇게 개편한까닭은퍼82년에 군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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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원섭은 대구 출신으로 1936년 일본 와세다대학 고등사업부 영어괴를 졸업하고 1영7년부터 1945년까지 중동학교(현 중동고등학교) 교사로 근무 

하였다 1950년부터 문교부에서 근무하던 중 1953년 미국에 유희h하여 네브라스카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돌아와 1없년부터 

1짧년깨1 효댁외국어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다 이후 1인0년 당시 시흥군 남면 당리에 군포중학원을 설립하고 교장g로 재직하였대군포사회고 

등학교 1명7, r오두물j 저P호) 

9) 군포사회고등학교 얹7, r오두물」 제7호 경기도교육청, 1973, r군포고등공민학교 설립인가절」 



육 

청 

군포중학원(이후 꾼포고등공민학교)의 신축교사 준공식(화, 1970년 7월 17일셉} 처l육대회(우, 1974년 10월 3일)'이 

학교가, 198딩년 산본중학교가 개교하여 고등공민학교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진 것이 주요 원인이 

었다. 그리고 1990년대 들어 관내 고등학교수의 증7)-, 전반적인 경제 수준의 향상에 따른 진학생수 

감소 등의 원인으로 군포사회고등학교는 폐교하였다 현재 당동 소재 무지개마을베이아파트 옆 

공터(당동체육공원)에는 옛 교문 기퉁이 하나의 흔적으로 남아 있다. 

3. 공공교육의 성장과 현황 

년 1) 공공꼬육의 성장과 주요 사건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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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지역은 1970년대 이래 지속적인공업화와도시화과정을거치면서 인구증가세가두드러 

졌다 그러나군포시 출범 직전인 1989년까지도학교는총 7곳에 불과한상황이었다. 이때까지도 

초등학교는 군포초등학교(1920년 개교), 둔대초등학교(1970년 개교), 금정초등학교(1981년 개교), 

산본초등학교(1985년 개교), 중학교는 군포중학교(1982년 개교)와산본중학교(1985년 개교), 고등학 

교는 군포고등학교(1989년 개교)만 있었다. 이 외에 대학학력 인정교인 순복음신학대학(현 한세대 

학교)이있었다. 

그러나산본신도시 건설로군포시의 교육에는큰 변화가 일어났다. 산-본신도시 건설기 군포시 

의 인구는 매년 급속히 증가하였는데, 1989년 말일 기준으로 2만 9,489세대에 m만4,595명이던 인구 

는 1995년 말일 기준 맥} 8,036세대에 24만 5,190명으로 증가하였다. 6년간 세대수는 약 2. 6배, 인구 

1이 오두불h tp.//rae.da.」m.rel/9야l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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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약 2.3배 증가한 껏이다. 그에 따라늘어난 학령인구를수용할 학교도 다수 신설되었다. 1989년과 

1995년 사이의 초등짝교 현황을 보면, 학교수는 3개소에서 16개소로, 학급수는 193짝급에서 55'펙급 

으로, 학생수는 1만웠명에서 2만 5,2않명으로, 교원수는 208명에서 짧명으로증가하였다. 중학교 

의 경우, 학교수는2개소에서 8개소로, 학급수는 54학급에서 19쩍급으로, 학생수는 3,002명에서 1 

만 214명으로, 교원수는 87명에서 339명으로증가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수는1개소에서 5개 

소로, 흐L급수는 6흐닦에서 끄5학급으로, 학생수는 324명에서 4,869명으로, 교원수는 13명에서 224명 

으로증가하였다.띠 

산본 신도시 건설로학령기 아동을둔젊은층이 다수 이주해 오면서 초 · 중 · 고등학교뿐만아 

니라유치원도크게 증가하였다. 1989년군포시 관내 유치원은공립 3개소, 사립 14개소등총 17개 

소에 35학급이었고, 원아수는 1,075명, 교원수는 39명이었다. 1995년에는공립 4개소, 사립 34개소 

등총 38개소에 끄9효1급으로 증가하였고, 원아수는 3,808명, 교원수는 128명으로 속증가하였다. 2009 

년 현재는 공립 16개소, 사립 25개소 등 총 41개소에 131학급이고, 원아수는 3,071명, 교원수는 207 

명이다.페 

11) 군포의왕교육정(http:/ /www.l<erg.J.9).kr) ‘교육청 소개’ 

1의 군포시, r통계연보」 각 연도, 경기도교육위원회, 1009, r경기교육통겨|연보」 

13) 군포시 r통계연보」 각 연묘4 경71도교육위원회‘ 1얹39, r경기교육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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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본 신도시 건설 외에 군포시 공공교육의 변화에 있어 중요한사건 중- 하나는 교육청의 신설 

이다, 시 승격 이전까지 시흥군에 속하던 군포 지역의 교육행정은 안양시교육청, 광명시교육청이 

담당했으나 1989년 1월 1일 시 승격과 더불어 군포시교육청이 개청하고 제1대 교육장으로 권광옥 

이 취임하였다. 군포시교육청은 광역교육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1991년 3윌 26일에 경기도 군포교 

육청으로 개칭하였고, 1992년 5월 20일에 현재의 청사를준공하여 이전하였다. 2006년 3월 1일에는 

다시 군포의왕교육청으로 개칭하였다. 군포의왕교육청 관내에는 2009년 현재 유치원 62개소(공립 

25개소, 사립 37개소), 초등학교 34개소, 중학교 17개소, 고등학교 끄개소 등 총 교육기관 124개소가 

있으며, 그외에 각종학원과교습소등의 사설교육시설이 있다. 이와같은군포시와의왕시의 교 

육행정 전반판 2009년 현재 제9대 전세훈 교육장이 총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교육에서 또 하나들 수 있는중요한사건은 고교평준화의 실시이다. 군포시 

는시 승격 이후로도한동안비평준화지역에 속하였다. 군포시가고교평준화지역이 된 것은 2002 

년부터이다. 1998년 군포지역 학부모와시민단체들은고교입시평준화운동을벌이기 시작하였고 

이듬해 2월에 각계를 아우르는새교육공동체 군포시민연대가 발족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 

다. 이 운동에는군포시를비롯해서 비평준화지역이던 의왕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등 7개 지 

역의 연대가 씨루어졌고, 캉1도교육청에서 집회를 하고 시민들을 대상으화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러f찬 과정을 거쳐 2000년에 고교입시평준화가 확정되었으나 학생 배정 방식, 특수지 선 

정과구역 설정 빙반등을놓고 경기도교육청과전교조측이 대립하고학부모와시민단체도 지역 

에 따라 이해판계가달라 진통을 거듭하기도 하였다. 

2) 각급딱교현황 

띠초등학교 

군포시 관내의 초등학교 현황 변화를 시 승격 직전인 1988년부터 3년 단위로 살펴보면, 학교수 

는 1988년 3개소, 1991년 3개소, 1994년 12개소, 1997년 17개소, 2000년 20개소, 2003년 21개소, 2006 

년 22개소, 2009년 23개소이다. 2009년 초등학교의 학교수는 1988년 대비 7.7배 증가하였다. 학급 

수의 경우도 1.988년 154학급에서 2009년 650학급으로 4.2배 증가하였다. 학생수는 1988년 9,053명 

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 2만 7,897명으로 정점에 달한 후 감소세를 보여 2009년 현재 2 

만 1,002명이 재학중이다. 이를학교수와비교하면, 1988년 1개 학교당 3,01.7.7명이던 학생수는 

2009년 913.1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교원수는 1988년 168명에서 2009년 908명으로 5.4배 증가하 

였다. 



(각 연도4월 1일 현재, 단위 ; 개소, 학급, 영) 

연도 하「iη1스 학급수 등「f.>,。R<;> 교원수 

1988 3 154 9,053 168 

1991 3 228 11,986 251 

1994 12 438 20,707 534 

1997 17 597 26,205 736 

2000 20 646 27,897 785 

2003 21 627 25,823 776 

2006 22 643 24,392 855 

2009 23 650 21,002 908 

〈표 1) 초등학과 현황 변화 추이 

출처 경기도교육청, r경기쿄육통계연보J 각 연도; 군포시, r통계연보J 각 연도 

2009년 현재 군포시 관내에는 1920년 개교한 군포초등학교부터 2009년 개교한 군포대야초등학 

교까지 총 23개의 초등학교가 있으며 모두 공립이다. 그중 13개 학교가 1990년과 1994년 사이에 개 

變
교
 

교하였는데, 모두산본동과금정통일부에 건설된산본신도시에 위치한다. 법정동별로는당동에 

4개소, 당정동 1개소, 산본동 12개소, 금정동 4개소, 둔대동 1개소, 대야미동 1개소이다. 인구가 적 

은부곡동, 속달동, 도마교동에는 학교가 전무하다. 산본동에 많은 초등학교가 밀집한 것은산본 

신도시 개발로군포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산본동에 거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편차로 인하여 초등학교자녀를둔학부모들의 학교수에 대한만족도는 권역별로큰차 

이를 보인다. 2008년 군포시의 사회통계조사에서 학교수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응답자의 52.9% 

가 ‘만족’ 한다고 응답하였지만, 권역별로는 산본권역이 60.3%, 당동권역이 42.9%인 데 비해서 당 

정 및 대야권역은 13.3%만이 만족’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둔대동, 속달동, 대야미동, 도마교동 

이속한대야권역이군포시전체면적의 42% 이상을차지함에도불구하고학교라고는둔대초등학 

교가유일한 데 따른 결과로보인다. 이러한 권역별 차이는중학교나고등학교의 수에 대한만족도 

에서도동일하게 나타났다. 다만, 2009년 군포대야초등학교가 개교하였고, 현재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송정지구에도 학교가 건립될 계획이므로 향후 대야권역 주민의 학교수에 때한만족도에도 

변화가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23개 초등학교에는총 650개 학급에 2만 l,002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며, 908명의 교원이 근무 

하고 있다. 1학급당학생수는평균 32. 3명이다. 학교별로는총 8학급에 95명의 학생이 재학중인둔 

대초등학교가 11.9명으로 가장 적다. 총 5혜급에 1,955명이 재학 중인 군포초등학교는 34.9명으로 

가장 많은데, 이는 푼대초등학교의 2.9배에 달한다. 다음으로 교원 1인당 학생수는 평균 23.1명이 

다. 학교별로는 총 95명의 학생에 14명의 교원이 근무하는 둔대초등학교가 6.8명으로 가장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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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61명의 학생에 42명의 교원이 근무히는 광정초등학교가 25.3명으로 가장 많은데, 이는 둔대 

초등학교의 3.7배에 달한다. 



〈표 2) 초등학과현황 (2009년 4월 l일 현재, 단위 명, 학급) 

교 
。

i휴 

과 

~ ± 출처 ; 경기도교육청, 2009, r경기교육통계연보~. 
년 

동 학교명 유형 개교연도 학생수 학급수(특수학급수) 1학급당학생수 교원수 교원 1인당학생수 

겨l 23깨 고ζ,~ 21,002 650(12) 32.3 908 23.1 

당동 당품 고〈그~ 2003 1,306 40 32.7 56 23.3 

당동 군포펀천 공립 1997 608 20 30.4 26 23.4 

당동 군;E 공립 1920 1,955 56(1) 34.9 81 24.1 

당동 용j룰 그c;그)~ 1997 637 20 31.9 27 23.6 

~, C어,-b드 cζ;t~~ 고립 2003 1,135 35(1) 32.4 47 24.1 

산본동 궁l.H 공립 1994 883 26 34.0 36 24.5 

산본동 고d;저•O 고립 1993 1,061 31 34.2 42 25.3 

산본동 능l.H 고립 1993 968 29 33.4 40 24.2 

산본동 콕판 공립 1994 669 22 30.4 33 20.3 

산본동 둔진 공립 1993 1184 36(1) 32.9 47 25.2 

산본동 산띈 공립 1985 485 16 30.3 24 20.2 

산본동 수건| 공립 1994 570 18(1) 31.7 28 20.4 

산본통 신3를 고립 1994 877 27 32.5 36 24.4 

산본동 태3를 공립 1994 941 28 33.6 38 24.8 

산본동 관~:2. 고o~ 1994 721 24(2) 30.0 35 20.6 

산본동 -Cι~i그그 공립 1997 837 25 33.5 38 22.0 

산본동 도침 공립 1993 611 21(1) 29.1 31 19.7 

二C그그; 2그"~ 군포땅정 공립 1990 1,827 54(1) 33.8 74 24.7 

二Cl그? C어그5 C그E 흥진 공립 1991 1,224 36 34.0 50 24.5 

금정동 금정 공립 1982 1,248 40(2) 31 ‘2 52 24.0 

二C그,~¥-그 군포5하산 공립 1991 624 20(1) 31.2 30 20.8 

둔대동 둔대 고-:〉믿"' 1970 95 8(1) 11.9 14 6.8 

대야口| 군포대야 공립 2009 536 18 29.8 23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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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
〈
 

문
 화
 

(2) 중학교 

군포시 관내의 중학교 현황 변회를 3년 단위로 살펴보면, 학교수는 시 승격 직전인 1988년 2개소, 

1991년 2개소, 1994년 6개소, 1997년 8개소, 2〔XX)년 9개소, 2003년 9개소, 2CXl6년 끄개소, 2009년 끄개소 

이다. 2009년 학교수는 1988년 대비 5.5배 증가하였다. 학급수는 1988년 49학급에서 2009년 308흐L급 

으로 6. 3배 증가하였다. 학급수는 증가세를 보이면서 2007년 322학급으로 정점에 달한 후 감소세 

를 나타내는데, 이는학생수의 감소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학생수는 1988년 2,842명에서 2009년 1 

만 1,646명으모 4.1배 증가하였고, 2006년 1만 2,356명으로 정점에 달한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 

학교당 학생수는 1988년 1,421명에서 2009년 1,058.7명으로 감소하였다. 교원수는 1988년 78명에서 

2009년 612명으로 약 7.8배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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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도4월 1일 현재, 단위 개소, 학급, 명) 

연도 하「→「←,,....「 등-애그1=1-λ「 학생수 교원수 

1988 2 49 2,842 78 

1991 2 68 3,503 133 

1994 6 159 7,806 275 

1997 8 231 11 ,501 410 

2000 9 259 11,734 458 

2003 9 300 11 ,504 532 

2006 11 319 12,356 588 

2009 11 308 11 ,646 612 

〈표 3) 중학과 현황 변화 추이 

출처 경기도교육청, r경기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군포시‘ r통겨|연보j 각 연도 

비고 : 1988년 통계는 12월 31일 현재 기준이며, 나머지 연도는 4월 1일 현재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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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J09년 4월 1일 현재, 단위 명, 회곱) 

동 승「}「--면〕 유형 개교연도 학생수 학급수(특수학급수) 1학급당학샘수 교원수 교원 1 인당학생수 

겨| 11 개 11 ,646 308(8) 37.8 612 19.0 

'a 5 C그i 용호 공립공학 1997 1,351 34 39.7 61 22.1 

당동 군포 공립공학 1982 573 19(4) 30.2 42 13.6 

'a 5 C그드 zζ:!'¥-그 공립공학 2005 935 24 39.0 47 19.9 

'a~~ 'a~ 그。22. 티l 그 。그등「} 2006 493 15(1) 32.9 34 14.5 

산본동 도장 공립공학 1993 1,204 33(2) 36.5 61 19.7 

산본동 산본 그。그a 닙1 그 。l등 「} 1985 1,501 38 39.5 75 20.0 

산본동 수리 공립공학 1994 876 24(1) 36.5 48 18.3 

산본동 곡란 공립공학 1994 1,045 27 38.7 54 19.4 

산본동 궁내 공립공학 1994 1,283 33 38.9 70 18.3 

금정동 흥진 그C그l~ 그 C그그승 --t 1991 995 26 38.3 55 18.1 

금정동 금정 공립공학 1993 1,390 35 39.7 65 21.4 

〈표 4) 중학교현황 

출처 경기도교육정, a뼈, r경끼교육통계언보」‘ 

2009년 현재 군포시 관내에는 1982년 개교한 군포중학교부터 2006년 개교한 땅정중학교까지 

총끄개의 중학교가 있다. 이들학교는모두공립이며 남녀공학이다. 법정동별로는 당동 3개소, 당 

정동 1개소, 산본동 5개소, 금정동 2개소로 전체 9개 법정동 중 4개 동에만 위치하고 있다. 초등학 

교와마찬가지로산펀동에가장많이분포하는데,1985년개교한산본중학교를제꾀한나머지 3개 

학교는모두산본신또시 건설기에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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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개 중학교에는 총 308개 학급에 1만 1,646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며, 612명의 교원이 근무하고 

있다. 초등학교와 비 교하면 흐낼수는 47.4%, 학생수는 55.5%에 불과하지만, 교원수는 67. 4%로 상 

대적으로 많았다. 이 는 1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37.8명으로 초등학교보다 많은 데 비해서 교원 1인 

당학생수는 19. 0명으로 초등학교보다 적은 데 따른 것이다. l학급당학생수를 학교별로 보면, 용 



호중학교와금정중학교가 39.7명으로 가장 많았고 군포중학교가 30.2명으로 가장 적었다. 교원 1 

인당학생수는 1,351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61명의 교원이 근무하는용호똥학교가 22.1명으로가장 

많았고, 573명의 학생에 42명의 교원이 근무히는군포중학교가 13.6명으f료가장적었다. 용호중학 

교가 군포중학교에 비해서 1.6배나 많았다. 

(3) 고등학교 

군포시 판내의 고등학교는 시 승격 이전까지는 전무하였고, 1989년 일반계 사립으로 개교한군 

포고등학교가 최초의 학교이다. 고등학교의 현황 변화를 3년 단위로살펴보면, 학교수는 1988년 0 

개소, 1991년 1개소, 1994년 4개소, 1997년 7개소였고, 이후로는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2009년 

현재 학교수?는 1988년 대비 7배 증가하였다. 흐L급수는 1988년 O흐L급, 19911건 26흑L급이었고, 이후 증 

가세를보이다가 2006년 306학급으로 정점에 달한후 최근다소감소세룹보이고 있다. 최근의 감 

소세는 전문계 고등학교의 희급수 감소에 따른 것이다, 2C09년 현재 학급수는 302개 학급이다, 학 

생수는 1988년 0명, 1991년 1,313명이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초등학교와중학교의 학 

생수가 감소세를보였음에도 고등학교 학생수가 증가한 것은 고교평준화 이후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학생수가 지속적으로증가한점과중학생수 감소가고등학생수 감소에 반영되기까지 어 

느 정도 시깐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원수는 1988년 0명, 1991년 48명이었고, 2009년 695 
저| 
융 명으로지속까적인증가세를나타내었다. 

과 

청 

년 

〈표 5) 고등학교 현황 변화 추이 (각 연도 4월 1일 현채, 단위 개소, 학급, 영) 

연도 학교수 등「그'='-λ「 등「}λ.J! 쓰 ’= 교원수 

0 0 0 0 

26 1,313 48 

4 63 2,799 141 

7 181 8,998 387 

7 236 10,786 502 

7 296 10,016 638 

7 306 10,600 673 

7 302 11 ,269 695 

문
 화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출처 ; 경기도교육청, r경기괴육통계연보J 각 연도, 군포시, r통계연보」 각 연도 

비고 : 1008년 통지|는 12월 31일 현재 기준이며, 나머지 연도는 4월 1일 현재 기준이다 

240 

2009년 현재 군포시 관내에는 1988년 12월에 설립 인가되고 이듬해 3월 개교한 군포고등학교부 

터 수리고등학교와용호고등학교까지 총 7개의 고등학교가 있다. 이들학교는모두 주간남녀공학 

이며, 그중 일반계가5개소, 전문계가 2개소이다. 사립학교는 일반계의 군포고등학교가유일하다. 



법정동별로는당동 1개소, 산본동 4개소, 금정동2개소로, 입지에 편중이 심한편이다. 

7개 고등학교에는 총 302흑L급에 1만 1,269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695명의 교원이 근무하고 

있다. l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37.3명,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6. 2명이다. 그중 일반계 고등학교에는 

총 215흐L급에 8,556맹의 학생이 재학중이며, 1학급당학생수는 평균 39.8명으로 전체 평균보다 다 

소많다. 학생수의 경우, 가장많은학교가 40.4명, 가장적은학교가 39.2명으로그차이는 1.2명 

에불과하여초등학교나중학교에비해서차이가적다.교원수는총 493명이다.교원 1인당학생수 

는 17.4명으로전체 평균보다다소많은데, 흥진고등학교가 16.4명으로가장적고, 군포고등학교가 

19.6명으로 가장 많다. 디음으로 전문계의 경우, 총 87혁급에 2,π3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1흐l급 

당학생수는 31.2명으로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8.6명이 적다. 교원은총 202명이 근무하고 있다. 교 

원 1인당학생수는 rn.4명으로 일반계의 17.4명에 비해서 4명이 적다. 

〈표 6) 고등학교현황 (2009년 4월 l일 현재, 단위 명, 학급) 

구분 Eζε그 학꼬명 유형 개교연도 등「fA。H~「 하「그닙-λ「 1학급당학생수 교원수 교원 1인당학생수 

합계 7개 11 ,269 302 37.3 695 16.2 

소계 5개 8,556 215 39.8 493 17.4 

cζ:l" 5 〈그E 응오 공립주간공학 1997 1,842 47 39.2 110 16.7 

산본동 산본 공립주간공학 1994 1,781 45 39.6 101 17.6 
일반계 

산본동 수리 공립주간공학 1997 1,820 45 40.4 106 17.2 

E-끼 C어,s t그三 흥진 공립주간공학 1992 1,743 44 39.6 106 16.4 

i그:i.; C제,~ 군포 사립주간공학 1988 1,370 34 40.3 70 19.6 

소계 2개 2,713 87 31.2 202 13.4 

전문계 λ」f.S」£〕독 군포et:t l즈니스 공립주간공학 1995 1,587 50 31.7 115 13 ‘8 

사」보」도〕 산본공업 공립주간공학 1994 1,126 37 30.4 87 12.9 

출처 ; 경기도교육청, 2009. r경기교육통계연보J. 

군포시 관내 2개의 전문계 고등학교에는총m개 과가설치되어 있다. 그중 1994년 개교한산본 

공업고등학교에는 ‘폴리모터스’ , ‘e-제어시스템’ , ‘응용화학과’ , ‘금형디자인과’ , ‘실내건축디자 

인과’ 가 설치되어 있다. 1995년 개교한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에는 ‘전자상거래과 , ‘e 비즈니스 

과’ , ‘물류유통과’ , ‘인터넷정보과’ , ‘시각디자인과’가설치되어있다.이학교는 2에8학년도까지 

는군포정보산업고등학교를교명으로시용하였으나 2009학년도부터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찌대학교및대학원 

군포시 관내의 대학교로는 군포시 당정동 604-5번에 위치한 한세대학교가 있다.μ) 한세대학교 

14) 한세대학교 및 한세대학교대학원에 관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뼈://www.뼈없oc.krfrdex.asp)를 주로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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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53년 5월에 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조동에 설립되었던 순복음신학교가 모태이다. 1979년 

2월 시흥군 군포읍 당정리 604-1외 2필지를 부지로 하여 이전하였고, 1981년 12월 26일에 학교법인 

순복음학원의 설립 인가 및 각종학교인 4년제 신학교 인가를 받았다. 1985년 1월 8일에 4년제 대학 

학력 인정교로 승인을 받았다. 1990년 끄월 28일 정규대학으로 승격하면서 교명을 순복음신학대학 

으로 변경하였다. 1991년 끄월 2일 신학대학원(신학 전공) 개설이 인가되었고, 1993년 3월 1일 순신 

대학교로 승격하여 종합대학으로 성장하였다. 1997년 9월 4일에는 현재의 교명인 한세대학교로 개 

칭하였고, 2003년 2월에는 학교법인의 명칭을 기존의 순복음학원에서 한서1대학교로 변경하였다. 

2009년 4월 1띨현재 신학부 미디어영상학부, 경영학부, 인문사회학부 π학부, 음악학부, 디자인 

학부등7개 한부에 2,567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며, 이외에 교양학부가 있다. 총장은 2006년 6월부 

터 김성혜가땀고있다. 자매결연혹은교류협정을맺은학교는국내외 31개 대학이다. 

군포시 관내의 대학원으로는 한세대학교대학원이 있다. 한세대학교대헥원은본래 1991년 끄월 

2일 순복음신학대학대학원으로 인가되어 신학 전공이 설치되었다. 그 후 교명 변경에 따라 1993년 

3월 1일 순신대학교대학원으로 변경되었고, 1994년 10월 21일 일반대학원의 신설이 인가되면서 일 

반대학원이 설치되고 신학대학원에 종교음악과가 신설되었다. 1997년 9월 4일 교명 변경에 따라 

한세대학교대학원으로 개명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1999년 끄월 2일에는 신학 전공과음악과에 박 

사과정이 인가되었고사회복지대학원신설이 인가되었으며, 끄월 19일에는교육대학원의 신설이 

인가되었다. 20CD년 7월 18일에는공학과박사과정과목회전문대학원 · 피아노페다고지대학원 신 

설이 인가되었다. 2002년 10월 30일에는 경찰법무대학원의 신설도 인가되았다. 

2009년 4월 1일 현재 대학원에는 일반대학원과8개의 특수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다. 일반대학 

원의 개설학과는 신학과, 음악학과, π학과, 경찰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시티IT산업정책학과등6 

개 학과이며, 모든과에 석사과정과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석사과정인특수대학원에는영산 

신학대학원(신학과), 교육대학원(교육학과), 사회복지대학원(사회복지학과), 피아노페다고지대학 

원(피아노교수=학과), 경찰법무대학원(경찰학과, 법무학과), 친환경디자인대학원(시각정보디자인학 

과, 공간환경디자인학과), 경영대학원(경영학과), 상담대학원(상담학과) 등 8개 대학원이 운영 중 

이다. 대학원깎은 2006년 끄월부터 조동업이 맡고 있으며, 끄명의 전공주임교수가 있다. 

한세대학교와한세대학교대학원에는 2009년 4월 1일 현재 3,448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며, 103 

명의 교원과 Ei8명의 직원이 근무한다. 그중 대학원 재학생은 일반대학원 208명, 특수대학원 673명 

등총 881명이다, 부속기관으로는도서관, 평생교육원, 생활관, 한세글로별교육원, 한세국제교류 

원, 한세한국어학당등과군포시의 위탁을 받은창업보육센터가 있다. 부설기관으로는 영상신학 

연구소, 음악치료센터, G매n센터, 학교기업이 있고, 기타기관으로산학협력단이 설치되어 있다. 



4. 사설교육과 대안교육의 현황 

공공교육과 함께 사설교육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2009년 7월 31일 현재 굽포시 관내에는 

총 442개의 학원과 2:37개의 교습소가 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학원의 유형에는 보습이 205개소 

로가장많고, 다음으로음악 93개소 외국어 52개소 미술 28개소등의 순이다. 교습소의 유형에는 

피아노가 67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미술 46개소, 수학 44개소, 영어 38개소 등의 순이다. 

〈표 η 학원및교습소핸황 (2009년 7월 31일 현재, 단위 ; 개소) 

학원 교습소 

유형 학원수 유형 학원수 T 。T혀C그 학원수 유형 교습소수 유형 교습소수 

겨| 442 미술 28 웅변 3 겨| 237 사회 

간호 2 미용 3 으악 93 과학 서예 14 

건축 바둑 4 입시 15 국악 수학 44 

고시 3 보습 205 전자 국어 12 영어 38 

공예 2 i「iλg” 4 으。E등닙} 10 글쓰기 3 컴퓨터 3 

국악 식음료 직업기술 미술 46 피아노 67 

만화 언기 컴퓨터 5 바둑 4 바이올린 3 

무용 6 외국어 52 

출처 「군포시 의왕시 학원 꼬습소 현행2009.7.31 현황)」, 군포의왕교육청(http://www.kengu.g。.)-

비고 원 자료에는 독서실이 헥원에 포함되어 있으나 일반적인 학원과 성격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제외하였다 

이처럼 그수나유형에서 크게 성장한군포시의 사설교육이지만, 1980년대 초반에는학원이라 

고해야불과 몇 곳에 불과하였다. 1983년경에는학원두곳만이 존재했는데,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하는주산경리학원이었다고한다. 

83년도쯤성광한학원과군포얀학원 두개가군포최초의 학원이었죠. 고등학생 대상경리학원이었어요. • 

당시는시흥군이 교육청이 광영시에 속해 있어서 학원연합회도함께 만들었어요、 연합회는과천 ‘ 의왕까지 함께 

포함돼 있었구요. %년대는주로초등학생 대/얀l었는데, 법으로과외금지가돼 있어서 학과목은지도를못했어 

요 추산, 부기, 타자나태권도, 피。l노, 미술등만가르질 수있었어요 〈김갑절(군포시학원연합회 초대회장) 제보〉 

1987년 정부가 기존의 과외금지조치를 완화하여 재학생의 학원 수강을 허용하고 군포 지역의 

인구가증가하면서 점차학원 등사설강습소의 수가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그 결파 1989년에는총 

78개의 학원이 개설되었다. 이후 그 수는 계속 증가하여 1991년 82개소, 1993년 135개소, 1995년 195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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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수의 변화추01” 

개소, 1997년 :315개소로 늘어났다. 특히 1995년부터 1997년까지는 다른 기간에 비해서 대폭증가하 

였다. 이는 19El5년 5월에 정부가 대학생의 개인과외금지를 해제하는 것과 함께 보습학원을 허용한 

것에 적지 않윤 영향을받았다고 판단되며, 그 이전에는 기술학원이나 전문학원 등 평생교육관련 

학원의 비중이 컸던 데 비해서 이후로는 점차 입시나학교 수업을보완히는 보습학원 등의 비중이 

커지게되었다. 

한편, 군포시의 경우상대적으로대안교육의 성장이 미약한편이다. 공동육아등을통해서 축 

적된 역량은 대안학교라는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아이들을공동으i료 카운다’ 는 의미의 공 

동육아에서는 부모들이 교사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거나 시설 운영의 주체로 참여한다. ~이 그런 만 

큼교육과정이 기존보육시설이나유치원과다를수밖에 없고, 그 연장선상에 대안학교가자리하 

게된다. 

2009년 현재 군포시 소재 대안학교로는 산울어린이학교가 있다. 17) ‘산울 이란 ‘살아 있는 교육 

울타리’라는꾀미다. 이학교는 ‘공동체성을살리는학교’, ‘자율이문화가되는학교’ , ‘옹전한인 

성을 지향하는r학교’ , ‘교사, 학생, 부모가함께 자라가는학교’ 를교육목표로운영되고 있다. 교육 

과정은언어 · 철학· 논리교육등이 중심인 ‘기초교과’ , 생태 · 역사문화체험 중심의 ‘탐구교과’ , 

각종놀이교육중심의 ‘표현교과’, 공동체생활과자치활동등으로이루어진 ‘생활교과’ , 품성 · 감 

성교육중심의 ‘인성교과’로이루어져 있다. 

15) 군포시, r통계연보」 각 연도 

1히 군포시에서 공동육아는 최근에 훨빌떼지고 있다 20'.)1년 개원한 감나무어린이읍을 시발로 온유슐레, 초록빛비다어린이집, 꾸러기유아학교 등이 

대표적인예이다 

미 산울어린이학교 관련 주요 내용과 사진은 산울어린이학교의 인터넷카메(http://<어e떠""「@깨어αE를 참조하였다 



-ti울어린이학교의 야외수업(조”과 표현교과수업(우) 

산울어린이학교는 꾸러기유아학교에서 공동육이를 경험한학부모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하였 

다. 꾸러기유아학교는 군포시 산본동의 남서울산본교회 신자들중공동육아에 관심을 가진 부모 

들이 ‘기독교적 세제관에 근거한육아 및 교육’ , ‘교육의 1차적 책임자로서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역할회복’, 재로운패러다임에 의한교육’ 등을목표로 2003년 4월설립하였다. 그후이 공동육 

아에 참여한부모들이 2C05년부터 초등대안학교설립에 관심을가지기 시작하여 그해 끄월에 설 

립 계획을검토하고지속적인스터디와자녀들에 대한방과후프로그램을개발하여 시행하였다. 

2006년 6월에는 학교설립을 위한 학부모회의를 개최하여 부모교시를 중심으로 방과후 학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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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로 결정하고 명칭을 ‘산울초등학교’ 로 정하였다. 그리고 2007년 8월에는 속달동에 학교 

시설을 마련하였고, 9월 3일에 개교 후 9월 15일에 산울어린이학교 입학식을 가졌다. 이후 교사로 

사용할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09년 8월에 입주하였으며 25명 정도의 학생뜰이 교육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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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3장 청소년정책과 지역사회교육 
이영희 | μ”탁틴내일 공동대표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에 관한모든공공정책을 이야기한다. 궁극적으로 청소년을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떤재의 권리와 행복이 유보되는주변적 존재가 아니라오늘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인 

간다운 권리와행복을추구할수 있는사회적 주체로 인식하고 이를조성하며 지원하는 정책적 노 

력을총칭한다고 할수 있다. 1) 그중에서도 최근에는 평생교육과 청소년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면 

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히는사회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서 

사회교육이란학교에서 행하는 정규학습을 제외하고, 학교 또는학교 외의 장소에서 기초교육, 보 

충교육, 추가교육또는계속교육을통하여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제공하는모든형태의 조 

직적 ·의도적 및체계적인교육활동이라고할수있다.잉 

이글에서는청소년정책과교육의문제를사회교육이라는관점에서살펴보고자한다.이를위 

해서 청소년 끼역사회교육으로 내용을 제한하였다. 이 글에서 청소년이라 합은 「청소년기본법」에 

서 규정한만9세 이상에서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만 19세 미만, 즉초등학교고학년부터 고 

등학생까지의 연령층을의미한다. 

1) 효택청소년개발원, 2003, r청소년정책론J, 교육과학사 乃쪽 

2) 김남선, aice(3소비, r지역사회교육론J, 형설출판사‘ 3l쪽 



1. 청소년정책과지역사회교육의 변화 

1) 지역사회교웰의 태동 

(1) 청소년 관련 위원회 설치 

사회교육이 이루어지는토대인 지역사회는청소년들의 사회생활이 전개되는무대이다. 그뿐만 

아니라그들이 교육적 작용을하고, 그들에게 직접 교육을행하는장이다. 다시 딛얄하면, 지역사회 

에 존재하는 모든 불질적 · 문화적 , 인간적 자원은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교육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미래의 건전한시민으로육성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청소년운동의 기본 

단위로, 지역적 유대감이나 소속감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는곳이다.히 한편, 시민사회에서의 사회 

교육은 행정전달체계를통해 체계화되기 이전에 단체가 인식하고 있는사회문제로부터 출발하고 

대안을찾으려는운동과함께 전문화되어 왔다. 또한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을위딴교육활동은민 

간단체와주민, 학부모가 함께 청소년의 욕구에 기초하여 지원운동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고, 그러한지원운동은사회의 잘못된 제도와의식을 변화시커는 기본 바탕이 되었다. 

청소년에대한까역사회교육은 1993년 ‘제1차청소년육성기본계획’ 추진으로일대전기를마 

련하였는데, 그 단초는 1983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3년 4월 대구시 향촌동에서 일어난 디스 

코홀 화재사건에 이어 1984년 2월 서울시 석관동 맥주홀 화재사건으로 다수의 청소년이 사망했다. 

이들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대통령비서실에 청소년종합대책반이 설치되었다. 이로써 청소 

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청소년에 대딴 정책적 관심은 

위기청소년 관리에 있었다. 

청소년에 대한똘더 체계적인관심과정책추진은 1980년대후반에들어서 시작되었다. “국가 

는 …… 청소년의 꽉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4조 4항에 의거하여 

1987년 12월에 ‘청소년 육성’ 이라는용어가 최초로 표현된 「청소년육성법」이 제정 되었고, 이듬해 6 

월에는체육부청소년국에 청소년육성위원회가설치되었다. 이어 1990년 1월대똥령이 체육부 업 

무보고에서 ‘청소년에관한장기 10년계획의수립의견’을표명하면서 호F국청소년기본계획’이 

수립되기에 이르렀다. 이때부터는 기존의 문제청소년 중심의 정책 추진에서 전체 청소년의 자율 

적 성장을 지원하는장기적 · 조장적 · 종합적 정책 모색으로 청소년정책의 방향이 전환되었다. 청 

소년육성의 내용도 수련활동 · 교류활동 · 문화활동 · 복지 · 환경 · 비행 · 상담등- 일곱 가지 분야 

로 세분화되었다. 4)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의 「청소년육성법」을 폐지하고 1991년 12월에 

3) 박종화, 2CX]17,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교육특구 운영 모형 경기도 군포시 사례」, 단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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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었고 1993년 「청소년기본법」의 시행과 더불어 제1차 청소년육성기본계 

획(1993∼1997)이 시행되었다. 

(2) 임시적 • 산발적 지원과 지역사회교육 

중앙정부 져l원의 청소년정책 추진에 발맞춰 군포시도 시 출범 직후인 1989년 2월에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의 위원으로 72명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히 그러나 1990년대 중반까지도 청 

소년에 대한체계적인 사회교육 시스탱은마련되지 못한상황이었고, 드물게 교육행사나 청소년 

행사가 열리는 정도였다. 위기청소년에 대한상담조차도잘 이루어지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군포 

시립도서관에서 1995년부터 도서관장실을 청소년상담실로 활용하다가 1996년 2월 1일 전국의 공 

공도서관중에서는 처음으로 청소년상담실을 개소한 것은눈여겨볼만한 일이다.히 

관장실을 ‘청소년상담실’로 대치했다. 자존성 때문에 학교나경찰서의 상담실의 이용을꺼리는학생들의 접근이 

자연스러운장소라고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10여 영의 자원봉λf챔이 학생들의 교육과진학상담뿐만아 

니라진구, 가족, 성문제, 폭력문제 등 다$한주제를 7에고수많은청소년들의 고민을함께 풀어 나가는중요한 

여승다L 7}c}응} _Q. 。1어cJ-.끼 
。 ;프 λAλA I 

이 시기에는복지 분야에서 청소년 관련 정책과시스템이 조금씩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엘림복 

지원에서 비진학 청소년을 위해 자동차정비 · 가구 · 자수 · 니트 · 헤어디지-인교육등의 직업교육 

을실시하기는했으나, 서울시가운영하는이 직업학교는서울시민의 입학을우선히는문제점이 

있었다.에 이에 비해서 1995년 5월 끄일 개관한 가야종합사회복지관은 그해 6월 5일부터 관할 지역 

중·고생에게건전한학습공간을제공하고개별학습지도를하는청소년독서실(현청소년공부방) 

을운영함과풍시에 심리적성검사등을실시하기 시작했다. 

(가야아마트운j 영구임대아파트라서 워닥 집이 좁악 설 명수6명 정도로1 청소년들은자기 공부방이 없었고, 시럽 

도서관에서 꽁부하고집에 가야하는데, 당시 5단지 교통이 불면해서 아이들에게 단지 내복지관에서 공부할 수 있 

는공잔을제-공해야한다고생각했어요 아이들학습지도도하고대학생들이 아이들이 모르는것 질문도받고가르 

치기도하고 ---… 공부방만했는데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ZCJ.〕9년 3월 28일, 김기태 가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저l보〉 

이 효팩정소년개발원, 2003, r정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100∼낀O쪽 

잉 군포문회원, 2CXXJ.‘ r연표로 보는 군포 억씨, 112쪽. 

에 군포문화원, 2CXXJ, r언표로 보는 군포 역새, ;짧쪽 

끼 김으암, 「김인수가 묘반 군포시람들힐211)-현경호 자치행정국장」, r군포신문」 am년 7월 7일 

에 「비진학 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직업교육 필요」, r군포문화t문」 1앉갯5년 7월 24'일 



군포시는 2001년에 ‘평생학습도시 건설 5개년 계획’ 

을수립한바있다. 씨 계획에서는 2003년의 계획목표 

로 ‘청소년문화육성’을설정하고, 그중점과제로 ‘청소 

년 문화사업 활성화’ , ‘다양한 학습 내용 · 방법 개발? ’ 

‘지역사랑하기’, ‘시민의적극적인참여유도’를설정 

하였다. 그리고 때9년 4월부터 「군포시 평생교육 조례」 

가 제정 ·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군포시의 평 

생교육추진의 역사는 이보다 시기를 거슬러 올라간다. 

군포시에서는 「사화교육법」(현 「평생교육법」)에 의거 7IO똥합사회복I딴청소년공부방활활} 

1997년 m월 n일에 「꾼포시 시민평생학습추진위원회 조 

례」를제정한바 있다. 당시까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의 지역사회교육을 위한공공조직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군포시가 전국에서 최초로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표 1) 지역사회교육 태활기의 주요 성과 

시기 내용 

1990. 12. 8. 12월 Z1일까지 군포시 관내 중고생 근로청소년대상 순회성교육 실시 

1990. 12.15. 청소년선도대책반 발대식 개최(장소 군포시의회 사무실) 

1991. 5.11. 저119회 성년의날 기념식 및 청소년어울마당 개최(장소 • 군포국민학교 실내체육관) 

1991 . 11 . 29. 청소년어울마당 개회(장소 ; 엘림복지타운) 

1992.1.19. 2월 1일부터 무직 미진학 청소년에게 위탁기술교육 실시(장소 - 관내 직업훈런원) 

1992. 1. 29. 군포시 새마을부녀회 주최 겨울방학 축제 청소년어울마당 개최(장소 ; 시정 앞 허리우드극장) 

1995. 1.13. 2월 7일까지 청소년윤리교실 설치 운영 

1995. 3. 29. 4월 17일까지 청소년 기능인 양성을 위한 직업전문학생 모집 

1995. 4. 12. 구 산본유아원(산본동 80-8)에 청소년 무료공부방 개설 

1995. 9. 30‘ 군포시립도서관에서 청소년예절교실 개강 

1995. 10. 17. 저11회 군포시립소년소녀 합창단 정기연주회 개최(장소 시청 대회의실) 

1995. 12. 22. 군포문화원 주최로 관내 초 중생 및 관계자 176영이 강화도 보문사 일대 문화유적지 답사 실시 

1996. 1‘ 8. 군포시립도서관에서 1월 31일까지 국민학생 겨울독서실 운영 

1996. 2. 1. 군포시립도서관에서 청소년상담실 설치 운영, 군포시립소년소녀 합창단 창단 

1997. 10. 11. 「군포시 시민평샘학습추진위원회 조례」(조례 저1491호) 제정 • 공포 

1997.10. 14. 모자가정 수련회개최 

1998. 1. 5. 군포시립도서관에서 1월 10일까지 관내 17개 초등학교 5학년 대상 겨울독서실 운영 

1998. 3. 2. 7월 8일까지 청소년무료사회교육 실시 킴뮤터 ‘ 비둑 등 10개 과목10) 

출처 군포문화원, 2000, r언표또 보는 군포 역새, 1걷∼405쪽‘ 

에 「포토갤러리」, 개F종합사회띈지관(http://www.gayaw잉 。「kr).

1이 「청소년 무료 사회교육 실시」, r군포문화신문」 1998년 2월 12일 이 기사에서는 ‘초등 4년생 이상 350명을 대상으로 한문, 미술, 컴뮤터‘ 

바둑, 문학, 영어 등 10개 파목을 20주간 실시하며 무료이다 1995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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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누구에게나교육 기회를공평하게 제공하지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ITT년 12월 지역에서 공공조직에서 사회교육제공은 거의 전무였죠 확실히 하자연 학원이 대행해 줬죠. 그래서 그 

당시 사회교육법안에 학원이 들어가있어요 예체능부분은그렇죠. 그런데 능력이 있는사람은할수있지만기회 

가공명하지 못할수 있7 ] 때문에 평생교육을주창했었던 거예요 ('2JY:5.J년 3월 10일, 최진학경기도의회 의원(1997 

년 당시 군ci;r_시의회 의원) 제보〉 

2) 지역사회교육의 전개 

띠 청소년 보호와문화공간의 펼요성 제기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에 대한사회교육은 ‘제2차청소년육성기본계획(꼬98∼2002)’ 기간을거치 

면서 활성화된다. 이 시기의 청소년정책은사회구성원인 청소년의 권익 뚱진과 청소년 참여 등에 

관심을두변서, 예방적 관점에서 다수의 건강한청소년에 대한활동을지원하였고, 동시에 청소년 

보호업무를분리히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PC통신의 발달로 음란물유통과 음주 · 흡연 · 약 

물 · 유해업소 등의 유해 환경이 증가하면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유해환경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 

었으며, 1997년 7월부터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되고, 같은 달에 ‘청소년보호위원회’ 가구성된다_ 11) 

한편,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고 초대 민선시장(조원극, 1995년 7월 1일∼1998년 6월 30일)의 임 

기가시작되면서 시에서도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귀 기울이며, 청소년정책을고민하기 시작했 

다껴 특히 1997년 n월에는 군포시에서도 1998년부터 관내 유흥업소마다 미성년자 옐로카드제 실 

시 방침을 발표하였다. 13) 또한 1997년 n월에 시민단체인 군포시민의모임이 ‘청소년의식 조샤 와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샤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청회를 열고,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놀이공간의 

확보와방과후프로그램등을제공하기위한지방자치단체의노력이필요함을제기하였다. 

산본중심상가어l 늦은시간에 다니는 많은청소년을붙잡고 …… 여학생들에게 “뭐 해요?’ 하니까 “노래방 가서 

놀아요 재있어요 술도먹을수있고 - ----” 남학생들어|게 “왜중닙상가나오느L.J?’고하니까‘학교에 있기는싫 

고, 여자애뜰꼬실 수가 있어요 사렘연애해요.”라고하고, “어디 가요?’ 하니까 “갈데가어있어요 거리에서 방 

황하고까찍l에들어가고뭐.” 하는식이었쇼 발표할때 --- - 인터뷰영상을보면서참석하신분들이 많은반응이 

11) 효벅정소년개발원, 20Cβ, r정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낀2쪽 

12) .시정에서 힘께 나왔던 과장하고 조원극 시장이 당시 청소년분야 담당계장에게 ‘정소년 대책이 뭐가 있나?’ 했는데 ‘사실 거의 없습니다’하고 

거기에 저희도 놀랐죠 그리고 정소년 관련해서 공연기획을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었고 락페스티벌 형태로 했는데, …… 네 팀 정도 침여했지 
만 O떼들은 아주 좋아했어요”(1명7년 청소년유해환경실태조사 당시 신영철 군포시민의모임 기획팀장과의 민터뷰) 

13) 군포문화원, 20JO, 「연표로 보는 군포 역J..b. g쪽 



임기획팀장제보〉 

있었어요. ‘지역에 진짜문호}시설이 없구나.’ 하는 거였어요 (21α〕9년 3월 7일, 신영절 1997년 당시 군포시민의모 

탕시군포시는비평준화지역이었기때문에지역청소년들에게고등학교입시는매우중요하였 

다. 이에 1997년 ‘고교입시 펑준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가 결성되어, 서명운동을 발이고 경기도교 

육청 앞집회와농성 등을벌였다. 14) 그결과, 2000년고교입시 평준화가확정되고 2002년부터 실 

시되었다. 이로써 군포지역 중학생들은그나마고교 입시의 중압감에서 벗어날수 있게 되었다. 

뾰7년 12월부터 2αU년까1는국가적으로M‘금융위기로온국민이 어려움을겪었고가정이 파 

괴되거나돌봄을받지못하는청소년들이혼란을겪는시기이기도했다.청소년의음란물유통문제 

도심각했고, 일명 ‘원조교제’ 페라는말이 π뉴스에도지주등장했다. 이러한상황에서 ‘아우성’ 운 

동이 확산되고, 청소년보호위원회 산하성문화대책위원회와여성단체 등이 '10대 매매춘상대자신 

상공개 서명운동’ 을전개한결과 2αB년 2월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군포에서도 군포시민의모임이 1998년 12월에 ‘청소년 성문회실태 조샤 를 발표하면서 부모의 

성교육과청소년 쉽터 · 상담소 개설을 제안하였다. 또한 ‘청소년을위한안양내일여성센터’ 에서 활 

동하던군포지역 회원들은 1998년 m월에군포시청 대회의실에서 ‘자녀성교육’을주제로 ‘아우 

성’ 특강을 개최하여 지 역사회 청소년 성교육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는데, 당시 1,300여 명이 모일 

만큼 성황을 이루었다. 이는 자녀들에게 성교육을 자연스럽게 하도록 도웅받고자하는부모들의 

욕구가분출된 것이다. 그이후군포시에서는민방위교육에서 아버지 대상자녀성교육을하게 되 

고, 성보호법 제정 서명운동에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프로그램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 특강을 

통해 학부모들의 참여 열기를 확인 

한군포지역 회원들은 1999년 1월 

14일 ‘청소년을위한군포내일여성센 

터’를창립하였다. 이러한과정을 

거쳐군포시와지역청소년단체들의 

협력으로 1999년 5월 22일에 지역 

최초의 대규모 청소년문화축제인 

‘청소년뮤직페스티벌-아 · 우 · 성’ 

이 개최되었고, n월에는 ‘학생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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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아우성상담소 개소기념 아우성 특갱1999년 10월) 

14) 김영미 군포시민의모임 공동대표 제보(2009년 3월 29일) 

15) 원조교제란 일본어|서 들어온 말로 어른들이 어린 정소년에게 돈이나 편의를 저녕하고 정소년의 성을 시는 것을 말효κ↑ [] | 용어에는 ‘서로 시권 

다는 뭇이 들어 있기 때문에 01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사회의식을 조징흔fq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정소년 성매매‘ 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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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 제1회 군포시 청소년한마당-1318 파이팅’ 행사가열려 지역 청소년뜰의문화교류와교육의 

장이되었다. 

한편, 2002년 5월에는 산본역사 내에 위치한 경륜장 장외매장싼본스피드존)에 대해 ‘사행심 

조장 및 주변 지역 슬럼화 청소년교육에 악영향 등의 문제가제기되면서 청소년이 접할수 없는 

부도심지로 이전할것을촉구하는서명운동이 벌어졌다. 청소년단체가주축이 된 시민단체협의회 

에서 1만여 명의 서명을받아이를문회관광부에 제출하였고, 문화관광부로부터 계익변f료 시 이전 

하겠다는답변을받았다. 그러나산본역사의 임대보증금지급의 어려움등으로그실행이 어려워, 

경륜장장외매장의 이전 여부는 여전히 지역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상태이다.삐 

(잉 시민딴체의 창립과 지역사회교육 

제2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1998∼2002) 시기에는 지역의 청소년단체 워에도 여러 시민단체가 

설립되면서 판련 교육활동이 이루어졌다. 이러한활동은 쓰레기소각장(현 군포환경관리소) 이전 

운동이 그바탕이 되기도하였으며, 회원의 청소년자녀들을위한교육프료그램을운영하면서 시 

작하기도 하였다. 또 안양 · 군포 · 의왕을포괄해서 활동하던 단체들도군포시민을 위한프로그램 

제공의 필요성을느끼고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러한활동에 참여한 이들은 다음과 같이 당시 상황 

에대해기억하기도한다. 

'97년에시작할때생태가뭔지 -----처음시작이니까미믿면}고의식을변호f시킨다는게참힘들었죠 ……그당 

시는이런 차연학교라는게 없었고교육단체가없었으니까 어른될안내재교육하면서 아이들교육도같이 했어 

요 (21α)9년 2월 9일, 이금순수리산자연학교 대표f.).rf.17년 당시 환경자치시민회 공동대표)제보〉 

안양얀1CA는유아 · 어린이 청소년사회교육프로그램을운영했는데, 안양닝딴더리가안양 · 운포 · 의왕으로너 

무 넓었어요1 l얹)2년금정동여l 안%연MCA군포프로그램센터를개원히고아기스포츠단, 어린이 지도지를렵, 고학년 

영어클럽, 떡사기행 등신체발달이나 전통문호}와 역사를주제로하는 계절방ξ뱀프등을-하게 되었죠. <2α〕9년 3 

월 28일, 박은호군포YMCA사무총장제보〉 

본래 안양에서 군포의왕교육청이 분리되고 전교조도합법화되연서 커지니까지회 분할을강력히 주장했지요 

-- 다른지회에 비해 지역사회활동도같이, 명준화운동부터 학생의날행사등처음부터 시민단체와학부모와함 

께 한다는가조로 - ‘- --. <2α)9년 3월 28일, 조성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군포의왕지회장제보〉 

16) 「산본 경륜장외배장 이전 촉구」, r군포시민t믿」 am년 7월 2일, 「피해민 주는 경륜징, 빨리 떠나라」, 면포신문」 am년 9월 29일 



(히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과 시의 청소년 육성 정책 

군포시는 민선자치 1기부터 청소년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기 시작하였고, 1998년 민선 

자치 2기(김윤주, 1998년 7월 1일∼2002년 6월 30일)가출범하면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제반 정책을 

시정의 제일목표로삼고이에 집중하게 된다. 특히 1999년 3월에는시청 앞도로털 ‘차없는거리’ 

로 만들어 군포시 축제한마당을 열고 청소년에게 다OJ'한문회공간, 축제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 

였다.η) 

또한 2000년에는 두 개의 청소년시설인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과 당동청소년분화의집이 개관 

하였다. 이는교육받고여가를즐기고정보를교류할뿐만아니라,자유롭게활동하고스스로배 

워가는동아리활동끓통한학습의공간이자자치활동을할수있는청소년참여시설의건립이라 

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이들 시설에서는 2005년부터 청소년 참여를 보장하까 위해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4조 챙소년운영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설 운영 

이나 프로그램 기획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였을 뿐 아니라, 청소년이 직접 시설운영을 개선하 

고 프로그램을 기획 · 실행하기도 하였다. 또한토론회 등에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발표 

를하였다. 이로써 지역 내에서 청소년동아리 활동과축제, 캠프등이 더욱활발히 전개되어 지역 

사회교육의 장이 더욱확대되었다, 특히 시가이 두시설을지역의 청소년단체들에게 위탁운영함 

으로써헌신적이고전문적인운영의기틀을마련하였다.그결과당동청소년문화의집은모범수련 

시설로 선정되기도 하였고,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은 전국 160여 개의 청소년문화의집을 대상으로 

한운영평가에서 16위, 경기도 2위의 성적을거두었다. 

2002년 10월에는 경기도 최초로 시청에 청소년과가 신설되어 더욱 적극적으로 청소년 정책을 

펼쳐 나갔다. 그해 끄」월에는 온누리복지재단이 운영하던 쉽터가 지역의 공공 청소년 일시보호 쉽 

터인 ‘하나로군포시청소년쉽터’로개소하였다.이에따라그동안안양·수원등타지역쉽터에 

보호를의뢰하던 청소년들을 지역에서 자체적으로수용할수 있게 되었다. 1에 이러한정책 추진의 

결과, 12월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주관한 ‘청소년 업무 지방행정기관 평깨 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당시 전꽉기초자치단체로는유일하게 청소년 전담 ‘청소년과’를신설하는한편, 청 

소년수련시설 확충을 위한 시의 노력이 가장 큰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t밍 

17) 군포문호F원, 20CO, r연표로 보는 군포 역써, '137쪽, 「신도시 리포트→ 산본 신도시 차없는거라, 「동아일보」 1009년 5월 3일 

18) 「가출 학교 부적응 청소년 위한 쉽터 제공」‘ r군포시민신문」 2:02년 11월 21일 

19) 「군포시1 전국 저1 1의 정소년도시」. r인앙군포의왕과천 내일신문」 2003년 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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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사회교육의 확산 

(1) 시설 확충 및 청소년 위기지원 강화 

지역사회교육이 양적 · 질적으로성장하는시기는 ‘제3차청소년육성기본계획(2003∼20여)’ 기 

간이다. 군포시는 2001년 평생학습도시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 사업의 목표를 청소년문화 

육성으로 설정하였고, 2004년 6월에는 시청 앞에 군포시청소년수련관을, 8월에는 충청남도 청양 

군에 군포시청소년수련원을 개관하였다. 이로써 청소년 성장지원을 담당할 기본적인 공공시설을 

갖추었으며,청소년대상의프로그햄과강좌가더욱확장되었다. 

군포시의 대표적 청소년시설인 청소년수련괜좌)과 청소년수련원(우) 

이처럼 청소년 분야를 최우선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결과, 군포시는 2004년에 대한민국 청소년 

육성대상 기초자치단체부문에서 대상을수상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청소년 시책이 가장 앞선 도 

시로 평가되었다.∞) 또한 2004년에는 관내 전체 동사무소(현 주민센터)의 생활과학교실 운영, 초 · 

중 · 고등학교의 ‘청소년과학탐구반αSC)’ 운영, 청소년수련관의 항공과학프로그램 운영 등을골 

자로하는 ‘파학문화도시’로선정되기도하였다. 이와아울러 2005년군포시의 ‘21세기 우수인재 

양성 100대프로젝트’ 수립및 ‘청소년교육특구’ 지정은청소년에대한지역사회교육의확장된상 

황을잘보여주고있다. 

한편, 2α〕4년 2월에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고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청소년 관련 부처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와 ‘문화관광부 청소년 

국’ 으로 이원화되어 관련 정책의 일관성과효율성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여론수렴을 

거쳐 청소년 보호와육성으로이원화되었던 업무를통합하여 2005년 4월 27일 ‘청소년위원회’를 

20) 군포시 2003, 「시정백셰1 370쪽 



발족하였다. 이때 청소년 ‘푸른성장’ 을 정책비전으로 세우고 위기청소년의 지원시스템을 강화하 

게 된다. 청소년위원회는 2006년 ‘국가청소년위원회’ 로 명칭이 변경되고, 2007년에는 보건복지가 

족부 내의 아동청소년정책실에 흡수된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군포시에서는 2006년부터 청소년수련관과광정동청소년분화의집에서 저 

소득 맞벌이 가정의 청소년을 지원하는 ‘방과후 。}카데미사업’ 을 진행하였으며, 청소년지원센터 

는위기청소년을위한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인 ‘'CYS-net' 을운영하게 된다. 또한 ‘하나 

로 군포시청소년쉽티’ 가중장기 쉽터로 전환되어 학업을중단하였거나 기출한 청소년들에 대한 

한층더 나은프로그램을제공하게 되었다. 

(2)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과 청소년 지원운동 

군포 지역에서는 2006년 2월, 오래 전에 논의된 후 진전되지 않았던 ‘군포청소년단체협의회’ 설 

립을 위해 청소년을위한군포내일여성센터(현 군포탁틴내일), 군포시민의모임, 군포.YM때, 전교조 

군포의왕지회가중심이 되어 준비회의를 열고준비위원회 활동을하게 된다. 이후 민선 4기(돼영, 

2006년 7월 1일∼2010년 6월 30일)가 시작하면서 청소년괴를 폐지하여 사회과로 흡수하는 행정기 

구개편문제가불거졌다.이에군포지역청소년단체들은그해 9월에시장과면담하고,이어서 ‘청 

소년과폐지반대’ 및 ‘군포시청소년정책방향에대한제안’ 의견서를시에제출하였다.시는내부 

의견수렴을거쳐 ‘。Fξ청소년과’로개편하는조례얀을시의회에최종제출하여통과되었다. 

한편, 2C:J7년 8월에 광역자치단체들은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06년 9월 22일) 시행(2007년 9월 23일)에 맞춰 심야학습시간(심야 학원수업 가능 시간 등)을 제 

한하는개정 조례안을입법예고하거나시도의회의 의결절차만남겨 둔상태였다. 군포지역 청소 

년단체들은끄월 n일 학생독립운동기념 군포시청소년한마당 기념식 후에 ‘군포청소년단체협의회 

출범식’ 과 더불어 ‘청소년심야학습 제한 토론회를 열어 밤 10시까지로 제한할필요성을제기하였 

고,그후경기도교육청앞캠페인과군포시에서시민서명운동및캠페인을진행하였다. 

군포청소년단체협의회는 2007년에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설치와 관련하여, 수익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받는 시설관리공단이 예산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수련시설을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않고 적법하지도 않음을 제기하며 반대운동을 진행하였다.잉) 그 결과, 해당 조례에서 

청소년 수련시설 관련 조항은삭제되지 않았으나 시설공단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외부에 위탁운 

영히는중이다. 또한 2008년 2월 임기 만료인군포시청소년수련관장선임에 대하여 청소년분야의 

전문성을갖추고 법적 자격요건앓)을 지닌 책임자를공개모집을통하여 선발하도록 제안하고 이사 

낀) 「시믿합의 없는 시설관리공딘 전면 유보해o ~J . r군모시민신문j 20071년 11월 28일 

22) 「청소년활동진흥법」 저114조와 제6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훈 지를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로 선입하도록 <J f.고 있으며, 동법 시행 

렁 저18조에서는 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g로 청소년 육성업무 경력을 포흔녕뼈 7개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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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청소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단체 현황 

~늦6 명칭 설립시기 운영현황 

• 축제(연극, 마술, 힐합), 동아리활동과 축제, 자치활동,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 2000. 1. 19. 
체험활동, 청소년기자단, 자원봉사학교, 방과후아카데미 

· 운영주체;정소년을위한군포내일여성센터 

(2000. 9.5.∼200끼, 좋은친구들(20〔)8∼현재) 운영 

• 축제(만화, 락), 동아리활동과 축제, 자치활동, 
당훨정소년문화의집 2000. 9. 5. 정소년기자단, 문화예술봉사단 

·운영주체;교육자치를위한군포시민의모임 
청소년 

• 교육 문화 체육 등 강좌, 청소년동아리, 장애아동 시설 
청소년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수상안전 응급처치, 

성문화센터, 전통문화교육관, 문화광장 ‘기써|’, 
군포시정소년수련관 2004. 6. 1 항공우주과학체힘, 경기과학축저|, 청소년어울마당, 

자치활동, 청소년기자단, 도농정소년캠프, 

해외뮤지컬영어캠프, 말레이시아청소년 국제교류, 

방과후아카데미 

군포시청소년수련원 2004.8. 16‘ 
• 생태체힘, 학생수련활동, 청앙문화치|럼캠프, 
리더십 정소년 임원 수련, 영어캠프, 과학캠프 

교육자치를위한군포시민의모임 1992. 11 ‘ 7‘ • 역사기행 및 박물관 답사, 문호별사단, 락축제 

청소년 • 성문화, 학교폭력 예방, 동아리, 연극 · 힘합 축저|, 
단체 청소년을위한군포내일여성센터 진로상담 및 탐색, 청소년자원봉사센터 

(현군포닥틴내일) 
1999. 1. 14. 

(청소년성보호법, 유해환경모니터링, 민주시민교육, 

정소년인권등) 

•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제, 한국합칭저|, 

청소년 군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열린음악회, 정기연주회(연 2회) 등 

1996‘ 2 1 ‘ • 연혁 : 1993년 군포소년소녀합창단으로 창단, 
문화예술 &챔버오케스트라 

1996년 시립으로 전환, 2001년에 할칭단 내에 
단체 챔버오케스트라구성 

군포청소년윈드오커|스트라 2003 ‘ 5. 29. • 전문관약연주 

출처 군포시, 2008, r시정백서」, 군포시, 1999, r군포시새, 각 기관 단체의 사업보고서 및 홈메이지 

낀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 기관 · 단체 

위기청소년(At-r않 Youth)이란사회적 안전망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탑한 청소년을 의 

미한다. 청소년들이 처하는 위기상황은 가족적 · 교육적 , 개인적 · 사회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가족적 위기상황은 빈곤 · 폭력 · 가족해체 등에 의해, 교육적 위기상황은학업부진과학업중단등 

에 의해, 개인적 위기상황은 가출 · 범죄 · 약물 · 폭력 등에 의해, 사회적 위기상황은 실업이나 범 

죄등에의해발생한다. 군포시에는WES따미을을비롯하여위기청소년의성장을지원하는기관 

과단체가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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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 기관 . 8:체 현황 

며o~ 설립시기 운영현황 

• 상담, 우|기청소년 지원, 또래상담자 훈련, 셀프 리더십, 

리더십 체험, 아이디어학습, 통합예술치료, 

진로(학업중단청소년 포함), 학교폭력 및 부적응치료 

• 운영주체 : 1995년 군포시립도서관 내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994. 7. 15. ‘군포청소년상담실’로 개소(군포시 직영), 

2004년 6월 30일부터 군포시챙소년수련관에서 위탁 운영 

• 특징 : 2005년 국가정소년위원회 출범 후 
상담중심기관에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인 

CYS-net 운영주체로서 위기지원사업과 상담사업을 결함 

한무리사랑나눔회 1996‘ 2.(2003. 10. 8등록) • 저소득층 공부방 및 지원 

가야청소년공부방 1995. 6. 5. 
• 저소득층 청소년 학습지원 
·운영주체;가야종합사회복지관 

• 중장기 보호, 상담, 학교등교 지원, 청소년 수능반, 

검정고시반, 체육활동, 도예목걷 활동, 미술치료, 

하나로 군포시청소년쉽터 2002. 11 . 20. 직업 탐방, 문화 탐방, 중국문화f기행, 맨토(Mentα) 결연, 

영상체험캠프 

• 운영주체 온누리복지재단 

성요한의집 2006‘ 6 13. 
정소년 

성야고보의집 
·운영주체 전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그룹홈 
2007. 11. 30. 

다솜둥지 2006‘ 12. 26. ·운영주체 개인 

새싹들의집 2006. 1.16 
• 미혼모산전-출산·산후보호및교육지원 

• 운영주체 성안드레아수녀회 

• 저소득 및 맞벌이 가정 청소년 학습 지원, 다y한 

방과후아키데미 2005년부터 운영 중 
문화활동 및 체험 지원, 생활 지원 

• 개설 현황 청소년수련관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광정동정소년문화의집 - 중학교(1 ‘ 2학년) 대상 

산본마을 
2004. 7.23. • 초등 저소득층 청소년 학습 및 생활 지원 

WE Start (경기도 1차선정) ·운영주체; 

마을 
당동마을 

2006. 7.13. WE Start 산본마을 - 매화종합사회복지관 • 관모초등학교, 

(경기도 3차선정) WE Start 당동마을 - 주몽종합사회복지관 • 군포초등학교 

Cζ~g'근=.±「Ii: E므= 2001. 1. 5. 

가야 2002. 1. 1‘ 

갈렬리 2002. 1. 5. 

사랑이있는 2002‘ 3‘ 2‘ 
지역아동 

행똑한홈스쿨 2004.12. 20. • 맞벌이 및 저소득층 자녀 학습 및 문화활동 지원 
센터 

기쁨 2005. 1. 28. 

매화 2005. 3. 7. 

주몽 2005. 4. 4. 

꿈의집 

출처 군포시, 2008, r시정백씨, 군포시, 1009, r군포시새, 각 기관 탱{|의 사업보고서 및 흩메이지 



3) 청소년사업을 부분으로 하는 기관 · 단체 

앞서 살펴본 청소년사업 중심의 기관 · 단체나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 기관 · 단체 외에도 많 

은기관·단체가크고작은관련사업을시행하고있다.여기서는시민사회단체,문화예술기관 · 

단체, 장애청소년복지기관 · 단체, 종합복지관, 도서관, 기타로 나누어 관련 운영펀황을 간략하게 

〈표 4)와같이 제시하그1자한다. 

〈표 4) 청소년 관련 기관 . 8:체 현황 

~등~ 명칭 설립시기 운영현황 

군포겸제정의실천시민연합 1997‘ 9. 27. • 경제교육,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듣기 운동 

• 생태 • 환경교육, 지역 역사문화 탑구 및 답사, 
중국 답사기행, 수리산 자연생태조사, 환경모니터링, 

수리산자연학교 1997. 11 . 27. 생태동아리 

시민사회 
• 연혁 ; 환경자치시민회의 팀으로 창립, 
2006년 4월 5일 수리산자연학교로 독립 

군포여성민우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1999.8.30‘ • 성폭력상담 및 성명등 -성교육 

• 대안에녀지, 동아리, 생태지킴이, 신용교육, 
군포애ACA 2000‘ 6. 17 일하는청소년인권센터, 농촌봉사활동, 

영상미디어운동 및 교육, 지하절로 떠나는 여행 

군포문호}원 1993. 11. 12. • 문화유적답사, 성년례, 예절교육, 민속예술축제 

한국국악협회 군포시지부 1997. 6. 16. · 국악, 민요,뭉물등 
문화예술 

군포문화예술회관 • 문화예술공연 및 전시 1998. 5. 7. 

군포문호}센터 2001 . 3. • 문화예술 공연, 과학교실, 미술교실, 댄스 등 

• 장애 정소년 상담 교육 및 직업흰련, 음악치료, 
미술치료, 장애아동 • 정소년 연닥프로그램, 

군포시장애인복지관 1999.11. 8. 
장애정소년의 직업 진로 탐색을 위한 전환교육, 

장애정소년과 함께하는 문화체힘, 사회체험 등을 

통한 사회적응능력 항상, 특수체육 

• 운영주체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한국징애인부모회 군포시지부 2000. 12. ·가족캠프,주말학교 
장애청소년 

• 상담 원예교실, 사회적응흔련, 특수학급 및 
뇌성마비재활원 앙지의집 2003. 10. 27. 

군포중학교 재택학급 운영 등 

장애인 주간보호 솔복지센터 2006. 10 • 상담 및 평가, 재활치료, 직업적텅 훈련, 문화활동 등 

유스웨이브23) 2001 . 6. 2. 
• 환경봉사 불우이웃 도배 및 청소, 
장애우 사회적응훈련 봉사 등 

윌2002 2002. 1. 
• 또래학교(원여|치료 등산학교 자기결정권 프로그램 등), 
ε벼H우지원봉사 

• 복학정소년의 적응력 흔F상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종합복지관 가-0~종합사회복지관 1995. 5.11 . 
일탈정소년프로그램, 청소년공부방 

• 특징 경기도 교육정 지정 특별교육이수기관(2006) 

• 운영주처| ; 효택YMCA 위탁 운영 

23) 0 1춘도 군포시 종합지원봉사센터 상담고|장 저|보 「군포 정소년 전문 자원봉사단 ‘유스웨이브’, 서|계지원봉사대회서 효F되대표로 사려| 발표」, 「군 

포시민t뭔j ax>2'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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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며〈그~ 설립시기 분영현황 

주몽종합사회복지관 1997 ‘ 10. 22. 
• 군포 WE Start 당동마을 운영 

·운영주체 ; 한기장복지재단 

종합복지관 • 학교징계칭소년 집단지도프로그램, 학교폭력 

매화종합사회복지관 1997. 10. 29 
예방교육, 군포 WE Start 산본마을 운영 

- 특징 ; 경기도 교육정 지정 특별교육이수기곤!{2006) 

·운영주체 연꽃마을 

• 밤학 중 독서교실, 자?|주도학습, 독서문화 도서, 

당동도서관 1993. 12. 29. 영상과학체럼관(방송) 

• 시립도서관 분관으로 개관 

산본도서관 1994. 7. 15 
• 방학 중 독서교실, 자끼주도학습, 독서문화 · 도서 

• 시립도서관 분관으로 개관 

• 방학 중 독서교실, 자?|주도학습, 독서문화 도서 
도서관 • 특징 ; 누리천문대(2004년 10월 4일 개관) 

대야도서관 2003. 12. 17. 천문우주체힘관 (대형 천체망원경, 플라네타리움), 

태앙체중계, 달 위상댄화체험기, 3차원 PC 입체 
체힘존, 천체망원경 'E!상전송 체힘존, 4차원입체영화 

어린이도서관 2006. 5. 4. 
• 어린이 및 영유아, 학부모를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운영 

중앙도서관 2008. 4. 29. • 이동도서관 운영,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등 

군포시보건소 1990. 3. 9. • 홉언예방, 금연교육, 긁언시범학교, 비만캠프 

군포시수도사업소 1992. 10. 21 • 물테마체럼관(2007년 7월) 

성민원 1998. 3. 5. • 청소년복지학교, 방과 후 비전교실 

• 재난재해 대비교육{시띤안전체힘관), 
깨끗한 산본만들기, 잠애체험 및 인권다가서기, 

기아체힘, 노인시설 채힘 봉사, 정소년 주말농장, 

기타 군포시자원봉사센터 1998. 8. 24 ‘ 
어린이집 봉사활동, 선거 자원봉사활동, 

추억의 교련시간(통일 안보), 평화교육, 

심폐소생훈련, 평화티뱃캠프, 인터넷중독 예방, 

앙성평등, 태안반도복구캠페인, 

청소년 자원봉사박람회 및 페스티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군포의왕지호| 2000. 4. 7. • 동학기행, 자전거 기행, 청소년 문화답사 

푸른희망군포21실천헐의회 2000. 12. 7. • 청소년 인권, 환경학교, 생태교육 

동주민센터 ·생활과학교실 

출처 ; 군포시, 200B, r시정백서」; 군포시, 1999, r군포시사J; 각 기관 \::_I:체의 사업보고서 및 홈페이지 

3. 지역사회교육의 특징과 과제 

청소년저]1의도시를목표로군포시와지역사회는지역사회교육을활발히진행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석현행 학교교육 시스범은창의성을누르고 청소년의 행복한삶이 유보되며 점수 따는 기 

계를만든다.’는문제의식을가질 수밖에 없는상황이기도하다. 많은청소년과부모가진로에 대 

해 고민하지만, 아직도 점수와 대학으로 결정하는 진로가 전부이다. 따라서 청소년들과부모들을 



중심으로대안교육에 대한자발적인모색이 이루어질 필요가있고, 장기적인 인생설계를하며 공 

부할수있는장을제공할필요도있다. 그래야지역사회교육은질적으로한단계더발전할수있 

을 것이다. 이러한문제의식과관점을 가지고 여기서는그간군포시에서 진행된 청소년 대상 지역 

사회교육의 특정을정리하고, 그한계와과제에 대해 정리해 보려 한다. 

1) 체험과 모둠토론을 통한 교육 

지역에서 사회교육프로그램은자신이 관심 있는주제를선택하여 체험하는방식으로운영되 

며, 이를통해참여지들은스스로경험하고활동하며 필요한지식이나정보를습득하게 된다는특 

징을지닌다. 또한인원이많을경우에는모둠별나눔작업을통해의견을나누고서로발표하면서 

다른모둠의 생각을공유하는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초등학교저학년 때 엄마에 이골려 수리산자연학교에서 들꽃교실, 곤충교실에죠}여하고, 중학교때잠깐씩 봉사활 

동으로죠·여하고, 고등학교때는보초교사로 • …-중국역사답사프로그램에조썩하면서 중국첼ξ}이나역사를배웠 

어요 - -- - 길 가다가도자연에 대한진근강도느끼고추변친구들에게도알려 추게 되어 자부싱도느낄 수있었어 

요 (21α)9년 4월 25일, 유선주잉) 제보〉 

1999년부터 매번 방학 때마다 ‘봉」、f하며 배우며’ 를실시하다가이제는자원몽사센터를만들어 학기 중어l도프로그 

램을마련해 청소년들과함꺼빼요 …… 프로그램 주제에 따라교육을받은후조사나조별로토론을하고서로발 

표를하며, 캠페인구호나문구가적힌 피켓을직접 만들거나해요, 또다른청소년이나시민을대상으로캠페인을 

진행하지요. 지루해 할때도 있고쭈뺏거릴 때도있지만, 남들앞에 나서보는 경험이 많아질수록 더욱적극적으로 

해요. (2CIJ9년 6월 15일, 이선인군포탁틴내일 대표제보〉 

그러나체험활동같은사회교육프로그램에참여하는청소년의수는제한적이다. 대부분의청 

소년들은학교와학원에서의학습을제외하면대체로컴퓨터나TV 시청 등을하면서시간을보 

내고 있다. 2007년에 15세 이상주민을 대상으로 시행된 ‘군포시 사회통계조새 에 의하면, 군포시 

관내 15∼m세 연령층 청소년들이 주말 · 휴일에 여가활용을 하는 방법(중복응답)은 ‘컴퓨터게임 

및 인터넷 검색’ 42.Ei%, 'Tv 및 비디오 시청’ 32.3%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서 ‘자기계발’ 은 

24) 유선주 학생은 현재 청심국제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며, 초등학교 때부터 수리산자연학교의 생태환경프로그램 참여하였다 고등학교 때 중 

국역사문화 답사프로그램 침여 후 r군포시민신문」메 기고하는 등 지역사회교육에 지속적으로 효뼈하며 휠동하고 있다 

t찢꼈 
청
소
년
정
책
과
 지
역
사
회
교
육
 

261 



효;;n 

훈. / 제 
'ff =걷 3 
N 편 

교 
육 
과 
쳐 

소 
년 

화 

262 

〈표 5) 15∼19.세 연령층의 여가활용방법 (단위 쩌 

원좁 
lV · 검퓨터 가족과 문화 

기타 

비디오 게임및 
자기 스포츠 

가사 여행 함께 예술 
사교 

휴식 
종교 (봉사활동, 

계발 활동 관련일 활동 창작적 
시정 인터넷 하는일 관람 

취미등) 

전체평균 32.4 12.7 7.3 13.6 17.5 9.7 29.1 5.8 12.9 21.5 15.6 5.7 

15-19서| 32.3 42.6 29.4 11 .7 2‘8 1.8 8.9 6.4 19.9 17 ‘7 8.5 6‘7 

출처 : 군포시, 2008, 쩌11회 군포시 사회통계조사 보고세, 갱쪽. 

29,4%에 불괴-하였다. 이 연령층 청소년들의 여가활용 만족도에 대한 5점 척도 분석 결과는 2,93점 

으로 나타나 30∼39세 연령층 다음으로 낮게 나타났다.떼 이 결과로써 청소년들의 여가활용방법이 

제한적이며, 그에대한만족도도낮음을알수있다, 

청소년들의 여가활용이 π시청이나컴퓨터 이용에 집중되는경향은 '.2006년 지역사회복지계 

획 수립을 위한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또한 이 조사에서는부모들이 자녀의 여가활동 

에서느끼는가장큰어려움은경제적부담 37%, 시간부족 29%등으로높게나타났고,문화시설부 

족은 12%로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정 즉, 청소년들이 다OJ'한지역사회교육의 혜택을받는 데에 

경제적 부분이 중요한문제로 대두됨을알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청소년관련 기관과시설에 

대한예산지원을통해서 일시적이고산발적이 아닌보다체계적인체험훨동이 골고루이루어지 

도록해야한다. 

2) 동아리활동의결합 

청소년수련시설들이 개관하기 전까지 청소년들의 동아리활동은학교콸중심으로 이뤄질 수밖 

에 없었다, 그러나학교에는동아리활동을위한공간이 부족했고 그러한활동에 대한학교의 지원 

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2000년 이후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수련관 등의 수련시설이 건립되면서 

동아리활동될위한공간이 확충되고 청소년육성을위한예산지원이 활팅초해지면서 재정적 지원 

도 이루어졌다. 지역사회가 청소년들에게 활동공간을제공하고 재정지원 또는 전문분야 지도지를 

연계하며 그들이 쌓은 지식과재능을발표할수 있는장을만들어 감으로써 또 다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옹 것이다. 이에 관련 단체나시설 등에 등록하여 활동하는 청소년 동아리들이 늘어나활 

발하게 활동짜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자부심도 커졌다. 

정 군포시 20C8, 꺼11회 군포시 사회통계조사보고세, 땅에%쪽 

26) 군포시, 2Wl, 깐근포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여1∼·142,쪽 



당동청소년문화의집 동아리 워크숍21) 

동뻐l 자부심을딩l는데, 자처l행사를많이 만현 냈ct-는거도、 - -- -마술계에서ξ D낼학과교수님들도어디 가 

서 ‘미라클’ 이라연 다들알아주;시더라고요 그게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한것들이라서 그걸로마술하는 더1 

면하게 올수있었던 거 같구요 ---- --조금조금씩 예산지원도큰도움이 됐어요. (21α)9년 4월 12일, 강성일2에 제보〉 

청소년의 동아리활동이 활발해질수록자발적 · 자기주도적 학습도 가능해진다. 지역사회에서 

청소년교육은 가르침을 받는 형태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스스로참여하고 기획하고 활동하며 배 

울때 그 내용과질도달라진다. 

정말자원봉사를계속하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답답할까도실제로느끼고, 건강하게 낳아주신 거 부모님께진짜강 

사함을느꼈구. ---- --사람들의 관계가힘든가운데서 더 진하게 되는 거도 있고%}애인들과도친밀해지연서 대학 

가서도낯선 환경에서도진밀하게 다가갈수 있었다고할까요. (2αB년 4월 12일, 심세희2잉 제보〉 

사실 많이 소심해서 앞에 잘나서지 못하는데 …… 예전보다누군가의 앞에 나서는자리에 완벽히는아니더라도, 

조금은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너무나다른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단체를구성하는것이 어떤 것인지를성인이 되 

기 전에 먼저 느끼고 그런 λf람들과조화를。l루는시간을보내기 위해노력하는, 흔치 않은기회뜰얻었던것같습 

니다 ---… 동아리활동과흐볍을 병행히는과정에서 (어려웅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 점 때문에 동아리 

ZT) 「휠동사싣, 딩동청소년문화의집(http://www.ddy·。uth.。띠) 

28) 강성일 학생은 현재 효택방송아카데미 공연예술이벤트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이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광정동정소년뭔화의집 미술동아리 ‘미라 

클 에서 활동하며 동아리 회장과 군포시 청소년동아리연합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29) 심세희 학생은 수월여자대학 사회복지과 2학년에 재학 중이며, 청소년 ε빼인전문봉사딘인 ‘윌2ffJZ’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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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행l흥미를가졌C바도금방지쳐 베쳐나간진구들이 많았습니다. (2α)9년 3월 17일, 흥싸름.30) 제보〉 

청소년 동아리활동의 긍정적 측면과 청소년들의 참여 의지에도불구하고 대학 입시제도와고 

등학교의 강제 지율학습은 청소년들이 동아리활동을 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한다. 아직도 군포시 

에서는자신의 의사와상관없이 자율학습을해야하는분위기인데, 이는청소년들이 관심 있는분 

야에서 확장된 지식을습득하고사고하고창조해 내는교육에 참여하기 어랩게 만들고 있다. 창의 

적인 인재를 필요로 히는 시대에는 청소년의 동아리활동이 매우긍정적인 기능을한다. 대학입시 

의 입학사정관 제도에서는 이러한활동의 중요성이 더욱부각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가그에 

필요한인프라제공을위해더욱노력해야할것이다. 

3) 특성화된 축제를 통한 경험과 교육 

군포시에서는특성화된,규모를갖춘청소년축제가오랫동안개최되었는데,그대표적인사례 

로 연극축제, 만화축제를들 수 있다. 2002년부터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 연극동아리들이 함께한 

‘군포 청소년 연극축제’ 와 2002년부터 당동청소년문화의집이 개최한만헬르테스트의 창작만화경 

진대회에 참여한 만화동아리들이 2005년부터 함께 열어 온 ‘군포시 청소년 만회축제’ 가 그것이다. 

이외에도크고 작은축제와행사가청소년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이들축제와행사는청소년동 

아리들이 1년 동안 직접 준비하여 개최하며, 대회 형태를 띠기도한다. 청소년들은자체적으로 f축 

제 기획단’을꾸려 축제를함께 기획하고진행하고평가하며 배움의 기회를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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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의 장’ 이자 ‘문화의 장’ 으로서 청소년 축제의 기획과 개최에는 교육적 과정이 녹아 있다. 

즉,해당분야문화강좌·문화체험등의교육과동아리활동을통해축제를준비하는과정에서 리 

더십이나타인과의의사소통,회의방법 미디어매체를다루는방법을다C(f하게경험할수있다. 

이러한축제를통해서 청소년들은자신의 진로를찾고, 문화감수성을함%닐까고, 축제의 주제를정 

하는과정에서 주제의식까지 발전시켜 나간다. 또한서로 경험과 정보를 나누며 배우고, 사회자와 

진행요원, 평가자, 홍보자의 역할등을폭넓게 경험하면서 사회성을신장하게 된다. 

행사를진행하면서 경험을많이 하고기획력을배웠어요. 그렇게해 보써 아마작년세계마술대회에서 무대감독을 

했었지 않았나(싶어외. …… 학교에서도공부만했다연 평범한애들이 됐을텐데, 특。l한경힘을하고사회생활을 

:Ji) 홍버덤 학생은 흥진중학교와 수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다. 2003년 1월부터 2fXJ1년 2월까지 광정동정 

소년문화의집 소속 청소년기자단 ‘다보미’ 의 편집위원 및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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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축제 소규모축제 예술단체 교육기관에 문화 ·예술 7 1타 
활성화 활성화 사업비지원 동아리육성지원 시설프로그램 

확충 

문화 • 예술도시를 만들기 위한 젤책찌11회 군포시 사회통계조새 

미리 경험하고 - --- 인간관계에 대한책도보고공부-i'il기도하고사람만나는것 배우고 …… 문화의집에서 배우 

는것들이 나에게도움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할수있는건데, 나에게 맞게 소호F해 낼려고많이 노력을했었어요 

깡성일제보〉 

2007년 실시된 제1회 군포시 사회통계조사에서 문화 · 예술도시를 만들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 

요한정책으로 ‘문화-예술시설프로그램확충’을꼽은시민이 40.9%로매우많았고, ‘소규모축 

제 활성화’ 19.9%, ‘대규모 축제 활성화’ 19%, ‘교육기관에 동아리 육성 지원’ 끄.2% 등의 순이었 

다. 그런데 이를 청소년 연령층과 나머지 연령층으로 나누어 보면 그 결과는사뭇달라진다. 나머 

지 연령층은 전체 평균과유사한 결과를보인 반면 15∼19세의 청소년층은 ‘문화 · 예술시설 프로 

그램 확충’ 27.3%, ‘대규모 축제 활성화’ 27% ‘교육기관에 동아리 육성지원’ 이 23.8%로 비슷한 비 

율이었다.31)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에게서 축제와동아리활동이 차지히는 의미와 비중이 어느 정 

도인지 잘알려 준다. 따라서 이러한부분에 지역사회와시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하겠다. 

따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진로 탐색 

청소년들은 지역사회교육을통해서 자신의 적성을찾고새로운 진로를모색하기도한다. 기존 

의 경우룰 예로들면, 낯설었던 힘합이라는분야에 관심을 가지고중학교 때부터 협합페스티벌과 

31) 군포시 2ro3. r제회 군포시 사회통계조사 보고-'L. 없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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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 힘합페스티벌 

연극축제기획단에 참여하떠 세계적인 비보이 배우 

로성장하거나,3잉 댄스동아리와락페스티벌등에참 

여하며 실용음악을 전공하게 된 청소년들도 있다. 

마술이라는새로운 영역에 도전하여 진학한청소년 

들도 있다. 또한수련시설, 청소년쉽터, 청소년지원 

센터, 자원봉사센터 등의 지역사회교육을 계기로자 

신의활동경험을심화시키면서목적의식을갖고청 

소년 관련 분야나 사회복지 분야를 선택하고, 자신 

의 기존 진로와 결합하여 더욱 깊이 있게 접근하는 

경우도있다. 

원래 심리 쪽으로가고싶었고, 사회복지 안할려고했었는데, 스스로자기에게받、f하눈게 최고의 봉λ빡는선생 

님이나주변 분들이 많았었는데도, 봉사활동베이~가깔려 있어서 수원여대 사회복지 파를 가게 됐어요. 〈심세회 

제보〉 

고등학교와서 동아리를환경동아리 활동으로진환경상품을제작판매한후원금을지역문화나환경이 파괴된곳 

에 기부하는활동, 비무장지대 생태탐사등의 활동을지속하게 되고, 거기서 세계적인 헥자들도만나게 되었어요 

2α)8년 럼사르총회 때 「청소년선언문」을작성 발표하고- - --- 준비되어 있으니까좋은r 기회들도자무생기게 되 

고, 진로에서 정치외교를전공하고자히는데, 세부영역으로들어가연환경을다루고싶고그렇게 될 거 같야요 〈유 

선주제봐〉 

2006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에 따르면, 자녀에게 가장 펼요한 프로그램이 무엇 

인가를 묻는 질문에 ‘학업 및 진로 프로그램 상담’ 이라는 응답이 88%로 압도적이었다.잃) 진로 선택 

은부모나청소년모두에게중요한문제가아닐수없다. 따라서 현재처럼 각프로그램을통한진 

로탐색과더불어 지역청소년을위한진로탐책 일반프로그램을마련하여 보다다OJ=한분야에서 진 

로를탐색할수 있는계기를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32) 「영국 소풍간 네보이 공연 ‘피크늬’ 성료」1 ry꺼N」 '2fXJ7년 4월 22일 

33) 군포시, 20C6, ι군포시 지역사회복지계휠, 1M쪽 



되지역특성의반영 

지역사회교육은 지역사회 생활 

의 발전과필요에서 그목적을찾는 

다. 이 때문에 지역꾀 생활이나문 

화 · 활동등을기반으로하는지역 

적 특성들이 그러한 교육에 반영된 

다. 군포시에서 행해지는 지역사회 

교육에도이러한지역적 특성이 반 

영되고있다, 

그중대표적인 것이 수리산이 청소년들의환경티셔츠제작 

라는자연환경과관련된다. 군포시 

에서는수리산에 둘퍼싸여 있다는자연환경적 장점과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운판의 역사속에서 

환경에 대한관심이 증대되었다. 이에 시와민간단체의 활동에서 환경생태프로그램이 많은부분 

을차지하고 있다. 예를들어 수리산자연학교는 청소년 생태환경프로그램을운영하면서 좀 더 깊 

이 있게 지역 양서류지도를 작성하거나 반덧불이축제(반닷불이 키우기) 개최 등 심화된 교육과 지 

역생태모니터링을 진행해 왔다. 시와푸른희망군포21실천협의회의 환경학교, 그례고 하천수모니 

터링 등도 전문성을 지니고 진행되어 왔다. 

또한군포시는 정기도의 다른자치단체들보다 청소년 관련 인프라가잘 갖춰져 있고, 청소년 

관련시설과단체에서의 자원봉사프로그램도활성화되었다는특정을지닌다. 예를들어 타지역 

의 경우, 청소년 시섣(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에서 일반 청소년을 위한자원봉사프로그 

램을독립적으로운영히는곳이 거의 없다. 그러나군포시의 경우,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과당동 

청소년문화의집이행사지원같은활동을넘어보다체계적인자원봉사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 

다. 군포시종합자원봉사센터의 경우에도 청소년 봉사프로그램이나자원봉사축제 등에 청소년의 

참여가활발하다. 

군포시종합자원봉」、렌터7}2002년정식으로설립되었는데, …… 그때부터 청소년분야를담햄}였거나총괄하는 

것은내가손을땐적이 한번도없죠- 담~하거나총괄하는사료에 쭉있다는건큰차이죠. 다른지역은청소년 담 

도에 없는경우도있어요. ------ 교사간담회, 기관간담회도잘되었어요 지역의 단체나청소년축제 연겨l도잘되고, 

시의 지원이 잘되었고독립성을유지하는데도시가잘도와주었어요. …… 자원봉사축제도 다른치역은어른하고 

하면서도내용도 빈으한경우가많은데, 청소년의 기발하고다양하고, 아이디어도많아군포는풍성한축제가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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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 벤치마킹을많이 하고가는데 그래도실제 사엽으로 반영하는게 쉽지는않은가보}JL. (21α〕9년 3월 20일, 이 

춘도 군E、1 종합자원몽사센터 상담과장제보〉 

청소년의 봉사촬동은지역사회의 인프라와지원 없이는좋은활동을하기 힘들다는점에서 군 

포시는상대적으로이러한환경이 잘갖춰진 것이다. 다만, 청소년들이 흥미롭고보람있게 봉사활 

동을할수 있는활동처를확대해 나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하나타지역과군포시를비교할때특징적인점은청소년지원정책에대한시의적극성이 

다. 군포시의 정책적 집중은 ‘청소년 교육특구’ 라는 결실로 나타난바 있다. 청소년 교육특구는시 

설건립이라는5 외형적인 부분이나 영어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교육과 청소년 

복지라는측면에서도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이러한긍정적인특정만있는것은아니다.군포시관내에는열딱한가정적 ·사회적환 

경으로 인해 지원이 펼요한청소년이 많은상황이다. 예를들어 군포시 관내 학교에서 2000년 이 

후학교를그만둔 청소년은총 2,230명이다. 최근에는 퇴학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수가줄 

어들어야하지만, 그수에는큰차이가나지 않는다. 

〈표 6} 학업 중딴 및 유예청소년의 수 (단위 영) 

옳영f 겨|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겨| 2,230 366 362 414 372 222 268 226 329 

중학생 737 77 131 151 131 97 62 88 123 

일반계고 483 104 60 87 98 56 47 31 57 

전문계고 1,010 185 171 176 143 69 159' 107 149 

출처 ’ 경기도교육청, r경기교육통계언보」 각 언도 

비고 사망 청소년수는 제외하였고, 2003년까지는 중 고생 모두 제적 중퇴 휴학자로 나타나며, 2004년부터는 중학생은 유예 및 면제자 고등학 

생은 흐법중단자로 영칭을 달리한다 

2α)3년 대c;J교육특성화프로그램을했는데, 다양한프로그램 주는 거보다 ‘여기는좀와야겠다’ 는의지를줄수 

있어야하거든요. 독P히 갈데가없으니까오긴오는데, - - -- 정말필요로한건보호감찰영령 떨어진 애들도되게 

많고, 거길 안가서 2년까지 연장된 애들도있는데, 제대로된, 관리할수 있는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성적으로도 

대단히 개방되어있고, 성폭력인데 자랑스럽게 얘기하구. 대호}하고제어할수있는지도자가있어야하죠 ·- ----아 

이들이 생활에 리듬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를못나가고, 8시 30분부터 계속전호f하연 겨우 10시에 반 정도오거든 

요 차츰단계를 나누어 가야한다고봐요 …… (청소년들을보호할수있는장치는)방과쭈프로그램, 쉰터 정도인 

데, 쉽터에 뜰어가는거도어협고, 문이 닫혀 있기도하구. 아이들이 잠잘데가없어서, 일시적으로화나서 나왔다 



가돈도 없고갈 데가 없어 길거리에 나와서 일이 커지는 거잖아요 (2CXJ0년 8월 23일, 김지수 당띔청소년문화의 

집 관쟁2αE년 당시 군포시청소년수련관수련팀장) 제보〉 

그간 방과후 프로그램, 쉽터, 청소년지원센터, WE S떠rt 마을 등을 운영하며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 왔지만, 반복적인 가출이나 범죄 · 폭력에 노출된 고위험군 청소년 

들을위한지역사회익 대안마련이 빨리 이루어져야한다. 『군포시 지역사회복지계획4에서는학 

업을중도 포기하는 청소년들이 대안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움을 지적하며, 사전에 학교와 

연계하여대안학교와같은프로그램을검토·진행해야함을제기하였다. 또한복지관련기관의 

현장실무자의견으보, 청소년복지센터(보호 · 치료 · 직업) 설치, 가출아동청소년 DROP-IN"센터 

운영, 학교부적응중단 청소년을 위한 대안프로그램강햄대안학교)가 펼요함을 제안하였다.% 향 

후좀더적극적으로위기청소년을위한대안교육에지역사회의투자가펼요하다고하겠다. 

34) 군포시, 2CXJ6, r군포시 지역사회복지계밀‘ 14&ν·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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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4장 군포 청소년교괴 특 ? 
김동권 | 군포고띔학교 교사 

1. 21세기 교육환경과 지역특화발전 

21세기 들어 IT(마bm빼on Technolo때의 획기적인 발달만큼이나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 

다. 교육도예외는아니어서 기존의 ‘닫힌교육’ 에서 ‘열린교육φ1pen education)’ 으로패러다임 

(p없dlgm)이 전환되었다. 교육의 대상 · 방법 · 내용 · 평가 · 제도 · 체제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변화가일어났다. 앞으로도교육의 모든국면과요소에서 폐쇄적이고경직된획일화모형이 사라 

〈표 1) 교육 패려다임의 변화 

구분 변화된패러다임 

λc"l-Z-1 폐쇄적 -→ 개방적 

개념 등「}-「--「-~。,,- 펴 。샌0→「←1。휴 

대상 학생 → 전국민 

~~λ~ 학교 • 지역사회 전체(whole community) 

방법 획일적 집단수업 • 개별화 수업(individual education), 원걱교-ii;(long distance education) 

내용 전통적 교과내용 • 다원적 교육내용(pluralistic contents) 

운영주체 교육생산자 중심 - - 교육소비자 중심 

통제 획일적, 위계적 통저| -• 수평적, 자율적 통제 



지고경계를넘나드는공조적열림의교육모형이더욱빠른속도로확산될것으로예상된다. 

예를 들어, OECD는 ‘미래학교 시나리오’ 에서 학교는 기존의 관료제적 현상유지형(status quo) 

에서 ‘@ 지역사회 학습센터 및학습조직형(re-schoolin빙’으로, 그리고 ‘@ 네트워크형 및탈학교 

형(de schooling)’ 으로 발전히는 모벨을 따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 이는 궁곡적으로 ‘학교 

가지역사회학습공동체’의본령이어야함과아울러학교의지역학습공동체화가요구됨을시사하 

는것이다. 

때마침 2003년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그해 6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은 소위 ‘대구구상’ 이라는 

것을 통해 지식기반시대(knowledge based s。cie여의 도래로 여러 분야에서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이 

--지역경제 훨성화와 지방의 자립호}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활력을 최대한 활용한 차별화된 특호f.Af업을 발굴 , 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 

지역륙화발전특구의 도입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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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일률적인 규제는 지방의 개별적인 수요를 반영하기 곤란 

지역뭘화밭전륙구의 도입 

지방의 자율적 발전전략 수립 특구 내 규저|으| 특례 적용 

’l 자치단체외 자발적인 입안으로 지역별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특정구역을 설치하여, 지방 스 

스로가 특한된 개발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각 지역 내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지역경제의 발 

전 및 자립화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 

지역륙화밭전톨구의 목적 -I 
지역주민의 창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할 

지역발전의 핵심적인 특호μ{업 발굴 

271 
1) 。ECO‘ 2001, What Sch。。Is fα 까1e Future, PP.77‘ ,99 

2) 지석겸저|부 지역특화발전특꾸기획드!(http://www.mke.Q。kr/sezone)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랜’ 

지역특화발전특구 도입배경과 목적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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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면서 지방의 잠재력을극대화해야만 지속적 경제발전이 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국 

가균형발전이라는국정과제를모아 3대원칙’과 ?대과제’를선정하였다. 이는 장고싶은지역 

만들기’라는말로정리될수있다. 정부는살고싶은지역 만들기의 3대 꼭표를 ‘이름다운지역공 

동체’, ‘쾌적한지역공동체’ , ‘특색 있는지역공동체’로설정한뒤, 그추진과제로지역사회와주 

민들주도의 ‘의료,교육등의생활서비스확충’, ‘품격있는건축문화확산’, ‘도 ·농상생형복 

합생활공간조성’ , ‘지역별 특화브랜드창출’ 을제시하였다. 

이를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규제특례법」이 2004년 3월 제정되고, 그해 9월부터 시행 

되었다. 이 법은지방기초자치단체가제안히는 1∼2개 핵심규제의 개혁을목표로, 일정 지역을특 

구로 지정하여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 

용되는규제내용을지역특성에맞게완화·강화하거나권한을이양함으로써각지역이특색있게 

발전할수 있도록하였다. 

2. 청소년교육특구 지정과 내용 

1) 청소년교육특구 지정 

군포시는r 행정적 · 재정적 추진체계구축을위해 교육전담부서를확대 · 개편하고 2003년 7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20명으로구성된 교육환경개선협의회를구성히는등교육환경 개선과교 

육발전을 위한 준비를 해 왔다. 이후 청소년교육특구 지정을 위하여 2005년 9월 21일에 시청 대회 

의실에서 딩F포 청소년특구지정 신청을 위한시민 공청회’ 를 개최하였다. 당시 주제발표에서는 다 

음처럼 특구 선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3) 

• 공교육내실화및교육발전 기여 

관내 모든학교에호댁영어교사를보조하는원어민보조교사지원 및 공교육지원사업을강호f하여 유능한인 

재양성 등교육발전에기여 

3) 히봉운, 「군포청소년교육특구계획(안)」, r군포청소년교육특구 지정을 위한 시민 공정회 자료집,(;:ro;년 9월 엔길), 군포시 18∼19쪽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시민 공청희(2005년 9월 낀일) 

• 생활속영어 체험학습기회 확충 

방학기간중어| 영어캠프 • 영어페스티벌 · 영어믿탬호l · 영어퀴즈대회 · 영어카메 운영 등생활속 영어프로그 

램을확대하여 청소년에게 다양한생활체험교육기회 제공 

• 세계화 • 국제화교육환경 구축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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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감각을갖춘영어처l험마을, 원어민숙소, 영어 전용광장등영어 전용공간을조성하여 국제적 교육환경 

구축 

• 청소년 교육지원저l도확립 

특확사업을통한 ‘군포청소년교육특구지정’ 과 ‘군포시 청소년 100대 청소년 시잭’ 등교육도시 위상제고 및 

교육발전 100억 원 기금조성 등지속적으로교육지원사엽 전개를위한 지원제도확립 

아울러주제발표에서는이와같은청소년교육특구지정을통해몇가지긍정적인효과를전망 

하였다, 즉, 사회적 효과로서 ‘군포시 주재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 , ‘인구유출 억제 및 인구유입 증 

대’ 및 ‘공교육의 보완’ 이 있을 것으로 보았으며, 경제적 효과로 ‘인구유입으로 인한군포시의 세 

원확대’ 및 ‘초·중·고등학생의해외교육으로인한외화유출및자녀의교육을위해떠나는고 

급인력의유출을줄띨수있는모델로서의사회적 ·경제적함의’ 등을들었다. 

2004년 제1차 선정에서 전북 순창의 ‘장류산업특구’ 를 포함해 6개 특구가 처읍으로 지정된 이 

후, 2005년 9월 제5차 선정까지 전국에서 32개의 특구가 지정되었고, 2005년 12웰 6일 부총리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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붐이 있는 청소년 육성 시책 

• •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지역인재 양성 강화 

(군포)청소년교육롤구신청 및 지정 

공교육내실화지원 세계화 및 국제화 교육지원 생활 속 영어체힘 교육지원 - - 청소년교육지원 

• .. J. 

1. 각학교원어민 
교사지원 

1. 소규모영어체힘마을 
건립및운영 

2. 원어민강사숙소건립 

3. 청소년국제교류및 

국외방문사업 

4. (영어)박람회 및 

퀴즈대회개최 

2. 방과후학교별 
영어동아리 운영 

3. 학교내영대전용 
학습장및어학실습실 

시설치원 

4. 좋은학교만들기 
프로젝트사업추진 

• • 

1. 겨울방학비합숙 
。。며Oj~.!!. gc。셔 

2. 체힘학습을통한 
여름방학합숙 

영어캠프운영 

3. 영어전용광장조성 

4. 영어전용카페운영 

1. 교육발전기금 100억 원 
?;/서 
-ι- o 

2 .. 방학중열린 

영어학교운영 

3. 학부모교육지원단 운영 

• • 
전국 최고의 ‘청소년교육도시’ • 지역특화발전을 통한 ‘가잠 실기 풀은 도시’ 구축 

군포 청소년교육특구의 목표와사업흐름도 

재정경제부깎관이주재한제6차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군포청소년교육특구’ 등 10개지 

역특구가 신규로 지정되었다. 이후 2008년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93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118개 

의 특구(서울 4, 부산 3, 대구 3, 인천 3, 울산 2, 경기 7, 강원 8, 충북 13, 충남 12, 전북 12, 전남 16, 

경북 23, 경님 끄, 제주 1)를 운영하고 있다. 4) 이를 유형별로 보면 산업&연구 13곳, 의료 4곳, 관광레 

포츠 28곳, 향토자원진흥 47곳, 유통 · 물류 9곳이고, 군포시와 같은 교육특구는 17곳이다. 특히 군 

포시는수도권에서 유일한교육특구이며, ‘청소년교육’ 에 관해서는 전국에서 유일한곳이 되었다. 

4) 「2CXE년 12월말 현재 특구지정 및 공고현황」, 지식경제부 지역특회빌전특구기획댄http://www.mke.g。 .kr/se~。n e).



〈표 2) 전국 쿄육 관련 4특구 현황 

지역 유형 

전남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경남창녕 외국어교육특구 

인천서구 외국어교육특구 

경기군포 청소년교육특구 

경남거침 외국어교육특구 

경남김해 평생교육특구 

전남곡성 21세기 농촌교육선진화특구 

전남여수 관광국제화교육특구 

{!」J~;<:‘.J 외국어교육특구 

겨。=닙『 여 。-?「; 글로벌인재양성특구 

충남아신 국제화교육특구 

서울노원 국제화교육특구 

서울중구 영어교육특구 

전남광잉 국제화 , 평생교육특구 

충남천인 국제화교육특구 

경북구미 글로벌교육특구 

충남홍성‘예산 국제문화교육특구 

2) 청소년교육흘를구 지정 내용 

당시 선정위원회는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지정 사유에 대해 “군포시는 1989년부터 ‘꿈이 있는 

청소년 육성 정책’ 을r 최우선 시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청소년 교육지원제도의 확립, 외 

국어 교육의 질적 깅-화등을통해 청소년 교육도시로의 기반을 더욱공고히 하고, 공교육 및 평생 

교육의 내실화를도모하그l자특구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당시 청소년교육특구는사업자로 ‘경기도군포시장외 7개 고등학교장’ , 위치로 ‘경기도군포 

시 금정동 · 산본동 · 당통 일원β만 2,019평)’ 이 지정되었고, 지정된사업의 주요내용은다음과같 

았다. 

• 청소년교육지원제도확립 사엽 

-특구사엽의 안정적인추진을 위한청소년교육지원조례제정 및 학부모교육지원단운영 등 

-교육프로그램의 안정적 지원을위한교육발전기금 100억 원조성 사업 추진 

-교육특호}A}엽에 대한 연구용역을추진하여 사업의 평가 및 발전방호k을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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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교육강호}사엽 

-관내 전고등학교에 외국인교원 및 강사를임용하여 외국어 교육의 질적 수준제고 

- 영어체험마을, 영어전용광장, 사이버영어 학습장운영 등으로외국어 교육환경 개선 등 

• 청소년교육프로그램 확대 및 지원사엽 

저소득 • 맞벌이가정 자녀의 방과후교육 및문화혜택 지원 

명문고육성을위한좋은학교만들기 사업공모지원 

-과학기술체험프로그램 운용을통한과학문화이해증진등 

청소년교육특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하여 총 382억 8,000만 원의 사업비 

가투입되는 젓으로 계획되었다. 그중가장많은 예산이 투여되는부문은꾀국어교육강화사업으 

로 전체의 약 '71%에 달히는 271억 2,000만 원이었다. 

〈표 3) 청소년교육특구 지정 당시 사업 예산안 (단위 억원〕 

사업명 겨| 2006 2007 2008 2009 2010 

지원제도 확립사업 100.8 70.8 29.5 0.3 0.1 0.1 

|교육강화사업 271.2 84.1 98.6 29.5 29.5 29.5 

[그램 확대 및지원사업 10.8 2.1 2.1 2.2 2.2 2.2 

겨| 382.8 157.0 130.2 32.0 31.8 31 .8 

청소년교육 

외국어 

정소년 교육프로그 

비고 : 2CXJ6'v2007년에 원어민 강사 숙소 및 영어체험마을 건립비를 포흩h하며, 전액 시비로 추친토록 계획되었다 

당시군포청소년교육특구지정과관련한규제특례는크게 4건이었다껏째 ‘관내전고교η개) 

에 외국인 교뭔 및 강사 임용을 허용’ , 둘째 ‘외국인 교원의 체류기간 연장(2년→3년) 및 사증발급 

절차간소화’, 셋째 ‘영어페스티벌등행사시 도로통행제한허용’, 넷째 ‘옥외광고물설치기준을 

조례로달리 규정’ 이었다. 이들규제특례는각각협의기관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되고 있다. 

3) 교육획구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기초자치단체들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를 제정하여 학교의 급식시설 · 설비사업, 교육 

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관련한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교육과정 운영사업, 

지역주민 및 천소년이 활용할수 있는체육 · 문화공간설치 및 기타 시장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나서고 있었다. 이러한점에서 군포시는 2005년 기 

준으로 74억 3,500만 원을교육관련 경비로보조히는등특구 지정 이전에도경기도의 다른 기초 

자치단체보다 지원 섬적이 많았다. 이해에 학교 지원 실적은 69억 9,200만 원이었다. 

〈표 4) 2005년 기초자치단체의 교육 관련 경비보조 실적 (단위 백만원,%) 

지역 재원 보조금지원실적 재정자립도 

군포 목표액 100억 원 7,435 71.2 

안앙 시세의 4% 내 5,226 83.5 

안산 시세의 5% 내 4,997 73.4 

¥그셰~「H 시세의 g 내 6,366 47‘7 

고C그}며〈;〉 시세의 5% 내 2,395 66.3 

포천 시세의 3% LH 1,543 37 ‘5 

의왕 보통세액의 5% 내 957 55.3 

구리 목표액 100억 원 685 65.9 

과전 목표액 300억 원 1,294 95.8 

출처 • 군포시, 2006, r군포청소년교육특구 연구용억J , 72:∼경쪽 

그런데 아무리 청소년육성이 시의 핵심 사업이고그취지가교육적이라하더라도, 이들사업 

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재원조달(투자)이 관건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교육재원 확보에 

서 절대적으로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예산도주로 배분형태로 단위 학교까지 전달되므 

로 지역교육청에 재뭔확보를요구하기는 처음부터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이미 2005년 진행된 특구사업 관련 시민 공청회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였다. 

당시 주제발표를 맡은 하봉운 박λH경기개발연구원)는 ‘군포시 교육경비지원 조례’ 제정 및 이와 

관련한군포시의 교육경비 보조금 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촉구하였다. 한편, 토론자였 

던 김성기 교수(협성대학교)는 “군포시가 ‘21세기형 우수인재 양성 100대 프로젝트’ 추진과 아울러 

‘좋은학교만들기추진위원회’, ‘청소년자치위원회’ , ‘학부모교육지원단’, ‘군포시청소년대상시 

상’, ‘군포시교육발전기금조성’ 등청소년교육정책을지속적으로지원할수있는조례를제정하 

였다고는하지만, 믹-대한재정소요와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구제적인 대안이 미흡하다.”고 지적 

하며, “기금은강제적인수입원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계획과노력이 없으면확보되기 어려우므 

로, 연차별로어떤경로로어떤방식에의해누구를대상으로기금을조성할지에대한구체적인계 

획 수립이 필요하다.”히고 역설하였다. 

이와관련해서 시는다음과같이 ‘청소년교육프로젝트밍을기획하여 연도별로투자계획을 

마련했다. 

히 군포시, 「군포청소년교육특구 지정을 위한 시민 공청회 자료집」(axl5년 9월 낀일), 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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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005년 i공청회 기준 ‘청소년 교육 프로젝트 20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1. 고등학교원 

연도휠투자계획 
프로젝트 20 내용 총계 

2006 2007 :2008 2009 2010 

어민 강사배치 1,890 525 525 280 280 280 

어민 보조교사 배치 및 영어동아리 
12,480 3,168 3,168 ;~,048 2,048 2,048 

여건 개선 및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 

{전용학습장 및 어학실험실 시설 지원 600 120 120 120 120 120 

넌 영어학교운영 75 15 15 15 15 15 

합숙영어캠프운영 95 19 19 19 19 19 

위한 여름방학 합축 영어캠프 운영 270 54 54 54 54 54 

페스티벌 개최 100 20 20 20 20 20 

개최 230 46 46 46 46 46 

회를 통한 세계화 감각 증진 70 14 14 14 14 14 

}녀 영어회화반운영 50 10 10 10 10 10 

| 교류사업을 통한 군포 이미지 제고 110 22 22 22 22 22 

| 방문을 통한 국제이해 증진 110 22 22 22 22 22 

f을건립 및운영 4,122 3,162 320 320 320 

강사숙소건립 2,954 2,954 

~자。 으 L」여。 120 24 24 24 24 24 

}떼운영 90 18 18 18 18 18 

금 100억 원 조성 10,000 7,000 3,000 

만들기사업영어육성 250 50 50 50 50 50 

욱지원단운영 10 2 2 2 2 2 

합계 33,626 17,245 7,129 21,084 3,084 3,084 

2. 초 중등원 
활성화지원 

3. 외국인정주 

4. 학교 내 영어 

5. 방학중열런 

6. 겨울방학님 

7‘ 체험습득을 

8. 정소년 영어 

9. 영어박람회 

10. 영어퀴즈대 

11. 저소득층 X 

12. 청소년 국외 

13. 정소년국외 

14. 영어체힘 디 

15‘ 원어민 영어 

16. 영어 전용광장 

17‘ 영어 전용 ? 

18. 교육발전기 

19‘ 좋은학교 

20. 학부모교뚝 

출처 군포시, 「군포정소년교육특구 지정을 위한 시민 공청회 자료요(2005년 9월 낀엘, 28∼징쪽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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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교육특구 추진 현황 

1) 추진밝향과과제 

군포시는 ‘희망찬 인재양성의 명품 교육도시’ 조성을 통한 ‘튼튼한 도시, 활기찬 시민의 도시 

건설’을시정꾀최우선과제로추진해오고있다.이를위한중요한사업이청소년교육특구사업이 

다. 이사업의 비전은 ‘국제화시대가필요로하는글로벌인재양성’이며, 이러한비전의실현을위 
278 

해서 다음과 깥은추진 방향과과제를선정하였다. 



군포 청소년교육특구사업은크게 ‘청소년교육특구 지정도시 위상에 걸맞은 전국 최고의 교육 

인프라구축’, ‘군포와세계를빛낼글로벌우수인재양성’, ‘교육예산지원확대를통한공교육내 

실화’, ‘우수학교평가인센티브제공으로자율경쟁유도를통한교육의질획기적개선’ , ‘학생이 

안심하고다닐수있는학교환경조성’, ‘학생이공부하기좋은주변여건만들기, ‘교육협력사업 

확대 운영’ 이라는방향으로추진되고 있다. 

• 청소년교육특구지정도시 위십뻐l 걸맞은전국최고의 교육인프라구죽 

-군포영어체험시설 건립 및운영을통한외국어교육확대 

- 어학실E때납1α1iyZone) 설치 지원을통해 외국어 교육환경 조성 

-원어민 보초교사지원 확대(40개 교, 47명) 

-청소년국제교류사엽 확대 지원 

• 군포와세계를빛낼글로별우수인재 양성 

-군포시랑장학사엽 확대운영을통한우수인재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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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재교육, 교과특기학교 교과특성화연계프로그램 운영 등을통해 우수인재 육성 체계 확립 

교샤사기진작렐위한우수교사발굴지원(표창 및 해외연수등) 

• 교육예산지원확대를통한공교육내실화 

-교육환경개선사엽 지원흑때로질 높은교육여건조성과학습여건 개선 

-군포시와교욱성, 각급학교, 학부모가조썩하는교육경비지원시스템운영으로신뢰 구축 

• 우수학교평가인센티브제공 및자율경쟁 유도를통한교육의 질 획기적 개선 

-관내 고등학교진학우수중학교명가지원 

-우수고등학파대학진학, 대외 수상실적 등} 명가지원 

-고등학교프로그램공모명가지원 

• 학생이 안심하고다닐 수있는학교환경 조성 

군포씨와교육청, 각급학교, 학부모와연계한학교주변유해환경 정화및 청소년 범죄 예방활동강화 

-저소득층자녀 지원확대로공정한교육출발선만들기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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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한청소년육성 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흔~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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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이 공부하기 좋은주변여건 만들기 

도서관시설확충및운영 내실화 

청소년수련관 당동 • 광정동청소년문호f의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쉽터의 내실운영 

-고등학교프로그램 공모평가지원 

-동주단l자치센터의 청소년 생활체험 공간제공 

• 교육협력사엽 확대 운영 

-지역교육청과의 협믿t저l결 및 유대강화 

-한세대학교와영어교육협약체결 및 열린사이버대학과명생교육협약체결 

군포 청소년교육특구사업은 위와같은추진 방향에서 ‘공교육 내실화 및 교육발전’ , ‘생활체험 

학습기회 확뚱’ , ‘세계화 · 국제화교육환경 구축’ , ‘청소년 교육 지원제도 확립’ 이라는 4대 정책 

목표를설정하였다. 그리고총 160개 과제를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정책목표별로는 ‘공교육 내 

〈표 6) 군포 청소년교육특구의 목표와 과제 

비전 4대정책목표 과제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학교)배치 

공교육 내실화 및 교육발전 
• 명품고 육성 프로그램 공모지원 
·교과특기자 학교 육성지원 

·인터넷 수능방송국 운영 

·이외 43개과제 

·방과 후 영어특화체힘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우수 동아리활동 지원 

생활체험학습기회확충 
·수힘생을 위한 해피엔드 

· 생!생! 영어캠프 운영 

국제화시대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필요로하는 ·이외 58개 과저| 

글로벌인재 ·군포 영어체험시설 건립 및 운영 
。ζ그Fλ C그j ·우수체육꿈나무육성 

세계화 ‘ 국제화 교육환경 구축 
·정소년국제문화교듀 

• 잉글리쉬존(어학실습실) 설치 
·안전한 학교 만들기 폐쇄회로1V 설치 지원 

·이오| 17개 과저| 

·군포사랑 장학회 운영(기금출연 및 모금) 

·아동 인지력항상 서비스 

청소년 교육 지원제도 확립 
·학교 사회복지(무지개교실) 운영 

•WE Start 방과 후 공부방 운영 

•WE Start 특기적성 교등욱{햇빛모둥) 

·이외 22개 과제 

280 출처 군포시, 2008, r군포 청소년쿄육특구사업 추진계획(잉%∼2010)J , 엉쪽. 



실화및 교육발전’ 에 48개 과제, ‘생활체험 학습기회 확충’ 에 63개 과제 ‘세계화 · 국제화교육환 

경 구축’ 에 22개 과제, ‘청소년 교육 지원제도 확립’ 에 27개 과제가 있다.히 

2) 추진실적과성과 

군포시는 2005년 12월에 청소년교육특구가 지정되기 이전에도 직 · 간접적으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였다. 2008년까지 연도별 지원실적을 보면, 2004년 100억 2,300만 원, 

2005년 143억 9,600만 원이 투입되었고, 특구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는 2006년 5~l9억 1,80D만 원, 

2007년 449억 4,000만 원, 2008년 423억 8,900만 원으로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다. 청소년교육특구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간접지원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데 이는국제교육센터 등 교육시설 

에 투자되는 예산때문이다. 

擁
군포
청
소
년
꾀
 

구
 

(단위 백만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 합계 

소계 2,547 5,455 6,166 6,445 6,1B4 26,797 

하「「‘극a섣「 559 540 933 421 5!i0 3,003 

영어교육 764 1,710 1,557 2,454 2,215 !l,700 

등「}-→←J 도서관운영 310 402 224 260 HiO 1,346 

직접 교과학습프로그램운영 168 496 861 853 1,0B3 3,471 
지원 예·체능활동 400 1,550 612 165 310 3,037 

학교숲가꾸기 50 520 357 143 1 ;~g 1,199 

노후시설개선 296 177 1,562 2,082 1,5!!9 5,706 

유치원학습지원 60 60 67 148 335 

소계 7,476 8,941 47,752 38,495 36,205 138,869 
간접 

교육시책사업 1,500 2,500 37,065 22,158 19,3[l9 82,532 
지원 

보육사업 5,976 6,441 10,687 16,337 16,8H6 56,337 

총계 10,023 14,396 53,918 44,940 42,3!!9 165,666 

〈표 η 군포시의 청소년뚝성 예산지원 실적 

출처 군포시, 2008, r군포 청소년교육특구사업 추진계획(2ClCl6"'2010)J‘ 13쪽 

비고 간접지원사업은 군포시에서 시행하는 교육시잭(국저|교육센터, ε펙기금, 영어 캠프 , 카메 운영,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과학 문화 축제, 

장학기금 등) 및 보육사업을 을흔H二f 

청소년교육특구 사업기간인 2006년부터 2010년까지를 기준으로 하면, 이 사업에는 총 2,554억 

1,200만 원의 예산이 투여된다. 이를 정책목표별로 보면, ‘공교육 내실화 및 교육발전’ 사업에 총 
281 

6) 군포시, 2Cffi, r군포 청소년교육특구시업 추진계획Xαγν2010)J, 경∼영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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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억 5,700만 원, ‘생활체험학습 기회확충’ 사업에 총 307억 7,200만 원, 제계화 · 국제화교육환 

경 구축’ 사암에 620억 5,100만 원, ‘청소년교육 지원 제도 확립’ 사업에 354,억 3,300만 원의 예산이 

투여된다. 

〈표 8)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연차별 투입예산 (단위 백만웬 

뚫 담혔;2 
2009 

59,933 

2010 

54,231 

2006 

53,918 

2007 

44,940 

2008 

42,389 

출처 ; 군포시, 2CX썼, r군포 청소년교육특구사업 추진계획(2006'v2010)」, 경쪽. 

한편, 그깐군포시는 청소년교육특구사업 추진을 전후로 대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 

었다. 먼저 2004년에 청소년단체협의회와문화관광부가 선정한 ‘제2회 대한민국 청소년 육성대 

상’ 을 수상하였고, 2005년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정책(육성 · 보호, 교육)평깨 에서 대 

통령 표창을수상하였다. 2007년에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교육지원 우수단체로 선정되었다. 또 

한국가청소년위원회로부터 청소년정책(육성 · 보호, 교육)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고, 청소년 참 

여활동경진대회 대상을수상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분석 결과, 예산규모대비 교육예산전국 1 

위,학교별지원액기준전국 2위로평가되었다.또한경인일보사의경인히트상품전에서군포WE 

S떠rt 마을이 금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2008년에도 지식경제부가 6개 분야(교육, 산업 · 연구, 의 

료, 관광레포츠, 향토자원진흥, 유통 · 물류)로 나누어 전국 102개 특구를 평가하여 m개 특구를 선 

정한중에서 ‘2008 모범교육특구’ 로 선정되어 지식경제부장관표창을 받는등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3) 군포꼭제교육센터 건립 사업 

군포청소년교육특구사업은특히영어교육프로그램에많은관심과지원을할애하고있다.그 

핵심사업은 c군포국제교육센터( Gunpo International Education 않nter)’ 의 건립과운영이다. 이 시설 

은 「지역특회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7조(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에 의거하여 

건립되었다. 

군포국제교육센터 건립은군포시가 앞으로 전개될 국제화된 공간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 내기 

에 부족하지 않은여건을조성해 주고자노력하는사업의 일환이다, 특구사업 추진을위해 2005년 

9월 개최된 사민 공청회에서도 이와관련해 많은 의견이 있었다. 당시 성열관 교수(경희대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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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인재는언어 능력에만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푹제적 인재란 

환경, 평화, 인권, 국제협력, 국제 

이해등전지구적인문제에대한 

의식(a:때reness)에 있고, 이러한 문 

제를공동체적인노력으로협의할 

수있는능력과인성을갖춘사람이 

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 

어교육과정의 구성과운영에 대한 

연구를구체적으로수행하여 기능 

적인 영어습득보다는 국제화된 인 

재를길러 내는교육과정이 필요하 

다.”고 역설하였다. 또한이영희 교 

수(서울교육대학교)포 “오늘날 외국 

어 교육은 인간대 인간의 펼요충 

족을 위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중시하고 있고, 서로 상대방의 언어 

와문화및사회언어학적 양상에 대 

한지식이 언어학적 지식과결합되 

었을때에 효과적인 찍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그방향성에 대해 논의한바 있다. 7) 

이후 군포시는 2006년에 산본동 끄51-10번지와끄51-끄번지 소재 구 선교원 부지를 매입하였고, 

여기에 군포국제교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2008년 7월 23일에 기공식을 가졌다. 군포시장은 기 

공식에서 인사말을황해 “영어와관련된사교육비로어려움을겪고있는학부모들이많은데, 어디 

다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최고의 센터를 만들어 사교육비도 경감시키고 영어에 대한한을풀어 주 

군포국:Xii교육샌터 

고싶다”고한것처럼 현실적인문제해결도중요하다. 아울러 “고품질의 영어교육을저렴한비용 

으로학생과 일반 시민에게 제공할 계획으로, 단기캠프 형식의 기존 영어마을 프료즈그램과는 차별 

화되며, 타지역에 비해학생들의 참여 기회가더 많을것으로전망된다.”고밝히며, “수준높은원 

어민교사와내국인영어전문강사와의연속수업등으로세밀한지도와효율적인교육을한다.”고 

그운영방향과특징에대해밝힌바있다. 

군포국제교육센터는 임대형 민자사업(B표 : Build Tr없sferLeas딩으로 건립되었으며, 2009년 9 
283 

끼 군포시, r군포청소년교육특구 지정을 위한 시민 공청회 자료집,(20'.l5년 9월 낀일) 31∼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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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9일에 준공식을 하였다. 위탁사업자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여 토지비용을 제외한사업비 

179억 원 중 101억 원을 부담하고 군포시가 78억 원을 부담하였다. 이 시설은 대지면적 2만 2,000여 

m2에 3개 건똘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7,220따규모의 체험교육시설동에는강의실, 미디어랩실, 가 

상체험실, 방송체험실, 드라마체험실, 대강당 및 소강당, 기타 시설이 들어서 있다. 1, 233m2의 원 

어민숙소동에는 2개 동총 30실이 설치되어 있다. 1,989m2 규모의 주민편익시설동에는상가시설이 

입주하여 있따. 그외에 148대를주차할수있는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다. 

현재 군포국제교육센터에서는 초등부 중등부 대학생 · 일반 특별과정으로 나뉘어 프로그램 

이 운영 중이다. 그 내용은디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처l험 수엽 ; 다양한 미디어 콘탠즈활용 

• 수준별 수업 ‘ 레벨 명가와자격 인증제 도입 
•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유치원, 초 · 중 · 고대땅통학형 프로그램 

• 사이벼 가정 학습 및듣기 실력 강화를 위한랩실 운영 

• 해외 유학프로그램 (전별써|공 

• 일반인을위한야간강좌 

• 저소득층자녀 대상무상교육 

4. 청소년교육특구 발전을 위한 제언 

군포시는 교육예산이 전체 예산규모 대비 전국 1위이며 학교지원액 포한학교별 지원액 기준 

대비 전국 2위로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교육지원우수단체로지정될만큼자타가공인하는교 

육투자 1번지임에틀림없다.그러나이러한명성을이어가고,청소년교육확구사업의발전을위해 

서는몇 가지 개선하고보완해야할점이 있다고판단된다. 이에 대해 ‘중꽉지원및불요항목예산 

지원’, ‘평생교육지원’, ‘자율형사립고등학교지원’, ‘다문화교육의확충’, ‘국제교육센터의다 

기능화’ ,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홍보’ 로 나누어 살펴보려 한다. 

현재 추진되는 과제들을 보면, 직 , 간접적으로 같은분야에 중복하여 지원되거나불요항목에 

지원된 면이 없지 않아보인다. 이는 처음부터 사업내역을 지나치게 세분화시켰고, 그럼에도 모든 

항목별로지원한결과로보인다. 따라서 전체적인 얼개를재검토해서 필요한부분은강화시키고, 



불요불급한 부분은축소하는등의 검토를통해 예산의 적절한배정과집행이 필요할 것이다. 

청소년교육을중심으로하더라도일부성인교육을강화하여명실상부한교육도시로서의위상 

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지식격7-}(lmowledge gap)와 정보격채〔ligital divide)의 해소를 위한 평생교육 

기회를 강화하여 교육접근성 및 형평성을 고양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평생교육이 청소년교육의 

연장선에 있는만큼꽉정사회계층에 대한교육쏠림이 우려되는것처럼 특정 연령층에 대한교육 

의 단절현상이 야기되는것도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 · 군 · 구들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를보면, 위와같은사업지원은물론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설립 및 유치 움직임이 활발하였다. 용인시의 경우 2003년 끄월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속용인외국어고등학교’ 기공식을갖고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특수목적고 설립에 착공하 

여 2005년에 개교하였으며 용인시 거주학생 30%를 입학정원에포함시켜야한다는규정(지역할 

당제)을둠으로써우수인재를지역인재로양성하고있다. 이는한국외국어대학교가부지를제공 

하고, 용인시와경기s:.가사업비 전액(198억 원을부담하여 공동으로설립한것이다. 또한동두천 

외고는 시측이 부지릅 마련하고, 사업비 160억 원 가운데 동두천시와 경기도가 각각 40억 원, 도교 

육청이 80억 원을부답하여 설립하였고, 전체 8학급 240명 입학생 중정원외 59i를 지역학생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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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도록하여 지역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도록하였다. 그러나 이후 경기도내 특수목적고의 난립 

등으로군포시가특수목적고를 설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존고교의 자율형 사립고 전 

환 , 지원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한편,“앞으로m년동안한국사회에서가장핵심이될이슈를꼽는다면단연 ‘다문화’ 다.” 이 

것은 2009년 1월 19일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국가브랜드위원회의 어윤대 초대 위원장의 말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 100만 명과는 별도로, 국내에는 결혼 이민 국적취득자4만 명과 이들 자녀 6만 

여 명이 있다. 그리고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2세들중약2만 5 000명은이미 초 · 중 · 고학령기 

를맞고 있다. 군포시에도 2009년 5월 1일 현재 한국국적 취득자와미취득자, 그리고그들의 자녀 

를 포함하여 총 6,702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의 출신국가도 중국, 대만, 일본 등 동북아 

시아를 비롯하여 베뜨남 · 태국 · 펼리핀 등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아메리카와유 

럽 등 전 세계적으로 분포한다. 그만큼 다문화교육이 시급하다. 특히 자라나는세대는 어린 학생 

때부터다문화교육을통해더불어사는글로별시민교육을학습해야한다. 

이러한상황에서 군포국제교육센터가다문화교류에 대한대한민국의 허브(hub) 역할을할수 

있다는 비전을 가졌으면 한다. 당장관내 중 · 고등학교는 여러 외국학교와국제 공동화상수업을 

실시(관내 초등학교 딩개 교 및 중학교 4개 교)하거나자매결연 방식으로교류하고 있고, 이를확대 

할 예정이다. 구태여 유럽이나 미주국가와만교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21세기는 아시아국가가 
285 

주도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한다. 먼저 가까운 나라와의 문화적 교류, 인적 교류부터 시작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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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한다. 40여 년 전우리나라가오늘날과같을것이라고생각한사람은많지 않았으며, 21세기 지 

구촌평회를책임질우리 청소년은기능한한인류애를지닌글로벌 인재로성장해야한다. 이들과 

수시로 관계를 맺기 위한 소위 ‘glob려 city'’ 로서의 군포시, 그리고 이를 위딴 ‘glob려매퍼ge’ 공간으 

로서의 국제교육센터를생각해 본다. 

물으로 지속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군포청소년교육특구’ 사업은주민의 뭇을모아 

공들여 추진;}는사업이니 만큼 지역내 특정 소수나특정 사회계층을위한것이 아니라모든구성 

원이참여하고혜택을보는사업이다.그러나특구로지정된이후홍보가부족했는지아직도이사 

업이 군포시에 소속된 모든구성원을위한것이라는시실을모르는 경우가 있다. 주민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공감대 형성(consensus building)을 통해 다OJ'한 펼동에 적극 참여하거나 

봉사하그까 송}는 동기(moti.¥빙가 부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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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5장 청소년인권과 자치활동 
김지수 | 군포시 당동청소년문화의집 관장 

1. 들어가는글 

경진대회는 대학가는데 필요하니깐있으변좋지만, 다짜고상줘요 공부잘하는애들만주고, 항상타는애들만 

타고 --- -- -시에서 하는청소년행사에 청소년들은동원용일 뿐이에요. 봉사점수로꼬시고, 상으로E、l고 - -- 정 

작청소년을위한건 없어요. 

요즘들어 나오는 10대들의 푸념이다. 새미을세대도아닌데, 아직도행사동원용으로불려 다 

니는 현실이 바로 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청소년활동이다. 한국사회가 청소년에 대한관심을 갖 

기 시작한계기는아마도 1991년뉴커즈언더블럭 사건이 아닐까싶다. 그이후막가파사건, 인천호 

프집사건 등 청소년에 대한관심은 ‘대형사건’ 에 맞춰진 ‘청소년문제’ 에 초점이 맞춰졌고, “뭐 저 

런 괴물같은 애들이 다 있어 풋풋 - -----.”에 머물러 있다. 

반면, 1990년대들어 이런 m대들에 대한다양한분석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신문지상에서 

자주 접했던 용어 중 먼저 떠오르는 것은N세대와 1990년대 중반까지 대표적으로 썼던 X세대다. 

그리고Y세대라는말이 있는가하면 Z세대라는단어까지등장했고,지금은F매대,P세대에이르 

기까지 다양딴세대론이 출현하고 있다. 물론 이런 분석들은 대부분m대릅 겨냥한마케팅을위해 



기업들이 재빠르게 움직이면서 청소년들에 대한다양한욕구와성향을분석함으로써 나타난세대 

론이대부분이다. 

그러나이런분석들이봇물터지듯쏟아진데는아마도세대구별방식이단순했던산업사회를 

지나정보화사회를맞으면서 인간의 생활과사회구조가크게 변회됐기 때문에 기성세대와젊은이 

로 나누던 지금까지의 양분법만으로는 이들 두 세대를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변화의 소용돌이가 거센 요즘 세상을살아가기 

힘들다는반증일지도 모른다. 

어쨌거나세상은 변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풍경들이 있다. 바로 청소년의 인권적 삶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권을사람이라는 이름하나 만으로도조건과상황에 관계없이 존중받아야할 

가치로 보지만, 다른한편으로는 사회 구성원에게 다OJ'한의무를요구하는국가나사회, 기관에 대 

해서는 갈등관계를갖는구조적 특색을 가진다고본다. 인권이 인간삶의 문제와관련해 현대사회 

에서 새롭게 제기된 푼제는 아니지만 인권의 개념적 의미를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는 인권의 개념과 법주가 시대와사회적 조건에 따라달리 규정되는 역동적인 특성을가지고 있 

기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아이들도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 반란은 청소년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역사의 

주체로나서는것이고, 그러한반란은결코적지 않았으며, 지금여기에서 크고작은반란은청소 

년자치활동의 형태로 계속되고 있다, 1995년 이후 인터넷 발달은 청소년자치활동월 그 어느 때 보 

다다OJ'한방식과형태로변화시켰다.특히주목해야할것은현재진행되고있는대부분의청소년 

자치활동이 청소년인권 신장을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청소년자치활동이 지속적인 운동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데는 그 한계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진행되는 청소년자치활동의 모습은그 편차가클 뿐만 아니 

라 여건도그다지 좋지 못한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소위 ‘청소년’ 이라는 시기를 지나면 그 시기가 

추억으로 기억되는특수한상황이 

청소년자치활동의 한계를 더욱 명 

확하게 만든다. 즉, 나이에 따라 청 

소년에서 성인으로 전환되면서 역 

할과환경, 조건이 변화되어 청소 

년운동의 단절을 가져오고 있으며, 

3∼4년을 주기로 청소년자치활동의 

내용도반복된다. 

/0/9/오/도r'-V쪼/정 

---쇼녕¥1'~,집, 아동·청소년권리규정에 대해.”· 
•• , 1‘,.,. ‘- ~,., ,, ,,, •• ·§잉i인용n의잉 .쇼언용잉엠윈,, 요도리 

아동 정소년 권리규정을 주제로 한 모도리 포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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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인권과 자치활동의 개념 

1) 청소년인권의 개념1) 

자본주의화가 진행되면서 학교에 다니는 기간이 길어지고, 아동기 역사 길어졌다. 사회변화의 

속도가빨라지고, 아동과어른의 생활권이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아동의 범주속에 있던 m대가주 

목 받기 시작했다. ‘미성년’ 으로 범주화된 m대들은자신들이 기성세대의 엄격한보호와통제, 관 

찰과선도의 대상인것에대해불만을터뜨리기 시작했고 이러한불만들은자신들만의또래집단 

을형성하게 하고, 다OJ한형태의 반란을만들어 내기 시작했다. 

18세기 프랑스는 젊은 시민 혁명가들에 의해 전지구적 근대화의 기틀을 만들었고, 20세기 청년 

문화혁명에 의해또한차례의 변신을했다. 이런과정을거치면서 'youth" 는사춘기적 방황과갈 

등, 이상사회에 대한열망과실험정신, 대안문화등과같은이미지로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20 

세기의 끝자락에 ‘youth’는대량실업과세기말적 혼란속에서 또한번의 거대한불안세력이자 

가능성의 세대로 급부상하고 있다. 실업문제를 풀기 위해 유럽공동체는 ‘youth’ 의 범주를 30세까 

지로확대하변서 청소년의 일과삶전반에 걸친취업학습대안을마련하고많은투지를하고있다. 

1999년 파리 시위에 적극 가답한고등학생들에 대한 기사는 'youth power’ 띄 나이가 점점 내려가고 

있음을 보여 줬고, 영국의 흘리건 또는 독일의 폭력적 청소년 관련 기사는 'youth' 가 21세기의 사 

회 불안정 세력임을드러낸다. 반면, 미국에서는여전히 부모의 돈을쓰면서 많은여가시간을가 

진 10대가 시장을 주도하는 거대 소비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잉 

사회적 변동에 따라청소년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역사적으로 변해 왔다. ‘청소년’ 이라는독 

자적인 인생 단계를 일반화시켰고, 청소년을삶의 주인이자사회의 동등한시민으로 인정하지는 

주장들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청소년 권리에 대한새로운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인권의 개념은 어떠한 변회를통해 형성되어 왔을까? 제도적인 부분을중심으 

로 청소년인권의 형성과정을간략히 살펴보는 것은 청소년인권의 개념을 정리하고 내용을파악하 

는데 중요한시사점을줄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청소년인권’만을따로규정한협약은아직 없으며 청소년인권문제는이동인권 

에 대한 역사적 논쟁과 맥을 같이하면서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권리선언」(1922), 

「제네바선언」(1924), 「세계인권선언」(19싫), 「UN아동권리선언」(1959), 「m아동권리협약」(198잉 등 

1) 김지수, 2003, 「청소년인권신장을 위한 청소년자치활동 \!R!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B쪽 

의 조효댐|정 20CO, ,.학교를 찾는 Of이 OfOI를 찾는 사회」, 또 하나의 문화‘ 173'∼174쪽 



국제사회의 노력은 청소년인권의 발전을 위한중요한결실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동권리사상의 최초의 성문화라고할수 있는 「아동권리선언(DE패aration of the Rights of the 

αild)」은 5개 조로 “아동의 신체적 도덕적, 정서적 발달을 돕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규정하고, 

“아동은그의 재능을r 동포를 위해 공헌해야한다는자각속에서 Ocf육되어야만 한다.”라고 끝맺는 

다. 이를바탕으로 1D24년국제연맹총회에서는아동복리를위한 5대 원칙을포함한 ‘이동의 권리 

에 대한 제네바선언’ 을 채택했고 이 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연합(UN)에 꾀해 재검토되어 

1959년 m개 항목으또 된 「UN아동권리선언」으로 재탄생됐다. 이는 제네바선언의 내용을 더욱 확 

장한 것으로 아동을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실현하겠다는국제적 의지의 

표현으로받아들여졌다. 

1985년 유네스코 후원으로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청소년회의에서 채택된 ‘바르셀로나선 

언’ 은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해 언급했으며, 오랜 준비 끝에 UN은 ‘세계이동의해’ 10주년을 맞은 

1989년 끄월 20일에 「-UN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α퍼d)」을 채택했다. 이 조 

약은 2008년 말 현자| 국제연합이 채택한 여러 조약 가운데 가장 많은 192개 비준국을 보유한 영향 

력 높은국제조약이 되었으며, 한국정부도 1991년 끄월 20일 비준에 동의했다. 

이조약은전문과총54개조문으로구성되었으며,기존의국제조약에비해진일보한특성을가 

진 동시에 ‘아동 · 청소년의 권리’ 에 대해 포괄적인 내용을담고 있다. 특히 조약이 보장하는 권리 

의 향유주체인 ‘벼ild' 를 1해 미만으로명확하게 정의하여 ‘'child' 의 범위를청소년으로까지 확장했 

다는 점과 인권에서 일부로간주되던 시민권 ’ 정치권 · 경제권 · 문화권을 아동 · 청소년의 권리 보 

장으로강조했다는점에서 다른조약과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생명권, 국적권, 신분보 

존권, 의사표시권, 사상· 양심 ·종교· 집회 · 결사의 자유, 사생활의 권리 등시민적 권리는물론, 

기족동거권, Ocf육받을권리, 건강과의료에 대한권리, 사회보장, 교육권, 징배아동의 보호, 놀이권 

등의 사회적 · 경제책 · 문화적 권리를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마약, 인신매매, 무력분쟁으로부 

터 아동 · 청소년을보호해야한다고규정하고 있다. 중요한특정으로 기존의 각국 법률이 통상적으 

로성인의 시각에서 아동을단순한수혜자로취급하는데 비하여 이동을하나의 인간으로서 인권의 

적극적 향유주체로상정한다. 또한아동과관련된 모든 결정에서 항상이동 · 청소년의 최선 이익이 

제1차적 기준이 되어야한다는 것을강조하고 있다는점 등에서 발전된 면모를확얀할수 있다. 

1998년 포르투갈 브라가에서 열린 제3회 ‘세계청소년포럼’ 은 청소년 실천 계획을 통해 청소년 

들에게 인류 발전에의 참여 권한을부여해야함을 강력히 표명하였다. 또한같은 해 포르투갈 리 

스본에서 열린 제1회 세계청소년관계장관회의(World [ x:mference of Ministers Responsible for Youth) 

에서 채택된 「리스관선언」은 사회의 모든 수준과 영역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청소년 참여(youth 

p빼cipa디on)를 핵심 기조로 하였으며, 청소년은 상상력과 이상과 무한한 에너지와 비전을 가진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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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로서 그들이 살고 있는사회의 문화, 경제, 기술적 발전을 지속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존 

재로규정했다.잉 

따라서 오늘날 청소년인권의 개념의 핵심은 청소년의 ‘참여할 권리’ 를 보장하고, 그들이 하나 

의 독립된 주체로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한다는 것으로볼수 있다. 

낀 청소년자치활동의 개념4) 

‘청소년자치활동’ 을 말할 때 동일어로 ‘학생자치활동’ 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학생 

은한국사회에서 특수한지위와신분을가지기 때문에 학교에 적을두고 있다는의미에만국한되 

기 쉬우며, 학교를다니지 않는같은나이 또래의 청소년들에게는자치활동의 제약을받을우려가 

있다. 또한 ‘학생자치’ 라고 하면 학교에서의 특별활동 다시 빨H 학생회활봉, 동아리활동, 학급회 

의 등으로만 생각해 활동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 

현재 자치-활동에 대한정의는학생자치활동에 국한되어 있다, 학생자치팔동이란, 말그대로학 

생 스스로가 ;;~}율과 참여의 입장에서 자신의 조직을 구성하여 학급활동, 학생회활동을 전개해 학 

생의 권리를똥호하고, 민주시민으로성장하기 위한자질을키워 나가며, 고유한자기 문화를표현 

하는동아리활동을통하여 건강한삶을 체득해 나가는활동이라고할수 있다. 5) 

또한여러 7찌 의λ에구나표현을통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하고학교현장의상뺨11 대한의견 

을피력하는훨동도넓은의미에서의학생자치활동이라고할수있다. 6) 그러나현재한국사회에서 

청소년자치활동은 이러한 개념보다확장된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청소년자치활동이 다 

OJ'한 형태와 방식, 그리고 지역사회를 넘어 국제적 연대까지로 확장해 나7}~11 있기 때문이다. 이러 

한상황을고려해 볼 때 청소년자치활동은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볼수 있겠다. 

청소년자치활동이라는 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은 ‘자치(엽治)’ 라는 말인데, 이는 ‘스스 

로다스린다’플의미하지만현실적인변에서청소년이의사결정과정에참여하는것을가리킨다. 

따라서 청소년자치활동은 ‘청소년 스스로가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다스리는 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참여의 셉장에서 자신들의 조직을구성해 자치의 경험을 체득하고, 권리 실천의 장으로서의 

역할을히는활동’ 이라고정의할수있겠다.η 

3) 한국청소년개발원, 19i핑‘ r흔택청소년연구」 저110권 저12호 ITT∼앉’쪽 

4) 김지수, 2003, 「청소년인권신장을 위한 청소년자치활동 농딴뻐| 관한 연구」, 영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경∼'24쪽 

히 전국교직원노동조델 학생사업국1 1않Xl, 「학생자치활동 1」, 쭈른나무 

6) 김지선, 1009, 「학싣i자치활동과 학생자치실헌」,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쪽 

끼 시민자치정책센터 2002, r풀뿌리는 느리게 질주한다」‘ 갈무리1 13'》영쪽 



이러한의미에서 현재 청소년자치활동은 〈표 D과같이 분류할수 있으며, 그줍동아리활동, 클 

럽활동,자원봉사활동등은소극적형태의활동으로분류할수있다.반면, 학생회활동,학급회의, 

청소년위원회, 차세대위원회, 미래유권자연대 등은 청소년자치기구로볼수 있으며, 중고등학생 

복지회,중고등학생연합등은적극적인청소년자치활동으로분류해볼수있겠다. 

〈표 1) 청소년자치활동f!~I 분류 

여0여-「 내용 

학급활동 학급회의, 학급부서활동, 학급출판활동, 학급행사 

학생회활동 학샘총호|,대의원회,운영위원회,언론-출판활동 
등「f.ill 

동아리활동 동아리회의, 동아리축제, 기타 활동 

자원봉사활동 환경미화, 기타 봉사활동 

청소년위원회 회의,사업관련활동 

동아리활동 동아리회의, 동아리발표회, 기타 행사 및 활동 

자원봉사활동 독거노인돕기, 환경보호 등 기타 봉사활동 

지역 인터넷옴우회활동 게임 카메라 학습활동등 

(학교외) 운영위원회, 동아리, 축제, 언론 출판, 조사 토론회, 포럼, 교육, 
청소년시설 단체활동 

워크숍, 캠페인활동등 

시민딴체활동 환경 정치 인권활동등 

연대 교류활동 국제교류, 학생회연합, 중고등연합, 이슈에 대한 연합활동 등 

3. 군포시 청소년인권과자치활동의 역사 

1) 청소년인권과 자치활동 기반 조성기 

군포는 1980년대 말부터 수도권 5개 신도시 신설의 일환으로산본신도시 건설이 추진되면서 

인구 5만돌파와함께 1989년 시로승격되었다. 이후토지 수용과주민 이주로 인해 인구가감소한 

1990년을 제외하고는 신도시 입주가 완료된 1995년까지 매년 1만여 명, 최대 4만∼5만여 명씩 증가 

해 현재 인구 28만이상의 중소도시로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도시와농촌, 공업지역과상업지역이 

공존하는복합적인 도시로 변화를 겪어왔다. 

이러한과정에서 서민층과 젊은층의 유입이 급격히 늘어났고 아동 , 청소년 비율도 함께 증가 

하였다. 그에 따라 새 학교가 문을 열기 시작했고, 교육에 대한욕구도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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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말민-해도군포시에서 청소년은단지 학생이었고, 공부잘하는학생과공부못히는학생 

으로만구분될 정도로 인근도시에 비해 모든상황과여건이 열악하였다. 중학생 때부터 ‘대포(대 

학포기)’, ‘영포(영어 포기)’ , ‘수포(수학포기)’ 등이 유행어가되었을정도로고등학생보다중학 

생이 더 많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었다. 

지역사회가청소년에 대한관심을가지기 시작한시점은 1997년 이후였다. 1990년대 중반까지 

도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관련 조사조;차 전무한상태였으나 전국적으로 청소년 성문 

화에 대한문제제기가 일어나면서, 1997년에 군포시민의모임이 군포지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 관 

련 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에 큰 반헝=을 일으커기 시작했다. 이 무렵 군포시민의모임을중심으 

로 ‘청소년 성문화 인식조사{1997)’ ,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1차 조사{199η’ , ‘청소년 문제 해결 

을 위한공청회 개최(1997)’ , ‘청소년문화의집 개설에 관한조사사업(1999)’ , ‘청소년 유해환경에 관 

한2차 조사{l~l9잉’ 등이 실시되었다. 

또한 1998년 군포, 의왕, 안양, 부천, 고양, 성남, 과천 등 7개 신도시 지역 학부모가 연대하여 

시작한 ‘고교입시평준화운동’ 과 김윤주 제2기 민선시장의 ‘청소년 육성 제일 원칙’ 은 지역차원 

의 청소년정책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1998년 9월에 군포시민의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군포지회가주축이되어군포지역의제시민단체에 ‘군포시새교육공동체구성을위한시민간담 

회’ 를 제안하변서 고교입시평준회를주요 사업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새로운 연대단체인 재 

교육공동체 군포시민연대’ 가 1999년 2월 창립하였고, 산본청년회, 군포JC, 군포시 문인협회, 여성 

단체협의회 닫이 합류하면서 연대를확장해 나갔고, 군포시민의모임과함께 학교, 놀이터, 공원, 

공공시설물을중심으로안전도를조사하는지역안전실태조시를실시하였다.달라진교육제도를 

현직교사가학부모에게 순회하면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는 ‘찾아가는학부모 교육강좌’ 등의 

활동도 펼쳐졌다. 2000년 m월 고교입시평준화방침이 확정되면서 2002학년도 고교입시생부터 평 

준화적용과함께 발전적 해체가 이루어졌다. 

한편, 1999년 3∼4월에 시범 운영된 ‘청소년 차 없는 거리’ 는 시청 앞양}선 대로 이마트 앞에 

서 원광대병원 앞까지의 도로를 막아운영되었다. 시범운영기간동안지동젠화응답시스템을활용 

해 시민여론조사를실시한결과응답자 1,185명 가운데 57.8%가계속운영을희망했고, 24. 3%는장 

소 변경을 해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응답했다. 군포시민의모임에서도 초 · 중 · 고등학생 370명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6.8%의 학생들이 찬성히는등 청소년을 위한차 없는 거리 운영에 

대한호응은높았다. 그러나교통통제로 인한 민원, 주말마다 많은 인원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구 

조, 한달간운영에 투입된 1억 700만원이라는예산문제 등만만치 않은문제점도함께 지니고 있 

- 었다.이런문제들때문이었는지시행두달을넘기면서시는 5월한달동안8차선도로를빼고시 

청앞진입도보와시청주치장을개방하는축소운영계획을발표했다.차없는거리라는개념이무 



색해지는 계획이었다. 이후 5월 26일 군포시민의모임 주최로 ‘군포시 차 없는 거리 운영에 관한 시 

민토론회’가개최되면서 시의 일방적추진에 대한문제제기 개선을위한민관운영협의체구성 

을제안하는등열띤찬반토론회가펼쳐졌으나,결국축소운영되던 차없는거리’는확장되지못 

하고 이마트르가 입점하면서 사라져 버린 사업이 되었다. 

1998년 말에는 전교조 군포지회와 군포시민의모임, 청소년동아리 대표들이 모여 청소년동아리 

연합회를 결성하기포 했으나 얼마 가지 않아 해체되었다. 2002학년도 고교입시생부터 적용된 평 

준화가군포 지역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예고했고, 평준화로 인해 모뜬 고등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이 실시되면서 자연스럽게 청소년동아리연합회는사라지게 되었다. 물론 청소년동 
아리연합회가사라지게 된 원인이 야간자율학습의 전면 실시에만 있지는 않다. 당시 청소년동아 

리연합회는군포시의재정적인지원과통제를동시에받고있어자유로운의사결정을이루기에는 

한계가있었고, 시와시민단체 간청소년동아리연합회를바라보는시각의 차이로 시민단체가빠 

지면서 결성된 지 3년여 만에 자연스럽게 해산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더는 전반적으로 청소년 관련 단체가증가하고 시설도 대폭확충되기 시작하 

였다. 청소년을위한군포내일여성센터(1999년 1월 창립), 군포.YMCA(2000년 6월 창립) 등 청소년 관 

련 단체가 창립하였고, 군포시청소년지원센터(1997년 3월 개설, 2006년 7월 군포시청소년수련관 

에 위탬, 자원봉사센터(1998년 8월), 청소년상담지원센터(1998년), 하나로 군포시청소년쉽터(2002 

년 끄월 개원),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2000년 9월 개관, 청소년을위한군포내일여성센터 위탁운영, 

2008년 사단법인 좋은친구들로 위탁 변경)과 당동청소년문화의집(2000년 9월 개관, 교육자치를위 

한군포시민의모임 위탁운영)등청소년관련시설도하나둘씩 설립되기 시작했다. 

특히 2000년에 ’군포시청소년수련관 건립시민대토론회’ 를 통해 ‘청소년수련판건립추진위원 

회’ 를 제안받은 군포시는토론회 이후 ‘청소년수련관건립추진위원회’ 를구성하였다, 그러나 2회 

정도의 회의만 진행되고, 이후 청소년수련관 건립 부지를두고 청소년수련관보다는 벤처타운 건 

립을해야한다는부지 선정 문제를둘러싼논쟁이 장기간 지속되기도 했다. 결국 4년여 시간이 지 

난 2004년 6월 군포시청소년수련관이 개관하고, 같은 해 8월 군포시청소년수련원이 개원하면서 

청소년 문화도지율성과다양성을가진 형태로 변화하게 되었다, 

2) 청소년인권과 자치활동의 다양성 확장기 

(1)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한계 

군포 지역이 청소년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토대를 마련하는 데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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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볼수 있다. 김윤주 제2기 민선시장은 제1시책으로 ‘꿈이 있는 청소년 육성’ 이라는모토 아래 

2002년 재선에 성공하면서 청소년 전담부서인 청소년과를 신설하고 청소년 관련 사업 및 학교 지 

원사업을타시와차별화해 추진했다. 이 시기에 청소년 관련 예산도 전체예산의 2%에 기깝게 지원 

이확대되면서 2005년에는 ‘청소년교육특구’ 지정을받게되었다.그뿐만아니라군포시는 2005년 

에는 청소년시책으로 '21세기형 우수인재양성 100대 프로젝트’ 를, 2006년에는 ‘청소년 허브(Hub) 

도시 300대프로젝트’를실천하는등지방자치단체로서는이례적인청소년정책을펴왔다. 

〈표 2) 연도별 시 예산 대비 교육보조금 여I~버|율 및 예신액 (단위 ’백만원,%) 

구 ∼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교육지원예산 2,207 4,935 5,766 6,150 

최종예산 278,453 293,674 340,808 338,858 

비 율 0.8 1.7 1.7 1.8 

출처 군포시, 2008, r시정백셰, 39 380∼381쪽, 

그 이후 노재영 제4기 민선시장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공교육 기능확대’ 라는 청소년정책 

을 중심으로 군포국제교육센터 건립 착공(2008년 8월), 학교맑 친환경농산물사용 지원(100개교), 

군포사랑장한회 설립 등을 통해 2008년 청소년교육특구 우수기관으로 선정(지식경제부)되는 등 

다%댄 청소년 사업을추진해 가고 있다. 

현재 군포시는 청소년 관련 조례를 7건 정도 제정했으며, 내용은다음과 같다. 

CD 군포시 정소년 칭찬조례 

@군포시 지방청소년보호육성에 관한조례 

@군포시 청소년보호법과징금감경에관한조례 

@군포시 정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지급에 관한조례 

@군포시 -교육발전기금설치 및운영에 관한조례 

@군밑、l 좋은학교만들기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군포시학교협지원에관한조례 

또한군포시는 청소년이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에 참여하여 제도개선 및 정책평가를통 

해 청소년스스로가자신의 권익을증진시킬수있도록하기 위한틀을마련하기 위해 2083년 5월 

29일 ‘청소년자치위원회’ 를 발족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그러나 위원헥와관련한운영조례가 



없어 청소년자치위원회의 위상과역할이 명확하지 않아활동자체가필요에 의해서만이루어질수 

있다는한계를가진다. 

〈표 3) 군포시 청소년시책 

연도 프로젝트구성 프로그램 개수 

지식강국을 이꿀어갈 우수인재 앙성 16 

2005 소질과 능력을 갖춘 장의적 청소년 육성 52 

낀서|기를 주도할 건강한 청소년 육성 32 

대회-공모코너 32 

영어쿄너 7 
글로벌인재양성 

과학쿄너 21 

리더쉽코너 3 

문화 여가코너 26 

문화 체험프로그램 체험-동아리코너 60 

독서코너 5 

정소년복지코너 42 
2006 

진로 · 적성코너 6 

성장프로그램 방과후활동코너 9 

청소년인권코너 9 

x자f땐원봉A사f코너 16 

정소년지원망코너 14 

청소년잠여코너 7 
지역사회네트워크 

성인교육코너 11 

기반구축 및 제도개선코너 29 

(2) 관내청소년현황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군포시 청소년 인구를 2001년부터 연도별로 정리해 

본결과, 연령별 인구의 변동은약간씩 있으나전체적인 인구는 4만명 정도로꾸춘히 유지되고있 

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하여 9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정의한다면 5만 명 

정도로추산된다. 

〈표 4) 연도별 청소년 인구 (단위,명) 

둠갚∼펀 초등 3∼6학년 중등 일반고 전문고 계 

2001 17,756 11 ,801 7,646 2,654 39,857 

2002 17,350 11 ,624 7,410 2,581 38,965 

2003 17,212 11 ,504 7,364 2,652 38,732 

2004 16,916 11,698 7,387 2,787 3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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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4분 
초등 3얘학년 

연도 

2005 16,454 

2006 16,275 

2007 15,494 

2008 15,099 

출처 경기도교육청, r경기교육통계연보J 각 연도 

비고 초등학교 내 1특수흐답의 학생수는 제외되었다, 

%8 

12178 

12,356 

12,106 

11 ,846 

일반고 전문고 져| 

7,573 2,839 39,044 

7,688 2,912 39,231 

7,902 2,998 38,500 

8,128 2,879 37,952 

군포시 관내 학교의 청소년 동아리수는 비평준화시기였던 2001년까지 고등학교를중심으로 

학교별로 다OJ'하게 분포하여 200여 개가 넘었다. 2002년 고교입시평준화 설시 이후에는 고등학교 

에서 그수의 변화가커서 절반정도가감소하였다. 이에 비해서 중학교에서는전통분야청소년활 

동에 대한지원이 확대되면서 학교별로풍물동아리가구성되고, 2004년부터는군포시가청소년동 

아리지원금을 지속적으로늘리면서 다OJ'한형태의 청소년동아리가학교별모구성되기 시작했다. 

〈표 5) 청소년동아리 현황 

겨| 

203 

고등학교 

138 

출처 ; 군포청소년 허브(교육)도씨(http://www.gunp。y。띠h.net). 

중학교 

44 

(2006년 4월 현재, 단위 개) 

칭소년시설 

21 

절대적으보 청소년 활동시간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청소년동아리가자생력을 잃지 않았던 저변 

에는그들스스로의 자발성이 있었다는점을빼놓을수없다. 더불어 청소년동아리활동에 대한관 

심과 애정, 다OJ'한활동의 지원과 청소년자치능력의 신장을 위해 소신껏 일해 옹 청소년시설의 청 

소년지도자와관련 단체의 노력도 빼놓을수 없을 것이다. 

〈표 6) 연도별 첼소년동아리활동 지원 현황 

꿇∼∼ 연도 
지원동아리수 

지원액 

출처 군포시, 2008, r시정백씨, 강O쪽 

2004 

22 

22,000 

2005 

70 

35,000 

2006 

100 

50,000 

(단위 개, 천원) 

2007 

60 

30,000 

한편 군포시는 초등학교 22개, 중학교 끄개, 고등학교 7개, 대학교 1개 량 41개의 관내 학교 6개 

소의 청소년시설 등 청소년들의 자치활동공간들을확보하고 있으나 청소년범죄가꾸준히 증가하 



고 있다. 2007년 현재 495건으로 전체 범죄 발생건수와 비교했을 때 약 7%를 차지하고 있어 2004 

년에 비해 2% 포인트 이상증가했다. 

〈표 η 연도별 청소년범죄 현황 (단위 ;건, %) 

와〈컨 
청소년범죄발생현황 총범죄대비 

총범죄 겨| 
폭력행위등 절도 유해화학 

청소년범죄 
성폭력 71타 비율 

2004 8,667 413 148 132 7 12fi 4.8 

2005 7,750 350 122 110 8 11(] 4.5 

2006 7,859 478 164 181 6 127 6.1 

2007 7,168 495 196 125 11 16'.l 6.9 

출처 군포시, 2008‘ r시정백세, 6않∼6.59쪽 

또한청소년의 여가활동에 대한불만족도증가하고있다. 과반수이상이 여가활동에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적 부담, 시간부족, 여가시설 부족등의 이유로 여가활동에 만족하지 못히는 

것으로나타났다. 

〈표 8) 15∼19세 연렁층의 여가활동에 대한 불만족도 조사 (단위 쩌 

구분| 불만족할경우그이유 

튿g긍口〕}으「E 계 경제적 
교통혼잡, 

여가시설 여가정보 
적당한 건강이나 

부담 
시간부족 이용교통 

t’jξ 「E 』,;'."";
추101가 체력이 

연도 \ 수단불편 없머서 약해서 

2003 44.7 100 44.4 26.4 1.4 15.3 1 ‘4 9.7 1.4 

2004 58.0 100 48.3 25.9 1.7 10.3 1.7 10.3 1.7 

출처 ; 「군포통계정보」, 군포시청(http://www.gunp。21 . net) 

〈표 9) 청소년 사망자수 (단위 명) 

앓관붕 계 중등 일반고 전문고 싫3붕 겨| 중등 일반고 전문고 

1999 2 2 2004 

2000 4 3 2005 8 4 4 

2001 3 2 2006 6 3 3 

2002 3 2 2007 3 

2003 2008 6 2 3 

출처 경기도교육청, r경기교육첼겨|연보」 각 연도 

청소년 사망자수도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사망의 원인을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청소년 변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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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지역신문의 보도를통해 볼 때 청소년 자살이 늘어나고 있다고추정된다, 

(퍼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도 

그간군포 지역의 청소년활동이나 청소년운동이 지역의 교육문제로 접근하면서 청소년인권과 

관련한문제 해결은시도되지 못했다. 그러한청소년인권운동상황은 2002년에 전환점을맞는데, 

당시 푸른희망군포21실천협의회가 청소년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에도 지역사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던 청소년인권에 관심을 갖고 청소년의제 발굴011 접근하기 시작한 것이 

다. 2002년 9월 1차 청소년인권학교를 시작으로 모인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인권실태조 

사를 통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2003년 4월 12일 ‘청소년 권리 찾기 토론 

회’ 를 개최하여 청소년인권에 대한관심과 반향을 지역사회에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으며, 2003년 

8월 관내 교사들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교사인권학교’ 를 개최했다. 

또한푸펀희망군포21실천협의회는 2003년 m월 25일군포역을중심으츠료장애인과이주노동자, 

청소년 등 인권 소외계층이 함께히는 ‘2003 어울마당-함께 행복할수 있는세상’ 을 개최하면서 한 

국에서는 최초로 ‘청소년 인권도시 선언’을 선포했다, 이 선언은 “모든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성 

을가지며, 이를침해받지 않을권리를가지고있습니다. 청소년은하나의 인간으로어른과동등한 

인권을가지고 있으며, 존중받을권리를가지고 있습니다.”를시작으로 10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 

다. 10개 항에는 청소년의 권리를보장하기 위해 군포시와시의회가해야첼 역할을 제시하고 있으 

며, 마지막푸분에서 “이 선언은 일회적으로 발표히는 데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과 어른들이 모두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군포시 청소년들의 인권이 전면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때까지 선 

언은 계속될 것이며, 청소년들과 청소년의 인권을 지키려는 어른들의 제안에 의해 계속수정 · 보 

완되어 나갈 것” 임을 명시하였다. 그 이후 ‘군포시 청소년인권조례 제정뜰 위한 시장님께 엽서보 

내기운동’ 등을 전개했으며, 2004년 의제 내에 특별위원회로 청소년위원회를 발족하고, 2006년 제 

2차 청소년인권실태조λh 군포시 중 · 고등학교 급식실태조λh 청소년 인권 및 교육의 지역 시스템 

과 법제도 연구,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해외연수, 청소년 인권도시 따시보기 워크숍 및 캠페 

인 활동, 청소년이 만드는 인권 워크북과 리플릿 제작 및 배포, 청소년행복지수실태조사등 청소년 

의 인권신장을 위한다Ocf한자치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이 외에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도 청소년인권과자치펠동을 위한 다%댄활동 

을 펼쳐오고 있다. ‘군포탁틴내일’ 은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조사 및 교육, 유해환경감시단활동, 

금연교육, 청소년성보호와관련된 활동과조사등 청소년 관련 법률과활꽁들을 자원봉사활동프 

로그램으로시행하고 있다. 또한 2000년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 이후군포시 관내 청소 

년 및 성인 인권감수성 조사 ‘우리의 인권 지수는? , 1318 권리 찾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군 



포시 중 · 고등학생 인권실태조자 'yp청소년 스스로 지킴이 활동, 학생인권 토론헥, 청소년 유해 

음반모니터링프로젝트 ‘청소년 Music 수사대’ 등관련활동을활발히전개하고있다. 

‘교육자치를위한꾼포시민의모임’ 은 1997년부터 군포시 청소년유해환경조사, 군포지역 청소년 

성문화인식도 조사, 꾼포시 청소년 쉽터 펼요성에 관한토론회, 군포시 청소년 차 없는 거리 운영 

에관한설문조λh 청소년문화의 집 개설에관한조사사업, 지역 안전실태조사등 청소년환경과 

관련된 조사를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2000년 당동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 이후군포시 

κ방 시설환경 및 이용실태조사, 군포시 청소년 문화욕구조샤 청소년인권렬레이투어 등 청소년 

문화와관련한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군포지역의 대표적 청소년 시설인군포시청소년수련관도 2C04년 6월 개관이후청소년인권 

과자치활동 프로그램을운영하고 있다. 숨은 권리도 찾고봉사도 하고 다르게 함께히는 인권축제 

‘찾자! 깨자! 변하자!’ , 청소년인권학교 ‘아이 엠 유’ , 청소년 카페 청소년이 접수한다, 청소년자치 

학교, 청소년 사회참여 고속철을 타다, 청소년밥상토론회, 청소년자치학교 ‘청소년자치활동의 상 

상력 인문학 이야기’ , 제1회 청소년 포럼 ‘지속가능한 청소년 사회참여를 위한 청소년 포럼’ , 지역 

사회 변화프로젝트 ‘패스트푸드점에는 왜 물이 없을까? , 청소년자치활동 3년 그 이후 ‘무한@리 

필’ 등의 활동을 전개해 왔다. 한편, 군포.YMCA에서는 2002년부터 이동인권센터 개소 이후 일하는 

청소년인권센터를 개소해 운영했으나 지속적으로운영되지 못하고중단되었다. 

3) 청소년 관련 단체의 활동 연표 

(1) 푸른희망군포21실천협의회 

일정 프로그램영 활동내용 

2002년 10월 26일∼11 월 9일 저11 회 정소년인권학교 
·인권이 뭐야? 

(매주 토요일 14:00∼17: [ JO) “청소년에게도 인권이 있을까?” 
• 내게도 인권이 있을까? 

·난무얼할수있지? 

• 설문조사{735명) 

2002년 11 월 말∼ 2002년 군포시 - 간담회를 통한 면접조사 

2003년 2월 말 청소년인권실태조사 - 길거리헌팅을 통한 인터뷰조사 
-조사보고서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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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2003년 

(15 

4월 12일 

:00) 

2003년 5월 3 일∼6월 14일 

(매주토요 일 14:3이 

2003년 8훨 11 ∼14일 

(14:00∼1 8:30) 

2003년 8웰 

(1 빅2 

2003년 1 

14∼15일 
。.,))

월 25일 

(14:00∼1 7:00) 

!월 27일∼ 2003년 1 <~ 

2004년 3월말 

2004년 1 월 

(14 :00∼ 

14∼16일 

18:00) 

2004년 4∼12월 

1월 22일∼ 2004년 η 

12월 10일 

프로그램명 

청소년권리찾기토론회 

청소년권리 내꺼야! 사료f해1 

저띠회 정소년인권학교 

“방가방가내권리!” 

저11 회 울타리 교실 

“선생님이 배우는 인권이야기” 

청소년인권원크숍 

“함께찾는내 권리” 

2003 군포어울마당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세상” 

청소년위원회준비모임 

저12회울타리교실 

“선생님이 배우는 인권이야기” 

정소년위원회 발족 

군포시 중· 고등학교 

급식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활동i내용 

• 발저|(군포시 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요약) 
·지정토론 

- 정소년에게 왜 인권이 필요한가?(전문가) 

- 법이 보~하는 청소년인권(변호사) 

- 정소년인권 보호를 위한 몇 가지 제안(정소년) 

- 학생인권 실태의 문제접과 대안 모색 - 고등학생을 

중심으로(교A” 
- 청소년 참여 활성호틸 위한 지역차원 방안(시의원) 

- 놀이권과 청소년문호H지역 칭소년활동가) 

·자유토론 

- 정소년인권 침해의 핵심적 제도 ‘ 관행에 대한 

수집과 정리(학교생활규정, 학칙‘ 나이제한 등) 

- 청소년인권을 위한 사회적 역할(사회적 지지망, 
네트워크, 정소년자치또직 활성화 등) 

- 청소년참여를 위한 제도와 운영(정소년위원회 등의 

자발적 참여 도모를 위한 방법 등) 

- 청소년인권조례 제정될 위한 활동 방안 

·놀아줘∼인권Of! 

·권리 내끼야1 

·성차별 나가있어| 

· 인권이란무엇인가? 

·아동 청소년의권리 

· 인권과성 

·청소년자치활동 

•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 
• 서로가 존중받는 학급 만들기 

• 지역의 인권현실과 과저| 
’ 아이들과 함께 생ζ념}는 우리들의 권리 

• 모둠 나누고 게임도 하고 

• 인권을 어떻게 알랄 수 있을까? 

·의사결정과정맛보기 

·차차차춤배우기 

·조례내용짜보기 

· 학교생활규정만들기 

• 인권지킴이 활동(종합토론;) 

·정소년인권도시선언 

·이주노동자건강검진 
. 01주노동자 놀이 한마당 

• 남녀가 평등한 가정만들기 
·보행이자유로운도시 

·인권골든벨 

• 정소년위원회 구성 목적 및 위원 구성 논의 

• 청소년위원회 활동 전반에 대한 논의 

• 인권교육이란 무엇인가? 

• 앙성평등 교육은 어떻게 하지? 

• 인권이 존중되는 학급 만틀기 
·의사결정맛보기 

•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지역차원의 청소년인권교육 

·인권교육의수업모헝 

· 월1 호| 정기회의 

·위원회사업관련논의 

• 설문조사 및 보고서 발간 



일정 프로그램영 활동내용 

2005년 6월 11 일 저13회 청소년인권학교 • 청소년인권 자유롭게 만들기1 
(9:00∼12:00) “방가방가내 권리” • 청소년인권 자유롭게 만들기2 

• 서로 친해지기 l마인드 댐 만들기’ 

• 기초교육 프로그램 모둠별 조항 찾기 

2005년 8월 17∼18일 청소년인권캠프 
(세계인권선언 현대판으로 바꾸게 

(1박 2일) “난,소중하니까’ 
• 민족의식 고취 프로그램 백두대간놀이 
• 공동체놀이 퍼포먼스, 마임형식 
• 다함께 춤을 레크댄스 배우기 
• 자유토론, 종합토론 및 정리 발표 

• 가오싸키 시정 시민국 아동정소년권리담당 미팅 

청소년인권및교육의 
• 요코하마 중S바MCA, 가와사키 시 종합교육샌터, 

2005년 11 월 13∼17일 지역시스템과법제도 
가와사키 지방자치연구센터, 가와사키 시 후레아이관, 

(4박 5일) ‘일본가나가와현 
아동 코리아무용클럽, CAP가오싸키(권리 관련 시민단 

가와사키시해외연수’ 
체), 가와사키 시 아동 정소년 꿈따크(놀이공간), 

프리스페이스 엔(미등교 어린이 거처) 방문 

• 아동청소년권리위원회 미팅 

청소년인권조례제정사업을 
• 사례발표[오윤혀|(푸른희망군포21 실천협의회 

2006년 2월 27일 
위한일본가와사키시 

청소년위원회 위원), 황정구(군포시청소년자치위원회 
(18:00∼20: O이 

사례발표회 
위원장), 김지수(군포시청소년수련관 수련팀장)] 및 
자유토론 

• 조려|(안) 상정 때까지 월1회 정기회의 

군포시정소년인권 • 조려|(안) 작성 및 설영회 
2006년 7월∼ 조례안)제정을 위한 관계자 (확대회의에서 청소년 인권 관련 전문가 결정, 작성) 

간담회 • 조려|(안) 설명회(2006년 7월 12일(18:00), 

청소년네트원크 참가자 대상) 

2006년 8∼12월 
2006년 군포시 

• 설문조AK8∼11 월), 간담회를 통한 댄접조시{12월 초) 
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제주도 자전거투어(제주∼서귀포 구간 완주) 

군포지역청소년들의 
·중간휴식 및주요지점 탐방 

2006년 9월 7얘일 (곽지해수용장, 협재해수욕장, 수월별, 송악산, 산방산, 
(2박 3일) 

힘찬할성 
제주월드컵경기장) 

청소년 국토 자전거 투어‘ 
·공동체프로그램 

·동영상촬영 

2006년 12월 26일 2006년 군포시 청소년인권실태 
•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결과 발표 

(17:00∼19: 。이 조사결과발표회 

. 2006년 군포시 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 2003 군포시 청소년 인권도시 선언문 검토 및 평가 

2007년 10월 21 일 청소년인권도시 (선언문 내용 수정 , 보완) 
(9:00∼20:0이 다시보기워크숍 • 선언문 평가 결과 가장 취약한 부분 등 

정소년인권 관련 실전활동 짜보기, 놀이를 통한 정소년 

인권체힘, 공동체놀이 

2007년 11 월 11 일 청소년인권도시 • 정소년인권을 주제로 정소년의 다앙한 의견을 듣는다 
(14 : 00∼17:0이 다시보기캠페인활동 . ucc 대회, 노래가사 바꾸기, 4· 5행시 쓰기, 거리투표 

청소년이 만드는 인권 원크북 
• 청소년이 밀녕f는 청소년인권에 대힌 내용을 토대로 

2007년 11 ∼12월 
및리플릿만들기 

성인과 학교 선생님, 청소년지도자들을 교육할 수 있는 

워크북및리플릿제작 

2008년 9∼12월 청소년인권지수실태조사 ·설문조사및언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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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1곽틴내일 

2000년 11 월 1 
(매주토요일 

!정 프로그램명 활될내용 

·자원봉사의의미 

·성교육 

16∼18일 봉사하며 배우며 - 청소년보호법 및 위반사항 고발장 작성하기 
17:00)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l업률 교육 및 

인지도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 청소년 흘연의 유해성 교육 및 거리 캠페인 

·자원봉사의의미 

·유해 유익환경알기 

·광고역할극짜기 

1 일∼12월 17일 봉사하며 배우며 ·역할극발표 

14:00∼18:0이 (광정동정소년문화의집) • 기사내용 정리하기, 취재 요렁 및 기사 작성법, 

1 인 1 기사 취재 및 작성(조별 토론, 조별 기사 선정, 

조별 대표기사쓰게 

· 청소년 기자단설명 및 정리 

26∼28일 봉사하며 배우며 
• 어떤 것이 신문기사가 될까? 
·정소년금연교육 

16:30)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 
• 조별 기사작성 및 취재활품 

·오리엔테이션 

·자원봉사교육 

’10, 27, 28일 봉사하며 배우며 • 청소년인권 교육, 청소년인권 토론, 

18:‘00) (광정동정소년문화의집) 정소년인권 알리기(캠페인) 

• 청소년인권에 관한 기사 01해하기, 

청소년 기자단 교육, 기사 작성하기, 기사 발표하기 

군포시관내청소년 및 

3∼10월 성인인권감수성조사 • 설문조AK200명) 

‘우리의 인권 지수는?’ 

1318 권리 찾기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른 ‘ 

3∼10월 
군포시 중· 고등학생 

• 설문조J..K652 명) 

인권실태조AV 

3∼12월 VP정소년 스스로 지킴이 활동 • 칭소년 참여활동, 청소년 과제활동, 청소년 순찰활동 

i월 29일 학생인권토론회 • 두발자유, 체벌, 야간 자율학습‘ 사생활권 침해 

• 모니터링단 구성(청소년, ;학부모) 

청소년유해음반 
• 음반심의 및 대중음악 실태에 관한 교육 

1 ∼12월 모니터링프로젝트 
• 모니터링 대상 음악 선정, 가사&음악 모니터링 

‘청소년 Music 수사대’ 
• 청소년과 학부모 토론회 
·자료집제작 

·모니터링 결과전달 

。

"'' 

2000년 8뚫 

(14:00∼ 

2001 년 12월 

(14:00∼ 

2003년 12월 

(14:00∼ 

2006년 

2007년 

2007년 

2007년 ~i 

2008년 1 



(히 교육자치를뛰한군포시민의모임 

일정 프로그램영 활동내용 

군포시 청소년 유해환경조사 • 설문조사 및 보고서 발간 

1997년 군포지역정소년 • 설문조사 및 보고서 발간 
성문화인식도조사 ·기자회견 

군포시 차 없는 거리 운영에 ·설문조사 

관한설문조사 • 시민토론회(5월 26일) 

1999년 
정소년문화의집개설에 • 타지역 정소년 문화의 집 탑방 

관한조사사업실시 • 설문조사 및 보고서 발간 

군포시 청소년 유해환경에 
• 설문조사 및 보고서 발간 

관한 2차조사실시 

1999년 1 월 29일 
군포시정소년쉽터 ·실태조사 

필요성에관한토론회 ·토론회 

• 학교, 놀이터, 학교 주변, 공원, 공곧시설물에 대한 
1999년 7∼10월 지역안전실태조사 안전도조사 

·공정회 개최 

2000년 
군포시 PC방 시설환경 및 

• 현장조사 및 보고서 발간 
이용실태조사 

2001 년 군포시 청소년 문화욕구조사 • 설문조사 및 보고서 발간 

정소년인권렬레이투어 
• 인권교육&토론회(7월) 

2005년 7∼10월 
(당동청소년문화의집) 

• 인권영호}저|&인권체럼마당(9월) 

• 인권전시마당&퍼포먼스(10월) 

(예군포YMCA 

。.,Fe저그 프로그램영 활동내용 

• A。fC.디f호 금f!。E 

2002년 4월 일하는 칭소년인권센터 개소 
·조사사업 

·미래체힘교육 

• 일하는 정소년인권센터 간담회 

• 아동인권 정책개발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 

• 학교 및 동네 순회 아동 인권교육 실시 

2002년 4∼12월 군포YMCA아동인권센터 운영 · 부모인권교육실시 

• 아동인권 항상을 위한 아동인권 문화제 및 

아동인권캠페인실시 

2002년 6월 1 일∼7월 :11 일 
어린이인권향상을위한 

• 군포 지역 거주 학부모 231 명에 대한 설문조사 
군포지역시민의식조사 

군포YMCA아동인권센터 
• 군포YMCA아동인권샌터 운영 보고 

2002년 11 월 26일 
간담회 및 아동인권 정책제안 

• 어린이 인권향상을 위한 군포 지역 시민 의식조사 

결과발표 

2003년 연중 
일하는청소년인권관련 

• 전호}상담, 인터넷상담, 면접상담 등 
사〈그다 C그 호 드J-도 C> 

2003년 3∼12월 일하는 정소년인권센터 홍보 
• 일하는 청소년인권샌터 상담 및 
교육활동 스티커 1,000개, 홍보지 5,000부 제작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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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프로그램영 활동내용 

·군포지역 거주또는소재 학교재학청소년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중 고등학생 설문조사{300명) 

일하는정소년의 
• 식사시간에 대한 규정, 식단에 대한 배려, 

2003년 4∼7월 
인권침해사안 면접 설문조사 

휴일노동에 대한 청소년 횡의 여부, 휴식시간의 확보여 

부, 작업장 안전정도,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이유, 급여 

관련 부당대우, 인권침해 사례, 일하는정소년인권센터에 

바라는일등 

2003년 4∼12월 일하는청소년인권센터 
• 군포 지역 정소년활동 관련 전문가 10명 대상 

(격월 1 회) 운영위원회구성 
• 군포 지역 일하는 정소년인권센터의 활동내용 

구축 및 평가, 일하는 청소년 활동 관련 교육 

2003년 7∼8월 
정소년미래체험교육 

·군포시 정소년쉽터 거주 청소년 15명 대상 

(6회) • 진로적성검사, 나의 미래 들여다보기 

군포지역일하는 
. 2003년 활동보고, 설문조사 활동 결과발표, 

정소년인권보호및 
2003년 1 2월 

인권샌터 발전방항에 관한 
정소년 아르바이트 사례발표, 일하는 청소년인권센터의 

간담회개최 
발전방향 및 지역적 과제 등 

(5) 군포시청소년수련관 

。ε프lχζ~ 프로그램영 활동내용 

2004년 8월 16∼18일 숨은 권리도 찾고 봉사도 하고 • 인권교육, 프로그램 기획, 홍보물 제작 등 

2004년 10월 9∼10일 
정소년인권학교 • 1 강; 인권이 뭐야? 

“아이 엠 유” . 2강 ; 청소년인권찾기 

·개막식 

다르게 함께하는 인권축제 
·길거리특강 

2004년 10월 30일 ·인권실태조사 
“찾지! 깨자! 변하자!” 

• 인권골든벨, 인권사진전시회, 학교생활규정만들기, 

인권도미노, 그래피티, 알바는 즐거워, 인권다트놀이 등 

청소년카페정소년이 
· 청소년 카떼운영 

2005년 4월rv',1006년 12월 • 청소년 락프로젝트 운영 
접수한다 

·정소년테마카페운영 

• 정소년인권신장을 위한 정소년자치활동은 뭘까? 

• 지역실태 조사 어떻게 하는 걸까? 

2005년 7월 25일∼8월 1 3일 정소년자치학교 
·지방자치뒤집어보기 

• 지역이슈&헌황 알아보기 

·지역살림살이 엿보기 

• 시민의 참여는 어디까지 

• 지역을 바꾸는 청소년 아이디어 공모사업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아이디어 선정 

2006년 3∼12월 
청소년사회참여 ·건설팅단구성 

고속철을타다. ·아이디어사업지원 

·아이디어 컨퍼런스 

·매뉴얼북제작 

• 1 회 청소년 봉사활동 이야기 

• 2회 • 평택 미군기지 이전 찬반 토론 

2006년 5∼12월(6회) 청소년밥상토론회 
. 3호| . 청소년 참여 이제는말할수있다 

• 4회 위탁급식 이대로 좋은즌가 

• 5회 왜 두발자유를 말하나? 

• 6회 정소년 인권의 문저|다! 



일정 프로그램명 활동내용 

• 1 강 토론과 논리(모둠별 논리퀴즈 물게 
청소년자치학교 . 2강· 철학사강의1 

2006년 7월 26∼28일 “청소년자치활동의 (근대철학의 성립 데카르트부터 칸트까지) 

상상력 인문학이야기” . 3강-절학사강의2 

(근대를 뛰어넘기 프로이트부터 니체까지) 

·청소년 사회참여 실태조사{9∼10월 중 420명 조사) 

•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 내 정소년운영위원, 
군포시정소년자치위원회, 청소년동아리1 

청소년기자단 등 청소년 대상 

• 퍼포먼스, 포럼, 즉석투표, 정소년 사회참여 사례전시, 
놀이체힘, 먹을거리 나눔 등 

·발제 

- 청소년 사회참여 실태조사 분석 
(김두민 / 랩인 소울 동아리) 

- 청소년들이 도시를 계획하고 예산을 정한다고? 

저11 회 청소년 포럼 
(하승우 / 한앙대학교 저13센터연구소) 

2006년 11 월 19일 “지속가능한청소년 
·지정토론 

사회참여를 위한 정소년 포럼” 
- 설문조사를 통해 본 사회참여의 필요성과 방법 
(길은배 / 한국체대 스포츠청소년지도학 전공) 

- 청소년 사회참여의 사회적 인식 

(우영욱 / 리플레이슬라럼 동아래) 
정소년의 사회참여와 옴으로 하는 공부 

(정안철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정소년의사회참여에대한인식과해결방안 

(박근태 / 군포시청소년수련관 기자단 ‘정루’ ) 

청소년 사회참여를 위해 필요한 조건들 

(유단비 / 군포시청소년자치위원회) 
- 청소년 사회참여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 
(김지수 / 군포시청소년수련관) 

• 패스트푸드점에 먹는 물 설치와 관련한 실태조사 및 

2007년 
패스트푸드점에는 공개토론회개최 

왜물이 없을까? • 패스트푸드점 본사에 제안서 보내기 
• 패스트푸드점 물 설치를 위한 캠페인 실시 

정소년자치활동 3년 
• 정소년자치활동 거꾸로 보기 토론폐 

2007년 6월 7일 
그 01후 “무효뱅리필” 

• 여론마당, 이야기가 있는 문화카페, 체험마당, 

음식나눔, 길거리특강 

군포시청소년수련관 개관 5주년 기념 청소년 문화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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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포시 청소년인권과 사회참여의 현주소 

1) 청소년인권의 현주소 

군포시 청소년의 인권상황이 얼마나변화되고개선되었는지를살펴보는일은청소년의 인권 

과자치활동의 역사만큼이나중요한일이다. 여기서는구체적으로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 청소 

년이 어떠한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험에 대해 청소년들은 어떤 생각과반응을하 

며 살아가는지, 이런 인권침해가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인권이 포괄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는 실태를 파익P하기 위하여 푸른희망군포21 

실천협의회가 2003년과 2006년에 실시한 ‘군포시 청소년인권실태조새 결괴를비교사례로하였 

다. 2006년도 조사는 2003년 실시된 조사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조사가 실시되었으나, 3년 동안 

달라진 청소년문화를감안해 현실을 바탕으로 재구성하면서 불필요한 내용들은삭제하고 추가적 

으로 조사해이;할 내용들을 일부포함시켰다. 

(1) 가정에서의 청소년인권 

가정에서띄 청소년인권은 어느 정도 향상되었을까? 이에 대한 결괴를 보면, 가정에서 청소년 

의 의사결정 권한은 2003년이나 2006년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조금 또는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지 

고 있다’ 는응답이 601*얘도를차지했다. 이에 비해서 항상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는응답은 

2003년 29.7%에서 2006년 22.6%로 나타나서 7% 포인트 정도 감소했다. 

이성교제에 대한 보호자의 간섭은 2003년 37.3%에서 2006년 42%로 5% 포인트 정도 증가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 사생활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는 응답도 2003년 29.4%에서 2006년 37%로 나타나 

서 7% 포인트 이상증가하였으며, 면접조사결과, 핸드폰문자나통화내역 등을보호자가몰래 보 

는 경우가많뜬 것으로조사되었다, 

청소년이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정도는 2003년 80%, 2006년 38.5%로 나따났다. 두 결괴를 보면 

2006년 결과는 2003년에 비해서 40% 포인트 이상 줄어든 것인데, 이로 미루어 보면 가정폭력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한편, 2006년에는 ‘다른 집의 자녀와 비교당하느냐 는문항이 추가되었다. 그 결과, 청소년의 

67.8%가그러한경험이 있는것으로조사되었는데, 이는 형제, 자매와의 벼교보다 18% 포인트이 

상높게나타났다. 



(2) 학교에서의 청소년인권 

청소년 설문과 청소년 그룹 면담을중심으로 학교현장을분석한 결과, 2003년과 마찬가지로 

2006년도 청소년 대부분이 학교라는특수성에 따른구조적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었다.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생활권,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교사체벌 등에서 40∼90%의 청소년이 정도는 

다르지만 인권침해훨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두발, 복장, 개성 등 표현의 자유는 2006년。l 2003년에 비하여 3% 정도 뚱가동}는 데 머물 

렀다. 이에 비해서 외모, 성격, 성별 등의 이유로 차별받는 경우는 2003년 60.5%에서 2006년 68.7% 

로 8% 포인트 이상 증가하였고, 청소년자치활동의 제약도 2003년 40.6%에서 2006년 46.3%로 6% 

포인트정도상승하였다. 가장큰상승은교사로부터의신체적 · 정신적 · 언어적폭력이 2003년에 

비해서 2006년에는 12%포인트정도크게증가했다는점이다. 

반면, 다른학생으로부터 어떤 신체적 위협이나학대, 폭행, 폭언을당한적이 있는정도는 

2003년 31.6%에 비해 2006년 20.3%로 끄% 포인트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전혀 없 

다’는응답은 54.2%에서 67.1%로 13% 포인트 이상증가하여 타학생으로부터의 학교폭력은큰폭 

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생활권 침해에 해당하는 일기 · 소지품 · 가방 검사등은 2003년 

56.2%에서 2006년 45.6%로 10% 포인트 정도 큰폭으로 낮아졌다. 

2006년 조사에서는 변화된 청소년문화를 반영하여 휴대폰과 액세서리 관련 조사도 실시되었 

다. 그 결과, 55%의 청소년이 휴대폰이나 액세서리를 일주일에서 한 달간 선생님께 강제적으로 압 

수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3.1%는 아예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은 

핸드폰과액세서리 등에 관한규정이나규칙이 없어 교사의 재량으로단속이 이뤄지기 때문에 나 

타난 결과로보인다. 그 피해 유형은 다OJ=했으며 청소년이 받아들이는 데에서도 많은반감을가진 

것으로면접조사결과나타났다. 

학교운영위원회에대한참여를묻는질문에응답청소년의 46%가 ‘반드시참여해야한다’고 

한반면, 31.7%는 ‘학교의 동의에 따라협의하여 참여해야한다’ 고응답해 상당수 청소년이 자발적 

인 참여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또한 ‘참여하지 않거나 관심 없다’ 는응 

답도 21.3%를 차지했는데, 면접조사 결과 “자신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른에 

대한반감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학생자치활동의꽃인 ‘총학생회’의 역할을묻는질문에 ‘학교학생의대변자라고응답한청 

소년은 30.2%, ‘청소년의 권익을 위한 일’ 19.6%, ‘학교와 학생 간의 중개자 또는 ‘교사의 전달사 

항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 이라고응답한 청소년은 37.4%를차지하였다. 조사 결과, 상당수 청소 

년이 자치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학생회에 대한관심 또한학 

급반장에 대한관심보다적었고, 학생회에 대한불신이 큰것으로조사되었다. 이러한현상의 원 

r;變
청
소
년
 
인
권
과
 자
치
활
동
 

309 



제
3
편
 
교
육
과
 
정
소
년
 
문
 화
 

310 

인은학생회장이라는직함으로인해암묵적인특혜를누린다고생각하기 때문으로판단되는데, 

실제로 자원봉사점수, 장학금, 대학입학시 가산점 등 다양한특혜가학생회장이라는 직함으로 인 

해나타나고있다. 

2003년과 :2006년조시를비교하면, 3년의 시간차가있음에도그결과에서 여전히 학생인권문 

제가교문밖에 머물러 있음을볼수 있다. 그주된 원인은 입시 위주의 사회풍토라고할수 있는데, 

이는 청소년의 인권을담보로 한 기성세대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 예를뜰변 “대학가면 뭐든지 

다할수 있다.”는식의 유보된 권리를강요하고 있다는것이다. 따라서 학교를오래도록지배하고 

있는 입시 위주의 교육시스템이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않고서는학교 안의 학생인권은늘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을수밖에 없고 제로섬 싸움으로 치닫는 입시전쟁 속에서는 청소년의 인권이 늘 제 

자리걸음할수밖에 없다. 

(3)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인권 

군포시 ‘청소년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 것’ 에 대한 질문에서 중복응답을 허용한 결과, 응답 청 

소년의 3분의 1 가량은 어떤 정책이 있는지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하여 체크조차못했으며, 3분 

의 2 가량은 ‘청소년교육특구’ ‘청소년전용공간 확충’ 등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조사되 

었다. 또한 ‘군포시 청소년정책에 참여할수 있다면 참여하겠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참여하 

겠다’는응답씨 52,2%로과반수를넘었으나 ‘관심 없거나참여하지 않겠다’는응답도 48%나되었 

다, 또한참여하겠다는응답 기운데 47.3%는 ‘참여해 보고 싶다’ 고 소극적 응답이었다, 이는 청소 

년의 사회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더라도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를 이꿀어 내는 데에는 여러 가 

지 어려움이 발생할것으로 보이는 결과다. 따라서 청소년정책을 청소년에게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고, 청소년이 청소년정책에 적극참여하고 소통할수 있는통로와프로그램의 개발 

이필요할것이다. 

‘인권침해 시 보호받을 곳’ 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2006년 조사에서는 ‘인권침해 시 

보호받을곳이 지역에 있다’는응답이 30o/u를차지하였다. 이는 2003년조사의 28'꼈+비슷한결과 

였다. 이러한 결과는청소년인권보호를위한지역차원의 시설이나네트워크구성을통한지역 안 

전망의 조성이 필요함을 알려 준다. 

일할 권리에 대한 질문에는 80% 이상이 청소년에게 일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할 권리를 침해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이 차별’ 이라는응답이 40% 이상으로높게 나타 

났다. 

신상정보 침해는 학교, 인터넷, 학원, 가정에서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었다. 남자보다는 여자 

가 더 많이 노출되어 있었으며, 2003년에 비해서 2006년 조사결과에서 3% 포인트 정도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20o::l년 면접조사를 수렴하여 2006년에 학원에서의 청소년인권 침해 정도를 조사 

했는데, 학원에서도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가나타나고 있었다. 

두조사의 결과춤에서 무엇보다중요한것은대한민국의 청소년인권 지수가 50점 이하라고생 

각하는 청소년이 2α〕3년 53.8%이었던 데 비해서 2006년 60.8%로 나타나서 7% 포인트 정도 증가한 

점이다. 이는 청소펀인권이 더 좋아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더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청소년들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펴 준다. 

낀 청소년 사회참여의 현주소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바라보는관점은 ‘청소년을사회참여의 발전적 주체인 동반자적 관계로 

보는관점’과 ‘청소년을희생자적 관점으로보는관점’ 으로나누어 살펴볼수있다. 어떤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청소년은 기성세대의 종속적 존재 또는 미래를 위하여 현재적 존채로서의 가치를 

유보할수밖에 없는존재로보일 수 있다. 

2006년에 군포사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가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군포시 

청소년 사회참여 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소년의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해 장답자들은 자회 

참여가세상을발전적으로변화시킬수있기때문에’ 48.4%, ‘청소년도시민이기때문에’ 31.6% 라 

고응답하여 청소년끼에 사회참여가왜 필요한가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을가진 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군포시청소년의사회참여는주로기성세대가만들어놓은영역에집뚱되는현상을보 

이고 있었다. ‘참여짜고 있는 활동’ 에 대한 결과를 보면, ‘동아리 활동’ 35.3%, ‘봉교활동’ 12.5%, 

‘참여활동 없음’ 20.8%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성세대가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은참여활동에 편 

중되어 있고, 참여활동에 대한 인식 부재 청소년이 다수존재(20.8%)하고 있으며, 청소년 관련 시 

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2.3%)이 미흡한 데 따른 결과다. 

청소년의사회참여활동은자발성을바탕으로할때그성과를담보할수있는데, 청소년의사 

회참여 부진의 문제는 기성세대의 제도적 장치 마련 및 그운영과정의 부족뿐만 아니라 일정 정도 

는 청소년 스스로에게도 책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청소년은 그들익 사회참여 필요 

성에 대해서는 50.6%가 긍정적으로 응답했지만, 정작 본인의 사회참여에 대해 28.1%만이 그 대상 

자라고응답해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 과 ‘실천’ 의 결과가상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청소년 사회참여 보장 시 참여의사에 대한 질문에 ‘생각해 보겠다’ 고 응답한 챙소년이 두 번째 

로 많은 30.8o/o로 나따났다. 이러한 결과는국가적 · 사회적으로 청소년의 사회참여를보장하는 제 

도가마련되더라도그들의 자발적 참여로 연결되지 않을수도 있음을보여 준다. 또한현재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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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사회참여의 필요성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사회참여가 청소년 스스로의 자 

발적선택에꾀한자기결정문제라는점을간과하거나타인의문제로넘기려는인식의혼란을겪 

고있음을보여준다. 

청소년이 사회참여를 못 하는 주된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야간 자율학습, 학원 등)’ 55.2%, ‘청 

소년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의지 부족’ 19.4%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성화 

를위한방법으로는 ‘야간자율학습폐지’ 25.9%, ‘입시제도개선’ 20.3%, ‘청소년이참여할수있 

는다Oef한통로개발 19.4% ‘청소년참여를보장하는법적 ·제도적장치’ 가 7. 0%로나타났다. 

기성세대까 현재 청소년의 사회참여 권리를 강제적으로 유보시키는 이유가 입시와관련된 문 

제라면 청소년 역시 사회참여의 저해 요인으로 입시 관련 문제를들고 있다. 양자모두사회참여를 

유보시키거나어려움을겪는공통분모로동일한대상을지목하고있는것이다. 

그렇다면 대학입시제도가 전향적으로수정되어 청소년들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변 청소년 

층의 사회참여가활성화될 수 있을까? 그렇다고 답하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기초 

로 할 때,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성회를 위해서는무엇보다도 청소년의 의식을 변화시키는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참여는 법적 · 제도적 장치 마련도 중요하지딴, 청소년 스스로가 필 

요에 의해참여를선택하는자기결정 의지도중요하다. 이러한결정은청소년 스스로가체득할수 

도 있지만, 여기에 동의하는 기성세대의 지원도 매우중요하다. 

또한사회참여 문제를거대 담론이 아닌 일상생활속에서 가볍게 실천첼수있는일상담론으 

로 전화시키기 위한노력도 필요하다. 한국사회는 청소년의 사회참여 문제를 사회적 이슈화하는 

것에 어느 정또 성공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회참여는 거대 담론으로 정형화펀 부분도 있다. 사회참 

여를 실천하는 청소년은 기성세대에 대항하는, 또는학업을등한시하거나 아예 관심이 없는 청소 

년으로 치부하는 편견이 개입되어 있었다. 

따라서 사회참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편견을무시하고 뛰어넘는용기와, 주변인을설 

득하는작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는청소년의 사회참여를돕기 위한쟁점화과정이 오히려 청소 

년층의 사회참여를 어렵게 하는 거대 담론으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사회참여는 반드시 특 

정한 기구나조직, 그리고 정치 문제 등과같은 이데올로기 성격의 참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다, 일상속에서 청소년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하여 가볍게 실천할수 있는모든 행위가참여의 

출발임을새롭게 인식히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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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6장 청소년과 함께 쓴 청소년 01야기 
권나현 | 전군포신문기자외 

이 글은꾼포시의 새싹으로자라나는학생들의 이야기를글속에 담아보자는 의도로 시작되었 

다. 각종통계자료나 전문적인 글에서는 다루지 못할 소소한 이야기들, 즉 청소년들이 느끼고 바 

라는바와꿈, 그리고하고싶은이야기들을글속에 담아보자는의도였다. 우리 청소년들을빛깔 

로표현하자면, 일곱빛깔무지개가아니라수백수천가지색깔로비유해도모자랄만큼그들은 

너무나다양한모습으로존재한다. 그런다양한빛깔만큼그들의 이야기도너무도다양할것이다. 

다만, 여기서는그들의 다양한 이야기를모두 다 다룰 수 없기에 그중 몇몇 사례에 한정하여 소개 

할까한다. 한편, 이 글은 『군포시사』 편찬작업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보는기회를제공함으로써 

향후 지역에 대한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의도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 

해서 다소거칠고체계가잡히지 않더라도학생들이 이 글의 완성을위해 직접 참여토록하였다. 1) 

1) 이 글의 전반부에 실린 내용들은 r군포신문j의 「군포인재를 만나다」를 수정 보완하여 게재한 것이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군포신문 학생기자단 소 

속 초 중등학생f들의 글을 실었으며 각 글에는 글을 쓴 학샘들의 이름을 영기해 두었다 



1. 다양한 색깔로 군포를 빛낼 새싹들 

1) 얼음과 눈 위메서 펼치는 꿈 

빙상의불모지이던군포에 그꽃을피운사람은다름아닌 피겨요정 김연아선수다. 김연아선 

수가도장중학교를혈업하고수리고등학교에 진학한후세계적인 피겨 선수로이름을알리기 시 

작하자수리고등학교는 2006년에 빙상팀을창설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고, 이후군포시 

와빙상연맹, 기업체의후원도이어졌다. 이렇게 되자대관료등개인훈련비용에부담을느낀타 

지역 피겨 선수들뿐아니라스노보드선수들도수리고등학교를찾기 시작했다. 수리고등학교현 

종민 교장은 타 지역에서까지 찾아오는 것에 대해 “선수들이 학업에 대한스트레스 없이 훈련에 

매진할수있도록학교에서학생들을배려하고훈련비용을일부지원히는점과김연아효과”를그 

이유로들었다. 이에 힘입어 수리고등학교는 2008년에 스노보드팀까지 창설했다. 

현재수리고피겨스케이트팀에는김연아선수와함께 4대륙피겨선수권대회에출전해 14위를 

기록했던 김현정(18) 선수와국가대표 곽민정(17) 선수를 비롯해 장혜승Qη 선수 등이 소속돼 있다. 

그중 김연아선수를 가장닮고 싶다는 김현정 선수를 먼저 만나보기로 하자, 

김현정 선수는 서울에서 초 · 중학교를졸업하고수리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안짱다리를교정하 

기 위해 피겨를 시작했는데 꾸준한 노력으로 2006년부터 국가대표로 발탁돼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간 2003년 전국피겨스케이팅대회 금메달 전국동계체육대회 제85회부터 제88회까지 금메 

달, 2009년 전국종합선수권대회 2위와 전국동계체육대회 여고부 조 1위 등 다OJ한 대회에 출전해 

실력을 쌓았고, 2009년 4월 슬로베니아에서 열린 트리글라브대회에서도 3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얻었다. 김현정 선수는 “공항에 도착해 스케이트가든 가방을 잃어버려서 대회 출-전을 포기하고 

있다가, 경기 시작바로 전에 짐을찾았다는 연락을 받고 연습도 없이 대회에 나갔는데, 이렇게 좋 

은 성적을 얻어 더 기쨌다.”며 소감을말했다. 또한 “진땀나는 에피소드는 있었지만 국제대회에 나 

가 받은 첫 메달이어서 더 값지게 느껴진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 2010년 

벤쿠버올림픽에도목출전하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유연한스핀, 스파드, 깔끔한 점프가특기인 곽민정 선수는 2006년부터 국가대표로 선발돼 활 

동중이다. “피겨가좋아평생 그만두지 못할것같다.”는곽민정 선수는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스케이트를 탔다고 하며, 2009년 전국남녀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 주니어 1위, 2008년 ISU 

주니어 그랑프리 제3차멕시코겁 3위, 홍콩아시안트로피 주니어 2위 등화려한수상경력을가지 

고있다.곽민정선수는“항상손과발이돼주시는어머니를비롯해적극적으로지원해주시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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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 감사 드린다. 앞으로 김 연아 

선배의 점프력과표현력을 더 배워 

발전히는모습을보여드리겠다펴 

말했다. 

세선수중가장늦게피겨를시 

작한장혜승선수역시 피겨 때문에 

수리고등학교에 입학한 경우다. 피 

겨를시작한지 이제 4년차새내기 

라서 아직 배우고다듬어야할기술 

이더많다는장선수는좀더힘있 

게 스케이트L를타고싶단다. 그리고 

“아직 화려한수상경력과대회 출 

전경험은많지않다,하지만차근 

히 준비하고 열심히 배워 꼭 태극마크를 달겠다.”고 포부를말했다. 

수리고등학교빙상팀 

한편, 이 학교에는우리나라스노보드계를 이꿀어 갈 선수진도 포진해 있다. 신봉식 선수와 이 

재정선수가그들이다. 

현 국가대표 신봉식 선수는운동마니아였던 아버지를 따라 여섯 살 때 처음스노보드를 신었 

다. 그매력에 빠져 중학교 1학년 때 본격적으로진로를정하고스노보드에 ‘올인’ 했다. 가장추운 

겨울딱딱한보드를 신고찬바람을맞으며 하는운동이기에 비염 목감기를달고살기 일쑤지만, 

신선수는눈위에서 짜릿한속도감을즐길수 있어 스노보드가좋다며 ‘1년중대부분시간을집 

떠나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외롭고 다른 친구들처럼 평범한학교생활을누릴 수 없어 아쉬움도 있 

지만, 이 분야에서 폭 인정받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한다. 더욱이 얼짱스노보더로 유명한 신지 

혜(연세대학교 사회체육학과) 선수가 누나여서 더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는데, “평소 누나와 경기 

분석도 하고 부족한 점은조언을듣기도한다.”며 우애를과시했다. 

한국의 그라브너(Si1황때 Grabner, 오스트리아국가대표)를꿈꾸는 이재정 선수는중학교 1학 

년 겨울에 1주일간스노보드캠프를참여하면서 이 운동과 인연을 맺었다. 그후 재미삼아 첫 출전 

한 대구시교육감배대회서 3위를차지했다고 하니 보통 인연은 아니었던 듯하다. 이재정 선수는 

“스피드의 짜릿함, 경쟁할 때의 승부욕, 승리 후 성취감이 보드의 매력이다.”라며 콕 세계선수권대 

회에서 우승해 본인을 위해 희생하시는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한다. 



군포초 용호중 • 흥진고의 리듬치|조부 선수들 

낀 매트 위에서 o~름다움을 만드는 요정들 

리듬체조는줄, 리본, 공, 후프, 곤봉등의 기구를들고음악에 몸을맡기는 여자체조 종목이다, 

군포시에서는 m년 전 군포초등학교에 처음 리듬체조부가생긴 이래 2009년 현재 군포초등학교 · 

용호중학교 · 흥진고등학교에 다니는 12명 정도의 학생들이 라듬체조부에 소속되써 매트 위의 요 

정을꿈꾸며 땀흘리고 있다. 현 국가대표 선언진 선수를 배출한 것을 시작으로, 흥-진고등학교 최 

현희와박애정, 용호뚱학교장혜연, 군포초등학교 양현진 선수등이 대형 선수가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매트 위의 요정을꿈꾸는새싹들중한두 명의 사례만살펴보자. 

맏언니인 최현희 선수는국가대표로올해 9월 일본에서 개최된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에 출전 

한바 있다. 국가대표 마크를달고출전한 최현희 선수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조미자 코치의 권유로 

리듬체조를 시작해 지금까지 한길만을 걷고 있다. 2006년 중고연맹 . KBS배 · 소년체전 종합 3위, 

2007년 제22회 경기도협회장기체조대회 여중부 줄 · 후프 · 볼 , 리본 , 개인종합전 부문서 금메달, 

2008년단체전국가대표선발등이 최근최 선수의 이력이다. 그녀는“우크라이나국가대표안나 

베소노바처럼 무대에서 관중을꿀어당기는 카리스마 있는 선수가 되는 것이 목표”싹며, “학교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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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훈련을 벙행해야하는 것이 쉽진 않지만 부모님께서도 저를 믿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만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라고 말하였다. 

현 흥진고등학교 리듬체조부 정성화코치는 “현희는 굉장히 착하지만욕심이 많은 아이예요. 

또양손잡이여서 하나를가르치면다른선수들보다빨리 익혀요. 선천적즈즈로몸이 조금뺏뺏해 처 

음엔 고생을 많이 했지만 최선을 다해 훈련받고 있기 때문에 꿈을 이룰수 있을 거라 믿어요.”라고 

말했다. 욕싣이 많다는표현은그만큼 의욕이 크고그것을위해 성실히 임한다는의미다. 그래서인 

지 최 선수의 가장큰장점도 ‘근면함’ 이라고한다, 군포의 연습실이 협소해 매일 5∼6시간의 훈련 

을위해 서울세종고등학교체육관을찾는다는최현희 선수는지각한변을한적이 없다고한다, 

한편, 초등학생 중에서는 양현진 선수가 다른 선두들에 빨리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양현진 선 

수는 2009년 4월 치러진 소년체전 리듬체조 경기도 대표 최종선발전에서 박애정 선수와 함께 좋은 

성적을 거둬 도 대표로 선발된 바 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리듬체조를 배우기 위해 당정초등학교 

에서 군포초등학교로 전학했다는데, 리듬체조를 시작한 지 3년밖에 안 된 초보지만 매년 각종 대 

회에 출전해 우수한성적을 거두고 있어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선수다. 잉현진 선수는 ‘다OJ'한부 

문에서실력을인정받는손연재선수같은국가대표가되는것”이목표라고한다. 

3) 우리의 꿈은 프로바둑기사 

최근 바뚝교육에 대한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졌는데, 동아리활동으로 바둑반이 설치된 학교도 

적지 않다. 흥진초등학교의 경우에는 2008년부터 전교생을 대상으로 바둑축제를 열고 있다. 축제 

기간에는 학생들이 수준별로 나눠 개인전을 벌이고, 학급 대항으로 줄바둑, 흑백 이용무늬 꾸미 

기, 알까기, 오댈로 등 재미를 더하는 행사를 연다. 2009년에는 40여 가족이 참여한, 온기족이 함께 

히는 알까기 대회도 진행하였다. 

흥진초등학교가 이처럼 비둑에 관심을갖는 배경에는 바둑영재반이 있다. 바둑영재반에서는 1 

학년 때부터 남다르게 바둑에 재능과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을 선발해 집춤 · 육성히는데, 30여 명 

의 학생들이 정홍균, 박문흥 지도사범으로부터 수준높은 바둑교육을받고 있다. 학생들은학교 정 

규수업이끝나면곧장영재반에모여,개인별로바둑판앞에앉아사범의지도에따라문제를풀고 

서로 대국을 하며 실력을쌓아간다. 지도사범들은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교재를 직접 제작하여 활 

용한다. 

정홍균 자도사범은 “흥진초 바둑영재반학생들의 비둑 실력은모두 도징띨수준이다.”고 평했 

다. 프로기사를꿈꾸며 하루 종일 비둑교육만받는학생들 실력과맞먹는다는 것이다. 또한 “이곳 



학생들은 정규수업끼-지 다 받고 난 후 오후 

시간에만 바둑을 집중적으로 배우는데도 실 

력들이 아주 우수하다.” 며 “앞으로도 이 렇 

게만 학생들이 열의렐 가지고 배운다면 훌 

륭한프로기사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 

했다. 

바둑영재반학생들의 열의와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초등학교 입학과동시 

에 비둑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5학년 김민식 

학생은 “바둑을 배우면서 집중력도 좋아졌 

고 성적도 많이 올랐어요, 또 어떤 일을 시 

작하면 끝까지 하는습관도 생겨서 바둑하길 잘했다고 생각해요.”라며 만족해 했따. 1학년이지만 

흥진초등학교의 ‘신나는 바둑축제’ 

그 실력은 전국에서 웰손가락 안에 든다는 정민규학생은 “4살때부터 바둑을두기 시작했어요. 그 

냥바둑이 좋아서 영재반수업 꿀나고도 집에 가면두시간씩 꼭바둑을둬요. 게임보다훨씬 재있 

어요.”라고말했다,또한 3학년김병현학생은 “바둑배우면서머리도좋아지고 가억력도향상됐 

다.”며 “앞으로도 계속 바둑을공부하겠다.”고 말했다. 모두 바둑에 대한예찬이 끊띠지 않았다. 

한편, 바둑영재반 학생들은 2009년 5월 30일∼6월 2일 중국 다렌(大選에서 열린 중국 청소년 

바둑대회에 출전해 1·3· 5위를휩쓸며 이 학교의 수준높은바둑실력을다시 한 번확인시켰다. 

대회에서 우승한5학년 김동현 학생은 “이번 대회에서 새로운 전술을 구사했는데, 그것이 적중해 
함 

일등을할수 있었다. 아주 재미있는 대회였다.”며 “학교에서 마음껏 바둑을 두고 배울수 있어 기 께 

쁘다. 앞으로공격 잘히는프로기사가되고 싶다또포부를밝혔다. 
쓴 

4) 탁구신동, 서|겨|를 안을 날을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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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스타가된 김연아선수를이을기대주가있다. 누가보아도탁구신동이라는이름이 어 

울리는흥진고등학교 1학년 OJ°하은 선수다. 양하은선수는 어린 나이에 국가대표에 발탁되어 태극 

마크를 달고 2009 요코하마세계선수권대회 혼합복식 부문에 출전하기도 했다. 탁구채를잡은 지 

m년 만의 쾌거인데, 출전에 앞서 “아직도 얼떨떨해요. 훌륭한 감독님과 기량이 좋은 선배들과함 

께 훈련할수 있어 좋은 기회라고생각해요.”라며 소감을말하기도했다, %댄}은선수는대회 출전 

에 앞서 태릉선수촌에서 맹훈련을 했다. 식사시간을 제외한모든 시간을훈련에 쏟았는데, 훈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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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팀에서 막내라힘든점도있지만오 

히려 동료 선수들을 보며 많이 배운다고 하 

였다. 특히 혼합복식 파트너인 김동현 선수 

에 대해서 ‘파트너 김동현 선수가정말잘해 

요. 제가힘이 부족한데, 훈련기간동안많 

이 보완할생각이에요.”라고 밀하기도 했다.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의 꿈을 이룬 양하 

은선수는수비능력과볼감각및백핸드 

스피드가탁월하다고 평가받는다, 여자대표 

팀의 현정화감독도 “여러 면에서 탁월한친 

구다. 중국선수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대 

비해 파워와포어핸드드라이브득점력을 

강화한다면 성장 가능성이 아주큰 선수죠.”라며 호평한바 있다. 그리고 국제탁구연맹은 대회에 

앞서 “현재까지 세계선수권 여자단식에서 중국 선수가 아닌 선수가우승한 경우는 현정화밖에 없 

었다. 그 다음으로 이 위업을 달성할 선수는 한국의 양하은”이라는 내용의 글을홈페이지에 게재 

했다. 향후 Oef하은선수의 지속적인발전에 대한기대와바람이 우리만의 것이 아님을알수 있다. 

Oef하은선수의 이력은나이에 비해서 매우화려하다. 2009년만하더라도도하주니어 오푼탁 

구대회 단체전 · 개인단식 , 개인복식 , 카렛 개인단식 우승, 대한탁구협회 신인상수상에 빛나고, 

2008년에는중국타이유안주니어 오픈탁구대회 단체전 2위 · 개인단식 3위, 제14회 아시아주 

니어탁구선수권대회 여자카멧개인단식준우승 스웨덴주니어오픈탁구대회 개인복식우승, 

2007년에는 제13회 아시아주니어 탁구선수권대회 파견 최종 선발전 1위 등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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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헥려한수상경력이개인의능력만으로되었다고할수는없다.주위의관심과지원,특 

히 부모의 적극적인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일이었다. %댄}은선수가처음탁구채를잡은건 여 

섯살무렵, 그녀의 어머니가장난삼아쥐어 준탁구채에 재능을보이기 시작한것이 계기였다. 양 

하은 선수의 어머니 김인순 씨는 대우증권 여자탁구창단 멤버였기에 딸꾀 재능을 일치감치 발견 

하였고, 그 후물심양면으로 딸을 뒷바라지했다. 어머니는 “최고가 되려면 적당히 해서는 안된다 

고 생각했어요, 훈련이 필요하면 체력 보강을 위해 함께 산행도 하고 중국으로 단기 연수를 보내 

며옹가족이열심히딸아이를지원했어요.”라고말한다.아버지도회사를그만두고딸을뒷바라지 

할정도로헌신했다. Oef하은선수는부모님의 헌신적인뒷받침이 없었다면, 지금의 위치까지 올수 

없었을 거라며 ‘7딱들에게 늘감사해요.”라고 말했다. 

양하은 선수는 세계선수권 출전을 경험삼아 2010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1회 유스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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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에서 금메달을목에 걸고싶다는소망을밝혔다. 그리고 “부족하지만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 

러면그응원만큼힘을내 열심히 윌수있을것같아요.”라며 팬들에게 인시를전했다. 

매일꿈을들어올리는학생이 

있다. 2003년 창단돼 올해로 6년째 

운영 중인 도장중학교 역도부의 이 

덕성 선수다. 이덕섬 선수는 2007 

년 처음으로 역도봉을잡았음에도, 

2008년 10월 역도 경기도 대표 1차 

평가전남자중등부 77kg에서 인상 

90kg 용상 끄Okg 합계 200kg으로 금 

메달3개를 획득, 2009년 4월 제34 

회 경기도학생체육대회와 제3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경기도 대표 2차 선발전을 겸해 수원에서 열린 제4회 경기도지사배역도경기 

대회에서 인상 lOOkg 용상 125kg 합계 225kg로 금메달 3개를 획득하는 등 화려한 성과를 거뒀다. 

이덕성 학생이 처음 역도선수가되었을때에 20kg의 봉을잡는것도 버거워 했다. 하지만 

정진영 감독과원진희 코치의 지도와본인의 피나는노력으로지금은자신의 픔무게 8lkg보다 

20∼앓g가 많은 100∼136kg을 들어 올릴 만큼 성장했다. 원진희 코치는 “덕성이는 자신감이 충만 

하고근력이 좋은 선수다.”라며 그 장점을 설명했다. 

최근 이덕성 선수는 2009년 4월에 전리북도 순챔l서 열린 전국춘계역도경기대회 85kg급 용상 

에서 136kg을 들어 옳리며 종전 대회 신기록 130kg을 깨는 진가를 발휘했다. 하지만, 함께 출전한 

대구성광중학교의 지민호선수가 137kg을들어 올리는바람에 아쉽게 은메달에 만족해야했다. 

장감독은“비록금메달은따지못했지만 대회신기록도쨌고덕성이의잠재력도확인할수있는 

멋진대회였다.항상 ‘아니오’란말보다 ‘네’, ‘할수있어요’란말을더많이사용하는긍정적인 

아이인만큼앞으로경기에서는분명히 더 좋은성적을거둘수있을것이다.”라며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기대했다. 

되 역기에 실어 꿈을 들어 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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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하키돼 사랑에 빠진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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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키와사랑에 빠진 형제가 있다. 오승 

환 · 오승진 형제다. 형제가 처음 아이스하 

키 스틱을잡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으 

로 형 오승환 학생이 초등학교 2학년, 동생 

오승진학생이 겨우다섯살때다. 형제가 

여느 또래 친구들과 달리 다소 특이한 아이 

스하키라는종목을택한것은어머니의 권 

유가큰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 문경희 씨는 

“하키는 팀플레이로 하는 경기잖아요. 운동 

하면서 건강과남을배려하는마음까지 얻 

을 수 있을 것 같아 선택했어요, 또 아이들 

작은아버지가고등학교 아이스하키 선수출 

신이어서 영향을 받끼도 했구요,”라며 하키 

와의인연을설명했다. 

이들 형제가보여 주는 하키에 대한 열정은 남다른데, 재질 변에서는 샤로 다른장점을 지니고 

있다고한다. 지금까지 아이들을지도해온감독들은하나같이 “승환이는스피드는좀부족하지만 

경기 전체 흐름을보는눈이 좋고, 승진이는 어린 나이답지 않게 대담하고 경기를풀어 나가는센 

스 및 스피드와골 결정력이 좋다.”고 평한다. 

TV를보는 것보다하키 운동을할때가 더 즐겁다는 이들의 집안에는뜨로피와메달이 수두룩 

하다. 각종 대회에 나가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같은 팀에 소속된 형제는올해 2월 

에 있었던 전국대회에서도훌륭한 팀플레이를 선보여 각각 베스트플레이어상을 거머쥐기도 했다. 

오승환학생은 “그동안 게임에 출전할수 있는 여러 클럽을옮겨 다니다 초등학교를졸업하면서 

지금 팀으로 이적했어요. 하키를좋아하고 잘하는 친구들이 경기도 전역에서 모였기 때문에 팀이 

쪽우승해야한다는생각으로이번경기에임했는데, 좋은성적을거둘수있어기쨌다.”며소감을 

말했다. 형과 같이 하커를 시작한동생 오승진 학생 역시 “얼음 위가 너무 좋아요. 주말마다훈련 

받는것도힘들지 않고정말재있어요. 슛잘쏟다고코치 선생님께서 칭찬또해주시고그어떤놀 

이보다하커가제일 좋아요.”라며 환하게 웃었다. 

형제가이렇게 즐겁게 운동을할수 있었던 데에는부모의 헌신이 컸다. 아이들이 어리고장비 

도무거워 연습이 있는날은늘훈련장까지 동행해야한다는문경희 씨는 “연습을할수 있는링 



크장이 흔하지 않고, 거리도 멀어서 늘 아이들 매니저 역할을 해야 해요. 개인생활이 없어 힘든 점 

도 있지만, 늘 가족이 함께할수 있어 행복해요.”라고 말한다. 그리고 앞으로 아이들이 정말자신 

이 원하고잘하는 일을찾았으면좋겠다고말하며 “지금처럼 서로부대끼고땀흡리며 몸도맘도 

건강한 아이들로자했으면 좋겠어요.”라며 바람을 전했는데 오승환 · 오승진 형제는올해 여름 더 

전문적인환경에서 따키를배우기 위해 기족과 미국에 갈예정이다. 

끼 무대 위를 혈이터라고 생각하며 

“예술고 학생들이 많이 참가한 

큰 대회라참가한 것에 만족하고 있 

었는데, 금상에 제 이름이 호명돼 

너무놀랐고정말기쨌어요.” 

섬세한손동작과노련한춤사 

위,탄탄한작품구성력으로 2009년 

4월 24일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주최로 열린 전국무-용경연대회에 

서 고등학교 고학년 여자부문 금상 

을 수상한 산본고등학교 3학년 이 

성희 학생의 수줍은수상소감이다. 이번 대회에서 이성희 학생은 ‘녹두 … 파랑새야 라는작품을 

선보이며, 녹두꽃을 사랑하게 된 파랑새가땅 위에 뿌리를 내린 녹두꽃과 평생을함께할수 없다는 

걸 깨닫고 히늘로 비상하며 이별의 슬픔을담은 내용을 애절하고 섬세하게 표현했다. 본인보다실 

력이 뛰어난선수가많이 참가한큰대회였기 때문에 실수 없이 무대 위에 선 것만으로도감사했다 

며, “그날따라 핀으푼 고정한 머리 뒷부분이 공연 중에 풀어져서 자꾸 신경이 쓰였거든요. 실수하 

지 않은 것만으로도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는데 큰상을받아 기쨌고 좋은작품을-만들어 주신 김 

은희 선생님께 감사I드려요.”라며 그날의 에피소드를 말했다. 

이성희 학생은 ‘그냥춤이 좋아 무용을시작해서 끄년째 무용과사랑에 빠져 ‘무용인’ 의 삶을 

꿈꾸고 있다. “초등꽉교 1학년 때 부모님께서 남들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보내는 것처럼 무용 

학원에 보내주셔서 ;그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배우다보니 춤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재능도 있다고 하 

셔서 자연스럽게 진로도 이쪽으로 정하게 됐고요.”라고 말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는 일반계 

와예술계 고등학교중어디를선택할지 많이 고민했지만, 일반계에서 무용뿐만 아니라공부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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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한후 진로를 선택할수 있었다. 

‘무대 위렐놀이터’ 라고 생각한다는 이성희 학생은한국예술종합학교에 진학하는 것을목표로 

삼고 있었다. 그리고 대학을졸업하면 무용단에 들어가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며, “저는 평생 춤 

추는사람으푼살고싶거든요. 그런데 춤만잘추는사람말고 이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풍 

부한춤문이 ;되고 싶어요.”라며 앞으로의 꿈을말했다. 

8) 열심히 공부하는 맺진 배우를 꿈꾸며 

양정초닫학교 4학년에 가면 어 

디선가본뜻한낯익은한학생의 

모습을볼수 있다. 아역댈런트조 

수민학생이다. 작은폼짓과앙증 

맞은외모, 또랑또랑한목소리가 

TV 드라마훨 통해 보던 딱 그대로 

다. 조수민 학생은 2006년에 「서울 

1945」라는 드라마로 데뷔했다. 당시 

어머니가 인터넷을 뒤지며 가르쳐 

준함경도사투리를밤샘 연습후 

구성지게 소화해서 제작진으로부터 “채, 누구냐?’라는 찬사를듣기도 했다. 그 후 몇몇 드라마와 

영회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서서히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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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민학생이 대중에게 각인된 것은 2008년 「엄마가뿔났다」라는드라마에서 성인연기자못 

지않은농익뜬 연기실력을 보여 주면서부터다. 극중에서 부모의 이혼으로 한차례 내면의 아픔을 

겪은후새엄마에게 서서히 마음을여는소라역을 멋지게 소화하면서 감똑으로부터 “천재다.”라 

는호평을듣기도했다. 어머니 신정혜 씨는 ‘'J-}실 처음에 수민이가 엄뿔감독님이 무섭다고출연 

을안하려고했는데, 대본을보니 비중도작고주말극이라학교수업도방해받지 않고촬영할수 

있겠다 싶어 홉연을 결정했는데, 첫 촬영 후수민이 연기가마옴에 드셨는지 비중이 점점 늘어가더 

라고요. 덕분에 드라마후반으로갈수록수민이가고생을많이 했죠.”라며 에피소드를소개했다. 

조수민학생은 7살때, 평소다재다능한손녀의 끼를본외할머니의 권유로 연기를시작했다. 

그후 1년 남젓 연기학원을 다닌 후로는 엄마와 연기 연습을 하고 있다. ‘펙-원에서 가르치는 연기 

는다똑같아서 배울 게 없다고생각했어요. 그래서 그후로는 엄마와 연습히·거나드라마보며 다른 
324 



연기자들의 연기도 평가하고 따라해 보기도 해요.”라며 야무지게 말했다. 

현재 조수민 학생은학교생활에만 집중하고 있다. 반장을맡을 정도로 리더십도 뛰어나다고한 

다. 어머니는 “아이가 연기를하지만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즐기고누릴 수 있는 것들은다 경험하 

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드라마나 다른 일정들 때문에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 쓰고 있 

고요.”라고 말하며, “앞으로수민이 본인이 가장행복한 일을하며 살길 원한다.”는바람도 전했다, 

조수민학생은자신이 맡았던 역할중에서 「엄마가뿔났다」의 소라역이 가장끼억에 남는다고 

한다. 또 연기력도 뛰어나고후배 연기자를 따뜻하게 잘챙기는 연기자고두심 씨가 ‘롤모댈’ 이라 

며 “주위 사람들로부터 ‘저 배우는 정말 열심히 공부히는 멋진 배우다. 닮고 싶다.’ 는 평을듣는그 

런 배우가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 청소년이 만난 청소년과 학교 이야기 

1) 청소년들과~~I 인터뷰 

(1) 군포초등학교 리듬체조부 장혜연 선수를 만나고 - 김누리 | 학생기재군포초등학교) 

군포초등학교 리듬체조부는 1995년 창단된 이래 현재까지 다섯 명의 국가대표상비군을배출 

했다. 2006년 카타르도하에서 개최된 아시안게임에 리듬체조국가대표로출전한신언진 선수, 

2007년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국가대표정수현선수, 또국가대표상비군인 최현희 · 최연두 ’ 

장혜연 선수가그들이다. 그중요즘 가장큰활약을하고 있는장혜연 선수를만나보자. 

“열심히 노력해서 김연아언니처렴 세계적인선수가되고싶어요.” 군포초등학교를졸업하고 

현재 용호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장혜연 선수는항상 리듬체조계의 김연아가 띄고 싶다고 말한 

다. 장혜연선수는어머니 덕분에세계적인선수로성장한김연아선수처럼 그녀돼 재능을발견한 

어머니의 손에 이꿀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리듬체조를 시작했다. 리듬체조와의 인연은 더 갚은 

데, 장혜연 선수의 생일이 1995년 4월 바로 군포초 리듬체조부가 결성된 달이기 때문이다. 

장혜연 선수의 쉬二상 이력은 화려하다. 2003년 제28회 뾰S배 전국체조대회 개인 장려상, 2004 

년과 2005년 세종대학교 총장배 전국리듬체조대회 개인종합 1위를 비롯해 2007년 5월에는 경상남 

도 김천에서 개최된 제3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리듬체조 부문에서 라이벌인 이수랜 선수를 제치고 

금메달까지 획득했다. 이는 장혜연 선수의 선배 김유미 선수가 1997년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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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달을 획득한 이후줄곧 1위를독차지한세 

종초등학교의 아성을-무너뜨리는 10년 만의 

쾌거다. 

자그마한체격이라커다란후프를다루 

는 데 나름대로 애를 먹는다고한다. 이것을 

훈련으로극복해 각종대회에서 우수한성 

적을 거둔 장혜연 선수의 노력이 정말값지 

다. 장혜연 선수와선후배 사이인유영란선 

수는“더울때나추흙때나늘묵묵히 연습 

에 임하는혜연 언니를보면 같은 리듬체조 

부라는 것이 자랑스펑다.”고 말했다. 또 조 

미자코치와한유석 감독은 “혜연이는유연 

성, 힘, 균형 깜각이 탁월한데다고된 연습도 마다않는 열성파다. 김연아같은세계적인 선수로 성 

장할것”이라고말했다. 

(2) 피겨스케이터 이준형 선수와의 인터뷰- 유혜정 | 학생기재능내초등헥교) 

김연아선수로인해피겨에대 

한관심이높아진요즘,남자피겨 

에서도기대주로꼽히는선수가나 

타났다. 2009년 능내초등학교를졸 

업하고 도장중학교에 입학한 이준 

형 선수이다. 이준형 선수는 2008년 

제62회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종 

합선수권대회의 남자싱글 노비스 

부문에서 1뛰를 차지했고, 2009년 

제63회 대회에서는남자주니어부 

2위를차지했다. 기본기가탄탄하다는 평을들으며 남자피겨의 유망주로손꼽히는 이준형 선수를 

만나인터뷰해보았다. 

문) 언제부터 성11이트를 타게 되었나요? 

답)5살때 처음으로션1이트를탔고, 전문적우로배워 보바겠다고결심하고운동을시책깐것은초등학교때부터 



예요. 

문)스케이팅을하게 된 계기는무엇인가요? 

답〕 지금저를지도해 주고계신오지연코치님이 저희 어머니세요 지금은세계적인 선수로우푹선 김연아선수의 

어린시절을함께보낸분이시기도하구요. 어머니는 20년가까운코치 경력을가지고있어요. 어럴 때어머니 

를따라다니며 스케이트란종목에 자연스레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께서는선수들의 은퇴 후삶을장담할 

수없고훈련 환경이 열믿P하다고이 길로들어서는것을많이 망설이셨어요. 하지만처음스케이트를신던순간 

이 아직도생생히 기억나요. 운동시ξF하연서 많은분들이 재능이 있다고해주、1고또스케이트타는것이 즐거 

워서 이 길로쭉나갈생ζF이에요. 

윈스케이팅을하면서 힘들었던사건은무엇인가요? 

답)4학년 때 l달동안스케이팅을쉰 적이 있어요 왜 내가씌1이팅을해야하는7에 대한고민을 했었죠. 어머니 

께선 제가 당신 때문에 섣11이트를 타는것이 아닌지 걱정했어요 몇 달통안연습을쉬게 되자 얼음판이 몽시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솔직히 이야기했죠. 다시 스케이트가 타고싶다고, 간절하다고. 그후 

진지하게 어머니와대화를나눈후 다시 빙판위에 설 수있었어요 더 열심히 노력했고요. 

문) 이준형 선수가가장기억에 남거나자로F하고싶은수상경력은무엇인가요? 

입? 2α)8년 전국남녀 피걱섣'11이팅 종합선수권대회에서 l위를받은것이요 그동안노력한 것에 대해 인정받은것 

같아정말기랬습니다 

문) 앞으로의 잉빼희밤은무엇인가요? 

럽j스케이팅 선수에J죠. 무대에서 완벽한모습을보여주는스케이트선수가 되고싶어요. 앞으혹 혈심히 해서 올림 

픽에출전해 금메딸을따는것이 최종목표입니다 

문) 이준형 선수가생각하는스케이팅의 정의는? 

답j쇄1이팅은저의 생명이에요. 뚜l어난스케이팅 기술과탄탄한기본기, 트리플점프깨 모두꼼꼼하게 익혀 국 

제대회에서 인정받는선수가되고싶어요 또옆에서 든든하게 지도해 주시는조력자인 어머니와팬들의 기대에 

부흥하도록‘ 최선즐- 다하겠습니다 

(3) 선배 학생기자인 조창희 학생을 만나고 - 송원희 | 학생기재당동초등학교) 

본 기지는 2008년에 학생기자단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처음엔 기사를 어떻게 써야할지 막막 

하고 힘들기도 했다. 하지만선배 학생기자들의 활동을보면서 많은것을 배우고 경험하여 뭇 깊은 

한해를보내게되었다. 

학생기자로활동했던 조창희 학생은 “기자활동을 하면서 처음엔 인터뷰하기도 어색하고 기사 

주제를정하고취재송}는게힘들기도했지만,보람과긍지를가지게되었다.”며 ‘지난봄군포시장 

기체육대회때시민체육광장에서시민들을대상으로인터뷰를한것이가장기억에남고재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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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말했다. 본 기자또한학생기자활동을시작하면서 모든사건과사물을 대하는 시각이 예전 

과달라졌음될느껄 수 있다, 좀 더 주의 있게 다른 변을보려고노력하게 된 것이다. 

2009년에도 더 좋은 기시를쓸수 있도록작은 것 하나라도 관심을 가지고 비리볼생각이다. 또 

학생들이 바라보는군포의 모습은 또군포에서의 학생들 생활은 어떤지 많은 기사를쓰도록 노력 

할것이다. 

(4) 능내초등학교 합창부 유혜정 학생과의 인터뷰 - 유수정 | 학생기재수리중학교) 

각학교마다적지 않은동아리가있는데 그중초등학생들이 선망하는것에는합창부가있다. 

능내초등학교-합창부의 유혜정@학년) 학생을 만나서 인터뷰하며 초등학교 내 동아리활동과그에 

대한생각을들어보았다. 

문)합창부A;개를부탁해요 

답)능내초등학교합창부는다른활동부서와는다르게 4·5· 6학년이 다함께 모인동아l리예요. 이곳에서 선배나 

후배, 또 다른반친구들을많이 시뀔 수있어서 좋아요 연습은보통오전 8시 잉분부터 수엽이 시ξF하는9시까 

지 하구요1 점심시간이후에도 15분정도함께 모여 연습을해요 또토요일에도 연습이 있고요. 대회 일정이 잡 

히면 매일 모임을 7에고연쏠11 매진해요. 

문)합창부에서 자신이 밑맺던파트와역할을말씀해주세요. 

답j 여태까지 세 곡을배웠는데요 ‘상주아리랑’ 이라는곡에서는소프라노 · 머l조 알토중에서 알토부분을 밑맺 

고, ‘야곱의 열두아들’ 이라는곡에서는소프라노1 · 소프라냥 · 소프라닝 · 알토l · 알토2중에서 알토1을, 

‘시월의 어느 멋진 날’ 에서는소프라노 · 메조 • 알토중에서 알토부분을담당했어요 

문)합창부하연서 가장힘들었던점이 있다면- --

댐정기 연습때문에 아칩에 학교를빨리 가야하고점심시간에 놀지 옷하는 것이 조금어렵구요. 다른점은 다좋 

아요. 

문)합창부하면서 좋았던점은무엇인가요? 

댐합창부원들과노래 한곡을완전히 익혀서 완벽한화음을만들어 낼 때 희열 같은것을-느끼고요. 2008년에는 

청주에서 열린전국합창대회에서 문화체육부장관상을받은것이 가장 기역에 남아요- -포합창부김현옥담당선 

생님께서 매일 :AH있게 지도해 주시고부원과함께 놀이동신에 갔던 것이 좋%앤요. 

푼)합창부하면서 생각나는에피소드가있다면----

답)합창부활동하나하나가다기억에 남고좋은추역이에요. 

문)합창부는 어떤수상 경력이 있나요? 

답) 제가활동「하면서 작년에 군포의왕학생예능경연대회에서 금상과 청주시에서 주최한 청주전국어린이합창경연 



대회에서 대상을받은것이 있어요 

문)합창부만의 장점이 있다연 말씀해 주세요 

답)부원 간에 λ에가 너무좋고협동이 잘되는것이 장점 같고요 선생넘께서 지도를잘해주시는데 부원모두선생 

님을 믿고잘따르는 것이 저희 능내초합장부만의 자로}이에요 

문)합창부활동을하면서 느낀점은요? 

답)행1년이라합창부에서 활동할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고생각하면 아쉬운맘이 커요 남은 기간동안선생넘 

과부원들과좋은추억 많이 만들고싶고, 또좋은대회가있으연 열심히 연습해출전하고싶어요 

낀 학교와 청소년 시설 방문기 

띠 군포중학교, 교복 물려주기 행사를 보고 - 조창희 | 학생기재군포중학교) 

군포중학교는 2009년 2월 12일졸업식에서 ‘교복물려주기 행샤를열었다. 이날졸업한 262명 

의 학생은본인이 입었던 교복을신입생들과 여분의 옷이 필요한후배들에게 내 놓았다. 교복물려 

주기 행사는군포중학교를 비롯한 지역의 다른학교에서도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지만,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것아 사실이다. 

하지만군포중학교는 어려운 경제상황을감안해 2월 19일 신입생을대상으로 대대적인 교복물 

려주기 행사를 진행펠 예정이다. 이로써 신입생들은 비싼 비용을지불해 새 교복을-구입해야하는 

부담을덜게 되었다. 또 2월 26일에는옷이 헐거워져서 못 입게 되었거나몸이 많이 자라옷이 맞 

지 않는재학생이 돈을들여 교복을고치거나다시 사야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교복을바꾸어 

갈수있게할방침이다.이행시는국가적으로어려운시기에학부모들의부담을떨어주고학생들 

에게 절약하는습관뀔가르치기 위해 계획되었다. 그리고교복을바꾸어 가게 흙만로써 용의복장 

을단정하게 하는효파도 얻을수 있다. 

교사와학생의 빈응도 매우긍정적이다. 군포중학교 최춘배 교장은 “선배들이 졸업하면서 교 

복을물려주면, 후배4들이 선배의 따뜻한 정을느낄 수 있고 성장하면서 교복이 직아진 학생은다시 

사야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 좋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1학년 문희영 학생은 “추억이 담긴 

교복을기꺼이내준선배들에게고마움을느낀다.”며“남은학업기간동안깨끗하게교복을입어 

후배들에게물려줄생각’이라고말했다.또한1학년조현진학생은“경제가많이어렵다고하는데, 

더 이상교복이 불필요한선배들이 후배들의 경제적인부담을럴수있게도와줘고맙다.”며 “이런 

전통이계속이어져나가길바란다.”고덧붙였다.이번에졸업히는홍다은학생은“이렇게경제가 

어려운때에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수있어 뿌듯하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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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동초등학교 급식센터를 취재하고 - 신유정 | 학생기재당동초등학꼬) 

우리는 매일 학교에서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한다. 본 학 

생기자가속한당동초등학교학생뜰 역시 학교로부터 급식 

을 제공받고 있다. 당동초 급식센터는 성장기 학생들이 정 

상적으로성장할수있도록영OJ가높은식단을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학교급식에서 가장중요한 위생관리는 

학교급식 HAα:;p시스뱀을 가동해 조리장이 외부로부터 오 

염되는 것을 막는다. 급식소의 청절과 위생을 위해 식재료 

와음식기구는철저하게소독한다. 또정기적으로조리원들 

을상대로 건강검진을 실시해 전염병을 예빙F하고 있다. 

이렇게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해 급식을 실시함에도 급 

식을대하는학생들의 태도는개선할점이 있다고한다. 당 

동초급식 영양사는“저학년은편식이 심해서 처음먹어 보는음식이나본인의 입에 맞지 않는요 

리는먹지 않으려고한다.”고말했다. “학생들은주로잡곡류가섞이지 않윤흰쌀밥과고기류를선 

호히는데, 딩동초급식실에서는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의 발육과 건강을 위해 균형 잡힌 식단을제 

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편식하는학생들은본인의 건강을 위해 식습관을 개선해야한다.” 

고 덧붙였다” 그래서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는 습관 기르기 급식실에서 질서를 지켜 서로에게 

불편함 없는 쾌적한식사시간만들기, 식시를 제공해 주시는조리원님께 깜사하는 마음갖기를당 

동초의급식에티켓으로정해학생들이학교급식을통해올바른급식태도를지닐수있도록둡고 

있다. 

조리원들은잔반을남기는학생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대부분의 조리원틀은 “학생들이 

본인의 입에 맞지 않은 음식이 나오더라도 한 번 먹어 보려는 노력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며 “정 

성들여 만든음식을학생들이 맛있게 잘 먹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깨 급식을 이용히는 당동초 학생들은 ‘좋아하는음식이 자주 나왔 

으면 좋겠다. 전교생이 이용하는급식실 식탁이 더러워지면 빨리빨리 닦아 줬으면 좋겠다. 선생님 

들이 학생들이 잔반을 남겼는지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는 의견을 내놨다. 이외에 

학생들은 ‘영!양소가표시된한주간의식단표가미리제공되고음식을만뜨는조리실의내부가훤 

히 보여 믿을만하다. 소독된 컵을시용할수있어좋다.’는긍정적인 입장또보였다. 

이번에 담식실을 취재하변서 조리원들이 학생들에게 질 높은 식사를 매일 제공하기 위해 애쓰 

고 정성을들여 요리한다는 것을 알았다. 또 제힌된 급식비로 최고의 식단찰만들고 위생과청결을 
330 

가장 먼저 생각한다는 것도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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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포시청소년수련관에 가다 조민식 | 학생기재둔전초등학교) 

군포시청소년수련관은지역 청소년들이 호연지기를가슴에 품고즐겁고유익한시간들을만들 

며, 열정을 가지고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청소년 활동의 중심센터이다. 2004년 8 

월개원해군포지역의대표적인청소년활동지원기관이된청소년수련관내에는수영장,체육활 

동장, 청소년 문화광장, 청소년 극장, 문화감상실, 전통문화교육관등의 활동 시설이 마련돼 있 

다. 이들시설은지역 청소년들이나주민들이 언제나자유롭게 이용할수있다. 또청소년수련관은 

시민벼룩시장등을 열어 지역민과도함께하는 기관으로자리 잡고 있다. 

청소년활동팀에서지원업무를담당하고있는백현우아저씨는다%댄청소년모임과활동에 

대한설명을하면서 “청소년의 모임은크게 운영위원회 · 기자단 · 동아리 , 봉사단이 있는데, 활동 

이 매우다Oef하고우수해 타지역 수련관으로부터 부러움을사고 있다.”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특 

히 이곳에는청소년문화전용카페인기쩨(GISS)와풍물, 댄스 자원봉사, 밴드등 2:0여개의동아리 

가운영되고있다. 이들동아리는연말에동아리 잔치인종합발표회를개최해 청소년들의 끼를발 

산하고 있다. 댄스동아리 회원인 최지혜 학생은 “댄스동아리를통해 같은취미나소질을가진 친 

구들을만나교류할수있고무엇보다내 끼를펼칠수있는장소가있다는것이 기쁘다.”며 “더 많 

은 친구들과함께 이 유익함을나눌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군포시청소년수련관에는다른단체에서 쉽게 경험할수 없는특별한프로그램이 운 

영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해외 브로드웨이뮤지컬이다. 뮤지컬은 일반적으로 우리말로 공연을 

하지만, 군포시청소년수련관에서는 영어수업과뮤지컬수업을 접목시켜 영어공연을무대에 올린 

다. 뮤지컬을통해 다른나라청소년들과교류하며 해외 각국의 문화를체험히는시간을갖기도한 

다. 2008년에는사이판 Dancian초등학교를방문해 뮤지컬로하나되는시간을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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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하는동안 만난 청소년들은모두군포시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다OJ'한프로그램에 만 

족하며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다. 이렇게 청소년수련관은학생들과지역민블의 가장가까운곳에서 

함께숨쉬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