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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서남해 도서지역의 교육환경실태를 조사하고 도서지역의
교육환경의 개선점을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서지
역의 교육환경에 대한 관심의 확대와 도서지역 교육환경의 가치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 기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서남해 지역
도서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 지역의 도서지방 교육환
경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환경 부분 사항을 조사한 결과 교사들이 거주할 수 있는 관사, 시청각 기자재, 전
산실이 재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학생들의 시청각수업이나 실습 운영에 지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정환경 부분을 조사한 결과 결손가정이 많았고,
이는 학생들의 학업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환경 부분
을 조사한 결과 문화공간(관람장, 도서관, PC방 등)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시설, 목욕탕, 세탁소 등의 편의시설이 없어서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젊은 교사들이 이주를 꺼리고 있었다.
[주제어] 도서, 교육환경, 학교환경, 가정환경, 지역환경

Ⅰ. 서 론
도서 또는 섬이란 대양과 내해와 같은 바다나 호수 그리고 큰 강 등의 수계로 완전히
둘러싸인 땅(land)을 지칭하며, 대호시에도 수몰되지 않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
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섬은 수계로 싸여 대륙이나 이에 연속된 반도와 분리되면서 고
립되어 있는 하나의 陸塊에 해당된다.
개별도서는 그 형성원인과 규모, 육지로부터 격리도, 기후, 자원 등의 측면에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도서의 일반적 특징을 밝히기에는 매우 어렵다. 지금까지 도서지역에
대한 연구에서 도서문화의 핵심내용으로 거론되는 것은 離島性이다. 도서지역은 바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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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인근지역과 격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륙 내의 육지들과는 다른 독특한 생태적 조
건을 지니고 있다(홍성익, 1996). Fosberg(1963)는 도서성의 핵심적인 두 가지 특성으로
서 도서환경의 대양에 의한 고립과 한정된 영토라는 점을 들고 있다. 손형섭(2003)은 도
서의 특징을, 도서는 주위가 해면에 둘러싸인 개방성과 폐쇄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환해
성을 지니고 있으며, 도서는 중심의 권으로부터 결절되어 경제적, 문화적, 행정적 제 활
동이 소외되어 있는 결절성의 상태에 있으며, 토지이용공간이 협소하여 생활활동에 제
한이 많은 상태로 협소성을 지니고 있으며, 도서의 결절성, 봉쇄성, 교통의 미발달로 도
서민의 전체적인 가치관으로 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며, 교통 통신의 미발달로 인하여 수
평적인 사회유동성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서지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도서 수는 총 3,153개이며, 그 중 유인도
464개, 무인도 2,689개이다. 유인도 464개 중 학교가 없는 도서는 180개이며 학교가 있
는 도서는 284개이다. 학교가 있는 도서 284개 중 60.6%인 172개, 도서지방의 총 학교
수 237개(총 학교 수 510개 중 분교 273개는 포함되지 않음) 중 58.6%인 139개가 이곳
전라남도의 서남해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도서지역의 학생 수는 초등학교 18,545명, 중
학교 11,333명, 고등학교 5,292명으로 총 35,170명이다.
현행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전반에 대하여 기회균등을 천명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
분야에서의 그 중요성은 더하다 아니할 수 없다. 즉 현행 헌법 제3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있다.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란 능력 이외의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교육을
받을 기회를 차별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며,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
록 시설을 설치 운용하는 등 교육환경의 정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특히
이러한 교육환경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
도시에 거주하든 농촌 및 도서지역에 거주하든 국민 모두가 똑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
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도시와 농촌 및 도서지역간의 교
육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정 시행, 소규모학교 통폐합,
교육환경개선 특별사업의 신설 등 농어촌 및 도서지역의 교육을 지원하는 일부 정책들
을 꾸준히 시행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도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는 등 그 현실성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다. 특히 교통여건 및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낙도지역의 교육환경은 그 개선이 절실하다.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통신시설이 거의 모든 도서지방에 보급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공문서 시행 등으로 도서지방도 행정상으로는 일일 생활권이 되었으나, 아
직도 교육의 모든 지원여건은 육지 지역에 비하면 매우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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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이 절대 부족하여 학생
들의 체험 교육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학생들은 현대
의 지식 정보에 쉽게 접할 수가 없고, 도시지역에 비하여 경쟁심이 유발되지 않는 등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거의 전 지역이 도서 지역으로 되어 있는 서남해 지
역의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은 그 상태가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도서지역의 교육환경관련 지원 및 연구가 미약한 이유는 무엇일
까? 그 이유는, 첫째 도시지역에 비해 도서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도서지역을 농촌지역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셋째 도서지역의 離島性, 교통, 기상
여건 등이 연구대상지역으로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도서의 60% 정
도가 전라남도 지방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지금까지 정책적 무관심으로 인한 지역차별과
도 무관하지 않다. 이와 더불어 인구 수 및 학생 수를 모든 정책 및 예산지원 등의 기
준으로 삼는 정부의 정책방향도 도서지역이 소외되고 있는 이유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정부의 정책지원 및 각종 연구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도서지역
의 교육환경에 대한 관심확대와 도서지역 교육환경의 가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라는
차원에서 서남해 도서지역의 교육환경 실태를 조사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 목
적이 있다.
본 연구는 도서지역의 교육환경의 주체인 학교라는 조직의 교육적 책임소재를 구분하
기 위해서 교육환경을 학교환경, 가정환경, 지역환경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도서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연구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관련자
들을 조사하는 면접과 현지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도서의 이도성으로 인한 이동
및 접근의 어려움 때문에 전화면접을 사용하였다.

1. 현지조사와 면접
가. 현지조사 대상 선정
본 질적 연구의 현지조사 대상 도서에 대한 선정은 조사대상지역인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의 도서 수 및 학교 수를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서남해 지역 도서의 지역별 유인
도서 수는 신안 79개, 완도 54개, 진도 42개이며, 학교 수는 신안 37개교, 완도 35개교,

464

敎育行政學硏究

진도 3개교이며, 학생 수는 신안 2,760명, 완도 3,273명, 진도 239명이다.
조사대상 도서의 선정은 조사 대상지역중 도서 수와 학교 수가 비교적 많은 신안 및
완도지역에서 한 개의 도서를 선정하기로 하고 군 교육청의 장학사와 도서지역 학교별
교육환경 전반에 관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결과 연구자는 거리가 멀고 타 지역에
비하여 교육시설이 열악하다는 완도군 청산도를 현지조사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나. 면접(Interview)
본 연구에 대한 엄격성을 유지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자는 연구시작 전부
터 도서지역 교육환경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대상도서 선정에 도서지역 전문
가들과 학교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의견을 집약시켰다. 연구대상도서가 선정된 후에는 지
역교육청 장학진 및 도서지역 학교에 연구의 필요성을 알리고 여러 차례 전화질의로 관
심을 보이며 신뢰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하였다.
연구의 절차는 연구대상 학교의 분야별 관련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찰 대상의 전
반적인 활동에 대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문서자료 및 학급의 학부모 및 학생실태조
사서 등을 참고하였다. 분야별 관련 면접대상자는 지역주민, 면접대상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 및 행정지원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면접의 실시 시기는 교육행정가는 학교방문 초기와 끝 무렵에 그리고 교사와 학생은
수업시간 후의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교무실과 교실에서 이루어졌고, 일부면담은 차량
을 이용한 이동간이나, 야간에 숙소에서 좌담회 형식으로도 이루어졌다.
면접내용은 도서지역의 교육환경을 가정환경, 학교환경, 지역사회환경으로 구분하여
이러한 환경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 도서지역의 교육환경 중 특별히 불편한 사항, 지역
의 사회 문화적 환경, 지역 주민과의 관계, 교통여건, 행정적 지원 여부, 도서교육에 대
한 인식, 학생들의 진학관계, 교사들의 관심도, 정부의 지원 여부 등에 집중되었다. 면접
기간 및 시간은 일정하게 정해두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출하기 어렵다. 교육행정
가와의 면담은 짧게는 20분에서 길게는 1시간까지, 교사와 학생의 면담은 수업 후에는
보통 20분～30분, 야간 좌담회 시간에는 2시간가량 이루어졌다. 각 면담자의 면담은 면
담자 앞에서 받아쓰기를 통하여 대부분 내용을 기록하였고, 소형 녹음기에 면담 내용을
녹음하여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다.
다. 현지조사
본 연구가 현지조사를 시도하는 이유는 연구자가 도서지방의 교육환경 실태파악을 직
접 실시하여 연구의 심층도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현지조사는 대상학교의 학교환경,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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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문화 및 사회적 여건, 학생들의 통학여건, 지역의 교통여건,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
교사들의 관심도 등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현지조사는 2003. 9. 17 ～ 9. 18까지 2일간
실시하였으며, 현지조사시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시설 등은 사진촬영을 실시하였다. 관
찰내용은 시작부터 끝까지 참관일지에 기록하였다.
학교 시설환경과 학급의 참여관찰은 연구자가 연구대상 학교를 방문하기 전 전화로
연구자의 뜻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였다. 학교장의 안내로 학교의 시설환경 및 급식소,
교재교구 등을 관찰하였으며, 담임교사의 협조로 수업시간을 참관하여 면접과 참여관찰
을 실시하였다. 지역환경에 대한 관찰은 학교 행정실 관계자의 안내로 선창가, 지역상
점, 의료시설, 사설학원 등에 대한 관찰을 실시하였다.

2. 전화면접
가. 표집

본 연구에서 전화면접을 실시한 이유는 도서지역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도서지역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離島性으로 인하여 연구자가 직접 도서지역을
방문 조사하여 연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본 연구의 전화면접 대상 지역의
표집은 서남해 도서지역의 도서 수, 학교 수를 참고하고, 도서의 위치 등을 감안하여 연
구자가 임의로 신안지역 두 개교, 완도지역 한 개교, 진도지역 한 개교를 전화면접 대상
으로 선정하였다. 전화면접은 2003. 9. 2 ～ 9. 16에 실시하였다.
나. 면접방법
전화면접은 연구자가 직접 해당 학교로 전화를 하여 학교 관리자인 교장 또는 교감과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관리자가 부재 시에는 교무부장과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방법은
문답식으로 실시하였다. 면접의 주요 내용은 면접대상 학교의 교육환경은 어떠한가? 학
생들의 가정환경은 어떠한가? 지역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은 무엇인가? 학교의 교직원들
은 도서지역의 교육환경개선 방향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는가? 면접대상 지역
의 소득수준 및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는 어떠한가? 등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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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논의
1. 연구 결과
가. 현지조사와 면접에 의한 결과
청산도는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에 속하는 곳으로 공간적 범역으로 청산도를 포함하
여 5개의 유인도와 9개의 무인도를 소유하고 있으며, 총면적은 41.80㎢이다. 군청 소재
지인 완도읍과의 거리는 약 19.2㎞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선박에 의한 이동시간은 4
0～50분이 소요된다. 2002년 말 기준으로 한 주민등록표상에 의한 인구는 남자 1,684명,
여자 1,751명으로 총 3,435명이며, 근래 도서지역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젊은 층
의 부재 현상은 청산지역도 마찬가지이다. 주민의 사회적 성향은 전체적으로 보아 보수
적․정태적이고 근검하며 교육적 열의가 높다(신순호, 1991).
청산도 지역의 교육기관은 2002년 3월 1일 현재 중학교 1개교(1개 분교), 초등학교 1
개교(3개 분교), 유치원 2개원이 운영되고 있다.
연구자는 오래 전부터 근검절약하며 교육적 열의가 높다는 청산도 지역의 전체적인
교육환경이나 주민의식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저녁시간에 주민들이 더위를 식히며 옹기
종기 모여 있는 선창가의 어민들과 대화를 시도했다.
그란디 옛날에는 청산도를 꽤 알아주었어
선생님은 청산에 가서 글자랑 하지 말라는 애기 들어봤소
(무슨 영문으로 그런 전설이 내려옵니까)
아따 내가 배운 것이 별로 없어서 말을 듣기는 했어도 잘 알아야재
(남자주민, 48세).
그란디 요새는 영 아니랑게
요새같은 멸이(멸치) 파시에도 통 장사도 안되고 사람도 없당께
어촌이 살아야 한디. 그런게 젊은이들이 다 나가불고 없어
그라니 먼 교육이 되겄소. 젊은 사람들이 많아야 섬도 살고 학교도 사는 것인디
인자는 나라에서 섬을 살리는 먼 수를 내놔야해(여자주민, 52세).

이처럼 청산도 지역은 어업과 농업을 병행하면서 대대로 조상들이 글을 읽으면서 살
아왔고, 선비의 기질이 아직도 남아 있으며, 교육에 남다른 관심이 많았다는 점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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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연구자는 청산도 지역의 학교를 방문하여 교장, 교감 그리고 여러분의 교사 및 학생
들과 면접을 실시하고, 학교 내의 교실, 유휴교실, 급식소, 관사, 운동장, 체육시설 등 교
육환경 전반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첫째, 학교환경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고 관련자들과 면접을 실시하였다.
학교에서 가장 불편한 점은 관사여요.
교육청에서는 관사의 수를 가지고 사택이 다 갖추어졌다고 하는데, 관사만 많이 있
으면 뭐 합니까. 내부시설은 전부 재래식이라서 도대체 살수가 없어요. 보일러도 낡
아서 난방도 잘 안되고, 화장실도 재래식이고, 곰팡이 냄새가 나서 어쩔 땐 숙소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이제는 오래된 기존의 관사를 개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
각해요. 관사 한 동이 있더라도 재대로 있어야지요(교사. 여).
우리 학교에는 시청각실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완도의 섬 지역에는 시청각실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적어서 효용도가 없으므로 투자를 못한다고 하니 자꾸 차이는 늘어만 가
지요. 그래서 정책입안자들은 꼭 효용성이 적다고 하더라도 도서라는 특수성을 감
안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나라에서도 모든 정책을 학급 수, 학생 수에 비례해서 지
원하다 보니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죠. 사실 도시학교는 학교가 아니라
도 좋은 시설이 많이 있지 않아요(교감, 남).
도서지역 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시설은 체육관 또는 다목적강당 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섬 지역은 날씨 변화가 심하고 바람이 많이 불지요. 날씨가 흐리면 애
들이 놀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만약 체육관이나 강당이 하나 있다면 지역주민
과 공유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의 문화센터로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될 것인데,
이러한 사례만 보더라도 도서지역은 아직도 시설적인 면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행정당국에서는 누가 해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로 모두들 강 건너 물 보기식으로
방관하고 있지요. 니네 일을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식이지요.
또한 첨단과학 및 문화적인 문제도 도시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있어요. 홈페이지도
있긴 하지만 잘 가동이 안 되지요. 프로잭션 TV도 아날로그 방식이라서 잘 이용할
수 없습니다.
더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기자재나 컴퓨터가 고장이 나도 수선할 수가 없다는 것
입니다. 고장신고를 하거나 수리요청을 해도 육지에서의 교통여건이나 시간관계상
이 핑계 저 핑계 삼아 미루고 미루다가 학기가 끝나면 오는 경우도 많고, 수선비도
육지에 비해서 배가 들지요.
그래도 이런 사항을 누가 알아줍니까(교장,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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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지역의 교육을 활성화하려면 유능한 교사를 유인하는 정책이 시급합니다.
얼마 전 행정자치부에서 도서벽지 급지 조정에 대한 설문이 있었는데 도대체 설문
문항 자체가 1960～70년대에 시행하던 문항으로 요즈음 도서의 현실에 전혀 맞지가
않아서 우리 선생님들이 불평을 많이 했지요.
특히 현행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농촌의 벽지와 도서의 낙도지역을 똑같은 수준으
로 급지와 수당을 책정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또한 평가기준을 다양한 방법
이 아닌 거리, 시설 등을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약간의 시골이라고 해서 시내
버스가 다니고 있는 곳도 낙도지역과 급지가 똑같이 책정된 곳도 있지요(교감, 남).

이상의 면접 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아직도 도서지역의 학교는 선생님들이 거주할 수
있는 관사가 노후화되어 생활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으며, 학교의 시청각 기자재나 전산
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특히 각종 기자재 및 전산시설의 운영 및 수선이 제 때
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학생들의 수업이나 실습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
교에서 가장 필요한 시설은 다목적 강당이나 체육관으로 학생들의 체육활동 및 지역주민
의 문화센터로 공유하여 명실상부하게 도서지역의 학교가 지역의 교육활동을 총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함에도 이러한 시설들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고 있다.
또한 현행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은 도시지역의 낙도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에게 전혀 호
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급지나 수당 책정의 기준이 다양한 방법이 아닌 거리, 시설 등
의 획일화된 방법에 의하여 책정되고,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벽
지수당은 현실에 맞지 않아서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등 도
서벽지교육의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의 학습환경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대상자로는 교장, 교사
2명과 학생 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우리 지역에는 농협하나로 마트가 하나 있어서 간단한 생활필수품은 현지에서 구입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학습도구, 교재, 참고서 등은 완도에 5일장이 서면 대부분 그
때 구입하러 갑니다. 이곳에는 서점이 한곳도 없으니까요.
그뿐인가요 하나 예를 들자면, 운동회 때 쓰는 머리띠, 급우들의 생일선물용 머리
끈, 소풍 때 먹고 싶은 과자나 음료수 등도 토요일이면 소요시간이 편도 40～50분
씩 걸리는 배를 타고 완도로 구입하러 갑니다.
그런 때는 학생들이 배 출항시간에 맞추어 수업을 빨리 끝내주라고 아우성이지요
(교사, 여).

학생면접은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방과 후에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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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섬 지역에서 살고, 학교에 다니면서 불편한 점이 있다거나, 선생님, 교장선
생님, 교육청 등에 건의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연구자).
별로 생각을 안 해봤어요. 몰라요(초등학생 6학년, 여).

학생들의 이러한 대답에 연구자는 ‘왜 이런 대답이 나올까?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건데, 혹시 연구자와 대화가 위화감이 들어서 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학생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선생님에게 그 이유를 알아보았다.
여기 학생들은 다른 생활에 대한 호기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령 성취욕구가
없다고 말해야 될까요. 그냥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면 자전거 타고, 바닷가에서 수영
하고, 길가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다음날 학교에 옵니다. 즉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고
할까요.
또한 부모님의 직업이 대부분 어업이나 농업에 종사하므로 자녀들에 대한 애착은
갖고 있어도 시간에 쫓기고 피곤하다보니 자녀들을 방관하는 가정이 많아요.
특히 섬지역은 결손가정의 자녀들이 상당수가 학교에 다니고 있지요. 부모가 사업
에 실패하여 외가나 삼촌집에서 임시 거주하는 학생들도 가끔 있거든요(교사, 여).
학교에서 특기적성 교육을 위해서 외부강사를 초빙하려고 해도 육지의 강사들이 올
수도 없고, 오지도 않아요. 또한 선생님들이 자기계발을 위해서 야간 시간을 이용하
려고 해도 학교나 주변의 시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어려운 일입니다(교장, 남).

이상의 학습환경에 대한 면접 결과 도서지역은 아직도 학습도구나 서적 등의 구입에
많은 애로가 있음이 나타났다. 즉 조사지역인 청산면 지역에 아직도 서점이 한곳도 없
으며, 학생들은 심한 문화적 혜택의 결핍으로 인한 창의성이 부족하여 스스로 생각한다
거나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없다는 점도 유의할 만하다. 특히 특기적성교육
을 위한 외부강사 등의 초청을 전혀 상상할 수 없고 내부에서만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및 문화체험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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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A학교 학부모 실태조사표
보
번호 성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부
성명 학력
고졸
대졸
고졸
고졸
고졸
중졸
고졸
대졸
고졸
중졸
고졸
고졸
고졸
고졸
고졸
대졸

호

자

모
직업 성명 학력
어업
고졸
기타
고졸
어업
중졸
공무원
고졸
수산업
고졸
어업
고졸
어업
고졸
수산업
고졸
상업
고졸
농업
중졸
기타
고졸
수산업
고졸
어업
고졸
공무원
고졸
자영업
고졸
수산업
고졸

동거
직업
○
○

학생

1
1
1

△

☆
☆
○

1
2
1
1

1
1

교육적 요구
공부하는 습관 양성
친구들과 잘 어울리게
차분한 생활 태도
발음지도
즐거운 학교생활
칭찬과 격려
투철한 성격
자기 관리
철자법 지도
발표력 신장
활발하고 투철하게
차분하고 똑똑하게
자기 할 일 잘하게
끈기있는 사람
편식 안하게
발표력 신장

* 어머니의 직업 - ○: 유흥업, △: 자영업, ☆: 상업(기타 표시되지 않은 학생은 어머니가 아버지의
일을 돕고 있거나 가사 일을 하고 있는 학생임)
* 자료: 담임교사의 자료에 의하여 연구자가 재정리함(학생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번호는 연구
자 임의로 정함)
둘째, 가정환경에 대한 현장조사 및 면접을 실시하였다. 현장조사 및 면접은 학교장과
담임교사의 협조아래 A학교 1개 학급을 지정하여 연구자가 참여관찰하고, 담임교사와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각종자료 등을 검토하였다. 연구대상 학급 A학교 0학년 0반 담임
교사는 학급학생 16명에게 가정으로 편지를 쓰게 하였다. 담임교사는 학생들이 쓴 편지
를 각 가정으로 발송하였으나 유일하게 한 학생만이 어머니께서 학교로 답장을 보내왔
다. 어머님이 자녀에게 학교로 답장을 보낼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해당 학
급의 기초학력 및 학업성취수준 등에서 아주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다음은 A학교 0학년 담임교사 협조로 학부모 및 학생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
다. 첫째, 학부모 변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 직업 그리고 동거가족 현황, 부모님의
교육적 요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내용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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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A학교 학생실태 조사표
기초학력
번호 성명

취미교과

국어 수학 선호

비
선 특기
호

적성
취미

가정환경 및 문화시설
학생
희망

공부
학습
방
조력
유무

컴
퓨
터

피
아
노

1

a

△

△ 즐생 없음

축구

경찰

2

b

○

○ 즐생 없음

만들기

화가

3

c

△

△ 수학 없음

그림

경찰

4

d

○

◎ 즐생 없음 그림 만들기

경찰

○

5

e

◎

◎ 줄생 없음

독서

의사

○

6

f

◎

◎ 즐생 없음 그림

만화

가수

○

7

g

◎

◎ 즐생 없음 그림 그리기

화가

8

h

◎

◎ 국어 없음 독서 글짓기

의사

○

엄마

○

9

i

○

○ 즐생 수학

노래

의사

○

엄마

○

10

j

△

○ 즐생 국어

노래

간호

11

k

○

○ 즐생 수학

만화

축구

12

l

◎

◎ 즐생 국어

독서

경찰

○

부모

○

13

m

△

○ 수학 슬생

달리기

경찰

○

형

○

○

14

n

◎

◎ 수학 국어

게임

과학자

○

엄마

○

○

15

o

◎

◎ 수학 없음 블럭

수집

경찰

16

p

○

○ 즐생 없음

달리기

목사

선
박

도서
(권)

인
터
넷

10
○

엄마

○

100

형
엄마

○
○

10
50

○

○

10

○

60

언니

10
○

160

○

50
20

조부

20

엄마
○

엄마

○

80

○

20

○

190
20

○

30

○

* 기초학력 수준 - ◎: 우수, ○: 보통, △: 빈약
* 자료: 담임교사의 자료에 의하여 연구자가 재정리함(학생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번호는 연구
자 임의로 정함)
둘째, 학생변인의 기초학력, 취미교과, 취미, 장래희망, 가정의 문화시설, 가족의 학습
조력 능력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1＞의 A학교 학부모실태조사표에 의하면 아버지의 학력 및 직업보다는 어머니
의 학력 및 직업이 학생들의 학업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란에 ○표로 표시된 학생은 어머니가 유흥업에 종사하므로 영업시간이 밤늦게까지
지속되어, 아침 등교시 어머니가 아닌 할머니에 의존하거나 학생 스스로 아침식사를 하
고 학업준비를 하여 등교하고 있었다. 이 결과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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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의 어머니가 유흥업에 종사하고 있는 1, 3, 13번 학생은 ＜표 2＞의 1, 3, 13
번의 결과와 같이 기초학력이 크게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의 A학교 학생실태 조사표에 의하면 조사대상학생 16명 중 학생의 집에 컴
퓨터가 있는 학생은 9명으로 컴퓨터 보유율로는 56%이나, 가정에서 인터넷을 할 수 있
는 학생은 3명으로 인터넷 이용률은 19%로 아직도 도시나 기타 육지지역의 읍 면 소재
지 보다는 정보화 시설이 많이 뒤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 교육기자자재로 분류
할 수 있는 피아노도 보유학생이 2명이며, 보유율 13%로 아주 저조한 실정이다.
셋째, 지역환경에 대한 현장조사 및 면접을 실시하였다. 현장조사 및 면접은 학교장,
교사, 학생 및 지역주민과 대화식 면접을 실시하고, 연구자가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였
으며, 각종자료 등을 검토하였다.
청산도에는 의원이나 약국이 하나도 없어요. 보건소에서 진료는 하고 있으나 일정한 한계
가 있습니다. 요즈음처럼 눈병이 유행하여도 완도읍으로 치료하러나가야 되니 참 한심스
러울 따름입니다. 유일하게 개인이 운영하는 약방이 한곳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나 학생들이 위급한 상황이 온다 해도 보고만 있어야 되니 항상 불안합니다(교감, 남).
제일 시급한 것은 국가에서 보조하여 공동 목욕탕이 한 곳 쯤 운영됐으면 합니다.
개인이 운영하려면 청산도의 인구로는 어렵다고 하니까요. 보통 학생들은 2주에 한
번정도 완도로 목욕하러 가는데 어려움이 많죠. 선생님들도 2주에 한번 꼴로 광주
나 목포에 있는 집에 가는데 주의보 등이 내리면 그 기간은 더 길어져서 목욕을 할
수가 없거든요(교사, 여).
섬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이 문화적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영화관이나 도서관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지역에는 그 흔한 PC방이 한곳도 없으니
학생들이 어떻게 다양한 문화체험을 하겠습니까(교사, 남)
하다 못하면 컴퓨터학원이라도 하나 있으면 선생님들이 야간시간을 이용해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냥 답답합니다(교사, 여).
그란디 아무리 근다고 청산도에는 학원이라고는 한 개도 없당개. 아 누가 학원 차
려봐도 학생들이 몇 안되고, 고기도 잘 안 잡혀 돈도 없응개 갈 수도 없재. 혹 나라
에서 학원은 안차려 주것재(남자주민, 45세).
아 요새는 통 고기도 안잡히고 먹고 살것이 없어. 그런게 젊은 사람들이 다 나가불
재. 아 그전에는 청산도가 잘나갔어. 멸이(멸치)나 삼치가 많이 잽히면 이 선창가에
사람들이 꽉 차거든. 근대 지금봐바. 이래갖고 무슨사람이 살것어. 나라에서 관광지
개발이나 먼 수를 내서 섬사람들이 먹고살게 해주어야재(여자주민, 50세).

서남해 도서지역 교육환경실태에 관한 연구

473

이상의 지역환경에 대한 면접 결과 청산도지역은 아직도 공동목욕탕이 한 곳도 없으
며, 학생들이 문화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관람장, 도서관, PC방 등)이 갖추어
져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나 학생들이 여유시간을 이용하여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보습학원, 컴퓨터 학원 등도 전혀 없어서 교사나 학생들의 자기개발이나 진
로에 애로가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청산도 주변은 외해와 접해있고 수심이 깊으며 풍
랑이 심해 양식업은 발달하지 못하고 주로 연근해 어업이 발달하였으나, 주변 어장의
황폐화와 어족의 고갈로 인하여 어업으로 인한 수입이 급감해 지역의 경제는 최악의 상
태에 놓여있었다. 이에 따라 어업인구가 급감하고, 특히 젊은 인력이 외지로 빠져나가
인구가 고령화되고 자연히 학생 수가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에 대한 변화도 심각한 실정
이었다.
나. 전화면접에 의한 조사결과
본 장에서 실시한 전화면접은 도서지역의 현지조사 및 면접범위를 확대하여, 연구를
더 심도 있게 진행하고,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별로 추가로 선정한 학교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면접을 실시하였다.
1) 신안군 흑산도지역
이곳은 잘 아시다시피 워낙 오지라서 교사들이 가족과 떨어져서 외로움을 많이 느
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역에 문화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테니스장이 한곳
있기는 하나 일기가 고르지 못해서 거의 쓰지를 못합니다.
학생들의 가정환경은 결손가정이 많다는 것과 학습의욕이 약하다는 것이 특징입니
다. 특히 흑산도 지역은 도서벽지 급지 조정에서 많이 소외되어 있지요. 목포에서
쾌속선으로 1시간 50분이 소요되는 먼 거리에 있고 지역환경도 매우 열악한데도
‘나’ 지역이니 앞으로 ‘가’ 지역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교감, 남).

2) 신안군 도초도지역
이곳은 주민들 90%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시금치를 많이 생
산해서 소득이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나 결손가정 학생이 많아서 아이들의 학습에
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결손가정의 학생이 약 37%정도로 상당히 높
지요. 학교의 복지시설로는 교사들의 관사가 낡아서 외풍이 심하고 감기에 자주 걸
립니다. 그래서 원룸식 관사를 새로 신축해 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운동기
구가 절대 부족해서 아이들이 마음대로 운동하고 뛰어 놀 수 없지요(교무부장, 남).

474

敎育行政學硏究

3) 완도군 생일도지역
우리 학교는 도서관이 없어서 학생들의 독서교육 및 정서함양에 문제가 많습니다.
또한 주변에 아이들의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설학원은 한곳도 없습니다. 선
생님들의 관사는 내부구조가 형편 없어서 국을 끓여 먹을 수가 없어요. 곰팡이가
끼고 환기가 잘 안되어서 살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학생들의 가정환경은 결손가정이 약30%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인터넷을 할
수 있는 학생은 약 10%정도로 저조합니다. 아직도 도서지방 정보화는 좀 많이 떨
어져 있지요. 또한 지역에 목욕탕, 이발소 등이 전혀 없어서 1시간 40분 정도 배를
타고 강진의 마량으로 목욕이나 이발하러 갑니다(교감, 남).

4) 진도군 조도지역
이곳은 진도 체도와 가까운 관계로 다른 도서지역보다는 여러 가지 환경면에서 그
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면사무소에서 복지회관 내에 공동으로 운영하는 간이 목욕
탕이 한곳 있어서 1주에 1회 주민 및 학생들에게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
다. 주민들은 어업으로 소득도 괜찮은 편이나, 한 학급당 결손가정 아이들이 2~3명
씩 되지요(교감, 남).

이상과 같이 전화면접 결과를 분석해 보면, 첫째, 학교의 교육환경이 열악함이 잘 나타
나고 있다. 아직까지 도서관이 없는 학교가 있으며, 관사시설이 낡아서 음식을 조리하기가
곤란하고 외풍이 심하여 교사들이 거주하기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생들
의 가정환경으로도 결손가정의 비율이 높고, 학습에 대한 의욕이 부족하며, 학생들이 유일
하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가정은 10~30% 정도로 매우 저조하게 나
타났다. 셋째, 지역환경으로는 목욕탕, 이발소 등의 편의시설이나 문화시설이 없는 관계로
교사 및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진도의 조도지역에서는 면사무소의
복지회관 내에 간이 목욕탕을 설치하여 주 1회 정도를 주민 및 학생들에게 목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점이 지역환경부분에서 좋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Ⅳ. 결론 및 제언
1. 결론
도서지역 학교는 학교의 규모가 영세하고, 폐쇄된 환경과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혜택
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적은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취학자가 극소수이며,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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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교육시설투자가 영세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도서지역의 학교환경, 가정
환경, 지역환경에 대해 현지조사 및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환경에 대한 조사결과로 교사들이 거주할 수 있는 관사가 노후화되어 생활
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으며, 학교의 시청각 기자재나 전산실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각종
지원 및 수선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학생들의 수업이나 실습운영에 지장이 많았
다. 또한 현행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은 도서지역의 낙도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호응을 받
지 못하고 있다. 급지나 수당 책정의 기준이 다양한 방법이 아닌 거리, 시설 등의 획일
화된 방법에 의하여 책정되고 있다. 이 결과는 교육행정당국의 도서지역에 대한 실질적
인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결론이다. 그리고 도서벽지에 유능한 교사들을
유인하고 도서지역 근무교사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도서벽지 교육
진흥법이 오히려 도서지역 근무교사들에게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유의할
만한 사항이다. 도서지역의 이도성이나 바다를 건너야 하는 격리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거리, 시설, 면소재지 등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도서벽지 교육진행법 선정기준을 책정
하다보니 육지지역의 시내버스가 다니는 지역과도 점수가 비슷하다는 교사들의 진술은
앞으로 도서벽지교육진흥법 기준 책정의 개선을 요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본다.
다음으로 학생이 느끼는 교육환경 실태 조사결과로 학교환경을 조사한 결과 학생들의
학습환경에서는 학습도구나 서적 등의 구입에 많은 애로가 있음이 나타났다. 특히 특기
적성교육을 위한 외부강사 등의 초청을 전혀 상상할 수 없고 내부에서만 해결해야 한다
는 것은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과 문화체험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결과는 교
육행정당국의 각별한 관심이 요망되는 사항이다. 도서지역이라는 특수한 교통상황을 인
식하고 학습도구의 공동구매, 특기적성교육 강사의 순회교육 등을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학생들의 가정에 대한 환경을 조사한 결과 결손가정의 학생들이 많았으며, 이러
한 가정의 결손과 도서지역의 특수한 학부모의 직업이 학생들이 학업에 많은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사례에 의하면, A학교의 어머니 직업이 유흥업에 종사하는
학생은 타 학생에 비하여 기초학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손가정
학생들은 학습에 대한 의욕이 부족하여 기초학력 수준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
로, 학생들이 가정에서 유일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인터넷을 사용 비율이 10～30%로
비교적 저조하게 나타났다.
셋째, 지역환경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지역환경으로 문화공간이 부재하며, 기본적인
편의시설 즉 이발소 목욕탕, 서점, 약국, 의원 등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사례 도서지역은
아직도 목욕탕이 한곳도 없으며, 학생들이 문화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관람
장, 도서관, PC방 등)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외에는 일반
적인 의료시설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으며, 학생들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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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간을 이용하여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보습학원, 컴퓨터 학원 등도 없어서 학생들
의 자기개발이나 진로에 애로가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사례 도서지역은 주변 어장의
황폐화와 어족의 고갈로 인하여 어업으로 인한 수입이 급감해 지역의 경제는 최악의 상
태에 놓여있었다. 그 결과 도서지역에는 이도성과 결절성이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하
여 각종 복지시설, 편의 시설, 의료시설이 부재하여 학생들의 기본적인 생활까지도 침해
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전화조사에서는 도서지역의 복지시설운영에 있어 좋은 사례도
있었다. 진도군 조도 지역에서는 면사무소에서 공중 목욕탕을 운영하여 일주일에 한번
꼴로 학생과 주민들에게 목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도서지역 환
경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앞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복지시설
및 의료시설 등 학생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편의 시설 등을 직접 운영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

2. 제 언
학생 수 감소, 학습 및 편의시설 부재 등 도서지역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이웃 일본
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결해 나가고 있다(이정선, 2002). 먼저 벽지학교의 경제적 비효율
성의 문제를 인구수나 학생 수의 원리를 적용한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을 통하여 해결하
기보다는 교육의 기회균등의 논리로 해결하려고 하였다. 다음으로, 이도진흥법 제4조(사
업계획)에 도서지역 의료부분 확보, 지역문화 진흥 등 사회사업부분을 크게 추가하였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웃 일본의 도서지역 지원정책을 참고하여 도서지역의 사회복
지, 의료부분, 지역문화 진흥 등 교육환경과 지역환경의 개선에 인구수나 학생 수를 기
준으로 한 정책 결정보다는 교육의 기회균등 측면에서 도서지역에 투자하여야 한다. 이
제는 우리나라 도서지역도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것이 아닌 실제로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도서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언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1) 도서지역의 학교환경에 대한 개선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행정 당국은 앞으로 도서지역 학교의 학습 및 학교환경개선에 중점 투자하
여야 한다.
둘째, 현행 도서벽지 교육진행법을 농촌을 중심으로 한 벽지교육진흥법과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서교육진흥법으로 분리하여 재 제정해야 한다.
셋째, 도서지역은 일기가 불순하고 항시 바람이 많으므로 이에 적합한 다가구 형식의
관사를 새로 신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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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도서지역의 학교에 도서관, 컴퓨터실, 시청각 시설 등을 대폭 확충하여 고립된
섬지역의 학생들이 육지지역 학생들과 비슷한 여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도서지역을 일정기간 동안 순회하면서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섯째, 도서지역의 학교에 각종 기자재의 수선이나 컴퓨터의 유지보수가 적기에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에 기자재 유지 보수팀을 일정기간 순회 운영하여 기자재
및 컴퓨터가 상시 가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도서지역의 가정환경에 대한 개선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급격한 인구감소, 인구의 노령
화, 결손가정의 증가에 대한 국가적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도서지역의 학생들은 학부모의 직업이 대부분 농업, 어업, 기타 유흥업에 종사
하므로 학부모들이 야간작업이나 힘든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 자녀들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교육행정 당국에서는 도서지역의 이 같은 특수성을 인정하
고 부모의 관심에서 벗어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셋째, 각 가정에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10～30%대로 극히 저조하다. 도
서지역의 학생들도 전원 가정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보조가 필
요하다.
넷째, 도서지역의 학생들은 주변의 학습보조시설 및 각종 문화시설의 부재로 인하여
가정 이외에 별도로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앞으로 이러한 도서지역의 실상을 감
안하여 가정환경이 열악한 소수의 학생들에게도 학습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배려
의 행정이 요구된다.
3) 도서지역의 지역환경에 대한 개선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으로 도서지역 교사 및 학생들의 문화적 결핍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도서지역의 학교가 지역의 교육활동을 총괄 할 수 있는 교육․문화공
간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둘째, 도서지역의 편의시설인 서점, 문구점 등을 지역의 농협 등에서 신설하여 운영하
고,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 세탁소 등의 최소한의 생활 편의 시설은 면사무소에서 관리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셋째, 도서지역에 의원, 약국, 보건진료소 시설을 확대하고 인력을 보강하여 비록 소
수이지만 지역주민, 교직원, 학생들의 생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주어야 한다.
넷째, 최근 도서지역의 급격한 이도현상은 주변 어장의 황폐화와 맞물려서 지역의 경
제가 극히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도해의 국립공원 지정과 함께 이에 걸 맞는 테마
사업을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회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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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educational environments in island areas of Korea
Ki, Jin Seo (Mokpo University)
Jeong, Hoe Uk (Mokpo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educational environments and
qualities in island areas of Korea. The islands we studied included Shinan, Wando,
and Jindo counties. These areas represent most of the islands in the southwest of
Korea. To investigate educational environments of these areas, we performed
in-person interviews and telephone surveys focusing on three aspects: schools,
students home environments, and cultures of the target regions.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are as follows. First, appropriate school facilities such as computer
rooms and study materials were seriously deficient. Housing services for teachers
were not available.

Second, there were many single-parent homes. The levels of

parental education and occupations were generally low. Third, cultural places such as
theaters, libraries were not available. For these reasons, most students in island areas
were not satisfied with their educational environments, and young teachers were
very reluctant to move in the island areas.
[keywords] Islands, educational environment, domestic circumstance, region
environ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