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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기반 교육공동체 구축 원리에 대한 탐색적 접근:
복잡성 과학, 사회적 자본, 교육거버넌스 원리 적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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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일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실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공동체 논의는 기존의 학
교공동체 논의와 달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교육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교육개혁의 방향이 학교개혁이 아니라 지역의 교육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전제
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공동체에 대한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탐색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육공동체에 대한 기존의 학술적
개념을 정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실천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도출해 보
고자 한다. 아울러 교육공동체 운영원리를 탐색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과학 영
역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생태주의적 접근, 사회적 자본, 교육거버넌스 등과 같은 이론으
로부터 그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주제어]：마을교육공동체, 지역 교육력, 생태주의 교육, 복잡성 과학, 사회적 자본, 교육거버넌스

I. 서 론
최근 일부 지역에서 마을과 학교가 아이들의 배움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례들이 종종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일반적으로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창의적 체험학습이나 동아리 활동 등에 머무는 수준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를 학습하고,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배우고, 교육 및 행정 관청이 이러한 공동
체적 학습을 지원해 주는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 예를 들자면, 경기도 양평에

* 본 연구는 2015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그리
고 서용선 외 (2015) “마을교육공동체 개념정립과 정책적 방향 수립 연구”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작업한 논문임. 1)
▣ 접수일(2015. 5. 30), 심사일(2015. 6. 20), 게재확정일(201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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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세월초등학교는 학생 수 미달로 폐교 위기에 몰리기도 하였지만, 최근 마을 주민
들과 함께하는 연극활동이나 마을에서 배우는 다양한 교육실천 등을 통해 교육의 내실
화를 꾀하였고, 그로 인한 교육적 효과가 알려지게 되면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학생 수
가 증가하여 학교의 새로운 부흥을 맞이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다.
이러한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실천적인 움직임은 그 동안 우리 교육계에 팽배해 왔
던 경쟁위주의 교육적 관행과 피폐해진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자 시도라
고 할 수 있다. 더 이상 공교육 바로세우기가 학교 바로세우기만으로 달성될 수 없다는
점, 따라서 학교혁신이 아니라 지역의 교육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마을교육공
동체의 실천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그 동안 고정된 틀 안에서 인식되어져
왔던 교육의 주체, 다시 말해서 학생·학부모·교사라는 삼각의 틀을 다변화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한 부분도 있다. 다시 말해서, 지역사회나 기업,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
체)나 교육청, 시민단체나 재능 기부자 등, 우리사회의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연대하여
소위 말하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구축하고(오욱환, 2013; 이재열, 2006; 조한혜
정, 2007), 이를 토대로 학교 안 교육과 학교 밖 교육의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는 필요성
이 반영된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사교육의 비대화, 공교육의 추락, 인성교육의 부족, 서열화된 대학구
조, 학교폭력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이 지체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과 피로감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한국교육네트워크, 2012). 지역사회를 기
반으로 하는 교육공동체는 이러한 교육적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자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지
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공동체 논의는 기존의 교육 정책으로서 제시된 공동체 논
의와 달리 좀 더 현장 중심적이고 실천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충남 홍성의 풀무학교, 충북 제천의 간디학교, 서울 마포의 성미산 학
교, 삼각산재미난학교 등과 같은 대안학교들을 중심으로 학교 안 교육과 학교 밖 교육
의 경계를 허물고 지역사회의 교육적 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마을 학습과 공동체적
배움이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강영택·김정숙, 2012; 서근원, 2005; 박제명, 2014; 양
병찬, 2008). 최근에 이러한 교육적 시도들은 공교육 안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
다. 앞서 언급한 세월초 뿐만 아니라 삼우초(완주), 의정부여자중(의정부), 덕양중(고양)
등과 같은 일반학교에서, 또는 경기도 시흥시의 여러 학교에서 연합적으로 공동체적 배
움을 위한 통합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학생 동아리나 마을 축제 등
의 교육적 활동을 통해 마을 전체를 하나의 학습생태계로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서용선 외, 2015).
또한, 경기도와 서울시 교육청은 현재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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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한 상황이며, 이를 통해 교육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
다. 경기도의 경우 도교육청 내에 ‘마을교육공동체 기획단’을 구성하여 학교인사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전문가 집단을 참여시켜서 학교안 교육과 학교밖 교육의 유기적인
접목을 주도하고 있다(서용선 외, 2015). 서울시 교육청 또한 각 교육구와 단위 학교들
로부터 혁신교육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구성 및 마을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안서를
수용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과 지도를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마을)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공동체의 필요성과 실천이 부각되고 있
는 현 시점에서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철학적·이론적 토대를 제시하는 것은 무엇보
다도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학문적 접근이라 할 것이다.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한 실
천에 비하여 그에 대한 논의가 아직 본격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공동체와 관
련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그 주제와 접근이 다음의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교육공동체 사례를 질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교육
공동체 구축의 쟁점과 실천 가능성을 소개하는 접근이 있다(강영택 & 김정숙, 2012; 박
제명, 2014; 서근원, 2005; 양병찬, 2008; 조용환 & 서근원; 2004; 홍성태, 2006). 또는 교
육공동체에 대한 역사적 발전(신현석, 2004; 이진철, 2010) 및 개념 정립(노종희, 1998;
오혁진, 2006; 정영수, 2004)을 위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들이 있다. 그리고 공교
육 및 학교공동체 운영 방안에 대한 정책적 방안과 운영 방법을 모색하는 접근 등을 살
펴 볼 수 있다(강영혜, 2003; 신현석, 2006; 이종태, 1999; 한국교육개발원, 1998).
이와 같은 교육공동체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접근 방향과 최근에 전개되는 실천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현 시점에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철학적·이론적 토대를 제시하고, 그 운영의 원리를 탐색하는 학문적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부각되고 있는 ‘지역사회를 기반
으로 하는 교육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개념적(생태주의적) 접근을 시도하고, 이에 대해
복잡성과학의 원리, 사회적 자본론(social capital), 교육 거버넌스 등의 개념을 적용하여
지역사회 기반 교육공동체의 운영 원리를 도출해 보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학교혁신에
천착해 왔던 기존의 교육개혁 방향을 지양하고, 이제는 지역의 교육력을 강화하여 아이
들을 위한 학습생태계로서의 교육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는 대안적 접근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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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공동체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원리를 모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연구되었고, 최근 교육학 분야에서도 활발히 논의
되고 있는 복잡성 과학, 사회적 자본, 그리고 거버넌스 이론들을 재해석하고자 한다. 이
를 바탕으로 마을교육공동체의 운영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교육이 어떠한 모
습으로 전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탐색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아래 표는 각 이론
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서 마을교육공동체에 적용될 수 있는 몇 가지 원칙과 근거
들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교육계에서는 경험주의와 구성주의를 넘어서 생태주의에 입각한 교육 목적과 방
법에 대한 접근이 대두되고 있다(김대홍, 2010; 노상우, 2007; 안승대, 2009; 이천일,
2002; 홍성태, 2006). 이러한 생태주의적 교육은 삶과 지식이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철

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Davis, 2004),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교육
의 실천을 위한 풍부한 시사점을 찾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안과 밖에서 이
루어지는 공동체 교육이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어떠한 원칙에 입각해서 이
루어져야 하는지를 탐색하기 위하여 복잡성 과학의 원리 중에서 총체성의 원리, 자기조
직화의 원리, 창발성의 원리를 적용해 보고자 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마을교육공동체 만들기가 학교교육의 강화라기보다는 지역사회
의 교육력을 구축하는데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마을교육공동체의
궁극적인 목적 중의 하나는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미 다양한 연구
들이 이러한 지역과 교육의 상보적인 관계를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고찰
하고 있다(강영택·김정숙, 2012; 박제명, 2014; 오욱환, 2013, 이재열, 2006; 진관훈, 2012).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 원리인 구성원간의 네트워크, 신뢰, 그
리고 관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체 교육이 어떠한 방향과 원리로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한편 교육공동체 논의가 학교를 지향하든 지역을 지향하든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구성원들의 참여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학생, 학부모, 교육자, 지역주민 등 구
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가 그 지속가능성을 담보해 나갈 수 있
는 것이다. 이들의 참여는 직접적인 교육활동에 관여할 수도 있고 운영이나 협조를 위
한 지원적 활동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의 참여와 지원은 교육공동체 운영을 위한 하
나의 거버넌스 체계의 핵심적인 요소인 것이다(신현석, 2010; 2011; 안기성, 1997; 최영출
외, 2006).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교육거버넌스의 핵
심적 요소들 중에서 참여적 의사결정 체계, 조직(운영 및 지원조직), 공동체 리더십,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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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공동체 문화 등으로 정리해 보고, 이러한 요소들을 적용한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원리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표> 지역사회 기반 교육공동체에 대한 이론적 적용
공동체 교육 원리
<복잡성 과학의 원리>
- 총체성
- 자기조직화
- 창발성
<사회적 자본>
- 네트워크
- 신뢰
- 지속성

교육공동체 운영 원리

-

<교육 거버넌스 구축>
참여적 의사결정 체계
조직(운영 및 지원조직)
공동체 리더십
공동체 문화

III. 지역사회 기반 교육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접근
1. 교육공동체 논의의 전개
교육공동체 논의가 최근에 와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미 문민정부 시절(1995년)
‘5.31 교육개혁안’의 일환으로 ‘학교공동체 구축’이라는 교육정책이 채택되었으며, 국민의

정부 시절(2002년) ‘지식기반사회의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교육정책’ 등 지속적인 논
의가 전개 되어 왔다(이진철, 2012). 또한 참여정부 시절에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
하여 ‘참여와 자치를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을 표방하기도 하였다(김용일, 2003). 이 당
시 교육계에서 제기되었던 교육공동체 논의는 시장의 논리와 경쟁이라는 기제가 학생들
의 창의적 사고를 제한하고 전인적 발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학업 부담으로 인한 학
생들의 고충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
로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의 참여를 전제로 배움의 공간을 교실 밖으로 확장하고,
학습의 내용을 좀 더 현실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으로 구성하고자하는 전체주의적
(holistic)인 접근을 시도하였던 것이다(김용련, 2014). 하지만 이러한 교육적 논의와 시도

는 정권의 교체와 함께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가 이에 대한 연구와 실천이 지극히 제한
적이었던 시기를 맞게 된다.
최근 교육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 지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 초기 일부
지방교육 자치기관들이 교육개혁 및 학교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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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교육 거버넌스의 변화와 그들의 교육적 역할을 증대
시켜 공교육 제도가 올바로 설 수 있는 계기를 모색하게 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논의라고 보여 진다. 예를 들자면 기존의 학교교육이 담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대안학교가 새로운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고,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통해 폐교 위기
의 학교들을 몇몇 뜻있는 교사와 지역주민들이 다시 부흥시키는 성공적인 이야기들이 확
산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공교육 외곽에서 비롯된 교육적 실천과 경험들이 다시 공교
육 체제 내로 접목되면서 지역사회 기반 교육공동체 만들기나 마을학교 또는 학교공동체
구축이라는 체계적인 노력으로 승화되는 기회를 맞게 되었던 것이다(김용련, 2014).
하지만 기존의 교육공동체 논의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교육공동체
의 개념과 실천이 학교체제 내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논의가
학교밖 교육에 주목했다기 보다는 학교라는 체제 안에서 어떻게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
부모의 참여를 진작시키고,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와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지에 대한
접근에 집중하였던 것이다(주철안, 2001; Sergiovanni, 1994). 따라서 이때의 교육공동체
는 다름 아닌 학교공동체를 의미하였던 것이다. 둘째,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문화적
접근보다는 제도적 접근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 공동체라는 본질적 속성은 제도적·행정
적 기획과 지원만으로 구축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 동안의 교육공동체 논의는 구성
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자율적 실천에 기초한 문화적 접근이 아니라, 단기적 성과를 위
한 정책적 접근에 치우친 아쉬움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논의들은 교육공동체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이론적·철학적 토대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부분
의 연구물들이 교육공동체의 역사적 기원과 전개(신헌석, 2004)을 밝히거나, 학교공동체
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내리기 위한 탐구(신용하, 1985; 이지헌·김선구, 1997)에 집중하
였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공동체 구축과 운영을 위한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원리와 바탕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밝히는 데에는 미흡함이
있었다.

2. 교육공동체 개념에 대한 일반적 접근
일반적으로 공동체라 하면 자유의지에 의해서 결합되고, 가치와 규범의 공유를 통해
결속되는 개인들의 집합을 말한다(노종희, 1998). 다시 말해서 제도적으로 규정할 수 있
는 인간의 사회(society)와 달리 공동체(community)는 상호 신뢰와 헌신에 기초하여 문화
적, 정서적, 가치적, 규범적, 목적적 일체감을 공유하는 인간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반적 접근을 교육공동체에 적용하여 정의내리고자 하는 연구들이 있다. 이
종태(1999)는 교육 공동체를 교육에 대한 공유된 가치와 신념으로 구성된 집단이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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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치와 신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라는 감정을 통한 유대감과 친밀감을 가지고
사회적 응집력으로 협동하는 공동체라고 정의하였다. 엄기형(2003)의 경우 교육 공동체
를 교육 현장을 매개로 결합하여 교육주체가 형성되는 관계망의 총체로서 역사적·사회
적으로 조건 지어지는 교육현상의 외연으로 이해하였다. Sergiovanni(1994) 또한 학교가
공식 조직(formal organization)에서 공동체(community)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학교가 계약관계로 이루어진 조직(게젤샤프트)이 아니라 공동체(게마인샤프트)로서 가치,
감정, 신뢰를 핵심으로 하는 ‘우리’의 개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교육공동체에 관련하여 신현석(2006)은 세 가지 관점에서 그 개념과 범위를 정
리하고 있다. 첫째, 학교를 교육 공동체 그 자체로 이해하는 관점이다. 학교의 구성원인
교육행정가, 교사, 직원, 학생 등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서
로 협력해 나가는 교육공동체의 단위로서 학교를 이해하는 것이다. 둘째, 학교의 교육적
외연을 확대하여 지역사회의 교육적 기능을 포괄하는 교육공동체로서 ‘지역사회 공동체’
를 제시하고 있다. 이 관점은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협력 관계에 초점을 맞추며, 학부모
참여, 구성원들 간의 협력, 의사결정구조의 분권화,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에 의한 학교
단위 책임 경영제 등이 관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공식적인 교육 활동
의 직·간접 이해당사자들을 모두 포함시키는 관점으로 ‘교육이해공동체’에 대한 접근이
다. 이 관점에 입각하면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은 물론이고 학부모, 지역사회, 정부기관,
기업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각 구성주체들이 맡아야 할 교육적 기능을 공동체라는 틀 안
에서 서로 연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림] 교육공동체의 범위
참고: 김용련 (2014)에서 신현석(2006)의 연구를 도표화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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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교육공동체에 대한 개념과 범위가 기존에 자생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교육공동체 실천과 접목되기 위해서는 좀 더 생태학적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공동의 이익과 이해를 위하여 조직된 동호회나 친목회 수준의
집단을 우리는 공동체라 부르지는 않는다. 공동체가 이러한 친목 단체와 다른 이유는
상호작용과 확산성에 있다할 것이다. 공동체는 그들의 이익과 이해를 넘어서 다른 공동
체와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 조절하고 발전하는 특성과 이를 통해 긍정적 영
향을 다른 공동체로 확산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서근원, 2005; 양병창, 2008; 홍성태,
2006). 이러한 관점에서 정의하자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공동체란 “교육에 대

한 공통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우리’라는 정서적 친밀감과 연대를 통해
서로 협동하고 상호작용하여 그 지속가능성을 유지해 나가는 유기적인 집단”이라고 표
현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학술적 정의만으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지역사회를 기
반으로 하는 교육공동체’의 뚜렷한 상을 그리기에는 미흡함이 있다. 좀 더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개념적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3. 교육공동체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최근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목적, 성격, 형태를 가지고 있는 마을공동체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공동육아를 목적으로 처음 시작된 작은 모임이 공동체 교육을 위한 대안학
교 운영으로 발전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공동체적 활동과 조합을 형성하여 지역사회의
협력과 부흥을 도모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를 ‘생태공동체’ 혹은
‘생태적 마을공동체’라고 부르기도 한다. 생태적 마을공동체의 개념은 지역이나 마을이

라는 물리적 공간에 기반한 공동체에 대해 생태주의 사상을 접목한 것으로, 기존의 지
배논리, 인간중심 사상, 결정론에 입각한 과학적 방법론 등을 부정하고 주변 환경과 또
는 다른 개체와의 균형과 조화, 변화와 상생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
로 전개되고 있다(김대홍, 2010; 박이문, 1995; 정한호, 2009).
이러한 생태주의적 접근은 최근에 교육과정과 학습방법에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의 교육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 경험주의 교육관에서는 학습자들
의 배움은 반복적이고 기술적인 학습을 통해서 객관적 진리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었
다. 하지만 구성주의와 생태주의적 관점에서의 배움은 학습자들이 학습생태계 안에서
관계맺음, 상호작용, 경험 등을 통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고 확대해 나가는 과정인 것
이다(노상우, 2007; 이천일, 2002; Davis, 2004). 이러한 교육관에 입각한 교육의 목표는
인간과 환경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생태적 유대성을 존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배려와 상생을 실천하는 공동체적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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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주의 교육에서 가르침과 배움이 학교라는 틀에서 정체되거나 고립되어서는 안 된
다. 지역사회의 환경과 맥락 속에서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 스스로 경험하고
실천함으로써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생태주의 교육방법 중의 하나는 상생의 원리이다(김귀성 & 노상우, 2001; 이
천일, 2002). 기존의 학교교육 원리가 경쟁이었다면 생태주의적 교육 원리는 상생이다.
공동체 안에서 타자와의 공존과 협동을 위해서 나눔과 배려 그리고 관계맺음을 학습하
고 실천해야 한다. 교사와 학생을 포함한 모든 관계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배우
고 가르치는 상호 존중과 보완의 관계가 이루어져야한다. 생태주의 교육방법의 두 번째
원리는 맥락성이라고 할 수 있다. 생태주의 교육에서 배움은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지
식의 구성이자 확대이다. 이러한 지식의 구성과 확대를 위해서는 학교 안팎에서 올바른
학습생태계(learning

ecosystem)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Bronfenbrenner, 1992). 지식이 생활과 분절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와 지역사회를 기반

으로 하는 학습생태계 안에서 학생들은 타자와의 상호작용, 관계, 맥락적 경험 등을 통
해 스스로 배움을 실천(development-in-context)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태주의
교육을 위하여 협동의 원리(cooperative-learning)를 적용할 수 있다(양미경, 1997). 생태
주의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과정에서 주제 중심의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
아지고 있다. 이 때 학습자들의 학습방법은 모둠(팀)을 기반으로 한 활동중심 학습이 이
루어진다. 다른 학생들과 주제를 기획하고 토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지식의
확산과 상호발전(공진화)을 기하는 것이다. 경쟁적 학습과정에서의 관심은 학습력이 우
수한 학습자들에게 집중되지만, 생태주의 교육에서는 모든 학생이 상생을 위한 주체가
되는 것이다.

4. 학습생태계로서의 교육공동체
이러한 생태학적 관점에 입각하면 마을교육공동체의 구축은 학생들의 배움을 위하여
마을을 하나의 학습생태계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가 살펴 본 다양한 실천사
례와 문헌들도 이러한 학습생태계로서의 의미를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다(박제명, 2014;
서근원, 2005; 손우정, 2012; 송순재 외, 2011; 양병창, 2008; 조한혜정 외, 2006; 홍성태,
2006 등).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공동체에 대한 실천적 의미를 본 연구에서 좀

더 명확히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마을교육공동체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것’,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는 것’, 그리고 ‘아이들을 마을의 주인(시민)으로 키우
는 것’을 의미한다(김용련, 2014).
첫째,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운다는 것은 지역의 주민이 공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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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역의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전체가 나
서야 한다(Epstein, 2011; 송순재 외, 2011). 지역의 모든 주민이 아이들을 위한 교사가
되고, 친구가 되고, 관찰자가 되어서 공교육에 대한 공동의 권한과 책임을 지어야 한다.
지역의 주민으로서 교육적 참여를 실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기부·협력·의사결
정 등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최근 교육 기부를 통하여 학생들과 함
께 배움을 실천하고, 교육협동조합을 만들어 학교운영 및 협력을 도모하고, 학교운영위
원회를 통한 의사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둘째,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된다는 것은 그 지역사회의 교육적 자원과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공동체는 아이들이 학교뿐만 아니라 마을의
자연, 사회, 삶 속에서 살아있는 배움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와 공간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의 배움은 단순한 지식의 암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상호작용과 공감, 자연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지식
의 실천적 구성, 그리고 종합적 역량을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 등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
어질 수 있다(Davis, 2004).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지역사회에 산재해 있는 문화적·역
사적 공간, 자연 생태계, 농장, 시장, 공공기관, 기업 등 많은 기관과 장소들이 아이들을
위한 배움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아이들을 마을의 주인(시민)으로 키운다는 것은 그 지역의 아이들을 민주 시민
으로 성장시키고 그 지역의 일원으로 정주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공동체의 목표는 학생들에게 그 지역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실천적 방법으로 학습
시키고, 그들의 학습역량과 정의적 발달을 도모하며, 이를 통한 성장의 결과가 다시 지
역사회로 환원되는 선순환적 구조의 지역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에 있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배움이 기초학력의 신장은 물론이고 그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가치와
문화, 민주적 시민의식 등에 관련한 종합적인 측면을 포함하여야 한다(김용찬, 2005).

IV. 공동체 교육을 위한 원리: 복잡성 과학과 사회적 자본
1. 복잡성 과학의 원리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복잡성 과학(Complexity science)은 생태계라는 유기적 구
조와 원리를 통해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현상을 재조명하고자
하는 학문 영역이다. 이러한 복잡성 과학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지역사회 기반 교육공동체 구축 원리에 대한 탐색적 접근

269

운영을 위한 생태학적 원리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복잡성 과학은 결정론
과 환원론이라는 전통적 인식론과 방법론에 대한 부정으로부터 출발한 자연과학의 한
분야이다(Capra, 1993; Prigogine, 1994). 하지만 이 이론은 현재 경영학, 경제학, 사회학,
행정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과 사회 분야에서 새롭게 이해되고 적용되고 있는 실천
적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김용운, 2002). 물론 교육학 분야에서도 자기조직화와 창발성
의 원리를 적용한 학습원리와 교육활동들이 소개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Davis & Elaine, 2003). 교육공동체의 운영 또한 이러한 생태학적 접근을 기반
으로 한다는 점에서 복잡성 과학의 원리가 시사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
다 할 것이다. 다음은 복잡성 과학에서 총체성, 자기조직화, 창발성의 원리가 어떻게 공
동체 교육과 교육공동체 운영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총체성의 원리
복잡성 과학은 전통적 인식론의 관점인 결정론과 환원론의 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자연과 사회의 모든 원리가 인과관계로 엮어진 선형적 관계라는 가정 하에서는 ‘어떠한
교육적 상황도 그 원인을 알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해결을 위하여 문제상황을 분절적으로 요소화하고 각각의 요소들을 분석하는 실
증적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경험적으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교육적
문제가 단순히 하나의 원인에서 촉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상황 속
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Davis & Elaine, 2003). 이는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
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복잡성 과학에서는 ‘전체는 부분의 총합 이상의 것이다’라는 총체적(holistic) 관점을
견지한다. 물질세계는 물론이고 다양한 사회현상도(예측 가능한) 선형적 구조로 구성되
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분이 전체와 같은 구조를 가지면서 반복적인 자기조직화의 과
정을 통해 확산되는 ‘프랙탈’ 구조를 가지고 있다(Yoshimasa, 1997). 이러한 프랙탈 구조
에서는 각 요소들이 서로 분절적이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유사성을
통해 서로 겹쳐지는(포개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한다고 해서
전체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너지 효과란 단순히 개체 또는
요소들의 결합이 아니라 이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본래 능력 이상의 긍정적 효과를 발휘
하는 현상과 원리를 의미한다(Waldrop, 1992). 이러한 시너지 효과는 교육주체들이 왜
교육공동체를 구축해야하는지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공동체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배움이란 교과서를 통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
들의 단순한 총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마을을 통해서, 마을에 관해서, 그리고 마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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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실천되는 학습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여러 교과의 맥락을 종합하고 각 교과의 심
층적이고 차별적인 특성과 원리를 내면화하게 된다. 이를 통해 비판적이고 유기적인 사
고를 배양할 수 있는 것이다(양미경, 1997).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역량기반 교육 또한
이러한 생태주의적 총체성을 바탕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주제중심의 통합적 교육과정
과 프로젝트 중심 모듬활동을 통해 개별적 지식의 습득을 너머서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
고, 문제해결 역량을 함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복잡성과학에서 이러한 총체성 원리는 교육공동체의 구축과 이의 운영에도 중요한 시
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 동안 교육관청, 학교, 지역사회, 시민단체, 지자체 등과 같은
교육 주체들은 하나의 공동체로서가 아니라 서로 분절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으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교육이라는 공통의 비전과 목표를 가진 각각의 교
육주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상생하는 생태학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
적 인프라와 주체들의 연합은 이들의 단순한 합산이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유기체적 연대 혹은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다(Capra, 1998). 또한 이러한 네트워
크의 구축은 사회생태주의가 표방하는 ‘자율적 지역자치’를 위한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이
며(김대홍, 2010; 안승대, 2009),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공동체의 형성은 자율적인 교육자
치를 위한 실천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자기조직화의 원리
복잡성 과학에 따르면 자연의 생태계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원리로부터 시작된다.
예를 들어 숲은 나무라는 간단한 계(개체)에서 출발하여 이보다 훨씬 복잡하고 잘 조직
화되어 있는 계(숲)로 이행하는 자기 진화와 초월의 특성을 갖는다. 생태계의 시작은 단
순한 규칙에 기초하지만, 끊임없는 자기복제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스스로 조절하고 발
전하여 더욱 체계적인 완전체가 되어 가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조직화의 원리는 많은
자연생태계 현상 속(개미 조직, 기러기 비행 대열, 나뭇잎 조직의 프렉탈 구조 등)에서
발견된다(김용관

외,

1997;

김용운,

2002).

Prigogine(1994)은

소산구조(diddipative

structure)라는 개념을 통해 자기조직화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소산구조는 비평형(혼

돈)의 상태에서 에너지(혹은 물질의 흐름)의 끊임없는 출입을 통해 구성요소가 자발적으
로 비선형적인 상호작용을 하여 만들어지는 안정된 구조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자기조
직화란 비평형 상태(혼돈)으로부터 질서를 유지하고 진화(창발)하기 위하여 하나의 열린
시스템(생태계)이 자발적으로 갖게 되는 자기유사성과 (피드백을 얻기 위한) 상호작용
능력을 획득해 나가는 속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기조직화의 원리는 사회현상에서도 발견된다. 단순하지만 공유된 문화와 규
칙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모범적인 사회 조직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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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조직화의 원리를 통하여 상생과 발전을 일상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공적인 교
육공동체 또한 이러한 자기조직화의 원리를 통해 작은 모임으로부터 시작되어 마을이라
는 소공동체로 진화하게 되고, 이는 다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하나의 커다란 교
육공동체로 발전하게 되는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강영택·김정숙, 2012; 서근원,
2005; 양병찬, 2008).

이러한 교육공동체의 자기조직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열린체계가 되어야 한
다. 공동체 내부 구성원끼리 혹은 외부의 지역사회와 항상 소통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
는 열린체제를 구축하였을 때 비로소 에너지 혹은 공유된 신념이 확산될 수 있는 것이
다. 그리고 소그룹이나 작은 공동체들이 활성화되고 이들이 서로 상호작용과 연대를 통
해 점차 자기조직화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자율적 권한과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
어야 한다. 이러한 소공동체들이 상생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상호작용하였을 때 그
결과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건강하고 자생적인 교육공동체로 확산되는 것이다
(Price, 2008).

자기조직화의 원리는 학생들이 실천하는 공동체 교육에도 적용될 수 있다. 자기조직
화는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시작된다(Prigogine, 1994). 따라서 자기조직적 학습도 혼돈
(특정 문제)의 가장자리에서 그 실마리를 풀어가기 위한 과정으로부터 출발한다(Cilliers,
1998). 이를 위해서 교육과정은 미리 짜여진 바에 의해 운영된다기 보다는 현장과 맥락

속에서 학생들이 구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학습자들은 상호작용을 통
해서 학습환경에 부단히 적응해 나가고,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협동적 학습을 공
유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배움이 개인에서 집단으로 확산되는 공진화의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다.
다. 창발성의 원리
복잡계가 단순히 혼돈의 상황이 아닌 것은 완전한 무질서 상태로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조직화를 통해 거시적인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컴
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하나의 자연 생태계가 최초 혼돈으로부터 출발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검증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있다(Resnick, 1996). 창발성이란
하나의 생태계가 끊임없는 상호작용과 자기조직화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그 지
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속성을 의미한다(Prigogine, 1994). 이 때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고
지속가능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생태계(공동체) 안의 객체(구성원)는 독립된
존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여 상생과 공진화를 꾀하는 보
완적 존재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창발(공진화)은 구성인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 속성과 능력의 총합을 넘어서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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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월적 능력을 발휘하는 유기체적 속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육공동체가 왜 구축 되어
야 하고 어떻게 진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서로 분리되었을
때의 효과보다는 함께 하였을 때의 효과가 보다 초월적이며 지속가능하다는 원리를 실
현시키기 위하여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가 필요한 것이다(Estein, 2011). 또한
이러한 교육공동체를 통해서 공교육을 살리고 모든 학생이 성장(공진화)할 수 있는 지
향점을 추구해야 한다.
공진화적 학습은 앞서 제시된 공동체 교육과 같은 목표를 지향한다. 공진화 학습은
학습자 스스로 그리고 학습환경과 더불어 함께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밟는다(유영
초, 2005). 이는 학습의 과정과 결과가 학습자에게 내재되기도 하지만, 학습환경 즉 지역
과 사회에 다시 환원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을을 통한, 마을에 관한, 마을을 위한 교
육이 실천되는 것이다. 학습자의 관심과 문제제기로 학습환경이나 몸담고 있는 삶의 터
전이 변화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역량과 의식이 향상될 뿐만 아
니라, 동료나 환경도 함께 진화하는 상호작용적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진
화의 과정은 프랙탈 구조 하에서는 작은 움직임으로부터 시작하나 임계점을 넘는 순간
나비효과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파급력으로 확산되는 것이다(Capra, 1998).

2. 사회적 자본 축적
그 동안 우리나라는 산업사회를 거치며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 왔다. 이러한 경
제 성장을 이끈 다양한 원인들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와 이에 대한 국민적 열정
이 절대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고도의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이유로서 사회적 자본의 미흡을 지적
하는 경우가 있다.
가. 사회적 자본 개념의 발달
일반적으로 자본이라 하면 어떠한 재화나 가치를 창출해 내기 위하여 필요로 되는 요
건을 의미한다. 경제적 자본이 상품과 재화를 창출하기 위한 경제적 혹은 물질적 자산
이라 한다면,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긍정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로 되는 사회적 조건이나 특성에 관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Putnam, 1994).
Bourdieu(1986)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물질적 생산수단의 형태에서 분리시켜, 이

를 계급의 문화적 재생산을 통해 축적되는 문화자본으로 해석하였다. 더 나아가 이러한
문화자본은 개인이 아닌 사회적 관계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집단의 결속력과 연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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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그 집단 내 공공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근거로 확대시켰던 학자이다. 이러한 사회자
본의 크고 작음은 구성원들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회적 연결망의 규모와 그
연결망에 포함된 개인들이 소유한 자본의 크기에 달렸다고 이해했다.
Bourdieu가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최초로 물질적 생산수단과 개인의 범주에서 집단

의 범주로 확장하여 해석하였다면, Coleman(1988)은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사회구
조적 맥락에서 기능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사회적 자본이란 사회구조적 측
면에서 구성이 되는 것이며, 그 구조 안에서 구성원들이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
고 촉진하는 하나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사회를 구조 속에서 인간들
의 관계나 집단적 에너지가 하나의 자본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는 신뢰성(trustworthiness)이다. 이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주어진 의무가 지켜지
는 정도를 말하며 이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는 것이다. 둘째
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다. 이는 동일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끼리 상호교류하여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사회적 유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통의 관심사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사람들의 연대가 가능한 사회적 조건을 말한다. 셋째는 규범으로서, 집단에 속해있는 개
인의 이기심을 억제하고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구성원들이 따라야 할 규
약인 것이다. Coleman은 이러한 규범에 입각해 탄탄한 사회적 연결망(social network)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폐쇄성(closure)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구성원
간의 공유된 긴밀함과 동질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특정 사람들 사이에
연결망이 공공해 진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폐쇄성의 원리는 현대적 감각에서, 특
히 생태적 공동체의 관점에서 좀 더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공동체 안에
서 구성원 간의 동질성 확보에 대한 부분이지 공동체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폐쇄성으로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서 부모들 간의 연결망이 공고할수록
자녀교육에 대한 상호의무감이나 규범의 준수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은 당연한 논리이
다. 하지만 외부환경과 다른 공동체와의 끊임없는 정보의 소통과 개방적 상호작용은 지
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Bordieu와 Coleman이 사회적 자본을 주로 개인과 집단의 차원에서 논의하였다면,
Putnam은 이를 국가와 지역사회 공동체 수준에서 논의하고 있다.

Putnam(1994)은 사

회적 자본을 상호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정과 협력을 촉진시키는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 또는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성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
해서, 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간 관계망, 사회적 질서나 규범, 그리고 그들이 쌓아 놓은
신뢰가 사회적 자본의 원천이며,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그 사회의 사회적·경제적 효율
성을 증진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Putnam(1994)은 이탈리아 지역의 경제·

사회·문화적 차이를 규명하는 그의 연구에서 특정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사회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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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 수준이 높아 민주적 거버넌스와 경제발전을 이루었다는 점을 밝히면서, 그 원인을
시민공동체(자발적 결사체)의 활성화로 설명하고 있다. 우수한 지역은 시민들 간의 작은
공동체가 활발히 형성되어 연대성, 참여, 정직과 협력 등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Putnam은 사회적 자본의 속성을 설명하면서 전통적 자본과 마찬가지고 사회적 자본을

가진 자가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작은 규모의 제도(공동체)
를 만드는 데 성공하게 되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으며, 나아가 더 크고 복잡한
제도형성(공동체)을 통해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한다 (p. 285)”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한편 Fukuyama(1997)는 사회적 자본을 그룹과 조직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함께 협
력하도록 하는 사람들의 능력이며, 이러한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그 사회의 비공식적인
가치나 규범 또는 신뢰의 존재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러한 정의들을 살펴보면 사회적 자본이란 그 사회가 축적해 놓
은 사람들 간의 관계망이나 신뢰에 관련된 것이며, 이러한 관계망과 신뢰의 축적은 그
사회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긍정적 가치를 창출해 내기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역할
을 하는 사회적 특성인 것이다. 경제적·물질적 자산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밑거름
이 되듯이, 사회적 관계망과 신뢰도 사회적 가치를 생산해 내는 중요한 자산이 되는 것
이다.
나. 사회적 자본과 교육공동체의 원리
앞서 사회적 자본의 정의에서 잘 나타나 있듯이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자발적인 네트워크(사회적 관계망), 상호 신뢰, 호혜적 규범을 포함한다. 그런
데 이러한 구성요소들은 구성원들 간의 학습과 정보의 공유로 확산되는 속성이 있다(이
재열, 2006). 사회적 자본과 교육공동체가 이론적으로 접목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속성
때문이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공동체 안에서 학생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
은 정보의 공유와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서 그들의 관계망을 넓혀가고 신뢰를 구축하며
공동의 규범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들을 살펴보면 그 특
성이 공동체의 개념 및 운영원리와 흡사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사회적 자본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은 공동체 구성원들을 연결해주는 연대적 인
식과 실천으로 가능하다.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수평적인 참여를 통해 연결된 관계망
은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것이다(이재열, 2006). 이러한 네트워크는 하나의 집
단 혹은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간의 상호작용 맥락과 환경에 기반하는 것이다. 때문에
소통의 단위를 형성하는 필요조건이며 다른 집단과 구분하는 경계가 될 수 있다. 따라
서 구성원 간의 네트워크는 한 교육공동체의 영역(범위)이나 연대의식과 같은 구조적
특성을 결정짓는 기본적 요소인 것이다(오욱한, 2013). 아울러 네트워크가 폐쇄적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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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자본으로서의 확산성이 제한적일 것이고, 생태적 공동체로서 지속가능성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에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연한 범위(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 중
요하다.
둘째, 상호신뢰라는 요소는 사회적 자본의 심층적인 단계로서 종교, 전통, 혹은 역사
적 관습 등과 같이 문화적 메커니즘에 의해 생겨나고 전파되는 특성이 있다(Fukuyama,
1997). 대인간의 신뢰는 타인의 행위에 대한 나의 이해와 관심에 관한 것이며, 이러한

이해와 관심에 대한 기대가 지속되었을 때 비로소 사회적 신뢰로 발전하는 것이다. 사
회적 자본의 다른 요소인 네트워크나 규범도 이러한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
에 사회적 자본의 가장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신뢰는 역사적·문
화적·사회적 맥락을 바탕으로 생성되기도 하지만, 공동체 교육을 통하여 유지되고 발전
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호혜적 규범은 네트워크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 혹은 공동체가 공유하는
행동적·실천적 약속에 관련한 것이다.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구성원들은 헌신, 나눔, 배려, 협력 등의 가치를 실천해야만 한다. 호혜적 규범이란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러한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규
율과 규칙의 형태로 작용을 한다. Putman(1994)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한 구성원이 선의
를 베풀었을 때 언제인가는 보상이 돌아오리라는 기대가 무너지지 않는 것, 혹은 특정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지켜야할 의무를 완수하리라는 믿음이 포괄적 호혜성이
고, 이것이 전제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의 공동체가 구축·운영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위의 세 가지 요소는 사실 서로 구분된다기 보다는 상호보완
적인 특성이 강하다. 특히 각 요소들은 한 사회 구성원들이 형성해 놓은 네트워크(관계
망)의 깊이, 넓이, 그리고 지속가능성으로 나타나게 된다(진관훈, 2012). 이는 한 사회에
서 사회적 자본이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척도이기도 하고, 또한 공
동체 교육이 어떠한 지향점을 갖아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부분이
기도 하다.
첫째, 얼마나 넓은 관계망을 갖느냐는 그 공동체가 얼마나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느냐
와 관련되어 있다. 넓은 인간관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다름과 차이를 먼저
인정해야 한다. 문화적 수용성이 없다면 그 공동체는 폐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네트워크 넓이는 공동체의 범위와 소통의 단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다
른 집단과 공동체를 구분하는 경계가 된다. 공동체 간의 경계가 분명하면 할수록 상호
작용을 통한 공진화는 점차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름에 대한 유연성과 다양
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계망의 넓이를 결정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둘째, 한 공동체가 얼마나 깊은 관계망을 구축하고 있느냐라는 문제는 그 공동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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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들 간의 신뢰가 얼마나 두터우냐와 맞닿는 부분이다.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신뢰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그 사회의 역사적·문화적·사회적 맥락에서 비롯된다. 다시 말해서 그
지역사회의 지역성을 바탕으로 생성·유지·발달하는 것이 구성원들의 신뢰인 것이다. 공
동체 교육이 지역사회를 통해, 지역사회에 관해, 지역사회를 위해 이루어졌을 때 이러한
지역적 신뢰가 축적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의 지역 정체성이나 특수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공동체의 역할은 교육을 통해서 구성원
들의 관계성을 심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협력적·자발적·호혜적 네트워크의 지속가능성은 네트워크의 깊이와 넓이에도 관
련되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공동체의 개방성 혹은 생태학적 측면과 깊은 관련을 갖는
다. 자기조직화를 통하여 상생 및 공진화하는 공동체는 그 환경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하여야 한다. 교육공동체가 동호회나 친목회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
고 있는 교육에 대한 긍정적 가치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개방성이 반드시 확
보되어야 한다. 공동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시민의식을 고양하고 다문화적인 인식을
고취시켜야 하는 이유는 그 공동체가 이러한 개방성을 함양했을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3. 공동체 교육의 원리
마을교육공동체란 교육주체, 공간(배움터), 학습의 결과 등이 그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인 관계를 통해 서로 상생하는 구조를 통해 구축될 수 있다. 이러한 지역공동체 구축과
사회적 배움을 실현하기 위해서 마을과 학교는 학생들에게 공동체 교육을 위한 교육과
정과 프로그램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교육은 ‘마을을 통한
교육, 마을에 관한 교육, 마을을 위한 교육’ 이라는 세 가지 유형에 입각해 실천될 수
있다(오혁진, 2006).
첫째, 마을을 통한 교육(learning through community)은 그 지역사회의 인적·문화적·
환경적·역사적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의 형태를 말한다. 학생

들은 마을의 교육인프라와 자원을 통해 배움을 실천한다. 예를 들어 재능 기부자들이
학생들을 위해 교과교육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문화·체육 시설과 기관들은 학생들을
위한 사회적 배움터가 되며, 마을의 생태계, 기업, 농장 등은 훌륭한 교육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마을을 통한 교육을 위해서는 지역에 흩어져 있는 기존의 교육 인
프라와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연대(네트워크)시키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기
조직화를 위한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Moor et al, 2012). 이러한 공동체에서 이루어
지는 학생들의 배움은 참여, 실습, 탐방, 체험, 실천 등의 방법으로 제공될 것이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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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인지적 역량뿐만 아니라 사회적 학습 역량을 키워 나가게 될 것이다.
둘째, 마을에 관한 교육(learning about community)은 학생이 속해 있는 지역에 대하
여 배우는 것이다. 그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산업적 특수성
및 발전성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유형의 교육이다. 학생들은 각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환경적, 문화적, 역사적 특수성을 학습하여 그 사회 공동
체의 일원으로서 가치관과 생활방식을 공유하여야 한다 (Bowers, 2001). 이러한 교육을
통해 지역성을 공고히 할 수 있으며, 지역의 관계망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자본
을 축적할 수 있는 것이다(오욱환, 2013; Putman, 1994).
셋째, 마을을 위한 교육(learning for community)은 학생들이 그 지역사회 발전의 훌
륭한 사회적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미래진로 역량을 키워주는 활동이다. 그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 기반을 근거로 하는 문화, 자원, 사회, 경제 등을 학습함으로 학생
들의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자연스러운 관심을 유발함으로써 그 지역사회
의 발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미래의 자원과 인재를 육성하는 차원의 교육이 될 것
이다(박재창·잴리거, 2007). 마을을 위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 이웃,
공동체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하게 되고 이러한 고민과 배움의 결과는 그 지
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는 것이다.

V. 지역사회 기반 교육공동체 운영 원리
1. 교육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은 교육행정 기관의
기획과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제도적 접근이라기보다는 시민사회에서 풀뿌리부터 시작되
는 문화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의 방식대로 중앙정부나 시·도
교육기관이 기획 및 주도하고 단위학교들은 이를 쫒아야 하는 일방적 위계질서에서 벗
어나야 한다. 이제는 다자의 교육주체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조에서 협력을 기반으
로 하는 ‘교육 거버넌스’ 개념이 점차 요구되고 있다.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신자유주의
가 확산되면서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는 한편, 시민사회의 활동영역은 확대되는
와중에 이들 간의 경계가 모호해 지면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김석준 외, 2001). 아울러
정부와 시민(민간조직) 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각 행위주체들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상호존중의 파트
너십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거버넌스란 종래의 국가중심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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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ing)나 정부(government)를 지양하고, 시장 혹은 시민 사회 등과 파트너십을 구

축하여 새로운 공동체적 운영체제, 제도, 또는 메커니즘을 통해 조직 및 국가를 운영하
는 방식이다(권기헌, 2008; 신헌석, 2010; March & Olson, 1995; Perers, 1995).
강창현(2002)은 거버넌스의 유형을 그 수준과 차원에 따라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
는데, 세계화에 관련한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nance), 인접 국가간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공동체(regional governance), 개별 국가의 국정운영에 관련한 국가
거버넌스(national governance), 국가내 시민참여와 지역발전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그리고 가상공간에서 형성되는 사이버 거버넌스(cyber governance)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중에서 교육공동체를 위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것은 로컬 거버넌스라
할 것이다. 지역공동체의 교육적 요구와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의 참여적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고 이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거버넌스 개념은 교육을 위한 통치, 지배구조 형성, 의사결
정 구조, 교육 활동의 실천 등과 같은 영역으로 확장․적용될 수 있다. 교육거버넌스는
“교육활동이 전개되는 다양한 장면에서 누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무슨 과정을

거쳐 교육(기관)을 통제하는지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Cooperet et al, 2004:135-160). 교육정책에 관한 의사결정 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을 생산해 내는 과정, 교과과정 및 교육활동을 실천해 내는 과정,
이를 평가하는 과정 등 모든 교육적 장면에서 행위자 간의 협력적 관계와 참여를 바탕
으로 교육 거버넌스를 실현시킬 수 있다.
이러한 교육 거버넌스는 다양한 참여자들 간의 관계망 속에서 통치와 권력 작용의 형
태로 전개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교육적 자원을 활용하고 학생들의 배움을 지역 속으
로 확장시키고자 하는 사회적 배움공동체 구축을 위한 적합한 리더십 기제가 될 수 있
다(서정화, 2007; 주삼환, 2007; 안기성, 1997). 다시 말해서, 성원들 간의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그들의 교육적 관심과 노력을 실현하기 위하여 서로를 통제하고 협력하기 위한
자치적 체계가 바로 교육 거버넌스인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하여 교육청과 일부 기초지자체가 협
력하고, 더 나아가 시민단체, 학부모, 학교 인사 등을 포함하는 혁신교육협의체를 구성
하여 정책개발 및 주요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선도적인 교육거버넌스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김용련, 2014). 마을교육공동체의 구축과 운영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대에만 기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공동체 내·외곽에서 협력적 지원을 도모할 수 있는 의사결정 체
계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한 교육거버넌스의 운영은 교
육자치를 온전히 실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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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공동체를 위한 거버넌스 운영 원리
교육거버넌스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공동체를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이다. 이러한 교육거버넌스 운영과 관련하여 이인회(2013)는 네 가
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상생성, 네트워크, 파트너십, 그리고 합리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상생성은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과
정으로 참여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실천 가능한 원리이다. 둘째, 네트워크
는 교육공동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분배하는 권한과 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교육공동체 운영과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단계와 관련된다. 셋째, 파트너십
은 교육공동체 참여 주체들 간의 상호 다름을 인정하고 공동의 협력을 도모하는 과정으
로서 구성원간의 상호 수용과 협력의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합리성은
교육공동체를 위한 변화와 혁신이 구성원들의 인식과 참여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을 강
조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통의 인식을 위해서는 소통과 연대를 위한 공동체 문화를 확
립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를 마을교육공동체 운영과 관련하여 재해석
하고 좀 더 정교화하자면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한편, 신현석(2011)은 지방교육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논의에서 제기되는 쟁
점을 운영형태, 참여자, 관리 주체, 참여방식, 책임소재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교육거버넌스를 위하여 참여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확대해야 하는지, 이들의 책임 혹은
참여방식의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 네트워크 운영형태로서 공식적 기구가 있어야 하
는지, 네트워크 관리 주체는 누구이어야 하는지 등이 협력적인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위
하여 중요한 쟁점이자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공동체를 위한 거
버넌스의 구성 요소 및 원리로 참여적 의사결정 체제, 교육공동체 운영 및 지원체제(기
구), 참여자들의 공동체 리더십, 그리고 소통과 연대(네트워크)를 위한 공동체 문화 등의
네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참여적 의사결정 체제
교육공동체 운영에 관련하는 참여 주체는 지역사회를 포함하여 공식적 교육기관인 교
육청과 교육지원청, 행정기관인 지자체, 학부모와 학생, 시민단체 등 모두가 해당된다.
이러한 모든 참여 주체는 교육공동체 기획, 운영, 평가 등에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 과
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이에 따르는 책임을 가져야만 한다. 교육거버넌스를 위한
상생성은 구성원들이 공동적 운명체로서 목표와 인식을 공유함으로서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신현석, 2010). 참여 주체들의 전문성과 헌신적 기여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배움
터를 발굴하고, 학교교육이 지역사회로 확장될 수 있도록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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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터가 지속적으로 질 관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이러한 교육거버넌
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운영 협의회’를 두어
주요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 기구로서 역할을 하게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배움에 대한 지원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교육공동체 운영 및 지원 체제(기구)
교육공동체 운영에 관련한 의사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현실화 시키고 집행할 수 있는
실천적 조직과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만약 교육공동체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교육청의 전문적 교육컨설팅, 시민단체의 자발적 기여 등이 각자
독립적이고 분절적으로 실천이 된다면 상당히 비효율적인 구조일 수밖에 없다(최영출
외, 2006; 이인회, 2013; Kooiman, 1994). 따라서 이를 하나로 묶고 서로 네트워킹 시킬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한 것이다. 일종의 ‘교육공동체 지원센터’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인
데, 이러한 센터나 조직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예를 들어 배움터 발굴과 이들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집행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
여 학생들 배움이 지역사회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시민단체나 학부모를 연대하
여 자발적 기여와 참여를 도모하는 일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보다 실천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교육공동체 리더십
구성원들의 공통적 목표와 이의 달성을 지향하는 공동체 구축은 구성원들 간의 자발
적 기여와 헌신에 기초한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공동체 또한 학교와 지역사
회의 연대를 통하여 학생들의 배움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헌신의 리더십이 필요로 된다(서정화, 2007). 행정주체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주체들이 각자의 교육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할
것이다. 사회적 기업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교육적 기여를 실천하는 것, 직업적․학문적
재능을 가진 주민들이 그들의 재능을 사회적으로 기부를 하는 것, 시민단체가 지역 학
생들의 배움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 등은 각 교육주체들이 사회적 기여를 실천하고 지역
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실천이자 리더십의 발휘인 것이다. 교육공동체를
위한 거버넌스는 지역사회의 교육적 리더십을 구축하고 이를 발현시킬 수 있는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이인회, 2013). 학교공동체를 위한 학교장,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리더십, 사회적 기여를 실천하는 지역사회의 교육적 리더십, 지역사회를 교육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거버넌스 리더십 등이 상호작용하였을 때 비로소 지역사회를 기반하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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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다.
라. 소통과 연대(네트워크)를 위한 공동체 문화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제도적․정책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
반적인 공동체의 특성이 자발성, 지역성, 차별성, 다양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
면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제도적인 접근보다 문화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공동체 문화의 전제조건은 민주적 참여와 구성원들 의견의 반영에 있다. 구
성원들 간에 학습과 정보의 공유를 통해 그들의 지식, 능력, 관심, 소양, 행동의 수준을
동질화하고 공진화시키면서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고 더 나아가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축
되는 것이다(신현석·정용수, 2014). 지역 교육 현안 및 정책 방안들에 대하여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합리적 토론과 협의의 과정에 참여하고, 교육행정 주체들은 이들과 대화하
며 지역교육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소통의 문화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소통의
문화는 지역사회 구성원들 혹은 교육주체들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인식의
공유화 참여를 확산시킴으로써 현실화 될 수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 배움터, 지자체와
교육청, 학부모와 시민단체 들의 네트워크가 좀 더 치밀해 지고 정교화 될수록 지역사
회 교육공동체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VI. 결론
그 동안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들이 실천되었다. 하지만 현재
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교육이 담고 있는 문제점들은 여전히 많은 학생과 학부모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는 학교를 개혁하여 우
리나라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자 했던 노력들의 결과가 사회적 기대와 엄연한 차이가 있
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가정과 사회가 담당해야 하는 교육
적 기능과 역할이 받쳐주지 않고서는 한 사회의 공교육은 올바로 설 수가 없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이 새로운
교육개혁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오늘날 실천적으로 논의되
고 있는 교육공동체에 대한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교육공동체에 대한 학술적 정의를 종합하여 현재 일부 학교와 지역에서 실
천되는 학습생태계로서의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마을교육공동체란 마을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말한다. 지역의 주민들이 공교육의 주
체가 되어 아이들 교육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책임지는 교육공동체를 의미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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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마을이 아이들을 위한 배움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학습을 맥락과 실천이 있는 마을에서 심
화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공동체는 아이들을 마을의 주민으로 키우는 것이다. 그
지역을 알고 그 곳을 위해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마을교육공동체이
다. 이러한 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교육은 마을을 통해서, 마을에 관해서, 그리고
마을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학교안 교육과 학교밖 교육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교육공동체 운영 원리를 탐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기존의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에
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생태학적 접근(복잡성 과학), 사회적 자본, 그리고 교육거버넌
스라는 세 영역에 기초하여 각각의 논의가 제시하는 시사점을 찾아 보았다. 우선, 기존
의 경험주의적 교육관을 벗어나 구성주의와 생태주의 교육관으로 전환하면서 올바른 학
습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교육공동체의 운영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는 복잡성 과학의 주요 원리인 총체성의원리, 자기조직화의 원리, 창발성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위하여 교육공동체가 필요함과 동시에 교육
공동체 구축을 통해서 우리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네트워크(사회적 관계망), 상호 신뢰, 호혜적 규범 등의 요소들이 어떠
한 의미로 교육공동체에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축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였
다. 마지막으로 교육거버넌스의 구축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공동체라는 교육
자치를 위한 행정적 기반이자 체계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사점을 갖는다. 교육공동체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는 참여적 의사결정과 지원체계의 구축, 참여와 협력을 바탕
으로 하는 공동체 리더십, 그리고 소통과 연대를 위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만
들어 질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결론적으로 앞으로 전개되어야 할 교육개혁의 노력이 학교혁신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교육력 강화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과 가정이 함께 참여하고 권한을 가지는 교육공동체 구축을 새로운 교육개혁의 전환점
으로 삼아야 한다. 그 동안 공교육 활성화 또는 학교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 부과
되었던 다양한 노력들의 실효성이 지극히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다. 과부하가 걸려 있는 학교에 또 다른 개혁과 혁신의 짐을 부과하는 것이 아
니라, 이제는 지역사회의 교육적 역할을 설계하여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접근이 필요
한 시기이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하나의 학습생태계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아이들은 인지적·정의적 학습의 결과를 삶과 관련된 경험을 통하여 배움으로
완성시키는 교육적 기회를 누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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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Theoretical Approach for Community-based Learning:
Applying Principles from Complexity Science, Social Capital, and
Educational Governance
Yong-Lyun Kim(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Community-based learning(CBL), which students learn in social networks in and
outside of the school system, is now emerging based on some alternative schools
and local areas in the Korean society. Because the CBL is in the initial stage of the
implementation in the Korean education, it is a necessary step to solidify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CBL. Based on the perspective that CBL can be a new
platform for educational reform in Korea, this study aims for exploring theoretical
background of CBL and suggesting implications for implementing it in the
educational system. To accomplish the goal, the study investigates some social
theories that are currently discussed as new directions for educational reform; the
theories

include

ecological

approaches(complexity

science),

social

capital,

and

cooperative governance.
[Key words] Community-based learning, ecological education, complexity science,
social capital, educational govern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