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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유년시절 군.관내 학교 항 체육 회 때 마다 우열을

가리기 힘든 승부를 보며 목청 돋우며 모교를 응원하고

우승한 후 교가를 불렀던 추억이 있습니다.

40여개교가 넘는 그리고 한반에 60여명이 넘는 콩나

물 교실에서의 수업을 받던 그 시절 교실에 교훈과 급훈

이 칠판 옆에 자리 잡는 것은 공식처럼 하던 환경미화

습니다.

6~70년 힘든 농촌생활에 고향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농촌사회 붕괴가 급

속도로 이루어져 10만 군민에서 4만5천으로 감소되면서 많은 지역에 학교들

이 폐교되었습니다.

이러한 옛 추억을 가지고 있는 우리세 의 옛날의 추억과 지역 인재육성의

요람이었던 폐교된 학교의 흔적을 찾아 기록으로 남기려 이 사업을 시작했습

니다.

갑오경장 이후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면서 새 학문의 필요성에 의해 처음으

로 풍수원성당 정규하 신부님에 의해 1910년 삼위학당 이라는 사립학교가 서

원 풍수원에 세워졌으며, 일제 치하 초기인 1911년 횡성보통학교 설립을 시

작으로 일제 말기까지 23개교가 문을 열었고 광복이 되자 교육 수요는 더욱

증가하여 초등학교 45개교, 중학교 10개교, 이후 고등학교의 수요 급증에 의

해 5개의 고등학교가 설립되었고 1996년 3월 1일 파스퇴르유업 최명재 회장

에 의해 특수목적고인 민족사관고등학교가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70년 정점에 있던 학생 수는 산업화와 기존 농촌사회 붕괴로 폐교와 학

생 수 감소가 이어졌지만 반세기 동안 학교의 교육 여건과 교육환경은 비약적

으로 발전하 고 그것은 경제 발전과 연결된 국가의 교육정책, 단위학교 구성

원의 노력, 횡성 교육행정의 발전적 지원 결과에 의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역사 속에 사라진 30개의 폐교를 포함하여 횡성의 학교는 단위 학교마다

전통과 비전을 갖고 미래의 희망인 횡성의 꿈나무를 교육해 왔습니다. 폐교된

학교도 폐교되기 전까지 희망에 넘쳤던 교육활동 모습들이 있었으나 세월의

횡성문화원장 김광수



흐름속에 지워져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분교를 포함하여 16개의 초등학교가 소규모 상태로 유지 되고 있으

며 향후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 되리라 전망하고 있으나 10개의 중학교와 6개

의 고등학교는 폐교에는 이르지 않으리라 생각 하지만 초등학교는 취학 아동

의 감소에 의해 학생 수 감소가 급속히 이어지고 있어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업은 짧은 자료수집 기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애써주신 박순업 부

원장님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허윤구 교육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향토사료 25집을 발간을 계기로 부족한점과 더 좋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증보판 발간 계획도 검토해서 먼 훗날 완벽한 향토사료로 전해지

길 소원합니다.

2012. 12 .

횡성문화원장김광수



격려사

횡성의 근·현 교육사가 정리된 향토사료 제25집 발간

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횡성은 수려한 청정자연과 더불어 횡성인으로서의 자부심

이강한곳으로애국의고장으로기억하는사람들이많습니다.

또한사계절내내생산되는풍부한농축산물이있어한우,

더덕,찐빵의고장으로불리며넉넉한인심을느낄수있는곳이기도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알찬 횡성의 자산은 이러한 지역문화를 바탕으로 생활하고

성장해가는꿈나무들이라고말할수있을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횡성의 미래이고 횡성의 자랑으로 그 중심에는 이들을 이끌어갈

횡성만의차별화된교육이이루어지고있다고자부합니다.

오늘날많은학자들이인류사회의변천과흥망의과정을수집하고기록합니다.

시 적흐름에따라학교도흥망성쇠를겪으며폐교가되고기록물과자료가소

실되기도했으나,뜻있는분들의관심과협조속에우리는우리의힘으로횡성교육

의변천사를한눈에볼수있도록자료를찾아내고기록하여횡성의근·현 교육

사를정리했다는데큰의미가있다고하겠습니다.

그리고이번사료집이학교교육의변천사를되돌아보고앞으로교육의발전방

향을모색하는소중한자료로활용되기를기 해봅니다.

옛것에 한교육사료를모으고오늘날교육의변화를이끄는모든일은미래를

위해최고의투자입니다.

횡성의 근·현 교육사가 나오기까지 뜨거운 열정을 쏟아주시고 횡성을 위해

군민을 위해 뜻있는 일을 해주신 김광수 문화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12. 12 .

횡성군수고석용

횡성군수 고석용



축 사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군민에게 올바르게 전해

주고 애향심을 고취시킬『향토사료 제25집』발간을 진

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롭고 올바

른 자료 발굴 등을 통하여 우리 고장의 뿌리를 찾고 알

리는데 열과 성을 다해 오신 김광수 횡성문화원장님과

‘횡성의 근·현 교육’을 주제로 이번 사료집 집필에

힘써 주신 박순업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역사란 단순히 과거에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정리하여 평가하는 것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화이며 과거를 돌이켜보고 현재를 조명하며 미래에 한 좌표를 설정함으로

서 오늘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원천이 곧 역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횡성의 발자취를 샅샅이 더듬는 방 한 사료집 발간은 결국

과거를 통해 현재를 올바로 인식하고, 미래의 지혜를 찾는 소중한 자료로 활

용될 것이며, 우리 군민들에게 우리들이 로 지키고 가꾸어야 할 횡성에

한 사랑과 역사의식을 움트게 하며, 횡성의 진정한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소

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끝으로“진실된 기록이 진정한 역사로서 가치를 가진다.”는 일념으로 우리

횡성의 地域史를 한권의 책으로 집 성하기 까지 심혈을 기울여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 12.

횡성군의회의장이 균

횡성군의회의장이대균



축 사

횡성문화원에서 횡성의 근·현 교육사 자료를 연

구하고 정리하여 향토사료 제25집을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횡성문화원은 횡성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 발전, 알

리는 데 앞장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횡성문

화원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사료수집의 결실로 맺

은 향토사료집은 횡성군민뿐 아니라 강원도 역사를 알

고자 하는 이들에게 나침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체계적인 교육사 정립

은 향토사에 확실한 기초위에서 가능합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료집

에서 살펴볼 수 있는 횡성 각 지역 학교의 역사를 통해 학교 교육 현장의 발

자취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 생각합니다. 이 점 무척 고맙고 감

사합니다.

앞으로만 치닫는 요즘, 현재의 우리를 있게 한 과거를 살필 수 있는 향토사

료 제25집은 현재 우리 교육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횡성교육을 더욱 발전시

킬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 자료가 횡성지역에 배포되어 횡성군민이 과거의 교육을 살펴 횡성 미래

교육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 사료집을 창간하기까지 고생하신 박순업님을 비

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앞으로 횡성문화원이 발전하여 횡성지역의 향토사료 연구가 더욱 활발해

지기를 바랍니다.

2012. 12.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교 육 장 허 윤 구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윤구



머리말

갑오경쟁이후새로운문물이들어오면서새학문의필요성에의해횡성지방에

도1913년감리교회선교사에의해정화여학교가세워지는등종교단체에의해근

학교가세우졌다.또한한일합방이일어나자민족정신을지키고자풍수원성당

이세운삼위학당(성심학원)은우리나라사람에의해설립된횡성최초의사립학교

로서오랜세월명맥을이어가면서시 에필요한인재육성에기여했다.

일제치하초기인1911년 1군 1개교설립원칙에따라횡성보통학교가설립되었

으며 이후 일제 말기까지 횡성군내에는 풍수원 성당에서 세운 사립학교 1개교,공

립보통학교21개교,횡성중학교1개교를포함해서23개교가있었다.그러나이시

기는우민화정책에의한기초교육치중,민족정신말살교육이었다.횡성보통학교

의경우 1911년부터 1945년광복이될때까지무려 34년동안이나일본인교장을

재임시켜식민지교육을하게했으니이를증명하고있다.

그러나횡성의선각자들은학생들에게암암리에민족정신을불어넣었다.고종황

제서거에조의를표하기위하여졸업을앞둔 6회졸업생들의주도하에베헝겊을

달고 등교하다 휴교령이 내려지고 횡성 4·1만세 운동의 도화선이 된 것은 그 한

예이다.횡성의초기근 학교에서부터일제시 의학교교육과광복후현재까지

교육행정의변천, 교실환경의변화, 교육여건개선, 교육환경이어떤모습으로달

라졌는지살펴보는것은의미있는일이었다.

60·70년 에학교수,학생수가절정에달하다농경사회에서산업사회로바뀌

면서농촌의기존사회는무너지고학생수감소에의한 폐교로이어졌으며이러한

일들이가속화되어온원인과현상을살펴보았다.

횡성군내존재했던각급학교의소재지,교훈,연혁,교가,과거·현재의모습,역

임한역 교장, 교육구성원들에의해조성된교육풍토와빈곤했던 60년 초비

록비정규중학교지만목마른향학열에기여했던재건중학교등의역할을조명해

보았다.

횡성군내초·중·고등학교의교가·교훈속에담겨있는교육비전과교육철학,

또어떠한인간상을기르려고했는지살펴보았다.

또한학교장의리더십과열정은단위학교교육공동체구성원의역량결집과능력



발휘를극 화시켜학교를변화시킬수있다.이러한관점에서각급학교역 교장

을살펴보는것도의미있는일이라생각되었다.

농촌사회의 붕괴는 곧 학교 페쇄로 이어졌다. 일제시 또는 광복 직후 마을을

이루고 있는 골짜기마다 개교되어 지역사회의 구심점으로, 미래의 희망으로 활기

차게자리매김되었던초등학교는30여년사이30개나폐교되었고아직진행형으

로면소재지학교마져 6학급유지가어려운형편이되었다. 각면 1개교인중학교

도폐교에는이르지않았지만학생수가계속줄어들고있다. 2012년현재남아있

는 초등학교 본교16개교, 분교5개교는 유지되었으면 좋겠으나 앞날이 불투명 하

다.소규모덕고초등학교는1990년 말부터몇년간활발한학교경 으로전국적

인 명성을 떨쳤었다. 그로인해 전국 방방곡곡 교육기관, 학교에서 벤처마킹, 견학

팀방문이쇄도했었다.그러나10년의세월이흐른다음 한자리수전교생으로폐

교의운명을맞이하 다.수많은교육실적 학교연혁지기록은2009년 1월 6일을

마지막으로멈추었으니빗속에뒹구는가을낙업만큼이나마음이스잔하다.

30개교폐교중태기분교와매화분교는설립부터폐교까지분교로시작하여분

교로 끝났다. 그러나 28개교는 한때는 전교생이 운동장을 가득 메웠었다. 그래서

분교로 설립된 학교도 본교로 승격되어 활력아 넘쳤었다. 그러나 학생 수 감소로

어떤학교는본교를유지한체폐교되어인근학교로통폐합되었고 부분학교는

분교로격하되어몇년간을더버티다취학아동이없어자연,문을닫게되는단계

를거쳤다.

반세기이상을횡성군내각지역에서구심점역할을했던학교의교육활동과역

사, 과거속의학교모습을조명해보고싶었다. 그러나폐교 부분그기록물, 자

료가없어져본고에싣지못하게됨은아쉬움으로남는다. 학교가폐교되어역사

속에묻혀버린희망에찼던아름다운날들의모습,흔적들을조명해보고싶었으나

미흡한점이많다.

보잘것없는자료가나올수있도록도와주신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허윤구교

육장님, 신순금 장학사님, 학교관계자분, 횡성문화원 김광수 원장님, 홍성진 국장

님께깊은감사를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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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횡성의 근대학교

1. 최초의 근대학교

갑오경장 이후 신교육제도를 실시하면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가 설립되기 시작하 다. 이 시기에 횡성에도 갑창학교(甲昌學

校)와 화성학교(花城學校)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언제 누

가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운 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 다만 향교

나 천도교, 기독교 계통의 종교단체에서 설립 운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1) 이 무렵 풍수원 성당에서는 최초의 사립학교인 삼위

학당을 열었으며 감리교회에서도 신교육을 위한 학원을 설립하

게 되었다.횡성 최초의 공립학교인 횡성보통학교는 화성학교를

인수하여 공립으로 발전시켰다.

(1). 갑창학교·화성학교

횡성군지 500쪽 9~14줄, 횡성초등학교 80년사 76쪽 21~25줄,

횡성민족운동사(강 덕, 박정수, 최창희 공저. 횡성문화원) 131

쪽 2~7줄에는 위에 기술한 내용처럼 화성학교 등 횡성 최초 사립

학교가 언제 누가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운 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지적박물관(관장 리진호) 한매일신문에서 화성학교 창

립 연혁에 한 기사를 발견하 다. (花城文明. 橫城郡 花城學校

가 설립 五朔 에 該郡守 沈興澤씨의 熱心으로 晝夜學生이 六十餘

名에 達한지라. 年終試驗을 經 얏는 優等生은 吳進泳, 韓相益 등

四人이오 及第生에 申鉉玖, 林德洙 등 8人인 該郡 關東學會支會

1) 강원 교육사, 98쪽. 횡성군지524~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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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多數한 賞品을 給與하얏다더라(大韓每日申報 學界, 1919년

2월 10일) 沈興澤 1855~? 경기도 양주군 회천면 우산리(玉井里

로 변경)에서 출생, 종 7위정 3품. 강원도 횡성군수 고등관 7등

(1907. 3. 13), 재임명(1910. 10. 1), 면관(1911. 9. 6), 재임 중인

1908년 10월 1일경 사립 화성학교를 설립하 고 1911년 이 학교

는 횡성초등학교로 계승되었다.

참고『관보』; 牧山耕藏,『朝鮮紳士明鑑』, 1910, 아세아문화사영인, 1985;『대한매

일신보』학계 , 1919.2.10.)-이상은횡성신문제175호 (1월 5일)게재된내용임)

이처럼 횡성초등학교는 당초 일제가 인가한 학교가 아니라 나라

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았던 1908년 조선말에 심흥택 횡성군수가

민족의 자주성·교육구국정신으로 설립한 화성학교에서 시작되

었다는데 큰 뜻이 있다. 이로써 1911년 11월 3일 일제에 의해 설

립된 횡성초등학교의 개교기념일은 재고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구한말 근 사립학교는 외국인 선교사가 세운 학교가 부분이나

횡성초등학교의 전신인 화성학교는 횡성군수에 의해, 삼위학당

(성심학원)은 한국인신부(정규하)가 설립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2) 삼위학당

강원도에서 가장 먼저(1888년) 설립된 횡성풍수원성당 2 정

규하 신부는 한일합방이 일어나자 성당 사랑방에 삼위학당(三位

學堂)을 열었고 학생들에게 신학문과 민족의식을 고취시켰으며,

우수 학생은 서울 등으로 성직유학을 보냈다. 이 학교는 강원도

최초의 사립국민학교가 되었으며, 그 후 국내 어느 천주교 본당

보다도 많은 성직자를 배출 해 냈다. 삼위학당은 1931년 4월 1일

4년제인 성심학원으로 개칭 인가 되었다.2)

2) 원주 교구 30년사 4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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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화여학교·화성유치원

횡성읍 읍상리에 위치한 횡성감리교회는 1906년 4월 6일 미국

기독교 선교사 모리스 부처의 선교활동으로 창립되어 1912년 현

재 106년의 역사를 가진 횡성군의 표적 기독교 교회이다.

횡성감리교회는 1913년 부속학교로 정화여학교를 설립하여 여

성교육에 공헌하 으며, 강원도 여성교육의 시발이기도 하다. 당

시 여학교는 근 적 신지식을 가르쳐, 여성을 양반사회에서 예속

적 지위로부터 해방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 다.

1916년 4월 6일에는 조근 목사가 화성유치원을 설립하여, 현

재까지 유아교육에도 헌신하여 수천명의 유아를 배출하 다.

2. 일제 치하의 식민지 교육

일제 초기의 교육정책은 제국신민의 교육을 추진이 다. 일제

식민지교육은 조선교육령에 기준을 두었으며 초기 교육령은

1911년 8월 23일 공포하 는데 그 내용을 간추리면 한국인 학생

을 제국신민으로 만들고 일본어를 보급, 그들의 말을 알아듣게

하고 한국문화를 말살하려는 교육정책을 펼쳤다. 3)

1935년 부터는 간이학교제를 공포하여 2년제를 실시하 고

1941년부터 심상소학교는 국민학교라고 개칭되었으며 이 무렵

횡성에도 <표1>과 같은 사립국민학교 1개교, 공립 국민학교 21

개교 총23개의 학교가 설립되어 운 되었다. 소학교에서 국민학

교라 바꾼 것은 식민지교육의 강화로 황국신민(일제 강점기에 천

황이 다스리는 나라의 신하된 백성)의 정신을 강제로 불어넣기

위해서 다.

3) 횡성군지, 5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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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성보통학교

1895년 7월 19일에 공포된 소학교령에 따라, 강원도에는 1896

년 9월 17일에 강원도관찰부공립소학교 춘천공립소학교, 강릉공

립소학교, 원주공립소학교의 위치가 지정되어 공식 개교하 고,

이후에 각 군 소재지에 소학교가 설립되었다. 횡성 최초의 공립

학교인 횡성 보통학교는 1911년 공포 된 조선교육령에 따라 초

등교육확충계획을 수립하고 1군 1교 설립 원칙에 의하여 1911년

6월 27일 조선총독부고시 제 200호에 의해 4년제 인가를 받았다.

횡성보통학교는 개교 이전 횡성군 객사(지금의 천주교 자리)에

자리잡고 있던 화성학교가 인수되어 공립학교인 횡성보통학교로

발전했다. 초 교장으로는 일본인 삼호춘조(三戶春造)가 부임했

으며 그해 11월 1일 횡성공립보통학교로 교명을 개칭 천주교 자리

4) 횡성군지, 524~525족

4)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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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있던사립학교인화성학교를인수통합역사적인 개교를했다.

1914년 3월 첫 졸업식을 거행했고 1916년에는 최초로 여학생을

모집했다.(2년제) 또한 그 당시 학생들은 나이도 많았고(20세 정

도) 개 한문 공부를 마친 상태에서 입학하여 오늘날 초등하교

학생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수준이 높았다.

지금 위치로 학교가 옮겨 진 것은 1919년 4월 1일로 일 가 솔밭

으로 밤이면 맹수가 돌아 다닐 정도 다. 옛날 무성한 소나무 숲

으로 인하여 지금도 이곳 지명이‘숲밖에’라 불려지고 있다.

당시 교실은 여학생 교실 2개, 남학생 교실 3개 그리고 사무실과

숙직실로 이루어졌다. 학생은 횡성군 전역을 상으로 모집했으

며 완고하고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로 초창기에는 학생 수가 많지

않았으며 특히 여학생은 그 수가 극히 미약했다.

횡성보통학교 학생들은 횡성 3·1 운동 당시 고종의 서거에 조

의를 표시한다는 뜻으로 삼베천을 달고 등교했으며 이로 인해 휴

교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는 당시 졸업을 앞둔 6회 졸업생들이

기획하 으며 졸업과 동시에 군청 뒷산에서 한독립만세를 외

칠 것도 논의하 으나 무산되었으며 후일 횡성 3·1운동의 기폭

제 역할을 했다.5)

횡성 보통학교는 1911년 개교 때부터 1945년 광복이 될 때 까지

일본인 교장이 재직하며 민족의식 말살의 식민지교육을 담당하

으나 민족정신은 꺾이지 않았다.

(2) 일제치하보통학교의 학제와교육과정

일제는 을사조약 체결 이후인 1906년 2월 한국에 한 식민지침

략을 단게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준비기구로 통감부를 설치하

다. 통감부는 정치, 문화 교육의 내정에 깊이 간여하 으며 우리

5) 횡성군지, 501쪽 / 횡성국민학교 80년사 380~3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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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항일 민족정신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민족교육운동을

억압하는 교육시책을 세웠다.

통감부의 침략정책에 의해 개편된 내용은 소학교를 보통학교로

개명하고, 종래의 심상과 3년, 고등과 2년을 4년으로 하는 통합과

정으로 단일화함으로써 수업연한을 감축하 다. 그리고 일본어

교육이 필수로 증가하는 신에, 한국어 교육 시간은 축소되었다.

더욱이 국사는 지리역사로 교과목을 정하고 학년별 이수과정에서

는 제외되어 우리 역사교육을 의도적으로 막았다. 일본어 교육 시

간수가 늘어나면서 일본인 교사를 임명하기 시작하 다. 일본인

교사는 학생과 한국인 교사를 감시하는 임무도 부여되었다.

1910년 국권침탈 후 일제는 한국민족에 한 식민지교육을 단

계적으로 강화하 다. 총독부의 교육정책은 한국국민에 한 우

민화 교육을 추진하 으며, 반민족적인 교육, 민족의식을 말살하

려는 것이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인을 회유하기 위해 교육의 충

실을 내세웠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 한국인의 교육을 통한

독립의식의 성장을 의식해서 다.6)

1911년 8월에 발표한 제 1차 조선교육령에서 총독부는 보통교육

의 보급을 내세우며 한국 민족을 회유하 으나 통감부 시기와 다

른 것이 없었다. 수업 연한은 4년이었으며 지방의 상황에 따라 1년

을 단축하여 3년으로 할 수 있게 하여, 한국인에 한 교육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줄이는 방침을 적용, 교육수준을 낮게하는 교육

시책을 전개하 다. 보통학교 수는 늘었으나 중등학교 수는 상

적으로 줄어 한국인에 한 교육수준을 질적으로 낮게 하려고 기

초적인 교육만을 실시하려는 우민화 정책이 반 된 결과라 하겠

다. 이시기에 1군 1교의원칙에의해횡성보통학교도 설립되었다.

6) 횡성의 민족 운동사, 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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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현대의 횡성교육

1. 횡성의 초기 교육 행정

1948년 8월 15일 제 3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미 군정이 종식되

고 역사적인 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초 문교부장관에 안호

상이 취임하고 11월 4일자로 제정공포된 직제에 따라 비서실, 보

통교육국, 고등교육국, 문화국, 과학국의 5국과 22과로 구성되었

다. 이로부터 6·25 전까지 횡성의 교육행정은 군청 산하 장학사

1명이 담당하 다고 하나 6·25로 인한 소실로 기록을 찾을 수

없다. 이무렵 횡성 장학사로는 원주 단구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하던 강보형이 임명되어 그 업무를 수행하 다고 한다.7) 식민지

교육의 굴레를 벗어나 1949년 6월 1일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공

포하고, 1951년 3월 20일 교육법의 개정으로 6, 3, 3, 4를 근간으

로 하는 학제를 개편했다. 학년초가 9월이었던 것을 4월로 변경

하 으며 5·16후에 학년초를 3월로 변경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52년 6월 4일을 기해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

하며 지방교육의 특수성과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하여

시·군 단위의 교육자치를 실시했다. 교육자치에서는 각 면단위

로 교육위원을 지방의회에서 선출하 으며 이 교육위원들이 교

육감을 선출하 는데 본 군 초 교육감으로 한순기가 선출되어

1952년 8월8일 취임했다.8) 1960년 3월 2 교육감으로 한순기가

다시 선출되었으나 4·19로 인해 물러나고 1960년 3 교육감으

로 허명구가 선출되었다. 그러나 이듬해 5·16으로 인해 교육자

치제도는 막을 내렸다.

7) 강보형 자 강경희(서울, 40년생)증언
8) 횡성군지, 504쪽



26 | 횡성의 근현대교육

1964년 1월 1앨 헌법 제 27조에 의거 도단위 교육자치제가 부활

되고 김숭남이 횡성교육장 직무 리로 임명되었다. 이어 그 해 4

월 8일 초 교육장으로 남궁숙이 임명되어 교육장 중심체제의

횡성교육이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이 때 전국 최초로 횡성군 교

재창이 설립되었으며 학습자료를 제작 도내는 물론 타시도까지

염가로 제공했다. (횡성교재창은 1973. 10.25 춘천으로 옮겨짐)

입시위주 경쟁교육으로 당시 횡성군내 국민학교에서도 수업전

아침 일찍, 또는 밤 늦게 까지 교사의 헌신적 무보수 과외교육이

이루어졌다. 1969년 서울을 시작으로 1970년 전국으로 확 된

무시험 중학교 진학 제도는 이러한 입시경쟁교육 페단을 없앨 수

있는 한국교육의 일 혁신이었다.

또한 50년 는 사친회비, 60년 에는 기성회비, 70년 에는 육

성회비라는 이름으로 학부모에게 징수되어 어려움이 많았으나

70년 후반기에 이 제도가 없어져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정착되

었으며 지금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 광복 후의교육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한 이후 무정부 상태가 계

속되다 9월 8일 미군이 인천에 상륙하고 9일에 서울에 진주하여

중앙청 제 1회의실에서 항복을 받았다. 다음날 미군사령관 하지

의 명령으로 아놀드가 군정장관이 되어 본격적인 미군정체제로

들어갔다. 교육담당자는 락카이드 위 다. 그는 9월 14일 중앙

청 학무국을 정식으로 접수하고 오천석과 더불어 한국교육위원

회를 발족하고 9월 16일 일반명령 4호를 발령해 모든 공립국민

학교는 24일을 기해 그리고 중학교 이상의 28일을 기해 일제히

개교하도록 하 다.

1948년 8월 15일 제 3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군정이 종지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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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고 역사적인 한민국 정부를 수립하 다.

초 안호상 문교부장관은 민주주의와 민족교육을 강력히 주장

하고 반공정신을 강화하 으며 1949년 말, 통과된 교육법 8조에

의해 6년간의 초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명시하 다.

정부수립 후 새로운 학제는 국민학교 6년, 중학교 4년, 고등학교

1-3년, 학교 4-6년으로 개정했으나 1950년 수정했다.

(2) 6-25 전시교육

참혹한 전쟁 중에서도 임시 피난처에서 민족혼을 일깨우고 공산

주의에 한 적개심과 경각심을 배양하는 반공교육이 이어져 갔

으며 당면과제인 아동교육을 위해 전국 각처에는 소규모학교들

이 헤아릴 수 없이 생겼다. 행정 지시가 닿는 곳에서는 행정 지시

에 의해 교육했고 그렇지 않으면 암암리에 자발적으로 교육이 이

루어졌다.

1951년 3월 20일 교육법의 개정으로 6- 3 -3- 4를 근간으로 하는

학제를 개편했고 1952년 6월 4일을 기해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

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지방교육의 특수성과 교육행정의 전문성

을 살리기 위하여 시-군 단위의 교육자치를 실시하 다.

(3) 60년대 교육

1960년 는 4·19, 5·16등 격동과 시련, 혁신과 인내를 통한

안정 구축의 노력과 정착이 이루어진 연 라 할 수 있다.

특히 도 단위 교육자치제의 부활로 지사 산하의 1개국에 불과하

던 교육부서가 도 단위 기관으로 승격 독립하 다. 1960년 후

반에는‘국민교육헌장’이 선포됨으로써 한국적인 교육지표가 명

확하게 설정되었다. 그러나 삼척, 울진, 서울의 무장공비 출현으

로 새로운 차원에서 반공교육 강화 되었다. 또한 국민학교 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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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주 과외수업의 폐단을 막기 위하여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시행되었다.

60년 후반은 폭발적인 취학 아동의 증가로 1967년 당시 횡성

교육청에는 초등학교가 분교 포함 49개가 되었고 교원 수는 400

명에 달하 다. 중학교는 횡성중학교를 비롯해 6개, 그리고 고등

학교는 횡성농업고등학교와 갑천농업고등학교 둘 뿐이었다.

(4) 70년대 교육

1970년 한국 교육은 국민교육헌장의 기본 노선이 결정되어

국민윤리교육 심화를 비롯하여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교육풍토

의 개선, 균형 있는 교육 실시, 사회교육의 확 등이 교육 발전

시책이있다. 무시험 진학으로 인해 횡성에도 청일, 공근, 강림중

학교가 설립 인가되어 학생을 모집하게 되었다.

(5) 80년대 교육

80년 는 유신체제에서 벗어나 광주민주화운동, 학생데모, 노

사분규, 교원노조 설립 등 어려움이 많았으나 경제가 안정된 도

약의 시 라고 할 수 있다.

81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 T-V 방송이 개국해 하루 6시간

방 되었으며 세계화의 추세에 발맞추어 초등학교에 어교육

이 공식 도입되었다.

이 무렵 경제 논리에 입각한 소규모 초등학교 통폐합 작업이 시

작되어 83년 전국적으로 1000학급이 감축되어 농-어촌 교육을

어렵게 하 다.

(6) 90년대 교육

90년 교육은 교육자치가 꽃을 피운 시기로 각시도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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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립되고 민선 교육감 시 를 맞이하게 되었다.

80년 태풍의 눈이었던 전교조가 98년 12월 31일 10년만에 합

법적으로 인정되는 초-중등 및 유치원 교사의 노동조합 결성과

복수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었다.

98년 12월 31일 교원 정년 62세를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무더기로 62세 이상 된 교원이 교단을

떠나야 했다. 경제 논리에 의한 교원수급장책으로 인해 심각한

교원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90년 를 맞아 강원도교육청은 창의적이고 애향심이 투철한 신

한국인 육성이라는 목표아래 도덕인, 창조인, 세계인 양성을 교

육지표로 설정하 으며 중점추진 과제로는 바른 행동을 추구하

는 도덕적인 인간 육성, 다양성과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인 인간

교육, 21세기를 비한 열린교육의 생활화, 교육의 질 향상을 위

한 교단지원 강화를 통한 교육의 경쟁력 제고 다. 이와 같은 강

원도교육청의 교육 방침은 횡성교육청을 통해 횡성의 각급 단위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실행에 옮겨졌다.

2.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1) 위치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한우로 242번길 9

(2) 연혁 : - 1952.06.14 횡성군 교육구 개설

- 1952.08.08 횡성교육구 초 교육감 한순기 취임

- 1959.10.31 교육청사 신축

- 1964.01.01 도단위 교육자치제 부활

- 1983.10.07 횡성군 교육청(신청사) 준공

- 1989.10.12 횡성군 공공도서관 준공

- 1989.11.10 횡성군 공공도서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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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03.26 교육자치제실시(광역)

- 기관명칭 변경(횡성군교육청 → 강원도횡성교육청)

- 1993.12.22 교육청사 증축

- 1997.06.01 횡성학생야 장 개장

- 2010.09.01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으로기관명칭변경

(3)횡성교육구특설직할특설분교(횡성초등학교직할분교)

1952년 지방자치제로 횡성교육구가 개설된 다음, 초등학교과정

횡성교육구 직할 특설 분교가 설치 운 되었다. 1학년부터 6학년

까지 각 학년별 남자 6명, 여자 6명이었으며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복식담임에 음악, 미술, 과학 교사가 따로 있어 6명의

교사가 분야별로 과목을 담당, 교수-학습이 진행 되었다.

횡성초등학교 학생에서 희망자 중 시험에 합격한 학생으로 구성

되었으며 횡성교육구가 폐지되면서 특설분교도 없어졌다. 9)

(4) 횡성교육지표

「참 좋은 횡성교육」

“품성과 실력을 갖춘 미래 인재 육성”

(5) 전경사진(옛날, 현재)

1957년도 청사 사진 2011년도 청사 사진

9) 4회 졸업생 유성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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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역대교육장

- 1952.08.08 횡성교육구 초 교육감 한순기 취임

- 1960.03.01 횡성교육구 2 교육감 한순기 취임

- 1961.12.00 횡성교육구 3 교육감 허명구 취임

- 1964.08.04 횡성군 교육청 초 교육장 남궁숙 취임

- 1969.05.16 횡성군 교육청 제2 교육장 김상의 취임

- 1972.03.02 횡성군 교육청 제3 교육장 김 기 취임

- 1973.03.01 횡성군 교육청 제4 교육장 최복길 취임

- 1975.09.01 횡성군 교육청 제5 교육장 채규 취임

- 1976.09.01 횡성군 교육청 제6 교육장 이종국 취임

- 1980.08.01 횡성군 교육청 제7 교육장 박찬 취임

- 1981.09.01 횡성군 교육청 제8 교육장 류홍수 취임

- 1985.09.01 횡성군 교육청 제9 교육장 조진행 취임

- 1988.09.01 횡성군 교육청 제10 교육장 양창수 취임

- 1993.09.01 횡성교육청 제11 교육장 김순열 취임

- 1998.09.24 강원도횡성교육청 제12 교육장 최범철 취임

- 1999.09.01 강원도횡성교육청 제13 교육장 이연구 취임

- 2000.09.01 강원도횡성교육청 제14 교육장 김광기 취임

- 2003.10.01 강원도횡성교육청 제15 교육장 김부길 취임

- 2005.09.01 강원도횡성교육청 제16 교육장 허만봉 취임

- 2008.03.01 강원도횡성교육청 제17 교육장 이병헌 취임

- 2009.09.01 강원도횡성교육청 제18 교육장 최욱진 취임

- 2011.09.01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제19 교육장허윤구취임

(7) 2000년대초횡성교육의 기본방향

2000년 초 횡성교육청에서는‘도덕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미래

사회의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도덕인, 창조인, 세계인의 교

육을 위해 힘썼다. 중점추진 계획으로는 바른 인성을 키우는 도덕



교육, 개인 신장에 바탕을 둔 창의성 교육, 심신을 갈고 닦는 건강

교육,자율책임경 이었다.

가.올바른인성을키우는도덕교육

(덕성을바탕으로바른인성을함양한도덕인)

- 인성교육을통한올바른인간성정립

-도덕성함양 6운동지속실현

-애향 3운동실천

-실천중심의관광교육

-건전한생활태도함양

나.개인신장에바탕을둔창의성교육

(덕성을바탕으로바른인성을함양한도덕인)

- 인성교육을통한올바른인간성정립

-유아교육의충실

-특수교육의내실

-학생중심의교육과정운

-독서교육의강화

-기초과학교육의충실

다.심신을갈고닦는건강교육

- 보건교육의충실

-체육교육의강화

-녹색마음,녹색횡성가꾸기교육

라.자율책임경영(교육수요자중심의교육공급자역할기대)

- 자율과참여의학교공동체구축

-교원의전문성,책무성제고

-열린행정지원

횡성교육청 특색사업으로는 다들림 장학을 통한 장학활동의 효율

화, 횡성 환경지킴이 운 , 단지별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 구성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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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이었다. 횡성교육청 기구는 교육장 산하에 교육과와 지원과 2개

과로 나누어져, 교육과에는 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평생체육

담당이있었고지원과에는서무,관리, 경리 , 시설담당이있었다

(8) 2012횡성교육의기본방향(강원도횡성교육청홈페이지참조)

횡성교육청지원청은‘품성과 실력을 갖춘 미래 인재 육성’이란

비전을내걸고열정, 사랑, 신뢰, 교육공동체의화합과협력, 그리고

결속을실현하고자노력하고있다.

횡성교육의중점추진계획으로는사람됨을중시하는인성교육지

원, 다양성을 인정하는 맞춤형 창의교육 지원, 감동과 만족을 더하

는교육복지지원, 서로를존중하는학교문화정착지원, 신뢰와소

통이 함께하는 교육 행정 지원이며 건전한 가치관과 올바른 인성을

지니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중심 사회를 위한 실천위주의 인성교

육을강화하고있다.

가.사람됨을중시하는인성교육지원

- 스스로결정하고더불어살아가기

●학생자치활동지원강화

●학생자치활동의내실화

- 경험토론중심의학생자치활동의활성화

●동아리활동지원강화

- 함께즐기고실천하며나누는삶

●학생문화활동지원

● 더불어느끼고경험하는창의적체험활동

●행복나눔봉사활동활성화

●평생체육기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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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스포츠클럽활성화

●보건교육실시

●학생건강증진활성화

- 이해와배려가있는교육

●학생상담및대안교육활성화

●학부모교육의활성화

- 다양성을존중하는민주시민교육

● 성평등교육실시

● 인권교육및민주시민역량강화

● 생태체험교육실시

● 올바른인터넷교육환경조성

- 벨트형협력교육

● 협력교육활동운영

·소규모학교교육과정공동운 실시,두레학교운

·애교,애향, 다사랑어울교육실시

나.다양성을인정하는맞춤형창의교육지원

- 기초학력정착을위한지원체제구축

● 기초학력확보

- 다양성을인정하는맞춤형교육과정

● 자율적이고창의적인학교교육과정편성운영지원

● 방과후학교특기적성교육프로그램운영확대

● 방과후학교특기적성교육지원강화

●농·산·어촌방과후학교특기적성교육내실화

●영재교육의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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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자람독서교육

●독서교육의활성화

●학교도서관운영내실화

- 사고력쑥쑥창의교육

● 탐구력을키우는교육환경조성

●유비쿼터스환경에맞는정보화환경조성

● 창의인성교육활동지원

●글로벌인재육성을위한외국어교육지원

- 함께돌보는유아교육

●유아교육기회확대

●유아교육질향상

- 장애특성에적합한특수교육

●특수교육기회확대

●특수교육질향상

다.감동과만족을더하는교육복지지원

-교육비걱정없이다닐수있는학교

●학교교육경비지원확대

- 아이들을돌봐주는학교

●초등돌봄교실확대

●초등돌봄교실프로그램수준향상

- 지역격차해소하는교육지원

●농·산·어촌교육여건개선



- 모두가행복한학교

●교육소외학생의학습권보장

●다문화가정자녀어울교육지원

- 질높은삶을가꾸는평생교육활성화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 교육여건개선

●소규모학교규모적정화

●머물고싶은학교교육여건개선

- 교육여건과복지지원강화

라.서로를존중하는학교문화정착지원

-건강과인격권보장

-학교내자치조직기능강화

-학교운 체제의민주성,효율성제고

-안전한학교건강한학생

마.신뢰와소통이함께하는교육행정지원

-교육공동체의교육정책참여기회확

-부패와부조리없는교육행정체제운

-건전한사학육성

-투명하고효율적인교육재정운

-투명하고합리적인현장중심의인사행정

이상과같은내용등을바탕으로초·중등교육법제 23조제 2항에

의하여 국가 수준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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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운 지침(강원도교육청)-참좋은횡성교육운 지침(횡성교

육지원청)을기저로단위학교의교육과정을편성·운 하고있다.

(9) 교육청기구및학교현황

2012년 횡성교육청 기구는 교육장 산하에 교육지원과, 행정지원

과 2개로 나누어져 있으며 교육지원과에는 학교운 지원 담당, 학

생생활지도담당, 창의교육담당, 평생교육체육담당이있으며행정

지원과에는 행정지원 담당, 예산지원 담당, 재정지원 담당, 시설 담

당을두고횡성군내단위학교지원행정을펼치고있다.

2012년 4월 1일현재횡성군의전체학교현황은<표2>와같다.

구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초등학교 16(5) 133(12) 1853(36) 203(13)

중학교 10 56 1282 130

고등학교 6 83 1698 159

계 32 272 4833 492

<표2> ( )안은 분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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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횡성의초·중·고학교

1. 교육환경의 변천
6·25가휩쓸고간 50년 에는교육환경이너무열악하 다. 임시

교사(校舍) 땅바닥에 가마니나 널빤지를 깔고 교수-학습 활동을 하

으며 학부모들에 이 이나 나무를 갹출하여 지붕을 덮었고 나무

로 불을 피워 교실은 연기가 자욱 하 다. 학생들은 불쏘시개로 솔

방울을 주워 학교로 가져갔다. 80년 까지 난로에 김치를 깐 도시

락으로 점심을 해결하 으나 가난으로 점심을 거르는 학생이 많았

다. 나무 난로는 분탄, 조개탄, 연탄, 경유로 바뀌다 지금은 센서가

달린전기냉·난방을하고있다. 어려웠던당시는여름에는창문을

열어놓는 것이 고작이었으나 지금은 선풍기에서 쾌적한 냉·난방

기로바뀌었다. 50년 학교에서 미국 원조품인 탈지분유를 나누어

주면물에타먹기도하지만밥솥에쪄서갖고다니며먹었고그후

학교에서 끓는 물에 타 주기도 하 다. 70년 까지 학교에서 원조

품 옥수수 가루로 만든 옥수수 빵을 배급해 주었으나 그 가난했던

시절은얼마전일이었다. 당시학교에는교육행정직이없어선생님

들이교수학습활동외에서무, 경리등사무분담으로업무가가중되

었으며 더구나 한 학급당 인원은 70명 가까이 되었다. 여교사의 출

산 휴가는 1개월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

고 배우고 가르치려는 열정, 희망이 넘쳐 그 교육 성과로 오늘날 비

약적인발전을가져왔다.

덕고초등학교 연혁지에 의하면 1976년 학교 전기가 가설되면서

교육환경은 급속도로 발전하 다. 이어 1979년 전화기가 가설되고

1986년 화장실은수세식으로바뀌었다. 진입로는인도블록, 아스팔

트가깔리고특기적성교육, 체험활동등교육활동도다양해졌다. 열

린 교육이 시도되던 1994년 덕고초등학교는 이 국 교장이 부임하

다. 교육환경의 개선과 열린교육 및 교육활동을 특색있게 전개하

여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10여년 후 학생 수 감소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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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는어쩔수없었다.

1990년 T·V, V·T·R, 실물화상기, 캠코더, 컴퓨터등전자교육

기자재가 도입되면서 짧은 기간에 교실환경은 비약적으로 변모했

다. 또한 질 좋은 무상 급식이 제공되고 전천후 체육관과 잔디운동

장이조성되고있으며첨단의교육환경으로발전해가고있다.

그러나물질적풍요, 첨단화된교육환경, 양적질적교육환경지원

체제의 확립에도 불구하고 교육 안팎에서 두되는 문제점과 그로

인한역기능은해결해야할과제이다.

2. 각급학교 현황
(1) 초등학교

횡성군내 학생 수는 60, 70년 학생 수가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젊

은 사람들이 농경사회에서의 농업을 통한 경제 활동을 하 고 들판

뿐 아니라 깊은 산골짜기에도 화전민들이 마을을 이루어 번성하

기때문이다. 이무렵은산아제한이없었으며집집마다많은자녀를

두었다. 그 당시는 산골 학교라도 몇 백 명의 학생이 재학하 으며

소풍, 운동회 행사 때에는 학생, 마을주민이 한데 어우러져 운동장

과소풍장소에많은인파의물결로가득했다.

하지만 70년 부터 시작한 헐벗은 국토의 조림사업과 화전금지에

따른화전민정리, 산업사회에의한이농현상, 산아제한조치에따라

기존농촌사회의틀은붕괴되어학생수가감소하기시작하 다.

1994년도에 이전에 <표3>에서와 같이 석화국민학교와 태기분교

가폐교되었고상 국민학교를비롯하여 9개의본교가분교로격하

되었으나그래도국민학교수가분교포함하여 50개, 학급수 310학

급, 8494명의학생이재학하 다. 학생수는계속감소하여 2012년

4월말현재본교 16개교, 분교 5개교합해서21개교, 학생수는 2090

명으로줄어들었다.

춘당초등학교경우 1994년학생수 142명이던것이 2012년에는전교

생8명으로존폐위기에놓여있는데다른농촌학교도비슷한처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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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농촌학교에 비해 횡성, 성북 등 읍내학교는 인구의 집중화

로감소폭이적은편이다.황국시민 (일제강점기에천황이다스리는

나라의신하된백성이라는뜻)정신을강제로불어넣기위하여 1941

년 부터 사용하던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광복후에도 50여년을 문제

의식 없이 그 로 사용해 오다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는 뜻에서1996

년 3월1일을기해국민학교에서초등학교로개명사용하고있다.

10)

10) 횡성군지, 1986,537쪽. 횡성군지,2001 529쪽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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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학교

중학교는 애초 1면 1교가 설립되었기에 폐교된 학교는 아직 없다.

횡성중학교는 일제 말기에 동여자중학교는 광복 직후 설립되었

지만 다른 중학교는 더 역사가 짧다. 중학교 의무교육이 되기 전 농

촌 가정 경제의 빈곤으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진학률 저조로

설립이 늦어졌다. 초등학교 학생 수가 감소하니까 중학교도 향을

받고 있다. 1994년 5451명이던 학생 수는 2012년 4월말 현재 1282

명으로 줄어들었다. 공근중학교의 겅우 1994년 536명이던 학생 수

가 2012년 전교생 수가 57명으로 줄어들었고 다른 학교도 비슷한

추세이다.

(3) 고등학교

고등학교는개교역사가초·중에비해더짧다. 일제의우민화정

책과 어려웠던 시절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이 적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도 초·중학생 수의 감소로 인한 향을 받아 학생수가 줄

어들고있다.

<표 4>

<표 5>

※위표의각급학교설립년월일은횡성군지에서인용한것으로학교연혁지와다른것도있다.



42 | 횡성의 근현대교육

학교전경(항공사진)

Ⅳ. 학교연혁

1. 초등학교
(1) 횡성초등학교

가.위치 : 횡성군횡성읍읍하 3리

나. 교훈 : 올바르고튼튼하며지혜로운어린이

다.연혁 : - 1911. 06. 27 횡성공립보통학교설립인가

- 1911. 11. 03 횡성공립보통학교로개교

- 1996. 03. 01 횡성초등학교로개칭

- 2009. 03. 01 덕고초등학교통폐합

- 2009. 03. 01 당평초등학교횡성초분교로편입

- 2012. 02. 10 제98회졸업(118명졸업,총 12,881명)

- 2012. 03. 01 제30 정재 교장부임

- 2012. 03. 01 26학급편성운



횡성의 근현대교육 | 43

학교전경사진 (현재)

라.교가 최병규 작사 / 최병규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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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역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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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북초등학교
가. 위치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성북로10

나. 교훈 : 바른마음과튼튼한몸으로슬기롭게행동하는어린이

다. 연혁 : -1968. 3. 1 성북국민하교 설립인가

-1968. 9. 3 성북초등학교 개교

-1996. 3. 1 성북초등하교로 개명

-1999. 9. 1 성동초등학교 통합

-2009. 12. 22인조잔디구장 준공

-2012. 2. 9 제44회126명졸업(남83명,여43명)총5385명

-2012. 3. 2 26학급 편성

라. 교가 류장희 작사 / 이동직 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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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초 학교전경(과거)

성북초 학교전경(현재)

성북초 학교전경(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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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역 교장

- 1968. 3. 1 제 1 장상계 - 1969. 3. 1 제 2 남궁 선

- 1974. 3. 1 제 3 한유동 - 1980. 3. 1 제 4 김종근

- 1985. 3. 1 제 5 김유상 - 1988. 9. 1 제 6 정곤시

- 1989. 9. 1 제 7 이병춘 - 1992. 3. 1 제 8 김동시

- 1997. 9. 1 제 9 이봉균 - 1999. 9. 1 제 10 이상구

- 2003. 3. 1 제 11 윤호상 - 2008. 3. 1 제 12 박희

- 2010. 3. 1 제 13 손 평

(3) 성남초등학교

가. 위치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 109번

나. 교훈 : 바르고 굳세며 슬기롭게

다. 연혁 : - 1946. 4. 1 성남국민학교로 인가(횡성읍 가담리)

- 1950. 4. 15 횡성읍 곡교리로 이전

- 1984. 4. 10 실내 수 장 신축

- 1996. 3. 1 성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설립

- 2007. 11. 23 횡성 성남 어 체험센러 개장

- 2012. 2. 10 제 65회 졸업식 (총 2895명)

라. 역 교장

제 1 유하균 제 2 권문원 제 3 엄상원 제 5 장상계

제 6 김홍종 제 7 김주렬 제 8 유성렬 제 9 엄상환

제 10 이필구 제11 권병두 제 12 정덕 제13 유인형

제14 이경의 제 15, 18 성기찬제16 권연우제 17 윤을용

제 19 정문성 제 20 한승규 제 21 최형섭 제 22 전태규

제 23 황도근 제 24 강경숙 제 25 김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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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가 이주훈 작사 / 이은렬 작곡

성남초 학교전경(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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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초 학교전경(현재)

(4) 창림초등학교

가. 위치 : 강원도 횡성군 한우로 789

나. 교훈 : 꿈과 슬기롭게 배우고(知)

서로 사랑하며(德)

튼튼하게 자라자(體)

다. 연혁 : - 1942. 07.10 창림국민학교 개교

- 1956. 05.01 신축교사 3교실 준공

- 1986. 09.15 교사 개축 준공(현건물)

- 1987. 03.03 병설유치원 개원

- 1996. 03.01 창림초등학교로 개칭

- 2008. 07.07 과학실 현 화 사업

- 2009. 03.01 제25 박 희 교장 부임

- 2010. 08.20 본동 교사 리모델링 현 화

- 2012. 02.10 제67회졸업식(4명졸업) 총 2,095명

- 2012. 03.02. 입학식 (4학급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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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가 최성철 작사 / 김봉원 작곡

현재의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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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교사 80년대 교사

마. 역 교장

제5 권승두 50.09.30~54.04.30 제6 박광철 54.05.01~57.10.14

제7 구의서 57.10.15~59.03.31 제8 허만달 59.04.01~61.04.08

제9 차만수 61.04.09~61.10.11 제10 이필구 61.10.12~66.02.28

제11 한순기 66.03.01~67.05.31 제12 신항순 67.06.01~73.08.31

제13 최성침 73.09.01~76.08.31 제14 신항순 76.09.01~81.08.31

제15 원용희 81.09.01~86.08.31 제16 고성호 86.09.01~81.08.31

제17 권성희 89.09.01~90.09.10 제18 서상우 90.09.11~93.02.28

제19 정형섭 93.03.01~97.08.31 제20 윤병익 97.09.01~98.08.31

제21 신윤선 98.09.01~99.08.31 제22 김복래 99.09.01~03.08.31

제23 김창학 03.09.01~06.08.31 제24 윤재철 06.09.01~09.08.31

제25 박 희 09.09.01~

바. 학교 이름의 유래

서울창신동임종상씨가학교건립당시부지를기증한데서유래됨

50년대 교사 60년대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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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우천초등학교

가. 위치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수남로 319

나. 교훈 : 지혜롭고, 바르며 건강한 어린이

다. 연혁 : - 1933. 4. 1 우천공립보통학교로 개교

- 1996. 3. 1 우천초등학교로 교명 개칭

- 2011. 2. 10 제 77회 졸업(4,263명)

라. 역 교장

1 -구보일랑, 2 -조창정신 3 -고교신탁, 4 - 윤길원,

5 -이호 , 6 -염석로 7 -김국재, 8 -김홍종,

9 -김복성, 10 -원형상, 11 -남 궁선, 12 -방희주,

13 -이필구, 14 -탁락구, 15 -정덕 , 16 -김동시,

17 -엄정현, 18 -권 걸, 19 -원일상, 20 -김창현,

21 -한상균, 22 -조원천, 23 -이종훈, 24 -김시훈

우천초등학교 현재 (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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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가

임교순 작사 / 백기풍 작곡

우천초등학교 현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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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금초등학교

가. 위치 : 강운도 횡성군 우천면 경강로 3276

나. 교훈 : 착하고 슬기롭고 튼튼하게

다. 연혁 : -1934. 9. 30 안흥공립보통학교정금간이학교설립인가

-1938. 3. 31 정금공립 심상소학교 설립인가로 개교

-1941. 4. 1 정금국민학교로 개칭

-1981. 7. 15 개축교사 8개교실 준공

-1984. 3. 5 정금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개원

-1996. 3. 1 정금초등학교로 개칭

-2004. 5. 8 제1회 효 Festival 개최

-2012. 2. 10 제73회 졸업식 거행(총 2,630명 졸업)

-2012. 3. 1 4학급 편성(유치원 1학급)

1983년 8월 20일(과거)

정금 초등학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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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가 김성수 작사 / 박정선 작곡

마. 역 교장

1 - 안현호 2 - 이 시 3 - 홍래식 4 - 신동학,

5 - 윤야상 6 -염석로 7 - 김숭남 8 - 엄상환,

9 - 박학래 10 - 허만달 11 - 허 찬 12 - 한복성,

13 - 양청산 14 - 유순열 15 - 이창우 16 - 이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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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김동시 18 - 이현규 19 - 권병기 20 - 권연우,

21 - 김현주 22 - 변명옥 23 - 최도원 24 - 김도준,

25 - 박연하 26 - 전요진 27 - 황성원

(7) 안흥초등학교
가. 위치 :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서동로 1257

나. 교훈 : 참되고 슬기로우며 굳세게 자라는 어린이

다. 연혁 : -1920. 6. 29. 안흥공립보통학교(4년제) 설립 인가

-1935. 4. 1. 6년제 설립 인가

-1938. 4. 1. 안흥공립심상소학교로 개칭

-1941. 4. 1. 안흥국민학교로 개칭

-1996. 3. 1. 안흥초등학교로 개칭

-1996. 5. 21. 학교운 위원회 조직

-2010. 3. 1. 제31 안 길 웅 교장 취임

-2012. 2. 15. 제87회 졸업식 거행 (누계 5,133명)

안흥 초등학교 현재(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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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가

최홍규 작사 / 신혜 작곡

마. 역 교장

제6 최병규 45.09.01~49.08.31 제7 김금주 49.09.01~50.04.30

제8 윤정삼 50.05.31~51.10.30 제9 홍재봉 50.10.31~52.07.14

제10 최응각 52.07.15~53.03.31 제11 김숭남 53.03.31~55.02.27

제12 한명순 55.02.28~58.04.29 제13 박동일 58.04.30~61.03.30

제14 이창래 61.03.31~61.08.30 제15 방희주 61.0831~69.02.28

제16 유의형 69.03.01~73.08.31 제17 추교삼 73.09.01~78.08.31

제18 허 찬 78.09.01~81.02.28 제19 권연우 81.03.01~84.08.31

제20 정형섭 84.09.01~87.02.28 제21 이필구 87.09.01~89.12.31.

제22 권 걸 90.01.01~92.02.28 제23 엄정현 92.03.01~95.08.31

제24 최명규 95.09.01~98.06.30 제25 이상구 98.09.01~00.08.19

제26 유춘구 00.08.20~00.08.31 제27 박순업 00.09.01~02.08.31

제28 강장원 02.09.01~06.02.28 제29 곽순 06.03.01~07.08.31

제30 최홍규 07.09.01~10.02.28 제31 안길옹 10.03.01~2012.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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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흥초등학교 1979년

안흥초등학교 2002년

안흥초등학교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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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숨은 이야기

박수덕 여사는 6?25 때 월남, 온갖 어려움을 극복 안흥에서 옷감

보따리장사를 시작, 재산을 모아 논 1500평 안흥초등학교에 기

증하 는데 그 비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문>

고향은 이역만리 함경도이신데 안흥초등학교에 찬란한 별 하나 주시고자 고

마우신박수덕여사님! 청춘을보따리와함께허리띠조르시고이문전저마을

로 산전수전 다 겪으시며 삶을 사시며 티끌모은 재산을 육영사업 뜻하시어 전

답1500평을희사하시니일천여명새싹들의등불이되시어기리빛이루도다.

(8) 강림초등학교

가. 위치 :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태종로 강림4길 11

나. 교훈 : 성실하고 튼튼하며 지혜로운 어린이

다. 연혁 : - 1932. 12. 24 수주 공립 보통학교 설립인가

- 1933. 10. 2 개교

- 1935. 4. 1 강림심상소학교로 교명 개칭

- 1939. 4. 1 강림국민학교로 교명개칭

- 1965. 6. 5 행정구역개편으로 월군에서횡성군으로편입

- 1996. 3. 1 강림초등학교로 교명 개칭

- 2012. 2. 10 제 18회졸업식15명졸업(누계 2552명)

강림초등학교 전경



라. 교가 김원호 작사 / 류행웅 작곡

마. 역 교장

제1 신현묵33.03.01 ~ 38.03.31 제2 이재춘38.04.01 ~ 49.08.31

제3 박이빈49.09.01 ~ 53.09.12 제4 엄주현53.06.13 ~ 61.03.30

제5 진연봉61.03.31 ~ 62.08.06 제6 우광진62.08.07 ~ 65.02.28

제7 임형재65.03.01 ~ 69.08.31 제8 박업이69.09.01 ~ 70.08.31

제9 김계봉70.09.01 ~ 71.08.31 제10 추교삼71.09.01 ~ 73.08.31

제11 이필구73.09.01 ~ 76.08.31 제12 원용의76.09.01 ~ 81.08.31

제13 최성침81.09.01 ~ 85.08.31 제14 최재규85.09.01 ~ 88.02.28

제15 태규동88.03.01 ~ 89.08.31 제16 이재학89.09.01 ~ 91.08.31

제17 양승범91.09.01 ~ 95.08.31 제18 최동관95.09.01 ~ 98.02.28

제19 원 식98.03.01 ~ 99.08.31 제20 남궁진99.09.01 ~ 00.08.31

제21 최용기00.09.01 ~ 05.02.28 제22 이종훈05.03.01 ~ 09.02.28

제23 정재 09.03.01 ~ 12.02.29 제24 원용길12.03.01~

60 | 횡성의 근현대교육



횡성의 근현대교육 | 61

(9) 둔내초등학교

가. 위치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둔내로 47번길 6호

나. 교훈 : 바른 마음 튼튼한 몸 슬기로운 어린이

다. 연혁 : - 1929. 12. 31 둔내공립보통학교 4년제 인가

- 1930. 04. 01 6학급 개교 인가

- 1996. 03. 01 교분교장 통폐합

- 1996. 03. 01 둔내초등하교로 개명

- 1997. 04. 28체육관 신축

- 1999. 03. 01 현천초등학교 통폐합

- 1999. 09. 01 조항분교장 통폐합

- 2012. 02. 10 제 80회 졸업식 졸업생 40명

(총 졸업생 7,739명)

강림초등학교 현재 (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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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가

마.역 교장

제1 자전겸삼랑 (1929.12.31.-1931.02.28)

제2 최중수 (1931.03.01.-1942.05.31)

제3 청목십팔랑 (1942.06.01.-1944.02.28)

제4 야기민웅 (1944.03.01.-1945.05.31)

제5 신촌미덕 (1945.06.01.-1945.09.03)

제6 정호승 (1945.10.01.-1947.10.14)

제7 이돈종 (1947.10.16.-1947.11.29)

제8 조익수 (1947.11.30.-1948.09.30)

제9 유하 (1948.10.01.-1950.05.29)

제10 채규 (1950.05.30.-1955.02.11)

제11 김숭남 (1955.02.12.-1957.06.04)

제12 전찬윤 (1957.06.05.-195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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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 신현묵 (1959.02.09.-1961.03.31)

제14 이현규 (1961.04.01.-1965.04.14)

제15 허만달 (1965.04.15.-1966.02.28)

제16 민 덕 (1966.03.01.-1967.02.28)

제17 이현규 (1967.03.01.-1973.08.31)

제18 유의형 (1973.09.01.-1978.08.31)

제19 김동시 (1978.09.01.-1980.08.31)

제20 원형상 (1980.09.01.-1982.08.31)

제21 지석환 (1982.09.01.-1986.08.31)

제22 정운시 (1986.09.01.-1989.08.31)

제23 정곤시 (1989.09.01.-1992.08.31)

제24 이세환 (1992.09.01.-1995.08.31)

제25 한용호 (1995.09.01.-1997.08.31)

제26 최경용 (1997.09.01.-1999.08.31)

제27 심응식 (1999.09.01.-2001.08.31)

제28 이석주 (2001.09.01.-2005.08.31)

제29 장기하 (2005.09.01.-2008.08.31)

제30 서춘송 (2008.09.01.-2009.08.31)

제31 김남제 (2009.09.01.-현재)

둔내초등학교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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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無後祭의 유래

서기1939년(단기 4272년)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박경천 氏와

횡성군 둔내면 두원리 이재섭 氏는 無後者로서 생전에 가지고 있

던 토지(畓1200평)을 유언으로 학교에 기증하여 학교에서는 이

분들 뜻을 길이 찬양하기 위하여 매년 4월 8일 兩位에 한 無後

祭를 거행하고 있으며 1988년 5월 2일 이재섭씨 출가녀 基大, 基

淑 兩人이 이십만원을 학교에 기증하면서 故 李氏의 妻 진주 姜

氏의 묘소의 벌초 및 제사를 의뢰 받아 1988년부터 3位의 제사

및 묘소의 벌초를 하고 있으며 기증 받은 이십만원은 1991년 4월

3일 故 李氏의 妻 姜氏의 묘소에 묘비를 설치하 음

(10) 갑천초등학교

가. 위치 :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청정로 262

나. 교훈 : 큰 꿈 품고 깊이 생각하며 바르게 행동하는 어린이

다. 연혁 : -1923. 11. 13 갑천공립보통학교 개교

-1981. 03. 10 병설유치원 개원

-1996. 03. 01 갑천초등학교 개명

둔내초등학교전경(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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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9. 01 제27 조승현 교장 취임

-2012. 02. 15 제86회 졸업(졸업생 2,648명)

-1912. 03. 01 초등학교 3학급, 금성분교장 3학급

유치원 1학급 편성

라. 교가 서성민 작곡

마. 역 교장

제1 중촌번, 제2 정충시, 제3 정구철, 제4 상전훈,

제5 세원일태랑 제6 이 시, 제7 이용찬, 제8 한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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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 정기섭, 제10 박동일 제11 유의형, 제12 탁낙구,

제13 이창우, 제14 원후정, 제15 유희수 제16 신의순,

제17 강현일, 제18 유진상, 제19 전규 , 제20 이규태,

제21 박 현, 제22 김태 , 제23 권오종, 제24 이승덕

제25 윤용호, 제26 김진구

바. 숨은 이야기

진한의 마지막 왕이었던 태기왕이 계천을 지날 때 갑옷을 씻었

다하여 甲川이라 칭함

갑천초등학교전경

갑천초등학교전경 (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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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청일초등학교

가. 위치 : 횡성군 청일면 청정로 795번

나. 교훈 : 바르게행동하고새롭게생각하며실력을갖춘어린이

다. 연혁 : - 1934. 09. 24 청일공립보통학교 설립 인가

- 1951. 02. 10 6.25 동란으로 교사 전소

- 1955. 05. 20 신축교사 준공 (6교실)

- 1960. 07. 23 신축교사 추가 준공( 4교실)

- 1945. 10. 15 청일국민학교로 교명 개칭

- 1996. 03. 01 청일초등학교로 교명 개칭

- 2005. 09. 01 봉덕초등학교 흡수 통합

- 2012. 02. 09 제75회졸업식거행(졸업생누계3,068명)

- 2012. 03. 01 제21 원 희 교장

라. 교가 한용호 작사 / 종덕환 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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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역 교장

제1 한순기 1945.10.15~1952.8.8 제2 유하 1952.8.10~1954.2.18

제3 전정수 1954.2.20~1961.4.12 제4 장상계1961.4.12~1966.3.1

제5 신승각 1966.3.1~1967.9.1 제6 권병두1967.9.1~1970.3.20

제7 종덕환 1970.3.20~1975.8.30 제8 이경의1975.9.1~1979.8.31

제9 정 1979.9.1~1983.2.28 제10 이길수1983.3.1~1988.8.31

제11 정 1988.9.1~1989.2.28 제12 김종성1989.3.1~1992.2.28

제13 김종석1992.3.1~1995.8.31 제14 사두환1995.9.1~1999.2.27

제15 원병효 1999.3.1~1999.8.31 제16 이홍래1999.9.1~2000.8.31

제17 양해옥 2000.9.1~2003.2.20 제18 최두현2003.3.1~2006.8.23

제19 김래옥 2006.9.1~2008.8.31 제20 안우용2008.9.1~2012.2.28

제21 원 희 2012.3.1~

청일초등학교 1960년대 학교전경

청일초등학교 1980년대 학교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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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숨은 이야기

본교 동문이신 해암 김용희 선생님께서는 원주에서 서예 학원

을 운 하시며 졸업생 3명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계심

청일초등학교 2000년대 학교전경

청일초등학교 학교전경 (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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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춘당초등학교

가. 위치 :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청정로 1461번지

나. 교훈 : S＆BIG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어린이

다. 연혁 : - 1937.4.30 청일보통학교 간이학교로 설립

- 1942.3.31 춘당초등학교로 인가

- 1984.9.01 춘당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가(1,727명)

- 2011.9.01 제27 최규 교장 부임

- 2012.2.10 제65회 졸업식 거행(졸업생 1,730명)

라. 교가 이은수 작사 / 이은수 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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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역 교장

제1 이병숙, 제2 전홍길, 제3 염성혁,

제4 최 옥, 제5 최승근, 제6 최응규,

제7 남궁선, 제8 탁낙구, 제9 종덕환,

제10 안 현, 제11 원후정, 제12 권연우,

제13 최운기, 제14 원후정, 제15 심상집,

제16 정 , 제17 김희연, 제18 박상환,

제19 최광현, 제20 백부길, 제21 김경동,

제22 이찬호, 제23 김현구, 제24 정재석,

제25 곽수범, 제26 김선구,

현.제27 최규

2005년대 학교전경

2012년대 학교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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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근초등학교

가. 위치 : 공근면 학담리 공근북로 239

나. 교훈 : 바르고, 건강하고, 슬기롭게

다. 연혁 : - 1925. 10. 3. 공근보통학교 개교

- 1979. 3. 1. 병설유치원 설립

- 1992. 3. 1. 7학급 편성(특수학급 1학급)

- 1995. 3. 1. 공근초등학교로 교명 변경

- 2010. 3. 1. 제31 교장 김동훈 부임

- 2012. 2. 10. 제86회 졸업식(총 4,168명 졸업)

라. 교가 정묵양 작사 / 최종은 작곡



마. 역 교장

소립원상장(1925년~1931년), 구아무(1931년~1932년),

전준덕(1932년~1944년), 소야전 남(1944년~1945년),

함태준(1945년~1946년), 김현구(1946년~ 1948년),

정현정(1948년~1951년), 권문원(1951년~1951년),

윤정삼(1951년~1952년), 조익수(?1952년~1953년),

허 찬(1953년~1955년), 이봉래(1955년~1955년),

박삼성(1955년~1956년), 이정호(1956년~1957년),

방희주(1957년~1961년), 정기섭(1961년~1966년),

장상계(1966년~1968년), 조석진(1968년~1969년),

손충구(1969년~1972년), 이병지(1972년~1977년),

탁락구(1977년~1982년), 업정현(1982년~1987년),

김동시(1987년~1992년), 김찬규(1992년~1993년),

권병기(1993년~1996년), 이어연(1996년~1999년),

박용소(2000년~2003년), 배오봉(2003년~2008년),

안문희(2008년~2010년), 김동훈(2010년~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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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근초등학교 전경 (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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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숨은 이야기

6.25 전쟁 당시를 회고하며...
6.25 전쟁으로 학교가 전소되어 매곡리 밤나무 밭에서 수업을

했다. 당시 포탄피를 거꾸로 세워 땅에 박고 앉아 수업을 했으

며, 기관총탄피를 울타리처럼 세워 놓기도 했다. 얼마 후 고물장

수가 수거를 하여 큰 돈벌이를 했는데 당시 미군이 후퇴하면서

묻어두고 간 상자(무기류 비롯 여러 가지)를 캐기 위해 산을 돌아

다니기도 하며 수입을 얻기도 했다. 당시 공근은 격전지로서 시

체가 쌓일 정도로 처참한 광경이었고, 따라서 전쟁이 흔적이 여

1943년(개교 18년 후)의 학교 전경

2012년 현재의 학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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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기 산재해 있었다. 공근국민학교를 3개월간 인민군이 장악

하면서 매일 북한 노래(장백산~)를 가르쳤기 때문에 자주 결석했

던 기억도 난다. 얼마 후 공회당에 가교사를 지어 그 곳에서 공부

를 할 수 있었다.

전쟁 전 일제 강점기에는 학교에 가면 1~2학년은 엿을 주면서

집으로 돌려보냈고, 고학년들을 데리고 산에 가서 광솔과 고사리

를 채집했다. 또한 어린학생이었는데도 일본말을 강제로 배웠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난다. 교장선생님을‘교조 센세이’라고 부르

고,‘센세이 사요나라’라고 인사했던 것들이...

전쟁 전 한 가지 더 기억에 남는 일은 학교 운동장에서 500여명

되는 학생들이 퀴즈를 맞추던 일이다. 지금은 학교 규모가 자꾸

줄지만 예전 공근은 곡창지 로서 인구가 많아 학교가 꽤 여러

곳 있었다. 횡성에서는 1 면(우천)-2공근-3물희(수백)란 말이

있을 정도로 공근은 곡창지 다. 특히 지금의 내공근이 공근의

중심지로서 곡창지 고, 지금의 공근면 소재지는 일제때 신도

로가 생기면서 모두 이전된 것이다. 공근보통학교도 일제때 개교

하여 현재의 위치에 자리잡게 된 것이다.

출처 : 공근면 노인회(서찬구.74세,본교 27회 졸업)

(14) 수백초등학교

가. 위치 : 횡성군 공근면 공근남로 446

나. 교훈 : 바르고 건강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슬기로운 어린이

다. 연혁 : - 1946. 12. 12 수백초등학교 개교

- 1981. 03. 05 수백초병설유치원개설

- 2011. 03. 01 제 23 교장 이문환 부임

- 2012. 02. 09 제59회 졸업식(총1,848명)

- 2012. 03. 01 5학급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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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가

마. 역 교장

1946.10.30 ~ 1947.8.30 제1 엄태종 취임

1947.8.31 ~ 1948.9.29 제2 박동양 부임

1948.9.30 ~ 1951.6.29 제3 최홍규 부임

1951.6.30 ~ 1951.10.30 제4 허봉수 부임

1951.10.31 ~ 1953.3.30 제5 박광철 부임

1953.3.31 ~ 1959.8.30 제6 장상계 부임

1959.8.31 ~ 1961.1.12 제7 오세창 부임

1961.1.13 ~ 1962.12.3 제8 남궁선 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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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12.4 ~ 1965.4.14 제9 정덕 부임

1965.4.15 ~ 1969.5.20 제10 김복규 부임

1969.5.21 ~ 1973.8.31 제11 김종찬 부임

1973.9.1 ~ 1976.8.31 제12 원용의 부임

1976.9.1 ~ 1980.8.31 제13 이필규 부임

1980.9.1 ~ 1982.8.31 제14 김동시 부임

1982.9.1 ~ 1987.8.31 제15 손응주 부임

1987.9.1 ~ 1989.8.31 제16 이용섭 부임

1989.9.1 ~ 1992.8.31 제17 노진 부임

1992.9.1 ~ 1997.8.31 제18 이상준 부임

1997.9.1 ~ 1999.8.31 제19 고광순 부임

1999.9.1 ~ 2004.2.28 제20 이자연 부임

2004.3.1 ~ 2008.2.28 제21 박희 부임

2008.3.1 ~ 2011.2.28 제22 최혜원 부임

2011.3.1 ~ 2012. 현재 제23 이문환 부임

개교당시 학교전경

19061년 학교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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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초등학교 현재전경

수백초등학교 현재전경

바. 숨은 이야기

물희
수백초등학교

우리나라 방방곡곡의 지명은 고문서로 고증된 곳도 있으나

부분 구전설화로 전해오고 있다. 지명은 지역 자연환경에 근거를

두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오랜 세월동안 사람들에게서 불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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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되었을 것이다. 수백의 원명 물희도 그렇게 파생된 지명일

것이다.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측량하여 지

도를 만들었다. 당시(1914년) 지명을 한자로 표기하여 행정구역

을 개편했다. 그때 그들 마음 로 정해놓아 우리고유의 지명은 사

라지고 지역정서와도 맞지 않는 이름으로 불려 지는 지명이 비일

비재 한 것이 사실이다. 행정적 지명 수백도 그때 생긴 이름이다.

수백의 원래 지명은‘물희’ 다. 그럼 물희라는 지명은 왜 생겼

을까? 어원을 연구해보면 언제부터인지는 문서를 확인하지 못하

으나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어 제언한다.

수백(물희)엔 맑은 물이 흐른다. 발원지인 탁이산(卓利山)과 어

답산(御踏山)에서 흘러내린 물이 개나리와 사기막마을 인접지역

에서 만난다. 그 물은 정기모인 七峯山을 보듬어 안고 흐를 때는

비취빛 옥수가 그 양을 늘리면서 수백리를 거친다. 힘차게 흘러

내린 물은 가경승지를 빨리 지나 간 것이 아쉬운 듯 유속을 늦추

면서, 홍천 궁적산에서 시작한 물과 마옥리와 덕촌마을 끝자락에

서 또 합류한다. 이렇게 발원지에서 흐르던 작은 물줄기들이 수

백 인근에서 합류했고 시냇물은 강으로서의 기세를 불리면서 횡

성 섬강으로 흘러간다.

하얗고 청결한 물가, 자라바위의 주위는 모래무지, 쉬리(쇠리),

치리가 헤엄치고, 메기, 뱀장어가 잠수하는가하면, 물속 하얀 모

래밭에는 다슬기, 조개비가 난지도를 그리고... 이 지역에서 살던

사람은 누구나 추억이 생생할 것이다.

수백의 물은 이처럼 맑고 깨끗하다. 하여 물수(水)자와 흰백(白)

자를 써서‘물희’가 水白으로 되었다. 그러나 구전으로는 여전히

‘물희’라고 불려왔는데 세월이 흐르면서‘물이’또는‘무리’라고

도 한다. 이는‘물희’애소 파생된 말이다.

水白 沙白하여 수사란구(水沙難區) 할 정도로 물과 모래가 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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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고 하여 수백이라 하 으니 어원은「물희」가 틀림없다고

본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검은돌, 성, 버덩발, 당을 병

합하여 상수백리와 하수백리로 하 다가 그 후에 수백리로 통칭

하 다.

(15) 서원초등학교

가. 위치 :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서원로 173

나. 교훈 : 바르고 굳세며 슬기로운 어린이

다. 연혁 : -1934.09.01. 서원공립보통학교 개교

-1981.03.05. 서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개원

-1988.12.10. 급식소 개설

-1996.03.01. 서원초등학교로 개명

-2003.10.17. 특수학급 설치인가

-2010.11.15. 제 27 교장 이광원 부임

-2011.03.01. 강원행복+학교 선정

-2012.02.10. 제 75회 졸업(총2,380명)

-2012.03.01. 2012학년도 입학식(남3,여6)

서원초등학교 현재전경(항공사진)



횡성의 근현대교육 | 81

라. 교가 허 찬 작사 / 이강국 작곡

마. 역 교장

제1 구 승34.09.01~36.02.28 제2 신상수36.03.01~38.07.30

제3 최병규38.08.01~45.02.28 제4 유인형45.03.01~46.04.29

제5 정현연46.05.01~48.06.30 제6 김금주48.07.01~49.08.31

제7 이운태49.09.01~50.02.10 제8 조익효50.02.11~52.07.15

제9 유의형52.07.16~61.03.31 제10 허봉수61.04.01~65.02.28

제11 신승각65.03.01~66.02.28 제12 정기섭66.03.01~70.02.28

제13 허 찬70.03.01~72.08.31 제14 권연우72.09.01~77.08.31

제15 한명순77.09.01~82.02.28 제16 고성호83.03.01~86.08.31

제17 최성침87.09.01~89.08.31 제18 성기찬89.09.01~92.02.28

제19 김종성92.03.01~95.02.28 제20 권병구95.03.01~98.08.31

제21 장석원98.09.01~00.08.31 제22 김경동00.09.01~0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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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 이우연03.03.01~04.02.28 제24 박덕구04.03.01~07.02.28

제25 신길용07.03.01~09.08.31 제26 신현재09.09.01~10.11.14

제27 이광원10.11.15~현재직중

(16) 유현초등학교

가. 위치 :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경강로 711

나. 교훈 : 바르고 건강하며 슬기로운 어린이

다. 연혁 : - 1946.10.14. 유현분교장 인가

- 1954.06.10. 유현국민학교로 승격

- 1996.03.10. 유현초등학교로 개칭

- 2011.03.01. 제23 박광춘 교장 부임

- 2012.02.09. 제57회졸업식 (졸업생 3명,총 968명)

- 2012.03.01. 4학급 편성

서원초등학교 현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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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가

마. 역 교장

1 오창흠 2 강응무 3 노판종 4 황해남

5 권문헌 6 임 빈 7 정계철 8 박기봉

9 원현관 10 최동석 11 원관희 12 신의순

13 신승각 14 원용의 15 최광현 16 안상태

17 박용소 18 박 도 19 이등우 20 이관수

21 이화주 22 김순희 23 박광춘

(17) 횡성초등학교당평분교장

가. 위치 : 횡성군 갑천면 외갑천로 301번지

나. 교훈 : 배움과 나눔이 있는 행복한 학교

다. 연혁 : - 1932. 4. 25 청일초등학교 추동 간이학교로 개교

- 1938. 6. 30 당평국민학교로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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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3.1 당평초등학교로 개명

- 2009. 2. 11 당평초등학교제66회졸업식(총 1706명)

라. 교가

마. 역 교장

20 김창한, 22 김수한, 23 김희수, 24 한승문,

25 이기웅, 26 김성호

당평초등학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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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안흥초등학교덕천분교

가. 위치 : 횡성군 안흥면 덕송리 23

나. 교훈 : 본교와 같음

다. 연혁 : - 1948. 8. 7 안흥초등학교 소사분교 설립 인가

- 1949. 6. 15 덕천초등학교 개교

- 1999. 3. 1 안흥초등학교 덕천분교장 격하

- 2010. 3. 1 3학급 편성

- 2012. 2. 16 제 87회 졸업 (본교 졸업생 1명)

- 2012. 3. 1 입학식(1명 입학)

덕천분교 전경사진 1952년

1980년 전경사진

덕천분교 현재



86 | 횡성의 근현대교육

(19) 둔내초등학교덕성분교장

가. 위치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504번지

나. 연혁 : - 1935. 4. 20둔내공립보통학교부설화동간이학교인가

- 1943. 5. 31 화동국민학교로 승격

- 1958. 1. 13 덕성국민학교로 개칭

- 1987. 3. 18 병설유치원 개원

- 1996. 3. 1 덕성초등학교로 개칭

- 2003. 2. 24 제 55회 졸업(총(1575명)

- 2003. 3. 1 둔내초등학교 덕성분교장으로 격하

다.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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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역 교장

제 1 이필우(1947. 8. 31), 제 6 안 현(1956),

제 7 유의형(1961. 3. 31) 제 8 차만수(1961. 9. 30),

제 9 황병규(1964. 3. 5), 제 10 한명순(1965.3. 31),

제 11 원현관(1970. 3. 1), 제 12 허순회(1975. 9. 1),

제13 김진렬(19977. 9. 1), 제 14 이현규(1983. 9. 1),

제 15 김진렬(1988. 9. 1), 제16 김인선(1991. 9. 1),

제 17 장세호(1994. 9. 1), 제 18 김익 (1997. 3. 1),

제 19 남궁익선(1999. 9. 1), 제 20 이종택(2001. 9. 11)

(20) 갑천초등학교금성분교장

가. 위치 : 강원도 횡성군 갑찬면 갑천로 605

나. 연혁 : - 1936. 7. 25 갑천 심상소학교 부설 상

간이학교로 설립 인가

- 1943. 4. 30 하 국민학교로 승격 인가

- 1948. 12. 17 급성국민하교로 교명 개명

- 1995. 3. 1 갑천초등학교 금성분교 격하

- 2012. 2. 25 제 85회졸업식(총 졸업생 1397명)

- 2012. 3. 1 3하급 편성

라. 역 교장

제1 허관수, 제2 임 상, 제3 김국재, 제4 박학래,

제5 신만달, 제6 이춘 , 제7 원현관, 제8 원관희,

제9 임형재, 제10 이석동, 제11 윤희수, 제12 이병오,

제13 석운경, 제14 이봉선, 제15 지창현, 제16 최광현,

제17 신동원, 제18 이세현, 제19 전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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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청일초등학교신대분교장

가. 위치 :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청일로 779번길 117번지

나. 교훈 : 본교와 같음

다. 연혁 : - 1957. 4. 1 봉덕초등학교 신 분교 발족

- 1960. 4. 1 봉덕초등학교 신 분교장 인가

- 1968. 3. 1 신 국민학교로 승격

- 1985. 3. 1 봉덕국민학교 신 분교장 격하

- 2005. 3. 1 청일초등학교 신 분교장 개칭

- 2007. 11. 16 청일초등학교 신 분교장 증 개축

금성분교 현재

신대분교장 전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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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학교

(1). 횡성중학교

가. 위치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교항로 33

나. 교훈 : 성실·근면·협동

다. 연혁 : - 1945. 5. 10 횡성농업고등학교 인가

- 1951. 9. 1 횡성중학교 인가

- 1991. 3. 1 횡성중·고등학교 구내 분리

- 2012 2. 9 신입생 151명 입학

라. 역 교장

27 권 식 28 노봉수 29 이성근 30 김철수

31 박 근 32 엄원석 33 현원명

마. 교가 김병로 작사 / 이한상 작곡



횡성중학교 전경사진

(2) 우천중학교

가. 위치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수남로 59번길 37

나. 연혁 : - 1954. 05. 10우천중학교 설립인가 3학급

(2008년 개교기념일 지정)

- 1954. 09. 01 개교(횡성군 우천면 문암리 24)

- 1975. 01. 20 학칙 변경(특수학급 신설 7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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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중학교 전경사진 (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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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02. 15제 58회졸업식거행 (40명누계5943명)

- 2012. 03. 01 학칙 변경(학급 감소 4학급)

다. 교훈 : 성실·협동

라. 역 교장

제1 김진구, 제2 이철우, 제3 유 돈, 제4 이규택,

제5 김호직, 제6 정현세, 제7 최지곤, 제8 송창섭,

제9 이균열, 제10 황운학, 제11 김광용, 제12 심삼문,

제13 이병춘, 제14 홍경순, 제15 유성훈, 제16 김현옥,

제17 정환시 제18 강정희, 제19 신문식, 제20 조재희,

제21 최덕순, 제22 윤 진, 제23 현원명, 제24 전명길,

제25 박 희, 제26 이상선

마. 교가 박일송 작사 / 박태준 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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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중학교 전경사진

(3) 안흥중학교

가. 위치 :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서동로 1121번지

나. 연혁 : - 1951. 10. 30. - 안흥중학교 설립인가 (3학급)

- 1972. 02. 20. - 안흥중학교 증설인가 (9학급)

- 1989. 09. 25. - 학급감축 인가 (6학급)

- 1998. 02. 28. - 학급 감축 인가 (3학급)

- 2012. 02. 09. - 제 60회 27명 졸업(연 3,780명)

- 2012. 03. 01. - 제 28 이중희 교장선생님 부임

다. 교훈 : 참되고 슬기롭고 부지런하며 서로돕자

마. 역 교장

1951. 11. 20 - 제01 1954. 06. 20 - 제02 최호경

1969. 06. 03 - 제03 김진표 1961. 05. 15 - 제04 김원거

1962. 06. 21 - 제05 전 동 1965. 09. 10 - 제06 홍 모

1968. 03. 01 - 제07 이필종 1970. 03. 10 - 제 8 이동직

1973. 03. 10 - 제 9 이병춘 1975. 09. 01 - 제10 홍종찬

1978. 09. 01 - 제11 이한승 1980. 09. 01 - 제12 김진채

1981. 09. 01 - 제13 한상백 1985. 03. 01 - 제14 이 수

1987. 09. 01 - 제15 최근종 1989. 03. 01 - 제16 문원경

1990. 03. 01 - 제17 전중한 1994. 09. 01 - 제18 이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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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09. 01 - 제19 최 집 1998. 03. 01 - 제20 정환시

1999. 03. 01 - 제21 심 옥 2000. 09. 01 - 제22 이재일

2002. 09. 01 - 제23 최병호 2003. 09. 01 - 제24 김창용

2005. 03. 01 - 제25 안희삼 2007. 09. 01 - 제26 신경호

2010. 09. 01 - 제27 최태식 2012. 03. 01 - 제28 이중희

바 . 교가 작사: 김 석 래 / 작곡: 김 광

안흥중학교 전경사진 (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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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흥중학교 전경사진(현재)

(4) 강림중학교

가. 위치 :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주천강로 1145 강림중학교

나. 연혁 : - 1972. 12. 26 강림중학교 설립인가

- 1973. 03. 08 3학급 입학식 거행

- 1975. 01. 20 6학급인가

- 1991. 03. 01 3학급인가

- 1998. 04. 01 학교운 위원회 조직

- 2012. 02. 09 제37회 졸업식 거행

(졸업생 8명, 총 졸업생수: 1,835명)

- 2012. 03. 01 제22 김병국 교장 부임

다. 교훈 : 근면· 정직· 성실

강림중학교 전경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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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가 김정주 작사 / 황의종 작곡

마. 역 교장

1 황병환, 2 전중한, 3 강문수, 4 오유근,

5 신원균, 6 최병환, 7 김 록, 8 정인 ,

9 차상재, 10 정 관, 11 장 복, 12 김용복

13 김규 , 14 이현숙, 15 최해용, 16 정용환,

17 권명구, 18 ,김현우 19 우광수, 20 길인석,

21 권회진, 22 김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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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타 숨은 숨어 있는 이야기

학교설립유래

강림지역 초등학교 졸업생이 안흥중학교까지 6~16km를 통학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강림중학교 건립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

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1968년(음력 12월 6일) 겨울 무연고 월남

자인 故 김광수님의 갑작스런 사망에 따라 생전에 재산이던 소

(한우)를 보람 있게 사용하고자 당시 안흥면장(정부양)께서 뜻있

는 해결책 마련을 위해 연구 검토하시던 중 강림출장소(8개리)

지역의 숙원이자 꼭 필요한 사업인 중학교 설립이 최우선 과제로

두됨에 따라 강림출장소지역(강림, 부곡, 월현리)의 기관·단

체장 및 8개 리장, 지역유지(약간명)분들의 회의를 통하여 폭넓

은 의견을 논의한 결과 평소 숙원사업이었던 강림중학교 설립을

최종확정함에 따라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2차 회의를 소집하고

설립추진위원단을 구성하 으며, 참석자 만장일치로 당시 면장

(정부양)님을 위원장에 추 하고 故 김광수님의 전재산을 기관

및 지역 유지분들의 협조로 확인 또는 매각하고 강림지역의 가장

중심지인 현 위치에 장소를 선정하고 부지매입 및 설립을 추진함

으로써 1972년 12월 26일 설립인가 되었고, 1973년 3월 2일 강

림중학교 제1회 신입생 입학식을 거행하 으며, 개교기념일 기

념식을 1973년 10월 6일 실시함으로써 강림중학교의 역사가 시

작되었습니다.

초 교장선생님은 황병환 선생님이었습니다.

1. 강림중학교 설립 추진 당시 故 김광수 님의 재산과 故 청송 심상모 님께서

희사한 토지로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2. 학교설립 인·허가시 주변의 땅 (강림리 871-2번지 222평, 강림리 871-3번

지 221평)2필지 443평을 요구하여 주민부담금 797,400원으로 197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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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에 매입함에 따라 횡성교육청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며 학교설립인가

를받게되었습니다.

3. 현재 학교 구내에 故 김광수 님과 故 심상모 님의 공덕을 기리는 공덕비가

세워져있습니다.

강림중학교 예전 전경

(5) 둔내중학교

가. 위치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둔내로 22

나. 연혁 : - 1954. 5. 10 둔내중학교 3학급인가

-1964. 12. 10 6학급인가

-1969. 11. 3 9학급인가

-1974. 3. 1 12학급인가

-1978. 3. 1 15학급인가

-1997. 3. 1 7학급인가(특수학급 1 포함)

-2003.3.1강원도교육청지정환경교육시범학교운 (‘04년까지)

-2005. 3. 1 학교숲가꾸기시범학교운 (‘07년까지)



98 | 횡성의 근현대교육

-2007. 12. 31 학교 교육활동 우수학교(교육감 표창)

-2007. 3. 1 교원능력개발평가선도학교운 (‘09년까지)

-2008. 12. 31 학교체육유공학교표창(교육감표창)

-2008.12.31 강원도교육과정우수학교선정(교육감표창)

- 2009. 3. 1 제26 김익상 교장 부임

-2010. 3. 1 교과교실제 C형 및 자율학교 지정

-2012. 2.15 제58회졸업(졸업생48명),총졸업생7,238명

-2012. 3. 1 교과교실제 선진형 지정

-2012. 3. 2 입학식(신입생 41명)

다. 교훈 : 성실(誠實)

라.역 교장

1962 박소남 1963 최종률 1966 이태화

1967 이태화 1968.4.20 이호직 1968.11.1 최배윤

1973.9.1 허경렬 1978.9.1 심민택 1981.3.1 강희복

1982.9.1 윤종호 1984.9.1 김광수 1986.3.1 이 일

1988.9.1 고봉주 1990.3.1 조해산 1992.3.1 김동하

199?. 김광수 1998.3.1 김종완 1998.9.24 변석조

1999.7.1 김상범 2000.9.1 조광희 2002.9.1 안희삼

2004.3.1 이동진 2005.3.1 송계규 2009.3.1 김익상

마. 기타

강원도 기념물 제82호 횡성둔내철기시대주거지유적

지정일 : 2003.01.18

소새지 :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594외

이 유적은 1983년 4월 1일 둔내중·고등학교 도서관 신축공사

터파기공사시 타날문토기와 소형시루 등 7점의 유물과 탄화된

조 등이 발견되어, 1983년 5월 3일부터 6월 8일까지 강원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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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이 발굴조사를 실시하면서 학계에 소개되었다. 당시 조사

에서 초기철기시 의 주거지 3기와 토기 및 철기류 등 다양한 유

물이 발견되면서 이 유적의 성격이 어느 정도 알려졌다. 이어

1996년 5월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 2회에 걸쳐 둔내중·고등

학교에 인접한 지역에 해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총 5기의 주거

지가 확인되었다. 발굴 결과 이 유적은 기원후 1세기경으로 추정

되는 유적으로 집자리의 보존상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양호할

뿐만 아니라 원시가옥의 구조와 변천과정 및 당시의 사회상을 규

명하는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었다.

바.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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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내중학교 전경(항공사진)

둔내중학교 전경

(6) 갑천중학교

가. 위치 :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매일리

나. 연혁 : - 1951.10.30. 갑천중학교 설립인가 6학급

- 1959.03.29. 학칙 변경(3학급)

- 1965.12.24. 학칙 변경(6학급)

- 1978.03.20. 학칙 변경(9학급)

- 1994.02.26. 학칙 변경(3학급)

- 2007.09.01. 제27 박 창 식 교장 부임

- 2012.02.09. 제60회 30명 졸업(총 졸업생3,8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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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훈 : 스스로 참되고 슬기롭게

라. 역 교장

초 교장이태화 2 교장이호직 3 교장노응도 4 교장김병학

5 교장지형식 6 교장김진구 7 교장한 일 8 교장김경주

9 교장박용식 10 교장류흥수 11 교장신동하 12 교장김인명

13 교장강건백 14 교장김석기15 교장정은우 16 교장강천희

17 교장이병춘18 교장최범식19 교장오혜 20 교장이상록

21 교장이성욱22 교장노봉수 23 교장김경남24 교장고범수

25 교장홍 표 26 교장정상근 27 교장박창식

마. 교가 한상의 : 작사/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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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일중학교

가. 위치 :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청정로 807번지

나. 연혁 : - 1969. 2. 22 갑천중학교 청일분교로 인가

- 1969. 10. 14 청일중학교로 승격(6학급)

- 2008. 3. 1 제 20 정민철 교장 부임

- 2012. 2. 8 제 41회 졸업식

(15명 졸업, 졸업생 누계 3,039명)

다. 교훈 : 성실·근면·협동라. 역 교장

1 (노완용) 3 (이인석) 4 (송하식) 5 (강철주)

6 (이 수) 7 (이은순) 8 (이동하) 9 (김두 )

10 (엄성호) 11 (백재욱) 12 (김성배) 13 (권서규)

14 (김정용) 15 (심정보) 16 (김철수) 17 (최종국)

18 (김규호) 19 (최희응) 현재(정민철)

라. 기타

이 지역에서 농사만 지으면서 사시던 윤태득씨(작고)가 1968

년, 학교 설립을 위하여 유일한 문전옥답 1,234평을 기증하 음.

이를 계기로 학교 설립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1969년도 본교가

개교하게 되었음.

갑천중학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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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가 노완용 작사 / 나운 작곡

청일중학교 전경사진(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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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근중학교 전경사진(항공사진)

공근중학교 전경사진

(8) 공근중학교

가. 위치 :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23-5

나. 연혁 : - 1970. 12. 31 공근중학교 설립인가(6학급)

- 2011. 09. 01 제18 김익환 교장 부임

- 2012. 03. 01강원행복더하기학교운 (2016. 02월까지)

- 2012. 03. 02 제42회 입학식(신입생 25명)

다. 교훈 : 성실, 협동

라. 역 교장

1 이병춘 5 양창수 9 조창식 13 이 석 17 곽희청

2 심민택 6 김현기 10 이기수 14 송기원 18 김익환

3 김석기 7 최운보 11 이봉구 15 오 세

4 김광용 8 신승재 12 신경희 16 김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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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가

(9) 서원중학교

가. 위치 : 횡성군 서원면 서원로 131번지

나. 연혁 : - 1966. 12. 13 서원중학교설립인가

- 1967. 03. 20 개교

- 2004. 11. 20 신축교사 준공

- 2012. 02. 10 제43회 졸업식

(9명 졸업, 졸업생 누계 1,757명)

다. 교훈 : 성실, 창조,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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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역 교장

1967. 3. 15 제1 엄두현 1968. 5. 1 제2 이동직

1970. 3. 1 제3 주식훈 1972. 10. 15 제4 최호덕

1973. 9. 1 제5 이 혁 1977. 3. 1 제6 이한승

1978. 1. 1 제7 안도재 1981. 3. 1 제8 심일진

1982. 9. 1 제9 송창섭 1985. 9. 1 제10 김재규

1989. 3. 1 제11 장일섭 1991. 3. 1 제12 윤성모

1992. 3. 1 제13 김명준 1994. 3. 1 제14 최만지

1997. 9. 1 제15 원용무 1999. 9. 1 제16 김옥현

2000. 9. 1 제17 우 원 2001. 9. 1 제18 박성규

2003. 3. 1 제19 김득한 2005. 3. 1 제20 염광업

2007. 9. 1 제21 육옥순 2009. 9. 1 제22 김연철

2012. 3. 1 제23 김순걸

마. 기타

서원면 창촌리 726번지 4,822㎡

- 육성회 기부채납(528㎡) - 이원재 기부채납(4,294㎡)

서원면 창촌리 685-1번지 2,195㎡

- 이종열 기부채납

서원중학교 과거 전경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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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교가 조양휘 작사 / 이동적 작곡

서원중학교 현재 전경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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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동여자중학교

가. 위치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동로 28

나. 연혁 : - 1949. 10. 07 동여자 초급중학교 설립

- 1949. 11. 06 개교 초 교장 고흥석

- 1951. 03. 20 동여자중학교로 교명 변경

- 1964. 01. 31 학교법인 동여학원으로 인가

- 1979. 03. 02 학칙변경인가 3학급 증설

(학년당 4학급 총 12학급)

- 2008. 09. 01 제9 전창성 교장 취임

- 2012. 02. 10 제61회 졸업식거행

(117명 졸업, 졸업생 누계 7,587명)

- 2012. 03. 02 입학식(신입생 98명)

다. 교훈 : 근면(勤勉)·성실(誠實)·정직(正直)

라. 역 교장

1949. 11. 06 - 1952. 08.11 제1 고흥석

1952. 08. 12 - 1958. 03.30 제2 김용선

1958. 04. 01 - 1960. 04.30 제3 김 철

1960. 09. 16 - 1961. 04.20 제4 송갑용

1961. 09. 01 - 1988. 08.31 제5 한태수

1988. 09. 01 - 1999. 08.31 제6 이인선

1999. 09. 01 - 2004. 08.31 제7 이주호

2004. 09. 01 - 2008. 08.31 제8 백승구

대동여중학교 전경(항공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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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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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등학교

(1) 횡성고등학교

가. 위치 : 횡성군 횡성읍 교항로 33번지

나. 연혁 : -1945. 05. 10 횡성공립농업학교 개교

-1951. 9. 1 횡성농업고등학교로 개칭

-1959. 5. 2 마산리에서 교향리로 학교 이전

-1973. 12. 10 횡성종합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보통과3, 상업과3, 농과6)

-1984. 03. 01 횡성고등학교로 교명 변경(15학급)

-1991.03.01 병설중·고에서횡성고등학교로분리운

-2008. 10. 20 기숙형 공립고 선정

-2011. 03. 01 제33 고범수 교장 부임

-2012. 02. 10 제62회졸업식거행(졸업생총수9.314명)

다. 교훈 : 성실, 근면, 협동

라. 역 교장

1 등전호남(일본인) 2 방현 3 박창제 4 박상건

5 최기원 6 김 구 7 원동윤 8 송달헌

9 손재명 10 심 수 11 손흥주 12 이병철

13 이용성 14 초두 15 김광남 16 최용환

17 신동하 18 유흥수 19 이장림 20 최승린

21 박선철 22 김광수 23 유흥수 24 문원경

25 김만수 26 김용관 27 조형용 28 김신길

29 신재성 30 이식연 31 고범수 32 김진성

33 고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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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고등학교 전경(항공 사진)

마. 기타 <숨은 이야기>

① 학교부지

방현 씨가 주축이 되어 학교유치를 강원도 당국에 건의하 고

당시 강원도 평의원이었던 윤창호씨가 당국에 적극 절충하 고

일제 말기 횡성군수로 재직하던 유태명씨의 상급기관에 호소함

으로써 수년의 진통끝에 1941. 5.10로 도 당국의 개교인가를 받

았다. 학교부지는 군자체에서 해결한다는 조건부 으므로 학교

부지 구입을 위하여 지역 유지를 중심으로 모금운동을 벌 고 방

현 , 탁명수, 윤창호 등이 거금을 희사한 것을 비롯하여 많은 군

민들이 모금운동에 적극 호응함으로써 부지 매입기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학교위치는 횡성군 횡성면 마산리 305번지 일 로 정

하고 약 40,000평을 구입하여 부지로 확정하게 되었다.

② 그 외 이야기 (학교 수난 및 이전)

1950년 6월 25일 사변 발발로 횡성농업학교는 1950년 6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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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업을 끝으로 학생들에게 전쟁발발 사태를 알리고 전쟁 상황

이 끝나고 정국이 안정될 때까지 휴교함을 알렸다. 1950년 11월

1일 수복으로 다시 개교를 하기는 하 으나 중공군의 남하로 12

월 28일 소계령이 하달되고 횡성농업학교 학생 100여명은 별도

제 를 편성하여 경북 상주군 함창면 이안리 보병 제 8사단 신병

교육 에 학교병으로 단체 입 하 다.이 때 교사가 전소되고 학

적부 등 학교 역사 자료가 불태워졌다. 1951년 3월 횡성이 다시

수복되고 학교는 개교를 서둘렀으나 건물이 없어 지원용 선생님

의 지휘로 학생들이 힘을 합쳐 가교사를 자력으로 1동을 짓고 수

업을 시작하 다. 학생수의 증가로 교사의 신축이 필요하 고 도

에서 배부된 예산이 부족하여 그 당시 횡성천주교 안신부( 국

인)에게 교섭, 군민사부와 절충, 시멘트 2천포를 무상으로 지원

받고 벽돌 단층 교실을 반년 간 공사 끝에 완성하고 1959년 5월

2일 횡성농업학교는 교항리 신교사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게 되

었다.

횡성고등학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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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교 가 김병로 작사 / 이한상 작곡

(2) 횡성여자고등학교

가. 위치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 252

나. 연혁 : - 1979.11.02 횡성여자고등학교 설립 인가(9학급)

-1980.10.20 12학급 인가(보통과)

-1981.01.13 15학급인가(보통과산업체특별학급3학급)

-1990.03.02 상업계열 직업과정 편성(2학년, 2학급)

-1992.12.30 21학급 인가

(전학년 보통과 4, 상업과 2, 정보처리과 1학급)

-1997.04.09 학교헌장 선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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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9.26 학칙변경 인가

(전학년 보통과 4, 상업과 1, 정보처리과 2학급)

-1997.11.10 체육관 준공

-1998.12.30 멀티미디어실 준공

-1999.11.14 생활관(식당, 도서실) 준공

-2000.06.27 학칙변경

(전학년 보통과 4, 경 정보과 1, 정보처리과 2학급)

-2000.10.09 학칙변경

(각학년 보통과 4, 경 정보과 1, 정보처리과 2학급)

-2000.10.20실습실건물준공(종합실습실기자재구입)

-2012.02.08 제30회 졸업식거행

(졸업생 155명, 총누계 6977명)

-2012.03.01 제12 최태식 교장 부임

다. 교훈 : 슬기롭고 아름답게

라. 역 교장

1 - 남규호(1980.03.01 - 1982.08.31)

2 - 이한승(1982.09.01 - 1983.08.31)

3 - 김택수(1983.09.01 - 1985.08.31)

4 - 신동하(1985.09.01 - 1989.08.31)

5 - 김세현(1989.09.01 - 1993.08.31)

6 - 정인 (1993.09.01 - 1999.08.31)

7 - 원용무(1999.09.01 - 2000.08.31)

8 - 정길화(2000.09.01 - 2002.08.31)

9 - 심 섭(2002.09.01 - 2004.02.29)

10 - 신경희(2004.03.01 - 2007.08.31)

11 - 우광수(2007.09.01 - 2012.02.29)

12 - 최태식(2012.03.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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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가 최승순 작사 / 박재열 작곡

횡성여자고등학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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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여자고등학교 전경

횡성여자고등학교 전경(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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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흥고등학교

가. 위치 :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서동로 1121번지

나. 연혁 : - 1978. 12. 29 - 안흥고등학교 설립인가(6학급)

- 1992. 08. 01 - 학급감축 인가(3학급)

- 2012. 03. 01 - 제18 이중희 교장 부임

- 2012. 02. 09 - 제31회 21명 졸업(연 1,551명)

- 2012. 03. 02 - 입학식 31명 입학(남:11명, 여:20명)

다. 교훈 : 참되고 슬기롭고 부지런하며 서로 돕자

라. 역 교장

1978. 09. 01 - 제01 이한승 1980. 09. 01 - 제02 김진채

1981. 09. 01 - 제03 한상백 1985. 03. 01 - 제04 이 수

1987. 09. 01 - 제05 최근종 1989. 03. 01 - 제06 문원경

1990. 03. 01 - 제07 전중한 1994. 09. 01 - 제08 이홍섭

1996. 09. 01 - 제09 최 집 1998. 03. 01 - 제10 정환시

1999. 03. 01 - 제11 심 옥 2000. 09. 01 - 제12 이재일

2002. 09. 01 - 제13 최병호 2003. 09. 01 - 제14 김창용

2005. 03. 01 - 제15 안희삼 2007. 09. 01 - 제16 신경호

2010. 09. 01 - 제17 최태식 2012. 03. 01 - 제18 이중희

안흥고등학교 전경(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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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가 작사: 김석래/ 작곡: 김광

안흥고등학교 전경사진(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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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둔내고등학교

가. 위치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둔내로 22(둔내고)

나. 연혁 : -1967. 10. 05 둔내농업고등학교 설립 인가 (3학급)

- 1968. 03. 05 제1회 입학식

- 1968. 04. 20 제1 이호직 교장 취임

- 1971. 01. 11 제1회 졸업식

- 1973. 03. 01 둔내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 1975. 11. 06 6학급 인가

- 1978. 12. 07 9학급 인가

- 1983. 03. 03 교훈 개정 - 성실 (誠實)

- 1992. 08. 18 6학급 인가

- 2009. 03. 01 제21 김익상 교장 부임

- 2012. 02. 15 제42회졸업식 - 44명(총 3,516명졸업)

- 2012. 03. 02 입학식 거행(신입생 43명)

다. 교훈 : 성실(誠實)

정성스럽고 참되어 거짓이 없으며 진실로 자신에게 충성을 기

하는 것으로 남에게도 성의를 다하는 것

라. 역 교장

1968.4.20 이호직, 1968.11.1 최배윤, 1973.9.1 허경렬,

1978.9.1 심민택 1981.3.1, 강희복 1982.9.1, 윤종호

1984.9.1,김광수 1986.3.1, 이 일 1988.9.1, 고봉주

1990.3.1, 조해산 1992.3.1, 김동하 199?. ,김광수

1998.3.1김종완, 1998.9.24 변석조, 1999.7.1 김상범,

2000.9.1 조광희, 2002.9.1 안희삼, 2004.3.1 이동진,

2005.3.1 송계규, 2009.3.1 김익상,

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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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3년 둔내고등학교 신축공사중 토기가 발견되어 강원 학

교 박물관에서 발굴했다. 발굴 결과 당시 사람들이 살다가 화

재로 인해 버려진 집터 3기와 토기·석기·철기·옥구슬 등

의 유물을 발견했다. 집터의 형식은 반움집으로 체로 지하

50㎝ 정도의 움을 파고 긴네모꼴의 바닥을 마련했는데, 그 크

기는 각각 46평·10평·12평 규모로 큰 집에서는 10명 정도

의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건축 재료로는 나무와 흙을

이용했고, 지붕은 서까래 위에 이엉을 덮었으며 벽은 나무판

자를 썼다. 내부는 화덕자리와 바람을 막는 바람막이돌, 기둥

을 세운 기둥구멍, 곡식을 저장하는 광, 토기 굽는 곳, 공구를

제작하는 작업장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출토 유물로는 항아

리, 주발, 콩 모양의 민무늬토기, 빗살무늬·격자무늬가 있는

김해식 토기, 간돌화살촉·숫돌·갈돌·가락바퀴 등의 석기,

목걸이로 쓴 옥구슬, 칼·창·못·낫·화살촉 등의 철기, 뼈

연장 등이 있으며, 조·피로 보이는 곡물과 불탄 바구니 밑바

닥, 조가비 등도 함께 출토되었다. 집터의 모양이 춘천 중도

유적과 비슷하고 민무늬토기와 김해식 토기가 함께 출토된

것으로 보아 유적의 연 는 AD 1~2세기경으로 추정된다.

2. 선사유적(제133호)등 2건은 문화재자료로 각각 지정, 고등

학교 국사교과서에도 실려있다.

둔내고등학교 전경(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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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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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갑천고등학교

가. 위치 :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매일리 600번지

횡성에서 동북 방향 16Km 거리에 태백산맥과 연결된 중간

산지에 위치.

나. 연혁 : -1966. 12. 20갑천농업고등학교설립인가(농과3학급)

-1973. 03. 01 갑천 고등학교로 학칙 변경인가

-1978. 10. 30 학칙 변경인가(보통 2학급씩 전 6학급)

-1992. 08. 05 학칙 변경 보통과 1학급씩 전 3학급

-2007. 09. 01 제22 박창식 교장 부임

-2012. 02. 14제43회졸업식거행(졸업생누계2,025명)

다. 교훈 : 스스로 참되고 슬기롭게

라. 역 교장

1967. 03. 15 초 교장 김진구 1969. 03. 01 제02 한 일

1971. 09. 01 제03 김경주 1972. 03. 01 제04 박용식

1975. 04. 07 제05 류흥수 1977. 03. 01 제06 신동하

1979. 03. 01 제07 김인명 1980. 09. 01 제08 강건백

1982. 10. 01 제09 김석기 1983. 09. 01 제10 한기운

1984. 09. 01 제11 강천희 1985. 09. 01 제12 이병춘

1988. 03. 01 제13 최범식 1992. 03. 01 제14 오혜

1995. 03. 01 제15 이상록 1999. 03. 01 제16 이성욱

1999. 09. 01 제17 노봉수 2000. 09. 01 제18 김경남

2002. 09. 01 제19 고범수 2003. 09. 01 제20 홍 표

2005. 09. 01 제21 정상근 2007. 09. 01 제22 박창식

갑천고등학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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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가 작곡 : 한상의 / 작사 : 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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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족사관고등학교

가. 위치 :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봉화로 800

(구주소 :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1300번지)

나. 연혁 :

2012년 04. 14 세계 명문고교로 조직된 G20 High School의

회원학교로 가입

03. 01 제17회 입학식(151명)

제7 교장 윤정일 취임

주5일제 수업 전면 도입

02. 18 제14회 졸업식(148명, 누계1,302명)

2011년 11. 19 제1회 민족사관고등학교 후원음악회 개최

11. 02 Futsal경기장 준공

10. 19 전국도서관 운 평가 국무총리상

07. 20 평생교육원을 교육연구원으로 개편

06. 10 제1회 민족사관고등학교-한국과학 재학교

체육 교류전 개최

05. 11 KMLA e-Newsletter 창간호 발간

03. 01 제16회 입학식(161명)

Incentive System 도입

02. 11 제13회 졸업식(157명 누계1,154명)

다. 교훈 : 民族主體性 敎育으로 내일의 밝은 祖國을出世하기 위

한 工夫를 하지 말고 學問을 위한 工夫를 하자.

出世를 위한 進路를 택하지 말고 素質과 適性에 맞는

進路를 택하자.

이것이 나의 진정한 幸福이고 내일의 밝은 祖國이다.

라. 역 교장

제1 이규철 교장 제2 김용제 교장

제3 장 복 교장 제4 최명재 교장

제5 이돈희 교장 제6 윤정일 교장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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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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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사관고등학교 전경(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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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폐교

지금까지 30여개 초등학교 폐교 중 태기분교와 매화분교는 설

립부터 폐교까지 분교 으나 그외 학교는 설립당시 분교 지만

그후 학생수 증가로 본교로 승격 수 십년간 지역 중심 공동처로

서 왕성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학생수 감소로 인근

학교로 통폐합되며 시간이 흐른 지금은 그 자료가 없어진 학교가

많아 교훈, 연혁, 교가 등을 찾을 길이 없다.

1. 전체폐교

(1) 덕고초등학교

가. 위치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정암리 454번지

나. 교훈 : 바른 마음과 바른 행동으로 최선을 다하는 어린이

다. 연혁 : - 1943. 4. 1 정명학원 설립(설립자 조명진)

- 1947. 4. 1 창림초등학교 정암분교 인가

- 1947. 4. 10 개교

- 1949. 5. 10 덕고국민학교로 승격 인가

- 1949. 6. 25 덕고초등학교 개교 (3학급 편성)

- 1949. 9. 20 3교실 신축 낙성

- 2008. 2. 15 제 57회졸업식 거행

- 2009. 3. 1 폐교(횡성초등학교로 통합)

라. 역 교장

제 1 허봉수(1949. 6. 1), 제 2 목 훈(1961. 3. 1)

제 3 정곤시(1966. 3. 1), 제 4 이기열(1967. 3. 1)

제 5 유봉수(1973. 2. 23) 제 6 김복규(1973. 3. 1)

제 7 권성희(1976. 9. 1) 제 8 정우 (198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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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이병오(1983. 3. 1) 제 10 이낙연(1985. 3. 1)

제 11 탁낙구(1988. 9. 1) 제 12 원일상(1991. 9. 1)

제 13 이 국(1994. 9. 1) 제 14 김학선1998. 3. 1)

제 15 이 청 (1999. 3. 1) 제 16 윤호상(2000. 3. 1)

제 17 조원천(2003. 3. 1) 제 18 용남식(2005. 3. 1)

제 19 남효일(2006. 9. 1)

바.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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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동초등학교

가. 위치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옥동리 177번지

나. 교훈

다. 연혁 : - 1946. 4. 1 성동국밈학교 개교

- 1996. 3. 1 성동초등학교로 개명

- 1999.2.19제48회8명졸업(남2명,여6명총1642명졸업)

- 1999. 9. 1 성동초등학교 폐교

- 1999. 9. 1 성북초등학교로 통합

라. 역 교장

제 1 권병두(1950. 6. 30), 제 2 박동일(1951. 12. 31),

제 3 신홍식(1952. 8. 31), 제 4 박광철(1953. 3. 31),

제 5 유하 (1954. 5. 23), 제 6 전걸윤(1956. 3. 31),

제 7 박기봉(1957. 6. 5), 제 8 권문원(1961. 3. 31),

제 9 박병규(1965. 3. 31), 제 10 엄상현(1966. 3. 1),

제 11 김용희(1971. 3. 1), 제 12 최성침(1976. 9. 1),

제 13 신항순(1982. 9. 1), 제 14 이병지(1985. 9. 1),

제 15 정 섭(1988. 3. 1), 제 16 김병준(1993. 3. 1),

제 17 신윤선(1996. 3. 1), 제 18 이은직(1998. 3. 1)

마. 교가

1절

태백의정기모은국사봉아래

슬기와사랑으로뭉쳐진우리

배움의횃불들고여기모 네

배움의횃불들고여기모 네

배우자부지런히 한의아들딸

빛내자우리학교성동국민학교

2절

설악의아름다운정기를받고

내고장빛내려고태어난우리

배움의횃불들고여기모 네

배움의횃불들고여기모 네

배우자부지런히 한의아들딸

빛내자우리학교성동국민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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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덕원초등학교

가. 위치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오원리 618-1

나. 교훈

다. 연혁 : - 1947. 6. 1 우천초등학교 오원분교장으로 설립 인가

- 1953. 3. 25 덕원국민학교로 설립 인가

- 1995. 2. 15 제 40회 졸업식(남3, 여 6명 계8명)

- 1995. 2. 28 우천국민학교로 통페합

라. 역 교장

1 전찬윤, 2 박찬식, 3 이병욱, 4 연복희,

5 원관희, 6 원현관, 7 권병두, 8 김종찬,

9 이경의, 10 권병기, 11 한승규, 12 김진렬,

13 이현규, 14 홍부섭

(4) 용둔초등학교

가. 위치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 75-2

나. 교훈 : - 고운말쓰기

- 착한 일 먼저 하기

- 인사 잘 하기

다. 연혁 : - 1944. 5. 31 용둔국민하교 승격 인가

- 1944. 6. 20 용둔초등학교 개교

성동초등학교 예전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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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2. 16 제 48회 졸업식 거행(총 1552명)

- 1996. 2. 29 우천국민학교로 통폐합

라. 역 교장

1 김국재, 2 유봉수, 3 김진호, 4 최계근,

5 권병두, 6 오세강, 7 임 빈, 8 김동시,

9 신항순, 10 전남제, 11 조혁묵, 12 권성희,

13 정운시, 14 권성희, 15 권오춘, 16 한용호,

17 이어연

마.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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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화분교

가. 위치 :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908번지

나. 교훈 : 본교와 같음

다. 연혁 : - 1966. 2. 29 안흥국민하교 매화분실 설치 인가

- 1966. 12. 5 안흥초등학교 매화 분교장 설치 인가

- 1990. 2. 28 안흥초등학교 매화 분교장 폐교

(6) 상대분초등학교

가. 위치 :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지구리 95번지

나. 연혁 : - 1962. 4. 4 안흥초등학교 상 분실 인가.

- 1964. 12. 21 안흥초등학교 상 분교장 설립 인가

- 1965 3. 5 상 분교장 개교

- 1992. 2. 28 안흥초등학교 상 분교장 폐교

상대분교 전경사진

매화분교 예전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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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안초등학교

가. 위치 :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상안리 517

나. 연혁 : - 1960. 4. 1 안흥국민학교 상안분실 설치 인가

- 1964. 3. 1 상안국민학교로 승격

- 1995. 3. 1 상안초등학교 폐교

다. 역 교장

제1 권연우 64.4.10~72.8.31 제2 이기열 71.9.1~74.8.31

제3 권오상 74.9.1~76.8.31 제4 허 찬 76.9.1~78.8.31

제5 이병오 78.9.1~83.2.18 제6 이석동 81.3.1~86.2.18

제7 조남흥 86.3.1~89.8.31

(8) 가천초등학교

가. 위치 :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주천강로 1377

나. 연혁 : -1964.03.01 강림초등학교 가천분실 인가

- 1965.03.27 강림초등학교 가천분교 인가

- 1968.03.01 가천초등학교 인가

- 1968.03.20 제 1 교장 유준수 부임

- 1994.02.17 제 26회 마지막 졸업

- 1994.03.01 강림국민학교 통폐합

다. 역 교장

제1 유준수68.03.20 ~ 70.02.28 제2 한명순70.03.01 ~ 72.08.31

제3 권오상72.09.01 ~ 74.08.31 제4 우광전74.09.01 ~ 76.08.31

제5 지창현76.09.01 ~ 81.08.31 제6 최재규81.09.01 ~ 86.08.31

제7 원용의86.09.01 ~ 88.08.31 제8 이재학88.09.01 ~ 89.08.31

제9 원일상89.09.01 ~ 91.08.31 제10 이오근91.09.01 ~ 9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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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곡초등학교

가. 위치 :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태종로 부곡6길

나. 연혁 : - 1947.03.19 강림초등학교 무례분교 설립인가

-1947.03.24 분교장 개교

-1951.07.24 제 1 교장 조봉택 부임

-1952.02.09 부곡초등학교 승격 인가

-1989.03.01 부곡분교장(강림국교)으로 격하

-1996.03.01 강림(부곡) 초등학교 교명 변경

-2011.02.11 제 77회(분교 60회) 마지막 졸업식

-졸업생 1명, 재학생 5학년 3명(강림초교로 통폐합)

다. 역 교장

제1 조봉택51.07.24~52.10.30 제2 진 봉52.10.31~54.10.30

제3 고성호54.10.31~58.04.29 제4 전한준58.04.30~61.03.30

제5 최종각61.03.31~61.09.29 제6 신재일61.09.30~64.02.05

제7 우광전64.02.06~64.03.04 제8 오세강64.03.05~68.04.30

제9 신현구68.05.01~71.08.31 제10 지창현71.09.01~74.08.31

제11 김준중74.09.01~78.08.31 제12 석운경78.09.01~82.02.28

제13 황명수82.03.01~86.08.31 제14 이진우86.09.01~91.08.19

제15 이재학91.08.20~91.08.31 제16 양승범91.09.01~95.08.31

제17 최동관95.09.01~98.08.31 제18 원 식98.09.01~99.08.31

제19 남궁진99.09.01~00.08.31 제20 최용기00.09.01~05.02.28

제21 이종훈05.03.01~09.02.28 제22 정재 09.03.01~2012.02.28

(10) 월현초등학교

가. 위치 :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주천강로 488

나. 연혁 : -1946.12.19 강림 공립 초등학교 월현 분교장 인가

-1947.03.20 월현 분교장 개교

-1950.01.04 월현 초등학교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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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05.31 초 교장 한복성 부임

-1991.02.28 제 41회 졸업(1022명)

-1991.03.01 제 17 교장 김창한 부임

-1992.03.01 강림초등학교 월현 분교장으로 격하

-1995.02.28 폐교

다. 역 교장

제1 한복성50.05.31 ~ 53.02.27 제2 원국현53.02.28 ~ 55.02.27

제3 김경식55.02.28 ~ 59.03.30 제4 심용식59.03.31 ~ 60.04.14

제5 엄 창60.04.15 ~ 60.12.01 제6 김재은60.12.02 ~ 64.04.09

제7 신항순64.04.10 ~ 67.05.31 제8 임 복67.06.01 ~ 69.08.31

제9 권오상69.09.01 ~ 72.08.31 제10 우광전72.09.01 ~ 74.08.31

제11 유준수74.09.01 ~ 79.08.31 제12 정형섭79.09.01 ~ 84.08.31

제13 김 범84.09.01 ~ 85.08.31 제14 윤 팔85.09.01 ~ 87.03.06

제15 이계화87.03.07 ~ 89.08.31 제16 강현일89.09.01 ~ 91.02.28

제17 김창한91.03.01 ~ 95.02.28

(11) 영교초등학교

가. 위치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삽교1리

나. 연혁 : -1940.8.28둔내공립소학교부설삽교간이학교설립인가

-1950. 4. 30 교초등학교 승격

-1996. 2. 28 폐교

(12) 조항초등학교

가. 위치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조항리 566-2

나.연혁 : -1953. 9. 30 호초등학교 조항분교장 설립 인가

-1957. 2. 25 조항초등학교 설립 인가

-1984. 3. 1 둔내초등학교 조항분교장 격하

-1999. 9.1 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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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태기분교

태기산 일 의 화전민이 늘어나고 마을이 번성하면서 취학어린

이들의 먼 거리 학교 통학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태기분교가 설립

되었다. 그러나 1970년 화전금지에 의한 화전민 이주로 군내

에서 가장 먼저 문을 닫았다. 횡성에서 가장 고지 에 위치하

으며 운동장은 임도로 변했고 건물 일부의 콘크리트 잔해가 남

아있다. 아쉽게도 연혁 등 자료를 찾을 길이 없었다.

(14)현천초등학교

가.위치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현천라 1103

나.연혁 : -1942. 4. 13현천초등학교 설립 인가

-1942. 5. 12 현천초등학교 개교

-1999. 3. 1 폐교

(15) 명신초등학교

가. 위치 :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병지방리338의 6

나. 연혁 : - 1941. 9. 1 병지방 간이학교 인가

- 1943. 3. 31 병지방국민학교로 능력 인가

- 1952. 4. 1 명신국민학교로 개칭

- 1995. 2. 26 제 46회 졸업식 거행 2명 총 597명

다. 역 교장

1947.10.31제1 교장홍순익부임 1949. 5.31제2 교장허찬부임

1952. 4.30제3 교장장용진부임 1952.10.31제4 교장최 옥부임

1955.4.25제5 교장이 식부임 1958.6.30제6 교장계기풍부임

1959.3.31제7 교장최응각부임 1961.9.30제8 교장김승룡부임

1965.9. 1 제9 교장원용의부임 1970.3. 1 제10 교장유준수부임

1974.4. 1 제11 교장최승하부임 1976.9. 1 제12 교장정우 부임

1981.9. 1 제13 교장이길수부임 1983.3. 1 제14 교장이두환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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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3. 1 제15 교장배명양부임 1986.3. 1 제16 교장이창우부임

1992.3. 1 제18 교장김창한부임 1994.7. 2 제19 교장김 헌부임

(16) 화성초등학교

가. 위치 :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구방리 393

나. 교훈 : 참된사람, 부지런한 사람, 튼튼한 사람

다. 연혁 : - 1946. 11. 12 화성국민학교로 인가

- 1991. 2. 19 제 42회 졸업식

- 1996. 3. 1 화성초등학교로 개칭

- 1997. 3. 1 화성초등학교 폐교

라.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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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금평초등학교

가. 위치 ;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춘당1리 216-1번지

나. 연혁 : - 1964. 12. 24 청일초등학교 사곡분교장 설립 인가

- 1970. 12. 31 금평국민학교로 승격

- 1972. 2. 29 제 1회 졸업(24명)

- 1989. 3. 1 금평 분교로 격하

- 2001. 2 제 26회 졸업식(⇦ 졸업생 386명)

- 2001. 3. 1 폐교

다. 역 교장

제1 정 1971.3.1-1974.8.31 제2 최재규1974.9.1-1976.8.31

제3 우광전1976.9.1-1977.8.31 제4 이두환1977.9.1-1982.8.31

제5 원후정1982.9.1-1985.2.28 제6 김종성1985.3.1-1987.8.31

제7 최재응1987.9.1-1989.2.28 1989.3.1 금평분교로격하

금평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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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봉덕초등학교

가. 위치 : 횡성군 청일면 갑천로 360번

나. 연혁 : -1946.11.12봉덕초등학교설립인가

-1947.3.31초 교장원장식피임

-1948.11.14신축교사6개교실낙성(가교사)

-1966.12.22교사10개교실화재로전소(목조함석6기와4)

-1970.03.01신 국민학교/태기분교로소속변경(태기분교장)

-2004.02.1255회졸업식거행(총2,419명)

-2005.02.18졸업(총2,423명)

-2005.03.01청일초등학교에통폐합

다. 역 교장

초 원장식1947.3.31~1948.5.30 2 홍재선1948.5.31~1948.7.30

3 정성수1948.7.31~1954.2.27 4 전찬윤1954.2.28~1956.3.30

5 박삼성1956.3.31~1959.3.30 6 정덕 1959.3.31~1961.3.30

7 허만달1961.3.31~1965.4.14 8 정덕 1965.4.15~1971.3.7

9 안 현1971.3.8~1972.9.1 10 강용선1972.9.20~1974.9.1

11 정 1974.9.1~1979.9.1 12 이학범1979.9.1~1983.2.28

13 정 1983.3.1~1988.9.1 14 최광현1988.9.1~1991.9.1

15 정 1991.9.1~1993.3.1 16 류경수1993.3.1~1994.6.8

17 이기선 1994.6.27~1996.2.29 18 원각연 1996.3.1~1996.2.29

19 박창재 1996.4.1~1999.3.1 20 김 근 1999.3.1~2000.8.31

21 배오봉 2000.9.1~2003.9.1 22 신동현 2003.9.1~2005.3.1

라. 기타

1970년 에는 학교에 축구부도 있었을 정도로 학생 수가 많았

으나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2005년 3월 1일자로 청일초등학교에

통폐합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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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가

봉덕초등학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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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덕초등학교 과거 전경

가곡초등학교 과거 전경

(19) 가곡초등학교

가. 위치 : 공근면 가곡리

나. 연혁 : - 1976. 2..제 32회 졸업(24명 졸업)

-1980. 2. 14. 제 36회 졸업(17명 졸업)

-1990. 2. 17. 제 46회 졸업( 7명 졸업)

-1992. 2. . 제 48회 졸업(9명 졸업)

-1995. 3. 1. 가곡분교장 5,6학년 공근초교 통합수업

-1999. 2. 28. 폐교 공근초등학교에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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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공명초등학교

가. 위치 : 공근면 공근리 43-1

나. 연혁 : -1948. 9. 15. 가곡국민학교 공근분교로 설립인가

-1948. 10. 5. 개교식 거행

-1953. 3. 25. 공명국민학교로 승격 인가

-1965. 3. 1. 제 6 교장 황병규 부임

-1979. 2. . 제 25회 졸업식 거행(25명 졸업)

-1984. 3. 1. 폐교 공근초등학교에 통합

다. 교가

공명초등학교 과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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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광덕초등학교

가. 위치 : 공근면 초원 1리 155

나. 연혁 : -1947. 9. 1. 공근국민학교 초원분교장 인가

- 1951. 1. . 6.25 동란으로 교사 전소

- 1953. 3. 25. 광덕국민학교로 승격 인가됨

- 1954. 3. 25. 제 1회졸업식거행, (초 교장오세경)

- 1988. 3. 1. 공근초등학교 광덕분교장으로 격하

- 2012. 3. 1. 폐교, 공근초등학교에 통폐합

(22) 상창초등학교

가. 위치 : 공근면 부창리 209

나. 교훈 : 참되게 배우고 굳세게 익혀서 나라 기둥 되자

다. 연혁 : - 1941. 4. 1. 가곡국민학교부설상토동간이학교인가

-1945. 10. 01. 부창공립국민학교로 승격 인가

-1947. 09. 01. 초 교장 정순원 부임

-1949. 03. 20. 상창공립국민학교로 교명 개칭

-2006. 2. 20. 제 57회 졸업식 거행(연 1378명 졸업)

-2009. 3. 1. 폐교, 공근초등학교에 통폐합

라. 역 교장

초 교장 정순원(1947), 유봉수(1948-1950), 허 찬(1951),

유봉수(1951-1961), 김복규(1961-1965), 유봉수(1965-1968),

이양동(1968-1971), 장용진(1972-1973), 신의순(1973-)

태규동(1975-1978), 정규철(1978-1984), 정준수(1984-1989),

태규동(1989-1991), 한승규(1991-?), 이연종(1999-?),

김봉운(2005-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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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부창리 유경수 학교부지 희사

마. 교가

1991년 학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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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학교 전경

(23) 신흥초등학교

가. 위치 : 공근면 어둔리 171

나. 연혁 : -1949. 10. 1. 상창국민학교 어둔분교장의 설립인가

-1949. 10. 15. 개교식

-1953. 3. 25. 신흥국민학교로 승격 인가

-1986. 2. 18. 제 31 졸업식거행(8명) 총 305명졸업

-1982. 3. 1. 상창초등학교 신흥분교장으로 격하

-1995. 2. 28. 폐교

(24) 창봉초등학교

가. 위치 : 공근면 창봉리 512

나. 연혁 : - 1948. 3. 10. 공근초등학교창봉분교장의설치인가

- 1950. 6. 27. 동란으로 휴교

- 1953. 3. 20. 초등학교로 승격 인가됨

- 1953. 3. 31. 초 교장 황병규 부임

- 1987. 2. 18. 제 34회 졸업식 거행

- 1995. 3. 1. 폐교, 공근초등학교에 통합

라. 역 교장

황병규(1953-1963), 차만수(1974-1967), 유봉수(1968-?),

이도복(1985_1986), 이강업(1987-?)이후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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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금대초등학교

가. 위치 :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금 리 204-10

나. 연혁 : -1946. 11. 13 금 초등학교 설립 인가

-1946. 11. 21 금 초등학교 개교

-1983. 3. 1 유현초등학교 금 분교장 격하

-2002. 3. 1 폐교

(26) 물안초등학교

가. 위치 :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석화리 719

나. 연혁 : -1946. 1. 20 서원초등학교 물안분교장 설립 인가

-1947. 3. 1 물안초등학교 승격

-1984. 3. 1 서원초등학교 물안분교장 격하

- 1995. 3.1 폐교

(27) 석화초등학교

태기분교 다음으로 (1980년 ) 폐교되었으며 매각되어 수련원

이 되었다. 폐교 매각 된지 오래 되어 기록 소멸로 연혁 등 자료

를 찾을 수 없다.

(28) 압곡초등학교

가. 위치 :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압곡리

나. 연혁 : -1948. 10. 1 서원초등학교 압곡분교장 인가

-1948. 11. 1 개교식(2학급 편성) 공회당에서 수업

(초 교사 최성침)

(29) 옥인초등학교

가. 위치 :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 488

나. 연혁 : -1953. 3. 4 서원초등학교 옥인분교장 설립 인가

-1954. 3. 27 옥인초등학교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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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3. 1 서원초등학교 옥인분교장 격하

- 1994. 3. 1 페교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이관리하고

있으며횡성관내각급학교야 장으로활용하고있다.)

(30) 광동초등학교11)

가. 위치 :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유현2리 1055-2

나. 연혁 : - 1910삼위학당설립

- 1912교사신축준공(2개교실)

- 1931. 4. 1 성심학원으로개칭인가

- 1938. 4. 1심상과로개편 (5년제)

- 1946. 12.10광동사립초등학교로개칭인가(6년제)

교직원3명교장-김학용신부

- 1951. 1. 20 6?25전쟁으로교사1동전소

- 1952. 9. 1 아동증가로1학그1증설

- 1954. 4. 1 전임교감제로편성

- 1957. 10. 1전임교감제폐지,

학부모들의성의로1개교실증축

- 1958. 4. 1 교직원봉급3학급을국고에서보조

- 1958. 10. 1 5학급편성

- 1960. 12. 5현교사신축

- 1963. 7. 8 교장이웅현신부부임

- 1963.10.28인보성체수도회소속선생수녀3명부임

- 1967. 8. 20교장강 형신부부임

- 1969. 5춘천교구에서원주교구학교법인

진광학원으로이양됨

- 1969. 6. 13교장최승하부임

- 1972. 3. 1 천주교원주교구학교법인

진광학원에서횡성군공립학교로설립자변경인가

11)원주교구 30년사 469~4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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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 3. 2 설립자변경이양식거행

- 1982. 3. 1 유현초등학교광동분교로격하

- 1994. 2. 17제 45회졸업식

- 1995. 8교사 2학생8명

- 199 광동분교폐교

다. 기타

1910년 삼위학당으로 개교이래 1999년 폐교가 되기까지 신앙

의 깊은 샘이 흘렀기에 광동국민학교를 졸업하여 사제가 된 이는

송성식, 송병철, 최기식, 조규남, 조규정, 조규덕, 박 수신부이

며 이옥성 수녀를 비롯하여 많은 수도자들이 배출되었다.

라. 졸업생 현황

(50년 까지는 여학생의 취학율이 남학생의 50%로 저조함)

1회~4회 기록 없음, 5회 11명(1952. 3. 25),

6회 16명(1953. 3. 25), 7회 11명(1954. 3. 24),

8회 17명(1955. 3. 24), 9회 11명(1956. 3. 22),

10회 22명(1957. 3. 16), 11회 25명(1958. 3. 24),

12회 9명(1959. 3. 1), 13회 10명(1960. 3. 10),

14회 9명(1961. 3. 14), 15회 5명(1962. 2. 12),

16회 5명(1964. 2. 10), 17회 18명(1965. 2. 18),

18회 15명(1966. 2. 12), 19회 10명(1967. 2. 11),

20회 19명(1868. 2. 9), 21회 14명(1969. 2. 9),

22회 18명(1970. 2. 15), 23회 14명(1971.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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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청 관리 폐교

취학어린이 감소로 80년 부터 현재까지 30개교의 초등학교가

폐교되었는데 상안, 태기분교, 창봉, 석화, 명신, 교, 광동분교

는 매각되었고 교육청 관리 상학교는 성동, 덕고, 덕원, 용둔,

가천, 상 , 월현, 부곡, 매화, 조항, 현천, 금평, 봉덕, 가곡, 상창,

신흥,공명, 광덕, 금 , 물안, 옥인, 압곡분교로서 부분 임 를

주고 있으며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12)

12) 강원도 교육청,『폐교재산 활용안내』,2012



150 | 횡성의 근현대교육

▶▶▶ 덕고초등학교 ◀◀◀

가.위치:강원도횡성군횡성읍정암리454번지

나.교훈:바른마음과바른행동으로최선을다하는어린이

라.연혁:

일반현황

● 소 재 지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정암리 454번지

● 학교설립 : 1947. 04. 10. 창림초등학교 덕고분교로 인가

1949. 05. 10. 덕고국민학교로 개교

● 학교폐지 : 2009. 03. 01. 폐교(57회 1540명 졸업)

재산현황

● 토 지 :4필지11,3342㎡

● 건 물 :교사건물 -1동563.01㎡

부속건물- 6동239.53㎡

관리현황

● 임 기간 : 2009. 03. 18~2014. 03. 17(5년)

● 임 목적 :농촌관광체험학습장

● 임 료 :연간7,401천원

지역특성

● 주 산 물 :옥수수,고추,복분자등밭작물및일부농가한우사육지

● 주변여건 :치악산국립공원,덕고산(528㎡)인접으로휴양지의전망이높음

● 특이사항 : 새말 - 원주간 도로변에 인접함.

활용가능용도

● 농촌관광체험학습장,친환경농산물생산판매,지역주민복지시설사용등

(2012년 매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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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초등학교 ◀◀◀

일반현황

● 소 재 지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옥동리 177 번지

● 학교설립 : 1946. 04. 01. 횡성국민학교 부설 옥동분교장 인가

1949. 05. 10. 성동국민학교로 개교

● 학교폐지 : 1999. 09. 01. 폐교(48회 1,648명 졸업)

재산현황

● 토 지 :4필지9,483㎡

● 건 물 :교사건물-2동735.51㎡(단층8실)

부속건물-5동134.61㎡

관리현황

● 임 기간:2007. 10. 08〜2012. 10. 07 (5년)

● 임 목적:향토민속박물관

● 임 료:연간6,,886천원

지역특성

● 주 산 물 :옥수수,채소등밭작물및수도작재배와일부농가한우사육지역

● 주변여건 :횡성먹거리단지,덕고산(528m)의인접으로휴양지로서의전망이높음

● 특이사항 : 지방유형재 자료 제17호 운암정, 섬강 유원지, 축협사료공장

인근지역

활용가능용도

● 전시유물관람,전통놀이문화체험(투호,널뛰기,떡메치기등),소규모농사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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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둔초등학교 ◀◀◀

일반현황

● 소 재 지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 75 - 2번지

● 학교설립 : 1937. 05. 13. 정금국민학교 하산전간이학교 인가

1937. 10. 19. 하산전 간이학교 개교

1944. 05. 20. 용둔국민학교 승격

● 학교폐지 : 1996. 03. 01. 폐교(48회 1,552명 졸업)

재산현황

● 토 지 :3필지9,364㎡

● 건 물 :교사건물-2동591.91㎡(단층6실)

부속건물-5동145.13㎡

관리현황

● 임 기간:2010. 9. 20〜2012. 9. 19(2년)

● 임 목적:한얼문예박물관

● 임 료:연간5,648천원

지역특성

● 주 산 물 :고추,옥수수,채소등밭작물및수도작재배와일부한우사육지역

● 주변여건 :치악산국립공원,한우프라자,강원참숫인접으로소득증 에기 효과

● 특이사항 : 동고속도로 새말TG 인근 네넬란드 참전비와 한우육류 상

설매장운

활용가능용도

● 문화체험장,지역특산물판매시설,마을주민복리공간,문화유산관람및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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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화분교장 ◀◀◀

일반현황

● 소 재 지 :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908번지

● 학교설립 : 1968. 12. 05. 안흥국민학교 매화분교 설치인가

1969. 03. 01. 안흥국민학교 매화분교 개교

● 학교폐지 : 1989. 03. 01. 폐교(15회 178명 졸업)

재산현황

● 토 지 :4필지8,609㎡

● 건 물 :노후로건물철거

관리현황

● 임 기간:2011. 07. 25~2016. 07. 24(5년)

● 임 목적:오토캠핑장

● 임 료:연간8,250천원

지역특성

● 주 산 물 :옥수수,고랭지채소등밭작물및일부농가한우사육지역

● 주변여건 :매화산등산로,안흥찐빵마을,코레스코,인접학교인근에주택이없음

● 특이사항 : 새말 - 월주천간도로변에인접함.

활용가능용도

● 오토캠핑장,농경지(목초재배),장류숙성장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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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분교장 ◀◀◀

일반현황

● 소 재 지 :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지구리 139 번지

● 학교설립 : 1964. 12. 21. 안흥국민학교 상 분교 인가

1965. 03. 05. 안흥초등학교 상 분교 개교

● 학교폐지 : 1992. 03. 01. 폐교(14회 187명 졸업)

재산현황

● 토 지 :2필지4,971㎡

● 건 물 :건물노후로철거

관리현황

● 임 기간:2009. 01. 06〜2014. 01. 05 (5년)

● 임 목적:장비주정차

● 임 료:연간2,200천원

지역특성

● 주 산 물 :약초,콩,옥수수,채소등밭작물및육우소사육지역

● 주변여건 :산간오지의학교로서산과계곡으로형성되어있음

● 특이사항 : 안흥찐빵마을인근지에위치함.

활용가능용도

● 장비주정차,지역주민체육공간,농산물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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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호분교장 ◀◀◀

일반현황

● 소 재 지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랑리 363번지

● 학교설립 : 1947. 11. 01. 현천국민학교 랑분교장 인가

1953. 03. 25. 호국민학교 인가

1953. 04. 17. 호국민학교 개교

● 학교폐지 : 2008. 03. 01. 폐교(47회 933명 졸업)

재산현황

● 토 지 :1필지14,437㎡

● 건 물 :교사건물-1동328.32㎡(단층3.5실)

부속건물-2동 32.55㎡

관리현황

● 임 기간:2008. 04. 04 - 2013. 04. 03(5년)

● 임 목적:마을주민복리증진

● 임 료:연간5,195천원

지역특성

● 주 산 물 :수도작(친환경오리쌀),고랭지채소등(양채,토마토)

● 주변여건 :안흥찐빵마을,성우리조트,태기산,태종 ,

● 특이사항 : 태기산 - 안흥 - 강림 - 월수주간도로변에인접함.

활용가능용도

● 농촌바로알기생태체험,친환경농산물(쌀,채소)판매,송인석선생한학배움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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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항분교장 ◀◀◀

일반현황

● 소 재 지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조항리 566 - 2 번지

● 학교설립 : 1953. 09. 30. 호국민학교 조항분교장 설립인가

1957. 02. 25. 조항국민학교 설립인가

1984. 03. 01. 조항분교장 격하

● 학교폐지 : 1999. 09. 01. 폐교(32회 681명 졸업)

재산현황

● 토 지 :3필지9,732㎡

● 건 물 :교사건물-1동253.89㎡(단층3실)

부속건물-3동 89.25㎡

관리현황

● 임 기간:2007. 2. 14〜2012. 2. 13(5년)

● 임 목적:지역주민문화공간

● 임 료:연간2,558천원

지역특성

● 주 산 물 :고랭지채소(양상추,부로크리,양배추등)재배,

일부느타리버섯재배지역

● 주변여건 :오스타골프장,현 성우리조트에근접지역경제에소득원이기 됨

● 특이사항 : 새농촌건설시범우수마을

활용가능용도

● 우리농산물판매장,마을주민복리공간,소규모가족단위민박체육활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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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천초등학교 ◀◀◀

일반현황

● 소 재 지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1103 번지

● 학교설립 : 1942. 04. 13. 현천국민학교 설립 인가

1942. 05. 12. 현천초등학교 개교

● 학교폐지 : 1999. 03. 01. 폐교(53회 2,480명 졸업)

재산현황

● 토 지 :1필지15,530㎡

● 건 물 :교사건물-1동1,145.18㎡(2층11실)

관리현황

● 임 기간:미활용폐교

● 임 목적:

● 임 료:

지역특성

● 주 산 물 :더덕,감자,고냉지채소등밭작물및수도작재배,한우사육지역

● 주변여건 :성우리조트,창태산휴양지,홀로세생태학교가소재휴양지로기 효과

● 특이사항 : 원주 - 강릉간 동고속도둔내 TG에서 3K지점인접학교

활용가능용도

● 농경지재배,농산물판매,목초재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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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평분교장 ◀◀◀

일반현황

● 소 재 지 :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춘당리 216-1번지

● 학교설립 : 1964. 12. 24. 청일국민학교 사곡분교 설립인가

1970. 12. 31. 금평국민학교로 승격

1989. 03. 01. 청일국민학교 금평분교장 격하

● 학교폐지 : 2000. 03. 01. 폐교(26회 386명 졸업)

재산현황

● 토 지 :5필지9,237㎡

● 건 물 :교사건물-1동385.96㎡(단층4실)

부속건물-6동293.83㎡

관리현황

● 임 기간:2008. 02. 22〜2013. 02. 21(5년)

● 임 목적:주민소득복지증진

● 임 료:연간4,062천원

지역특성

● 주 산 물 :고추,옥수수,채소등밭작물및일부수도작재배지역

● 주변여건 :운문산(980m),봉복산(1,022m)등산로,주말농원의인접소득효과기 됨

● 특이사항 : 강원도지방유형문화재60호신 리3층석탑이인근지에있음

활용가능용도

● 청소년체험학습및수련시설,농산물판매,지역주민복리및체육공간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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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덕초등학교 ◀◀◀

일반현황

● 소 재 지 :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갑천리 360 번지

● 학교설립 : 1946. 11. 12. 봉덕국민학교 설립 인가

1946. 11. 12. 봉덕초등학교 개교

● 학교폐지 : 2005. 03. 01. 폐교(55회 2,419명 졸업)

재산현황

● 토 지 :3필지15,210㎡

● 건 물 :교사건물-1동852.96㎡(2층10실)

부속건물-8동249.08㎡

관리현황

● 임 기간:2008. 04. 11〜2013. 04. 10(5년)

● 임 목적:주민복리증진

● 임 료:연간6,182천원

지역특성

● 주 산 물 :더덕,옥수수,채소등밭작물및수도작재배,한우사육지역

● 주변여건 :현 성우리조트,청일관광농원,봉복사와인접외지인유치로소득증가

● 특이사항 : 강원도지정문화재 60호 신 리 3층석탑의유형물이인근에

소재함

활용가능용도

● 청소년체험학습및수련시설,농산물판매,지역주민체육시설활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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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창초등학교 ◀◀◀

일반현황

● 소 재 지 :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부창리 208-5번지

● 학교설립 : 1941. 04. 01. 가곡국민학교 부설간이학교 인가

1949. 03. 20. 상창국민학교로 개교

● 학교폐지 : 2009. 03. 01. 폐교(60회 1388명 졸업)

재산현황

● 토 지 :3필지6,944㎡

● 건 물 :교사건물-1동769㎡

부속건물-6동237.73㎡

관리현황

● 임 기간:2009. 09. 03~2014. 09. 02(5년)

● 임 목적:자연건강생명과학체험학습의장

● 임 료:연간26,034천원

지역특성

● 주 산 물 :옥수수,고랭지채소등밭작물및일부농가한우사육지역

● 주변여건 : 관광종합사격장(스포랜드),석불좌상,삼층석탑이소재하고있음

● 특이사항 : 자연건강생명과학체험학습의장, 자연생태과학캠프,

자연과학미술캠프

활용가능용도

● 농경지재배,농산물판매,목초재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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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흥분교장 ◀◀◀

일반현황

● 소 재 지 :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어둔리 171-1 번지

● 학교설립 : 1949. 10. 01. 상창국민학교 어둔분교장 설립인가

1953. 03. 05. 신흥국민학교로 승격

1982. 03. 01. 상창초등학교 신흥분교장 격하

● 학교폐지 : 1995. 03. 01. 폐교(40회 341명 졸업)

재산현황

● 토 지 :3필지15,210㎡5필지7,281㎡

● 건 물 :교사건물-2동344.06㎡(단층4실)

부속건물-2동138.60㎡

관리현황

● 임 기간:2008. 01. 01〜2012. 12. 31(5년)

● 임 목적:마을주민복리공간

● 임 료:연간3,542천원

지역특성

● 주 산 물 :고추,옥수수,채소등밭작물및수도작일부재배지역

● 주변여건 :오음산이근접휴양지로활용되고,장송모도자연구원이소재하고있음

● 특이사항 : 중앙고속도로원주 - 춘천간도로에인접

활용가능용도

● 소규모수련시설,농산물직거래판매,지역주민복지공간,SK자매사연수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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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대분교장 ◀◀◀

일반현황

● 소 재 지 :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금 리 204 -10 번지

● 학교설립 : 1946. 11. 13. 금 국민학교 설립인가

1946. 12. 21. 금 국민학교 개교

1983. 03. 01. 유현국민학교 금 분교장 격하

● 학교폐지 : 2002. 03. 01. 폐교(48회 585명 졸업)

재산현황

● 토 지 :1필지15,359㎡

● 건 물 :교사건물-1동303.05㎡(단층3실)

부속건물-3동 82.98㎡

관리현황

● 임 기간:2008. 10. 26〜2013. 10. 25(5년)

● 임 목적:귀농학교

● 임 료:연간5,829천원

지역특성

● 주 산 물 :더덕,옥수수,채소등밭작물재배,일부한우사육지역

● 주변여건 :한솔오크벨리,동서울레스피아등인접으로외지인유치로농가소득증가

● 특이사항 : 강원도지정유형문화재 69호풍수원성당이인근에위치함

활용가능용도

● 농사생태학습체험및수련시설,지역주민복지시설,한옥가옥연수장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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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안분교장 ◀◀◀

일반현황

● 소 재 지 :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석화리 719번지

● 학교설립 : 1946. 01. 20. 서원국민학교 물안분교장 설립 인가

1947. 03. 01. 물안국민학교로 승격

1984. 03. 01. 서원국민학교 물안분교장 격하

● 학교폐지 : 1995. 03. 01. 폐교(43회 420명 졸업)

재산현황

● 토 지 :1필지3,746㎡

● 건 물 :교사건물-1동260.77㎡(단층3실)

부속건물-1동22.50㎡

관리현황

● 임 기간:미활용폐교

● 임 목적:

● 임 료:

지역특성

● 주 산 물 :고추,옥수수,채소등밭작물및일부수도작재배지역

● 주변여건 :한솔오크벨리,동서울레피아등스포츠인구저변확 로지역경제기 됨

● 특이사항 : 강원도지정지방문화재 69호풍수원성당인접

활용가능용도

● 가족및모임단체수련시설,농산물직거래판매,지역주민문화공간활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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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인분교장 ◀◀◀

일반현황

● 소 재 지 :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 488 번지

● 학교설립 : 1953. 03. 04. 서원국민학교 옥인분교장 인가

1954. 03. 27. 옥인국민학교 승격

1985. 03. 01. 서원초등학교 옥인분교장 격하

● 학교폐지 : 1994. 03. 01. 폐교(35회 646명 졸업)

재산현황

● 토 지 :3필지12,225㎡

● 건 물 :교사건물-1동283.68㎡(단층4실)

부속건물-4동125㎡

관리현황

● 임 기간:횡성교육지원청자체운

● 임 목적:횡성학생야 장

● 임 료:

지역특성

● 주 산 물 :고추,옥수수,채소등밭작물재배,한우사육지역

● 주변여건 :한솔오크벨리,동서울레스피아,석화수련원인접외지인유입소득증

● 특이사항 : 강원지방 문화재 69호 풍수원 성당이 인근에 위치함

활용가능용도

● 청소년야 체험학습및수련시설,교육가족심신휴양,지역주민문화공간활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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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천초등학교 ◀◀◀

일반현황

● 소 재 지 :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강림리 212 번지

● 학교설립 : 1964. 01. 20. 강림국민학교 가천분교장 인가

1968. 03. 01. 가천국민학교로 승격

● 학교폐지 : 1994. 03. 01. 폐교 (24회 643명 졸업)

재산현황

● 토 지 :3필지9,827㎡

● 건 물 :교사건물-1동260.30㎡(단층3실)

부속건물-5동126.14㎡

관 리 현 황

● 임 기간 :2008. 4. 24〜2013. 4. 23 (5년)

● 임 목적 :한국문화교육원

● 임 료 :연간1,196천원

지 역 특 성

● 주 산 물 :더덕,옥수수,고랭지채소등밭작물및수도작재배와한우사육지역

● 주변여건 :치악산국립공원,안흥찐빵마을의근접으로지역경제소득전망이높음

● 특이사항 : 강원도지정문화재 16호태종 가위치하고있으며,

삼형제바위인접

활용가능용도

● 청소년체험학습및수련시설,농산물판매,지역주민복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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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곡분교장 ◀◀◀

일반현황

● 소 재 지 :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부곡리 617 번지

● 학교설립 : 1947. 03. 19. 강림국민학교 무례분교 설립 인가

1952. 02. 09. 부곡국민학교 승격

1989. 03. 01. 강림국민학교 부곡분교장 격하

● 학교폐지 : 2011. 03. 01. 폐교(77회 872명 졸업)

재산현황

● 토 지 :6필지9,169㎡

● 건 물 :교사건물-1동329.38㎡(3실)

부속건물-3동159.36㎡

관 리 현 황

● 임 기간 :2011. 3. 25~2016. 3. 24(5년)

● 임 목적 :농촌관광휴양단지조성사업

● 임 료 :연간2,284천원

지 역 특 성

● 주 산 물 :더덕,감자,고냉지채소등밭작물및수도작재배,한우사육지역

● 주변여건 :치악산국립공원,천문 ,강림소수력발전소인접관광지로기 효과

● 특이사항 : 강원도지정문화재 16호태종 가인접지에위치

활용가능용도

● 농촌체험활동및수련시설,농산물판매,농산물판매,지역주민복지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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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현분교장 ◀◀◀

일반현황

● 소 재 지 :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월현리 1316 - 1 번지

● 학교설립 : 1946. 12. 19. 강림국민학교 월현분교장 인가

1950. 01. 04. 월현국민학교 승격

1992. 03. 01. 강림국민학교 월현분교장 격하

● 학교폐지 : 1995. 03. 01. 폐교(42회 1,031명 졸업)

재산현황

● 토 지 :7필지7,547㎡

● 건 물 :교사건물-2동430.35㎡(단층4실)

부속건물 -4동272.85㎡

관 리 현 황

● 임 기간 :2010. 9. 13.〜2015. 9. 12(5년)

● 임 목적 :농산물가공및농촌체험프로그램

● 임 료 :연간11,618천원

지 역 특 성

● 주 산 물 :감자,옥수수,고랭지채소,더덕등밭작물재배지역

● 주변여건 :치악산국립공원,천문인마을,강림소수력발전소인접관광지로기 효과

● 특이사항 : 강원도지정문화재 16호태종 가인접지에위치

활용가능용도

● 유기농농산물·토속장류판매,마을주민복리공간,태마관광및체험학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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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비 정규학교

1.화성 고등공민학교
(1) 인가일자 : 1966. 3. 8

(2) 설립위치: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부창리 503번지

(3) 학급수: 1학급

(4) 학급정원 : 50명

(5)졸업생수 : 155명 졸업 (1967. 2. 18 ~ 1974. 1. 15)

2. 시온중학교
1960년 재건중학교가 설립 될 무렵 횡성군청 제2청사, 현 장

애인 복지센터 자리에 종교단체가 설립한 시온중학교가 있었다.

가난하여 정규 중학교에 다닐수 없어 배움에 목마른 청소년들에

게는 희망의 빛이었다.

몇 년간 운 되던 시온 중학교는 문을 닫았고 지금 그 자료를 찾

을 길이 없다.

3.재건중학교13)

1960년 에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이

많지 않았다. 당시는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아니니 학비 조달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보리고개라는 말이 있듯이 세끼 끼니 해결하

기도 어려워 가난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던 시절이니 당장 밥먹고

사는 일이 급선무 다.

5·16후 재건국민운동 본부가 발족되었고 마을금고 운 과 재

건중학교 설립 운 (1962년)이 이 산하에서 사업의 하나로 전개

되었다. 횡성 재건중학교는 중학교 3년과정을 2년으로 압축하여

학사일정이 짜여졌으며 학교의 위치는 지금의 화성목욕탕 (당시

는 군청 소유 건물) 자리 다.

13) 조태진 전 횡성군수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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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학년 당 30~40명이었으며 7, 8명의 지역 자원 봉사 선생

님들이 열정을 갖고 지도에 임하 는데 조태진(국어) , 윤만복(사

회), 김용순(음악), 박 국( 어), 석봉우(수학), 이규이(수학),

함형구(역사) 같은 분들이었다.

조태진 (전횡성군수) 는 1964 년 육군 위를 예편하여 1965년

횡성군재건국민운동 본부 간사 (교사를 겸함) , 그 후 사무장 업

무를 맡았으며 보수는 거의 없었으며 군청의 신문 판매 금 이익

금에서 약간이 지급되었다.

누구 할 것 없이 어려웠던 시절이라 가난 때문에 공부를 가르칠

수 없었던 부모님의 심정, 중학교에 잰학하여 마음껏 공부하고

싶었던 어린 자녀들 마음도 아팠을 것이다.

당시의 재건중학교는 정규 중학교 과정은 아니지만 향학열에

불탔던 어린 학생들에게는 빛이며 희망이었다. 1971년 폐교되기

까지 600여명의 졸업생들은 높은 향학열과 굳센 생활력으로 본

인은 물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 다.

재건중학교 교가 (유달영 작사 작곡)

우리들은 자라나는 푸른 솔이라

하늘의 흰구름을 만지려는 젊은 꿈

그 꿈을 담뿍 안고 우거지는 숲이라

배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배우자

온 누리 갈피 갈피 밝게 비칠 우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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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는 재건중학교 교사를 재직하던 조태진 전군수

재건중학교 졸업사진 (모자쓰신분 당시 교사였던 조태진 전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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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교훈·교가

학교마다 그 학교만의 교육풍토가 담겨있는 교훈 교가가 있으

며 학교의 전통과 교육목표도 그 속에 함축되어 있다. 학교를 둘

러싼 자연과 인간의 조화와 향토애, 희망, 지향하고 추구하여야

야 할 학생 집단과 개개인의 가치와 덕목들이 담겨 있다. 그리고

성취하여야 할 인간상, 나라와 고장의 희망인 새싹들의 기 되는

미래의 상이, 교훈·교가에 포함, 비전이 제시되어있어 그 내용

을 고찰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1. 교훈
초등학교의 교훈은 올바름(참됨), 튼튼함, 지혜(슬기로움), 굳

셈, 사랑, 착함, 성실함, 실력배양 등이 내포되어 있는 몇 개의 단

어들이 결합된 문장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 어린이라고 기

술한 학교가 부분이며 ~게 라고 기술한 학교는 세 곳이다. 학

교 교육의 궁국적인 지향점이 같으므로 교훈내용도 특이한 점 보

다는 유사점이 많다

중고등학교는 교훈으로 부분 성실, 근면, 협동, 정직, 창조 등

의 단어로 제시되어 있으며 민족사관 고등학교는 긴 문장으로 지

향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1) 초등학교

● 횡성 - 올바르고 튼튼하며 지혜로운 어린이

● 성북 - 바른마음과튼튼한몸으로슬기롭게행동하는어린이

● 성남 - 바르고 굳세며 슬기롭게

● 창림 - 꿈과 슬기를 배우고 서로 사랑하며 튼튼하게 자라자

● 우천 - 지헤롭고 바르며 건강한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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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둔 - 고운말쓰기, 착한일 먼저 하기, 인사 잘 하기

● 정금 - 착하고 슬기롭고 튼튼하게

● 안흥 - 참되고 슬기로우며 굳세게 자라는 어린이

● 강림 - 성실하고 튼튼하며 지혜로운 어린이

● 둔내 - 바른 마음 튼튼한 몸 슬기로운 어린이

● 갑천 - 큰 꿈을 품고 깊이 생각하며 바르게 행동하는 어린이

● 청일 - 바르게행동하고새롭게생각하며실력을갖춘어린이

● 춘당 - 작지만 큰힘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어린이

● 공근 - 바르고, 건강하고 슬기롭게

● 상창 - 참되게 비우고 굳세게 익혀서 나라 기둥되자

● 수백 - 바르고 건강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슬기로운 어린이

● 서원 - 바르고 굳세며 슬기로운 어린이

● 유현 - 바르고 건강하며 슬기로운 어린이

● 당평 - 배움과 나눔이 있는 행복한 학교

(2) 중학교

● 횡성중학교 - 성실 ·근면 ·협동

● 우천중학교 - 성실· 협동

● 안흥중학교 - 참되고 슬기롭고 부지런하며 서로 돕자

● 강림중학교 - 근면· 정직· 성실

● 둔내중학교 - 성실

● 갑천중학교 - 스스로 참되고 슬기롭자

● 청일중학교 - 성실· 근면· 협동

● 공근중학교 - 성실· 협동

● 서원중학교 - 성실· 창조· 협동

● 동여자중학교 - 근면· 성실·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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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등학교

● 횡성고등학교 - 성실· 근면· 협동

● 횡성여자고등학교 - 슬기롭고 아름답게

● 안흥고등학교 - 참되고 슬기롭고 부지런하며 서로 돕자

● 둔내고등학교 - 성실(정성스럽고참되어거짓이없으며진실로

자신에게충성을기하는것으로남에게도성의를다하는것)

● 갑천고등학교 - 스스로 참되고 슬기롭게

● 민족사관 고등학교 - 민족주체성교육으로출세하기를위한공부

를하지말고학문을위한공부를하자.

출세를위한진로를택하지말고소질과적성에맞는진로를택하자.

이것이진정한나의행복이고내일의밝은조국이다.

2. 교가
교가의 작사 작곡은 해당분야 전문가에 의뢰해 만들어진 학교

도 있지만 초등학교의 경우는 재직한 교장이나 교사에 의해 작

사, 작곡된 교가가 부분이다. 광복후 급조된 어느 학교의 교가

는 일본군국주의 군가의 곡에 가사를 만들어 붙여 몇 십년간을

사용하다 문제를 발견 고쳐진 일도 있었다. 비전을 제시하는 중

요성에 비해 가다듬을 필요성이 있는 교가도 있으나 학교 역사만

큼이나 오랜 기간 불리워오며 2세들의 꿈을 키워 온 긍정적인 역

할를 해 왔다. 교가에는 해당 학교의 지역환경, 역사, 기 되는

역할, 기 되는 인간상이 나타나 있다. 횡성지역 학교 교가에 나

타난 산 이름은 덕고산(청일에 있으며, 횡성읍 남산리 뒤의 산도

덕고산이라 함), 태백산맥, 치악산, 매화산, 봉화산, 백두산, 어답

산, 독재봉, 칠봉산 매봉산, 금강, 남산(남산리 뒷산, 덕고산이라

고도 함), 구릿봉, 운무산, 오음산, 태기산, 국사봉, 주봉산, 송낙

봉, 관심산 등 그 학교에 가까이 있는 산이며 백두산, 금강산 등

은 그 명산의 정기를 받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섬강, 계천, 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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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내청강 등 학교 주변을 흐르는 강도 비유법으로 학생 개개인

과 학교의 번 과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개인

과 학교의 발전과 애교, 애향, 애국심을 고취하고 있으며 열심히

배우고 익혀 고장과 나라에 필요한 인간이 될 것을 독려하고 있

다. 또한 원히 학교가 번 하기를 기원하고 있으나 이농으로

인한 농촌 인구의 감소와 저 출산으로 폐교가 늘어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교가의 끝 소절‘그이름도 찬란한 우리공명

교’,‘지키자 우리학교 빛나는 봉덕’,‘내고장 이룩하는 일꾼이

되어 빛내자 우리학교 우리 화성교’,‘ 원히 빛나리라 우리 덕

교교’등 학교 구성원들이 작지만 훌륭한 학교를 만들어 살리려

고 노력하 지만 학생수의 감소라는 물결을 막을 수 없어 수 많

은 학교가 문을 닫은지 오래이며 계속 이러한 현상은 나타나고

있다. 운동 경기를 하면서 응원할 때, 행사시, 집회 때 부르는 교

가는 학교구성원의 결집력과 구속력, 자아성취, 자긍심, 끈끈한

연 감을 증 시켜왔다. 자주 부르는 교가는 학창시절 희로애락

을 함께하며 앞날의 인생 좌표에 향을 미쳐왔다. 그러므로 교

가는 그 학교의 전통과 교육 비전이 제시 되고 꿈을 키우는 미래

지향적 가치 실현을 위한 독려, 격려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 따라서 횡성군 내 초중등학교 교가 가사를 살펴보

고 어떤 가치 실현의 비전이 담겨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1) 초등학교

횡성초등학교

1절 덕고산 엉킨 기 스며내리고

섬강물 맑은 정기 드리어 있는

화성벌 푸른 숲은 우리의 도장

횡성의 어린이는 날로 새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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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우리는 새나라의 한 어린이

반만년 빛낸 선열 뜻을 이어서

민족의 단결함에 이바지하려 씩

씩한 민주정신 길이빛내자

3절 우리는 새나라의 한 어린이

삼팔선 가로막힌길 끊어버리고

국토를 통일함에 이바지하려 튼

튼한 이내 몸을 더욱 기르자

4절 우리는 새나라의 한 어린이

삼천만 같은 겨례의 힘을 합하여

새 문화 창조함에 이바지하려 굳

건한 참된 학문 힘서배우자

성북초등학교

태백의 정기 뻗어 덕고산 뭉쳤고

섬강물 흘러내려 화성벌 살찐 곳

배우고 또 배워 내일의 일꾼되려

어린손 서로서로 정답게 잡았다

들어라 이 소리 불사조의 외침을

원히 빛나리라 우리의 성북

성남초등학교

선생님과 어린이들 한마음 되어

알뜰하게 가꿔가는 배움의 동산

우뚝 솟은 덕고산 우러러보며

우리꿈도 부풀어라 성남 초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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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림초등학교

1. 치악산 높은 봉에 아침해 뜨고

푸른들 수 놓은듯 금빛 이룬다.

굳세게 몸과 마음 갈고 닦으니

이상은 높이 솟고 포부는 크다

2. 동서로 뻗어 가는 교통의 요지

흐르는 시냇물은 서해로 가네

이상은 높이 들고 한데 뭉치어

이웃과 나라위해 이 몸 바친다

(후렴)

우리는 이 나라의 배움의 새싹

그 이름 빛나도다 창림창림교

덕고초등학교

1. 태백산 줄기 뻗어 덕고산 되고

만년기상 이루어 큰 반석 되니

이 터에 자리 잡은 생명의 전당

그 이름도 빛나도다 우리덕고교

2. 굽이쳐 흘러가는 한강상류에

반만년 역사 아룬 배달의 겨레

씩씩하게 자라나는 푸른 새싹이

착하고 아름다운 덕고어린이

3. 넓은 터에 씨 뿌려 열매 거두고

덕고산 나무심어 큰 나무 되니

돌 갈아 옥 되듯이 힘써 배워서

원히 빛내리라 우리 덕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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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초등학교

1. 태백산 정기모은 국사봉 아래

슬기와 사랑으로 뭉쳐진 우리

배움의 횃불 들고 여기 모 네

베움의 횃불 들고 여기 모 네

배우자 부지런히 한의 아들 딸

빛내자 우리학교 성동초등학교

2. 설악의 아름다운 정기를 받고

내고장 빛내려고 태어난 우리

배움의 횃불 들고 여기 모 네

배움의 횃불 들고 여기 모 네

배우자 부지런히 한의 아들 딸

빛내자 우리학교 성동국민학교

우천초등하교

매화산 상상봉에 맑은 정기 감돌고

스승의 깊은 정이 피가 되고 살 되어

자라나는 자유학원 우리 손에 빛나리

우천의 학우들아 서로 돕고 빛내자

용둔초등학교

태백산 줄기 뻗어 나무들이 자라고

고요한 분지벌에 시냇물이 흐른다

산곱고 물도 맑아 슬기로운 터전에

출렁이는 햇살처럼 우리들은 배운다.

아~ 아~ 부지런히 배우는

아~ 아~ 용둔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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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금초등학교

봉화산 정기어린 옥같은 물이

골마다 굽이치며 맑게 흐른다.

별처럼 반짝이는 꿈을 빛내며 여기 모인곳

꽃피워라 피워 진리의 동산

아아 슬기로운 정금 어린이

안흥초등학교

1. 산 높고 물 맑은 우리 안흥은

인재를 기르는 배움의 고장

부지런히 갈고 닦은 덕과 슬기로

새 희망 펼쳐가는 안흥 어린이

2. 솔나무 푸르른 안흥 학교는

우리들의 푸른 꿈 자라나는 곳

사랑과 성실로 배우고 익혀

세계로 나아가는 안흥 어린이

강림초등학교

치악산의 푸른새벽 맑은 종소리

우리들은 지혜로운 어린이라네

착하고 슬기롭게 튼튼히 자라

온 누리 밝은 빛을 더해 나가세

둔내초등학교

백두산 힘찬 줄기 이 땅에 서려

잔잔한 맑은 시내 서해로 가네

산자수려 나의 고장 아늑한 터에

그 이름도 정다워라 우리 둔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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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초등학교

태백산 정기어린 태기산 기슭

찬란한 아침 해 비치는 동산

슬기와 용기 지닌 재들 모여 푸른 꿈 키워가는 배움의 터전

우리는 겨레의 싹 나라의 보배

그 이름도 장하다 덕성 어린이

갑천초등학교

덕고산 맑은 물이 굽어흐르고

유서 깊은 역사에 빛나는 학원

지덕을 배양하고 진실을 배워

유구히 이어가는 우리 갑천교

광명한 등불이 비치고 진리의 종소리 울린다

씩씩한 건아들 배워서 광의 면류관 얻으리

당평분교

백두산 뻗어내려 어답산 되고

외청강 길게 흘러 서해로 가네

무궁화 향기뿜는 우리 당평교

화성초등학교

1.어답산 정기받은 화성 옛터에

아담하게 자리잡은 배움의 전당

배우고 행하는 씩씩한 기상

명랑하게 자라나는 화성 어린이

2.섬강물 굽이치고 양지바른 곳

희망에찬 새싹들이 여기에 모여

튼튼하게 자라고 굳세게 배워

새나라의 기둥되는 화성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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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일초등학교

주봉산 정기 받아 들판이루고

내청강 길게 흘러 서해로 가네

새일꾼 길러내는 배움의 전당

원히 빛내리라 청일초등교

춘당초등학교

아름다운 산과 내가 둘러 싸이고

오붓이 자리잡은 우리춘당교

이 고장 새싹들이 여기에 모여

보람찬 내일의 희망을 찾자

봉덕초등학교

태백산 정기받은 덕고산 밑에

장하다 우리학교 배우는 마당

늠늠히 자라나는 높고 넓으리

지키자 우리학교 빛내자 봉덕

공근초등학교

1절 무궁화 이강산 빛나는 곳에

하늘에 우뚝 솟은 독재봉 아래

우리들 어린동무 여기에 모여서

굳세게 자라난다 우리 공근학교

2절 삼천리 강산 빛나는 곳에

금계천 맑은 물은 곱게 흐르고

우리들 어린동무 한집에 모여서

배움에 빛나도다 우리 공근학교

공명초등학교

아침해가 떠오르는 매봉산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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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잔디 포근하게 펼쳐진 곳에

우리들의 보금자리 이루었으니

그 이름도 찬란한 우리의 공명교

상창초등학교

송낙봉 관심산에 정기를 타서

자라나는 귀한 보배 우리 소년은

상창학교 깃발 밑에 공부를 하며

이나라 이 겨레에 일꾼이 되자 일꾼이 되자

수백초등학교

칠봉산 바라보며 우뚝 솟은 그 전당

그 속에서 피어나는 힘찬 정열로

자유로운 우리 슬기 갈고 닦아서

거룩한 배움터에 탑을 세우자

빛내거라 길이길이 우리 수백교

빛내거라 길이길이 우리 수백교

서원초등학교

매봉산 솟은 아래 이 좋은 터에

명랑한 우리생활 착한 어린이

한의 어린 새싹 자라는 서원

빛내자 우리학교 서원 어린이

유현초등학교

성지봉 뻗어내린 유현 언덕에

우뚝이 자리잡은 유현 학교는

위 한 새일꾼의 배움의 전당

배워라 튼튼하라 씩씩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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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학교

횡성중학교

금강에 정기받아 남산은 높고

섬강은 흘러흘러 굽돌아드네

횡성중 우리학원 교육의 전당

동서에 재 모두 이에 모 네

한 동산 한 스승께 연마한 몸과 슬기

한 마음 한 뜻으로 바치자 이 땅에

우천중학교

매화산 기상에서 배우는 의지

늠름한 그 자세도 교훈아니랴

새세 바른지식 예와서 닦아

상아탑에 빛나는 전통세우리

진리만이 힘일세 애써 배워서

겨레의 어진일꾼 우천중학교

안흥중학교

매화산 푸른 뫼는 엄연히 솟아

의리의 상징으로 변치 않는다

선배님 남긴 이상 온전히 이어

이나라 잘 받들어 의리에 살자

강림중학교

치악산 서린정기 숲으로 뻗고

노고소 숨은 전설 앞내로 흘러

로 살찌워 오던 조상의 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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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에 되살리자 강림중학교

우리는 향토의 일꾼 문화의 역군

뭉치고 땀흘리며 겨레의 모범

둔내중학교

태백산맥 마루에 새날은 밝아

태기산 힘찬 줄기 뻗어내리니

청운의 높은 뜻을 구가하면서

자유의 학원을 여기 세웠네

홍익의 가는 길에 횃불을 들어

빛내자 온누리에 둔내 중 고교

갑천중학교

구리봉 솟은 정기 받은 이 곳에

아는 것이 힘이라고 모인 우리들

스스로 진리를 터득하여서

새나라의 씩식한 일꾼이 되자

피어나는 인재들이 다 모 으니

더욱더욱 번 하라 갑천 중 고교

청일중학교

금강에 정기받은 운무산 높고

계천은 흘러흘러 앞뜰로 드네

여기에 정성모아 세워진 전당

청일중 우리 학원 원한 터전

내일을 비춰줄 역군들 함께 날마다 끊임없이 갈고닦아서

역사를 길이 빛낼 청일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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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근중학교

슬기롭다 배움의 길 다지어 터를 닦으니

줄기차고 미더웁다 오음산 닮아 자라며

끈기롭고 꿈은 크다 금계천 바다 가듯이

한결같이 한뜻으로 서로가 힘을 기르자

아 장하고 의초롭다 해와 달 같이

온누리 빛내올 공근 공근 중학교

서원중학교

1.보아라 매봉산에 뻗친 정기를

산골짝 맑은 물에 청운의 뜻을

닦으러 모인 우리 서원의 건아

2.띄워라 옥계천에 희망의 배를

돌바위 황무지에 터를 닦아서

배우려 뭉친 우리 서원의 건아

(후렴)

돌 위에 꽃이피는 우리의 학원

무궁화 금수강산 삼천리까지

빛내자 우리학원 서원중학교

대동여자중학교

백두산은 장엄타 우뚝 서 있고 한강수는 흐른다 쉬지 않고서

화려강산 정기받은 우리 동은 어두운 세상에 종을 울리네

애쓰고 땀흘려 모인 정성을 마음에 새겨서 잊지맙시다

동은 우리학교 우리 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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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등학교

횡성고등학교

횡성중학교 교가와 같음

(과거 황성중·고등학교는 병설이었으며 그 때 교가가 제정됨)

횡성여자고등학교

1. 태기산 정기모아 이룩한 터전 배움과 희망의

횃불도 밝다 푸른 꿈 높은 뜻 맑은 마음을

가꾸고 가다듬는 보람찬 도장 백합같이 청초한 우리

2. 겨레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새 시 새 일꾼이

자라나는 곳 예지와 덕성을 함께 익히며

참되고 곧은 마음 다지는 동산 백합같이 청초한 우리

(후렴)

횡성여고 원토록 슬기롭고 아름다워라

안흥고등학교

안흥중·고등학교는 병설이므로 중학교 교가와 같음

둔내고등학교

둔내중·고등학교는 병설이므로 중학교 교가와 같음

갑천고등학교

갑천중·고등학교는 병설이므로 중학교와 교가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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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사관고등학교

1. 덕고산 정기뻗어 머문 곳이 어디인가

깊은물 깊은 생각 소사명지 여기로다

민족의 힘찬 기상 온누리 떨쳐내어

한의 재들아 하나되어 나아가세

2. 위 한 천년의 혼 오늘 우리 이어받아

학문을 연마하고 몸과 마음 수련하세

선진화 국제화의 초석될자 그 누군가

민족의 지도자로 앞장서서 나아가자

(후렴)

우리의 조국사랑 한시라도 잊을건가

아 아 원하리 민족사관고등학교



횡성의 근현대교육 | 187

참고문헌

횡성군,‘횡성군지’, 1986.

횡성군,‘화성의옛터’, 1996.

횡성문화원,‘한말일제강점기신문기사속의횡성’, 2009횡성군,‘횡성군지’, 2001.

천주교원주교구,‘원주교구30년사’, 1995.

횡성문화원,‘횡성민족운동사’, 2003.

강원도교육위원회,‘강원교육사’, 1980.

강원도청,‘강원도사‘, 1996.

횡성국민학교‘개교80년사’, 1992.

조동걸,『횡성과3·1운동』,현대인쇄문화사,1972.

강원도교육청,『폐교재산활용안내』, 2012



2012향토문화자료집 (통권제25호)

발행일 _ 2012.12.30

발행처 _ 횡성문화원 ☎ (033) 343-2271

발행인 _ 김광수

편 저 _ 박순업

기 획 _ 홍성진

항공사진 제공 _ 김광수

디자인·제작 _ 서원기획 ☎ (033) 343-2404

비매품

※이 책은 횡성군의 보조금으로 발간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