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론

지명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귀중한 언어 유산이자 

문화재이다. 지명은 각종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방의 자연환경과 생활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또한 지명은 명명 과정에서 유연성이 강하게 작용하

므로, 향토성과 애향성이 매우 강하다(이돈주, 1998:163-164).

지명 연구는 언어학, 역사학, 민속학, 지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해 왔는데, 언어학적 연구가 압도적이었고 

지리학적 연구는 최근 들어서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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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110년의 충북 중등교육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충북 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그래서 충북 중학교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였다. 2021. 04. 01. 기준 128개 중학교의 명칭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명의 어종은

한자어가 98.4%로 압도적이었고, 평균 음절수는 2.63음절로 상당히 짧았다. 명명 유연성은 행정구역명 관련 학교명이 67.2%로 

가장 많았고, 인문지명이 18.0%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면명에서 연유한 다수의 중학교가 폐지되면서 행정지명의 비중이 상당히

감소하였다. 1970년 25.6%를 차지하였던 사립중학교는 현재 14.8%로 감소하였다. 1981년 20.6%를 차지하였던 여자중학교는 현재

13.3%로 감소하였다. 1952년 이후 개명 사례는 15건이 있었는데, 사립중학교와 여자중학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1952년

이후 실제 폐지된 중학교는 19개교인데, 대부분 농촌 지역의 공립중학교였다.

주요어 : 충청북도, 중학교, 명칭, 특성

Abstract : Despite the 110-year history of secondary education in Chungbuk province, systematic research on
education in Chungbuk province was very insufficient. Analysis about characteristics of Chungbuk middle school
started from there. The results of analysis about names of 128 middle schools are as follows, as of April 1st

2021. In word type analysis, ‘Sino-Korea’ word was overwhelming at 98.4%. In syllable analysis, mean number
of syllable was 2.63. In name source analysis, school name related to administrative district name was outstanding
with 67.2% and school name related to humanistic factor was followed by 18.0%. Since large number of middle
schools named after township(Myeon) name were abolished, the proportion of school name related to 
administrative district name decreased considerably. The proportion of private middle schools has decreased from
25.6% in 1970 to 14.8% now. The proportion of girls' middle schools has decreased from 20.6% in 1981 to
13.3% now. There have been 15 cases of renaming of middle school since 1952, and the proportion of private
and girls' middle schools from renaming schools was relatively high. There were 19 middle schools that were
actually abolished after 1952, and most of them were public middle schools in rural areas.
Key Words : Chungbuk, Middle School, Name,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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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학 분야에서는 김순배, 주성재, 김기혁, 송호열, 조성

욱, 권선정, 박경 등이 다수의 연구 성과를 도출한 바 있다.1)

충북 지명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국어학 분야에서 수행해 

왔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각 시·군별로 지

명 특성을 연구한 것들이다. 옛 청주시 관내 지명을 후부 

요소와 전부 요소로 구분하여 명명 유연성 특성을 구체적

으로 분석한 전철웅(1998)과 청원군 지명의 명명 유연성

과 의미론을 분석한 김진식(1998; 2000)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충북대학교 대학원을 중심으로 충

주시, 제천시, 괴산군, 옥천군, 음성군, 진천군 등에 대한 

석사학위논문이 다수 발표되었다. 이 외에 신경순(1979)

은 충북 전체 지명을 대상으로 유형 특성을 분석하였고, 

강병륜(1998)은 18세기 후반에 청주 지역에서 사용된 지

명을 대상으로, 음절, 이처동명(異處同名), 생성 특성 등

을 분석하였다.

충북 지역에 대한 지리학 분야의 지명 연구는 모두 자연

촌락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였으며, 석사학위논문이

라는 공통점이 있다. 전경숙(1979)은 단양군, 중원군 및 진

천군의 1,252개 자연촌락명을 대상으로 산지 지역과 평야 

지역의 지명 유형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고찰하였다. 신현

웅(1981)은 보은군의 632개 자연촌락명을 대상으로 유형

을 분류하고 의미를 분석하였다. 서명인(1998)은 청원군

의 1,188개 자연촌락명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지리적 관련

성을 분석하였다. 이런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충북 지

역의 인문지명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하였다.

충청북도 중등교육의 효시는 1911. 11. 01.에 개교한 청

주공립농업학교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대부분 일본인 여

학생들이 다녔던 청주공립고등여학교가 1923. 04. 21.에 

설립되었으며, 충청북도 최초의 한국인 남학생 대상의 인

문학교인 청주공립고등보통학교가 1924. 04. 19.에 설립 

인가를 받아서 1924. 05. 05.에 개교하였다(청주시지편찬

위원회, 1976:885).

청주공립농업학교 설립 이후, 110년의 긴 세월이 흐르

는 동안 충청북도 중학교의 수는 크게 증가하여, 2021. 04. 

01. 현재 128개의 중학교가 운영 중에 있다. 그동안 각 

시·군지마다 교육 관련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해 

왔고, 충청북도교육청 역시 자체적으로 다수의 교육 관련 

저서를 발간하여 충북교육사를 유지·관리해 왔다.

하지만 학교의 분포, 명칭, 설립 시기 등에 관한 정보를 

소홀하게 취급해 온 결과, 동일 사안에 대해서 각 문헌마다 

상이하게 기재된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그리고 원시 자료

를 확보하여 유지·관리해야 할 해당 중학교들은 그 업무

에 소홀하여 연혁지가 없는 학교가 다수이다. 이런 상황이

다 보니 단편적인 정보를 수합해 놓은 것들이 대부분이고, 

반복하여 오류를 재생산하기도 하였다. 더군다나 충북 중

등학교에 관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종합적, 체계적으로 접

근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충북 소재 각급 학교

의 명칭에 관한 연구는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다.

학교명에 관한 연구는 매우 희귀한데, 이 역시 국어학 분

야에서 주로 수행해 왔다. 박덕유(1999a; 1999b; 2010)는 

주로 인천 소재 학교를 대상으로 일련의 연구를 수행하였

다. 이 중 박덕유(1999a)는 형태론 및 어휘론 관점에서 인

천지역 중학교명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전체의 

75.6%가 행정구역명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어 박

덕유(1999b)는 단지 대상만 인천지역 초·중·고 전체로 

확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각급 학교의 명칭 특성을 분석

하였는데, 초·중·고 명칭 모두 70% 이상이 행정구역명

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혔다.

학교는 크게 초등학교, 중등학교, 대학교로 구분되고, 

중등학교는 다시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구분되며, 각 학교

급별로 특성이 상이하다. 또한 지역별로도 대도시와 중소

도시, 농·산·어촌 소재 학교의 특성이 상이하다. 따라서 

학교급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학교 특성을 비교,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국어학과 지리학 

양 분야 모두 학교 명칭에 대한 연구는 매우 희귀하며, 더

군다나 충북 지역의 학교명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발견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충청북도 소재 학교 중 중학교의 명

칭에 대해서 먼저 분석하였다. 본고에서는 지리학적 접근

을 중심으로 하되 언어학적 접근을 일부 포함하였다. 국어

학자인 도수희(1994:23-25; 2003:37)는 공시론적(共時論

的) 지명 연구를 음운론적 분석, 형태론적 분석, 어휘론적 

분석, 의미론적 분석으로 세분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본고

는 형태론적 분석과 어휘론적 분석에 가깝다. 물론 본고의 

분석 방법은 언어학적 접근과 크게 다르다.

충북 중학교의 명칭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

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그래서 먼저 

충청북도교육청이 자체 발간한 ｢2021학년도(충북)교육

행정요람｣을 바탕으로 충청북도 전체의 중학교 현황을 정

리하였다.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이 1967~2020년에 발

간한 ｢충북교육통계연보｣의 ‘중학교 일람’과 1986~2021

학년도 ｢(충북)교육행정요람｣ 및 해당 중학교 웹사이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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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연혁’을 바탕으로 신설·폐지·이전·개명 내역을 

정리하였다.

｢충북교육통계연보｣의 ‘중학교 일람’ 등에 기재된 내용

은 오류가 상당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이 발간한 각 시·군 

교육사 및 폐교사, ｢충북교육사｣, ｢충북교육사(제2집)｣, 

｢충북교육연혁｣ 등의 기재 내용과 해당 중학교 웹사이트,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각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적으로 발간한 시·군지 기재 내용 등과 대조하여 오류를 

바로잡은 후 다시 정리하여 사용하였다(부록 참조).

학교 현황 정리에 이어 지역별 분포와 학교수 변동을 먼

저 파악하여 본격적인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를 작성하였

다. 본 분석에서는 지명 연구자들의 전통적인 관심사인 음

절, 어종, 생성 특성은 물론이고, 개명, 폐교명 등의 특성도 

분석하였다. 이를 지역별(권역별, 시·군별, 도농별), 성

별, 설립별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후부(後部) 요소인 ‘중학교’(생성 특성의 경우, ‘여자중

학교’)를 제외한 전부(前部) 요소만을 대상으로 언어적, 

지리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행정구역명 관련 중학교 명칭

의 한자명은 ｢충북교육통계연보｣(1967), ｢한국향토문화

전자대전｣, ｢한국의 지명 변천｣(송호열, 2006)을 통해 파

악·특정하였으며, ｢두산백과｣,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

면리동명칭일람｣(越智唯七, 1917) 등도 일부 참조하였다.

학교명의 유형 분류는 송호열(2017:45; 2018a:32)이 새

로 고안하여 제시한 지명 유형 분류표를 따랐다. 지명 유

형 분류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학교 명칭에 대해서는 송호열(2018b)의 발표문

에 따라 분류하고 적용하였다(송호열, 2018c:46).

중학교명의 명명 유연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행정구

역명과의 관련성 파악이 중요한데, 과거와 현 소재지의 지

번 주소 및 도로명 주소는 해당 중학교 웹사이트, ｢카카오

맵｣, ｢충북교육통계연보｣, ｢(충북)교육행정요람｣ 등을 바

탕으로 특정하였다.

II. 본론

1. 충청북도 중학교 현황

1) 일반 현황

2021. 04. 01. 현재 충청북도 소재 중학교 총수는 128개

교(각종학교 및 방송통신학교는 제외)이다. 이 중 국립이 

2개교(1.6%), 공립이 107개교(83.6%), 사립이 19개교

(14.8%)이다. 남자중학교와 여자중학교는 각 17개교

(13.3%)이고,3) 남녀공학은 94개교(73.4%)이다.

권역별 분포를 보면, 청주권이 47개교로 전체의 36.7%

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 북부권이 37개교로 28.9%, 중북권

이 27개교로 21.1%, 남부권이 17개교로 13.3%를 차지하

고 있다.

19개 사립중학교의 권역별 분포를 보면, 청주권이 6개

교, 북부권이 4개교, 중북권이 5개교, 남부권이 4개교이며, 

권역별 사립중학교 비중은 청주권 12.8%, 북부권 10.8%, 

중북권 18.5%, 남부권 23.5%로 농촌 지역의 비중이 더 높다.

17개 여자중학교의 권역별 분포를 보면, 청주권이 5개

교, 북부권이 5개교, 중북권이 5개교, 남부권이 2개교이며, 

권역별 여자중학교의 비중은 청주권 10.6%, 북부권 및 중

북권 각 13.5%, 남부권 11.8%로 전반적으로 비중이 낮다.

시·군·구별 분포를 보면, 청주권의 경우, 흥덕구가 15

개교(11.7%)로 가장 많고, 이어 상당구 13개교(10.2%), 서

원구 10개교(7.8%), 청원구 9개교(7.0%) 순이었다. 북부

권의 경우, 충주시가 19개교(14.8%)로 가장 많고, 이어 제

천시 13개교(10.2%), 단양군 5개교(3.9%) 순이었다. 

중북권의 경우, 음성군이 10개교(7.8%)로 가장 많고, 이

어 괴산군 8개교(6.3%), 진천군 6개교(4.7%), 증평군 3개

교(2.3%) 순이었다. 남부권의 경우, 영동권이 7개교(5.5%)

로 가장 많고, 옥천군과 보은군이 각 5개교(3.9%)였다. 전

체적으로 볼 때, 19개교(14.8%)에서 3개교(2.3%)까지 

시·군·구별 편차가 상당히 심하였다. 

도·농별 분포를 보면, 동부가 50개교로 전체의 39.1%

를 차지하고 있다. 면적으로 볼 때는 읍·면부가 훨씬 넓

지만, 인구는 읍·면부에 비해 동부가 더 많기 때문에4) 인

구 대비 중학교의 비중은 동부가 현저하게 낮다. 그럼에도 

농촌 지역의 경우, 중학교가 없는 면이 매우 많으며, 최근 

학교 통폐합으로 그 수가 더욱 늘어났다.5),6)

읍·면부는 지속적인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출산율이 

급감하였기 때문에 전체 인구수가 아닌 중학교 학생수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읍·면부의 중학교 수가 동부에 비해

서 훨씬 많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2020학년도(충

북)교육행정요람｣(2020. 04. 01. 기준)에 따르면, 전체 학

생수가 60명 미만인 소규모 학교는 충북 중학교 전체의 

27.6%인 35개교나 되는데,7) 이들 모두 읍·면부에 위치

한다.

설립별로 구분했을 때, 국립은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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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중학교와 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중학교 2개교가 있

다. 사립은 총 19개교가 있는데, 청주권에 6개교(대성중, 

세광중, 운호중 / 대성여중, 일신여중, 충북여중. 순서 구

분: 성별), 북부권에 4개교(대제중, 신명중, 충주미덕중 / 

충주북여중), 중북권에 5개교(생극중, 청안중, 한일중, 형

석중 / 매괴여중), 남부권에 4개교(심천중, 영신중, 정수

중, 추풍령중)가 있다.

성별로 구분했을 때, 대부분 남녀공학이지만, 여학생만 

다니는 여자중학교가 17개교(읍·면부 - 보은여중, 옥천

여중, 음성여중, 괴산북중, 증평여중, 진천여중 / 매괴여

중. 동부 - 의림여중, 제천여중, 청주여중, 청주중앙여중, 

충주여중, 충주예성여중 / 대성여중, 일신여중, 충북여중, 

충주북여중. 순서 구분: 설립별)가 있다.

이 중 사립은 매괴여중, 대성여중, 일신여중, 충북여중, 

충주북여중 5개교로 전체 여자중학교의 31.3%나 된다. 전

체 중학교 중 여자중학교의 비중이 13.3%에 불과한데, 사

립중학교 중 여자중학교의 비중은 26.3%로 훨씬 높다. 즉 

사립의 경우, 여학생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경주해 왔음

을 알 수 있다.

17개 여자중학교의 동부와 읍·면부 비중을 보면, 58.8%

표 1. 지역별 중학교 현황

지역
도농

구분
학교명 수

청

주

권

상당
동부

공립 – 금천(金川), 용성(龍城), 용암(龍岩), 운동(雲東), 원봉(元峰), 청운(淸雲), 청주(淸州), 

청주동(淸州東) / 사립 – 대성여자(大成女子), 일신여자(一信女子)
10

13

  47

읍·면부 공립 – 가덕(加德), 문의(文義), 미원(米院)  3

서원
동부

공립 – 남성(南城), 산남(山南), 성화(聖化), 수곡(秀谷), 원평(院坪), 청주남(淸州南) / 사립 

– 세광(世光), 운호(雲湖), 충북여자(忠北女子)
 9

10

읍·면부 공립 – 현도(賢都)  1

청원
동부 공립 – 율량(栗陽), 주성(舟城), 청주중앙(淸州中央), 청주중앙여자(淸州中央女子)  4

 9
읍·면부 공립 – 각리(角里), 내수(內秀), 생명(生命), 양청(陽靑), 오창(梧倉)  5

흥덕
동부

국립 -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忠北大學校師範大學附設) / 공립 – 가경(佳景), 경덕(景

德), 복대(福臺), 봉명(鳳鳴), 서경(西京), 서원(西原), 서현(西賢), 솔밭(솔밭), 송절(松節), 

청주여자(淸州女子) / 사립 – 대성(大成) 

12
15

읍·면부 국립 – 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韓國敎員大學校附設美湖) / 공립 – 오송(五松), 옥산(玉山)  3

북

부

권

충주

동부
공립 – 충일(忠一), 충주(忠州), 충주여자(忠州女子), 충주예성여자(忠州蘂城女子), 충주중

앙(忠州中央), 칠금(漆琴), 탄금(彈琴) / 사립 – 충주미덕(忠州美德), 충주북여자(忠州北女子)
 9

19

  37

읍·면부
공립 – 노은(老隱), 산척(山尺), 수안보(水安保),2) 신니(薪尼), 앙성(仰城), 주덕(周德), 중앙

탑(中央塔), 중원(中原), 충주대소원(忠州大召院) / 사립 – 신명(新明)
10

제천

동부
공립 – 내토(奈吐), 의림여자(義林女子), 제천(堤川), 제천동(堤川東), 제천여자(堤川女子) 

/ 사립 – 대제(大堤)
 6

13

읍·면부
공립 – 백운(白雲), 봉양(鳳陽), 송학(松鶴), 수산(水山), 제천덕산(堤川德山), 청풍(淸風), 

한송(寒松)
 7

단양 읍·면부 공립 – 단성(丹城), 단양(丹陽), 단양소백산(丹陽小白山), 매포(梅浦), 영춘(永春)    5

중

북

권

진천 읍·면부
공립 – 광혜원(廣惠院), 덕산(德山), 서전(瑞甸), 이월(梨月), 진천(鎭川), 진천여자(鎭川

女子)
   6

  27
음성 읍·면부

공립 – 감곡(甘谷), 대소(大所), 동성(東星), 무극(無極), 삼성(三成), 음성(陰城), 음성여자

(陰城女子) / 사립 – 매괴여자(玫瑰女子), 생극(笙極), 한일(韓一)
  10

괴산 읍·면부
공립 – 괴산(槐山), 괴산북(槐山北), 괴산오성(槐山五星), 송면(松面), 연풍(延豊), 청천(靑

川), 칠성(七星) / 사립 – 청안(淸安)
   8

증평 읍·면부 공립 – 증평(曾坪), 증평여자(曾坪女子) / 사립 – 형석(亨碩)    3

남

부

권

보은 읍·면부 공립 – 보덕(報德), 보은(報恩), 보은여자(報恩女子), 속리산(俗離山), 회인(懷仁)    5

  17
옥천 읍·면부 공립 – 안내(安內), 옥천(沃川), 옥천여자(沃川女子), 이원(伊院), 청산(靑山)    5

영동 읍·면부
공립 – 새너울(새너울), 영동(永同), 학산(鶴山) / 사립 – 심천(深川), 영신(永信), 정수(正

修), 추풍령(秋風嶺)
   7

합계 128

※ 자료 출처 : ｢2021(충북)교육행정요람｣ (기준 일자: 2021.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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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41.2%로 동부의 비중이 더 높다. 동부와 읍·면부의 전

체 학교수 대비 여자중학교의 비중은 20.0%와 9.0%로 동

부의 비중이 훨씬 더 높다. 이는 면부의 경우, 학생 총수가 

매우 적어서 남녀를 구분하여 학교를 설립하기 곤란하였

기 때문으로 보인다.

2) 학교수 변동

청주군은 1946년 청주부(1949년 청주시로 변경)와 청원

군으로 분리되었다가, 2014년 통합 청주시가 되었으며, 행

정구역을 전면 재조정하여 상당구, 서원구, 청원구, 흥덕

구 4개 행정구로 재편되었다. 충주군은 1956년 충주시와 

중원군으로 분리되었다가, 1995년에 통합되어 충주시가 

되었다.

제천군은 1980년 제천시와 제원군(1990년 제천군으로 

개명)으로 분리되었다가, 1995년 제천시로 통합되었다. 

증평군은 2003년에 괴산군에서 분리되었다. 그리고, 세종

특별자치시의 출범에 따라 부강면 일대가 이관되면서 해

당 지역의 중학교도 이관되었다.8) 따라서 해당 시·군의 

학교수 변동을 파악할 때 이런 점들을 유의해야 한다.

학교수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충청북도 중학

교 전체의 신설·폐지 내역을 시·군별로 파악하였다(표 2). 

학교명은 현재의 명칭에 따랐으므로, 개명한 학교의 경우 

표 2. 지역별 중학교 신설･폐지 내역

지역 구분 학교명(연도) 수

청주
신설

청주(1924), ●대성(1935), 청주여자(1938), ●대성여자(1945), 주성(1946), 청주남(1946), ●세광(1949), 문의

(1951), 내수(1953), 미원(1953), 부강(1954), 오창(1954), ●충북여자(1955), □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1955), 

●대성여자(1959), ●운호(1968), ●일신여자(1968), 현도(1970), 옥산(1970), 가덕(1970), ●양백여자(1977), 

청주중앙여자(1978),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1981), 청주동(1984), 청주중앙(1985), 서원(1986), 봉명(1987), 

청운(1989), 가경(1992), 율량(1994), 남성(1994), 용암(1995), 원봉(1996), 수곡(1996), 경덕(1998), 복대(2001), 

원평(2003), 서경(2003), 금천(2005), 각리(2006), 운동(2007), 송절(2007), 산남(2007), 성화(2008), 오송(2009), 

용성(2009), 서현(2009), 솔밭(2010), 양청(2011), 생명(2021)

50

폐지 ●대성여자(1952), ●양백여자(1985), 부강(2012)  3

충주
신설

충주(1940), 충주여자(1942), 충일(1951), ●신명(1952), 주덕(1952), 수안보(1954), ◯앙성(1956), ●충주북여

자(1964), ●충주미덕(1966), 노은(1970), 산척(1971), 중원(1971), 가금(1972), 신니(1978), 충주예성여자(1981), 

충주중앙(1994), 칠금(2003), 탄금(2003), 중앙탑(2019), 충주대소원(2020)

20

폐지 가금(1999)  1

제천
신설

제천여자(1942), 제천(1946), 청풍(1953), 백운(1954), ●대제(1957), 수산(1964), 한송(1965), ◯제천덕산(1967), 

제천동(1967), 봉양(1970), 송학(1971), 의림여자(1973), 내토(2003), 청풍(2004)
14

폐지 청풍(1998)  1

단양
신설 단양(1945), 단산(1954), 영춘(1964), 단성(1969), 매포(1970), 가곡(1971), 별방(1998), 단양소백산(2017)  8

폐지 가곡(2017), 단산(2017), 별방(2017)  3

괴산
신설

괴산(1946), 연풍(1954), ●청안(1955), 목도(1955), 괴산북(1959), 청천(1964), 칠성(1971), 장연(1971), 송면(1971), 

감물(1986), 괴산오성(2013)
11

폐지 감물(2013), 목도(2013), 장연(2013)  3

증평 신설 증평(1946), 증평여자(1968), ●형석(1970)  3

음성
신설

음성(1931), 음성여자(1946), 무극(1946), 감곡(1946), 삼성(1955), 음성여자(1959), ●매괴여자(1966), ●생극

(1968), ●한일(1968), 금왕여자(1975), 대소(1975), 동성(2014)
12

폐지 음성여자(1950), 금왕여자(1986)  2

진천
신설 진천(1951), 광혜원(1953), 덕산(1955), 진천여자(1964), 백곡(1971), 이월(1972), 서전(2017)  7

폐지 백곡(2012)  1

보은
신설 보은(1944), 보덕(1953), 보은여자(1961), 속리(1964), 회인(1965), 속리산(1970), 내북(1971)  7

폐지 내북(2011), 속리(2011)  2

옥천
신설 옥천(1927), 옥천여자(1944), 청산(1946), 이원(1946), 안내(1954), 동이(1971), 청산여자(1978)  7

폐지 청산여자(1986), 동이(1998)  2

영동
신설

영동여자(1943), 황간(1946), 영동(1946), 학산(1952), ●추풍령(1954), ●영산(1955), 용문(1965), ●심천

(1965), 상촌(1966), ●영신(1967), ●정수(1970), 새너울(2019)
12

폐지 ●영산(1976), 영동여자(1987), 상촌(2019), 용문(2019), 황간(201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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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당시의 학교명과 다르다. 학교명 뒤의 괄호 안에는 

개교(또는 폐지)년도를 기재하였으며, 사립중학교는 ●표

시를 하여 구분하였다.

1952년 이후 공민학교나 분교가 중학교로 승격된 경우

에는 승격 시기를 개교년도로 보았고, 중학교에서 분교로 

격하된 경우에는 격하 시기를 폐지년도로 보았다. 따라서 

해당 중학교 웹사이트나 각종 교육 관련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개교년도 또는 폐지년도와 다를 수 있다.

공립이었던 청주서중은 1983년, 미호중은 1988년 국립

대학교의 부설중학교로 전환(□ 표시)되었으며, 앙성중은 

1977년, 신덕중은 2001년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환(◯ 표

시)되었다. 시·군별 학교명은 개교 순서에 따랐다. 현재

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각 시·군별 중학교의 분포를 연

대별로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먼저 학교 총수의 연도별 변화를 보면, 1951년 말에는 28

개교가 운영 중이었는데, 지속적으로 증가9)하여 2011년

에는 133개교로 늘어났다. 1951년 대비 4.75배 증가한 것

이다. 그 이후로는 소폭 감소한 채 정체 상태에 있다.

연대별로 보면, 1960년대에 가장 많은 32개교가 증가하

였고, 다음으로 1950년대에 27개교, 1970년대와 2000년대

에 각 17개교, 1990년대에 6개교, 1980년대에 5개교가 증

가하였다. 2010년대에는 오히려 4개교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농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영향이 크다. 자

세한 변동 내역은 표 3의 합계를 참고하기 바란다.

연도별로 보면, 1946년에 12개교가 동시에 개교하였고, 

다음으로 1971년에 10개교, 1970년에 9개교가 개교하였

다. 1954년 8개교, 1955년 7개교, 1964년 6개교, 1953년 및 

1968년 5개교, 1965년 4개교가 개교하였다. 총 66개교 중 

7개교를 제외한 59개교가 읍·면부 소재 중학교들이다. 

반면 1976년 이후에는 동부(주로 청주시)에서 집중적으로 

개교하였다.

사립중학교는 1951년에 3개교(전체의 10.7%)였는데, 

1950년대 후반부에 7개교, 1960년대 후반부에 12개교가 

신설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70년에는 22개교(전

체의 25.6%)까지 증가하였다.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설

립된 것은 급증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정부를 대

신할 민간의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1970년에 전체 중

학교의 1/4을 차지하던 사립중학교는 1개교가 폐지되고, 

2개교가 공립으로 전환되면서 19개교로 감소하여, 지금

은 전체의 14.8%를 차지하고 있다.

여자중학교는 1951년에 6개교(전체의 21.4%)였는데, 

조금씩 꾸준히 증가하여 1981년에는 22개교(20.6%)까지 

증가하였다. 학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비중은 

상당한 변동을 보였다. 이후 1980년대에 5개 여중이 남녀

공학 전환(1개교) 및 폐지(4개교)로 17개교로 감소하였고, 

현재까지 그 수를 유지하고 있다.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그림 1. 충북 중학교의 시군별 / 연대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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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지금은 13.3%를 차지하고 있다.

권역별로 보면, 청주권은 1951년 8개교(28.6%)에서 

2021년 현재 47개교(36.7%)로 5.9배 증가하였다. 청주권

의 학교수 급증은 1990년대 이후의 동부(洞部)에서의 학

교 신설 때문이다. 북부권은 1951년 6개교(21.4%)에서 

2021년 현재 37개교(28.9%)로 6.2배 증가하였다. 1950~ 

1970년대에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학교가 설립되었다.

중북권은 1951년 6개교(21.4%)에서 2021년 현재 27개

교(21.1%)로 4.5배 증가하였지만 비중은 예전과 비슷하

다. 1950~1970년대에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학교가 

설립되면서 1980년에는 28개교까지 증가하였고, 그 이후

로는 큰 변동이 없었다. 남부권은 1951년 8개교(28.6%)에

서 2021년 현재 17개교(13.3%)로 2.1배 증가하였지만, 비

중은 현저하게 낮아졌다. 1950~1970년대에 많은 학교가 

설립되면서 1980년에는 24개교까지 늘어나기도 하였지

만, 그 이후로는 다수의 학교가 지속적으로 폐지되어 비중

이 크게 낮아졌다.

표 2에 기재된 폐지 중학교는 총 23개교이다. 이 중 ① 부

강중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관된 것이고, ② 대성여중, 음

성여중은 다시 설립되었으며, ③ 청풍중은 분교로 격하되

었다가 다시 승격되었기 때문에 폐지로 볼 수 없다. 따라

서 이를 제외하면, 실제 폐지된 중학교는 19개교이다.

사립은 산업체 부설중이었던 양백여중과 영동군의 영

산중 뿐이었고, 나머지 17개교는 공립이었다. 양백여중을 

제외한 18개교는 읍·면부 소재 중학교이고, 여자중학교

는 4개교였다. 시기별로는 2010년대에 집중되어 있는데, 

모두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폐지된 학교들이다.

2. 어종 및 음절 특성

학교 명칭을 어종에 따라서, 숫자 지명, 고유어 지명, 구

미어(외래어) 지명, 한자어 지명으로 구분하여 빈도를 분

석하였다(송호열, 2017:46). 전체 128개 학교명 중 숫자 지

명, 구미어(외래어) 지명, 혼종 지명은 없고, 한자어 지명

과 고유어 지명만 존재한다. 한자어 지명은 126개(98.4%)

로 압도적이고, 고유어 지명은 청주 흥덕구의 솔밭중학교

표 3. 연대별 / 시･군별 학교수 변동

구분 청주 청원 충주 중원 제천 제원 단양 진천 음성 괴산 증평 보은 옥천 영동 합계

1951 7 1 3 2 1 1 3 2 1 4 3
28

(3)

1960
 8

(1)

 6

(5)

 3

(-)

 4

(4)

 5

(3)

 2

(1)

 3

(2)

 5

(2)

 6

(4)

 2

(1)

 5

(1)

 6

(3)

55

(10)

1970
10

(2)

9

(3)

5

(2)

5

(1)

10

(5)

5

(3)

4

(1)

8

(3)

9

(3)

6

(4)

5

(-)

11

(5)

87

(22)

1980
11

(1)

9

(-)

5

(-)

9

(4)

5

(1)

7

(1)

6

(1)

6

(2)

10

(2)

12

(3)

7

(1)

7

(2)

10

(-1)

104

(20)

1990
17

(6)

9

(-)

6

(1)

9

(-)

5

(-)

7

(-)

6

(-)

6

(-)

9

(-1)

13

(1)

7

(-)

6

(-1)

9

(-1)

109

(20)

2000
24

(7)

9

(-)

15

(-)

11

(-1)

7

(1)

6

(-)

9

(-)

13

(-)

7

(-)

5

(-1)

9

(-)

115

(20)

2010
35

(11)

11

(2)

17

(2)

13

(2)

7

(-)

6

(-)

9

(-)

10

(-)

3

(-)

7

(-)

5

(-)

9

(-)

132

(19)

2021
 47

(1)

19

(2)

 13

(-)

  5

(-2)

  6

(-)

 10

(1)

  8

(-2)

  3

(-)

  5

(-2)

  5

(-)

  7

(-2)

128

(19)

※ 자료 출처 : ｢충북교육통계연보｣ 해당 연도 (1951년과 1960년은 1967년 부록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하였음.)

※ 중학교 수: 매년 04. 01. 기준으로 계산한 전체 학교수 [단, 1951년은 12. 31. 기준] 

각 ‘시･군명 아래 괄호’ 안의 숫자는 증감, ‘합계 아래 괄호’ 안의 숫자는 사립학교의 수. 

국립은 현재 청주시 관내에 2개가 있을 뿐이며, 공립에서 국립으로 전환한 이후 개명 이외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국립과 

공립은 구분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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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영동군의 새너울중학교 2개(1.6%)뿐이다. 학교의 한자

명은 표 1의 한글 명칭 뒤에 병기하였다.

원평중학교의 경우,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에는 元

坪, ｢두산백과｣에는 垣坪으로 한자명이 상이하게 표기되

어 있다. 越智唯七(1917:157)에 따르면, ‘1914년 청주군 남

주내면 원평리(院坪里), 대촌리(坮村里), 분동리(粉洞里)

가 통폐합되어, 청주군 사주면 분평리(粉坪里)가 되었다’

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곳의 마을 이름을 따라 원

평중학교로 정했다면 한자명은 院坪이 되어야 한다. 원평

중학교 행정실 역시 院坪이 맞다고 확인해 주었다.

원봉중학교의 경우,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에는 元

峰, 두산백과에는 圓峰으로 한자명이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다. ｢한국지명총람3(충북편)｣(한글학회, 1970:636) 청

주시 용암동 항목의 소지명에 따르면 “원봉(元峰) - 용암리

에 있는 산, 원봉(元峰) – 원봉 밑에 있는 마을”이라고 기재

되어 있다. 원봉중학교 행정실에 문의한 바 역시 전자가 

맞다고 확인해 주었다.10) 

솔밭중학교의 경우, 학교 측에서는 교명 제정 사유를 모

르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솔밭공원 외 다른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 새너울은 ‘새롭게 생긴 바다의 큰 물결’이라는 

의미로 새롭게 작명한 것이라고 한다(연합뉴스, 2019. 02. 11.).

선행 연구인 우리나라 288개 대로명의 경우 89.6%(혼종 

포함 시 93.8%)(송호열, 2017:48), 우리나라 비수도권의 

282개 도시철도 역명의 경우 89.0%로 한자어가 압도적으

로 많았다(송호열, 2018a:41). 2018년 255개 경찰서명의 

경우, 한자어가 87.8%(혼종 포함 시 100%)로 압도적이었

고(송호열, 2019:30), 세무서명의 경우, 전 기간을 통하여 

예외 없이 100% 한자어였다(송호열, 2020a:61). 우리나라 

고속국도 시설물 명칭의 한자어 비중은, 108개 분기점 중 

99.1%(송호열, 2020b:7), 136개 휴게소 중 89.7%(혼종 포

함 시 100%)(송호열, 2020c:31), 500개 나들목 중 95.8%(혼

종 포함 시 99.6%)로 압도적이었다(송호열, 2021:19). 선

행연구들과 유사하게 충청북도 중학교 명칭도 한자어가 

98.4%로 압도적이다.

음절의 경우, 후부 요소(중학교)를 제외한 전부 요소를 

대상으로 특성을 분석하였다. 2음절이 93개(72.7%)로 가

장 많았고, 3음절이 10개(7.8%), 4음절이 18개(14.1%)이

다. 이어 5음절이 3개(2.3%), 6음절이 2개(1.6%), 11음절

이 2개(1.6%)이다(표 4). 평균 2.63음절로 상당히 짧았다.

11음절로 가장 긴 두 학교는 둘 다 국립대학교의 부설중

학교이며, 청주시 흥덕구에 자리 잡고 있다. 학교명이 너

무 길어서 평상시에는 충대부중, 미호중 등 약칭으로 불리

표 4. 음절별 학교명

음절 학교명 수

 2

괴산군(6) – 괴산, 송면, 연풍, 청천, 칠성 / 청안 // 단양군(4) - 단성, 단양, 매포, 영춘 // 보은군(3) - 보덕, 보은, 

회인 // 영동군(5) - 영동, 학산 / 심천, 영신, 정수 // 옥천군(4) - 안내, 옥천, 이원, 청산 // 음성군(8) - 감곡, 대소, 

동성, 무극, 삼성, 음성 / 생극, 한일 // 제천시(9) - 내토, 백운, 봉양, 송학, 수산, 제천, 청풍, 한송 / 대제 // 증평군(2) 

- 증평 / 형석 // 진천군(4) - 덕산, 서전, 이월, 진천 // 청주시 상당구(10) - 가덕, 금천, 문의, 미원, 용성, 용암, 

운동, 원봉, 청운, 청주 // 청주시 서원구(8) - 남성, 산남, 성화, 수곡, 원평, 현도 / 세광, 운호 // 청주시 청원구(7) 

- 각리, 내수, 생명, 양청, 오창, 율량, 주성 // 청주시 흥덕구(12) - 가경, 경덕, 복대, 봉명, 서경, 서원, 서현, 솔밭, 

송절, 오송, 옥산 / 대성 // 충주시(11) - 노은, 산척, 신니, 앙성, 주덕, 중원, 충일, 충주, 칠금, 탄금 / 신명

93

 3
괴산군(1) - 괴산북 // 보은군(1) - 속리산 // 영동군(2) - 새너울 / 추풍령 // 제천시(1) - 제천동 // 진천군(1) - 광혜원 

// 청주시 상당구(1) - 청주동 // 청주시 서원구(1) - 청주남 // 충주시(2) - 수안보, 중앙탑
10

 4

괴산군(1) - 괴산오성 // 보은군(1) - 보은여자 // 옥천군(1) - 옥천여자 // 음성군(2) - 음성여자 / 매괴여자 // 제천시(3) 

- 의림여자, 제천덕산, 제천여자 // 증평군(1) - 증평여자 // 진천군(1) - 진천여자 // 청주시 상당구(2) - 대성여자, 

일신여자 // 청주시 서원구(1) - 충북여자 // 청주시 청원구(1) - 청주중앙 // 청주시 흥덕구(1) - 청주여자 // 충주시(3) 

- 충주여자, 충주중앙 / 충주미덕

18

 5 단양군(1) - 단양소백산 // 충주시(2) - 충주대소원 / 충주북여자  3

 6 청주시 청원구(1) - 청주중앙여자 // 충주시(1) - 충주예성여자  2

11 청주시 흥덕구(2) -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 / 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  2

※ // : 시･군별 구분, / : 시･군내 설립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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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다음으로 6음절인 두 학교는 둘 다 여자중학교로

서 결합지명이며, 청주시와 충주시에 1개교씩 자리 잡고 

있다.

5음절인 3개교는 모두 북부권에 자리 잡고 있으며, 모두 

결합지명인데, 결합 양태는 다양하다. 4음절은 18개교로

서 중간 음절의 일반적인 특성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13개나 되는 여자중학교 때문이다.

만약 ‘여자중학교’ 전체를 후부 요소로 보고 음절을 계산

한다면, 4음절은 7개교(5.5%)뿐이고, 2음절은 106개(82.8%)

나 된다. 이런 방식으로 음절을 계산하면, 일반적인 음절 

특성과 유사한 지수분포(106 ＞ 11 ＞ 7 ＞ 2 ＞ 0 ＞ 2)를 

보인다.

여자중학교는 공립의 경우, 다수가 행정구역명과 관련

되어 있고, 사립의 경우, 종교, 창학이념, 행정구역명 등 명

명 유연성이 다양하다. 나머지 5개 중학교는 모두 결합지

명이며, 결합 양태는 역시 다양하다.

3음절은 10개교인데, 4개교는 결합지명(행정구역명+

방위)이고, 4개교는 세 글자의 행정구역명을 따른 것이며, 

1개교는 산명, 1개교는 창학이념과 관련하여 명명되었다.

2음절은 93개교(‘여자중학교’를 후부 요소로 볼 경우, 

106개교)인데, 71개교가 행정구역명을 딴 것이다. 나머지 

22개교 중 4개교는 결합지명(이 중 3개교는 행정구역명 관

련)이고, 18개는 인문 요소에서 연유하여 명명되었다. 인

문 요소 관련 학교명 중 10개교는 ‘역사’ 중분류에 해당(5개

교 – 옛 지명, 2개교 – 유적, 2개교 – 설립자, 1개교 – 종교)하

고, 6개교는 창학이념과 관련되어 있다.

선행 연구인 우리나라 288개 대로명의 경우 평균 2.3음

절(송호열, 2017:45-46), 우리나라 비수도권의 282개 도시

철도 역명의 경우, 평균 2.7음절이었다(송호열, 2018a:40). 

2018년 255개 경찰서명의 경우, 평균 2.95음절이었고(송

호열, 2019:30), 2020년 125개 세무서명의 경우, 평균 2.24

음절이었다(송호열, 2020a:52). 우리나라 고속국도 시설

물 중 108개 분기점 명칭의 경우, 평균 2.17음절(송호열, 

2020b:8), 136개 휴게소 명칭의 경우, 평균 2.75음절(송호

열, 2020c:31), 500개 나들목 명칭의 경우, 평균 2.6음절(송

호열, 2021:24)이었다. 충북 중학교 명칭의 음절수는 선행 

연구 결과에 비해서는 약간 긴 편에 속한다.

3. 생성 특성

학교명 제정과 개정에 있어서 설립별로 큰 차이가 있다. 

사립의 경우, 학교법인이 결정하여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립자의 의사가 중요하다. 그러나 공립의 

경우는 공공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 정체성 및 대표성

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과거에는 학교수가 적었기 때문에 소재지의 

행정구역명 또는 자연지명을 따라 학교명을 제정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관주도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었다.

그러나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되고, 인접 지역에 다수의 

학교가 신설되면서 행정구역명이나 자연지명을 따라 학

교명을 제정하기 곤란해졌다. 그리고 주민 참여형 행정이 

보편화 되면서 시민의 의견 수렴이 중요해졌다. 그래서 최

근에는 민주적인 절차11)에 따라 명칭을 제정한다.

지명의 생성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용이하

지 않은데, 학교명 역시 유연성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가 

상당하였다(송호열, 2020c:32).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학

교명의 유래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가 상당하다. 이럴 경

우에는 분류 기준을 보다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하고 이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혼란을 저감시킬 수 있다(송호열, 

2021:20).

학교 소재지의 행정구역명이 주변 자연지명(예, 추풍

령) 또는 인문지명(예, 중앙탑)과 동일할 경우, 행정구역

명을 우선하였다. 행정구역명 관련 학교명 중, 위계가 다

른데 고유 지명(전부 요소)이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 위치

한 학교들이 있다.12) 이 경우 상위 행정구역명에서 연유한 

것으로 분류하였다(송호열, 2021:20).

행정구역명 및 자연지명에서 연유한 학교명과 달리 인

문 요소에서 연유한 학교명은 그 유래를 파악하는 것이 용

이하지 않은 사례가 많으며, 이들 학교명의 경우 유형을 분

류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일부 학교의 경우, 한자명마저 모

호하고, 오래 전에 설립된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명의 유래

가 불분명한 경우가 상당하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적절

하게 고려하여 충북 중학교 전체 명칭의 생성 유형을 표 5

와 같이 분류하였다.

대분류에 따르면, 128개교 중 행정구역명 관련 학교명

(행정지명, 86개, 67.2%)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문 요

소 관련 학교명(인문지명, 23개, 18.0%), 상이한 둘 이상의 

요소가 결합하여 생성된 학교명(결합지명, 17개, 13.3%), 

자연 요소 관련 학교명(자연지명, 2개, 1.6%) 순이었다. 결

합지명의 경우, 15개가 행정구역명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행정구역명 관련 학교명은 최대 78.9%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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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지명 2개는 모두 지형, 그것도 육상 지형 관련 지명

이다. 소백산중은 산명과 관련되어 있고, 의림여중14)은 의

림지와 관련되어 있다. 예상보다 비중이 매우 낮다. 인문

지명은 ‘역사’와 ‘사회(공공)’ 둘로 구분되며, 적은 수에 비

해서 매우 다양한 유형을 보인다.

제천시 소재 내토중15)과 대제중은 제천의 옛 지명인 내

토, 대제와 관련되어 있다. 청주시에 있는 주성중16)은 청

주의 옛 이름인 주성에서, 서원중 및 서경중은 청주의 옛 

이름인 서원경(한 글자씩 축약한 형태)에서 딴 것이다. 그

래서 이들 학교명은 ‘인문지명 ＞ 역사 ＞ 옛 지명’으로 분

류하였다.

진천의 서전중은 ‘상서로운 배움터’라는 의미로 진천 출

신의 독립운동가 이상설(李相卨) 선생이 1906년 간도에 

세운 신학문 교육기관인 ‘서전서숙(瑞甸書塾)’에서 딴 것

이다(｢두산백과｣). 충주의 탄금중은 인근의 탄금대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이 둘은 ‘인문지명 ＞ 역사 

＞ 유적’으로 분류하였다.

청주의 운호중17)과 증평의 형석중18)은 설립자의 호 또

는 이름을 딴 것이다. 그래서 ‘인문지명 ＞ 역사 ＞ 인물’로 

분류하였다. 세광중,19) 매괴여중,20) 일신여중은 기독교계

에서 설립한 학교로서 ‘인문지명 ＞ 역사 ＞ 종교’로 분류

하였다.

솔밭중학교는 인근의 솔밭공원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

았고,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 및 한국교원대학교부

설미호중은 국립대학의 부설중학교이므로 교육기관에서 

연유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표 5. 생성 유형별 학교 명칭

생성 유형 
학교명

학교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 중 대

1. 자연 1) 지형 육상 속리산, 의림(여자)  2  2  2

2. 인문

1) 역사

옛 지명 내토, ●대제, 주성 / 서경, 서원 5

12

23

유적 서전, 탄금 2

인물 ●운호, ●형석 2

종교 ●매괴(여자), ●세광, ●일신(여자) 3

2) 사회(공공)

여가 솔밭 1

11
교육기관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 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 2

기타
생명 / ( 창학이념 및 교육철학 관련 ) ●대성, ●대성(여자), 

새너울, ●신명, ●영신, ●정수, ●한일 
8

3. 행정

2) 시･도 도 ●충북(여자) 1 1

86

3) 시･군･구

시 제천, 제천(여자), 청주, 청주(여자), 충주, 충주(여자)  6

20
군

괴산, 단양, 보은, 보은(여자), 영동, 옥천, 옥천(여자), 음

성, 음성(여자), 중원, 증평, 증평(여자), 진천, 진천(여자) 
14

4) 읍･면･동

읍 내수, 덕산, 매포, 봉양, 오송, 오창, 주덕  7

53
면

가덕, 감곡, 광혜원, 노은, 단성, 대소, 문의, 미원, 백운, 

산척, 삼성, ●생극, 송학, 수산, 수안보, 신니, ●심천, 안내, 

앙성, 연풍, 영춘, 옥산, 이원, 이월, 중앙탑, 청산, ●청안, 

청천, 청풍, ●추풍령, 칠성, 학산, 현도, 회인

34

동
가경, 금천, 복대, 봉명, 산남, 성화, 송절, 수곡, 용암, 운동, 

율량, 칠금
12

5) 리･마을
리 각리, 동성, 무극, 송면, 양청  5

8
마을 용성,13) 원봉, 원평 3

6) 결합 제천덕산, 청운, 충주대소원, 한송 4

4. 결합

1) 자연+인문 남성, 서현 2 2

17

2) 행정+인문 경덕, 괴산오성, 보덕, ●충주미덕, 충주예성(여자), 충일 6 6

3) 자연+행정

지형 단양소백산 1

9
방위

괴산북, 제천동, 청주남, 청주동, 청주중앙, 청주중앙(여자), 

충주북(여자), 충주중앙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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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초중학교의 경우, 실제로는 오송생명과학단지와 

관련하여 명명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이곳은 

학교와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이를 명명 근거로 삼기는 곤

란하다. 교명 제안서에 제시된 사유21)에 근거하여 ‘인문지

명 ＞ 기타’로 분류하였다.

영동군 소재 정수중22)은 설립자의 유지(遺旨)에 따라 유

교적 덕목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 ‘인문지명 ＞ 기타’로 분

류하였다. 이와 유사한 학교명으로는 영동군의 새너울중 

및 영신중, 음성군의 한일중,23) 청주시의 대성중 및 대성여

중,24) 충주시의 신명중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학교명에 

창학이념 또는 교육철학이 담겨 있다.25) 새너울중을 제외

하고 모두 사립중학교이다.

86개 행정구역명 관련 학교명을 현 행정구역명을 기준

으로 세분해 보면, 읍·면·동 관련 학교명이 53개(41.4%)

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시·군 관련 학교명이 20개(15.6%),26) 

리·마을 관련 학교명이 8개(6.3%), 도 관련 학교명이 1개

가 있다.

두 개의 행정구역명이 결합된 학교명도 4개(3.1%)가 있

다. 충주대소원중은 시명과 면명, 제천덕산중은 시명과 

읍명의 전부 요소를 단순 합성한 것이다. 청원중은 청주시

와 영운동에서 한 글자씩 따서 합성[축약 합성]한 것이다. 

제천시의 한송초중학교는 - 한수중과 송계초의 결합으로

도 볼 수 있지만 - 한수면과 송계리의 축약 합성으로 보아 

‘행정지명 ＞ 결합’으로 분류하였다.

결합지명은 총 17개교가 있다. 청주시의 남성중은 (유

래가 불분명한데) 자연지명(방위)과 인문 요소(교육목표)

의 결합으로 보았다. 청주시의 서현중은 ‘청주의 서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슬기롭고 어진 인재를 육성하자’는 의미

로 명명하였다(뉴시스, 2008. 09. 22.)고 하므로 자연지명

(분포)과 인문지명의 결합으로 보았다.

충주미덕중27)은 설립자의 유지(遺旨)에 따라 유교적 덕

목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 결합지명(행정지명+인문지명)

으로 분류하였다. 충주미덕중과 유사한 학교명으로는 괴

산군의 괴산오성중,28) 보은의 보덕중(報은읍+德), 청주

시 경덕중(가景동+德) 등이 있다. 충주시의 충일중은 ‘충

주(또는 충북, 충청) 제일의 중학생을 육성한다’는 의미로 

보아 같은 범주로 분류하였다. 충주예성여중은 행정구역

명인 충주시와 충주시의 옛 명칭인 예성이 결합된 지명이다.

단양소백산중은 군명과 산명을 결합한 것이며, 괴산북

중, 제천동중, 청주남중, 청주동중, 청주중앙중, 청주중앙

여중, 충주북여중, 충주중앙중은 모두 행정구역명과 자연

지명(방위)이 결합되어 생성된 결합지명이다.

행정구역명과 관련된 학교명의 경우, 설립 또는 개교 당

시의 행정구역과의 유연성으로 보면 위 분류와 달라져야 

하는 것들이 있다. 청주시 가경중의 경우 1992년 개교 당

시의 소재지 주소는 가경동이었는데, 추후 행정구역이 복

대동으로 변동되었다. 따라서 유연성 측면에서 부적절한 

학교명이 되었다.

충주시 수안보중의 경우 1954년 개교 당시에는 유명 관

광지인 수안보온천과 관련하여 학교명을 정했는데, 2005

년 이곳의 면명이 상모면에서 수안보면으로 변경되면서 

행정구역명 관련 학교명으로 분류하였다. 원래대로라면 

‘인문지명 ＞ 사회(공공) ＞ 관광’으로 분류해야 한다.

진천군 광혜원중의 경우 1953년 개교 당시에는 학교명

이 ‘상산’(진천의 이명)이었고, 소재지는 만승면 월성리였

다. 1954년 만승면 광혜원리로 이전하였고, 1956년 광혜

원중으로 개명하였다.

소재지인 광혜원리의 명칭을 따라 개명한 것으로 볼 수

도 있고, 예전에 이곳에 설치되어 있던 광혜원에서 연유했

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2000년 만승면이 광혜원면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상위 행정구역명인 면명에서 유래된 

학교명으로 분류하였다. 개명 당시 기준으로 본다면, ‘행

정지명 ＞ 리·마을명’이나, ‘인문지명 ＞ 유적’으로 분류

했어야 한다.

보은군 소재 회인중의 경우, 1965년 개교 당시의 소재지 

면명은 회북면이었는데, 2007년에 회인면으로 개명되었

다. 즉 설립 당시에는 옛 회인현의 명칭을 따랐던 것이므

로 ‘인문지명 ＞ 역사 ＞ 옛 지명’으로 분류해야 한다.

영동군 소재 추풍령중의 경우, 1954년 개교 당시의 소재

지 주소는 황금면 추풍령리였다. 1991년 황금면이 추풍령

면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상위 행정구역명인 면명에서 

유래된 학교명으로 분류하였다. 개교 당시를 기준으로 본

다면, ‘행정지명 ＞ 리·마을명’으로 분류해야 한다. 물론 

자연지명인 추풍령과의 유연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자연지명 ＞ 지형 ＞ 육상지형 ＞ 고개명’으로 

분류해야 한다.

1946년 개교한 증평중은 증평군 증평읍 증천리에 자리 

잡고 있는데, 개교 이래 이전한 내역은 없다. 그런데 그동

안 행정구역이 여러 차례 바뀌어, 개교 당시에는 괴산군 

증평면 소속이었다가, 1949년 괴산군 증평읍을 거쳐, 2003

년 증평군 증평읍 소속이 되었다. 개교 당시 기준으로 본

다면 면명에서 유래된 학교명으로 분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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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개교한 증평여중은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에 자

리 잡고 있는데, 설립 당시에는 괴산군 증평읍 초중리 소

속이었으므로 개교 당시 기준으로 본다면 읍명에서 유래

된 학교명으로 분류해야 한다.

학교 이전이 학교명의 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

다. 광복 전후의 혼란기에는 ① 다른 학교의 건물 일부를 

빌리거나, ② 소규모로 설립 인가를 받아서 작은 건물에

서, 일단 개교한 후 차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한 경우

가 빈번하였다. 그래서 1951년 이전(以前)의 사례를 제외

하고 이전(移轉) 내역을 정리하여,29) 그 영향을 파악하였

다. 총 45건의 이전 사례가 있었지만, 학교명의 유형 분류

에 영향을 미친 사례는 없었다.

4. 개명 특성

1951년 학제 개편 이전에는 학제 개편에 따른 교명 변경

이 상당히 심하였다. 게다가 대부분 전부 요소는 변동 없

이 후부 요소의 변동이 잦았다. 따라서 1952년 이후의 전

부 요소 개명에 대해서만 분석하였다.

승격이나 격하 과정에서 개명된 경우는 제외하였으며, 

설립 전환 등의 과정에서 개명된 경우는 포함하였다. 즉 

정규 중학교 상태에서 개명된 경우만 분석 대상으로 삼았

다. ｢충북교육연혁｣(2006:214-215)에 교명 변경 현황이 

기재되어 있지만, 오류가 상당하여 부록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개명 내역을 재확인한 후 분석하였다.

소재지 시·군명은 개명 당시의 행정구역명을 기재하

였으며, 개명 시기는 개명 인가 시기를 기준으로 삼았다. 

다만, 개명 인가 시기는 모르고(또는 불분명하고) 개명 시

행 시기만 알려져 있을 경우에는 괄호로 구분하여 표기하

였다. 표 1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변경 전 학교명에는 한자

명을 괄호 안에 병기하였다(표 6).

재개명을 제외하면 개명 학교수는 15개교이다. 이를 지

역별로 보면, 현 청주시가 5개교, 제천시가 3개교, 괴산군

이 2개교, 그리고 충주시, 단양군, 진천군, 영동군, 보은군

표 6. 충청북도 중학교 개명 내역

소재지 개명 시기 변경 전 학교명 변경 후 학교명 비고

청주시 1960. 11. 19. 신라(新羅)여자 청주남여자 사립

청주시 1963. 01. 21. 청주남(淸州南)여자 충북여자 사립, 재개명

청주시 1970. 07. 25. 청원(淸原) 청주남 공립

청주시 (1981. 03. 01.) 대농(大農)부설여자 양백(亮百)30)여자 사립, 1985년 폐지

청주시 1983. 04. 21. 청주서(淸州西)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속 국립 전환

청주시 (2001. 03. 01.)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속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 국립, 재개명

청원군 (1988. 03. 01.) 미호(美湖) 한국교원대학교부속미호 국립 전환

청원군 (2001. 04. 01.) 한국교원대학교부속미호 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 국립, 재개명

충주시 1964. 12. 12. 충주한림(忠州韓林) 충주북여자 사립

제천군 (1972. 03. 10.) 계림(桂林) 대제 사립

제천시 (1998. 03. 01.) 한수(寒水) 한송 초중 통합

제천시 (2001. 03. 01.) 신덕(信德) 제천덕산 공립 전환, 초중 통합

단양군 1984. 10. 31. 단양여자 단성 공립

괴산군 (1979. 03. 01.) 평안(平安) 형석 사립

괴산군 (1986. 03. 01.) 괴산여자 괴산북 공립

진천군 1956. 03. 16. 상산(常山) 광혜원 공립

영동군 1971. 01. 29. 영동시온 영신 사립

영동군 1972. 09. 13. 영신(永信) 영신여자 사립, 재개명

영동군 1986. 08. 27. 영신여자 영신 사립, 재개명

보은군 (2011. 03. 01.) 원남(元南) 속리산 공립, 3개교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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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각 1개교씩이다. 음성군, 증평군, 옥천군은 개명한 학교

가 없었다. 전반적으로 보면 산포하고 있는데, 그래도 군

보다는 시 지역에 더 많다. 도농별로 보면 동부가 6개로 9

개인 읍면부에 비해 적다.

시대별로 보면, 1980년대 5회, 1970년대 4회로 (그 이유

는 알 수 없지만) 이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 이어 1960년대

에 2회, 195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에 각 1개

교가 개명하였다.

설립별로 보면, 공립이 국립으로 전환하면서 2개교가 

개명을 하였으며, 1개교가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환하면

서 개명하였다. 나머지 12개교는 사립과 공립이 각 6개교

씩이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사립의 비중을 고려했을 때, 

사립의 개명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추후 사학재

단의 경영진 변화 등을 파악하여 개명 원인을 밝힐 필요가 

있다.

성별로 보면, 여자중학교와 관련된 개명은 6건이 있었

다. 충북여중, 양백여중 2개교는 개명과 무관하게 여중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단양여중, 괴산여중 2개교는 남녀공

학으로 전환하였다. 충주북여중은 여자중학교로 전환하

였고, 영신중은 영신여중으로 개명했다가 다시 원래 학교

명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르면 남녀공학 전환 여부도 개

명의 중요 요소였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여자

중학교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개명 전후 학교명의 어종을 보면, 영동시온중을 제외하

면 모두 한자어 학교명이다. 영동시온중은 한자어와 구미

어가 결합된 혼종 학교명이다.

개명 전 18개(동일한 음절로 개명한 2개의 국립학교 제

외) 학교명의 음절은 2음절 9개, 3음절 1개, 4음절 6개, 5음

절 1개, 6음절 1개로 평균 3.11음절이었다. 개명 후 18개 학

교명의 음절은 2음절 6개, 3음절 4개, 4음절 4개, 5음절 2

개, 11음절 2개로 평균 4.00음절이었다. 전체적으로 학교

명이 길어졌음을 알 수 있다.

개명 전 학교명의 생성 유형은 자연지명이 2개교, 인문

지명이 (영신과 영신여자를 동일 유형으로 보아) 6개교, 

행정지명이 5개교, 결합지명이 4개교였다. 미호중은 ‘자

연지명 ＞ 지형 ＞ 육상지형 ＞ 하천’ 유형, 계림중은 ‘자연

지명 ＞ 기타 ＞ 식생’ 유형으로 분류된다.

신라중 및 상산중은 ‘인문지명 ＞ 역사 ＞ 옛 지명’ 유형, 

평안중은 ‘인문지명 ＞ 역사 ＞ 종교(신념)’ 유형, 대농부설

여중은 ‘인문지명 ＞ 사회(민간) ＞ 제조업’ 유형, 신덕중 

및 영신중은 ‘인문지명 ＞ 기타 ＞ 창학이념’ 유형으로 분

류된다.

청원중, 단양여중, 괴산여중은 ‘행정지명 ＞ 군명’ 유형, 

한수중은 ‘행정지명 ＞ 면명’ 유형, 원남중은 ‘행정지명 ＞ 

리명’ 유형으로 분류된다. 청주남중과 청주서중은 ‘결합지

명 ＞ 행정+자연(시명+방위)’ 유형, 충주한림중31)은 ‘결합

지명 ＞ 행정+인문(시명+창학이념)’ 유형, 영동시온중은 

‘결합지명 ＞ 행정+인문(군명+종교)’ 유형으로 분류된다. 

개명 후 학교명의 생성 유형은 앞 절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이를 참조하기 바란다.

개명 외에 전환한 경우도 있는데, ①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환한 사례와 ② 공립에서 국립으로 전환한 사례가 두 곳

씩 있다. 1967년 신설된 사립 신덕중은 제천시 덕산면 도

전리 425번지 소재 덕산초등학교와 통합(이전)하여 초·

중학교로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2001년 공립학교로 전환

하면서 교명도 제천덕산중으로 변경하였다. 1956년 신설

된 사립 앙성중은 1977년 공립으로 전환되었다. 1955년 신

설된 공립 미호중은 1988년 한국교원대학교부속미호중

학교가 되었고, 1981년 신설된 공립 청주서중은 1984년 충

북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가 되었다.

III. 결론

충청북도 중등교육은 1911년 청주공립농업학교가 설

립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110년 동안 충북 중등교

육은 성장을 거듭하여 2021. 04. 01. 현재 128개 중학교가 

운영 중에 있다. 충북 교육의 발전과 더불어 관련 저서가 

다수 발간되었지만, 단편적인 정보를 수합한 것들이 대부

분이었고, 충청북도 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매우 미

흡하였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먼저 충청북도 소재 중학교

의 명칭에 관한 특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충북 중학교 현황을 보면, 128개교 중 국립이 2개

교, 공립이 107개교, 사립이 19개교이고, 남중과 여중은 각 

17개교이며, 나머지 94개교는 남녀공학이다. 학생수의 

66.8%를 차지하는 도시 지역이 50개교로 78개교인 농촌 

지역보다 훨씬 적다. 농촌 지역은 60명 미만의 소규모 학

교가 35개나 되기 때문에 학생수 대비 농촌 지역의 학교수

는 지나치게 많은 상황이다.

학교수는 분석 시작 연도인 1951년에 28개교였는데, 

2011년에는 최대인 133개교까지 증가하였다. 그 후 농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들이 통폐합되면서 약간 감소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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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수가 급

증한 것은, 1950~1970년대에는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1990년대 이후에는 청주권의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중학교가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사립중학교는 1951년에 3개교였는데, 1950~1960년대

에 급증하여 1970년에 22개교까지 증가하였다. 그 이후 소

폭 감소하여 2001년 이후에는 19개교를 유지하고 있다. 전

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14.8%

를 차지하고 있다.

여자중학교는 1951년에 6개교였는데, 그 후 꾸준히 증

가하여 1981년에 22개교까지 증가하였다. 1980년대에 5

개교가 감소하여 17개교를 유지하고 있으며, 역시 전체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13.3%를 

차지하고 있다.

1951년 이후 실제 폐지된 중학교는 19개교인데, 2010년

대에 집중적으로 폐지되었다. 사립은 2개교 뿐이었고, 나

머지는 공립이었으며, 여중은 4개교였다. 농촌 지역 중학

교가 18개교로 압도적이었다. 즉 2010년대의 농촌 지역 소

규모 학교 통폐합이 폐교 증가의 주요 요인이었다.

현 128개 중학교 명칭의 특성은 언어적 특성과 지리적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어종은 128개교 중 126개

교(98.4%)가 한자어였고, 2개교가 고유어였다. 음절은 평

균 2.63음절로 상당히 짧았고, (후부 요소를 여자중학교로 

보면) 지수 분포를 보였다.

명명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행정구역명 관련 학교명이 

67.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문 요소 관련 학교명이 

18.0%, 두 요소가 결합하여 생성된 학교명이 13.3%, 자연 

요소 관련 학교명이 1.6%를 차지하였다.

행정구역 관련 학교명을 세분해 보면, 읍·면·동 관련 

학교명이 53개교(41.4%)로 가장 많았고, 시·군 관련 학교

명이 20개교(15.6%)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리·마을 관련 

학교명이 8개교(6.3%), 행정구역명이 결합되어 생성된 학

교명이 4개교(3.1%)였다. 마지막 두 유형은 비록 숫자는 

적지만 다른 분야의 명칭들에 비해서는 높은 비중을 보였다.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행정구역 관련 학교명을 더 세분

해 보면, 면(34개교), 군(20개교), 동(12개교), 읍(7개교), 

시(6개교), 리(5개교), 마을(3개교), 도(1개교) 순서이다. 

만약 군명과 읍명이 동일한 곳의 13개 학교명을 모두 읍 관

련 학교명으로 분류하게 되면, 면(34개교), 읍(20개교), 동

(12개교), 군(7개교), 시(6개교), 리(5개교), 마을(3개교), 

도(1개교)로 순위가 바뀐다. 뿐만 아니라 읍·면·동 관련 

학교명이 66개교(51.6%)로 절반을 넘게 되고, 시·군 관

련 학교명은 7개교(5.5%)로 리·마을 관련 학교명 다음인 

3위가 된다.

선행 연구 결과를 보면, 행정구역명 관련 명칭 중 읍·

면·동명이 시·군·구명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경

우가 한 건 더 많았는데,32) 충북 중학교명 역시 읍·면·동

명 관련 학교명의 비중이 더 높았다. 그 이유로 첫째, 중학

교 중 60.1%인 78개교가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둘

째,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중간 정도인 중학교의 학교 규

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문 요소 관련 학교명의 비중은 18.0%로 다른 선행 연

구 결과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인데,33) 창학이념, 옛 지

명, 종교 등과 관련된 학교명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창학

이념, 종교 등은 특히 사립중학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에 비해서 자연 요소 관련 학교명은 2개교(1.6%)로 매우 

적었다. 두 요소의 결합으로 생성된 학교명은 ‘행정구역명

과 방위가 결합된 학교명’(8개교, 6.3%)과 ‘행정구역명과 

창학이념이 결합된 학교명’(5개교, 3.9%)이 많았다.

1951년 이후 개명한 학교수는 15개교인데, 농촌보다 도

시 지역에, 공립보다 사립이, 남중 및 남녀공학보다 여중

이 약간 더 많았다. 개명 시기는 1970~1980년대에 집중되

어 있다. 개명 전후 학교명의 어종은 1개교를 제외하고 모

두 한자어였고, 음절은 개명 후 더 길어졌다. 개명 전 학교

명의 생성 유형은 상당히 다양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적으로 충청북도, 학교급별로 중학교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향후 충청북도의 초등학교, 고등학

교, 대학교의 명칭에 대한 연구도 추가로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급별 명칭 특성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 16개 시·도 전체의 학교명을 

학교급별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전체의 지역별, 학교급별 

교명 특성을 종합적으로 구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2년 

신설된 세종특별자치시(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교명 

특성은 최신의 교명 제정 경향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 과정에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충북 중학교 전

체의 연혁을 총정리하였는데, 오류가 상당하다는 것을 발

견하였다. 충청북도교육청 및 산하 기관, 해당 중학교에

서는 지금부터라도 오류를 시정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

여야 한다. 그래야 충북 교육사 관련 오류의 확대재생산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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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1) 이들 연구자들의 논문 및 저서는 너무 많기 때문에, 

본고에 직접 인용한 것을 제외하고 참고문헌에 제

시하지 않았다.

2) ｢한국지명유래집-충청편-｣ (2010, 169)에 따르면, 

“수안보의 원래 한자명은 水安保였는데, 구한말~

일제강점기에 水安堡로 변경되었다. 2004년에 일

본식 지명을 다시 원래의 한자명인 水安保로 변경

하였고, 2005년 상모면을 수안보면으로 개명하였

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수안보중은 1954년에 신

설되었고, 당시 수안보온천의 명칭을 따라 명명한 

것이므로 개교 당시의 한자 학교명은 水安堡가 맞

다. 그러나 2004년에 한자명을 변경하였으므로 이

에 따라 정리하였다.

3) 남자중학교: 1) 청주시(4) - 청주, 청주남, ●세광, 

●운호. 2) 충주시(3) - 충일, 충주, ●충주미덕. 3) 

제천시(2) - 제천, ●대제. 4) 보은군(1) - 보은. 5) 

옥천군(1) - 옥천. 6) 진천군(1) - 진천. 7) 괴산군

(1) -괴산. 8) 증평군(1) - ●형석. 9) 음성군(3) - 

음성, ●한일, 감곡.

여자중학교: 1) 청주시(5) - 청주중앙여자, 청주여

자, ●대성여자, ●일신여자, ●충북여자. 2) 충주시

(3) - 충주여자, 충주예성여자, ●충주북여자. 3) 

제천시(2) - 의림여자, 제천여자. 4) 보은군(1) - 

보은여자. 5) 옥천군(1) - 옥천여자. 6) 진천군(1) 

- 진천여자. 7) 괴산군(1) - 괴산북. 8) 증평군 – 

증평여자. 9) 음성군(2) - 음성여자, ●매괴여자. 

(사립중학교: 학교명 앞에 ● 표시) 

여자중학교 중 ‘여자’가 포함되지 않은 학교명은 괴

산북중이 유일한데, 1986년 괴산여중이 변경된 것

이다. 각 시·군별 남중과 여중의 수가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4) ｢60회 충북통계연보｣(2020)에 따르면, 2019. 12. 

31. 기준 동부가 940,790명(57.34%), 읍･면부가 

699,918명(42.66%)으로 동부의 인구가 14.71%나 

더 많다.

｢2020학년도(충북)교육행정요람｣에 따르면, 2020. 

04. 01. 기준 중학생 총수는 41,458명이고, 이 중 

동부는 전체의 66.8%인 27,688명이었다. 동부의 

중학생수가 읍·면부의 2배나 된다.

5) 16개 읍 지역 중 중학교가 없는 곳은 없으며, 최근 

인구가 급증한 오창읍은 4개교, 음성읍과 증평읍은 

각 3개교, 보은읍, 옥천읍, 영동읍, 진천읍, 덕산

읍, 괴산읍은 각 2개교씩 있다. 86개 면 지역 중 46개 

면에는 중학교가 있고, 40개 면에는 중학교가 없

다. 괴산군 청천면, 음성군 감곡면, 단양군 영춘면

에는 2개씩 있다.

6) 중학교가 없는 40개 면은 다음과 같다. 

1) 청주시 상당구(2) – 남일면, 낭성면. 2) 청주시 

서원구(1) - 남이면. 3) 청주시 청원구(1) – 북이면. 

4) 충주시(3) - 금가면, 살미면, 소태면. 5) 제천시

(1) - 금성면. 6) 괴산군(5) - 문광면, 불정면, 사리

면, 소수면, 장연면. 7) 단양군(4) - 가곡면, 대강

면, 어상천면, 적성면. 8) 보은군(7) - 내북면, 마

로면, 산외면, 속리산면, 수한면, 장안면, 회남면. 

9) 영동군(5) - 매곡면, 상촌면, 양강면, 용산면, 

용화면. 10) 옥천군(5) - 군북면, 군서면, 동이면, 

안남면, 청성면. 11) 음성군(2) - 소이면, 원남면. 

11) 증평군(1) - 도안면. 12) 진천군(3) - 문백면, 

백곡면, 초평면.

이 중 괴산군 불정면 및 장연면, 단양군 가곡면 및 

어상천면, 보은군 내북면 및 속리산면, 영동군 상촌

면 및 용산면, 옥천군 동이면, 진천군 백곡면은 중

학교가 있었던 면들이다.

7) 시･군별(60명 미만 학교수) 해당 학교(전체 학생수)

는 다음과 같다.

1) 단양군(2) – 단성(35), 영춘(25). 2) 음성군(1) - 

●생극(44). 3) 괴산군(5) - 칠성(30), 송면(22), 청

천(19), 연풍(18), ●청안(12). 4) 영동군(4) - ●추풍

령(41), ●심천(32), ●정수(17), 학산(10). 5) 옥천군

(3) - 청산(50), 이원(45), 안내(18). 6) 보은군(2) 

- 보덕(38), 회인(17). 7) 제천시(7) - 봉양(41), 백

운(36), 제천덕산(34), 송학(12), 수산(10), 청풍

(10), 한송(10). 8) 충주시(8) - 중원(50), 충주대소

원(49), 주덕(48), 앙성(32), 신니(22), 노은(20), 수

안보(20), 산척(19). 9) 청주시(3) - 현도(59), 문의

(45), 가덕(24). (진천군 및 증평군에는 해당 학교

가 없다.)

앞으로 괴산오성중, 단양소백산중, 새너울중, 속리

산중과 같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통하여 더 많은 

중학교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8) 2012. 07. 01. 청원군 부용면의 8개 리(부강리, 행

산리, 산수리, 문곡리, 등곡리, 노호리, 금호리,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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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리)가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되었다. 부용면 외

천리만 부용외천리로 개명하여 남이면에 편입하

고, 부용면은 폐지하였다(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

구소, 2017:452).

9) 학교수 변화는 학생수 및 학급수의 변화 추이와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교육

통계연보｣를 참조하기 바란다.

10) ｢청주 지명 유래｣(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99: 

169)에는 두 소지명의 한자를 圓峰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학교명은 元峰으로 표기한다고 각주에 기

재되어 있다. 이곳에 있는 작은 산의 형상으로 볼 

때, 원래 한자명은 圓峰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11) 현재 충청북도교육청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신설 학교의 명칭을 제정하고 있다. 

학교 신설이 결정되면, 1) 해당 교육지원청에서는 

교명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학교명을 공모한

다. 3) 교명심사위원회를 2~3차례 개최하여 접수

된 학교명에 대해서 심사한다. 4) 해당 교육지원청

은 3개 정도의 후보 명칭을 도교육청에 제출한다. 

5) 도교육청은 이 중에서 명칭을 최종 선정한다(대

부분 교육지원청이 1순위로 제청한 학교명을 선정

한다).

12) 여기에 해당하는 학교 소재지 행정구역은 다음과 

같다.

괴산중 – 괴산군 괴산읍, 단양중 – 단양군 단양읍, 

보은중 및 보은여중 – 보은군 보은읍, 영동중 – 영

동군 영동읍, 옥천중 및 옥천여중 – 옥천군 옥천

읍, 음성중 및 음성여중 – 음성군 음성읍, 증평중 

및 증평여중 – 증평군 증평읍, 진천중 및 진천여중 

– 진천군 진천읍, 광혜원중 – 광혜원면 광혜원리, 

●추풍령중 – 추풍령면 추풍령리.

(광혜원중과 추풍령중은 ‘생성 특성’에서 별도로 

설명할 것이므로 제외하고) 학군만 고려한다면 군

보다는 읍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만, 설립 당시의 상황 등 여러 요소를 모두 고려한

다면 군명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3) 1914년 청주군 동주내면의 유정리, 구곡리, 용성

리 일원 및 구하리 일부를 병합하여 용성과 유정에

서 한 글자씩을 따서 청주군 사주면 용정리가 되었

다. 당시 청주군 동주내면의 용암리와 유현리는 통

합하여 사주면 용암리가 되었다(越智唯七, 1917:157).

14) 의림동이 인접해 있지만, 학교 소재지는 하소동이

다. 의림동에 자리 잡고 있다가 하소동으로 이전했

다는 기록도 없다. 그래서(비록 3.4km나 떨어져 

있지만) 인접한 의림지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았다.

법정동인 고암동과 모산동을 관할하는 의림지동이 

있으나, 의림동보다 관련성이 더 낮다.

15) 다른 옛 이름인 내제(奈堤)는 대제중학교와 혼동

할 가능성이 있으며, 제주(堤州)는 제주도에 있는 

중학교로 오인할 수 있어서 내토(奈吐)로 정하였

다. 건설 당시에는 제천북중학교로 불렸고, 소재

지의 동명을 딴 장락중학교도 거론되었었다(제천

교육사편찬위원회, 2008:458).

16) ｢한국지명유래집-충청편-｣(국토지리정보원, 

2010:125) 청주시 항목에, “청주는 지형이 풍수지

리상으로 행주형(行舟形)으로 주성(舟城)이라는 

이칭을 가지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한국향토

문화전자대전｣ ‘주성과 용두사지 철당간 전설’ 항

목에도 “청주시는 풍수지리적으로 물 위에 배가 

떠 있는 형상과 같다고 하여 주성(舟城)이라는 별

칭을 갖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내용에 따르면 풍수지리 관련 명칭으로 보고, 

‘인문지명 ＞ 역사 ＞ 종교(풍수)’로 분류할 수도 

있다.

17) 운호는 설립자(고 강기용)의 호이다.

18) 설립자 심우당(尋牛堂) 김맹석(金孟碩)과 그의 부

군인 채형근의 함자에서 한 글자씩을 따서 형석학

원이라고 명명하였다. 형석은 ‘크게 배워서 널리 

베풀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형석중학교, 

2020:41).

19) ｢세광학원50년사｣(2005:37)에 따르면, 교명 제정 

당시 “빛과 소금”이라는 의미에서 ‘염광(鹽光)’이

라고 하자는 의견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마

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따라 세광(世光)이라고 하

자는 의견이 대두되었는데, (비록 타지역이지만) 

염광은 이미 다른 기독교계 학교명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독자성을 살리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세광

을 선택하였다고 한다.

20) 매괴는 장미 꽃다발을 의미(Rosario, 라틴어 

Rosarius)하며, 천주교에서는 장미 기도, 묵주(默

珠) 기도, 매괴 기도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고 한

다. 감곡성당을 매괴성당이라고도 하는데, 이 성

당명에서 연유했다는 설도 있다. 이것이 맞다면 

‘인문지명 ＞ 사회(공공) ＞ 종교시설’로 분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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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21) 오창의 대표 축제인 청원생명축제에서 차용했다.

22)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

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설립 목적인데, 설립자

(고 장영두)가 특히 효를 강조하였다고 한다(정수

중학교).

23) 한자명으로 볼 때, ‘한국 제일’을 표방한 것으로 

보인다.

24) 대성중 및 대성여중의 교명은 청석학원 이전의 재

단법인 명칭인 대성학원에서 연유하였다. 대성은 

‘크게 성공하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25) 우리나라는 교육기본법 제2조를 통해 교육이념을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

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

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

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895년 발표된 ｢교육입국조서｣에서 지덕체(智德

體) 교육을 강조하였는데, 현 교육기본법의 인격 

도야가 바로 지덕체 교육 중 덕육에 해당한다. 참

고로 1949년에 제정된 교육법 제1조에는 인격 완

성이 언급되어 있는데, 현 교육기본법의 인격 도

야와 맥이 이어지는 것이다.

26) 군 관련 학교명 13개를 읍 관련 학교명으로 분류

하게 되면, 시･군 관련 학교명은 7개(5.5%)로 현

저하게 감소하고, 읍･면･동 관련 학교명은 66개

(51.6%)로 크게 늘어난다.

27) 1919년 충북 괴산에서 출생하여 2010년 91세로 

별세한 설립자(고 안동준)는 육군사관학교를 졸

업하였으며,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3, 5~7대 국

회의원을 역임하였다. 한학자로서 평소 유교적 덕

목을 강조하였다(충주미덕중학교). 중산(中山)은 

그의 호다.

28) 괴산군 감물면 오성리에 있지만, 오성리의 한자명

은 五城이고, 교명의 한자명은 五星으로 상이하

다. 五星은 ‘다섯 분야의 별이 되라’는 의미라고 한

다(괴산오성중학교).

29) 충청북도 중학교 이전 내역을 표로 정리하였으나, 

별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본고에 표를 제시

하지는 않았다.

30) 양백(亮百)은 대농그룹 창업주(고 박용학)의 호

이다.

31) 한림(韓林)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32) 2018년 255개 경찰서명의 경우, 행정구역명 관련 

경찰서명은 211개로 전체의 82.7%를 차지하였는

데, 이 중 시･군･구명 관련 경찰서명(147개, 57.6%)

이 읍･면･동명 관련 경찰서명(3개, 1.2%)보다 현

저하게 많았다(송호열, 2019:28). 2020년 125개 

세무서명의 경우, 행정구역명 관련 세무서명은 

104개로 전체의 83.2%를 차지하였는데, 이 중 

시･군･구명 관련 세무서명(92개, 73.6%)이 읍･

면･동명 관련 경찰서명(5개, 4.0%)보다 현저하게 

많았다(송호열, 2020a:52). 136개 휴게소 명칭의 

경우, 행정구역명 관련 휴게소명은 91개로 전체의 

66.9%를 차지하였는데, 이 중 시･군･구명 관련 휴

게소명(49개, 36.0%)이 읍･면･동명 관련 휴게소

명(37개, 27.2%)보다 많았다(송호열, 2020c:33).

반면, 우리나라 288개 대로명의 경우, 행정구역 

관련 대로명은 112개로 전체의 38.9%를 차지하였

는데, 이 중 읍･면･동명 관련 대로명(54개, 18.8%)

이 시･군･구명 관련 대로명(47개, 16.3%)보다 많

았다(송호열, 2017:52-53). 우리나라 비수도권의 

282개(환승역을 각각 계산) 도시철도 역명의 경

우, 행정구역명 관련 역명은 166개로 전체의 

58.9%를 차지하였는데, 이 중 읍･면･동명 관련 역

명(128개, 45.4%)이 시･군･구명 관련 역명(5개, 

1.8%)보다 현저하게 많았다(송호열, 2018a:44). 

우리나라 고속국도 시설물 중 108개 분기점 명칭

의 경우, 행정구역명 관련 분기점명은 94개로 전

체의 87.0%를 차지하였는데, 이 중 읍･면･동명 관

련 분기점명(48개, 44.4%)이 시･군･구명 관련 분

기점명(39개, 36.1%)보다 약간 많았다(송호열, 

2020b:8). 500개 나들목 명칭의 경우, 행정구역

명 관련 나들목명은 325개로 전체의 65.0%를 차

지하였는데, 이 중 읍･면･동명 관련 나들목명(164

개, 32.8%)이 시･군･구명 관련 나들목명(124개, 

24.8%)보다 많았다(송호열, 2021:23-24).

33) 선행 연구에서의 인문 요소 관련 명칭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288개 대로명의 경우 38.2%(송호열, 

2017:49), 우리나라 비수도권의 282개(환승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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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계산) 도시철도 역명의 경우 35.5%(송호열, 

2018a:43), 2018년 255개 경찰서명의 경우 0.0% 

(송호열, 2019:30), 2020년 125개 세무서명의 경

우 0.0%(송호열, 2020a:52), 우리나라 고속국도 

시설물 중 108개 분기점 명칭의 경우 3.7%(송호

열, 2020b:8), 136개 휴게소 명칭의 경우 5.1%(송

호열, 2020c:33), 500개 나들목 명칭의 경우 3.8% 

(송호열, 2021:2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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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충청북도 중학교의 변동 내역

충청북도 중학교의 분포, 명칭 및 변동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총망라하여 확보하였다. 이 자료들을 

대조･확인하는 과정에서 동일 사안에 대해 상이하게 기록

된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부실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면, 연구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여 충청북도 중학교

의 변동 내역을 정리하였다. 충청북도교육청 및 산하 중학

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지난(至難)한 대조 작업

을 수행했음에도 여전히 미흡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

다. 불완전할 수도 있는 자료를 본고에 부록으로 첨부하는 

이유는 이 자료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의 생성에 밑

바탕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학교 총수는 “중학교”라는 후부 요소가 사용된 시기를 

기준으로 삼았으며, 일본인 자녀 대상 중학교도 포함하였

다. 각종학교, 사범학교 병설학교 및 분교장 변동 내역도 

기술하였으나 학교 총수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현재 운영

되고 있는 중학교의 경우,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다. 하지만 지면 관계상 각 중학교의 웹사이

트 주소는 참고문헌에 기재하지 않았다. 다른 참고문헌은 

본고에 모두 제시하였으니 이를 참고하기 바란다.

신설 내역의 기재 순서는 개교일을 우선하였고, 다음으

로 설립 인가 시기를 따랐다. 신설 연월일의 경우, 상단에 

설립 인가일을 기재하고. 하단 괄호 안에 개교일을 기재하

였다. 개교일과 개교식 거행일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인데, 

대부분의 학교가 개교식 거행일을 개교일로 혼동하여 사

용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 과거 혼란기에는 지금처럼 

3월 1일 또는 9월 1일과 같이 특정 시기에 개교한 것이 아

니기 때문에 - 섣불리 개교일을 특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1975년 이전의 변동 내역은 기존 기록을 그대로 인용하여 

정리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개교식 거행일 또는 개교

기념일이 아니라 최대한 문서상 개교일을 특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주소는 지번 주소를 우선하였으며, 그 아래에 도로명 주

소(지번 주소와 중복되는 상위 행정구역의 주소는 생략)

를 괄호 안에 기재하였다. 주소는 변동이 그리 심하지 않

은 편이지만, 도회 지역에서는 변동 사례가 상당하다.

필지 분할로 지번이 신설된 경우도 있고, 지번 분할로 가

지번호만 추가된 경우도 있으며, 여러 필지가 한 필지로 

병합되면서 지번이 말소된 경우도 있고, 임야에서 토지로 

등록 전환된 경우도 있다. 심지어 행정구역 경계가 조정되

면서 소속 ‘동(洞)’이 변경된 경우도 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지번이 상이한 경우가 상당하다. 따라서 본고에 기

재된 주소 중 지번을 활용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

과거 지번 주소의 경우, 옛 주소를 그대로 기재하지 않으

면 오히려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당시 지번을 특정할 

수 있으면, 옛 지번을 그대로 기재하였다. 이에 대응되는 

도로명 주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함께 기재하였으나, 불

명확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중고 분리 시기는 1951. 08. 31.과 1951. 09. 

01. 둘 모두 타당해 보인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실제 시행

일인 1951. 09. 01.로 통일하여 기재하였다. 따라서 다른 

문헌들에 기재된 내용과 다를 수 있다.  

1. 1951년까지의 변화

현재와 같은 중학교는 1951년의 학제 개편1)에 의해 탄

생하였기 때문에, 1951년을 중학교 연혁의 시점으로 삼았

다. 하지만 1951년 당시 존재했던 중학교들은 이전부터 상

당 기간 다른 형태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설립부터 1951

년까지의 연혁을 해당 중학교별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변

동 내역을 간략하게 표로 다시 정리하였다. 나열 순서는 

시･군별 최초 설립일을 기준으로 삼았다. 일본인 중학교 

두 곳에 대해서는 신설, 개명 및 폐지에 관한 내용을 표에

만 간단하게 부기하였다.

1) 청주중학교

청주중학교의 전신인 5년제 청주공립고등보통학교는 

1924. 04. 19. 설립 인가(조선총독부 훈령 제91호)를 받아

서 1924. 05. 05.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6-3번지(당시에는 

청주공립농업학교, 현 청주여자중학교 부지)에서 개교식

과 입학식을 거행하였다. 1925. 04. 관립에서 도립으로 전

환되었으며, 현재의 위치인 청주시 상당구 영동 8번지(사

직대로361번길 125번지)로 이전하였다(청주시지편찬위

원회, 1976:885-886; 충청북도교육위원회, 1979:261-262).

청주중학교 웹사이트의 ｢학교 연혁｣에는 청주고등보통

학교(5년제)로 설립 인가를 받은 후, 1928. 04. 01. 청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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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고등보통학교로 개명한 것으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

다.2) 이어 1938. 04. 01. 4년제 청주공립중학교로 개명하

였으며, (일본인 중학교인 제2중학교의 설립으로 인하여) 

1939. 04. 01. 다시 6년제 청주제일공립중학교로, (3년 동

안 4년제였다가) 1946. 05. 17. 6년제 청주공립중학교로 

개명하였다(청주중학교).3)

1950. 06. 22. 청주고등학교와 분리하여 3년제 청주중학

교로 개명하였다. 중･고 분리는 이처럼 일찍 이루어졌지

만, 청주고등학교가 청주시 사창동 140번지(현 청주시 흥

덕구 복대동 869번지 / 사직대로 79번지) 별도의 신축 교

사로 이전한 것은 10년 후인 1960. 09. 13.4)이다(청주고등

학교).

2) 대성중학교

대성중학교의 전신인 5년제 청주상업학교는 1935. 03. 

26. 설립 인가를 받아, 1935. 05. 05. 청주공립고등보통학

교(청주중학교 전신)의 교사를 빌려 개교하였다. 1936. 

06. 25. 청주시 내덕동 261번지(현 청주대성고등학교 부

지,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300번길 18번지)로 이전하였다. 

1947. 02. 04. 6년제로 변경되었고, 1951. 09. 01. 대성중학

교와 청주상업고등학교로 분리되었다. 청주상업고등학

교는 2002. 03. 01. 청주대성고등학교로 개명되었다(청석

학원80년사편찬위원회, 2004:112; 청주시지편찬위원회, 

1976:886; 충청북도교육위원회, 1979:265; 대성중학교; 청

주대성고등학교).

3) 청주여자중학교

청주여자중학교의 전신인 4년제 청주제2공립고등여학

교는 1938. 04. 10. 설립 인가를 받아서 1938. 05. 01.5) 청

주제일공립고등여학교6)의 교사를 빌려 개교하였다. 2년 

후인 1940. 05. 04. 현재의 위치인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6-3번지(사운로 60번지)로 이전하였다(청주시지편찬위

원회, 1976:890,906).

이어 1946. 04. 01. 6년제 청주공립여자중학교로 개명하

였으며, 1951. 09. 01. 청주여자중학교와 청주여자고등학

교로 분리하였다. 1952. 03. 30. 폐지된 대성여자중학교를 

병합하였고, 1952. 04. 02. 청주여자고등학교가 청주시 수

동 309-2번지(상당구 대성로 145번지)로 분리, 이전하였

으며, 청주여자고등학교는 1981. 09. 01. 현 위치인 청주시 

율량동 534번지(청원구 충청대로107번길 82번지)로 재이

전하였다(청주여자중학교; 청주여자고등학교).

4) 대성여자중학교

대성여자중학교의 전신인 4년제 사립 청주여자상업학

교는 1945. 05. 31. 옛 대성보통학교의 부지인 청주시 상당

구 수동 399번지(현 대성여자중학교 부지)에 개교하였다. 

1947. 09. 청주시 수동 309번지(청주여자고등학교 부지로 

사용하다가 지금은 한국은행 충북본부와 교원공제회관

으로 사용 중)로 이전하였다.

화재로 교사가 소실되어 1951년 중･고 분리 당시 대성여

자중학교가 먼저 분리되었고, 청주여자고등기술학교는 

1952. 07. 01. 개교하였다. 그러나 설립 7년 만인 1952. 03. 

30. 대성여자중학교가 청주여자중학교에 병합되면서 폐

지되고, 청주여자고등기술학교 역시 1952. 05. 09. 도(道)

에 이관됨으로써 소멸되었다(청주시지편찬위원회, 1976: 

890,898). 그런데 대성여자중학교는 1959년 다시 설립되

었다.

5) 청주사범학교 병설 중학교

아직 명확한 근거 자료를 찾지 못하였는데, 청사병설중

학교는 1948. 09. 01. 개교하여 1962. 02. 10. 폐지된 것으

로 보인다.7) 청주사범학교가 1943. 07. 20. 현 위치인 청주

시 서원구 수곡동 135번지(청남로 2065번지)로 이전하였

으므로 개교부터 폐지까지 이곳에 소재했다.

청주사범학교는 1946. 03. 01. 관립(국립)에서 공립(도

립)으로 이관되고 6년제로 개편되었다가, 1950. 10. 01. 다

시 국립으로 이관되었으며, 1951. 09. 01. 각 3년제인 청주

사범학교와 병설중학교로 개편되었다. 청주사범학교는 

1962. 02. 17. 국립학교설치령 개정에 따라 청주교육대학

으로 바뀌었다(청주시지편찬위원회, 1976:907).8)

6) 주성중학교

주성중학교의 전신인 6년제 청주공업중학교는 1946. 

09. 01. 설립 인가를 받아서 현재의 청주공업고등학교 위

치인 청주시 영동 79번지 옛 청주제2중학교9) 부지에서 

1946. 09. 20. 개교하였다. 1951. 09. 01. 주성중학교와 청

주공업고등학교로 분리되었다.10) 청주공업고등학교는 

1976. 04. 01.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2011. 03. 01. 청주

공업고등학교로 개명되었다. 주성중학교는 1952. 04. 11. 

옛 육군병원 부지11)(청주시 상당구 수동 133번지)로 이전

하였다(청주시지편찬위원회, 1976:896,906; 주성중학교; 

청주공업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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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주남중학교

청원공립초급중학교는 1946. 09. 01. 설립 인가를 받아

서 1946. 11. 11. 청주공업중학교와 같은 장소에서 개교

(병설중학교)하였다. 처음에는 3년제 야간학교였는데, 

1950. 06. 01. 4년제(1951. 09. 01. 다시 3년제로 환원) 청원

중학교로 변경하였다. 점차 야간부를 감축하고 주간부를 

확대하다가 1957. 04. 01. 청주시 내덕동 산1번지 소재 청

주농업고등학교12)의 병설중학교(晝間)가 되었다(청주

시지편찬위원회, 1976:897,905). 1963. 08. 15. 청주시 서

원구 수곡동 124-3번지(청남로 2039)로 이전하였으며, 

1970. 07. 25. 청주남중학교로 개명하였다.

8) 세광중학교

사립인 세광중학교는 1949. 07. 27. 설립 인가를 받아서 

1949. 09. 15. 개교하였다. 당시 교사는 청주시 상당구 남

문로1가 154번지(상당로13번길 15번지)에 있는 청주제일

교회 및 교회 구내로 이설(移設)한 망선루(望仙樓)였다

(디지털청주문화대전 중 청주제일교회 항목).

9) 충주중학교

5년제 충주공립중학교는 1940. 04. 01. 설립 인가를 받

아, 1940. 04. 18. 충주군 충주읍 호암리 192번지(현 충주

시 호암동 거룡2길 14번지)에서 개교하였다. 신설 초기에

는 (1985년 시점에서 보았을 때) 옛 중원군청을 임시교사

로 사용하였다. 1951. 09. 01.13) 충주중학교와 충주고등학

교로 분리되었다(충주문화원, 1985:669,714). 충주고등학

교는 1964. 05. 01. 충주중학교 북쪽에 인접한 현 충주여자

고등학교 부지(충주시 형설로 77번지)로 이전하였고, 

1975. 02. 01. 현재의 위치(충주시 예성로 37번지)로 재이

전하였다(충주고등학교).

10) 충주여자중학교

4년제 충주공립고등여학교14)는 1942. 03. 31. 설립 인

가를 받아 1942. 04. 26. 개교하였으며, 1945. 09. 01. 충주

공립여자중학교로 변경되었고, 1951. 09. 01. 충주여자중

학교와 충주여자고등학교로 분리되었다. 충주여자중학

교는 개교 당시부터 지금까지 충주시 교현동 369-1번지에 

자리잡고 있으며, 충주여자고등학교는 1975. 02. 28. 현재

의 위치(옛 충주고등학교 부지; 충주시 형설로 77번지)로 

이전하였다(충주문화원, 1985:669; 충주여자고등학교; 충

주여자중학교).

11) 충주사범학교 병설 중학교

아직까지 명확한 근거 자료를 찾지 못하였으나, 청사병

설중과 마찬가지로 1948. 09. 01. 개교한 것으로 보인다. 

｢청주교육대학교육십년사｣에 의하면, 1962. 02. 28. 충주

중학교와 충주여자중학교로 편입되면서 폐지되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따르면, 충주사범학교는 1946. 

07. 02. 설립 인가를 받아서 1946. 09. 16. 개교하였다. 그

리고 1950. 04. 01. 공립에서 국립으로 이관되었으며, 1962. 

02. 28. 폐지되었다. 충주사범학교 폐지 후, 학교 부지였던 

충주시 용산동 453번지(형설로 120번지)에는 도립인 충

주공업초급대학이 신설되었다. 1982. 03. 02. 충주공업전

문대학이 중원군 이류면(현 대소원면) 검단리 123번지로 

이전한 후, 충주공업고등학교가 신설되어 지금까지 이어

오고 있다.

12) 제천여자중학교

제천여자중학교의 전신인 2년제15) 제천공립실과여학

교16)는 1942. 06. 11.17) 설립 인가를 받아 1942. 07. 03. 제

천시 서부동 740번지(내제로6길 13번지)18)에서 개교하였

다. 1945. 04. 01. 3년제 제천여자공립농업학교19)로 변경 

인가를 받았으며, 1946. 09. 01.20) 제천여자중학교로 변경 

인가를 받았다(제천시지편찬위원회, 2004:381-382; 제천

여자중학교; 제천여자고등학교; 디지털제천문화대전). 1951. 

09. 01. 각 3년제의 제천여자중학교와 제천여자고등학교

로 분리되었으며, 1976. 01. 20. 현재의 위치인 제천시 청

전동 71-1번지(용두천로 312번지21))로 이전하였다(제천

여자중학교).22)

13) 제천중학교

제천중학교의 전신인 제천공립초급중학교는 1946. 10. 

01. 설립 인가를 받아 개교하였다.23) 1948. 06. 01. 현재 위

치인 제천시 서부동 251번지(의병대로 29번지)로 이전24)

하였고, 1948. 09. 01. 제천고급중학교로 승격 인가를 받았

다. 1951. 09. 01. 제천중학교와 제천고등학교로 분리되었

으며, 제천고등학교는 1973. 06. 09. 현 위치인 제천시 청

전동 162번지(칠성로 105번지)로 이전하였다(제천시지

편찬위원회, 2004:381-382; 제천중학교; 제천고등학교). 

1998. 03. 01. 청풍분교를 신설하였으며, 2004. 03. 01. 청

풍분교를 분리･승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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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단양중학교

단양중학교의 변동 내역은 상당히 복잡하여 설립부터 

최근까지의 내용을 모두 기재한다.25) 단양중학교의 전신

인 단양공립공업전수학교는 1945. 05. 01. 설립 인가를 받

아서 수몰 전 옛 단양국민학교 부지(단양군 단양면 하방리 

195번지로 추정)에서 (개교일은 불명확함) 개교하였다. 

1945. 11. 단양공립공업초급중학교로 승격되었고, 옛 일

본인 국민학교 교사로 이전하였다. 1947. 03. 01. 단양군 

단양면 하방리 260번지로 이전하였다. 1949. 05. 01. 단양

중학교로 개명하였으며, 1950. 05. 4년제 단양공업중학교

(여자중학교 증설)로 개편하였다. 교육법 개정에 따라 

1951. 09. 01.26) 단양중학교가 되었다.27) 1952. 05. 22. 단

양중학교 병설 단양공업고등학교가 설립 인가를 받았으

며, 1955. 06. 15. 영춘분교가 인가를 받은 후 1964. 03. 06. 

영춘중학교로 분리･독립하였다. 1969. 03. 15. 단양여자

중학교(현 단성중학교)가 분리･이전하였으며, 1974. 06. 

12. 단양공업고등학교(현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가 단양

군 단성면 북하리 58번지 신축교사로 이전하였다. 1985. 

03. 01.부터 다시 남녀 공학을 실시28)하게 되었고, 1985. 

05. 13. 충주호 수몰로 인하여 현재 위치인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222번지로 이전하였다(단양중학교; 충청북도단

양교육청, 2003:609).

15) 괴산중학교

괴산중학교의 전신인 괴산공립초급중학교29)는 1946. 

07. 31. 설립 인가를 받아서 1946. 10. 01.30) 현재 위치인 

괴산군 괴산읍 대사리 162번지(165번지; 괴산로 3527번

지)에서 개교하였다. 이어 1948. 09. 03. 괴산공립중학교

로 변경되었고, 1951. 09. 01. 괴산중학교와 괴산고등학교

로 분리되었으며, 1977. 03. 01. 괴산고등학교가 인접한 괴

산군 괴산읍 대사리 201번지로 분리･이전하였다(괴산군

지편찬위원회, 1990:770; 괴산중학교; 괴산고등학교).

16) 증평중학교

증평중학교의 전신인 3년제 증평공립초급중학교는 

1946. 07. 31.31) 설립 인가를 받아서  1946. 10. 07.32) 괴산

군 증평읍 증천리 600번지[｢충북교육통계연보｣(1967:287)

에는 593번지, 현재는 726번지; 광장로 158번지]33)에서 개

교하였다(증평중학교). 관련 문헌과 자료가 매우 부실하

여 더 이상의 연혁을 확인할 수 없었다.34) 증평중학교가 

원래 3년제였기 때문에 인접한 증평공업고등학교는 증평

중학교에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별도 신설(1951. 09. 01. 

신설 인가, 1951. 10. 07. 개교)되었다.

17) 음성중학교

(승계 여부가 명확하지 않지만) 음성중학교의 전신은 

1939. 01. 31.35),36) 설립된 2년제 음성농업실습[실수]학교

로 볼 수 있다. 1944. 04. 01.37) 3년제인 음성농업전수학교

로 승격되었으며, 1946. 08. 31. 3년제인 음성공립초급중

학교로 설립 인가를 받아 1946. 09. 01. 음성군 음성읍 읍

내리 635-1번지38)에서 개교하였다. 1948. 09. 23. 6년제인 

음성공립(고급)중학교로 승격되었고, 1951. 09. 01. 음성

중학교와 음성고등학교로 분리되었다. 당시 음성여자중

학교를 병합하였다. 1958. 04. 01.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757번지(현재 503-7번지, 중앙로 109-16번지) 소재 음성

고등학교로 이전하여 음성고등학교와 같은 부지에서 통

합 운영되다가, 음성여자고등학교가 음성고등학교로 통

합되면서 1986. 03. 01. 현 위치인 음성읍 읍내리 274-3번

지(수정로 79번지)로 분리･이전하였다(음성군지편찬위

원회, 1979:622-623,627; 음성중학교; 음성고등학교, 음성

읍지편찬위원회, 2018:415).

18) 무극중학교

무극중학교의 전신인 3년제 무극공립농업초급중학교

는 1946. 07. 09. 설립 인가를 받아서 1946. 09. 15.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23-2번지(응천서길27번길 37)에서 개교하

였으며, 1951. 09. 01. 무극중학교로 변경되었다(무극중

학교).

19) 감곡중학교

감곡중학교의 전신인 3년제 감곡공립상업초급중학교

는 1946. 09. 01. 설립 인가를 받아서 1946. 09. 16.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357-2번지(성당길 10) 매괴성당에서 개교

하였으며, 1951. 09. 01. 감곡중학교로 변경되었다(음성

군지편찬위원회, 2008:719; 감곡중학교). 1955. 09. 01. 현 

위치인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890-3번지로 이전하였다. 

1966. 03. 05. 학칙 변경으로 여학생 모집을 중단하였고, 

여학생은 인근에 신설된 매괴여자중학교로 진학하게 되

었다(디지털음성문화대전).

20) 음성여자중학교

음성여자중학교의 모체인 3년제 음성여자초급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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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46. 09. 12. (개교일자 불명) (소재지 불명) 설립되었

다(음성군지편찬위원회, 2008:719). 1951. 09. 01. 음성중

학교에 병합되었다가 1959. 05. 30. 음성여자중학교 설립 

인가를 받아서 1959. 07. 01.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280번

지(현재의 음성중학교 부지)에서 음성여자고등학교와 함

께 개교하였다. 1974. 03. 01. 현 위치인 음성군 음성읍 평

곡리 830-3번지(한불로 10번지)로 이전하였다(음성여자

중학교).

21) 옥천중학교

옥천중학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2년제 옥천공립농

업보습학교는 1927. 05. 01. 설립되었고, 1936. 05. 01. 옥

천농업실수학교로 변경되었다가, 1944. 02. 28. 다시 3년

제 옥천농업전수학교로 변경되었다. 1945. 03. 27. 4년제 

옥천농업학교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1946. 09. 01. 옥천농

업중학교로 변경되었으며, 1946. 09. 01. 6년제로 개편되

었다. 1951. 09. 01. 학제 개편으로 각 3년제의 옥천중학교

와 옥천농업고등학교39)로 분리(개교)되었고, 옥천중학

교는 1951. 09. 20.40) 개교하였으며,41) 1955. 08. 31. 교사

를 신축하여 현 위치인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63번지(삼

양로 81번지)로 이전하였다(충청북도옥천교육청, 2004:591, 

1046-1047; 옥천중학교; 옥천군지편찬위원회, 1994:1331; 

충청북도교육위원회, 1979:264).

22) 옥천여자중학교

옥천여자중학교의 전신인 옥천여자(실과)전수학교는 

1944. 02. 23. 설립 인가42)를 받아서 1944. 04. 10.43) 개교

하였으며,44) 1946. 09. 01. 옥천여자초급중학교로 변경되

었고, 다시 1950. 05. 01. 옥천여자중학교로 변경되었

다.45),46) 1950. 08. 11. 옥천읍 죽향리 63번지로 이전하였

다가47) 1964. 11. 04. 옥천읍 문정리 460번지48)(현 455-2

번지; 중앙로 90번지)로 이전하였다(충청북도옥천교육청, 

2004:667; 옥천여자중학교; 옥천군지편찬위원회, 1994:1334; 

충청북도교육위원회, 1979:275).

23) 이원중학교

이원중학교의 전신인 이원농업중학교는 1946. 07. 01.49) 

설립 인가를 받아서 1946. 10. 20. 귀속 재산인 잠실을 개

조하여 개교하였다.50) 1952. 03. 05. 이원중학교로 변경하

였으며, 1956. 10. 20. 현 위치인 옥천군 이원면 건진리 559

번지51)(건진3길 16번지)로 신축 이전하였다(충청북도옥

천교육청, 2004:636; 이원중학교).

24) 청산중학교

청산중학교의 전신인 3년제 청산공립초급중학교는 

1946. 07. 31.52) 설립 인가를 받아서 1946. 09. 01. 옥천군 

청산면 백운리 동사무소 임시 교사에서 개교하였다. 1949. 

09. (일자 불명) 신축 교사를 준공하여 현 위치인 옥천군 

청산면 백운리 333번지(청산로 88번지53))로 이전하였으

며, 1950. 06. 01. 4년제 청산중학교로 변경되었다.54)

1977. 12. 30.55) 남녀 중고교로 인가받아서 1978. 03. 01. 

개교하였으며, 1985. 10. 14. 폐지 인가를 받아서 1986. 03. 

01. 남녀 중･고교를 통･폐합하여 다시 청산중고교가 되었

다(충청북도옥천교육청, 2004:615-619,701,1034,1065; 청

산중학교; 옥천군지편찬위원회, 1994:1336). 달리 말하면, 

1978. 03. 01. 청산여자중고교가 신설되었다가 1986. 03. 

01. 폐지되었다는 것이다.

25) 영동여자중학교

영동여자중학교의 전신인 3년제 영동공립실과여학교

는 1943. 03. 30. 설립 인가를 받아서 1943. 04. 12.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210번지(동정로 1번지)에서 개교하였다. 

1946. 04. 10. 영동공립여자중학교로 변경되었으며, 1987. 

03. 01. 폐지되고 영동중학교로 통합되었다(충청북도영

동교육청, 2004:338; 충청북도교육위원회, 1979:276).

26) 황간중학교

황간중학교의 전신인 황간공립농업초급중학교는 1946. 

07. 30(또는 31).56) 설립 인가를 받아서 1946. 10. 01. 영동

군 황간면 남성리 526번지(황간로 66번지)에서 개교하였

다. 1950. 06. 05. 4년제로 개편하였고, 1951. 09. 01. 3년제 

황간중학교로 변경하였다(충청북도영동교육청, 2003:476-477). 

2019. 03. 01. 새너울중학교로 통합되면서 폐지되었다.

27) 영동중학교

영동중학교의 전신인 3년제 영동초급중학교는 1946. 

08. 09.57) 설립 인가를 받아서 현 위치인 영동군 영동읍 계

산리 69번지(현재 78번지; 계산로 106번지)58)에서 1946. 

11. 20. 개교하였다. 1980. 03. 01. 영동고등학교를 분리하

였으며, 1987. 03. 01. 폐지된 영동여자중학교를 통합하였

다(충청북도영동교육청, 2003:456-457; 영동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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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보은중학교

보은중학교의 전신인 4년제 보은공립농업학교는 1944. 

06. 05. (위치 불명) 개교하였고, 1946. 04. 01. 6년제 보은

농업중학교로 개편되었다. 1948. 04. 05.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123번지(자영고길 10번지)로 이전하였다. 1951. 

09. 01. 보은농업중학교가 각 3년제의 보은중학교와 보은

농업고등학교59)로 분리되면서 현 위치인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30-1번지로 이전하였다. 1961. 05. 27. 보은여자

중･고등학교가 신설되면서 여학생은 보은여자중학교로 

이관되었다(보은군지편찬위원회, 2016:18-20,56-57; 보은

중학교;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표 1. 1951년까지의 변동 내역(계속)

연번 연월일 학교명
설립

구분

변동

유형

현재의 지번(도로명) 주소

[ 변동 내역 ]
총수

(사립)

 1 1923. 04. 21. 청주공립고등여학교 공립 신설

청주시 상당구 수동 309-2
( 대성로 145 )

[ 일본인 학생 중심으로 운영 ]

 2
1924. 04. 19.

(1924. 05. 05.)
청주고등보통학교60) 공립 신설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6-3
( 사운로 60 )

[ 현 청주여자중학교 부지 ]

 3 1925. 04.   . 청주고등보통학교 공립 이전

[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6-3
  → 청주시 상당구 영동 8 ]

      ( 사직대로361번길 125 )

 4 1927. 05. 01. 옥천공립농업보습학교61) 공립 신설 [ 위치 불명 ]

 5
1935. 03. 26.

(1935. 05. 05.)
청주상업학교62) 사립 신설 [ 청주공립고등보통학교 교사에서 개교 ]

 6 1936. 05. 01. 옥천공립농업보습학교 공립 개명 [ 옥천공립농업보습학교 → 옥천농업실수학교 ]

 7 1936. 06. 25. 청주상업학교 사립 이전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261
 ( 대성로300번길 18 )

[ 현 청주대성고등학교 부지 ]

 8 1938. 04. 01. 청주공립고등보통학교 공립 개명 [ 청주공립고등보통학교 → 청주공립중학교 ]  1

 9 1938. 04. 10. 청주공립고등여학교 공립 개명 [ 청주공립고등여학교 → 청주제일공립고등여학교 ]

10
1938. 04. 10.

(1938. 05. 01.)
청주제2공립

고등여학교63)
공립 신설

청주시 상당구 수동 309-2
 ( 대성로 145 )

[ 현 한국은행 충북본부 및 교원공제회관 ]

11 1939. 01. 31. 음성농업실습학교 공립 신설 [ 위치 불명 ]

12 1939. 04. 01. 청주공립 공립 개명 [ 청주공립중학교 → 청주제일공립중학교 ]

13 1939. 04.   . 청주제2 공립 신설

청주시 상당구 영동 79
 ( 교서로 17 )

[ 현 청주공업고등학교 부지 ]
 2

14
1940. 04. 01.

(1940. 04. 18.)
충주공립 공립 신설

충주군 충주읍 호암리 192
[ 현 충주시 호암동 192-1 ]

 ( 거룡2길 14 )
 3

15 1940. 05. 04. 청주제2공립고등여학교 공립 이전

[ 청주시 상당구 수동 309-2
  →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6-3 ]

      ( 사운로 60 )

16
1942. 03. 31.

(1942. 04. 26.)
충주공립고등여학교64) 공립 신설

충주시 교현동 369-1
( 예성로 221 )

17
1942. 06. 11.

(1942. 07. 03.)
제천공립실과여학교65) 공립 신설

제천군 제천읍 서부리 80
( 현 제천시 서부동 740 )

( 내제로6길 13 )

18
1943. 03. 30.

(1943. 04. 12.)
영동공립실과여학교66) 공립 신설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210
 ( 동정로 1 )

[ 현 영동군청 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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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951년까지의 변동 내역(계속)

연번 연월일 학교명
설립

구분

변동

유형

현재의 지번(도로명) 주소

[ 변동 내역 ]
총수

(사립)

19 1944. 02. 28. 옥천농업실수학교 공립 개명 [ 옥천농업실수학교 → 옥천농업전수학교 ]

20 1944. 04. 01. 음성농업실습학교 공립 개명 [ 음성농업실습학교 → 음성농업전수학교 ]

21
1944. 02. 23.

(1944. 04. 10.)
옥천여자(실과)전수학교67) 공립 신설 [ 위치 불명 ]

22 1944. 06. 05. 보은공립농업학교68) 공립 신설 [ 위치 불명 ]

23 1945. 03. 27. 옥천농업전수학교 공립 개명 [ 옥천농업전수학교 → 옥천농업학교 ]

24 1945. 04. 01. 제천공립실과여학교 공립 개명 [ 제천공립실과여학교 → 제천여자공립농업학교 ]

25
1945. 05. 01.
(개교일 불명)

단양공립공업전수학교69) 공립 신설
단양군 단양면 하방리 195
( 수몰 전 단양국민학교 부지 )

26
(1945. 05. 31.)

청주여자상업학교 사립 신설

청주시 상당구 수동 399
 ( 대성로 208 )

[ 옛 대성보통학교 부지, 현 대성여자중학교 부지 ]

27 1945. 08. 15. 청주제일공립고등여학교 공립 폐지 청주시 상당구 수동 309-2

28 1945. 08. 15. 청주제2 공립 폐지 청주시 상당구 영동 79  2

29 1945. 09. 01. 충주공립고등여학교 공립 개명 [ 충주공립고등여학교 → 충주공립여자중학교 ]  3

30 1945. 11.   . 단양공립공업전수학교 공립
개명 [ 단양공립공업전수학교 → 단양공립공업초급중학교 ]

 4
이전 [ 수몰 전 단양국민학교 부지 → 옛 일본인 국민학교 부지 ]

31 1946. 04. 01. 청주제2공립고등여학교 공립 개명 [ 청주제2공립고등여학교 → 청주공립여자중학교 ]  5

32 1946. 04. 01. 보은공립농업학교 공립 개명 [ 보은공립농업학교 → 보은농업중학교 ]  6

33 1946. 04. 10. 영동공립실과여학교 공립 개명 [ 영동공립실과여학교 → 영동공립여자중학교 ]  7

34 1946. 05. 17. 청주제일공립 공립 개명 [ 청주제일공립중학교 → 청주공립중학교 ]

35
1946. 07. 31.

(1946. 09. 01.)
청산공립초급70) 공립 신설

옥천군 청산면 백운리 동사무소 

[ 개교식: 1946. 10. 20. ]
 8

36
1946. 08. 31.

(1946. 09. 01.)
음성공립초급71) 공립 신설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635-1
[ 현 음성군청 부지 ]

 9

37 1946. 09. 01. 제천여자공립농업학교 공립 개명 [ 제천여자공립농업학교 → 제천여자중학교 ] 10

38 1946. 09. 01. 옥천농업학교 공립 개명 [ 옥천농업학교 → 옥천농업중학교 ] 11

39 1946. 09. 01. 옥천여자(실과)전수학교 공립 개명 [ 옥천여자(실과)전수학교 → 옥천여자초급중학교 ] 12

40
1946. 09. 12.
(개교일 불명)

음성여자초급72) 공립 신설 [ 위치 불명 ] 13

41
1946. 07. 09.

(1946. 09. 15.)
무극공립농업초급73) 공립 신설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23-2
 ( 응천서길27번길 37 )

14

42
1946. 09. 01.

(1946. 09. 16.)
감곡공립상업초급74) 공립 신설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357-2
 ( 성당길 10 )

[ 매괴성당 건물을 빌려서 개교 ] 
15

43
1946. 09. 01.

(1946. 09. 20.)
청주공업75) 공립 신설

청주시 상당구 영동 79
 ( 교서로 17 )

[ 옛 청주제2중학교 부지, 현 청주공업고등학교 부지 ]
16

44
1946. 07. 30.

(1946. 10. 01.)
황간공립농업초급76) 공립 신설

영동군 황간면 남성리 526
 ( 황간로 66 )

17

45
1946. 07. 31.

(1946. 10. 01.)
괴산공립초급77) 공립 신설

괴산군 괴산읍 대사리 162(165)
 ( 괴산로 3527)

18

46
1946. 10. 01.

(1946. 10. 01.)
제천공립초급78) 공립 신설 [ 위치 불명 ] 19

47
1946. 07. 31.

(1946. 10. 07.)
증평공립초급79) 공립 신설

괴산군 증평읍 증천리 600
[ 현 증평군 증평읍 증천리 726 ]

     ( 광장로 158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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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951년까지의 변동 내역(계속)

연번 연월일 학교명
설립

구분

변동

유형

현재의 지번(도로명) 주소

[ 변동 내역 ]
총수

(사립)

48
1946. 07. 01.

(1946. 10. 20.)
이원농업80) 공립 신설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 상세 주소 불명 ]
21

49
1946. 09. 01.

(1946. 11. 11.)
청원공립초급81) 공립 신설

청주시 상당구 영동 79
[ 청주공업중학교 교사 이용 ], [ 병설 야간 ]

22

50
1946. 08. 09.

(1946. 11. 20.)
영동초급82) 공립 신설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9
 ( 계산로 106 )

23

51 1947. 03. 01. 단양공립공업초급83) 공립 이전
단양군 단양면 하방리 260
[ 현재 충주호 수몰 지역 ]

52 1947. 09.   . 청주여자상업학교 사립 이전

[ 청주시 상당구 수동 399
  → 청주시 상당구 수동 309 ]

      ( 대성로 145 )
[ 현 한국은행충북본부 및 교원공제회관 ]

53 1948. 04. 05. 보은농업 공립 이전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123
 ( 자영고길 10 )

[ 현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부지 ]

54 1948. 06. 01. 제천공립초급 공립 이전

[ 위치 불명

  → 제천시 서부동 251 ]
          ( 의병대로 29 ) 
[ 당시 주소 : 제천군 제천읍 서부리 2 ]

55 1948. 09. 01. 제천공립초급 공립 개명 [ 제천공립초급중학교 → 제천고급중학교 ]

56 1948. 09. 03. 괴산공립초급 공립 개명 [ 괴산공립초급중학교 → 괴산공립중학교 ]

57 1948. 09. 23. 음성공립초급 공립 개명 [ 음성공립초급중학교 → 음성공립(고급)중학교 ]

58 1948.   .   . 증평공립초급84) 공립 개명 [ 증평공립초급중학교 → 증평중학교 ]

59 1949. 05. 01. 단양공립공업초급 공립 개명 [ 단양공립공업초급중학교 → 단양중학교 ]

60
1949. 07. 27.

(1949. 09. 15.)
세광85) 사립 신설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1가 154
 ( 상당로13번길 15 )

[ 청주제일교회 및 망선루를 교사로 활용 ]

24
(1)

61 1949. 09.   . 청산공립초급 공립 이전 

[ 옥천군 청산면 백운리 동사무소

 → 옥천군 청산면 백운리 333-3 ]
     ( 청산로 88 )

62 1950. 03. 01. 단양86) 공립
개명

(승격)
[ 단양중학교 → 단양공업중학교 ]

63 1950. 05. 01. 옥천여자초급 공립 개명 [ 옥천여자초급중학교 → 옥천여자중학교 ]

64 1950. 06. 01. 청원공립초급 공립 개명
[ 청원공립초급중학교 → 청원중학교 ]
[ 병설 야간 ]

65 1950. 06. 01. 청산공립초급 공립 개명 [ 청산공립초급중학교 → 청산중학교 ]

66 1950. 06. 22. 청주공립 공립 분리 [ 청주중학교와 청주고등학교로 분리 ]

67 1950. 08. 11. 옥천여자 공립 이전
[ 위치 불명

  → 옥천군 옥천읍 죽향리 63 ]

68 1950. 09. 01. 음성여자초급 공립 폐지 [ 음성중학교로 병합 ]
23
(1)

69 1951. 09. 01. 청주공립여자 공립 분리 [ 청주여자중학교와 청주여자고등학교 ]

70 1951. 09. 01. 청주공업 공립 분리 [ 주성중학교와 청주공업고등학교 ]

71 1951. 09. 01. 청주상업학교 사립 분리 [ 대성중학교와 청주상업고등학교 ]
24
(2)

72 1951. 09. 01. 청주여자상업학교 사립 분리 [ 대성여자중학교와 청주여자고등기술학교 ]
25
(3)

73 1951. 09. 01. 충주공립 공립 분리 [ 충주중학교와 충주고등학교 ]

74 1951. 09. 01. 충주공립여자 공립 분리 [ 충주여자중학교와 충주여자고등학교 ]

75 1951. 09. 01. 제천고급 공립 분리 [ 제천중학교와 제천고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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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52~1960년의 변화

표 1. 1951년까지의 변동 내역(계속)

연번 연월일 학교명
설립

구분

변동

유형

현재의 지번(도로명) 주소

[ 변동 내역 ]
총수

(사립)

76 1951. 09. 01. 제천여자 공립 분리 [ 제천여자중학교와 제천여자고등학교 ]

77 1951. 09. 01. 단양공업 공립
개명

(개편)
[ 단양공업중학교 → 단양중학교 ]

78 1951. 09. 01. 음성공립고급 공립 분리
[ 음성중학교와 음성고등학교 ]
[ 음성여자중학교 병합 ]

79 1951. 09. 01. 무극공립농업초급 공립 개명 [ 무극공립농업초급중학교 → 무극중학교 ]

80 1951. 09. 01. 감곡공립상업초급87) 공립 개명 [ 감곡공립상업초급중학교 → 감곡중학교 ]

81 1951. 09. 01. 괴산 공립 분리 [ 괴산중학교와 괴산고등학교 ]

82 1951. 09. 01. 황간공립농업초급 공립 개명 [ 황간공립농업초급중학교 → 황간중학교 ]

83 1951. 09. 01. 보은농업 공립

분리 [ 보은중학교와 보은농업고등학교 ]

이전

[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123
  →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30-1 ]

      ( 뱃들로 55-23 )

84
1951. 09. 01.

(1951. 09. 20.)
옥천농업 공립 분리

[ 옥천중학교와 옥천농업고등학교 ]
[ 4년간 옥천농업고등학교 교사 이용 ]
[ 개교 당시의 주소 전체 불명 ]

85
1951. 09. 11.

(1951. 09. 20.)
충일88) 공립 신설

충주시 봉방동 72-7
     ( 탄금대로 88 )
[ 충주농업고등학교 부속 건물 사용 ] 
[ 현 국원고등학교 소재지 ]

26
(3)

86
1951. 09. 01.

(1951. 10. 03.)
진천89),90) 공립 신설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462
 ( 성중로 27-5 )

27
(3)

87
1951. 10. 04.

(1951. 11. 05.)
문의91) 공립 신설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미천리 108-2
        ( 대청호반로 832 )

28
(3)

※ 연월일 : 이 시기는 혼란기였기 때문에 03. 01. 또는 09. 01.과 같이 특정 일자에 개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서, 개교일은 해당 

학교 웹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는 개교일(또는 개교식일)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표 2. 1952~1960년의 변동 내역(계속)

연번 연월일 학교명
설립

구분

변동

유형

현재의 지번(도로명) 주소

[ 변동 내역 ]
총수

(사립)

 1 1952. 02. 24. 안내고등공민학교92) 공립 신설
[ 위치 불명 ]

[ 옥천군 안내면 현리로 추정 ]

 2 1952. 03. 05. 이원농업 공립 개명 [ 이원농업중학교 → 이원중학교 ]

 3 1952. 04. 11. 주성 공립 이전

[ 청주시 상당구 영동 79
  → 청주시 상당구 수동 133 ]

     ( 대성로180번길 3 )
[ 현 충북진로교육원 부지 ]

 4
1951. 12. 20.

(1952. 04. 17.)
신명93) 사립 신설

충주군 엄정면 신만리 416 
( 현 충주시 엄정면 족동2길 15 )

29
(4)

 5 1952. 05. 02. 대성여자 사립 폐지

청주시 상당구 수동 399
 ( 대성로 208 )

[ 청주여자중학교로 흡수 ]

28
(3)

 6
1952. 02. 03.

(1952. 05. 15.)
주덕94) 공립 신설

충주군 주덕면 신중리 130-3
( 현 충주시 주덕읍 창전길 223 )
[ 1950년 설립된 기존 고등공민학교 인수 ]

2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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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952~1960년의 변동 내역(계속)

연번 연월일 학교명
설립

구분

변동

유형

현재의 지번(도로명) 주소

[ 변동 내역 ]
총수

(사립)

 7
1952. 05. 24.

(1952. 07. 10.)
학산95) 공립 신설

영동군 학산면 서산리 902
 ( 학산양산로 12 )

[ 대표 지번: 907번지에서 902번지로 변경 ] 

30
(3)

 8
1951. 12. 31.

(1952. 12. 31.)
삼성고등공민학교 공립 신설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431

 9
1953. 03. 23.

(1953. 04. 25.)
보덕96) 공립 신설

보은군 탄부면 하장리 27-1
 ( 삼승탄부로 843-21 )

31
(3)

10
1953. 04. 23.

(1953. 05. 05.)
내수97) 공립 신설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마산리 1
        ( 마산3길 38 )

[ 당시에는 내수읍이 아니라 북일면 ]

32
(3)

11
1953. 03. 23.

(1953. 05. 07.)
미원98) 공립 신설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리 281-3
        ( 단재로 2494 )

[ 1953. 04. 25. 미원고등공민학교 2,3학년 편입 ]

33
(3)

12
1953. 04. 22.

(1953. 05. 07.)
상산99) 공립 신설

진천군 만승면 월성리 (지번 불명)
[ 금상고등공민학교를 인수하여 개교 ]
[ 입학식/개교식은 건잠장(乾蠶場)에서 거행 ]

34
(3)

13
1953. 04. 23.

(1953. 05. 10.)
청풍100) 공립 신설

제천시 청풍면 읍리 202
 ( 현재 충주호 수몰 지역 )

35
(3)

14 1954. 03. 02. 세광101) 사립 이전

[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1가 154
  →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5 ]

      ( 당산로 14 )

15 1954. 05. 24. 삼성고등공민학교 공립 전환 [ 삼성고등공민학교 → 무극중학교 삼성분교 ]

16 1954. 05. 24. 안내고등공민학교102) 공립 전환 [ 안내고등공민학교 → 안내중학교 ]
36
(3)

17
1954. 05. 24.

(1954. 07. 20.)
강내분교103) 공립 신설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월곡리 230
        ( 가로수로 562 )

[ 청원중학교 소속 ]

18
1954. 05. 24.

(1954. 07. 21.)
부강104) 공립 신설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500
( 세종시 부강면 부강로 25-7 ) 

37
(3)

19
1954. 05. 24.

(1954. 08. 05.)
오창105) 공립 신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창리 151-4
        ( 팔결로 619 )

38
(3)

20
1954. 09. 01.

(1954. 09. 09.)
신라여자고등공민학교106) 사립 신설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1가 112
 ( 남사로140번길 43 )

[ 옛 경찰전문학교 부지 ]

21
1954. 07. 12.

(1954. 09. 24.)
추풍령107) 사립 신설

영동군 황금면 추풍령리 산3
(현 영동군 추풍령면 추풍령리 63-1)

      ( 신안로 106 )

39
(4)

22 1954. 09.   . 신명 사립 이전 

[ 중원군 엄정면 신만리 416
 → 중원군 엄정면 용산리 387-1
   (현 충주시 엄정면 동막강현길 377 )
[ 옛 부지는 육묘장 등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보임 ]

23
1954. 07. 05.

(1954. 10. 01.)
수안보108) 공립 신설

충주군 상모면 온천리 824
( 현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824 )

40
(4)

24
1954. 05. 14.

(1954. 10. 10.)
백운109) 공립 신설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585

41
(4)

25 1954. 10. 14. 상산 공립 이전

[ 진천군 만승면 월성리 (지번 불명)
  → 진천군 만승면 광혜원리 515(또는 512) ]
( 현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520 )

       ( 화랑길 137 ) 

26
1954. 05. 24.

(1954. 10. 21.)
연풍110) 공립 신설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488
 ( 향교로 55 )

4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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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952~1960년의 변동 내역(계속)

연번 연월일 학교명
설립

구분

변동

유형

현재의 지번(도로명) 주소

[ 변동 내역 ]
총수

(사립)

27
1954. 05. 24.

(1954. 11. 05.)
단산111) 공립 신설

단양군 어상천면 임현리 311
   ( 어상천로 904 )

43
(4)

28 1955. 02. 25. 신라여자 사립 개명
[ 신라여자고등공민학교로 먼저 개교한 후, 나중에 신

라여자중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음. ]
44
(5)

29
1954. 07. 26.

(1955. 03. 07.)
영산112) 사립 신설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270
 ( 대학로 10 ) 

45
(6)

30
1955. 02. 28.

(1955. 04. 11.)
청안113) 사립 신설

괴산군 청안면 읍내리 233(현 231)
 ( 청안읍내로3길 20 )

46
(7)

31

1955. 04. 01.

강내분교114) 공립

이전

[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월곡리 230
  →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월곡리 300-1 ]

             ( 가로수로 602 ) 47
(7)

1955. 05. 31.
승격

개명
[ 청원중학교 강내분교 → 미호중학교 ]

32
1955. 05. 31.

(1955. 06. 01.)
삼성분교115) 공립 승격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431-1
 ( 덕호로 39 )

[ 무극중학교 삼성분교 → 삼성중학교 ]

48
(7)

33 1955. 06. 15. 영춘분교116) 공립 신설

단양군 영춘면 상리 496-1
 ( 온달평강로 105 )

[ 단양중학교 소속 ]

34
1955. 06. 01.

(1955. 07. 15.)
목도117) 공립 신설

괴산군 불정면 목도리 473(현 247)
 ( 목도로 64 )

49
(7)

35 1955. 08. 31. 옥천 공립 이전

[ 위치 불명

 →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63 ]
     ( 삼양로 81 )

36 1955. 09. 01. 감곡118) 공립 이전

[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357-2
  →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890-3 ]

      ( 음성로 2629 )

37
1955. 06. 01.

(1955. 09. 25.)
덕산119) 공립 신설

진천군 덕산읍 용몽리 566-1
 ( 몽촌2길 19 )

50
(7)

38
1956. 02. 28.

(1956. 04. 02.)
앙성120) 사립 신설

충주시 앙성면 용포리 72-3
 ( 용당1길 29 )

51
(8)

39
1956. 03. 16.

(1956. 05. 09.)
상산121) 공립 개명 [ 상산중학교 → 광혜원중학교 ]

40 1956. 10. 20. 이원 공립 이전 

[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 옥천군 이원면 건진리 559 ]
      ( 건진3길 16 )

41 1956. 12. 08. 안내122) 공립 이전

[ 옥천군 안내면 현리

  → 옥천군 안내면 현리 ]
[ 이전 전후의 상세 주소 불명 ]

42 1957. 04. 01. 청원 공립 이전

[ 청주시 상당구 영동 79
  → 청주시 내덕동 산1 ]
[ 청주농업고등학교 교사 이용 ], [ 병설 주간 ]

43
1957. 04. 06.

(1957. 04. 17.)
계림123) 사립 신설

제천시 서부동 ( 현 제천여고 인근 ) 
[ 상세 주소 불명 ]

52
(9)

44 1958. 04. 01. 음성124) 공립 이전

[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635-1
  →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757(503-7) ]

      ( 중앙로 109-16 )
[ 현 음성고등학교 부지 ]

45 1958. 07. 01. 봉양분교 사립 신설
[ 봉양고등공민학교를 병합하여 계림중학교 봉양분교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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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61~1970년의 변화

표 2. 1952~1960년의 변동 내역(계속)

연번 연월일 학교명
설립

구분

변동

유형

현재의 지번(도로명) 주소

[ 변동 내역 ]
총수

(사립)

46 1958. 09. 03. 대성 사립 이전

[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261
  → 청주시 상당구 수동 399 ]

      ( 대성로 208 )
[ 현 대성여자중학교 부지 ]

47 1958. 12. 15. 봉양분교 사립 폐지 [ 계림중학교로 통합 ]

48
1959. 03. 10.

(1959. 04. 01.)
대성여자125) 사립 신설

청주시 상당구 수동 399
 ( 대성로 208 )

[ 다시 신설 ]
[ 개교식 및 입학식: 1959. 04. 09. ]
[ 1년 5개월 정도 대성중 교사 공동 사용 ]

53
(10)

49 1959. 04. 03. 계림 사립 이전

[ 제천시 서부동  

 → 제천시 화산동 ( 현 제천역 인근) ]
[ 상세 주소 불명 ]

50 1959. 04. 27. 안내126) 공립 이전

[ 옥천군 안내면 현리

  → 옥천군 안내면 인포리 294-3 ]
[ 현재 수몰 지역 ]
[ 안남면 소속의 인포리가 1973년 안내면으로 편입 ]

51
1959. 05. 30.

(1959. 06. 24.)
괴산여자127) 공립 신설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725
 ( 임꺽정로 139 )

54
(10)

52
1959. 05. 30.

(1959. 07. 01.)
음성여자 공립 신설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280
[ 현 음성중학교 부지 ]
[ 음성중학교에서 분리 ]

55
(10)

53 1960. 03. 27. 청천분교 공립 신설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 77-1
 ( 청천6길 10 )

[ 현 청천초등학교 부지 ]
[ 괴산중학교 소속 ], [ 청천고등공민학교 인수 ]

54 1960. 04. 08. 신라여자 사립 이전

[ 청주시 남문로1가 112
  → 청주시 모충동 286 128) ]
[ 현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부지 ]

55 1960. 09. 30. 대성 사립 이전

[ 청주시 상당구 수동 399
  →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261 ]

      ( 대성로300번길 18 )
[ 현 청주대성고등학교 부지 ]

56 1960. 11. 19. 신라여자129) 사립 개명 [ 신라여자중학교 → 청주남여자중학교 ]

※ 연월일 : <표 1>과 동일한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표 3. 1961~1970년의 변동 내역(계속)

연번 연월일 학교명
설립

구분

변동

유형

현재의 지번(도로명) 주소

[ 변동 내역 ]
총수

(사립)

 1 1961. 03. 16. 수산분교130) 공립 신설

제천시 수산면 수산리 349
 ( 지곡로 12 )

[ 청풍중학교 소속 ]

 2
1961. 05. 27.

(1961. 06. 15.)
보은여자131) 공립 신설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116-2
 ( 보은로 223 )

56
(10)

 3 1962. 03. 02. 청천분교 공립 이전

[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 77-1
  → 괴산군 청천면 선평리 155 ]

      ( 선평길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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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961~1970년의 변동 내역(계속)

연번 연월일 학교명
설립

구분

변동

유형

현재의 지번(도로명) 주소

[ 변동 내역 ]
총수

(사립)

 4 1963. 01. 21. 청주남여자132) 사립 개명 [ 청주남여자중학교 → 충북여자중학교 ]

 5 1963. 08. 15. 청원 공립 이전

[ 청주시 내덕동 산1
  →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124-3 ]

      ( 청남로 2039 )

 6 1964. 03. 02. 상촌분교 공립 신설

영동군 상촌면 유곡리 467
 ( 상촌로 1264 )

[ 황간중학교 소속 ]
[ 1950. 10. 16. 설립된 상촌공민학교 계승 ]

 7
1963. 11. 17.

(1964. 03. 05.)
속리133) 공립 신설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 19
   ( 법주사로 84 )

[ 현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부지 ]
[ 1946. 08. 31. 설립된 사립 공민학교 승계 ]
[ 당시에는 속리산면이 아니라 내속리면 ]

57
(10)

 8
1963. 12. 18.

(1964. 03. 05.)
수산분교134) 공립 승격 [ 청풍중학교 수산분교 → 수산중학교 ]

58
(10)

 9
1963. 12. 18.

(1964. 03. 06.)
영춘분교135) 공립 승격 [ 단양중학교 영춘분교 → 영춘중학교 ] 

59
(10)

10 1964. 04. 01. 충일 공립 이전

[ 충주시 봉방동 72-7
 → 충주시 안림동 산1 ( → 1083-4) ]
         ( 만리산9길 31)
[ 순차 이전으로 1967. 09. 01. 이전 완료 ]

11
1963. 12. 18.

(1964. 04. 30.)
청천분교136) 공립 승격 [ 괴산중학교 청천분교 → 청천중학교 ]

60
(10)

12
1963. 12. 12.

(1964. 05. 05.)
충주한림137) 사립 신설

충주시 교현동 490
     ( 야현1길 21 )

61
(11)

13 1964. 11. 04. 옥천여자 공립 이전

[ 옥천군 옥천읍 죽향리 63
  →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60 ]

      ( 중앙로 90 )
[ 현 대표 지번 : 455-2 ]

14 1964. 12. 20. 계림138) 사립 이전

[ 제천시 화산동 213
  → 제천시 청전동 526 ]
          ( 청전대로1길 29 )

15 1964. 12. 12. 충주한림139) 사립 개명 [ 충주한림중학교 → 충주북여자중학교 ]

16
1964. 12. 24.

(1965. 03. 01.)
생극고등공민학교140) 사립 신설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492
 ( 음성로 1672 )

17
1964. 12. 02.

(1965. 03. 09.)
회인141) 공립 신설

보은군 회인면 중앙리 130
 ( 회인로 73 )

[ 당시에는 회인면이 아니라 회북면 ]

62
(11)

18
1964. 12. 06.

(1965. 03. 09.)
진천여자142) 공립 신설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343
 ( 덕금로 65-16 )

[ 진천중학교에서 분리 ] 143),144)

63
(11)

19
1964. 12. 12.

(1965. 03. 06.)
심천145) 사립 신설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291
 ( 심천로2길 12-14 )

64
(12)

20
1964. 12. 22.

(1965. 03. 10.)
용문146) 공립 신설

영동군 용산면 상용리 80
[ 현 경부고속도로 부지 ]

65
(12)

21
1964. 12. 16.

(1965. 04. 15.)
한수147) 공립 신설

제천시 한수면 황강리 170-1
[ 현재 충주호 수몰 지역 ]

66
(12)

22
1965. 12. 17.

(1966. 03. 10.)
충주미덕148) 사립 신설

충주시 용산동 829-10
[ 원래 여자중학교였는데, 1966. 11. 17. 남자중학교로 
전환 ]

67
(13)

23
1965. 12. 24.

(1966. 03. 16.)
상촌분교149) 공립 승격 [ 황간중학교 상촌분교 → 상촌중학교 ]

6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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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961~1970년의 변동 내역(계속)

연번 연월일 학교명
설립

구분

변동

유형

현재의 지번(도로명) 주소

[ 변동 내역 ]
총수

(사립)

24
1966. 03. 11. 

(1966. 04. 16.)
매괴여자150) 사립 신설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498-1
 ( 매괴길 10 )

69
(14)

25 1967. 02. 29. 신덕151) 사립 신설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 568(또는 487)
[ 현 순복음총회신학교로 추정 ]

70
(15)

26
1966. 12. 13.

(1967. 03. 03.)
제천동152) 공립 신설

제천시 동현동 45 153)

      ( 의병대로 177 )
[ 당시 제천농업고등학교, 현 제천제일고등학교 부지 ]

71
(15)

27
1967. 09. 08.

(1967. 09. 25.)
영동시온154) 사립 신설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458
 ( 영동황간로 22 )

72
(16)

28
1967. 10. 28.

(1968. 03. 01.)
한일155) 사립 신설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755
 ( 예술로 34 )

73
(17)

29
1967. 09. 08.

(1968. 03. 06.)
운호156) 사립 신설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132-13
 ( 무심서로 375 )

[ 1년 동안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공동 사용 ]

74
(18)

30
1967. 10. 28.

(1968. 03. 06.)
일신여자157) 사립 신설

청주시 상당구 탑동 185-1
 ( 영운로 126 )

75
(19)

31 1967. 10. 28. 생극고등공민학교 사립 승격 [ 생극고등공민학교 → 생극중학교 ]
76

(20)

32
1967. 09. 08.

(1968. 03. 07.)
증평여자158) 공립 신설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11-8
 ( 삼보로 136 )

[ 증평중학교에서 분리 ]

77
(20)

33
1968. 12. 03.

(1969. 03. 15.)
단양여자159) 공립 신설

단양군 단양읍 상방리 79
( 현 단양군 단성면 상방리 79-1 )

      ( 월악로 4633 )
[ 단양중학교에서 분리 ]

78
(20)

34 1969. 09. 19. 청풍160) 공립 이전
[ 제천시 청풍면 읍리 202
  → 제천시 청풍면 읍리 616(또는 614) ]
     ( 현재 충주호 수몰 지역 )

35
1969. 10. 14.

(1970. 03. 17.)
현도161) 공립 신설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선동리 256-3
        ( 청남로 332-4 )

79
(20)

36
1969. 10. 11.

(1970. 03. 18.)
옥산162) 공립 신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77-3
        ( 오산1길 41 )

80
(20)

37
1969. 10. 16.

(1970. 03. 19.)
봉양163) 공립 신설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864-1
 ( 앞산로 39 )

81
(20)

38
1969. 11. 18.

(1970. 03. 19.)
가덕 공립 신설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인차리 287

82
(20)

39
1969. 10. 14.

(1970. 03. 20.)
노은164) 공립 신설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368
 ( 감노로 1387 )

83
(20)

40
1969. 10. 14. 

(1970. 03. 20.)
원남165) 공립 신설

보은군 삼승면 내망리 653
 ( 능월1길 11 )

84
(20)

41
1969. 11. 18.

(1970. 03. 20.)
정수 사립 신설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12
[ 3개월은 다른 장소를 사용하다가 1970. 06. 17. 이곳
으로 이전 ]  

85
(21)

42
1969. 11. 18.

(1970. 03. 20.)
평안166) 사립 신설

괴산군(현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603
           ( 미암로 26 )

86
(22)

43
1969. 11. 18.

(1970. 03. 20.)
매포167) 공립 신설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118
 ( 평동1로 13 )

87
(22)

44 1970. 07. 25. 청원 공립 개명 [ 청원중학교 → 청주남중학교 ]

45 1970. 12. 31. 용문168) 공립 이전
[ 영동군 용산면 상용리 80
 → 영동군 용산면 용산리 104 ]

     ( 용산로9길 24 )

※ 연월일 : <표 1>과 동일한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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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71~1980년의 변화

표 4. 1971~1980년의 변동 내역(계속)

연번 연월일 학교명
설립

구분

변동

유형

현재의 지번(도로명) 주소

[ 변동 내역 ]
총수

(사립)

 1 1971. 01. 29. 영동시온169) 사립 개명 [ 영동시온중학교 → 영신중학교 ]

 2 1971. 02. 25. 대성 사립 이전

[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261
  →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220 ]

      ( 사운로 342 )
[ 옛 청주대성초등학교 부지 ]

 3
1971. 01. 09.

(1971. 03. 06.)
가곡170) 공립 신설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435
 ( 남한강로 548 )

88
(22)

 4
1971. 01. 09.

(1971. 03. 06.)
칠성171) 공립 신설

괴산군 칠성면 사평리 240
 ( 사평길 28 )

89
(22)

 5
1971. 01. 09.

(1971. 03. 08.)
동이172) 공립 신설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 672
 ( 적하길 23 )

90
(22)

 6
1971. 01. 09.

(1971. 03. 08.)
백곡173) 공립 신설

진천군 백곡면 사송리 476-1
 ( 백곡로 959 )

[ 진천문학관, 도서관 및 독도체험관으로 사용 중 ]

91
(22)

 7
1971. 01. 09

(1971. 03. 09.)
장연174) 공립 신설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562
 ( 미선로오가2길 32 )

92
(22)

 8
1971. 01. 09.

(1971. 03. 09.)
산척175) 공립 신설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718-2
 ( 천등박달로 56 )

93
(22)

 9
1971. 01. 09.

(1971. 03. 10.)
송학176) 공립 신설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1100-2
 ( 송학로5길 7 )

94
(22)

10
1970. 01. 10.

(1971. 03. 10.)
중원177) 공립 신설

중원군 동량면 대전리 1505
( 현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507-1 )

      ( 대미길 94 )

95
(22)

11
1971. 01. 09.

(1971. 03. 11.)
내북178) 공립 신설

보은군 내북면 화전리 5-1
 ( 화전길 20 )

96
(22)

12
1971. 01. 09.

(1971. 04. 08.)
송면179) 공립 신설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191
 ( 문장로 2915 )

97
(22)

13 1971. 04. 30. 심천 사립 이전

[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291 
  →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 378 ]

      ( 초강로 143 )

14
1971. 12. 27.

(1972. 03. 09.)
가금180) 공립 신설

중원군 가금면 장천리 883
(현 충주시 중앙탑면 장천리 883 )

      ( 첨단산업로 1084 )

98
(22)

15
1971. 12. 27.

(1972. 03. 10.)
이월181) 공립 신설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455-5
 ( 진광로 753 )

99
(22)

16 1972. 03. 10. 계림 사립 개명 [ 계림중학교 → 대제중학교 ]

17 1972. 09. 13. 영신 사립 개명 [ 영신중학교 → 영신여자중학교 ]

18
1972. 12. 26.

(1973. 03. 09.)
의림여자182) 공립 신설

제천시 하소동 49-2
     ( 하소로 69 183) )

100
(22)

19 1973. 08. 30. 속리 공립 이전

[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 19
  →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 87 ]

        ( 상판길 19-23 )

20 1974. 03. 01. 음성여자 공립 이전

[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280 
  →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830-3 ]

      ( 한불로 10 )

21 1974. 06. 08. 백운184) 공립 이전

[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585
  →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570 ]

      ( 평동로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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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971~1980년의 변동 내역(계속)

연번 연월일 학교명
설립

구분

변동

유형

현재의 지번(도로명) 주소

[ 변동 내역 ]
총수

(사립)

22
1974. 12. 27.

(1975. 03. 01.)
금왕여자185) 공립 신설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산19
[ 현 충북반도체고등학교 부지 ]
[ 무극중학교에서 여학생 분리 ]
[ 개교식: 1975. 03. 07. ]

101
(22)

23
1974. 12. 27.

(1975. 03. 01.)
대소186) 공립 신설

음성군 대소면 삼정리 613-7
 ( 대동로869번길 15 )

102
(22)

24 1976. 01. 15. 제천동 공립 이전

[ 제천시 동현동 45
  → 제천시 신백동 21 187) ]
           ( 의병대로 301 ) 188)

25 1976. 01. 20. 제천여자 공립 이전

[ 제천시 서부동 740
  → 제천시 청전동 71-1 ]
           ( 용두천로 312 )

26
1975. 04. 29.

(1976. 03. 01.)
영산 사립 폐지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270
 ( 대학로 10 )

[ 현 영동미래고등학교 부지 ]

101
(21)

27
1976. 11. 27.

(1977. 01. 01.)
앙성 사립 전환

충주시 앙성면 용포리 72-3
 ( 용당1길 29 )

[ 사립 → 공립 ]

101
(20)

28
1977. 04. 01.

(1977. 03. 30.)
대농부설여자189) 사립 신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555
[ 설립인가일보다 개교일이 빠름 ]
[ 산업체 부설 중학교 ]

29
1977. 06. 29.

(1978. 03. 01.)
신니 공립 신설

충주시 신니면 신청리 산16-1
 ( 신의수청길 149 )

[ 1977. 10. 25. 주덕중학교에서 분리 ]
[ 개교식: 1978. 03. 06. ]

102
(20)

30
1977. 12. 30.

(1978. 03. 01.)
청주중앙여자 공립 신설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229-5
 ( 율천북로 59 )

[ 개교식 및 입학식: 1978. 03. 06. ]

103
(20)

31
1977. 12. 30.

(1978. 03. 01.)
청산여자190) 공립 신설

옥천군 청산면 백운리 333-1
 ( 청산로 92 )

[ 현 청산고등학교 부지 ]

104
(20)

32 1979. 03. 01. 평안 사립 개명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603
 ( 미암로 26 )

[ 평안중학교 → 형석중학교 ]

33 1979. 03. 02. 앙성191) 공립 이전 

[ 충주시 앙성면 용포리 72-3
  → 충주시 앙성면 용포리 172 ]

      ( 앙암로 66 )

34 1980. 07. 15. 안내192) 공립 이전

[ 옥천군 안내면 인포리 294-3
  → 옥천군 안내면 인포리 289 ]

      ( 안남로 29 )
[ 이전 사유: 대청댐 건설로 수몰 ]

35 1980. 12. 12. 가금 공립 이전 

[ 충주시 가금면 장천리 883
  → 충주시 가금면 가흥리 361-7 ]
[ 국방부 매각으로 이전 ]
[ 이전 확정 승인: 1980. 0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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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81~1990년의 변화

표 5. 1981~2000년의 변동 내역(계속)

연번 연월일 학교명
설립

구분

변동

유형

현재의 지번(도로명) 주소

[ 변동 내역 ]
총수

(사립)

 1
1980. 11. 10.

(1981. 03. 01.)
충주예성여자 공립 신설

충주시 호암동 532-2
     ( 호암대로 34 )  
[ 개교식: 1981. 03. 06. ]

105
(20)

 2
1980. 11. 11.

(1981. 03. 01.)
청주서193) 공립 신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산37
            ( 장구봉로41번길 12 )
[ 개교식 및 입학식: 1981. 03. 09. ]

106
(20)

 3 1981. 03. 01. 대농부설여자194) 사립 개명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555
[ 대농부설여자중학교 → 양백여자중학교 ]

107
(21)

 4
1982. 01. 05.

(1982. 03. 01.)
가좌분교195) 공립 신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좌리 129
                   ( 오창가좌1길 15-5 )
[ 오창중학교 소속 ]
[ 개교식 및 입학식: 1982. 03. 10. ]

 5
1982. 11. 01.

(1983. 03. 01.)
감물분교196) 공립 신설

괴산군 감물면 광전리 산85(현 112)
            ( 맹이재로 611-7 )
[ 목도중학교 소속 ]

 6 1983. 12. 16. 청풍 공립 이전

[ 제천시 청풍면 읍리 616
  →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산6 ]
[ 이전 사유: 충주댐 건설로 수몰 ]

 7
1983. 04. 21.

(1984. 03. 01.)
청주서 공립

전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76-9
            ( 장구봉로41번길 12 )
[ 공립 → 국립 ]

개명
[ 청주서중학교 →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
[ 개교식 및 입학식: 1984. 03. 03. ]

 8
1983. 10. 28.

(1984. 03. 01.)
별방분교197) 공립 신설

단양군 영춘면 별방리 540
            ( 별방창원로 449 ) 
[ 영춘중학교 소속 ]
[ 개교식 및 입학식: 1984. 03. 09. ]

 9
1983. 10. 28.

(1984. 03. 01.)
청주동 공립 신설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47-5
            ( 수영로 258 )
[ 개교식 및 입학식: 1984. 03. 05. ]

108
(21)

10 1984. 06. 24. 한수 공립 이전

[ 제천시 한수면 황강리 170-1 
  →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322 ]
[ 이전 사유: 충주댐 건설로 수몰 ]

11 1984. 10. 10. 수안보198) 공립 이전

[ 중원군 상모면 온천리 824(또는 825)
 →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51 ]
                  ( 관동길 18 )

12 1985. 03. 01. 양백여자 사립 폐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555
107
(20)

13
1984. 11. 30.

(1985. 03. 01.)
청주중앙199) 공립 신설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261-174
            ( 향군로115번길 17 )
[ 개교식 및 입학식: 1985. 03. 05. ]

108
(20)

14
1984. 10. 31.

(1985. 03. 01.)
단양여자 공립 개명 [ 단양여자중학교 → 단성중학교 ]

15 1985. 05. 13. 단양200) 공립 이전

[ 단양군 단양읍 하방리 260
  →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222 ]
                 ( 도전9길 12 ) 

16
1985. 10. 16.

(1986. 03. 01.)
청산여자 공립 폐지

옥천군 청산면 백운리 333-1
[ 청산중학교로 통합 ], [ 현재 청산고등학교 위치 ]

1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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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1981~2000년의 변동 내역(계속)

연번 연월일 학교명
설립

구분

변동

유형

현재의 지번(도로명) 주소

[ 변동 내역 ]
총수

(사립)

17 1986. 03. 01. 금왕여자 공립 폐지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103
            ( 무극로 393-1 )
[ 현재 충북반도체고등학교 위치 ]

106
(20)

18
1985. 11. 30.

(1986. 03. 01.)
서원201) 공립 신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486-3
            ( 가경로189번길 61 )
[ 개교식 및 입학식: 1986. 03. 05. ]

107
(20)

19 1986. 03. 01. 괴산여자 공립 개명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725
            ( 임꺽정로 139 )
[ 괴산여자중학교 → 괴산북중학교 ]

20 1986. 03. 01. 음성 공립 이전

[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757
  →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274-3 ]
                 ( 수정로 79 )

21
1986. 03. 01.

(1986. 06. 22.)
감물분교202) 공립 승격

괴산군 감물면 광전리 112
            ( 맹이재로 611-7 )
[ 감물중학교로 승격 ]

108
(20)

22 1986. 08. 27. 영신여자 사립 개명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458-1
            ( 영동황간로 22 )
[ 영신여자중학교 → 영신중학교 ]

23 1986. 12. 09. 정수 사립 이전

[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12
 →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70-1 ]
                ( 송호로1길 56 )

24 1987. 03. 01. 영동여자203) 공립 폐지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210-2
            ( 동정로 1 )
[ 영동중학교로 통합 ]

107
(20)

25
1986. 10. 24.

(1987. 03. 01.)
봉명 공립 신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1305
            ( 백봉로224번길 59 )
[ 개교식 및 입학식: 1987. 03. 05. ]

108
(20)

26 1988. 03. 01. 미호 공립
전환 [ 공립 → 국립 ]

개명 [ 미호 → 한국교원대학교부속미호 ] 

27
1988. 12. 02.

(1989. 03. 01.)
청운204) 공립 신설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73-48
            ( 영운천로 69 )
[ 개교식 및 입학식: 1987. 03. 07. ]

109
(20)

28 1989. 12. 12. 세광205) 사립 이전

[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5
  → 청주시 미평동 산65-1 ]
 ( 현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349 )
                  ( 제2순환로 1574 )

29 1991. 03. 01. 가좌분교 공립 폐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좌리 129
                   ( 오창가좌1길 15-5 )
[ 오창중학교로 통합 ]

30 1991. 07. 08. 충주미덕206) 사립 이전

[ 충주시 역전동 829-10
 → 충주시 호암동 산22-3(현 33) ]
         ( 방아길 20 )

31
1991. 05. 03.

(1992. 03. 01.)
가경207) 공립 신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445
            ( 장구봉로 113 )
[ 개교식 및 입학식: 1992. 03. 05. ]

110
(20)

32 1992. 03. 01. 목도 공립 이전

[ 괴산군 불정면 목도리 247
             ( 목도로 64 )
  → 괴산군 불정면 목도리 360 ]
                 ( 한불로청덕1길 50-15 )

33
1993. 04. 01. 

(1994. 03. 01.)
율량208) 공립 신설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581-6
            ( 2순환로 310 )
[ 개교식 및 입학식: 1994. 03. 05. ]

111
(20)



충청북도 중학교의 명칭 특성

- 83 -

표 5. 1981~2000년의 변동 내역(계속)

연번 연월일 학교명
설립

구분

변동

유형

현재의 지번(도로명) 주소

[ 변동 내역 ]
총수

(사립)

34
1993. 05. 27.

(1994. 03. 01.)
남성 공립 신설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219-15
            ( 청남로 1984 )
[ 개교식 및 입학식: 1994. 03. 05. ]

112
(20)

35
1993. 05. 27.

(1994. 03. 01.)
충주중앙 공립 신설

충주시 교현동 1088
     ( 대흥1길 27 )   
[ 개교식: 1994. 03. 19. ]

113
(20)

36
1994. 03. 25.

(1995. 03. 01.)
용암 공립 신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81
            ( 용암로 18 )
[ 입학식: 1995. 03. 04. / 개교기념식: 1995. 04. 22. ]

114
(20)

37
1995. 03. 25.

(1996. 03. 01.)
원봉209) 공립 신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100
            ( 중흥로 99 )
[ 개교식: 1996. 03. 25. ]

115
(20)

38
1995. 03. 25.

(1996. 03. 01.) 
수곡210) 공립 신설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1003
            ( 수곡로 15 )

116
(20)

39
1996. 04. 04.

(1998. 03. 01.)
경덕211) 공립 신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00
            ( 풍년로79번길 7-2 )
[ 교명 확정: 1996. 12. 30. ]
[ 개교기념식: 1998. 04. 16. 교사 신축 준공 ]

117
(20)

40 1998. 03. 01. 동이 공립 폐지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 672
            ( 적하길 23 )
[ 현재 요양원으로 사용 중 ]

116
(20)

41 1998. 03. 01. 청풍 공립 격하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산6
[ 청풍중학교 → 제천중학교 청풍분교 ]

115
(20)

42 1998. 03. 01. 별방분교212) 공립
승격

단양군 영춘면 별방리 540
            ( 별방창원로 449 )
[ 별방중학교로 승격 ]

116
(20)

통합 [ 별방초등학교와 통합 ], [ 초･중통합학교 ]

43 1998. 03. 01. 한수213) 공립

통합 [ 송계초등학교로 이전･통합 ], [ 초･중통합학교 ]

개명 [ 한수중학교 → 한송중학교 ]

이전

[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322
  →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753 ]
                 ( 미륵송계로6길 12 )
[ 이전 일자: 1998. 12. 21. ]

44 1999. 03. 01. 가금 공립 격하

충주시 가금면 가흥리 361-7
     ( 중앙탑면 첨단산업로 1171-34 )
[ 충주중앙중학교 가금분교 ]

115
(20)

45 2000. 03. 01. 수산 공립 통합

제천시 수산면 수산리 349
            ( 지곡로 12 )
[ 제천시 수산면 내리에 위치했던 수산초등학교를 

통합 ], [ 초･중통합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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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01년 이후의 변화

표 6. 2001년 이후의 변동 내역(계속)

연번 연월일 학교명
설립

구분

변동

유형

현재의 지번(도로명) 주소

[ 변동 내역 ]
총수

(사립)

 1 2001. 02. 09. 충북여자 사립 이전

[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286
  →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311 ]
                 ( 무심서로 377 )
[ 두 곳은 인접한 장소임. ]

 2
1999. 04. 01.

(2001. 03. 01.)
복대214) 공립 신설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 2608
            ( 짐대로 30 )
[ 개교식 및 입학식: 2001. 03. 05. ]

116
(20)

 3 2001. 03. 01. 신덕 사립

전환 [ 사립 → 공립 ]

116
(19)

개명 [ 신덕 → 제천덕산 ], [ 초･중통합학교 ]

이전

[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 487-3
  →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 425 ]
                 ( 약초로 133 )

 4 2001. 03. 01.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속 국립 개명
[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

 5 2001. 04. 01. 한국교원대학교부속미호 국립 개명
[ 한국교원대학교부속미호중학교 

  → 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중학교 ]

 6 2001. 12. 24. 가덕215) 공립 이전 

[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인차리 287
  →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수곡리 255 ]
                        ( 계산은행로 12 )

 7
2000. 11. 01.

(2003. 03. 01.)
칠금216) 공립 신설

충주시 칠금동 1084
     ( 칠금중앙4길 6 )

117
(19)

 8
2001. 09. 01.

(2003. 03. 01.)
원평217) 공립 신설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1362
            ( 1순환로1137번길 36 )
[ 개교식 및 입학식: 2003. 03. 04. ]

118
(19)

 9
2001. 09. 01.

(2003. 03. 01.)
서경218) 공립 신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83
            ( 가경로 41 )
[ 개교식 및 입학식: 2003. 03. 03. ]

119
(19)

10
2001. 09. 01.

(2003. 03. 01.)
탄금219) 공립 신설

충주시 칠금동 822
     ( 우륵로 56 )
[ 개교식: 2003. 04. 16. ]

120
(19)

11
2002. 03. 23.

(2003. 03. 01.)
내토220) 공립 신설

제천시 장락동 687-1
     ( 장락로 18 )

121
(19)

12 2004. 03. 01. 청풍분교221) 공립

승격 [ 제천중학교 청풍분교 → 청풍중학교 ]

122
(19)

이전

[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산6
  →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144-3 ]
                 ( 청풍호로 2194 )

통합 청풍초등학교와 통합 [ 초･중통합학교 ]

13
2002. 08. 20.

(2005. 03. 01.)
금천222) 공립 신설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326
            ( 호미로 278 )
[ 개교식: 2005. 04. 27. ]

123
(19)

14
2004. 09. 24.

(2006. 09. 01.)
각리223) 공립 신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637-4
                   ( 오창중앙로 48 )
[ 개교식: 2006. 10. 30. ]

124
(19)

15
2003. 04. 30.

(2007. 03. 01.)
운동224) 공립 신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946
            ( 운동로 19 )
[ 개교식: 2007. 04. 25. ]

12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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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2001년 이후의 변동 내역(계속)

연번 연월일 학교명
설립

구분

변동

유형

현재의 지번(도로명) 주소

[ 변동 내역 ]
총수

(사립)

16
2003. 11. 01.

(2007. 03. 01.)
송절225) 공립 신설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122-6
            ( 송절로 81 )
[ 개교기념식: 2007. 09. 17. ]

126
(19)

17
2007. 02. 09.

(2007. 03. 01.)
산남 공립 신설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672
            ( 산남로 98 )
[ 개교기념식: 2007. 04. 21. ]

127
(19)

18
2008. 01. 26.

(2008. 03. 01.)
성화226) 공립 신설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615
            ( 신성화로 20 )

128
(19)

19
2005. 10. 17.

(2009. 03. 01.)
오송227) 공립 신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만수리 552
                   ( 만수2길 13 )
[ 당시에는 오송읍이 아니라 강외면 ]

129
(19)

20
2005. 11. 01.

(2009. 03. 01.)
용성228) 공립 신설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388-20
            ( 영운천로203번길 36-12 )
[ 개교식 및 입학식: 2009. 03. 03. ]

130
(19)

21
2006. 10. 24.

(2009. 03. 01.)
서현229) 공립 신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2066
            ( 서현중로 10 )

131
(19)

22 2009. 03. 01. 가금분교 공립 폐지

충주시 가금면 가흥리 361-7
     ( 중앙탑면 첨단산업로 1171-34 )
[ 충주중앙중학교로 통합 ]

23 2009. 03. 01. 가곡 공립 통합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435
            ( 남한강로 548 )
[ 가곡면 사평리 467 소재 가곡초등학교를 흡수 통합 ] 
[ 초･중통합학교 ]

24
2006. 10. 24.

(2010. 03. 01.)
솔밭230) 공립 신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515-6
            ( 진재로103번길 15 )

132
(19)

25
2008. 10. 31.

(2011. 03. 01.)
양청231) 공립 신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704
                   ( 양청택지3길 5 )

133
(19)

26 2011. 03. 01. 내북 공립 폐지

보은군 내북면 화전리 5-1
            ( 화전길 20 )
[ 속리산중학교로 통합 ], [ 내북초등학교는 유지 ]

132
(19)

27 2011. 03. 01. 속리 공립 폐지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 87
              ( 상판길 19-23 )
[ 속리산중학교로 통합 ], [ 복합문화시설 건립 예정 ]

131
(19)

28 2011. 03. 01. 원남 공립 개명

보은군 삼승면 내망리 653
            ( 능월1길 11 )
[ 원남중학교 → 속리산중학교 ]
[ 2010. 07. 08. 통폐합 추진 계획 수립 ]
[ 내북중, 속리중, 원남중 3개교 통합 ]

29
2012. 02. 10.

(2012. 03. 01.)
백곡 공립 폐지

진천군 백곡면 사송리 476-1
            ( 백곡로 959 )
[ 진천중 및 진천여중으로 통합 ]

130
(19)

30 2012. 07. 01. 부강 공립 이관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500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로 25-7 )
[ 세종특별자치시로 이관 ]

129
(19)

31 2013. 03. 01. 감물 공립 폐지

괴산군 감물면 광전리 112
            ( 맹이재로 611-7 )
[ 괴산오성중학교로 통합 ]

128
(19)

32 2013. 03. 01. 목도 공립 폐지

괴산군 불정면 목도리 360
            ( 한불로청덕1길 50-15 )
[ 괴산오성중학교로 통합 ], [ 목도고등학교는 유지 ]

12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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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2001년 이후의 변동 내역(계속)

연번 연월일 학교명
설립

구분

변동

유형

현재의 지번(도로명) 주소

[ 변동 내역 ]
총수

(사립)

33 2013. 03. 01. 장연 공립 폐지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563-1
            ( 미선로오가2길 32 )
[ 괴산오성중학교로 통합 ]

126
(19)

34
2010. 10. 27.

(2013. 03. 01.)
괴산오성 공립 신설

괴산군 감물면 오성리 산19-3
            ( 오창로 56 )
[ 감물중, 목도중, 장연중 3개교 통합 ]

127
(19)

35
2011. 12. 01.

(2014. 03. 01.)
동성232) 공립 신설

음성군 맹동면 동성리 449
            ( 학예로 32 )
[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신설 ]

128
(19)

36 2015. 03. 01. 주성 공립 이전

[ 청주시 상당구 수동 133 
  →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1903 ]
                 ( 율량로 152 )

37
2016. 10. 04.

(2017. 03. 01.)
서전 공립 신설

진천군 덕산읍 두촌리 2497
            ( 예지로 42 )
[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신설 ]

129
(19)

38 2017. 03. 01. 가곡 공립 폐지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435
            ( 남한강로 548 )
[ 단양소백산중학교로 통합 ], [ 가곡초등학교는 유지 ]

128
(19)

39 2017. 03. 01. 단산 공립 폐지

단양군 어상천면 임현리 311
              ( 어상천로 904 )
[ 단양소백산중학교로 통합 ]

127
(19)

40 2017. 03. 01. 별방 공립 폐지

단양군 영춘면 별방리 540
            ( 별방창원로 449 )
[ 단양소백산중학교로 통합 ], [ 별방초등학교는 유지 ]

126
(19)

41 2017. 03. 01. 단양소백산 공립 신설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215-1
            ( 장발선돌길 14 )
[ 가곡중, 단산중, 별방중 3개교 통합 ]

127
(19)

42
2016. 12. 01.

(2019. 03. 01.)
중앙탑 공립 신설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694
              ( 원앙4길 64 )

128
(19)

43 2019. 03. 01. 상촌 공립 폐지

영동군 상촌면 유곡리 467-3
            ( 상촌로 1264 )
[ 새너울중학교로 통합 ]
[ 현재 영농조합법인이 사용 중 ]

127
(19)

44 2019. 03. 01. 용문 공립 폐지

영동군 용산면 용산리 104
            ( 용산로9길 24 )
[ 새너울중학교로 통합 ]

126
(19)

45 2019. 03. 01. 황간 공립 폐지

영동군 황간면 남성리 526-1
            ( 황간로 66 )
[ 새너울중학교로 통합 ]

125
(19)

46
2013. 11. 26.

(2019. 03. 01.)
새너울 공립 신설

영동군 황간면 신흥리 410
            ( 황간로 162 )
[ 상촌중, 용문중, 황간중 3개교 통합 ]

126
(19)

47 2019. 03. 01. 연풍 공립 통합

연풍초등학교와 통합

[ 중학교 위치: 연풍면 향교로 55 ]
[ 초등학교 위치: 연풍면 중앙로 53 ]
[ 위치는 다르나 초･중통합학교로 운영 ]

48 2019. 03. 01. 회인 공립 통합

회인초등학교와 통합

[ 중학교 위치: 회인면 회인로 73 ]
[ 초등학교 위치: 회인로1길 10-8 ]
[ 위치는 다르나 초･중통합학교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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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49. 12. 31. 제정･시행된 교육법(법률 제86호)은 

초등 6년의 의무교육(제8조), 학년 시작일(4월 1

일; 제151조) 등 교육 관련 주요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제81조에는 학교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고, 

이어 각 학교급의 수업 연한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

고 있다. 

국민학교 6년(제95조), 중학교 4년(제102조), 고등

학교 2~4년(제106조), 대학교 4~6년(제110조), 

대학원 3년 이상(제112조).

그런데 본격적인 시행 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였

고, 다시 수업연한이 1950. 03. 10. 고등학교 3년

(법률 제118호), 1951. 03. 20. 중학교 3년(법률 제

178호)으로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운영 중이던 중

등학교 대부분이 1951. 09. 01. 중학교 및 고등학

교로 분리되었다. 학기 시작일도 9월 1일에서 3월 

1일로 변경되었다.

2) ｢청주시지(4권)｣(2017:21)에는 ‘청주고등보통학교

는 1924. 04. 19. 5년제 10학급의 고등보통학교 설

립 인가를 받아 05. 05.에 청주면 청주농업학교 건

물에서 개교식을 거행하였다. (중략) 1925. 04.에

는 관립에서 도립으로 이관되어 청주공립고등보통

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지금의 청주중학교 자

리로 이전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개명 및 학제 개편 연혁: ｢디지털청주문화대전｣ 청

주중학교 항목에는 ‘1928. 04. 01. 청주공립보통고

등학교(청주공립고등보통학교의 오기로 보임)로 교

명을 변경한 후, 1939. 04. 01. 6년제인 청주공립중

학교로 변경되었다가, 1943. 04. 01. 4년제 중학교

로 개편되었으며, 1946. 05. 17. 6년제가 되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전 일자: ｢청주시지｣(1976:905)에는 1960. 09. 

30.로 기재되어 있다.

5) 개교일: ｢충북교육사｣(1979:275)에는 1938. 03. 

01.로, ｢청주시지｣(1976:890)에는 1938. 04.로 기

재되어 있다.

6) ｢청주시지｣(1976:887) 및 ｢청주시지(4권)｣(2017:23)

에 따르면, 1923. 04. 21. 청주시 수동 309-2번지

에 설립되어 광복과 함께 소멸한 청주공립고등여

학교는 1938. 04. 10. 청주제2공립고등여학교 설

립 후 청주제일공립고등여학교로 개명되었다. 각 

학년 1학급의 소규모 학교였으며, 대부분 일본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교육하였다. ｢충북교육사｣(1979: 

262)에 따르면, 4년제로 설립인가를 받아서 매학

년 1학급씩 운영하였으며, 일본인 자녀들을 위해 

설립하였지만, 한국인 자녀들도 입학(1938년 당시 

한국인 38명, 일본인 138명)하였다.

7) 청주교육대학교 대학본부 동편에 있는 표지석에는 

1950. 09. 01. 학제 개편에 따라 중･고 분리되면서 

청주사범병설중학교가 설립(개교)되었으며, 1963. 

표 6. 2001년 이후의 변동 내역(계속)

연번 연월일 학교명
설립

구분

변동

유형

현재의 지번(도로명) 주소

[ 변동 내역 ]
총수

(사립)

49
2020. 02. 07.

(2020. 03. 01.)
충주대소원 공립 신설

충주시 대소원면 본리 647
              ( 첨단산업4로 48 )
[ 초･중통합학교 ]

127
(19)

50
2020. 12. 31.

(2021. 03. 01.)
생명 공립 신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810-9
                   ( 중부로 772 )
[ 초･중통합학교 ]

128
(19)

※ 주요 출처

   1. 충청북도교육청 웹사이트(｢부서홈페이지｣ – ｢행정과｣ – ｢학교 설폐 및 배치 계획｣) 공개 자료

      (자료명: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신설･이전･폐지･교명변경 현황(2021. 03. 01.)｣)
   2. 해당 중학교 웹사이트(｢학교 소개｣ – ｢학교 연혁｣)
※ 현재의 지번 주소 : 카카오맵을 이용하여 재확인 후 기재. 
※ 현재의 도로명 주소 : 충청북도교육청 웹사이트 공개 자료에 기재된 내용 인용(카카오맵으로 재확인 후 수정).
※ 각종학교 및 부설중학교 관련 내용은 제외하였음. 
   1. 은여울중학교, 2016. 03. 04. 설립 인가. 2017. 03. 01. 개교. 2017. 03. 06. 개교식.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118(농다리로 536-45) 

소재. 대안 교육 확대를 위해 청명학생교육원을 전환한 각종학교로서 중･고통합학교로 운영. 충청북도학생수련원이 인접해 있음. 
   2. 주성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 2018. 03. 0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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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9. 폐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주시지

(4권)｣(2017:25)에도 1951. 08. 31. 청주사범학교

에서 병설중학교가 분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본문 기록은 중고 분리 당시의 재학생 입학 시기를 

바탕으로 기술된 것으로 보이므로 오히려 표지석 

및 ｢청주시지(4권)｣(2017)의 기록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기록으로 판단된다.  

8) 이전에는 중학교 3년 졸업자가 사범학교에 입학하

여 3년 수학한 후 초등교원이 되었으나, 이후에는 

고등학교 3년 졸업자가 교육대학에 입학하여 2년 

수학한 후 초등교원이 되었다. 

9) 1939. 04. 일본인 중학교인 청주제2중학교가 현 

청주공업고등학교 부지에 설립되었다(청주시지편

찬위원회, 1976:889).

10) 이전(以前) 연혁: 주성중학교 웹사이트 및 ｢디지

털청주문화대전｣ 주성중학교 항목에는 1951년 이

전의 연혁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학교 이전(移轉): 주성중학교 웹사이트(최근 학교 

관계자의 답변도 동일)에는 2015년 율량동 이전 

외에 이전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디지털

청주문화대전｣ 주성중학교 항목에는 1957. 11. 

29.에 (2007년 기준) 현재의 위치로 이전한 것으

로 기재되어 있다. 이 기록이 맞다면 인접한 구 

육군병원에서 청주시 상당구 수동 133번지로 이

전했다는 것이 된다. 

11) 육군병원 명칭: 주성중학교 측에서는 109육군병

원이라는 기록이 있다고 답하였고, 현지의 1950

년 출생 거주자는 23육군병원으로 불러왔다고 진

술하였다.

육군병원의 위치 및 면적: 현지 거주자는 “당시 육

군병원은 옛 주성중학교 부지와 그 남쪽의 비슷한 

면적의 부지(서쪽의 대성로와 남쪽 및 동쪽의 우

암산로로 둘러싸인 지역 중 서쪽 부분; 당시에는 

우암산 산자락에 있었는데, 그 후 거주지가 확장

되었기 때문에 우암산로의 서쪽 모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기억)를 포함한 곳으로 규모가 

상당히 컸다. 그 부지의 일부를 떼어 내서 주성중학

교를 옮긴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12) 현 주소: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322번지(내덕로 

45)이다. 

13) ｢충주시지(중)｣(2001:534)에는 1951. 08. 01.로 

기재되어 있다. 

14) 학교명: ｢디지털충주문화대전｣ 충주여자중학교 

항목에는 충주공립고등학교로 기재되어 있다. 

15) ｢제천시지(하)｣에는 ‘3년제’로 기재되어 있지만, 

｢충북교육사｣(1979:276)와 ｢제천여자중고등학교

60년사｣(2003)에는 ‘1942년에는 2년제로 인가를 

받았고, 1945년에 교명 변경과 함께 3년제로 인가

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6) 학교명: ｢제천교육사｣(2008:450) 및 ｢디지털제천

문화대전｣ 제천여자중학교 항목에는 제천공립여

자농업중학교로, ｢충북교육연혁｣(2006:214) 및 

｢충북교육사(제2집)｣(2010:926)에는 제천여자실

과여학교로 기재되어 있다.

17) ｢충북교육사｣(1979:276)에는 1942. 06. 22.로 기

재되어 있으나, ｢제천여자중고등학교60년사｣(2003) 

및 ｢충북교육연혁｣(2006:214), ｢충북교육사(제2집)｣

(2010:926), ｢제천교육사｣(2008:450)에는 1942. 06. 

11.로 기재되어 있다.

18) 소재지: ｢충북교육통계연보｣(1968:331)에는 제천

군 제천읍 서부리 80번지로 기재되어 있다. ｢충북

교육통계연보｣(1968:332)의 제천여자고등학교 소

재지도 동일하다. 제천여자중학교와 제천여자고등

학교 웹사이트 기재 내용을 보면 제천여자고등학

교는 이전 기록이 없고, 제천여자중학교는 1976

년 이전 전까지 제천여자고등학교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제천읍이 제천시로 승격될 당시 주

소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 학교명: ｢충북교육연혁｣(2006:214) 및 ｢충북교육

사(제2집)｣(2010:926)에는 제천여자공립실업학교

로 기재되어 있다.

20) ｢충북교육연혁｣(2006:214)에는 동일하게 기재되

어 있으나, ｢충북교육사(제2집)｣(2010:926)에는 

1951. 09. 01.로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다.

21) 도로명 주소 지번 : ｢제천교육사｣(2008:449)에는 

뒷터길 8번지로 기재되어 있다. 개정 이전의 도로

명 주소로 보인다.

22) 2003년에 ｢제천여자중고등학교60년사｣가 발간

되어 현재 제천여자중학교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확인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공개를 거부하여 필자가 이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다.

23) 제천중학교 웹사이트 및 ｢제천교육사｣(2008:443) 

등에는 1942. 10. 01.이 설립 인가일 및 개교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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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필자가 보기에는 이 날은 

개교일이고, 설립 인가일은 그 이전으로 판단된

다. 여러 의문점을 확인하고자 제천중학교 행정

실에 문의한 바, 연혁지 자체를 누적 관리하고 있

지 않아서 최초 설립 인가일과 신설 당시의 주소

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24) 소재지: 1967~1976년 ｢충북교육통계연보｣ 모두 

일관되게 ‘제천군 제천읍 서부동 2’로 기재한 것

으로 보아, 추후 지번이 분할된 것으로 보인다. 

25) 단양중학교 연혁은 1972. 08. 19. 수해로 유실되

어, 기존 관련 자료와 관계자들의 자문을 받아 

1985. 11. 01. 복원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 연혁은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26) ｢단양교육사｣(2003:609), ｢단양군지(하)｣(2005:245) 

및 ｢충북교육연혁｣(2006:215)에는 1954. 03. 01.

로 기재되어 있다.

27) ｢충북교육연혁｣(2006:215) 및 ｢충북교육사(제2집)｣

(2010:926)에는 교명 변경 내역이 상이하게 기재

되어 있다. (1945. 05. 01. 단양초급중학교 / 1950. 

03. 01. 단양공업중학교 / 1954. 03. 01. 단양중

학교) 

28) 1985년 당시 단양여자중학교가 단성중학교로 개

명되면서 남녀 공학으로 개편됨에 따라 단양중학

교도 남녀 공학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29) ｢괴산군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괴산중학

교 실무자의 답변에 따르면, 괴산공립초급중학교 

이전에 이미 괴산공립농업실수학교가 설립(1937

년)되어 계속 운영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30) ｢(괴산)문닫은학교의추억속으로｣(2004:7)에는 

1945. 03. 20.로 기재되어 있다. 

31) ｢(괴산)문닫은학교의추억속으로｣(2004:7)에는 

개교일로 기재되어 있다.

32) 초대 교장 부임일이 1946. 08. 31.인 것으로 보

아, 개교일은 1946. 08. 31. 또는 1946. 09. 01.

이고, 이 날은 개교식을 거행한 일자로 보인다. 

33) 증천리 600번지와 593번지는 726번지와 인접한 

곳으로 교사를 이전한 것이 아니라 지번 분할이 

이루어진 결과로 보인다. 

34) ｢괴산군지｣(1990:770)에 따르면, 1948년에 증평

(공립)중학교로 변경되었다. 

35) ｢충북교육사(제2집)｣(2010:925)에는 1939. 01. 

13.로, ｢음성군지(상권)｣(2008:719) 및 ｢디지털

음성문화대전｣ 음성중학교 항목에는 1939. 01. 

31.로 기재되어 있다. ｢충북교육사｣(1979:264)에

는 ‘1943. 01. 31. 음성농업실수학교로 설립 인가

되고, 1945. 04. 01.에는 음성농업전수학교로 개

편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6) 최종본에는 1931. 01. 31.로 기재했었으나, 음성

교육지원청의 검토 의견에 따라 1939. 01. 31.로 

수정하였다. 

37) 최종본 작성 때까지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음성

교육지원청의 검토 의견에 따라 1944. 04. 01.로 

특정하였다.

38) 현 음성군청 주소인 621-1번지로 합병되면서 

1981. 09. 15.에 말소된 지번이다.

39) 옥천농업고등학교는 1958. 02. 16. 옥천상업고등

학교로 변경되었다가, 1961. 11. 30. 옥천실업고

등학교로, 다시 1977. 03. 01. 옥천공업고등학교

로 변경되었다. 1985. 10. 16. 옥천군 옥천읍 금구

리 40번지로 이전하였으며, 1997. 02. 19. 폐지 인

가를 받아서 1997. 03. 01. 폐지되었다(충청북도

옥천교육청, 2004:1046-1047).

40) ｢옥천군지｣(1978:492; 1994:1331)에는 1951. 09. 

14.로 기재되어 있으며, ｢옥천군지(Ⅲ)｣(2015:438)

에는 1951. 09. 20.에 ‘옥천농업중학교’로 개교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439쪽에는 

제대로 기재되어 있다.

41) 옥천교육청은 개교 당시의 주소를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40번지(현 충북도립대학교 부지의 일부)

라고 답변하였으나, 옥천농업고등학교의 후신인 

옥천공업고등학교가 1985. 10. 16. 현 위치로 이

전했다는 ｢옥천교육발자취｣(2004:1046-1047)의 

기재 내용과 배치된다. 옥천교육청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42) 설립 인가일: ｢충북교육통계연보｣(1967:288)에는 

1950. 05. 24.로, ｢충북교육통계연보｣(1970:412)

에는 1950. 05. 01.로, ｢충북교육통계연보｣(1968: 

331; 1969:393; 1971:368; 1972:408; 1973:399; 

1974:389; 1975:305; 1976:185 등)에는 1946. 

09. 01.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옥천여자중학

교의 공식적인 답변에 따라 1944. 02. 23.로 기재

하였다. 1946. 09. 01.은 옥천여자초급중학교로 

교명을 변경한 일자이고, 1950. 05. 01.은 옥천여

자중학교로 개편한 일자이며, 1950. 05. 24.는 

옥천여자중학교 병설로 옥천여자고등학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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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를 받은 일자이다. ｢옥천군지｣(1978:474, 

494; 1994:1291,1334)에는 1944. 02. 23.에 개

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3) ｢옥천군지｣(1978:494)에는 (설립인가일인) 1944. 

02. 23.로 기재되어 있다.

44) 옥천여자중학교 행정실은 남아 있는 자료가 없어

서 당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45) 설립년월일: ｢충북교육통계연보｣(1967:288)에는 

1950. 05. 24.로 기재되어 있다.

46) ｢충북교육연혁｣(2006:215) 및 ｢충북교육사(제2

집)｣(2010:926)에는 1944. 02. 23. 옥천여자농

업전수학교로 설립되어, 1946. 04. 26. 옥천공립

실과여학교, 1946. 09. 01. 옥천여자초급중학교

를 거쳐, 1950. 05. 01. 옥천여자중학교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충북교육사｣(1979:275)

에는 ‘1944년 옥천여자농업전수학교가 3년제로 

인가 설립되었다. 광복 이후 옥천공립실과여학

교, 옥천여자초급중학교를 거쳐 옥천여자중학교

로 변경되었다’라고 약간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

다. ｢옥천군지｣(1978:463)에는 ‘(옥천농업중학교

만 6년제였고) 1946년에 이원농업초급중학교, 청

산중학교, 옥천여자중학교가 4년제로 개편(이들

은 모두 초급중학교)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7) ｢옥천군지｣(1978:495; 1994:1334)에는 1949. 08. 

30. 옥천읍 죽향리로 이전했다가 1965. 12. 18. 

문정리 460번지로 이사한 것으로 상이하게 기재

되어 있다. 

48) 문정리 460-2번지는 1971. 12. 14. 문정리 455-2

번지에 병합되면서 말소되었다. 

49) ｢옥천군지｣(1978:474; 1994:1291)에는 (개교일

인) 1946. 10. 20.로 기재되어 있다. 

50) ｢충북교육연혁｣(2006:214) 및 ｢충북교육사(제2

집)｣(2010:926)에는 1946. 07. 01. 이원공립농업

초급중학교로 설립 인가를 받은 후, 1946. 10. 

20.에 이원농업중학교로 변경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옥천군지｣(1978:462,493; 1994:1332)에

도 이원농업초급중학교가 언급되어 있다. 그런데 

현 이원중학교 유영철 교장선생님에 따르면, 설

립 인가 당시의 학교명은 (이원농업초급중학교가 

아니라) 이원농업중학교가 맞으며, 각 학년 1학급 

규모의 (4년제가 아니라) 3년제였고, 잠실은 이

원면 강청리에 있었다고 한다. ｢옥천군지(Ⅲ)｣

(2015:435-436)에는 이원농업중학교로 기재되어 

있다.

51) ｢옥천군지｣(1978:474; 1994:1291)에는 ‘건진리 

561번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서쪽 인접 지번으로 

현재는 말소된 지번이다. 오기인지 필지 통합으로 

병합되어 말소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옥천군

지｣(1978:494; 1994:1332)에는 이전 일자가 1956. 

05. 08.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52) ｢옥천군지｣(1978:474; 1994:1291)에는 1946. 04.

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옥천군지｣(1978:495; 

1994:1336)에는 개교 시기가 1946. 04.로 기재되

어 있다.

53) ｢옥천군지(Ⅲ)｣(2015:434)에는 ‘백운길 2-27번지’

로 기재되어 있는데, 오기이다. 437쪽에는 ‘청산

로 88번지’로 기재되어 있다.

54) 개명 시기: 청산중학교 웹사이트에는 1946. 10. 

20.로 기재되어 있는데, 오기로 판단된다.

55) 설립인가일: 청산중학교 웹사이트, ｢옥천군지

(Ⅲ)｣(2015:437), ｢옥천교육발자취｣(2004:616) 

및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1977. 12. 31.

로 기재되어 있다.

56) 설립년월일: ｢영동군지｣(1968:341)에는 (개교일

인) 1946. 10. 01.로 기재되어 있지만, ｢영동군지｣

(1991:1024)에는 1946. 07. 30.로 기재되어 있다.

57) 설립년월일: ｢영동군지｣(1968:341)에는 1946. 08. 

29.로 기재되어 있다.  

58) 상세 지번 : 69번지, 69-1번지, 78번지, 78-1번지, 

80번지 등 여러 지번이 등장하는데, 이는 ① 필지 

분할 또는 ② 대표 지번 변경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기재 오류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

59) 보은농업고등학교는 1990. 10. 18. 보은농공고등

학교로, 2001. 03. 01. 보은자영고등학교로, 2017. 

03. 01.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로 개명되었다.

60) 설립년월일: ｢충북교육통계연보｣(1967:287)에는 

1924. 04. 17.로 일자가 상이하게, ｢충북교육통

계연보｣(1968:330; 1969:392; 1970:412; 1971:368; 

1972:408)에는 1950. 06. 23.(중고분리일)로 전

체가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다. 

61) 설립년월일: ｢충북교육사(제2집)｣(2010:924) 및 

1967~1970년판 ｢충북교육통계연보｣에는 (중고

분리일인) 1951. 09. 01.로, 1971~1976년판에는 

(중고분리 후 옥천중학교 개교일인) 1951. 09. 

20.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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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설립년월일: 1967~1976년판 ｢충북교육통계연보｣

에는 (중고분리일인) 1950. 08. 31.로 기재되어 

있다. 

63) 설립년월일: ｢충북교육통계연보｣(1967:288; 1968:331; 

1969:393; 1970:412; 1972:408)에는 1946. 04. 

01.로, ｢충북교육통계연보｣(1971:368)에는 1941. 

04. 01.로, ｢충북교육통계연보｣(1974:389; 1975:305; 

1976:185 등)에는 1938. 04. 01.로 기재되어 있

다. ｢충북교육사(제2집)｣(2010:922)에는 (개교일

인) 1938. 05. 01.로 기재되어 있다.

64) 설립년월일: ｢충북교육사(제2집)｣(2010:923)에

는 1942. 06. 26.로 기재되어 있다.

설립년도: ｢충북교육통계연보｣(1969:393; 1970:412; 

1971:368)에는 (1942년이 아니라) 1943년으로 기

재되어 있다.

65) 설립년월일: ｢충북교육통계연보｣(1969:393; 1971: 

369; 1972:409; 1973:400; 1974:390; 1975:306; 

1976:186 등)에는 (개교일인) 1942. 07. 03.로, 

｢충북교육통계연보｣(1968:331)에는 1946. 05. 15.

로, ｢충북교육통계연보｣(1967:288; 1970:412)에

는 (제천여자중학교로 개명한 시기인) 1946. 09. 

01.로 기재되어 있다. 

66) 설립년월일: ｢충북교육통계연보｣(1967:288)에는 

1950. 06. 01.로, ｢충북교육통계연보｣(1970:412)

에는 1951. 09. 01.로, ｢충북교육통계연보｣(1972: 

408)에는 1943. 04. 30.로 기재되어 있다. ｢충북교

육사(제2집)｣(2010:925)에는 (개교일인) 1943. 04. 

12.로 기재되어 있다.

67) 설립년월일: ｢충북교육사(제2집)｣(2010:924)에

는 1946. 04. 10.로 기재되어 있다.

68) 설립년월일: 1967~1976년판 ｢충북교육통계연보｣

에는 중고분리일인 1951. 08. 31.로 일관되게 기

재되어 있다. ｢충북교육사(제2집)｣(2010:924)에

도 중고분리일인 1951. 08. 31.로 기재되어 있다. 

69) 설립년월일: ｢충북교육통계연보｣(1970:412)에는 

(단양중학교로 개명한 시기인) 1951. 09. 01.로 기

재되어 있다. ｢충북교육통계연보｣(1972:409)의 

1945. 04. 01.은 단순 오기로 보인다.

70) 설립년월일: ｢충북교육통계연보｣(1970:412)에는 

1950. 06. 01.로 기재되어 있다. 최종본에 대한 

검토 결과, 개교일이 1946. 10. 20.이라는 옥천교

육지원청의 수정 의견이 있었으나 이 날은 개교식 

개최일로 보아 반영하지 않았다.

71) 설립년월일: 음성고등학교 웹사이트 및 ｢음성군

지(상)｣(2008:719), ｢충북교육통계연보｣(1967:287)

에는 1946. 08. 31.로 기재되어 있지만, ｢음성군

지｣(1979:623,627)에는 1946. 09. 06.에 설립 인

가를 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

다. 또한 1973~1976년판 ｢충북교육통계연보｣에

도 1946. 09. 06.로 기재되어 있다. 반면 1968~ 

1972년판 ｢충북교육통계연보｣에는 (중고분리일

인) 1951. 08. 31.로 기재되어 있다.

개교일: 음성중학교 웹사이트 및 ｢디지털음성문

화대전｣ 음성중학교 항목에는 설립년월일은 기재

되어 있지 않고 개교일만 1946. 09. 01.로 기재되

어 있다. ｢음성군지(상)｣(2008:719)에는 1946. 

09. 06.로 기재되어 있다. ｢음성읍지(상)｣(2018: 

373,415)에는 같은 책 내에서 개교일이 1946. 09. 

06.과 1946. 09. 01.로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다.

72) 개교일: ｢음성군지(상)｣(2008:719)에는 1946. 09. 

12.로 기재되어 있다.

73) 설립년월일: ｢충북교육통계연보｣(1970:412)에는 

(무극중학교 개명 시기인) 1951. 09. 01.로 기재

되어 있다.

개교일: ｢음성군지(상)｣(2008:719)에는 1946. 09. 

01.로 기재되어 있다.

소재지 지번: 1967~1969, 1972년판 ｢충북교육통

계연보｣에는 29번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필지 병

합으로 말소된 지번으로 보인다. 1970~1972년판

에는 129번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29번지의 오기

로 보인다. 1973~1976년판에는 232번지로 기재

되어 있는데, 23-2번지의 오기로 보인다. 

74) 설립년월일: ｢충북교육통계연보｣(1970:412)에는 

(감곡중학교 개명 시기인) 1951. 08. 31.로 기재

되어 있다.

개교일: ｢음성군지(상)｣(2008:719)에는 1946. 09. 

01. 및 1946. 09. 16.로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다.

소재지: ｢디지털음성문화대전｣ 감곡중학교 항목

의 기재 내용에 따라 정리하였다. 

75) 설립년월일: ｢충북교육통계연보｣(1970:412)에는 

1951. 08. 31.로, ｢충북교육사(제2집)｣(2010:922)

에는 1951. 09. 01.로 기재되어 있다. 둘 모두 중

고분리일과 관계 있다.

76) 설립년월일: (황간공립농업초급중학교가 4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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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편된 시기인) 1950. 06. 05.로 기재되어 있

는 1970년을 제외하고, 1967~1976년판 ｢충북교

육통계연보｣에는 1946. 07. 31.로 기재되어 있

다. 그리고 ｢영동교육사｣(2003:476)에도 1946. 

07. 31.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1946. 07. 30.

이 틀렸을 가능성이 있다. 

77) 설립년월일: ｢충북교육통계연보｣(1970:412)에는 

(중고분리일인) 1951. 08. 31.로 기재되어 있다.

소재지 지번 : 160번, 162번, 165번 모두 괴산중

학교와 관련된 지번이다. 즉 부지 확장 과정에서 

대표 지번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78) 설립년월일: ｢충북교육통계연보｣(1967:287)에는 

1964. 10. 01.로, ｢충북교육통계연보｣(1970:412)

에는 1953. 01. 05.로 기재되어 있다.

소재지: ｢디지털제천문화대전｣ 제천중학교 항목

에는 ‘제천시 중앙로1가’로 기재되어 있다.

79) 설립년월일: ｢충북교육통계연보｣(1967:287)에는 

1976. 07. 31.로, ｢충북교육통계연보｣(1970:412)

에는 1950. 05. 22.로 기재되어 있으며, 1973~ 

1976년판 ｢충북교육통계연보｣에는 1946. 07. 03.

로 기재되어 있다. ｢충북교육사(제2집)｣(2010:925)

에는 (개교일인) 1946. 10. 07.로 기재되어 있다. 

80) 설립년월일: 1951. 09. 01.로 기재되어 있는 1970

년판을 제외하고, 1967~1976년판 ｢충북교육통

계연보｣에는 1946. 07. 31.로 기재되어 있다. 따

라서 설립년월일이 1976. 07. 01.이 아닐 가능성

이 있다. 

81) 설립년월일: ｢충북교육통계연보｣(1970:412; 1972: 

408)에는 1950. 06. 01.(4년제 청원중학교로 변

경한 시기), 1949. 09. 01.로, ｢충북교육연혁｣

(2006:214)에는 1941. 09. 01.로 기재되어 있다. 

｢충북교육사(제2집)｣(2010:922)에는 (개교일인) 

1946. 11. 11.로 기재되어 있다.

82) 설립년월일: 1946. 08. 30.로 기재되어 있는 

1970~1971년판 ｢충북교육통계연보｣를 제외하

고, 1967~1976년판에는 1946. 08. 29.로 기재되

어 있다. 따라서 1946. 08. 09.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소재지 지번 : 69번지, 69-1번지, 78번지, 78-1번

지, 80번지 등 여러 지번이 등장하는데, 이는 ① 

필지 분할 또는 ② 대표 지번 변경 때문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이를 기재 오류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

83) 소재지 지번: 1967~1976년판 ｢충북교육통계연

보｣에는 모두 301번지로 기재되어 있다. 수몰 지

역이라 지번 변동 내역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다. 

현재 이곳은 1992년 단양읍의 일부를 분할하여 

신설한 단성면 소속이다.  

84) 같은 괴산군에 있는 중학교이므로 증평중학교도 

괴산중학교와 동일 일자에 개명되었을 것으로 추

정된다. 

85) 설립년월일: 1973~1976년판 ｢충북교육통계연보｣

에는 1947. 07. 27.로 기재되어 있다. 설립년도의 

단순 오기로 보인다. ｢청주시지(4권)｣(2017:68)

에는 1949. 02. 15.로 기재되어 있다.

86) ｢단양중학교 연혁지｣ 및 최종본에 대한 단양교육

지원청의 검토 의견에는 1950. 05.로 기재되어 

있지만, ｢단양교육사｣(2003:609) 및 ｢충북교육연

혁｣(2006:215)에는 1950. 03. 01.로 기재되어 있

다. 후자에 따라 정리하였다.

87) 개명일: 감곡중학교 웹사이트 및 ｢디지털음성문

화대전｣ 감곡중학교 항목에는 1951. 09. 03.로 기

재되어 있다. 최종본에 대한 음성교육지원청의 

검토 의견 역시 동일하였다.

88) 설립년월일: ｢충북교육사(제2집)｣(2010:923) 및 

｢충북교육통계연보｣(1967:287; 1968:330; 1972:408; 

1973:399; 1974:389; 1975:305; 1976:185 등)에

는 (개교일인) 1951. 09. 20.로 기재되어 있다.

89) 개교일: ｢디지털진천문화대전｣ 진천중학교 항목

에는 1951. 10. 02.로 기재되어 있다.

90) 당시 진천여자중학교 2,3학년 각 1학급씩도 인수

하였다(충청북도진천교육청, 2001:488). ｢진천군

지｣(1994:1092)에는 ‘옛 진천농업중학교 2,3학년 

및 옛 진천여자중학교 2,3학년 각 1학급 계 7학급

을 인수하고, 남자 3학급 여자 1학급 합계 12학급

으로 인가받아서 1951. 10. 03.에 개교식을 거행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면, 진천농업중학교와 무

관해 보이지 않는데, 최종본에 대한 진천교육지

원청의 검토 의견에 따라 이 때 진천중학교가 신

설된 것으로 최종 정리하였다. 그리고 진천농업

중학교와 관련된 내용도 삭제하였다.

91) 설립년월일: ｢충북교육통계연보｣(1971:368; 1972:408; 

1973:399; 1974:389; 1975:305; 1976:185 등)에

는 (개교일인) 1951. 11. 05.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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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지번: ｢충북교육통계연보｣(1967:287; 1968: 

330)에는 180번지로 기재되어 있다. 

92) 안내중학교 연혁과 관련하여 상이한 기록이 다수 

존재하는데, 본고에서는 안내중학교 행정실에서 

필자에게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이하 동일하다.

설립년월일: 1967~1976년 ｢충북교육통계연보｣

에는 (안내중학교로 전환된 시기인) 1954. 05. 24.

로 기재되어 있다. ｢옥천군지｣(1978:495; 1994: 

1335) 및 ｢옥천군지(Ⅲ)｣(2015:440)에는 1952. 

02. 02.로 기재되어 있다. 

93) 설립년월일: ｢충북교육사(제2집)｣(2010:923)에

는 1956. 03. 10.로 기재되어 있다. 최종본에 대

한 충주교육지원청의 검토 결과에 따라 정리하였다.

개교일: 신명중학교 웹사이트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충주중원지｣(1985:721)에는 1956. 03. 05. 

및 1956. 03. 12.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 김원중 

교장선생님이 옛 문서를 토대로 확인한 바에 따르

면 1952. 04. 12.이 맞다고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최종본에 대한 충주교육지원청의 검토 결과에 따

라 1952. 04. 17.로 정리하였다.

｢충주시지(중)｣(2001:545)에는 설립인가일과 개

교일 둘 모두 1952. 04. 17.로 기재되어 있다.

94) 설립인가일: 주덕중학교 웹사이트에는 1952. 02. 

03.로 기재(이것이 틀렸을 가능성도 있음.)되어 

있으나, ｢충북교육사(제2집)｣(2010:923) 및 ｢충

주중원지｣(1985:716)에는 1952. 03. 30., ｢충주

시지(중)｣(2001:542)에는 1952. 03. 03.로 상이

하게 기재되어 있다. ｢충북교육통계연보｣(1967:287)

에는 (개교일인) 1952. 05. 15.로, ｢충북교육통계

연보｣(1968:330; 1970:412; 1971:368; 1972:408)

에는 1952. 03. 30.로, ｢충북교육통계연보｣(1969: 

392; 1973:400; 1974:390; 1975:306; 1976:186 

등)에는 1952. 03. 20.로 기재되어 있다.

개교일: ｢충주시지(중)｣(2001:542)에는 1952. 02. 

03.로 기재되어 있다.

95) 개교일: 학산중학교 웹사이트 및 ｢영동교육사｣

(2003:495)에는 1952. 07. 10.로 기재되어 있으

나, 충북교육행정요람(2020)에는 1952. 05. 24.

로, ｢영동교육사｣(2003:122)에는 1952. 08. 08.로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다.

96) 보덕중학교 교무실 및 행정실로 연락하였으나, 

학교연혁지도 존재하지 않고, 신설년도가 너무 

오래되어 관련 내용을 알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학교 연혁 관리가 매우 부실해 보였다.

97) 소재지: ｢충북교육통계연보｣(1970:412)에는 (1

번지가 아니라) 156번지로 기재되어 있다. 

98) 설립년월일: ｢충북교육통계연보｣(1967:287; 1970: 

412)에는 1953. 04. 23.로 기재되어 있다.

개교일: ｢청원교육50년사｣(2002:475)에는 (설립

년월일인) 1953. 03. 23.로 기재되어 있다. 

소재지: ｢청원군지｣(1990:987) 및 1967~1976년

판 ｢충북교육통계연보｣ 모두 ‘청원군 미원면 미원

리 286’으로 기재되어 있다. 

99) 설립년월일: ｢충북교육통계연보｣(1967:287)에는 

1956. 03. 16.로, ｢충북교육통계연보｣(1968:330)

에는 1953. 04. 02.로, ｢충북교육통계연보｣(1970: 

412)에는 1956. 04. 09.로, ｢충북교육통계연보｣

(1967:287)에는 (광혜원중학교로 개명한 시기인) 

1956. 03. 16.로, 1973~1976년판 ｢충북교육통계

연보｣에는 1956. 04. 16.로 기재되어 있다.

100) 설립년월일: ｢충북교육통계연보｣(1967:287; 1968: 

330; 1969:392; 1971:368; 1972:409)에는 1953. 

03. 23.로 기재되어 있다.

소재지 지번: 1967~1976년판 ｢충북교육통계연

보｣에는 267번지로 일관되게 기재하였다. 

101) 세광중학교 웹사이트에는 1954. 03. 02. 대성동

으로 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주제일

교회 웹사이트 역사관에는 세광중학교가 1954. 

08. 02. 먼저 대성동으로 이전하고 세광고등학

교가 6년 후인 1960. 10. 17. 대성동으로 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세광학원50년사｣

(2005:535-537)에는 세광중학교와 세광고등학

교가 1960. 10. 17. 동시에 대성동으로 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주시지｣(1976:909)에

도 1960. 10. 17. 대성동으로 이전한 것으로 기

재되어 있다. 각 자료에 기재된 이전 시기가 상

이한데, 이 중 세광중학교 웹사이트 기재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102) ｢옥천군지｣(1978:474,495; 1994:1291,1335)에

는 1954. 08. 02.로 기재되어 있다. 

103) 설립년월일: ｢충북교육통계연보｣(1972:408; 1973: 

399; 1974:389; 1975:305; 1976:185 등)에는 

1954. 05. 31.로, ｢충북교육통계연보｣(1967: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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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1955. 03. 25.로, ｢충북교육통계연보｣(1970: 

412)에는 (미호중학교 설립인가일인) 1955. 05. 

31.로, ｢충북교육통계연보｣(1971:368)에는 1955. 

06. 04.로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다.

개교일: ｢청원교육50년사｣(2002:543)에는 1954. 

05. 24.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545쪽에는 

청원중학교 강내분교 인가일로 제대로 기재되어 

있다.) ｢청원군지(상)｣(2006:411)에는 1954. 01.

에 개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소재지: 1967~1976년판 ｢충북교육통계연보｣ 

모두 ‘청원군 강내면 월곡리 15’로 기재되어 있

다. 카카오맵 확인 결과 15번지는 현재의 학교 

위치와 약간 떨어져 있는 지점인데, 지번 분할 

등의 결과일 수 있으므로 오기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104) 설립년월일: ｢충북교육통계연보｣(1970:412)에는 

1954. 07. 23.로, ｢충북교육통계연보｣(1969:392; 

1971:368; 1972:408; 1973:399; 1974:389; 

1975:305; 1976:185 등)에는 (개교일인) 1954. 

07. 21.로 기재되어 있다.

소재지: ｢충북교육통계연보｣(1967:287 등)에는 

지번이 496, 498, 498-2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개교일: ｢청원군지(상)｣(2006:406)에는 (설립

인가일인) 1954. 05. 24.에 개교한 것처럼 기재

되어 있다.

105) 소재지 리명: ｢청원군지｣(1990:987)에는 오창

리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창리의 오기이다.

106) 설립년월일: ｢충북교육통계연보｣(1969:393; 1971: 

369; 1972:409)에는 (청주남여자중학교에서 충

북여자중학교로 개명한 시기인) 1963. 01. 21.

로 기재되어 있다.

학교명: ｢충북교육연혁｣(2006:214) 및 ｢충북교

육사(제2집)｣(2010:926)에는 개명 후 명칭인 신

라여자중학교로 기재되어 있다. 신라여자고등

공민학교에서 신라여자중학교로 개명된 내역은 

누락되어 있다.

107) 추풍령중학교 웹사이트에는 1954년에 설립 인

가를 받은 것만 기재되어 있다. ｢영동군지｣(1968: 

341) 및 ｢영동교육사｣(2003:124)에는 1966. 07. 

07. 설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영동교육

사｣(2003:513)에는 1954. 07. 12. 설립 인가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영동교육사｣

(2003:509)에는 1946(1954의 오기로 보임). 

09. 24.에 개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영동

군지｣(1991:1025)에는 1946. 07. 01.에 설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충북교육통계연보｣(1967: 

288)에는 설립년월일이 (개교일인) 1954. 09. 24.

로 기재되어 있다. 1973~1976년판 ｢충북교육통

계연보｣에는 설립년도가 1951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108) 설립년월일: 1967~1976년판 ｢충북교육통계연

보｣(1967:287; 1968:330 등)에는 모두 1954. 

05. 24.로 기재되어 있다. 즉 ｢충주중원지｣

(1985:717), ｢충북교육사(제2집)｣(2010:923), 수

안보중학교 웹사이트 및 ｢디지털충주문화대전｣ 

수안보중학교 항목의 기재 내용이 틀렸을 가능

성이 있다.

소재지: ｢충북교육통계연보｣(1968:330)에는 면

명이 (上芼가 아니라) 上黃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109) 설립년월일: ｢충북교육통계연보｣(1967:288; 1968: 

331; 1969:392; 1971:368)에는 1954. 05. 04.

로, ｢충북교육통계연보｣(1970:412)에는 1954. 05. 

24.로 기재되어 있다.

110) 설립년월일: ｢(괴산)문닫은학교의추억속으로｣

(2004:8)에는 개교일로 기재되어 있다.

111) 설립년월일: ｢충북교육사(제2집)｣(2010:925)에

는 (개교일인) 1954. 11. 05.로 기재되어 있다.

소재지 상세 주소: ｢충북교육통계연보｣(1967:288)

에는 소재지가 어상천면 (任縣이 아니라) 住縣 

313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자는 오기가 명백하

며, 313번지는 필지 병합으로 말소된 지번으로 

보인다. 1973~1976년판 ｢충북교육통계연보｣에

는 (임현리가 아니라) 인현리로 기재되어 있다.

기타: 일부 ｢충북교육통계연보｣에는 설립인가일

이 1954. 11. 05.로 기재되어 있다. 

112) digital archive인 ｢충청북도교육청폐교역사자

료｣ 및 ｢(영동군)문닫은 학교의 역사｣(2004:345)

에는 1954. 07. 26.에 재단법인 영산학원이 설립 

인가를 받았고, 1955. 03. 07.에 영산중학교가 

설립 인가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영동군

지｣(1968:342) 및 ｢영동교육사｣(2003:80)에는 개

교일이 1954. 04. 01.로 기재되어 있다.

설립년월일: ｢충북교육통계연보｣(1967:288)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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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54. 07. 27.로, 1968~1976년판 ｢충북교육

통계연보｣, ｢충북교육연혁｣(2006:209) 및 ｢충

북교육사(제2집)｣(2010:923)에는 (개교일인) 1955. 

03. 07.로 기재되어 있다.

113) 설립년월일: ｢(괴산)문닫은학교의추억속으로｣(2004: 

8)에는 개교일로 기재되어 있다.

114) ｢청원군지(상)｣(2006:411)에는 1915. 05. 31.에 

설립 인가를 받아서 개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

다. 명백한 오기이다. ｢청원군69년사｣(2014:313)

에는 1955. 05. 31.에 미호중학교 설립 인가를 받

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15) 설립년월일: ｢충북교육통계연보｣(1967:287)에

는 (개교일인) 1955. 06. 01.로 기재되어 있다. 

116) 소재지 지번: ｢충북교육통계연보｣(1967:288; 

1968:331)에는 단양군 영춘면 상리 408번지 및 

408-2번지로 기재되어 있다. 영춘중학교에서 500m 

남쪽에 위치한 지점이므로 지번 분할과는 관계

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기가 아니면 이전했을 

가능성이 있다. 

117) 설립년월일: ｢(괴산)문닫은학교의추억속으로｣

(2004:8)에는 개교일로 기재되어 있다.

소재지: ｢충북교육통계연보｣를 보면 1967~1972

년은 불정면 목도리 473번지, 1973~1978년은 

475번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것은 지번 정리의 

결과로 보인다. 현재 두 지번은 말소된 상태이

다. 1979~1992년은 247번지(현 목도초등학교

의 북서쪽에 인접한 지번)로 기재되어 있는데, 

지번 병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74년에는 

목도리가 도목리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118) 이전 내역: 감곡중학교 웹사이트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디지털음성문화대전｣ 감곡중학교 

항목에 따라 정리하였다.

소재지 상세 주소: ｢충북교육통계연보｣(1967:287; 

1968:330)에는 (오향리가 아니라) 梧杏 891로 

기재되어 있다. 891번지는 감곡중학교 인접 지

번으로 필지 분할 및 병합이 있었던 것으로 보

인다.

119) 설립년월일: ｢진천교육50년사｣(2001:556)에는 

1954. 11. 15.(문교부령 제1510호에 근거)로, 

｢충북교육사(제2집)｣(2010:924)에는 (개교일인) 

1955. 09. 25.로, ｢진천군지｣(1994:1098)에는 

1955. 06. 11.로 기재되어 있다.

소재지 리명: 1973~1976년판 ｢충북교육통계연

보｣에는 (용몽리가 아니라) 용문리, 용광리 등으

로 기재되어 있다.

이전 내역: ｢진천군지｣(1994:1098)에는 ‘1956. 

09. 01. 가교사에서 현 위치로 이전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개교 1년 후에 이전하였지만, 가

교사였던 점을 고려하여 이전한 것으로 보지 않

았다.  

120) 설립년월일: ｢충북교육통계연보｣(1970:413)에는 

1956. 02. 16.로, ｢충북교육사(제2집)｣(2010:923)

에는 1956. 01. 16.로 기재되어 있다.

121) 교명 변경인가일: ｢충북교육연혁｣(2006:215) 및 

｢충북교육사(제2집)｣(2010:926)에는 1956. 04. 

09.로, ｢진천교육50년사｣(2001:537)에는 1956. 

04. 16.로 기재되어 있다.

122) 이전일: ｢옥천군지｣(1978:495; 1994:1335)에는 

1956. 02. 08.로 기재되어 있다.

123) 설립년월일: ｢충북교육통계연보｣(1967:288)에

는 1957. 02. 26.로 기재되어 있다.

124) 소재지 상세 주소: ｢충북교육통계연보｣(1968: 

330)에는 ‘남천리 22번지’(음성읍에는 남천리가 

없음)로, ｢충북교육통계연보｣(1972:408)에는 ‘읍

내리 503번지’(현 음성고등학교 부지)로 기재되

어 있다. 후자는 대표 지번의 변동으로 볼 수 있

으므로 오기로 보기는 곤란하다. 

125) 설립년월일: 1959. 03. 10.인데, ｢충북교육통계

연보｣(1972:409)에는 일자(01)가, 1973~1976

년판에는 연도(1960)가 상이하다. ｢청주시지(4

권)｣(2017:66)에는 1953년으로 연도가 상이하

다. 셋 모두 단순 오기로 보인다.

126) 이전일: ｢옥천군지(Ⅲ)｣(2015:440) 및 ｢옥천교육

발자취｣(2004:654)에는 1959. 04. 07.로, ｢옥천

군지｣(1978:495; 1994:1335)에는 1959. 04. 02.

로 기재되어 있는데, 둘 다 일자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127) 설립년도: ｢충북교육통계연보｣(1971:368)에는 

1954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설립년월일: ｢(괴산)문닫은학교의추억속으로｣

(2004:8)에는 개교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757쪽에는 1959. 06. 24.에 개교한 것으로 제대

로 기재되어 있다. ｢충북교육연혁｣(2006:215) 및 

｢충북교육사(제2집)｣(2010:927)에는 (개교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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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 06. 24.로 기재되어 있다.

128) 286번지는 1988. 07. 25. 주변 25개 필지와 함

께 280번지에 병합되면서 말소된 지번이다.

129) 학교명: ｢충북교육연혁｣(2006:214) 및 ｢충북교

육사(제2집)｣(2010:926)에는 (청주남여자중학교

가 아니라) 청주남호중학교로 기재되어 있다.

130) 소재지: ｢충북교육통계연보｣(1967:288), ｢(충북)교

육행정요람｣(2010:164) 및 ｢충북교육사(제2집)｣(2010: 

923)에는 ‘제천시 수산면 수산리 609’로 기재되

어 있다. 609번지는 수산중학교와 인접한 지번

이지만 수산천 건너에 있으므로 지번 분할 등으

로 보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오기로 보인다.

131) 설립년월일: ｢충북교육통계연보｣(1972:408)에는 

1961. 05. 21.로, ｢충북교육통계연보｣(1973:399; 

1974:389; 1975:305; 1976:185)에는 1961. 05. 

23.로 기재되어 있다.

소재지 지번: 1967~1976년판 ｢충북교육통계연

보｣에는 200번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보은

여자중학교 인접 지번으로 필지 분할과 병합 과

정에서 말소된 지번으로 보인다.  

132) ｢서원대학교25년사｣(1994:34)에는 1963. 05. 

21.로 기재되어 있으나, ｢충북교육연혁｣(2006: 

214), 충북여자중학교 웹사이트 및 ｢디지털청주

문화대전｣/｢두산백과｣/｢위키백과｣의 충북여자

중학교 항목의 기재 내용에 따라 정리하였다. 

｢청주시지(4권)｣(2017:74)에는 이 때 충북여자

중학교로 개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33) 설립년월일: digital archive인 ｢충청북도교육

청폐교역사자료｣ 기재 내용에 따랐다. 1967~ 

1976년판 ｢충북교육통계연보｣에는 1963. 12. 

08.(1년), 1963. 12. 17.(7년), 1963. 12. 18.(2

년) 등으로 다양하게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1963. 12. 17.이 맞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2000

년 ｢충북교육통계연보｣ 및 ｢충북교육사(제2집)｣

(2010:924)에는 (개교일인) 1964. 03. 05.로 기

재되어 있다. 

134) 설립년월일: 수산중학교 승격 인가일이 ｢충북교

육통계연보｣(1973:400; 1974:390)에는 1963. 

12. 18.로 기재되어 있지만, ｢충북교육통계연보｣

(1975:306; 1976:186)에는 1963. 02. 28.로, ｢충

북교육사(제2집)｣(2010:923)에는 (승격일인) 1964. 

03. 05.로 기재되어 있다. 수산초중학교 웹사이

트에는 1964. 03. 16.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개교식 개최일로 보인다.

135) 설립년월일: ｢충북교육사(제2집)｣(2010:925-926) 

및 ｢충북교육통계연보｣(1967:288)에는 (영춘중

학교로 승격되어 개교한 일자인) 1964. 03. 06.로 

기재되어 있다. 1973~1976년판 ｢충북교육통계

연보｣에는 1963. 12. 28.로 기재되어 있는데, 단

순 오기로 보인다.

136) 설립년월일: (1970년을 제외하고) 1967~1976년

판 ｢충북교육통계연보｣에는 (문서상의 개교일로 

보이는) 1964. 03. 15.(1969년은 03. 05.)로 기재

되어 있다. ｢(괴산)문닫은학교의추억속으로｣(2004: 

8)에는 1963. 12. 18.에 개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충북교육사(제2집)｣(2010:924)에는 청천

분교 설립인가일인 1960. 03. 27.로 기재되어 

있다.

137) 설립년월일: 1970년 ｢충북교육통계연보｣에는 

1963. 12. 12.로, 1968, 1969, 1971, 1973~1976

년판에는 1964. 12. 05.로, 1972년판에는 (충주

한림중학교가 충주북여자중학교로 개명한 시기

인) 1964. 12. 12.로, 1967년판에는 1964. 12. 

13.로 기재되어 있다.

개교일: 충주북여자중학교 웹사이트에는 1964. 

05. 05.로 기재되어 있으나, ｢충주중원지｣(1985: 

722)에는 1962. 05. 05.로, ｢충주시지(중)｣

(2001:552) 및 ｢디지털충주문화대전｣ 충주북여

자중학교 항목에는 1964. 04. 01.로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다.

138) 도로명 주소: ｢제천교육사｣(2008:482)에는 대

제중길 29번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개정 이전의 

도로명 주소로 보인다.

139) 개명일: ｢충북교육연혁｣(2006:214) 및 ｢충북교

육사(제2집)｣(2010:926)에는 1964. 12. 05.로 

기재되어 있다.

140) 설립인가일: 1968~1976년판 ｢충북교육통계연

보｣에는 모두 (생극중학교로 승격한 일자인) 

1967. 10. 28.로 기재되어 있다.

소재지 지번: 1973~1976년판 ｢충북교육통계연

보｣에는 592번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지번은 

생극중학교에서 북쪽으로 800m 떨어진 지점으

로서 단순 오기로 보인다.

141) ｢충북교육통계연보｣(1967:287)에는 (개교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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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설립년월일이 1965. 03. 09.로 기재되

어 있고, 1968~1976년판 ｢충북교육통계연보｣에

는 1964. 12. 12.로 기재되어 있다. 

142) 설립년월일: 1967~1972년판 ｢충북교육통계연

보｣에는 1964. 12. 16.로, 1973~1976년판 ｢충

북교육통계연보｣에는 1964. 10. 16.로 기재되어 

있다.

소재지 지번: 1967~1969년판 ｢충북교육통계연

보｣에는 344번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필지 통합

으로 말소된 지번으로 보인다.

이전(移轉) 내역: 개교 당시 2,3학년 4학급은 진

천중학교 교사를 빌려서 사용하였다. 1966년 3

학년은 진천중학교, 1,2학년은 진천농업고등학

교 교사를 빌려서 사용하였다. 1966. 10. 24. 현 

위치에 교사를 신축하여 3학년이 이전하였다. 

이어서 1968. 03. 02. 1,2학년도 마저 이전하였

다(진천군지편찬위원회, 1994:1105). 진천여자

고등학교는 1983. 09. 01. 분리･이전하였다.

143) 최종본에 대한 진천교육지원청의 검토 의견에 

따르면, ‘개교 당시 진천여중은 1~3학년 각 2학

급으로 인가를 받았는데, 이 중 2~3학년 각 2학

급을 진천중학교에서 편입하였다’고 한다. 

144) 분리일: 진천여자중학교 웹사이트 및 ｢디지털진

천문화대전｣ 진천여자중학교 항목에 기재되어 

있는 개교일은 1965. 03. 09.이지만, 진천중학

교 웹사이트, ｢진천군지｣(1994:1093), ｢진천교

육50년사｣(2001:488) 및 ｢디지털진천문화대전｣ 

진천중학교 항목에는 1965. 03. 06.로 기재되어 

있다.

145) 설립년월일: 1971~1976년판 ｢충북교육통계연

보｣에는 1964. 10. 31.로, ｢영동군지｣(1991:1026)

에는 1964. 10. 30.로 기재되어 있다.

소재지 지번: 당시 학교 부지는 여러 필지(291, 

292, 293-1, 294-1, 294-2, 295-1, 295-2, 296-1, 

296-2)를 합한 것이었다.

이전(以前) 연혁: 심천중학교 웹사이트 및 ｢영동

교육사｣(2003:532)에는 심천중학교 인가 이전

인 ‘1950. 03. 20. 심천장학회를 창립하여 공립

학교 인가를 받았었고, 1954. 03. 05. 심천원예

학교로 개편 인가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46) 설립인가일: digital archive인 ｢충청북도교육

청폐교역사자료｣ 기재 내용에 따랐다. 1967~1970

년 및 1972년 발간 ｢충북교육통계연보｣에도 

1964. 12. 22.로 기재되어 있으나, 1971, 1973~ 

1976년 발간 ｢충북교육통계연보｣ 및 ｢영동군지｣

(1968:341)에는 (개교일인) 1965. 03. 10.로 기

재되어 있다. ｢영동교육사｣(2003:124)에는 1965. 

03. 01.로, ｢충북교육사(제2집)｣(2010:924)에는 

1964. 12. 12.로 기재되어 있다.

개교일 : ｢영동교육사｣(2003:468)에는 개교일이 

1965. 03. 01., 개교식 및 입학식 거행일이 1965. 

03. 10.로 기재되어 있다.

147) 설립년월일: ｢충북교육통계연보｣(1967:287)에

는 (문서상 개교일로 추정되는) 1965. 03. 01.로 

기재되어 있다.

148) 설립인가일: ｢충북교육통계연보｣에는 1965. 03. 

06. / 1966. 03. 10. / 1966. 11. 07. / 1967. 

09. 08. 등으로 다양하게 기재되어 있다. 1965. 

12. 17.로 기재된 것은 전체 44권 중 6권에 불과

하다.

개교일: ｢충주시지(중)｣(2001:553)에는 1965. 03. 

06.로 기재되어 있다. 

학교명: ｢충북교육연혁｣(2006:214) 및 ｢충북교

육사(제2집)｣(2010:926)에는 설립 당시의 학교

명이 충주미덕여자중학교로 기재되어 있다. 그

런데 충주미덕중학교는 교명을 변경한 적이 없

었다고 답변하였다. 다만, 처음에는 여학생만 

모집하다가 1966. 11. 17.에 학칙 변경 인가를 

받아 남녀공학으로 전환되었다고 한다.

소재지: 1980~1991년 ｢충북교육통계연보｣ 및 

｢충주중원지｣(1985:722)에는 역전동으로 기재

되어 있는데. 지번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이곳의 

동명이 용산동에서 역전동으로 변경되었던 것으

로 보인다. ｢디지털충주문화대전｣ 문화동 및 용

산동 항목을 보면, 역전동이 용산동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데, 충주역의 이전으로 

1992. 03. 01. 역전동이 문화동으로 변경되었다

는 것만 확인될 뿐, 역전동이 용산동에서 분동된 

시기는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1988년 ｢충북교

육통계연보｣에는 지번을 529-10으로 잘못 기재

하였다.

149) ｢영동교육사｣(2003:124)에는 개교일이 1966. 

03. 01.로 기재되어 있고, ｢충북교육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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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287) 및 ｢영동군지｣(1968:341)에는 설립

년월일이 1966. 03. 01.로 기재되어 있다. ｢충북

교육사(제2집)｣(2010:924)에는 설립년월일이 1966. 

03. 16.로 기재되어 있다.

150) 설립년월일: ｢충북교육통계연보｣(1968:331)에는 

1966. 11. 21.로, ｢충북교육통계연보｣(1971:369)

에는 1954. 07. 26.로 기재되어 있다.

개교일: 최종본 작성 때까지 구체적인 일자를 확

인하지 못하였으나, 최종본에 대한 음성교육지

원청의 검토 의견에 따라 16일로 특정하였다.

소재지 지번: 1971~1976년판 ｢충북교육통계연

보｣에는 산29번지 또는 29번지로 기재되어 있

다. 산29번지는 매괴여자중학교 동쪽에 인접해 

있는 매산이므로 관련이 있으나, 29번지는 동쪽

으로 800m 떨어져 있는 지점으로서 무관해 보

인다. 즉 산29번지를 29번지로 잘못 기재한 단

순 오기로 보인다. ｢(충북)교육행정요람｣(2010:182)

에는 ‘왕장리 산29번지’로 기재되어 있다.

학교명: ｢음성군지｣(1979:653) 및 ｢음성군지(상)｣

(2008:737)에는 삼성여자중학교로 잘못 기재되

어 있다. 

151) 설립인가일: ｢충북교육통계연보｣(1968:331)에는 

1967. 02. 28.로, 1969~1976년판 ｢충북교육통

계연보｣, ｢충북교육연혁｣(2006:214) 및 ｢충북교

육사(제2집)｣(2010:927)에는 1967. 02. 09.로, 

제천덕산초중학교 웹사이트에는 1967. 02. 29.

로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다. ｢충북교육통계연보｣ 

(1967:288)에는 설립연도만 1966으로 기재되어 

있다. ｢디지털제천문화대전｣ 제천덕산초중학교 

항목에는 1967. 02. 09.로 기재되어 있다. 설립 

당시의 문헌에 연속으로 기재된 1967. 02. 09.이 

맞을 가능성이 있다. 참고로 ｢제천교육사｣(2008: 

476-477)는 1967. 02. 09.을 개교일과 설립인가

일로 상이하게 기재하였다. ｢충북교육사(제2집)｣

(2010:923)에는 1921. 09. 03.로 기재되어 있는

데, 명백한 오기이다.

소재지: ｢충북교육통계연보｣(1967:288)에는 제

천군 덕산면 도전리 568로 기재되어 있다. 개교 

당시의 문헌에 기재된 내용이므로 신뢰할 수 있

다. 568번지와 487-3번지는 인접한 지번으로 보

이는데, 필지 병합 과정에서 말소된 것으로 보인

다. 제천덕산초중학교에 문의한 바, 개교일과 개

교 당시의 신덕중학교 소재지는 모른다고 답변

하였다.

152) 설립년월일: ｢충북교육통계연보｣(1968:330)에

는 1966. 12. 15.로, ｢충북교육통계연보｣(1975: 

306; 1976:186)에는 1926. 12. 13.로 기재되어 

있다. 

153) 개교 당시의 주소는 제천군 제천읍 동현리(또는 

동현동) 45번지였고, 이후 지번 분할, 통합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의 지번 주소는 제천시 동현동 

15-3번지(의병대로 177번지)이다. ｢충북교육통

계연보｣(1976:186)에는 동현리가 동형리로 잘

못 기재되어 있다. 

154) 설립년월일: ｢충북교육통계연보｣(1969:393)에

는 1967. 09. 01.로 기재되어 있는데, 단순 오기

로 보인다. 1973~1976년판 ｢충북교육통계연보｣

에는 1972. 09. 13.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영

신여자중학교로 개명한 일자이다.

155) 설립년월일: ｢충북교육통계연보｣(1968:331)에

는 1967. 12. 30.로 기재되어 있는데, 필자가 보

기에는 가장 타당해 보인다. 1969~1972년판 ｢충

북교육통계연보｣에는 1967. 10. 28.로 기재되어 

있는데, 우정학원 설립인가일이다. 1973~1976

년판 ｢충북교육통계연보｣에는 1968. 10. 28.로 

기재되어 있다.

156) 설립년월일: 1972~1976년판 ｢충북교육통계연

보｣에는 (개교일과 비슷한) 1968. 03. 05. 또는 

10.로 기재되어 있다.

소재지 지번: 1968~1976년판 ｢충북교육통계연

보｣에 286번지, 292번지, 294번지 등으로 기재

되어 있는데, 필지 통합 과정에서 말소된 지번들

로 보인다. 

157) 설립년도: 1973~1976년판 ｢충북교육통계연보｣

에 1937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명백한 오기이다.

소재지 지번: 195번지 또는 195-7번지로 기재되

어 있는데, 필지 통합 과정에서 말소된 지번으로 

보인다. 

158) 설립일자: 1973~1976년판 ｢충북교육통계연보｣

에는 09.이 아니라 01.로 기재되어 있다.

설립년월일: ｢(괴산)문닫은학교의추억속으로｣(2004: 

9)에는 개교일로 기재되어 있다. ｢충북교육사

(제2집)｣(2010:925)에는 (개교일인) 1968. 03. 

07.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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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이전 내역: ｢단양군지(하)｣(2005:245)에는 1970. 

12. 24.에 현 위치로 신축 이전하여 단양여자중･

고등학교를 운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단

양고등학교 웹사이트에도 1969. 03. 15.에 개교

하였으나 (단양군 단양면 하방리 260번지 소재) 

단양중･공업고등학교 및 단양도서관에서 더부

살이를 하다가 1970. 12. 24.에 12개 교실을 신

축하여 현재의 위치로 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전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

만 임시로 단양중학교 교사를 빌려서 잠깐 사용

한 것이므로, 1969년판 ｢충북교육통계연보｣에 

기재된 바대로 소재지를 정리하였다.

160) 필자가 작성한 ｢충청북도 중학교 이전 내역｣에 

대한 충청북도교육청의 검토 회신에 따르면, 청

풍중학교 ｢학교 이전 승인서｣에 본건 내용이 기

재되어 있다고 하여 추가하였다. 

161) 현도중학교 웹사이트에는 설립인가일과 개교일

이 1969. 10. 14. 및 1970. 03. 17.로 기재되어 있

으나, ｢청원교육50년사｣(2002:527,529)에는 1969. 

12. 10. 및 1970. 03. 12.(1970. 03. 17. 개교식)

로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다. ｢충북교육사(제2집)｣

(2010:924) 및 ｢충북교육통계연보｣(1971:368)

에도 설립년월일이 1970. 03. 17.로 잘못 기재되

어 있다. ｢청원군69년사｣(2014:313)에는 1970. 

03. 09.에 개교식 및 입학식을 개최한 것으로 기

재되어 있다.

162) 설립년월일: ｢충북교육사(제2집)｣(2010:924) 및 

옥산중학교 웹사이트에는 1969. 10. 11.로 기재

되어 있으나, ｢청원교육50년사｣(2002:538)에

는 1969. 10. 10.로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다.

163) 설립년월일: ｢충북교육통계연보｣(1970:412)에는 

1969. 10. 14.로, ｢충북교육통계연보｣(1972:409)

에는 (문서상 개교일로 추정되는) 1970. 03. 01.

로 기재되어 있다. 

164) 설립년월일: 1971~1976년판 ｢충북교육통계연

보｣에는 (개교일인) 1970. 03. 20.로 기재되어 

있다.

165) 설립년월일: ｢보은군지(7)｣(2016:58) 및 속리산

중학교 웹사이트에는 원남중학교 설립인가일이 

1969. 01. 14.로 기재되어 있지만, 1969년 ｢충북

교육통계연보｣에는 1969. 10. 14.로 기재되어 

있다. ｢충북교육사(제2집)｣(2010:924)에는 (개

교일인) 1970. 03. 20.로 기재되어 있다.

개교 이전(以前) 연혁: ｢보은군지(7)｣(2016:57- 

58)에는 원남중학교 개교 이전의 연혁이 기재되

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전(移轉) 내역: 속리산중학교 및 보은교육지

원청은 원남중학교가 이전한 적이 없다고 답변

하였다. 하지만, ｢충북교육통계연보｣(1970:412)

에 “보은군 삼승면 원남리 167-10” 기록이 있으

며, 학교 명칭으로 보아도 원남리에서 개교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전 위치에서 현 위치로 

이전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전 내역을 확

인할 수 없었고, 가교사에서 개교한 후 1년도 안 

되어 이전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현 위치에서 신

설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166) 설립년월일: ｢(괴산)문닫은학교의추억속으로｣(2004: 

9)에는 개교일로 기재되어 있다.

소재지 지번: 1970~1976년판 ｢충북교육통계연

보｣에는 ‘미암리 63번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현

재의 형석중학교에서 동북동 방향으로 1.3km 

떨어진 지점이다. 형석중학교는 이전한 바가 없

다고 하므로 오기로 보인다.

167) 설립년월일: 1971~1972년판 ｢충북교육통계연

보｣에는 1969. 10. 06.로, 1973~1976년판 ｢충

북교육통계연보｣에는 (개교일인) 1970. 03. 20.

로 기재되어 있다.

소재지 지번: 1970~1976년 ｢충북교육통계연보｣

에는 (지번이 누락되었거나) 114번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필지 통합으로 말소된 지번으로 보인다.

168) 이전 학교 부지에는 용산리 91번지도 포함되어 

있다.

169) 개명 내역: 영신중학교 웹사이트에는 개교 당시

부터 영신중학교였던 것처럼 기재되어 있고, ｢영

동교육사｣(2003:506)에는 1971. 01. 29.에 한번

만 개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영동시

온중학교가 영신중학교, 영신여자중학교를 거

쳐 다시 영신중학교로 변경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충북교육연혁｣(2006:215) 및 ｢충북교

육사(제2집)｣(2010:927)에는 (1972. 09. 13. 개

명 내역은 누락되어 있고) 1971. 01. 29.에 영동

영신중학교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영신중학교는 이렇게 개명한 적이 없었다고 답

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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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소재지 지번 : 1973~1976년판 ｢충북교육통계연

보｣에는 432번지 및 434번지가 기재되어 있는

데, 필지 통합으로 말소된 지번으로 보인다. 

171) 설립년월일: ｢(괴산)문닫은학교의추억속으로｣(2004: 

9)에는 개교일로 기재되어 있다. ｢충북교육사(제

2집)｣(2010:924)에는 (개교일인) 1971. 03. 06.

로 기재되어 있다. 

172) 개교일: ｢옥천교육발자취｣(2004:1016)의 기재 

내용에 따랐다.

설립년월일: ｢충북교육통계연보｣ 1972~1976년

판에는 1971. 03. 01.로, 1977~1979년판에는 

1971. 03. 08.로 기재되어 있고, 1980년판부터 

1971. 01. 09.로 기재되기 시작했다. ｢옥천군지｣

(1978:474; 1994:1291), ｢충북교육연혁｣(2006: 

209) 및 ｢충북교육사(제2집)｣(2010:925)에는 (개

교일인) 1971. 03. 08.로 기재되어 있다.

173) 설립년월일: 1973~1976년판 ｢충북교육통계연

보｣에는 (문서상 개교일인) 1971. 03. 01.로 기

재되어 있다. ｢충북교육사(제2집)｣(2010:924)

에는 1971. 03. 08.로 기재되어 있다.

174) 설립년월일: ｢충북교육통계연보｣(1972:408)에는 

1971. 01. 20.로, ｢충북교육사(제2집)｣(2010:924)

에는 1971. 03. 09.로 기재되어 있다. ｢(괴산)문

닫은학교의추억속으로｣(2004:8)에는 1971. 01. 

09.에 개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개교일 : digital archive인 ｢충청북도교육청폐

교역사자료｣에는 1971. 03. 01.로 기재되어 있다.

175) 설립인가일: ｢충북교육사(제2집)｣(2010:923) 및 

산척중학교 웹사이트에는 1971. 01. 09.로 기재

되어 있으나, ｢충주중원지｣(1985:718)에는 1971. 

01. 19.로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다. 1972~1976

년판 ｢충북교육통계연보｣에는 (문서상 개교일로 

추정되는) 1971. 03. 01.로 기재되어 있다. 

176) 도로명 주소: ｢제천교육사｣(2008:467)에는 제방

길 37번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개정 이전의 도로명 

주소로 보인다.

177) 설립년월일: ｢충북교육통계연보｣(1971:368)에는 

1971. 01. 09.로, ｢충북교육통계연보｣(1972:409; 

1973:400)에는 1971. 01. 10.로 기재되어 있다. 

｢디지털충주문화대전｣ 중원중학교 항목에는 1970. 

01. 20.로 기재되어 있다.

개교일: ｢충주중원지｣(1985:719)에는 1971. 03. 

09. 및 1971. 03. 10.로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다.

178) 설립년월일: 1973~1976년판 ｢충북교육통계연

보｣에는 (개교일인) 1971. 03. 11.로 기재되어 

있다.

소재지 지번: 11번지, 11-2번지, 17번지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17번지는 11번지의 오기로 보

이고, 11번지 및 11-2번지는 필지 통합으로 말소

된 것으로 보인다.

179) 설립년월일: ｢(괴산)문닫은학교의추억속으로｣(2004: 

9)에는 개교일로 기재되어 있다.

180) 설립년월일: ｢충주중원지｣(1985:719)에는 1971. 

02. 01.로 기재되어 있다.

181) 소재지 면명: 1973~1975년판 ｢충북교육통계연

보｣에는 (이월면이 아니라) 이원면으로 기재되

어 있다. 

182) 설립년월일: 의림여자중학교 웹사이트 및 ｢디지

털제천문화대전｣에는 1972. 12. 26.로 기재되어 

있지만, ｢충북교육통계연보｣(1973:400; 1974:390; 

1975:306; 1976:186)에는 일관되게 1973. 02. 

10.로 기재되어 있다.

183) 도로명 주소 지번 : ｢제천교육사｣(2008:452)에

는 하소길 22번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개정 이

전의 도로명 주소로 보인다.

184) 이전일: 백운중학교 웹사이트에는 1974. 06. 10.

로 기재되어 있다.

도로명 주소: ｢제천교육사｣(2008:464)에는 평

동갓길 67번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개정 이전의 

도로명 주소로 보인다.

185) 설립년월일: ｢충북교육연혁｣(2006:209) 및 ｢충

북교육사(제2집)｣(2010:925)에는 1974. 12. 11.

로 기재되어 있다.

186) 개교일: 대소중학교 웹사이트 및 ｢디지털음성문

화대전｣ 대소중학교 항목에는 1975. 03. 08.로 

기재되어 있다.

187) 이전 당시의 지번 주소는 제천군 제천읍 신백리 

산18번지였다. 이전 3년 후인 1979년판 ｢충북교

육통계연보｣부터 변경된 주소가 기재되기 시작

하였다.

188) 도로명 주소 지번 : ｢제천교육사｣(2008:446)에

는 의병대로 491번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천동

중학교에서 동쪽으로 1.7km나 떨어진 지점이

다. 개정 이전의 도로명 주소로 보인다.

189) 설립년월일: ｢충북교육연혁｣(2006:209)에는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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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30.로 기재되어 있다.

설립년월일 및 개교식 개최일: ｢청주시지(하)｣

(1997:849)에는 ‘청주 유일의 산업체 학교로서 

1977. 03. 20. 중학교 12학급 설립 인가를 받아 

1977. 04. 15. 개교식 및 입학식을 개최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190) 설립년월일: ｢충북교육연혁｣(2006:209) 및 ｢충

북교육사(제2집)｣(2010:925)에는 (개교일인) 1978. 

03. 01.로 기재되어 있다.

학교명: ｢옥천교육발자취｣(2004:1034)에는 청

산중학교로 기재되어 있는데, 명백한 오기이다.

191) 이전 당시에는 용포리 산172번지였는데, 현재 

지번은 172번지이다. 따라서 그 사이에 등록 전

환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2) 충청북도교육청의 회신에 따르면, 이전 당시의 

｢학교 이전 신청 계획서｣에는 인포리 283-20번

지에서 인포리 283-10번지로 이전한 것으로 기

재되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현 안내중 부지의 

대부분은 289번지이고, 서남쪽 일부만 292-1번

지이다. 따라서 이전 후 지번은 (이전 후 현재 사

이에 지번 변동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지번 

변동이 없었다면) 289번지가 맞고, 이전 전 주소

는 수몰 지역이라서 지번이 말소되어 현재 상태

에서 정오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다. 283-10

번지, 283-20번지는 말소된 지번인데, 만약 이 

두 번지가 289번지로 통합되면서 말소된 지번들

이라면, 이전 전 주소가 294-3번지일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193) ｢충북교육연혁｣(2006:209) 및 ｢충북교육사(제2

집)｣(2010:925)에는 설립년월일이 1980. 03. 

09.로, 소재지가 청주시 가경동 산76-9번지로, 

폐지년월일이 1984. 09. 01.로 기재되어 있다. 

194) 개명일: ｢청주시지(하)｣(1997:849)에는 1981. 

02. 10.로 기재되어 있다. 

195) 소재지 지번: ｢청원군지｣(1990:987)에는 가좌리 

130번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인접 지번이지만 북

서쪽으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다. 

196) ｢(괴산)문닫은학교의추억속으로｣(2004:9)에는 

1982. 10. 02.에 목도중학교 감물분교장이 개교

하였고, 1982. 11. 01.에 감물중학교가 개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설립년월일이 1982. 10. 

29.이라는 최종본에 대한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의 검토 의견에 따르면, ｢감물중학교 연혁지｣에 

설립년월일이 1982. 11. 01.로 기재(｢감물면지｣

(1986:86)도 동일)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1982. 10. 29.’를 ‘1982. 11. 01.’로 수정하

였다.

197) 개교일: ｢단양교육사｣(2003:658) 및 ｢단양군지

(하)｣(2005:247)에는 1984. 03. 09.로 기재되어 

있다.

설립년월일: ｢충북교육연혁｣(2006:215) 및 ｢충북

교육사(제2집)｣(2010:927)에는 1984. 03. 09.로 

기재되어 있다.

198) 필자가 작성한 ｢충청북도 중학교 이전 내역｣에 

대한 충청북도교육청의 회신에 따르면, 이전 당

시의 수안보중학교 ｢학교 위치 변경 인가서｣에

는 이전 후 주소가 ‘중원군 상모면 안보리 484번

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이곳

에는 수안보연수원이 자리 잡고 있다. 이후에 수

안보중학교가 재이전했다는 기록이 없으므로 위

치 변경 인가대로 이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99) 설립년월일: ｢충북교육사(제2집)｣(2010:922)에

는 (개교식 개최일인) 1985. 03. 05.로 기재되어 

있다.

200) 소재지 지번: ｢충북교육사(제2집)｣(2010:925)

에는 2225번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222번지의 

오기로 보인다.

201) 설립년월일: ｢충북교육사(제2집)｣(2010:922)에

는 1985. 08. 28.로 기재되어 있다.

202) 소재지 리명: ｢괴산군지｣(1990:779)에는 광전

리가 아니라 광진리로 기재되어 있다. 

203) 소재지: ｢충북교육연혁｣(2006:209) 및 ｢충북교

육사(제2집)｣(2010:925)에는 (210번지가 아니

라) 영동읍 계산리 9번지로 기재되어 있다.

204) 설립년월일: ｢충북교육사(제2집)｣(2010:922)

에는 (개교식 개최일인) 1989. 03. 07.로 기재

되어 있다.

205) 세광중학교 웹사이트에는 1989. 12. 12.로 기재

되어 있으나, ｢세광학원50년사｣(2005:535-537)

에는 1989. 12. 19.에 세광중학교와 세광고등학

교가 동시에 미평동으로 이전한 것으로 기재되

어 있다. 현 주소는 지목 변경으로 새로 부여된 

지번 주소이다.

206) 이전 일자: ｢충주시지(중)｣(2001:554)에는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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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15.로 기재되어 있다. 

207) 설립년월일: ｢충북교육사(제2집)｣(2010:922)에

는 (개교일인) 1992. 03. 01.로 기재되어 있다.

소재지: ｢충북교육통계연보｣(1992:442) 및 ｢청주

시지(하)｣(1997:848)에는 ‘가경동 753-1번지’로 

기재되어 있다. 기재 오류가 아니라 행정구역이 

변동된 것으로 보인다.

208) 설립년월일: ｢충북교육사(제2집)｣(2010:922)에

는 (개교식 개최일인) 1994. 03. 05.로 기재되

어 있다.

개교년도: ｢청주시지(4권)｣(2017:27)에는 1996

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209) 개교일: ｢청주시지(하)｣(1997:849)에는 1996. 

03. 04.로 기재되어 있다.

210) 설립년월일: ｢디지털청주문화대전｣ 수곡중학교 

항목에는 1994. 05.로, ｢충북교육사(제2집)｣(2010: 

922)에는 1996. 03. 25.로 기재되어 있다.

개교일 및 소재지 동명: ｢청주시지(하)｣(1997: 

849)에는 ‘1996. 03. 04. 수동 1003번지에서 개

교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즉 개교일 및 동

명이 상이하다.

211) 개교년도: ｢청주시지(4권)｣(2017:27)에는 1994

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212) 설립년월일: ｢충북교육사(제2집)｣(2010:925)에

는 1998. 10. 28.로 기재되어 있다. 

213) 도로명 주소: ｢제천교육사｣(2008:479)에는 송계

로 441번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개정 이전의 도로명 

주소로 보인다.

214) 개교년도: ｢청주시지(4권)｣(2017:27)에는 1999

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30쪽에는 (약간 모호하지

만) 2001년으로 제대로 기재되어 있다.

215) 소재지 리명: ｢청원군지｣(1990:987)에는 (수곡

리가 아니라) 수속리로 기재되어 있다. 

216) 설립년월일: ｢충북교육사(제2집)｣(2010:923)에

는 2002. 11. 01.로 기재되어 있다. 

217) 설립년월일: ｢충북교육사(제2집)｣(2010:922)에

는 (개교일인) 2003. 03. 01.로 기재되어 있다.

218) 설립년월일: ｢충북교육사(제2집)｣(2010:922)에

는 (개교일인) 2003. 03. 01.로 기재되어 있다.

219) 설립년월일: ｢충북교육사(제2집)｣(2010:923)에

는 (개교일인) 2003. 03. 01.로 기재되어 있다.

설립 인가 당시 학교명: ｢디지털충주문화대전｣ 

탄금중학교 항목에는 “2001. 08. 21. 호암중학교

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2002. 10. 07. 탄금중학

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20) 설립년월일: ｢충북교육사(제2집)｣(2010:923)에

는 2003. 02. 24.로 기재되어 있다. 

개교일: 내토중학교 웹사이트, ｢제천교육사｣(2008: 

455-456) 및 ｢디지털제천문화대전｣ 내토중학교 

항목에는 개교일이 2003. 04. 12.로 기재되어 있

지만, 2003. 03. 05.에 이미 입학식을 개최한 것

으로 보아 이는 개교식을 개최한 일자로 보인다.

도로명 주소: ｢제천교육사｣(2008:455)에는 내토

길 20번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개정 이전의 도로

명 주소로 보인다.

221) 도로명 주소: ｢제천교육사｣(2008:470)에는 청

풍명월로 2572로 기재되어 있는데, 개정 이전의 

도로명 주소로 보인다.

222) 설립년월일: ｢충북교육사(제2집)｣(2010:922)에

는 (개교기념일인) 2005. 04. 27.로 기재되어 

있다.

223) 설립년월일: ｢충북교육사(제2집)｣(2010:923)에

는 (개교일인) 2006. 09. 01.로 기재되어 있다. 

｢청원군69년사｣(2014:312)에는 2006년에 (개

교한 것이 아니라) 설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24) 설립년월일: ｢디지털청주문화대전｣ 운동중학교 

항목에는 운동중학교 웹사이트와 달리 2003. 

11. 01.로, ｢충북교육사(제2집)｣(2010:922)에는 

(개교일인) 2007. 02. 09.로 기재되어 있다.

소재지 : ｢충북교육사(제2집)｣(2010:922) 및 

｢(충북)교육행정요람｣(2010:156)에는 ‘운동동 430’

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후 행정구역 변동이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

225) 설립년월일: ｢충북교육사(제2집)｣(2010:922)에

는 (개교일인) 2007. 03. 01.로 기재되어 있다. 

226) 성화중학교 웹사이트에는 학교 연혁이 게시되

어 있지 않으며, 학교 현황에는 설립년월일이 

(개교일인) 2008. 03. 01.로 기재되어 있다. ｢청

주시지(4권)｣(2017:68)에는 ‘2008. 01. 26.에 교

사를 준공하였고, 2008. 04. 30.에 개교한 것’으

로 기재되어 있다.

227) 설립년월일: ｢충북교육사(제2집)｣(2010:924)에

는 (개교일인) 2009. 03. 01.로 기재되어 있다. 

｢청원군69년사｣(2014:312)에는 2009년에 (개

교한 것이 아니라) 설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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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설립년월일: ｢충북교육사(제2집)｣(2010:923)에

는 (개교일인) 2009. 03. 01.로 기재되어 있다.

229) 설립년월일: ｢충북교육사(제2집)｣(2010:923)에

는 (개교일인) 2009. 03. 01.로 기재되어 있다.

소재지 지번: ｢(충북)교육행정요람｣(2010:156)

에는 ‘가경동 2006번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2066번지’의 오기로 보인다.

230) 소재지 지번: ｢(충북)교육행정요람｣(2010:156)

에는 514-5번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필지 통합

으로 말소된 지번으로 보인다.

231) 설립년도: ｢청원군69년사｣(2014:312)에는 2011

년에 (개교한 것이 아니라) 설립된 것으로 기재

되어 있다.

232) 설립년월일: 최종본에는 2011. 11. 07.로 기재

하였으나, 음성교육지원청의 검토 의견에 따라 

2011. 12. 01.로 수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