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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ၝᵝၝƱᮂ ᮹ }ֱ
국민2)이 주권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선거ㆍ정치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적 가치와 지식ㆍ능력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함양하는 학습을 말하며,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ᵲᖒ
 a ⨭ჶᱢ a⊹ᯙ ǎၝᵝǭ᮹ ᬱญ ᝅ⩥
G 국민이 주권자로서 정치과정에 참여하여 권리와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는 제반 활동을 하는 것은
중요한 헌법적 기능임.
G 민주시민교육은 국민의 주권의식을 앙양하여 공동체의 의사형성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학습하는 것임.

XPG ạื㜵ạื䘸⣅㏘⏈G ˄㐐
㐐ⴰẄ㡕OjG lP˅SG ⓹㢰㡴G ˄㥉
㥉㾌Ẅ㡕OwG lP˅SG 㢰⸬㡴G ˄ḩ
ḩⴰẄ㡕O縎芮繨裧P˅㢨
⢰⏈G ᵐ⊄㡸G ㇠㟝䚌ḔG 㢼ḔSG 㟤⫠⇌⢰㜄㉐⏈G ˄㥉㾌Ẅ㡕˅㢨⢰⏈G 㟝㛨ᴴG 㥉㾌Ề⥙㢌G 䟁☑ḰG 㡔㫴SG 㪽G 㥉㾌㷨㥐㝴G Ḵ⥜═G
ⴰ㨰㐐ⴰẄ㡕˅㢨⢰⏈G ᵐ⊄㡸G ㇠㟝䚌ḔG 㢼㢀U
Ḵ㾌Ẅ㡕㡰⦐G 㣌⯯G 㢨䚨╌㛼ᶤ⇌G ⺴㥉㤵㢬G 㐐ᴵ㡰⦐G 㢬㐑╌⏈G ᷱ䛙㢨G 㢼ὤG ⚀ⱬ㜄G ˄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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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PG YWW`≸G 㠈☐⫠㉐㾌ᴴG ˄㉔Ḵ㠸㢌G ⴰ㨰㐐ⴰẄ㡕G 䙸㟈㉥˅㜄G 䚨㉐G 㤸ⱬᴴἬ⨭㡸G ㇵ㡰⦐G 㦤㇠䚐G ᷤḰ㜄G 㢌䚌⮨G ˄㉔㻐㫵ḩⱨ㠄G
ⵃG 㥉Ḵ᷸㣄˅㢌G _[U]LSG ˄䚍᷸½㛬⦔᷸½㐐ⴰ␜㷨˅㢌G ^[U]LᴴG 䙸㟈䚌␘ḔG 㢅䚜UG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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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ӹ ၝᵝᵝ᮹ ᬱญᯙ ݅ᙹđ ᬱ⊺ ⦺
G 공동체의 의사결정은 다수의 의견에 따를 때에 민주적 정당성을 갖게

되며, 소수의견의 존중과 배려가 전제되어야 함.
G 민주시민교육은 대화와 토론, 타협과 조정에 대한 체계적 학습으로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를 습득시키는 것임.

 ݅ ǎၝ᮹ ᱶ⊹ᱢ ᮹ᔍ⩶ᖒᨱ ₙᩍ
G 민주시민교육은 국민이 그 대표자를 선택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며,
G 선거권과 피선거권(공무담임권)을 통하여 공동체 운영에 자신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담당하는 정당의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ၝᵝၝᔍ⫭ᨱ ᱢ⧊⦽ ᩎపᯩ۵ ၝ ᧲ᖒ
G 민주시민이란 주권자로서 그 역할을 실천하고, 민주주의 정치체제 속에

살면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개인의 권리를 향유함과
아울러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함.
G 민주시민은 처음부터 그 정체성과 자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형성됨4).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사회의 유지ㆍ발전에
필요한 역량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려는 것임.

[PG ˈ㐐ⴰ㡴G 䈐㛨⇌㫴G 㙾⏈␘UG ␘⬀G ⬀☘㛨㫼G 㢨␘UˉTG ạG 㐐ⴰẄ㡕㉰䉤G ㇠ⱨ㹑㣙G 㵤㏘G 䅨ἴ⫠
G G G ˈⴰ㨰㨰㢌㜄G 䚐G ⴳ㢀㡸G ᵊḔG 䈐㛨⇌⏈G ㇠⣀㡴G 㛺␘UG ⴰ㨰㨰㢌⏈G ⵤ㠀㚰G 䚐␘UˉG
G G G G G TG ⓹㢰G 䎴⾍㜈䚍G 㥉㾌䚍ḰG 䚐㏘G ᷀㝘⪨ἬG ⷜ⫵G ⮹㜼Ẅ㍌



 ʑᅙᬱ⊺
 a ᱶ⊹ᱢ ᵲพᖒ
G 민주시민교육은 비정파적ㆍ초당적 입장에서 실시되어야 함.
G 정권교체마다 교육내용과 방향이 달라져서는 안되며, 특정 정권의

이해를 대변하는 역할을 제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ӹ ၝᵝᖒ
G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적인 시민을 육성하고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자기실현 보장을 기본이념으로 함.
G 모든 과정은 민주적인 형식과 절차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고 어떤

생각이나 사상을 일방적으로 주입해서는 안되며, 다양한 견해가 서로
존중되고 민주적인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함.

 ݅ ₙᩍᖒ
G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해야 하며,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동원되고, 강제적으로 참가하도록 해서는 안됨.
G 민주시민교육은 불합리하고 비인간적인 것에 대한 비판능력을 배양

하는 것이므로 사회참여교육으로 운영되어야 함.

  ᅕ∊ᖒ
G 민주시민교육의 업무관할권과 재정지원에 관계되는 원칙임.
G 상위단위의 권한은 하위단위 수준에서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없는 일에만

적용되며, 그러한 경우 재정지원이란 보충적 기능만 수행해야 함.
\PG 䚐ạ㥉㾌䚍䟀SG ⴰ㨰㥉㾌ⵐ㤸㡸G 㠸䚐G ㉔ᶤḴ⫠㠸㠄䟀㢌G ⵈ⣀㫵䚐G 㜡䚔⯜ㇽSG YWW`SG \]T\_㯱G 㵬㦤
]PG ˄⸨㻝㉥˅㢨⢴G ˄⒈G 䆤G ␜㠸⏈G Ἤᶷ㡸G Ạ㉥䚌⏈G ⒈G 㣅㡴G ␜㠸ᴴG ㍌䚽䚔G ㍌G 㛺ᶤ⇌G ❄⏈G ㍌䚽䚌ὤᴴG 㤵䚝䚌㫴G 㙾⏈G ὤ⏙⬀㡸G 
䚨㚰G 䚜˅㡸G 㢌䚜UG 㢨⏈G 㩅㚍␜㠸㢌G Ề䚐㡴G 㣠㥉㫴㠄SG 䂌䊄㽔G 㥐ḩSG 䘸⦐Ἤ⣜G ᵐⵐSG 㤸ⱬᴴG 㛅㉥G ☥㢌G 㜡䚔㡸G 䚌ḔSG 㐘㥐G 㐐ⴰẄ㡕㡴G
㫴㜡㢌G 䚌⺴␜㠸⇌G Ḵ⥜␜㷨㜄㉐G 䚨㚰G 䚌⏈G 㠄㾍㡸G ⬄䚜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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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ၝᵝၝƱᮂ᮹ ԕᬊ
 a ᵝǭ᮹ ၝᵝၝ᮹  ⧉᧲
‘주권의 의미와 가치’,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
‘선거와 민주주의’ 등이 주권의식 함양을 위한 주요 학습내용이며, 개별
과목으로 ① ‘주권’과 관련하여 「국민주권론」, 「참정권의 확대」, 「투표의
효용성」등, ②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민주주의 철학과 사상」,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등, ③ ‘민주시민의 자질’과 관련하여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권리와 의무」, 「자율과 책임」등, ④ ‘선거와 민주
주의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한국의 민주화」,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 등을 제시할 수 있음.

 ӹ ᖁÑ⻱ᱶ⊹ŝᱶᨱ ࠺܆ᱢ ₙᩍ
‘선거ㆍ정치제도의 이해’, ‘선거ㆍ정치참여의 필요성’, ‘정당ㆍ후보자의
합리적 선택 방안’, ‘정책선거의 중요성’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해 민주
사회의 능동적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습득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선거·
정치제도에 대한 기본 이해를 돕기 위해 개별과목으로 「선거·정당·
정치자금제도」, 「선거절차」등을 제시할 수 있음.

 ݅ ℕĥᱢ⻱ḡᗮᱢ ⦺
민주시민교육을 구체화하고 실효성하기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교육의
체계적·지속적 학습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단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시민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다양하고 수준높은 ‘교육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양질의 ‘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함.


 ၝᵝၝƱᮂ᮹ ႊჶ
 a  ⯭༉⩶
‘내용전달’의 중심의 수업 방법(‘가르치기’)으로 수직적 방식(강의식)의
교수법을 말하며, 학습과정은 교수자의 지도에 따라 제시·전달·이야기·
강의·시범·설명 등으로 이루어짐.

 ӹ ᩕฑ ༉⩶
‘문제해결’의 중심의 수업으로 수평적 방식(참여식)의 교수법을 말하며,
학습과정은 참가자의 자유학습·체험활동·경험 및 발표, 본보기(사례)학습
등의 방법으로 진행됨.

 ݅ ᖁÑᩑᙹᬱ ၝᵝၝƱᮂ ႊჶ  
G 선거연수원에서는 ‘열린모형’을 중심으로 ‘닫힌모형‘을 가미하고 있음.
G 민주시민교육은 제시된 학습주제에 대해 자기인식 또는 자기계몽이

필요하므로 학습자 중심의 자유학습·체험 및 경험활동, 본보기(사례)
학습이 중요시 됨.
G 민주시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가치와 규범에 부응하여 행동 할

수 있는 역량과 자세, 자신과 견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므로 대화, 토론, 역할게임 등 학습자가 직접 참여하면서
순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여형식의 교수방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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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ǎ
G 미국은 독립 이후 다양한 이주민들의 통합을 위해 민주주의 이념과

정치체제의 틀 안에서 미국의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시민의 양성과
시민성 함양에 초점을 맞춰 교육이 이루어졌지만, 1990년대 들어서면서
인구구조의 변화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다문화교육이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음.
G 연방이나 주(州)정부 차원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한 공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시민교육은 다양한 민간단체들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영
되고 있으며, 시민교육센터(Center for Civic Education)가 연방정부의 지원에
의해 개발한 시민교육을 위한 ‘국가표준지침서’7)와 ‘국가교육향상평가서’가
시민교육의 기준이 되고 있음.

 ᩢǎ
G 영국은 오랜 정치적 발전과 민주주의 역사를 바탕으로 특별한 시민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도 민주적인 태도와 생활양식이 사회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수되어 시민의 관습과 규범으로 정착되었음.

^PG ˄ạᴴ䖐㨴㫴㾜㉐˅⏈G 㐐ⴰ㤵G 㣄㫼⦐㉐G \ᴴ㫴⪰G ἐ㥉䚜U
G G ྙG ㇠䟀㢌G ⓹⫱═G Ạ㉥㠄㢨G ╌⏈G ᶷ
G G ྚG 㐐ⴰ㢨G ᵐ㢬㤵SG 㥉㾌㤵G Ἤ⫠ḔG ᷱ㥐㤵㢬G 㵹㢸㡸G 㫴⏈G ᶷ
G G ྛG ᵐ㢬㤵G ᴴ㾌㝴G 㢬ᴸ㦨㛸㡸G 㦨㩅䚌⏈G ᶷ
G G ྜG ㇠⥘ḔG 䟜Ḱ㤵㢬G ⵝⷉ㡰⦐G 㐐ⴰⱬ㥐G ⇨㫴G ḩḩⱬ㥐㜄G 㵬㜠䚌⏈G ᶷ
G G ྜྷG 㢹䜀ⴰ㨰㨰㢌㢌G ᶨ㤸䚐G ὤ⏙㡸G 㸽㫸䚌⏈G ᶷ



G 1980년대 후반부터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지역의 소외감과

독립의식 등에 따라 영국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사회결속력의 약화,
범죄율의 증가, 공중도덕의 파괴 등 준법정신의 결여에서 비롯된 각종
사회문제, 이른바 ‘영국병’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차원의 시민교육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어 정규교육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시민성 교육이 시작됨.
G 1988년 교육개혁법을 제정하고 하원에 ‘시민성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국가교과과정위원회’에서는 ‘교과과정지침 8호: 시민성 교육8)’을 수립
하여 정규교육과정 중심으로 학교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시민교육을 실시함.

 ⥥௲ᜅ
G 프랑스는 국립교육 체계와 시민사회의 유기적 연계 하에 시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교육의 기본적인 틀과 내용은 공화국 시민으로서
프랑스 혁명의 이념인 자유ㆍ평등ㆍ박애정신을 실현하고 유지하기
위한 교육내용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덕성을 함양하는 것임.
G 1960년대에는 68운동9)의 영향으로 시민교육이 국가관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공교육 체계에서 사라졌으나, 1990년대에
다시 정치참여 분야를 공교육 교과과정에 반영하고,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암기식·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토론과 자발적 참여를 강조함.
_PG ˄ẄḰḰ㥉㫴㾜G _䝬aG 㐐ⴰ㉥G Ẅ㡕㜄㉐G 㐐ⴰẄ㡕㢌G ὤ⸬㤵㢬G Ạ㉥㟈㋀⦐㉐G _ᴴ㫴⪰G 㥐㐐䚜U
G G ྙG ḩ┍㷨㢌G ⸬㫼SG ྚG ␘㠄㨰㢌G ㇠䟀㜄㉐㢌G 㜡䚔ḰG Ḵ᷸SG ྛG 㐐ⴰ㢨G ╌ὤG 㠸䚐G Ề⫠SG 㢌ⱨSG 㵹㢸SG ྜG ᴴ㦥SG ྜྷG ⴰ㨰㨰㢌G 㐘䚽SG G
ྞG 㐐ⴰḰG ⷉSG ྟG 㢰SG 㼜㛹G ⵃG 㜠ᴴ㉔㟝SG ྠG ḩḩ⸽㇠
G G TG 㢨⤠䚐G ⇨㟝㢌G Ẅ㡕㡸G 䋩䚨G 䚍㈑☘㜄᷀G ὤ╌⏈G ⏙⥙㡰⦐G ␘㢀ḰG ᵍ㡴G ᶷ㡸G 㥐㐐䚜U
G G ྙG 䋔⦔⏙⥙G ⵃG Ḵ㥄㡸G ⮹䞉䚌᷀G 㥐㐐䚔G ㍌G 㢼⏈G ⏙⥙SG ྚG ㉔ᶤ㵬㜠G ⏙⥙SG ྛG 㵹㢸⏙⥙SG ྜG 䝅┍⏙⥙SG ྜྷG 䐴㠄㡰⦐㉐㢌G 㜡䚔G ⏙⥙SG G
ྞG 㝧㫴G 㙾㡴G 㢰㜄G 㢅䚌⏈G ⏙⥙SG ྟG ㇠䟀㵬㜠⏙⥙G ⵃG ᴼ☥䚨㋀⏙⥙SG ྠG ⵌ㢌ᷠG 㦤㥉⏙⥙
`PG X`]_≸G \㠈G 䘸⣅㏘㜄㉐G 䚍㈑ḰG ἰ⦐㣄☘㢨G 㜤䚝䚌㜠G ⷀ㢬G ἐ⯜㢌G ㇠䟀ⷴ䜵㟨┍UG 㢨G 䜵⮹㡰⦐G ☐Ḝ㥉Ề㢨G ⻉Ṩ╌ḔSG ㉐㡔⤱㡸G
ᶤ㸄G ạ㡰⦐G ᶨ∼ᴴG ⵌ㤸㟨┍㡰⦐G ⶼ㬄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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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ᯝ
G 1945년 전쟁 종료 후 연합국의 4D정책10) 일환으로 진행된 독일의 정치

교육은 국가주도 하에 계획적ㆍ체계적ㆍ전면적으로 진행되었고, 민주주의
고도화와 경제발전, 통일 후의 민주시민 육성과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함.
G 독일의 정치교육은 연방 내무성 산하에 연방정치교육원11)과 주(州)정치

교육원과 같은 초당적 국가기관에서 담당하고 있고, 연방예산을 통해
교육콘텐츠 개발ㆍ보급, 교수법 개발, 토론문화 형성, 정치적 의사 집약
방법 등을 학교나 민간단체에 지원하며, 정당관련 재단12),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에서는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정치교육을 실시함.
G 1960년대에 정치교육의 방법론으로 정치교수학의 연구를 시작하였고,

정치교육이 정치적 갈등과 논쟁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각 정파들이 모여서 수차례 회의를 거듭한 결과, 1976년에 최소한의
원칙을 합의하여 ‘보이텔스바흐 협약(Beutelsbacher Konsens)’13)을
도출하였으며, 이 협약은 독일 정치교육의 이론적 토대가 됨.
G 1989년 독일 통일 전까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유지와 반인류적

가치를 배척하는 것들이 주를 이루었고, 통일 이후에는 국민통합의
목적 아래 민주시민 육성과 정치적 비판능력을 기르는데 주력함.
XWPG ˄[k㥉㵹˅㡴G 㤸䟸G 㤸㣵㣠ⵐG ⵝ㫴㵹㡰⦐G 䔠㽔䟀㜄㉐G 㜤䚝ạG 㽕㢨G ⓹㢰㜄G 㥐㙼䚐G ⵌ⇌㾌䞈SG ⽸㛹䞈SG ⽸Ấ㇠䞈SG ⵌ㩅㚍㬅Ề䞈G
㥉㵹㡸G ⬄䚜U
XXPG 㥉㾌㤵G 㩅⫱㉥㡸G 㡔㫴䚌ὤG 㠸䚨G ⓹㢰㜤ⵝ㢌䟀㢌G 㥉ⷸG 㢌㉑㍌㜄G ♤⢰G YY⮹㢌G 㢌㠄㡰⦐G Ạ㉥═G ᵄ㇠ạ㢌G ᵄ⓹㡸G ⵏ㡰⮤SG XY⮹㢌G
䚍㣄⦐G Ạ㉥═G 䚍㍔㣄ⱬ㠸㠄䟀㜄㉐G Ẅ㡕䞐┍㢌G 㫼ḰG ἐ⯜⪰G 㦤㥉䚌⏈G 㜡䚔㡸G ㍌䚽䚜U
XYPG ⓹㢰㢌G 㥉☘㡴G 㥉ⷉㇵ㢌G 㥉㾌Ẅ㡕G 㢌ⱨ⪰G 㻝㐘䢼G ㍌䚽䚌ὤG 㠸䚨G 䚌㣠␜㡸G 㟨㜵䚌ḔG 㢼㢀U
G G G TG ㇠ⴰaG 䘸⫠☐⫠䢼G 㜄ⶸ䏬㣠␜
G G G TG 㣄ⴰaG 䘸⫠☐⫠䢼G ⇌㟤⬀㣠␜
G G G TG ὤⴰaG 䂌⢰☐G 㙸⒤⇌㠀㣠␜
G G G TG ὤ㇠㜤aG 䚐㏘G 㣄㢨⒬㣠␜
G G G TG ⊭ㇽaG 䚌㢬⫠䢼G ⺄㣠␜
XZPG ˄⸨
⸨㢨䊈㏘ⵈ䢄G 䝅㚱˅㢌G Zᴴ㫴G 㠄㾍
G G ྙG Ẅ䞈G ⵃG 㨰㢹㐑G Ẅ㡕G Ἴ㫴aG 䚍㈑㢨G 㣄㐔㢌G ᷠ䚨⪰G 䝉㉥䚌⏈G Ḱ㥉㜄㉐G Ẅ㇠㢌G 㢌ᷠ㡸G ⵏ㙸☘㢨⓸⦑G ᵉ㟈䚨㉐⏈G 㙼═␘U
G G ྚG ⊰㣵㢌G 䍠⮹㉥aG 㥉㾌㝴G 䚍ⱬ㜄㉐G ⊰㣵㤵㢬G ㇠㙼㡴G Ẅ㐘㜄㉐⓸G ⊰㣵G 㩅㢬G ᶷ㡰⦐G ㋀ᵐ䚨㚰G 䚐␘U
G G ྛG 䚍㏩㣄G 㫴䛙㉥aG Ẅ㇠ᴴG 㢰ⵝ㤵㡰⦐G 㨰⓸䚌⏈G ᶷ㢨G 㙸⏼⢰G 䚍㈑㢨G ㏘㏘⦐G 㣄㐔㢌G ᷤ⦔㡸G ⓸㻐䚔G ㍌G 㢼⓸⦑G 䚨㚰G 䚐␘U



 ᯝᅙ
G 1945년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천황중심의 국가주의적인 수신(修身)교육을

폐지하고, 문부성에 ‘시민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기본법을 공포하였으며,
이 법에 근거하여 일본인의 ‘공민적 자질’을 육성하기 위한 공민교육을
실시함.
G 지역사회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가장 작은 행정구역인

‘시정촌(市政村)’ 단위로 공민관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교육개혁
정책을 전파하고 각종 공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요구하여 국민의 정치참여를 이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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ญ

↺⺺⢚↺ጎⳟⴖ#㯂㰧ኺ#ኺⷚ(선거연수원을

중심으로)

 }š
 a ᔍᨦ≉ḡ
G 단기적으로는 선거·정당관계자, 유권자 등에 대한 민주시민교육 및

연수를 확대하여 선거·정치문화를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장기적으로는 건전한 민주시민의식 함양으로 선거·정치 참여를 제고

하여 민주주의 토대를 강화하려는 것임14).
ඕG ⷉ㤵G ἰᶤG ඓ

G G ㉔ᶤḴ⫠㠸㠄䟀ⷉ
G G ˍG 㥐X[㦤O㉔ᶤ᷸⓸PG ྙG ᴵἽ㉔ᶤḴ⫠㠸㠄䟀⏈G ㉔ᶤỀ㣄㢌G 㨰Ề㢌㐑㢌G 㚍㛅㡸G
㠸䚌㜠G ㇵ㐐᷸⓸⪰G 㐘㐐䚌㜠㚰G 䚐␘U

G G ˍG 㥐X\㦤㢌YO㉔ᶤ㜤㍌㠄PG ྙG ㉔ᶤ½㥉㇠ⱨ㜄G Ḵ䚐G ḩⱨ㠄㢌G Ẅ㡕ḰG ㉔ᶤ½㥉
Ḵ᷸㣄㜄G 䚐G 㜤㍌⪰G 㠸䚌㜠G ㇠ⱨ㷌㜄G ㉔ᶤ㜤㍌㠄㡸G ▌G ㍌G 㢼␘U

 ӹ ⇵ḥĞŝ
 1996년 선거연수원을 개원, 민주시민교육을 처음 시작하였고, 선거ㆍ

정당관계자 연수, 대학생ㆍ시민단체 회원 연수, 선거법 공개강좌, 교원
연수 등을 실시함.

X[PG YWX[≸G 㜵ạ㢌G 㐐㇠㨰ᴸ㫴G 㢨䂈⊬㏘䏬㜄G ⵐ䖐═G ˄YWXZ≸G ⴰ㨰㨰㢌G 㫴㍌Ok G pG YWXZPN㜄G 㢌䚌⮨G 㟤⫠⇌⢰⏈G XW㥄G
⬀㥄㜄G 䓽ἔG _UW]㡸G 㛯㛨G 㦤㇠G ㇵG X]^ᵐạG 㩅G YX㠸㜄G 㝠⢰G 㝸㤸䚐G ⴰ㨰㨰㢌G ạᴴOG P㜄G 䔠䚜╌㛼㢀UG
G G G G ⴰ㨰㨰㢌G 㫴㍌G 䓽ᴴ䚡⯝G 㩅G ㉔ᶤḰ㥉O`UX^P㜄㉐⏈G ⬘㟤G ⋆㡴G 䓽ᴴ⪰G ⵏ㚌㡰⇌G 㥉㾌㵬㜠O^UYYP㜄㉐⏈G ㇵ㤵㡰⦐G ⇢㡴G 䓽ᴴ⪰G
ⵏ㚌㢀UG



G 2000년 정치교육과를 신설, 전담부서 마련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다양

화하는 등 본격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저변을 확대하였고, 정당간부
연수, 시민단체간부 연수, 언론사 기자 연수, 강사양성과정 운영, 미래
유권자 대상 현장체험과 퀴즈, 독일 연방정치교육원과 교류ㆍ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등을 실시함.
G 2006년 시민교육과로 부서명칭을 변경, 민주시민교육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였고, 교육분야를 선거관계자 연수, 여론형성층 연수, 교원 및
대학생 연수, 일반유권자 연수, 미래유권자 연수, 민주시민교육 기반
조성 등 크게 6개로 나누어 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열린 학습서비스 제공,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 개최, 웹진
발행, 관학협동 과정으로 대학생 학점인정과정 등을 실시함.
G 2011년 민주시민교육의 양적ㆍ질적 성장으로 선거연수원만으로는

학습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전국 17개 시ㆍ도선거관리
위원회로 확대하였고, 초ㆍ중등 청소년리더 연수, 새내기 유권자 연수,
대학생 정치참여과정, 교원연수, 다문화가족 연수 등을 시ㆍ도위원회에
위임하여 실시함.
G 2013년 시민교육부로 부서명칭을 개편, 민주시민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유권자 중심의 선거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나는 대한
민국 유권자다’라는 주제로 청소년부와 일반부로 나누어 ‘강연콘테스트’
개최하고, 오피니언 리더 대상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대한민국을 감동케
하라’라는 타이틀로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운영하는 한편, 정당의
자율성을 강화한 정당사무처 간부 및 일반당원 연수, 성인지(性認知)예산
확보를 통한 여성 정치참여 연수, 전국단위 선거 시 선거법 안내 및
투표참여 제고를 위한 ‘선거아카데미’, ‘유권자 공감 찾아가는 선거강연’
등 다양하고 유익한 유권자 중심의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лܳ֨лİۋۆگ३

 ၝᵝၝƱᮂ ⩥⫊
 a ᖁÑⰒᱶݚšĥᯱ ᩑᙹ
 정당사무처 간부 연수

정당사무처 간부의 역할 강화를 통한 정당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시민
교육을 통한 선진 선거·정치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각 정당의 사무처
간부 및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원내교섭단체 정당의 경우 연 4회,
그 밖의 정당의 경우 연 1회에 실시하고 있음(연수인원 1,000명).
G 당원 연수

정당발전을 위한 당원의 역할 제고를 위해 각 정당의 당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2014년 경우 정당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150회를 실시하고 있음(연수인원 15,000명).
G 선거아카데미

정치관계법 이해를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하고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전국 단위 선거 시
52개 권역별로 실시하고 있음(연수인원 10,000명).
G

㉔ᶤ½㥉G Ḵ᷸㣄G 㜤㍌䜸䞝
YWXW≸

YWXX≸

YWXY≸

YWXZ≸

YWX[≸O㜼㥉P

ẠG G ⺸

⽸Ḕ
䟓㍌ 㢬㠄 䟓㍌ 㢬㠄 䟓㍌ 㢬㠄 䟓㍌ 㢬㠄 䟓㍌ 㢬㠄

㥉㇠ⱨ㷌ᴸ⺴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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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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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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㠄

G

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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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GXSZXY XW GXSWWW 㞬⺴G㜤㍌㐐㉘G䞐㟝

T

\Y G`SZ^Z 㢹䟸⸨Ḵ᷸㣄G 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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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대학생 정치참여과정

주권행사에 대한 올바를 가치관을 확립하고 선거·정치제도에 대한 학습과
현장견학을 통해 정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
하며, 시·도 단위로 매년 16회를 실시하고 있음(연수인원 700명).
G 교원 연수

미래유권자의 올바른 주권의식 함양에 필요한 교수 능력을 제고하고, 민주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자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여름·겨울방학 중
진행하며 시·도 단위로 매년 16회를 실시하고 있음(연수인원 700명).
G 한국사회 정착도움 과정

‘다문화가족 연수’ 및 ‘북한 이탈주민 연수’가 해당되며 주권의식
함양 및 민주주의 및 선거제도 적응을 통해 한국사회 조기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전국 214개 다문화가족센터(6,000명)와 북한이탈 주민·
청소년(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음.
G 여성정치참여 연수 (㉥㢬㫴G 㜼㇠㛹P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여성
중심의 연수이며, 여성유권자, 여성 단체회원, 여성 정치인을 대상으로
선거연수원과 시·도에서 20회를 실시하고 있음(연수인원 4,000명).
㢰ⵌ㡔Ề㣄G 㜤㍌䜸䞝
ẠG G ⺸

YWXW≸

YWXX≸

YWXY≸

YWXZ≸

YWX[≸O㜼㥉P

䟓㍌ 㢬㠄 䟓㍌ 㢬㠄 䟓㍌ 㢬㠄 䟓㍌ 㢬㠄 䟓㍌ 㢬㠄

⽸G G Ḕ

䚍㈑G 㥉㾌㵬㜠Ḱ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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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X

Y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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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ⱬ䞈ᴴ㦥G 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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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 ZS]]^ Y`Y _S]^_

^_

YS_Z\ YWW ]SWWW 㞬⺴ᵉ㇠G 㻐ᵉ

⺵䚐㢨䇼㨰ⴰG 㜤㍌

YX

XS\]W GX^ XSW_X GZ` YSX]Y

Y]

XS_`\ GX\ XSWWW 䚌⇌㠄G 㻐ᵉ

㜠㉥G 㥉㾌㵬㜠G 㜤㍌

T

T

T

T

T

T

T

T

GYW [SWWW ㉥㢬㫴G ㇠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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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청소년리더 연수

미래유권자의 건전한 선거·정치 참여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전국의 초·중등학교 학생회 임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학교에 직접 출강 방법으로 매년 1,000회(구·시·군별 4회 정도)를 실시하고
있음(연수인원 40,000명).
G 미래지도자 정치캠프

선거절차 체험학습을 통해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체득하고 미래 국가·
사회의 건전한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전국 고등학교 학생회장을 대상
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여름방학 기간 중 2박 3일의 일정으로 연 1회
실시하고 있음(연수인원 100명).
G 새내기유권자 연수

주권행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선거·정치에 대한 참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수능
종료 이후 각 학교에 출강하는 방법으로 매년 300회(구·시·군별 1회 정도)를
실시하고 있음.
⣌㡔Ề㣄G 㜤㍌䜸䞝
YWXW≸

YWXX≸

YWXY≸

YWXZ≸

YWX[≸O㜼㥉P

ẠG G ⺸

⽸G G Ḕ
䟓㍌

㢬㠄

䟓㍌

㢬㠄

䟓㍌

㷡 ㋀ ≸ ⫠ ⒈ G 㜤 ㍌ `Z[ \\S]^^ XS[^[ _^S^\X ``[

⣌㫴⓸㣄G 㥉㾌㿔䘸 GGX

ㇼ⇨ὤ㡔Ề㣄G 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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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민주시민리더 양성과정

선거·정치 문화를 견인하는 정치·사회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각계
지도층 인사, 정치지망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상·하반기 연 2회 실시
하고 있음(1회 과정 40명).
G 강연콘테스트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라는 주제로 선거·정치 참여의 중요성에 관해
강연대회를 펼치는 이벤트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유권자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며, 유권자의 날(5월10일)을 기념하여 매년 5월초 개최함.
G 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 양성

민주시민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강의 역량을 갖춘 선관위 직원 및
일반인을 선발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음(연수인원 100명).
G 관학협력사업

정치관계법의 학문적 연구를 위해 강좌 개설 대학을 지원하는 프로
그램으로 현재까지 16개 대학과 지원 협력을 맺고 있음.
ⴰ㨰㐐ⴰẄ㡕G 䞐㉥䞈G 䘸⦐Ἤ⣜G 䜸䞝
ẠG G ⺸

YWXY≸

ⴰ㨰㐐ⴰ⫠⒈G 㛅㉥
Oⴰ㨰㥉㾌㙸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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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XZ≸

YWX[≸O㜼㥉P

⽸G G Ḕ

ื ㇵⵌὤOXὤPG Z\⮹ ื ㇵⵌὤOZὤPG [W⮹
ื 䚌ⵌὤOYὤPG [W⮹ ื 䚌ⵌὤO[ὤPG [W⮹

ᵉ 㜤 䂌 䊀 ㏘ 䏬

ื 㷡㋀≸⺴G]Z䐴G㥅㍌
ื 㢰GⵌG⺴G`_䐴G㥅㍌

ื 㷡㋀≸⺴GZW䐴G㥅㍌ ื 㷡㋀≸⺴GZW䐴G㥅㍌ 㷡㋀≸⺴S 㢰ⵌ⺴G
ᴵGXW䐴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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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ᵐG 䚍

ื 㜤㍌㠄aG ^ᵐG 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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㥉㾌Ḵ᷸ⷉG ᵐ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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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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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ŝᱽ
 a ʑᅙ ✡  ၝᵝၝƱᮂ᮹ ℕĥᱢ ⇵ḥ ၰ ᱽࠥᱢ ʑၹ v⪵
(1)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 합의
G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명확히 설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한 후

대외에 천명하여 큰 틀에서 방향성 및 기준을 제시해야 함.
G 민주시민교육을 직접 수행하거나, 재정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에

기본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확인과 점검을 강화해야 함.
G G G G G තG ὤ⸬㠄㾍㡰⦐⏈G ྙ㥉㾌㤵G 㩅⫱㉥SG ྚⴰ㨰㉥SG ྛ㵬㜠㉥SG ྜ⸨㻝㉥㢌G 㠄㾍G
☥G [G 㠄㾍㡸G 㟤㉔㤵㡰⦐G Ḕ⥘䚜U

(2) 민주시민교육의 공정한 추진체계 확립
G 민주시민교육의 비전 및 청사진 제시하고 중ㆍ장기 계획 수립 및

로드맵을 마련해야 함.
G 선거ㆍ정당관계자 연수, 일반유권자 및 미래유권자 연수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기구의 사전 심의, 사후 평가
시스템을 확립하여 사업의 정당성 및 체계성을 확보해야 함.
G G G G G තG 㐠㢌ὤẠ⏈G 䚍᷸ ื ⷉ㦤᷸ ื 㛬⦔᷸ ื 㐐ⴰ␜㷨G ☥G ᴵ᷸㢌G 㤸ⱬᴴ⦐G Ạ㉥
䚌╌SG ἬG 㤸㜄⏈G 䜸㣠G 㟨㜵G 㩅㢬G ⴰ㨰㐐ⴰẄ㡕㣄ⱬ㠸㠄䟀G 㠸㠄OXY⮹P㢌G
㜡䚔G ᵉ䞈䚜UG

(3) 민주시민교육 기관ㆍ단체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G 민주시민교육 기관ㆍ단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개별적ㆍ산발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관련지식과 정보들이 많이 축적된 반면,
상호 공유와 활용을 통한 가치창출은 저조한 실정임.



G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어

있음에 터잡아 민주시민교육 기관ㆍ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학계ㆍ시민단체 등과의 교육네트워크 구축시 허브 역할을 수행해야 함.
G 지역 차원에서도 시ㆍ도단위와 구ㆍ시ㆍ군단위에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하는 등 전국적인 규모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함.

(4) 민주시민의식 함양 정책의 법제화 추진
G 2013년도에 추진하였던 「선거정치교육지원법률안」 법제화를 재추진

해야 함.
G 선거연수원이 국민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사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G 민주시민교육의 법제화를 통하여 관련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민주시민
교육의 활성화는 물론,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추진력을 확보해야 함.

 ӹ Ʊᮂŝᱶ  ǎၝŝ Ŗq⦹۵ ၝᵝၝƱᮂ ⪽ᖒ⪵
(1) 민주시민교육 평생학습 프로그램 마련
G 사회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국민 모두가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함.
G G G G G ත (초등) 청소년리더과정 → (중등) 미래지도자과정 → (청년) 대학생 정치캠프
및 차세대리더과정 → (중장년) 민주시민리더과정 운영

G 평생교육기관 및 시민ㆍ사회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방안을 강구(‘풀뿌리 민주주의’ 운영ㆍ지원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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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참여 교육프로그램의 선도적 활용
G 정당이 국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국민소통 정치박람회’ 개최를

구상하고,
G G G G G G තG ㏘㠜⒨㢨G ⬘≸G ^㠈㸼㜄G 㚀⮈␠⥀G ḩ㠄㜄㉐G ᵐ㺐䚌⏈G 㥉㾌ⵉ⣀䟀G ⷘ㾌⫼䇭

G 유권자의 주권의식 고취를 위한 ‘강연콘테스트’를 확대ㆍ운영하며,
G 정치ㆍ사회 리더 양성과정인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함.

(3) 교육ㆍ연수 프로그램의 다양하고 내실있는 운영
G 정당 사무처 간부 및 당원연수의 자율적 운영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고,
G 선거·정치분야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여성 정치참여 연수를 확대하며,
G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G 관학협력 사업으로 대학교의 정치관계법 강좌 개설을 지원하고

확대해야 함.

(4) 초ㆍ중등학생 민주시민 역량 제고 프로그램 중점 추진
G 청소년 시기의 교육 효과성을 고려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고하여,
G 초등학생 대상「모의선거 교실」,「민주주의 교실」을 시범 운영하고,
G 중ㆍ고등학교 학생회 임원을 대상으로 ‘선거캠프’ 운영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하며,
G 초ㆍ중등학교 교육교재 및 부교재(텍스트, PPT, 동영상 등)를 개발ㆍ보급에

주력해야 함.



 ݅ Ʊᮂԕᬊ  Ʊᮂ⎹▱⊁᮹ ⣩ḩ ⨆ᔢ ၰ ᱥྙa ᧲ᖒ⻱šญ
(1) 민주시민교육 실태 조사ㆍ분석(외부전문가 활용)
G 평생교육기관ㆍ단체의 민주시민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G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민주시민교육 지원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G 통일대비 남ㆍ북한 민주시민교육 실시방안 연구해야 함.

(2) 교육콘텐츠의 질적 수준 제고
G 교육교재 심의기구 운영으로 콘텐츠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활용도를

제고해야 하며,
G 민주시민교육의 기초적인 분야에 대하여는 ‘기본콘텐츠’ 제작ㆍ

보급하고,
G 개별 분야에서는 교육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ㆍ

보급해야 함.

(3) 교육전문가 확충 및 체계적 관리
G 각급 학교 교사, 시민ㆍ사회단체 리더 등으로 민주시민교육 전문

강사단를 편성ㆍ운영하고,
G 민주시민교육 교수요원에 대한 인적사항, 전문분야, 연구ㆍ강의실적

등을 분석하여 DB화를 추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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