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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민주시민교육의 저변 확대와 교육 현실에 따른 연구의 필요성
○ 2014년 이후 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조례가 제정되었음.
－ 1990년대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국회와
교육부 차원의 제도화를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현실화는 달성하지 못했음.
－ 2014년 서울시에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이후 2020년 11월 현재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의 주도로 총 54개의 조례가 만들어졌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실시를 위한 저변이 확대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음.
○ 조례의 활발한 제정에 비해 현실의 민주시민교육의 실시는 미약함.
－ 학교에서 실시되는 수업과 활동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 매우 미약하며, 성인을 대
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의 차원에서도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이 미흡함.
－ 2020년 4월 총선을 기점으로 18세 선거권이 도입되었으나, 국가 전체 차원의 제도
적 미흡으로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국가 차원의 민주시민교육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확대
○ 국가 차원의 [민주시민교육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한 법]이 부재함.
－ 2014년 이후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54개의 조례가 통과된 반면, 국회
차원에서는 1997년 이후 2019년까지 9개의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임기만료로 인
해 폐기되었으며, 2020년 11월 현재 2개의 법안이 위원회 심사 과정에 있음.
－ 2020년 현재 위원회 심사 과정에 있는 남인순 의원의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은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이미 확보된 지자체 수준의 제도화를 중앙의 차원에서 지원
하는 법안이며, 박찬대 의원의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은 학교 차원에서 민주시민
교육의 시행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방법,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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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차원의 제도 마련을 위해 그 동안 시도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
－ 국가 차원의 제도를 현실성 있게 마련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그 동안 지자체, 학교,
시민사회, 선거연수원 등에서 실시한 민주시민교육의 현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에 의해 구조화된 생활세계에서 살아가는 시민이 건강
한 시민성을 함양하도록 지원하여 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역량교육’임.
－ 민주시민교육이 본질적인 측면에서 시민의 정치적 판단력과 사회적 참여의 역량을
길러주는 ‘역량교육’이라면, 그러한 역량은 장기간의 학습을 통해 획득되는 것으로
서 그 교육의 체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주입 및 강제가 지양(止揚)되도록 하면서
각자가 자신의 의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교육적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목적
⧠ 민주시민교육의 현황 분석에 기초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성찰
○ 다차원적으로(세 개의 차원으로) 살펴보는 현황 분석
－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시민교육 조례와 현황을 분석함. 여기에서는 그 동안 제
정된 광역자치단체 11곳, 기초자치단체 33곳의 조례를 분석하고 그 특징을 살펴봄.
－ 둘째, 학교의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시·도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조례와 현황
을 분석하고, 2018년 이후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분석함.
－ 셋째, 선거연수원, 민주화기념사업회, 노무현재단의 민주시민교육 현황을 살펴봄.
특히, 선거연수원이 그 동안 해왔던 민주시민교육의 현황을 분석하며 성찰함.
○ 현황 분석의 목적: 차제의 민주시민교육 법안 제정 관련하여 고려할 사안의 제시
－ 과거 우리 사회에서 시도했던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충분히 성찰하지 않은 채 그 동
안의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안을 제시하는 것은 무책임한 접근임.
－ 이미 지자체, 시도교육청 차원의 조례가 54개가 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조례에
대한 분석이 전제되지 않은 국회 법안 마련은 제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접근임.
－ 조례 분석과 지자체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종합계획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민주
시민교육의 방식을 유형화하여 차제의 민주시민교육 법안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다차원적 현황 분석은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내용, 지원 방식에 대한 포괄적 성찰을
가능하게 함. 이 보고서는 그 동안의 조례(54개)와 국회법안(11개)을 [부록]으로
첨부함. 이 보고서에 부록으로 첨부된 총 [표1] 65개의 조례는 지난 6년 동안 우리
의 지역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민주시민교육의 발자취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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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민주시민교육 법률 및 조례 제정 현황(2020년 11월 기준)

법안 및 조례의 명칭
발의 및
국회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총 11개)
박명환 의원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1997.10.31.
김찬진 의원 시민교육진흥법안
2000. 1. 3.
이은영 의원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2007. 6. 5.
황영철 의원 선거정치교육지원법률안
2013. 5.20.
이언주 의원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2015. 1.22.
남인순 의원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2015. 2. 5.
남인순 의원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2016. 9.19.
소병훈 의원 민주시민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2019. 3. 7.
이철희 의원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2019.11.12.
남인순 의원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2020. 6. 1.
박찬대 의원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2020. 7. 6.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시민교육 조례(총 44곳 : 광역 11곳, 기초 33곳)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2020.11.12.
광주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2020. 4. 1.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2019. 2.15.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2019. 1. 1.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2020. 3.26.
세종특별자치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2018. 4.10.
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2019. 2.20.
전라남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9.28.
전라북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3.25.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2019. 8. 7.
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2019.11.14
계룡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2020. 7.10.
고양시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 7.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2019. 6.25.
구리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2019. 6.20.
군포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2020. 9.29
김해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2020. 6.26
남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2018.12.27.
목포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2019.12.23.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2017. 6. 7.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2017.10.17.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2017. 3.23.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2017. 7.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2019. 4.10.
성남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2019. 7.15.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
2018. 2.12.
아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2018.12.17.
안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2019.10. 2
안양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2019.11.15.
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2018.10.30.
양평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2019.12.26
여수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5.27
여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2020. 6.15
연천군 민주시민교육 지원 조례
2019.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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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임기만료 폐기

위원회심사
위원회심사
일부개정
제정
제정
제정
일부개정
제정
제정
제정
제정
제정
제정
제정
일부개정
개정
제정
개정
개정
제정
제정
제정
제정
제정
제정
제정
제정
제정
제정
제정
개정
제정
제정
제정
제정
제정

법안 및 조례의 명칭
용인시 민주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이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민주시민교육 조례
천안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
파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포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하남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화성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교육자치단체의 민주시민교육 조례(총 10곳)
강원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2015.3.3.)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2016.12.29)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민주 시민교육 진흥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발의 및 제·개정
2018.12.14
전부개정
2018.12.31
제정
2017.11.15.
개정
2019. 5. 8.
제정
2019. 4.10.
제정
2019.12.27
제정
2018. 9.28
제정
2020. 9.23
개정
2017.12.27.
제정
2019. 5.24.
제정
2019. 3. 8.
2020. 5.19
2019. 7.11.
2018. 3. 1.
2019. 4.17.
2020. 7.16.
2020. 7. 2.
2019.12. 6.
2017.10.10.
2016. 5.20.

제정
일부개정
제정
제정
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전부개정
제정
제정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main.html>

⧠ 현황 분석에 따른 시사점과 민주시민교육의 발전 방안 모색
○ 현황 분석에 따른 시사점과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재인식
－ 현황 분석에 따른 시사점과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함. 국회에서 폐기된 9개
의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민주시민교육 법안을 분석함.
－ 학교와 지자체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학교 현장의 민주시민교육과
지자체의 민주시민교육의 방식을 더욱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국가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지원법 마련을 위한 제도적 요소의 제시
－ 그 동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살펴보면, 민주시민교육을 관리하는 주체를 설정하
는 다양한 방식이 나타나고 있는데, 관리 주체의 장·단점을 살펴봄.
－ 현재 발의된 남인순 의원의 법안을 기준으로 보면, 민주시민교육의 관리 주체가 ‘행
정안전부’에 있음. 이러한 접근의 장·단점을 살펴보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민
주시민교육의 관리주체로 하는 모델과 그 모델의 합리적 구성 요소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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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의 내용
⧠ 지자체, 시·도교육청, 교육부, 선거연수원 등에서 실시되는 민주시민교육의 현황 분석
○ 지자체(광역단체, 기초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 및 계획을 분석함.
－ [표1]에 제시된 조례 및 법안을 분석하여 민주시민교육의 시행 방식을 유형화함.
－ 자치단체의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분석함. 이와 관련한 최근 보고서로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현황조사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2018/12, 서울시립대학교), [경기
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2019,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광명시 민
주시민교육 종합계획 2021-2023](2020/5, 광명시) 등이 있음.
○ 학교의 민주시민교육을 시도교육청의 조례 및 교육부의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분석함.
－ 교육부가 2018년 11월 발표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분석함.
－ 학교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최근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정리함. 학교의 민주시
민교육의 현황을 정리하고 있는 보고서로서, 이 보고서에서 활용될 최근 보고서는
[초중등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2019/4, 한국교육개발원),
[학교 민주시민교육 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2019/2, 한국교육과정평가
원),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방안 연구](2018, 교육부)임.
○ 선거연수원, 민주화기념사업회, 노무현재단의 민주시민교육의 현황을 분석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연수원은 매년 학생, 교사, 정당, 성인을 위한 민주시
민교육을 위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2019년 기준으로 17개의 민주시민교육 과정
을 운영했으며, 17개 과정의 운영 횟수는 2,315회이며, 참여 인원은 131,920명임.
－ 민주화기념사업회는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
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시민단
체를 지원하고 있음. 최근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 노무현재단의 경우, 민주시민교육은 노무현시민학교를 통해 진행되고 있음. 2009
년 8월부터 시민의 민주주의 역량의 강화를 목표로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주
도하는 학습 활동과 시민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민주시민교육의 발전 방안과 관련, 국가 차원의 제도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 제시
○ 민주시민교육 지원 관련 국회의원 발의안 분석
－ 최근 2020년 7월 박찬대 의원에 의해 발의된 학교민주시민교육 지원 법안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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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이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기존의 지자체 조례를 포
괄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민주시민교육 지원 법안인 남인순 의원 발의 [민주시민
교육지원법안]을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의 발전 방안을 고찰함.
－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국가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으
로서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위원회를 두는 방식을 제시
하고 있음. 그 동안 문제가 되었던 사안은 위원회와 민주시민교육원이 “법적으로
귀속되는 국가 기관이 어느 곳인가 하는 것(소관 문제)”이었음. 각기 다른 법안은
국가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는 법적 주무부서(정부로부터 예산을 받고
분배하는 기관)를 국회, 국무총리, 중앙선관위, 행정안전부로 제시하고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민주시민교육 허브 모델을 검토하고 구상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시민교육의 중심적 허브 역할을 하는 모델을 구상해봄.
선거연수원은 기존의 선거교육에 집중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독
립적 민주시민교육위원회와 민주시민교육원을 설치하고 지역에도 민주시민교육센
터를 설치하는 모델을 구상함. 단, 지역의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의 민주시민교육센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허브 모델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될 민주시민교육위원회와 민주시민교육원은 독립적 위상을 확보해야 하고, 지
자체, 교육부, 시민사회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함.
○ 정책적 제언
－ 제3의 법안이 발의될 경우, 최근 21대 국회에서 따로따로 분리해서 발의된 남인순
의원의 법안과 박찬대 의원의 법안이 통합될 필요가 있음. 즉, 국가 차원에서 체계
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민주시민교육 지원 법안을 별도로
제정하기보다 학교민주시민교육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통합적 법안을 제정해야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민주시민교육 허브 모델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
육위원회와 민주시민교육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조직적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가 핵심임. 나아가 ‘민주시민교육의 방법과 내용의 차원’에서
정치적 중립성은 기존의 중앙선관위에서 적용하는 방식을 극복해야 함. 즉, 선거법
의 맥락에서 기계적, 원리적 맥락에서 엄격하게 이해되어서는 안 되고, 주입과 강제
가 부재한 상황에서 정치적 의견의 다양성이 확보되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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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 문헌 연구 및 연구진 회의
○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의 조례, 국회 발의안, 각종 보고서, 논문을 검토하고 분석함.
○ 연구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고서의 내용이 체계화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함.
⧠ 학술대회 및 전문가 자문의 활용
○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자문 회의를 갖고 그 내용을 연구보고서에 반영함.
○ 연구보고서 작성자가 발표할 수 있는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토론의 장을 마련함.

[표2] 학술대회 개최 – 2020년 10월 23일

[표3] 연구의 방법

연구방법

분석 내용

문헌 및 자료조사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존 연구 문헌 수집 및 검토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안 및 조례, 종합계획, 보고서 분석 검토

학술대회를 통한
보고서 내용 심의

보고서의 작성자가 발표하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5명의 토론자와
참석자로 하여금 보고서 내용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자문 회의

민주시민교육의 발전 방안과 관련하여 전문가 의견을 청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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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전제(premise)로서 민주시민교육과 시민교육의 개념
⧠ 서울, 경기도, 인천의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표4]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사례: 서울, 경기도, 인천의 조례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각급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하
“학교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참여에 필
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2020/2018)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

·

·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 가치 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
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020/2014)

경기도 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
(2016/2015)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2019/2015)

인천광역시 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2019)

인청광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조례]

[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
생, 학부모, 교사, 직원(이하 “학교시민”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말한다.

「 ·

」

민주시민교육이란 모든 경기도민이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
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
생, 학부모, 교직원(이하 “학교시민”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민주
시민교육을 말한다.

·

·

「 ·

」

·

·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 가치 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
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019)

출처: 장준호, “민주시민교육의 재발견 – 개념과 근거를 중심으로”, [교육논총](2020, 제40권 3호), 140쪽.

○ 2014년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조례에 반영된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
육”이 민주시민교육임. 이는 민주시민교육이 시민성을 길러주는 역량교육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음. 즉,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시민이라면 갖추도록 요청되
는 가치 인식과 태도 함양을 시민성 차원에서 길러주는 교육이라는 의미임.
－ 인천시, 인천시 교육청, 경기도의 조례에는 이러한 민주시민교육 개념이 반영됨. 나
아가 경기도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을 제외한 다수인 7곳의 교
육청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으며, 지자체 조례의 다수도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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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교육청과 서울특별시 교육청 조례에 반영된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
육”을 민주시민교육으로 규정하면서 민주시민교육 개념의 한 가운데 “사회 참여”라
는 목적이 등장하고 있음. 즉, 민주시민교육은 “사회 참여”를 위한 지식, 가치, 태도
를 길러주는 교육으로 특정화됨. 경상북도 교육청도 이러한 개념 규정을 반영함.
－ “사회 참여”는 민주시민교육의 ‘결과’로서 기대할 수 있는 하나의 행동 방식으로서,
그것이 민주시민교육의 유일한 목표일 수는 없음. 사회 참여라는 것도 그 개념적 경
계선이 모호함. 사회 참여가 좁은 의미의 정치적 참여인지, 아니면 공동체에서 하는
모든 활동(가정과 직장에서의 활동도 포함)인지 명확하지 않음.
⧠ 민주시민교육의 원형(archetype)으로서 [시민교육]
○ 시민교육의 아버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에 따른 시민교육
－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은 정치적 동물임. 인간은 국가라는 상상의 실재를
공유하며 공적 사안에 참여하며 공동체에서 행복한 삶을 가꾸어 나가는 존재임. 하
지만 각자가 공동체에서 행복을 실현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음. 각자는 역량이 필
요함. 이러한 역량이 시민역량이고 그러한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시민교육임.
－ 시민역량은 윤리적 역량과 지적인 역량으로 구성됨. 윤리적 역량은 사적 욕구·욕망
을 관리하는 역량임. 지적인 역량은 스스로 사고·판단하며, 소통하고 학습·성찰하는
역량임. 시민은 이러한 역량을 갖추어야 공동체에서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음.
○ 19세기 근대적 의미에서 시민교육을 개념화한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 밀이 제시한 시민교육의 아이디어는 자유에 기초한 현재 민주주의 국가에 유효함.
1859년의 [자유론]에서 밀은 시민교육의 원형과 실체를 ‘정치교육’으로 보았음:
“국민 교육의 한 부분, 다시 말해 시민들을 훈련시키는 것, 즉 자유인들에 대한 정치
교육(political education)의 실천적 부분이라고 할 문제 – 사람들이 개인적이고 가
족 중심의 편협한 이해타산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공동의 이익에 대해 잘 알게 되고,
공동 관심사를 다루는 일에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것, 곧 공공의 이익을 위해 또는
어느 정도 공공과 관계가 있는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서로를 고립시키기보다는 한
데 묶을 수 있도록 자신의 행동을 습관적으로 이끌어가는 것 – 들에 대해 여기서는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런 습관과 능력을 배양하지 않으면 자유로운 정치 제도
를 제대로 유지·보존할 수 없다.”(존 스튜어트 밀 2019, p. 225-226)
－ “이기주의의 편협성”을 벗어나 “공동체의 공적 사안을 해결하고자 행동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교육을 정치교육이라고 표현하고 있음. 이는 근대적 의미의 시민교육 원
형이라고 볼 수 있음. 사익을 넘어 공익에 참여하는 행동은 우선 자기의견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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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함. 즉, 개인이 자기의 자기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보았
고, 그러한 자유가 사익을 넘어 공익에의 참여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았음. 따라서
밀은 “국가가 결코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시민들에게 특정 방향의 편견을
불어넣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음(존 스튜어트 밀 2019, p. 221).
－ 시민교육에서는 자유로운 판단에 기초하여 자기의견을 가질 수 있는 역량이 길러
져야 함. 즉, “공공 사안과 관련하여 자기의견을 소통과 합당한 근거에 입각하여 형
성 및 수정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길러주는 것, 나아가 자기의견을 지니고 사익을 넘
어 공익에 참여하도록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근대 이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이
성적으로 요청되는” 시민교육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음(장준호 2020, p. 143).
○ 밀의 시민교육 원형과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
－ 밀의 시민교육에 대한 근대적 원형은 1976년 독일 [정치교육]의 토대인 보이텔스
바흐 합의 기본원칙으로 승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장준호 2020, p. 143).
－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3원칙은 “강제와 교화의 금지”, “논쟁성의 재현”, “이해관계의
명료화에 따른 자기의견의 형성”임. 밀은 인간이 자유로운 의지와 이성을 지녔기
때문에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고(보이텔스바흐 합의 “강
제와 교화의 금지”에 해당), 시민에게 사익과 공익을 검토하며 자신의견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으며(보이텔스바흐 합의 “이해관계의 명료화에 따른 자기의
견의 형성”에 해당),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자기의견의 강
화와 수정이 이루어진다고 보았음(보이텔스바흐 합의 “논쟁성의 재현”에 해당).
○ 민주시민교육과 시민교육과의 관계
－ 다른 국가에서의 [시민교육], [정치교육], [시민성교육]은 우리나라에서 [민주시
민교육]이라고 표기됨.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시민교육은 내용상 자연스
럽게 민주시민교육이 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민주’를 덧붙이고” 있는 상황임(장준호 2020, p. 144).
－ 민주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여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할 경우, 특정 정당을 떠올리
게 하는 측면이 있어 다른 정당은 이러한 명칭에 거부반응을 보여 왔음. 명칭이 중
립적일 필요가 있음.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교육]은 당연히 민주주의에 대한 학
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을 [시민교육]이라고 명명해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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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민교육, 밀의 정치교육(시민교육)에 대한 근대적 원형, 보이
텔스바흐 합의 3원칙, 교육기본법 2조, 54개의 제정된 조례에 반영된 민주시민교육
의 개념들을 고려한 [시민교육]의 보편적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음.
“시민교육은 인간을 공동체에서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시민’으로 성
장시키는 교육으로서, 기초역량(양심·자율, 공감, 생각(이성), 표현(감정), 호기
심)을 활성화하여 시민역량(가치역량, 관계역량, 사고역량, 소통역량, 학습역
량)으로 고양시키는 교육이며, 자기의견을 형성하도록 하여 민주시민·세계시민
으로서 공적 사안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교육이다.”(장준호 2020, p. 144)

○ 위의 개념에 따른 시민교육의 체계
－ 시민교육은 역량교육임. 일상의 생활세계에서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시민역량
을 신장시켜주는 것이 시민교육임. 시민역량은 기초공사 없이 기대할 수 없음.
－ 양심·자율, 공감, 생각, 표현, 호기심 등은 타고난 선험적 역량임. 누구나 잠재력으
로서 지닌 이러한 선험적 역량은 ‘활성화’되면서 기초역량으로 습관화되어야 함. 이
는 시민역량인 가치역량, 관계역량, 사고역량, 소통역량, 학습역량의 토대가 됨.

[표 5] 시민교육의 체계: 기초역량의 활성화와 연계된 시민역량

시민역량

⇭⇭⇭
기초역량

평
생

가치역량

중
등

자유 평등
정의 가치의
내면화

초
등

양심 자율의
활성화 및
실천

·

·

관계역량

·

사고역량

소통역량

학습역량

협력 참여의
생활화

종합적
판단 성찰
자기의견형성

·

대화와
합의에 의해
문제해결

배움 연구에
서 기쁨을
느끼는 습관

공감능력의
활성화와
존중 배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줌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표현하기

질문과
놀이에 의한
호기심 형상

·

·

·

출처: 장준호, “민주시민교육의 재발견 – 개념과 근거를 중심으로”, [교육논총](2020, 제40권 3호), p. 145.

－ 예컨대, [표6]에 따르면, 초등과정에서 양심과 자율이 생활 속에서 활성화되고 습
관화되어야 하며, 그러한 습관화는 중등과정에서 자유, 평등, 정의의 가치가 내면화
되는 토대가 됨. 즉, 잠재력의 활성화가 습관화로 이어지고 그것을 추상적 가치로
내면화하는 과정이 초·중등 과정에서 습득되는 기초역량이며, 이는 그 이후에 성인
으로서 사회 문제를 가치에 입각하여 인식·판단하도록 하는 가치역량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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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시민교육의 현황 분석 <
<

제1절 자치단체(광역/기초)의 민주시민교육 현황 – 조례 분석을 중심으로
⧠

1. 광역자치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구현 방식
⧠ 자치단체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저변 확대
○ 1990년대 후반부터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논의가 확산되면서 박명환 의원 대표발의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안을 시작으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제출되었음. 그러나
민주시민교육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위원회 및 교육원의 설치 등을 둘러싸고 여·야간
합의가 도출되지 못해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어 국가적 차원의 제도화는 부재함.
○ 국가적 차원의 제도화가 불발되는 상황에서, 광역·기초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주도
한 민주시민교육법 조례안들은 시·도의회에서 통과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음.
⧠ 분석의 범위
○ 각 광역 및 기초지자체별로 법안 내용을 분류하여 어떤 내용이 법안에 공통적으로 포
함되어있는지, 또 어떤 내용이 특징적인지 비교함. 분석 대상은 2020년 11월 현재까
지 자치단체(광역 및 기초)의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 44건(광역: 11, 기초: 33)임.

[표 6]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률안 및 조례 제정 현황 - 2020. 11월 기준

항 목

의원안 및 광역기초자치단체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률(11)

박명환 의원안, 김찬진 의원안, 이은영 의원안, 황영철 의원안,
이언주 의원안, 남인순 의원안(3), 소병훈 의원안, 이철희 의원안,
박찬대 의원안

광역자치
단체(11)

경기, 광주,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인천,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기초자치
단체(33)

강서, 계룡, 고양, 광명, 광진, 구리, 군포, 김해, 남양주, 노원,
도봉, 목포, 서대문, 성남, 수원, 아산, 안산, 안양, 양주, 양평,
여수, 여주, 연천, 용인, 울주, 의정부, 이천, 서구, 천안, 파주,
포천, 하남, 화성

민주시민
교육
관련
지자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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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내용에 따른 분류
○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는 광역단체의 조례
－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
법,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 경기, 광주,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인천, 전남, 전북, 충남, 충북의 조례
○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는 광역단체의 조례
－ “민주시민교육 인력 양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 민주시민교육 기관
및 단체의 교육품질 인증에 관한 연구·개발·평가”
－ 경기도의 조례에서 유일하게 이러한 사안도 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음.
○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는 광역단체의 조례
－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 과정에 관한 연구·개발”
－ 부산의 조례에서 유일하게 민주시민교육과 평생교육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있음.
○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는 광역단체의 조례
－ “민주시민교육 기관 및 단체의 교육품질 인증에 관한 연구·개발·평가, 지역사회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
－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교육품질 인증에 관한 연구·개발·평가는 경기도
의 조례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나, 인천의 조례에서 유일하게 지역사회와 시민생활
영역과 연계하는 민주시민교육 활동과 프로그램 개발을 규정하고 있음.
⧠ 조례에 반영된 “민주시민교육 기본원칙”의 광역자치단체별 분류
○ 주입금지의 원칙(“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
다”, “교화나 일방적인 주입은 금지한다.”)을 규정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 경기, 광주, 부산, 서울, 세종, 전북, 충남, 충북, 인천 등 9곳의 조례
○ 논쟁성의 원칙(“우리 사회에서 논쟁적인 것은 학교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뤄야 한다.”)
을 규정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 경기, 광주, 대전, 충남, 충북, 인천 등 6곳의 조례(※ 두 가지 원칙 모두 반영: 5곳)
⧠ 조례에 반영된 “민주교육센터 수탁기구의 법적 성격”의 광역자치단체별 분류
○ 민주시민교육을 정치적으로 독립된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교육센터에 위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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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인천, 충북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법인·단체의 교육센터에 위탁하도록 함. 이
러한 접근은 시민사회와의 협력 증진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임.
○ 부산의 경우, 기관 법인·단체에 위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서울과 전남은 민간 법
인·단체 위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충남은 민간단체와의 공동사업 방식을 취함.
⧠ 조례에 반영된 “교류협력체계” 방식에 따른 광역자치단체별 분류
○ 교류협력체계의 구축만 조례로 명시한 경우 - 세종, 전남, 전북, 충남의 조례
○ 교류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협약체결도 규정하고 있는 경우
－ 경기, 광주,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충북의 조례
⧠ 정책결정의 공정성 확보 및 이해충돌방지의 효과를 보이는 내용 규정에 따른 분류
○ 위원의 해촉(解囑) 등 - 서울, 전남, 충남(제척ㆍ기피ㆍ회피)의 조례
○ 특정 성(性) 상한선 설정(특정 성(性) 6/10 초과 금지) - 광주, 충남의 조례
○ 2년 임기 및 1회 연임 제한 규정 신설 - 경기, 대전, 부산, 전남, 충남, 인천의 조례
⧠ 광역자치단체별 “민주시민교육의 주요 내용”에 따른 분류
○ 조례에 명시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지식, 역량)
－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민주주의의 정치제도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도민의 권리
와 의무, 참여와 책임 등의 지식의 습득 교육과 더불어 의사소통과 합리적 의사결정
의 방법, 갈등조정과 문제해결의 방법 등 시민의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 경기,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인천, 전남, 전북, 충남, 충북의 조례
○ 조례에 명시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민주사회에 추구되는 가치)
－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 경기,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인천, 전남, 전북, 충남, 충북의 조례
○ 조례에 명시된 민주시민교육의 다양한 내용
－ 경기, 세종, 전남의 조례에서는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
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을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으로 규정함.
－ 경기 조례는 노동인권보호와 사회적 인식개선을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으로 규정함.
－ 서울, 대전, 충남의 조례는 영토, 역사, 정통성, 전통문화, 사회통합, 평화통일을, 나
아가 대전의 조례는 기후변화, 양성평등, 남북평화, 이주노동자, 세계주의 등 시대
적으로 요청되는 가치들에 대한 교육도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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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조례는 지방자치분권의 가치와 내용 및 주민주권의 이해를, 충북의 조례는
양성평등, 도덕·윤리, 국가관 등을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으로 규정함.
⧠ “민주시민교육운영(자문)위원회 업무”에 따른 광역자치단체별 분류
○ 민주시민교육운영(자문)위원회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
며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
－ 경기, 광주, 서울, 인천, 충북
○ 민주시민교육운영(자문)위원회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
고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평가하며, 제도를 개선함.
－ 대전, 부산, 충남
○ 민주시민교육운영(자문)위원회는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 및 운영함. - 대전
○ 민주시민교육운영(자문)위원회는 민주시민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민주
시민교육의 기반 및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며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정함. - 부산
○ 민주시민교육운영(자문)위원회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시민의 참여 방안을 모색함.
－ 충남, 대전
[표 7] 광역자치단체 민주시민교육 운용체계

항 목

주요 내용
-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

-

-

-

민주시민교육 내용
-

-

-

정책목표, 추진방향, 사업계획, 추진방법, 소요재원, 재원
조달, 기반구축 및 활성화, 프로그램 연구개발평가: 11개
전체 광역자치단체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연구개발: 부산
민주시민교육기관 및 단체의 교육품질 인증 관련 연구개
발평가 추가: 인천, 경기
민주주의 기본원리, 정치제도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도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
결정, 갈등 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 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
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노동인권보호와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영토, 역사, 정통성, 전통문화, 사회통합, 평화통일에 관한
교육
기후변화, 양성평등, 남북평화, 이주노동자, 세계주의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가치들에 대한 교육
지방자치분권의 가치와 내용 및 주민주권의 이해
양성평등, 도덕 윤리, 국가관 등에 관한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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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종합)계획 수립 주기

- 5
- 3

민주시민교육 기본원칙

-

-

-

민주시민교육운영위원회
업무

-

-

년
년

:
:

광주, 대전, 충남
경기, 부산, 인천, 전남

주입금지의 원칙
논쟁성의 원칙

⋅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정책, 평가, 제도개선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민주시민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 민주시민교육의 기반
및 교류 협력체계 구축,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민주시민교육 관련 시민 참여 방안 모색

·

인 이내: 경기(민관 혼합, 7인 이내 소위 구성), 대전
인 이내: 광주, 부산, 서울(5-15인), 전남, 충남, 충북
(10-15인)
11-13인: 인천

- 20

위원회(자문위) 구성

-

-

위원회 임기(2년),
연임 제한

1

회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센터 미설치 없음
위원 해촉 및
이해충돌방지

性

특정 성( ) 6/10 초과
금지
2)

경기, 대전, 부산, 전남, 충남, 인천
경기, 대전(위탁 없음)
세종
서울, 전남, 충남(제척

-

교류협력체계 구축,
협약 체결

1)

ㆍ기피ㆍ회피

)

광주, 충남
-

민주시민교육센터 위탁

15

-

·

정치적 독립법인 단체: 경기, 인천, 충북
기관법인 단체: 부산,
민간법인 단체: 서울, 전남,
공공민간단체와 공동사업실시: 충남

·
·

체계구축 : 세종, 전남, 전북, 충남
체계구축 및 협약체결 : 경기, 광주,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충북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최종 검색일: 2020.8.20),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

1) 특정 사건에 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 법률상 그 사건에 관한 직무 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함.
2) “특정 성(性) 6/10 초과 금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제2항에 따른 것임. 해당 조항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
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또한「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
례」제7조(위원의 위촉) 제5항은 ‘도지사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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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자치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구현 방식
⧠ 기초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내용에 따른 분류
○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는 기초단체의 조례
－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 민주교육사 양성, 교육과
정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민주시민교육의 시행과 관련된 일반적 계획)
－ 계룡, 고양, 광명, 구리, 군포, 김해, 남양주, 목포, 강서, 노원, 도봉, 서대문, 성남,
수원, 아산, 안산, 안양, 양주, 양평, 여수, 여주, 연천, 용인, 울주, 의정부, 이천, 서
구, 천안, 파주, 포천, 하남, 화성 등 33곳의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는 기초단체의 조례
－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 및 프로
그램 개발”(지역 밀착형 민주시민교육의 구현을 위한 계획 수립을 고려)
－ 김해, 광명, 구리, 군포, 남양주, 성남, 수원, 아산, 안산, 안양, 양주, 양평, 여수, 여
주, 용인, 의정부, 이천, 천안, 파주, 포천, 하남 등 21곳의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는 기초단체의 조례
－ 민주시민교육 기관 및 단체의 교육품질 인증에 관한 연구·개발·평가
－ 김해, 남양주, 성남, 수원, 안양, 양주, 양평, 여주, 의정부, 포천, 하남, 화성의 조례
○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는 기초단체의 조례
－ 이전 기본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사항 – 서대문의 조례
⧠ 민주시민교육위원회가 수행하는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평생교육
진흥협의회3)와의 연계에 따른 분류
○ 평생교육진흥계획에 포함 가능 - 군포, 파주의 조례
○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심의·자문 – 여수의 조례
○ 평생교육협의회 대행 - 양평, 여주의 조례
○ 통일평생교육협의회 대행 – 연천의 조례

3) [평생교육법] 제2조에서 정의되고 있는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
초·문자해독 교육, 직업능력향상 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함. 평생교육진흥협의회는 [평생교육법] 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
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 해 시·군·자치구에 설치된 협의회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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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시민교육운영위원회 업무”에 따른 기초자치단체별 분류
○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
－ 남양주, 목포, 강서, 광진, 노원, 도봉, 서대문,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양주, 구리,
서구, 이천, 전남, 전북, 포천, 하남, 울주, 의정부, 고양, 양평, 여주
○ 본(本)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변경,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추진실적 점검·평가
－ 계룡, 광명, 군포, 김해, 아산, 화성, 파주, 용인, 천안, 연천
○ 민주시민교육학습장 등의 지원 - 계룡, 광명, 천안
○ 민주시민교육 시범사업의 선정 및 지원 - 광명, 군포, 김해, 아산, 천안, 파주
○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및 지원 - 군포, 김해, 용인, 파주
○ 민주시민교육운영위원회의 기능이 평생교육협의회에 의해 대행 - 양평, 여주
○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군인의 참여(군인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 실시) - 연천
⧠ 기초자치단체별 “민주시민교육의 주요 내용”에 따른 분류
○ 조례에 명시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지식, 역량, 가치)
－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 정치제도에 대한 지식, 정보 및 정치 참여의 방식에 관
한 교육,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정치적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
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 계룡, 고양, 광명, 구리, 군포, 김해, 남양주, 목포, 강서, 광진, 노원, 도봉, 서대문,
성남, 수원, 아산, 안산, 안양, 양주, 양평, 여수, 여주, 연천, 용인, 울주, 의정부, 이
천, 서구, 천안, 파주, 포천. 하남, 화성 등 현재까지 조례를 제정한 모든 기초단체
○ 조례에 명시된 민주시민교육의 다양한 내용
－ 시민의 주거지 및 생활영역에서 제기되는 공적 쟁점과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의견정
립을 위한 교육: 계룡, 광명, 군포, 김해, 아산, 의정부, 파주, 포천
－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
광명, 군포, 남양주, 서대문, 수원, 안산, 양평, 여주, 용인, 이천, 파주, 화성, 여수
－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광명
－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 안양
－ 시민의 노동인권보호와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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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생활영역에서 제기되는 현안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예산, 시민
참여 자치와 민간 협치에 관한 교육: 여수
－ 거버넌스 구축 등에 관한 교육: 용인
－ 영토, 역사, 정통성, 전통문화, 사회통합, 평화통일 등에 관한 교육: 남양주, 목포,
하남, 천안
⧠ “민주교육사업 수탁기구의 법적 성격”에 따른 기초자치단체별 구분
○ 비영리 민간 법인·단체4)에 위탁 - 군포, 파주
○ 민간 법인·단체에 위탁 - 강서, 고양, 구리, 김해, 노원, 도봉, 목포, 서구, 서대문, 양
평, 여수, 연천, 연천, 용인, 천안, 천안, 파주, 화성
○ 정치적 독립 법인·단체에 위탁 - 남양주, 성남, 수원, 안양, 양주, 여주, 울주, 의정부,
이천, 포천, 하남
⧠ 정책결정의 공정성 확보 및 이해충돌방지의 효과를 보이는 내용 규정에 따른 분류
○ 위원 해촉 - 강서, 구리, 군포, 남양주, 노원, 도봉구, 목포, 서대문, 안산, 양주
○ 특정 성((性) 상한선 설정(특정 성 6/10 초과 금지) - 목포, 천안
○ 임기 및 연임 제한 - 성남을 제외한 모든 기초단체에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이 있음.
⧠ 조례에 반영된 “교류협력체계” 방식에 따른 기초자치단체별 분류
○ 교류협력체계의 구축만 조례로 명시한 경우 - 여수, 용인, 천안
○ 교류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협약체결도 규정하고 있는 경우
－ 강서, 고양, 구리, 군포, 김해, 김해, 남양주, 노원, 도봉, 목포, 서구, 서대문, 성남,
성남, 수원, 아산, 안산, 안양, 양주, 양평, 여주, 연천, 울주, 의정부, 이천, 파주, 포
천, 하남, 화성

4) 비영리법인이란 공익 그밖에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함. 다만, 비영리사업을 목
적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인정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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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기초단체 민주시민교육 운영체계

항 목

주요 내용
-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

-

-

평생교육진흥협의
회와의 연계

-

-

-

민주시민교육운영
위원회 업무

-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
원조달, 민주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 및 프로그램 개발
민주시민교육 기관 및 단체의 교육품질 인증에 관한 연구 개발 평가
이전 기본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사항 : 서대문

·

·

평생교육진흥계획에 포함 가능: 군포, 파주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심의 자문: 여수
평생교육협의회 대행: 양평, 여주
통일평생교육협의회 대행: 연천

·

·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
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민주시민교육학습장 등 지원
민주시민교육 시범사업의 선정 및 지원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운영, 위탁 및 지원
위원회의 기능을 평생교육협의회가 대행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군민의 참여

本

·

-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
기본원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 정치제도에 대한 지식, 정
보 및 정치 참여의 방식에 관한 교육,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 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정치적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 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시민의 주거지 및 생활영역에서 제기되는 공적 쟁점과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의견정립을 위한 교육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
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
시민의 노동인권보호와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시민의 생활영역에서 제기되는 현안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
책과 예산, 시민참여 자치와 민간 협치에 관한 교육
거버넌스 구축 등에 관한 교육
영토, 역사, 정통성, 전통문화, 사회통합, 평화통일 등에 관한 교육

-

10

-

11

-

·

-

민주시민교육
내용

-

-

-

위원회 구성

-

인 이내: 목포(8-10), 양주(7-10), 이천(7-10), 포천(7-10)
인 이내: 계룡
12인 이내: 강서(5-12), 노원, 천안
13인 이내: 도봉, 성남(11-13), 용인(9-13), 울주, 의정부(11-13)
15인 이내: 광명(11-15), 구리, 군포, 김해(11-15), 남양주(10-15), 서대
문, 수원, 아산, 안산, 안양, 파주(11-15), 하남, 화성(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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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

특정 성( ) 6/10
초과 금지

목포, 천안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

성남을 제외한

기본계획 수립
주기
위원 해촉

∙년
∙년
3

:

5

:

32

개 모든 기초단체에 임기 및 연임 제한 규정 있음

구리, 광명, 고양, 용인
천안, 파주

강서, 구리, 군포, 남양주, 노원, 도봉구, 목포, 서대문, 안산, 양주

∙비영리법인단체 군포 파주
∙민간 법인 강서 고양 구리 김해 노원 도봉 목포 서구 서대문
양평 여수 연천 용인 천안 파주 화성
∙정치적 독립법인·단체 남양주 성남 수원 안양 양주 여주 울주
의정부 이천 포천 하남
∙위탁 없음 아산 안산
:

:

교육 위탁

,

,

,

,

,

,

,

,

:

,

,

·

수탁자 의무,
감독, 위탁취소
공무원 교육의무

,

,

,

,

,

,

,

,

,

,

,

,

,

군포, 용인, 파주
군포, 파주
광명: 공무원 연

수강료 징수

서대문

외국인 교육

광명, 계룡

4

시간 이상, 민주시민교육담당 연

60

시간

∙체계구축 여수 용인 천안
∙체계구축 및 협약체결 강서
:

교류협력체계
구축 및 협약체결

,

,

,

:

교육센터
설치 운영

,

,

,

:
, 고양, 구리, 군포, 김해, 남양주, 노원,
도봉,
목포, 서구, 서대문, 성남, 수원, 아산, 안산, 안양, 양주, 양평, 여주,
연천,
울주, 의정부, 이천, 파주, 포천, 하남, 화성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최종 검색일: 2020.8.21),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

제2절 시·도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현황
1. 경기도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현황
⧠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의 제도적·법적 근거 마련
○ 경기도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과정
－ 경기도교육청은 2009년 혁신학교 정책, 2010년 학생인권 조례 제정, 2011년 경기
평화교육 헌장 제정 등 지속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함.
－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3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민주시민교육 전담 행정조직
인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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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시민교육과]의 활동
－ 2013년 경기도교육청 6대 중점 정책 중 하나인 ‘세계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
인 민주시민 육성’의 실현을 위해 [2013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민주시민교
육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함.
Ÿ 위의 추진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협력적인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
구축’, ‘창의적인 민주시민 역량 강화’, ‘민주적인 자치공동체를 통한 학교민주주
의 확립’, ‘민주시민 의식 확산을 위한 강화’를 제시함.
Ÿ 위의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으로서 ‘정책자
문단·지원단 운영’,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부모 및 지역사회 지원체제
구축’,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운영 지원’, ‘민주적 학생장치 활동 운영
지원’, ‘민주시민 체험 활동 지원’ 등을 계획하고 추진함.
○ 2015년 3월 3일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제정
－ 경기도교육청은 조례 제정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민주시민교육의 정의, 대상, 기본원칙, 교육 내용 등을 명확하게 제시함.
Ÿ 규정된 민주시민교육과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개념: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민주시민교육으로 정의
함. 또한 그 대상으로 학교시민 즉 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을 제시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을 학교민주시민교육으로 정의함.
Ÿ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지켜야할 기본원칙으로 ① 헌법의 기본 가치 즉
민주주의, 공화주의, 기본권 보장 등의 이념 계승, ② 우리사회에서 논쟁적인 것
은 학교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뤄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한 정치적 의견
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의 사용 금지, ③자유로운 토론과 참여의 보장, ④ 학
교시민들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4가지를 제시함.
Ÿ 학교민주시민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교육내용으로 ①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및
기본권,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관한 지식, ② 논쟁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합리적 의사소통 방식, 비폭력 갈등 해소 방안, 설득과 경청 등에 관
한 기능과 태도, ③ 단위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 ④ 평
화·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 네 가지 교육내용을 제시함.
－ 2016년, 2020년 두 번에 걸친 일부 개정 내용
Ÿ 2016년 학생정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학생회 공약을 시행할 수 있는 예산 배정
을 위한 학생참여예산제 공모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함.
Ÿ 2020년 4월 총선부터 18세 선거권이 도입되면서, 선거권자의 연령이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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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에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교육 내용에 참정권
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추가해 비판적 사고 능력의 함양을 위해 개정함.
⧠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사례
○ 2015년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함.
－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에 제시된 시민상은 민주시민, 평화·통일시민 그리고 세
계시민으로 이를 위해 매년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표 9] 경기도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추진 목표

추진년도

목

표

2015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평화로운 삶을 실천하는 세계시민 육성

2016

자율과 자치의 학교민주주의 정착

2017

능동적이고 공공적 삶을 실천하는 시민

2018

능동적이고 공공적 삶을 실천하는 시민 육성

2019

주체적이고 공공적 삶을 실천하는 시민 육성

2020

주체적이고 공공적인 삶을 실천하는 시민 육성

－ 이러한 목표의 실현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영역과 각 영역별 세부추진 과제를 구
체적으로 제시함. 2015년 이후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에 제시된 민주시민교육
의 영역은 변화를 거쳐 학교민주주의, 평화·통일교육, 다문화교육 3가지로 요약됨.
○ 첫 번째 민주시민교육의 영역인 학교민주주의 추진 사례
－ 학교 구성원이 자율성, 책임의식을 갖고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민주적
인 삶을 실천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서, 이러한 학교 문화의 정착을
위해 학교생활의 전반에 걸쳐 대의, 참여, 숙의 등 세 가지 요소가 발현되도록 함.
Ÿ 대의적 요소: 학교 구성원의 교육활동 운영에 대한 주체별 자치와 자율권 보장
Ÿ 참여적 요소: 교사와 학생의 다양한 학습모임, 토론모임, 자치모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교사와 학생이 자발적으로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도록 함.
Ÿ 숙의적 요소: 학교공동체의 모든 기구와 모임에서 학교의 현안 문제의 합리적 해
결을 위한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말함.
－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발현되도록,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학생
정책결정 참여제’, ‘교직원 자치, 민주적 의사소통 활성화’, ‘학교구성원의 수평적
관계 맺기’, ‘학생 인권 존중’, ‘교원 인권 보호’, ‘민주적 교직원회의 문화’, ‘청소년
교육의회 활성화’와 같은 세부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실천함.
－ 2015년 이후 전국 최초로 학교민주주의 지수를 개발하여 매년 학교에 설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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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학교민주주의 지수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스스로 학교의 민주주의 문화를 진단
하고 취약점을 찾아 구성원이 함께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시도임.
Ÿ 설문내용은 첫째, 학교생활 전반에 민주적인 문화와 가치가 구현되는 정도를 알
기 위한 학교문화 둘째, 학교운영, 의사결정 등의 제도·절차, 인적·물적 자원의 준
비 정도와 민주적 작동을 알기 위한 학교구조 셋째, 학교생활, 학교 밖에서의 활
동에서 학교가 학생들의 민주시민 자질 함양을 위해 노력하는 정도를 알기 위한
민주시민교육 실천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두 번째 민주시민교육의 영역인 평화·통일교육 추진 사례
－ 추진배경과 교육의 중점
Ÿ 학생이 가진 통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극복될 필요가 있음.
Ÿ 시대적으로 일상에서 갈등과 대립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역량이 요청됨.
Ÿ 통일교육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통일교육, 체험중심의 평화통일 교육, 평화 감수
성 신장 그리고 평화로운 학교공동체 실현에 초점을 둠.
－ 기존의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2019년에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로 전부 개정함.
Ÿ 평화·통일 교육의 확산을 위해 학교평화통일교육 지원 그리고 세계·동북아 평화
교육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교육과정 연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교원의 평화통일교육 역량 강화 지원, 경기평화통일교육센터 중심 평화통일 지원
체계 구축, 평화통일· 역사체험 PEACE(Peace Education through Art, Creation
and Exploration) 프로그램, 동북아평화 프로젝트를 실천 내용으로 제시함.
○ 세 번째 민주시민교육의 영역인 다문화교육 추진 사례
－ 외국인 자녀 증가와 탈북 학생의 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맞춤교육 지원이 필요한 상
황에서 모든 학생이 다문화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함.
－ 다문화 평화프로그램을 ‘다문화감수성 교육’으로 개편하여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
학생 간의 어울림 통합교육프로그램을 확산함. 다문화학생의 언어와 기초학력 내
실화, 경기다문화교육센터 운영, 다문화 국제·혁신학교 등의 프로그램도 추진함.
⧠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현황
○ 경기도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참여와 실
천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이를 위해 시민교육 교과서 3종 세트 즉 ‘민주시민’, ‘평화시민’, ‘세계시민’ 교과용
도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선택 교과화를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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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청소년교육의회’ 구성, ‘민주야 탐방가자’ 등의 참여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함.
Ÿ 경기청소년교육의회는 만 10-18세 청소년들이 직접 교육정책을 제안하는 청소
년 민주주의 기구로 2018년 만들어져 52개의 정책이 제안되어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반영되었음. 2019년 7월 기준 25개 지역에 구성되어 있음.
Ÿ 민주야 탐방가자는 12개 지역 7개의 민주누리 길 탐방 프로그램으로 노동, 생명,
인권, 민주, 독립, 평화를 주제로 학생들이 직접 공간을 재구성하는 프로젝트임.
○ 참여와 실천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2019년부터 ‘민주시민교육 실천학교’ 운영
－ ‘민주시민교육 실천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을 학교의 특성
과 여건에 맞게 다양한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구체적 실천으로 옮기는 프로그램임.
－ 학생이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실
행되고 있음. 이는 민주시민교육의 강화와 민주적 학교문화의 조성에 기여함.
－ 2019년 경기도 내 20개 초등학교, 11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총 36개 학교가 각
학교별 여건에 맞게 과제를 실행함.
－ ‘민주시민교육 실천학교’ 프로그램은 ‘교육과정의 민주주의’, ‘학교문화의 민주주
의’, 그리고 ‘실천하는 민주주의’ 3가지 과제로 구성됨.
Ÿ ‘교육과정의 민주주의’는 인권, 선거, 다양성, 평화, 환경, 민주주의, 노동 등의 주
제를 선정, 학교의 특색에 맞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며 민주시민교육을 운영함.
Ÿ ‘학교문화의 민주주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 운영을 통해 민주적 학교문화
를 조성하는 과제임. 학생과 담임교사가 함께 학급 생활을 위한 협약을 만들어 신
뢰와 존중의 학급문화를 조성하거나,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함께 학교 비전을 세
우고 학급 생활을 위한 협약을 만들어 실천하거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학생
자치회 대표의 참여 및 발언 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과제를 수행함.
Ÿ ‘실천하는 민주주의’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체험을 통해 학생이 민주주의 가
치를 체득하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의 기관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학
생이 일상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학교와 지역사회 및
지구적 차원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면서 진행되고 있음.
○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현안 문제
－ ‘민주시민교육 실천 학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경기도교육청은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는 학교시민 양성을 위해 교육
과정 내 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이러한 차원에서 교육과
정과 연계하여 학교 교육 과정 자체가 시민성 역량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구성하도
고 지도하고 있으나, 이러한 역량을 갖춘 교사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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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자치 시스템 강화 및 교육 주체의 학교 운영 참여·결정권 확대가 요구됨. 2019
년 학교자치 인식실태 조사 결과 교원 95.1%가 학교자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학교자치와 학생자치 내실화, 학생 정책결정 참여, 청소년 정치참여 확대도 요구됨.
－ 2017년 경기도 학생인권실태조사에 의하면 학생인권과 교권에 대한 학교 구성원
의 인식 격차가 해소될 필요성이 있음.
－ 다문화가정 학생 특성의 다양화 및 다문화 가정 학생 밀집 지역이 발생하고 있음.
Ÿ 경기도의 다문화가정 학생 수(비율)가 증가함. 2011년에는 16,013명(0.86%)이
었으나 2019년에는 33.482명(2.254%)로 급격히 상승함.

2.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현황
⧠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의 제도적·법적 근거 마련
○ 서울시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과정
－ 조희연 교육감 취임 이후 2015년 민주시민교육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조직인 [민주
시민교육과]를 신설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2015년에 [학교생활교육과]에서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지원계획]을 발표함.
－ 민주시민교육 관련 목표는 학생 스스로 협의 및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의 합리
적 해결, 민주적 의사결정 기본원리를 익히면서 민주적 효능감을 기르는 것이었음.
－ 이를 위해 학급회의 및 학생회 실질적 운영, 학생 중심의 자치활동, 의사결정 과정
에 학생참여, 학교/학급 규칙, 수업 규칙의 제정·실천을 계획함.
Ÿ 구체적 프로그램으로 ‘초·중학교 학생 대상 시의회 견학’, 서울시 본회의장에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의회 교실’, ‘나라 사랑 걷기’, ‘지
역사회의 역사 유적 탐방’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체험 활동 등을 운영 및 지원함.
Ÿ 교원 대상 헌법교육 역량 강화를 통해 학생에게 규범 준수를 위한 교육을 추진함.
－ 2015년 이후 신설된 민주시민교육과는 매년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민주시민교육의 추진 근거, 목표, 전략, 중점추진 과제 등을 발표하고 있음.
○ 2018년 1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제정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조례 제정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민주시민교육의 정의, 대상, 기본원칙, 교육 내용 등을 명확하게 제시함.
Ÿ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을 학교민주시민교육으로 칭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교 시민 즉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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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교육”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정의함.
Ÿ 학교의 민주시민교육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기본권 보장,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관한 지
식 ② 논쟁 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방식, 비폭력 갈등 해소
방안, 설득과 경청 등에 관한 기능과 태도 ③ 단위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 ④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Ÿ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지켜야할 “기본원칙”으로는 다음과 같음. ① 헌법
이 규정한 가치와 이념의 계승 ②논쟁적인 주제를 특정한 이해관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 금지 ③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의 교육방식
④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민주시민교육의 보편적 접근과 자발적 참여 지원
－ 조례의 두 차례 일부 개정 - 2020년 3월, 2020년 7월
Ÿ 2020년 3월 개정 사유는 지방자치권의 확대와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법률의 제·
개정으로 인해 학교민주시민교육 내용에 지방자치분권의 기본원리 이해, 주민의
권리 및 참여를 위한 역량과 자질 함양을 추가하기 위해서였음.
Ÿ 2020년 7월 개정 사유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투표권이 부여됨에 따라 민주시민교육 내용에 선거의 의미와 기능, 선거법의 이
해 및 공약의 비교·분석, 토론 등 선거 전반에 관한 내용을 첨가하기 위해서였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 사례
○ 조희연 교육감 취임 이후 2017년까지의 민주시민교육을 민주시민교육 1.0, 2018년
이후의 시기를 민주시민교육 2.0으로 칭하고 있음. 민주시민교육 1.0이 개인적 시민
성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면 민주시민교육 2.0은 집단적 지성의 향상을 목표로 함.
○ 민주시민교육 1.0 (2015년-2017년)
－ 상호존중과 책임의 인성교육,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교육의 실현을 위한 3가지 전략
Ÿ 학생자치를 통해 자기결정 역량을 키워가는 ‘교복 입은 시민’ 육성
Ÿ 민주시민역량 향상을 통한 존중과 배려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Ÿ 민주시민교육 실현을 위한 협력적인 지원 체제 구축
－ 민주시민교육 체계를 ① 학생자치 ② 세계시민 다문화교육 ③ 독서·인문사회교육
④ 학생인권 교육 ⑤ 지역사회참여활동 ⑥ 우정을 키우는 인성교육 등으로 제시함.
－ 중점 추진 과제로 ①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② 열린세계시민교육 강화 ③ 독서·인문
사회교육 활성화 ④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⑤ 지역사회 참여 봉사활동을 제시
하고 과제 각각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 그리고 세부내용을 제시함.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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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학생이 민주적 효능감을 키워나가도록 교직원은 인식개선을 통해 학생자치에 대
해 거부감 또는 인색한 태도를 지양하고 학생회와 학교장 간담회를 학기 당 2회
이상 실시함. 초·중·고 총 10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자치 모델 학교를 운영함.

[그림 1] 서울민주시민교육 체계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2015. “2015학년도 민주시민교육 기본 계획,” p. 4, 재인용

Ÿ 소통과 배려를 통한 민주적 토론·합의 문화 정착을 위해, 교내 의사결정에 학생의
주체적 참여 기회를 보장함. 학생회장 후보자에 대한 매니페스토 실천을 위해 사
전교육을 실시함. 나아가 공정선거를 위해 학교공정선거단을 활용함.
Ÿ 교원의 학생자치 지도 역량 증진을 위해 교사의 연구동아리 조직 및 직무연수
Ÿ 학교·지역사회에서 학생참여에 의한 거버넌스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학생자치 활동을 지원함. 학생회 공약실천 지원을 위한 ‘학생참여예산제’를 도입
하여 선정된 40개 학교의 학생회에 250만원 내외 지원함. 지역사회의 역사 유적
을 탐방하는 민주시민교육 체험활동을 지원함.
Ÿ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를 보급, 교육과정에 편성, 운영되는 여건 조성
Ÿ 통일·나라사랑 교육 활성화와 강화를 위해, 통일 교육과 나라사랑 교육의 기본계
획을 수립하고 운영함. 통일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함. 통일교육원 주
관의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교원의 통일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지원함.
－ 열린세계시민교육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
Ÿ 교육 활동을 통해 세계시민의식의 확산과 세계적 이슈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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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을 위한 학교별 세계시민교육 자율 시행 지원
Ÿ 교육 활동을 통한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직무연수를 통한 교원의 역량 강화
Ÿ 세계시민교육 관련 교육과정 및 학습자료 개발, 발간
Ÿ 세계시민교육 정책 자문단 구성, 세계시민교육 지원단 및 교사 네트워크 구축, 세
계시민교육 유관 기관과의 MOU 체결 등을 통한 세계시민교육 네트워크 구축
Ÿ 다문화 교육, 이중언어 강사 배치, 다문화교육지원센타 운영 등을 통해 다문화,
탈북학생의 공교육 진입 강화 및 진로 탐색 능력 향상 그리고 다문화적 역량을 갖
춘 글로벌 인재 양성과 다문화 수용 능력 향상 및 사회통합의 토대를 구축함.
Ÿ 동아시아의 공동 번영, 평화 지향을 위한 아시아 역사 학습 보조자료 제작
－ 독서·인문사회교육 활성화를 위해 세부추진을 계획하고 추진함.
Ÿ 독서수업이 반영된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 시도
Ÿ 인문소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문학 행사 지원의 인문소양교육지원단 운영, 교원
연수 프로그램 개발, 인문사회 북스토리텔러 교사 양성 과정 연수, 인문학적 사고
및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비경쟁식 인문사회 독서토론 운영
Ÿ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도서관이라는 계획 하에 지역사회를 위한 열린 학교도
서관 구축, 지역주민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운영
Ÿ 독서문화의 확산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 사업을 추진·확대하여 책 읽는 시민운
동 전개,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와 업무 협약을 통해 인문소양교육협력 진행
Ÿ 역사교육 연구학교 운영, 학습보조자료 개발 및 보급으로 역사교육의 내실화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시도
Ÿ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 센터 운영,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참여단 운영
지원, 인권교육의 활성화, 학생인권동아리 활동 지원,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실
운영,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길라잡이 제작하여 배포함.
－ 지역사회 참여 봉사활동을 위한 시도
Ÿ 지역사회 참여 봉사활동 지원 거버넌스 구축, 학생봉사 활동 운영·지도 역량 강
화, 실질적 봉사학습을 위한 학생 주도 봉사활동 활성화, 우수사례 공유, 평가를
위한 학생봉사활동 내실화 확산 등이 있음.
○ 민주시민교육 2.0 (2018년 - 현재)
－ 2018년 이후 기존의 [민주시민교육 기본 계획]이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기본 계획], [평화·통일교육 기본 계획], [역사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을 분리됨.
Ÿ 민주시민교육을 ‘학교민주시민교육’, ‘평화·통일교육’, ‘생명과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으로 분리함. 이는 2019년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주요업무를 통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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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20년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에 제시된 정책 방향 중 하나로 ‘평
화와 공존의 민주시민교육’을 제시하고 실천과제를 제시함.
－ 실천과제로 ‘평화감수성과 민주시민성을 함양하겠습니다.’ ‘생명과 권리를 존중하
는 교육을 펼치겠습니다.’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경험을 확대하겠습니다.’(2019
년), ‘자율과 책임의 자치 경험을 확대하겠습니다.’(2020년)를 제시함.
－ 평화감수성과 민주시민성 함양을 위한 세부추진 과제로 ‘평화와 공존의 평화·역사·
통일 교육’,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교육’, ‘글로컬 교류·협력 활성화 및 외국어 교
육 지원 및 내실화’를 제시함.
－ 생명과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을 위한 세부추진 과제로 ‘생태시민 육성을 위한 생명
존중 생태·환경 교육 강화’, ‘인권존중 학교문화 및 성차별·성폭력 없는 성 평등한
학교 만들기’, ‘학교폭력 예방활동 내실화’를 제시함.
－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경험 확대를 위해 2019년 ‘학생자치 역량 강화 및 내실화’,
‘참여형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같은 세부추진 과제를 제시함.
－ 자율과 책임의 자치 경험을 위해 2020년 ‘학교민주시민교육 강화’, ‘학생자치역량
강화’, ‘협력적 인성교육 내실화’라는 세부추진 과제를 제시함.
－ 2015년에 제시된 중점 과제의 연장으로서, 독서, 인문소양 교육을 통한 미래 역량
강화, 토론하는 사회 기반과 같은 과제는 지속해서 추진되고 있음.
Ÿ 이를 위해 사회참여 토론수업, 책.함.성(책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독서)프로젝트,
‘가방에 책 한 권’ 등의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음.
⧠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현황과 문제점
○ 외부 시선의 의식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의 파편화
－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정치교육의 일환으로 보는 외부 시선을 의식함.
－ 민주시민교육 내용을 분리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
고자 민주시민교육 2.0에서 시도함. 이러한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 1.0의 민주시민
교육을 ‘학교민주시민교육’, ‘평화·통일교육’, ‘역사교육’으로 분리함.
－ 이러한 시도는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을 파편화하여 총체적 의미를 퇴색시킴.
○ 학생들의 사회현안에 대한 비판 의식 성장 및 사회참여 요구가 증가함. 이에 사회현안
과 관련된 내용의 교육에 대한 원칙 수립 및 실천을 위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
○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개념 정립과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학교현장에서 교사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
식 확산과 학교자치, 교육자치에 부합한 학교민주시민교육 연구, 방안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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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교육과정과 결합한 정책 사업 미흡으로 인해 민주시민교육과 교육과정 총론의 연
계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실천 사례 확장이
필요함. 나아가 통합적 학교민주시민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반이 필요함.
○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 확장을 위해 교과, 범교과, 학제간 프로젝트 수업 지원이 필
요하며, 나아가 다양하고 객관적인 민주시민교육 관련 자료개발과 보급이 필요함.
○ 학교 안팎의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구성이 미흡함. 교원의 정보 교류를 위한 교원 네
트워크가 필요하며 해외 민주시민교육 자료 공유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도 필요함.

3.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현황
⧠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의 제도적·법적 근거 마련
○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과정
－ 2018년 재선한 김석준 교육감의 공약 중 하나가 민주시민교육 강화였음.
－ 이에 2019년 1월 1일 [교육혁신과] 산하에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함.
－ 이는 [유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에 분산되어 있던 민주시민교육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며 민주시민교육을 효율적, 일관적, 사후 관리적으로 추진하려는 시도임.
○ 2019년 4월 17일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조례 제정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민주시민교육의 정의, 대상, 기본원칙, 교육 내용 등을 명확하게 제시함.
－ 조례에 제시된 민주시민교육의 정의, 대상, 기본원칙은 경기도교육청,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조례 내용과 동일함.
－ 민주시민교육 내용도 경기도·서울 교육청의 내용과 비슷함: ①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및 기본권,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관한 교육 ② 합리적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비폭력적 갈등 조정 및 문제해결 등에 관한 역량과 자질 함
양에 관한 교육 ③ 단위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에 관한
교육 ④ 학생의 자치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 활성화에 관한 교육 ⑤ 시대적으로 요
청되는 삶의 가치 등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 제도적, 법적 근거 마련 이후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의 변화
－ 2018년 민주시민교육의 비전은 “바른 영향력을 갖춘 실천하는 시민”이었으나,
2019년 이후 “자율·존중·연대를 실천하는 민주시민 양성”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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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사례
○ 민주시민교육의 목표
－ 2019년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비전하에 제시된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는 “민주적
교육 생태계 조성을 통한 민주시민 역량 강화”였음.
－ 2020년 제시된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됨: ① 학교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통한 민주시민 역량 배양 ② 학생 인권존중 및 학생자치 활동
활성화로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③ 올바른 역사관을 지닌 미래세대의 평화·통일 역
량 함양 ④ 상호문화교육 활성화로 교육공동체의 다문화감수성 및 글로벌 역량 강
화 ⑤ 다문화·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공교육 진입 및 적응력 향상
○ 목표 성취를 위해 2020년 민주시민교육의 추진영역/과제로 학교민주시민교육, 학생
자치 및 학생인권교육, 평화·통일교육, 상호문화/다문화·탈북학생교육을 제시함.
－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추진 계획
Ÿ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원칙 등을 포함한 공통 기준 마련’, ‘안정적·체계적 민주
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참여와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
수·학습방법 개선’,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평가개선’, ‘참여와 실천 중심의 민주시
민교육’, ‘민주시민교육 교수·학습 지원’, ‘신문 읽는 고등학생 프로젝터’, ‘찾아가
는 민주시민교실’, ‘청소년 법률왕 퀴즈대회’ 등 학생참여 중심 프로그램 마련함.
Ÿ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자치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공간과 예산 지원’, ‘민
주시민 성장학교’ ‘민주시민 양성 프로젝트 학생 동아리 활동’, ‘민주시민교육 학
생 사회참여 활동 나눔의 장’, ‘헌법교육 도움자료 손바닥 헌법책 배부·활용’ 등의
민주시민 양성 프로젝트, ‘학교 민주주의 지수 측정’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함.
Ÿ 학교민주시민교육협의회, 학교민주시민교육 포럼 등의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지원하고,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교원 직
무 연수’를 실시하며, ‘민주시민교육 교원 연구회 공모·운영’, ‘학교민주시민교육
워킹 그룹 공모·운영’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함.
－ 학생자치 및 학생 인권교육을 위한 추진계획
Ÿ 학생주도 자치활동을 위해 ‘학생자치활동중점 학교 공모·운영’, ‘학교생활협약운
동중점학교 공모·운영’, ‘학생대표협의회 운영’, ‘학생의회 운영’, ‘중·고등학생 의
회교실 운영’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함.
Ÿ 학교 운영에 학생 참여 확대를 위해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가하여
학생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 보장을 추진함.
Ÿ 학생 인권교육을 위해 ‘교원·학생의 상호 존중 문화 확산’,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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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공모, 운영’,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교원 연수 및 학부모 교육’을 추진함.
－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추진계획
Ÿ 학교 평화·통일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 내 평화·통일교육 운영과 내실화’, ‘교
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 보급’, ‘(통일교육 포털) 인터넷 및 자료실 안내’,
‘찾아가는 체험중심 통일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함.
Ÿ 교원 역량 강화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성을 키우는 교원 연수 강화 및 확
대’, ‘자율적 연구 활동 및 현장연수 지원’, ‘자율적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학생
체험학습활동 지원’, ‘즐겁게 참여하는 평화·통일 학생 축제 개최’ 등을 마련함.
Ÿ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연구실, 부산통일교육센터, 부산통일관, 부산시교
육청통일교육지원단과 소통·협업하는 학교 평화·통일교육 지원 체제를 구축함.
Ÿ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기반조성을 위해 통일 미래를 연구하는 교사교류사업, 사
할린 동포 청소년 초청 교류사업, 탈북학생 교육지원, 임시정부 대장정을 통한 통
일미래 프로젝트 등을 추진함.
Ÿ 역사 및 독도 교육 강화를 위해 조선통신사 문화 전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부산
항일학생의 날 기념사업, 역사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역사 교과연구회, 독도 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독도 교육 실천 연구회 등을 운영함.
－ 상호문화(다문화·탈북학생) 교육을 위한 추진계획
Ÿ 체계적 종합적 교육지원 기반 공고화를 위해 체계적 지원 서비스 확충, 글로벌 역
량강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 다문화·탈북 관계기관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함.
Ÿ 학교 구성원의 상호문화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공존의 상호문화교육 강화, 다문
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내실화, 교원·학부모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추진함.
Ÿ 다문화·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공교육 진입·적응 지원, 기초학력
향상 지원, 재능 계발 지원 등을 추진함.
Ÿ 세계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사연수를 통해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시민
교육 학생 동아리 공모를 운영하며, 세계시민교육 교사 워크숍 등을 운영함.
⧠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 부산 지역 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반공·준법의식을 강조하는 국가주의 교육으로 오
해하는 상황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필요성의 인식 확대가 필요함.
○ 국가교육과정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선택과목이 없으며 학교장에 의해 선택과목으
로 개설, 운영되는 상황으로 초·중·고 교육과정을 아우르는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함.
○ 교수·학습방법과 평가와 관련, 학생의 참여, 비판적 사고의 증진을 위해서는 지식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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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입식 교육으로는 목적 달성이 어려우며, 협력 수업에 따른 평가 불일치가 있음.
○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 기회 부족함. 나아가 참여형, 협력형 수업을 위한 교
수·학습·평가 자료와 체험, 참여, 학생자치를 지원할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도 부족함.
○ 민주시민교육의 틀에서 시행되는 학교자치가 이제 막 시작되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의 역할이 제한적, 형식적인 상황임. 민주적 학교 환경 조성 노력이 필요함.
○ 단위학교 여건에 따라 학생자치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결정권 부족,
행·재정상 지원 부족으로 학생자치기구는 단지 형식적인 기구일 뿐임. 입시 전까지 모
든 참여활동을 유예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 실천할 수 있는 자치활동이 미비
한 상황으로 직접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 경험 강화가 필요함.

4.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현황
⧠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의 제도적·법적 근거 마련
○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과정
－ 2014년 12월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감과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
를 개최했고, 이 토론회를 계기로 ‘5·18교육’ 형태로 진행한 기존의 민주시민교육의
방식을 넘어 포괄적 민주시민교육을 추구하는 전환점을 마련함.
－ 2017년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제시하고 5
대 주요시책, 3대 역점 과제 중 하나로 민주시민교육을 제시함.
－ 포괄적 민주시민교육의 시행을 위해 교육 영역을 민주, 인권, 평화통일로 구분함.
－ 종합적, 체계적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해
2019년 3월 1일 [민주시민교육과]를 설치함.
○ 2018년 3월 1일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제정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조례 제정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민주시민교육의 정의, 대상, 기본원칙, 교육 내용 등을 명확하게 제시함.
－ 조례에 제시된 민주시민교육의 정의, 대상, 기봉원칙은 경기도교육청,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내용과 동일함.
－ 교육의 내용은 경기도·서울의 교육청과 비슷하지만 ⑥번의 경우처럼 그 내용이 구
체적으로 제시됨: ①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교육, ②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제도의 이해 및 정치 참여에 관한 교육, ③ 합리적 의사소
통 및 의사결정, 비폭력적 갈등 조정 및 문제해결 등에 관한 역량과 자질의 교육, ④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 및 의사결정 구조와 절차, 참여방식 등 학교민주주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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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교육, ⑤ 학생의 자치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활성화에 관한 교육, ⑥ 인권,
환경, 노동, 평화, 통일, 성 평등, 미디어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⑦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2020년 5월 조례의 일부 개정
Ÿ 청소년들의 활발한 정치 참여 및 정치적 무관심 해소,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하
는 청소년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공동체 의식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주
체적 존재로 성장, 청소년 정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을 위해
그리고 18세 참정권에 대한 불안감 해소, 교실의 정치화, 기존에 교내 수업으로
해결하지 못한 정치적 교육 부제의 해소를 위해 조례 일부 개정안이 상정되었음.
Ÿ 교육 내용 ②에 있는 ‘정치 참여에 관한 교육’이 삭제되고, ‘18세 참정권, 선거, 정
당 등 민주시민 성장 기반에 요구되는 정치 참여에 관한 교육’이 추가됨. 교육의
위탁과 관련 ‘교육감은 정치 참여에 관한 교육을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보다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한 교류 및 협력 체제
를 마련한다.’가 추가됨.
⧠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사례
○ 2017년 이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을 5대 주요시책, 3대 역점 과제 중 하
나로 추진하고 있음. 2017년, 2018년 5대 주요시책 중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인간교
육 실현’의 주요 내용 중 ‘민주·인권·평화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평화교육,
그리고 역사교육을 제시하고 있음. 2019년, 2020년 ‘민주·인권’교육에서 민주시민교
육, 인권교육,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역사교육을 제시하고 있음. 평화통일교육은
2019년 이후 3대 역점 과제로 다루고 있음.
○ 이러한 차원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교육(학교민주주의),
인권, 평화·통일 그리고 역사교육을 중점으로 추진되고 있음.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8년 5대 주요시책을 제시하면서 인권교육 목적이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인권교육 체제 구축’에 있음을 밝혔음.
－ 2020년 발표한 [2020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에 민주시민교육의 추진 목
적을 ‘민주·인권·평화 감수성을 갖춘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에 있음을 명확히 함.
Ÿ [2020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은 추진 과제로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반
조성’,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전문성 강화’, ‘학교민주시민교육 지역사회 네트워
크 구축’ 3가지를 제시함. 기본적으로 학교민주주의와 관련된 내용임.
○ 학교민주주의
－ 민주시민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운영, 교과 및 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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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학교별 특색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함. 민주시민·세계시
민 교과서를 보급하고 활용함. 학생 민주·인권·평화동아리를 육성하고 지원함. 학교
로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함. 청소년 사회참여 아카데미를 운영함. 민주시
민교육 직무연수를 운영함. 지역사회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함. 세계시민
교육 운영을 지원함. 학교민주인권친화도 자체 평가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함.
－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5·18민주화운동 교육
을 실시함. 5·18민주화운동 교육 전국화 프로젝트를 운영함. 5·18민주화운동 학생
희생자 기념사업을 추진함. 5·18민주화운동 교육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운영함.
○ 인권교육
－ 학교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권교육을 시행함. 학교인권교육
을 지원함.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활성화함. 청소년 인권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함.
학생 인권 보장 및 증진 체제 구축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함.
○ 평화·통일교육
－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참여 활동 중심의 평화통일 교육을 실시함. 청소년 평화통
일 체험 행사를 지원함. 찾아가는 평화통일 수업을 지원함. 교육부, 통일부 및 통일
교육원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함.
－ 남북교육교류 추진을 위해 남북교육교류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 남북교육교류 사업 등을 운영함.
－ 동북아 한민족 교육교류협력 사업을 위해 동북아 한민족 교육교류협력위원회를 구
성·운영하고, 동북아평화탐방단을 운영하며, 한·일청소년평화교류단 등을 운영함.
○ 역사교육
－ 역사·민족의식 함양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운영함. 시민과 함께하는 역사문화교
육위원회를 운영함. 교직원 역사의식 함양을 지원함. 학생 역사탐구 및 체험 여건을
조성함. 주변국의 역사 침탈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함.
⧠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현황
○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교육의 시도
－ 2020년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처음 발표한 [2020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추진 계획]
에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로 ‘사회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민주시민성’ 함양을 제시함.
이러한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18세 참정권, 선거, 정당 등 정치교육을 교육의
내용에 명시하고자 함. 이는 민주시민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됨.
○ 코로나 19 상황에서 비대면 원격수업을 위해 ‘온라인 민주시민교육 나눔터’라는 웹사
이트(http://human.gen.go.kr)를 운영하며 온라인 민주시민교육을 시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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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으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인식 확산 필요
○ 민주시민교육을 특정 교과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과 결합
하여 실시해야 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수업 등 교육활동을 위한 교육 콘텐츠와
연수를 강화해야 하며, 학교 안팎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함.

5. 대전광역시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현황
⧠ 현재 민주시민교육의 제도적·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현재 민주시민교육을 전담하는 행정조직이 [중등교육과] 내에
[민주시민교육팀]으로 존재함.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지난 7월 교육감 취임 2주
년을 맞아 3년 차 중점사업 중 하나로 [민주시민교육과]를 설치할 예정이라 발표함.
－ 설치 예정인 [민주시민교육과]는 민주시민교육, 학생생활지도, 학교폭력예방, 대안
교육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임.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지난 8월 18일 민주시민교육과
신설을 위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 안을 입법예고 하였음.
Ÿ 교육 내용으로 ‘글로벌 공동체 가치 함양’, ‘민주시민교육’, ‘성인지 감수성 교육’,
‘학생자치 업무’, 만 18세 이상 선거권 확대로 ‘선거권의 올바른 행사’ 등이 있음.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아직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음.
⧠ 대전광역시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사례
○ 민주시민교육팀이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
－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중등교육
과]내 [민주시민교육팀]을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고 있음.
－ 민주학교 운영 및 공간수업 프로젝트, 민주시민 학생 탐방 길 운영, 평화·통일교육
업무 총괄, 통일교육 교사 현장 체험 연수 및 연구회 운영, 통일·민주시민교육 국외
체험 활동 운영, 민주시민교육 학생 토론 한마당 운영, 민주시민 학생 국외 탐방단
운영 지원, 민주시민·역사·통일 학생동아리 운영 지원, 학생 평화·통일 축제 및 체험
활동 운영,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및 학교 자치 활성화, 민주시민교육 교사 연수 및
연구회 운영 등을 추진하였음.
○ [2020 주요업무계획]에 미래지향적 시민교육을 제시함. 시민교육의 목적으로 ① 실
천 중심의 학생 체험교육을 통한 민주시민 육성 ② 국제사회에 관한 관심과 참여의식
을 갖춘 세계시민 육성 ③ 학생자치 활성화를 통한 민주적 효능감 신장 등을 제시함.
－ 참여와 실천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학생토론 동아리 확대 운영, 대전 민주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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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 길 체험 활동,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학생 평화·통일 기원 캠프 운영
－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세계시민교육 교원 전문성 강화 연수, 학생 참여 중
심의 세계시민교육 나눔 한마당 운영, 나눔 실천 프로젝트 학생동아리 운영
－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자치활동을 위한 단위학교 전용공간 조성, 학생
참여와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학생중심 학교문화 구축
[표 10] 시·도교육청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운영체제

항 목

내

용

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는 교육: 서울, 경기, 부산, 광주, 인천,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정의

∙주입금지 경기 광주 부산 서울 세종 전남 제주 충남 충북 전북
∙논쟁성의 재현 경기 서울 인천 전북
∙정치적 중립 경기
∙헌법의 가치와 이념 기본권 보장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

기본원칙

,

,

:

,

,

,

,

,

,

,

,

,

,

:

,

,

참여방식에 관한 지식: 서울, 경기, 부산, 광주, 인천,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합리적 의사소통, 비폭력 갈등 해소, 설득과 경청: 서울, 경기, 부산,
광주, 인천,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학교민주주의 : 서울, 경기, 부산, 광주, 인천,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서울,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선거 : 서울, 경기
지방자치분권의 기본원리와 이해, 주민의 권리 및 참여를 위한 의사
소통과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 조정과 문제해결 등의 역량과 자질: 서울
미디어 리터러시 : 경기
학생의 자치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부산, 광주, 인천
인권, 환경, 노동, 평화, 통일, 성 평등, 미디어: 광주

∙
∙
∙
∙
∙
∙
∙
∙

내용

5)

6)

7)

강원: 15인 이내, 2년 임기, 연임 가능
경기: 15인 이내, 2년 임기, 연임 가능
경북: 15인 이내, 2년 임기, 1회 연임 가능
부산, 세종: 교원, 교수, 시민단체 및 학부모단체 전문가로 구성
인천: 교원, 시의원, 교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
전남: 15인 이내, 2년 임기, 1회 연임 가능
제주: 10인 이내, 2년 임기, 1회 연임 가능
충남: 15인 이내, 2년 임기
충북: 15인, 2년, 1회 연임 가능

학교민주시
민교육자문
위 구성

위원회 특정 성(

性

)

초과 금지: 충남

6/10

위원회의 평가보고서 제출(매년): 충남, 충북
학생참여예산제 공모사업
위원 해촉

8)

:

경기

전남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서울, 세종, 인천
민주시민
교육 위탁

∙공공기관 또는 민간 강원 경기 경북 서울
∙비영리법인·단체 광주 부산 인천 전남
:

·

:

,

,

,

,

교육센터 설치 운영: 서울
교류협력체계 구축 및 협약체결: 경북,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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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세종, 제주

제3절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과 학교 현장 및 현황
1.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분석
⧠ 2018년 교육부는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를 종합계획’을 발표함(교육부, 2018.12.13.).
○ 계획의 목표는 ‘시민적 가치와 태도, 역량을 높이고 참여와 실천으로 확장하는 민주시
민교육을 통해 자율・존중・연대를 실천하는 시민으로 학생을 성장’시키는 것임.
○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덕성 및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게 부각됨.
○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고
자신의 의견을 정당하게 주장하고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하는 태도는 매
우 중요한 것으로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짐.
○ 교육부의 종합계획은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됨.
⧠ 추진 배경 및 경과
○ 포용적 민주주의를 위한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
－ 급격한 사회 변화 및 신뢰 부족에 따른 각 집단 간의 갈등과 혐오문제가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이 심화되면 순기능을 넘어 사회의 존립자체를 위협
하게 되므로 ‘포용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이 꼭 필요함. 우리
나라는 OECD 국가 중 사회갈등 지수가 세 번째로 높은 나라이고 세계의 선진국들
도 민주시민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교육부, 2018, p. 1).
－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실제 삶에서
도 자유와 평등한 삶이 구현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삶
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가진 편견과 차별, 불평등을 해소해야 함. 또한 우리
는 더 이상 단일 민족사회가 아닌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다른 문화권
5)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을 의미
6) 선거의 의미·기능, 선거법·선거제도의 이해, 공약의 비교·분석·토론 등 학생의 정치적 권리 행사를 위한 참정권
교육을 의미함. 광주교육청은 2020년 청소년의 정치참여, 정치적 무관심 해소를 위해 개정조례안을 상정함.
7) 미디어 정보의 비판적 사고·해석 및 사회적 참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8) 학생참여예산제는 학교의 학생자치 관련 예산 편성과정에 학생회 및 동아리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
여 의견을 반영하고, 예산을 자율적으로 계획‧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학생들이 자신과 관련된 예산사
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율과 책임의 중요성을 체득하고, 합리적 경제관념을 배우며, 민주
적 의사결정 과정의 경험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권리의식과 책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음. 서울
시교육청, 충북도교육청, 충남교육청 등 일부 시도교육청은 이미 학생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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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 대한 관용과 연대, 협력과 상생이 필요함(정문성 외, 2018, p. 27-28).
○ 민주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 이념의 회복
－ 교육의 목적은 학생의 잠재력을 깨워 자아실현을 돕고 시민역량을 함양하는 것임.
－ 오랫동안 지식전달 위주, 입시중심의 교육으로 학교 교육의 본래 목적에 소홀해지
고 그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동체 역량은 세계적
으로 낮은 수준임. 따라서 교육 기본법에 나타난 교육 이념을 회복시켜 민주시민으
로서의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함(교육부, 2018, p. 2).
－ 교육이념에 일치하는 민주시민교육
Ÿ 교육기본법 제 2조에 나타난 교육이념은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
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
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
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Ÿ 여기에 나타난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
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 한다.’는 항목이 민주시민교육과 직접 관련이 있음에도
우리나라 국민의 공동체 역량이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은 그 동안 민주
시민교육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교육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통한 교육혁신 필요(교육부, 2018, p. 2-3)
－ 학생에 대한 관점을 ‘미래의 시민’ 이 아니라 ‘현재의 시민’으로 전환하면서 산업화
시대의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중시하는 미래교육으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함.
－ 2018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140개국 중 15위이나, 교육 분야
중 비판적 사고교육은 90위에 불과하였음(World Economic Forum(2018),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교육부, 2018, p. 3 재인용)
－ 미래사회에 필요한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능력’, ‘협력능력’ 등의 역량은 민주시
민의 핵심 자질로서 이를 길러줄 민주시민교육이 요청되며, 이러한 민주시민교육
이 가능하려면 교수학습방법과 학교문화에 이르는 학교 전면의 혁신이 요구됨.
○ 교육부 차원의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현주소
－ 교육부에서는 2017년에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함.
－ 2017-2018년에 걸쳐 ‘초·중등학교 민주시민교육 추진 제안서 정책연구를 추진함.
－ 교육부에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고 시·도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및 학생자치 담
당자와 협의,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함.
Ÿ [교육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민주시민교육과가 신설되었다는 점은 앞
으로 학교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해 나가겠다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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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Ÿ 학교민주시민교육지원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아직 입법화되지는 않음.
⧠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구성요소(민주시민교육이 길러주고자 하는 시민역량)
○ 교육부의 종합계획에 제시된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역량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에서는 민주시민 교육을 “비판적 사고력을
가진 주체적인 시민이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
으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민주시민교육이 길러주고자 하는 역량
Ÿ “민주주의 기본원리와 핵심가치에 대한 지식과 이해”, “타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다원성을 인정하는 시민적 관용”, “공공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시민적 효능감”, “사회·정치적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비판적 사
고력”, “대화와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와 상생의 원칙에 따른 협력과 연대”(교육부, 2018, p. 8).9)
○ 교육부의 종합계획에 제시된 민주시민의 구성요소: 크릭보고서(1997년)의 예시
－ ‘민주주의와 전제주의’, ‘협력과 갈등’, ‘평등과 다양성’, ‘공정’, ‘정의’, ‘법의 지배’,
‘인권’, ‘자유와 질서’, ‘개인과 사회’, ‘권리와 책임’ 등의 구성요소를 크게 ‘가치와
태도’, ‘기술과 능력’, ‘지식과 이해’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함(교육부, 2018, p. 8).
－ (가치와 태도) 인간의 존엄과 평등에 대한 신념, 분쟁해결 의지, 협력과 나눔의 정
신, 관용, 도덕적 기준에 따른 판단과 행동, 인권・양성평등, 환경 등에 대한 관심,
예의와 법 존중, 자원봉사 등(교육부, 2018, p. 8)
－ (기술과 능력) 논리적 주장을 펼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효율적으로
일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 타인의 생각과 경험을 경청하고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
9) 강영혜 외(2011)의 연구에 따르면, 민주시민교육은 “학생들이 민주주의 이념과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
도록 준비시켜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함. 민주시민교육이 길러주고자 하는 역량
으로서는 다음과 같음: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정치체제 및 기능에 대한 지식,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시민적 관용성(타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다원성을 인정하는 등)의 내면화, 공공생활에 대
한 적극적 참여를 이끄는 공공성과 시민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의 강화, 사회정치적 문제와 관련 정보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 대화와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적 능력과 기술(강영
혜 외, 2011, p. 33). 정문성 외(2019)의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을 규범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봄. 시
민과 시민성의 규범적 측면을 담아 민주시민교육을 정의하면, 민주시민교육은 “사회의 각 분야에서 자신의 권
리를 합리적 반성적으로 행사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
해 지식, 기능 및 사고, 가치 태도 등을 가르치는 교육”임(정문성 외, 2019, p. 20). 이쌍철 외(2019)의 연구
는 민주시민교육을 “민주적인 학교 문화 속에서 민주주의 이념과 가치, 기능을 배우고 그것을 자신의 삶과 사
회에 적용하는 주권자로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함(이쌍철 외, 2019, p. 22). 장준호(2020)
에 따르면, 민주시민교육은 시민교육이며, “시민교육은 인간을 공동체에서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시
민’으로 성장시키는 교육으로서, 기초역량(양심·자율, 공감, 생각(이성), 표현(감정), 호기심)을 활성화하여 시민
역량(가치역량, 관계역량, 사고역량, 소통역량, 학습역량)으로 고양시키는 교육이며, 자기의견을 형성하도록 하
여 민주시민·세계시민으로서 공적 사안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함(장준호 2020, p.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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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능력, 다른 의견에 대한 관용 등(교육부, 2018, p. 8)
－ (지식과 이해) 민주사회의 성격·기능 변천, 다양성·불일치·사회적 갈등의 양태, 개
인과 사회가 직면한 사회적·도덕적·정치적 문제, 정치제도와 법, 경제, 인권헌장,
지속가능 개발과 환경문제 등(교육부, 2018, p. 8)
○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구성요소에 대해서 계획안에서는 “인권, 평등, 평화, 환경, 미
디어 리터러시 등 다양한 주제가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이 될 수 있으나, 시민교육은
이러한 주제별 교육의 지식을 습득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적 가치와 태도,
역량을 높이고 참여와 실천으로 확장하는 포괄적인 교육”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음
(교육부, 2018, p. 8-9). 이것은 민주시민의 궁극적인 목적이 지식을 넘어선 ‘참여와
실천의 태도’를 갖추도록 하는 역량교육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민주시민교육의 비전 및 목표(교육부, 2018, p. 10)
○ 비전
－ ‘자율・존중・연대를 실천하는 민주시민 양성’
○ 목표
－ ‘민주적 교육생태계 조성을 통한 민주시민 역량 강화’
－ 이를 위한 추진과제: “학교민주시민교육 강화”, “교원 전문성 신장 및 교육활동 지
원”,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학생자치 활성화”, “민주시민 교육 지원 체제 구축”
Ÿ “학교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함: “민주시민교육의
공통 기준 마련”, “안정적·체계적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참여와
실천 중심의 교수학습방법 개선,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평가개선”
Ÿ “교원 전문성 신장 및 교육활동 지원”은 교원과 예비교원의 민주시민역량을 강화
하고 학습공동체와 교육콘텐츠 개발로 민주시민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것임.
Ÿ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은 학교구성원들이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에 대
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민주적 의사소통 체제를 구축하고 학생들이 주도하는
학교 공간 민주주의, (가칭) 민주주의 학교를 운영하는 것임.
Ÿ “학생자치 활성화”는 학교 운영에 학생 참여를 확대하고, 학생의 학습활동 참여
를 확대하며 학생자치 인식 개선 및 우수사례 확산을 내용을 함.
Ÿ “민주시민교육 지원체계 구축”은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책의 안
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것임.
－ 목표에 따른 추진과제들의 효과성
Ÿ 목표에 따른 추진과제들은 현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민주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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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 ‘교육과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한계 및 지역적 편
차 발생’,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에서의 지식전달 위주의 수업으로 인한 협력수업
효과의 반감’, ‘교원의 역량 신장 및 교육활동 지원 부족’, ‘민주적인 학교 환경 조
성 미흡’, ‘직접 참여하며 실천하는 민주시민교육 경험 부족’을 해결하는 방안임.
－ 목표에 ‘민주적 교육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교육생태계”란 김용련
(2018b)에 따르면 “학교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의 주체들이 서로 연결
된 연결망 속에서 서로의 상호작용을 통해 배움이 일어나고 이러한 배움이 삶과 연
결되어 그 배움의 결과가 공동체의 상생화 공진화로 이어지는 유기적이고 선순환
적인 체제”를 의미함(김용련, 2018b, 나현주 외, 2019, p. 23 재인용).
○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민주시민교육은 학교 안의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의 개
선과 교사역량 강화,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과 학생자치 강화를 통한 민주시민역량 강
화를 통해서 학교 밖의 공동체의 발전과 상생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

2.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과 현황
⧠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
○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에 따르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
의”가 부족함. “민주시민교육은 우리교육의 주된 이념임에도, 과거 반공·준법 의식만
을 강조한 국가주의적 교육으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무관심과 오해 상존”하고 “민주
시민교육의 목표, 기본원칙, 내용 요소 등에 대한 학문적·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통
해 민주시민교육의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교육부, 2018, p. 4).
○ 실체가 없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인식이 존재(이쌍철 외, 2019, p. 133)
－ 이쌍철 외(2019)의 연구에서는 ‘실체가 없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점을 지적함.
－ 이쌍철 외(2019)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누가’, ‘무
엇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학교 내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내려오고 있지 않다고 교사들은 인식함. 한 교사는 “민
주시민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과정, 교과, 교과서, 수업시수가 없이 실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누가 해도 상관없고 누가 하거나,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이 된다.”고 말함.
○ 민주시민교육의 내재적 특성에 기인하는 사회적 거부감의 존재
－ 민주시민교육은 본래 공동체의 구성원과 연대, 협력하면서 공동체의 문제를 책임
감 있게 해결해나가는 태도를 함양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공동체의 문제를
협의·해결하는 과정이 정치이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은 정치를 다룰 수밖에 없음.
정치와 연결된 민주시민교육의 내재적 특성으로 인해 교육이 ‘정치적 수단’으로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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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될 수 있다는 사회적 거부감이 발생함(이쌍철 외, 2019, p. 139-140).
－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학생들을 미래 한
국의 민주적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덕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점에
서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고 민주시민교육이 ‘진보의 구호’처럼 여겨지면서 갈
등의 빌미가 되기도 하고 이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보수적 우파 집단’으로부터 비
판과 도전을 받기도 함(강영혜 외, 2011, p. 128).
⧠ 초·중·고 교육과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한계와 지역 간 편차
○ 교육과정이 규정하는 민주시민교육의 한계
－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
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을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제시함으
로서 민주시민 자질 함양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교육부, 2015, p. 3).
－ 사회과와 도덕과와 같은 민주시민교육과 연관성이 있는 교과에서 목표, 교과 역량,
성취기준을 통해 민주시민교육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과목 중심의 교과운영, 지
식전달 위주의 교육, 태도·가치 등을 진단하기에 적절한 성취기준이 미흡한 사정으
로 인해 실천하며 참여하는 민주적 생활방식을 체화하는 데 한계를 보임. 사회과의
경우, 민주시민교육이 추구하는 가치태도와 참여를 길러줄 수 있는 요소가 낮음.
○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별도의 선택과목은 학교장 의지에 따라 개설할 수 있으나 지역
적 편차가 심함. 서울·경기에서 단지 41개교가 선택과목을 운영함(‘18. 7월 기준).
○ 범교과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실시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 민주시민교육이 포함된 범교과 영역이 있으나, 다른 영역의 법정 의무시수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의 시수확보가 어렵고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다양한 모델도 부족함.
따라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개편
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내실화 방안을 모색해야 함(교육부, 2018, p. 4-5).
Ÿ 범교과 영역은 “안전·건강교육, 인성교육, 진로교육,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다
문화교육, 통일교육, 독도교육, 경제·금융교육, 환경·지속발전 가능발전교육” 등
10개의 주제로 구성됨. 민주시민교육은 단지 하나의 주제에 불과함.
Ÿ 법령에 따라 현행 교육과정에서 안전교육, 성교육 등 필수적으로 편성·운영해야
하는 범교과 시수는 초등학교 272시간, 중·고등학교는 170시간임. 학교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학교 간 편차가 심각한 수준임.
Ÿ 범교과 학습 주제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인성교육이나 안전교육, 건강교육 등에 비
해 덜 강조되는데 이것은 학교폭력 문제나 인성교육진흥법의 제정, 국가적 재난
등에 따른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강조되는 추세에 기인함. 민주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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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특정 시기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이고
안정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기반과 풍토가 필요함(정문성 외, 2018, p. 68).
○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원인
－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인식과 관심부족,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학습 활동 수행의
어려움, 자료 부족 등이 원인으로 분석됨(정문성 외, 2018, p. 68).
⧠ 교수학습방법과 평가의 한계
○ 기존의 교수학습방법과 평가방식으로는 불가능한 민주시민교육
－ 민주시민교육은 지식전달 위주의 수업으로는 학생의 자율적인 참여와 비판적 사고
의 증진하고자 하는 민주시민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 수업을 협력적으로 진행하였더라도 평가를 경쟁적인 방식으로 한다면 교수학습과
평가가 분리되어 협력적 수업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음(교육부, 2018, p. 5).
－ OECD 수업방식 비교에서 드러나는 민주시민교육 실시에 부합하지 않는 교육 풍토
(이쌍철 외, 2019, p. 122) 한국은 OECD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음.
Ÿ 학생의 생각 형성을 독려하는 정도: OECD 71%, 한국 48%
Ÿ 학생의 표현을 독려하는 정도: OECD가 87%, 한국 55%
Ÿ 학생이 토론 주제로서 현재 정치쟁점을 제안하는 비율: OECD 50%, 한국 24%
Ÿ 대다수와 다른 의견도 자유롭게 제시하는 비율: OECD 74%, 한국 43%
Ÿ 의견이 다른 학생과 토론을 장려하는 비율: OECD 65%, 한국 32%
Ÿ 쟁점의 다양한 측면을 안내하는 비율: OECD 76%, 한국 40%
○ 민주시민교육에 적합하지 않은 교사의 학습방법 인식
－ 이소연 외(2019) 연구의 설문조사 분석에서 드러나는 교사의 인식
Ÿ 교사를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유용한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조사에
서 총 6가지 항목에 대해 유용한 정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함.
Ÿ 첫 번째는 유용한 민주시민교육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설문이었음. “①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의 정보를 조사하고 분석한다. ②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다양한 방
식으로 표현한다. ③학생들이 협동하여 과제를 수행한다. ④다양한 주제에 대한
모둠활동을 하여 발표한다. ⑤논쟁적 이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⑥학생들이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한다.”의 항목에 대해서 의견을 조사함.
Ÿ ①번에서 ⑥번으로 갈수록 학생주도성이 높아지는 수업 방법임. 교사들은 학생의
주도성이 높아지는 수업으로 갈수록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증가함.
②번의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다.’에 대한 부정적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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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2.8%지만, ⑥번의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한
다.’에 대한 부정적 응답 비율은 두 배가 넘은 6.8%임(이소연 외, 2019, p. 74).

[표 11]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유용한 교수학습 방법 조사 – 교사

내 용
(1)

(2)

(3)

(4)

(5)

(6)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의 정보를
조사하고 분석한다.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학생들이 협동하여 과제를
수행한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 모둠활동을
하여 발표한다.
논쟁적 이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단위: 명(%), 점
별로
전혀
표준
유용하지 유용하지 평점 편차
않음
않음

전체

매우
유용함

약간
유용함

988(100.0)

543(55.0)

391(39.6)

54(5.5)

0(0.0)

3.49

0.600

988(100.0)

661(66.9)

299(30.3)

28(2.8)

0(0.0)

3.64

0.536

988(100.0)

641(64.9)

307(31.1)

37(3.7)

3(0.3)

3.61

0.577

988(100.0)

629(63.7)

318(32.2)

40(4.0)

1(0.1)

3.59

0.573

988(100.0)

553(56.0)

375(38.0)

55(5.6)

5(0.5)

3.49

0.626

988(100.0)

569(57.6)

352(35.6)

59(6.0)

8(0.8)

3.50

0.647

출처: 이소연 외(2019), 학교민주시민교육 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연구, p.74.

Ÿ 학생의 수업 참여에 대한 조사도 유사한 결과를 보임. 다음과 같이 주어진 5개의
활동에 대해서 학생은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를 조사함: ①다른 의견을 가진 학생
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한다. ②다수와 다르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밝
힌다. ③토론 결과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해 본다. ④ 차시수업의 주제나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⑤학생과 교사가 평가기준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눈다. ①
번에서 ⑤번으로 갈수록 학생의 주도성이 높아지는 활동임. ⑤번을 제외하고 학
생주도성이 높은 활동일수록 부정적 답변비율이 높아졌음(이소연 외, 2019:77).

[표 12] 수업에서의 학생 참여 조사 – 교사

전체

자주
참여함

가끔
참여함

다른 의견을 가진 학생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한다.

988(100.0)

591(59.8)

359(36.3)

37(3.7)

1(0.1)

3.56

0.573

다수와 다르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밝힌다.

988(100.0)

565(57.2)

377(38.2)

44(4.5)

2(0.2)

3.52

0.592

토론 결과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해 본다.

988(100.0)

396(40.1)

480(48.6)

103(10.4)

9(0.9)

3.28

0.682

988(100.0)

353(35.7)

410(41.5)

197(19.9)

28(2.8)

3.10

0.813

988(100.0)

461(46.7)

406(41.1)

110(11.1)

11(1.1)

3.33

0.716

내 용
(1)

(2)

(3)

(4)

(5)

단위: 명(%), 점
거의
전혀
참여하지 참여하지 평점 표준
편차
않음
않음

차시 수업의 주제나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안한다.
학생과 교사가 평가 기준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눈다.

출처: 이소연 외(2019), 학교민주시민교육 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연구,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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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봤을 때 교사들은 민주시민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에서 학생들
의 주도성이 높은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런 인식
속에서는 학생주도의 협력적 수업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임. 따라서 이런 교사
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함과 동시에 학생주도성이 높은 활동에 대한 교수학습방법,
평가에 대해서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수업 활동 등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 부족(교육부, 2018, p. 6)
○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의 개선과 함께 지적되는 것이 교사의 전문성 부분임.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위한 종합계획]에서는 모든 민주시민교육이 교사로부
터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재 교사의 수준은 매우 미흡한 상황임.
－ 교사 전문성 및 교육활동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
육 연수를 진행하지만 강사진 부족과 제한된 연수 인원으로 한계를 보임.
－ 참여 및 협력형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및 평가 자료와 체험과 참여를 중심으로 하
는 학생자치를 뒷받침할 다양한 콘텐츠도 부족함.
○ 국제 비교에서 나타나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한국 교사의 전문성 미흡
－ 2016년 IEA(Inter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에서 진행한 국제 시민의식 및
시민성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교사들은 교사 양성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주요 주제에 대해서 학습한 비율은 3~7% 뿐이었음. 반면 조사대상 국가 교사들은
양성과정에서 21~33%가 관련 주제를 학습했다고 응답함. 그러나 한국 교사의 현
직 연수에의 참여비율은 28~41%로 평균 30~3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의 교사들은 민주시민교육 준비도에 있어서 스스로 준비가 덜 되어있다고 인
식하고 있었는데 인권주제에 대한 준비도는 2.80점(전체 평균 3.24점), 선거는 2.
82점(전체 평균 3.15점), 비판적 사고는 3.02점(전체평균 3.19점) 등으로 나타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교사 연수, 학습공동체 등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는 것을 보여줌(이쌍철 외, 2019, p. 123).
－ 민주시민교육에서의 자원 활용정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 교사의 자원 활용 정도도
조사 대상국가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4점 척도를 기준으로 정부에서 개발한 교수·
학습 자료의 활용 정도는 전체 평균은 3.13점인데 비해 한국은 평균 2.54점이었고,
그 외 NGO 및 공공기관 자료는 한국평균 2.03점, 전체평균 2.44점, 민간에서 개발
한 교수·학습 자료는 한국평균 2.34점, 전체평균 2.45점, 웹기반 자료는 한국평균
2.54점, 전체평균 3.12점이었고 이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교육과정 및 가이드 활용
(한국평균 3.02점, 전체평균 3.52점) 정도도 낮았음(이쌍철 외, 2019, p. 124).
Ÿ 한국 교사를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 질 제고를 위한 지원 요구사항 1순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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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자료와 교재(42%)인 점으로 봤을 때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사
가 수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자료 보급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음.
⧠ 민주적인 학교생태계 미흡 및 참여적 민주시민교육 경험 부족(교육부, 2018, p. 6-7)
○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한다고 해도 학교환경(학교생태계)이 비민주적이라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음.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각 교육 주
체의 역할이 형식적,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경우가 많음. 나아
가 각 교육주체의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제적 지원도 충분하지 않음.
○ 학생의 자치활동도 각 학교마다 학생자치기구는 있지만 행･재정상의 지원 부족으로
형식적인 기구로만 존재하며 학생을 자치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거나 입시위주의 학교
문화로 인하여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자치활동이 미비함.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위한 종합계획]의 비전은 ‘자율・연대・존중’을 실천하
는 민주시민 양성이지만, 민주시민교육에서 학교생활에서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실천
의 요소가 미흡하면 민주시민교육에서 추구하는 역량을 함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학교 체제와 문화가 민주시민교육의 주요한 자원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학교에는 아직도 일부 권위적인 체제와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어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토론하며 학교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모
습이 그리 활발하지 않음(정문성 외, 2018, p. 70-71).
○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요소로 이해되고 있는 학생들의 교내 자치활동 또한 제한적이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과거보다는 학생들이 학교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자치활동의 콘텐츠가 제한적이며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음. 학생 또한 자신이 관심 있는 자치활동은 운동회나 학급 티
셔츠 선정 등과 같은 이벤트성 행사에 한정되어 있고 자치활동의 상당 부분은 교사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교사의 업무의 부분이 학생들에게 넘겨지는 식으로 이루어져 학
생의 자발성이나 주도성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지 않음(이쌍철 외, 2019, p.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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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선거연수원, 민주화기념사업회, 노무현재단의 민주시민교육 현황
1. 선거연수원의 민주시민교육
⧠ 선거연수원의 설립 목적과 연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연수원은 1996년 선거·정치문화의 개선 그리고 건전한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통한 민주주의의 강화를 목적으로 개원하였음.
○ 2000년에 선거연수원은 정치교육과를 신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민주시민
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음. 예컨대, 정당간부 연수, 시민단체 간부 연수, 언
론사 기자 연수, 강사양성과정 운영, 미래 유권자 대상 현장체험과 퀴즈를 실시하였음.
○ 2004년 독일 연방정치교육원과 교류 및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음.
○ 2006년 정치교육과를 시민교육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능을 강화함.
－ 선거관계자 연수, 여론형성층 연수, 교원 및 대학생 연수, 일반유권자 연수, 미래 유
권자 연수, 민주시민교육 기반 조성 등 크게 6개 분야로 나누어 연수를 실시함.
－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열린 학습서비스 제공, 민주시민교육 관련 국제심포지엄 개
최, 웹진 발행, 관학협동 과정으로 대학생 학점인정과정 등을 실시함.
○ 2011년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학습수요의 증가로 전국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로
확대하여 초·중등 청소년 지도자 연수, 새내기 유권자 연수, 대학생 정치참여과정, 교
원연수, 다문화가족 연수 등을 위임하여 실시하고 있음.
○ 2013년 시민교육과를 시민교육부로 개편
－ 민주시민교육의 질적 향상과 유권자 중심의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 대상을 청
소년부와 일반부로 구분하여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라는 강연콘테스트 개최함.
－ 오피니언 지도자를 대상으로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선거아카데미’, ‘유권자 공
감 찾아가는 선거강연’ 등을 통해 유권자 중심의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함.
○ 선거연수원이 지난 5년 동안 진행한 민주시민교육 과정
－ 101 과정에 13.622번의 횟수로 모두 918,115명이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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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실적
[표 13] 선거연수원의 최근 5년 민주시민교육 실적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과 정

횟 수

인 원

19
21
23
21
17
101

2,261
2,670
2,882
2,964
2,845
13,622

153,003
189,719
186,195
185,516
202,682
918,115

출처: 선거연수원.『2019 선거연수원 연보』2019, p. 16

⧠ 시민교육부의 업무
○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는 부서
○ 2019년을 기준으로 ① 민주시민교육 연수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②민주시민교육 대
외협력 및 활성화 사업 ③ 선거·정당사무관계자 연수 ④ 민주시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⑤ 유권자(미래유권자 포함) 연수 및 대국민 소통을 위한 연수 ⑥ 다문화가
족·장애인·북한이탈주민 등 연수 ⑦ 여성유권자·시민사회단체 연수 ⑧민주시민교육
자료수집 및 연수실적 통계관리와 같은 업무를 맡고 있음.
○ 이러한 다양한 업무 활동을 바탕으로 선거연수원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어가는 민
주시민 양성’이라는 비전하에 민주시민교육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음.
○ 2019년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 추진한 세 가지 내용
－ 첫째, 민주시민교육 확산을 위한 협업과 인프라 체계화를 위해 교육기관 및 단체와
협업을 맺어 민주시민교육 과정 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나아가 강의 기법
및 외부 우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야별 전문 강사를 양성했음.
－ 둘째, 참여·공감형 민주시민교육의 실현을 위해 청소년, 대학생, 여성 등을 중심으
로 생애주기별 참여·공감형 연수와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맞춤형 연수 운영
및 교육수요 발굴하여 선거·정치참여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했음.
－ 셋째, 정치의 과정에서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각 정당의 수요·
특성을 반영한 당원연수 그리고 참여형 콘텐츠 활용 및 직능·대상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성숙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정당별 특화 연수를 운영했음.
⧠ 선거연수원의 민주시민교육 사례
○ 선거연수원이 운영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여섯 가지 교육과정
－ ① 선거·정당관계자 과정 ② 유권자 과정 ③ 청소년선거체험과정 ④ 선거참여도움
과정 ⑤ 선거·정치참여·소통과정 ⑥ 민주시민교육전문강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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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정당관계자 과정
－ 정당사무처 간부 연수와 당원연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정당사무처 간부 연수는 2008년 이후 각 정당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해 정당별 맞
춤형으로 진행됨. 대상은 정당사무처 간부·직원, 중앙당 위원, 청년·여성위원이며
교육 내용은 정치관계법 활용능력 향상, 깨끗한 선거문화, 정당관계자의 정치 소양
과 역량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음. 정당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함.
－ 당원연수는 일반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임. 교육 내용은 선거운동 및 사례
중심의 정치관계법, 당원의 역할과 정당정치 발전 방안, 정당의 조직과 운영, 정당
의 당헌·당규·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음. 이를 통해 정치관계법 이해와 준수를 통한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 당원의 역할 인식, 정당 활동에 능동적 참여를 추구함.
○ 유권자 과정
－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여성 정치참여연수’, ‘시민사회단체 연수’, ‘대학생 정치참
여과정’, ‘대학생 학점인정과정’ 5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진행함.
Ÿ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는 다양한 오피니언 지도자에게 선거·정치참여의 중요성
이해, 민주적 리더십 역량의 제고를 통해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임.
Ÿ 여성 정치참여 연수는 여성유권자, 여성 단체 회원, 여성 정치지망생 등을 대상으
로 여성의 정치참여 중요성 이해와 주권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함. 여성의 리더역
량 강화를 통한 정치 분야에서의 양성평등을 위한 프로그램임.
Ÿ 시민단체 연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가치 및 선거·정치 참
여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민주시민성 제고 및 선거·정치참여 활성화를 추구함.
Ÿ 대학생 정치참여과정은 2003년에 신설되어 2011년부터 시·도위원회로 위임된
대학생 대상 프로그램임. 민주시민 역할의 중요성, 민주적 시민성을 함양하도록
해 선거·정치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역량을 길러줌.
Ÿ 대학생 학점인정과정은 2008년 신설되어 2013년부터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에 위임되어 수도권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함. 선거·정치제도의 체계적 학습을
통한 민주시민성 이해, 헌법재판소·국회의사당·국립외교원·서울시의회·각 정당
을 중심으로 현장 견학·체험 학습을 통해 정치과정에 능동적 참여역량을 길러줌.
○ 청소년선거체험과정
－ ‘청소년 리더 연수’, ‘미래 지도자 열린 캠프’, ‘새내기유권자 연수’, ‘민주주의 선거
교실’, ‘기관등협업선거교실’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청소년 리더 연수는 전국의 초·중·고 학생회 임원 등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운영과
정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민주적 리더십의 습득, 민주적 시민성 함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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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학교 내 민주주의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임.
－ 미래지도자 열린 캠프는 학교장이 추천하는 전국 고등학교 학생회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정책 제안, 발표·토론을 통해 민주주의 기본원리 이해, 선거절차 체험을 통
해 미래유권자로서의 민주적 권리 행사 경험의 체득을 목표로 진행함.
－ 새내기 유권자 연수는 2013년 신설되어 시·도위원회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대
상으로 주권행사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하고, 민주적 가치관을 함양하도록 하는
연수임. 새내기 유권자로서 각종 선거에 능동적 참여역량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임.
－ 민주주의 선거교실은 초등·중학생을 대상으로 선거체험을 통한 민주주의 의미와
선거의 중요성 이해, 선거절차 등 참여 학습으로 학교선거 수행 능력을 향상시킴.
－ 기관등협업선거교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관·단체의 콘텐츠를 연계해 민주주의
가치 이해, 선거체험학습으로 생활 속 민주주의 실천 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실시함.
○ 선거참여도움 과정
－ ‘다문화가족 연수’, ‘북한이탈주민 연수’, ‘장애인 유권자 연수’ 프로그램으로 구성
－ 다문화가족 연수는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함.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를 이해
하고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 연수는 청소년을 포함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선거제
도를 이해하며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선거 참여의 의미를 인식하도록 함.
－ 장애인유권자 연수는 장애인유권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특성에 맞는 선거 및 정치
제도 교육, 선거체험을 통해 투표현장에서 도움을 주려는 프로그램임.
○ 선거·정치참여·소통과정
－ ‘유권자정치페스티벌’과 ‘강연콘테스트’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유권자정치페스티벌은 2018년 신설된 유권자 및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대중 축제
형식의 소통 프로그램임. 유권자와 정치인 간 참여와 소통이 가능하게 조직화함. 유
권자 중심의 정치문화를 정착시키고,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하는 유권자가 만드는
정치축제를 통해 정치적 열린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민주문화 형성을 추구함.
“2019년 유권자정치페스티벌”에는 96개의 단체가 참여하여 82개의 프로그램을 운
영하였고, 9000여명의 시민이 참가함.
－ 강연콘테스트는 유권자 및 대학생이 참가하는 프로그램임. 153일간의 대회운영 기
간에 예선, 본선, 결선을 진행하게 되며, 참가자가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대회로 기
획하고 추진함. 선거참여 강연을 통해 정책선거 및 선거참여의 중요성을 이해하도
록 하며 다양한 계층의 강연으로 유권자 중심의 선거문화를 조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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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시민교육전문강사과정
－ ‘민주시민교육강사 역량 심화 과정’, ‘2019년 민주시민교육강사 등 워크숍’, ‘정당
연수강사 양성과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민주시민교육강사 역량 심화 과정’은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실시함. 강의 대상별로 교수역량을 강화시켜주고 있음. 예컨대, 다문화·장
애인 유권자 대상의 민주시민교육 실시 기반 마련을 위해 교수역량을 강화함.
－ ‘민주시민교육강사 등 워크숍’은 부정기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임. 2010년 선거
연수원 내부와 외부 강사의 교육역량 강화 및 콘텐츠 공유 목적으로 처음 실시되었
음. 2019년에 실시된 워크숍에서는 새내기 유권자 연수 교재 의견 수렴 및 추진방
향을 논의하고, 시·도위원회 민주시민교육의 내실화와 개선방안에 대해 토의함.
－ ‘정당연수강사 양성과정’은 선거관리위원회 내부강사를 중심으로 정당사무처 간부
연수, 당원연수 등에 필요한 시·도별 전문강사요원의 발굴·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임. 정당관계자 교육의 특성을 이해하여 정당연구 강의에 적용하고 다양한 사례를
공유, 학습하여 정당별 연수를 진행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음.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민주시민교육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목적과 활동
○ 설립과 목표
－ 2001년 제정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근거해 2002년 설립되었고 2007년 4
월 11일부로 행정안전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단체임.
－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시민의 동반자’라는 비전하에 ‘민주화운동기념·계승 기
반 강화’, ‘민주주의 확산·심화의 기반조성’, ‘민주주의 지식정보 허브 구축’, ‘유능하
고 활기찬 조직’의 목표를 갖고 있음.
○ 이러한 목표의 실현을 위해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사업’, ‘기념사업’, ‘교육사업’, ‘사료
관’, ‘연구사업’, ‘국제협력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음.
○ 주요 업무로서 교육 사업
－ 교육 사업은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시민의 의식과 실천의 변화를 통한
민주시민역량의 강화에 그 취지를 두고 있음.
－ 이를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틀과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조사·연구, 유치원에서 대학
까지 각급별 학교를 위한 단계별 기본교육자료 개발, 교사와 학생이 참여하는 민주
시민교육 교사연수, 민주주의 현장체험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시민사회단체의 민
주시민교육과 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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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활동
○ 2002년 창립이후 민주화기념사업회는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2007년
‘민주시민교육사업 5개년(2008-2012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함.
○ 기본계획에서 민주시민교육사업의 목표로 ① 민주주의 가치·원리를 심화·체현하는 시
민덕성 계발 ② 민주화 이후의 사회 갈등·대립 치유를 위한 민주역량 제고 ③ 적극적·
능동적 시민참여로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실현 3가지를 제시함.
○ 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사업을 중·단기 과제, 추진 방향으로 구분하여 5가지를 제시함.
－ 첫째, 민주시민교육의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조사를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실태·요
구 조사, 민주시민교육 성취도 국제비교 연구개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국가표준
지침서 연구개발, 민주시민교육과정 설계연구, 민주시민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연구자·전문가 모임 운영, 전문가 인적·교육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제시함.
－ 둘째, 영역별·맞춤형 교육 개발을 위해 영역별·대상별 교재개발, 맞춤형 교육양식
개발,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함.
－ 셋째,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해 민주주의 리더십 프로그램, 민주주의 생활화 학습,
청소년 프로그램 등을 개발·실시 등을 추진함. 넷째, 사이버 교육 센터를 설치해 멀
티미디어 교육, E-러닝 콘텐츠 개발, 온라인 연수 등을 추진함.
－ 다섯째, 민주시민교육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을 위해 세계 주요 민주시민교육 기관
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시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내 대학과 연계하는 장학
생 선발 사업을 추진함. 이를 통해 한국의 민주화를 세계에 알리는 효과도 달성함.
⧠ ‘민주시민교육 5개년 기본계획’ 이후 민주시민교육 사업
○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스스로 자기 역할을 민주시민교
육의 정착과 활성화에 기여하는 ‘촉진자’로 설정하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 이러한 역할의 실현을 위해 기획자, 제공자, 매개자라 3가지 하위역할을 도출함.
－ 기획자로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 프로그램, 담론을 개발
하여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가능성 등에 관해 사회적 공론화를 추구하고자 함.
－ 제공자로서 다양한 주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활동 지원과 동시에 시민
적 가치와 역량에 근간이 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함.
－ 매개자로서 우리 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와 해외에
존재하는 다양한 시민교육 주체들 간의 교류협력에 기여하고자 함.
○ 민주시민교육의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① 민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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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육 관련 담론과 콘텐츠의 생산, 공유를 통한 민주시민교육 연구·개발 ② 다른 기
관 또는 시민사회가 실행하기 힘든 교육을 직접 마련해 제공하는 민주시민교육 프로
그램 ③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인식과 문화의
제고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등 세 가지 사업영역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 전국적인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2018년 이
후 ‘민주시민교육 협력운영’ 사업운영,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민주시민교육 협력운영사업은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에 기여하는 학습활동을 수행
할 계획과 역량이 있는 법인과 기관 등의 단체를 선정, 공동운영하는 사업임. 2020년
‘시민사회 협력운영’, ‘학교 협력운영’ 등 2개 분야를 공모하여 심사를 거쳐 시민사
회 분야 42개 단체, 학교 분야 12개 단체 등 54개 사업을 선정하였음. 예컨대, 서울
여성노동자회에서 기획한 <기억하다-잇다. 여성노동자운동 언니RO>, 아다지오
(뮤직) 오케스트라 다원예술의 <2020 녹두라이제이션 “그날이 오면>이 선정됨.
－ 민주시민교육센터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제도화의 마중물 역할, 연구개
발, 교육운영, 강사 및 전문가 양성 과정·오피니언리더포럼 운영, 교류협력, 전국민
주시민교육네트워크,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 및 사회적 합의 공론화를 추진함.

3. 노무현재단의 민주시민교육
⧠ 목적과 활동
○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유지, 계승, 발전시켜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
가 되기 위해 설립되었음. 이러한 목적을 위해 시민교육, 지역위원회 운영, 장학생 선
발, 사료관, 기념관 건립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민주시민교육
[그림 2] 노무현시민학교의 활동

출처: 노무현재단 홈페이지(https://www.knowhow.or.kr/web/school/intro.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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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을
실천하기 위해 2009년 8월 시작하여 시민의 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시민이 참
여하고 주도하는 학습활동을 중심으로 스스로를 조직하는 시민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노무현재단의 민주시민교육은 시민교육을 위한 노무현시민학교를 통해 진행됨. 시민
학교 강좌, 노무현리더십학교로 구성되어 있음
－ 시민학교 강좌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총 31개의 온라
인 강좌가 진행되었음. 현재까지 총 193개의 오프라인 강좌가 진행됨.
－ 노무현리더십학교는 2017년 정치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실시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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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주시민교육의 발전 방안 <
<

제1절 민주시민교육의 현황에 기초한 발전 방안 및 시사점 도출
1. 국가 차원의 법률 부재로 인한 민주시민교육의 분절화
⧠ 지자체 조례의 확산에 따른 체계성과 일관성의 미흡
○ 2020년 11월 기준으로 광역 11곳, 기초 33곳, 시·도교육청 10곳에 민주시민교육 조
례가 마련되어 있음. 2014년 서울시 조례 제정이후 5년 만에 54개의 조례가 제정됨.
－ 광역자치단체 16곳 중에서 11(경기, 광주,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인천, 전남, 전
북, 충남, 충북)곳이 마련되어 과반 이상이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마련한 상황임. 대
구, 울산, 경북, 경남, 강원도는 아직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 75개의 시, 82개의 군, 69개의 구로 구성된 226개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33곳이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했는데, 과반 이상이 경기도의 자치단체임.
－ 울주군은 특이한 사례임. 울산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조례가 부재하지만 울주군
은 조례를 제정함. 일반적으로 하위법은 상위법에 근거하지만, 울주군의 경우, 상위
법이 부재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다른 상위법에서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기본원칙의 불일치
－ 민주시민교육 내용은 다양성 확보의 차원에서도 지역에 따라 다채로울수록 좋음.
－ 하지만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기본원칙은 모든 조례에 일관적으로 표명되어야 민
주시민교육의 취지와 의미를 살려내면서 모든 이에게 시민성을 길러줄 수 있음.
Ÿ 시·도교육청의 조례는 일반적으로 사회 참여를 위한 역량을 길러주는 것을 민주
시민교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조례는 일반적으로 시
민의 자질과 소양을 길러주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규정함. 나아가 개념을
규정하는데 있어 각 광역단체, 시도교육청은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음.
Ÿ 광역단체(11), 시·도교육청(10)의 조례(21개) 중에서 19개(9+10)의 조례가 주
입금지를, 10개(10개=6+4)의 조례가 논쟁성 재현을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
으로 반영함. 9개(5+4)의 조례에서는 두 개의 기본원칙이 모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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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시민교육의 운영방식(추진체계)의 문제점
－ 지자체의 민주시민교육 운영방식은 대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직접 기관을 설립하여
실시하는 경우와 단체와 법인에 위탁을 주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음.
－ 광역자치단체는 직영과 위탁이 혼재되어 있으나, 기초자치단체는 위탁의 방식임.
Ÿ 직영, 즉 직접관리방식은 공공성의 확보가 용이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
며 지속가능하게 책임성을 확보하며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
나, 시간이 지날수록 경직성과 비능률적성이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이 있음.
Ÿ 위탁, 즉 간접관리방식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
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 산정이 어렵고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위
탁기관과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
Ÿ 직영과 위탁의 중간 지점으로서, 지자체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할 수 있음. 이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면서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
는 장점이 있으나, 설립초기에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단점이 있음.
－ 직영, 위탁, 재단법인의 방식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더라도 모든 지자체가 최
근 6년 전부터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나아가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전
문인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실제의 시행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또한 위탁의 방식
을 취하는 지자체의 경우, 전문성을 지닌 위탁기관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직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직영
이라는 것이 대전의 경우와 같이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립해서 추진하기도 하지
만 대부분 산하의 평생교육진흥원의 하부 교육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함. 경기
도와 인천의 경우, 산하의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고 있음.
Ÿ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다가 최근에
조례를 개정하여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으나, 그것도 경
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결국
경기도의 민주시민교육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추진하는 구조로 고착화됨.
Ÿ 경기도, 인천, 서울과 같은 규모가 큰 광역단체의 경우에도 민주시민교육의 추진
체계를 갖추는데 매우 빈약한 예산을 투여하고 있음. 더욱이 평생교육진흥원의
산하에서 추진할 경우, 그 예산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하는데 턱없이 부족함.
Ÿ 우리나라에서 평생교육은 직업능력향상, 문화예술, 인문교양교육에 중심을 두고
추진되고 있으며 광역단체의 평생교육진흥원도 그러한 분야의 교육에 역량을 집
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추진을 위한 예산은 매우 작은 편에 속함.

- 58 -

⧠ 지자체,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추진 현황과 분절화
○ 경기도와 서울을 제외한 9곳의 광역단체의 민주시민교육은 조례 제정이라는 첫 삽을
띤 상태로서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추진체계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그 추진의
방향이 위탁, 직영, 재단법인 등 다양한 방식을 취할 것을 예상됨. 특히, 기초단체에서
는 시민사회의 조직으로서 다양한 시민단체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시·도교육청의 경우에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보다 더 이른 시기(2015년부터)에 조례
를 제정하여 학교교육에 민주시민교육을 도입하고 있지만, 경기도와 서울에서 민주시
민교육 교과서를 만들어 관할 지역에 배포한 것과 민주시민교육과 설치를 제외하고
실제로 초·중·고의 교실수업에서 민주시민교육이 거의 실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교육부는 2018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한 이후, 최근 2년
간 민주시민교육의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고, 교사의 전
문성 확보를 위한 연수를 강화함. 하지만 학교민주시민교육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
지 못한 상황에서 법적 근거에 기초한 민주시민교육의 추진은 답보상태에 있음.
○ 이렇게 지자체, 시·도교육청, 교육부가 각각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을 관망만 하고 있을 경우, 민주시민교육의 추진체계는 일관적이고 보편
적으로 추구되기 보다는 분절되고 상이하며 특수한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지자체, 시·도교육청, 교육부의 각각 민주시민교육을 통합 관리할 조직이 요청됨.

2. 국가 차원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의 필요성
⧠ 여전히 과거교육에 머물러 있는 낡은 교육패러다임
○ “알기위한 학습(learning to know)”을 넘어 “존재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be)”
이 필요한 시대에 현재 우리나라 학교 교육은 여전히 “알기위한 학습”이 극대화된
주입식교육을 하고 있음. 학교교육이 알기위한 학습이라는 과거의 틀에 갇혀 있을
경우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실현은 요원함.
○ 미래에 요청되는 교육으로서 민주시민교육
－ [사피엔스]와 [호모데우스]에서 인류의 과거와 미래를 분석하여 우리에게 널리 알
려진 유발 하라리는 미래에 펼쳐질 그리 달갑지 않은 상황을 묘사함: “우리는 지금
엄청난 두 가지 혁명이 합쳐지는 지점에 와 있다. 한편으로는 생물학자들이 인간 신
체, 특히 인간의 뇌와 감정의 신비를 해독하고 있다. 동시에 컴퓨터 과학자들은 우
리에게 유례없는 데이터 처리 능력을 선사하고 있다. 생명기술 혁명과 정보기술 혁
명이 합쳐지면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것은 내 감정을 나보다 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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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 더 잘 모니터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다음에 권위는 아마도 인간에게서 컴퓨
터로 이동할 것이다. 지금까지 접근 불가였던 나의 내부 영역을 제도와 기업, 정부
기관이 이해하고 조작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접하면서, 자유 의지에 대한 나의 환상
은 산산조각 날 가능성이 높다.”(유발 하라리, 2018, p. 87-88)
－ 장준호(2020)의 연구에서는 우리가 살아갈 시대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음:
“엄청난 정보가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시대, 급속한 변화로 인해 늘 낯선 것이 새로
운 기본(new normal)이 되는 시대, 지식과 정보에서 인간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을
이용하며 살아야 하는 시대, 알고리즘 기술에 의해 지배받으면서 ‘인간으로서의 나
는 누구인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시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파괴로 인간 생활의 기본인 물, 공기, 흙, 먹거리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병 팬데믹으로 모두가 마스크
를 착용하는 ‘마스크사회’에서 살아야 하는 시대”(장준호, 2020, p. 151).
Ÿ 이러한 시대에 정보와 지식을 주입시킬 필요가 없음. 차고 넘치는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 정보를 종합
해서 세상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함(유발 하라리, 2018, p. 391).
Ÿ 교육이 제공해야 할 것은 정보와 지식을 요리하는 역량임.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협력할 수 있는 인성, 창의성, 회복탄력성, 자기성찰성 등이 필요함.
Ÿ 하지만 앞의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현황이 보여주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현장
에서 교사는 학생에게 이러한 역량을 길러줄 전문성과 태도를 지니고 있지 못함.
Ÿ 장준호(2020)의 연구에 따르면, 민주시민교육은 미래의 교육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음. “시민교육은 기초역량인 양심, 공감, 생각, 표현, 호기심을 활성화시켜
시민역량(가치역량, 관계역량, 사고역량, 소통역량, 학습역량)으로 고양함. 시민
교육을 적극 활성화하면 미래의 도전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음. 자유, 평등, 정
의에 기초하여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역량이 생기기 때문이고, 서로의 의
견을 존중하며 공적 사안에 참여하는 역량도 생기기 때문임. 즉, 사람들은 비판적
으로 사고하며 자신과 세계에 대해 성찰할 수 있을 것이고, 기술과 환경의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자기의견을 제시하면서 소통할 것이며, 급속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꾸준히 새로운 것을 학습하려고 할 것임. 시민교육은 ‘지식교육’이 아니라
‘역량교육’으로 미래에 부합되는 교육임.”(장준호, 2020, p. 151)
⧠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 차원의 민주시민교육지원법
○ 민주시민교육은 지자체의 조례를 넘어 국회의 법에 의해 제도화되어야 함. 시민역량
이라는 미래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은 법제화되어야
하지만, 지자체의 조례가 이미 54개나 제정되어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근거하여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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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인 법체계를 갖추기 위해 54개 조례의 상위법으로서 법제정이 필요함. 민주시
민교육지원법이 제정되면 지자체의 54개 조례는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음. 이를 통
해 민주시민교육의 분절화와 파편화를 방지하며 체계성을 획득할 수 있음.
○ 국가 미래를 결정할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
－ 국가의 미래는 무엇보다 사람의 역량(시민의 역량)에 달려 있음. 전문지식과 직업
적 스킬의 축적과 발전도 국가발전에 필수적 요소임. 하지만 시민성이 확보되지 않
는 사회는 당면하는 끊임없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며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없음.
－ 시민성은 일종의 메타적 역량임. 즉,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전
문지식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태도에 가까운 역량으로서, 타자와 함께 협력하며 올
바른 가치를 적용하고 소통하면서 객관적인 자기의견을 형성하는 태도에 관련된
내적 역량임. 즉, 지식에 ‘앞서’ 지식과 상황을 바르게 판단하는 지적 메타 역량임.
Ÿ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이 제정되어 모든 우리나라 사람이 학교교육에서 평생교육
의 차원까지 시민성을 메타 역량의 차원에서 습득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선거
문화는 물론, 정치 문화도 변화할 것이고, 그에 따라 국회와 정부도 변할 것임.
Ÿ 무엇보다 시민성을 지닌 시민은 더 시민다운 사람을 정치인으로 선출할 것이며,
선거의 선순환을 통해 민주주의와 국가의 경쟁력은 더욱더 향상될 수 있을 것임.
민주시민교육은 ‘적대적인’ 정치 문화에서 ‘협력적인’ 정치 문화로 이끌 것임.

제2절 국가 차원의 민주시민교육의 발전 방안 모색
1. 국회의 민주시민교육지원 관련 발의안 분석
⧠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명칭과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7건(박명환, 이은영, 이언주, 남인순-3건, 소병훈 의원)
－ 1997년 박명환 의원의 안과 2000년 이은영 의원의 안은 유사하며 둘 다 민주시민
교육이 무엇인지 개념 정의를 내리지 않으며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이라고 표기함.
－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정의는 2015년 이언주 의원안부터 등장하기 시작함: “민주주
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원리와 제도를 이해하며 민주역량을 높여 공동체 삶
의 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교육”으로 개념 정의함.
Ÿ 남인순-3건, 소병훈 의원안의 개념 정의: “모든 국민이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
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
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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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교육진흥법안 1건(김찬진 의원)
－ 2000년 김찬진 의원에 의해 제출된 안으로서, “국민이 선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의식과 자질을 가지도록 실시하는 교육”이라고 시민교육을 개념 정의함.
－ 선진시민의 반대 표현은 후진시민인데, 양분법적 맥락에서 선진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이 시민교육으로 개념 정의됨. 이러한 개념 규정에는 직선적인 성장 이념이 투
영되어 있음. 선진이라는 개념이 모호하며, 보편적 시민에 대한 이해가 부재함.
○ 시민정치법률안 1건(황영철 의원)
－ 2013년 황영철 의원에 의해 제출된 안으로서, 선거정치교육을 “선거 및 정치생활
에서 국민의 주권의식을 양양하고 국민이 민주시민으로 이성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며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
여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정의함.
－ 개념 정의에 “민주시민”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선거정치교육이라고
명명하고 있어도 그것이 속성상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음. 즉, 민주
시민교육을 선거교육과 정치교육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법안으로 판단됨.
○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2건(이철희, 박찬대 의원)
－ 2019년 이철희 의원, 2020년 박찬대 의원이 제출한 안으로, 두 법안 모두 동일하게
민주시민교육을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제도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존중하며 자
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등 민주시
민의식을 높여 공동체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적극적으로 사
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개념 정의함.
－ 민주시민의식, 비판적 사고, 사회 참여가 핵심어로 투영된 개념 정의라고 판단됨.
이러한 접근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매우 협소적인 개념 정의라고 볼 수 있음. 비판
적 사고와 사회 참여는 민주시민교육을 올바르게 하면 자연스럽게 갖추어지는 역
량의 하나이지 그것이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을 결정하는 본질적 요소는 아님. 오히
려 비판적 사고와 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선제적인(우선해서 먼저 있어
야 하는 역량으로서 선제적이라는 의미) 시민역량(가치역량, 관계역량, 사고역량,
소통역량, 학습역량)을 길러주는 것과 자기의견을 되도록 객관적으로 형성할 수 있
는 판단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음.
⧠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 기본계획, 학습 내용에 따른 법률안 분류
○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의 내용에 따른 법안의 분류
－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 공고화 기여: 황영철, 이언주, 김찬진 의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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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의 과정에서 특정 개인, 정당, 단체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을 배격함 – 정치적
중립과 비슷한 원칙으로 제시: 소병훈, 남인순(2020), 김찬진, 황영철 의원안
－ 정치적 중립: 소병훈, 이언주, 남인순-3건 의원안
－ 민주주의적 권리 및 책임의식 함양 기여: 소병훈, 이언주, 남인순-3건 의원안
－ 기관의 조직 활동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 이언주, 남인순-3건 의원안
－ 자발적 참여 및 다양성 존중: 이언주, 소병훈, 남인순(2016), 황영철 의원안
－ 학교와 사회 각 영역에서 모든 사람에게 평생 동안 민주시민교육을 장려 – 전 생애
에 걸쳐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 남인순-3건 의원안
－ 민주주의 발전과 평화적 민족통일의 실현에 기여하고, 공동생활 규범 및 선진시민
의 행동양식 습득에 기여하며, 각급 교육기관·시민단체·종교단체도 시민교육기관
으로서 시민교육을 실시함: 김찬진 의원안
－ 학생 개인의 능력 또는 사회적 배경에 상관없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받을 권리 향
유,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장기적 차원에서 계획실시,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에 포함
되어 지속적 실시, 서로 다른 입장이나 관점의 객관적 제공, 주입이나 교화 금지, 사
회문제 해결에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시: 이철희, 박찬대 의원안
○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에 기초한 법안의 분류
－ 중·장기목표 및 기본방향, 교육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 계획, 전문인력
양성: 소병훈, 이언주, 남인순-3건 의원안
－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 지정,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교재 및 매체활
용, 조사·평가 및 시정, 교육과 관련한 각 부처·기관 및 시민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소병훈, 남인순-3건 의원안
－ 시민교육의 기본방향, 시민교육의 추진목표, 추진내용, 시민교육시설 설치, 시민교
육 담당자 양성·훈련 및 지원, 시민교육 조사·평가 및 시정, 시민교육 관련 각 부처·
기관 및 시민단체 간 협조, 세부운영계획 수립지침 및 추진에 필요한 예산수급계획:
김찬진 의원안(시민교육이라는 맥락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되는 내용)
－ 교육분석 및 평가, 소요 재원: 이언주 의원안
－ 민주시민교육 시설 설치 운영, 교재 및 매체활용, 조사평가 및 시정, 관련 부처기관
및 시민단체 협력체계 구축 : 소병훈 의원안
－ 선거정치교육의 목표 및 방향, 선거정치교육 사업의 추진계획, 선거정치교육단체
및 선거정치교육인력의 양성·지원, 선거정치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교육내용·교
재의 연구·개발 및 보급, 선거정치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 선거정
치교육과 관련한 국내ㆍ외 교류 및 협력망의 구축·운영, 선거정치교육 실태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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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구·평가 및 시정, 그 밖에 선거정치교육의 시행·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황영철 의원안(선거정치교육이라는 맥락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되는 내용)
○ 민주시민교육에서 다룰 학습 내용에 따른 법안의 분류
－ 민주주의 기본원리 및 정치제도 이해: 남인순-3건, 이철희, 소병훈, 이언주, 이은
영, 박명환, 박찬대 의원안
－ 시장경제체제와 사회복지 이해: 이은영, 남인순-3건 의원안
－ 민주적 토론방식, 합리적 의사결정절차 교육: 소병훈, 이언주, 이철희 의원안
－ 시민적 권리 및 의무 이해: 소병훈, 이언주, 남인순-3건, 이철희, 박찬대 의원안
－ 민주적 전통사상 계승 및 발전: 이은영, 박명환 의원안
－ 환경·여성·문화 이해, 정보화·지방화·세계화 이해, 안보·남북관계·통일문제, 국제관
계 이해 : 소병훈, 박명환 의원안
－ 정치참여 습득, 책임 이해 실천: 소병훈, 이은영, 남인순-3건 의원안
－ 시장경제윤리 및 사회복지 이해: 이은영, 박명환 의원안
－ 대한민국 [헌법]의 내용과 가치, 민주적 생활원리, 의회, 정부, 법원, 정당, 언론, 이
익집단, 각종 시민단체 성격 및 기능과 역할, 공공재정의 기능 및 운영원리, 비판적
사고를 통한 사회참여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와 실천: 이철희, 박찬대 의원안
－ 선거정치교육의 맥락에서 다룰 학습 내용 - “국민의 선거 및 정치활동에 대한 합리
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적합한 내용”: 황영철 의원안
⧠ 민주시민교육위원회와 민주시민교육원의 업무에 따른 법률안 분류
○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업무에 따른 법률안 분류
－ 민주시민교육의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의 평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제도의 개
선: 소병훈, 이은영, 남인순-3건, 박찬대, 이철희 의원안
－ 지원업무 협력 조정: 소병훈, 남인순-3건 의원안
－ 민주시민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운영지원: 소병훈, 남인순 의원안(2020)
－ 지원 사업 제안 및 심의: 이언주 의원안
－ 관련기관 활동 실태조사·평가·권고·조정 및 촉진, 관련기관 설치 및 지원, 교육 지
원, 민주시민교육원 원장 추천: 남인순 의원안(2020)
－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이철희, 박찬대 의원안
－ 각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고, 시민교육사업의 제안 및 심의, 시민단체
등에서 시민교육을 담당하는 각 분야 종사자들의 교육훈련 지원, 시민교육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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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개발 및 조사·연구에 대한 지원, 시민교육시설의 설치 및 지원, 시민교육의 발
전과 진흥: 김찬진 의원안
○ 민주시민교육원 업무에 따른 법률안 분류
－ 기본계획 수립 지원: 소병훈, 이은영, 박명환, 남인순-3건 의원안
－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지원: 소병훈, 남인순-3건 의원안
－ 인력양성 및 지원: 소병훈, 남인순-3건 의원안
－ 민주시민교육 실시: 소병훈, 이은영 의원안
－ 교육기관 지원육성, 교육기관 협력체계 구축: 소병훈, 이은영, 박명환, 남인순-3건
의원안
－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 및 민주시민교육 학습기관 지원, 민주시민교육 종합정보시
스템의 구축·운영: 남인순(2016, 2020) 의원안
Ÿ 민주시민교육원의 역할은 지역의 민주시민교육기간에 지원, 조사, 평가에 있음.
Ÿ 광역단체는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며, 기초단체는 민주시민
교육 학습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음. 민주시민교육은 바로 이러한 지자체
의 민주시민교육기관을 다양한 차원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됨.
Ÿ 이러한 운영방식은 그동안 조례를 제정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시행 또는 준비하는
지자체의 현실을 담아내면서 민주시민교육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 교육기관 운영현황 조사: 남인순-3건 의원안
－ 교육담당자 교육훈련, 교육관련 조사연구, 연구결과 출판 및 발표, 국제협력사업:
박명환, 이은영 의원안
－ 기관운영현황 조사, 교육센터 및 학습관 지원,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소병훈 의원안
－ 위원회 사무처리, 교육지원 연구․개발: 이언주 의원안
－ 선거정치교육센터, 지역 여건에 맞는 선거정치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보급, 지
역의 선거정치교육 수요자에 대한 교육,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및 선거정치교육단
체 간의 협력 망 구축·운영: 황영철 의원안
⧠ 민주시민교육위원회 및 민주시민교육원의 설치(주무기관)에 따른 법률안 분류
○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하는 법률안10)
－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방안의 장점
Ÿ 민주시민교육 관련 사항의 기획, 실행을 위한 운영과 예산 확보에 안정성이 있음.

10) 국회의원 남인순 시민사회활성화법제개선위원회, [민주시민교육지원법 무엇을 담아야 하나?] 2017.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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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전달체계 수립이 용이하여 효과적인 자원동원 및 분배, 실행력을 확보될 수 있음.
Ÿ 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조정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방안의 단점
Ÿ 조직의 관료체계에 내재하는 경직성으로 인해 추진의 유연성이 확보될 수 없음.
Ÿ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한 부처로서 정부가 바뀔 때 마다 추구하는 정책이 변화하
게 되는데, 그 변화의 파동으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의 한계가 예상될 수 있음.
즉,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는데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데 용이하지 않음.
Ÿ 지방자치가 강화되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할 수 있음. 법안에 따르면, 민주시민교
육지원 예산을 행정안전부가 확보하면서 지자체에 예산을 분배하는 구조로 설계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지방자치가 위축되며 중앙집권적 요소가 강화될 수 있음.
－ 이 방안은 남인순 의원이 제출한 3건의 발의안(2015, 2016, 2020)에 의해 제시됨.
○ 국회(입법부) 소속으로 하는 법률안
－ 국회에 설치하는 방안의 장점
Ÿ 민주시민교육의 기본계획 및 운영관련 사항을 총괄하는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입법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안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의결에 높은 수준의 정당성
과 위상을 제공함. 국회는 국민의 민의가 집약되는 대의기관이라는 점에서 입법
부의 의결사항은 다른 기관보다 정당성과 완결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Ÿ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부의 특성상 하위법령인 조례에 근거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지원조례의 제정범위의 법률과의 적합성, 체계성에
대한 검토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조례에서 규정된 민주시민교육 관련
사항이 법률과 상충하거나 중복될 경우 법률적 검토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음.
－ 국회에 설치하는 방안의 단점
Ÿ 국회(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고도의 교육적 중립성에 대
한 신뢰를 확보해야 할 민주시민교육이 국회의 여·야 정치세력관계에 의해 좌지
우지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 국회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중립이 지켜질 수 없는
장소로서, 여야가 분명히 나뉘고 과반이 분명히 나뉘는 세력관계에서 정치중립적
인 민주시민교육이 일관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시행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Ÿ 2020년에 제출된 두 개의 법안을 제외하고(현재 심사 중) 지금까지 제출된 9개
의 법안 모두 폐기되었음. 이는 국회가 민주시민교육의 실시에 유보적 입장을 취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9개의 법안이 폐기되는 동안 지자체에서는 54개의 조
례가 만들어지고 민주시민교육의 저변이 확대되었음. 여전히 민주시민교육의 실
시에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많은 상황에서 국회 소관으로 민주

- 66 -

시민교육을 실시할 경우 여·야간의 정치적 갈등이 증폭될 수 있음. 물론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규정을 통해 국회의 정치적 세력관계를 완화시킬 수 있음.
－ 이 방안은 박명환(1997), 이은영(2007) 의원에 의해 제시됨.
○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는 방안
－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는 여러 부처의 업무와 연계되고 있어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총괄․조정이 요구됨. 총리실 산하에 위치함으로써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를 모두
포괄하므로 민주시민교육과 연관된 업무 조정이나 정책 조율이 용이할 수도 있음.
－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민주시민교육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접근임. 민주시민
교육은 부처의 조율 보다는 독립성과 중립성의 논리에 의해 조직화되고 추진되어
야 함. 따라서 행정부의 총괄부서인 국무총리실에 민주시민교육을 귀속시킨다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의 고유한 원리와 원칙을 고려하지 못한 접근에 해당함.
－ 이 방안은 김찬진(2000), 소병훈(2019) 의원에 의해 제시됨.
○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방안
－ 독립조직으로 설치하는 방안은 획일화된 체제를 벗어나 교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재원확보 가능성, 체계적 조직운영, 효율성의 측
면에서는 공조직방식에 비해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 책임성 확보의 문제도 있음.
－ 독립기구 안은 이언주(2015) 의원에 의해 제시됨.
○ 교육부 소속으로 하는 방안
－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 소속 학교민주시
민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감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실시의 주체가 되는 방
안이 제시되었지만,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학교 밖 민주시민교육의 기본계
획 수립 및 운영과 학교민주시민교육과의 조화와 연계를 확보하는 문제가 있음.
－ 이 방안은 이철희(2019), 박찬대(2020)의 의원에 의해 제시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으로 하는 방안
－ 장점
Ÿ 중앙선관위가 구축·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 체계 및 운영방식을 활용할 수 있음.
중앙선관위는 20년 이상 꾸준히 학생, 정당,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
의 노하우를 축적해왔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비해 교육적 정당성이 높음.
Ÿ 예산 및 행정체계도 기존 중앙선관위 사업을 유지하면서 확대·발전시킬 수 있음.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와 249개 구·시·군에 선관위 조직을 운
영하고 있으며, 이렇게 전국에 체계적으로 구축된 중앙선관위 조직을 활용할 경
우,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과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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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중앙선관위가 독립적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에 유리
함. 민주시민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독립성과 중립성으로서, 그것이 최고로
확보될 수 있는 기관인 중앙선관위가 민주시민교육을 주관하는 것이 자연스러움
－ 단점
Ÿ 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의 본래 기능인 ‘선거관리’를 넘어 확대하려
는 취지에 반대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어 중앙선관위 소관 방안의 추진이 어려움.
Ÿ 황영철(2013) 의원의 법안에는 선거정치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이 중앙선관위로
제시되어 있으나, 그것은 중앙선관위의 고유 업무를 재확인하며 그 역할을 명시
한 것으로 해석됨. 선거정치교육도 민주시민교육과 같은 것이지만, 황영철 의원
의 법안은 다른 법안이 제시하는 민주시민교육과 결이 조금 다른 법안임.
[표 14] 민주시민교육지원 관련 법안 발의현황

발의의원

법안명

주요 내용
민주시민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7인의 학술자문위원회 설치
국회 소속 11인 이내의 초당적 민주시민교육원 설립
- 가정 학교 교육단체 사회단체 및 정당구성원 포함 국민 대상 교
육
- 민간 정부 정당이 참여하는 민주시민교육전문가에 의한 교육
- 교육원 업무 관련 주요 사항 이사회 의결
- 3년 단위 사업계획 수립, 이사회 승인
- 교육원 소요경비는 출연금에서 충당
-

·
·

-

박명환의원
(150785;

민주시민
교육지원
법안

1997.10.31.)

·
·

·

국무총리 산하 중앙시민교육위원회 설치(11인)
시 도지사 소속 지방시민교육위원회 설치
- 중앙시민교육위원회는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시도지사는 세
부계획 매년 수립 시행, 국회 보고
-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시민교육지원단 설치
- 시민교육 방법연구, 교재개발, 교육훈련을 위해 한국시민교육센
터 설치
- 시민교육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시민교육평가위원회 설치(정당
의 의석비율에 따라 7인의 국회의원으로 구성)
- 시민교육은 시민교육위원회가 주관하되, 각급 교육기관시민단
체도 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시민교육위원회 등의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 협조요청
-

·

·

김찬진의원
(152542;

시민교육
진흥법안

2000.1.3.)

민주시민기본정책 수립위해 학술자문위원회 설치
국회 소속으로 11인 이내의 초당적 민주시민교육원 설치
- 가정 학교 교육단체 사회단체 및 정당구성원 포함 전 국민 대상
교육
- 민간 정부 정당이 참여하는 민주시민교육전문가에 의한 교육
- 교육원 업무 관련 주요 사항 의결은 이사회 설치
- 교육원은 3년 단위 사업계획 수립, 이사회 승인
- 교육원 소요경비는 출연금에서 충당
-

이은영의원
(176774;
2007.6.5.)

민주시민
교육지원
법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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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정치교육원 설치
선거정치교육원장은 3년마다 선거정치교육종합계획을 수립 시
행
선거정치교육원에 선거정치교육심의위원회 설치, 정당,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으로 구성
- 특별 광역시 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정치교육센터 설치
- 선거정치교육 활성화 통해 정치참여 지원 및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정치교육사업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협조 요청
- 선거정치교육 법인단체 지정 및 지원, 지정취소, 시정 또는 운
영정지 명령

·

-

황영철의원
(1905011;
2013.5.20.)

선거정치
교육지원
법률안

·

·

독립기구인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대통령 11인 임명(국회선
출 3인, 대통령지명 3인, 대법원장지명 3인, 위원회추천 2인)
- 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 3년 단위 수립.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
계획 위원회 제출
- 민주시민교육원 및 지역민주시민교육원 설치
- 위원의 직무수행 보장 위해 직무수행 불가능한 경우(금고, 질
병)에 한해 면직
- 위원회의 국가 또는 지자체에 교육 관련 제도개선 권고 및 권
고시 이행노력
- 국가 및 지자체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업주의 교육기회 확대
노력, 국민의 교육권 보장
-

이언주의원
(1913768;
2015.1.22.)

민주시민
교육지원
법안

·

행자부 산하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년 단위 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 수립
- 시 도지사 연도별 교육계획 수립 시행, 결과보고서 행자부장관
제출
- 민주시민교육원 설립
-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지정(시 도, 구 시 군), 민주시민교육
학습기관(구 시 군) 지정 운영
- 교육기관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경비지원
- 국가와 지자체의 민주시민교육 기회 제공, 행정적 재정적 지원
- 국공립기관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유급휴가 보장 또는 도서
비 교육비 지원
-

- 5

남인순의원
(1913924;
2015.2.5)

민주시민
교육지원
법안

·

·

· ·

·

·

·

· ·

·

·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행자부장관 소속 민주시민교육원 설립
- 5년 단위 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 수립
- 시 도지사 연도별 교육계획 수립 시행, 결과보고서 행자부장관
제출
-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지정(시 도, 구 시 군), 민주시민교육
학습기관(구 시 군) 지정 운영
- 교육기관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경비지원
- 국공립기관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유급휴가 보장 또는 도서
비 교육비 지원
-

남인순의원
(2002333;
2016.9.19.)

민주시민
교육지원
법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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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국무총리 소속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 3년 단위 수립
- 교육업무 수행 위한 민주시민교육원 설립
- 시도지사 연도별 시행계획 결과보고 매년 2월말까지 총리에게
제출
-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지정(시 도, 구 시 군), 민주시민교육
학습기관(구 시 군) 지정 운영
- 국가와 지자체의 민주시민교육 기회 제공, 행정적 재정적 지원
- 교육기관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경비지원
-

소병훈의원
(2019019;
2019.3.7.)

민주시민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 ·

·

·

·

· ·

·

교육부장관 소속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학교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4년마다 수립 제출(교육부장관),
지자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교육감)
-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시책 마련, 행정적 재정적 지원
-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교육과정 포함, 정치적 중립에 따라 학생
들의 능동적 자율적 참여원칙
- 교육과정에 민주시민교육 과목 편성 운영, 학교장은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실시

∙

-

·

-

이철희의원
(2023728;
2019.11.12.)

학교민주
시민교육
법안

·

·

·

행정안정부장관 소속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년 단위 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 수립
- 시 도지사 연도별 교육계획 수립 시행, 결과보고서 행안부장관
제출
- 민주시민교육원 설립
-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지정(시 도, 구 시 군), 민주시민교육
학습기관(구 시 군) 지정 운영
- 교육기관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경비지원
-

- 5

남인순의원
(2100054;
2020.6.1)

민주시민
교육지원
법안

·

·

· ·

·

·

·

· ·

교육부장관 소속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 학교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4년마다 수립(교육부장관), 지자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교육감)
-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교육과정 포함, 정치적 중립에 따라 학생
들의 능동적 자율적 참여원칙
- 교육과정에 민주시민교육 과목 편성 운영, 학교장은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실시
-

박찬대의원
(2102063;
2020.7.6.)

학교민주
시민교육
법안

·

·

·

·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최종 검색일: 2020.8.24),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ProposalResul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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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법안에 나타난 취약한 부분에 대한 분석
⧠ 제정된 54개 조례에 비해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이 부실한 최근 법안
○ 남인순(2020) 의원안에 제시된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
－ 네 가지 원칙: ① 민주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시킴. ② 정치적 중
립성을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특정 개인, 정당 또는 정치적 세력의 이익을 옹호하
는 방향으로 실시하지 않음. ③ 민주시민교육기관의 조직 및 활동의 독립성을 최대
한 보장함. ④ 학교와 사회 각 영역에서 모든 사람에게 평생 동안 장려함.
－ ①은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내용에 제시되어 있음. 동일한 것이 최상위 규정에 해
당하는 개념과 차상위 규정에 해당하는 기본원칙과 내용에 중복적으로 적시되어
규범 배열이 논리적이지 않음. 내용의 동어반복으로서 강조의 효과밖에 없음.
－ ②는 민주시민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하나의 금지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음.
－ ③은 교육기관의 조직 및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외부의 개입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냄. 즉, 이 원칙에 입각하여 특정 이익을 옹호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가질 수도 있어서, 이는 정치적 중립성 원칙과 배치될 수 있음.
－ ④는 민주시민교육의 시기(평생)와 범위(학교 안 밖)를 규정함. 이러한 규정이 필
요하지만 차상위 규정에 해당하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에는 적합하지 않음.
－ 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은 민주시민교육의 본질과 특성에 배치됨. 정치적 중립성
원칙은 특정(개인, 정당, 정치세력)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하지 말라는 것
이지만 민주시민교육에서는 이와 반대로 특정한 이익 옹호가 열린 공론장에서 자
유롭게 펼쳐지도록 유도해야 하고, 다양한 이익이 균형점을 찾아 나아가도록 이끌
어주어야 함. ②와 같이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해 놓으면 다양한 의견과 이익이 표출
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이는 민주시민교육의 본질에 역행하게 됨.
○ 박찬대(2020) 의원안에 제시된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
－ 네 가지 원칙: ① 학생은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적 배경에 상관없이 학교민주시민교
육을 받을 권리를 가짐. ② 장기적 차원에서 계획·실시하며,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
에 포함시켜 지속적으로 실시함. ③ 우리 사회에서 서로 다른 입장이나 관점을 학교
교육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제공하고 다루어야 하며, 주입이나 교화는 금지함. ④ 학
생들이 사회문제 해결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함.
－ ①은 당연한 것을 적시하고 있어서 기본원칙으로 의미가 없음.
－ ②는 교육과정의 마련을 규정하고 있어서 시행의 방법으로서 기본원칙을 나타냄.
－ ③은 주입과 교화의 금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보이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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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흐 합의(Beutelsbacher consensus)11)의 기본원칙 중 하나로 표명하고 있음.
Ÿ 주입금지 원칙은 민주시민교육조례를 제정한 11개 광역자치단체(서울, 부산, 광
주, 세종, 인천, 경기, 전북, 충남, 충북) 중에서 9곳과 조례를 제정한 10개의 모든
시·도교육청에 반영됨. 논쟁성 원칙은 6개의 광역단체와 4개의 시·도교육청의 조
례에 반영됨. 광역단체 5곳과, 시·도교육청 4곳은 두 가지 원칙을 모두 반영함. 강
원도와 경북의 교육청 조례에는 두 가지 원칙 중 어느 하나도 반영되지 않음.
Ÿ 주입금지의 원칙은 교화금지(Indoktrinationsverbot)의 원칙으로도 불리며, 학생
또는 피교육자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함. 교사는 학생이 특정한 사실에 관해 스스로 자신의 견해를 형성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임. 정치교육 교수법에 있어서 이 원
칙은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이성과 판단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동기가 부여되어
야 한다는 것을 말함. 따라서 학생이 정치적 사실에 대한 자신의 독자적인 견해를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며, 판단 과정에서 교사의 간섭을 받거나
조정되지 말아야 함. 독일에서 이 원칙은 특히 성장기의 학생이 향후 자율적 판단
능력을 지닌 성숙한 민주시민의 역량을 갖추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간주됨.
Ÿ 논쟁성 원칙은 학문과 정치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에서도 논쟁적으로 나타나도
록 한다는 것을 의미함. 강압금지의 원칙과 밀접하게 연관된 이 원칙은 특정의 사
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상이한 모든 관점들이 분명하게 언급되고 대
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함. 즉, 다양한 관점들이 고려되지
않거나 논의되지 않으면 학생들이 특정의 판단으로 유도될 수 있는 반면, 대안들
에 대한 충분한 논의는 주제를 비판적·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
다는 것임. 이 원칙은 다양한 관점을 인정하는 다원주의적 사회의 존재 여건임.
Ÿ 학생중심성 원칙은 앞의 ‘강압(강제)금지’와 ‘논쟁성 규정’을 전제로 하며, 학생
의 분석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관심이 수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함. 즉, 교사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수업이 아니라 학생 또는 교
육대상자 지향적인 수업을 통해 자기의견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임.
11)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1976년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州) 정치교육원의 주도 하에 이루어짐. 현재까지
모든 학교의 정치역사 수업의 공인된 표준임.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Baden-Württemberg.
Beutelsbacher Konsens(최종 검색일: 2020. 8. 26.), <https://www.lpb-bw.de/beutelsbacher-konsens>
1976년 가을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정치교육원이 정치교육 과목의 교과안을 둘러싸고 첨예화된 이론적·
정치적 양극화와 그로 인한 해당 주 정치교육원이 정치적으로 도구화되는 위험의 타개책을 마련하고자 주관
한 토론회에서 유래함. 슈투트가르트 인근의 마을 보이텔스바흐에서 열린 이 토론회에 학교의 정치교육 과목
수업방식에 대해 상이한 이론적 관점을 갖는 교수들이 초청되었고, 당시 주관 주 정치교육원 편집국장이던 한
스-게오르크 벨링(Hans-Georg Wehling)이 회의록을 작성하여 정치교육 방법의 최소 조건을 규정한 것임.
[보이텔스바흐 합의 3원칙]: 첫째는 특정 가치·의견·주장의 “주입(강제)금지 원칙(Überwältigungsverbot)”이
며, 둘째는 정치의 현장에서 논란이 되는 쟁점은 교육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논쟁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논
쟁성 원칙(Kontroversität)”이며, 셋째는 학습자는 특정한 정치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분석하고 자기 의견을
형성하고 자신의 이해를 위해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학생중심성 원칙(Schülerorientierung)”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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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독일에서 정치교육은 헌법적 근본 가치들과 민주주의 제도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
여 교육 대상자가 규범과 비판적인 거리를 두고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배
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이를 통해 교육 대상자가 자신의
독자적인 견해와 판단능력을 스스로 형성해가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임.
Ÿ 보이텔스바흐 합의에서 비롯된 논쟁성 원칙은 정치적 중립의 원칙과 경계가 모호
할 수 있음. 논쟁성 원칙은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것은 가감 없이 논쟁적으로 다루
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서 논쟁적인 주제에 대한 교사나 강사의 정
치적 중립을 어떻게,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함. 독일의 학교교육
이나 민주시민교육의 전문가들은 민주주의 기본가치에 반하는 논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단호히 분명한 입장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12)
－ ④는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에 표명되고 있는 내용과 같아서 동어반복에 해당함.
○ 남인순, 박찬대 의원안에 제시된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에 대한 평가
－ 남인순 법안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은 54개의 지자체 조례에 이미 보편적으
로 표명된 주입(강제) 금지, 논쟁성 원칙을 반영하고 있지 않고, 그 의미가 모호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기본원칙을 제시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의 본질에 배치됨.
－ 박찬대 법안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은 10개의 시도교육청의 조례에 보편적
으로 표명된 주입(강제) 금지, 논쟁성 원칙 중에서 단지 주입(강제) 금지를 제시하
고 있어서 10개 시·도교육청의 조례를 포용하고 있지 않음. 특히, 논쟁성 원칙이 민
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으면 학교에서의 토론 수업은 불가능함.
따라서 박찬대 법안에 따라서는 역동적인 학교시민교육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음.
－ 민주시민교육의 중요한 원칙은 교육대상자가 공동체의 이슈와 문제와 관련하여 스
스로 ‘자기의견을 갖도록’ 교화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에 있으나, 우리의 조례와 법안에는 교육대상자가 ‘자기의견을 갖도록’ 한다는 보이
텔스바흐의 세 번째 원칙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한계점을 나타냄.
－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에 관련하여 최근 두 개의 법안은 54개의 조례에 표명된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반영하여 상위법과 하위법간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
나아가 민주시민교육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기본원칙을 반영해야 함. 이러
한 맥락에서 남인순 법안이 표명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 원칙은 재고의 대상이 되며,
자치단체가 표명하고 있는 교화금지, 논쟁성 재현의 원칙을 반영하고, 나아가 이러
한 두 가지 원칙이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인 자기의견을 갖도록 구현한다는 점을 원
칙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음. 박찬대 법안도 같은 맥락에서 수정될 필요가 있음.
12)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Kontroversität: Wie weit geht das Kontroversitätsgebot für die
politische Bildung?(최종 검색일: 2020.8.26.), <https://m.bpb.de/gesellschaft/bildung/politische-bildung/1
93225/kontroversita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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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법안에서 나타난 일관적·포괄적·보편적이지 못한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 남인순, 박찬대 법안에 제시된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 남인순 법안의 민주시민교육 개념: “모든 국민이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
지는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필
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
Ÿ 광역자치단체 조례의 민주시민교육 개념과 유사함: 서울은 “민주사회의 지속 발
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민주시민교육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남인
순 법안에 제시된 개념의 내용과 약 70% 유사함. 경기도는 “경기도민이 민주주
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민주시민교육이라고 규정함. 이는 남인순 법안의 내용과 99% 일치함.
Ÿ 인천, 대전, 부산, 세종, 전남, 전북, 충남, 충북은 서울의 개념을 따르고 있음. 다
수의 광역단체가 서울 조례에 제시된 개념을 반영하고 있음에도 남인순 법안은
유일하게 다른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경기도 조례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음. 경기도와 서울의 개념이 내용상 큰 차이는 없지만, 상위법으로서
법률은 다수의 조례에 표현된 방식을 반영함으로써 보편성, 일관성, 포괄성을 획
득할 수 있음. 나아가 서울의 개념이 추상성이 높아 보편적 개념으로 적합함.
－ 박찬대 법안의 민주시민교육 개념: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제도를 이해하고 그 가
치를 존중하며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배
려하는 등 민주시민의식을 높여 공동체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비판적으로 사고
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Ÿ 서울시, 경기도 교육청 등 다수의 조례에 규정된 개념: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참
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
Ÿ 인천, 광주, 충남 교육청 조례는 서울시 조례에 규정된 개념을 그대로 반영함.
Ÿ 박찬대 법안에 제시된 개념은 우선 서울시와 경기도 교육청의 개념과 다르며(사
회 참여를 강조한 것은 경기도와 서울시 교육청의 조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경기도 조례를 따르는 남인순 법안의 개념과도 다르며, 다수의 광역단체 조례와
3개의 시도교육청이 반영한 서울시 조례의 개념과는 매우 현격하게 차이를 보임.
Ÿ 교육부 종합계획의 개념과 유사함. 개념은 내용을 견인할 추상적 보편성을 지닌
상위 규정이어야 함. 교육에서 다룰 내용이 이미 구체적으로 적시된 개념은 개념
이 아님. 민주주의 이해, 사회 참여, 비판적 사고, 배려의 도덕성이 단순 나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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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보편적인 민주시민교육 개념의 확립
－ 남인순 법안이 경기도 조례의 개념을 차용해서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만, 다수의 광역단체 조례는 서울시의 개념 규정을 반영하고 있기에, 나아가 서
울시의 개념 규정이 보다 개념적 추상성을 내재하고 있기에, 하나의 일관적이고 보
편적인 개념 사용을 위해 서울시 조례의 민주시민교육 개념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
－ 하지만 민주시민교육의 명칭을 ‘민주’라는 용어 때문에 부담스러워 [시민교육]으로
변경할 경우, 광역단체의 조례, 시·도교육청의 조례, 민주시민교육의 본질, 보이텔
스바흐 합의의 기본원칙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시민교육의 개념을 제안함.
Ÿ 시민교육이란 “인간을 공동체에서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시민’으로 성
장시키는 교육으로서, 기초역량(양심·자율, 공감, 생각(이성), 표현(감정), 호기
심)을 활성화하여 시민역량(가치역량, 관계역량, 사고역량, 소통역량, 학습역량)
으로 고양시키는 교육이며, 자기의견을 형성하도록 하여 민주시민·세계시민으로
서 공적 사안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교육”임(장준호 2020, p. 144).
Ÿ 이러한 시민교육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교화금지”와 “논쟁성 재현”이 제시되
고, 시민교육의 내용으로 남인순 법안, 박찬대 법안 등 자치단체의 조례에 제시된
헌법의 가치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을 제시하면, 이러한 시민교육을
통해 각자는 기초역량에 기초한 시민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이며 자기의견을 형
성하여 민주시민과 세계시민으로서 공적 사안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임.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시민교육지원법안 모색
⧠ 본 연구의 검토 내용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여러 추진 방안 중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로 시민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원회 산하에 독립적 전담기구를 설치할 경우, 시민교육의 중
립성, 공정성,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독립적인 시민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해 조직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확보가 가능하
며. 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선거방송토론
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의 성공적인 운영은 좋은 사례가 될 것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년 이상의 시민교육 경험과 노하우 보유하고 있고, 전국 규
모의 조직·시설 등의 활용이 가능하여 전문성과 효율성, 경제성 제고가 가능할 것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시민교육지원법]의 기본 골격
○ 민주시민교육의 명칭을 [시민교육]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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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의 명칭은 ‘민주’를 삭제하고 [시민교육지원법안]으로 할 필요성 제기
－ 시민교육으로 변경하는 이유는 민주시민교육은 시민교육이며, 해외에서도 민주라
는 용어를 앞에 붙여서 개념화하는 경우는 없음.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 민주주
의의 학습과 관련된 교육을 시민교육이라고 하고, 독일은 정치교육이라고 함. 나아
가 ‘민주’라는 용어를 붙여 사용할 경우, 특정 정당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명칭에서
부터 시민교육이 지향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음.
－ 시민교육을 헌법에 기초한 가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시민역량
을 길러주는 교육으로(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개념화함.
○ 시민교육의 기본원칙 제시
－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깃든 3가지 원칙을 수용. 자기의견의 형성이 가능하도록 교화
금지, 논쟁성 재현의 원칙이 시민교육의 기본원칙으로 제시될 수 있는 방안 모색
Ÿ 제정된 지자체의 다수 조례에 교화 금지와 논쟁성 재현의 원칙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원칙을 새로운 법안에 반영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적절함.
Ÿ 이러한 두 가지 원칙을 반영함으로써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법안이 될 수 있음.
－ 교화 금지, 논쟁성 재현의 원칙이 정치적 중립성의 원칙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예컨대, 정치적 중립성의 원칙은 조직(시민교육위원회, 시민교육원)에서
관철되어야 할 원칙이고, 교화 금지와 논쟁성 재현 원칙은 각 교육기관과 더불어 교
육자가 교육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교육적 원칙’임.
○ 시민교육을 총괄할 위원회와 시민교육원의 제시
－ 남인순(2020) 법안을 분석하여 시민교육위원회와 시민교육원의 역할을 제시함.
－ 시민교육위원회와 시민교육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상함.
Ÿ 이러한 위원회는 독립된 조직으로 설계되어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Ÿ 교섭단체 정당 및 중앙선관위, 학회, 법조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
하여 중립성 보장
－ 시민교육원은 기존의 중앙선관위의 선거연수원과 상관없는 별도의 독립적 조직임.
○ 광역단체, 기초단체, 시·도교육청 등과의 협력 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
－ 2020년 기준으로 광역단체 11곳, 기초단체 33곳, 시·도교육청 10곳에서 민주시민
교육조례를 제정하여 민주시민교육의 시행을 위한 조직을 갖추고 있는 상황임.
－ 이는 시민교육위원회가 지자체의 민주시민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의미함. 그것이 평생교육진흥원이거나, 위탁기관이거나, 재단법인이든지 지역 선관
위와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13)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자체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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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속에 반영시켜야 함. 나아가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해야 함.14)
－ 법안의 명칭이 시민교육지원법이기 때문에 기존의 54개 조례의 명칭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순차적으로 시민교육지원법으로 수정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Ÿ 법안의 조항에 기존 조례의 명칭을 [시민교육지원법]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함.
Ÿ 명칭을 개정할 때 조례의 내용도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요청할 경우
시민교육위원회에서 지자체의 조례 수정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
Ÿ 박찬대(2020) 법안의 명칭도 [학교시민교육법안]으로 수정될 수 있도록 함. 별
도로 [학교시민교육법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국회에 있으면, 별도의 법안을
만들어야 하지만 그럴 경우 [시민교육지원법안]과 개념, 원칙, 내용이 일관적·통
일적일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함. 두 법안을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것도 가능함.
－ 기존에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해 온 기관과의 협력체계에 대한 구상도 제시함.
Ÿ 시민교육원과 선거연수원과의 관계(역할, 위상)를 명확히 규정
Ÿ 민주화기념사업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규정도 구상해야 함.15)
Ÿ 시민사회의 시민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구상해야 함.
－ 시민교육 프로그램 다양성, 지역적 특성, 민관협력 다각화를 모색해야 함.
Ÿ 첫째, 시민교육 대상의 직업과 연령분포, 교육수준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과 프
로그램 구성의 다양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획일화된 교육내용이 아닌 교육수
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이 적용되어야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Ÿ 둘째, 지역적 특성과 지역사회 현안들이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구성에 반영될 필
요가 있음. 예컨대, 연천, 파주, 철원, 고성 등 접경지역의 경우 통일과 연계한 교
육내용이 해당 지역주민의 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음.16) 또한 의료
13) 민주시민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교육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자체마다 위임사무를 수탁하는 법인과 단체의 법적 성
격이 다름. 수탁법인 및 단체에는 공공기관보다 민간 법인·단체인 경우가 현저히 많음.
14) 민주시민교육 추진에 있어 (학교)민주주의, 평화·통일교육, 다문화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교육청의 민주
시민교육은 기본적으로 교과과정과의 연계, 참여와 실천을 중심에 두고 있음. 하지만,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
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민주시민교육이 국가주의적 교육으로 오해받고 있으며,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
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나아가 학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교육 주체가 제한적, 형식적 권한
만을 갖고 있는 상황으로 민주적인 학교 환경 조성이 미흡한 상황임. 또한 입시 위주의 교육 구조로 인한 민
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할 수 없다는 한계에 직면해 있음. 18세 선거권이 도입된 상황에서 청소년을 위한 선거
및 정치 교육(시민교육)관련 중앙선관위가 시·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려있는 상태임.
1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2002년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의 틀과 방향을 정립하고 있음. 교육자
료 개발,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시민 대상 연수 및 체험 프로그램, 시민교육활동가 아카데미, 교사연수, 서
울민주시민아카데미,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 대회, 시민단체 지원 민주시민교육 등을 실시함. 최근 시민사회와
간담회, 시민교육활동가 워크숍, 전국민주시민교육 토론회 등을 추진하며 전국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조직화
하고 있음. 2010년 중앙선관위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진보·보수 단체, 공공기관, 학계와 함께 ‘민주시민교
육거버넌스’를 결성한 경험이 있음. 이는 거버넌스 구축에 두 기관의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줌.
16) 현재 연천군은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계획 수립 시 통일평생교육진흥협의회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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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정비가 미흡하거나 취약한 도서산간 지역의 경우 의료복지 관련 주제를 시
민교육과 연계하는 방안이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유의미할 것임. 이처럼 지역별
현안 및 주민관심이 집중되는 통일, 의료, 복지, 환경 등 다양한 현안을 중심으로
그와 연계된 시민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Ÿ 셋째, 다양한 조합의 민·관 협력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기존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은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민관 협력거버넌스 체계를 구
축해 왔으나, 더욱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시민단체, 교육기관, 지방대학도 교육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프로그램 구축 및 콘텐츠 개발의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민·관 협력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광역과 기초
단체 간 협력채널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업무협약이 중복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교육 프로그램 및 강사인력 공유, 사업노하우 교류에 기여할 수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시민교육지원법안]의 핵심 사안 구상
○ 시민교육위원회와 감독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 남인순(2020) 법안에서 제시된 민주시민교육의 주무부서는 행정안전부임.
Ÿ 행정안전부가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주시민교육위원회는 심의·
의결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음. 행정안전부가 민주시민교육을 주도하는 구조임.
Ÿ 민주시민교육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민주시민교육의 기본방향과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제시되어 있음.
Ÿ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11명 위원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함. 전문
가 중심으로 임명하는데, 임명의 기준에 정치적 균형을 맞추는 조건은 부재함.
－ 남인순 법안과 차별되는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적인 시민교육위원회의 구성 방식
Ÿ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완전히 독립된 형태로 설
치함. 시민교육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보장될 수 있는 위상을 지님.
Ÿ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시민교육위원회가 민주시민교육의 기본계획, 실
시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하도록 해서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
Ÿ 시민교육위원회의 위원도 국회의 교섭단체 정당이 각 1명씩, 중앙선관위, 학계,
법조계, 언론인단체, 시민교육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위촉
Ÿ 시민교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교육위원회에 감독위원
회를 설치. 감독위원회 구성은 국회 교섭단체 정당과 중앙선관위에서 추천한 시
민교육 전문가로 구성하거나, 국회 교섭단체별 국회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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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교육원의 위상과 역할
－ 남인순(2020) 법안에서 민주시민교육원은 행정안전부가 재단법인으로 설립함.
Ÿ 재단법인의 형태로 민주시민교육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음.
Ÿ 민주시민교육원장은 민주시민교육위원회에서 추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함.
Ÿ 행정안전부가 수립하고 민주시민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민주시민교육 기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지원하며, 민주시민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
－ 남인순 법안과 차별되는 중앙선관위 소관 시민교육원 위상(중앙선관위에서 설립)
Ÿ 시민교육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중앙선관위에서 임명할 수 있을 것임.
Ÿ 시민교육위원회가 머리의 역할, 시민교육원은 손발의 역할을 수행. 즉, 시민교육
위원회가 수립한 민주시민교육 기본 계획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역할 담당
Ÿ 시민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교육 자료 제공
⧠ 교육부·민주시민교육 기관 등과의 협업을 위한 제언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과의 협력 파트너십 구축
－ 현재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의 종합계획을 세워 학교 현장에 민주시민교육을 도입
하고 있고, 국회에 학교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을 제안한 상태임. 나아가 18세 선거
권이 도입되어 학교 현장에서 선거와 민주주의 교육에 대한 요구가 점증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선관위가 민주시민교육의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
으로서, 교육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18세 선거권 교육부터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앙선관위의 노하우가 교사연수 또는 현장투입 등으로 실현되도록 함.
－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마련한 10개의 시·도교육청과는 물론 조례가 없는 시도교육
청과의 민주시민교육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함. 선거법 및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수준 높고 재미있는 교재개발, 교사연수, 현장투입에 적극적이어야 함.
특히,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거교육은 중앙선관위가 잘 할 수 있는 전문 영역
으로서, 시·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최대한 현장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자치단체와 시민교육기관과의 협력 파트너십 구축
－ 중앙선관위는 현재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가지고 있는 광역단체 11곳, 기초단체 33
곳과 민주시민교육 실시 방법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야 함. 민주시민교육 수업에 사
용될 ‘정확하고 품격 있는 자료(정보)’를 지자체의 민주시민교육기관에 상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교육정보센터를 중앙선관위에 구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임.
－ 민주시민교육기관인 민주화기념사업회와 대화를 진행하며 서로 협업의 지점을 찾
아 나아가는 것이 필요함. 시민단체와의 협력·지원 네트워크 구축도 매우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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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

⧠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발전 방안 요약 및 결론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민주시민교육 현황
－ 2014년 이후 11개 광역단체와 33개 기초단체에서 민주시민교육지원 조례를 제정
하여 시행하고 있음. 33개 기초단체는 행정구역에 속하는 광역단체의 조례에 일치
된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고 있어 다양성이 존재함. 조례 제정
이후 대부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임.
－ 광역단체의 민주시민교육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두고 그 아
래 시행 기관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이나 법인 및 위탁 기관을 통해 추진함. 기초단체
의 경우, 민주시민교육운영위원회를 두고 일반적으로 위탁 기관을 통해 추진함(군
포, 용인, 파주의 경우 자치단체가 직접 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추진함).
－ 광역단체의 조례에 규정된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은 대부분 서울시 조례의 개념 정
의를 따르고 있으나, 경기도 조례에 규정된 개념이 남인순(2020) 법안에 반영됨.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으로 교화 금지와 논쟁성 재현이 광역단체 조례에 반영되
어 있음. 교화 금지는 9곳, 논쟁성 재현은 6곳에 반영되었고, 두 가지 원칙이 모두
반영된 광역자치단체는 5곳이어서 대체로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이 반영되어
있음. 민주시민교육 내용은 모든 조례에 대체적으로 일관된 형태로 제시되어 있음.
○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 현황
－ 2015년 이후 현재까지 10개의 시·도교육청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지원 조례를 마
련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교육부도 2018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기반 연구, 교사연수, 시범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교
육부의 경우 ‘민주시민교육과’를 설치하여 민주시민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시·도교육청의 경우,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실시는 미약한 수준임. 즉, 조례에 따라 종합계획
은 마련하지만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개념부터 혼동되어 무엇을 해
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도 부재한 상황이며, 교사의 역량도 현저히 부족한 상황임.
－ 예컨대, 경기도와 서울시 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과를 설치하여 추진체계를 갖추었
음에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 실시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함. 이
는 교재가 있고 교사가 있지만, 교육을 할 시간이 확보되지 못하는 실정에 기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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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교과 교육시간과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도 민주시민교육은 뒷전임. 창의적 체험
활동시간은 본래 공동체적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만, 할 것이 많아 민주시민교육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학교
현장의 인성, 성평등, 통일교육, 안전, 다문화 등의 활동이 민주시민교육의 활동으
로 둔갑하여 시·도교육청으로 보고되기 때문에 서류상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것임.
－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하고 제일 중요한 사안은 법률제정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시수를 지정하여 필수과목로 학습하게
하는 것임. 현재 이를 위해 박찬대(2020)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임.
○ 선거연수원, 민주화기념사업회, 노무현재단의 민주시민교육 현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연수원은 매년 학생, 교사, 정당, 성인을 위한 민주시
민교육을 위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2019년 기준으로 17개의 민주시민교육 과정
을 운영했으며, 17개 과정의 운영 횟수는 2,315회이며, 참여 인원은 131,920명임.
－ 민주화기념사업회는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
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시민단
체를 지원하고 있음. 최근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 노무현재단의 경우, 민주시민교육은 노무현시민학교를 통해 진행되고 있음. 2009
년 8월부터 시민의 민주주의 역량의 강화를 목표로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주
도하는 학습 활동과 시민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국가 차원의 법률 부재로 인한 민주시민교육의 분절화

－ 2014년 서울시 조례 제정이후 5년 만에 54개의 민주시민교육지원 조례가 제정되
지만, 지자체 조례의 확산에 따른 체계성과 일관성이 미흡함. 그 동안의 조례를

포괄적, 일관적으로 반영하는 국가 차원의 민주시민교육법안이 요청됨.
－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기본원칙이 혼재되어 반영되어 있음. 시·도교육청의 조례
는 사회 참여를 위한 역량을 길러주는 것을 민주시민교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조례는 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길러주는 것이 민주시민교육
이라고 규정함. 나아가 개념을 규정하는데 각 광역단체, 시도교육청은 조금씩 다름.
－ 광역단체(11), 시·도교육청(10)의 조례(21개) 중에서 19개(9+10)의 조례가 주입
금지를, 10개(10개=6+4)의 조례가 논쟁성 재현을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으로
반영하고, 9개(5+4)의 조례에서 두 개의 기본원칙이 모두 반영되어 차이를 보임.
○ 민주시민교육의 운영방식(추진체계)의 문제점
－ 지자체의 민주시민교육 운영방식은 대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직접 기관을 설립하여
실시하는 경우와 단체와 법인에 위탁을 주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음.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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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직영과 위탁이 혼재되어 있으나, 기초자치단체는 주로 위탁의 방식을 취함.
－ 직영, 위탁, 재단법인의 방식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더라도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실제 시행에는 한계가 있음. 위탁 방
식을 취하는 지자체의 경우, 전문성을 지닌 위탁기관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광역단체는 민주시민교육의 추진체계를 갖추는데 빈약한 예산을 투여함. 평생교육
진흥원이 추진할 경우, 직업능력향상, 문화예술, 인문교양교육에 중심을 둔 평생교
육의 맥락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작은 예산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할 수 없음.
－ 지자체, 시·도교육청, 교육부가 각각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시
민교육은 일관적으로 추구되기 보다는 분절되는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지자체, 시·도교육청, 교육부의 각각 민주시민교육을 통합 관리할 조직이 요청됨.
○ 국가 차원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의 필요성
－ 논리적인 법체계를 갖추기 위해 54개 조례의 상위법으로서 법제정이 필요함. 민주
시민교육지원법이 제정되면 지자체의 54개 조례는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음. 이
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분절화와 파편화를 방지하며 체계성을 획득할 수 있음.
－ 국가의 미래는 무엇보다 사람의 역량(시민의 역량)에 달려 있음. 전문지식과 직업
적 스킬의 축적과 발전도 국가발전에 필수적 요소임. 하지만 시민성이 확보되지 않
는 사회는 당면하는 끊임없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며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없음.
－ 시민성은 일종의 메타적 역량임.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능력이 아니라 전문지식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역량으로서, 타자와 함께 협력하며 올바른 가치를 적용하고 소
통 및 판단하면서 객관적으로 자기의견을 형성하는 태도에 관련된 내적 역량임.
－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이 제정되어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이 학교교육에서 평생교육
의 차원까지 시민성을 메타 역량의 차원에서 습득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선거와
정치 문화는 변화할 것이고, 그에 따라 국가 경쟁력도 높은 차원으로 격상될 것임.
○ 국회의 민주시민교육지원 발의안과 “주무 기관 문제”
－ 1997년 이후 2019년까지 9개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음. 2020
년 2개의 법안이 발의됨. 위원회 심사 과정에 있는 남인순 의원의 [민주시민교육지
원법안]은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확보된 지자체 수준의 제도화를 중앙 차원에서 지
원하는 법안이며, 박찬대 의원의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은 학교 차원에서 민주시
민교육의 시행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방법, 지원 등을 규정하는 법안임.
－ 민주시민교육위원회와 민주시민교육원이 귀속되는 곳을 규정하는 소관 문제가 있
음.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민주시민교육 주무 부서를 제시함.
주무부서(정부로부터 예산을 받고 분배하는 기관)는 국회(2번), 국무총리(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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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1번), 행정안전부(3번), 교육부(2번), 독립기구(1번)로 제시되었음.
－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할 경우(남인순 법안-3건), 민주시민교육의 기획·실행을 위
한 운영·예산 확보에 안정적이고 전달체계를 일관되기 유지할 수 있으나, 관료의 경
직성에 노출되기 쉽고 정부 교체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국회 소관으로 할 경우(박명환, 이은영 법안), 국회는 민의의 대의기관이라는 점에
서 상징성이 높고 조례와 법률 간의 체계성을 높일 수 있으나, 국회에 대한 국민 신
뢰가 낮고 정치적 세력관계가 명확한 국회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국무총리 소관으로 할 경우(김찬진, 소병훈 법안), 총리실이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를 모두 포괄하므로 업무·정책 조정이 용이할 수 있으나, 민주시민교육은 본질적으
로 부처의 조율 보다는 독립성과 중립성의 논리에 의해 조직화되고 추진되어야 함.
－ 독립기구로 설치할 경우(이언주 법안), 교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점
에서 장점이 있으나, 재원확보 가능성, 체계적 조직운영,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공조
직방식에 비해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 특히 책임성 확보의 문제도 있음.
－ 교육부 소관으로 할 경우(이철희, 박찬대 법안),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민주시
민교육의 시행에 제한되어 적용됨. 교육부장관 소속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설
치하고 교육감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실시의 주체가 되는 방안이 제시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으로 할 경우, 그 동안 꾸준히 학생, 정당, 일반인 등을 대
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적 노하우를 축적해왔기 때문에 소관의 정
당성이 높음. 예산 및 행정체계도 기존 중앙선관위 사업을 유지하면서 확대·발전시
킬 수 있으며, 독립적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에 유리함.
○ 최근 법안에 나타난 취약한 부분: 기본원칙과 개념의 문제
－ 남인순 법안(2020)은 경우, 정치적 중립성 원칙은 특정(개인, 정당, 정치세력) 이
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지만, 민주시민교육에서는
이와 반대로 학습자의 특정한 이익 옹호가 열린 공론장에서 자유롭게 펼쳐지도록
유도해야 하고, 다양한 이익이 균형점을 찾아 나아가도록 이끌어주어야 함.
－ 남인순 법안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은 54개의 지자체 조례에 이미 보편적으
로 표명된 주입(강제) 금지, 논쟁성 원칙을 반영하고 있지 않고, 그 의미가 모호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기본원칙을 제시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의 본질에 배치됨.
－ 박찬대 법안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은 10개의 시도교육청의 조례에 보편적
으로 표명된 주입(강제) 금지, 논쟁성 원칙 중에서 단지 주입(강제) 금지를 제시하
고 있어서 10개 시·도교육청의 조례를 포용하고 있지 않음. 특히, 논쟁성 원칙이 민
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으면 학교에서의 토론 수업은 불가능함.
－ 민주시민교육의 중요한 원칙은 교육대상자가 공동체의 이슈와 문제와 관련하여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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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지 않고 ‘자기의견을 갖도록’ 도와주는데 있지만, 두 법안에는 교육대상자가
‘자기의견을 갖도록’ 한다는 보이텔스바흐의 세 번째 원칙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 남인순 법안(2020)에 제시된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은 보편적이지 않음. 경기도를
제외한 광역단체조례가 서울시의 민주시민교육 개념을 차용함에도 남인순 법안은
경기도 조례를 차용함. 경기도의 “모든 국민이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
는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필요
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 보다 서울의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
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의 보편성을 내재한 개념임.
－ 박찬대 법안(2020)의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은 경기도 조례에서 일부 차용하고 있
으나 교육부 종합계획의 개념과 유사함. 개념은 내용을 견인할 추상적 보편성을 지
닌 상위 규정이어야 함. 교육에서 다룰 내용이 이미 구체적으로 적시된 개념은 개념
이 아님. 민주주의 이해, 사회 참여, 비판적 사고, 배려의 도덕성이 단순 나열됨.
－ 제3의 법안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명칭을 [시민교육]으로 변경할 경우, 다음과 같은
시민교육의 개념을 제안함: “인간을 공동체에서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시
민’으로 성장시키는 교육으로서, 기초역량(양심·자율, 공감, 생각(이성), 표현(감
정), 호기심)을 활성화하여 시민역량(가치역량, 관계역량, 사고역량, 소통역량, 학
습역량)으로 고양시키는 교육이며, 자기의견을 형성하도록 하여 민주시민·세계시
민으로서 공적 사안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교육”(장준호 2020, p. 144)

⧠ 정책적 제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시민교육지원법]의 기본 골격에 대한 제언
－ 법안의 명칭은 ‘민주’를 삭제하고 [시민교육지원법안]이라고 함. 시민교육의 개념
은 광역단체 및 시·도교육청 조례, 국회 법안, 학계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제시함.
－ 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제시함.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깃든 3가지 원칙(자
기의견 형성을 위한 교화 금지와 논쟁성 재현)을 수용함. 자기의견의 형성이 가능
하도록 교화 금지, 논쟁성 재현의 원칙이 시민교육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함.
－ 교화 금지, 논쟁성 재현의 원칙이 정치적 중립성의 원칙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함. 예
컨대, 정치적 중립성의 원칙은 조직(시민교육위원회, 시민교육원)에서 지켜져야
하고, 교화 금지와 논쟁성 재현은 ‘교육의 원칙’으로 지켜져야 함. 논쟁성 재현이 보
장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민주시민교육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함.
－ 주무기관 문제에 관한 사안: 시민교육을 총괄할 위원회와 시민교육원을 제시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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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육위원회와 시민교육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상함.
이와 함께 ‘감독위원회’를 통해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함.
－ 광역단체, 기초단체, 시·도교육청 등과의 협력 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시민교육위
원회가 지자체의 민주시민교육기관, 시도교육청, 교육부, 시민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디자인함. 법안의 명칭이 시민교육지원법이기 때문에 법안의 조항에
기존 54개 조례의 명칭을 [시민교육지원법]으로 개정할 것을 명시함. 박찬대
(2020) 법안의 명칭도 [학교시민교육법안]으로 수정될 수 있도록 함. [학교시민교
육법안]이 [시민교육지원법안]과 개념, 원칙, 내용이 일관적이 되도록 조정함.
○ 중앙선관위 소관 시민교육위원회와 감독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구상
－ 시민교육위원회를 완전히 독립된 형태로 설치. 시민교육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보장될 수 있는 위상을 지님. 시민교육위원회에 민주시민교육의 기본계획,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하는 역할을 부여하여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
장함. 시민교육위원회의 위원도 국회의 교섭단체 정당이 각 1명씩, 중앙선관위, 학
계, 법조계, 언론인단체, 시민교육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위촉.
－ 시민교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교육위원회에 감독위원회
를 설치. 감독위원회 구성은 국회 교섭단체 정당과 중앙선관위에서 추천한 시민교
육 전문가로 구성하거나, 국회 교섭단체별 국회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음.
○ 중앙선관위 소관 시민교육원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구상
－ 남인순(2020) 법안에서는 민주시민교육원은 행정안전부가 재단법인으로 설립함.
재단법인의 형태로 민주시민교육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음. 민주시민
교육원장은 민주시민교육위원회에서 추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함. 민주시민교
육원은 행정안전부가 수립하고 민주시민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실현하는 지원기관임. 민주시민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
－ 중앙선관위 소관 시민교육원은 중앙선관위에서 설립한다는 점, 정무직 공무원으로
중앙선관위에서 임명한다는 점에서 남인순(2020) 법안과 차이를 보임. 최고의결
기구인 시민교육위원회는 머리(계획 수립, 기획 등)의 역할, 시민교육원은 손발(수
립된 계획과 기획의 실천)의 역할을 수행함. 나아가 시민교육원은 시민교육정보시
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교육 자료를 교육현장에 제공함.
○ 교육청, 시·도교육청, 자치단체, 민주시민교육기관과의 협력 구축
－ 중앙선관위의 강점인 18세 선거권 교육과 관련, 교육청,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
－ 자치단체에 정확한 민주시민교육 자료·정보 제공, 민주화기념사업회와 협력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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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 법안 및 조례]
1. 국회의 민주시민교육지원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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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환의원.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1997.10.31.)
박찬대의원.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2020. 6. 1.)
소병훈의원. 민주시민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2019. 3. 7.)
이언주의원.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2015. 1.22.)
이은영의원.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2007. 6. 5.)
이철희의원.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2019.11.12.)
황영철의원. 선거정치교육지원법률안. (2013. 5.20.)
2.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시민교육 조례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2020.11.12.)
계룡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2020. 7.10.)
고양시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 7.)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2019. 6.25.)
광주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2020. 4. 1.)
구리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2019. 6.20.)
군포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2020. 9.29.)
김해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2020. 6.26.)
남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2018.12.27.)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2019. 2.15.)
목포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2019.12.23.)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2019. 1.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2017. 6. 7.)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2017.10.17.)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2017. 3.23.)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2017.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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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2020. 3.2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2019. 4.10.)
성남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2019. 7.15.)
세종특별자치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2018. 4.10.)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 (2018. 2.12.)
아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2018.12.17.)
안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2019.10. 2)
안양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2019.11.15.)
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2018.10.30.)
양평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2019.12.26.)
여수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5.27)
여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2020. 6.15.)
연천군 민주시민교육 지원 조례. (2019. 9.25.)
용인시 민주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2018.12.14.)
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2018.12.31.)
의정부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2017.11.15.)
이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2019. 5. 8.)
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2019. 2.20.)
인천광역시 서구 민주시민교육 조례. (2019. 4.10.)
전라남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9.28.)
전라북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3.25.)
천안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 (2019.12.27.)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2019. 8. 7.)
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2019.11.14.)
파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2018. 9.28.)
포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2020. 9.23.)
하남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2017.12.27.)
화성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2019. 5.24.)
3. 교육자치단체의 민주시민교육 조례
강원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2019. 3. 8.)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2015. 3. 3.).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9. 7.11.)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2018. 3. 1.)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2019. 4.1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2020. 7.16.)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2016.12.29.)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2019.12.6.)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민주 시민교육 진흥 조례. (2017.10.10.)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201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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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민주시민교육 법률 및 조례 제정 현황
- 2020년 11월 기준(총 65개: 국회 11, 광역 11, 기초 33, 교육청 10) -

법안 및 조례의 명칭

발의 및 제· 개정

국회 민주시민교육지원 법안(총 11개)
박명환의원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김찬진의원 시민교육진흥법안
이은영의원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황영철의원 선거정치교육지원법률안
이언주의원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남인순의원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남인순의원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소병훈의원 민주시민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철희의원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남인순의원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박찬대의원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시민교육 조례(총 44곳 : 광역 11곳, 기초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광주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계룡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고양시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구리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군포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김해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목포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성남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
아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 90 -

1997.10.31.
2000.

1.

3.

2007.

6.

5.

2013.

5.20.

2015.

1.22.

2015.

2.

2016.

9.19.

2019.

3.

임기만료
폐기

5.

7.

2019.11.12.
2020.

6.

1.

2020.

7.

6.

위원회 심사
위원회 심사

곳)

33

2020.11.12.
2020.

4.

1.

2019.

2.15.

2019.

1.

2020.

3.26.

2018.

4.10.

2019.

2.20.

2017.

9.28.

2016.

3.25.

2019.

8.

1.

7.

2019.11.14
2020.

7.10.

2020.

1.

2019.

6.25.

2019.

6.20.

7.

2020. 9.29
2020. 6.26
2018.12.27.
2019.12.23.
2017.

6.

7.

2017.10.17.
2017.

3.23.

2017.

7.13.

2019.

4.10.

2019.

7.15.

2018.

2.12.

2018.12.17.

일부개정
제정
제정
제정
일부개정
제정
제정
제정
제정
제정
제정
제정
일부개정
개정
제정
개정
개정
제정
제정
제정
제정
제정
제정
제정
제정
제정
제정

법안 및 조례의 명칭

발의 및 제· 개정

안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안양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양평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여수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여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연천군 민주시민교육 지원 조례
용인시 민주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이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민주시민교육 조례
천안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
파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포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하남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화성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교육자치단체의 민주시민교육 조례(총 10곳)
강원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2015. 3. 3.)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2016.12.29.)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민주 시민교육 진흥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2019.10. 2
2019.11.15.
2018.10.30.
2019.12.26
2020. 5.27
2020. 6.15
2019.

9.25.

2018.12.14
2018.12.31
2017.11.15.
2019.

5.

2019.

4.10.

8.

2019.12.27
2018. 9.28
2020. 9.23
2017.12.27.
2019.

5.24.

2019.

3.

8.

2020. 5.19
2019.

7.11.

2018.

3.

2019.

4.17.

2020.

7.16.

2020.

7.

2.

2019.12.

6.

1.

2017.10.10.
2016.

5.20.

제정
개정
제정
제정
제정
제정
제정
전부개정
제정
개정
제정
제정
제정
제정
개정
제정
제정
제정
일부개정
제정
제정
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전부개정
제정
제정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
/www.law.go.kr/LSW/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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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市民敎育支援法案

發議年月日 : 1997.
發
議 案
番 號

議

10.

31.

者 : 朴明煥․曺雄奎
梁性喆․李良熙

785

李信範․元裕哲
李相培․李健介
權五乙․李錫玄
議員 外 50 人

提案理由
════
世界各國이 脫冷戰下에서 國家間의 協力을 위한 國際化, 開放化와 情報化의 方向으로 나아
가고 있으나, 南北關係는 아직도 冷戰體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政治,
經濟, 社會는 安定된 民主的 秩序가 定着되지 못하고 있는 實情임.
이를 解決하기 위하여 先進國들처럼 不斷한 意識改革을 바탕으로 하는 制度改革을 통하여
國民 개개인, 各 社會集團, 政黨 그리고 公務員들의 傳統的․權威主義的 政治文化 要素들을
極小化하고 합리적 思考를 바탕으로 한 現代的․民主主義的 政治文化 要素들을 極大化하여
21世紀 國家間의 競爭속에서 生存할 수 있고 繁榮할 수 있는 길을 摸索함으로써 民主的 政
治秩序에 대한 國民들의 參與擴大, 地方化時代에 있어 地方自治의 발전과 定着, 市民團體의
民主市民敎育 關聯活動의 정당성 부여 및 財政的 지원근거 확보뿐만 아니라 건전한 市民文
化를 造成하고 韓國社會의 民主化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를 위하여 與野의 超黨的인 合意하에 民主市民敎育院을 設置하려는 것임.

主要骨子
════
가. 敎育의 對象은 家庭, 學校, 敎育團體 그리고 社會團體 및 政黨의 構成員을 포함하는
모든 大韓民國 國民으로 함(案 第2條).
나. 敎育擔當者는 民間, 政府 및 政黨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民主市民敎育 專門家
로 함(第4條)
다. 民主市民敎育을 지원하기 위하여 國會 소속으로 超黨的인 民主市民敎育院을 둠(제9
조)
라. 敎育院은 院長과 副院長을 포함한 11人이내의 理事와 若干名의 監事를 둠(案 第9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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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敎育院의 院長과 副院長은 理事에서 選任함(제10조)
바. 敎育院의 業務에 관한 主要事項을 議決하기 위하여 理事會를 둠(제 13조)
사. 敎育院에 民主市民敎育의 기본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7人의 專門家로 구성된 學術諮
問委員會를 둠(案 第14條).
아. 敎育院은 3年마다 事業計劃을 수립하여 理事會의 승인을 얻어야 함(案 第15條).
자. 國會는 敎育院의 設立 및 운영에 소요되는 經費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出捐金을
豫算의 범위안에서 지급함(案 第16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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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

第

號

民主市民敎育支援法案
第1章

第1條(目的)

總

則

이 法은 國民의 民主市民敎育을 지원하여 民主政治文化를 함양하고

自由民主主義의 발전과 定着, 그리고 民族統一을 도모하고 人類共榮의 理想을
實現하는데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敎育對象)

이 法의 敎育對象은 家庭, 學校, 敎育團體 그리고 社會團體 및 政黨 등의

構成員을 포함한 大韓民國 國籍을 가진 모든 國民으로 한다.
第3條(敎育內容 및 방법)

①民主市民敎育의 내용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개인의 民主的 價値觀
2. 民主主義의 基本原理와 民主的 政治制度
3. 民主的 傳統思想의 繼承․발전
4. 經濟倫理와 産業民主主義에 대한 이해
5. 環境, 女性, 文化에 대한 이해
6. 情報化, 地方化 및 國際化에 대한 이해
7. 安保問題와 南北關係 및 統一問題
8. 國際關係에 대한 이해
9. 기타 民主市民敎育과 관련된 사항
②民主市民敎育은 自發的 참여를 통한 多樣性 속의 統合을 이루는 敎育方法으로
실시한다.
第4條(敎育擔當者)

民間, 政府 및 政黨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民主市民敎育

專門家가 敎育을 담당한다.

第2章 民主市民敎育院

第5條(設置)

①民主市民敎育을 지원하기 위하여 超黨的인 民主市民敎育院(이하

“敎育院”이라 한다)을 둔다.
②敎育院은 國會 소속으로 한다.
第6條(設立)

①敎育院은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登記事項은 다음과 같다.
1. 目的
2. 名稱
3. 事務所
4. 任員의 姓名과 住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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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公告의 方法
③設立登記외의 登記事項에 관하여는 民法중 財團法人의 登記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7條(定款)

敎育院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事務所의 所在地
4. 附設機構에 관한 사항
5. 理事會에 관한 사항
6. 任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7. 內部組織에 관한 사항
8. 業務에 관한 사항
9. 財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10. 公告에 관한 사항
11. 學術諮問委員會에 관한 사항
12. 定款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解散에 관한 사항
第8條(敎育院의 業務)

敎育院은 第1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業務를

수행한다.
1. 民主市民敎育의 기본정책 수립
2. 民主市民敎育의 실시 및 지원육성
3. 民主市民敎育을 담당하는 모든 분야 從事者에 대한 敎育․訓練
4. 民主市民敎育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調査․硏究
5. 民主市民敎育과 관련된 敎育機關과의 協力․調整
6. 民主市民敎育에 관한 硏究結果 出版 및 발표
7. 民主市民敎育에 관한 國際協力事業
8. 기타 民主市民敎育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第9條(任員)

①敎育院은 院長과 副院長을 포함한 11人이내의 理事와 若干名의 監事를

둔다.
②第1項의 任員중 院長과 副院長을 제외한 任員은 非常任으로 한다.
③院長과 副院長은 黨籍을 보유할 수 없다.
第10條(任員의 任命)

①院長과 副院長은 理事會에서 選任한다.

②國會議員인 理事와 監事는 交涉團體의 議席比率에 따라 選任하며, 理事會에는 若干名의
學識과 德望이 있는 人士가 포함되도록 한다.
③院長과 副院長을 제외한 理事와 監事의 選任에 관하여는 定款으로 정한다.
第11條(任員의 任期)
第12條(院長․副院長)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각각 連任할 수 있다.
①院長은 敎育院을 代表하고 그 業務를 統轄하며, 所屬職員을

指揮․監督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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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副院長은 院長을 보좌하며 院長의 有故시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13條(理事會)

①敎育院의 業務에 관한 주요사항을 議決하기 위하여 理事會를 둔다.

②理事長은 定款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理事중에서 選任한다.
③理事長은 理事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④監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다.
⑤理事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第14條(學術諮問委員會)

①敎育院에 民主市民敎育의 기본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7人의

專門家로 구성된 學術諮問委員會를 둔다.
②學術諮問委員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第15條(事業計劃의 승인)

敎育院은 3年마다 事業計劃을 수립하여 理事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16條(出捐金)

①國會는 敎育院의 設立 및 운영에 소요되는 經費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出捐金을 豫算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捐金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으로 정한다.
第17條(經費의 지원)

國會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敎育院의 사업에 소요되는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第18條(유사명칭의 사용금지)

敎育院이 아닌 者는 民主市民敎育院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第19條(民法의 準用)

敎育院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20條(過怠料)
第21條(規則)

第18條의 規定을 위반한 者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으로 정한다.

附

第1條(施行日)

則

이 法은 公布후 30日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設立準備)

①國會는 이 法 施行후 60日내에 國會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交涉團體 所屬議員 3名과 民主市民敎育 關聯專門家 若干名등 9名의 設立委員을
위촉하여 敎育院의 設立에 관한 事務를 담당하게 한다.
②設立委員은 위촉받은 後 60日내에 定款을 작성하여 國會議長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設立委員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받은 後 최초의 出捐金이 지급된 때에는
지체없이 敎育院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④設立委員은 敎育院의 院長과 副院長의 選任된 때에는 지체없이

院長에게 事務를

引繼하여야 한다.
⑤設立委員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의 引繼가 끝난 때에는 解觸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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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명세서
Ⅰ. 1998년과 1999년도 년간 수지예산 총괄표
(단위 : 만원)
수 입
구 분

지 출
예 산 액

1. 정부지출금

682,000

합 계

682,000

1.
2.
3.
4.

구 분
인건비
사업비
경상운영비
예비비

예 산 액
172,000
290,000
190,000
30,000

합 계

682,000

Ⅱ. 1998년과 1999년도 수지예산 내역
1. 인건비
임
원장

시 (1998-1999년)
6,500 6,500×1명

학술자문
위원

실장

연구원

사무처

6,000
사무총장
(교수급)

6,000

6,000×1명

학교교육
국장(교수급)

4,500

4,500×1명

사회교육
국장(교수급)

4,500

4,500×1명

언론매체
국장(교수급)

4,500

4,500×1명

연구 및
교재개발
국장(교수급)

9,000

4,500×2명

선임훈련원
(부교수급)
책임훈련원
(박사급)

개

원장
부원장
학술자문
2,000×3명
위원

실장

20,000 4,000×5명
52,500 3,500×15명

훈련원
(석사급)

30,000

2,000×15
명

사무과장

3,500

3,500×1명

연구원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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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2000년 이후)
6,500 6,500×1명
10,000 5,000×2명
14,000 2,000×7명

사무총장
연구소장
학교교육
국장
사회교육
국장
언론매체
국장
연구 및
교재개발
국장
기획개발
실장

6,000
5,000

6,000×1명
5,000×1명

4,500

4,500×1명

4,500

4,500×1명

4,500

4,500×1명

9,000

4,500×2명

4,500

4,500×1명

선임급

40,000 4,000×10명

책임급

105,000 3,500×30명

연구원
(석사급)

60,000 2,000×30명

사무과장

3,500

3,500×1명

사무처직원
관리과장
관리처직원
경리과장
경리과직원
비서
운전기사

합 계

4,000
3,500
4,000
3,500
2,000
4,000
4,000

사무처직원
관리과장
관리처직원
경리과장
경리과직원
도서관장
도서관직원
비서
운전기사

2,000×2명
3,500×1명
2,000×2명
3,500×1명
2,000×1명
2,000×2명
2,000×2명

172,000

합 계

8,000
3,500
8,000
3,500
8,000
3,500
10,000
8,000
6,000
335,500

2. 사업비
내 역

금 액

공청회비 (15회×500만원)

7,500만원

워크샵비 (20회× 500만원)

1억

국제학술회의 (1회×5,500만원)

5,500만원

해외자료조사비 (6국×2인×500만원)

6,000만원

시청각자료(VTR)제작비

7억원

(가정, 유치원, 초․중․고․대․성인)
각국 정치의식 조사비
독
일
중
대
미
영

일
본
국
만
국
국

4,000만원
4,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2억1천만원

연구분석비(10건×500만원)

5,000만원

연구논문 및 보고서 출판비

5,000만원

(20건×250만원)
교육기관 Directory

1억원

교육관련 기초문권, 자료 수집비

1억원

민주시민 교육자료집 (월간)

1억원

월간학술잡지

2억원

각급학교 교육지침서 제작

2억원

민주시민교육연구소 개원을 위한 프로젝트비
(북한주민 민주시민교육전략연구비 포함)

3억원

관련시민교육 대상단체에 훈련보조금

5억원

자체교육훈련비

1억원
합

계

2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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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4명
3,500×1명
2,000×4명
3,500×1명
2,000×4명
3,500×1명
2,000×5명
2,000×4명
2,000×3명

3. 경상 운영비
내 용

예산액

1. 건물 임대료 (건평 2000평 × 500만원)

10억원

2. 일반관리비 (세금, 공공요금등)

2억원

3. 수선 및 기관운영비

2억원

4. 사무용품구입

5억원

(사무집기,컴퓨터,내장수리등)
합
계

19억원

4. 예비비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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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교육진흥법안

議 案
番 號

2542

發議年月日: 2000. 1. 3.
發 議 者: 金贊鎭․金忠一․孟亨奎,
徐廷和․柳鍾洙 議員
外 29 人

提案理由

가. 우리 국민은 5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여 오고 있으나 그 실질을 분석해 보면,
국민이 주권을 갖지 못하는 왕정체제가 주류를 이루었고, 20세기 초반에는 외세의
침략을 받아 식민지 생활을 강요받아 왔다. 그 결과 우리의 문화와 국민의식 속에는
인간관계의 수직적 모형에 기초한 노예적 근성과 피지배자의 생존기법이 본류를 이
루고 있다.

나. 1948년 헌법의 제정으로 주권재민의 원리를 천명하는 민주주의가 정치체제에 소개되
었고, 그로부터 우리 사회는 수많은 역경을 견디어 내면서 조금씩 인류평등의 이념에
뿌리를 둔 인간관계의 수평적 모형에 가깝게 발전하여 왔다.

다. 특히 1962년부터 전개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꾸준한 성공에 힘입어 우리 경제가
전형적인 후진국 모형을 벗어나 선진국이 되는 산업사회의 실현을 내다보는 단계에
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기초 공사가 부실한 건물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
지로 우리 경제는 그 발전의 주체가 되는 국민의 공동체 의식이 정상적으로 발전하
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IMF의 위기를 경험하기에 이르렀다.

라. 우리 경제가 다시금 상승궤도를 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가 OECD의
회원국으로서 당당한 선진국 지위를 향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우리 국민이 국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배워 익혀야 하는 것이다. 우
리 국민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웃과의 공존을 생각하여 규범을 지키고, 합리적인
사고에 친숙해져야만이 참된 의미의 선진국 시민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는 한 비
록 1인당 국민소득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시민사회는 봉건적 후진국의 그것으
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 서구의 여러 나라는 산업혁명 이후 약 230여 년을 거치는 동안 산업기술의 발전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공업화, 산업화와 도시화가 눈에 띄지 않게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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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면서 시민사회의식도 산업의 변천 속도와 궤를 같이 하면서 발전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 사이에 물질적으로는 선진국에 가깝도록 변모하였으나 정신
면에서는 아직도 농경사회의 윤리가 지배하고 있다. 우리 조국의 진정한 발전과 번영
을 위해서도 우리 국민의 정신분야에 있어서의 일대 각성과 시민생활에 있어서의 규
범에 따르는 교훈이 필요한 것이다.

바. 민주주의 국가와 그 사회는 국민의 참여를 필요로 하며 국민은 이에 필요한 의식과
체질을 갖추어야 한다. 아무리 국가가 민주적인 제도와 기구를 완비해 놓고 있더라도
국민의 생각과 행동이 그에 미치지 못하다면 그것은 장식물에 불과하게 된다.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
행할 필요가 있다.

사. 시민교육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시민단체 사이에 적절한 역할분담
이 필요하다. 정부는 시민교육의 방향을 정하고 교재를 만들어 보급하는 한편 시민교
육을 담당할 교사의 자격을 정하고 그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교육은 정부가
직접 시민교육전담시설을 운영하거나 다른 교육시설을 활용하여 전개할 수도 있고,
또한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시민교육의 진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시민단
체에 의한 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主要骨子

가. 이 법은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확산시키는 데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시민교육이라 함은 국민이 선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의 식과 자질을 가지도록
실시하는 교육을 말함(안 제2조).
다. 국가는 국민이 올바른 국가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시민교육을 실시함(안 제4조).
라. 시민교육은 민주주의 발전과 평화적 민족통일의 실현에 기여하 여야하며,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거나 개인적․정치적․파당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됨(안 제5조).
마. 시민교육은 시민교육위원회가 주관하되, 각급 교육기관 및 시민단체 등도 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6조).
바.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가의 시민교육에 관한 주요정책의 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중앙시민교육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통일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교육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과 시민교육에 관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함(안 제7조).
사. 위원회는 시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시민교육지원정책의 수립, 각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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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권고, 시민교육사업의 제안 및 심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시민교육을 담당하는 각 분야 종사자들의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시민교육발전을 위한 교재개발 및 조사연구에 대한 지원, 시민교육시설의 설치
및 지원, 시민교육의 발전과 진흥에 관한 기타사항 등의 기능을 수행함(안 제8조).
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민교육지원단을 두고, 지원단에는 지원단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둠(안 제12조).
자. 시민교육의 방법연구 및 교재개발과 교육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위원회에 한국시민교
육센터를 둠(안 제13조).
차. 시민교육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민교육평가위원회를 두며, 평가위원회는 국회 교섭단
체가 그 의석비율에 따라 추천한 7인의 국회의원으로 구성 함(안 제14조).
카. 위원회에 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위원을 둘 수 있
음(안 제15조).
타. 시․도의 시민교육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등 시민교육에 관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시․
도지사 소속하에 지방시민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6조).
파. 시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시민교육위원회는 3년마다 시민교육기본계
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시민교육에 관한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는 시민교육세부계획을 매
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민교육계획 및 추진결과 등은 위원회가 종합하여 국회에 보고하
여야 함(안 제17조 내지 제19조).
하. 시민교육위원회 등은 시민교육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 등에 협조요청
을 할 수 있음(안 제20조).
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단체 등에 시민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국․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법인은 시민교육의 시설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또는 시민단체등에 금전
기타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고 이 경우 증여∙상속세 등을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세법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감면 받을 수 있음(안 제21조 내지 제23조).
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또는 각종사업체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에게 시민교육기회를 제
공하기 위하여 학습휴가 등을 실시하여야함(안 제24조).
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
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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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

第

號

시민교육진흥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확산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민교육이라 함은 국민이 선진사회의 구성원으로 가져야 할 권리와 의무에 관한 시민의식
을 함양하고, 각 분야에서 민주적 참여와 건전한 비판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능력과 공중도덕정
신 및 준법정신 등 선진시민이 가져야 할 의식과 자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행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시민교육시설이라 함은 정부가 시민교육을 위하여 설립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을 말한다.
3. 시민단체라 함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조직된 민간단체로서 시민교육을 수행하는 단
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민교육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국가의 책임) 국가는 국민이 올바른 국가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국가의 민주적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교육을 행할 책임을 진다.
제5조(시민교육의 기본방향) ① 시민교육은 민주주의 발전과 평화적 민족통일의 실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시민교육은 모든 국민이 공동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범과 선진사회의 시민이 갖추어야 할 행동양
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③ 시민교육은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부정하거나 개인적․정치적 또는 파당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시민교육기관) 시민교육은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시민교육위원회와 지방시민
교육위원회가 주관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급 교육기관․시민단체․종교단체 등(이하 시민교육
기관이라 한다)도 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시민교육위원회

제7조(중앙시민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국가의 시민교육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앙시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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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통일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교육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기획예산
처장관과 시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시민단체의 장으로서 위 제1호의 자격을 갖춘 자.
3. 종교단체의 대표자 또는 그의 지명을 받은 자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
1. 시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2. 시민교육지원정책의 수립
3. 각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고
4. 시민교육사업의 제안 및 심의
5. 시민단체등에서 시민교육을 담당하는 각 분야 종사자들의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6. 시민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및 조사연구에 대한 지원
7. 시민교육시설의 설치 및 지원
8. 시민교육의 발전과 진흥에 관한 기타사항
제9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제10조(임기 및 결격사유)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준용한다.
제1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
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시민교육지원단)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민교육지원단(이하 지원
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지원단에는 지원단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지원단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지원단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한국시민교육센터) ①시민교육의 방법연구 및 교재개발과 교육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
하여 위원회에 한국시민교육센터를 둔다.
②한국시민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평가위원회) ①시민교육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회에 시민교육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평가위원회는 국회 교섭단체가 그 의석비율에 따라 추천한 7인의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③평가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정기보고와 수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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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권고를 수용하고 이를 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평가위원회의 운영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 내규로 정한다.
제15조(연구위원) ①위원장은 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연구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6조(지방시민교육위원회) ①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시․도라 한다)의 시민교육에 관한 중요정
책을 심의․의결하고, 제2항에 규정에 의한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지방시민교육위원회를 둔다.
②제8조의 규정은 지방시민교육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민교육기본계획은 시민교
육세부운영계획으로 본다.
③지방시민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장 시민교육 기본계획

제17조(시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위원회는 시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교육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교육의 기본방향
2. 시민교육의 추진목표
3. 시민교육의 추진내용
4. 시민교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시민교육의 담당자에 대한 양성․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시민교육의 조사․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7. 시민교육과 관련한 각 부처․기관 및 시민단체등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8.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세부운영계획 수립지침과 그 추진
에 필요한 예산수급계획
제18조(연도별 세부운영계획의 수립) 시민교육에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에 따라 연도별 시민교육에 관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계획 등의 보고)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8조의 규정
에 의한 집행계획과 그 추진결과 및 평가서 등을 매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집행계획과 그 추진결과 및 평가서 등을
종합하여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협조요청) 위원회의 위원장,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7
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공공기간 및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단체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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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

제20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단체등에 시민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국․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단체등이 시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 또는 공유의 시
설․물품 기타 재산을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와 사용․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22조(조세감면) ①개인 또는 법인은 시민교육의 시설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또는 시민단체등에
금전 기타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 등을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받을 수 있다.
제23조(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
자는 소속 직원에게 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급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교육비 등
학습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위원 및 연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
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
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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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세계 각국이 탈냉전 하에서 국가 간의 협력을 위한 세계화, 개방화와 정보화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나, 남북관계는 아직도 냉전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는 안정된 민주적 질서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진국들처럼 부단한 의식개혁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개혁을 통하여
국민 개개인, 각 사회집단, 정당 그리고 공무원들의 전통적 정치문화 요소들을 극대화하여
성숙한 민주사회를 건설하고 21세기 국가 간의 경쟁 속에서 생존, 번영할 수 있는 길을 모
색하려 함.
이로써 민주적 정치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확대, 지방화 시대에 있어 지방자치의 발전
과 정착, 정당과 시민교육 관련 활동의 정당성 부여 및 재정적 지원 근거를 확보뿐만 아니
라 건전한 시민문화를 조성하고 한국정치, 경제, 사회와 문화의 민주화와 조국의 통일에 기
여하려함.

주요내용
═════
가. 교육의 대상은 가정․학교․교육단체․사회단체 및 정당의구성원을 포함하는 모든 국민으
로 함(안 제2조).
나. 교육담당자는 민간․정부 및 정당이 본 교육의 핵심정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민주교육전문가로 함(안 제4조).
다.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 소속으로 초당적인 민주시민 교육원을 둠(안
제5조).
라. 교육원은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와 약간 명의 감사를 둠(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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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육원의 원장과 부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함(안 제10조).
바. 교육원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둠(안 제13조).
사. 교육원에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술자문위원회를 둠(안 제14조).
아. 교육원은 3년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안 제15조).
자. 국회는 교육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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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여 민주정치문화를 함양하고 자유민주
주의의 발전과 정착 및 민족통일을 도모하고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대상) 이 법의 교육대상은 가정․학교․교육단체․시민단체 및 정당 등의 구성원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국민으로 한다.
제3조(교육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민주적 가치관과 정치참여기술의 습득
2.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민주적 정치제도
3. 민주적 전통사상의 계승 발전
4. 시장경제체제와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
5. 환경․여성․문화에 대한 이해
6. 정보화․지방화 및 세계화에 대한 이해
7. 안보문제․남북관계 및 통일문제
8.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
9. 기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사항
② 민주시민교육은 자발적 참여를 통한 다양성 속의 통합을 이루는 교육의 원칙에 의거하
여 실시한다.
제4조(교육담당자) 민간․정부 및 정당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민주시민교육 전문가가
교육을 담당한다.

제2장 민주시민교육원

제5조(설치) ①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초당적인 민주시민교육원(이하 “교육
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교육원은 국회 소속으로 한다.
제6조(설립) ① 교육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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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설립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제7조(정관) 교육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부설기구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내부조직에 관한 사항
8. 업무에 관한 사항
9.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학술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제8조(교육원의 업무) 교육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한다.
1.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정책 수립
2.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3.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4.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5. 정당․사회단체․학교 등을 포함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육성
6. 해당 교육기관과의 협력과 조정
7.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연구결과 출판 및 발표
8.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국제협력사업
9. 기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임원) ① 교육원은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와 약간 명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원장과 부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원장과 부원장은 당적을 보유할 수 없다.
제10조(임원의 임명) ① 원장과 부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 구성하고 감사는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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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한다.
③ 원장과 부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선임에 관하여는 정관에서 정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각각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원장 및 부원장) ① 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괄하며, 소속직원을 지
휘․감독한다.
②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이사회) ① 교육원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학술자문위원회) ① 교육원에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7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학술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학술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교육원은 3년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출연금) ① 국회는 교육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
요한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경비의 지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원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교육원이 아닌 자는 한국민주 시민교육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9조(민법의 준용) 교육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과태료) 제18조를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1조(규칙)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국회는 이 법 시행 후 60일 이내에 「국회법」제33조에 따른 교섭단
체 소속의원 3명과 민주시민교육관련 전문가 약간 명 등 9명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교
육원의 설립에 관한 사업을 담당하게 한다.
② 설립위원은 위촉받은 후 60일 이내에 정관을 작성하여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

- 111 -

다.
③ 설립위원은 제2장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최초의 출연금이 지급된 때에는 지체 없이
연구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교육원의 원장과 부원장의 선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사업을 인계
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업의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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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민주시민교육지원법률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안 제5조 민주시민교육원의 설치, 안 제8조 민주시민교육원의 업무, 안 제9조의 원
장, 부원장, 감사 등 임원 임명 등의 요인으로 인해 재정 소요를 필요로 함
2. 비용추계의 전제
1차 5개년 사업을 기준으로 민주시민교육원의 설치, 원장 등 임원 임명,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비용추계의 전제가 됨
3. 비용추계의 결과
연
구

도

분
◦인건비
◦주요사업비

지출 ◦임대,

기타

비용
소 계 (a)

2008

2009

2009

2010

2011

합 계

550

1,100

1,370

1411.2

1453.5

5,884.7

3,050

5,050

6,700

6,700

6,700

28,200

1,100

1,100

1,100

1,100

1,100

5,500

4,700

7,250

9,170

9,211.2

9,253.5

39,584.7

◦
수
입

◦
소 계(b)

□ 총 비용 (a-b)

4. 부대의견
5. 작성자

<예 시>
작성자 이름
연락처

이은영 의원실
박기영 비서
02-788-2101
bluepatient@nav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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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제1차 민주시민교육 3개년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 2008 - 2010 )

1. 사업개요

o 본 사업계획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으로 한다.
o 한국민주 시민교육원(가칭)은 3년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의
장이 이를 심의 ․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 제약으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제1차년도
(2008년) 사업계획을 바른사회 밝은정치 시민연합과 한국시민 교육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
기획단이 심의 ․ 결정한다.
o 본 연구기획단은 다음과 같은 주요사업계획을 입안하여 향후 구성될 민주시민교육원의
이사회의 사후 승인을 받는다.
o 소요예산에서 교육원장소 및 시설비는 국회나 기타정부건물을 이용하는 전제에서 삭제하
였다.

2. 제1차년도(2008년)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1) 사업계획

o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개발 (선진국의 학자와 전문가 초청 및 자문)
o 교수법 및 교육방법론 개발 (선진국의 학자와 전문가 초청 및 자문)
o 민주시민교육 종사자의 양성과 재훈련 (각종 워크샾과 세미나 개최)
o 2008년도에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정당, 시민사회단체의 교육프로그램 신청서접수 및
재정적 지원
o 10인의 인건비
2) 소요예산

(1) 인건비

5억 5천만원 (10인 기준)

기본급

3억 3천만원

상여금

1억 5천만원

업무추진비

5천만원

(2) 주요사업비

30억 5천만원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재정적 지원
전문가 초청 및 자문활동

15억원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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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1억원

교수법 및 교육방법론 개발

1억원

각종 교육자료 편찬 및 지원

2억원

(관련서적 구입, 각 단체 등 교육자료 지원)
기획관리(운영 및 행정전산화)

2억원

민주시민교육종사자 양성과 재훈련

5억원

(워크샾, 세미나 및 교육훈련)
홍보활동비(언론과의 공동제작)

2억5천만원

기타예비비 (회보및 국회지 발행)

1억5천만원

(3) 건물 임차료 및 행정사무비와 사무 및 교육비품

11억원

건물임차료 (강남지역 건물내 사무실과 강당과 3개 세미나실:200평 x400만원= 약 10억
원 (전세) 10억원
행정사무비와 서무 및 교육자료 와 비품

1억원
총 47억원

3. 제2차년도(2009년)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1) 사업계획

4. 제2차년도(2009년)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1) 사업계획

o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개발 (선진국의 학자와 전문가 초청 및 자문)
o 교수법 및 교육방법론 개발 (선진국의 학자와 전문가 초청 및 자문)
o 민주시민교육 종사자의 양성과 재훈련 (각종 워크샾과 세미나 개최)
o 2009년도에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정당, 시민사회단체의 교육프로그램 신청서 접수
및 재정적 지원
o 2010년도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정당, 시민사회단체, 각급 학교 및 대중매체의 교육
프로그램 신청서 접수 및 재정적 지원계획 수립
ᄋ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언론과 공동제작
ᄋ 회보 및 국회지 발행

2) 소요예산
(1) 인건비

11억원 (20인 기준)

기본급

6억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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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4억원

업무추진비

5천만원

(2) 주요사업비

50억원5천만원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지원

20억원

각급 학교 및 대중매체 지원

7억원

전문가 초청 및 자문활동

5천만원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2억원

교수법 및 교육방법론 개발

2억원

각종 교육자료 편찬 및 지원

5억원

(관련서적 구입, 각 단체 등 교육자료 지원)
기획관리(운영 및 행정전산화)

3억원

민주시민교육종사자 양성과 재훈련

5억원

(워크샾, 세미나 및 교육훈련)
홍보활동비

5억원

기타예비비

1억원

(3) 건물임차료와 행정사무비 그리고 비품

11억원

총 72억원5천만원
5. 제3차년도(2010년)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1) 사업개요

o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개발 (선진국의 학자와 전문가 초청 및 자문)
o 교수법 및 교육방법론의 개발 (선진국의 학자와 전문가 초청 및 자문)
o 민주시민교육 종사자의 양성과 재훈련 (각종 워크샾과 세미나 개최)
o 2010년도에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정당, 시민사회단체, 각급 학교 및 대중매체의 교
육프로그램을 위한 재정적 지원
o 2011년도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정당, 시민사회단체, 각급 학교 및 대중매체의 교육
프로그램 신청서 접수 및 재정적 지원계획 수립
o 2010년도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노조를 비롯한 기타 시민사회단체의 교육프로그램
신청서 접수 및 재정적 지원계획 수립
ᄋ 언론과의 공동제작
ᄋ 기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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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요예산

(1) 인건비

13억 7천만원 (25인 기준)

기본급

8억 1천만원

상여금

5억원

업무추진비

6천만원

(2) 주요사업비

67억원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25억원

각급 학교 및 대중매체 지원

14억원

전문가 초청 및 자문활동

5천만원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3억원

교수법 및 교육방법론 개발

3억원

각종 교육자료 편찬 및 지원

5억원

(관련서적 구입, 각 단체 등 교육자료 지원)
기획관리(운영 및 행정전산화)

5억원

민주시민교육종사자 양성과 재훈련

5억5천만원

(워크샾, 세미나 및 교육훈련)
홍보활동비

5억원

기타예비비

1억원

(3)건물임차료와 행정사무와 비품

11억원

총 91억7천만원

제1차 민주시민교육 3개년 사업예산 내역
( 2008 - 2010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08년 예산

2009년 예산 2010년 예산

4,700

7,250

9,170

1. 인건비

550

1,100

1,370

기본급

350

650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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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상여금

150

400

500

50

50

60

2. 주요사업비

3,050

5,050

6,700

정당 및 시민단체 재정 지원

1,500

2,000

2,500

700

1,400

업무추진비

각급 학교 및 대중매체 지원
전문가초청 및 자문활동

50

50

50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100

200

300

교수법 및 교육방법론 개발

100

200

300

각종 교육자료 편찬

200

500

500

기획관리

200

300

500

교육종사자 양성과 재훈련

500

500

550

홍보활동비

250

500

500

기타예비비

150

100

100

1,100

1,100

1,100

3. 건물임차료와 시설,비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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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교육지원법률안
(황영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3.
5011

발

의

5.

20.

자 : 황영철ᆞ정문헌ᆞ윤재옥 유승우ᆞ김기
선ᆞ김진태

김성태ᆞ이상규ᆞ이

재오 윤명희 의원(10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 성장과 정치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사고와
의사결정, 대화와 타협의 실천 및 공동체의식의 결여로 사회 갈등과 대립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현상을 해소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는 국민의 선거․정치생활에 필요한 선거정치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임.
선거정치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 갈등
과 대립을 해소함으로써 선거․정치문화의 선진화 및 21C의 성숙한 글로벌 일류국가를 건설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정치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민주적인 주권의식을 앙
양하고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지원하며 나아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도
록 함(안 제1조).
나. 선거정치교육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선거정치교육의 기본원칙으로 선거정치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는데
기여하여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정당 또는 단체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
어서는 아니 되며, 교육 수요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따라 개방적인 방법으로 실시되어
야 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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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선거정치교육의 체계적 지속적 시행 및 지원, 적합한 교육내용의 마련 및 활용을 위
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
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정치교육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
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
하도록 함(안 제5조).
바. 선거정치교육의 시행과 지원, 선거․투표․정당․정치자금사무 관련 공무원 및 관계자의
교육․연수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정치교육원을
두도록 하고, 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도록 함(안 제6조).
사. 선거정치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함)은 선거정치교육의 종합적ᆞ체계적 추진을
위해 3년마다 선거정치교육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되,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널리 홍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7조).
아. 원장은 선거정치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외국의 관계기관․단체 및 국제기구 등
과 선거정치교육에 관한 국제교류ᆞ협력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에서 그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자. 선거정치교육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거정치교육원에 선거정치교육심의위원
회를 두도록 하고, 정당, 학계, 법조계, 언론인 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9조).
차. 원장은 지역의 선거정치교육 사업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특별시ᆞ광역시ᆞ도 및
특별자치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정치교육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카. 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급 학교와 평생교육기관 등이 실시하는 선거정치교육에 필
요한 비용의 보조 또는 지원, 교원에 대한 연수기회의 제공 및 지원 및 정당의 당원
연수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
조).
타. 원장은 선거정치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거나 선거정치교육을 시행하는 법인․단체를
선거정치교육단체로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선거
정치교육의 운영과정에서 법정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
또는 운영정지의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2조).
파. 원장은 선거정치교육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하고, 그들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3조).
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거정치교육 사업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
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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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선거정치교육지원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선거정치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민주적인
주권의식을 앙양하고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지원하며 나아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선거정치교육”이란 선거 및 정치생활에서 국민의 주권의식을 앙
양하고 국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이성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며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함양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선거정치교육의 기본원칙) ① 선거정치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는데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선거정치교육은 특정한 개인이나 정당 또는 단체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
어서는 아니 된다.
③ 선거정치교육은 개인이나 정당 또는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에 따라 개방적인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제4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정치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 및 지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선거 및 정치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적합한 교육내용이 마련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정치교육사업의 시행과 지
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선거정치교육원) ① 선거정치교육의 시행과 지원, 선거․투표․정당․정치자금사무 관련
공무원 및 관계자의 교육․연수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정치교육원을 두고, 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② 선거정치교육원의 조직,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
한다.
제7조(선거정치교육 종합계획 수립) ① 선거정치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선거
정치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선거정치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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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정치교육의 목표 및 방향
2. 선거정치교육 사업의 추진계획
3. 선거정치교육단체 및 선거정치교육인력의 양성ᆞ지원
4. 선거정치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ᆞ교육내용․교재의 연구ᆞ개발 및 보급
5. 선거정치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
6. 선거정치교육과 관련한 국내ᆞ외 교류 및 협력망의 구축․운영
7. 선거정치교육 실태의 조사ᆞ연구․평가 및 시정
8. 그 밖에 선거정치교육의 시행ᆞ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원장은 선거정치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광고 그 밖의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국
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국제교류․협력 증진) 원장은 선거정치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외국의 관계기
관․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 선거정치교육에 관한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의 관계기관․단체 및 국제기구 등에 그 소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선거정치교육심의위원회) ① 선거정치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선거정치교육원에 선거정치교육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1. 선거정치교육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선거정치교육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과 학계, 법조계, 언
론인 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원장이 위촉하는 11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ᆞ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다.
제10조(선거정치교육센터) ① 원장은 지역의 선거정치교육 사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
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정치교육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선거정치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여건에 맞는 선거정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보급
2. 지역의 선거정치교육 수요자에 대한 교육
3.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및 선거정치교육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ᆞ운영
4. 그 밖에 원장이 위임하거나 지역의 선거정치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선거정치교육센터의 설치ᆞ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선거정치교육의 지원) ① 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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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이 행하는 선거정치교육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을 대상으로 선거정
치교육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교원의 선거정치교육을 지원할 수 있
다.
③ 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당의 당원연수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선거정치교육단체) ① 원장은 선거정치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거나 선거정치교
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선거정치교육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선거정치교육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단체로 지정될 수 없
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것이 발견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선거정치교육을 중단한 것이 발견된 때
3. 제4항의 시정명령 또는 운영정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4. 제5항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④ 원장은 단체의 원활한 선거정치교육에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단체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선거정치교육에 대한 시정 또
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정치교육을 수행한 경우
2. 제5항의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선거정치교육을 수행한 경우
⑤ 단체의 지정기준, 지원, 지정절차, 시정 또는 운영정지의 절차와 기준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선거정치교육인력의 양성) ① 원장은 선거정치교육을 하거나 선거정치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선거정치교육인력을 양성하고 선거정치교육
인력의 교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선거정치교육인력의 양성, 연수 및 재교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
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선거정치교육의
사업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선거정치교육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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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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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교육지원법률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 수반 요인
안 제6조에 따른 조직의 개편, 안 제11조의 학교 및 교원에 대한 선거정치교육 및 정당
의 당원연수 지원, 안 제12조의 선거정치교육단체 지원, 안 제13조의 선거정치교육인력 양
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재정 소요를 필요로 함.

2. 비용추계의 전제
(1) 선거정치교육원의 교육 시설․장비와 인력은 현재 선거연수원의 시설․장비와 인력을 최
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하되, 교육대상 및 사업내용 확대에 따른 2개 과의 신설은 불가피하
여 이를 전제로 함.
(2) 1차 5개년 사업을 기준으로 하여, 선거정치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정당의 당원연수
및 선거정치교육단체의 선거정치교육사업 지원, 선거정치교육인력 양성, 선거정치교육용 콘
텐츠 연구․개발 등을 전제로 비용을 추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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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연 도
◦인건비17)
◦주요사업비
w선거정치교육 운영18)
w선거정치교육단체 지원
w선거정치교육인력
양성19)
w콘텐츠 개발20)
w공무원 교육훈련21)
합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840,000 862,680 885,972 909,893 934,460
1,955,000
340,000
76,000
128,000
184,000
3,523,000

2,007,785
840,000
78,052
131,456
188,968
4,108,941

2,061,995
1,360,000
80,159
135,005
194,070
4,717,201

2,117,669
1,860,000
82,323
138,650
199,310
5,307,845

2,174,846
2,380,000
84,546
142,394
204,691
5,920,937

합 계

4,433,005
10,317,295
6,780,000
401,080
675,505
971,039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연락처

1), 2), 3), 4), 5)

2.7% 반영

황영철 의원실
황성현 보좌관

02-784-5705

국회예산정책처 「2012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에 따른 물가상승률의 평균 정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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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1) 사업계획

o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당원협의회장 및 진성당원을 포함한 정당ž선거관계자 연수
o 국민, 교원, 대학생, 다문화 가족, 새터민 가족 등 유권자 연수
o 미래지도자, 청소년리더 등 미래유권자 연수
o 선거정치교육 실시 단체 지원
o 선거정치교육 인력 양성
o 선거정치교육 콘텐츠의 연구․개발
o 선거․투표․정당․정치자금사무관련 공무원 및 관계자의 교육․연수

2) 소요예산

(1) 인건비

8억4천만원

(정무직, 2ᆞ3급 증원, 2과 신설 기준)
정무직(차관급)

1억1천2백만원

2․3급

9천2백만원

2개 과 신설시 추가 필요 인력(13명)

6억3천6백만원

2개 과의 신설에 따른 추가 인력의 인건비는 7급을 가정하여 비용을 추계한다. 2013
년의 경우 7급 10호봉의 봉급은 221만 7천8백원이고, 봉급 대비 인건비 총액은 7급
의 경우 1.79배이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증가하는 13명의 인건비 총액은 2013년 기
준으로 6억 1천9백만원(2,217,800×12개월×13명×1.79)이고, 국회 예산정책처에
서 전망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2014년도 인건비는 6억 3천6백만원이다.

(2) 주요사업비
1) 선거정치교육 사업 수행

19억5천5백만원

정당ž선거관계자 연수

17억4천4백만원

유급사무직원 연수

1억2천5백만원

시ž도당 간부 연수

1천7백만원

당원협의회장 등 연수

8억1천7백만원

그 외 핵심당원 연수

7억8천5백만원

유권자 연수

1억4백만원

교원연수

3천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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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연수 등

2천7백만원

일반 사회단체 등 연수

2천만원

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 연수

2천1백만원

미래유권자 연수 등

1억7백만원

미래지도자 정치캠프 등

2천8백만원

청소년리더연수 등

7천9백만원

2) 선거정치교육 단체 지원

3억4천만원

3) 선거정치교육 인력 양성

7천6백만원

4) 선거정치교육 콘텐츠 연구․개발

1억2천8백만원

5) 공무원 교육훈련 등

1억8천4백만원

<참고> 선거정치교육원 조직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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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이언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5. 1.
13768

발

의

22.

자 : 이언주․이개호․김성곤
박민수․김상희․이찬열
김영록․한정애․김승남
강동원․김기준․김윤덕
의원(12인)

제안이유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의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는 확고하게 정착하였으나 주권
자인 국민의 민주시민의식은 기대보다 더디게 성장하고 있음. 대화와 설득, 양보와 타협 속
에서 공동체의 주요 갈등이 조정되기 보다는 힘의 논리에 따라 갈등을 봉합하는 경우가 빈
번해지고 있음.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미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다
양한 민주시민교육 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나 교육의 주체와 의도에 따라서 혼동을 주기도 하
는 실정임. 이에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시민교육을 체계화․활성화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함(안 제5조).
다. 위원회는 민주시민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민주시민교육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국회
가 선출하거나(3인), 대통령이 지명하거나(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거나(3인), 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2인)을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9조).
라. 위원의 독립적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장기간의 질병 등
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면직이 가능하게 함(안 제12조).
마.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1) 공공·민간의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위원
회에 민주시민교육원을 둠(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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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의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민주시민교육원을 둠(안 제
18호).
바.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22조).
(1)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
(2) 민주시민교육 지원 사업 제안 및 심의
(3)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의 민주시민교육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평가·권
고·조정 및 촉진
(4) 관련기관 설치 및 지원
(5)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사. 위원회는 민주시민교육의 지원과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
획을 수립․시행하고 위원회에 제출함(안 제23조, 제24조).
아. 위원회는 민주시민교육의 지원 및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제도 개선 권고를 받은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28
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안
제29조), 공공기관장 및 민간사업장 사업주는 민주시민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하며(안 제30조), 모든 국민에게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받
을 권리를 보장함(안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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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이란 시민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원리와 제도를 이해
하며 민주역량을 높여 공동체 삶의 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려
는 교육 및 제반 활동을 말한다.
2. “민주시민교육 관련 시설 및 기관(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으로서 주된 사업의 내용이 민주시민교육을 실시 또는
지원하는 곳을 말한다.
3. “시민단체”라 함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민주시민교육위원회가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향
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적 사회의 구성원이 지녀야 할 권리 및 책임의식의 함양을 지향하
여야 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을 바탕으로 건전한 비판의식과 창의성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자율성과 다원성을 지향하여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주도하여야 하며 교육수요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다양성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민주시민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민주적 정치제도
2. 시민의 권리와 의무 이해
3. 민주적 토론 방식 및 합리적 의사 결정 절차
4. 그 밖에 민주시민의식 함양 및 정치참여 제고에 관한 사항
제5조(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①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의
결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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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7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민주시민교육
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수반되는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과 사업장 등
에 대하여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그 시행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1명의 민주시민
교육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민주시민교육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국회가 선출하는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4. 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단, 위원회 설립 시에는 설립위원이 추천한다.
③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가운데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위원 중 4명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한다.
⑥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
한다.
⑦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자격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
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재정법」 제6조제3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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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11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제12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
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
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14조(위원의 겸직금지)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
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직
3. 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5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
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민주시민교육원)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공공·민간의 민주시민교육을 지원
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민주시민교육원(이하 “교육원”
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교육원에는 원장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원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민주시민교육 전문가를 직원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 및 교육원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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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타 교육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지역민주시민교육원) ① 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역의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민주시민교육원(이하 “지역교육원”이
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지역교육원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에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할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 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
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22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
2. 민주시민교육 지원 사업 제안 및 심의
3.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
기관”이라 한다) 및 관련기관의 민주시민교육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평가·권고·조
정 및 촉진
4. 관련기관 설치 및 지원
5.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23조(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위원회는 민주시민교육의 지원과 활성화를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관련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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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
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민주시민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매년 시
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25조(계획 수립 등의 협조)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행계획의 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기관의 장
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기관의 장에
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공청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민주시민교육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실태조사)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
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
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진술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민주시민교육의 지원 및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도 개선 권고를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권고사항을 존중
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
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기관·시민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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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단체가 민주시민교육을 위하여 국·공유의 시설·물품 기
타 재산의 임대를 요청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무상 또는 저렴한 임
대료로 대여할 수 있다.
③ 개인 또는 법인은 민주시민교육 시설 및 운영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시설에 금전 또는
기타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고 이 경우 증여·상속세 등의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그
감면의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공공기관장 및 민간사업장 사업주의 의무 등) ① 공공기관장 또는 민간사업장 사업
주는 소속 임직원이 민주시민교육을 받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
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장 또는 민간사업장 사업주는 민주시민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관 또
는 사업장의 실정을 감안하여 소속 임직원에게 소정 기간 유급 교육휴가를 부여하거나
도서비·교육비 등의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민주시민교육을 받을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시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국민이 민주시민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원 또
는 지역교육원에 민주시민교육 기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구를 받은 교육원 또는 지역교육원은 해당 국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실시
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시민단체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
원회 등 국가공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인적·물적·행정적 인프라 지원을 요청할 수 있
다.
④ 민주시민교육의 요구·실시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32조(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매년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리
2.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앞으로 추진할 시책
3. 제2호의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관련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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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주시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민주시민교육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연차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연차보고서의 작성·대통령 보고·국회 제출 및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33조(자격 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
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자격 사칭) 제33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
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민주시민교육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공포, 위원회의 설립 준
비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제2조(민주시민교육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된 민주시
민교육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민주시민교육위원회 및 교육원의 설립준비) 국무총리는 이 법의 공포 후 민주시민교
육 관련 시민단체 및 학계 전문가 등 9명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 및 교육원 설
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제4조(대통령령의 제정) 설립위원은 위촉받은 후 60일 이내에 국무총리에게 이 법의 시행
에 관한 대통령령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제5조(설립위원 해촉) 설립위원은 민주시민교육위원회 및 민주시민교육원의 설립이 완료될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경비) 위원회 및 교육원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는 국가 예산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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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주시민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안 제5조제1항).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
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수반되는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안
제7조제1항).
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공공·민간의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연
구·개발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민주시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안 제
17조제1항).
라. 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역의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고 활성
화하기 위하여 지역민주시민교육원(이하 “지역교육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안 제
18조제1항).
마.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안 제
19조제1항).
바. 위원회에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할 징계위원회를 둔다(안 제20조제1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3. 미첨부 사유
본 법률안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해 민주시민교육위원회, 민주시민교육원,
지역민주시민교육원, 자문기구 등을 두어 대한민국의 시민교육을 체계화․활성화 하려는
내용임. 이에 대한 소요가 확정적이지 않고, 정부부처 지정 예산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
나 구체적인 예산 파악이 어려움.

4. 작성자
이언주 의원실 박송희 비서 (T.02-788-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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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5.
13924

발

의

2.

5.

자 : 남인순․이학영․김현미김제남․진선미․배재
정전순옥․이개호․김성곤박남춘․박
민수․박홍근김광진 의원(13인)

제안이유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는 법과 제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민주적 가치관
및 태도 등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을 갖출 때 실현될 수 있는 것임.
현재 「교육기본법」상의 교육이념에서는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언급하고 있
고, 「평생교육법」에서는 6대 교육영역 중 하나로 민주시민교육의 일종인 ‘시민참여교
육’을 설정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 및 경쟁지상주의의 문화 등으
로 인하여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교육여건도
열악한 실정임.
이에,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
써 민주시민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국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
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학교와 사회 각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
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
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나.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5
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준하여 연도별 민주시민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
고, 그 시행결과보고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
라. 민주시민교육의 기본방향과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
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둠(안 제9조).
마.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함(안 제12조).
바. 지역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와 시·군·구에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 학습관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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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구에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민주시민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과 기업 등의 사업장 운영자는 그 소속 직원이 민주
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급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교육비 등을 지원하도록 함
(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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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지원·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진정한 민주주의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이란 모든 국민이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
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
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2. “민주시민교육기관”이란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거나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
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율성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민주시민교육기관의 조직 및 활동의 독립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학교와 사회 각 영역에서 모든 사람에게 평생 동안 장려되어야 한다.
제4조(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주의의 기본원리·가치·역사 및 민주주의 정치제도에 대한 이해
2.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정치참여 및 책임에 대한 이해와 실천
3. 민주적 토론방식 및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이해와 훈련
4. 그 밖에 민주시민의식의 함양과 실천을 위한 모든 교육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와 사회 각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성 있는 민주시민교육 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재정
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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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등

제7조(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
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목표 및 기본방향
2.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 계획
3. 민주시민교육의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계획
4. 제13조에 따른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재 및 매체활용에 관한 사항
7. 민주시민교육의 조사·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8.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각 부처·기관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도별 민주시민교육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
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 연도별
민주시민교육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고, 그 시행결
과보고서를 다음 해 2월 말일 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계획의 수립 및 시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민주시민교육의 기본방향과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민주시민교육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12조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원의 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민주시민교육기관에서 민주시민교육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사람
3.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에서 민주시민교육 관련분야 연구업적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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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정책에 관한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지원업무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공공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행정자치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
는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민주시민교육원 등

제12조(민주시민교육원) ① 국가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시
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교육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교육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교육원은 그 활동과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⑤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2.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지원
3.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민주시민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5. 민주시민교육기관 간의 연계체제 구축
6. 민주시민교육기관의 운영현황에 관한 조사
7. 제13조에 따른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8. 제14조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학습관에 대한 지원
9. 민주시민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10. 그 밖에 교육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⑥ 교육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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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주요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⑦ 제6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
다.
⑧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⑨ 교육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
정을 준용한다.
제13조(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의 지정·운영)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역의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특별시·광역
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민주
시민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연도별계획 수립의 지원
2. 해당 지역에 있는 민주시민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3. 해당 지역에 있는 민주시민교육기관 간의 연계체제 구축
4. 해당 지역 민주시민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5. 그 밖에 지역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
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의 지정요건, 지원내용과 그 밖에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시·군·구 민주시민교육 학습관의 설치 또는 지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민주시민교육 기회를 제공

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학습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민주시민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학습관의 설치 및 지정·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
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지정취소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민주시민교육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
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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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조에 규정된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민주시민교육 학습관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6조(민주시민교육기관에 대한 경비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교육기
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개인 또는 법인은 민주시민교육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기관
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17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교육기관이 민주시민교육
에 필요하여 요청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국․공유의 시설․물품이나 그 밖의 재
산을 무상이나 저렴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국가·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장 운영자 등의 의무) ① 이 법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과 기업 등의 사업장 운영자
는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1년 중 일정 시간 이상의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
급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교육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급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교육비 등을 지원하여야 할 기업 등 사업
장의 범위와 세부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9조(청문)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지역민주시민교육센
터 또는 민주시민교육 학습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지원된 경비의 반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 민주시민교육
학습관 또는 민주시민교육기관이 이 법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경비
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반환과 관련된 절차는 「보
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위원회·민주시민교육원·지역민
주시민교육센터 및 민주시민교육 학습관이 아니면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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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교육원
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과태료)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②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하
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민주시민교육원의 설립준비)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7인 이내의 설립
위원을 위촉하여 민주시민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민주시민교육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민주시민교육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민주시민교육원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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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가.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안 제9조)
나. 민주시민교육원 설립(안 제12조)
다.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 시․ 군․ 구 민주시민교육 학습관, 기타 민주시민교육기관에 대한 경비지원(안 제13
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
라. 국 ․ 공유재산의 특례(제 17조)
마. 유급휴가, 도서비 ․ 교육비 지원 등(안 제18조)
2. 미첨부 근거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제3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안 제9조)
- 민주시민교육위원회는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한 심의 ․ 의결기구로서 현 시점에서 회
의의 횟수 및 참석수당 등 소요예산 추정이 곤란하고, 예산 규모도 경미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

나. 민주시민교육원 설립 출연비용(안 제12조제8항)
- 민주시민교육원에 대한 국가의 지원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현 시점에서 국가의 출연규
모를 예측하기 곤란

다.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 시․ 군․ 구 민주시민교육 학습관, 기타 민주시민교육기관에 대한 경비지원(안 제13
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
-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 등 기타 민주시민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의 지원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
이므로 현 시점에서 국가의 지원예산 규모를 예측하기 곤란

라. 국․공유재산 특례(제 17조)
-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특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동 법률 별표에 근거가 있
어야 하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22)
-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특례는 현 단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 감면 수준 및 규모를 예측
하기 어려우므로 추계 곤란

2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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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유급휴가, 도서비 ․ 교육비 지원 등(안 제18조)
- 민주시민교육 수강을 위한 유급휴가, 도서비 ․ 교육비 지원 등의 지원기준 등 구체적인 비용요소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현 상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요비용을 예측하기 곤란

4. 작성자
남인순 의원실 김은경 비서관
☏ (02) 788-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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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6. 9.
2333

발

의

19.

자 : 남인순․박남춘․이학영김종민․김해영․이정
미추혜선․진선미․이해찬위성곤․신
창현․김현미
의원(12인)

제안이유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는 법과 제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민주적 가치관
및 태도 등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을 갖출 때 실현될 수 있는 것임.
현재 「교육기본법」상의 교육이념에서는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언급하고 있
고, 「평생교육법」에서는 6대 교육영역 중 하나로 민주시민교육의 일종인 시민참여교육’
을 설정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 및 경쟁지상주의의 문화 등으로 인
하여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교육여건도 열악
한 실정임.
이에,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
써 민주시민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국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
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학교와 사회 각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
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
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나.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5
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준하여 연도별 민주시민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
고, 그 시행결과보고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
라. 민주시민교육의 기본방향과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
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둠(안 제9조).
마.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함(안 제12조).
바. 지역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와 시·군·구에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 학습관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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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구에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민주시민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과 기업 등의 사업장 운영자는 그 소속 직원이 민주
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급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교육비 등을 지원하도록 함
(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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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지원·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진정한 민주주의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이란 모든 국민이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
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2. “민주시민교육기관”이란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거나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
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율성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민주시민교육기관의 조직 및 활동의 독립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학교와 사회 각 영역에서 모든 사람에게 평생 동안 장려되어야 한다.
제4조(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주의의 기본원리·가치·역사 및 민주주의 정치제도에 대한 이해
2.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정치참여 및 책임에 대한 이해와 실천
3. 민주적 토론방식 및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이해와 훈련
4. 그 밖에 민주시민의식의 함양과 실천을 위한 모든 교육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와 사회 각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성 있는 민주시민교육 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재정
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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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등

제7조(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
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목표 및 기본방향
2.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 계획
3. 민주시민교육의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계획
4. 제13조에 따른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재 및 매체활용에 관한 사항
7. 민주시민교육의 조사·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8.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각 부처·기관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도별 민주시민교육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
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 연도별
민주시민교육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고, 그 시행결
과보고서를 다음 해 2월 말일 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계획의 수립 및 시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민주시민교육의 기본방향과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민주시민교육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12조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원의 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민주시민교육기관에서 민주시민교육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사람
3.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에서 민주시민교육 관련분야 연구업적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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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정책에 관한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지원업무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공공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행정자치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
는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민주시민교육원 등

제12조(민주시민교육원) ① 국가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시
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교육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교육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교육원은 그 활동과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⑤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2.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지원
3.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민주시민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5. 민주시민교육기관 간의 연계체제 구축
6. 민주시민교육기관의 운영현황에 관한 조사
7. 제13조에 따른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8. 제14조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학습관에 대한 지원
9. 민주시민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10. 그 밖에 교육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⑥ 교육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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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주요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⑦ 제6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
다.
⑧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⑨ 교육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
정을 준용한다.
제13조(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의 지정·운영)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역의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특별시·광역
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민주
시민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연도별계획 수립의 지원
2. 해당 지역에 있는 민주시민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3. 해당 지역에 있는 민주시민교육기관 간의 연계체제 구축
4. 해당 지역 민주시민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5. 그 밖에 지역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
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의 지정요건, 지원내용과 그 밖에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시·군·구 민주시민교육 학습관의 설치 또는 지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민주시민교육 기회를 제공

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학습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민주시민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학습관의 설치 및 지정·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
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지정취소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민주시민교육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
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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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조에 규정된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민주시민교육 학습관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6조(민주시민교육기관에 대한 경비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교육기
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개인 또는 법인은 민주시민교육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기관
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17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교육기관이 민주시민교육
에 필요하여 요청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국․공유의 시설․물품이나 그 밖의 재
산을 무상이나 저렴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국가·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장 운영자 등의 의무) ① 이 법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과 기업 등의 사업장 운영자
는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1년 중 일정 시간 이상의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
급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교육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급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교육비 등을 지원하여야 할 기업 등 사업
장의 범위와 세부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9조(청문)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지역민주시민교육센
터 또는 민주시민교육 학습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지원된 경비의 반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 민주시민교육
학습관 또는 민주시민교육기관이 이 법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경비
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반환과 관련된 절차는 「보
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위원회·민주시민교육원·지역민
주시민교육센터 및 민주시민교육 학습관이 아니면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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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교육원
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과태료)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②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하
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민주시민교육원의 설립준비)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7인 이내의 설립
위원을 위촉하여 민주시민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민주시민교육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민주시민교육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민주시민교육원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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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주주의 원리를 국가 운영의 기본
원리로 채택하고 있음.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사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적 가치관
및 태도 등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을 갖출 때 실현될 수 있는 것임.
현재 각급 학교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연수원, 지자체 및 민주화운동기념사업
회, 그리고 민간단체가 민주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교육기본법」상의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양성하거나 「평생교육법」상의 ‘시민참여교육’을 실
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법제화 시도는 제15대국회부터 시작되어 현재 제20대국회까지 계
속되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임. 1997년 10월 31일 민주시민교육원을 국회소속
의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이
발의된 것을 시작으로, 2000년 1월 3일 「시민교육진흥법안」, 2007년 6월 5일 「민주시
민교육지원법안」, 2015년 1월 22일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2015년 2월 5일 같은 제
명의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각각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음. 제20대국
회에도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이 발의되어 현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이에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민주
시민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실질적 민주주
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사회 각 영역에서 특정 분야에 대한 교육 및 진흥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즉, 「통일교육 지원법」(1999년),
「영재교육 진흥법」(2000년), 「과학교육 진흥법」(2001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2
005년), 「환경교육진흥법」(2008년), 「법교육지원법」(2008년), 「식생활교육지원법」
(2009년), 「경제교육지원법」(2009년),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1년),
「인성교육진흥법」(2015년),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2016년)이 제정되었고, 201
7년에도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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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학교와 사회 각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
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
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나. 민주시민교육의 기본방향과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둠(안 제7조).
다.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원을 설립함(안 제9조).
라. 국무총리는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민주시민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그 시행결과보고서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지역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 학습관을 시·
군·구에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민주시민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민주시민교육 교
재 보급, 교원 연수 등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
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교육을 하거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민주시민교육인력을 양성하고 민주시민교육인력의 교습 능력
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8조).
차. 국무총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제출된 각 시·도의 연도별 시행결과보고서를 종합한 연도별 민주시민
교육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매년 3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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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지원·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진정한 민주주의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이란 모든 국민이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
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2. “민주시민교육기관”이란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거나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주권자인 국민이 지녀야 할 민주주의
적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특정 개인, 정당 또는 정치적
세력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국민의 자유로운 참여를 기초로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민주주의 정치제도에 대한 이해
2. 시민의 권리와 의무, 책임에 대한 이해와 실천
3. 민주적 토론방식 및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민주시민의식의 함양과 실천을 위한 모든 교육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와 사회 각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성 있는 민주시민교육 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재정
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민주시민교육의 기본방향과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민주시민교육위원(이하 “위원”이라

- 162 -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3명, 제9조
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3명을 포함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1. 민주시민교육기관에서 민주시민교육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사람
3.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에서 민주시민교육 관련분야 연구업적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
람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1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정책에 관한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지원업무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기관 간의 협력과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민주시민교육원의 설립) ①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교육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교육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교육원은 그 활동과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⑤ 교육원에는 원장(이하 “민주시민교육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⑥ 교육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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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⑦ 제6항에 따른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⑧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⑨ 교육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
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의 규정 중 “주무관청”은 “국무총리”로 본다.
제10조(교육원의 업무)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1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2.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지원
3.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민주시민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5. 민주시민교육기관 간의 연계체제 구축
6. 민주시민교육기관의 운영현황에 관한 조사
7. 제13조에 따른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8. 제14조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학습관에 대한 지원
9. 민주시민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10.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11. 그 밖에 교육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체
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
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목표 및 기본방향
2.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 계획
3. 민주시민교육의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계획
4. 제13조에 따른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재 및 매체활용에 관한 사항
7. 민주시민교육의 조사·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8.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각 부처·기관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무총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연도별 민주시민교육시행계획의 수립․실행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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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그 관할
구역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
연도별 민주시민교육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고, 그
시행결과보고서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계획의 수립 및 시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의 지정·운영) ① 시·도지사는 지역의 민주시민교육을 활성
화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시·군·구(자치구를 말
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연도별계획 수립의 지원
2. 해당 지역에 있는 민주시민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3. 해당 지역에 있는 민주시민교육기관 간의 연계체제 구축
4. 해당 지역 민주시민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5. 그 밖에 지역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의 지정요건, 지원내용과 그 밖에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
례로 정한다.
제14조(시·군·구 민주시민교육 학습관의 설치 또는 지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민주시민교육 기회를 제공
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학습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민주시민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학습관의 설치 및 지정·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
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지정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조에 규정된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민주시민교육 학습관이 제1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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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
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구체적 기준은 조례로 정한다.
제16조(민주시민교육기관에 대한 경비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교육기
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개인 또는 법인은 민주시민교육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기관
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17조(학교 등에서의 민주시민교육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
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민주시민교육 교재 보급, 교원 연수 등 민주시민교육에 필요
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8조(민주시민교육인력의 양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교육을 하거나 민
주시민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민주시민교육인력을 양성
하고 민주시민교육인력의 교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인력의 양성, 연수 및 재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국제교류․협력 증진) 민주시민교육원은 민주시민교육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의 관계기관․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국제교류 및 협력
을 할 수 있다.
제20조(공공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연차보고) ① 국무총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
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각 시·도의 연도별 시행결과보고서를 종합한
연도별 민주시민교육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매년 3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
제22조(청문)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 또
는 민주시민교육 학습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지원된 경비의 반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 민주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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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관 또는 민주시민교육기관이 이 법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경비
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반환과 관련된 절차는 「보
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을 준용한다.
제24조(같은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위원회·민주시민교육원·지역민
주시민교육센터 및 민주시민교육 학습관이 아니면 민주시민교육위원회·민주시민교육
원·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 및 민주시민교육 학습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5조(과태료) 제24조를 위반하여 같은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하
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민주시민교육원의 설립준비) ① 국무총리는 이 법 시행 전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민주시민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민주시민교육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민주시민교육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민주시민교육원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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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교육기본법」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교육이념의 하나로 규
정하고 있으며, 최근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
는 추세임.
특히 학교에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
으나, 학교에서 이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법
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와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학교민
주시민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
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학교민주시민교육은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정
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자율적인 참여로 실시되는 것
을 기본원칙으로 함(안 제5조).
라. 학교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민주주의에서 추구하는 가치, 민주시민으
로서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 민주주의의 운영 원리 등의 내용을 포함함(안 제6
조).
마. 교육부장관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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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를 거쳐 학교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
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학교시민교육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7
조 및 제8조).
바.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학교시민교육의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둠(안 제11조).
사. 교육부장관은 학교 교육과정에 매 학년 민주시민교육 과목을 편성·운영하고,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 및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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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
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와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제도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존중하며 자
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등 민주시민의
식을 높여 공동체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3.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하
여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학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 ① 학생은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적 배경에 상관없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장기적 차원에서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하며, 학교의 모든 교육과
정에 포함되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우리 사회에서 서로 다른 입장이나 관점을 학교 교육과정에서 객
관적으로 제공하고 다루어야 하며, 주입이나 교화는 금지한다.
④ 학교민주시민교육은 학생들이 사회문제 해결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
록 실시되어야 한다.
제6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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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민주주의에서 추구하는 가치
2.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와 제도
3.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
4. 「대한민국헌법」의 내용과 가치
5. 민주적인 생활원리
6. 의회, 정부, 법원, 정당, 언론, 이익집단, 각종 시민단체의 성격 및 기능과 역할
7. 공공재정의 기능 및 운영원리
8. 민주적 토론 및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이해와 실천
9. 비판적 사고를 통한 사회참여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와 실천
10. 그 밖에 민주시민의식의 함양과 실천을 위한 내용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제1
1조에 따른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 및 실시 계획
2.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방안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4.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③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학교민주시민교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실시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민주적인 의견 수렴 절차
를 마련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계획수립 등의 협조)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종합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수립·실
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공청회)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종합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 ①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1.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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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학교에서 10년 이상 민주시민교육 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민주시민교육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민주시민교육 연구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그 밖에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
가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 교육과정에 매 학년 민주시민교육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 및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
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일관적, 체계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직원 중 학교시민교육 책임자를 지정
하여야 한다.
④ 고등교육 기관의 장은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절차에 따라 민주시민교육 관련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⑤ 「고등교육법」 제41조에 따른 교육대학·사범대학(교육과 및 교직과정을 포함한다)
등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원 양성기관은 예비교원의 학교민주
시민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과목을 필수로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교원의 연수 등)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의 교원이 일정시간 이상 학교민주시
민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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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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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 : 남인순․송옥주․신동근
진선미․김철민․박홍근
인재근․이정문․이용선
천준호․맹성규․김성주
이학영․고용진․장경태
장혜영․강준현․박광온
의원(18인)

제안이유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는 법과 제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민주적 가치관
및 태도 등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을 갖출 때 실현될 수 있는 것임.
현재 「교육기본법」상의 교육이념에서는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언급하고

있고, 「평생교육법」에서는 6대 교육영역 중 하나로 민주시민교육의 일종인 ‘시민참여교
육’을 설정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 및 경쟁지상주의의 문화 등으
로 인하여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교육여건도
열악한 실정임.
이에,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
써 민주시민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국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
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학교와 사회 각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
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
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나.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5
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준하여 연도별 민주시민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
고, 그 시행결과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
라. 민주시민교육의 기본방향과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
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둠(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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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함(안 제12조).
바. 지역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와 시·군·구에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 학습기관을
시·군·구에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민주시민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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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지원·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진정한 민주주의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이란 모든 국민이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
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
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2. “민주시민교육기관”이란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거나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
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특정 개인, 정당 또는 정치적
세력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기관의 조직 및 활동의 독립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학교와 사회 각 영역에서 모든 사람에게 평생 동안 장려되어야 한다.
제4조(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주의의 기본원리·가치·역사 및 민주주의 정치제도에 대한 이해
2.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정치참여 및 책임에 대한 이해와 실천
3. 민주적 토론방식 및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이해와 훈련
4. 그 밖에 민주시민의식의 함양과 실천을 위한 모든 교육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와 사회 각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성 있는 민주시민교육 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재정
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75 -

제2장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등

제7조(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
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목표 및 기본방향
2.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 계획
3. 민주시민교육의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계획
4. 제13조에 따른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의 설치·지정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재 및 매체활용에 관한 사항
7. 민주시민교육의 조사·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8.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각 부처·기관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도별 민주시민교육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
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 연도별
민주시민교육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고, 그 시행결
과보고서를 다음 해 2월 말일 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계획의 수립 및 시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민주시민교육의 기본방향과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민주시민교육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민주시민교육기관에서 민주시민교육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
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사람
3.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에서 민주시민교육 관련분야 연구업적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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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정책에 관한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지원업무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기관 간의 협력과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원 원장 추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공공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
는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민주시민교육원 등

제12조(민주시민교육원) ① 국가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시
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교육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교육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교육원은 그 활동과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⑤ 교육원에는 원장(이하 “민주시민교육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민주시민교육원장
은 민주시민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2.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지원
3.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민주시민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5. 민주시민교육기관 간의 협력체제 구축
6. 민주시민교육기관의 운영현황에 관한 조사
7. 제13조에 따른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8. 제14조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학습기관에 대한 지원
9. 민주시민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10.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
11. 그 밖에 교육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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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교육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주요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⑦ 제6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
다.
⑧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⑨ 교육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
정을 준용한다.
제13조(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① 시·도지사는 지역의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역민주시민교육센
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시·군·구(자
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연도별계획 수립의 지원
2. 해당 지역에 있는 민주시민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3. 해당 지역에 있는 민주시민교육기관 간의 연계체제 구축
4. 해당 지역 민주시민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5. 그 밖에 지역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
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의 지정요건, 지원내용과 그 밖에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시·군·구 민주시민교육 학습기관 지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주
민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민주시민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
주시민교육 학습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학습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민주시민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학습기관의 설치 및 지정·운영과 지원 등에 필
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지정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민주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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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
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조에 규정된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민주시민교육 학습기관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6조(민주시민교육기관에 대한 경비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교육기
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개인 또는 법인은 민주시민교육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기관
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17조(학교 등에서의 민주시민교육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
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민주시민교육 교재 보급, 교원 연수 등 민주시민교육에 필요
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8조(민주시민교육인력의 양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교육을 하거나 민
주시민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민주시민교육인력을 양성
하고 민주시민교육인력의 교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인력의 양성, 연수 및 재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공공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연차보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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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각 시·도의 연도별 시행결과보고서를 종
합한 연도별 민주시민교육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매년 3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제21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교육기관이 민주시민교육
에 필요하여 요청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국․공유의 시설․물품이나 그 밖의 재
산을 무상이나 저렴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2조(청문)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지역민주시민교육센
터 또는 민주시민교육 학습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지원된 경비의 반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 민주시민교육
학습기관 또는 민주시민교육기관이 이 법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
나 허위의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반환과 관련된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위원회·민주시민교육원·지역민
주시민교육센터 및 민주시민교육 학습기관이 아니면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
다.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교육원
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과태료)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하
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민주시민교육원의 설립준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7인 이내의 설립
위원을 위촉하여 민주시민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민주시민교육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민주시민교육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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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를 한 후 민주시민교육원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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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박찬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7.
2063

발

의

16.

자 : 박찬대ᆞ김홍걸ᆞ조승래
김교흥ᆞ이동주ᆞ이성만
정일영ᆞ신동근ᆞ허종식
맹성규ᆞ문정복ᆞ유동수
의원(12인)

제안이유
「교육기본법」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교육이념의 하나로 규
정하고 있으며, 최근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
는 추세임.
특히 학교에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
으나, 학교에서 이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법
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와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학교민
주시민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
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학교민주시민교육은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정
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자율적인 참여로 실시되는 것
을 기본원칙으로 함(안 제5조).
라. 학교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민주주의에서 추구하는 가치, 민주시민으
로서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 민주주의의 운영 원리 등의 내용을 포함함(안 제6
조).
마. 교육부장관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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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를 거쳐 학교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
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학교시민교육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안 제7
조 및 제8조).
바.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학교시민교육의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둠(안 제11조).
사. 교육부장관은 학교 교육과정에 매 학년 민주시민교육 과목을 편성ᆞ운영하고,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 및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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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
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와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제도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존중하며 자
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등 민주시민의
식을 높여 공동체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나. 「초ᆞ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3.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하
여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학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 ① 학생은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적 배경에 상관없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장기적 차원에서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하며, 학교의 모든 교육과
정에 포함되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우리 사회에서 서로 다른 입장이나 관점을 학교 교육과정에서 객
관적으로 제공하고 다루어야 하며, 주입이나 교화는 금지한다.
④ 학교민주시민교육은 학생들이 사회문제 해결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
록 실시되어야 한다.
제6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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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민주주의에서 추구하는 가치
2.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와 제도
3.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
4. 「대한민국헌법」의 내용과 가치
5. 민주적인 생활원리
6. 의회, 정부, 법원, 정당, 언론, 이익집단, 각종 시민단체의 성격 및 기능과 역할
7. 공공재정의 기능 및 운영원리
8. 민주적 토론 및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이해와 실천
9. 비판적 사고를 통한 사회참여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와 실천
10. 그 밖에 민주시민의식의 함양과 실천을 위한 내용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제1
1조에 따른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 및 실시 계획
2.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방안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ᆞ개발 및 보급
4.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③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학교민주시민교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ᆞ시행 등)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실시계획을 수립ᆞ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민주적인 의견 수렴 절차
를 마련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계획수립 등의 협조)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종합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수립ᆞ실
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공청회)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종합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 ①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1.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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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학교에서 10년 이상 민주시민교육 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민주시민교육 연구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
하는 사람
4. 그 밖에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
가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 교육과정에 매 학년 민주시민교육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편성ᆞ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 및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
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일관적, 체계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직원 중 학교시민교육 책임자를 지정
하여야 한다.
④ 고등교육 기관의 장은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절차에 따라 민주시민교육 관련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⑤ 「고등교육법」 제41조에 따른 교육대학ᆞ사범대학(교육과 및 교직과정을 포함한다)
등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원 양성기관은 예비교원의 학교민주
시민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과목을 필수로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교원의 연수 등)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의 교원이 일정시간 이상 학교민주시
민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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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시행 2020. 11. 12.] [경기도조례 제6824호, 2020. 11. 12., 일부개정]
경기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경기도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 구현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모든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민
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
주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 10. 01.]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규약에 의해 보장되는 보편적 민주
주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도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
여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9. 10. 01.>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 및 관점과 의견들이
공정하고 다양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도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 <개정 2019. 10. 01.>
⑤ 모든 도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도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
는 모든 도민으로 한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모든 도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시·군의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전문성 있는 민주시민교육 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신설 2019. 10. 01.]
④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05. 19.]
제6조(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
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0. 01.>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인력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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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0. 01.>
5. 민주시민교육과정 프로그램과 민주시민교육 기관 및 단체의 교육품질 인증에 관한 연구⋅
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2. 민주주의 정치제도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도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
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신설 2017. 4. 12.]
6. 도민의 노동인권보호와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신설 2019. 10. 01.]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자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4. 12.,
2019. 10. 0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3명 <개정 2017. 4. 12., 2019. 10. 01.>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17. 4. 12.>
3.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 <개정 2017. 4. 12.>
4. 민주시민교육 관련 부서 공무원
[전문개정 2017. 4. 12.]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19. 10. 01.]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두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
하고, 부위원장은 담당 공무원 1명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1명을 호선한다.
[전문개정 2017. 4. 12.]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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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직 부위원장과 공무원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개정 2017. 4. 12.>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신설
2019. 10. 01.]
제9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회의 시에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사익을 위하여 이
용해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은 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참
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⑤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01.]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연 2회 정례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01.>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1조(소위원회의 구성ᆞ운영) ① 위원회 소관사항 중 일부를 효율적으로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한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
도록 한다.
④ 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밖에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 10. 01.]
제12조(위원회의 의견청취)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할 때는 관계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01.]
제13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경기도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
을 위하여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민주시민교육 연구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
2.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도내 민주시민교육 자원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협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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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센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사·연구·교육운영을 위하여
조직내 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그 센터를 이용하여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로 보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01.]
제15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치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갖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
기도 사무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이수증의 발급)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
주시민교육이수증을 발급한다.
제17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8조(교류협력 등)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타 시·도, 기초자치단체,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01.>
③ 도지사는 도내 시·군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12.]
1. 시·군 민주시민교육 기관 지원 사업
2. 시·군 민주시민교육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연수 사업
3. 그 밖에 시·군 민주시민교육 사업 활성화 등에 필요한 지원 사업
제19조(평가)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하여 시·군 운영 사항 및 종합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6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12.]
제20조(포상)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5.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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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0. 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이외의 각 호 중 제8호
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민주시민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제6조
중 본문 이외의 각 호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도민의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제18조 제1항 각 호 중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
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민주시민 교육사업
부칙<2020. 0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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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시행 2020. 4. 1.] [광주광역시조례 제5413호, 2020. 4. 1., 제정]
광주광역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 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주권자로서 민주국가와 시민사회
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길러 행동으로 이어지
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
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기르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
야 하며, 사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와 사회 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
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건강한 정치생활을 영위하고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
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모든 시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
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여러 가지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
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ᆞ시행)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사업의 기반 구축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정치 제도의 이해 및 정치 참여에 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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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정
치적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3.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4.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
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미리 선정위원, 자격요
건, 선정기준 등을 명확히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공개모집 방법으로 시장이 위촉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민주·교육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업·단체 등에서 1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민주시민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내 해
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들의 동의로 선출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
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
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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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
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
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12조(이수증의 발급)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
시민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제13조(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및 자치
구, 관련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민간부문의 법인·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
다.
제14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
례」에 따른다.
제15조(포상)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게「광주광역시 포
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20.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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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시행 2019. 2. 15.] [대전광역시조례 제5240호, 2019. 2. 15., 제정]
대전광역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
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참여적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다룸으로써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극대화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사회적 정의와 도덕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사회현실을 이해하는 다양한 이론·관점·의견들이 공정하고 다양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
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치구와 민간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정
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개인의 능력과 배경에 상관없이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민주시
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주의 기본원리와 정치제도의 이해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2. 영토, 역사, 정통성, 전통문화, 사회통합, 평화통일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
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평등, 자율, 공정, 준법, 배려, 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기후변화, 양성평등, 남북평화, 이주노동자, 세계주의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가치들에
대한 교육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6조(종합계획)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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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의결하는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2.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정책, 평가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시민의 참여 방안
4.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관련 실·국장
3. 대전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 관련 국장
4. 민주시민교육 관련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
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
장이 정한다.
제10조(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
역시 민주시민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민주시민교육 교육자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설비 등의 제공
5. 국내·외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6.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전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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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등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지원) 시장은 제10조제2항의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교류ᆞ협력)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및 자치구,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분과 협
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조례 제5240호, 2019.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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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시행 2019. 1. 1.] [부산광역시조례 제5841호, 2019. 1. 1., 제정]
부산광역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및 공동체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데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민주사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갖추어야 할 지식·가치·태도 등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라는 제도와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시민의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
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
다.
제4조(시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
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구·군의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시민교육 활성
화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의 추진 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 과정에 관
한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헌법」과 대한민국이 체결·공포한 국제조약 및 국제관습법에 따른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과 갈등조정 등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역량
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공감, 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 등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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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방법으
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의 기반 및 교류·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조례 제5841호(2019. 1.
1.)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조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의 종사자
4.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주시민
교육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
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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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민주시민교
육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구·군 및 법인·단체 등에 예산
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교류ᆞ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그 기반을 구축하기 위
하여 정부 및 구·군, 관련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부문의 법인·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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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3. 26.] [서울특별시조례 제7499호, 2020. 3. 26., 일부개정]
서울특별시(서울민주주의담당관), 02-2133-653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
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
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시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
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5조(책무) 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
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자치구와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며 자치구 내의 민주시민교육 활
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26.>
1.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정치제도의 이해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2. 영토, 역사, 정통성, 전통문화, 사회통합, 평화통일 등에 관한 교육
3. 지방자치분권의 가치와 내용 및 주민주권의 이해,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
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ᆞ시행)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
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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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오프라인 등)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
항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각급기관·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
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
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 5.>
제13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및 법인·단체에게 예
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
례」에 따른다. <개정 2015. 5. 14.>
제14조(이수증의 발급)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
시민교육이수증을 발급한다.
제15조(이수현황의 파악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구의 통·반장 및
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등의 민주시민교육 이수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우수 자치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203 -

제16조(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
치구,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표창)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7499호,2020. 3.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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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시행 2018. 4. 10.]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147호, 2018. 4. 10., 제정]
세종특별자치시(교육지원과), 044-300-3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주시민교육”이란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시민
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헌법과 초국가적 국제규약에 따라 보장되는 보
편적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시민으로 지녀야 할 권리를 보장
하고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인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
다.
③ 시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
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5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이 빠짐
없이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그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2. 민주주의 정치제도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
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인권, 환경, 양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
한 교육
6. 그 밖에 평화와 글로벌시대의 시민정신 함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민주시민교육 시행계획의 수립ᆞ시행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
하여 「평생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에 민주시민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 205 -

협의회를 통하여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인력의 양성과 배
치, 그 밖에 시민의 민주시민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시민을 위한 민
주시민교육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거나, 관련 법인·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민주시민교육의 이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개설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명의로 민주시민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교류협력 등)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법
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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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2. 20.] [인천광역시조례 제6076호, 2019. 2. 20., 제정]
인천광역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고 한다)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
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
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
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
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와 사회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건강한 정치생활을 영위하고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
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모든 시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
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
의 기회가 평생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각종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화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과정을 위한 프로그램(온라인·오프라인)과 민주시민교육 기관 및 단체의 교
육품질 인증에 관한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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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사회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가치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제도에 대한 지식, 정보 및 정치 참여의 방식에 관한 교
육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정
치적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
법으로 교육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
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
4. 민주시민교육 관계 공무원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
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들의 동의로 선출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
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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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갖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
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13조(이수증의 발급)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
시민교육이수증을 발급한다.
제14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군·구 및 법인·단체에게 예
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
른다.
제15조(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다
른 시·도, 기초자치단체,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
다.
제16조(포상)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9-02-20 조례 제6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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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9. 28.] [전라남도조례 제4413호, 2017. 9. 28., 제정]
전라남도(희망인재육성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전라남도민
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민주
사회의 주권자로서 민주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
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건강하고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
하는 도민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써
도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도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
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도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도민은 민주시
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도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시·군의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헌법」과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2. 다양한 정치제도의 이해와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도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
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 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도지사가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양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와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과 추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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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과 재원조달
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기반구축과 활성화 방안
5. 민주시민교육 과정과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6. 그 밖에 도지사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민주
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
4. 민주시민교육 관련 부서의 공무원
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
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을 선출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직 위원인 부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
촉직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6개월 이상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제11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
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이수증 발급)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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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교류협력)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과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
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
례」를 따른다.
제16조(포상)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7.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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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3. 25.] [전라북도조례 제4240호, 2016. 3. 25., 제정]
전라북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전라북도
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문화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주시민교육”이란 전라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주권자
로서 민주 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기능·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
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숙된 삶과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
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
하는 모든 도민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정통성을 담은 대한민국 헌법과
초국가적 국제규약에 의해 보장되는 보편적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도민
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의
해 이루어져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
한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 및 관점과 의견들의
일방적 주입이나 교화를 금지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도민의 건강한 정치생활 영위와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
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모든 도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도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모든 도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
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도내 시·군의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
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의 기본가치와 이념 및 기본권,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
해와 참여방식에 대한 교육
2. 다양한 정치제도의 이해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도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
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평화와 글로벌시대의 시민정신 함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합리적 의사소통 방식을 가능하게 하
는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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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민주시민교육 시행계획의 수립ᆞ시행) ① 도지사는 매 3년마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평생교육법」제11조 및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조례」 제4조에 따라 수
립·시행하는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에 민주시민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
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민주시민교육 자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10조(경비보조 및 지원)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인력의 양성과
배치, 그 밖에 도민의 민주시민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도민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거나, 시·군 및 법인·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민주시민교육의 이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교육
과정을 개설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명의로 민주시민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2조(교류협력)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타
시·도, 기초자치단체,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게 「전라북도포
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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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시행 2019. 8. 7.] [충청남도조례 제4554호, 2019. 8. 7., 제정]
충청남도(교육법무담당관), 0416353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할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기 위하
여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
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참여적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정통성을 담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보편적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도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나 정치·사회현실을 이해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충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
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
한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도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
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군과 민간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③ 모든 도민은 개인의 능력과 배경에 상관없이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민주시
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민주시민교육 내용)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 기본원리와 제도의 이해
2. 역사, 정통성, 전통문화, 사회통합 또는 평화통일
3. 도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
량과 자질 함양
4. 자유, 평등, 자율, 공정, 준법, 배려, 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
5. 그 밖에 평화와 글로벌시대의 시민정신 함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합리적 의사소통 방식을 가능하게 하
는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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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주시민교육 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
5.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
6. 그 밖에 도지사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는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1.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2.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정책, 평가
3.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시민의 참여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관련 실·국장
3. 충청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관련 국장
4. 민주시민교육 관련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
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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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
남도 위원회 위원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ᆞ기피ᆞ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자문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자문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자문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
피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
야 한다.
제12조(민주시민교육 운영)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
관이나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시군 및 법인·단
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
례」에 따른다.
제14조(교류ᆞ협력)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및 시·
군,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분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
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조례 제4554호, 2019.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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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시행 2019. 11. 14.] [충청북도조례 제4334호, 2019. 11. 14., 제정]
충청북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충청북도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문화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정통성을 담은 대한민국 헌법과
초국가적 국제규약에 의해 보장되는 보편적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도민
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의
해 이루어져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나 사회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 및 관점과 의견들이
공정하고 다양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도민의 건강한 정치생활 영위와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
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모든 도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도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
하는 모든 도민으로 한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모든 도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시·군의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
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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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2. 민주주의 정치제도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도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
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양성평등, 도덕·윤리, 국가관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가치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자
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충청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
4. 민주시민교육 관련 부서의 국장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
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
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들의 동의로 선출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
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
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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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및 위탁)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
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치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갖는 충청북도 민
주시민교육센터를 설립할 수 있으며,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
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이수증의 발급)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
주시민교육이수증을 발급한다.
제14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
례」에 따른다.
제15조(교류협력 등)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타 시·도, 기초자치단체,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센터에 위임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9. 11. 14. 조례 제43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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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7. 10.] [충청남도계룡시조례 제781호, 2020. 7. 10., 제정]
충청남도 계룡시(자치행정과), 042-840-210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계룡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계룡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민주사
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
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
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건강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
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모든 시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계룡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계룡시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에게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각종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
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평생 충분히 제공되도록 교
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계룡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화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에 관한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평화와 글로벌시대의 시민정신 함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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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 정치제도에 대한 지식, 정보 및 정치 참여의 방식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주거지 및 생활영역에서 제기되는 공적 쟁점과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의견정립을 위
한 교육
4.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정
치적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5.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학습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지식공유, 시민위상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에 따라 시민들
이 각종 생활영역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 민주
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학습장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하되, 성별, 연령, 소속단체 등을 고
려하여야 한다.
1. 계룡시의회 의원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각급기관·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4.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 공무원
④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
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의원 1/3이상의 요
구가 있을때 소집한다.

- 222 -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0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계룡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이수증의 발급)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
시민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충
청남도, 다른 시·도 기초자치단체,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
다.
제14조(포상)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개인에게「계룡시 포상 조
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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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 7.]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213호, 2020. 1. 7., 일부개정]
경기도 고양시(평생교육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양시민이 민
주시민으로서 지녀야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
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서
고양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
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의견이 공정하게 다루어
지는 등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
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하여 민
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화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오프라인 등)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
항
6. 그 밖에 시장이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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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
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고양시민주시민교
육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
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
4.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 공무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성격 및 위원의 구성이 유사하여 그 기능을 담당하
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민주시민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
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
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
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 1. 7.>
제12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3조(교류ᆞ협력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경
기도, 기초자치단체 및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표창)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고양시 포상 조
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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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18. 5.25. 조례 제1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 7. 조례 제2213호>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
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
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 (생략)
· 고양시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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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6. 25.] [경기도광명시조례 제2492호, 2019. 6. 25., 일부개정]
경기도 광명시(평생학습원), 02-2680-6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여 대한민국과 지구사회에 걸쳐 광명시민이
주권자인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
는 문화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세계시
민으로서 또 주권자로서 민주 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기능·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정치생활을 영위하여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
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특
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와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건강한 정치생활을 영위하고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
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모든 시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
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과 광명시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필요로 하는 외국민(외국인 노
동자 등)에게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9. 6. 25〉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광명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4시간이상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다만,시장은 민주시민교육담당 공무원에게 민주시민교육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담당자로 발령 받은 후 1년 이내에 최소한 연 60시간 이상 민주시민교
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위하여 전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광명시 공무직·시 산하조직의 직원·시보조금을 받은 위탁사의 직원 ·각 동자
치센터의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각종 유관단체의 위원들에게· 민주시민교육
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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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
시민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
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화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오프라인 등)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
항
6. 학교와 지역사회,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
발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주거지 및 생활영역에서 제기되는 공적 쟁점과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의견정립을 위
한 교육
4.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
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5.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6.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학습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지식공유, 가치각성, 시민위상 강화 등에 관한 시민의 자율학습이나 참여
학습을 비롯하여 강연, 학술대회, 회의, 축제, 박람회, 전시회, 연수여행, 경연, 영화세미나,
문화이벤트, 언론연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시민들이 각종 생활영역에서 체험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제8조(민주시민교육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운영하기 위하여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학습장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이상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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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각급기관·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4.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 공무원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장이 부득
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운영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운영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운영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운영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월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단, 분기별 1회는 정기회의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
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
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역량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명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이 시민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도
록 노력하여야 하며 평생학습원·광명학습지원센터 등 공공시설물에 “민주시민교육학습
장” 또는 “정치교육원(정치학교)” 등을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에 강당 등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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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에 따
른다.
제15조(이수증의 발급)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
시민교육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6조(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타
시·도, 기초자치단체,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표창)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광명시 포상 조
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6. 25 조례 제2492호,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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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6. 20.] [경기도구리시조례 제1661호, 2019. 6. 20., 제정]
경기도 구리시(평생학습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리시민이 민
주시민으로서 지녀야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민주시민교육”이란 구리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또 주권자로서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기능·가치·태도 등 민주시민
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정치생활을 영위하여 성숙된 삶
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서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
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 및 관점과 의견이 공정하
게 다루어지는 등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시민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
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하여 민
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화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오프라인 등)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
항
6. 그 밖에 시장이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 231 -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
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 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구리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
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
4. 시 민주시민교육 업무 담당 국장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
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성격 및 위원의 구성이 유사하여 그 기능을 담당하
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
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
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1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
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리
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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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다.
③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에 강당 등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교류ᆞ협력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경
기도, 기초자치단체 및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표창)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구리시 포상 조
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구리시 조례 제1661호, 2019.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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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시행 2020. 9. 29.] [경기도군포시조례 제1815호, 2020. 9. 29., 일부개정]
경기도 군포시(청소년청년정책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여 군포시민이 주권자인 민주시민으로서 지녀
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세계시
민으로서 또 주권자로서 민주 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기능·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
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
키기 위한 활동으로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건강한 사회생활 영위와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
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 및 관점과 의견들이
공정하고 다양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⑤ 모든 시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군포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
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 등의 수립ᆞ시행)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
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화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오프라인 등)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
항
6.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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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마다 민주시민교육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계획’을 ‘군포시 평생교육진흥계획’에 포함할 수 있
다.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주거지 및 생활영역에서 제기되는 공적 쟁점과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의견정립을 위
한 교육
4.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
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5.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6.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학습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민주시민교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
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민주시민교육 센터의 설치ᆞ운영)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군포
시 민주시민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활동
2. 교육장소와 시설 제공 및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생산
3. 민주시민교육 단체 간 연계 및 민간 협력 체계 구축
4. 지역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주요 정책의 개발·제안 및 여론 조사
5. 지역 중장기 민주시민교육 사업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 등 개최 및 지원
6. 지역 민주시민교육 공동체 형성과 사회적 자본 촉진 지원 활동
7. 사회 통합, 소통, 갈등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한 활동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센터의 위탁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의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지원 등) ① 시장은 제7조제3항 및 제10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
토 및 승인 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 정산 및 감독 등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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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할 때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센터 운영의 모든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 하거나 대
리하게 할 수 없다.
제13조(감독) ① 시장은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
에게 시정 조치를 명령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사무 지
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
어야 한다.
제14조(위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위탁 사업 목적에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3. 위탁관리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센터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위탁 운영 필요성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5조(민주시민교육 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포시 민주시민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21조제2항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시범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센터의 운영,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 민주시민교
육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야 한다.
1. 군포시의회 시의원 2명 이내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각급기관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4.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 공무원
④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
원장은 민주시민교육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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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위원의 제척ᆞ기피ᆞ회피) 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협의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
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
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활동이 크게 부진한 경우
4.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키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제1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포시 각종 위
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9. 29.>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교류협력)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경기도,
다른 시·도, 기초자치단체, 관련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2조(이수증 발급)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
민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9. 4. 18. 조례 제1703호>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0. 9. 29. 조례 제1815호>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군포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
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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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6. 26.]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1524호, 2020. 6. 26., 일부개정]
경상남도 김해시(인재육성지원과), 330-488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김해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민주사
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
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특
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와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건강한 정치생활을 영위하고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
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모든 시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김해시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에게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각종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
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평생 충분히 제공되도록 교
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김해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화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
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종
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과정을 위한 프로그램과 민주시민교육 기관 및 단체의 교육품질 인증에 관한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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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 정치제도에 대한 지식, 정보 및 정치 참여의 방식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주거지 및 생활영역에서 제기되는 공적 쟁점과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의견정립을 위
한 교육
4.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정
치적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5.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학습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지식공유, 가치각성, 시민위상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에
따라 시민들이 각종 생활영역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민주시민교육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민주
시민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학습장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하되, 성별, 연령, 소속단체 등을 고
려하여야 한다.
1. 김해시의회 의원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각급기관·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4.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 공무원
④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
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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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0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역량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김해
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0. 6. 26.>
제13조(이수증의 발급)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
시민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타
시·도 기초자치단체,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
다.
제15조(포상)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김해시 포상 조
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1318호 2018. 4.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조례 제1524호 2020. 6. 26.>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51> < 생 략 >
<52> 김해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를 “「김해시 사
무의·민간위탁·조례」”로 한다.
<53> ~ <68> <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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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2. 27.]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1597호, 2018. 12. 27., 제정]
경기도 남양주시(평생학습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남양주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
도 등 남양주 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 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
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시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
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과 남양주시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에게 시
행할 수 있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각종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정치제도의 이해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2. 영토, 역사, 정통성, 전통문화, 사회통합, 평화통일 등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 조정, 문제해결 등 역
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존중,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학습이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화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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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프로그램과 민주시민교육 기관 및 단체의 교육 품질 인증에 관한 연
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와 지역사회,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활동방안과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민주시민교육 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민주시민교육 운
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담당 실·국·소·원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
이 위촉한다.
1.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2.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관계자
3. 민주시민교육 관련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
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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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위상을 갖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
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남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
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강당 등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
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6조(이수증의 발급)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
시민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교류협력)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경기도, 다른 시·도,
기초자치단체, 지역 내 시민단체를 포함한 법인·단체등과 긴밀한 교류 협력체계를 구축한
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내 시민단체를 포함한 법인·단체 등과 협약
을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
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1597호, 2018.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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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2. 23.]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3314호, 2019. 12. 23., 제정]
전라남도 목포시(교육체육과), 061-270-853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목포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써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이바지 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
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시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
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정치제도의 이해 및 정치 참여에
관한 교육
2. 영토, 역사, 정통성, 전통문화, 사회통합, 평화통일 등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
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ᆞ시행)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
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오프라인 등)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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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목포시 민주시민교육자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이상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
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목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각급기관·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4. 민주시민교육 소관 부서 과장
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되 위원들의
동의로 선출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
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담당주사가 된
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
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6개월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
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위원
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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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5조(이수증의 발급)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
시민교육이수증을 발급 할 수 있다.
제16조(이수현황의 파악 등)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통·반장 및 동 주민자치
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등의 민주시민교육 이수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제17조(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목포시 사무의 민간위
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게 「목포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9.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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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6. 7.]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1118호, 2017. 6. 7., 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교육청소년과), 2600-698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강
서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
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구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
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
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는 등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④ 모든 구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
다)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으로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하여 민주시
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화 강화를 위한 인적· 물적·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오프라인 등)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
항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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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구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
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
구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각급기관·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4.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 공무원
④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
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
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
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
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이수증의 발급)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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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민교육이수증을 발급한다.
제14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교류협력 등)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구,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
다.
제16조(표창)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강
서구 표창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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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10. 17.] [서울특별시광진구조례 제973호, 2017. 10. 17., 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 02-450-7536

제1조(목적) 본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적극
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문화의 조성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
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
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정통성을 담은대한민국 헌법에서 보
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구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구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
야 하며,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 및관점과 의견들이
공정하고 다양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모든 구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하며,구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
다)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으로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모든 구민에게 민
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진흥계획 수립 시민주시민교육 진흥계
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구민의 권리와 의무,참여와 책임,의사소통,합리적 의사결정,갈등조정,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
질 함양에 관한 교육
4.자유,자율,공정,준법,배려·나눔,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
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학습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진흥 계획의 수립·
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
시 광진구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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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4조에 따
른 평생교육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8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
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사항은『서울특
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광진구지방보조금 관
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이수증의 발급)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이수한 사람에게 민
주시민교육이수증을 발급한다.
제11조(교류협력 등)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구,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체결할 수 있
다.
제12조(표창)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서울특별시 광
진구 표창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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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3. 23.]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256호, 2017. 3. 23., 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평생학습과), 2116-399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노
원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
다)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
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구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
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구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
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 및 관점·의견이 공정하
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구민들은 민주
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
다)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으로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
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화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오프라인 등)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
항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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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구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
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주시
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각급기관·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4.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 공무원
④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
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
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
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1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
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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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이수증의 발급)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
주시민교육이수증을 발급한다.
제16조(교류협력 등)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구,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
다.
제17조(표창)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노
원구 표창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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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7. 13.] [서울특별시도봉구조례 제1230호, 2017. 7. 13., 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평생학습체육과), 2091-36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
다)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건강하고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
민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써
구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구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
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와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
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는 등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④ 모든 구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민주시민
교육은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각종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
민교육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과정 프로그램 관련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 255 -

3. 구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
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
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
4.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
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
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
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
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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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교류협력 등)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서울특별시, 다른 시·도 기초자치단체,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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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4. 10.]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1301호, 2019. 4. 10., 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교육지원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이 주권자인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이 주권자이자 세계시
민으로서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
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거나, 배
우거나, 일하거나, 활동하는 모든 주민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민주시민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
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
키기 위한 활동으로 주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주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 및 관점과 의견들이 공
정하고 다양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6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주민에
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
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필요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 물적·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이전 기본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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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주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
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구청장이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이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각종 생활영역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주
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60%를 넘
지 않도록 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
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각각 1회 개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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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
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
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수강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을 할 경우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
려하여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강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에 대하여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소년·소녀가정 포함)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6. 만 65세 이상 노인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이수증의 발급)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
주시민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제18조(교류협력 등)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
다.
제19조(표창)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서
대문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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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9. 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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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7. 15.]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291호, 2019. 7. 15., 일부개정]
성남시 (평생학습과) 729-308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성남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민주사
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
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
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와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건강한 정치생활을 영위하고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모든 시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⑥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과 성남시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필요로 하는 외국 시민을 위해서
도 베풀어질 수 있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
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평생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각종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
다.
제6조(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화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
반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과정을 위한 (온라인-, 오프라인-) 프로그램과 민주시민교육 기관 및 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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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품질 인증에 관한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
발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제도에 대한 지식, 정보 및 정치 참여의 방식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주거지 및 생활영역에서 제기되는 공적 쟁점과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의견정립을 위한
교육
4.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정치
적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5.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
법으로 학습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지식공유, 가치각성, 시민위상 강화 등에 관한 시민의 자율학습이나 참여학
습을 비롯하여 강연, 학술대회, 회의, 축제, 박람회, 전시회, 연수여행, 경연, 영화세미나, 문
화이벤트, 언론연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시민들이 각종 생활영역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성남시 민주시민교육자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성남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상
3.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 4명 이상
4. 부시장 및 민주시민교육 관련 부서 실무지원책임 공무원 1명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
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들의 동의로 선출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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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갖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
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이수증의 발급)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
시민교육이수증을 발급한다.
제14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구(區)·동(洞) 및 법인·단체
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경
기도, 다른 시·도 기초자치단체,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성남시 포상 조
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5.11.11. 조례 제2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91호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12] (생략)
[113] 「성남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14] ~ [116]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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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
[시행 2018. 2. 12.] [경기도수원시조례 제3763호, 2018. 2. 12., 제정]
경기도 수원시(평생학습팀), 031-228-319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수원시민이 세계시민이자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기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민주사
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건강한 시
민으로 정치생활을 하여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
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특
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와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건강한 정치생활을 영위하고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
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모든 시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
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과 시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에게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
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각종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및 국제규약의 기본가치와 이념 및 기본권,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대한 교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의 이해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
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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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합리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
법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화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과정을 위한 프로그램과 민주시민교육 기관 및 단체의 교육품질 인증에 관한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
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수원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
원회(이하 “자문위”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2.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3. 민주시민교육 관련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
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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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각각 1회 개최하
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
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
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6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위상을 갖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
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수
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
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민주시민교육의 이수)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게 민주시민교육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9조(교류협력)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경기도, 다른 시·도,
기초자치단체, 지역 내 시민단체를 포함한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협력체계를 구축한
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내 시민단체를 포함한 법인·단체 등과 협약
을 체결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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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2. 17.]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1836호, 2018. 12. 17., 제정]
충청남도 아산시(평생학습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아산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민주사
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
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
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특
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와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건강한 정치생활을 영위하고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
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모든 시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아산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아산시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에게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각종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
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평생 충분히 제공되도록 교
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산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화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에 관한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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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 정치제도에 대한 지식, 정보 및 정치 참여의 방식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주거지 및 생활영역에서 제기되는 공적 쟁점과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의견정립을 위
한 교육
4.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정
치적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5.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학습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지식공유, 가치각성, 시민위상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에
따라 시민들이 각종 생활영역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민주
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학습장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하되, 성별, 연령, 소속단체 등을 고
려하여야 한다.
1. 아산시의회 의원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각급기관·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4.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 공무원
④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
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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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0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이수증의 발급)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
시민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충
청남도, 다른 시·도 기초자치단체,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
다.
제14조(포상)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개인에게「아산시 포상 조
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1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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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0. 2.] [경기도안산시조례 제2289호, 2019. 10. 2., 제정]
경기도 안산시(평생학습과), 481-345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안산시민
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민주사
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
하여 건강하고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
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정
치적 의견 관철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와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
⑤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
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과 시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위하여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에게 시행 할 수 있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
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각종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 소속공무원, 산하기관 및 사무위탁에 따른 수탁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민주시민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및 국제규약의 기본가치와 이념 및 기본권,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대한 교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의 이해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
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인권, 환경, 양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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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합리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
법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지식공유, 가치각성, 시민위상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에
따라 시민들이 각종 생활영역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화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민주시민교육 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운영하기 위한 안
산시 민주시민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
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안산시의회 의원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
4. 민주시민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
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
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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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
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
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
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민주시민교육의 이수)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게 민주시민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5조(교류협력)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경기도, 다른 시·도,
기초자치단체, 지역 내 시민단체를 포함한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협력체계를 구축한
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내 시민단체를 포함한 법인·단체 등과 협약
을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9.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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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시행 2019. 11. 15.] [경기도안양시조례 제3145호, 2019. 11. 15., 일부개정]
경기도 안양시(평생교육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양시민
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민주사
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
하여 건강하고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써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
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와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
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는 등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④ 모든 시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민주시민교육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필요로 하는 외국 사
람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
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각종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전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과정 프로그램(온라인·오프라인 등)과 민주시민교육 기관 및 단체의 교육품
질 인증 관련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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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등)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5>
1.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정치제도의 이해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2. 영토, 역사, 정통성, 전통문화, 사회통합, 평화통일 등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
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학습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지식공유, 가치각성, 시민위상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에
따라 시민들이 각종 생활영역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안양시 민주시민
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
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안양시의회 의원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
4.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
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
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8>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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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갖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1. 15>
제13조(이수증의 발급)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
시민교육이수증을 발급한다.
제14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
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
른다.
제15조(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경
기도, 다른 시·도 기초자치단체,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
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 5 조례 제2788호, 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생략
② 「안양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2호,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9. 11. 15 조례 제3145호,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부터 ⑮까지 생략
「안양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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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2항 중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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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0. 30.] [경기도양주시조례 제968호, 2018. 10. 30., 제정]
경기도 양주시(평생교육진흥원), 031-8082-739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주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민주사
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
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
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
적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을 함양
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①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정
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의견들을 공정하게 다루
어지도록 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
④ 모든 시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각종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화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
여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
4. 민주시민교육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의 구축 및 활성화
5. 민주시민교육과정을 위한 프로그램과 민주시민교육 기관 및 단체의 교육품질 인증 등에
관한 연구·개발·평가
6.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활동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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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 정치제도에 대한 지식, 정보 및 정치 참여의 방식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주거지 및 생활영역에서 제기되는 공적 쟁점과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의견정립을 위
한 교육
4.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
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5.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합리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
법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양주시 민주시민교육자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양주시의회 의원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
4. 민주시민교육 소관 부서 과장
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되 위원들의
동의로 선출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
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담당주사가 된
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
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
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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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민주시민교육의 시행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갖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양주시 사무의 민
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이수증의 발급)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
시민교육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읍·면·동 및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해서는「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경
기도, 다른 시·도 기초자치단체,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
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표창)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양주시 포상 조
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968호, 2018.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80 -

양평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2. 26.] [경기도양평군조례 제2706호, 2019. 12. 26., 제정]
경기도 양평군(평생교육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평군
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 및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민주주
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
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군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 및 책임의식을 함
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군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 시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의 다양한 이론·관점 및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
어져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군민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
주하는 모든 군민으로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군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필요로 하고 군에 거소신고 되어 있는 외국국
적동포 또는 체류지 등록된 외국인에게 시행할 수 있다.
제5조(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군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
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문성 있는 민주시민교육 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의 전문화·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인력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
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과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교육품질 인증에 관한 연
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군수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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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민주정치 제도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군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의
역량 및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 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가치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군수가 민주시민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①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및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
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평생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양평군 평생교육협의회가
대행한다.
제9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양평
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이수증의 발급) 군수는 민주시민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교류협력 등) 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시·도, 기초자치단체 및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2706호, 2019. 12. 26.>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양평군 평생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양평군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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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5. 27.]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1510호, 2020. 5. 27., 제정]
전라남도 여수시(교육지원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가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여 시민이 주권자인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 및 시민의식을 강화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문화를 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 각 영역에서 적극 활동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정치를 영위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민주사
회의 주권자로서 민주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 등 민주시
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써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
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시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은 민주시
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개인의 능력과 배경에 상관없이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민주시
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산하기관 포함)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과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생활영역에서 제기되는 현안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예산, 시민참여 자
치와 민간 협치에 관한 교육
4.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
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5. 기후변화, 인권, 성평등, 다문화, 노동,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가치와 의제에 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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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학습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
민교육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인적·물적·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오프라인 등)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와 지역사회,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활동 방안과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여수
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9조(수료증 발급)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민주시
민교육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교류협력)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과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지원)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포상)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심의ᆞ자문) 시장은 전문적이고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등에 대한 사항을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
여수시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20. 5. 27. 조례 제1510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여수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여수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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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시행 2020. 6. 15.] [경기도여주시조례 제843호, 2020. 6. 15., 제정]
경기도 여주시(평생교육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여주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모든 여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민
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
주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규약에 의해 보장되는 보편적 민주
주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
여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 및 관점과 의견들이
공정하고 다양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 ·
⑤ 모든 시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
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다만,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대한민국과 시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필요로 하는 외국 시민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각종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문성 있는 민주시민교육 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민주
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인력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
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5. 민주시민교육과정 프로그램과 민주시민교육 기관 및 단체의 교육품질 인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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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제도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
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6. 시민의 노동인권보호와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7. 그 밖에 시장이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여주시 민주시민교육자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평생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여주시평생교육협의회가 대
행한다.
제9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회의 시에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사익을 위하여 이
용해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은 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참
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⑤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정례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의견청취) 위원회가 필요할 때는 관계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
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
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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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치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갖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여
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이수증의 발급)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
시민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제16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읍·면·동 및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7조(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경
기도, 기초자치단체,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여주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20. 6. 15. 제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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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민주시민교육 지원 조례
[시행 2019. 9. 25.] [경기도연천군조례 제3601호, 2019. 9. 25., 제정]
경기도 연천군(통일평생교육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연천군민이 민
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민주사
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
여 군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군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
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와 사회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
루어 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
하는 모든 군민으로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군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
회가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
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연천군 통일평생교
육계획과 함께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화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및 국제규약의 기본가치와 이념 및 기본권,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대한 교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의 이해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군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

- 288 -

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인권, 환경, 영토, 역사, 전통문화,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8조(민주시민교육위원회) 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연천군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2.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정책, 평가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군민의 참여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연천군 통일평생교육 조례」에 따른 연천군 통일평생교육협의
회에서·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주시민교육 업무 관련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안건, 발언 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위하여 공공시설물
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이수증의 발급)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
시민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2조(교류협력 등) 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경기도, 기초 자치단
체,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등과 협약
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연천군 포상조
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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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민주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2. 14.] [경기도용인시조례 제1878호, 2018. 12. 14., 전부개정]
경기도 용인시(평생교육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여 용인시민이 주권자인 민주시민으로서 지녀
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실천적 관심을 갖게 하는 문화의 조성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세계시
민으로서 또는 주권자로서 민주 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사고·가치·태
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정치생활을 영위하고 성숙된 삶
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
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
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강요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특
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와 사회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건강한 정치생활을 영위하고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
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모든 시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⑥ 민주시민교육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
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배치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4시간 이상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
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법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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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오프라인 등)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
항
6. 지역사회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시장이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내용과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민주정치 제도 및 지방자치분권과 정치참여, 거버넌스 구축 등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
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 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학습이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자율학습이나 참여학습을 비롯하여 교육, 강연, 학술대회, 축제,
박람회, 전시회, 경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시민들이 생활영역 전반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통·리장, 주민자치위원 등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
문에 응하기 위하여 용인시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선정 및 지원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4. 민주시민교육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
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
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민주시민교육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2명
나.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관련 분야 전문가
다.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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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
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민주시민교육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민주시민교육 지원센터 설치ᆞ운영)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용인시 민주시민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지원)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
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수료증 발급)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민주시
민교육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교류 협력 등)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18조(표창)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8. 12. 14 조례 제1878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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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2. 31.] [울산광역시울주군조례 제1115호, 2018. 12. 31., 제정]
울산광역시 울주군(인재교육과), 20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할 자질과 소양을 함양
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
다)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군민이 지녀야할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는데 기여하
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군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
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
어져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군민의 자발적
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과 군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에게 시행할 수 있다.
제5조(군수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군민에게 민주시
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각종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의 전문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민
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오프라인 등)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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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군수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의 기본가치와 민주주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
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인권, 환경, 평화 등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군수가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이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군민의 자율학습이나 참여학습을 비롯하여 강연, 학술대회, 회의, 축제,
박람회, 전시회, 연수, 경연, 세미나, 문화이벤트, 언론연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군민들이
각종 생활영역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
직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른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민주시민교육 관련업무 담당국장
2. 울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주시민교육 업무담당이 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
다.
1.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의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
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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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
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2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위상을 가지며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
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
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의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
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민주시민교육의 이수) 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에게 민주시민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② 군수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이수현황을 매년 파악한다.
제15조(교류ᆞ협력 등) 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울산광역시,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울산광역시 울주
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18. 12. 31. 조례 제1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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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11. 15.]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2816호, 2017. 11. 15., 일부개정]
경기도 의정부시(교육청소년과), 031-828-24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의정부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민주
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
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
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을 함양하는데 기
여하여야 한다.
①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특
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②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와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건강한 정치생활을 영위하고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
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모든 시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⑤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과 의정부시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필요로 하는 외국 시민을 위
해서도 베풀어질 수 있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
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각종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평생 충분히 제공되도록 교육
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화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5
년마다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종
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종합계획은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중장기종합발전계획과 함께 수립할 수 있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과정을 위한 (온라인-, 오프라인-) 프로그램과 민주시민교육 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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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육품질 인증에 관한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 정치제도에 대한 지식, 정보 및 정치 참여의 방식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주거지 및 생활영역에서 제기되는 공적 쟁점과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의견정립을 위
한 교육
4.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정
치적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5.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학습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지식공유, 가치각성, 시민위상 강화 등에 관한 시민의 자율학습이나 참여
학습을 비롯하여 강연, 학술대회, 회의, 축제, 박람회, 전시회, 연수여행, 경연, 영화세미나,
문화이벤트, 언론연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시민들이 각종 생활영역에서 체험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민주시민교육자
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명 이상
3.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 4명 이상
4. 민주시민교육 관련 부서 과장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
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7. 11.
15.>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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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
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들의 동의로 선출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
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의정부시 위원회 구
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갖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의
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이수증의 발급)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
시민교육이수증을 발급한다.
제14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동(洞) 및 법인·단체에게 예
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5조(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경
기도, 다른 시·도 기초자치단체,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
다.
제16조(포상)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의정부시 포상 조
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1. 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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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5. 8.] [경기도이천시조례 제1496호, 2019. 5. 8., 제정]
경기도 이천시(교육청소년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천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민주사
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사고·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
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
야 한다.
①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정
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나 사회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
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
④ 모든 시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⑤ 민주시민교육은 시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각종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화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
여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
4. 민주시민교육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의 구축 및 활성화
5. 민주시민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오프라인 등)의 연구·개발·평가등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활동방안과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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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 정치제도에 대한 지식, 정보 및 정치 참여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
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 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합리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
법으로 학습이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자율학습이나 참여학습을 비롯하여 교육, 강연, 학술대회, 축제,
박람회, 전시회, 경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시민들이 생활영역 전반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통·리장, 주민자치위원 등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이천시 민주시민교육자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이천시의회 의원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
4. 민주시민교육 소관 부서 과장
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되 위원들의
동의로 선출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
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주시민교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
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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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
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민주시민교육의 시행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갖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이천시 사무의 민
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읍·면·동 및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해서는「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수료증의 발급)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민주
시민교육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6조(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경
기도, 다른 시·도 기초자치단체, 법인, 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법인, 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
을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이천시 포상 조
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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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민주시민교육 조례
[시행 2019. 4. 10.]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1658호, 2019. 4. 10., 제정]
인천광역시 서구(교육혁신과), 560-59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천광역시 서
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인천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
양을 함양하여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보편적인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구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구민의 민주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하여 공익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
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이나 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 및 관점·의견이 공정하게 다
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구민들은 민주
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공평하고, 다양하게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
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화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오프라인 등)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
항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구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
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 302 -

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민주시민
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각급기관·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4.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 공무원
④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
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
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
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
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이수증의 발급)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
주시민교육이수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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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 보조금 관
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교류협력 등)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구,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
다.
제16조(포상)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인천광역시 서
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9. 4. 10 조례 제1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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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
[시행 2019. 12. 27.]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1971호, 2019. 12. 27., 제정]
충청남도 천안시(교육청소년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천안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민주사
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건강한 시
민 생활과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
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특
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와 제도적 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
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고 다양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건강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
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모든 시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
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
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각종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가치와 이념 및 기본권,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
방식에 대한 교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의 이해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
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인권, 환경, 양성평등, 미디어, 노동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6. 평화·통일 등 평화로운 공존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합리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
법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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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시민
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천안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학습장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
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다.
1.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천안시의회 의원
2.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3. 민주시민교육 관련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
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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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
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천안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
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6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천
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
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민주시민교육의 이수)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게 민주시민교육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9조(교류협력)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충청남도, 다른 시·
도, 기초자치단체, 지역 내 시민단체를 포함한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협력체계를 구
축 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1971호, 2019.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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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시행 2018. 9. 28.]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448호, 2018. 9. 28., 제정]
경기도 파주시(평생학습과), 031-940-5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여 파주시민이 주권자인 민주시민으로서 지녀
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세계시
민으로서 또 주권자로서 민주 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
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
키기 위한 활동으로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건강한 사회생활 영위와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
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 및 관점과 의견들이
공정하고 다양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시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파주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제5조(책무) ①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
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ᆞ시행)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
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화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오프라인 등)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
항
6.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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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민주시민교육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계획’을 ‘파주시 평생교육진흥계획’에 포함할 수 있
다.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주거지 및 생활영역에서 제기되는 공적 쟁점과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의견정립을 위
한 교육
4.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
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5.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6.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학습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센터의 설치ᆞ운영)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파주시 민주시민교
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활동
2. 교육장소와 시설 제공 및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생산
3. 민주시민교육 단체 간 연계 및 민간 협력 체계 구축
4. 지역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주요 정책의 개발·제안 및 여론 조사
5. 지역 중장기 민주시민교육 사업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 등 개최 및 지원
6. 지역 민주시민교육 공동체 형성과 사회적 자본 촉진 지원 활동
7. 사회 통합, 소통, 갈등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한 활동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센터의 위탁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의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지원 등) ① 시장은 센터를 제10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
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
토 및 승인 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 정산 및 감독 등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제12조(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할 때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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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영자는 센터 운영의 모든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 하거나 대
리하게 할 수 없다.
제13조(감독) ① 시장은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
에게 시정 조치를 명령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사무 지
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고지하고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위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위탁 사업 목적에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3. 위탁관리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센터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위탁 운영 필요성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5조(민주시민교육 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21조제2항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시범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센터의 운영,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원장 2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 민주시민교
육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각급기관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4.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 공무원
④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
원장은 민주시민교육 담당 과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
원을 해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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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제1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위원회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지원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
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속 가능한 민주시민교육의 육성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필요한 경비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1조(교류협력)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경기도,
다른 시·도, 기초자치단체, 관련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2조(이수증 발급)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
민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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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9. 23.] [경기도포천시조례 제1282호, 2020. 9. 23., 일부개정]
경기도 포천시(교육지원과), 031-538-303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포천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민주사
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
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
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3.>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정
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의견들을 공정하게 다루
어지도록 한다. <개정 2020. 9. 23.>
④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 <개정 2020. 9. 23.>
⑤ 모든 시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개정 2020. 9. 23.>
제5조(시장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각종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화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
여 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
4. 민주시민교육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의 구축 및 활성화
5. 민주시민교육과정을 위한 프로그램과 민주시민교육 기관 및 단체의 교육품질 인증 등에
관한 연구·개발·평가
6.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활동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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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 정치제도에 대한 지식, 정보 및 정치 참여의 방식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주거지 및 생활영역에서 제기되는 공적 쟁점과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의견정립을 위
한 교육
4.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
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5.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합리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
법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포천시 민주시민교육자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포천시의회 의원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
4. 민주시민교육 소관 부서 과장
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되 위원들의
동의로 선출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
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담당주사가 된
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
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
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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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포천시 민주시민교육센터)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
하여 포천시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활동
2. 교육장소와 시설 제공 및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생산
3. 민주시민교육 단체 간 연계 및 민간 협력 체계 구축
4. 지역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주요 정책의 개발·제안 및 여론 조사
5. 지역 중장기 민주시민교육 사업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 등 개최 및 지원
6. 지역 민주시민교육 공동체 형성과 사회적 자본 촉진 지원 활동
7. 사회 통합, 소통, 갈등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한 활동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9. 23.]
[종전 제12조는 제12조의2로 이동 <2020. 9. 23.>]
제12조의2(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민주시민교육 및 민주
시민교육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갖
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 민주시민교육 및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을 위
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3.>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
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9. 23.>
[제12조에서 이동 <2020. 9. 23.>]
제13조(이수증의 발급)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
시민교육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읍·면·동 및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해서는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경
기도, 다른 시·도 기초자치단체,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
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표창)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천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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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9. 23. 조례 제1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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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시행 2017. 12. 27.] [경기도하남시조례 제1510호, 2017. 12. 27., 제정]
경기도 하남시(평생교육과), 031-790-6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남시민
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민주사
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
하여 건강하고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써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
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와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
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는 등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④ 모든 시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민주시민교육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필요로 하는 외국 사
람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
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각종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전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과정 프로그램(온라인·오프라인 등)과 민주시민교육 기관 및 단체의 교육품
질 인증 관련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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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등)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정치제도의 이해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2. 영토, 역사, 정통성, 전통문화, 사회통합, 평화통일 등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
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학습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지식공유, 가치각성, 시민위상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에
따라 시민들이 각종 생활영역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하남시 민주시민교육자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
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하남시의회 의원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
4. 민주시민교육 소관 부서 과장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
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
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갖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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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하
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
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하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
른다.
제12조(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경
기도, 다른 시·도 기초자치단체,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
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1510호, 2017.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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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5. 24.] [경기도화성시조례 제1463호, 2019. 5. 24., 제정]
경기도 화성시(평생학습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 하고, 지원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
여 화성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권리및 책임의식과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
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
여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의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
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나 사회생활 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의견들이 공정하
게 다루어 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
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화성시민
2.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
3. 그 밖에 특별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모든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
가 제공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수립)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민주
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과 민주시민교육 기관 및 단체의 교육품질 인증에 관한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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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자치제도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민
주시민의 역량과 자질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자율·공정·준법·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인권·환경·성평등·미디어·노동·평화·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
한 교육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민주시민교육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화성시 민주
시민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
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화성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민주시민교육관련 기관 또는 단체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민주시민교육관련 업무 담당 과장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
은 기간으로 한다. 연임하는 경우 위촉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
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위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만약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나머지 위원들 중에 호선된 의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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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
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주시민교육 업무관련 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화
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
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
례」에 따른다.
제15조(교류협력)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및 경기도, 다른 지방자치단
체, 민주시민교육 관련 시민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민주시민교육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체
결 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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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19. 3. 8.] [강원도조례 제4355호, 2019. 3. 8., 제정]
강원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 033-258-5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
항을 정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하 “학교구성원”이라 한
다)를 대상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기능과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도내 학교구성원에게 민주
시민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2.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
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학교구성원 누구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은 보장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
한다.
제5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기본권 보장,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관
한 지식
2. 논쟁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방식, 비폭력 갈등 해소 방안, 설득과 경
청 등에 관한 기능과 태도
3.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
4.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
용
제6조(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ᆞ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 방안
3. 학교민주시민교육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방안
4. 학교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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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학교민주시민교육
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강원도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
며 연임할 수 있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강원도의회 도의원
3. 시민사회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4. 학생 대표
⑤ 간사는 담당과장이 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8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보다 전문적 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
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0조(표창)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355호,2019.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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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20. 5. 19.] [경기도조례 제6522호, 2020. 5. 19., 일부개정]
경기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 031-249-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
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이하 “학교시민”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경기도 내 모든 학교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
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0. 05. 19.>
제4조(기본원칙) 학교민주시민교육 시행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주의, 공화주의, 기본권 보장 등 우리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2. 우리 사회에서 논쟁적인 것은 학교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뤄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
정한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해야 하며, 교화나 일방적인 주입은 금지한다.
4. 학교시민들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은 보장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5. 학교민주시민교육을 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되어야 한다. <신설 2020. 05.
19.>
제5조(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및 기본권,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관한
지식
2. 학생의 올바른 정치적 권리 행사를 위한 정당, 선거, 투표 등 참정권 교육<신설 2020.
05. 19.>
3. 논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방식, 비폭력 갈등 해소 방안, 설득과 경청
등에 관한 기능과 태도
4. 미디어 정보의 비판적 사고·해석 및 사회적 참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
시(media literacy)’ 교육 <신설 2020. 05. 19.>
5. 단위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
6. 평화·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내용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ᆞ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학교민
주시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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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학교민주시민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강사, 교재, 교육시설, 담당부서 등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반구축 및 활성화
4. 학교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5. 학교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
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05. 19.>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각급기관·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3. 경기도의회 의원 <개정 2020. 05. 1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학교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연 1회 교육감에게 제출하며 교육감은
이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제7조의2(학생참여예산제 공모 사업) ① 교육감은 미래 민주시민으로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학
생회 등의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회의 공약실천을 위한 학생참여예산제 공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7. 19.]
제8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
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
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단체에 예산의 범위
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05. 19.>
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
원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이수증의 발급)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게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05.
19.>
부칙< 제6522호,2020. 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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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7. 11.] [경상북도조례 제4221호, 2019. 7. 11., 제정]
경상북도교육청(학생생활과), 054-805-3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내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하 “학교구성원”이라 한
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도내 학교구성원에게 민
주시민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2.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
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3.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학교구성원 누구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은 보장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
한다.
제5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기본권 보장,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관
한 지식
2. 논쟁이 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방식, 비폭력 갈등 해소 방안, 설득과
경청에 관한 기능과 태도
3.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
4.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
용
제6조(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ᆞ시행)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
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 방안
3. 학교민주시민교육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방안
4. 학교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5. 학교민주시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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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학교민주시민교육
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상북도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경상북도의회 의원
3. 각급기관·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⑤ 간사는 담당장학사가 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8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
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기
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을 「경상북도 교
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4221호,2019.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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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18. 3. 1.] [광주광역시조례 제5042호, 2018. 3. 1., 제정]
광주광역시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 062-380-459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
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을 통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할 민주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시민으로서 민주 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 기
능,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
(이하"학교시민"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모든 학교시민에게 민주시
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제4조(기본원칙) 학교민주시민교육 시행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민주주의,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등 「대한민국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2. 학교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
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교화나 일방적인 주입이 아닌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학교시민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ᆞ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학교민
주시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학교민주시민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강사, 교재, 교육시설, 담당부서 등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반구축
4. 학교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5. 학교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문위원회)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 시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한민국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교육
2.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제도의 이해 및 정치 참여에 관한 교육
3. 합리적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비폭력적 갈등 조정 및 문제해결 등에 관한 역량과 자질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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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 및 의사결정 구조와 절차, 참여방식 등 학교민주주의 구현에 관
한 교육
5. 학생의 자치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활성화에 관한 교육
6. 인권, 환경, 노동, 평화, 통일, 성 평등, 미디어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8조(교육의 위탁)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
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이수증의 발급)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게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을 「광주광역시교육
청 교육·학예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5042호,2018. 3.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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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시행 2019. 4. 17.] [부산광역시조례 제5905호, 2019. 4. 17., 제정]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혁신과), 051-8600-49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
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직
원(이하 “학생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2. 학생 등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
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교화나 일방적인 주입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
다.
4. 학생 등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모든 학생 등에게 민주
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ᆞ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학교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학교민주시민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강사, 교재, 교육시설, 담당부서 등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반구축
4. 학교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5. 학교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
제6조(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및 기본권,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
방식에 관한 교육
2. 합리적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비폭력적 갈등 조정 및 문제해결 등에 관한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3. 단위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에 관한 교육
4. 학생의 자치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활성화에 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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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 등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교육
제7조(민주시민교육협의회)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학교민주시민교
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교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및 학부모단체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위탁)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사무를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연수)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을 「부산광
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제5905호,2019.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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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20. 7. 16.] [서울특별시조례 제7670호, 2020. 7. 16., 일부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민주시민생활교육과), 02-3999-54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각급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각급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하 “학교시민”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
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모든 학교시민에게 민주시민교
육이 마땅히 학습되어야할 과제임을 인식시키고 이를 위한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시민들이 학교의 운영과 정책 수립에 있어 광범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시민으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
한 구체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성숙한 비판 능력과 자립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학교민주
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2. 우리 사회에서 논쟁적인 것은 학교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사
적인 이해관계나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주입식 방식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학교 구성원 누구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은 보장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
원한다.
제5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기본권 보장,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관
한 지식
2. 논쟁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방식, 비폭력 갈등 해소 방안, 설득과 경
청 등에 관한 기능과 태도
3. 단위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
4.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
용
5. 지방자치분권의 기본원리와 이해, 주민의 권리 및 참여를 위한 의사 소통과 합리적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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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갈등 조정과 문제해결 등의 역량과 자질 함양 <신설 2020. 3. 26.>
6. 선거의 의미·기능, 선거법 및 선거제도의 이해, 공약의 비교·분석 및 토론 등 선거법령
에 따른 선거 전반에 관한 내용 <신설 2020. 7. 16.>
제6조(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ᆞ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
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당위성과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 방안
3. 학교민주시민교육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방안
4. 학교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문)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민주
시민교육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하고 학
교의 장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학교민주시민교
육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교육계획에 따라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학생들
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민주시민교육센터)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촉진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하기 위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시민들의 자치 활동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2.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3. 학교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4.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직원, 학부모 연수
5. 그 밖의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위탁)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
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연수 등)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
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7670호, 2020.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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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20. 7. 2.] [전라남도조례 제5101호, 2020. 7. 2., 일부개정]
전라남도교육청(민주시민생활교육과), 061-260-096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2.>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신설 2020. 7. 2.>
2.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
천하는 교육을 말한다. <호 이동 2020. 7. 2.>
3.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학교의 학생, 교직원, 학부모(이하 “학교시민”이라 한다)에
게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0. 7. 2.>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라남도 내 모든 학교시
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제4조(기본원칙)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2.>
1. 민주주의,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등 우리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2.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교화나 일방적인 주입은 금지한다.
4. 학교시민들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제5조(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및 기본권,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
2. 논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방식, 비폭력적 갈등 해소 방안, 경청하고
설득하는 태도
3. 단위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
4. 평화·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6조(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
정 2017. 11. 2.>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1. 2.>
1.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학교민주시민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강사, 교재, 교육시설, 담당부서 등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반구축 및 활성화 방안
4. 학교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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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
[제목개정 2017. 11. 2.]
제7조(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민주
시민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11. 2.>
② 삭제 <2020. 7. 2.>
[제목개정 2017. 11. 2.]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 11. 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 11. 2., 2020. 7. 2.>
1.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각급 기관·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3. 학생 대표 <신설 2020. 7. 2.>
4. 전라남도의회 의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7. 2.>
⑤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1.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삭제 < 2017. 11. 2.>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11. 2.>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민주시민교육 업무 담당 장학
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7. 11. 2.>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 11. 2.>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1. 2.>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 11. 2.>
제11조 삭제 <2020.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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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삭제 <2020. 7. 2.>
제13조(교육 계획 수립 등) ① 학교의 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학교민주시민교육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교육 계획에 따라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
록 민주시민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민주주의를 자체 진단하는 도구 등을 활용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을 활
성화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2.]
제14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위탁)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 2.]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
[제13조에서 이동 <2020. 7. 2.>]
부칙< 제5101호, 2020. 7. 2.>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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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시행 2019. 12. 6.] [전라북도조례 제4712호, 2019. 12. 6., 전부개정]
전라북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 063-239-344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에 있는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데 필
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기본법」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고 학교시민이 성숙한 민주
시민이 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을
말한다.
2.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주의, 인권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삶에 필요한 지식·기능·가
치·태도 등을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학교의 학생, 교직원과 학부모(이하 “학교시민”이라 한다.)
에게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등의 책무) ①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민주시민교육의 기
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과 교사는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시민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실천하는 삶의 주체로서 민주주의, 인권보장 등 헌법의
기본가치를 이해·수용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2. 우리 사회에서 논쟁적인 것은 학교에서도 논쟁적인 것으로 다뤄져야 하며, 다양한 이론이
나 관점과 의견이 공정하게 다뤄져야 한다.
3. 교화 또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방식에 의해야
한다.
4. 특정한 의견을 갖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교육이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한 정치적 의
견을 주장하는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5. 학교시민 누구나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자발적인 참여는 보장된다.
6. 민주시민교육은 별도의 프로그램은 물론 교육과정 전반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제5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및 인권,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관한 지
식
2. 논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방식, 비폭력 갈등 해소 방안, 설득과 경청
등에 관한 기능과 태도
3.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
4. 노동·연대·환경·생명·생태·평화 등 가치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6조(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ᆞ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실시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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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지원을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학교민주시민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강사, 교재, 교육시설, 담당부서 등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반구축 및 활성화
4. 교직원의 각종 자격연수, 직무연수 등에 민주시민교육과정 개설, 운영
5. 학교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6. 학교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7.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학교민주시민교육심의위원회)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학교민주시민교육
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전라북도 학교민주시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가운데서 교육감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해
촉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전라북도의회가 추천한 사람
3. 학생단체가 추천한 사람
4. 민주시민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이에 관련되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5. 공개모집절차를 통하여 신청한 사람
④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 가운데서 호선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2.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제도의 개선
3.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제안하거나 위원회가 심의하기로 결정한 사항
⑧ 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민주시민교육 업무 담당부서
의 과장 또는 장학관이 맡는다.
⑩ 위원에게는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⑪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
회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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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9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
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라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
례」에 따른다.
제10조(재정지원등)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연수)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의 장, 학교의 설립자 또
는 경영자, 학교법인의 이사,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712호,2019. 1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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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학교민주 시민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17. 10. 10.] [충청남도조례 제4295호, 2017. 10. 10., 제정]
충청남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 041-640-7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시민으로서 민주 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이하 “학교시민”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청남도내 모든 학교시민에게 민
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학교민주시민교육 시행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민주주의,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등 우리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2.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교화나 일방적인 교화나 주입은 금지한
다.
4. 학교시민들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학교민주시민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강사, 교재, 교육시설, 담당부서 등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반구축 및 활성화
4. 학교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5. 학교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및 기본권,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
2. 논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방식, 비폭력적 갈등 해소 방안, 경청하고
설득하는 태도
3. 단위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
4. 평화·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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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
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학교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매년 1회 교육감에게 제출하며 교육감
은 이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각급기관·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3.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
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민주시민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
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
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이수증의 발급)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게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을 「충청남도교육
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제4295호,2017.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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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16. 5. 20.] [충청북도조례 제3903호, 2016. 5. 20., 제정]
충청북도교육청(학교자치과), 043-290-276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
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을 통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할 민주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
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 직
원(이하“학교시민”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도내 모든 학교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제4조(기본원칙) 학교민주시민교육 시행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주의, 공화주의, 기본권 보장 등 「대한민국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2.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해야 하며, 교화나 일방적인 주입은 금지한다.
4. 학교시민들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은 보장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제5조(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및 기본권,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
방식에 관한 지식
2. 논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방식, 비폭력 갈등 해소 방안, 설득과 경청
등에 관한 기능과 태도
3. 단위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
4. 평화·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내용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ᆞ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학교민
주시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민주시민교육 사업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강사, 교재, 교육시설, 담당부서 등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학교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5. 학교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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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
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학교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연1회 교육감에게 제출하며 교육감은
이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각급기관·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3. 충청북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민주시민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이수증의 발급)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게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903호,2016.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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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진
■ 경인교육대학교 연구책임자 : 장준호 (경인교육대학교)
연 구 원 : 김경래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종갑 (국회입법조사처)
보

조

원 : 박성은 (경인교육대학교)

※ 본 보고서는 경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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