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   민주시민교육 및 (노동)인권교육 강화

사업구분
■임기 내
□임기 후

□신 규
■계 속

예산확보율 97.1%

세부사업명

민주인권평화동아리활성화율

추진상황

완 료

추진율

100%

노동인권교실운영 완 료 111.3%

청소년사회참여동아리운영 완 료 207.2%

1. 목적

  ❍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평화로운 삶을 실천하는 민주시민 육성

  ❍ 노동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 극복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양성

  ❍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확고한 민주인권교육 체계 구축

2. 주요내용

  ❍ 민주시민교육 실행기반 구축

  ❍ 학생인권조례 운영의 내실화

  ❍ 학교민주시민교육 지원 확대

  ❍ 체험과 참여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및 교육 지원 강화

    - 학교 노동인권교육 지원 확대, 지역사회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체제 구축

  ❍ 인문학교육 활성화

3. 연차별 목표 및 달성율

 공약사업 연도별 목표율

세부사업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8년
목표

누적
목표

19년
목표

누적
목표

20년
목표

누적
목표

21년
목표

최종
목표

민주인권평화동아리활성화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노동인권교실운영 300학급 300학급 800학급 1,100학급 400학급 1,500학급 800학급 2,300학급

청소년사회참여동아리운영 - - 20개 20개 15개 35개 20개 55개

 공약사업 성과지표 및 추진율

성과지표 지표 측정방법
(평가산식)

2021년 12월까지
성과 Ü연간목표대비 달성도 Ü최종목표대비 추진율 추진

상황
21년 성과 누적성과 세부사업별 달성율 세부사업별 추진율

민주인권평화동아리 
활성화율

전체동아리수/
전체학교수 101.6% 100% 101.6%

202.7%

100%

139.5%

완 료

노동인권교실운영 운영학급수 975학급 2,562학
급 111.4% 111.3% 완 료

청소년사회참여동아리운영 동아리수 79개 114개 395% 207.2% 완 료



 공약사업 예산 투자계획 대비 확보율                                  〔단위: 천원〕

4. 추진실적 및 성과

  ❍ 민주시민교육 실행 기반 구축

    - 민주시민교육 실행 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 정비: 민주시민교육과 신설(19.3.1)

    - 학교로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 운영(18년 150학급, 19년 150학급, 20년 165학급, 21년188학급)

    - 세계시민교육 중앙(지역)선도교사 및 연구회 운영

      ·중앙(지역)선도교사 운영 및 직무연수 진행(18년 34명, 19년 33명, 20년 34명, 21년 29명)

      ·세계시민교육 연구회 운영(18년 1팀, 19년 1팀, 20년 1팀, 21년 1팀)

    -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운영: 관련 교원 및 전문가 10명 이상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운영(19.6.구성, 19년 2회, 20년 2회)

    - 교직원 대상 찾아가는 학교인권교육(학교수)

     

구분 학교수 초 중 고.특수 비고
2018년 66 25 19 22
2019년 52 15 20 17
2020년 28 9 13 6

2021년 30 10 9 11 민주 인권평화동아 리 
담당교사 연수로 변경

    - 장애인과 함께하는 장애인권교육

     

구분
합 계 초 중

비고
학교수 학급수 학교수 학급수 학교수 학급수

2018년 25 78 17 51 8 27
2019년 23 75 17 49 6 26
2020년 6 19 5 13 1 6
2021년 24 75 18 54 6 21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투자
계획
금액
(A)

국가(국고,특교)
자치단체(시,구)

자  체 351,610 421,120 196,120 431,120 1,399,970
계 351,610 421,120 196,120 431,120 1,399,970

예산
확보
금액
(B)

국가(국고,특교) 20,000 35,000 20,000 75,000
자치단체(시,구)

자  체 351,610 423,492 193,652 315,748 1,284,502
계 351,610 443,492 228,652 335,748 1,359,502

확보비율(B/A) 100.0% 105.3% 116.6% 77.8% 97.1%

투자
금액
(C)

국가(국고,특교) 20,000 35,000 20,000 75,000
자치단체(시,구)

자  체 321,488 377,894 165,400 304,045 1,168,827
계 321,488 397,894 200,400 324,045 1,243,827

집행비율(C/B) 91.4% 89.7% 87.6% 96.5% 91.4%



  ❍ 학생인권조례 운영의 내실화 

    -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 지속 추진

      ·교직원 및 학생 학기당 2시간 인권교육 실시(전체학교, 매년)

      ·세계인권도시포럼 ‘도시와 어린이․청소년’: 18년 150명, 19년 150명, 20년 100명, 21년 

100명(최소대면, 온라인)

      ·세계인권선언 기념주간 민주인권 토론회: 18.12.12., 19.12.5., 20.12.10., 21.12.9.

    - 광주광역시학생인권위원회 운영 (구성 18.9.3.)

     

구분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조례 전문위원회 비고
2018년 정기회 개최 2회 전문위원회 개최 5회
2019년 정기회 개최 3회 전문위원회 개최 6회

2020년 임시회,정기회,소위원회 등 8회 구제 소위원회 개최 4회 조례개정으로 전문위
원회의 명칭 변경

2021년 정기회 개최 3회 구제 소위원회 개최 5회

    - 학생인권 상담 및 조사구제 활동

     

구분 상담건 수 상담종결 접수 및 처리 진행중 비고
2018년 365 186 179 0
2019년 399 210 176 13
2020년 156 74 67 15
2021년 314 153 155 6

    - 노동인권 상담 및 조사구제 활동

     

구분 상담건 수 상담종결 접수 및 처리 진행중 비고
2018년 95 85 10(노동청 진정) 0
2019년 163 159 3(노동청 진정) 1

2020년 14 12 2(노동인권센터 
이송) 0

2021년 7 5 2(노동인권센터 
이송) 0

    - 학생인권보장 및 청소년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유관 기관 및 단체 네트워크 구축

     

구분 인권정책
연석회의

인권정책
라운드테이블

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 비고

2018년 10회 10회 6회
2019년 11회 12회 6회
2020년 10회 7회 0회
2021년 10회 12회 5회

  ❍ 체험과 참여 중심의 민주인권평화동아리 운영

     

구분
합 계 초 중 고.특수

학교수 동아리수 학교수 동아리수 학교수 동아리수 학교수 동아리수

2018년 309 335 152 155 91 92 66 88

2019년 315 357 155 172 91 93 69 92
2020년 318 337 156 163 92 92 68 80
2021년 320 325 158 161 92 92 70 72



  ❍ 학생대상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학급)

     

구분 합계 중 고.특수 비고

2018년 666 429 237
2019년 835 428 407
2020년 341 204 137
2021년 975 697 278

  ❍ 청소년 사회참여 동아리 운영 

    - 청소년의 학교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자율적 실천 활동 및 정책 제안 활동 지원   

구분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고

2018년 20팀 - 7팀 13팀

2019년 20팀 - 4팀 16팀

2020년 15팀 - 6팀 9팀

2021년 79팀 28팀 33팀 18팀 민주인권평화동아리와 
연계 운영

  ❍ 인문학교육 활성화 지원

구분 내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학교내 
인문학교육 

활성화

인문학 
동아리

교사 5팀 5팀 5팀 10팀

학생 30팀 30팀 30팀 69팀

지역내 
인문학교육 
네트워크 
구성·지원

인문학교육 운영기관 
지원 - 1기관 1기관 1기관

인문학교육진흥위원
회 구성·운영 - 1회 2회 2회

5. 우수 사례

  ❍ 민주시민교육 전담부서 신설 (2019.3.1. 조직개편, 민주시민교육과 신설)

  ❍ 학생인권상담 및 구제 활동을 통한 학생인권 신장 노력

     - (상담 및 구제활동) 2018년 365건, 2019년 399건, 2020년 156건, 2021년 314건

  ❍ 찾아가는 캠페인을 통한 노동인권상담 및 구제 활동으로 노동존중 문화 조성 노력

     - (상담 및 구제활동) 2018년 95건, 2019년 163건, 2020년 14건, 2021년 7건

  ❍ 노동인권 인정교과서 개발․인정(2019.2월말) [전국최초]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 인정교과서 개발 완료 및 교사용 지도서 개발 중

     - 노동인권 교과서 채택 학교 선정(2020학년도 특성화고 3교, 39개 학급)

  ❍ 시교육청-시의회-시선관위,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3자 업무 협약 체결(2019.10.16.)

     - 민주시민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선거체험 활동, 학생의회 활동 지원, 각급 학교 임원

선거 등 온라인투표 지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인력․콘텐츠․시설 지원 등

     - 시선관위 협력 새내기유권자교육: 고등학교 41교(2021, 연중)

  ❍ 학생인권조례 제정(2012.1.1.시행)후 지속적인 학생인권 존중 및 학생자치 문화 확산



     - 학교별 체험과 참여 중심의 민주․인권․평화동아리 운영: 2018년 335개, 2019년 357개, 

2020년 337개, 2021년 325개

     - 초․중․고 급별 학생의회 운영 및 자치역량강화캠프 운영

     - 고등학교 학생의회 요구서 교육감 전달식(2020.12.2.)

     - 광주광역시학생의회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운영(2021.5.)

     - 광주광역시학생의회 공동사업 추진(2021, 연중): 기후위기대응 공동 실천 결의(2021.4.18.), 

혐오차별 대응 공동선언(2021.4.18.), 인권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학생주체 선언

(2021.12.9.)

     - 지속적인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 운영 및 인권교육교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

  ❍ 온라인 개학 및 원격수업 확대에 따른 온라인 민주시민교육나눔터 구축 및 운영(2020.)

  ❍ 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를 위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업무협약 체결(2020.4.)

6. 교육공동체 참여 실적                                   
〔단위: 횟수〕

연도 설명회,공청회,연수 언론,방송 보도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유관기관협력실적 기타

18~19년 3 8 1 - 55 4

20년 3 5 1 - 18

21년 6 9 1 - 28

  ❍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직무연수 (2018. 연중, 2021. 연중)

  ❍ 인권 골든벨

    - 딩동댕! 인권 골든벨 울려본 적 있는 사람? (한겨레신문 2019.6.24.자)

    - 광주광역시교육청, 제6회 청소년과 함께 하는 인권골든벨 실시(피디언뉴스 2021.9.17.자)

  ❍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 개최

    - 광주시교육청, 제70차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광주일보 2019.5.28.자)

    - 광주시교육청, 제71차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 개최(일요서울 2019.6.25.자)

    - ‘AI와 혐오표현’인권정책 라운드테이블(연합뉴스 등 2021.2.25.자)

    - 제90차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광주인권사무소 2021.6.16.)

  ❍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유관 기관 및 단체 네트워크 구축

     - 인권정책 연석회의: 2018년 10회, 2019년 11회, 2020년 10회, 2021년 10회

     - 인권정책 라운드테이블: 2018년 10회, 2019년 12회, 2020년 7회, 2021년 12회

     - 노동인권개선민관협의회: 2018년 6회, 2019년 6회, 2020년 0회, 2021년 5회

  ❍ 광주시교육청, 광주시선관위, 광주시의회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업무협약(광

주드림 등 2019.10.16.)

  ❍ 광주시교육청, 18세 선거권 참정권 교육 준비 박차(전남일보 등 2020.2.16.자)

  ❍ 광주시교육청, ‘초·중등 교원 참정권교육 직무연수’ 개최(위키트리 등 2021.12.15.)



  ❍ 광주시교육청, 2019 민주주의 현장체험 운영 (KNS 2019.10.28.자)

  ❍ 광주광역시 학생의회

    - 광주고등학생의회, 기후위기 대응 공동 실천 결의(광주드림 등 2021.4.19.자) 

    - 광주고교학생의회,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성명서 발표(전남일보 등 2021.6.20.자)

    - 광주시교육청, 광주고등학교학생의회 학생자치 역량강화캠프 성료(위키트리 등 2021.8.10.자)

  ❍ 세계인권선언기념주간 인권교육 토론회

    - 세계인권선언기념주간 인권교육 토론회(2018.12.12.)

    - 세계인권선언 71주년 인권교육 토론회(2019.12.5.)

    - 세계인권선언 72주년 인권교육 토론회(2020.12.10. 뉴시스 등 2020.12.13.자)

    - 세계인권선언 73주년 민주인권 토론회(2021.12.9. 뉴시스 등 2021.12.13.자)

  ❍ 광주시교육청, 2019 민주시민교육 컨퍼런스 및 담당자 연수 (광주일보 2019.12.12.자)

  ❍ 세계인권선언 기념행사

    -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행사 개최(CMB 등 2018. 12.13.자)

    - 세계인권선언 71주년 행사(전남매일 등 2019.12.8.~12.9.자)

    - 세계인권선언 71주년 하루 앞두고 광주서 기념문화 행사(연합뉴스 2019.12.9.자)

    - 세계인권선언 71주년 행사(전남매일 등 2019.12.8.~12.9.자)

    - 세계인권선언 71주년 기념식(kbc광주방송 2019.12.9.자)

    - 세계인권선언 72주년 ‘2020년 인권의 날’ 행사(광주드림 외 2020.12.7.자)

    - 세계인권선언 72주년 기념문화행사 “사람 잇고, 사람 있다”(2020.12.자)

    - 세계인권선언 73주년 기념 행사(kbc광주방송 외 2021.12.6.자)

  ❍ 광주시교육청, 청소년 인권평화캠프 걸으며 찾는 인권! 평화! 성료(베타뉴스 등 

2020.11.4.)

  ❍ 학생 인권실태조사(2019, 2021)

  ❍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 조사(2020)

    - 광주시교육청, 2020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위키트리 등 2021.1.12.)

  ❍ 광주시교육청,‘온라인 민주시민교육 나눔터’운영(호남매일 외 2020.4.14.자)

  ❍ 광주교육청-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 협약 체결(연합뉴스 외 2020.4.20.자)

7. 애로사항 및 해결노력

  ❍ 민주시민교육 일반화를 위한 교육과정 및 교과 간 민주시민교육 체계 마련

  ❍ 참여와 체험 중심의 민주인권교육 실행을 위한 체험 거점 공간 조성 필요

  ❍ 민주시민교육 및 노동인권교육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필요

  ❍ 학교인권교육 및 노동인권교육의 일상화 및 내실화를 위해 실행 주체의 학교단위 

이관과 이를 위한 체제 구축 필요



8. 향후 추진계획

  ❍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권교육 및 노동인권교육 자료 보급, 활용프로그램 안내 등

을 통한 현장밀착 지원

  ❍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원격의무)연수와 민주인권평화동아리 담당교

사, 학교관리자를 중심으로 하는 집중 연수를 통해 인권존중의 학교문화 견인

9. 담당부서 자체평가 의견

  ❍ 민주시민교육이 교육과정안에 녹아나고 학교구성원들이 주체적으로 학교운영에 참

여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이 이뤄지고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학교민주주의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 인권조례의 활성화 및 노동인권 보장과 교육, 인권교육과 체험 등 일체의 사업들이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인식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

  ❍ 제도적 기반 마련과 사업진행의 안정성 등은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며, 내실있게 진

행되도록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사업 추진 중임.

주관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담당 정종재(380-4591)

담당자 고병연(380-4593)

담당자 신수연(380-4079)

담당자 이선진(380-45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