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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연구개요

1) 연구배경
가.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현
정부는 민주시민교육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해 그 어느 때 보다 우리 사회 민주시
민교육 활성화의 전기를 맞이함
나. 민간 차원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의 실천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국 및 광역자치단체
별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가 결성돼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다. 우리 사회 민주시민교육의 고도화를 위해 지역별･영역별로 산재돼 있는 실천･학습･
정책･연구와 관련 정보들을 연결하고 축적하기 위한 기초적인 과제임
라. 창립기부터 꾸준히 우리 사회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온 민주회운동기념사업회는 온라인 상의 민주시민교육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을 추진하고자 함
마. 2021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0년 종합정보시스템의 내용
과 형식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 진행

2) 기본적 사항
가. 연구명: 민주시민교육 종합정보시스템 설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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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목적
○ 민주시민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 민주시민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방향과 내용구성(안) 마련
○ 민주시민교육 종합정보시스템 디자인(안)과 구축방안 마련
다. 연구기간: 2020년 4월∼11월(8개월)
라. 연구진
○ 책임연구원: 고병헌(성공회대학교 교수)
○ 공동연구원: 김원석(서울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이준형(토톨로지 대표)
조철민(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그림 Ⅰ-1] 연구진 역할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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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과 일정

1) 연구내용
(1) 기초조사
가. 국내외 온라인 기반 민주시민교육 관련 정보시스템 사례조사
○ 국내사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통일교육원 교육센터･FUN 통일마당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운영팀
- 국가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포털
- 한국법교육센터
- 기획재정부 혁신정책담당관 경제배움e
- 한국교육개발원 인성교육지원센터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 직업훈련포털 HEDRD-Net
○ 국외사례
- 미국 비영리 활동 지원 웹사이트(Candid)
- 미국 시민교육센터(Center for Civic Education)
- 영국 민주시민교육협회(Association for Citizenship Teaching)
- 영국 국가 시민성 서비스(National Citizen Service)
- 영 씨티즌(Young Citizens, (구) 시민성 재단)
- 네덜란드 프로데모스(ProDemos)
- 독일 연방정치교육원(Bundeszentra e für politische Bildung)
- 스웨덴 대중교육위원회(folkbildningsrad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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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주안점: 조사대상 시스템별 핵심 사용자 집단, 제공 콘텐츠, 시스템 운영방식
유형화 및 유형별 특징과 장･단점 파악
나. 종합정보시스템 수요조사
○ 잠재적 사용자 집단별 심층집단면접(FGI) 및 서면면접을 통한 의견수렴 및 의미
분석
○ 잠재적 사용자 집단: 학습자(시민), 교육활동가, 정책･연구자
다. 민주시민교육 종합정보시스템 콘텐츠 분포현황
○ 학습자 관련: 온라인 강의, 오프라인 교육정보, 학습주제 관련 콘텐츠 등
○ 활동가 관련: 정보공유(전국네트워크 소식, 구인구직 등), 교육활동 관련자료(매뉴
얼, 교재 등), 활동가 교육정보
○ 정책･연구자: 이슈브리핑, 관련 서적･논문, 해외 자료

(2) 구축방향과 내용 도출
가. 민주시민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방향 설정
○ 종합정보시스템의 핵심 사용자 집단, 제공 콘텐츠, 시스템 운영방식 설정
○ 이념적 성향과 영역을 넘어 연결될 수 있는 콘텐츠와 방식 고려
○ 잠재적 사용자를 위한 유익(merit), 교육 주체들의 상호 비전공유 등 고려
○ 종합정보시스템의 비전체계와 전략과제 도출
나. 민주시민교육 종합정보시스템 내용구성
○ 2021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포함될 콘텐츠 범위 확정
○ 종합정보시스템 콘텐츠 구조화

6

제1장 서 론

(3) 종합정보시스템 디자인(안) 제작
가. 종합정보시스템 디자인(안) 제작
○ 종합정보시스템 전체구성 및 페이지별 세부기획, 디자인 가이드 라인
○ PC와 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환경에 조응하는 디자인 도출
나. 향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언

2) 연구일정
(1) 준비
가. 연구용역 입찰･심사(3월)
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4월 17일)
다. 연구용역 계약체결(4월)
라. 연구방향 모색 및 기초자료 수집(4월)

(2) 조사
가. 국내외 사례조사
나. 제1차 연구진 회의(5월 25일): 국내외 사례조사 결과 공유
다. 수요조사(학습자, 활동가, 연구･정책가)(6월∼7월)
라.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현황조사(6월∼7월)
마. 제2차 연구진 회의(6월 23일): 수요조사 결과 공유, 콘텐츠 현황조사 논의

(3) 기획
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방향 구상(7월)
나. 제3차 연구진 회의(7월 28일):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방향과 디자인 논의
다. 종합정보시스템 비전체계와 과제 초안 구성(8월)
라. 종합정보시스템 디자인 초안 구성(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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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작
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9월 1일)
나. 종합정보시스템 비전체계와 전략과제 수립(9∼10월)
다. 종합정보시스템 디자인(안) 구성(9∼10월)
라. 연구 보고서 및 디자인 시안 작성(11월)
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12월 2일)
[그림 Ⅰ-2] 연구 추진 일정
단계/과업
준비

착수보고회 및 계약체결
연구방향 모색 및 기초자료 수집
국내외 사례조사
제1차 연구진 회의

조사

종합정보시스템 콘텐츠 현황 파악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현황조사
제2차 연구진 회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방향 구상

기획

제3차 연구진 회의
비전체계와 전략과제 초안 구성
종합정보시스템 디자인 초안 구성
중간보고회
비전체계와 전략과제 수립

제작

종합정보시스템 디자인(안) 구성
연구 보고서 및 디자인 시안 작성
최종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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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

민주시민교육 정보시스템 사례

1) 국내사례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가. 기관개요
○ 설립목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민주시민정치
교육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민주시민 양성
○ 주요활동
- 민주시민교육: 시민･공무원･교사 연수, 민주시민교육 자료개발, 소식지 발간
- 직무교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교육
- 국제교류･협력: 외국인선거관계자연수, 국제심포지엄(민주시민교육), 국제연수
- 제도연구: 선거 관련 제도연구 및 지원
나. 유관사례: 선거연수원 온라인교육포털
○ 인터넷 주소(URL): http://portal.civicedu.go.kr
○ 내용구성
- 온라인강좌: 이러닝콘텐츠(자율학습 동영상), 교육동영상(선거연수원 민주시민교육
활동 소개･기록)
- 교육･연구자료: 대상별(일반국민, 청소년, 공무원, 교사 등), 유형별(학습지도안,
교재, 애니메이션, 프리젠테이션) 민주시민교육 관련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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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안내: 선거연수원의 각종 교육 프로그램 안내 및 참가신청
- 도움센터: 민주시민교육 관련 정보제공 및 문의(로그인 필요)
- 나의학습: 학습자의 맞춤형 학습관리(로그인 필요)
[그림 Ⅱ-1] 선거연수원 온라인교육포털 누리집 초기화면

(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가. 기관개요
○ 설립목적: 전 국민이 일상적 삶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문화복지를 실현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적
인재 양성
○ 주요활동
- 학교문화예술교육: 학교예술강사지원, 예술꽃씨앗학교지원, 유아문화예술교육지
원, 고3수험생대상문화예술교육지원 ‘상상만개’
- 사회문화예술교육: 대상별 문화예술교육지원(노인, 군부대, 교정시설 등), 문화예술
치유프로그램, 문화파출소운영, 꿈다락토요문화학교, 꿈의오케스트라 운영지원, 지
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 예술동아리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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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교육기관 ‘아르떼 아카데미’, 지역
및 국내외 전문기관 협력연수, 문화예술교육 자격제도 운영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연구: 문화예술교육평가･통계분석, 문화예술교육기초･
정책연구, 문화예술교육연구활용및확산, EBS협력 문화예술교육콘텐츠 공동개발
및 확산
- 국제교류 및 대외홍보: 문화예술교육ODA, 글로벌문화예술교육탐방프로젝트
‘A-round’, 온오프라인 국제교류 네트워크 구축,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언론매
체르 통한 대외성과 확산, 아르떼365웹진운영, 국민소통채널 운영, 국내외 홍보콘
텐츠 제작 및 서비스, 문화예술교육 정보관 ‘A,Libraty’, 프로그램 공간 ‘A.Lab’
나. 유관사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아르떼 라이브러리
○ 인터넷 주소(URL): http://lib.arte.or.kr
○ 내용구성
- 아르떼PICK: 컬렉션(월간 큐레이션 서비스), 위클리 뉴스, 도서PICK, 영상PICK,
人인플루언서(문화예술교육실천 현장과 사람 소식), 인포그래픽스
-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행사, 워크숍, 포럼 등 다양한 동영상 검색 및 큐레이션 서비스
- 교육콘텐츠 자료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연수결과 리포트, 교안･교재, 문화예술
교육사 관련 자료 등
- 연구자료, 세미나자료, 연차보고서, 해외출장보고서 등
- 지역문화예술교육: 전국 문화예쑬교육 활동 한눈에 살펴볼수 있는 지역문화예술교
육지원센터 자료 공유･제공
- 문화예술교육 정보관 운영: 관련 자료 수집･열람하는 정보자료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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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아르떼 라이브러리 누리집 초기화면

(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가. 기관개요
○ 설립목적: 양성평등 교육 및 성인지 교육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
시킴으로써 우리사회의 남녀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개
인의 능력과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 기반 조성
○ 주요활동
- 성인지정책교육: 공무원, 지방의원, 정부위원회 위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
로 한성인지력향상과정, 양성평등정책과정, 성별영향평가교육, 성인지 예산 및 통
계과정
- 전문강사양성과정: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성별영향분석
평가 전문강사, 강사 역량강화 과정
- 폭력예방교육사업: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 및 심화과정, 북한이탈주민 양
성평등 및 인권보호교육,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현장컨설팅, 아동･청소년대상 성
범죄자 재범방지교육
- 양성평등진흥사업: 양성평등미디어상 운영,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 분석, 양성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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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작품 공모 및 활용, 양성평등학교 운영 지원
- 여성역량강화사업: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 여성인재풀 확충
- 네트워크사업: 여성리더 ‘포럼본’ 운영, 성평등교육진흥협의회 운영
- 국외사업: 국외교육, 국제심포지엄
- 사이버교육: 원격교육연수원 운영, 양성평등 사이버 교육, 폭력예방 사이버 기관
교육
- 모바일교육 콘텐츠: 모바일 콘텐츠 개발, 배포･확산(성평등 콘텐츠 플랫폼 젠더온,
SNS 등)
- 남부센터 운영
나. 유관사례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센터
○ 인터넷 주소(URL): https://demsnew.kigepe.or.kr
○ 내용구성
- 교육안내: 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에 관한 안내
- 교육신청: 학습자를 위한 교육검색, 수강신청 및 행정서비스
- 전문강사찾기: 양성평등교육 강사검색, 만족도조사, 교육후기 등
- 전문강사활동: 양성평등교육 강사들의 실적보고, 정보관리, 평가, 강의 모니터링, 강
의안 개발 지원 등
- 자료실: 교육자료, 전문강사자료, 교육콘텐츠 추천
- 알림마당: 공지사항, 문의게시판, 자주하는질문
- 마이페이지: 나의 학사정보, 나의 위촉정보, 재증명발급 및 각종 행정서비스(로그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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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센터 누리집 초기화면

다. 유관사례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
○ 인터넷 주소(URL): https://www.kigepe.or.kr/elearning
○ 내용구성
- 교원원격직무연수: 교사들을 위한 사이버 양성평등교육. 직무연수･연수과정 안내,
수강신청, 묻고 답하기 등(로그인 필요)
- 양성평등열린교육: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사이버 교육 제공(로그인 필요)
- 폭력예방기관교육: 학교, 공공기관, 국가기관 대상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
력예방 사이버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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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 누리집 초기화면

라. 유관사례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젠더온
○ 인터넷 주소(URL): http://genderon.kigepe.or.kr
○ 내용구성
- 생애주기별 학습콘텐츠: 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성인 등 대상별 학습콘텐츠
- 직군별 콘텐츠: 공직종사자, 교직원, 경찰, 군인, 민간종사자, 기타
- 강의자료실: 강의영상, 표준교안, 활동지, 교수학습안내서, 기타
- 시민콘텐츠: 콘텐츠 공유터, 성평등콘텐츠대상, 양성평등작품공모전, 자유학기제
자료
- 이슈&뉴스: 젠더이슈 브리핑, 젠더온레터
- 성평등이미지: 포스터, 월페이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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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젠더온 누리집 초기화면

(4) 통일교육원 교육센터･FUN 통일마당
가. 기관개요
○ 설립목적: 대국민 통일교육과 각급 학교 및 공공･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에 대한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무 관장
○ 주요활동
- 공공부문 통일교육: 공직자 의무교육 강사추천, 안내･문의
- 학교통일교육지원(초중고): 통일교육 연구학교지원, 학교통일 체험교육, 학교통일
교육 연구대회, 통일리더캠프, 어린이기자단,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대회,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 학교통일교육지원(대학):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
북한 강좌지원, 대학 학교밖 통일교육 지원
- 사회통일교육지원(통일관): 북한실상을 알리기 위한 전시관 운영(12개소)
- 사회통일교육지원(지역통일교육센터): 광역자치단체별 지역기반 사회통일교육 거
점기관 운영
- 통일교육주간: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례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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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관사례1: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센터
○ 인터넷 주소(URL): https://www.uniedu.go.kr/uniedu/home/cms/page/
unilms/main.do?mid=SM00000867&main=true
○ 내용구성
- 교육안내: 교육공지, 교육일정, 추진강좌, 학습도우미
- 원내교육: 원내교육 과정안내, 원내교육신청
- 사이버교육: 사이버교육 과정안내, 사이버교육신청
- 나의 강의실: 학습자 개별 학습관리
[그림 Ⅱ-6] 통일교육원 교육센터 누리집 초기화면

다. 유관사례2: 통일교육원 FUN 통일마당
○ 인터넷 주소(URL): https://www.uniedu.go.kr/uniedu/home/cms/page/
unikids/main.do?mid=SM00000869&main=true
○ 내용구성
- SNS 소통여행: 통일교육 관련 SNS 콘텐츠 추천･검색
- 통일웹툰: 통일교육 관련 만화 콘텐츠 제공
- 유니&통이 톡톡: 자료마당, 기자단 현장스케치, 전격탐구(이슈분석)
- 통일나비: 주간소식 ‘통일NOW’, 핫이슈 토크 ‘광화문 필통’, 유쾌한 통일여행
‘Aha! 여행단’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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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7] 통일교육원 FUN 통일마당 누리집 초기화면

(5)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가. 기관개요
○ 설립목적: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평생
교육활성화에 기여
○ 주요활동
-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 매치업(Match業) 프로그램: 4차 산업 분야의 직무능력 향상을 희망하는 대학생, 구
직자, 재직자 등을 위한 산업맞춤 단기직무인증과정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 평생학습계좌제
- 학점은행제
- 독학학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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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 성인문해교육 지원
-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지원
-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 강화
- 다문화교육 활성화 지원
-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 운영
나. 유관사례: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 인터넷 주소(URL): http://www.lifelongedu.go.kr
○ 내용구성
- 늘배움이란?: 늘배움 소개, 홍보관, 연계기관, 소식지, 공지사항
- ON배움터: 동영상강좌(일반강좌, 평새학습계좌제 연계강좌), 유튜브･테드(Youtub
e･Ted)
- 우리동네 배움터: 우리동네 강좌, 우리동네 기관 정보 제공
- 자료실: 학술자료, 통계자료, 정책자료
- 추천교육 콜렉션, 인기 동영상 강좌
[그림 Ⅱ-8] 국가평생교육포털 ‘늘배움’ 누리집 초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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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운영팀
가. 기관개요
○ 설립목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활동 뿐 아니라 인권교육을 함께 하는 기관과
단체의 활동도 함께 공유함으로서 인권교육을 또 하나의 권리로서 누구든지 향유
할 수 있도록 함
○ 주요활동
- 인권위원회 주관 인권교육과정 운영
- 인권교육 전문가 및 강사 양성과정의 운영･관리
- 인권교육과정의 개발･운영
- 사이버 인권교육시스템의 개발･관리 및 연수과정 운영
- 인권교육 관련 통계의 유지ㆍ관리
나. 유관사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 인터넷 주소(URL): http://edu.humanrights.go.kr/academy
○ 내용구성
- 인권교육센터: 소개, 오시는 길
- 인권배움터: 대상별 사이버교육, 사이버교육, 연수과정, 의무교육, 특강교육, 열린
교육
- 인권지식터: 법령정보, 인권교육자료, 세계인권선언, 인권교육콘텐츠, 인권문화콘
텐츠, 인권웹진, 인권용어사전
- 인권안내터: 공지사항, 교육안내, 연수과정일정표, 자주 묻는 질문
- 나의 공간: 나의 수강현황, 특강신청내역, 개인정보관리
- 나의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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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9]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누리집 초기화면

(7) 국가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포털
가. 기관개요
○ 설립목적: 환경부 장관의 지정에 의해 환경교육교재의 개발 및 보급,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등의
기능 수행
○ 주요활동
- 교육프로그램 개발: 유아환경교육관, 푸름이 이동환경교실, 환경교구대여
- 사업지원: 환경교육 공모지원 사업, 환경동아리 지원 사업
- 제도지원: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정
- 정보/소식: 언론보도, 월간 웹진 ‘환경교육NOW’
나. 유관사례: 국가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포털
○ 인터넷 주소(URL): https://www.keep.go.kr/portal/1
○ 내용구성1: 자료실
- 교육자료/영상자료/우수환경도서/e-learning자료: 주제별 자료제공･검색기능(생
태계, 물, 공기, 토양, 생명윤리, 폐기물, 에너지,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 환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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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운영자료: 자료집, 결과보고서, 사업소개, 운영계획서
- 전문자료: 연구, 정책, 통계
- 환경교육용어사전
○ 내용구성2: 참여/소통
- 자주묻는질문/문의/환경교육 제안
- 환경교육 전문인력풀/강의요청
- 설문조사/공모전･이벤트
[그림 Ⅱ-10] 국가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포털 누리집 초기화면

(8) 한국법교육센터
가. 기관개요
○ 설립목적: 법무부장관의 지정으로 법교육지원에 관한 사무 수행
○ 주요활동
- 청소년 대상교육: 법교육 프로그램: 법교육 입문, 법교육 체험, 법교육 심화
- 기타 법교육: 헌법체험 프로그램,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력범죄 예방교육, 학생자치
법정(학급자치법정), 비행청소년 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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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대상교육: 일반시민 교육, 특수계층 교육(노인, 다문화 가정, 장애인, 새터민 청
소년)
- 법교육 관련 정보제공 및 도서･간행물 발간
- 법교육 강사풀(pool) 관리 및 파견
나. 유관사례: 한국법교육센터 누리집
○ 인터넷 주소(URL): http://www.lawedu.or.kr/main.php
○ 내용구성
- 법이야기: 법교육 콘텐츠 제공(알기쉬운 법이야기, 청소년을 위한 법이야기, 재판 이
야기)
- 발간물: 법교육 교재, 법교육 연구간행물
- 학생자치법교육: 학생자치법정 활동 관련 공지, 자료실, 갤러리, 묻고 답하기
- 강의신청: 강사신청 안내 및 현황, 강의신청, 출강현황
- 강사풀: 강사진 관리
- 자료실: 초중고 법교육, 대상별 법교육, 체험형 법교육, 법교육 봉사활동
- 쇼핑몰: 법교육 교재, 법교육 교구, 장바구니, 주문확인
[그림 Ⅱ-11] 한국법교육센터 누리집 초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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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획재정부 혁신정책담당관
가. 기관개요
○ 설립목적: 기획재정부는 경제교육지원법에 근거한 경제교육 지원사무의 전담부서
임. 경제교육을 통해 국민이 경제생활을 할 때 자기 책임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
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 주요활동
-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운영
- 경제교육인력양성
- 경제교육포털 운영, 경제교육영상물 제작
- 경제교육 홍보
나. 유관사례: 기획재정부 혁신정책담당관 경제배움e
○ 인터넷 주소(URL): http://www.lawedu.or.kr/main.php
○ 내용구성
- 경제교육배움터: 경제교육의 필요성, 나에게 맞는 경제교육, 온라인 배움터, 시사경
제용어사전, 시사경제퀴즈, 경제교육 사이트 모음
- 경제놀이터: 동영상 보기, 웹툰 보기, 카드뉴스 보기, 시사경제해설, 경제체험하기
- 교육자료실: 경제수업자료,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정기간행물, 보고서 자료집, 교육
자료 제작하기(온라인 문서제작 도구), 교육과정별 자료찾기
- 경제교육정보: 경제교육기관 및 단체, 경제교육기관 교육일정,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역경제교육센터 일정
- 경제배움e란: 소개, 공지사항, FAQ, 제안 및 건의사항, 뉴스레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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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2] 한국법교육센터 누리집 초기화면

(10) 한국교육개발원 인성교육지원센터
가. 기관개요
○ 설립목적: 인성교육진흥법에 의거 인성교육 정책 추진을 지원하고 인성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
○ 주요활동
- 교재/지도서: 현장 맞춤형 인성교육프로그램･지도자료 개발･보급
- 교원역량강화: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운영, 인성교육실천사례연구대회,
우수선진교사 위촉, 인성교육 연구･중점학교 관리자 워크숍, 인성교육 시범학교 운
영, 인성교육 중심 수업 우수사례 공모전
- 인프라 구축: 지역단위 인성교육 네트웤 인성교육 나눔축제, 우수학교, 교사동아리
- 홍보 및 포럼: 인성교육 실천한마당, 인성교육 포럼, 전국 초중고 학생 세대공감 공
모전
- 기타: 정책연구, 인성교육대상, 프로그램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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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관사례: 교육개발원 인성교육지원센터
○ 인터넷 주소(URL): http://insung.kedi.re.kr/business.do?mid=9
○ 내용구성
- 알림마당: 공지사항, 인성교육 공모,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 공개검증
- 정보마당: 자료실(프로그램/지도자료, 자료집, 정책자료), 관련 영상, 갤러리
- KEDI 인성검사: 10개의 인성 덕목(하위요인)을 포함하는 총 70개 문항으로 구성된
검사도구 제공
[그림 Ⅱ-13] 한국교육개발원 인성교육지원센터 누리집 초기화면

(11)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가. 기관개요
○ 설립목적: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청소년이 스스로 행동하고 학습할 수 있는 역량
을 갖춘 핵심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기관
○ 주요활동
- 청소년 역량증진 위한 수련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
-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및 활동의 품질 제고
- 청소년 국제활동 활성화 위한 기회와 정보제공
- 여성가족부와 협력 다양한 돌봄서비스 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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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관사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 인터넷 주소(URL): https://www.youth.go.kr
○ 내용구성
- 영역별(건강/스포츠, 진로탐구, 자기개발, 역사탐방 등) 청소년활동 찾기
-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및 신고제 등 운영
- 청소년활동 참여후기 공유
- 학교 밖 청소년/가출 청소년 지원, 정서행동 치유, 성 보호 등 청소년 보호 활동 (유관
지원 기관 연락처 등 도움경로 제공)
- 지역별, 기관유형별(인증기관, 성취포상활동기관) 청소년활동기관 안내
- 지역별, 기관유형별(국가인증, 시도 인증) 봉사활동 기회 검색
-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공개
[그림 Ⅱ-14]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누리집 초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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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국고용정보원
가. 기관개요
○ 설립목적: 고용정보나 직업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나 연구를 진행하며 관
련 정보를 제공하고 고용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 관리, 운영 통해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일자리 정보를 얻기 위해 설립
○ 주요활동
- 고용정보의 생산과 분석자료 제공
- 진로지도 및 직업정보 제공
- 고용서비스 발전 지원
- 국가고용정보망 운영
나. 유관사례: 직업훈련포털 HRD-Net
○ 인터넷 주소(URL): http://www.hrd.go.kr
○ 주요특징: 구직자와 근로자에 맞는 교육/훈련 제공(구직자와 근로자 홈페이지 별
도로 운영)
○ 내용구성
- 훈련유형별(기능장과정, 여성재취업과정, 중장년특화과정 등) 구직자/근로자 직업
훈련정보 검색
- 참여유형별(전문대-재학생단계, 공동훈련센터, 민간자율형 등) 학습과정 검색
: 학습 운영기관 정보제공, 학습자료(매뉴얼, 기관소통공간, 과정개발자료) 공유, 외
부평가 및 훈련과정개발보고 사이트 연계
- 직종별/지역별 구인정보 및 자격정보(시험 일정 등) 제공
- 각종 고용 및 직업 관련 법령, 통계와 같은 지식정보 제공
- 전문역량 갖춘 ‘훈련교사’ (분야별, 지역별, 년도별) 검색
- 각종 교육 동영상 제공 (회원)
* 개인회원 서비스: NCS확인강사신청, 훈련이력 조회, 근로자카드 신청 등
* National Comptency Standards(NCS) 국가직무능력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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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방문자별(처음방문자, 개인회원, 기업회원 등) 활용가이드라인 제공
[그림 Ⅱ-15] 직업훈련포털 HRD-Net 누리집 초기화면

2) 국외사례
(1) 미국 비영리 활동 지원 웹사이트(Candid)
가. 기관개요
○ 설립목적: 양극화, 기후위기, 기술혁명, 빈곤과 같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
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 2월 1일 기존의 Foundation Center
와 GuideStar가 병합되어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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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활동: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 혹은 기관들이 자신
들의 활동들을 공유하고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인적구성: 23명의 이사진, 54명의 팀장(지식 관리, 파트너쉽, 브랜드 마케팅, 소프
트웨어 엔지니어링, 데이터 관리, 인적자원 관리 등)
○ 재정운영: 자선 파트너쉽, 개별 기부, 보조금
나. 웹사이트 구성
○ 인터넷 주소(URL): https://candid.org/
○ 주요특징: 소규모 데이터 분석 및 검색 기관들의 연합체 (유료 멤버쉽 중심)
○ 내용구성
- 비영리기구에 대한 분석(Research and verify nonprofits, 유료)
: 비영리기구 현황 분석, 비영리기구 전망 수립, 비영리기구 재정 분석 등
- 공익활동을 위한 재정(학자금)지원 기회 제공(Find funding, 유료)
: 재정지원 재단 정보 제공, 재정지원을 위한 계획서 마감 시기 알림
- 사회 현안에 대한 정보제공(Explore issues, 무료)
: 각종 사회 현안을 비영리 기구에 대한 관점에서 해석한 자료 제공
자체 연구소(Issuelab) 발생 각종(굶주림, 종교, 인종과 민족, 시민사회, 장애, 이민
등) 연구물 공유
- 비영리기구 운영에 대한 조언 제공(Improve your nonprofit)
: 성공적인 비영리기구 운영을 위한 훈련 정보 제공, 비영리 기구 보상체계 분석 자료
제공
- 자선 재단 운영에 대한 조언 제공(Improve your foundation)
: 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 등과 같이 자선재단 운영의 방법 제공
- 비영리기구 활동 소식 나눔(Tell your story)
: 비영리기구 홍보, 비영리기구 데이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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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데이터 제공(Use our data)
: 분석자료에 쓰인 원데이터 제공
- 최신자료(Stay up to date)
: 비영리 활동과 관련한 최신 소식 제공
[그림 Ⅱ-16] 미국 캔디드 누리집 초기화면

(2) 미국 시민교육센터(Center for Civic Education)
가. 기관개요
○ 설립목적: 1965년 캘리포니아대학에서 초중등 학생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민주시
민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시민교육위원회를 만들었던 것에서 유래. 1981년
현재의 비영리 시민교육센터로 거듭났으며, 1) 입헌민주주 근본가치와 기관들에
대한 이해 증진, 2)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 사회 참여를 위한 필수적 기
술 습득, 3) 의사결정과 갈등조정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 활용을 증진을 목표로 한
시민교육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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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활동
- 유치원생, 초중등생, 대학생들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제공(미국 민주주의
의 역사와 제도, 의회 청문회 등)
나. 웹사이트 구성
○ 인터넷 주소(URL): https://www.civiced.org/home
○ 주요특징: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별 상세 자료 제공 및 쇼핑몰 운영
○ 내용구성(모두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이용 가능)
-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소개(무료 시험 프로그램 운영)
-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자료 제공
: 자료의 종류 다양(멀티미디어 자료, 인용문, 현안 등)
운용 중인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평가 자료(Program Fact Sheets)
- 민주시민교육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국내･외 웹사이트 제공
- 지역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제공
: 해당 지역 프로그램 담당자 정보, 프로그램 진행 일정, 프로그램 자료
- 짧은 팟캐스트(60초 시민) 운영
[그림 Ⅱ-17] 미국 시민교육센터 누리집 초기화면

34

제2장 기초조사

(3) 영국 민주시민교육협회(Association for Citizenship Teaching)
가. 기관개요
○ 설립목적: 2001년 버나드 크릭 교수 주도 아래 민주시민교육 교사들을 위한 그리고
교사에 의해 운영되는 자선단체로 설립
○ 주요활동
- 민주시민교육 향상 및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멤버쉽)
- 민주시민교육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다양한 훈련 기회 제공
- 민주시민교육 교사들 간의 네트워크(지역 허브) 구축
- 민주시민교육 정책 발전을 위한 주창 활동
- 저널 민주시민교육 가르치기 발행을 포함해 양질의 교육자료 제작
나. 웹사이트 구성
○ 인터넷 주소(URL): https://www.teachingcitizenship.org.uk/regional-citizenship-hubs
○ 주요특징: 민주시민교육 교사를 위한 자료 및 네트워크 기회 제공(부분 멤버쉽)
○ 내용구성
- 민주시민교육 커리큘럼 제공(Citizenship Curriculum)
: 국가교육과정을 포함하여 민주시민교육 관련한 다양한 내용과 유형의 커리큘럼
제공, 민주시민교육 평가 기준 제공, 민주시민교육 교사 양성과정(대학원) 정보 제공
- 민주시민교육 질 관리(ACT Quality Awards)
: 민주시민교육 자료들 검토 후 인증마크 부여, 양질의 민주시민교육 기준 마련
- 민주시민교육 지역별 허브 모임(Regional Hubs) 및 전문성 신장 기회 제공(Events
CPO Training)
: 각종 민주시민교육 관련 행사 및 네트워킹 기회 제공(매월 1회, 지역 대표)
- 민주시민교육 관련 특별 프로젝트 내용 제공(Projects)
: 민주시민교육협회에서 진행한 특별 프로젝트 결과물들(미디어 리터러시, 학교에
서의 회복 탄력성, 토론하는 교실과 교사를 위한 가이드라인, 영국-아일랜드-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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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랜드-스코틀랜드-웨일즈 협력체계 구축 등) 공유
- 자료 제공(Resources)
: 인증마크 부여 자료, 학년 단계별 자료, 자체 저널(Teaching Citizenship) 자료
제공
- 민주시민교육 관련 소식 제공(News)
[그림 Ⅱ-18] 영국 민주시민교육협회 누리집 초기화면

(4) 영국 국가 시민성 서비스(National Citizen Service)
가. 기관개요
○ 설립목적: 2009년 16-17세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잠재력을 발휘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에서 실험적으로 출발. 이후 사회적 관심
이나 청소년들의 참여가 지속, 확대되며 2013년에는 비영리 위탁 자선 단체로,
2016년에는 국가 기구화. (2018년 기준 100,000명의 청소년들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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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활동
- 지역사회 통합(사회적 결속 함양)을 위한 다양한 문화 경험 기회 제공(Social cohesion)
- 직업 생활을 위한 필수적 기술 습득 기회 제공(Social mobility)
- 지역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사회적 참여 기회 제공(Social engagement)
나. 웹사이트 구성
○ 인터넷 주소(URL): https://wearencs.com/
○ 주요특징: 16-17세 청소년 친화적인 구성(디자인, 인터페이스)
○ 내용구성
- 기관에 대한 기본 소개
- 기관 제공 프로그램 (The experience)
: 기관 제공 프로그램 이후 참여방안(행동의 날 참여방안, 인턴쉽 기회 등) 제공
(After NCS)
- 해당 차수 활동을 위한 디지털 자료 및 활동사진 소개(Staying Connected)
: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놀이)자료 제공
- 자주하는 질문(FAQS)
: 플레이스테이션 가져와도 되는가?, 통금시간이 있는가?, 무엇을 먹는가?
- 블로그(Our Blog)
: 블로그 운영자 풀(pool)을 선정, 영감을 주는 글, 나를 돕는 글, 휴식을 위한 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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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9] 영국 국가 시민성 서비스 누리집 초기화면

(5) 영 씨티즌(Young Citizens, (구) 시민성 재단)
가. 기관개요
○ 설립목적: 1960년대 후반 앤드류 필립 변호사가 젊은 세대들이 법에 대한 충분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관련 활동을 시작했고 시민성재단은
1989년 설립. 초중등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필요가 더욱 중요하다는 판단에
2018년 영 씨티즌으로 변경. 공정, 질문과 비판적 사고, 존중, 협력, 국제적 시각
을 갖춘 적극적 시민 양성을 목표로 활동
○ 주요활동
- 참여를 위한 지식과 기술 제공
: 교사를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 자료 제공, 주요 법 및 민주주의 관련 이슈 자료
제공, 전문가 초청 강연 등
- 참여를 위한 자신감 제공
: 모의재판, 학생과 지역사회 전문가 모임(워크숍), 민주주의 홍보대사 임명 등
나. 웹사이트 구성
○ 인터넷 주소(URL): https://www.youngcitizen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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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특징: 웹사이트 활성화 정도 미비
○ 내용구성
- 시민교육에 대한 기본 소개(Citizenship)
: 1) 민주시민교육의 정의, 내용요소, 방법 2)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 3) 영국적 가치,
4) 민주시민교육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 5) 타기관에서 발행된 민주시민교육 관련
핵심 문서 제공
- 기관에 대한 기본 소개(Our mission)
: 기관 비젼 체계 및 목표,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등 제공
- 기관 제공 프로그램 소개(What we do)
: 프로그램별 활동내용을 유투브 동영상과 함께 제공
핵심 사업의 경우 별도 웹페이지 구축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도울 자료 제공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온라인 과정 제공
- 맞춤 프로그램 운영 및 소개(Bespoke Programmes)
- 블로그 및 뉴스
[그림 Ⅱ-20] 영국 영씨티즌 누리집 초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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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네덜란드 프로데모스(ProDemos)
가. 기관개요
○ 설립목적: 2010년에 설립된 프로데모스는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위한 집’을 의
미하며 국회 맞은편에 위치. 지역과 국가 그리고 유럽 차원에서 민주주의가 어떻
게 작동하는지 이해시키고 시민들 스스로 발휘하는 정치적 영향력을 보이기 위해
설립
○ 주요활동: 전국적으로 지방정부나 의회, 교육기관들과 협력하여 민주주의 및 법적
절차 등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들(강좌, 이벤트, 교육자료 등)을 만들거나 운영하
고, 프로데모스 아카데미를 통해 시민 참여 등에 대한 연구 수행
나. 웹사이트 구성
○ 인터넷 주소(URL): https://prodemos.nl/
○ 주요특징: 민주주의 체험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제공 (대부분 무료)
○ 내용구성
- 투어 프로그램 운영
∙ 학급, 단체, 아동 대상 투어 프로그램 운영
∙ 전시 및 참여 활동 정보 공유
- 지식 및 토론 자료
∙ 기본적인 정치적 지식 제공(민주주의, 법의 지배, 지방의회, 정치정당, 유럽연합
등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돕는 설명 제공. 다운받아 볼 수 있는 브로셔와 함께
제공)
∙ 각종 출판물 제공 및 전문성 함양 교육과정 운영(시민교육 핸드북 등과 같은 출판
물의 경우 유료 판매이지만 해당 파일은 무료로 다운 가능. 지방의회의 작동이나
토론기술 등에 대한 기본/심화 교육과정 운영)
∙ 팟캐스트 링크, 정치(정당)자료(정당소개, 투표가이드, 선거이후 활동 점검, 학생
회 활동 등)
∙ 뉴스레터 구독(옛날 뉴스레터는 연월별로 별도로 pdf 파일로 보관하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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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별 교육자료 및 교사 연수자료 제공
∙ 정치, 민주주의, 법의 지배 관련 각종 교육자료(워크북, 튜토리얼, 사례집 등) 제공
∙ 소식지와 수업자료가 결합된 형식의 수업 편지(lesson letter) 발송
∙ 청소년 의회/선거 소개 및 관련 활동위한 자료 제공
∙ 주제별, 유형별 자료 검색기능
- 지역사회 협력을 위한 정보
∙ 정치적으로 어떻게 더 적극적이 될 수 있는지 관련 참여 프로그램 운영
∙ 정치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헌법 조문을 바탕으로 한 참여 원칙 정리, 제공)
∙ 정치참여를 이끌 사람들을 위한 지침서 제공
∙ ‘법관을 만나다!’, ‘살아있는 민주주의!’, ‘표현할 권리?’라는 세 가지 카테고리 안
에서 크고 작은 소모임을 만들고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Prodemos joins
in)
[그림 Ⅱ-21] 네덜란드 프로데모스 누리집 초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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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독일 연방정치교육원(Bundeszentra e für politische Bildung)
가. 기관개요1)
○ 설립목적: 1952년 “정치적 이슈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민주적 의식을 증진하
고, 정치적 참여를 위한 태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방내무부 산하 기구로
설립. 연방정치교육원장은 연방내무부 장관이 임명하고, 일상적인 운영과 활동은
원장이 관할하는 사무국의 200여명의 직원들이 담당
○ 주요활동
- 정치교육을 위한 자료 발간
- 정치교육 관련 학술대회 및 행사 지원
- 협력기관 및 단체의 정치교육 활동 지원
나. 웹사이트 구성
○ 인터넷 주소(URL): https://www.bpb.de/
○ 주요특징
- 주제 중심 홈페이지 구성
- 다양한 주제와 방대한 자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
: 주제별/특별 문건 모음집 (dossier)
문건을 포함한 자료들 팝업
문건의 작성자에 대한 구체적 설명
- 다양한 ‘찾기’ 기능 제공
○ 내용구성
- 정치
∙ 역사 속 오늘
∙ 기본질문(독일사회, 정당, 인종주의 등)
∙ 국내정치(노동, 연금, 도시문제 등)
1) 연방정치교육원에 대한 아래 설명은 조철민, 2017, 민주적 거버넌스는 어떻게 실현 되는가: 독일 연방정치
교육원과 스ㅏ웨덴 성인교육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NGO연구, 12:3, 10-1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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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선거지원 시스템-발오매트 등)
- 국제
∙ 유럽, 세계,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 국내갈등, 인권, UN, 세계식량, 메가시티 등
∙ 각종 인터뷰, 보고서, 문헌자료
- 역사
∙ 시기별 독일사(국가사회주의, 독일, 통독, 현대사)
∙ 역사 속 인물들에 대한 인터뷰 자료
∙ 독일을 주제로 다양한 자료 아카이브(주제, 형태, 연도에 따라 검색기능)
∙ 역사 수업자료 제공(개념, 목표, 방법, 자료 등)
- 사회: 젠더, 인주, 환경, 교육, 디지털, 미디어와 스포츠 등 주제
- 찾기
∙ 주제별, 정도별 용어색인(정치 백과사전, 정치체계 사전, 주머니속 정치, 법률용어 등)
∙ 사실과 통계수치, 법, 데이터
- 이벤트
∙ 전시, 수업, 달력, 지도
∙ 형식(설명자료, 수업디자인, 방법, 게임, 인포그래픽, 사진과 음성, 만화, 포스터,
퀴즈, 학교레터, 현안 등)
∙ 목표대상 (모든 이, 청년, 멀티플리케이터, 저널리스트)
∙ 네트워크(NECE 유럽 시민교육 네트워크, 주제별 인터뷰, 뉴스박스, 뉴스레터)
∙ 뉴스레터의 경우 주제별, 발행시기별로 약 15종(선택적 구독 가능)
- 학습
∙ 주제(소비, 법, 축구-축구와 일상/축구와 정치 등)
∙ 자료형태: 워크시트, 배경 자료, 설문지, 사실과 수치 설명자료, 수업디자인, 방법,
게임, 인포그래픽, 사진과 음성, 만화, 포스터, 퀴즈, 학교뉴스레터(정치교육담당
자), 현안
* 포켓 사이즈 참고자료, 발오매트, 인포필름, 주제별 출판물(포켓 사이즈 참고자료)
∙ 단순한 교육방법에서부터 내용구성, 게임, 복잡한 교육방법까지 다양
∙ 목표대상별 자료 (초등과 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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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예: 내 이름을 말해줄게 – 영상자료)
- 미디어 도서관
∙ 검색
∙ 영화 하이라이트
∙ 주제별, 나라별 영화 모음
∙ 팟캐스트
∙ 컨퍼런스 및 강의 영상
- 쇼핑
- 대화: SNS, 토론거리, 행사소식
[그림 Ⅱ-22] 독일 연방정치교육원 누리집 초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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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스웨덴 대중교육위원회
가. 기관개요2)
○ 설립목적: 학생노동조합, 고등대중학교, 고등대중학교장 그룹이 연합하여 세워진
비영리조직. 스웨덴 내 민주주의와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학교나 학생노동조합
에 (주로 재정적) 지원을 위해 설립
○ 주요활동
- 정부가 대중교육을 위해 할당한 자금을 분배하고 그 사용을 점검
- ‘지식은행’으로서 대중교육에 관한 사실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 보고서 생산
나. 웹사이트 구성
○ 인터넷 주소(URL): https://www.folkbildningsradet.se/
○ 주요특성: 간단한 소개와 자료 제공 중심(커뮤니티 기능 미활성)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별도의 파일(pdf)로 제공한다거나 비디오 영상 제공,
메인페이지 블로그와 뉴스 구성 등 통해 접근성과 이해도 높임
○ 내용구성
- 최신정보 공유
∙ 코로나가 대중교육에 끼친 영향 공유
∙ 뉴스와 사실 자료 공유
- 스웨덴 대중교육
∙ 정책의 목적이나 주요 주제들(난민, 지역이슈, 디지털 포용 등) 소개
∙ 스웨덴 대중교육위원회 발간자료 공유
∙ 스웨덴 대중교육의 역사
- 고등대중학교
∙ 정부 재정 지원 (서식) 정보 및 자료
∙ 재정 지원 및 관리 방식
∙ 고등대중학교 코스 유형 등
2) 연방정치교육원에 대한 아래 설명은 조철민, 2017, 민주적 거버넌스는 어떻게 실현 되는가: 독일 연방정치
교육원과 스웨덴 성인교육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NGO연구, 12:3, 10-1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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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3] 스웨덴 대중교육위원회 누리집 초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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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시민교육 컨텐츠 현황

1) 학습자 관점
(1) 공유
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현황 제공
○ 지역별, 일자별, 주제별 진행(계획) 중인 프로그램 정보 공유(예: 추천 교육 프로
그램-인기 동영상, 우리지역 강좌찾기)
○ 민주시민교육과 유관한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정보 공유
○ 교육 관련 소식, 정보 업데이트(예: (레슨, 뉴스) 레터나 알리미, 웹진, 새책 소개)
나. 직접적 교육/활동 프로그램 제공
○ 주제별, 대상별, 목적별 교육 강좌 제작 및 제공(예: 학교급별, 활동주제별 교육
과정, 독일의 정치 이해하기 시리즈)
○ 개인 맞춤형 교육 동영상 및 훈련 기회 제공
○ 민주주의 활동 프로그램(활동도구) 제공(예: ‘학교점검’(교사와 학생이 함께 조사
하는 학교문화)을 위한 서베이 도구 제공)
다. 민주시민 교육/활동 운영기관 정보 제공
○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비전, 목표, 운영전략 등 소개
○ 민주시민교육 주제별 주요 기관 정보 제공(예: 교육부 시민교육 교육과정 게시 사
이트,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경제교육 사이트 등)
○ 기관별 (전체) 교육 일정표 (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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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4] 참여연대(시민교육 프로그램) 일정

[그림 Ⅱ-25] 미국 시민교육센터 지역별 시민교육 현황

48

제2장 기초조사

라. 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제공
○ (학교)교육 및 활동 참고자료 공유
- 학교급별 교육자료(워크북, 튜토리얼 등) 제공
- 청소년 의회 활동, 지역 모임 활동, 선거 활동 등 자료 제공
○ (공모 등을 통한) 새로운 교육 내용 및 방법 공유
○ (진행 중인) 교육활동에 필요한 자료 공유 플랫폼 제공(교육활동 자료, 교육활동
사진 등 공유)
○ 교육 평가자료(방식) 공유
- 학습자 스스로 교육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툴 제공(예: 시사경제퀴즈)
- 학습자 스스로 교육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툴 제공(예: 인성이나 민주주의
지수 측정 도구 제공)
마. 주요 현안에 관한 사실 및 분석자료 제공
○ 사회 현안에 대한 기본적 정보 제공(예: 언론기사, 전문가 기고, 카드뉴스, 이슈페
이퍼)
○ 주요 개념이나 용어에 대한 설명 제공(예: 용어사전, 브로셔 형태의 짧고 간결한
설명서 제공)
○ 이슈별 주요 법령정보나 통계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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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6] 네덜란드 프로데모스에서 제공하는 학생들을 위한 수업 패키지

(2) 소통
가. 민주시민교육 활동 나눔
○ 교육 결과 나눔
- 교육활동 결과물(자료집, 책, 영상 등) 나눔
- 학습자 후기 나눔
∙ 전용 블로그에 후기 게재 (-> 추후 프로그램 소개자료로 활용)
∙ 참여자들 짧은 미니 인터뷰 (베스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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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 이후 지속적인 활동의 기회 제공
○ 관련 소모임 운영 플랫폼 제공
○ 관련 전문가 참석 행사 정보 제공
○ 관련 기념일(?) 참여방식 안내
○ 관련 자격증 취득 시험 제공
다. 개별 학습자와의 소통
○ 마이페이지 구성을 통한 학습자 관리 및 소통
- 학습자 관심 강좌 관리
- 학습자 관심 및 문의사항 피드백
그림 [Ⅱ-27]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프로그램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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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동가(교육자) 관점
(1) 공유
가. 교육 자료 제공
○ 교안 제공
- 시민교육을 위한 (국가/학교) 교육과정 자료 및 샘플제공
- 교사를 위한 단일 수업(현안 중심 수업)안 제공(예: 난민주간 맞이 학교 난민수업
자료 제공)
- 분야별 교육활용 컨텐츠 정보 제공(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하는 누리집
정보 공유)
- 자체 개발 교안 공유(예: 미술을 활용한 민주시민교육 수업 예시안 공유)
- 교안 제작 플랫폼 혹은 구성방식 관련 자료(원고) 제공(예: 유튜브로 강의 영상 만들기)
○ 교육 보조자료 제공
- 개념, 법, 정책, 역사적 사건, 국제기준, 상징적 이미지 등에 대한 기초설명 및 자료
제공(예: 민주주의 기본개념, 헌법, 세계인권선언문, 주요 발언 등)
- 양질의 교육 자료 소개(예: 민주시민교육 우수 교과서, 카드 뉴스를 통해 바라보는
교실속 성평등 시리즈)
그림 [Ⅱ-28]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직원 대상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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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9]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활용 누리집 정보

나. 교육 기회/기관정보 제공
○ 교육내용/기관 관련 소식 및 정보 업데이트(교육부 학교 민주시민교육 운영 및
평가 계획 등)
○ 연계 교육활동 정보 제공
- (위탁운영) 체험활동 기회 제공(예: 모의재판, 의회체험 활동 기회 소개, 탐방장소
소개)
다. 교육 평가자료 제공
○ 외부 및 내부(자기)평가 항목(외부기관 마련 평가 기준표나 자가 체크리스트 제공)
○ 교육 자료 질(적절성) 관리 위한 사실 정보 제공(예: 주요 사실 모음)
○ 우수 사례 모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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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0] 독일 연방정치교육원 사실/통계 자료

(2) 소통
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및 기관 홍보
○ 기관별 교육담당자 정보나 및 프로그램 정보 소개
○ 진행 중인 교육 활동(강좌, 포럼, 워크숍 등) 홍보
○ 기관 개발 교육자료 나눔 및 판매(예: 자체 개발 교재 등 온라인 쇼핑몰 판매)
○ 뉴스레터 통한 기관 소식 공유
나. 활동가(교사)들 간의 소통 및 자기계발
○ 활동가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활성화 기회 제공(예: 지역별, 주제별 정기 네트
워크 마련, 활동가/교사 대상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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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1] 영국민주시민교육협회(지역별 교사모임)

○ 활동가들 교육 후기 공유(예: 교육경험담, 교육영상)
○ 활동가(교･강사) 재교육 자료
- 활동가 전문성 제고위한 교육기회 제공
- 활동가(교･강사) 대상 심화교육 자료 및 과정 제공(예: 온라인 심화 학습과정 및 동
영상 제공)
- 활동가(교･강사) 전문양성과정 소개(예: 민주시민교육 교사 코스 개설 대학원 링크)
○ 전문인력 연결
- 민주시민교육 전문 인력풀 관리(강사뱅크)
- 강좌알림, 강좌요청(방문프로그램), 강사요청 (전문강사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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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2] 한국법교육센터 강사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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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정책가 관점
(1) 공유
가. 민주시민교육 자료 및 연구물
○ 주요(공공)기관 발행 민주시민교육 자료
- 교육부 발간 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자료(교사대상)
-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개념 해설서
- 민주시민(교육) 관련 주요 발언 모음
○ (시민/청소년 대상) 민주시민교육 강의 교안 및 가이드라인
나. 민주시민교육 현황/동향 파악 자료
○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
○ 민주시민교육 운영 기관 전반에 관한 현황
○ 국내･외 민주시민교육 사례
○ 국외 주요 현안 분석자료
다. 연구 지원 기회 및 재단 정보
○ 연구 장학금 정보 제공
○ 교사 연수정보 제공

(2) 소통
가. 연구(자) 소개
○ 연구물 검색 (발행시기 및 이슈별 연구물 검색)
○ 연구자 (전문) 블로그 소개
○ 교사 경험담 소개
나. 대중 강연(연구자-일반/활동가/교사 모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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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3] 미국 캔디드 전문가 보고서/출판물 소개

<표 Ⅱ-1> 민주시민교육 컨텐츠 현황
구분

학습자

활동가

연구･
정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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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소통

∙
∙
∙
∙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현황
민주시민교육 운영기관 정보
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주요 현안에 관한 사실 및 분석자료

∙ 교육활동 및 결과 나눔
∙ 교육 이후 지속적인 활동 기회
∙ 개별 학습자 관심 반영 정보 제공

∙
∙
∙
∙

교육 자료(교안, 보조자료)
타기관 교육 및 소식
교육 평가 자료
사례 제공

∙
∙
∙
∙
∙

∙
∙
∙
∙
∙

주요(공공)기관 민주시민교육 자료 및 연구물 공유 ∙ 연구물 홍보
민주시민교육 강의교안 및 가이드라인
∙ 연구자 (블로그) 홍보
민주시민교육 현황 및 동향 파악
∙ 대중강연 홍보
국외 주요 현안 분석자료
연구 지원 기회 및 재단 정보

프로그램 및 기관 홍보
활동가 네트워크 형성 기회 제공
활동가 교육 경험담 공유
활동가 심화교육
전문인력 교류

제2장 기초조사

정보시스템 수요조사

3
1) 개요

(1) 목적과 방식
가. 목적: 잠재적 사용자(User)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좀 더 유용하고 소구력 있는 민
주시민교육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사점 도출
나. 대상집단
○ 분석의 편의를 위해 잠재적 사용자를 3가지 집단으로 구분. 각 집단은 각기 다른
결의 요구를 지니고 있음
○ 학습자: 주로 교육에 참여하고 학습욕구를 지닌 사용자(시민)
○ 활동가: 교육을 기획･실행하고 강의를 담당하는 주체(활동가, 강사)
○ 연구･정책가: 관련 연구와 정책에 관한 일에 종사하는 주체(연구자, 공공기관
관계자)
다. 조사내용
○ 내용: 향후 구축될 정보시스템에 담기길 바라는 콘텐츠에 관한 자유의견
○ 운영: 향후 구축될 정보시스템의 운영방식에 관한 자유의견

(2) 의견수렴 참여자
○ 학습자, 활동가, 연구･정책가 등 3가지 집단과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
○ 애초 집단별 심층집단면접(FGI)를 실시하고자 했으나, 학습자 집단만 심층집단면
접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2개 집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이메일을 통한 서면면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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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정보시스템 내용과 운영에 관한 의견수렴 참여자
구분

지역

인원

방식

시기

학습자

서울･경기

6

심층집단면접

2020. 6. 17(수) 13:00

활동가

서울･부산･충북･충남

5
서면면접

2020. 6. 19(금)∼7. 1(목)

연구･정책가

서울･경기･충남･전북

5

2) 정보시스템 내용에 관한 의견
(1)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정보･담론
가. 학습자
민주시민교육의 인식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
∎민주시민교육의 영역이 어딜까를 생각해 보면, 안들어가는게 없는데 다할 수는 없음. 환경교육도
민주시민교육인지.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범주를 알려주면 좋겠음
∎민주시민교육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잘 못 느낌. 이런 교육이 뭔가 도움이되고 재미도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이 필요함
누구나 민주시민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
∎민주시민교육 하면 주로 진보적인 사람만 찾을 것 같은 느낌임.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도 찾을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함
∎과거 민주화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촛불 ... 우리도 이제 시작이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듬
∎민주주의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함. 하지만 지금까지 민주시민교육은 너
무 근엄해서 멀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음

나. 활동가
민주시민교육 연구･조사 관련 콘텐츠
∎자료실: 논문, 세미나자료, 정책연구자료
∎자료실: 민주시민교육 관련 연구자료(논문, 학술지, 잡지, 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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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실 및 교육자료실: 학교영역, 시민사회 영역, 정부 및 지자체 영역 등등
∎민주시민교육 도서관: 관련 도서, 학술지, 논문 등을 검색
∎민주시민교육 관련 학자 및 사상가
전국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현황 관련 콘텐츠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구체적으로 주제별 프로그램, 교육, 세미나, 행사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 전국지도를 통해 관련 단체 들어가기(링크)
∎타지역이나 벤칭마킹할 수 있는 모범사례
∎민주시민교육의 전국 현황 읽기: 다양한 지역에서 벌어지는 행사 안내(토론회, 포럼, 사업 등), 전국
의 제도화 현황(조례 현황), 민주시민교육지원법 관련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에 관한 콘텐츠
∎민주시민교육 개요 : 개념, 제도와 정책, 동향, 기관별 역할과 사업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시민교육 역사, 그동안 다양한 노력들, 개념, 정의 등(자료실과 분리되어 별
도로 편성될 필요)
민주시민교육 동향
∎민주시민교육 국내 국외 동향: 기획자 실무자 활동가 등에게 유익한 정보 제공
∎다른 나라의 민주시민교육: 비교와 차이를 통해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현재를 인식하고 더 나은 민주
시민교육 활동과 연구를 위해

다. 연구･정책가
민주시민교육 연구･조사 관련 콘텐츠
∎자료 원문과 함께 요약본･해제가 함께 탑재 되면 좋겠음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국내외 논문, 보고서, 사례연구 등을 수집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 그런 자
료들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와 방법을 사용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을 만들고,
이에 따라 분류하여 열람, 출력, 수집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혹은 다양한 부처, 단체에서 발간한 민주시민교육 관련 연구자료
∎해외 시민교육 정보, 연구결과를 비롯한 출판물 정보
∎각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수행한 민주시민교육 연구자료
∎해외 민주시민교육 현황 및 이슈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에 관한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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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별 유관기관 리스트
- 민주주의 가치함양, 지식 : ◯◯◯기관, ....
- 토의, 토론방법 습득 및 실습 : ◯◯◯기관, ....
- 민주주의 역사유적 탐방, 견학 : ◯◯◯기관, ....
- 촉진역량 : ◯◯◯기관, ....
- 회의운영, 의사소통 훈련 : ◯◯◯기관, ....
- 청소년 민주주의 전문기관 : ◯◯◯기관, ....
- 지역, 조직갈등 전문관리자, 컨설턴트 상담, 파견 : ◯◯◯기관, ....
- 정당가입, 참여, (지방, 중앙)선거입문, 정치활동 방법 : ◯◯◯기관, ....
- 집회전략, 조직, 액션 : ◯◯◯기관, ....
- 마을, 자치참여방법 : ◯◯◯기관, ....
∎평생학습처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민주주의를 어디서 찾아서 학습하고, 입문하고, 네트워크를 형
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관기관 정보를 분류해서 제공
∎권역별/지역별 민주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현황/혹은 기관 단체 정보
∎학습자의 입장에서 학습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단체/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도
중요함
∎민주시민교육 관련 활동 단체･기관 정보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이 생산한 콘텐츠
∎각 지자체별 연도별 사업계획, 종합계획 등 각종 민주시민교육 계획자료
∎각 지자체별 민주시민교육 조례, 국회에 상정된 법안 등 법령 및 자치법규 모음
∎중앙 및 각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언론보도, 사업관련 사진, 행사동영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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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주의･시민성에 관한 컨텐츠

가. 학습자
정치･사회에 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콘텐츠
∎코로나19로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듣는데, 사회과목의 내용이 꽤 어려움. 개인적으로 ‘사포자’
(사회포기자)여서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 관련 상식들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음. 일
례로 사회과목 수업 내용이 자기 만의 정당을 만드는 것이었고 아이가 물어보는데 나도 잘 모르는
내용들이었음
∎성인들도 정당에 관해 잘 모름. 선거 때 정당투표를 하는데, 각 정당의 성격에 관한 정보도 있으면
좋겠음
나의 민주적 자질, 정치적 성향을 자가진단해 볼 수 있는 도구
∎내가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자가진단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 같은 것도 있으면 좋
겠음. 이를 통해 내가 어느 부분은 민주적인데, 어느 부분은 비민주적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면 좋겠음
∎나의 정치적 성향을 찾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 어떨지. 나와 궁합이 맞는 정당, 정치인, 정책 찾아
서 보여주는. 마치 페이스북이나 구글이 알고리즘에 의해 자신의 관심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일상에서의 민주주의에 관한 콘텐츠
∎기업교육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 콘텐츠가 있으면 좋겠음. 이를 테면 노동인권교육도
민주시민교육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임
∎가정에서도 느끼는 것이 많음. 아이들 밥을 늘 퍼주다 보니 얼마나 퍼야할지 스스로는 못하는 상황,
니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이 민주적인 건인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냥 흘려보내게 됨
∎사춘기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하고 있는지도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음. 민주적 엄마, 민주적 아빠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곳은 없음. 부부간의 관계
에서도 마찬가지 임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
∎연령대 별로 관심 있는 주제와 내용이 다를 것 같음. 청소년, 아이 엄마, 직장인 등 연령과 계층에 따
라 겪는 문제들이 다를 것임
∎콘텐츠들의 타겟을 생각해 봐야할 것 같음. 10대들이 할 수 있는 것과 성인이 하고 싶은 것, 강사나
선생님들이 필요한 것이 다를 것임
∎민주시민교육을 잘 전파시킬 수 있는 대상들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면 확산이 잘 될 것 같음
∎이런 종류의 콘텐츠들은 대체로 정보가 길고 많음.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들이고 싶어하지 않으니
깊이 있는 정보도 필요하지만,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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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흥미에 기반한 콘텐츠
∎최근 민주시민교육 관련 보드게임을 본적이 있음. 청소년들, 혹은 가족이 함께 놀면서 배울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제공되면 좋겠음
∎게임 형식으로 제공하면 좋겠음. 무언가 맞추거나 미션을 클리어 하면 점수가 올라가고, 이벤트도
있는 등
∎요즘은 같은 콘텐츠라도 재미있게 만들면 관심을 가짐
배움을 넘어 참여･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는 콘텐츠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도 제공해 주면 좋겠음. 엄마, 아빠도 민주시민교육을 못 받았지만 아
이들이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람.
∎참여, 관심, 봉사 등이 필요함. 어떤 관심과 조건에 따라 어떤 참여가 가능한지 알려주면 좋겠음.
∎참여에 대한 해석도 필요함. 이를테면 교복물려주기가 단지 물자절약을 넘어 시장 질서를 극복한다
던지 하는 등

나. 활동가
민주시민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콘텐츠
∎민주시민 관련 뉴스정보
∎국내･국외 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사(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나침반이다)
∎광역 시도의 민주주의 현장: 시민들에게 민주주의 여행 코스 제공, 현장 체험학습 활용

다. 연구･정책가
민주시민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콘텐츠
∎갈등을 “민주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해결하거나 관리된 사례: 갈등상황 리뷰, 갈등당사자 및 갈등
관리자 관계형성 및 개입과정 리뷰, 사용한 방법소개 및 적용과정, 해결 또는 관리상황
∎민주시민교육의 원칙 및 개념, 주요 가치, 내용 및 방법, 주요 주제(노동, 인권, 주민자치, 마을만들
기, 환경 등), 관련 법제도(헌법, 조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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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콘텐츠
가. 학습자
교육실행에 도움되는 콘텐츠(최근 시민들도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짐)
∎최근 청소년 대상 민주시민교육을 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강의에 사용할 수 있는 PPT 자료
가 제공되면 좋겠음. 같은 내용이라도 연령별 맞춤형 자료가 있으면 좋겠음
∎토론식 교육이 많은데, 토론할 때 던질 수 있는 주제들이 제공되면 좋겠음. 토론주제는 교사들의 수
행평가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음.
∎비대면 교육이 활성화 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영상자료나 진행방법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임
∎성교육이나 원예교육 등에서는 이미 교육에 필요한 도구들을 모아 놓은 꾸러미가 제작돼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본적이 있음
∎교구나 교안 쇼핑몰

나. 활동가
교육기획, 강의진행에 참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와 안내
∎교육자료 : 프로그램사례, 강의교재, 온라인학습, 참고(관련)동영상자료
예) 파주시 가람도서관의 질문하는 도서관 ‘민주시민교육이 뭐예요?’, 명화로 보는 민주주의, 대전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혁신청의 ‘누구나 민주시민, EBS 다큐프라임5부작 ‘민
주시민교육-시민의 탄생’ 등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동영상과 활용 가이드. 가이드는 대상별로 구분돼 제공
∎민주시민교육 강의 교안(급별: 초, 중, 고등 / 성인 등)
∎민주시민교육 관련 전문가나 강사 뱅크(데이타베이스)
∎민주시민교육 강사 등록. 전국 강사단 DB 및 전문가 DB 필요 (개인정보 동의 필요, 연락처 없음 무
의미, 보안)

다. 연구･정책가
교육기획, 강의진행에 참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와 안내
∎기존의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강의교안 공유. 특히 시민과 국민의 차이란 무엇인가?, 투표를 잘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의사결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다루는 방법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별” 강의교
안이 만들어지면 좋을 듯.

65

민주시민교육 종합정보시스템 설계연구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프로그램과 함께 기획, 진행, 평가 등 전반적인 과정은 물
론,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포함한 콘텐츠
∎현장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관련 내용(텍스트, 영상, PPT 등)이 수집･공유
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 온-오프라인 세부 교육자료(교안, 강의영상 등)

(4)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의 프로그램
가. 학습자
시민들의 관심을 얻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청소년을 위한 선거교육을 본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직접 전자투표기를 통해 투표하는 방식이 인상
적이었음
∎코리아 스픽스는 참가자들의 토론 결과가 실시간으로 입력･분석돼서 보여주고, 투표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 참가자들에게 효능감을 줌
∎비폭력 대화와 평화교육이 참 좋았음. 지식을 강요하기 보다는 과정을 통해 무언가를 느끼고 나누는
과정이 좋았음
∎강의 보다 민주적 감수성이 생긴 건 함께 토론할 때인 것 같음. 다른 사람이 토론하는 거 보면서도
배우고, 각 조별로 토론한 내용을 공유하는 것 등임
∎요즘 ‘나 찾기’에 관심들이 많음. 아이랑 민주적 관계맺기를 고민하다 보니, 오히려 나 자신에 관해
많이 알게 됨. 나를 찾는 것은 어떤 교육에든 포함되면 좋겠음.

나. 활동가
온라인 교육 콘텐츠
∎온라인 연수 및 강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이버 연수의 필요성(지역, 거리, 비용, 등등을 고려해
야 함), 교육과 관련된 특강, 온라인 교육 등
대상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대상별 민주시민교육: 유아, 초등, 중등, 청년, 대학생, 성인

66

제2장 기초조사

다. 연구･정책가
직접적인 프로그램 제작 보다는 기존 프로그램 연결이 바람직
∎학습자들에게 직접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함. EBS나 K-mooc, 국
가평생교육포털 늘배움, 원격대학 등과 콘텐츠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것임
∎활동가들이 개별적으로 수집하기 어려운 국내외 프로그램 정보들을 모아서 탑재한다면, 이 종합정
보시스템이 민주시민교육의 튼실한 토대가 될 것임. 이를 위해 활동가들이 자신들이 생산한 콘텐츠
를 자발적으로 탑재･공유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

(5) 소통과 공유의 장(場)
가. 학습자
민주시민교육 강좌정보, 학습자들의 후기 공유
∎종합 정보시스템의 콘텐츠를 사용한 시민들의 후기가 공유되면 좋겠음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 강좌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전국적으로도 제공될 수 있으면 좋겠음

나. 활동가
전국 민주시민교육 주체들의 연결망･공론장
∎전국 민주시민교육 현황, 동향 자료, 지역별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연락망, 교육매뉴얼 등 현장에
서 활용하고 있는 자료 등
∎민주시민교육 댓글의 방: 혼자 풀어내기 힘든 과제를 집단지성으로 풀어보기
∎전국 민주시민교육 학습모임방 소식(커뮤니티 공간): 각 지역별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학습모
임을 하는 곳 소식들을 올려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임을 통한 자율적 학습동아리 활동 가능 하게
하는 매개체 역할
∎전국 민주시민교육 행사 및 워크숍 등 안내: 정보공유, 소통 강화
∎시민사회단체의 민주시민교육: 정보 공유, 벤치마킹
∎민주시민교육 현안에 대해 숙의할 수 있는 공론장과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음. 민주시민교육 종합
정보 시스템 안에 다음 아고라와 같은 공간이 가동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됨

67

민주시민교육 종합정보시스템 설계연구

다. 연구･정책가
사용자들의 의견제기 기능
∎의견제시 및 공유: 이용자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논쟁이 가능한 게시판 혹은 공론장
활동가 커뮤니티 공간
∎민주시민교육 활동가와 연구자들의 커뮤니티 공간 확보 필요. 다양한 정보와 의견 소통으로 활동가
들의 어려움 해결에 도움. 아울러 민주시민교육의 발전을 위한 의견교환도 가능. 커뮤니티 구성, 참
여의 조건, 공개 여부 등은 이후 구체적 논의 필요

3)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의견
(1)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방향에 관한 의견
가. 학습자
관심을 반영하는 민주시민교육 포털 사이트
∎민주시민이고자 하는 사람들애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 있도록 하면 좋겠음.
∎너무 많은 것을 담아내면 중구난방이 될 수 있겠음. 카테고리 분류가 중요할 것임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식의 고민 필요

나. 활동가
민주시민교육의 모든 것이 담긴 열린 플랫폼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컨텐츠들의 플랫폼이 되면 좋겠음. 홈페이지 내에서 교육홍보 모집 신청까
지 가능하게 하고 각 단체 기관의 교육 스케치, 자료집 공유까지 업로드 될 수 있도록
∎민주시민 교육 관련한 기존 자료는 모두 올라가 있으면 좋겠음. 물론 검색이 용이해야 활용도가 높
기 때문에 국회도서관과 같은 검색기능이 필요
∎포털 메뉴는 관련자료아카이브, 구인구직, 인물검색, 관련 사이트 링크가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운영방식은 사이트 회원가입을 통한 모든 시민들이 다양한 접근방식을 통해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열
린 콘텐츠 기능으로 구성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모든 사회적 이슈, 연구자료, 지역 현장 소식들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온
라인 허브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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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관리자의 충분한 역량 필요
∎관련 고급 자료가 구글보다 더 잘 검색되고 업로드 되야하므로 관련 자료 업데이트를 위한 담당직원
필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시스템관리자의 역량임. 주기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이용자의
질문이나 요청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등 반응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다. 연구･정책가
다양하고 즐겨 활용되는 정보 제공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정보를 찾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
∎페이크뉴스나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확하고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뉴스 링크를
걸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 링크를 제공할 때에도 정확한 정보인지 검증한 후 제공할 필요
∎종합정보시스템의 주 이용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많은 종합정보시스템들이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다고 표방하면서 결국은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방치되는 사례들이 많음. 개인
적으로는 민주시민교육 현장활동가를 주 이용대상으로 하고, 연구자, 그리고 학습자 순으로 정하는
것이 초기 시스템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함.
사이트 구성에 관한 제안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구성되어야 효과적일 듯 함
∎카테고리 제안: 자료, 사례, 학습기관정보 등 세 카테고리만 두고, 각 카테고리별로 구글처럼 검색창
하나만 띄우는 방식. 메인화면은 효과적인 검색방법 등 몇 가지를 제시하여 정확도를 높이게 도와줌
∎시스템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① 민주시민교육 관련 정보제공을 우선순위로 하면서도, ② 관련 단
체나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나 정보 확산이 이루어지고, ③ 이용자들 간 네트워킹과 상호작용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
∎기술적 측면에서는 ‘이용자 친화적’으로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 활용 가능하고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시성, 직관성을 높이는 구성 필요. 특히 젊은 층은 스마트폰에 익숙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에 적합하도록 사이트를 구성 필요
∎민주시민교육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는 지자체 또는 민간단체의 홈페이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
록 연계기능 필요(예: 경기도 온라인평생학습 지식(GSEEK) 홈페이지 개선을 통하여 도 및 산하 공
공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교육정보를 조회‧신청‧참가‧수료 통합운영 기능구축 추진 중)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크게 세가지 고려사항이 있음
① 시스템의 주요 이용자를 누구로 설정하는가에 따라 정보의 우선순위가 변할 수 있음. 일반시민은
‘민주시민교육이 무엇인가’ 관련 정보에 관심, 활동가는 커리큘럼, 노하우, 네트워킹 등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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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주시민교육의 원칙, 개념, 범위, 내용 및 방법에 대해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지만 여전
히 ‘어디까지 민주시민교육인가’는 논쟁의 여지가 있음. 민주시민교육 관련 모든 정보를 축적할
지라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 논의･결정이 필요
③ 시스템이 단순히 저장소 기능에 한정하기보다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접근할 필요가 있음.
아카이브 기능에 더해 상호작용이 가능한 네트워킹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시스템 관리 부서와 인력 필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은 담당자 1명이나 1개 담당부서를 배치해서 될 일이 아님. 별도의 기
관 또는 조직을 염두해두고 추진해야 함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지만, 포털 운영에 대한 신박한 기획과 운영자의 전문성 확보가 관건임. 사업
회 개별 담당자의 업무 중 하나 이상의 과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듯함

(2) 이용의 편리성
가. 학습자
∎각자가 관심있는 건 깊이 보고 관심 없는 건 핵심만 파악할 수 있는 구성이 필요

나. 활동가
∎포털사이트 방식으로 접근성 용이해야 함. 다양한 정보를 얻고, 검색하여 쉽게 정보를 찾고, 공유할
수 있는 자료검색 필요함
∎홍보신청은 최대한 간편하게: 포스터 이미지 정도만 업로드 하면되도록(예: 서울문화포털 홈페이지
참조)
∎모바일 환경에서도 사용에 불편이 없어야 함. 기본적으로는 방문자 수가 많고 신규 자료를 스스로
업로드하는데 유인책 필요
∎검색어 입력 및 예시 키워드(태그) 검색기능이 가능한 방식 필요(예: 희망제작소 홈페이지는 각 게
시글 아래에 해쉬태그 기능도 있고 무엇보다 검색기능이 뛰어남. 이미지와 색감 위주로 프레임을 구
성해서 접속자가 어렵지 않게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홈페이지의 이미지가
여타 희망제작소의 오프라인 활동시 콘텐츠(교안, 홍보관련 자료 등)와도 연결되어 있어 단체 이미
지를 성공적으로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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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정책가
∎실질적･즉각적 활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 지속적으로 사이트 유입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찾아주고 찾아가는 서비스
가. 학습자
관심 있는 정보 알림 기능
∎네이버에도 동물, 연예, 영화 등 큐레이션 기능이 있는데 종합 정보시스템에도 적용하면 좋겠음.
∎내가 필요한 교육이 어디가면 들을 수 있는지 찾을 수 있어야 함
∎알고리즘처럼 블로그에서 민주시민교육 관련 이야기가 올라가면 관련된 정보가 붙는 방식은 어떨까
SNS와 연계성 강화
∎콘텐츠를 블로그로 보는 사람, 유튜브로 보는 사람 이렇게 나뉘는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콘텐츠를
이웃 맺어놓으면 서 봐야 하는게 아니라 구독되거나 도처에 널려 있으면 SNS를 타고 접속하게 됨
∎홈페이지 뿐 아니라 SNS와 연계를 많이 해야 함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개인 계정에 아바타가가 부여되고, 민주시민교육을 하거나 활동을 하면 아바
타가 성장하는 방식도 좋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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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활동가
뉴스레터, SNS 연계 및 알림 기능
∎월간 민주시민교육
∎정기적인 뉴스레터는 고민이 필요함. 편집자에 의해 질의 편차가 크고, 구독률이 저조할 수 있음
∎확장성을 위해 뉴스레터 발행이 필요하지만 전담 인력 필요
∎이용자가 키워드를 설정해두면 관련 자료가 업로드 될 때 문자알림이나 메일이 발송 되도록하여 사
용자 편의성을 높임
∎SNS 적극 활용: 페이스북, 뉴스레터,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불로그 등

다. 연구･정책가
자체생산되는 이슈 페이퍼나 뉴스레터
∎이슈페이퍼(월간 혹은 분기별)
∎뉴스와 소식: 뉴스레터(진행 프로그램 공유,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진행 상황 등 새로운 소식 위
주), 공지사항, 민주시민교육 관련 사회적으로 쟁점화된 뉴스(예를 들어 18세 투표권), 관련 주제 포
럼, 행사, 학술회의 등의 정보, 해외 관련 현안, 참가자 모집공고, 채용공고 등
∎모바일 웹진 발행: 활동가, 연구자는 물론 민주시민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습자들에게 최신 동향과
정보 또는 연구자료가 공유된다면 민주시민교육 현장이 훨씬 풍요로워질 것임
∎지역별･분야별 네트워크와 전문가 그룹 등을 활용하여 정보와 자료를 취합, 모바일로 제공한다면
현장의 활동가와 연구자, 학습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됨.
∎모바일의 특성을 살려 정보의 출처와 의미 등만을 간단하게 제공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정보의 원천
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만 제공하면 좋을 것임
∎뉴스레터는 수원시 평생학습관 와(Wa)를 참고할만 함. 학술적인 내용부터 최근 이슈까지 깊이 있
고 재미있는 읽을 거리가 다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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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의견
가. 활동가
∎정보가 개방, 공유 되고 있는 시대에 고가의 예산으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보다는 기존에 이미 축
적된 자료가 있는 홈페이지, 페이스북 페이지 등을 연결하는 것이 더 유의미하진 않을지 고민 필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제안 받기: 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 Q&A 등
∎민주시민교육이 중립적 위치를 강요받고 있어,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역시 이런 사정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임. 옳고 그름에 때문에 싸우지만, 민주시민교육이 옳음을 알리는 역할을 하면 좋겠음

나. 연구･정책가
∎구축보다는 운영이 더 중요. 전담조직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하는 것과 외부전문가군, 활동가
군, 기자군들의 업데이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필요
∎민주시민교육의 시작 단계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대한 목표보다, 주요
대상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내용과 전달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 우선은 민주시민교육과 관
련된 활동가와 연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시작하길 바람. 지역별 분야별
로 분산되어 있는 인적자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음. 활동가와 연구자들이 오프라인에
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급창고, 프로그램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이 쌓이는
공간이길 바람. 이는 시스템의 궁극적 목적인 시민(학습자)에게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실현
하기 위해 선행돼야 할 과정임
∎이용의 주 대상자를 누구로 타겟팅 할 것인가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과 방식이 달라짐. 활동
가나 민주시민교육 참가자들이 주대상자들이라면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고, 일반 시민들이 주대상이라면 정확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이다.
∎시스템 구축 목적에 적합하도록 우선순위를 정해 콘텐츠를 구성해야 함. ‘정보제공과 아카이브 구
축’이 우선순위겠지만, ‘민주시민교육 홍보 및 확산’을 최우선 목적으로 한다면, 혹은 ‘네트워크 추
진 및 상호작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면 내용구성이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음.
∎민간단체 입장에서는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 및 관련 공모사업 일정 및 예
산지원액 등 정보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것임. 보통 한 공모사업에 참가하면 다른 공모
사업에 참가하지 못하게 제한된 경우가 있어 공모사업 정보(공모일정, 예산액, 공고문 등)을 모아서
보여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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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1) 정보(시스템) 현황
○ 국내의 경우 선거 교육, 성 교육, 인권 교육, 법 교육, 인성 교육 등과 같이 분야별
로 다양한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음. 하지만 이들은 기관별, 주제별로 파편화
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 연관된 다른 주제에 관한 컨텐츠를 찾기 위해서는 별도
의 수고를 들여야 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의 필요)
○ 또한 국내의 경우에는 주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컨텐츠 제공에 중점을 두
고 있음. 그러나 국외의 경우에는 학습자만이 아니라 활동가(강의자, 교사)를 위한
자료들이 두루 잘 구축되어 있음
○ 자료의 다양성도 국내보다는 국외의 사례들이 훨씬 풍부함.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간단한 개념 설명을 담은 팜플릿에서 영상자료, 인터뷰 자료, 영상자료, 전문보고
서, 통계자료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들이 담겨 있음. 국외의 경우 충분한
(민주시민교육) 지원/운영체계 덕택에 이러한 다양한 주제들을 아우르는 방대한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국외의 경우에는 또한 컨텐츠의 다양성에 더해 교육 주체와 기관들이 교육 활동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상당한 초점
○ 국내･외를 막론하고 웹페이지가 비교적 동일하고 단일한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
음. 웹페이지가 일방향적 자료 제공이나 단순 아카이브 기능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웹페이지 구성에도 변화가 필요해 보임

74

제2장 기초조사

2) 정보(시스템) 수요
○ 누구나 (정치적 성향에 구애받지 않고) 그리고 어렵지 않게 (일상적이고 재미있게)
민주시민교육을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컨텐츠 제공 필요
○ 민주시민교육 기본개념이나 법/조례, 통계자료 등을 간단명료하게 만들어 제공할
필요
○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쉽게 (주제별/지역별 등
으로) 검색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컨텐츠 필요
○ 정치･사회적 현안에 대한 사실적 정보와 깊이 있는 분석자료 제공 필요. 특히 국외
이슈나 국외 민주시민교육 현황들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
○ 다만, 여전히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포함될 정보의 범위를 설정하는 작업은
논쟁적으로 남아있음
○ 효과적, 효율적 민주시민교육 기획 및 진행을 위한 다양한 (표준) 교안 및 교육 사례
제공
○ 민주시민교육 주체들을 이어주는 소통과 공유의 장 필요. 뉴스레터나 이슈페이퍼
등도 단순히 이메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SNS, 유튜브, 블로그 등 통해
보다 실시간으로, 보다 쌍방향적으로 소통할 필요
○ 시민들이 각자 지니고 있는 고유한 관심과 배움에 대한 요구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나 기관들을 연계해주는 것 또한 필요
○ 이러한 요구들은 전문성을 지니고 지속적으로 종합정보시스템을 관리할 담당부서
나 담당인력이 있을 때 충족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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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방향

종합정보시스템 비전체계

1
1) 비전

가. 기본방향
○ [포용] 진영, 영역, 역할, 경계를 넘어 모두에게 열려 있는
-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시민들을 위한 것이며, 그 실천 역시 다양한 주체와 내용이 연
결되고 협력할 때 근본적인 취지를 실현할 수 있음. 종합정보시스템 역시 포용의 관
점에서 설계･운영해 나가야 함
○ [사용자 중심] 사용자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 아무리 좋은 콘텐츠가 구비돼 있어도 사용자들이 찾지 않는 종합정보시스템은 무의
미함. 민주시민교육의 학습과 실행에 필요한 콘텐츠들을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과 사
용자의 선호와 편의가 균형을 이루는 종합정보시스템 지향
○ [의미] 정보 뿐 아니라 의미가 공유되고 형성되는
- 민주시민교육의 정보는 꼭 필요한 요소지만, 결국 학습과 실행은 사람이 하는 것임.
종합정보시스템은 정보와 함께 관련된 사람들이 추구하는 의미가 공유되는 장(場)이
됨으로써 사회적 영향력을 형성해 나가야 함
나. 비전문안
○ 비전은 중･장기적으로 성취해 나갈 가까운 미래의 모습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상
태(Purpose)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는 행동(Practice), 그리고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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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하는 주체(People) 등 3가지 요소가 포함됨
○ 주체: 종합정보시스템은 민주시민교육을 학습하고 실행하는 학습자, 활동가, 기획
자, 강사, 연구자, 정책담당자 등 다양한 주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행동: 종합정보시스템은 정보를 통해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주체들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핵심적인 지원방식은 정보와 사람을 상호 연결하는 것임
○ 상태: 종합정보시스템은 연결을 통해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민주시민교육의 향상을
도모하는 온라인 플랫 지향
○ 민주시민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비전 제안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정보와 사람을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

2) 전략목표와 과제
가. 설정방향
○ ‘포용’, ‘사용자’, ‘의미’ 등 기본적 지향과 ‘정보’와 ‘사람’을 연결하는 ‘온라인 플
랫폼’으로서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 모색
○ 종합정보시스템 지원체계와 조직 등 적절한 전략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 마련
○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관한 인식과 사례가 부족한 현실 속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와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를 구분한 단계적 접근
나. 전략과 과제 개요
○ 정보의 연결
- 종합정보시스템의 존재이유이자 기본적 역할은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현장의 정보를
수집하고, 양질의 콘텐츠로 가공해 활발하게 유통되도록 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사용자들의 참여와 소통에 기반한 정보시스템 운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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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연결
- 정보와 함께 민주시민교육 학습･실행 주체들이 정보를 매개로 상호 연결됨으로써
상호 학습과 협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다양한 현장의 생각과 경험이 공유될 수 있는 통로 필요
○ 지원기반
- 효과적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이를 중요 업무로 설정하고, 걸맞는 지원
기반이 수반돼야 함
- 이를 위해 적정한 전담인력, 참여･소통 기제, 기술적 기반을 갖춰 나가야 함
○ 전략목표 제안
1. 소통과 참여에 기반한 정보의 연결
2. 생각과 경험의 공유를 통한 사람의 연결
3. 충분하고 유능한 정보시스템 관리

다. 전략과제
○ 도출개요
- 3가지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하는 하위 전략과제를 9가지
로 도출
- 연구를 통해 진행한 사례조사, 의견수렴, 현황조사, 전문가 자문 결과를 토대로 구체
적인 과제 도출
○ 소통과 참여에 기반한 정보의 연결
-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초정보 수집
- 정보의 연결과 사용자 정보생산 활성화
- 운영기관 유관사업과 온라인 콘텐츠 연결
○ 생각과 경험 공유를 통한 사람의 연결
- 관심사가 유사한 사용자간 커뮤니티 활성화
- 사용자와 다양한 기회의 연결 활성화
-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공론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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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중심의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축
- 적절한 전담 인력과 조직, 예산 확보
- 사용자 맞춤기능: 추천, 개인계정, 모바일 등
- 소통･참여기제 운영: 위원회, 지역담당자, 의견란 등
[표 Ⅲ-1] 민주시민교육 종합정보시스템 비전체계
비전

전략
목표

전략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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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정보와 사람을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
1.
소통과 참여에 기반한 정보의
연결

2.
생각과 경험 공유를 통한
사람의 연결

3.
현장 중심의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축

1-1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초정보
수집

2-1
관심사가 유사한 사용자간
커뮤니티 활성화

3-1
적절한 전담 인력과 조직,
예산 확보

1-2
정보의 연결과 사용자
정보생산 활성화

2-2
사용자와 다양한 기회의 연결
활성화

3-2
사용자 맞춤기능: 추천,
개인계정, 모바일 등

1-3
운영기관 유관사업과 온라인
콘텐츠 연결

2-3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공론
촉진

3-3
소통･참여기제 운영:
운영위원회, 지역담당자,
의견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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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1] 소통과 참여에 기반한 정보의 연결

1) (전략과제1-1)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초정보 수집
가. 과제개요
○ 그간 한국 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1990년대부터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을 통해 생산된 유의미한 정보들이 존재하고 있음
○ 하지만 많은 경우 민주시민교육 관련 정보들이 정리되지 않은 체 산재돼 있고, 개
별적 주체들이 소장하고 있어 원활하게 공유되지 않고 있음
○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산재해 있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정보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것임
○ 종함정보시스템의 공식적인 출범 이전에 기초적인 민주시민교육 관련 정보 수집이
추진돼야 함
나. 추진방안
○ 종합정보시스템 운영기관 생산자료 이관
- 종합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2002년 창립 초기부터 민주
시민교육 관련 양질의 자료들을 꾸준히 생산해 왔음
- 해당 자료들을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이관해 운영기관 자료코너를 통해 정보제공 필요
○ 민주시민교육 기초자료 수집사업 추진
- 종합정보시스템을 출범 전 단기간에 광범위한 관련 정보 수집 사업 추진
- 사업추진을 위해 자문단과 대량의 정보수집 및 탑재 업무를 수행할 한시적 인력풀
운영
○ 수집된 기초자료 탑재 추진
- 수집된 민주시민교육 관련자료를 ‘운영기관’ 자료, ‘학습’을 위한 자료, ‘교육활동’을
위한 자료, ‘연구･정책’ 관련 자료 등으로 구분해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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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전략과제1-1(민주시민교육 관련 기초정보 수집) 추진단계
단기

중･장기

∙ 종합정보시스템 운영기관 생산자료 이관
∙ 민주시민교육 기초자료 수집사업 추진
∙ 수집된 기초자료 탑재 추진

2) (전략과제1-2) 정보의 연결과 사용자 정보생산 활성화
가. 과제개요
○ 민주시민교육이 지닌 포괄성으로 인해 관련 정보들이 다양한 영역과 주체들을 통
해 생산되고 있음
○ 민주시민교육 정보는 하나의 주체가 충분히 제공할 수 없는 성격을 지니므로 자체
생산 자료와 함께 다양한 유관기관･단체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
요한 과제가 됨
○ 아울러 많은 정보시스템이 활성화되는데 있어 겪는 어려움은 주로 운영기관은 정
보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수동적으로 정보를 소비하는 구조에 기인함
○ 학습, 교육활동, 연구･정책 등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현장에서 생산되는 정보들이
사용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생산되고 공유되는 통로 마련 필요
나. 추진방안
○ 유관기관･단체와 정보공유 협력방안 모색
- 민주시민교육 관련 정보를 생산하는 다양한 기관･단체들과 상호 정보교차 탑재, 뉴
스레터 등 최신 생산정보 공유에 관한 업무협약 등 협력방안 모색
- 사례조사 대상이 된 중앙정부 수준의 기관들 외에 전국 각 지역의 민주시민교육 기관
과의 협력방안 모색
○ 유관기관･단체 정보시스템 담당자 네트워킹
- 민주시민교육 관련 정보를 생산하는 기관･단체 정보시스템 담당자간 정기적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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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협의를 통한 원활한 협력 도모
○ 사용자 정보생산･탑재 방안마련
- 현장소식, 교육자료, 행사자료집 등 사용자 생산정보 탑재에 관한 절차, 규정, 활성화
방안 수립
○ 지역･영역별 통신원 운영
- 지역･영역별 민주시민교육 활동 소식을 전하는 통신원 운영: 통신원 선정, 협의, 역
량강화 지원사업
[표 Ⅲ-3] 전략과제1-2(정보의 연결과 사용자 정보생산 활성화) 추진단계
단기
∙ 유관기관･단체와 정보공유 협력방안 모색
∙ 사용자 정보생산･탑재 절차･규정마련

중･장기
∙ 유관기관･단체 정보시스템 담당자 네트워킹
∙ 광역자치단체별 통신원 운영

3) (전략과제1-3) 운영기관 유관사업과 온라인 콘텐츠 연결
가. 과제개요
○ 개발될 종합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오랜 시간 민주시민
교육 관련 사업을 전개해 왔음
○ 아울러 사료관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민주주의 관련 자료를 축적해 왔고, 이후 민
주인권기념관 건립이 계획돼 있음
○ 운영기관이 축적해 온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 관련 다양한 사업성과를 민주시
민교육 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해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민주시민교육 지원사업과 관련해 그간 실시해 온 교사 및 교육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의 온라인 학습 제공은 향후 사업성과의 확산과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
경 변화에 부응한 시도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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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방안
○ 온라인 학습 콘텐츠 및 기반 개발
- 민주시민교육 지원사업 관련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 온라인 콘텐츠 개
발(교사연수, 교육활동가교육 등)
- 프로그램 기획 및 강사 섭외(자문단 운영), 온라인 학습 콘텐츠 제작
- 종합정보시스템에 온라인 학습 기반 구축: 온라인 강의 시청, 학습자 인증 및 관리 사
이트 등
○ 온라인 학습 시범 프로그램 실시
- 교사연수, 교육활동가교육 등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시범운영
- 시범운영을 통한 온라인 학습 시스템･프로그램 수정･보완
○ 온라인 학습 지속･확대 실시
- 시범 프로그램 성과를 토대로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지속적 실시 및 프로그램 확대
개발
[표 Ⅲ-4] 전략과제1-3(운영기관 유관사업과 온라인 콘텐츠 연결) 추진단계
단기
∙ 온라인 학습 콘텐츠 및 기반 개발
∙ 온라인 학습 시범 프로그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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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구축방향

3

[전략목표2] 생각과 경험 공유를 통한 사람의 연결

1) (전략과제2-1) 관심사가 유사한 사용자간 커뮤니티 활성화
가. 과제개요
○ 사용자들의 참여가 활성화 되고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는 종합정보시스템의
핵심적인 요소로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커뮤니티가 지목되고 있음
○ 커뮤니티의 출발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온라인
소모임으로부터 출발함
○ 온라인 소모임이 활성화되면 소모임간의 연결과 공동사업 등을 통해 종합정보시
스템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를 모색해 볼 수 있음
○ 온라인 커뮤니티는 종합정보시스템의 다른 참여통로들의 활성화, 나아가 ‘사람’의
연결이라는 비전과 운영기관의 오프라인 조직화 사업의 중요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음
나. 추진방안

○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 활발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례조사와 민주시민교육 종합정보시스템에 적합한 모델
개발, 추진방안 도출 등
○ 온라인 커뮤니티 시범사업
- 주체별(학습자, 교육활동가, 연구자, 정책담당자 등), 주제별(헌법, 생활 속 민주주의,
교육방법론 등), 지역별 온라인 커뮤니티 시범사업 추진
-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 희망 주체 발굴 혹은 기존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연계 등
○ 온라인 커뮤니티 행사･연합 활동 지원
-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북돋울 수 있는 행사 및 소모임간 교류･연합활동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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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전략과제2-1(관심사가 유사한 사용자간 커뮤니티 활성화) 추진단계
단기
∙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중･장기
∙ 온라인 커뮤니티 시범사업
∙ 온라인 커뮤니티 행사･연합 활동 지원

2) (전략과제2-2) 사용자와 다양한 기회의 연결 활성화
가. 과제개요
○ 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위해서는 활발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함께
사용자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익도 중요한 역할을 함
○ 온라인 커뮤니티가 유대감을 통해 관심을 이끌어 낸다면, 종합정보시스템이 주는
유익은 필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관심을 이끌어 내는 기제가 됨
○ 종합정보시스템이 사용자들에 줄 수 있는 1차적인 유익은 물론 좋은 정보지만, 정
보를 매개로 2차적인 유익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음
○ 2차적인 유익으로서 사용자들에게 민주시민교육 활동과 관련한 기회를 연결하고
제공할 수 있음
나. 추진방안
○ 사용자들의 자발적 기회공유의 장 마련
- 우선 사용자들의 긴요하고 일상적인 필요에 기반해 종합정보시스템에 소통의 장만
마련하면 자발적 기회공유가 일어나는 서비스 제공
- 예: 민주시민교육 기관･단체 구인구직 정보공유, 영역･지역별 학습기회 홍보, 다양
한 공모･지원사업 정보 등
○ 운영기관의 관리에 기반한 기회 제공으로 확대
- 자발적 기회공유 장의 활성화와 함께 운영기관의 관리가 수반되는 기회제공으로 발
전해 나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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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민주시민교육 강사･촉진자 검색･추천 등
○ 정보시스템과 사업이 연계된 기회 제공 모색
- 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공유와 운영기관의 사업을 결합해 좀더 적극적인 기회 제공
방안 모색
- 예: 학습자들의 관련 분야 지역사회 실천활동 연결,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경연대회 등
[표 Ⅲ-6] 전략과제2-2(사용자와 다양한 기회의 연결 활성화) 추진단계
단기
∙ 사용자들의 자발적 기회공유의 장 마련

중･장기
∙ 운영기관의 관리에 기반한 기회 제공으로
확대
∙ 정보시스템과 사업이 연계된 기회 제공 모색

3) (전략과제2-3)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공론 촉진
가. 과제개요
○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디지털 환경에 친숙한 세대의 사회진출 등으로 온라인
상의 공론장이 활성화되고, 그 영향력이 오프라인상의 공론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
고 있음
○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미흡한 사회적 인식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상황 속에
온라인 공론장의 의미는 더욱 부각되고 있음
○ 온라인 공론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공론의 시간적･공간적 범위를 넓힐 수 있
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 종합정보시스템에서의 정보교류와 커뮤니티 활동의 활성화이 진척에 따라 민주시
민교육 공론장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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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방안
○ 오프라인 공론장의 온라인 연계
- 우선 여러 지역에서 개최되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다양한 공론장들을 선별해 온라인
생중계 및 참여, 논의내용 요약본 게시, 토론회 자료 탑재 등 온라인 연계
- 예: 각 지역별 토론회, 관련 법제도 의회심의･공청회 현장중계, 학술대회 및 연구･조
사결과 발표회 등
○ 자체 온라인 공론장 시범사업
- 종합정보시스템내 커뮤니티 중 하나로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주요 이슈들을 연속적
으로 다루는 자체 공론 커뮤니티 운영
- 종합정보시스템 참여자들이 다루기 원하는 이슈들을 수집한 후 자문을 거쳐 공론화
이슈 선정
○ 정기적인 민주시민교육 현장 이슈 보고서 발간 모색
- 온/오프라인 공론 현황과 제기된 이슈 지형에 관한 년간 보고서 발간
[표 Ⅲ-7] 전략과제2-3(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공론 촉진) 추진단계
단기
∙ 오프라인 공론장의 온라인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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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 자체 온라인 공론장 시범사업
∙ 정기적인 민주시민교육 현장 이슈 보고서
발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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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목표3] 현장 중심의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축

1) (전략과제3-1) 적절한 전담 인력, 조직, 예산 확보
가. 과제개요
○ 종합정보시스템은 구축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관리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다
양한 사업이 그 활성화 정도를 좌우함
○ 종합정보시스템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저활성화 상태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전담인력과 예산을 할애해야 함
○ 우선 종합정보시스템 전담자 배정이 긴요하며, 이후 전담인원 증원이나, 필요에
따른 통신원이나 정보기획자(curator) 운용으로 확장해 나가야 함
나. 추진방안
○ 종합정보시스템 전담자 배정
- 종합정보시스템 관련 업무를 전담해 초기 구축과정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
록함
○ 종합정보시스템 보강을 위한 인력･예산 단계적 확보
- 특히 온라인 학습 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 계획 수립 필요
- 해당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개발 명세서가 나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제한적이지만 영
상 송출을 비롯한 기본적인 개발사항만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3가지 안(+별도 제
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영상 콘텐츠 제작 예를 들어 강사섭외, 촬영, 편집 등의 비용
은 산정되지 않은 비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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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 동영상 서비스 자체개발 및 운영
(1) 개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관련 홈페이지 내 영상 송출을 위한 모든 기능(업로드, 재생 및 복제
방지, 시청 여부 확인 등)을 개발하여 탑재하는 방식
(2) 예상 소요 비용 개발 비용
- 초기 개발까지 약 80,000,000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버 개발 비용, 데스크톱과 모바일을 통
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론트엔트 개발 비용 등. 주식회사 알다에서 개발한 인문/예술 콘텐
츠 플랫폼 개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용임)
- 서버/영상툴 사용 비용: 연간 36,000,000원 (매달 1GB 내외의 영상 20개 업로드, 1,000명 내
외의 사용자가 1 인당 20개 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가정했을 경우)
- 유지/보수 비용: 연간 36,000,000원 (월 1회 내외의 수정사항을 반영할 경우를 가정한 비용으
로 초기 개발 이후 수정 요구사항이 늘어날 경우 비용이 상승할 수 있음)
(3) 예상 개발 기간 : 7개월 내외
(4) 장단점
- 장점: 원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구현 가능. 상대적으로 강력한 보안.
- 단점: 개발비 및 유지, 관리비 부담. 긴 개발 기간 (7개월 내외 예상)

<2안> 협업용 동영상 툴 사용
(1) 개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다수 기관이 사용하는 영상툴(Zoom, Google G Suite for Education)
등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페이지 홍보 및 연동을 위한 기초적인 개발 요소가 포함되
어야 할 것으로 예상
(2) 예상 소용 비용 개발 비용
- 초기 개발까지 10,000,000원 (현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운영 중인 사이트 내에 페이지를
추가하는 방식. 사이트 내 과정 소개 및 신청 기능 등을 탑재하며, 도출되는 기능 명세 내용에 따
라 비용이 상이. 서버 연동 등을 위한 기존 개발 업체 또는 담당자 협조가 필요)
- 서버/영상툴 사용 비용: 기존 서버와 별도로 제공되는 툴을 사용하므로 극히 적은 비용이 소요됨
(홈페이지 접속자 수 증가에 따른 비용 일부 소요 예상)
- 유지/보수 비용: 연간 30,000,000원(Google G Suite for Education을 활용, 매월 500명이
교육 받는 경우를 가정한 비용이며, 인원과 사용툴에 따라 상이함)
(3) 예상 개발 기간: 2개월 내외
(4) 장단점
- 장점: 저렴한 비용 대비 다양한 기능 제공 (동영상 업로드, 라이브, 과제 제출 및 출석 확인, 성적
입력 등 거의 모든 기능 제공)
- 단점: 제공되는 기능 외 별도의 기능 구현이 불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점진적으로 비용 상승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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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안> 개발 및 영상업로드 사용
(1) 개요: 홈페이지 내 자유로운 영상 탑재를 위해 별도 기능을 개발하되, 유튜브/비메오 등의 업로드
수단을 활용하여 유지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
(2) 예상 소용 비용 개발 비용
- 초기 개발까지 45,000,000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버 개발 비용, 데스크톱과 모바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론트엔트 개발 비용 등)
- 서버/영상툴 사용 비용: 연간 10,000,000원 (매달 1GB 내외의 영상 20개 업로드, 1,000명 내
외의 사용자가 1 인당 20개 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가정했을 경우. Vimeo 사용 기준이며, 유튜
브 사용 시에는 추가 절감이 가능함)
- 유지/보수 비용: 연간 25,000,000원 (1항과 마찬가지로 수정 요구사항이 늘어날 경우 비용이
상승할 수 있음)
(3) 예상 개발 기간: 5개월 내외
(4) 장단점
- 장점: 저렴한 비용 대비 다양한 기능 구현 가능
- 단점: 동영상 서비스 업체가 제공하지 않는 기능의 별도 개발이 어려움. 영상 유출 방지 불가. 시청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확인 어려움

<별도 제안> (주) 알다가 운영 중인 다물어클럽(www.askeverything.co.kr)을 활용한 과정 제공
(1) 개요 : 기 개발되어 운영 중인 다물어클럽 서비스 내 과정을 탑재하고, 일정 요건 충족(특정 영상
모두 시청, 온라인 시험 통과 등) 시 수료증을 발급하는 방식
(2) 예상 소요 비용
- 개발 비용: (주) 알다에서 부담
- 서버/영상툴 사용 비용: (주) 알다에서 부담
- 유지/운영 비용: 수강신청 인원 기준 1인당 월 9,900원
(3) 예상 개발 기간: 3개월 내외(수료 과정 개발 기간)
(4) 장단점
- 장점: 저렴한 비용 대비 다양한 기능 활용 가능. (주)알다에서수료과정진행에필요한영상제작까
지전담예정 (샘플 영상 링크 https://youtu.be/UptVl2f5VDE 참조)
- 단점: 영리 목적의 법인이므로 관련 절차 및 진행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 필요(고려대 민족문화연
구원, 성공회대학교 등과는 협의 완료 후 공동 사업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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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8] 온라인 학습 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안)
방안
내역

1안

2안

3안

동영상 서비스 자체개발
및 운영

협업용 동영상 툴 사용

유튜브 혹은 vimeo 활용
약 30,000,000원
(홈페이지 내 연동 및 기능
일부 구현 비용)

개발비용
(년간)

약 80,000,000원
(서버, PC/모바일웹
프론트엔드 등 개발 비용
포함)

약 10,000,000원
(홈페이지 내 연동을 위한
구현 비용)

영상시청
업로드비용
(월간)

약 3,000,000원
(1GB 내외 영상 20개
업로드, 1인당 20개 영상
시청 기준)

약 2,000,000원
비용 0원
(정책 변경에 따라 일부 변동 (월 청구비용 / 유튜브 사용
가능)
시는 무료)

유지･관리
비용
(월간)

약3,000,000원
(월 청구비용 / 개발사에
따라 상이)

약 2,500,000원
(월 청구비용 / 구글 G
Suite for Education 월
500명 사용 기준)

약 2,000,000원
(월 청구비용 / 개발사에
따라 상이)

연간종합
예산(안)

약150,000,000원

약40,000,000원

약80,000,000원

장점

원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구현 가능.
상대적으로 강력한 보안

저렴한 비용 대비 다양한
기능 제공
(동영상 업로드, 라이브,
과제 제출 및 출석 확인,
성적 입력 등 거의 모든
기능 제공)

저렴한 비용 대비 다양한
기능 구현 가능

단점

개발비 및 유지, 관리비
부담. 긴 개발 기간(7개월
내외 예상)

제공되는 기능 외 별도의
동영상 서비스 업체 이슈에
기능 구현이 불가. 코로나19
대응 불가. 영상 유출 방지
사태 이후 점진적으로 비용
불가
상승 중.

* 동영상 제작 등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은 제외한 예상 비용임.
* 개발 요구조건 및 기획 내용에 따라 비용 발생이 예상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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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활동인력 운용
- 지역･영역별 소식을 전하는 ‘통신원’, 수집된 자료를 선별･가공해 맞춤형 정보를
생산･제공하는 ‘정보기획자’ 등
[표 Ⅲ-9] 전략과제3-1(적절한 전담 인력과 조직, 예산 확보) 추진단계
단기
∙ 종합정보시스템 전담자 배정

중･장기
∙ 종합정보시스템 보강을 위한 인력･예산
단계적 확보
∙ 전문 활동인력 운용

2) (전략과제3-2) 사용자 맞춤기능: 추천, 개인계정, 모바일 등
가. 과제개요
○ 종합정보시스템 활성화와 사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원하는 내용과
형식의 서비스 체계 마련이 요청됨
○ 이를 통해 단순한 정보조회 등 수동적인 참여를 넘어 사용자들의 적극적 참여에
기반한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음
나. 추진방안
○ 모바일 기기 호환 기능
- 최근에는 개인 컴퓨터보다는 모바일 기기를 통한 접속이 증가하고 있어 종합정보시
스템 구축단계부터 모바일 호환을 고려한 설계 필요
○ 추천(curation) 기능 탑재
- 최근 사용자들의 호평을 받는 정보시스템들은 추천기능을 탑재하고 있음
- 추천기능의 핵심은 시스템이 아닌 인력, 즉 충분하고 역량 있는 정보기획자 운용임
- 이들은 일상적인 정보수집도 하지만, 주기적으로(주로 일주일 간격으로) 주제를 잡
아내 수집된 정보들을 엮고 간략한 해설과 함께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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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계정 및 사이트 제공
- 개인계정은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개인 사이트로, 자신의 관심
사별 정보갱신, 가입한 커뮤니티, 수강하는 온라인 학습 등을 한 번에 조회･관리할
수 있도록 함
- 회원가입을 통해 운영기관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정보와 프로그램 참여 기회에 우선
적으로 접근할 수 있음
- 아울러 사용자의 정보생산 참여자격 부여, 운영기관이 제공하는 인력풀(POOL) 등의
관리도 개인계정과 연계 가능
[표 Ⅲ-10] 전략과제3-2(사용자 맞춤기능: 추천, 개인계정, 모바일 등) 추진단계
단기
∙ 모바일 기기 호환 기능

중･장기
∙ 추천(curation) 기능 탑재
∙ 개인계정 및 사이트 제공

3) (전략과제3-3) 소통･참여기제 운영: 위원회, 지역담당자, 의견란 등
가. 과제개요
○ 활력있는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은 전담인력 뿐 아니라 다양한 소통･참여 기제를
통해 가능함
○ 소통･참여기재를 통해 관련 전문가나 사용자들이 제안과 도움을 종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활용함으로써 전담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나. 추진방안
○ 종합정보시스템 자문위원회
-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정보시스템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 구성
-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자문, 콘텐츠 및 프로그램 기획 참여, 국내외 민
주시민교육 관련 정보처 동향 파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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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한 의견란 개설
- 사용자들이 상시적으로 종합정보시스템의 오류를 발견해 신고하거나, 콘텐츠나 시
스템 운영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개진할 수 있도록 함
- 활발한 의견개진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거나, 정보시
스템 개선에 관한 온라인 토론회 등 행사 연계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종합정보시스템 지역담당자 제도
-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광역자치단체별네트워크의 연합체)와 연계해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임기제의 지역담당자 제도 운용
- 각 지역별 민주시민교육 활동가나 학습자 등 사용자들의 종합정보시스템 관련 활동
참여 독려, 지역별 주요 정보 수집･탑재 등 역할 수행
-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지역별 조직현황
[네트워크 출범]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네트워크 준비위원회] 대구, 대전, 울산, 경기, 전남, 경북
[표 Ⅲ-11] 전략과제3-3(소통･참여기제 운영: 위원회, 지역담당자, 의견란 등) 추진단계
단기
∙ 종합정보시스템 자문위원회

중･장기
∙ 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한 의견란 개설
∙ 종합정보시스템 지역담당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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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1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안)

서비스 구조 및 특징

1) 서비스 구조도
[그림 Ⅳ-1] 서비스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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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특징
가. 서비스 개념: 높은 수준과 정확한 팩트가 담긴 콘텐츠 영역과 다수 사용자간 소통이 자
유롭게 이루어지는 커뮤니티 영역이 어우러진 서비스
나. 콘텐츠 영역: 인증 받은 사용자의 작성이 가능한 페이지. 최초 글 작성 전, 창작자(작
가) 신청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에 합당한 콘텐츠 생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로그인
/비로그인에 관계없이 조회와 공유가 가능하여 다양한 채널로 해당 콘텐츠가 확산,
유포될 수 있는 가능성 제공
다. 커뮤니티 영역: 홈페이지에 가입한 누구나 작성과 조회가 가능한 영역. 누구나 자유롭
게 소모임을 개설하고, 활발하고 건전한 활동을 보여주는 소모임은 정식 모임으로 등
록하는 등급제 형태로 운영하여 페이지의 활성화 유도
라. 확장성: 뉴스레터 등의 서비스를 제공, 외부 채널을 통한 사용자 유입을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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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페이지 소개

1) 메인 페이지
[그림 Ⅳ-2] 메인 페이지(1)

가. 상단 배너 : 강조해야 하는 콘텐츠, 공지사항 등을 노출하는 영역.
나. 카테고리별로 보기 : 콘텐츠 영역의 주요 게시글을 선정, 노출하는 영역. 어드민 페이
지를 통해 카테고리의 추가/수정/삭제가 가능.

103

민주시민교육 종합정보시스템 설계연구

다. 커뮤니티/콘텐츠 인기글 : 많은 사람들이 조회, 활동한 커뮤니티/콘텐츠 게시글을 실
시간(일 2~4회 변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역.
라. 공지사항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비롯,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의 행사, 지원사업 등을
공지하는 영역.
[그림 Ⅳ-3] 메인 페이지(2)

마. 민주시민교육TV : 영상콘텐츠를 노출하는 영역(유튜브 등을 타 사이트에 업로드된 콘
텐츠를 공유하는 방식, 자체적으로 업로드하는 방식 중 논의를 통해 개발 방향 결정).
바. 민주시민 캘린더 : 민주시민교육 관련 행사, 지원 마감일 등이 노출되는 영역. 인증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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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용자 누구나 자유롭게 일정을 업로드할 수 있음.
사. 커뮤니티 최신글 : 공식 커뮤니티의 최신글이 노출되는 영역.

2) 콘텐츠
(1) 콘텐츠 메인
[그림 Ⅳ-4] 콘텐츠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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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시간 업로드 콘텐츠 : 각 카테고리별로 실시간 업로드된 콘텐츠를 노출하는 영역. 콘
텐츠 영역에는 작가 신청을 통해 글쓰기 권한을 허용 받은 사용자만 콘텐츠 작성이 가능
하며, 콘텐츠의 조회는 회원가입/글쓰기 권한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가능함.

(2) 작가 신청
[그림 Ⅳ-5] 작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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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개하기, 활동계획 : 작가 자신을 소개하고, 콘텐츠 발행 계획 등을 간략하게 작성하는
영역.
나. 첨부하기, 알려주기 : 기존에 작성한 콘텐츠를 소개하고 자신의 소속 등을 밝힐 수 있는
영역. 필수가 아닌 선택 영역에 해당.
다. 작가 신청 후 관리자의 확인을 통해 권한 부여 여부 제공.

(3) 글쓰기
[그림 Ⅳ-6] 글쓰기(1)

가. 글쓰기 : 콘텐츠 작성 영역. 글 작성 외에도 영상, 이미지, 파일 등의 첨부가 가능하여
자유로운 콘텐츠 구성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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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7] 글쓰기(2)

나. 콘텐츠 상단
다. 콘텐츠 하단 : 댓글과 저장, 공유가 가능한 영역. 댓글 작성은 로그인 후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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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커뮤니티
(1) 커뮤니티 메인
[그림 Ⅳ-8] 커뮤니티 메인

가. 소모임 : 공식 커뮤니티 전 단계에 해당하는 소모임을 개설할 수 있는 영역. 활발한 활
동이 이뤄지는 소모임은 관리자의 확인을 거쳐 공식 커뮤니티로 승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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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식 커뮤니티 : 기본 등록된 커뮤니티 및 소모임에서 승격된 커뮤니티의 최신글이 노
출되는 영역. 커뮤니티명 클릭 시 글 전체 확인 가능.

(2) 커뮤니티 리스트
[그림 Ⅳ-9] 커뮤니티 리스트

가. 각 커뮤니티별로 게재된 글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역. 최신순으로 노출되며, 공지/일반
게시글로 분류(공지글은 해당 커뮤니티 또는 사이트 전체 관리자만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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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커뮤니티 게시글 상세
[그림 Ⅳ-10] 커뮤니티 게시글

가. 게시글 상세 : 등록된 글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역. 글 작성 외에도 이미지, 영상(url) 등의
첨부가 가능.
나. 좋아요/싫어요 : 사용자들이 해당 게시글을 판단하는 영역. 싫어요가 일정 수 이상인
경우 인기글 영역에 노출되지 않음.
다. 댓글 작성 : 사용자간 소통이 가능한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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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생활
(1) 정보생활 메인
[그림 Ⅳ-11] 정보생활 메인

가. 상단 배너 : 홍보가 필요한 프로젝트 또는 행사를 알릴 수 있는 영역
나. 모임 찾기 및 등록하기 : 행사 참여 또는 홍보를 위해 사용자가 직접 검색과 등록이 가
능한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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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사 및 공모 : 등록된 이벤트가 노출되는 영역. 이미지(포스터)가 등록된 경우 최신순
으로 노출됨
라. 지역별 모임 : 각 지역별로 행사 내용 및 날짜, 모집 인원 등이 노출되는 화면
마. 공지사항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측에서 등록한 공지사항이 노출되는 영역
바. FAQ & QnA : 사이트 이용 및 활동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영역

(2) 이벤트(정보) 등록
[그림 Ⅳ-12] 이벤트 등록

가. 등록화면 : 홍보를 원하는 행사 또는 일정을 등록하는 메뉴. 분류, 모집인원, 모집기간,
활동일시, 담당자명 및 연락처 등 행사 내용에 관한 상세 정보를 담아 사용자에게 전달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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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벤트(정보) 리스트
[그림 Ⅳ-13] 이벤트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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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로 보기 : 등록된 행사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역. 등록순(최신순), 인기순, 기관순
등 원하는 정렬 방식으로 확인 가능

(4) 이벤트(정보) 상세
[그림 Ⅳ-14] 이벤트 정보 상세

가. 상세보기 : 4-2를 통해 사용자가 등록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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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주시민교육TV
(1) 민주시민교육TV 메인
[그림 Ⅳ-15] 민주시민교육TV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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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헤더(상단) : 민주시민교육TV 로고(좌측)와 페이지 전체 로고(우측)를 동시에 배치
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강의 : 정오/자정 기준으로 조회수가 가장 높은 강의를 노출
다. 배너형 리스트 : 운영진 측에서 노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강의를 노출(4개)
라. 과정별 목록 : 과정(카테고리)별로 등록된 강의를 노출. 어드민에서 목록의 추가 및 삭
제, 위치 조정 등이 가능.
마. 수강생 후기 : 수강생들의 댓글 또는 후기 중 노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별도
입력하여 노출.

(2) 과정별 목록
[그림 Ⅳ-16] 민주시민교육TV 과정별 목록

가. 리스트 : 5-1-d의 ‘더보기’ 클릭 시 이동. 인기순 또는 최신(등록)순으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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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7] 민주시민교육TV 과정별 목록(상세)

가. 강의 현황 : 현재 보고 있는 강의 현황 및 등록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
나. 강의 목록 : 강의 순서별로 확인 가능. 강의별 목록, 영상별 제목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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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의 보기
[그림 Ⅳ-18] 민주시민교육TV 강의보기

가. 강의 보기 : 강의 재생이 가능한 영역
나. 강의 설명 : 강의 수강 시 참고해야 할 내용이 담긴 부분
다. 댓글 목록 : 댓글 입력 및 등록된 댓글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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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바일
○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하여 노출하는 화면. 서버단에서 확인 후 처리 진행

홈 메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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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메인 화면

정보생활 메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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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서는 일반적인 연구의 요약을 제공하는 대신에 ‘민주시민교육 종
합정보시스템’ 설계가 목적인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본문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지만, 구축된 종합정보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두 가지 주제에 관해 말해보고자 한다.
첫째는 민주시민교육에서 말하는 시민의 개념 정립의 문제이다. 성공회대학교 김찬호 교
수는 “그냥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의 무질서한 모습이 보이”는 영어 단어 ‘people’과는 달리
서민(庶民), 국민(國民), 시민(市民), 주민(住民), 난민(難民) 등에서의 ‘민(民)’은 “불특정 다
수라기보다는 일정한 색깔을 띤 무리”라는 느낌을 주는 집합적인 개념이라고 하였고, 장발
장은행 홍세화 은행장은 시민을 ‘자율성을 가진 주체적인 존재’라고 정의했다(홍세화,
2020: 97). 또한, 미국 나사(NASA)와 스미소니언 국립항공우주박물관의 특별연구원을 거
쳐 사이버 문화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크리스 그레이(Chris H. Gray) 고더드대학교 과학
기술문화학과 교수는 처음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시작하여 역사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온
‘시민’이라는 개념이 21세기에는 ‘기술’이라는 요소로 그 폭이 크게 확대될 것이며, 특히 건
강이나 정보, 권력에 대해 기술 접근성이 차별화됨에 따라 불평등의 심화가 초래될 수 있다
고 진단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새로운 시민으로 등장하게 될 사이보그(cyborg: cybernetic organism의 합성어)는 시민, 시민권의 논의를 지금까지의 인종이나 젠더, 계급
의 지배 등을 넘어서는 차원으로 심화, 확대할 것인데, 사이보그 시민권의 복잡성을 해결하
려면 소위 사이보그 시민용 튜링 테스트가 필요할 것으로 크리스 그레이는 보고 있다. “지능
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보편적 가치가 아니라 잠정적인 성격의 개념이라는 통찰”을 했던 튜
링 테스트가 사이보그 시민권을 결정하는 데도 역시 유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크리스 그레
이, 2016: 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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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말하는 시민은 어떤 개념이며, 그러한 시민 개념은 한국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설득력을 지녔다는 사실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검증할 수 있을까? 민
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구축하게 될 ‘민주시민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이 특정 이념이나 생각
을 지닌 개인이나 기관에 국한되어 활용되는 폐쇄적인 구조가 아니라 다양한 이념과 정치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도 필요로 하는 열린 구조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제공하는 ‘민주시민교육 종합정보시스템’에는 보편적이며 포괄적이고 시의
적절한 ‘시민 개념’이 담겨야 한다.
둘째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어떤 시민 능력을 길러줄 것인가를 정하는 문제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민주적인 시민 되기’가 참으로 어렵다.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민주적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알아야 할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내용도 어려워지지만, 그럴수록 그러한 삶과
세상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숙지(熟知)된 판단력’이 없으면 민주적이고 건강한 시민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회, 정치, 경제, 환경 등 참으로 다양한 영역과 주제 중에서
어떤 것을 종합정보시스템에 우선으로 포함할지를 어떤 합리적 기준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특히,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 엄선된, ‘민주시민교육 종합정보시
스템’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는 어떤 시민력(市民力)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민주시민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설계 및 구축 이전에 사업 주최 기관은 이 질문에 관한 명
확한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코건(Cogan)이 추출한, 21세기가 공통으로 요구
하는 8가지 시민 능력은 다음과 같다(한국교육개발원, 2004: 24).
∙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문제에 접근하고 조망할 수 있는 능력
∙ 타인과 협동하고 사회적 역할과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 능력
∙ 비판적 사고능력
∙ 비폭력적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 환경보존을 위해 소비습관이나 생활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할 줄 아는 능력
∙ 지역과 국가 및 국제적 수준에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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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주제에 관한 논의는 생략하고 있지만, 종합정보시스
템이 제대로 기능하게 하려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측에선 본 연구와는 별도로 이 문제들
을 함께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제안하며, 아울러 세 가지 제안을 덧붙이면서 본 연구를 마무
리하고자 한다.

1) 양면시장 플랫폼
플랫폼의 개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발전해왔다(이승훈, 2020:
23-24).
∙ 생산 플랫폼: 무언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핵심요소를 기반으로 다양한 보조요소를 결
합함으로써 다양한 생산이 가능하도록 만든다는, 생산의 영역에 한정되어 만들어진 플
랫폼 개념
∙ 생태계 플랫폼: 생산 플랫폼 개념에 생태계(Eco-system) 개념이 더해진 것으로, 한 기
업이 외부와 협력하기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형태로 진화한 플랫폼
개념
∙ 양면시장 플랫폼: 플랫폼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소비자뿐 아니라 경
쟁자까지도 플랫폼에 포함해야 한다는 생각이 반영된 확장된 플랫폼 개념
본 연구는 한 방향 플랫폼 개념의 종합정보시스템 설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화운
동기념사업회가 그동안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생산해온 많은 귀한 자료와 사업 프로그
램들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 기관이면 누구라도 각자 목적에 맞게 언제 어디서든 이용 가
능한 종합정보시스템 설계가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설계대로 ‘민주시민교육 종합정보시스템’
이 구축되면, 분명 유사한 목적으로 설계된 ‘생산 플랫폼’ 개념의 기존 종합정보시스템들과
는 차별적으로 진화한 생태계 개념의 플랫폼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생산 플랫폼이나 생태계 플랫폼은 국내외 시민교육 관계 기관이나 단체들이 완성도에서 차
이를 보일지언정 이미 많은 곳에서 해오고 있는 방식이라 상대적으로 시스템 구현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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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두 가지 개념의 플랫폼은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구축 이
후 시스템 관리와 콘텐츠 관리 인력 비용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특히 한국 사
회처럼 정치적 지향과 사회적 이념에 따라 서로 강렬하게 반목하는 정치･사회･문화･종교
환경에서는 ‘적극적’ 수요자의 제각각 입맛을 ‘종합적’으로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명실상
부한 ‘종합적’인 정보시스템 기능이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한계를 미리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런 예상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향후 ‘양면시장(two sided market)’ 플랫폼 개
념의 열린 구조 종합정보시스템으로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
로, 양면시장 개념의 플랫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가 기꺼이 플랫폼에
참여하게 하는 잘 만들어진 ‘도구’와, 플랫폼 관리자의 개입이 아닌, 양면시장의 두 당사자
인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운영원칙’이 필수적이다(이승훈, 2020:
51). 이를 본 연구에 적절한 용어로 바꿔 표현하면, 민주시민교육 영역에서의 중요한 콘텐츠
를 생산, 제공하는 쪽(개인, 기관, 단체)과 소비하는 쪽(개인, 기관, 단체) 모두를 대상으로 하
는 양면시장 플랫폼 개념을 구조화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하며, 제각각의 색깔을 보이는
시민교육 콘텐츠 제공자와 수요자 모두가 동의하고 존중하는 ‘운영원칙’이 있어야 ‘민주시
민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이 비로소 양면시장 개념의 플랫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참고로, 본 연구에서 설계한 ‘커뮤니티’ 사이트는 향후 후속 연구가 진행될 경우,
공급자와 이용자 양쪽 모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시민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양면시장
개념의 플랫폼 기능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선 시스템 개선과 함께 시스템을 책임, 관리할
전문 인력에 관한 충분한 예산 확보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운영원칙’과 관련해서는, ‘민주시민교육 종합정보시스템’ 설계 초기에서부터 가
능한 한 다양한 시민교육 콘텐츠 제공자(개인, 기관, 단체) 사이에 공유되고 존중되어야 함
이 중요하다. 따라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추
천하는 인사들을, 특히 정치적 견해와 사회적 이념을 달리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들을 ‘민주시민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작하기 전 준비단계부터 소위 ‘사
업추진위원회’ 등과 같은 적절한 형식을 만들어 참여를 권장하여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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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함께 세움으로써 ‘민주시민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이 양면시장 플랫폼으로서 공정하게 운
영되고 있음을 상호신뢰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2) 가상현실, 증강현실 공간
스티브 잡스가 끈질기게 노력해서 애플의 54번째 직원으로 채용했고, 스티브 잡스가 애
플에 복귀해서 애플 사상 최초의 교육 담당 부사장으로 다시 영입한 존 카우치(John
Couch)가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 성장한 ‘디지털 네이티브’들의 두뇌와
정신, 그리고 새로운 학습 틀로 독자를 안내”하는 책 《교실이 없는 시대가 온다》를 썼다. 이
책에 ‘베이징 실험’이 소개되었다.
2016년 말 학생의 잠재력에 관한 연구조사가 중국 베이징에서 실시되었다. 잠재력
평가를 목표로 하는 다른 실험과 달리, 이 연구조사는 가상현실 헤드셋을 이용해 실시되
어, 모든 학습이 3D 세계의 교과 과정 안에서 일어났다. 가상현실 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가 같은 표본의 학생들(평균 이하, 평균, 평균 이상)과 같은 교사로 이루어졌다. 연구자
들은 이런 환경에서의 학습이 학생의 학습 잠재력과 성과를 높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
었다. 하지만 실제로 나타난 결과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연구자들은 이 연구를 설
명하는 논문에서, 사전(事前) 시험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았던 실험 대상군 학생들
이 최고 점수를 받은 아이들을 시험 점수, 학습 이해, 지식 유지 정도에서 능가했다는 점
에 주목했다. 가상현실 모의실험을 한 아이들과 하지 않은 아이들의 평균 점수는 93퍼센
트 대 73퍼센트였다. ‘가상현실은 멀티모달(multi-modal) 모델을 이용해서 새로운 개
념을 학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아이들의 잠재력을 끌어낸다.’ (…) 일주일 후 학습 내용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시험을 치렀을 때, 가상현실 집단은 평균 90
퍼센트였고 통제집단은 68퍼센트로 떨어져 그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존 카우치･제이슨 타운, 2020: 258-259)

같은 맥락에서, ‘민주시민교육 종합정보시스템’도 가능한 한 정적(靜的)인 웹사이트를 통
한 시민교육을 넘어서 역동적이고 상호작용적인 기술이 얹어진 가상현실, 증강현실 공간을
활용한 시민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학
교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당사자인 학생들도 핵심 사용자로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이
는 그만큼 더 중요해지는데, 모름지기 민주시민교육이 생명력을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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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실감 나는 경험’이 필수적이다. ‘민주시민교육 종합정보시스템’에 가상현실과 증강현
실의 교육공간을 확보하면 이런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3) 고령자 및 시각 장애인 등을 위한 서비스 제공
본 연구에서 설계한 ‘민주시민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이 명실상부한 ‘민주적’이고 ‘인권친
화적’인 종합정보시스템으로 기능할 수 있기 위해서 고령자나 시각 장애인 등을 포함하여
모두가 큰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예: 큰글자 서비스 및 음성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 또한 후속 연구의 과제로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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