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핵심 영역 / 민주주의와 시민 분야
세부 프로그램명 민주피아,� 민주시민교육지도사� 과정

목표
・21세기 민주시민의 도덕적 시민성(정직과 신뢰)을 토대로, 사회적 시민성

(나눔 배려 소통) 및 정치적 시민성(정의 참여 연대) 가치를 이론적 배경을 
학습하고, 스토리가 담긴 영화를 통해 체감하며, 내면화할 수 있다.

주요 대상 학습자(수) 운영기간 및 총시간 장소 강사명
논산 시민

* 관심 있는 시민, 
강사, 활동가 등  

15명 2022. 4. ~ 6. (20h)
수 / 14:00~16:00 평생학습관 차시별 강사

차시                  세부 교육내용    ※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차시
(2022. 4. 27.)

주제 ・민주피아 기획 및 운영(이윤미 부장/ 흥사단)

내용 ・영화를 통한 시민적 인성교육의 기획 및 운영 등 민주
피아 컨셉에 대해 알아본다. 

2차시
(2022. 4. 27.)

주제 ・마음열기 – 인생의 영화(이윤미 부장/ 흥사단)

내용 ・각자의 인생의 영화를 생각해보고 영화가 내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3차시
(2022. 5. 4.)

주제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시민교육(윤혁 사무처장/ 흥사단)

내용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대한 역사, 개념을 통해 민주피아 
교수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다. 

4차시
(2022. 5. 11.)

주제 ・민주피아 청소년 버전 예시
  - 영화 ‘블라인드 사이드’(박희정 전문강사)

내용 ・영화 ‘블라인드 사이드’를 통해 가치덕목 신뢰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5차시
(2022. 5. 18.)

주제 ・21세기 시민성은 어떻게 형성되는가(심성보 명예교수 /부산대)

내용 ・민주시민교육이념의 세계적 동향 및 민주시민교육의 과제 
등에 대해 고찰해본다. 

6차시
(2022. 5. 25.)

주제 ・민주피아 성인 버전 예시
  - 영화 ‘더 와이프’(박혜원 전문강사)

내용 ・영화 ‘더 와이프’를 통해 젠더, 인권, 신뢰, 정의 등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7차시
(2022. 6. 8.)

주제 ・다문화시대 세계시민교육(윤혁 사무처장/ 흥사단)

내용
・다문화 시민, 세계시민에 대한 가치 정립, 그리고 지속

가능한 지구공동체에 대한 이해 및 생태 시민 등 21세
기 시민성 숙고와 생활 민주주의 확장을 모색해본다. 

8차시
(2022. 6. 15.)

주제 ・민주피아 다문화세계시민버전예시(김현주 전문강사)
  - 영화 ‘이민자’ 

내용 ・영화 ‘이민자’를 통해 다문화시대 세계시민성에 대해 생
각해보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9차시
(2022. 6. 22.)

주제 ・시네마 리터러시
  -영화의 교육적 가치(윤혁 사무처장/ 흥사단)

내용 ・대중적 매체로서 영화의 역할뿐만 영화의 교육적 가치
에 대해 고찰해본다. 

10차시
(2022. 6. 29.)

주제 ・덕목영화제 – 콘티짜기(이윤미 부장/ 흥사단)

내용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치덕목에 대해 생각해보고 모
둠별로 콘티를 짜고 액션플랜을 생각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