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주 교 육 총 연 맹 회 원 가 입 (C M S )신 청 서
민주교총은 헌법 제31조에 근거하여 「법과 원칙」이， 「공정과 정의」로운 민주교육을
통한 교육자치 시대를 대비한 전문적인 교육연구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분쟁 조정 시 변호사 비용 및 무료 법률지원 등을 약속하고 성숙한 민주교육 실현을
선도하고자 함이다.
민주교총 가입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성

명

팩 스 : 063) 237-2728

직 위

생년월일

소속 시·도·군

성별

근무지

휴대전화

수신 거부

E-mail

추천자
성 명

수신

은행명

거부

전화
번호
정회원(교원) 준회원(후원회비)

회비CMS이체

계좌번호

5,000원

1. 본인은 민주교총이 추진하는「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항」의 동참을 위해 약관 및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하고 출금(CMS) 이체를 승인합니다.

예

아니오

민주교총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을 둔다.
①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 함양
② 교육자치 시대를 대비한 전문적인 교육연구활동 강화
③ 전문화된 교육연구활동과 교육정책평가를 통한 성숙한 민주교육 실현 선도
④ 국내외 다른 단체와의 교육․문화 교류에 관한 일
⑤ 전 회원 회비 30% 이상 문화․복지 투자(이익금 전 회원 퇴직 후 복지금 지급)
⑥ 제자 사랑 실천(난치병, 어려운 학생 돕기, 사랑의 봉사대 운영)
⑦ 변호사 상근 ☞ 교육활동 보장 상담 및 변호사비 무상법률서비스 지원
회비는 온라인뱅킹 사이트에서 아래의 회비납부계좌로 자동이체 신청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CMS 신청을 통한 회비 자동납부는 홈페이지에서 CMS신청서를 다운 받아 팩스(063-237-2728)
또는 jb2012@hanmail.net 메일로 스캐닝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회비납부 문의전화: 063-225-2728

회비납부계좌 농협 301-0273-8483-01
예금주: 민주교육총연맹(민주교총)

본인은 2020년

월

일부터 민주교육총연맹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인

민 주 교 육 총 연 맹
주 소 : [55088] 전 주 시 완 산 구 거 마 평 로
세 종 특별 자 치시 도담 동

전 화 : 225-2728 변호사 대표전화:237-2727
ttp//edua.or.kr

법인설립 취지문
우리가 법인을 만들려는 취지는 민주교총은 헌법 제31조에 근거하여 「법과 원칙」이，
「공정과 정의」로운 민주교육을 통한 교육자치 시대를 대비한 전문적인 교육연구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분쟁 조정 시 변호사 비용 및 무료 법률지원 등을 약속
하고 성숙한 민주교육 실현을 선도하고자 한다.
1. 실천적 활동과 이론적 연구를 결합하는 조직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의 번영과 전
북교육 혁신과 공동번영을 위한 민주주의 가치 평등 실현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
들어나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이다.

2. 교육자치 시대를 대비하여 헌법 제31조의 정신에 맞게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의무
교육 확대, 평생교육, 교육의 자주성, 교원 지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연구 활동을 실시
한다.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맞춰 교육 현장에서 일어
나는 각종 법적 분쟁에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한 법률적 서비스를 지원한다.

4. 헌법 정신을 준수하며 민주교육을 실현하려는 다양한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교육의 본
연의 역할을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실현한다.

5. 민주교육총연맹 전 회원은 교육이 사회 발전, 국가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법과 원칙은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가치를 공유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
의 다양한 교육적 쟁점에 대한 토의와 토론을 통해 교육 발전에 헌신하고 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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