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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민주시민교육 제도화에 대한 심층적 이해:

제도화 추진주체의 관점에서*

김정곤**

논문요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과 의정연수원, 통일교육원, 교육부, 국가평생
교육진흥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각종 시민단체에 대해 민주시민교육기관 설
립 및 운영 주체로서 타당성과 적합성이 있는지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교육 
경험과 전문성, 전국적인 조직, 기존 조직·인력·예산의 활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신설되는 민주시민교육기관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가장 적합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 의해 입법부나 사법부, 행정
부 소속이 아닌 제5부로서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 중앙선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되기에 입법부나 사법부, 행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각각 3명 지명할 수 있는 권한만 있을 뿐이다.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나 여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해 인사권을 가지
고 있지 않다. 그래서 선거연수원을 민주시민교육원으로 전환하여 설치한다면 
기존의 조직·인력·예산을 활용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선거연수원

* 본 논문은 2019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연수과제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힌다.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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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국민이 국가의 주인인 민주국가

를 지향해왔다. 제헌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하고 

제2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

고 규정하였다.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도 이를 그대로 계승하여 헌법 제1조 

제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천년 이상 왕과 귀족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일반 백성을 

지배해오다가 1945년 해방과 함께 국민들이 국가의 주인으로 등장하였다. 국민들

은 나랏일은 나랏님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선언되었을지라도 과연 실질적으로 자신

을 위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래서 집권자들은 장기간의 

권위주의체제 아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주주의를 이용해왔다.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쟁취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국민이 

주권자로서 역할을 해왔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2020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세계에서 23위로 평가하였다.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그 동안 정치과정에 참여하고 비판하며 변화를 이루어 

왔기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개선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이 팽배하고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율은 60%대를 기록

할 정도로 저조하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저조한 참여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들은 정치와 정치인에 대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끼게 되어 더욱 정치에 무관심하고 환멸을 느끼게 된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국민이 국가의 주권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민주시민교육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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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은 국민들의 사고력과 판단력, 비판능력을 함양하여 국민이 주인으

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은 정치교육이

고 독일에서는 ‘정치교육’이라고 하며 미국과 영국, 스웨덴 등에서는 ‘시민교육’이

라고 한다. 대한민국이 왕정이나 귀족정이 아니라 민주국가로서 존속 발전하기 

위해서 민주시민교육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시민이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하

지 못한다면 무늬만 민주주의일 뿐,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 2012년 

‘민주주의 교육에 관한 UN 결의문’은 “UN 회원국들로 하여금 시민교육 및 인권교

육과 함께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을 국민교육 표준으로 통합시킬 것을, 그리고 국민 

및 지방 교육 프로그램, 커리큘럼 그리고 정규 과목 및 비정규 과목의 교육 활동을 

발전시키고 강화시킬 것을 강하게 고무한다.”고 선언하였다. 민주주의는 깨지기 

쉬운 유리와 같아서 국민들이 항상 주권자로서 관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다루어

야 한다. 최근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에서도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UN에서 결의문을 공표한 것이다.

다양한 국가기관과 시민단체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해 왔는데 국가기관 중에

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과 국회 의정연수원, 통일교육원, 교육부 등이 

있다. 행정부 소속 기관 중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있다. 시민단체 중에는 흥사단,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등이 있다. 민주

시민교육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각 기관과 단체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못한 채 설립 목적에 맞추어 분야별로 분절적이고 파편적인 시민교육을 

실시해왔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은 성과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관과 단체 

간에 상승효과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기관과 단체들은 90년대 

이후로 끊임없이 민주시민교육 제도화를 추진해왔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민주시

민교육 실시 주체와 민주시민교육원 설립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하고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본 연구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제도화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먼저 국가기관과 시민단체의 민주시민교육 실태

를 검토하였다. 다음엔 그 동안의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추진과정을 분석하고 제도

화 실패 이유와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로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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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재정 확보, 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어느 기관이나 단체가 민주시민교육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와 방법

이 연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과 국회 의정연

수원, 통일교육원, 교육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흥사단, 참여연대, 경제정의실

천시민연대 등을 포함한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의 민주시민교육 실태

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기관과 단체들이 발간한 주요사업계획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주요사업들을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특히 민주시민교육을 제도

화하기 위해 1997년부터 2019년까지 여덟 차례 제출된 민주시민교육법안을 중심

으로 내용을 분석하고 법안이 통과하지 못한 이유를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주로 기존 선행연구들을 문헌을 통해 검토하고 살펴보되, 추가적인 

심층 연구를 위해 민주시민교육 담당자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Ⅱ. 민주시민교육 실태와 제도화의 필요성

1. 민주시민교육 실태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연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4조

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 제1항은 선거권자의 주권의식을 

앙양하고 기권방지를 위해 계도·홍보를 하도록 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

구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은 민주시민교육을 선거연수원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1980년에 개정된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2조에서 처음 선거권자의 주권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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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양과 투표방법·기권방지를 위한 상시 계도를 실시하도록 제도화 되었다. 중앙선

거관리위원회는 처음에 지도과에서 상시 계도 홍보 사무를 담당하다가 홍보과를 

신설하면서 홍보과가 이 업무를 담당해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뿐만 아니

라 시·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에 민주시민교

육 임무를 부여하여 전국적인 차원에서 실시하여 왔다. 마침내 1996년에 선거연수

원을 설립하였고, 2000년에 선거연수원 내에 정치교육과를 신설하면서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홍보과가 아니라 선거연수원이 민주시민교육을 전담하기 시작하였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선거연수원은 2005년에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였고, 2006년에 정치교육과를 시민교육과로 개편하였다. 

  선거연수원은 더욱 많은 국민들이 정치과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전한 비판의식과 합리적인 사고능력 함양에 중점을 두어 왔다. 세부

적으로 보면 선거·정당관계자 과정으로 정당사무처 간부연수와 당원연수가 있고, 

유권자 과정으로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여성정치참여연수, 시민사회단체 등 연

수, 대학생 등 정치참여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체험과정으로 청소년 리더 

연수, 새내기 유권자 연수, 민주주의 선거 교실, 기관 등 협업 선거 교실이 있다. 

선거참여 도움 과정으로 다문화가족 연수, 북한이탈주민 연수, 장애인유권자 연수

를 실시하고 있다. 선거·정치 참여과정으로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과 강연 콘테스트

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강

사 양성과정과 정당연수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사이버 과정으로 공무원, 

조합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유관기관 선거 과정과 공정선거지원단 과정, 시민 열린 

학습 정치관계법 과정, 평생학습 협력과정을 운영하고 있다(선거연수원 2019).

  이와 같이 선거연수원은 정당, 여성, 시민단체, 대학생, 청소년, 장애인, 탈북

민, 언론인, 공무원 등 다양한 사회 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적인 참여형 교육

을 통해 이들의 주권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배양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

영해왔다. 선거연수원은 2000년부터 각계 각층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민주

시민교육을 실시하여 ‘민주시민교육의 요람’으로 불릴 만하다.

2) 의정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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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수원은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법률적인 근거는 없이 국회 규칙인 ‘국

회사무처직제’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의정연수원은 2006년 12월에 연수국을 의정

연수원으로 개편하면서 시민의정연수를 주요 사무에 추가하였다. 2019년 현재 

6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공공기관 국회담당자 의정연수, 

국회 대학생 아카데미, 법학전문대학원생 국회실무수습, 국회 청소년 진로체험교

실, 국회 청소년 민주시민교실, 열린국회 시민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1).

3)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원은 1999년에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을 근거로 통일교육을 실시하

고 있다. 통일교육지원법에는 통일교육의 정의와 원칙,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는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

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라

고 정의하고 있다. 동법 제3조는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와 평화적 통일 지향, 둘째, 개인적ㆍ당파적 목적 이용금

지 원칙이다.

동법 제4조는 국가 및 지방정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는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ㆍ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고 통일교

육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방정부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통일교육원은 7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통일정책최고위과정은 각계 CEO를 

대상으로 우리 사회의 통일 공감대 형성을 리드할 수 있는 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통일교육전문강사과정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대상자 선발 및 강사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과정이다. 학교통일교육과정은 청소년의 통일의식 제고를 위하여 

1) 의정연수원 홈페이지에서 발췌
   https://training.assembly.go.kr:448/napto/index/napto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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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통일교육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과정이다. 통일정책지도자/통일미래기

획/공직자통일교육과정은 공공부문에서 통일 미래를 선도할 핵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사회통일교육과정은 통일교육위원과 민주평통위원뿐만 아니라 지

역사회에 대한 공감대 확산 차원에서 각계 인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통일교육이

다. 글로벌 통일교육과정은 통일 한반도의 미래상과 비전에 대한 국제적 지지 기반

을 확산하기 위한 과정이다. 특별교육과정은 차세대 통일전문가 등 다양한 대상의 

통일 기회 확대 및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과정이다2).

4) 교육부

학교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는 사회과와 도덕과 과정을 통해서 청소년들에

게 선거, 정당 등 정치 과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여 

왔다. 특히 1998년에 제정한 교육기본법은 제2조에서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즉, 

학교교육의 이념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2017년 5월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민주시민교육 활성

화’를 임기 중 추진할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였고, 교육부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초‧중등학교 민주시민교육 추진제안서’를 정책연구로 추진하였

다. 교육부는 학교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8년 

1월에 ｢교육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였다. 시·도 

교육청과 협업을 하여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 및 학생자치 

담당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전문가 정책협의회, 민주시민교육 자문위

원회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2018년 11월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5대 추진과제는 학교 민주시민

2) 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발췌 https://www.uniedu.go.kr/uniedu/home/cms/p
age/uniedu/main.do?mid=SM00000865&main=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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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강화, 교원 전문성 신장 및 교육활동 지원,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학생자치 

활성화, 민주시민교육 지원체계 구축이며, 2019년에 본격적으로 이를 시행하고 

있다(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2018).

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 2001년에 제정되면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설

립되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조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민주화운

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조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과 민주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관 제4조제7호는 민주주의를 증진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운영과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

와 일상적인 사업을 집행하는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는 이사장 1명과 

부이사장 5명 이내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된다. 이사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하고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행

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사무처에는 기획관리실과 사업국, 민주시민교육국 등이 

있는데 민주시민교육국에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주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시민의 동반자’를 비전으로 

‘민주화운동 기념･계승 기반강화’, ‘민주주의 확산･심화의 기반조성’, ‘민주주의 

지식정보 허브구축’, ‘유능하고 활기찬 조직’등 4가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사업으로 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 민주화운동기념행사 및 추모

행사 개최·지원,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진행, 국내외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에 

대한 조사 및 연구,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의 수집 및 서비스,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협력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3).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주시민교육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환경이 급

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에서 발췌 https://www.kdemo.or.kr/about/busi
ness/memo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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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는 시기였다.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벌어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시위’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10여년에 

걸친 보수적 성향의 정권기를 마무리 하고, 개혁적 성향을 지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이런 사회적 흐름을 반영해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임기 내 추진

할 100대 국정과제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포함하였다. 2018년 들어서는 

폐지됐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사업국이 민주시민교육국으로 3년 만에 부활

하고, 전국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이 본격화 된다. 민주시민교육

국은 시민사회의 대표적인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가운데,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향후 활동방향을 논의

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우기동외 2명 2018). 

6) 각종 시민단체

시민단체의 시민교육은 분야별로 환경, 소비자, 정치참여, 인권, 통일, 여성 등으

로 나눌 수 있다. 시민단체는 특정 분야 교육에 집중하기도 하고, 여러 분야에 

다방면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교육부의 시민단체 교육프로그램 실시현황에 따르면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전체 52개 기관이다.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불교

환경교육원 등에서 1990년 중반부터 일반시민과 학생들을 상대로 실시해 왔으며 

최근에는 YMCA, 함께하는 시민행동, 경실련, 참여연대, 흥사단, YWCA 등에서 

주로 회원과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등과 

같은 여성단체에서도 시민교육을 여성을 중심으로 실시해왔다(신두철 2009).

1997년에 민주시민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실련, 공동체의식개

혁시민운동협의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여성사회교육원, 참여연대, 한국여성단

체연합,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학부모연대,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한국YMCA전국 

연맹,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12개 단체들이 모여 ‘민주시민교육포럼’을 결성하였

다(정하윤 2014). 민주시민교육포럼은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현황분석,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연구, 민주시민교육전문가 양성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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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제도적 지원체계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1990년대부터 자유총연맹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을 실

시하기 시작하였다. 안보교육을 실시해왔던 자유총연맹은 1998년부터 민주시민

교육을 중요사업으로 채택하고,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립하였다(서준원 2000).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은 일반 시민들이 간편하고 쉽게 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므로 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민주시민교육 제도화의 필요성

상술한 바와 같이 현재 국가기관들과 시민단체들이 주로 고유한 업무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속담이 

말해주듯이 이들을 종합적으로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조정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 

전담기관이 필요하다. 민주시민교육 제도화의 필요성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체계화, 

중립화, 효율화, 전문화, 안정화를 들 수 있다. 

1) 체계화

민주시민교육은 크게 학교를 통한 시민교육과 학교 밖에서의 시민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학교 밖에서의 시민교육은 국가기관을 통한 시민교육과 시민단체를 통한 

시민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기관을 통한 시민교육은 선거연수원과 의정연

수원, 통일교육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이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학교 시민교육과 평생교육을 전담하고 있지만, 민주시민교육과는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어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평생교육분야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선거연수원이나 의정연수원, 통일교육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도 서로 소속

과 설립목적이 다르고 이를 네트워크로 묶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민주시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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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추진할 구심점이 부족한 상황이다. 시민단체도 환경, 정치참여, 인권, 통일, 

여성 등 분야별로 각각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서로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아서 중복투자와 낭비를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을 제도화한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도교육청 그리고 시민단체를 통합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중립화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비당파성’ 즉 정치적 중립성이

다. 민주시민교육 제도화를 추진하면서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불신을 들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사장의 임면

권을 갖고 있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들 수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내부적인 어려움 속에 교육사업이 중단되거나 위축되었

다. 2014년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제5대 이사회 구성과 이사장 선임 과정에

서 내부갈등에 휩싸이고, ‘이사장 불법임명거부 국민대책위’가 구성되고 장기간 

농성을 벌이면서 사실상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는 교육사업국이 폐지되면서 핵심사업인 민주시민교육사업이 크게 위축되었다. 

2017년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시민교육국을 신

설하고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우기동외 

2명 2018). 이와 같이 행정안전부 소속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정권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에 영향을 받아왔다. 위에서 예를 든 많은 국회나 행정부 소속 기관들

도 정권에 무관하게 비당파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

다.

시민단체의 경우 진보적 시민단체와 보수적 시민단체로 양분되어 있고, 진보를 

지지하는 자들은 보수적 시민단체의 교육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

하고 보수를 지지하는 자들은 그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시민단체의 비당파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고 있다.

국가기관이든 시민단체든 국민들과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비당파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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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드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비당파성과 정치적 중립성

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제도화하고 민주시민교육 전담기관을 설립해

야 한다.

3) 효율화

현재 선거연수원과 의정연수원, 통일연구원, 교육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국가기관과 시민단체들이 각각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중복투자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연계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민주적 

시민으로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단편적이고 분절화된 

교육은 효과를 더욱 저하시키고 있다(신형식 2010). 민주시민교육을 제도화한다면 

부족한 인력과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4) 전문화

현재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과 단체들은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교육시설과 교수법, 교육 컨텐츠, 전문강사 등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

다. 선거연수원이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은 부족한 예산으로 교수법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민주시민

교육이 제도화되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 대폭적인 예산 투입은 요원하므로 당분간 

전문성을 강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의 특성상 계획적으로 일관

성 있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음에도 현재의 교육은 각 

기관 단체의 일회성 또는 단발성의 교육에 머무르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성은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이룰 

수 있다.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은 교육을 전담할 인력이 없고, 교육전담인력이 있다

고 해도 이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다(정연운 2012). 

그동안 추진해 온 민주시민교육사업도 교육의 콘텐츠와 자료, 교수법 등의 경험이 

종합적으로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민주시민교육사업들도 특정 가치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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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을 주입하려는 경향이 심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제고하는데 효과가 미

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신형식 2010). 이러한 문제는 민주시민교육이 제도화되

지 못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할 전담기관이 부재하고, 민

주시민교육 방향과 콘텐츠, 교수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전문강사 육성 등을 

추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5) 안정화

민주시민교육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재정을 안정적으로 투입하여 지

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육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그 동안 각 국가기관과 시민단체

에서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해왔으나 부족한 재정 지원으로 단편적이고 비효

율적인 교육이 실시되었다.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이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있지만 매우 미흡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지

원법에 따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민주시민교육 사업만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 자체도 규모면에서 

너무 작다(정연운 2012).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도 행정안전부의 영

향을 강하게 받고 있어서 2014년에서 2016년까지 박근혜 정부에서는 민주시민교

육사업예산이 감액되고 심지어 조직마저 축소되는 위기에 직면했었다. 2017년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서는 민주시민교육이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고 민주화운

동기념사업회는 민주시민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해 강력히 매진하고 있다(우기동외 

2명 2018).  

이와 같이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 관련 국가기관

이나 시민단체가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 

예산 확보과정에서 정치권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황수현 2006).

건강한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재정지원은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듯이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시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민주시민의식을 가져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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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주시민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야만 달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보정권이냐 보수정권이냐에 따라 

예산과 조직이 달라진다면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을 

것이다(정창화 2005).

Ⅲ.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추진 현황과 기본 방향

1. 제도화 관련 법안 분석

그 동안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안이 여덟 차례 국회에 제안되었고, 모두 임기만료

로 폐기되었다.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제안된 법안은 1997년에 한국

민주시민교육협의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박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국회

시민교육연구회는 김찬진 의원을 중심으로 2000년에 시민교육진흥법안을 제안하

였다. 바른사회·밝은정치시민연합이 법안 작성에 참여하여 2007년에 이은영 의원

이 대표 발의하였다. 2013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을 선거정치교

육원으로 전환하는 선거정치교육지원법률안을 황영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2015년에는 이언주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각각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을 대표 발

의하였다. 2016년에는 남인순 의원이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된 2015년 민주시민

교육지원법안을 그대로 다시 대표 발의하였다. 2019년에는 소병훈 의원이 민주시

민교육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먼저 박명환 의원이 1997년에 대표발의 한 시민교육협의회안을 설명하겠다.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의 목적을 국민의 민주시민교육 지원과 민주정치문화 함양,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 정착, 민족통일 도모,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이라고 규정하

였다(제1조). 기본뱡향 및 원칙으로 자발적 참여와 다양성 속의 통합이라고 규정하

고, 교육내용을 민주적 가치관, 경제윤리와 산업민주주의, 환경·여성·문화의 이해, 

안보·통일문제, 국제관계라고 규정하였다(제3조). 민주시민교육의 주체를 민간·정

부·정당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교육전문가라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민주시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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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원의 소속을 국회로 하고(제5조),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고(제9조), 임기는 3년으로 하였다(제11조). 조직으로는 이사회(제13조)

와 학술자문위원회(제14조)를 두고 이사회와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

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민주시민교육원에 국회에서 출연금을 제공하고

(제16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국회가 지원하도록 하였다(제17조).

김찬진 의원이 2000년에 대표발의 한 시민교육진흥법안을 검토하면, 시민교육

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시민교육의 기본방

향으로 민주주의 발전과 평화통일, 공동생활규범과 선진 시민으로서의 행동양식, 

정치적 또는 파당적 이용 금지를 규정하였다(제5조). 시민교육기관으로 중앙시민

교육위원회와 지방시민교육위원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급 교육기관·시민단

체·종교단체 등으로 규정하고(제6조), 교육내용을 권리·의무에 관한 시민의식, 민

주적 참여, 합리적 의사결정능력, 공중도덕·준법정신으로 규정하였다(제2조). 중

앙시민교육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담당하고, 위원은 각부 장관이 담당하도록 

하였다(제7조). 조직으로는 시민교육지원단(제12조)과 한국시민교육센터(제13

조), 시민교육평가위원회(제14조), 지방시민교육위원회(제16조)를 두도록 하였다. 

국가와 지방정부는 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

록 하였다(제20조). 2007년에 이은영 의원이 제안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은 중

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시민교육원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도록 한 제

17조를 제외하고 1997년 법안과 거의 일치한다.

2013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진하여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선거

정치교육지원법률안을 보면, 주권의식 앙양과 자발적인 정치참여 지원, 민주정치 

발전을 목적으로 제시하였다(제1조). 선거정치교육을 선거 및 정치생활에서 국민

의 주권의식을 앙양하고 국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이성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의사결

정을 하며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여(제2조) 개념상 민주시민교육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선거정치교육의 정의 안에 교육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선거

정치교육의 기본원칙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고, 비정치적·비당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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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며, 자발적·개방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제3조). 선거정치교육

의 주체로 선거정치교육원(제6조)과 지역의 선거정치교육센터(제10조), 선거정치

교육 지정단체(제12조)로 규정하고 있다. 선거정치교육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으로 하고, 원장은 정무직으로 두었다(제6조). 선거정치교육원 안에 선거정치

교육심의위원회를 두고, 원장이 위촉하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

다(제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정치교육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지원

하도록 하고(제14조), 선거정치교육원은 선거정치교육을 실시하는 지정단체(제12

조)와 평생교육기관, 학교교육기관에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였다(제11조). 

2015년에 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의 목적은 민주주

의 발전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제1

조).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으로 민주적 기본질서 지향과 권리 및 책임의식 함

양,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 비판의식과 창의성 고취, 자율성과 다원성 지향, 정치적 

중립을 제시하고 있다(제3조). 독립기구로 설립한 민주시민교육위원회와 민주시민

교육원, 시민단체가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한다(제5조). 민주시민교육의 주요 내용

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시민의 권리와 의무, 민주적 토론방식, 합리적 의사결

정, 정치참여 제고를 규정하였다(제4조). 민주시민교육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

원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3년이며, 위원장과 상임위

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4명 이상의 위원은 반드시 여성으로 임명하도록 

하였다(제9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공공·민간의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며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민주시민교육원을 두고, 상임위원이 원장을 겸직

하도록 하였다(제17조). 지역의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

민주시민교육원을 두고(제18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

문기구를 둘 수 있다(제1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하고(제8조), 시민단체가 민주시민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제29조). 이언주 의원안은 민주시

민교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위원을 대통

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고 민주시민교육위원회가 2명 추천하도

록 하였으며,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직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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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민교육협의회안

(1997년)
국회시민교육연구회안

(2000년)
이은영 의원안

(2007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안

(2013년)

법안명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시민교육진흥법안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선거정치교육지원

법률안

목 적

-정치문화 함양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정착

-민족통일 도모
-인류공영의 이상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확산

-민주정치문화함양
-자유민주주의 발전

-민족통일 도모
-인류공영의 이상

-주권의식 앙양
-정치참여 지원
-민주정치 발전

기본
방향 
및 

원칙

-자발적 참여
-다양성 속의 통합

-민주주의 발전
-평화통일

-공동생활 규범과 
선진시민으로서 

행동양식
-정치적 또는 파당적 

이용금지

-자발적 참여
-다양성 속의 통합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비정치적, 비당파적

-자발적, 개방적

교육
주체

민간, 정부 및 정당이 
공동으로 참여하에 
교육 전문가가 담당

-중앙시민교육위원회
-지방시민교육위원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민간, 정부 및 정당이 
공동으로 참여하에 
교육 전문가가 담당

-선거정치교육원
-선거정치교육센터

-선거정치교육지정단
체

교육
내용

-민주적 가치관
-경제윤리와 
산업민주주의

-환경, 여성, 문화
-안보, 통일 문제

-국제관계

-권리·의무에 관한 
시민의식

-민주적 참여
-합리적 의사결정능력
-공중도덕, 준법정신

-민주적 가치관
-정치참여 기술
-시장경제체제와 

사회복지
-환경, 여성, 문화
-안보, 통일 문제

-국제관계

-국민의 주권의식 앙양
-이성적인 사고와 
합리적 의사결정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 
참여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

소 속 국회소속 재단법인 국무총리 소속 국회소속 재단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구 성

-민주시민교육원
-원장, 부원장 

포함한 11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임기 3년

-중앙시민교육위원회
-위원장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
-위원장은 국무총리
-위원은 각부장관

-민주시민교육원
-원장, 부원장 

포함한 11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임기 3년

-선거정치교육원
-원장은 정무직

조 직
-이사회

-학술자문위원회 7인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시민교육지원단
-한국시민교육센터
-시민교육평가위원회
-지방시민교육위원회

-이사회
-학술자문위원회 7인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선거정치교육센터
-선거정치교육심의위

원회
-세부사항은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재 정
-국회출연금
-국회예산

-국무총리실
-국회출연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비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민
단체 
지원

민주시민교육 담당자 
교육훈련

국가, 지방정부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민주시민교육 단체 
지원 육성

선거정치교육지정단
체와 평생교육, 

학교교육 재정지원

〈표 1〉1997년부터 2013년까지 민주시민교육 법안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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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보장을 한 것이 특징적이다.

2015년에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 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은 민주시민교육 

실시와 민주시민 자질 함양, 민주주의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으로 권리 및 책임의식 함양과 정치적 중립, 자유로운 

참여, 민주시민교육기관의 조직 및 활동의 독립성, 모든 사람에게 평생 교육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제3조). 민주시민교육위원회와 민주시민교육원, 민주시민교육기관

이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제2조).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으로 민주

주의 기본원리와 민주주의 정치제도, 시민의 권리·의무, 정치 참여 및 책임, 민주적 

토론방식, 합리적 의사결정능력으로 규정하여(제4조) 이언주 의원안과 비슷하게 

규정하였다. 민주시민교육의 기본방향과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

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

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는 2년으로 규정하였다(제9조).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원

을 행정자치부 소관 재단법인으로 설치하고(제12조), 시·도와 시·군·구에는 지역

민주시민교육센터를 두며(제13조), 시·군·구에는 민주시민교육 학습관을 지정·운

영하도록 하였다(제1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

하여 민주시민교육위원회와 민주시민교육원,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 학습관, 민주

시민교육기관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제5조, 제16조).

  2016년에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 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은 2015년에 제

안한 법안이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면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시 발의한 것이다. 

2019년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남인순 

의원안과 대부분이 같다. 다른 부분만 설명하면 남인순 의원안은 민주시민교육위

원회를 행정자치부장관 소속법인으로 하였는데 소병훈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법인

으로 변경하였다. 남인순 의원안은 민주시민교육위원회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11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였는데, 소병훈 의원안은 민주시민교육

위원회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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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이언주 의원안

(2015년)
남인순 의원안

(2015년)
남인순 의원안

(2016년)
소병훈 의원안

(2019년)

법안명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목 적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실시 및 지원

-민주시민교육 실시
-민주시민 자질 함양
-민주주의 사회 구현

-민주시민교육 실시
-민주시민 자질 함양
-민주주의 사회 구현

-민주시민교육 실시
-민주시민 자질 함양
-민주주의 사회 구현

기본
방향 
및 

원칙

-민주적 기본질서
-권리 및 책임의식 함양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

-비판의식과 창의성 고취
-자율성과 다원성 지향

-정치적 중립

-권리 및 책임의식함양
-정치적 중립

-자유로운 참여
-조직 및 활동의 독립성
-모든 사람에게 평생 교육 

-권리 및 책임의식함양
-정치적 중립

-자유로운 참여
-조직 및 활동의 독립성
-모든 사람에게 평생 교육 

-권리 및 책임의식함양
-정치적 중립

-자유로운 참여
-조직 및 활동의 독립성
-모든 사람에게 평생 교육 

교육
주체

-민주시민교육위원회
-민주시민교육원

-시민단체

-민주시민교육위원회
-민주시민교육원

-민주시민교육기관

-민주시민교육위원회
-민주시민교육원

-민주시민교육기관

-민주시민교육위원회
-민주시민교육원

-민주시민교육기관

교육
내용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시민의 권리·의무
-민주적 토론방식
-합리적 의사결정
-정치참여 제고

-민주주의 기본원리
-민주주의 정치제도
-시민의 권리·의무
-정치참여 및 책임
-민주적 토론방식

-합리적 의사결정능력

-민주주의 기본원리
-민주주의 정치제도
-시민의 권리·의무
-정치참여 및 책임
-민주적 토론방식

-합리적 의사결정능력

-민주주의 기본원리
-민주주의 정치제도
-시민의 권리·의무
-정치참여 및 책임
-민주적 토론방식

-합리적 의사결정능력

소 속 독립기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 행정자치부장관 소속 국무총리 소속

구 성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 각 
1명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

-임기 3년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위원장 포함한 
11명의 위원

-위원장은 호선
-임기는 2년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위원장 포함한 
11명의 위원

-위원장은 호선
-임기는 2년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위원장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위원장은 호선
-임기는 3년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조 직

-민주시민교육원
-원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하고 정무직

-지역민주시민교육원
-자문기구

-세부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민주시민교육원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

-시군구 
민주시민교육학습관

-민주시민교육원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

-시군구 
민주시민교육학습관

-민주시민교육원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

-시군구 
민주시민교육학습관

재 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민
단체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표-2〉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민주시민교육 법안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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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화 추진 과정

위에서는 1997년부터 2019년까지 국회에 제안된 민주시민교육관련 법안의 주

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법안으로 작성되고 국회에 제안되는 과정

에서 민주시민교육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어떻게 제도화 과정에 참여하였고, 왜 

입법이 실패하였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국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제고하여 민주주의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

해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는 필요하다는 데 학계와 시민단체 등은 동의하였다. 

그러나 민주시민교육기관을 어디에 둘 것인가와 국가기관 주도형으로 할 것인지 

민간 주도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격렬한 논쟁이 

진행되었다(신두철 2010).

1995년에 국무총리 산하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시민정치의식의 세계화라는 과

제를 정무장관실에서 담당하도록 하였다. 정무장관실은 시민정치의식의 세계화를 

민주시민교육의 강화로 받아들였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권찬호 2009). 담당자들이 독일에 연수

를 가서 민주시민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논의하며,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민주시민교육실시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는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민주시민교육 전담기구의 설치 필요성을 제시

하였다. 결국 이 보고서는 세계화추진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폐기되었지만, 

민주시민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의 관심을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7년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YMCA, 환경운동연합 등 민주시

민교육을 실시해온 11개 시민단체가 주도하여 ‘민주시민교육포럼’을 결성하였다. 

‘민주시민교육포럼’은 민주시민교육 전담기구가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많은 단

체들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국무총리실 소속 ‘민주시민교

육발전위원회’를 두는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을 준비하였으나 국회에 제안하지는 

못하였다(정하윤 2013).

시민교육 관련 학계에서도 민주시민교육 제도화를 추진하였는데, 민주시민교육

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민주시민교육협의회’를 결성하고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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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준비하여 1997년 10월 박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이 법안이 1997년 

시민교육협의회안이다. 이 법안은 국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지만 15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되었다. 학계의 민주시민교육협의회와 시민단체의 민주시민

교육포럼이 민주시민교육 전담기구를 두는 주체와 국가 주도형으로 할지, 민간 

주도형으로 할지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바람에 민주시민교육제도화는 

좌절되었다. 따라서 학계와 시민단체는 이 쟁점들에 대해 의견일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  민주시민교육포럼과 민주시민교육협의회는 2000년 시민교육

진흥법안을 작성하여 김찬진 의원 대표발의로 제안하였다. 국회시민교육연구회가 

주관했던 이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시민교육위원회와 지역에는 지방시민

교육위원회, 시민단체 등이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안 

역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학계는 민주시민교육원 설립과 교육방법 및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주로 관심이 있었고, 시민단체는 민주시민교육원을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활용하는 방안에 더 관심을 두었기에 의견이 일치하기 쉽지 않았다(서준

원 2000). 정치권은 이 법안이 득표에 별 도움은 되지 않으면서 합의는 어렵기에 

적극적으로 법제화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결국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것이다.

2007년 이은영 의원 등 15인의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을 국회에 의안으

로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민주정치문화를 함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회 소속으로 민주시민교육원을 설치하고, 국회에서 출연금을 지원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으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80년부터 주권의식 앙양과 기권방지를 위한 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해왔다. 1996년 선거연수원을 설립하고 정치교육과 또는 시민교육과

를 설치하면서 중앙선관위 홍보국에서 담당하던 민주시민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

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이미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의제인 주권의식 앙양과 

기권방지 교육이 규정되어 있을지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원’ 설립이 필요함을 절

감해왔다. 선거연수원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민주시민교육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원 설치·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민주시민교육원설립추진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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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구성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시기에 선거관리위원회법을 개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상근제를 추진하고 있어서 민주시민교육지원법률안을 

이미 작성하였으면서도 국회에 제안하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장기간 준비 끝에 2013년 ‘선거정치교육지원법률안’을 

황영철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안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학계와 시민단

체에서 민주시민교육지원법률안 제정과 민주시민교육원 설립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학계와 시민단체의 동의를 좀 더 쉽게 

끌어내고자 법안명을 ‘민주시민교육’이 아니라 ‘선거정치교육’이라고 하였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시민교육 보다는 협소한 선거정치 분야에 한정하여 민주시

민교육 관련 학계나 시민단체들이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

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은 

입법에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되었다.

2015년에 이언주 의원과 남인순 의원은 각각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을 대표 발

의하였다. 두 법안의 목적, 기본방향, 교육내용에 있어서 대체로 비슷하나 민주시

민교육원의 소속에 대하여 달랐다. 이언주 의원안은 민주시민교육원을 별도의 독

립기구로 하였고, 남인순 의원안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하였다. 두 법안 역시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되었다.

남인순 의원은 2016년에 다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을 이전 법안과 똑같이 대

표 발의하였다. 2019년에 소병훈 의원은 남인순 의원안과 거의 동일한 민주시민교

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남인순 의원안과 소병훈 의원안의 결정

적인 차이는 민주시민교육원을 어디에 소속시키는가이다. 소병훈 의원안은 민주시

민교육원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하였다. 두 법안은 시·도와 시·군·구에 지역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시·군·구에는 민주시민교육 학습관을 두도록 하였

다. 남인순 의원안과 소병훈 의원안 역시 2020년에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되었다.

이와 같이 그동안 여덟 차례의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입법시도가 

존재하였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이 쉽지 않음을 절

감하였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보다는 기존의 법에 

민주시민교육원 설립을 위한 근거 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하였고, 2015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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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의2 선거연수원 임무로 민주시민교육을 규정하려고 추

진하였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가 이 개정에 대해 합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과다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주장하여 해당 조문이 

삭제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민주시민교육을 명시만 

하려고 했는데도 입법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법안에 합의

를 한다고 할지라도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보

여준다.

3. 제도화 실패 이유

1)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에 대한 불신

여야 정당은 민주시민교육이 이념적 또는 정치적 편향성을 띨 수 있다는 의심을 

해왔다. 특히 야당은 민주시민교육원을 행정안전부장관이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원장에 대한 임면권을 가질 경우 정부와 여당에 편향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민주시민교육이 이념적인 편향성을 지녔다고 우려하는 정

당이 집권할 경우 민주시민교육 조직과 사업, 예산을 축소할 수도 있다. 실제로 

2014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이런 사태에 직면했었다. 정치권은 선거에 따라 

언제든지 야당이 될 수 있는데 굳이 이런 상황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제도화할 이유

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민주시민교육 제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을 성공적으로 제도화하려면 여야 정치권에 대한 

설득과 동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시민교육 관련 시민단체나 학계도 정부에서 시민교육에 개입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육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다. 이들 

단체나 학계는 국가는 지원만 하고 일체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국가주도형이 아니라 민간주도형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제도화

하려고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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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야 주요 정당의 소극적인 태도

여야 주요 정당들은 자체적으로 시민들과 당원들을 교육해왔다. 이들은 시민들

에게 중립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시키기 보다는 자기 정당의 이념과 강령을 교육하

고 우호세력으로 만드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주요 정당들은 정당 소속 연수원을 

통해서 시민들과 당원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민주시민교

육원을 설립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의 교육을 시킬 수가 없으므로 민주시민교

육 제도화에 소극적이다. 그래서 여덟 차례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것이다.

3) 참여자간 주도권 다툼

1997년 박명환 의원 등 52명이 발의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은 한국민주시민

교육협의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심도있는 검토작업을 하여 국회에 제안된 것이

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11개 시민단체들

은 별도로 민주시민교육포럼을 구성하고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을 준비하였다. 전

국의 시민단체 43개로 구성된 한국시민단체협의회는 이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 

불참하였고, 한국자유총연맹과 민주개혁국민연합 등 19개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

어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를 결성한 후, 독자적인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을 제안하

기 위해 매진하였다(서준원 2000).  

국회시민교육연구회가 주관하여 한국민주시민교육협의회와 민주시민교육포럼

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법안을 준비하였고, 2000년 1월에 시민교육진흥법안을 김

찬진 의원 대표발의로 제안하였다.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이와 별도로 독일 민

주시민교육을 그대로 수용한 법안을 준비하였지만 국회에 제출하지는 못하였다. 

이후에도 6차례나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을 의원발의로 제안하였지만 어느 단체도 

주도권을 양보하려 하지 않았고, 정치권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아 법안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되었다(서준원 2000).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필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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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서도 제도화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원 설립과 구성, 민주시민

교육 추진 주체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신두철 2010).

4) 과다한 재정 부담

이와 같이 여덟 차례의 의원발의로 국회에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에 대해 논의

가 있었지만, 학계와 시민단체 간, 시민단체들 간에 민주시민교육의 주체와 소속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안이 제안될 때마다 이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주요 정당들의 진짜 속내를 들을 수 없었고,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5년에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의2 선거연수원 임

무로 민주시민교육을 규정하려고 추진하였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하

여 이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였지만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 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

리위원회법에 명시된 주권의식 앙양과 기권방지를 위한 계도를 명분으로 선거연수

원과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라는 중앙과 지방 조직까지 

갖추고 이미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추가적인 예산부담 없이 단지 민주

시민교육을 명시만 하려고 했는데도 기획재정부는 민주시민교육을 본격적으로 시

작하게 된다면 앞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며 입법을 반대하였다. 

결국 행정안전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기획재

정부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하였다.

5) 강력한 구심점 부재

그동안 여덟 차례 제안된 법안 중 민주시민교육원을 독립기구로 한 법안이 1개

이고, 국회 소속으로 한 법안이 2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으로 한 법안이 1개,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한 법안이 2개,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 법안이 2개였다. 

이와 같이 어느 국가기관도 민주시민교육의 주체로서 주도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 

법안을 추진한 학계나 시민단체는 좀 더 안정적으로 재정을 지원받고 시민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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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할 수 있을 지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직무적 연관성이나 정치적 중립성 면에서 

어느 국가기관이 적합한지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법안들은 임기만료

와 함께 자동 폐기 될 수밖에 없었다.

학계나 시민단체를 보면, 한국민주시민교육협의회, 민주시민교육포럼, 한국시

민단체협의회,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등 다양한 연합체들이 구성되어 있다. 이들

이 하나의 연합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난립해 있는 상황에서는 어느 한 단체가 

반대하면 입법이 좌절되는 것이다. 이렇게 난립해 있는 단체들을 하나로 통합하거

나 이들 모두가 동의하는 법안을 준비하여야 제도화가 가능할 것이다.

6)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부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국가기관과 민주

화운동기념사업회, 시민단체, 민주시민교육학회 등이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를 적

극적으로 추진해왔지만, 정치권과 언론, 일반시민들은 정작 민주시민교육이 무엇

이고 왜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대부분 일반 국민들

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국회에서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법안을 제안하였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민주시민교

육 관련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것이다.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법안에 대해 정치인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로 볼 때,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공청회나 학술회의, 

세미나를 자주 개최하고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학회와 시민단체, 국가기관이 공동으로 학술회의나 박람회, 기자회견 등을 

실시하여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해야 한다(신형식 2010). 언론을 통해 민주

시민교육 필요성에 대한 보도가 자주 나가야 시민들이 이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될 것이며, 시민들이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를 지지하게 될 것이다. 민주시민교육

을 제도화하면 많은 재정을 지출해야 하므로 제도화를 위해서 시민들의 지지는 

필수적이다(홍득표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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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도화 기본방향

1) 시행주체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민주시민교육 시행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가장 중요하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당인 700여명에게 정치적 중립성이 어느 정도 중요한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민주시민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다고 답변하였다(2013 

최동철). 그동안 국회에서 민주시민교육 제도화를 논의하면서 입법이 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시행주체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신뢰부족이다.

1997년 법안과 2007년 법안에서 민주시민교육기관을 국회 소속으로 하였는데, 

국회는 다수당에서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을 담당하고 사무처와 국회도서관, 의정연

수원 등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결국 4년마다 국회의원총선거가 끝나면 의정연

수원의 시민교육 사업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정당이 다수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을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민주시민교육의 

기본방향이 흔들리고 인력과 조직, 예산이 축소와 확대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2015년과 2016년 남인순 의원안에서 민주시민교육기관을 행정안정부장관 소

속으로 하였는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민주시민교육원은 장관이 원장의 임면권

을 가지고 장관이 3년마다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작성하므로 민주시민교육은 

대통령과 행정안전부장관, 여당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것이다. 2000년과 2019년 

법안에서 민주시민교육기관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였는데, 국무총리가 민주시민

교육원 원장의 임면권을 가지고 3년마다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작성하므로 

역시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당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될 것이다.

그동안 민주시민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행정안

전부장관 소속이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사장을 임명하고 있어서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대통령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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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성 속의 보편성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이 다양한 사상과 종교, 이념, 문화들을 접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보편성을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다양성을 존중하면

서 동시에 공동체의 보편성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다양한 사상들을 접한 

시민들이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강화할 수 있다.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 이해관계와 가치관의 차이, 국가의 미래에 대한 논쟁은 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

또한 보편성이 없는 다양성은 극단주의로 빠질 수 있다(권진욱외 4명 2016). 

다양성이 보편성과 어우러지면서 공동체는 지속적으로 존속, 발전할 수 있다. 민주

시민교육은 정치적 편향성은 거부하되, 국민과 공동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사상과 종교, 이념, 문화 등의 다양성은 존중하되, 보편성에 바탕을 두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극단주의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민주시민교육은 극단주의로부

터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장은주 2019). 

3) 교육 과정의 민주성

민주시민교육은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적 시민을 양성하고자 한다. 민

주적 시민은 주권자로서 현안에 대해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할 

줄 알며, 적극적으로 공동체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시민 각자가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민주적 시민을 육성하는 민주시민교육은 그 

과정도 민주적이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해도 일방적으로 특정 이념이나 

사상을 주입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최동철 2013). 민주시민교육은 다양한 생

각과 주장들이 논의되고 토론되어 시민 각자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결정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에게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설득과 타협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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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민단체와 국가기관, 정당의 협치 추구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단체와 국가기관, 정당이 함께 참여하여 구체적인 방향과 

교육내용을 협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어느 한 주체만 독자적으로 민주시민교육

을 실시하였을 때 보편적인 교육이 되지 못하고 정파적인 교육이 될 수 있다. 이들 

삼자가 같이 참여해서 민주시민교육기관의 개별 사업에 대해 심의하고 검토하여 

보편적인 민주시민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들 삼자의 참여는 민주시민

교육이 일방적이고 극단적인 특정 정파의 편협한 교육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5) 국가는 지원하되 불간섭

국가기관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지원을 댓가로 교육내용과 방향에 간섭하

고 영향을 미치려 한다면 민주시민교육이 정파적 이익과 편견을 선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원은 보이텔스 바흐 협약처럼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세부사업은 시민단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는 시민사회가 가진 역량을 개발하고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최동철 2013).

Ⅳ. 민주시민교육기관 설립 주체 검토

민주시민교육 제도화의 가장 논쟁적인 부분은 민주시민교육을 누가 담당하고 

민주시민교육기관의 소속을 어디로 할 것인지였다(신두철 2010). 그동안 국회에 

제안된 법안들은 민주시민교육의 목적과 내용, 기본방향, 재정지원 등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었지만 민주시민교육기관의 소속에 대해서는 각양각색이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나 이와 비슷한 사업을 실시해온 기관들과 법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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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으로 언급한 기관들에 대해 민주시민교육기관 주체로서 타당성과 적합성

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민주시민교육기관 주체로서 타당성과 적합성을 검토하는 기준으로는 첫째, 정치

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다.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민주시민교육기관 주체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는 민주시민교육 제도화의 선결조건이자 전제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민주시민교육 경험과 전문성을 들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기관 설립 

주체는 기존에 민주시민교육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여 기본적인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셋째, 전국적인 조직 구축을 들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중앙 조직뿐만 아니라 시·도 단위나 시·군·구 단위까지 조직을 구축하고 

있어야 효과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넷째, 기존 조직·인력·예산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하는데 기존 조직과 인력,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면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간단하게 설립할 수 있을 것이므로, 

예산 당국의 반대를 극복하기 용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1.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연수원)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 독립성

과 중립성이 보장된 기관이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이미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

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부나 입법부, 사법부 소속이 아닐 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을 지명하여 

위촉하고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고 있다.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

회 위원 3명을 임명하는 인사권 이외에 중앙선관위 사무처 공무원들의 인사권이 

전혀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권교체에 관계없이, 다수당 교체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공정하게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법

부, 사법부, 행정부와는 별도로 헌법상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되어 있기에 입법부도 

사법부도 행정부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사와 직무에 일체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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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위원회의 선거관리나 정당사무, 정치자금사무는 여야 정당들이 직접

적인 고객으로서 관여하고 있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다.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를 통해 권력이 

교체되거나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다수당이 바뀌더라도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하여 

여야 정당과 정치인들로부터 공정성에 대해 신뢰를 받아왔다. 민주시민교육기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으로 한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에 대한 침

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회 의정연수원

국회는 다수당에서 국회의장을 담당하고 사무처의 사무총장은 국회의장이 자기 

정당에서 임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의정연수원은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정당은 당리당략적인 정파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국회의원선거는 4년마다 실시되는데 다수당이 4년마다 바뀐다면 민주

시민교육의 방향과 내용은 영향을 받게 되어 사업이 축소되거나 확대되고 안정적

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없을 것이다.

3)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행정부

행정부인 국무총리실이나 행정안전부, 통일부, 교육부는 같이 검토한다. 2000

년 김찬진 의원 법안과 2019년 소병훈 의원 법안은 민주시민교육원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자고 제안하였고, 2015년과 2016년 남인순 의원 법안은 행정자치부

(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하자고 하였다. 국무총리와 장관들의 임명권자는 대통령

이고 이들은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민주시민교육기관을 국

무총리나 행정부 장관 소속으로 하고 민주시민교육기관의 장 인사권을 가지며, 

주기적으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작성한다면 민주시민교육은 대통령과 여당

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행정부 소속 민주시민교육기관은 정치적 중립

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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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행정부 소속 기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민주시민교육기관을 소속시키

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이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사장의 인사권을 갖고 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교육부장

관 소속이고 교육부장관이 원장의 인사권을 갖고 있다.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는 

행정부 장관 소속의 기관들은 대통령과 장관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대통령 소속 정당인 여당의 영향도 받게 되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견지하기 매우 

어렵다. 

2. 민주시민교육 경험 및 전문성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연수원)

1980년에 개정된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2조에서 처음 선거권자의 주권의식 앙

양과 투표방법·기권방지를 위한 상시 계도를 실시하도록 한 이후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선거연수원)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다.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처음에 지도과에서 상시 계도 홍보 사무를 담당하다가 홍보과를 신

설하면서 홍보과가 이 업무를 담당해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뿐만 아니라 

시·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에 민주시민교육 

임무를 부여하여 전국적인 차원에서 실시하여 왔다. 

선거연수원은 정당, 여성, 시민단체, 대학생, 청소년, 장애인, 탈북민, 언론인, 

공무원 등 다양한 사회 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적인 참여형 교육을 통해 

이들의 주권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배양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선거연수원은 2000년부터 각계 각층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하여 ‘민주시민교육의 요람’으로 불릴 만하다. 이와 같이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1980년부터 40년 동안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여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

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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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 의정연수원

의정연수원은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법적인 근거는 없이 국회 규칙인 ‘국회

사무처직제’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의정연수원은 2006년 12월에 연수국을 의정연

수원으로 개편하면서 시민의정연수를 주요 사무에 추가하였다. 2019년 현재 6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공공기관 국회담당자 의정연수, 국회 

대학생 아카데미, 법학전문대학원생 국회실무수습, 국회 청소년 진로체험교실, 국

회 청소년 민주시민교실, 열린국회 시민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의정연수원의 교육은 국회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개가 주를 이루고 있다.

3) 교육부, 통일부 등 행정부

교육부는 1998년에 제정한 교육기본법 제2조를 근거로 도덕과나 사회과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함양해왔다. 2017년 5월 대통

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임기 중 추진할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교육부는 전문가 정책협의회, 민주시

민교육 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2018년 11월에 민주시민교

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5대 추진과제는 

학교 민주시민교육 강화, 교원 전문성 신장 및 교육활동 지원,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학생자치 활성화, 민주시민교육 지원체계 구축이며, 2019년에 본격적으로 

이를 시행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학교 교육이 기본이 되어서 학교 밖 교육과 

연결이 되어야 더 좋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지만 교육부는 학교 밖 민주시민교육에

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1999년에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을 근거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통일교육원은 7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통일정책최고위과정은 

각계 CEO를 대상으로 우리사회의 통일 공감대 형성을 리드할 수 있는 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통일교육전문강사과정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대상자 선발 및 강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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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과정이다. 학교통일교육과정은 청소년의 통일의식 제고를 

위하여 교원의 통일교육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과정이다. 통일정책지도자/통일

미래기획/공직자통일교육과정은 공공부문에서 통일 미래를 선도할 핵심인력을 양

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사회통일교육과정은 통일교육위원과 민주평통위원뿐만 아

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공감대 확산 차원에서 각계 인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통일

교육이다. 글로벌 통일교육과정은 통일 한반도의 미래상과 비전에 대한 국제적 

지지 기반을 확산하기 위한 과정이다. 특별교육과정은 차세대 통일전문가 등 다양

한 대상의 통일 기회 확대 및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와 같이 

통일교육원은 남북한의 통일을 대비한 교육이어서 넓은 의미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일부로 볼 수는 있지만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무총리실이나 행정안전부는 주권자로서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하여 직접

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현재 민주시민교육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행정부 소속 기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2002년부터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

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국에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주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시민

의 동반자’를 비전으로 ‘민주화운동 기념･계승 기반 강화’, ‘민주주의 확산･심화의 

기반 조성’, ‘민주주의 지식정보 허브 구축’, ‘유능하고 활기찬 조직’등 4가지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사업으로 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 민주

화운동기념행사 및 추모행사 개최 및 지원,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진행, 국내외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에 대한 조사 및 연구,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의 수집 및 

서비스,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협력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2017년 민주시민교육에 우호적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주시민교육국을 

부활시키고 민주시민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기념사업회 내에 민주시

민교육센터를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다(우기동외 2명 2018). 그래서 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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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회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축적된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08년부터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실시하고 있

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의 구축, 시･도평

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학점인정·독학학

력인정 관련 사항, 학습계좌의 통합 관리･운영, 문해교육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다. 평생교육은 민주시민교육과 다른 별개의 교육이고, 인문교양

과 레저 스포츠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5) 각종 시민단체

시민단체의 시민교육은 분야별로 환경, 소비자, 정치참여, 인권, 통일, 여성 등으

로 나눌 수 있다. 시민단체는 특정 분야 교육에 집중하기도 하고, 여러 분야에 

다방면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교육부의 시민단체 교육프로그램 실시현황에 따르면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전체 52개 기관이다.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불교

환경교육원 등에서 1990년 중반부터 일반시민과 학생들을 상대로 실시해 왔으며 

최근에는 YMCA, 함께하는 시민행동, 경실련, 참여연대, 흥사단, YWCA 등에서 

주로 회원과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등과 

같은 여성단체에서도 시민교육을 여성을 중심으로 실시해왔다.

시민단체들의 교육조직과 재정 규모는 매우 영세하고, 시민단체들 간에 천차만

별이다. 개별 시민단체들은 설립목적에 특화된 교육 방향과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어서 보편적인 민주시민교육 콘텐츠가 빈약하다. 상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강사진이 부족하여 교수와 전문가 의존성이 강하고 교육 대상의 구성과 규모는 

시민단체의 역량에 좌우되어 안정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교육 방식은 강의

식으로 구성되어 다양화되어 있지 않다(신형식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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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국적인 조직 구축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연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 차원에서는 선거연수원이, 시·도 광역차원에서는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기초 단위에서는 249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선거연수원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제도연구, 자

료와 콘텐츠 개발·제작, 여론주도층 대상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 

양성, 유권자정치페스티벌, 민주시민교육강연콘테스트 등 중앙 차원의 민주시민교

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홍보과가 민주시민교육을 담당

하고 있고, 시·도 단위에서 여론주도층 대상 민주시민교육, 교원 대상 민주시민교

육, 청소년 대상 민주시민교육, 다문화 가정 대상 민주시민교육, 정당 당원 연수, 

초·중·고등학생 대상 선거교실 등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구·시·군선거관

리위원회에서는 홍보계가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구·시·군 단위에서 지역 

언론, 단체, 학교 등과 협력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

회와 선거연수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적으로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시기

를 제외하고 민주시민교육 사업에 전념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이 국민들이 정치

와 선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표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민주시민교육에 전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과 

시·도, 구·시·군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민주시

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의 수행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광역 시･도

의 평생교육진흥원, 그리고 기초 시･군･구 평생교육원, 나아가 행복학습센터나 

동주민자치센터 등에 이르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런 전달체계만으로는 충분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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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단체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각 지역에서는 평생학습원이 중심

이 돼 평생학습도시, 행복학습센터 사업 수행을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교육주체들

과의 협력과 자원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추진하

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정보 교류 및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전국평생학습도시협

의회가 구성･운영 중에 있다. 아울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기관･단체들과 66건의 업무협정(MOU)을 맺고 협력사업을 진행하

고 있다.

3) 의정연수원, 통일교육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기타

의정연수원과 통일교육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시민단체 등은 본부 조직만 

있고 광역단위나 기초단위에 지역 조직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들은 본부 

차원에서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4. 기존 조직·인력·예산의 활용 가능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연수원과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 249개 구·시·

군선거관리위원회가 체계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선거연수원을 민

주시민교육원으로 명칭만 변경하면 바로 전국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전

담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존의 조직과 인력, 예산을 계속 

민주시민교육 사업에 이용할 수 있어서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하기 위해 초기 비용

이 거의 들지 않고서 중앙뿐만 아니라 광역과 기초 단위까지 민주시민교육 네트워

크를 구축할 수 있다. 선거연수원을 민주시민교육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가장 간

단하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도 지역 조직을 갖추고 있어서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한다

면 적은 비용으로 설립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의정연수원이나 통일교육원, 민주화운

동기념사업회, 시민단체 등은 본부 조직만 있고 광역단위나 기초단위에 지역 조직

을 갖고 있지 않다. 이들에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민주시민교육원을 설치하려

면 대규모의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초기 설립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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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Ⅴ. 결론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이 팽배하고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율은 

60%대를 기록할 정도로 저조하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저조한 참여는 정치인들

이 국민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들은 정치와 정치인에 대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끼게 되어 더욱 정치에 무관심하고 환멸을 느끼게 된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국민이 국가의 주권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민주시민교육이다. 민주주의는 깨지기 쉬운 유리와 같아서 국민들이 항상 

주권자로서 관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주인

의식을 갖도록 하고 정치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상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의정연수원, 통일교육원, 국무총리실,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각종 시민단체에 대해 

민주시민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주체로서 타당성과 적합성이 있는지를 정치적 중

립성과 독립성, 교육 경험과 전문성, 전국적인 조직 구축, 기존 조직·인력·예산의 

활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선거연수원을 민주시민교육원으로 전환하여 

설치한다면 기존의 조직·인력·예산을 활용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간단하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가지 기준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기준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다. 신설되는 민주시민교육기관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민주시민교육이 정부나 정당의 영향을 받는다면 더 이상 민주시민교

육이 아니라 편협한 이념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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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입법부나 사법부, 행정부 소속이 아닌 제5부로서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 

중앙선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되기에 입법부나 사법부, 행정

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각각 3명 지명할 수 있는 권한만 있을 뿐이다.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나 여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해 아무런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야 정당 간에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는 선거관리나 정당·정치자금 사무, 민주시민

교육을 담당하면서도 공정성에 대하여 국가기관들 중에 가장 높은 신뢰를 유지해

왔다. 

민주시민교육 경험과 전문성 기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80년부터 주권

의식 앙양과 기권방지를 목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해왔고 1996년 선거연수원

을 설립하면서 선거연수원을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해왔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40년간의 민주시민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전문성이 매우 탁월하다. 

전국적인 조직 구축 기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연수원을 중심으로 시·

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구축하고 있어서 매우 우수하다. 

선거연수원은 중앙뿐만 아니라 지역까지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기존의 조직·인력·예산의 활용 가능성 기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는 매우 탁월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민주시민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을 민주시민교육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민주시민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주체로서 타당성과 적합성이 있는지

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교육 경험과 전문성, 전국적인 조직 구축, 기존 조직·

인력·예산의 활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질적 분석을 하였다. 제시한 네 가지 기준을 

정량화하여 각 기관의 민주시민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주체로서 타당성과 적합성

을 측정·평가한다면 좀 더 객관화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이러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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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th Understanding on Institutionalization of Civ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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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 have studied on which Institutes and Organizations(Korean Civic 
Education Institute, National Assembly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Ministry of Education,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Korea Democracy Foundation, Civic 
Organizations) are reasonable and  appropriate for Civic Education 
Institute by four criteria. The four criteria are political neutrality and 
independency, experience and expertise, nation-wide organization, 
applicability of existing human resources and budget. The most 
important criterion of those criteria is political neutrality and 
independency. On the basis of political neutrality and independency, 
the Korean Civic Education Institute(KOCEI)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NEC) is the most excellent. The NEC is such an 
independent organization as the fifth branch independent from the 
other constitutional branches. The NEC has nine Commissioners. Three 
are chosen by the President, three are chosen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three are chosen by the Supreme Court. Customarily, 
one of the Commissioners chosen by the Supreme Court is also a 
Supreme Court judge, and is elected as Chairperson. Thus the President 
or the ruling party cannot influence on the NEC's mission. As a result, 
the KOCEI could be the neutral and independent Civic Education 
Institute with nationwide organization at the least cost.

Keywords: Civic Education, Institutionalization, Korean Civic 
Education Institute(KOC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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