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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정당 교육훈련에 관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당의 당원수는

6,101,987명으로(2016년 현재) 6백만이 넘는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에

대비해서도 적지 않은 숫자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당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대한민국 정당에서 당원의 역할은 당직자와

선출직 공직자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제한적인 역할의 비중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유럽과 일부 미주의 정당은 정치인과 정치 지도자를 육성하고

있는 실제적인 기능을 하고 있었다.

유럽과 일부 미주의 상당수 국가들은 정당 내에서 정치 지도자가 교육

훈련 등을 통해서 배출되는 빈도가 높은데 반해, 대한민국은 정치

지도자가 정당과는 별개로 법조계, 교육계와 시민단체 등의 활동을

통해서 충원되는 경험적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

관련, 본 논문은 유럽과 미주 등의 다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훈련을 살펴보고, 대한민국 정당의 교육훈련을 조직과 제도적인

면에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정당의 조직과 제도적인 분석에 있어 비교분석의 과학적

방법론인 차이법, 일치법으로 교육훈련의 양태에 인과적인 영향을 주는

조직과 제도적인 변수를 발견하는데 주력했고, 결과적으로는 교육훈련의

목적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했으며, 공천에 있어 인센티브제도의 실질화,

시·도당 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전담 조직의 존재, 교육 프로그램의

제도화 등의 교육훈련에 있어 실제적인 조직·제도적 처방의 일부 변수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다.



향후 교육훈련에 대한 정당의 조직·제도적 변화에 대한 보완 연구를

통해 데이터가 축적될 경우에, 본 논문의 교육훈련 변수에 대한 발견의

과학적 적실성이 입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본 논문이

대한민국 정당의 교육훈련이 정치적 인적 자원을 충원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긍정적 변화에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

주요어 : 정당 교육훈련, 정치 지도자 충원, 정당의 청년 교육, 조직적

접근, 제도적 접근, 교육 프로그램, 교육훈련 변수

학 번 : 2016-2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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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대한민국에서 역대 대통령 후보 64명의 평균 연령은 61세이다. 헌법 제

67조 제4조에 명시적으로 ‘선거일 현재 40세에 도달하여야 한다’ 라고 강

제 규정이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는 법학계의 분석도 있지만, 평균

적인 대통령 후보가 헌법 규정 보다 생물학적 연령에 있어 21년이라는 간

극을 두고 더 많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총선거시에 ‘청년 정치인’에 대한 정

당과 언론의 관심은 높지만, 실제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청년 정치인의

양적인 면은 관심도에 비해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세계적인 수준에서는 청년 정치인의 등장을 넘어 젊은 지도자

들의 등장 빈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

우는 좀 다르지만, 세계 정치권의 중심지역 중 하나인 유럽을 중심으로

30·40대의 젊은 지도자가 활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스페인은 46세의 나이로 2018년 총리에 취임한 페드로 산체스(Pedro

Sanchez)가, 프랑스에서는 39세의 나이로 2017년 취임한 에마뉘엘 마크

롱(Emmanuel Macron)이, 벨기에도 역시 39세에 2014년 취임했던 샤를

미셸(Charles Michel)이 있었다. 오스트리아는 제바스티안 쿠르츠

(Sebastian Kurz) 총리가 31세의 나이로 2017년 취임하기도 했다. 미주

에는 캐나다에서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가 43세의 나이로

2015년 취임해 돌풍을 일으켰고, 콜롬비아도 이반 두케(Ivan Duque) 대

통령이 42세로 2018년 임기를 시작했으며, 코스타리카도 카를로스 알바

라도(Carlos Alvarado) 대통령이 38세로 2018년 첫 임기를 맞이했다.

뉴질랜드도 저신다 아던 (Jacinda Ardern)총리가 37세로 2017년 취임했

던 사례가 있다.1)

1) 조의준(2019). 32세 총리..세계는 젊은 지도자의 젊은 바람. 조선일보.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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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유럽 등에서 청년 정치 지도자가 등장한 이유는 다양하게 분석

될 수 있지만, 그 중에 의미 있게 언급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정당

의 교육훈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연령에 대한 개념이 동양과 달라 수

평적인 문화가 일상화된 서양의 문화적 특성, 권력 구조, 개인의 권력 의

지 등 다양한 변수가 있지만, 청년이 정당에 진입해서 교육훈련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지도자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한 단계적 능력을 구

비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 관련 변수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젊은 지도자가 그렇지 않은 지도자에 비해 리더십 또는 정치적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세계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변화

와 혁신, 또는 세대 교체의 요구에 대해 유럽과 미주의 다수 국가들이

새로운 지도자를 등장시키는 반응성(Responsiveness)을 보였음에도 불구

하고, 그러한 측면에 있어 대한민국의 반응성이 그리 높지 않았다는 점

은 분명해 보인다.

유럽·미국 등 서구 선진국의 정당들은 청소년과 청년들의 정치적 관심

에 대응해 청년 조직을 통해서 정치를 경험하게 한다. 또한, 정치 아카데

미·서머스쿨 등으로 교육·복지·환경 등 생활에 와 닿는 문제에 대해 어

떻게 풀지 토론하고 정책 대안도 만드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선거를 통한 권력 획득의 절차와 정치적 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당내에서 간부 또는 당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시킨다.

이러한 정치 교육 훈련 등을 통해서 당내 기반을 어느 정도 축적하게

되면, 20대와 30대에 의원 및 장관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보기에는 파격적인 발탁이라고 보이

는 젊은 지도자의 등장이, 유럽·미국에서는 전혀 생경하지 않을뿐더러,

자연스럽기까지 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어떨까? 2016년 총선에서 당선된 20대 국회의원의 평균 나

이는 55.5세다. 역대 국회에서는 20대 국회의원의 평균연령이 가장 높다

고 한다. 그런데, 이전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연령이 20대 국회에 비해 낮

은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 2004년 치러진 17대 총선 당선자 평균 나

이가 51세, 2008년 18대에서 53.4세, 19대 53.8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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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중에 20대는 0명, 30대는 3명이다. 결과적으로, 20대 국

회의 40세 미만 국회의원은 3명(지역구는 1명)으로 총원의 1%에 불과하

다. 20∼30대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34% 정도임을 감안하면 저

조한 수치로 보인다.

6.13 지방선거에서는 40세 미만 당선자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저조한 수

치는 유사하다. 737명의 시·도 의회의원 선거 당선자 중에 40세 미만은 33

명이고, 2,541명을 선출한 구·시·군 의회의원 선거에서는 155명에 그쳤다.

2014년 국제의회연맹 자료에 따라 OECD 26개 국가를 비교해 보면, 대

한민국은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30세 미만 국회의원의 비율은 0%다. 40

세 미만은 2.3%에 불과하다. 45세 미만으로 청년 의원의 연령대를 올려

보면, 대한민국은 6.3%이고 OECD 26개국 평균은 그보다 5배 이상 높은

비율인 32.1%다. 40세 미만의 OECD 26개국 평균은 19.0%로 대한민국에

비해 8배를 상회한다. 30세 미만은 OECD 26개국 평균이 2.8%로 집계되

어 한명도 존재하지 않는 대한민국과는 차이를 보인다.2)

앞서 간단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유럽은 정당 교육훈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국가가 많았다. 영국, 독일,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영국은 노동

당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자유민주당은 주로 컨

퍼런스 트레이닝 프로그램으로 당사에서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특히 노동당은 노동당 당원들의 연계 및 조직 웹서비스를 통해 웹

세미나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지구당 또는 지역 모임을

통한 오프라인 과정을 병행하고 있다고 한다.3) 앞서 내용의 동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우에는 가장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당이 프랑

스 공산당(Parti Communiste Francais,PCF)과 사회당(Parti Socialiste,PS)

이라고 한다. 두 정당 모두 교육 훈련을 위한 전담 조직이 있고, 공산당의

경우에는 지역별 기초학교(ecoles elementaires), 또 우리 나라의 행정 구

역과 비슷한 도 단위의 도당 학교(écoles fédérales)를 통해 당원 교육을

실시하고, 전국 단위의 중앙학교(ecoles centrales)를 운영하기도 했고, 체

계적인 운영을 위해 신규당원, 당 지도자 등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있다.

2) 국제의회연맹(IPU) 2014. Youth participation in national pariliaments

3) 중앙선관위 선거과(2012). 정당의 당원대상 교육・연수 실태. 2012-4 해외통신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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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정당은 사회적 관심사가 되는 주제들에 대한 강연회와 토론회

같은 행사를 주로 열어서, 자연스러운 교육 훈련을 주로 한다고 한다.

또, 당의 입장을 밝힌 기고문에 대해 이메일 소식지를 수신을 허락한 시

민과 당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형태도 병행하고 있다. 영국・프

랑스와는 다른 형태의 교육훈련인데, 이는 독일 나치 치하의 정치적 경

험 때문이라는 의견이 상당히 유력하다. 국가에서는 시민의식 교육을 위

해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한다. 그런데, 표면적일 뿐 관련 교육은 주로 당

에 소속된 재단을 통해 실제 집행된다. 한스자이델(Hanns Seidel) 재단

은 연간 1만명 이상의 직장에서 유급휴가로 인정받는 교육을 받는데, 이

재단은 기독교사회당 소속 재단이다. 기독교민주당은 콘라드 아데나워

(Konrad Adenauer) 재단, 사회민주당은 프리드리히 에베르트(Friedrich

Ebert) 재단을 통해 연방의회 예산을 지원 받아 시민교육을 펼친다. 덧

붙여, 개인 재단 등도 활발히 시민교육을 한다. 빌리브란트(Willy

Brandt) 재단, 슈미트(Schmidt) 재단, 비스마르크(Bismarck) 재단 등은

연방하원의 예산을 받아 시민교육을 하고 있다. 더욱이, 연방정치교육원,

주정치교육원, 노조, 시민단체 등이 주도하는 민주시민정치교육을 감안하

면, 독일은 형태는 다르지만, 국가와 정당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교육훈

련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4)

서유럽에 이어, 요즘 대한민국 정계와 학계에서 복지 제도를 포함해 수

평적이고 민주적인 정치체제로써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가들은 어

떤가? 스웨덴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표적 정당중 하나인 사민당은 온라

인・오프라인 교육은 물론이고, 이념교육・현안교육・토론교육・조직행

동가 교육・세미나・600지도자라는 리더십 교육 등이 중앙-주-지자체

수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웨덴 역시 젊은 정

치인이 등장했는데, 2018년 현재까지 13년 동안 당을 이끌고 있고, 2005

년에 극우 정당인 스웨덴민주당의 당대표가 된 26살의 젊은 정치인 임미

오케손(Jimmie Åkesson)이 있으며, 2003년 보수당 당수에 오를 당시 38

살이었던 라인펠트(Fredrik Reinfeldt)도 있다.

4) 강기정(2017). 백마타고 오는 지도자는 없다. 광주일보. 2017.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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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미국은 정당이 느슨한 조직형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당원을 교육

시키기 위한 교육・연수 운영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당원들은

자발적으로 정치 교육을 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물론 정당에서 청년 모

임, 여성 모임, 히스패닉계 모임 등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는 하지만, 선

거를 앞두고 캠페인 형식의 교육이 주로 이루어진다. 익히 알려졌다시피,

미국의 하원의원 같은 경우 젊은 지도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지만, 상원

의원, 당의 차기 유력 대선주자와 대통령은 그다지 젊지 않다.

정치체제, 정치체계, 정치역사 등이 상이한 유럽과 미국은 상이점은 대통

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차이만큼이나 크다. 그러나, 어떤 형태든 정당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은 같다. 그리고, 유럽은 그러한 정당의 교육을 통해

젊은 지도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 다르다.

새로운 젊은 지도자의 출현이 드문 우리나라의 정당 교육훈련은 어느 쪽에

가까울까? 유럽형일까? 미국형일까? 새로운 인물은 처음부터 백마를 타고 오

지 않는다. 말을 탈 수 있는 체력과 훈련 없이 말을 탈 수 조차 없을 것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정계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여기서는 교육훈련의 측면을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질문은 여기서 시작된다. 대한민국 정당 교육 훈련은 어

떻게 시행되고 있기에 유럽 등 선진 정당의 정치 지도자 충원과 다르게,

정치지도자가 당내에서 육성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

은 것이다. 정치에 뜻을 품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를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대한민국의 정당 교육훈련은 구현되고 있는

가? 구현되고 있다면 어떤 모습인가? 만약, 정당별로 차이가 있다면 왜

그런가?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러한 차이가 긍정적인 방향, 그러니까 새로

운 지도자를 양성하고 인재를 충원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면, 어떤 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새로운 지도자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

는다.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영어의 몸이 되거나, 살해당했으며, 타국

에서 고독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 정당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도, 국민

의 지역 대표인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는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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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이 새로운 정치지도자의 탄생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앞선 외국 정치 지도자들의 등장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지도자도

당내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하나의 정치 인재로서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정당의 교육훈련의 구현 형태, 그리고 제 정당의 비교 분

석을 통해서 획득된 교육훈련의 개선 방향에 대한 변수를 발견할 수 있

다면,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 양성을 위한 통로 하나가 구축되는 셈이라

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의 시사점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교육훈련 일반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정당 교육훈련에 대한 연구를 분석해 보면, 정당의 교육훈련에 대한 정

의는 민주시민교육과 혼재되는 경우도 있고, 정당의 교육훈련에 대한 일

반 이론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없다.

때로는, 정치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국가별로 다르게 정의된 것이 부분적

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련 정당 교육훈련에 대한

연구에 앞서, 교육훈련에 대한 일반 이론 등을 살펴보고, 정당 교육훈련

에 대한 연구를 위해 정당 교육훈련을 정의하고 각 정당에 대해 비교하

는 방법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1. 인적자본이론

김민정, 남정현, 홍준의(2018)은 인적자본이론에 대해, 교육훈련의 필요

성, 성과에 대한 이론적 틀이라고 하면서, ‘인적자본’이 주로 노동경제학

5) 리 얼 미 터 . ‘2018년  국 가 사 회 기 관  신 뢰 도  조 사 ’ 참 고 (18 .10 .31  tbs의 뢰 )



- 7 -

에서 사용되었다는 점을 말했으며, 인적 자본(human capital)과 물적 자

본(physical capital)은 구별되고, 근로자의 경험을 통해 체화된 근로자의

지식, 기술숙련도, 교육수준, 직업훈련정도, 건강 등 노동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생산요소를 의미한다(김민경, 2012)고 했다.

또한 Snell과 Dean(1992)은 일반적 HRM(Human Resource Mannagement)

을 통해서 조직원이 보유한 기업에 경제적 도움을 주는 관련 기술, 경험,

지식을 인적자본 선발 및 교육훈련, 보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또, 인적자본이론에 대해, 박청훈(2017)은 교육훈련을 통해 인적자본의

투자와 축적이 이루어지고, 이것은 선순환이 되어, 노동의 질을 제고하

면서 결론적으로 생산성이 증대된다고 했다.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은 인사제도⇒인적자본의 형성,발전 ⇒

조직의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배종석(2012)은 인적자본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채용, 훈련, 개발이라는 인사제도의 실행을 강조했다.

종합하면, 인적자본이론을 교육훈련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인적

자본의 형성,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훈련으로 조직원의 능력을 향상시켜,

조직의 성과를 달성한다는 흐름이 만들어 진다고 볼 것이다.(양혁승,2002)

2. 교육훈련과 교육훈련 전이 이론

교육훈련에 대해 Nadler(1989)는 특정한 다른 분야로 현재와는 다른 직무

또는 같은 분야라도 조직구성원의 총체적인 능력을 현재수준보다 증진시키

는 것을 교육으로, 훈련은 시간적으로는 교육보다 앞서는, 바로 해야 할 직

무 혹은 맡고 있는 직무 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제반활동이라고 정의했다.

Gomez-Mejia, Balkin,Cardy(1995)는 조직구성원들이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는 것으로, 교육과 훈련, 그리고 개발을 내재한다고 보았다.

Beach(1980)는 조직의 경영성과나 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이 정한 목적

및 목표성취를 위해 관련된 직무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학습과정이라고 했다.

Cascio & Award(1981)는 조직이 요구하는 직무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에 대

해서 개인이 부응하여 조직이 원하는 성과를 내려고 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Noe(1986)는 교육훈련이란, 조직구성원의 지식, 기술, 태도 등의 영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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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위한 학습 경험이라고 기술했고, Knowles(1996)은 기업의 조직구성

원들이 기업과 관련된 지식, 기술을 습득하고 원활하게 직무를 할 수 있도

록 촉진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이기섭, 조은정, 조용현(2008)은 교육훈련은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직무 관련 지식과 이론의 학습 또는 직무 교육훈련으로 정의했다.

이상 전개된 교육훈련에 대한 공통점을 추려보면, 조직구성원에 대하여,

직무에 관련되어 직무 능력의 향상을 위한 이론과 지식의 학습을 교육훈련

이라고 볼 수 있다.

학 자 명 교육훈련 정의

Nadler(1989)
해야 할 직무 혹은 맡고 있는 직무 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제반활동

Gomez-Mejia

등(1995)

조직구성원들이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는 것

Beach(1980)

조직의 경영성과나 조직의 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이 정한 목적 및 목표성취를 위해 관련 직무

지식과 기능을 학습과정으로 습득하려고 하는 것

Cascio &

Award(1981)

조직이 요구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에 대해서

개인이 부응하여 조직이 원하는 성과를 내려고

하는 과정

Noe(1986)
조직구성원이 지식,기술,태도 등의 영구적인 변화를

위한 학습 경험

Knowles(1996)
조직구성원들이 조직과 관련된 지식, 기술을 습득하고

원활하게 직무를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

이기섭 등(2008)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직무 관련 지식과 이론의

학습 또는 직무 교육・훈련

<표 1 - 주요 학자별 교육훈련 정의>

그렇다면, 교육훈련은 왜 필요한가? 관련 황병수(1987)는 교육훈련의

중요성에 대해 네 가지로 요약하는데, 첫째로, 생산성 향상을 꼽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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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산의 인적요소인 사람의 능력과 동기를 통해 생산성 향상이 결정

된다고 본다. 두 번째로는, 조직 구성원의 성장욕구 충족을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조직 구성원은 직무로 만족과 보람을 찾기 때문이다. 세 번째

로, 변화에 대한 예측과 정보 활용 면에서 구성원의 능력이 요구되기 때

문이다. 네 번째 사항은, 조직 문화의 측면이다. 구성원들의 공유된 가치

관이 문화라고 한다면, 관련 행동·태도·가치관의 정립을 위한 계획적 변

화 작업을 교육훈련으로 이루게 된다.

Denison(1990)과 같은 학자는 1900년대 중반 미국 사회에서 교육이 국

민소득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를 측정했는데, 약 23% 정도는 교육이 국

민소득 성장률에 기여한다고 보았으며-비슷한 연구로 Schultz 역시 교육

투자를 통해 국민소득이 실질적으로 21% 증가했다고 보고-, 박은태

(2011)는 조직의 내외적 다양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교육이라

고 주장했으며, 조직에 대한 애정과 동기 부여는 당연히 조직에 긍정적

인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개인에게도 잠재 역량, 창의적 능력까지 개발

시키고 축적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교육을 강조했다.

또한, 인적자원개발의 측면에서 교육훈련을 바라본 김민영, 이효주, 유

정모, 박성민(2018) 연구에서는 교육훈련의 효과에 대해, 개인의 역량 강

화와 지식 및 기술 개발을 통해 인적자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며, 조

직에 새로운 성장 등력을 창출하여 성과를 극대화시킨다고 보았다.6)

P.F. Drucker(1956)는 “교육훈련이 오늘 뿐만 아니라, 미래 경영 능력을

구비시키는 위한 목적이 있다”고도 했다.7)

다음으로, 교육훈련 전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결국 교육훈련의 목

적은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를 향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교

육훈련은 실제 업무에 적용되어서, 실제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Bladwine & Ford (1988)는 특별히 이러한 과정을 교육훈련

전이라고 지칭했다. 또한, 전이에 대한 조건 두 가지를 설명했는데, 학습

6) 박성민, 김민영, 이효주, 유정모(2018). 교육훈련이 개인 및 조직 차원의 전이효과 기

대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신임관리자 교육훈련 사례를 중심으

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7(1), 103-139.

7) 엄혜진(2016). 공기업 인적자본비용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공기업정책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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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들이 반드시 직무에 일반화되어야 한다는 일반화, 학습된 지식과

기술들은 일정기간 직무에서 지속적으로 작용되어 실제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유지로 나눌 수 있다.

Goldstein은 교육훈련 전이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내용, 학습원리, 절차,

교육생 성격, 교육생의 학습동기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Robinson(1989)은 교육생이 훈련과정 중에 학습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현업에 적용하는 것이 전이라고 보았다. 조직은 조직원이 직무 관련

실무 기능을 훈련과정을 통해 학습해서 직무에 적합한 업무 수행과 태도

로 임해, 결과적으로는 직무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다.

앞서 교육훈련 전이에 대한 연구는 교육훈련 전이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정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교육훈련 전이가 제대

로 작동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조직이 당초 목적했던 조직의 성과나 효율

성 등의 향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 Baldwin & Holton(2003)은 다수의 조직들의

학습자가 교육훈련에서 습득한 것들을 실제로 업무에는 10% 정도 밖에

활용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관련 Baldwin & Ford(1988), Burke(2001) 역

시 교육훈련 전이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교육훈련 전이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현재

까지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서 교육훈련 전이의 불완전성의 원인으로 파

악하고 있는 것은 결국 학습자의 동기와 업무환경이다.(Chiaburu,2005;

Chiaburu & Lindsay,2008; Colquitt, Lepine & Noe, 2000; Mathieu &

Martineau, 1997; Quinones, 1997; Tracey, Hinkin, Tannenbaum &

Mathieu,2001, 공민영,2008; 길대환, 김진모, 이진화, 2006; 김진모, 1997;

박영용, 2006; 이도형, 1996; 최홍주, 2008; Baldwin, Ford, 1988; Holton,

1998; Noe & Schmitt, 1986)8)

특히, 동기는 교육훈련 뿐만 아니라, 교육훈련전이 수준을 예측할 수 있

는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결국, 효과적인 교육훈련은 학습자들이

직무 관련 지식과 기술을 실제로 업무에 적용하려는 동기가 함께 조응할

8) 이유진(2010). 대기업 직무교육훈련 참여자의 교육훈련전이와 전이동기 및 업무환경의 

관계.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농산업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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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교육훈련의 내용 또한 실제로 높은 업무성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도 많았다. Ford 와 Wroten(1984)는 교육훈련 내용

에 대한 내용타당도 분석을 통해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직무관련성’을

평가해 이를 다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재설계할 때 활용하게 되면 학습

자들의 동기부여 수준이 높아져 학습 성과가 높아진다고 했다.

이어서, Baldwin 과 Ford(1988)는 교육훈련 내용의 업무관련성이 교육

훈련전이에 주는 영향이 유의하다고 밝히며, 교육훈련의 내용에 따라 학

습 등에 영향을 끼치고, 다시 학습이 전이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며, 교

육훈련 내용과 전이 간의 학습량 매개역할에 대해 주장했다.

Traver, Bennet, Alliger 등(1997)은 학습자가 교육훈련 내용이 실용적이라고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교육훈련 내용의 현장 활용 노력이 증가한다고 보았다.

교육훈련은 교육훈련강사의 능력에 따라 교육훈련 전이가 이루어질 가

능성이 크다. 허성철(2009)은 강사의 교육능력에 따른 교육만족도와 직

무만족도의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견했다. 정영우(2011)도 교육훈련 전이

에 있어, 강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원효진(2013)은 e-learning 수

업에서도 교수설계 요인에 따라 학습자의 학습전이와 만족도에 영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김진모,곽재덕,이유진(2010)은 기업교육훈련

전이 촉진을 위한 모형 설계 연구에서 프로그램 운영 단계에서 교육훈련

내용을 적절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교육훈련 전이의 관련 변

인을 교육훈련 담당자 및 교수자 요인 등으로 유형화 했다.

또한 조로문(2013)은 교수능력이 학습전이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했다. 김종갑,안동현,박영만(2014)은 경찰관의 교육훈련과

교육훈련 전이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에서도 교수능력에 따라

직무활용도, 문제해결성 등의 학습전이의 효과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전이효과를 높이기 위한 요인으로 한가지 더 살펴볼 것은 교육훈련 방

법이다. 관련 Cambell(1988)은 교육훈련 실시시 교육훈련 방법과 매체선

택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교육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황병수(1991)은 교육방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학습내용,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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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학습자와 교수에 맞게 결정되어야 하며, 학습자가 소속된 조직은

물론, 문화에도 적합해야 한다고 보았다.

학 자 명 교육훈련전이 향상방안

Ford 등(1984)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직무관련성을 평가해

교육프로그램 재설계시 활용

Baldwin 등(1988) 교육훈련 내용의 업무연관성을 향상시킴

Traver 등(1997) 학습자가 교육훈련 내용을 실용적이라고 인식

허성철(2009)
강사의 교수 능력에 따른 교육만족도와

직무만족도 향상

정영우(2011) 교육훈련 전이에 있어 강사 역할의 중요성 강조

김진모 등(2010)
프로그램 운영 단계에서 교육훈련 내용의 적절한

취급 필요

조로문(2013) 교수능력이 학습전이에 유의한 정의 영향 확인

Cambell(1988) 교육훈련 관련 교육훈련 방법과 매체선택이 중요

황병수(1991) 교육방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학습내용 등 중요

< 표 1.1 : 학자별 교육훈련전이 향상방안 >

3. 정당 교육훈련 선행연구 검토 및 정의

관련 기존 연구들은 먼저 한국 정당연구소의 정치교육 기능에 대한 연

구(2012)를 들 수 있는데, 저자인 서현진은 연구에서 정당연구소의 정치

교육 기능을 중심으로 정당의 정치 교육 활동을 분석했다. 서현진(2012)

의 연구는 정당의 정당연구소를 중립적인 민주시민 교육기관의 역할론에

대한 시각으로 정당의 정치연구소 교육훈련을 분석했기 때문에, 정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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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 양성을 위한 본 연구와는 다른 접근법을 가진 연구로, 대상도 정당

이 아닌 정당연구소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윤종빈(2012)의 한국의 당원교육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

구에서도 정당정치의 위기론의 관점에서 정당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당 교육훈련에 있어서 실시 횟수 등을 분석하고,

당헌을 비교하기도 하는 등의 시도가 있었지만, 본 연구의 정치 지도자

양성을 위한 통로로서의 당원 교육 프로그램 등 실제적 교육 내용에 대

한 조사 및 연구는 없었고, 당원 교육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요소 등에

대한 제언을 덧붙였던 연구였다.

정정식(2011)은 한국 당원의 정당 활동과 인식에 대한 연구에서 부분적

으로 정당의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정정식(2011)의 연구에서 정당의 민주시민교육 제도화에 대한 논의는

김영태(2006)의 민주시민교육으로서 당원교육의 중요성과 전략을 통해

보완되어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외, 독일의 정당 재단의 정치 교육훈련에 대한 연구로 임종헌(2013),

Eckhard Ruminski(2012), 신두철(2011)이 있다. 또한, 한규선(2013)은

영국의 시민정치교육을 연구했다.

한편, 신두철(2011)은 정치적 리더십과 민주시민교육 : 독일수상 앙겔라

메르켈 사례연구에서 앙겔라 메르켈의 등장 원인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경

험의 축적을 들었으며, 이를 위한 정치지도자 리더십 프로그램의 개발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정치적 리더십은 다른 정치 세

력과의 균형관계의 복잡한 상관관계에서 발휘되며 이는 민주시민교육의

리더십 프로그램의 구성 단계에서부터 권력관계, 정치집단, 정치과정에 대

한 이해와 경험을 일찍부터 쌓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9)

이상 전개된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정의에 대한 공통점을 추려보면,

조직구성원에 대하여, 직무에 관련되어 직무 능력의 향상을 위한 이론과

지식의 학습을 교육훈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정당의 교육훈련에 대입해 보면, 정당의 교육훈련이란 당원에 대

9) 신두철(2011). 정치적리더십과민주시민교육. 인문사회과학연구. 2011. Vol.33. pp.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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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정치에 관해, 정치 관련 능력의 향상을 위한 이론과 지식의 학습이

라고 볼 수 있다. 정치에 관한 것은 기본적으로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

과 사회 현안을 바라보는 프레임 등에 관한 것이 주된 것으로 보이며,

정치 관련 능력이란 정당의 기본적인 목적이 권력에 대한 쟁취라고 본다

면, 선거에 관련된 기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선거법, 연설, 토론의 방법 등과 같은 설득과 지지

를 위한 능력과 조직화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나가서 결국에는 권

력을 쟁취하는 정치 현실적 능력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정치에 관해, 정치

능력 향상을 위한 이론과 지식의 학습이 바로 정당의 교육 훈련이다.

4. 비교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비교연구의 사회적연구방법론을 분석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교

차사례분석의 유형으로는 크게 최대유사체계 분석안과 최대상이체계 분석안

으로 나뉘는데, 최대유사체계 분석안은 가능한 여러 측면에서 유사한 사례를

적정한 비교사례로 두고, 체계간 상이성을 설명변인으로 상정하는 것이다.

상정된 독립변인 중에서 사례 사이의 유사성은 고정적인 조건(즉, 상수)

으로 통제되는 가운데, 사례간 상이성과 연구대상현상의 변화양상(종속변

인)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적해 통칙을 만들게 되며 이때 통제된 유사성은

통칙의 성립선행조건으로 간주된다.10)

한편, 최대상이체계 분석안은 비교사례 자체의 속성이 그 속에서 발생

하는 현상의 생성과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잠정적 가정 하

에, 불필요한 체계변인들을 배제한다는 논리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연

구대상현상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을 선정된 비교사례 자체의 수준보다 낮

은 수준에서 상정한다.11)

최대상이체계 분석안은 공통적인 모습을 띠는 현상들은 모두 공통적인 원인을

갖고 있다는 논리적 추론을 하게 되며 이는 통상적으로 일치법이라 부른다.

10)11) 김웅진,김지희(2000). 비교사회연구방법론.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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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분석의 틀

제 1 절 비교분석의 틀 및 분석의 대상과 연구방법론

1. 비교분석의 틀

본 연구에서는 2016년 대한민국 정당에 있어 교육훈련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하고자 한다.

관련 서두에서 논의되었다시피, 연구의 주된 목적은 대한민국 정당이 교

육훈련의 정의에 입각한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러한 원인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더 나아

가, 그런 원인을 바탕으로 처방에 이를 수 있다면 그것도 큰 의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비교정책연구는 Almond와 Powell(1978)에 따르면 정책의

추진배경(Why), 추진내용과 방식(how), 추진결과(Output or outcome)으

로 분석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를 변경해 교육훈련의 추진배경,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조직과 조직이 운용의 근거로 삼는 제도, 정당 교육훈

련 성과 등으로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대한민국의 제 정당은 모두 당헌과 당규라는 조직의 운용 룰을 보유하

고 있으며, 정당법에 따라 정당의 실제 행정을 담당하는 사무처라는 조

직, 그리고 각종 정당의 결정을 책임지는 각종 위원회와 선출직・임명직

당직자등의 행위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요소들이 정당의 교육훈련의 실시 형태 등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

으로 볼 수 있으며, 제 정당의 교육훈련이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면, 결국 정당

의 조직・제도적인 차이점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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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조직・제도적인 비교를 더하면 차이법과 일치법에 근거,

어떤 조직・제도적 요소들이 교육훈련에 영향을 주었는지 알 수 있고,

정당별로 처방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교육훈련 비교 분석틀

교육훈련의 추진배경 분석

➡ 정당 교육훈련 성과교육훈련 관련 조직・행위자

(당원 일반 조직,

관련 사무처, 위원회 등) 분석

교육훈련 관련 제도

(당헌・당규)

<그림 1> 연구 분석의 틀

2. 분석의 대상과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제 정당의 교육훈련을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상기 분석틀에

따라 교육훈련의 추진배경,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조직과 조직이 운용의

근거로 삼는 제도, 교육훈련의 실제 형태에 대해 비교분석하겠다.

먼저 교육훈련의 추진배경은 각 정당이 당헌과 당규에 의해서 규정한

교육훈련과 청년교육의 목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교육훈련의 대상으로서 당원 조직 등은 당의 인적 규모를 가늠하

는 요소들인 시・도당의 수, 당원 수, 시・도당 평균 당원수, 당비를 납부

하는 당원수와 실제적으로 관련 교육훈련을 시행하는 유급사무직원 수로

볼 수 있으며,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조직은 시・도 교육훈련 관련 조직과

당직자 교육훈련의 경우 관련 사무처 조직과 위원회 조직 등 실제 교육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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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을 담당하는 조직에 대한 것이다. 청년교육훈련의 경우 일반청년을 대

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청년들의 정당에 대한 관심 즉, 정당 지

지율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며, 조직적으로는 청년교육훈련을 실제 시행하

는 조직과 지원 조직으로 볼 수 있는 당내 청년 조직의 현황도 조사한다.

한편, 제도적으로는 당헌과 당규에 교육의무조항의 유무, 정치지도자에

대한 양성 조항의 여부, 중앙당 연수조직 조항의 유무, 교육훈련을 받게

될 경우의 인센티브 등에 대한 내용, 교육 내용의 규정화 여부를 대상으

로 한다. 청년교육훈련과 관련된 것은 당내・당외로 구분되는데 우선 당

내에서는 교육훈련 이수 후 활동할 수 있는 당내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

는지, 당외로는 청년들이 현실정치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각 정당의 정당교육훈련 성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실제

교육훈련이 시․도별 교육훈련과 당직자 교육훈련, 청년 교육훈련으로 각

각 어떻게 실제화 되었는지 분석한다. 실시 횟수는 객관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총량적인 분석과 함께 시․도별 세부 분석도 함께 할 것

이다. 구체적으로는 시・도당과 당직자 교육훈련의 실제 실시 횟수와 구체

적인 실시 형태 등이다.

또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는 정당의 교육 프로그램을 범주화

한 선거・전략, 정당이론, 현안, 당직자특강, 기타 등으로 나누어 비교해 본다.

연구방법론적으로는 비교분석을 하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비교분석방법

중 일치법과 차이법에 의해서 분석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교육훈련 실시

에 있어 차이가 발생한 경우 조직 제도적인 비교를 통해 유사한 부분은

배제하고 차이를 나타내는 항목이 주요 원인이라고 가정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하게 될 것이다.

자료는 제 정당의 기본적인 조직 비교 분석을 위해서, 2017년 중앙선관위가

발간한 정당 개황과 회계보고를 기본적으로 참고하고, 정당내 세부 조직과 제

도 비교를 위해, 2016년도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당헌 당

규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2016년도 정당의 교육훈련 실시 상황에 대해서는 제정당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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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정 당 교육훈련 형태

영국

노동당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병행

◦다양한 커리큘럼

자유민주당
◦오프라인 방식(당사)

◦다양한 커리큘럼

프랑스 공산당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병행

◦신규 당원 연수

◦지도자 연수

◦여름대학

◦다양한 강연회 및 토론회

교육훈련 자료와 인터넷 검색을 통한 기사 등으로 분석할 예정이며, 청

년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정당의 자료를 중심으로 관련 기사

등을 발췌해 사용한다.

본 연구의 비교분석에 있어서의 기본 논리는 조직과 제도적인 차이점이

교육훈련 양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며, 조직과 제도의 유사

성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이 결과를 가져온 주요 원인이라

는 점으로 볼 수 있겠다.

제 4 장 교육훈련 비교

제 1 절 유럽과 미주 정당의 교육 훈련

앞서 살펴본 본대로, 정당 교육훈련이 활발한 곳은 유럽이다. 그런데,

유럽, 미주 등의 정당 교육훈련을 살펴본 결과, 정당 교육훈련의 양태 역

시 국가별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상이한 정당 교육훈련의

양태는 국가별로 정당의 형성 과정에 따른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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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분권화된 상설대학

◦연합 지도자 상설대학

◦여름대학

◦다양한 강연회 및 토론회

스웨덴

사민당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병행

◦다양한 내용의 워크샵, 세미나

◦리더십 교육 등

온건당
◦다양한 정치캠페인 및 당원교육

◦중앙과 지역 차원의 다양한 토론회

노르웨이 노동당 등

◦기본적으로 모든 정당,청년교육 실시

◦우토야 섬의 여름 캠프

◦학생당원의 학교 방문 정치 토론 등

캐나다
보수당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병행

◦청년 당원 인턴십 프로그램

◦정책 관련 워크샵

자유당 ◦자유주의자 프로그램(조직·자금 관리)

호주
노동당

◦선거운동 집중교육 프로그램 및 1일

집중 교육

◦지구당 임원 교육

◦지방 총회

자유당 ◦지구당 차원의 교육

<표 1.2 – 유럽, 캐나다, 호주 등 국가별 정당 교육훈련 형태>12)

먼저, 영국의 경우에는 노동당이 트레이닝 아카데미(Training

Academy)를 하고 있는데, 앞서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유민주당의 컨퍼런스 트레

이닝 프로그램은 당사에서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영국 노동당의 온라인 트레이닝 아카데미 커리큘럼은 캔버싱

(canvassing)13), 당원 멤버십과 능력 개발, 모금, 노동당 입문, 브랜드,

12) 중앙선관위 선거과(2012). 정당의 당원대상 교육・연수 실태. 2012-4 해외통신원 보고서

13) 후보자와 당원, 자원봉사자 등이 선거구 내 유권자들의 자택을 방문해 직접 만나는 

선거 방식



- 20 -

메시지, 선거용 홍보자료 인쇄 프로그램, 인상적인 이미지 창출과 전달, 이

벤트와 방문, 멋진 광고문구 작성, 야당 입장에서 캠페인, 녹색당과 소수

정당을 깨는 법 등이다. 오프라인 커리큘럼의 경우에는 조직 활동, 캔버싱

과 모금, 경선참여와 노동당과 지도부 입문 등으로 평소 지역에서의 활동,

그리고 여당의 국정 운영, 선거 관련 교육훈련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편, 영국 자유민주당의 경우에는 주로 선거운동과 관련된 부분에 초

점이 맞춰져 있었다. 선거에이전트 소개, 지역선거에서 소셜 미디어 지역

에서 선거 캠페인, 경선에서의 기획, 선거법, 집회 연설법 등이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공산당과 사회당의 교육훈련을 살펴보면, 프랑스

공산당의 경우에는 1920년 창당 무렵부터 당의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 기초학교와 도 단위의 도당 학교로 당원 교육

을 실시했고, 전국 단위의 중앙학교는 당 지도부를 위한 집중 교육과정

을 운영하기도 했다.

공산당의 당원 교육 훈련 프로그램은 크게 신규 당원을 위한 ‘기본연

수’ 그리고 당 지도자에 대한 ‘지도자 연수’ 그리고 ‘여름대학’으로 나뉠

수 있으며, 이 밖에 중앙당 등 차원에서 강연과 토론회가 수시 개최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온라인 교육도 병행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교육 훈련 프로그

램에서 활용된 각종 자료와 동영상 등이 업로드 된다. 아울러, 참고할 수

있는 서적도 적시해 놓았다. 그리고, 학술지도 발행하고 2009년에는 연구

모임도 신설했다.

기본교육은 신규 당원에 관한 것으로 지방 조직 차원에서 20∼30명이

당원 등의 참여 하에 월 1∼2회 치러진다고 한다. 지도자 교육은 당의

주요 당직자를 위한 교육 과정으로 연 1회 개최 원칙이며 거의 일주일간

치러진다. 참가자 연령은 평균 38세였다. 2012년 지도자 연수 과정에는

33명의 당원이 참석했다고 한다.

여름대학은 매년 여름에 개최되는 교육 훈련인데, 2011년에는 600명

이상이 참석했다. 이때는 당 지도부와 당원, 시민단체 회원 등이 함께 하

며, 컨퍼런스와 토론회, 강연 등이 2박 3일간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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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회당의 경우에는 청년사회주의운동가와 공동 주최하는 연합

지도자 상설대학을 통해 1년 동안 4회에 걸쳐서 교육 훈련을 벌인다. 매

회 마다 2박 3일 동안 진행된다. 이때는 주로 당 지도자들이 참석한다고

한다. 한편 앞서 상설대학을 당원 차원으로 확대한 분권화된 상설대학은

30∼100명의 당원이 참석하며, 프로그램은 유사하다.

그리고, 매년 8월에 청년사회주의운동과 여름대학을 주최한다. 2011년

에는 프랑수아 올랑드(Francois Hollande), 리오넬 조스팽(Lionel Jospin)

등 유명 정치인과 사회당 전·현직 당직자 등이 5,000명의 당원과 2박 3

일 동안 주제별로 연구모임, 강의, 토론회, 컨퍼런스, 영화 상영 등 다양

한 교육 프로그램을 소화했다.

북유럽 국가 중 대표적인 대중 정치 국가인 스웨덴은 ‘학습동아리 민주

주의’라 일컬어 질 만큼 스터디 그룹별 시민 교육이 활발하다. 사민당은

ABF와 함께 시민교육을 펼치고 있으며, 9만여 스터디 서클에서 75만 여

명이 참석하고 있다고 한다. 노동운동의 가치, 민주주의, 다양성, 정의, 평

등 등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하되, 최근에는 시민이 원하는 교육

을 제공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스웨덴 ABF(1912,이하 설립연도)는 주로 노동자 교육, Medborgarskolan(1940)

은 보수적 가치 개혁 운동을, SV(1967)는 농민당, 국민당의 정치운동, Bilda(1947)

는 탈 국가종교를 통한 자유교회운동 등을 주로 하고 있으며, 이슬람운동

을 포함한 9개 학습서클 연합단체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

스웨덴은 정당과 독립되어 있지만 업무적으로는 제휴된 시민교육을 통

해 정당의 교육훈련의 기본적 토대를 만들고 있으며, 이에 더해 각 제

정당이 청년위원회를 통해서 당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치 교육을 통해 당

원들의 교육 훈련을 담당하고 있었다. 수사법, 토론법, 연설법, 정책 토론

법, 정책 입안 등 프로그램도 다양하다.14)

2015년 이코노미스트 정보분석기구가 민주주의 지수가 가장 높은 나

라로 선정한 노르웨이 역시 시민교육을 바탕으로 정치 참여가 이루어진

다. 기본적으로, 노르웨이의 모든 정당은 청년교육을 통해서 청소년 정치

14) 최연혁(2012). 오피니언 ‘청년 정치인 길러내는 스웨덴 정당정치’. 조선일보.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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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문화를 확산시킨다. 2011년 우토야 섬의 테러 등의 사건이 있었지

만, 정당은 청년들에게 각종 여름 캠프를 통해 놀이,토론,워크샵으로 자

연스럽게 정치를 체험하게 해서 정치 지도자의 희망 혹은 유권자로서의

덕목을 갖추게 한다. 각 당의 학생당원은 노르웨이의 많은 학교를 방문

해서 정치적 의견도 피력하면서, 정치 토론도 펼친다.15)

미주의 경우는 어떤가? 중앙선관위가 발간한 해외통신원 보고서(2012)에

따르면, 캐나다의 보수당은 매년 인턴쉽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에 재학 중

인 젊은 보수당원 중 일정 인원을 선발해, 국회의원 또는 각료의 사무실에

배치해서 정치와 국회 활동 전반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한다고 한다.

여름방학 기간 4개월 동안 일주일에 40시간씩 일하도록 되어있다.

또, 인턴은 주말과 주중 저녁시간에 정치인 등 주요 인사들의 강연도 듣

고 워크샵과 그룹 프로젝트에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그리고, 보수당은 산

발적이기는 하지만, 전당대회 중 보수당원 대상 정책 관련 워크숍도 연다.

보수당의 매닝 민주주의센터는 비영리 기관으로써 매년 연대회의라는

것을 통해, 보수당원들의 네트워킹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실용 정치

학교라는 보수 지도자 양성 과정이 있다. 커리큘럼은 학생운동, 조직의

설립과 운영, 정치기금 모금, 선거운동의 실제, 사회와 경제 등이다.

한편, 캐나다 자유당은 주로 선거운동원들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 주

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자유주의자’라는 프로그램은 당원 관리, 기부

금 모금, 선거운동 조직, 유권자에 유선 통화 등을 하는 법을 가르친다.

오세아니아의 호주는 노동당이 선거 전에 공식적인 대규모 교육을 개

최하며, 세부적인 교육은 주 지구당에서 실시된다. 10주간의 선거운동 집

중교육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저녁에 당내 활동가 대상으로 운영된다.

1일짜리 선거운동 교육 세미나는 교육인원이 수천명에 달할 정도로 참여

율이 높다고 한다. 또한 지구당의 총무 및 당회장을 위한 지구당 임원

교육과 지방총회도 실시한다. 지구당 임원 교육에서는 새로운 당규를 설

명하고, 당 개선사항을 논의한다. 그리고 지방총회에서는 전략 및 테마

개발, 메시지 전달 및 효율적 비용 운영, 미디어 이용법, 공천 받는 방법

15) 이헌근. (2016). 노르웨이 시민교육, 정치참여 그리고 민주주의.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9(2), 11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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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로 다룬다고 한다.

호주 자유당은 전국 수준 행사가 없고, 주로 지구당 차원에서 행사를

연다. 예를 들어 호주의 빅토리아주의 교육 훈련을 보면, 의원직 희망자

에 대해 후보자 준비를 할 수 있는 간단한 과정이 실시되었다.

이상, 간단하게 유럽과 미주, 오세아니아 정당들의 교육훈련의 양태를

살펴보았는데, 특이한 점이 있다면,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이념적으로는

사회주의적이며, 사회의 개혁을 원하는 정당이 교육훈련의 빈도와 프로

그램의 정치 교육적 적합도가 높다는 점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점 외에도 단순한 선거 관련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이

념에 대해 공부하기도 하고, 학습 동아리 같은 것도 활성화되어 자발적

으로 학습한다. 또한, 청년들에 대한 교육 역시 상당히 조직적이고 체계

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청년위원회 조직이 따

로 있는 정당들이 대다수이고, 그러한 청년 조직에서 각종 토론과 교육

을 함께 하며, 정치적 교육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서 살펴본 젊은 유럽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정당의 청년위원회 또는

유사한 정당 조직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은 이 같은 정치적 교육훈련의 유

용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벨기에의 샤를 미셸(Charles Michel) 총리

(취임 당시 39세·이하 같음)는 16세에 자유당에, 리오 버라드커(Leo

Varadkar) 아일랜드 총리(38)는 17세에 중도 보수인 피네게일당에, 쿠르

츠(Sebastian Kurz) 오스트리아 총리(31)는 19세에 보수 국민당으로, 저

신다 아던(Jacinda Ardern) 뉴질랜드 총리(37)는 19세에 진보 노동당에

가입해 정치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프랑스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 (39) 역시 고교생 시절에 보수 정당과 관련된 시민단체에 가입되

어 있었고, 24세에 진보 사회당에 입당해서 활동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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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교육훈련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당의 교육훈련은 어떤가? 대한민국 정당도 이념적

으로는 사회주의적이며, 사회의 개혁을 바라는 정당이 교육훈련을 체계적

이며 조직적으로 시행할까? 그리고, 청년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을까?

정당의 교육훈련에 대해 비교 분석하기 전에, 우선 살펴봐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당의 기본적인 조직 현황이다. 비교할 대상의 유사점에 대한

연구의 시발점이 되는 셈이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시・도당 수 17개 17개 17개 15개

당원 수 2,991,365명 2,706,938명 182,299명 37,752명

시・도당 평균 175,963명 159,173명 10,723명 2,517명

당비

납부 당원

329,952명

(11%)

287,114명

(10.6%)

26,440명

(14.5%)

25,884명

(68.5%)

유급

사무직원수
183명 189명 82명 94명

<표 2 – 정당별 조직 개황>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7년 발간한 2016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

보고에 따르면, 2016년 12월 31일 현재, 주요 정당(의석수 등 감안·이하 괄

호 안 대표명)은 더불어민주당(추미애), 새누리당(이정현), 국민의 당(김동

철), 정의당(심상정 등) 등 이며, 시도당수는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

국민의 당이 각각 17개, 정의당은 세종과 충북을 제외한 15개이다.

정당별 당원의 수는 새누리당이 가장 많은 당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는

데, 2,991,365명이다. 두 번째로 높은 당원이 가입된 정당은 더불어 민주당이

다. 2,706,938명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는 국민의 당으로 182,299명이다. 정의

당은 37,752명으로 나타났다.

총 당원수는 6,101,987명으로 비중으로 보면, 새누리당이 49%, 더불어민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7). 2016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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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이 44.3%, 국민의당이 3%, 정의당이 0.6%다.

시도당 평균으로 보면, 새누리당은 175,963명이며, 더불어민주당이

159,173명이다. 국민의 당은 10,723이고 정의당이 2,517명으로 파악된다.

정당별 당비납부 당원 현황은 새누리당이 329,952명으로 11.0% 더불어민주

당이 287,114명으로 10.6%, 국민의 당이 26,440명으로 14.5%, 정의당은

25,884명으로 68.5%가 된다.

양당의 당비납부 당원의 비율은 10% 내외로 유사하나, 국민의 당이

14.5% 정도로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10% 대로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정의당의 당원 수는 타 정당에 비해 적은 인원이지만, 당원수 대비 납부

자수 비율은 68.6%에 달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는 5∼6배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편, 새누리당의 유급사무직원 수는 183명이며, 더불어민주당은 189명,

국민의 당은 82명, 정의당은 94명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시・도당 수 17개 17개

당원수 2,991,365명 2,706,938명

시・도당 평균 175,963명 159,173명

당비납부 당원 329,952명(11%) 287,114명(10.6%)

유급사무직원 수 183명 189명

<표 2.1 –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조직 비교>

정당별 교육훈련에 앞서, 비교 연구 방법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보면,

<표 2.1 -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조직 비교>를 감안 이념적인 측면

을 제외하고 보면, 당원 교육훈련이 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 인 만

큼, 조직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당원 수, 조직이 실제 운용되는 공간

에 유사점을 파악할 수 있는 시도당 수, 그리고 경제적 비용을 감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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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당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당원이라고 볼 수 있는 당비

납부 당원수와 관련 조직을 실제 운영하는 유급사무직원수(이하 사무처

당직자) 등을 종합 감안하면 우선 비교할 수 있는 정당은 새누리당과 더

불어 민주당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표2.1>를 참고해 볼 때,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의 당

원수는 각각 2,991,365명과 2,706,938로, 20만명 정도의 차이를 보이지만

단위가 200만임을 감안할 때 절대적인 숫자의 차이가 적을뿐더러, 타당

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당원수의 차이가 적다. 또한, 정당별 당비납

부 당원수의 비중 역시 11.0%와 10.6%로 간극은 0.4%에 불과하다. 그리

고, 조직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무처 당직자(중앙과 시・도당 당직자 합

산) 수는 새누리당 183명과 더불어민주당 189명으로 나타나 조직적인 측

면에서 유사점이 발견된다.

조직개황에 더해 제도적인 측면은 당헌은 <표3 - 새누리당, 더불어민

주당의 ‘교육’관련 당헌 비교>과 같이 비교되고 당규는 <표3.1 - 새누리

당, 더불어민주당의 ‘교육’관련 당규 비교>로 비교되는데 다소의 차이가

발생한다. 우선, 당헌상, 유사한 점부터 살펴보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

당은 당원의 의무로 당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의무를 규정했다.

그러나, 의무 규정에 더해 당원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어떤 벌칙이 있는

지는 근거 규정이 따로 없다.

그리고, 차세대 정치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에 대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청년과 여성, 차세대 정치 지도자라고 명기했다.

당헌상, 당원 교육의 인센티브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공히, 당직

및 공직 후보자 선출에 ‘배려’ 또는, ‘반영한다’로 나와 있어, 어의적 의미

에 있어 차이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차이점은 새누리당은 따로 당 소속 공직자, 당직자 등에 대해 교육연수

를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이수하라는 강제 규정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도당 조직을 운영하

는 시・도당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연수원장을 두어,

시도당의 교육훈련을 담당하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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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16.7.14 개정)17) 더불어민주당(16.1.27 개정)18)

교육

의무

등

◦당헌제6조제2항제6호

- 당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윤리교육 포함)을

받을 의무

◦당헌제69조제4항

- 당 대표는 여성․청년 등

의 신진 정치지도자를 양

성하기 위하여 최고위원

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내

정치교육과정을 두며, 여

성이 50%이상 참여하도

록 한다.

◦당헌제6조제2항제5호

- 당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을 받을 의무

◦당헌제45조제2항

- 당 소속 공직자, 당직자 및

당원은 교육연수원이 시행하

는 교육연수를 반드시 이수

하여야 한다.

◦당헌제78조제1항제2호

- 시도당운영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교육연수위원장....

◦당헌제82조제1항

- 당의 이념과 정책의 실현,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

립, 당원 및 차세대정치지

도자의 교육과 연수....

교육

인센

티브

◦당헌제10조

- 각급 당부는 다음 각 호

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

를 성실하게 수행한 당원

에게 각종 당직 및 공직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

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1. 각급 선거에서 당의 후보

자 지원활동을 한 당원

2. 당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은 당원

◦당헌제45조제3항

- 공직후보자 심사와 당직자

인사 시 교육연수 등 관련

자료를 반영한다.

<표3 -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의 ‘교육’관련 당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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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교육

의무

등

◦당원규정제21조제5항

- 정당한 사유 없이 당에

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

지 아니하거나 1년 동

안 당비를 6월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당원

은 위원회의 의결로 당

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지방조직운영규정

제24조제1항제2호

- 당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2.시․도당 주관 당원교육

및 당원집회 등 지원

◦당원규정제19조2제1항

- 당대표와 시・도당위원장은 당

원조직 강화를 위해 당원관리,

당원활동강화,당원교육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당원규정제19조2제4항

- 제1항의 계획에는 중앙당교육

연수원장과 시·도당위원장이

신규 입당 권리당원에 대하여

입당일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의 교육·연수를 실시한다

는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지방조직규정제38조제1항～제4항

- 시․도당에 교육연수를 위하여

시․도당교육연수위원회를 둔다.

- 시·도당교육연수위원회는 중앙

당 교육연수원의 지원을 받아

해당 시·도의 기초단체장과 지

방의원을 대상으로 16시간의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시·도당교육연수위원회는 해당

시·도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한

신입당원을 대상으로 4시간의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시·도당교육연수위원회는 해당

시·도당에서 관리하고 있는 권

리당원을 대상으로 연 4시간의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

인센

티브

확인되지 않음

◦공직후보자추천규정제32조제3항
- 공천관리위원회는 당이 실시한

교육․연수를 받은 자에 대하
여 심사결과의 100분의 10 이
하의 범위에서 가산한다.

<표3.1 -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의 ‘교육’관련 당규 비교>

17) 새누리당(2016). 이하 새누리당 당헌・당규

18) 더불어민주당(2016). 이하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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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이점은 당규 상에서는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원규정과 지방조직규정을 통해, 당 대표와

시・도의 책임자인 시・도당위원장이 당원교육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신입당원에 대한 교육도 반드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도에

시・도당 교육연수위원회를 두어 이를 집행하도록 했다. 그리고,

신입당원, 정기적인 당비납부 당원인 권리당원, 시·도의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교육시간도 규정해 놓았다. 이때도 중앙당 교육연수원의

지원을 받도록 되어있다.

또한, 인센티브 역시 강제 조항으로 명시했는데, 공천관리위원회는

심사결과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가산한다’라고 적시해 놓았다.

이에 새누리당은 교육을 받지 않은 당원에 대해 ‘권리행사를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과, 교육훈련도 당원협의회에서 시・도당이 주관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더불어민주당과 비교해서는 의무적인 내용의

경중도 다소 덜하며, 교육훈련 이수시의 인센티브는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을 비교해 보면, 조직적으로는 당

원의 수, 시・도당 수, 시・도별 당원수, 당비납부 당원수, 유급사무직원

수 등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당헌을 비교했을 때는 당원 교육훈련에 대

한 벌칙 없는 의무 조항이 존재하고, 당헌의 인센티브 역시 당직과 공직

후보자 추천에 있어 ‘배려’ 또는 ‘반영’한다는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나,

당규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시・도당위원장과 교육연수위원회에서 교육연

수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대상과 교육시간도 적시하는 등의 강제적

의무 규정을 두었다는 점이 다르고, 공천시 인센티브도 100분의 10이하

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도록 한 반면에 새누리당은 교육 미이수 당원

에 대해 권리행사를 정지할 수 있다는 권고성의 조항과 시・도에서 교육

훈련의 운영주체도 따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교육훈련은 어

떻게 시행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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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내 용 비 고

06.01~02

○강원도당 핵심당원 연수

-외국과 한국의 정당정치 비교

-우리 당의 역사와 당원의 역할(이철희)

-2017대선 정권교체 전략(최재성)

-대한민국 그리고 정의(표창원)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06.09~10

○제주도당 핵심당원 연수

-외국과 한국의 정당정치 비교

-우리 당의 역사와 당원의 역할(김영동)

-2017대선 정권교체 전략(강창일)

제주한화리조트

06.16~17

○중앙당, 시도당 당직자 연수

-외국과 한국의 정당정치 비교

-2017년 정권교체를 위한 과제와 전략(이철희)

-대선 승리를 위한 당직자의 역할(정장선)

-당 대표 특강(김종인)

라비돌리조트

06.20~21

○광주시당 핵심당원 연수

-외국과 한국의 정당정치 비교

-우리 당의 역사와 당원의 역할(최재성)

-광주를 알다(조상열)

여수 엠블호텔

07.14~15

○전남도당 핵심당원 연수

-정당정치 발전 방안

-우리 당의 역사와 당원의 역할(김부겸)

-2017대선 정권교체 전략(표창원)

-혁신도시 견학(신정훈)

나주

M스테이호텔

07.19~20

○수도권 광역의원 연수

-정당정치와 지방정치

-4차 산업혁명과 리더십(박영선)

-지역 언론 활용방안(김성수)

-서민가계부담완화를위한지방의회의역할(제윤경)

영종

스카이리조트

10.06~07

○전북도당 핵심당원 연수

-정당정치 발전 방안

-국민과함께민주60년! 국민과더불어정권교체!(임채정)

-민주당 집권플랜(김성주)

-정권교체, 당원 힘으로!(홍종학)

변산대명리조트

1. 더불어민주당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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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1

○세계한인민주회의 핵심간부 연수

-재외선거 현황 및 개선방안

-700만 재외동포와 함께, 민주 60년(김성곤)

-수권정당의 길(이원욱)

-세계한인민주회의 대표자 대회(추미애)

-사드와 북핵문제 해법(이재봉)

GLAD 호텔

10.18

○당직자, 보좌진 교육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허재우)

-질의응답

의원회관

대회의실

10.27~28

○충청권 핵심당원 연수

-정당정치 발전방안

-당원의 힘으로 정권교체!(진성준)

-복지, 성장의 적인가, 친구인가?(김용익)

-민주당 집권플랜(변재일)

호텔 머드린

11.04~05

○부산시당 핵심당원 연수

-정당정치 발전 방안

-2017년 부산을 점령하라!(최인호)

-의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정권교체(표창원)

-청탁금지법 제대로 알기(김기식)

아르피나

11.10~11

○대구경북울산 핵심당원 연수

-정당정치 발전방안

-한국경제 새판 짜기(홍종학)

-복지, 성장의 적인가, 친구인가?(김용익)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그리고 정권교체(진성준)

팔공

에밀리아호텔

11.17~18

○인천시당 핵심당원 연수

-트럼프의 미국, 동북아 정세(김준형)

-한국경제 새판 짜기(홍종학)

-박-최 게이트, 그리고 정권교체(진성준)

영종

스카이리조트

11.24~25

○강원도당 핵심당원 연수

-정당정치 발전 방안

-트럼프 현상, 남의나라 이야기가 아니다(이철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우리의 역할(진성준)

-세월호, 그것이 알고 싶다(박주민)

오크밸리

11.30.~

12.01

○서울시당 핵심당원 연수

-트럼프의미국, 한미관계와동북아정세의전망(김준형)

영종

스카이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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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새판짜기(홍종학)

-현 정세와 우리의 역할(진성준)

-소통과 화합의 시간

12.01~02

○경기도당 핵심당원 연수

-정당정치 발전 방안

-현 정세와 우리의 역할(이석현)

-분임토의(은수미, 장장원, 서남권)

-트럼프의미국, 한미관계와동북아정세전망(최종건)

-소통과 화합의 시간

영종

스카이리조트

12.05~06

○시도당 당직자 연수

-마음을 움직이는 말과 글(강원국)

-정권교체를위한사무처당직자의자세와역할(안규백)

-더불어민주당 가치와 주요 정책(김용익)

-분야별 집중교육(진성준, 정진우, 김영문)

* 조직, 공보, 회계

메이필드 호텔

12.07~08

○전남도당 핵심당원 연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그리고 정권교체(양향자)

-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살립니다(홍종학)

-정권교체를 위한 전남도당의 역할(이개호)

-트럼프의 미국,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김준형)

보성다비치콘도

12.09~10

○경기 기초의원 연수

-달라진 선거법 바로알기

-이명박근혜 대한민국의 실태(고상만)

-트럼프 시대의 동북아 정세(황수환)

수원 호텔캐슬

12.11~12

○경기-인천 핵심당원 연수<디지털>

-공직선거법 해설(인터넷 선거법 중심)(안명규)

-현직 기자가 알려주는 사진 노하우(김시범)

-스마트폰으로 만드는 동영상(오세성)

-SNS 기초 마스터(독고진)

-SNS 바로 활용하기(김동령)

시흥 ABC타운

12.12~13

○강원도당 핵심당원 연수

-정치관계법의 이해

-“다움”의 완성(양향자)

-데이터리더십과 2017년 전망(안일원)

-촛불의 명령,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송기헌)

-광장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이재정)

라카이샌드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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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3

○전북도당 핵심당원 연수

-해외 정당과 한국 정당 비교

-현 정세와 향후 정국전망(진성준)

-대선승리를 위한 당원의 역할(박성민)

-선거법과 김영란법(황선철)

남원스위트호텔

12.13~14

○부산시당 핵심당원 연수

-탄핵 이후와 민주당의 역할(나종만)

-2017년 부산을 점령하라(상설특위 역할)

-부산의 미래 비전과 민주당의 역할(최인호)

코모도호텔

12.14~15

○인천시당 핵심당원 연수

-정당정치 발전방안

-정치와 SNS(옐로우id 활용법)(독고진)

-분임토의(지역위원회 활성화 방안)

간석로얄호텔

12.15~16

○세종시당 핵심당원 연수

-정당정치 발전방안

-정권교체를 위한 당원의 역할(진성준)

-현 정세와 대한민국의 미래(김병관)

홍익대

국제연수원

12.15~16

○제주도당 핵심당원 연수

-촛불은 바람에 꺼지지 않는다(서명숙)

-복지, 성장의 적인가, 친구인가?(김용익)

-선거에서 효율적인 정당운영 방안(오정훈)

제주한화리조트

12.15~16

○광주시당 핵심당원 연수

-리더의 말과 글(강원국)

-촛불과 정치(박상훈)

-핵심당원 원탁토론(퍼실리테이터)

담양리조트호텔

<표4 - 더불어민주당 교육훈련>19)

더불어민주당은 6월부터 당원 교육훈련을 시행한다. 기본적으로 시도당 핵심당

원 교육훈련과 중앙당, 시도당의 당직자 교육훈련, 당직자와 보좌진 교육, 기초광

역의원 교육훈련 등으로 나눌 수 있고, 특이한 점은 10월경의 세계한인민주회의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7). 2016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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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전략 정당이론 현안 당직자특강 기타
서울 1 2 1

부산 5 1 1
대구・경북・울산 1 1 2

인천 2 2 2 1

광주 1 3 1 1
세종 1 1 1

경기 1 1 2 1
강원 2 4 6 1

충청 2 1 1
전북 6 2

전남 3 2 2 1

경북
경남

제주 2 2 2
경기・인천 5

32 20 18 10

당직자 7 1 2
기초・광역 2 2 2 1

세계한인 3 1 1
12 3 3 4

총 합계 44 23 21 4 10

핵심간부 교육훈련이다.

더불어 민주당의 월별 주요 활동을 분석하면, 총 27회 중 시・도당 핵심당

원 교육훈련은 21회로 모든 교육훈련의 77.77%를 차지한다.(서울 1회, 부산

2회, 대구・경북・울산은 통합 1회 실시, 인천 2회, 광주 2회, 세종 1회, 경기

2회, 강원 2회, 충청(충・남북, 대전 통합) 1회, 전북 2회, 전남 2회, 제주 2

회, 경인(경기・인천 통합) 1회) 그리고, 시・도당 당직자와 보좌진 교육이

총 3회, 기초・광역의원 교육 2회, 세계한인민주회의 핵심간부 교육이 1회다.

최다 방문 시・도 지역은 단독으로는 존재하지 않고, 서울・부산・인천・강원· 광

주・전북・전남・제주로 각각 2회다. 교육훈련이한 차례도 없었던지역은 경남이다.

<표5 - 더불어민주당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석>

주요 교육 내용에 대한 분석은 크게 선거・전략, 정당 이론, 현안, 당직

자 특강, 기타로 나누었다. 선거・전략 부분은 선거 그리고 선거 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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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특강과 선거 방법론 즉, 조직・홍보・공보・회계・ SNS・선거

글쓰기 등을 선거・전략 분류에 넣었고, 정당 이론은 선거와는 거리가

있는 정당정치 발전 방안・당의 역사와 당의 역할 등 정당과 관련된 이

론적 접근에 대한 것을, 현안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의 현안에

대한 교육을, 당직자 특강은 특강의 특성상 제목을 차치하고 대표와 원

내대표, 사무총장 등의 특강을 범주화했다. 기타는 이상과 관련 없는 퍼

실리테이션, 당원 단합 활동 등과 같은 것으로 묶어 보았다.

먼저, 앞서 통계화한 더불어민주당 교육훈련에서 기 파악된 결과로 교

육훈련 전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시・도당 교육훈련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분석해 보면, 총 80개의 프로그램 중에서 선거・전략은 32개

이며, 정당이론은 20개, 현안은 18개로 나타났다. 기타는 10개이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당이론과 현안은 2개 정도의 차이를 보이며, 정

당이론이 더 많은 빈도를 보였으며, 선거・전략은 가장 많은 정당이론에

비해 12개의 빈도가 더 많아, 역시 정당의 시・도 교육 훈련에서 선거・

전략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시・도에서 전북이 6개, 부산이 5개, 전남이 3개의 선거・

전략 프로그램 상위 빈도를 나타냈는데, 물론 개최 횟수가 각 2회로 많기

도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기반 지역 중 전북・전남이 모두 상위

에 랭크되어 있다는 점은, 흥미롭기도 하지만, 당원들에게 선거・전략 교

육을 통한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었다는 분석도 할 수 있겠다.

한편, 개최 횟수 2회인 부산은 전북 6개에 이어 5개로 나타났는데, 전통

적으로 부산 지역은 새누리당의 정치적지지가 우세했던 곳이었는데, 결

과적인 분석이기는 하지만, 부산에 대한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적 성과에

대한 자신감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한다.

강원은 현안에 대한 교육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강원 지역은

선거・전략이 2개 인데 비해, 정당이론 4개, 현안 6개로 현안은 3배 정도

높고, 정당이론은 2배수를 나타나는 데, 이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 8석 중 7석이 새누리당이었고, 1석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절대적인 열

세를 나타나는 상황에서, 선거・전략에 대한 교육은 역효과나 미미한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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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나타날 것이 어느 정도 예상된다고 가정할 때, 어떻게 보면 의도적

인 교육 프로그램 배치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진술했던 가정이 가능한 이유를 찾으면, 당직자와 기초・광역의원 그리

고, 세계한인민주회의 핵심간부 등 더불어민주당의 임명직・선출직 당직

자에 대한 교육훈련 통계를 감안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한다. 선거・전략

빈도가 12개로 정당이론 3개와 현안 3개, 당직자 특강 4개에 비해 최소

3배에서 최대 4배로 높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 충성도가 강한 당원에 대해, 선거・전략적인 역

할에 대한 기대가 일반 당원에 비해서는 높을 것이고, 공유할 수 있는

각종 노하우에 대한 비밀 유지 등도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아무래

도 효율이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에게 더 많은 선거・전략 교육 훈련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전략적으로도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총 합계를 내어 보았을 때, 어떤 부문의 교육훈련의 비중이

더 높았을까, 결과적으로는 정당이론과 현안은 각각 23개, 21개로 나타났

고, 당직자 특강은 4개로 미미하게 나타났으며, 기타는 10개이다.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것은 역시 선거・전략 부문으로 44개의 빈도로, 정

당이론과 현안 교육 프로그램 보다 2배에 근접한 빈도가 측정되어, 더불

어 민주당의 교육훈련은 선거・전략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특히

선거・전략 교육 효율이 높은 지역과 대상(임명직・선출직 당직자 등)에

개최 횟수와 빈도가 함께 상승함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민주당의 선거・전략 교육 프로그램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경기-인천 핵심당원 연수에서 스마트폰으로 만드는 동영상(오세성), 현

직 기자가 알려주는 사진 노하우(김시범), SNS 기초 마스터(독고진),

SNS 바로 활용하기(김동령), 공직선거법 해설(인터넷 선거법 중심, 안명

규) 프로그램이 있었다.

강원에서는 정치관계법 데이터리더십(안일원), 인천에서는 정치와 SNS(독

고진), 제주는 선거에서 효율적 정당운영 방안(오정훈)이 광주지역은 리더

의 말과 글(강원국), 촛불과 정치(박상훈) 교육 훈련 등을 볼 수 있다.

한편, 수도권 광역의원 연수와 당직자 보좌진 교육을 통해 주로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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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내 용

01.16 ○전국청년위원회 정책기획분과위원회 제4차 청년정책 토론회

01.19 ○20대 총선 공약을 위한 제1차 청년정책연석회의

01.28 ○20대 총선 공약을 위한 제2차 청년정책연석회의

02.04 ○20대 총선 공약을 위한 제3차 청년정책연석회의

02.11 ○20대 총선 공약을 위한 제4차 청년정책연석회의

02.25 ○전국청년위원회 청년정책연석회의 20대 총선 청년정책토론회

03.12 ○전국청년위원회 정책기획분과위원회 5차 청년정책토론회

04.23 ○전국청년위원회 청년정책 총선평가토론회

05.20 ○서울시선관위 주관 상반기 대학생 학점 인증과정 정당현장방문

05.30 ○전국청년위원회 전국 청년당원 간담회

06.18 ○전국청년위원회 제5기 청년정치스쿨(1주차)

06.25 ○전국청년위원회 제5기 청년정치스쿨(2주차)

07.02 ○전국청년위원회 제5기 청년정치스쿨(3주차)

07.09 ○전국청년위원회 제5기 청년정치스쿨(4주차)

07.04～08 ○전국청년위원회 제5기 국회보좌진 양성과정

08.10 ○전국청년위원회 청년활동지원(청년수당) 토론회

기능적인 교육훈련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 수도권 광역의원 교육

훈련에서는 선거와 관련 지역 언론 활용방안(김성수), 당직자와 보좌진

교육에서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허재우)을, 시도당 당직자 연수에서는 선

거와 관련 마음을 움직이는 말과 글(강원국)을 필두로 진성준, 정지우,

김영문이 조직과 공보, 회계에 대한 교육을 하며, 당의 가치와 주요 정

책, 정권교체를 위한 사무처당직자의 자세와 역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

다. 경기도 지역 기초의원 교육 훈련에서는 선거법 교육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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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 ○전국청년위원회 제5기 국회보좌진 양성과정 수료식

08.27 ○전국청년위원장(청년최고위원) 선출

10.19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운영위원 구성 임명

10.21 ○전국청년위원회 청년지방의원협의회장 선출

11.04 ○서울시선관위 주관 후반기 대학생 학점 인증과정 정당현장방문

11.12 ○전국청년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운영위원회

11.24 ○전국청년위원회�ㅎㅇㅎㄹ박근혜대통령헌정유린에대한청년발언대�

11.26 ○전국청년위원회�제2차ㅎㅇㅎㄹ박근혜대통령헌정유린에대한청년발언대�

12.07 ○전국청년위원회 제1차 상임운영위원회 회의

12.22 ○전국청년위원회 청년정책�청년에게 듣는다�간담회

12.22 ○전국청년위원회 제2차 상임운영위원회 회의

<표6 - 더불어민주당 청년국 활동>20)

그렇다면, 더불어 민주당의 청년 교육은 어떤 양태일까? 더불어 민주당

은 청년 당원 등을 대상으로 청년국이라는 사무처 담당 조직을 두어 청

년위원회 지원과 청년 당원 등의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이중에서 청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청년 정치스쿨과 국회보좌진 양

성과정 이상 2가지로 보이고, 나머지는 청년위원회 자체 토론회와 연석

회가 주로 이루어졌다. 광의로 해석해서 각종 토론회와 청년정책연석회

의가 실전을 위한 교육훈련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매월 1회 정도 치러

진 토론회나, 총선을 앞둔 청년 공약에 대한 연석회의는 유럽 정당의 각

종 현안・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본편적인 정치 토론이나 정책 제안 등

이 아니라, ‘청년’이라는 영역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대외적으로 청년

의견 청취 정도의 수준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정당의 청년 교육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좀 더 자세히 살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7). 2016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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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더불어주당의 청년정치스쿨은 2014년부터 시작된다. 민주당 시절

에 제1기 교육이 이루어지고, 제2기・제3기・제4기는 새정치민주연합 시

절에, 제5기가 더불어민주당 이었을 때 교육이 이루어진다.

대상은 20대와 40대 청년으로 포스터에 적시되었던, ‘청년 리더를 꿈꾸며

준비하는 정치지망생 및 관심있는 청년들’로써, 당원이 아닌 청년들에게도

교육 기회가 주어졌다.

주로 4∼5주차의 교육이 이루어지며, 매주 1일에 5시간 이내의 교육이

진행된다. 과연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을까? 유럽 정당이나 미주 등 선진

국 정당처럼 신인 정치인의 등용문으로서 역할을 했는가? 아니면, 정치인

들의 선전장처럼 활용되었을까? 관련 청년정치스쿨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청년정치스쿨이 주로 강의식의 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강의자를 분류해 빈도를 파악하는 방법을 채택해 보고자 한다.

<표7 -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치스쿨 강의자 분석>에서 보면, 제5기까지

강의자 수의 최대 다수를 차지한 직업군은 정치인으로 집계되었다. 당대

표・홍보위원장・청년위원장을 비롯한 당직자, 국회의원, 광역・기초자치

단체장, 前총리와 2018년 현재 국회의원이 된 연구소 소장 등은 정치인

으로 분류한 결과다. 총 30명으로 강의자 수 전체가 55명임을 감안하면,

54.54%를 차지한다. 교수는 각종 대학・대학원 교수는 물론이고, 선관위

와 국회의정연수원 교수까지 포함하여 계산했고, 총 17명으로, 30.90%이

다. 언론인 및 기타는 실제 기자를 포함한 평론가와 현안과 이미지연구

소, 마음연구소 등 교양을 담당하는 강의자가 주로 많았는데, 특이한 점

은 2016년 제5기 청년정치스쿨에 이수혁 6자회담수석부대표가 포함되었

다는 점이다. 총 18명으로 32.72%의 비중이다.

또한, 기수별로 살펴보면, 2015년 1월의 제3기 청년정치스쿨의 특이점을

제외하고는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강의자가 최고빈도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강의자의 빈도가 정치인이 다수라고 해도, 정치 홍보의 장

이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당의 당대표 등 주요 당직자와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의 1시간 남짓한 강의에서 정치인 양성을 위한 각별하고 특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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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교수 언론인 및 기타

제1기

(14.2.11.

∼3.18)

6주간

150분

정운찬(前총리)

박원순(서울시장)

안희정(충남도지사)

이철희(두문정치전략

연구소 소장)

이언주・최재천・이용섭

(국회의원)

김택환

(경기대교수)

김종배(평론가)

윤희웅(여론분석가)

전경헌(크레타대표)

유승찬(소셜

미디어컨설턴트)

훈련이 되기에는 역부족인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강의 현실과 언론에서

대선주자로 보도되거나, 보도되었던 강의자의 성향 등을 두루 감안하면

정치 현상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정치인 개개인이 느끼는 한국정치에 대

한 소회, 정치인 특유의 지지 호소 등이 종합적으로 혼합되어 강의되었

다고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인 해석으로 보인다.

교수의 경우에는 선관위 교수가 참여한 경우가 눈에 띄는데, 제1기를 제외

하고는 전체적으로 선관위 교수가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당의

교육 예산을 지원하는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서 선관위 교수가 강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선

관위 교수의 강의를 제외하면 실제 외부 교수의 강의는 13명 정도로 볼 수

있어, 그리 높은 빈도로 볼 수는 없다.

한편, 언론인 및 기타는 분석상 특이점인 제2기 청년정치스쿨에서 8명

으로 많은데, 이는 제2기에서 정치인 6명, 교수 5명 임을 감안하면 다수

의 빈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청년국에서 정치인 보다 외

부 전문가를 활용한 강의의 비중을 높이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3개월 뒤인 2015년 1월 제3기 청년정치스쿨에서 2명으로

줄어들고, 이후 기수에서도 2명으로 고정된 것으로 보았을 때, 그러한 시

도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중단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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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14.8.30.

∼10.18)

6주간

150분

∼210분

이철희(두문정치전략

연구소 소장)

우윤근・김용익

(국회의원)

정운찬(前총리)

박원순(서울시장)

이헌재(前경제부총리)

고선규

(선관위교수)

최태욱

(국제대교수)

기노진

(의정원교수)

조세영

(동서대교수)

윤대규

(경남대부총장)

조성원(1기회장)

서천식

(마음연구소)

이현석

(에너지시민단체)

구성애

(아우성대표)

전경헌

(크레타대표)

박용후

(관점디자인)

이현

(imcsr 대표)

김온양

(아하코칭센터)

제3기

(15.1.10

∼1.31)

4주간

190분

정운찬(前총리)

김종인(前경제수석)

우석훈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조세영

(동서대교수)

고원

(서울과기대

교수)

최태욱

(한림대학원교수)

고선규

(선관위교수)

기노진

(의정원교수)

성한용

(한겨레기자)

박상훈

(후마니타스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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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15.8.29

∼9.19)

4주간

150분

문재인(당대표)

정호준(청년위원장)

손혜원(홍보위원장)

이해식(강동구청장)

김성환(노원구청장)

우석훈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조국

(서울대교수)

고원

(서울과기대

교수)

고선규

(선관위교수)

이광형

(카이스트원장)

박성민

(민컨설팅대표)

박상훈

(후마니타스대표)

제5기

(16.6.18

∼7.9)

4주간

150분

김종인(당대표)

김해영(청년위원장)

이철희・표창원・김병관

(국회의원)

최문순(강원도지사)

이범(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최문순(강원도지사)

유종필(관악구청장)

고선규

(선관위교수)

기노진

(의정원교수)

이수혁

(6자회담수석대표)

성한용

(한겨레기자)

30명 17명 18명

<표7 -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치스쿨 강의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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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내 용

3. 17
○ 총선 후보자홍보 Tip 및공직선거법 관련 SNS 역량강화교육

- 장소 : 당사 7층 디지털아카데미 교육장

4.29 ～ 4.30
○ 인천시당 청년위원회 간부연수
- 장소 : 골든스카이리조트

6.24 ～ 6.25
○ 대전시당 주요당직자 및 누리봉사단 간부연수
- 장소 : 칸타빌레 펜션

7.25 ～ 7.26
○ 인천시당 선출직당직자 간부연수
- 장소 : 인천 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 신관

10.21 ～ 10.22
○ 인천시당 주요당직자 간부연수
- 장소 : 영종 스카이리조트 그랜드볼룸B4

10. 21
○ 울산시당 동구 당협 당원연수
- 장소 : 동울산 새마을금고 4층 대강당

10. 25
○ 서울시당 핵심 당원연수
- 장소 : 중랑구민회관 대공연장

10. 26
○ 전북도당 핵심 당원연수
- 장소 : 대전건설협회 전북도회 6층 두나미스홀

10. 26
○ 강원도당 핵심 당원연수(강릉권)
- 장소 : 강릉 라카이샌드파인리조트

10.28 ～ 10.29
○ 충북도당 주요당직자 및 핵심 당원연수
- 장소 : 보은 속리산알프스수련원

11.12 ～ 11.13
○ 충남도당 아산갑 당협 당원연수
- 장소 : 두바다 찬솔

2. 새누리당의 교육훈련

새누리당의 교육훈련은 2016년 3월 17일 여성국에서 중앙당 및 지역

차세대여성위원장 등 중 입후보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전략과

SNS 활용법 등을 교육한 첫 번째 연수 이후, 보고된 교육훈련은 총

12회 이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의 연중 활동 계획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워크샵과 초선의원 연찬회 등은 교육훈련에서 제외시켰으므로, 동일하게

새누리당에서도 제외시키면 교육훈련은 총 10회로 볼 수 있다.

시·도당 교육은 서울이 1회, 인천이 3회, 대전이 1회, 강원이 1회,

전북이 1회, 울산이 1회, 충북이 1회다. 이외, 여성국에서 실시한 교육이

1회로 2016년 실시한 교육은 총 10회가 된다.

<표8 - 새누리당 교육훈련>21)

21)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7). 2016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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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주요 내용

3.17

○ 前중앙및지역차세대여성위원등대상총선후보자홍보등을위한교육

- 각종 홍보 tip

- 공직선거법

- SNS 역량 강화 등

4.26

○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샵

- 국민에게 드리는 당선자 전원의 인사

- 당선자 결의문 채택

- 20대 국회 운영 및 당 발전방안 관련 토론

5.10

○ 제20대 초선의원 연찬회

- 20대 국회의원이 나아갈 길 특강

- 한국경제 어디로 가나 특강

4.29

~30

○ 새누리당 인천시당 핵심청년당원연수

- 공직선거법 관련 특강

- 시당 청년위원장 인사

- 인천시당위원장 축사 및 특강

- 단합의 시간

6.24

~25

○ 새누리당 대전시당 핵심당원 연수

- 한국정당 발전과 이해(김욱 배제대 정치언론안보학과 교수)

- 사이버 연수 설명(전인성 중앙당 연수국 팀장)

- 정용기 시당위원장 인사말씀

- 자원봉사와 사회통합(장연식 대전보건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7.25

○ 새누리당 인천시당 선출직공직자 워크숍

- 한국정당정치의 발전 방향(박명호 동국대 교수)

- 세계정치 및 경제의 흐름과 한국의 미래(김창준 前 美하원의원)

- 상호토론:인천시민의 미래와 새누리당의 역할

10.21

~22

○ 새누리당 인천시당 주요당직자 워크숍

- 공직선거법 관련 특강(중앙선관위)

- 북한의 급변 사태 발생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방안

(김정봉 한중대학교 석좌교수 특강)

- 조희정 한국표현에술교육진흥원 대표 특강

<표9 - 새누리당 교육훈련 세부내용>22)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7). 2016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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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주요 내용

10.21

○ 새누리당 울산동구 연수
- 공직선거 및 선거의 중요성(임정식 울산선관위 홍보과장)

- 북한의 도발과 사드배치관련 현안논리강의(안세종 연수원 교수)

- 조선산업 불황관련 지역경제 위기극복(안효대 당협위원장)

- 자체 토론시간

10.25

○ 새누리당 서울시당 연수
- 선관위 특강(홍종윤 선관위 홍보담당관)

- 조직국 연수팀 특강 교육(김세현 중앙연수원 교수)

10.26

○ 새누리당 전북도당 연수
- 공직선거 및 선거의 중요성(정덕수 전북선관위 관리담당관)

- 북한의 도발과 사드배치관련 현안논리강의(안세종 연수원 교수)

- 전북정치 독립을 위한 당원의 자세(정운천 국회의원)

10.26

○ 새누리당 강원도당 연수(강릉권)
- 선거관리위원회 특강

- 중앙당 현안논리

- 김영란법 관련 특강

10.28

~29

○ 새누리당 충북도당 연수
- 선거법(김익묵 충북도선관위 지도담당관)

- 새누리당 대선 전략 등(박성민 정치컨설턴트)

- 행복과 긍정의 삶(박창선 웃음치료사)

<표9 - 새누리당 교육훈련 세부내용>

선거・전략 정당이론 현안 당직자 특강 기타

서울 1 1

울산 동구 1 2 1
인천 2 1 2 2 2

대전 1 1 1 1

강원 1 2

충북 1 1 1

전북 2 1

9 3 8 3 5

당직자 3
총 합계 12 3 8 6 10

<표10 - 새누리당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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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분석한 <표10 - 새누리당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석>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석의 기준과

통일하게, 선거・전략, 정당 이론, 현안, 당직자 특강, 기타로 나누었다.

새누리당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석에서 선거・전략 부분은 선거·선거

전략과 관련된 특강과 선거 방법론 즉, 홍보・SNS 교육 · 선거법 등을

선거・전략 분류에 넣었고, 정당 이론은 선거와는 거리가 있는 정당정치

발전 방안・당의 역사와 당의 역할 등 정당과 관련된 이론적 접근에

대한 것을, 현안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의 현안에 대한 교육을,

당직자 특강은 특강의 특성상 제목을 차치하고 대표와 원내대표,

사무총장 등의 특강을 범주화했다. 기타는 이상과 관련 없는 토론 및

당원 단합 활동 등과 같은 것으로 묶어 보았다.

먼저, 앞서 통계화한 더불어민주당 교육훈련에서 기 파악된 분석방법으

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분석해 보면, 총 39개의 프로그램 중에서 선

거・전략은 12개이며, 정당이론은 3개, 현안은 8개, 당직자 특강은 6개로

나타났다. 기타는 10개이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선거·전략 프로그램이 12개로 가장 많으며, 그 다

음 빈도는 현안으로 8개, 당직자 특강 6개, 정당이론 3개의 순으로 나타

난다. 선거・전략은 가장 많은 현안에 비해 4개의 빈도가 더 많아, 새누

리당의 시・도 교육 훈련에서 선거・전략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시·도별 선거·전략 프로그램의 상위 빈도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3차례 치른 인천이 2회, 1차례 치른 전북

이 2회로 최고 빈도를 차지하고 있음은 지역별로 상대적인 빈도 차이를

비교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여성 당직자 교육훈련은 주로 선거·전략에 할애했다. 총3시간의 프로그

램 중 3시간 전체가 선거·전략과 관련된 프로그램이었다. 물론, 당직자에

대한 교육훈련은 한차례에 불과해 분석한다는 것이 무의미할 수도 있지

만, 새누리당도 당 충성도가 강한 당원에 다른 교육보다 정치 기술적인

교육을 우선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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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선거・전략 교육 프로그램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前 중앙

및 지역 차세대 여성위원 등 대상 총선후보자 홍보 등을 위한 교육에서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각종 홍보 TIP과 SNS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을, 인천 핵심청년당원연수에서는 공직선거법을, 대전 핵심당원 연수 프

로그램 중 사이버 연수 설명을 통해, 인천시당 주요당직자 워크숍 순서

중 공직선거법 프로그램으로, 울산동구는 공직선거 및 선거의 중요성으

로, 전북은 공직선거 관련 내용과 전북정치 독립에 대한 강의로, 강원은

선관위 특강, 충북은 대선 전략과 선거법으로 각각 대응했다고 분석된다.

한편, 당직자 교육훈련에서 전체 시간에 대해 선거·전략 프로그램으로

할애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를 제외한 시·도당 교육훈련에서는 선거·전

략 프로그램 시간이 9시간, 현안이 8시간으로 거의 차이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된다. 더욱이, 선거법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반드시 필요한 강의

로 여겨질 수도 있으나, 앞서 서두에 밝힌 대로 선관위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필수 요소임을 감안하면, 선거·전략에 대한 것 보다도 새누리당은

현안에 대한 각종 입장을 당원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더욱 필요했었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기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시간이 10시간으로 많은 편인데, 이

기타의 프로그램이 주로 당원 단합과 토론 등으로 짜여져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새누리당의 교육훈련은 당원들의 단합과 지도부에 대한 언로

전달 등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고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한편,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 충남, 대구·경북, 경남, 부산, 광주·전남,

제주 등 9군데는 교육훈련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의 정

치적 텃밭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구·경북과 2016년만 해도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의석 등에 타당에 비해 우위를 차지하던 부산·경남은 당원 교

육 훈련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였다고도 볼 수 있고, 광주·전남은

열세지역으로 당원 교육 훈련이 여의치 않았다고 분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역별 인구나 의석수 등을 감안할 때 경기에서 당원 교육훈련

이 없었다는 점과 중부 지역의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충남 교육훈련이

사실상 취소되었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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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내 용

1.21 ∼ 2 .23○새누리뉴리더아카데미(SNLA) 과정

1. 23 ○ 2016 새누리당미래세대위원회발대식

1. 27 ○청년앞으로! 2030 새누리당공천설명회

3. 7 ○ 2016 새누리당대학생위원회임명장수여식

3.28 ∼ 4.12 ○새누리당 제20대 총선 청년서포터즈『청춘나르샤』활동

5. 15 ○새누리당대학생위원회 5월특강

5. 23 ○새누리당-중국공산주의청년단간담회

6. 28 ○새누리당대학생위원회 6월간담회

7.12 ∼ 7.20 ○새누리당대표·최고위원선출을위한청년선거인모집

7. 21 ○새누리당대학생위원회 7월간담회

9. 28 ○『청년, 김영란법을만나다』세미나

10. 10 ○중앙청년위원회울산태풍피해현장봉사활동

10. 11 ○『새누리당머슴, 취준생을만나다』간담회

11. 2 ○『TRUMP vs HILLARY, 美대선관전포인트는?』토론회

11. 23 ○청년최고위원주재 중앙청년위원회및 시ㆍ.도청년위원회간담회

연중 ○직장체험프로그램운영

연중 ○대학생정당방문프로그램운영

<표11 - 새누리당의 청년 교육>23)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7). 2016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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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새누리당의 청년 교육은 어떤 모습일까? 새누리당 역시

더불어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청년국이라는 사무처 조직을 통해

청년위원회 지원과 청년 당원 등의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이중에서 청년 당원 등을 위한 교육훈련은 1월 달에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

새누리 뉴리더 아카데미 과정과 대학생위원회 5월 특강 정도로 볼 수 있겠다.

이외는 새누리당 청년위원회 산하의 대학생위원회 간담회 등 조직 활

동, 그리고 청년위원회에서 펼친 봉사활동, 토론회, 간담회와 직장체험프

로그램이라는 인턴 프로그램, 대학생 정당방문의 연례 행사가 있었다.

새누리당의 청년국에서 진행하는 교육은 새누리정치대학원과 캠퍼스 Q,

새누리 정치학교 등인데, 새누리정치대학원은 2001년부터 2015년(2016년

현재)까지 시행된 교육훈련으로 대상은 ‘정치에 관심있는 누구나’로 되어

있다. 그런데, 사실상 대상은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예비

정치인으로 볼 수 있어, 청년 대상의 정치대학원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캠퍼스 Q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인 2009

년부터 시작된 정치교육으로 대상이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명확해 새누

리당의 청년 정치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반면에, 새누리 정치학교는 35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2013년에 실

시되었는데, 지속적인 교육은 아니었다.

한편, 새누리 뉴리더 아카데미는 2016년에 실시된 교육으로 35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그 해 유일한 청년 교육 훈련이다.

종합하면, 2016년까지 새누리당의 청년 교육은 캠퍼스 Q와 새누리 정치

학교, 새누리 뉴리더 아카데미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새누리당 청년 교육훈련은 2009년 한나라당 캠퍼

스 Q에 이어 2016년에 캠퍼스 Q 대신에 치러진 뉴리더 아카데미의 교육

훈련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표13 - 새누리당 캠퍼스 Q 강사진 분석>을 보면, 총 51명의 강의자가

강의했고, 이중에 35명이 정치인이고, 7명이 교수이며, 9명이 언론인 및

기타가 차지했다. 35명의 정치인은 대부분 국회의원, 광역 자치단체장이

었는데, 이는 총 강의자 중에 68.62%가 정치인으로 강의자 중 비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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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수 강의자는 13.72%, 언

론인 및 기타 강의자는 17.64%이다. 제2기에서 제5기 까지는 언론인 및

기타 강의자가 1명씩 강의를 했을 뿐이고, 교수 강의자가 없었는데, 이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의 기간이다.

2011년에는 김문수, 오세훈, 정몽준 등의 강의자가 보이는데, 이는 2012

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거론되던 이른바 ‘대권후보’들로서,

후보들이 청년들과 함께 하는 모습도 보일 수 있고, 대중적 관심이 있는

강의자를 참여시켜 캠퍼스Q에 대한 이목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캠퍼스 Q가 청년 교육을 위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정치적인 이벤트로써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한 의미도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한편, 2009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처음 시행된 캠퍼스 Q는

캠퍼스 Q 전체와 비교하거나 제2기 캠퍼스 Q를 포함한 여타 캠퍼스 Q

와는 다르게, 국회의원 강의자는 홍정욱과 정미경 2명이고, 교수는 김민

전 경희대 교수, 장훈 중앙대 교수, 아데나워 재단 추천 독일 학자 3명,

언론인 및 기타 분류로 조서환 KTF 부사장과 송승환 난타 제작자 2인

으로 구성되어, 구성상 가장 많은 강의자 수를 가진 분류가 교수이며, 그

뒤로 정치인과 언론인 및 기타 2인씩으로 되어 있다.

또한, 2009년 당시 대중적 관심도가 높았던 조서환 KTF 부사장24)과 난

타로 유명한 송승환씨25) 등을 강의자로 초빙했다는 점은 보수정당인 한

나라당이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캠퍼스 Q를 통해 청년들의

눈높이와 대중적 관심을 충족하는 청년 정치 교육을 시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더욱이, 정치학자인 김민전 경희대 교수와 장훈 중앙대 교수 등을 초빙

한 점도 아카데믹한 청년 정치교육의 목적성도 가지고 있었음을 쉽게 짐

작해 볼 수 있다.

24)최은수(2007). KTF 부사장 된 조서환씨. 매일경제. 2007.12.23

25)윤은기(2009). 세계를 난타한 문화 CEO. 한국경제. 2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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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 2016년 새누리당 뉴리더 아카데미>26)

26) 자유한국당(2016). 새누리 뉴리더 아카데미(SNLA) 수강생 모집 공지사항. 20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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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교수 언론인 및 기타

제1기

(09.5.15~8.1)

7주

홍정욱·정미경(국회의원)

김민전

(경희대

교수)

장훈

(중앙대교수)

독일학자

(아데나워

재단 추천)

조서환

(KTF 부사장)

송승환

(난타 제작자)

제2기

(10.1.7~2.18)

7주

강용석(중앙청년위원장)

조윤선 (대변인)

유순신

(유앤파트너스

대표이사)

이순천

(외교안보원 원장)

제3기

(11.1.6~2.24)

7주

120분~180분

김성식·전여옥·홍정욱

(국회의원)

안형환·배은희(대변인)

오세훈(서울시장)

김문수(경기도지사)

박재완(고용노동부 장관)

김태현

(여성정책연구원장)

제4기

(11.8.4~8.25)

4주

180분

김문수(경기도지사)

김형오

(18대 전반기 국회의장)

김희정(前 청와대 대변인)

오세훈(서울시장)

정몽준

(前한나라당대표최고위원)

정병국(문화체육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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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12.2.14~2.23)

2주 화·목

130분

김세연·이혜훈(국회의원)

이준석(비대위원)
이수정(아나운서)

제6기

(13.8.8~8.22)

3주 2회

160분

김세연·하태경·김희정

(국회의원)

권오을(前국회의원)

이준석(비대위원)

조벽

(중앙대

석좌교수)

이병천

(서울대교수)

제7기

(15.2.9~2.27)

3주 3회

180분

신용한

(대통령직속청년위원장)

나경원·심윤조(국회의원)

김승옥

(중앙대

교수)

고성국

(정치평론가)

허동현

(한국근대사연구원장)

뉴리더아카데미

(16.1.21~2.23)

5주

120분

오신환·나경원·김세연·김희정

(국회의원)

이준석(前비대위원)

신보라

(청년이 여는미래 대표)

이광형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

원장)

전원책(변호사)

총 35명 총 7명 총 9명

<표 13 - 새누리당 캠퍼스 Q 강사진 분석>

그러나, 캠퍼스Q 1기의 이러한 강의 구성은 다음해인 2010년부터 정치인

2인과 언론인 및 기타 2인으로 변화되고, 이후, 정치인이 압도적인 우위

를 차지하게 된다.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3기까지, 정치인 중에서는 홍정욱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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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회로 최다 강의를 했으며, 홍정욱 당시 국회의원이 2011년 12월 11

일에 제19대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에는 김세연·김희정 국회의원

이 2016년까지 3회로 최다 강의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이니만큼, 젊은 층에

소구할 수 있는 연령대의 국회의원 또는 영향력 있는 정치인을 선택한

결과로 보인다.

3. 비교 분석

본 논문이 기본적으로 정당간의 교육훈련의 양태를 비교하고, 양태의

차이에 대한 원인 등에 대한 비교에 목적이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정당

간 교육훈련이 어떤식으로 시행되었는지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

다. 정당 간 교육훈련의 양태 비교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2017년에 중

앙선관위에서 발간한 정당 개황에 보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도당 교

육훈련과 당직자 교육훈련의 횟수와 실시형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비

교 분석 하겠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시·도별 교육훈

련의 전체적이고 정량적인 비교 분석을 위해서 실시횟수의 총합을 비교

할 것이다. 그리고, 시·도별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교육 훈련 횟

수의 비교를 통해, 각 정당의 시·도별 교육 훈련에 대한 접근 방식을 분

석한다. 또한,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비교 분석은 각 정당의 교육훈련 프

로그램별 우선 순위, 프로그램 실행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

도록 범주화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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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누리당·더불어 민주당의 시·도별 교육훈련 비교

<표14 - 새누리당·더불어 민주당 시·도별 교육훈련 비교표>를 보면,

시·도별 교육훈련의 경우 새누리당은 9회이고, 더불어 민주당은 21회이

다. 약 2.33배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시·도별 교육훈련을 더 시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중 월 평균 실시 횟수로 비교하면, 새누리당이 0.75

회이고, 더불어민주당이 1.75회로 나타나, 통계치로만 보면 새누리당은

시·도당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달도 있었으며, 더불어 민주당은 통

계치에 따른 월별 평균 실시 횟수로 보면, 매달 최소 1회 이상의 교육훈

련을 실시했다고 할 수 있다.

횟수의 절대적인 수치나, 2.33배라는 상대적인 수치, 그리고 월별 평균

실시 횟수에서 볼 수 있는 교육훈련의 안정적 실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

로 감안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에 비해 적극적으로 시·도별 교육

훈련에 임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시·도별 세부 비교 분석을 살펴보면, 더불어 민주당은 전통적인 지

역적 정치 기반인 광주와 전남 및 전북 등 호남 지역에서 각각 2회씩의

교육훈련을 실시했으나, 새누리당은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등 영남 지역

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기본적으로 더불

어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전통적 지역 정치 기반에 대해 바라보는 방식의

차이가 아닐까 한다. 교육훈련에 있어서, 새누리당이 전통적 정치 기반에

대한 강한 정치적 자신감을 토대로 교육훈련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은 반

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전통적 정치 기반에 대한 관심과 ‘정치적 텃밭 지키

기’를 강화하는 접근 방식을 가지고, 교육훈련에 임했다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은 경쟁 정당 지역에 대한 교육 훈련도 시행했

다. 부산은 2회, 대구·경북 등은 통합해서 1회 실시했다. 여기에서 경남은

제외되어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경쟁 정당 지역에 대한 교육 훈련 실시 횟수가 상대적

으로 적거나 없다. 광주·전남은 실시하지 않았고, 전북은 1회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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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시·도별 교육훈련 횟수 9회 21회

월 평균 실시 횟수 0.75회 1.75회

시·도

별

세부

비교

분석

서울 1회 1회

부산 · 2회

대구 · 통합 1회(대구·경북·울산)

인천 3회 2회, 통합 1회(경기·인천)

광주 · 2회

대전 1회 1회(대전·충남·충북)

울산 1회 통합 1회(대구·경북·울산)

세종 · 1회

경기 · 1회 및 통합 1회(경기·인천)

강원 1회 2회

충북 1회 통합 1회(대전·충남·충북)

충남 · 통합 1회(대전·충남·충북)

전북 1회 2회

전남 · 2회

경북 · 통합 1회(대구·경북·울산)

경남 · ·

제주 · 2회

교육

훈련

프로

그램

비교

선거·전략 9(32.14%) 32(50%)

정당이론 3(10.71%) 20(25%)

현안 8(28.57%) 18(22.55%)

당직자특강 3(10.71%) 0

기타 5(17.85%) 10(12.55%)

교육훈련 프로그램 합계 28(100%) 80(100%)

<표14 -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 시·도별 교육훈련 비교표>

접전지가 비교적 많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새누리당도 교육훈련에 관심

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1회, 인천도 3회

(더불어 민주당 경기·인천 통합 실시 1회 포함)로 동일하다.

그러나, 경기의 경우에는 새누리당은 실시한 기록이 없으며, 더불어 민

주당은 경기 단독으로 1회와 경기·인천 통합이 1회로 합하면 2회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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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난다.

이상 종합하면, 접전지인 수도권에서도 미세하지만 더불어 민주당의 교

육훈련 관심도가 더 높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인구수나 국회의

원 숫자가 많은 경기 지역에서의 교육 훈련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특기

할 만하다.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비교 분석을 위해서 <표14 – 새누리

당·더불어민주당 시·도별 교육훈련 비교표> 하단을 참고하면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의 시·도별 교육훈련시 교육훈련 프로그램 비교에 대한 통

계를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공히, 교육훈련 프로그램에서 선

거·전략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비중으로는 새누리당이

32.14%이고, 더불어민주당은 50%이다. 다음으로 높은 비중은 두 정당

모두 현안에 대한 것으로 새누리당이 28.57%, 더불어민주당이 22.55%이

다. - 통계로만 보면 더불어민주당 시·도당 교육훈련 프로그램 중 두 번

째로 높은 비중의 프로그램은 정당이론으로 볼 수 있지만, 정당이론은

중앙 선관위 예산 지원을 위한 필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분석의 취지와

는 부합되지 않아 제외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은 양 정당 모두 기타의 항목으로 새누리당

이 17.85%, 더불어민주당이 12.55%이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은 새누리당의 경우 당직자 특강으로 10.71%이

고,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에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따로 당직자 특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분석하면, 선거·전략의 경우에는 양 정당 모두 최우선 순위에

두어, 정치 교육 훈련에 있어 선거 등을 위한 각종 교육이 우선적으로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50%를 선거·전략 프

로그램에 중점을 둔 데 비해, 새누리당은 32.14%로 17.86% 만큼의 차이

를 보이는데,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 보다 선거·전략을 교육훈련

프로그램에서 더 많은 비중으로 배정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양 정당은 현안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기울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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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는 정치 집단의 특성상 각종 현안에 대해서 당원들에게 정당의 입

장을 설명하고 전파하는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타 교육 프로그램 즉, 정치와 관련 없는 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비중이 새누리당에서 5.30% 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 교육훈련 정의 면에

서 보면, 교양 프로그램은 교육훈련으로 볼 수 없지만, 교육적 흥미 부여

나 교육훈련 참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교육훈련 실시 시 당원들의 참여와

교육적 흥미를 갖게 만들기 위한 장치로 교양 프로그램을 배치했다고 볼

수 있으며, 역으로 설명하면 당원들의 교육훈련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높지 않았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 교육 프로그램에 넣지 않

은 당직자 특강을 10.71%나 배정했다는 점이다. 원인으로는 새누리당의

보수적인 당 운영 방식이라든지, 과거 정당 교육 프로그램에서 전래된

일종의 스테레오 타입과 같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그대로 유지된 것 등

다양하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이유든 선관위에 각 정당이

보고한 2017년 정당 개황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직자특강을 시·도

별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편성하지 않았으며, 새누리당은 10.71%라는 비

교적 높은 수치로 배정하고 있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시·도별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

기의 내용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에 비해서 2.33배 정도의

교육훈련을 더 실시했으며, 월별 평균으로는 월 1회 더 실시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양 정당 모두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우선 순위에 있어서

는 거의 동일한 순서를 보였지만, 선거·전략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에 비해, 17.86% 정도 만큼 더 큰 비중으로 다루었고, 새누리당

의 기타 즉 각종 교양 프로그램에 있어, 더불어민주당 보다 5.30% 더 높

게 나타났다. 또한 스테레오 타입인 당직자 특강은 새누리당만 편성했으

며, 이는 10.71% 정도에 해당한다.

종합한 내용을 해석해보면, 새누리당과 비교해서 횟수로만 보면 더불어

민주당이 시·도별 교육 훈련을 높은 빈도로 실시했으며, 교육훈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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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로 선거·전략에 대한 내용이며, 당직자 특강이 있는 스테레오 타입

을 지양하는 프로그램을 편성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더불어 민주당에 비해 적은 교육 훈련 횟수를 보이며,

선거·전략을 우선적으로 프로그램에 편성했지만, 당직자 특강과 같은 스

테레오 타입의 프로그램도 유지하면서, 각종 교양 프로그램을 더불어 민

주당에 비해 더 많이 편성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흥미와 참여

를 제고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2)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의 당직자 교육훈련 비교

다음은, 앞서 분석틀에 따른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의 당직자 교육훈련에

대한 비교다. 먼저, 당직자 교육훈련의 횟수를 비교해 보면, 새누리당은 1회이고,

더불어민주당은 6회로 6배 정도 더불어민주당이 당직자 교육훈련을 더 실시했다.

대상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은 중앙당 및 지역 차세대 여성위원장 중 입

후보 희망자에 한해 실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시·도당 당직자와 보좌진,

기초·광역의원과 세계 한인민주회의 핵심간부에 대해 실시했다. 더불어

민주당이 실제 선거 기구를 운용하는 조직 즉, 시·도당을 움직이는 시·도

당 당직자와 선거의 각종 기구에 소속되는 보좌진, 그리고 기초 선거 단

위에서 선거 운동을 실행하는 기초·광역의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했다면,

새누리당은 선거에 직접 후보자가 될 입후보 희망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

했다는 차이점을 볼 수 있다.

양 정당은 앞서 시·도당 교육훈련과 동일하게 선거·전략 프로그램을 우

선적으로 시행했으며, 새누리당은 1회 실시했기에 일반화 할 수는 없지

만, 모든 프로그램을 선거와 전략에 맞추어 프로그램화 했고, 더불어민주

당도 앞서 시·도당 교육 프로그램의 비중에서 50%를 차지하던 선거·전

략 프로그램의 비중이 당직자에 대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서는 54.54%

로 약 4.54%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시·도당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당직자 특강

이 프로그램에 편성되어 있고, 18.18%로 당직자 프로그램에서 선거·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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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상기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당직자에 대한 교육훈련에서도 더불어 민

주당은 새누리당에 비해 6배 정도 높은 실시 횟수를 보일 만큼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대상에 있어서도 당해 선거

보다는 대선을 준비하면서 조직의 중앙에서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교육

훈련을 실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앞서 세부 프로그램 분석에서도 나

타났듯이, 선거를 위한 글쓰기, 연설법, 이미지, SNS 등 선거에 있어서

실제적이고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정치와 관련된 직무능력, 기

술의 향상이라는 정당 교육훈련 정의에도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시·도당 교육훈련의 대상인 당원들에 대한 교육·훈련과는 달

리, 당직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당직자특강을 프로

그램에 넣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당직자에 대해서는 당원에 대한 교

육훈련 프로그램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다고 볼 수 있는데, 선거·전

략에 대한 비중이 시·도당 교육훈련 프로그램 보다 4.54% 더 높았던 것

은, 당직자들의 당 충성도와 선거 역할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며, 일종

의 정신교육과 같은 당직자특강이 당직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편성된

것도 그러한 이유의 연장선에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교육훈련 1회 6회

당직자 교육훈련

대상자

중앙당 및

지역 차세대

여성위원장 중

입후보 희망자

시·도당 당직자, 보좌진,

기초·광역의원,

세계한인민주회의 핵심간부

교육

훈련

프로

그램

비교

선거·전략 3(100%) 12(54.54%)

정당이론 · 3(13.63%)

현안 · 3(13.63%)

당직자특강 · 4(18.18%)

기타 ·

교육훈련프로그램합계 3(100%) 22(100%)

<표15 –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 당직자 교육훈련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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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 청년 교육훈련 비교

청년교육은 양 정당 모두 당원이 아닌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실시 기간 또한 1회가 아닌 몇 주 단위로 시행하고 있으며, 프로그램도

당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훈련과는 다르게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을

위한 틀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또한, 연례적으로

비교적 반복되는 커리큘럼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 시·도당 교육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청년교육 프로그램은 앞서 각 정당별로 분석해 본

것을 감안하면 추세적인 변화 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당원을 대상으로 한 시·도당 교육프로그램은 대상자가 고정 ·

한정되어 있고 안정적인 참석율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제목을 분류한 분석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당원이 아닌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청년 교육 프로그램은 참여 유인을

위한 홍보성 강의 제목으로는 강의 내용을 분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강의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각 정당이 청년 교육을 어떤

식의 접근 방식을 갖고 진행해 왔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프로그램 분석은 강의자에 대한 분석을 비교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양 정당의 청년교육은 양 정당의 청년교육 중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년교육사업을 중심으로 시행 초기부터

2016년 현재의 교육의 실시 형태와 대상 그리고, 강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비교 분석해 보는

식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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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대 상

대학생 및 대학원생

(캠퍼스 Q, 2009～2015)

35세 이하 청년

(새누리 뉴 리더

아카데미)

정치지망생 및 정치에 관심

있는 청년

(20세～40세)

시작연도 2009년 2014년

실시시기
여름·겨울 방학 기간

※제1기 제외(5월 포함)

여름·겨울 방학 기간

※제5기 제외(6월 포함)

실

시

형

태

기간

(최저,최고)
4.2주(2주,7주) 4.8주(4주,6주)

강의시간

(최저,최고)
190분(120분,180분) 170분(150분, 210분)

강

의

자

정치인 35(68.62%) 30(46.15%)

교수 7(13.72%) 17(26.15%)

언론인

및 기타
9(17.64%) 18(27.69%)

합계 51(100%) 65(100%)

<표16-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 청년교육 비교표>

먼저, <표16-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 청년교육 비교표>에 따라, 대상부터

살펴보면, 새누리당은 2016년 새누리 뉴 리더 아카데미 이전까지인, 캠퍼스

Q 까지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교육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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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더불어 민주당은 40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표면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상 범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실

시시기가 대학생·대학원생의 방학기간으로 주로 맞춰져 있어, 실질적으

로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초 시작연도는 새누리당은 한나라당 시절인 2009년이며, 더불어민주

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었던 2014년이다. 정형화된 청년 교육훈련에 있어,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 보다 앞서 실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시형태를 비교해 보면, 우선 실시기간을 비교할 수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 4.8주이고, 새누리당이 4.2주가 된다. 0.7주 정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

만, 최저 실시기간과 최고 실시기간을 따져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은

실시기간에 있어 차이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새누리당의 최저

실시기간은 2주에 불과한 경우가 있었고, 최고는 7주로 격차는 약 5주 가량

정도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은 최저가 4주에 최고가 6주로 격

차는 약 2주 정도로 비교적 균일한 실시기간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일 강의시간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평균적으로 170분, 새누리당이

190분으로 새누리당이 20분 정도 더 많은 교육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최저와

최고 시간을 비교해 보면, 양 정당 모두 60분의 격차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나,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내용은 다소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3기 190분과 제2기 일부의 강의 시간이 210분으로 구

성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150분 즉 2시간 30분 정도로 일관성 있게 나

타나는 것과는 다르게 새누리당은 180분 즉 3시간 정도의 강의 시간이 2

개 기수에 나타나고, 120분·130분·160분과 같은 강의 시간으로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양 정당의 교육 프로그램 분석을 위한 강의자 분석을 보면, 새누리당은

총 강의자중 68.62%인 35명이 정치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총 강의자중 46.15%인 30명이 정치인이다. 22%

정도 새누리당이 정치인에 대한 비중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43.84%가 교수와 언론인 및 기타 강의자로 구성

되었고, 새누리당은 31.38%가 교수와 언론인 및 기타 강의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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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인 및 기타와 교수 강의자간의 구성 차이가 1% 내

외로 비교적 적은 반면에, 새누리당은 3.92% 정도로 상대적으로 언론인

및 기타 강의자의 비중이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양당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

으로 한 청년 교육에 주력해 왔고, 교육은 주로 강의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주로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을 활용해 실시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정규화된 청년 교육은 새누리당이 먼저 시행했다고 볼 수 있지만,

세부적인 교육방식을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수요자를 위한 교육에

더 근접했다고 볼 수 있겠다.

기본적으로, 교육 시간에 있어, 더불어 민주당은 2시간 30분 정도로 일

정하고, 5주간의 교육시간을 대체적으로 지켰지만, 새누리당은 최고 3시

간을 넘는 교육 시간을 편성하기도 했으며, 총 교육기간 2주간 주 3회씩

의 교육을 실시해 끝마치기도 했다.

통상적으로, 교육적인 효과나 교육대상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주 1회 정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강의시간도 30분 정도 짧은 더불어민주

당의 교육 일정이 교육수요자에게 좀 더 친화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부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서도, 더불어민주당도 새누리당과 마찬가지

로 정치인 강의자를 주로 편성했지만, 교수와 언론인 및 기타 강의자의 비중을

새누리당 보다 더 높은 비중으로 프로그램에 넣어 정치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

들을 위한 배려와 함께 좀 더 소프트한 접근을 시도했다고 짐작할 수 있다.

4)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의 교육훈련 관련 조직 및

제도, 추진배경 비교

① 시・도별 교육훈련과 당직자 교육훈련 관련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의 교육훈련의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이

유는 무엇일까? 우선, 시·도별 교육훈련의 차이점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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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고자 한다. 교육훈련과 관련 조직적인 면을 비교해 보면, 우선 각 시·도

별 시·도당 숫자의 경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17개로 동일함을 알 수 있

다. 당원수는 20만명 정도로 새누리당이 많음을 알 수 있지만, 2백만에 달하는

양당 당원수를 감안하면 그 격차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당비를 지속적으로 납부하는 당원 즉, 당에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불하

면서 활동하는 당원의 비율도 10% 내외로 유사하다.

또한, 당의 선거·조직 활동을 전담하는 사무처 당직자의 숫자도 180명 내외

로 동일하다.

그러나, 조직적인 측면에서 양 당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지역에서 당원교육훈련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의 여부다. 더불어민주당

은 시・도당 교육위원회에서 중앙당 교육연수원의 지원 하에 시・도 당

원교육을 실시한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양당은 당원 등의 교육의무조항과 정치 지도자를 교

육을 통해 양성해야 한다는 조항, 중앙당의 연수조직과 관련된 각종 조항 등

이 유사한 점으로 꼽힌다. 차이는 교육훈련 이수시의 인센티브 조항이 더불

어민주당은 공직후보자추천시에 100분의 10이하로 가산하도록 명시되어 있

으며, 교육 내용에 대한 규정도 더불어민주당은 신입당원, 권리당원, 지자체

장, 지방의원으로 적시하고 교육시간도 차등을 두어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

는데 반해 새누리당은 인센티브가 없고 대신해 미이수 당원에 권리를 정지

할 수 있다는 권고 규정이 있고, 교육 내용에 대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시・도별 교육훈련 횟수가 새누리당에 비해 2.33배

더 많은 것은 조직적으로는 시・도의 교육을 전담하는 시・도당 교육위원

회와 같은 조직의 여부로, 제도적으로는 교육훈련 이수시 인센티브의 여부

와 교육내용 등의 규정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훈련의 추진배경이 되는 정치지도자 양성에 대해서, 더불

어민주당은 제82조에 ‘당원 및 차세대정치도자의 교육과 연수’로 새

누리당은 제69조에 ‘여성・청년 등의 신진 정치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정치교육과정’을 둔다고 명문화해 교육훈련의 배경이 차세대

정치지도자 배출에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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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시・도당 수 17개 17개

당원수 2,991,365명 2,706,938명

시・도당 평균 175,963명 159,173명

당비납부 당원 329,952명(11%) 287,114명(10.6%)

유급사무직원수 183명 189명

연수 주관 중앙연수원장

중앙당 교육연수원장

시·도당 교육연수원장

시·도당 교육연수위원회

사무처 조직

연수국

(9.15 조직국

연수팀 변경)

교육연수국

교육의무조항 있음 있음

정치지도자

양성 조항

있음

(특별히

청년・여성 지목)

있음

중앙당

연수조직 조항
있음 있음

인센티브

※ 인센티브

없으며, 미이수

당원에 권리

정지 가능성 적시

공직후보자추천 시

100분의 10이하

범위 가산

교육 내용

규정화
확인되지 않음

신입당원,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권리당원 등

대상, 시간 등 규정

<표17- 교육훈련 관련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의 조직·제도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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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년교육 관련

청년교육에 있어서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차이 때문에 시

행의 양태가 달랐을까?

우선 청년교육의 대상이 되는 일반 청년들에 대한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16～18代 대선에서 청년층의 대통령 지지율을 참고하고자 한다.

국내 정치학 연구를 참고해 볼 때, 여・야의 구분이 있는 대한민국

정치 토양상,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과 정당에 대한 지지율은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양대 정당이 청년 교육훈련을 하는 대상인 청년층을 20대에서 40대

사이의 국민으로 본다면, 대체적으로 대통령과 정당에 지지를 나타내는

청년들이 각 정당의 청년 정치 교육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표18 - 16～18代 대선 연령대별 지지율 조사>를 참고하면, 2002년

16대 대선시에는 44세를 기준으로 한나라당 이회창과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분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44세를 기준으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게 나타나다가 그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2007년 17대 대선에서는 全연령층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민주당

정동영 후보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40세 이상을 기준으로 과반수

이상의 지지층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도 40세 이상을 기준점으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지지로 변화하며 60% 이상의

지지도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종합하면 20대에서 40대는 새누리당에 비해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볼 수 있으며, 청년 교육에 있어서도 청년

대상의 정치 교육을 시행할 때 이러한 점들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차이점은 당헌・당규에 의해 표츌되고 있는데, 청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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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는 청년에 대한 기준이 다른 점으로도 알 수 있다. 직접적으로

청년에 대한 기준은 나와 있지 않지만, 새누리당의 경우 전당대회에서

나타나는 45세 미만에 대한 규정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시 가산점 부여

연령이 42세 미만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하면, 청년을 보는 연령이

새누리당은 45세 미만이고, 더불어민주당은 42세 미만으로 3세 정도가,

더불어 민주당이 낮게 나타났다.

다음은, 청년 교육 관련 제도적인 측면에서 당헌・당규를 분석해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청년과 대학생에 대한 양당의 관심도가

제도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이를 위해,

당헌・당규에서 청년과 대학생의 언급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로 알아보려

한다. 선언적 규정이든 실질적 규정이든 ‘청년’과 ‘대학생’에 대한 언급은

어떤 식으로든 당의 규정 속에 청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구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당헌・당규는 명목상이지만 당의 대표를 비롯한 全 당원이 동의한 가치

체계의 덩어리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 청년들이 당에 입당해서 활동할 경우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지 살펴보기 위해, 청년위원회와 같은 청년 관련 조직 형태,

청년위원장 등 청년위원회 활동을 위한 진입 방법, 청년 전담부서의

유무, 정치적 의지를 가진 청년들의 교육훈련 동인인 교육훈련 이수시

공천 가산 여부 등 도 점검해 알아볼 것이다.

<표19 - 청년교육 관련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및 조직

분석 비교>를 보면, 우선 ‘청년’이라는 단어에 대한 빈도를 분석할 수

있는데, 당헌에서는 새누리당이 청년을 27회, 더불어민주당이 36회로

언급해 더불어민주당이 9회 정도 더 많고, 대학생의 경우에는

새누리당은 0회, 더불어민주당은 25회로 비교 자체의 의미가 없지만,

당규를 통해서 비교하면 새누리당은 청년을 188회, 대학생은 17회로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36회, 대학생 25회에 비해 청년에 대한 언급이

5배가 넘게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년의 전담부서와 청년 정치지도자 육성관련 조항, 청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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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 과정 등에 있어서도, 새누리당은 존재하고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존재 자체가 없었다.

조직적인 면에서는 양당은 기본적으로 중앙과 시・도당에

청년위원회 조직이 있었고, 대학생위원회 조직도 갖추었다. 특별히

새누리당은 이에 더해 만 19세부터 35세의 미래세대위원회도

조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공천 가산점의 경우에는 새누리당이 당헌의 선언적 규정에

더해 당규에서도 선언적인 규정이 계속되고 있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우선추천하는 것으로 당헌과

당규에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경선시 10분의 1이하의 범위로

가점을 주며, 지방선거시 전략공천에 대한 규정도 존재함을 알 수

있어, 공천 가산점에 있어 더불어민주당의 규정이 새누리당에 비해

더욱 명시적이고, 구체화되어 있다는 분석을 할 수 있겠다.

종합하면, 조직과 제도면에서 청년교육훈련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상이하게 나타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조직과 제도면에서 청년 전담부서가 있었고, 관련 정치지도자 육성에

대한 조항이 존재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 보다도 더

앞선 시기에 청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청년 교육훈련 대상자인 일반 청년들의 지지율이 3차례의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새누리당에 비해 일관되게 높게 형성된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전담부서라든지, 청년 정치지도자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정형화된 청년 교육을 실시할 주체가 없는

관계로 청년 교육이 늦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새누리당은 당규에서 청년・대학생에 언급이 더불어

민주당에 비해 5배를 상회하는 통계 등을 감안해 보면, 청년에 대한

제도적인 측면의 관심은 상당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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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8 - 16～17代 대선 연령대별 지지율 조사>27)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에 대한 공천 가산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화

함으로써 청년에 대한 단순한 관심이 아닌 청년에 대한 실제적인 배려를

하고 있었다. 새누리당은 이에 비해 선언규정과 원칙규정으로 대응해서

실제적인 현실정치 참여에 대한 청년 배려에 소홀히 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청년에 대한 소위, 진정성의 차이는 단순히 청년교육훈련의 실시

가 좀 더 빠르고 늦었다는 데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교육 기간이라든지, 일정한 교육시간,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 과중한 정치인

편중 프로그램 편성을 지양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27) 성경률(2015). 이중균열구조의 등장과 투표기제의 변화:18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제49집 제2호. 19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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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당헌
청년 27회
대학생 0회

청년 36회
대학생 13회

당규
청년 188회
대학생 17회

청년 36회
대학생 25회

청년기준
만 45세 미만

(당헌 제13조제6항)
만 42세 미만

(당헌 제108조제5항)

당직구성시 청년우대 있음 있음

선거인단구성시 청년우대 있음 있음

청년 지도부 진입 있음 있음

청년 전담부서 있음 없음

청년 정치지도자 육성 있음 없음

청년위원장 선출 있음 없음

청
년
조
직

중앙청년위원회 있음 있음

시・도
청년위원회

있음 있음

중앙및시・도
대학생위원회

있음
※미래세대위원회
(만19세~35세),
대학생위원회

있음

공천 가산점

◦ 당헌 제6조제6항
- 선언 규정

◦ 당규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41조제2항

-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여성․청년․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를

우선적으로 추천함을

원칙으로한다.

◦당헌제102조제5항

- 노동 분야 포함

2인을 비례대표

국회의원 우선 추천

◦당헌제106조제3항

- 우선배려선언규정

◦당헌제108조제5항

- 경선시 가산점

(관련 당규에

10분의 1이하

범위 가점)

◦당헌부칙제2조제3항
-지방선거시전략공천

<표19 - 청년교육 관련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및 조직 분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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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교육훈련

조직적・제도적으로 유사성이 있었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교육훈련・청년교육에 대한 비교 연구에 더해, 그 외 주요 정당에 대한

비교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 이유는, 2016년 4월 13일 제20대 국

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33.50%, 더불어민주당 25.54%, 국민의당

26.74%, 정의당 7.23%를 얻어,28)(5위인 기독자유당은 2.63%로 원내 진입

에 실패함, 최소 3% 이상 원내 진입) 이상 4개의 정당은 국민적 지지를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대한민국 정당을 나열해 보았을 때, 진보정당은 정의당(통합진보당, 민주

노동당 등의 변천)29)으로 꼽을 수 있어, 본 논문의 서두에서 궁금증을

가졌던 외국의 일반적 사례와 같이 진보정당의 교육훈련이 정당의 교육

훈련 정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른바 보수정당에 비해 보다 체계화되

고 발달되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아 볼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한편으로는 국민의당 역시 보수정당을 표방하며 등장한 정당이기

에 새누리당에 더해, 보수정당의 교육훈련 형태와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앞서 분석과 함께, 학술적 흥미에 더

해 보수정당의 교육훈련에 대한 비교 분석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였다.

한편, <표20 - 4개 주요 정당 조직 비교>를 보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

주당 그리고, 국민의 당은 시・도당 수에 있어서 17개로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정의당은 15개로 2개가 적게 나타난다. 이는 정의당이

2016년 현재 세종과 충북에 시․도당을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원 수에 있어서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2,991,365명이고

2,706,938명인데 비해, 국민의당은 182,299명으로 앞서 정당의 당원 수 보

다 10분의 1이 되지 않는다. 정의당은 90분의 1 정도의 수준이다.

그런데,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 수는 비율로 견주어 보았을 때, 정의당이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제20대 비례대표국회의원 개표 결과

(http://info.nec.go.kr/)

29) 지병근. (2014). 한국진보정당의 조직, 이념, 그리고 지지기반. 현대정치연구, 7(1),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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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배 정도의 차이로 앞서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

민의당이 전체 당원 중에 10.6%～14.5% 정도의 당비납부 당원이 존재함

을 비춰볼 때, 정의당의 당원은 68.5%가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이라는 사

실은 통계적으로 볼 때도 큰 유의미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당을 상시 운영하며 당헌・당규를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유급사무직원수

는 양당에 비해서, 국민의 당이 82명, 정의당이 94명으로, 절반 정도의

수준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시도당 수 17개 17개 17개 15개

당원수 2,991,365명 2,706,938명 182,299명 37,752명

시도당

평균
175,963명 159,173명 10,723명 2,517명

당비

납부 당원

329,952명

(11%)

287,114명

(10.6%)

26,440명

(14.5%)

25,884명

(68.5%)

유급

사무직원수
183명 189명 82명 94명

<표20 - 4개 주요 정당 조직 비교 ※2016년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확보정당>30)

앞서, 교육훈련의 대상에 대한 규모와 교육훈련 운영의 인력적

인프라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다음은, 교육훈련 관련 제도적인 비교다.

본문 초기에 나오는 <표3>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당헌을 비교해

본 것으로, <표21 - 국민의당 정의당의 교육훈련 관현 당헌 비교>와

참조해 보면, 우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교육훈련의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점이 드러난다.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7), 2016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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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16.7.14 개정)31) 정의당(16.9.25 개정)32)

교

육

의

무

등

◦당헌제7조제1항제2호

- 당원 교육을 받을 의무

◦당헌제39조제2항

- 전국청년위원회는 청

년들의 교육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

여 시행해야 한다.

◦당헌제107조제2항제3호

- 정책연구소의 기능 관련

당원의 교육과 훈련

- 일반시민 대상 교육

- 그밖에 당의 목적과 정

강정책 실현을 위한 연

구와 교육

◦당헌제111조제1항제1호

- 중앙당윤리위원회 권한

중 당원의 윤리규범 제

정과 개정, 교육과 시

행에 관한 사항

◦당헌제5조제2항제5호

- 당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의무

◦당헌 제30조(교육연수원)

① 당원 교육과 당 간부 양성, 시

민교육 등 당 교육사업을 총

괄하는 기관으로 교육연수원

을 둔다.

② 교육연수원장은 당대표가 전국

위원회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표21 - 국민의당 정의당의 교육훈련 관현 당헌 비교>

관련, 당원 교육을 받을 의무라든지, 교육훈련의 실시 기관을

국민의당은 정책연구소로 정의당은 교육연수원으로 각각 지정한 것은

새누리당 ․ 더불어민주당과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지만, 교육훈련

인센티브가 국가의 헌법과 동일한 당의 당헌에서 구현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경우에는 앞서 당헌에 대한 분석에 더해,

31) 국민의당(2016). 이하 국민의당 당헌・당규

32) 정의당(2016). 이하 정의당 당헌・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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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에 대한 규정인 당규를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정의당의 경우에는 당헌의 기술 자체가 짧고 당규에 실재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특수한 당헌-당규 구조를 갖고 있어 더욱 그렇다.

먼저, 국민의당 당규를 분석하면, 당헌과는 다르게 당원 및 당직자,

국민에 대한 교육을 위한 교육연수국이 중앙당 사무처에 있으며,

여성과 청년을 교육하고 육성 업무를 여성국과 청년국에 부여했다.

그러나, 당헌에없었던교육훈련인센티브에대한내용은당규에도찾아볼수없었다.

한편, 정의당은 당규 곳곳에 교육훈련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적시 되어 있었다. 아래, <표22 - 정의당 당규 1>부터 <표29 - 정의당

당규 8>은 교육훈련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표22 - 정의당 당규1>은 당규의 교육훈련 관련 총론적인 성격을

띠는 당규로써, 교육훈련에 대한 인센티브 보다는 교육훈련에

강제성을 지닌 의무 규정을 넣었다. 당규 제11조 제3항은 임명직과

선출직 그리고 추천직 당직자와 임명직․선출직․추천직 공직자는

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의무 교육프로그램을 매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특별히 선출직 당직자와 공직자는 매년마다 전년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출마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선출

선거가 없는 해의 경우 해당 교육 이수 시 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한편, 임명직․추천직 당직자와 공직자는 선출직 보다는 다소 경하게

처리되는데, 전년도 교육 미이수시 3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이수하지 못할 시에는 인사권자는 직무정지․업무배제․징계 등

인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공직선거후보자는 당원의무교육 외에도 당대표가 지정한

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 이수시에는 출마할 수 없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당규 제11조 제1항에서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과는 다르게, 중앙교육연수원이

매해 1월 중으로 성평등 교육과 장애평등 교육을 필수과목으로 한

필수 교육프로그램을 정하여 공지하도록 하며, 전국위원회에서 1개

이상 당원 필수교육프로그램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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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당규(2015.5.30.)

교육

의무 등

◦당규제11조(당원의무교육)

① 중앙교육연수원은 매해 1월 중으로 당해년도 성평등

교육과 장애평등 교육을 포함한 당원의 필수

교육프로그램을 정하여 공지한다.

② 전국위원회는 성평등 교육과 장애평등 교육 이외에도 1개

이상의 당원 필수교육프로그램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③ 임명직, 선출직, 추천직 당직자와 임명직, 선출직, 추천직

공직자는 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의무 교육프로그램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선출직 당직자와 선출직 공직자는 매년마다 전년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출마할 수 없다. 단, 선출선거가

없는 해의 경우 해당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키되, 2013년도 당원의무교육에 한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년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약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직권을 정지시킨다.

⑤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와 임명직, 추천직 공직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년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약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해당하는

인사권자는 직무정지 또는 업무배제, 징계 등 인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2013년도 당원 의무교육에

한해 지역(직장)위원회의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의

경우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해도 직무정지 또는

업무배제, 징계 등 인사상의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한다.

⑥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당원의무교육 외에도 당대표가

공직경력, 출마경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공직선거후보자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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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을 경우 출마할 수 없다.

◦제7조 (교육위원회)

① 교육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은 당의 교육·연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연간 및 분기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당대표에게 보고한다.

② 당원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10명 내외의

교육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교육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면한다.

③ 교육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원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교육사업 기획 및 심의

3. 교육사업 예·결산[안]의 제출 4. 특정한 분야 또는 강좌

교육을 위한 강사 위촉

④ 교육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사무총국, 정책위원회,

연구소가 담당한다.

⑤ 광역시·도당의 교육위원회(부서)는 중앙당 교육위원회와

협의해서 교육업무를 진행한다.

<표22 - 정의당 당규 1>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훈련 계획을 수시로 수립해 당대표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도당 교육위원회는 중앙당 교육위원회와

협의해 교육업무를 진행한다.

<표23 - 정의당 당규 2>에서는 지역 말단 조직인 분회에 대한

규정인데, 여기서도 분회는 당원 간의 소통과 학습, 교육의 기회 등을

제공하며, 지역과 직장에서 당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역할을 한다. 정당의 시․도 말단 조직까지 당원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훈련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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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당규 제5호 지역조직(2015.5.30.)

교육

의무 등

➀ 분회는 지역위원회의 기초조직으로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역, 직장, 부문, 의제 등으로

다양하게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분회는 당원 간의 소통과 학습, 교육의 기회 등을

제공하며, 지역과 직장에서 당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➂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표23 - 정의당 당규 2>

<표24 - 정의당 당규 3>는 당원에 대한 징계 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단순히 당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당원권 박탈 등을 규정한

앞서 제 정당에 비해 정의당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일종의 당원

갱생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정의당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2015.5.30.)

교육

의무 등

◦제8조 (징계의 종류)

② 당기위원회는 위의 1항 1～4호의 징계에 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간과 시간·액수 등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명령을 적절히 부가하여 병과할 수 있다.

1. 적절한 교육, 봉사, 실천 과정의 이수 2. 피해변상 3.

당(당기구 일체)의 인터넷 게시판 글 게재 금지 4. 각종

당내회의의 참가 및 참관의 금지

<표24 - 정의당 당규 3>

정의당 당규 제10호 등은 정의당의 재정 관련 당규이다. 정당의

실재 집행․운영에 대한 부분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재정

부분에서 정의당은 교육훈련비를 정책개발비의 다음 순위에 놓을

정도로 앞 순위에 배치했으며, 여성정치발전비에도 여성정치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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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교육사업비 명목을 두어, 여성정치 발전을 위한 교육 사업도

재정에 감안해 두었다.

정의당 당규 제11호 정책연구소(2015.5.30.)

교육

의무 등

◦제3조제2항

- 정책의 교육 및 정책자료의 출판, 정보화 사업

<표25- 정의당 당규 4>

<표25- 정의당 당규 4>과 <표26 - 정의당 당규 5>는 다른 당규

내용에 비해 다소 짧은 내용이지만, 중요한 의미를 준다고 생각된다.

먼저, <표25 - 정의당 당규 4>은 정책연구소에 대한 당규인데,

제3조제2항 앞부분 정책의 교육이라는 내용이 있다. 이 내용은 정의당의

정책을 당원들에게 교육한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이는 정의당이

추구하고 주장하는 정책의 교육훈련을 통해 당원들을 일체화하고,

거기에 더해 정책 교육이 된 당원들을 통해 일반 시민에게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수 있다.

<표26 - 정의당 당규 5>은 정보통신 운영규정인데, 정의당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도 강조하고 있다. 관련 제6조 앞 뒤 문맥을

감안하면, 비밀 취급 등에 대한 각종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으로

보이는데, 정의당은 소소하다고 생각되는 내용까지도 당규에 규정해

지키도록 했다. 그것은 정의당이 일반 당무에도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내재화하고 있는 방증으로도 생각된다.

정의당 당규 제12호 정보통신 운영규정(2012.11.9.)

교육

의무 등

◦제6조제2항제3호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표26 - 정의당 당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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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7 - 정의당 당규 6>와 <표28 - 정의당 당규 7>은 정의당의 기본

교육으로 앞서 규정된 성평등 교육과 장애인 차별 방지 교육에 대해서

규정한 내용이다. 진보정당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강조되는 소위, 젠더에

대한 인식과 인권과도 직결되는 장애인 차별 방지 등과 같은 것을

교육시키는 내용이다.

당규 13호와 당규14호라는 독립적인 당규에 성 평등, 장애인 차별

방지를 담아 놓은 것은 그만큼 정의당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로

판단되며, 아래 당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앙당과 시․도당에서 어떻게

그러한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지 상당한 분량의 내용으로 기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치 구현을 위한 수단으로 정의당은 교육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장애인 차별 방지에 대한 교육은 강의 프로그램까지

적시해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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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당규 제13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

(2013.10.20.)

교

육

의

무

등

◦제7조제3항제3호

- 성차별조사위 위원은 연 1회 이상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 가해자 교육 등 성평등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제10조제1항

-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광역시・도당 여성위원회와 협의하여

연 1회 이상 당해 지역위원회 소속의 당원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0조제2항

-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의 사무총장(또는 사무처장)은 연 1회

이상 사무처 성원을 대상으로 성평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0조제3항

- 성평등교육은 전문가 강의 등의 방법으로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제4항

- 1항,2항에 따른 성평등 교육을 실시한 경우 중앙당 사무총장 및

광역시・도당의 사무처장,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연도

교육실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매년 12월 말까지 중앙당 여성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제5항

- 단, 지역위원회과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광역시・도당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표27 - 정의당 당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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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당규 제14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2013.2.28.)

교육

의무 등

◦제10조제2항제3호

- 장애인차별조사위 위원은 연 1회 이상 중앙당

장애인위원회가 인정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 가해자 교육 등 장애인평등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제13조 (교육 및 징계이행 점검)

① 광역시·도당의 위원장은 해당 광역시·도당

장애인위원회와 협의하여 연 1회 이상 당해 지역 소속의

당원을 대상으로 장애인평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의 사무총장(또는 사무처장)은 연

1회 이상 사무처 성원을 대상으로 장애인평 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장애인평등교육은 중앙당 장애인위원회가 인정하는

강사의 강의 등의 방법으로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올바른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개념 2. 우리나라

장애인의 현실

3. 진보적 장애운동의 의미와 역사 4. 장애 관련 당헌 및

당규 해설

④ 중앙당은 장애인평등교육의 실시를 위해 표준화된

교육커리큘럼을 제작하고 강사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그

제작과 구성은 장애인위원회에 일임할 수 있다.

⑤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의 사무총장(또는 사무처장)은

장애인차별 관련 사건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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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해 게시하여 모든 당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⑥ 1항, 2항에 따른 장애인평등교육을 실시한 경우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의 사무총장(또는 사무처장)은 당해연도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매년 12월 말까지 중앙당

장애인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표28 - 정의당 당규 7>

또한, <표29 - 정의당 당규 8>에서는 앞서 살펴본 당규에서 언급이

되었던 공직후보자선거 및 당직선거 입후보자는 「당원의무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선언적인 의무 규정을 두었던 앞서 제정당의 경우와는 다르게,

공직후보자선거와 당직선거에 있어, 당원의무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교육훈련 프로그램 이수를 강제하고 있는

규정을 넣은 것이다.

정의당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2016.1.30.)

교육

의무 등

◦제32조제2항제6호

② 공직후보자선거 및 당직선거 입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당원의무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

<표29 - 정의당 당규 8>

한편,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추진배경과 관련, 국민의당은 당헌

제107조에 여성과 청년 등 차세대 정치인 발굴・양성 그리고, 당의

목적과 정강정책 실현을 위한 연구와 교육이라는 목적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정의당은 따로 교육훈련 추진배경을 규정한 항목이 없었다.

이상과 같이,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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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그렇다면, 실제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은 어떻게 시행되었을까?

앞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교육훈련프로램은 유사한 조직과

당헌․당규 구조를 지녔기 때문에 차이법적 연구 방법을 택했다면, 앞서

조직과 당헌․당규의 일치점을 발견할 수 없는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비교 연구는 일치법적 연구 방법을 기반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1. 국민의당의 교육훈련

앞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분석틀과 마찬가지로, 시․도별

교육훈련의 횟수와 월 평균 교육훈련 횟수를 비교 분석해서,

전체적인 시․도 교육 훈련에 대한 총량적인 비교를 하고, 시․도별

세부 비교 분석으로 각 정당의 교육훈련 중점 지역이라든지,

시․도별 교육훈련 양태를 비교 분석해 보겠다.

<표30>은 국민의당의 시․도 교육훈련활동 보고 내용이다.

국민의당은 17개 시․도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8회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는 15개 시․도 조직이 있는 정의당의 총 8회와

동일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당원수와 시․도 조직이

정의당에 비해 더 많은 국민의당이 일반 당원 교육훈련을 덜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월 평균 실시 횟수 역시, 0.66으로 동일하게 나타난다.

한편, 눈에 띄는 것은 통합으로 실시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국민의

당의 경우에는 통합으로 실시한 시․도가 14개 시․도이고, 단독 실시한

시․도가 2개이며, 세종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당은 시․도 교육훈련을 통해 어떤 지역을 전략적으로

접근했다고 볼 것인가? 우선, 국민의 당의 경우를 보면 단독으로 실시한

지역이 2군데 있는데, 서울과 경기로 나타난다. 경기의 경우에는 2차례

단독 실시했다. 또한 국민의당의 정치적 지역 기반인 광주와 전북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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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내 용

8. 26~27

○ 경기도당 지역위원장 연수
- 정치관계법 : 김범수
- 자율토론진행 : 정강욱
- 정당특강 : 김영환
- 정치특강 : 김만흠

엑스

퍼트

연수원

9. 22~23

○ 서울·인천·강원도당 지역위원장 연수
- 정치관계법 : 박명호
- 자율토론진행 : 한건수
- 정당특강 : 김진수
- 정치특강 : 정대철

영종

스카이

리조트

10. 6~27
○ 전국여성위원회 여성리더십아카데미(4주)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 대회의실/ 국회도서관

10. 8~9

○ 여성·청년 핵심당원 연수
- 정치관계법 : 선관위
- 정당특강 : 정동영
- 정치특강 : 이장희

원광

대학교

60주년

기념관

10. 8~9

○ 여성·청년 핵심당원 연수
- 정치관계법 : 선관위
- 정당특강 : 정동영
- 정치특강 : 이장희

원광

대학교

60주년

기념관

10. 13~14

○ 대구·부산·울산·경북·경남도당지역위원장연수
- 정치관계법 : 김태일
- 자율토론진행 : 정완숙
- 정당특강 : 이계안
- 정치특강 : 김영필

팔공산

온천관광호텔

통합 실시 외에 1회씩 단독 실시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한편, 강원에서

1회 단독 실시한 것은 특이한 점이다.

시․도별 교육훈련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 당은 적은 당원수와

운영 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는 의지가

있었다고 보인다. 국민의 당의 시・도별 교육훈련은 세종을 제외하고 전

지역을 실시했다.

한편, 프로그램을 보면, 주로 정대철·정동영·김영환·이계안 등

정치인들에 의한 강의가 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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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7~28

○ 서울지역 핵심당원 연수
- 정치관계법 : 선관위
- 정당특강 : 이계안
- 정당특강 : 장환석
- 정치특강 : 문병호

비발디

파크

10. 28~29

○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 연수
- 정치관계법 : 선관위
- 정당특강 : 박지원
- 정당특강 : 김호열
- 정치특강 : 유창선

비발디

파크

11. 3~4

○ 경기지역 핵심당원 연수
- 정치관계법 : 박명호
- 자율토론진행 : 정강욱
- 정당특강 : 김호열
- 정치특강 : 서경선

연인산리조트

11. 10~11

○ 인천·대전·충남·충북·강원지역핵심당원연수
- 정치관계법 : 김 욱
- 정당특강 : 서경선
- 정치특강 : 장환석

싱록리조트

11. 17~18

○ 대구·울산·부산·경북·경남지역핵심당원연수
- 정치관계법 : 차재권
- 자율토론진행 : 정완숙
- 정당특강 : 이계안
- 정치특강 : 김영환

켄싱턴리조트

11. 21~22

○ 중앙당 정무직 당직자 연수
- 정치관계법 : 선관위
- 자율토론진행 : 정완숙
- 정당특강 : 이계안
- 정치특강 : 박지원

영종스카이리

조트

11. 24~25

○ 광주·전남·전북·제주지역 핵심당원 연수
- 정치관계법 : 선관위
- 자율토론진행 : 정완숙
- 정당특강 : 장환석
- 정치특강 : 김영필

나주중흥골드

스파리조트

11. 29~30

○시·도당 정무직 당직자 연수
- 정치관계법 : 선관위
- 자율토론진행 : 정완숙
- 정당특강 : 부좌현
- 정치특강 : 김영필

싱록리조트

11. 29,~
12. 20

○ 인천계양을SNS활용을통한여성정치참여확대교육
- 장소 : 계양구 소재 사무실

공모
사업

12. 3
○ 전라북도당 여성아카데미 지원
- 장소 : 전라북도당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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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5
○ 서울시당 핵심 여성당원들의 지역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리더십 양성 교육
- 장소 : 서울시의회 별관 2층 대회의실

공모
사업

12. 3~31
○ 경기도 동안구갑 책임있는 여성정치 지도자 양성을

위한 인성교육
- 장소 : 경기도당 2층 교육장

공모
사업

12. 7
○ 서울종로핵심여성당원들의지역현안문제해결과정설계

역량강화교육
- 장소 : 종로구민회관 2층 대회의실

공모
사업

12. 9
○ 전북 군산 핵심당원 여성리더십 교육
- 장소 : 군산 리츠프라자 관광호텔

공모
사업

12. 12~13

○ 강원지역 핵심당원 연수
- 정치관계법 : 선관위
- 정당특강 : 이계안
- 정당특강 : 박지원
- 정치특강 : 김영필

강촌

엘리

시안

12. 14
○ 대전광역시당 핵심 여성당원의 리더십 양성교육
- 장소 : The-K 웨딩컨벤션

공모
사업

12. 14~15

○ 광주지역 핵심당원 연수
- 정치관계법 : 선관위
- 정당특강 : 박지원
- 정당특강 : 천정배
- 정당특강 : 권은희

나주

골드

스파

리조트

12. 17~18

○ 안산지역 핵심당원 연수
- 정치관계법 : 선관위
- 정당특강 : 부좌현
- 정당특강 : 서경선
- 정치특강 : 장환석

영종

스카이

리조트

12. 2~18
○ 광주 북구갑 무등여성 리더십아카데미
- 장소 : 광주 북구 동문대로 79-1 동진빌딩 6층

공모
사업

12. 18
○ 경기고양시을정권교체를위한핵심당원여성리더십교육
- 장소 : 행신동 뿌리와가지 교육관 1층

공모
사업

12. 18~19

○전북지역 핵심당원 연수
- 정치관계법 : 선관위
- 정당특강 : 박지원
- 정당특강 : 정동영
- 정치특강 : 김광수

대명리조트

(전북 부안)

<표 30 - 국민의당 시․도 교육훈련>33)

33)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7). 2016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 88 -

국민의 당

시·도별 교육훈련 횟수 총 8회

월 평균 실시 횟수 0.66회

시·도별
세부

비교 분석

서울 1회

부산
통합 1회

(대구・울산・부산・경북・경남)

대구 통합 1회
(대구・울산・부산・경북・경남)

인천 통합 1회
(인천・대전・충남・충북・강원)

광주 1회 및 통합 1회
(광주・전남・전북・제주)

대전 통합 1회
(인천・대전・충남・충북・강원)

울산 통합 1회
(대구・울산・부산・경북・경남)

세종 ․

경기 2회

강원 1회 및 통합 1회
(인천・대전・충남・충북・강원)

충북 통합 1회
(인천・대전・충남・충북・강원)

충남 통합 1회
(인천・대전・충남・충북・강원)

전북
1회 및 통합 1회

(광주・전남・전북・제주)

전남 통합 1회
(광주・전남・전북・제주)

경북 통합 1회
(대구・울산・부산・경북・경남)

경남 통합 1회
(대구・울산・부산・경북・경남)

제주 통합 1회
(광주・전남・전북・제주)

<표31 – 국민의당 교육훈련 시・도별 세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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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당은 당직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 제 정당과 마찬가지로,

선거․전략에 대한 부분과 당직자 특강 등의 구성을 주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총량적인 면에서 보면, 국민의 당은 17회의 당직자 교육훈련을 실시했다.

국민의 당은 지역 조직의 위원장에 대한 교육과 중앙과 시․도당

사무처와 정무직 당직자 그리고, 여성리더십 아카데미를 실시했다는 점도

눈에 띤다. 이러한 점은 국민의 당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적은 당원 수를 보유하고 있지만, 간부 조직에 대한 교육에 더해 특히

여성 당원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조한 결과로 보인다.

국민의 당 당직자 교육프로그램은 <표32.1>에서 볼 수 있듯이 선거를

겨냥한 선거․전략 프로그램을 주로 교육했다.

구 분 내용

당직자 교육훈련 17회

당직자
교육훈련 대상자

서울・인천・강원, 경기,

대구・부산・울산・경북・경남 지역위원장,

전국여성위원회, 여성・청년 핵심당원(2회),

중앙당 사무처, 중앙당 및 시・도당 정무직

당직자(2회)

여성리더십 아카데미(9회)

- 서울, 경기 동안, 서울 종로, 전북 군산, 전북,

인천 계양, 대전, 광주 북구, 경기 고양

<표32 – 국민의당 당직자 교육훈련>

구 분 일 자 주요내용

영남권
지역위원장
연수 워크숍

10.13~14

◦ 20대 총선의 의미와 선거제도 개혁
◦ 지역주의 정치는 약화되고 있는가
◦ 당헌당규
◦ 지방조직 활성화 전략

전국 시・도당
정무직

당직자 연수
11.29~30

◦ 정치관계법의 이해(선거연수원 전임교수)
◦ 정당특강(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 대전환2017 체계를향하여(부좌현수석사무부총장)

<표32.1 – 국민의당 당직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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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당은 여성리더십 아카데미를 9회 정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제외하면 국민의 당의 당직자 교육훈련은 8회로 나타난다.

또한, 지역위원장과 정무직, 중앙당․시도당 당직자 등 공식적인 조직의

지역 간부에 대한 교육을 중심으로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학생과 대학원생 등 청년층에 대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은 다소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33- 국민의당 청년국 활동>에서는 김영환

前 사무총장 등 주요당직자가 당 청년위원회에 대한 일회적인 강연을

했으며, 청년․여성의 핵심당원에 대한 연수 형태의 프로그램이 있었다.

외부에 대한 열린 강연은 안철수 前 상임공동대표가 12월에 한차례 한

시국강연회가 전부다.

또한, 국민의 당 청년국은 입학금 폐지 정책 홍보를 위해 전국 17개

권역에서 활동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일 자 내 용 비 고

6. 22
○전국청년위원회 경청 TED

- 강사 : 김영환 전) 사무총장
마포당사

7. 6
○전국청년위원회 경청 TED

- 강사 : 이병열전) 청년위원회부위원장
마포당사

9. 9
○시⋅도당-지역위원회청년·여성위원회워크샵

- 강사 : 문병호 전) 국회의원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 8

~ 9
○제1회 전국 청년·여성 핵심당원 연수

원광대 60주년

기념관.

익산유스호스텔

9. 5

○청년이 바라보는 청년고용 대책 토론회

- 김삼화의원실, 정책위원회, 청년위원회

공동주최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9. 26

~ 10. 1

○전국지역순회 답사

- 인천, 광주, 서울, 익산, 전주, 목포, 부산, 울산

12. 23
○시국강연 “청년, 여성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 강사 :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2. 28 ~ ○입학금 폐지 정책 홍보 전국 17개권역

<표33 – 국민의당 청년국 활동>34)

34)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7). 2016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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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내 용

1. 7 ○교육위원회회의

1. 19 ○월례강좌(최정규 교수)

1. 30 ○중앙당 당직자 의무교육(성평등, 장애평등 교육)

2. 24 ○월례강좌(정치는 감정에 따라 움직인다-김상운 강사)

3. 12 ○당원 의무교육(성평등, 장애평등 교육)

4. 15 ○총선후보 연수

07.20 ○중앙당 신입당직자 교육

08.24 ○신입당원교육담당자 연석회의

09.25

○ 2015년 당원의무교육 보충교육

- 성평등, 장애평등 교육 등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09.28 ○신입당원교육담당자 교육연수 1차

10.08 ~ 09
○활동가기본교육경북권(대구/경북) 1차정당정치론, 장애평등교육

/등평산아카데미

2. 정의당의 교육훈련

정의당은 통합 실시한 시·도가 16개 시․도, 단독 실시는 제주도로

측정되었다.

정의당은 제주에서 단독으로 2회 교육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제주의

독특한 정치 지형 때문이기도 하고, 4.3 사건 등 진보정당의 정치적 관심

지역이기도 한 이유로 보인다. 또한, 통합 2회 실시한 지역은 대구와

경북, 그리고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이다.

정의당도 국민의 당과 마찬가지로, 적은 당원수와 운영 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정의당은

비록 통합 실시이기는 하지만 전체 지역을 포괄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는, 앞서 전국을 포괄한 교육을 실시하지 못했던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과 비교될 만큼 의미 있는 통계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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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 16
○ 활동가기본교육 제주 1차정당정치론, 장애평등교육 등 /

베니키아제주호텔

10.22 ~ 23
○ 활동가기본교육 중부권(대전/세종/충남/충북) 1차 정당정치론,

장애평등교육 등 /KT인재개발원

10.26 ○신입당원교육담당자 교육연수 2차

11.17 ~ 18
○지역정치활동가 실무연수지역정치활동론, 공보실무교육 등

/대천한화리조트

11.18 ~ 19 ○중앙당 사무처 교육연수 /대천한화리조트

11.19 ~ 20
○활동가기본교육 호남권(광주/전남/전북) 1차 정당정치론, 장애

평등교육 등/나주 중흥골드스파&리조트

11.27
○활동가기본교육 제주 2차 지역정치활동론, 성평등교육 등 /

민주노총제주본부

12.03 ~ 04
○ 활동가기본교육 수도권(서울/경기/인천)+강원 1차 정당정치론, 장

애평등교육 등/ 양평코바코연수원

12.07 ○지역정치활동가 공보실무교육

12.10 ~ 11
○활동가기본교육경남권(부산/울산/경남) 1차 정당정치론, 장애평등

교육 등/ BTC아카데미

12.11
○ 활동가기본교육 중부권(대전/세종/충남/충북) 2차 지역정치활동론,

성평등교육 등/ KT인재개발원

12.17
○ 활동가기본교육 경북권(대구/경북) 2차/지역정치활동론, 성평등교

육 등/ 대구테크노파크

12.27 ○중앙당 당직자 교육성평등, 장애평등교육/여의도 중앙당사

<표 34 - 정의당 시․도 교육훈련>35)

35)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7). 2016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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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시·도별 교육훈련 횟수 총 8회

월 평균 실시 횟수 0.66회

시·도별

세부

비교

분석

서울 통합 1회(서울・경기・강원・인천)

부산 통합 1회(부산・울산・경남)

대구 통합 2회(대구・경북)

인천 통합 1회(서울・경기・강원・인천)

광주 통합 1회(광주・전남・전북)

대전 통합 2회(대전・세종・충남・충북)

울산 통합 1회(부산・울산・경남)

세종 통합 2회(대전・세종・충남・충북)

경기 통합 1회(서울・경기・강원・인천)

강원 통합 1회(서울・경기・강원・인천)

충북 통합 2회(대전・세종・충남・충북)

충남 통합 2회(대전・세종・충남・충북)

전북 통합 1회(광주・전남・전북)

전남 통합 1회(광주・전남・전북)

경북 통합 2회(대구・경북)

경남 통합 1회(부산・울산・경남)

제주 2회

<표35 - 정의당 시․도별 세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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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당규에 적시된 것처럼 활동가라고 하는 지역 활동 당원에

대한 교육을 주로 했는데, 주요 강의 프로그램을 보면, 정당 이론과 당의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함께한 정당정치론과 한국 정치 비판 그리고 당의

복지정책 강의와 지역 정치 활동 방법 등을 편성해, 제 정당과는 달리,

정치 교육의 실무적인 부분과 이론적인 부분을 함께 교육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구 분 일 자 주요내용

대구・경북

활동가

당원 교육

(70여명)

10.8

◦ 당의 복지정책(좌혜경 정의당 정책팀장)

◦ 민주주의 정당정치론(박상훈 정치발전소 대표)

◦ 이상하고 오래된 한국 정치(서복경 서강대 현

대정치연구소 박사)

◦ 당원 토론회(박상훈 대표, 서복경 박사)

◦ 뒷풀이

제주 활동가

기본교육 1차
10.15~16

◦ 당의 기본정책(좌혜경 정의당 정책팀장)

◦ 민주주의 정당정치론(박상훈 정치발전소 대표)

◦ 정당과 의회, 민주주의(서복경 박사)

◦ 분임 토의

◦ 뒷풀이

◦ 당내 상황 등 관련 대화(천호선 교육연수원장)

지역

정치 활동가

실무교육

11.16~17

◦ 정치관계법의 이해(김두순 부여 선관위 과장)

◦ 지역활동기초(김희서 구로구의원)

◦ 지역언론공보실무(강상구 교육연수단 집행위원장)

◦ 지역의제 만들기(이동영 지역정치사업단장)

제주 활동가

기본교육 2차
11.27

◦ 공동체와 인권(임승준 정책위원회연구위원)

◦ 지역정치활동개론(강상구교육연수원집행위원장)

◦ 지역정치활동 방법론(이동영 지역정치사업단장)

서울・경기・

인천・강원

활동가

기본교육

12.3~4

◦ 민주주의 정당정치론(박상훈 정치발전소 대표)

◦ 이상하고 오래된 한국 정치(서복경 서강대 현

대정치연구소 박사)

◦ 장애평등교육(이영석 위원장)

<표35.1 - 정의당 시․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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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의 당직자교육훈련은 총 9회로 나타났다.

정의당의 경우 당직자 교육프로그램으로, 선거․전략 과목은 물론이고,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이론과 공보 실무, 지역의제를 만들기 위한

정치의 실제와 관련한 교육을 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또한, 주로 중앙당 당직자와 지역정치활동가 전체 교육이 있었으며, 특이한

점은 신입당원교육을 담당하는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2회 이루어 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중앙당의 신입당직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 당원부터

당직자에 이르기까지 교육활동을 강조해 실시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구 분 내 용

교육

훈련

횟수

9회

당직자
교육
훈련
대상자

중앙당 당직자(2회), 총선후보, 중앙당 신입당직자,
신입당원교육담당자(2회)지역정치활동가(2회),

중앙당 사무처

<표35.2 - 정의당의 당직자 교육훈련>

정의당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 비교해, 대학생과 대학원생 등

청년층에 대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이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36 -

정의당 청년미래부 활동>에서 보고된 대로, 당원이 아닌 일반 청년들에게

문호가 열린 청년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청년미래부라는 조직에서 활동한 주요 내용은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받았다기보다는 토론회에 참여하면서, 정책캠페인을 진행하고, 유세단

활동을 하며, 각종 집회․시위 등에 직접 참가하는 식의 정치 동원에

가까운 활동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는 y캠프라는 일반 청년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1박 2일간 실시되었는데, 이때는 정치인 강연자로는 노회찬

前 국회의원 1인만 있었으며, 다른 강의자는 언론인과 시민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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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교수 언론인 및 기타

진보

정의당

청년학생

당원 캠프

(13.3.16

∼3.17)

노회찬(공동대표)

권태홍(사무총장)

이상 2명

y 캠프

(15.11.28

∼11.29)

노회찬(前 국회의원)

이상 1명

박은하

(경향신문 기자)

김경미

(前 정치발전소

기획실장)

박선민

(사회정책센터장)

이상 3명

일 자 내 용

1.11 ○ 정의당 청년정책 간담회
1.13 ○ 청년 정당 비전 발표회

1.13 ○ 중앙 청년·학생위원회 1월 월례모임(청년은 왜 빚을 져야 하는가)

1.18 ○ 주빌리은행 청년지점 출범식

1.20 ○ 서울시 '청년 활동 지원' 무산 시도 규탄 긴급 기자회견

2.1 ○ 정의당 청년선대본부 발족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비중으로 보자면 25%가 정치인, 나머지

75%는 비정치인으로 구성되어, 일반 청년들에게 정치인 보다는 교육적

흥미를 제고할 수 있는 언론인 및 기타 출신의 강의자를 섭외해

교육훈련을 펼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3년에 실시한 청년학생당원 캠프와 비교하면 대조할 수

있는데, 정의당의 전신인 진보정의당 청년학생당원 캠프에서 정치인만

2인으로 구성해 청년학생당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정의당 청년당원 교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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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 정의당 청년후보단 ‘종결자들’ 기자회견

2.13 ○ 정의당 총선 참모스쿨

2.14 ○ 청년당당 청년정책 발표 행사 참가

2.20 ○ 학생당원 정치캠프 ‘주;인되기’

2.24 ○ 정의당청년후보단 ‘종결자들’, 국회앞시민필리버스터참여

2.27 ○ 청년정책캠페인단 발족

2.27 ○ 민중총궐기 참여

2.29 ○ 수도권 주요 대학가 청년정책 홍보 현수막 게재

3.2 ○ 청년정책캠페인단 숭실대 캠페인

3.3 ○ 청년정책캠페인단 경희대, 한국외대 캠페인

3.4 ○ 청년정책캠페인단 한양대 캠페인

3.7 ○ 청년정책캠페인단 홍익대 캠페인

3.8 ○ 청년정책캠페인단 고려대 캠페인

3.9 ○ 청년정책캠페인단 명지대, 연세대 캠페인

3.10 ○ 청년정책캠페인단 성균관대 캠페인

3.11 ○ 금수저 취업 특혜 의혹 5인방 공천 낙마 촉구 기자회견

3.11 ○ 청년정책캠페인단 숭실대 캠페인

3.14 ○ 20대 총선 정의당 중앙선대위 출범식

3.16 ○ 청년정책캠페인단 중앙대 캠페인

3.18 ○ 청년정책캠페인단 은평 캠페인

3.21 ○ ‘칼퇴근을 부탁해’ 영상 제작

3.21 ○ 청년정책캠페인단 아주대 캠페인

3.22 ○ 청년정책캠페인단 안양 캠페인

3.26 ○ 2030 청년학생공동행동 참석

3.23 ○ 청년정책캠페인단 과천, 안양 캠페인

3.31 ○ 청년선대본 중앙집중유세단(땀돌이 유세단) 활동 시작

4.28 ○ 정의당 청년선거대책본부 평가회의

5.2 ○ 노동절 집회 참석

6.7 ○ 정의당 정책미래내각 청년미래부 신설

6.8 ○ 시민추모문화제 '9-4번 승강장' 참석

6.22 ○ 이공계 병역특례제 폐지 대응 간담회
6.25 ○ 청소년 당원제 간담회

6.28 ○ 6월 월례모임 : 청년정당으로 가는 길을 묻다

7.1 ○ 국회 입법 보조원 열정페이 근절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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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7.30 ○ 7월 월례모임 문화의 밤 - ‘현직자에게 듣는다 ’연극 관람

8.10 ○ 정의당 청년 국정감사단 공개강좌 개최

8.11 ○ 갑을 오토텍 청년학생 공동 지지 성명 기자회견참석

8.25 ○ 정의당 청년 국정감사단 공개강좌 시즌2

8.27 ○ 8월 월례모임 ‘한 여름밤의 꿈’

8.30 ○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고용보험법 개정안 기자회견

9.8 ○ 노동자 각계각층 체불임금 피해자 증언대회

9.8 ○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 기자회견

9.12
○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대학생 학부모 시민사회 공동행동

기자회견 참석

9.26 ○ 청년 국정감사단 발대식

10.6
○ 청년 국정감사단 공공기관 입사지원사 차별요소

실태 조사 결과 발표

10.22 ○ '청년이 말하는 평화' 토론회

10.28 ○ 10월 월례모임 ‘청년 기본소득에 대하여’

11.7
○ 오마이뉴스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청년

릴레이 기고

11.9 ○ 박근혜 퇴진 청년당원 집중의 날

11.12 ○ 민중총궐기 참석

11.26 ○ 박근혜 퇴진 청소년 자유발언대

<표36- 정의당 청년미래부 활동>36)

36)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7). 2016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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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교분석

1) 당원 교육훈련 관련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정의당과 국민의 당은 관련 조직과 제도가 모두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도당수, 당원수, 시・도당 평균

당원 수, 당비납부 당원 수와 실제 조직을 운영하는 사무처 당직자의 수

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 또한 정치지도자 양성조항이 있는 국민의

당과는 달리 정의당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며, 중앙당 연수조직

조항이 있는 국민의 당과 비교하면 정의당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훈련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도 양당은 특정할 만한 것이 없었지만, 사

무처당직자에게 일부 적용되는 국민의 당의 부분적인 인센티브에 비해, 정

의당은 특별히 선출직 당직자와 공직자는 교육훈련을 받지 않으면 당해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강제 규정을 두었다는 점이 달랐다. 공직선

거후보자 역시 당 대표가 정하는 필수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

출 선거와는 관련 없는 당직자와 공직자는 경한 벌칙을 취하지만, 3개월

내에 교육과정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행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업무배제, 징계 등의 인사상의 조치

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교육 내용은 정의당의 경우 양성평등과 장애인 차별 금지 교육을

중심으로 중앙교육연수원이 관련 매해 1월 중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국위원회라는 당내 중요한 의결 기구가 교육 내용에 대해 의결해 결정

할 정도로 규정이 엄격하다.

이렇게 정의당과 국민의 당의 조직・제도적인 차이의 간극은 크다. 정

의당의 경우 강제적인 교육훈련 의무규정과 함께 교육 훈련 필수 프로그

램의 여부를 규정했던 것에 비해, 국민의 당에서는 이를 전혀 구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러한 조직과 제도에도 불구하고, 시․도당 교육훈련의 횟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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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당 여성아카데미를 제외하면, 당직자에 대한 교육훈련 횟수가 유

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치법에 근거해 비교분석해 보면, 결국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각각 10분의 1, 90분의 1 수준에 못 미치는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절대적

당원 수에 대한 부분이 당원 교육 훈련 양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당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정의당과 국민의당의 유일하게 일

치되는 조직의 동일 요소로, 이는 단일 지역에서 당원 교육훈련 프로그

램을 실시할 경우에 참석 인원이 적을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으로 추정

된다. 이는 제 정당의 당원 교육훈련이 언론 보도를 위한 일종의 정치행

사와 같은 성격도 배제할 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교육훈련프로그램의 내용적인 차이를 가져온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의 당은 앞서 양 정당과 거의 유사하게 선거․전략 프로그램과 당

직자 특강 등의 주로 편성되어 있는데 비해, 정의당은 지역의 활동가로

서 사실상 정치 행위를 하기 위한 정치 실무적인 내용과 이론적인 내용

을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 있게 학습했음을 알 수 있다.

횟수의 총량에 대한 부분은 양대정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당원 수에

의해 국민의 당과 유사한 결과가 나왔지만,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은

국민의 당과의 비교를 통해서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앞서 당규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정의당은 교육훈련의

중요성에 대해 당무의 여러 부문에 교육훈련을 다양하게 적용할 정도로

높게 인식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의 실시 배경적 측면

에서 제 정당에 비해 실제적인 지역 정치 활동과 정책 활동을 위한 당원

양성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통해 실제 교육훈련과정에 이를 적용했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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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정의당

시・도당 수 17개 15개

당원수 182,299명 37,752명

시・도당 평균 10,723명 2,517명

당비납부 당원 26,440명(14.5%) 25,884명(68.5%)

유급사무직원수 82명 94명

연수 주관 정책연구소 교육위원회

사무처 조직 교육연수국 교육연수단

교육의무조항 있음 있음

정치지도자

양성 조항
있음 없음

중앙당

연수조직 조항
있음 알수없음

인센티브

없음

※사무처당직자 필수

실시 및 승진가점

없음

※공직후보자 선출시

서약서 및 이수확인서

교육 내용

규정화
없음

있음

※양성평등,

장애차별금지 등

<표 37 – 국민의 당, 정의당의 교육훈련 관련 조직・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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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교육 관련

청년교육에 있어서는 앞서 분석한 정당과 달리, 일반 청년들에 대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이유는

제도․조직․공천가산점 등에 대한, 앞서 양 정당의 청년 교육 훈련 관련

분석틀에 의해서 분석할 수 있는데, <표38 - 청년교육 관련 정의당과

국민의당의 당헌 및 조직 분석 비교>를 보면 정의당과 국민의당 모두

청년과 대학생에 대한 언급 자체가 양대 정당에 비해 적고, 정의당은

대학생에 대한 언급이 0회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정의당은 앞서 살펴 보았듯이, 장애인과 여성에 대한 배려 조항이

있었지만 2016년 현재로는 청년을 위한 배려 규정은 따로 두지 않았다.

그러나, 관련 당내 부대표 구성 시에 청년 당원을 두도록 되어 있어,

당내 활동 위주로 청년 활동을 규정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년에 대한 기준은 35세로 제 정당에서는 최저연령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 관련 조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공천에 대한 가산점도

없고, 청년교육훈련도 따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당도 비슷한 경우인데, 정의당과 비교하면 공천 가산점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다르고, 조직 또한 갖추고 있지만, 양대 정당과는

다르게 지역 청년․대학생위원회 조직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정의당에 비해

조직과 공천 가산점 등 청년을 유인할 어느 정도의 조직․제도는 갖추었지만

일종의 의사 조직․제도와도 같이 운영되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당의 경우에 내부 청년 당원을 위한 강연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으며, 정의당은 내부 청년 당원을 위한

교육은 없고, 실제 정의당의 정치적 상황 등에 의해서 청년 조직이

실제 정치 활동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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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국민의당

당헌
청년 6회

대학생 0회

청년 12회

대학생 1회

당규
청년 10회

대학생 0회

청년 13회

대학생 1회

청년기준
만35세 이하

(당규 제4호제5조 등)

만 40세 미만

(당헌 제39조제1항 등)

청년

조직
확인되지 않음

중앙 전국 청년·대학생위원회

중앙당 청년국

공천

가산점
확인되지 않음

청년 등 공직선거후보자 신청자에

가점 부여 가능

(당규제48조)

<표38 - 청년교육 관련 정의당과 국민의당의 당헌 및 조직 분석 비교>

제 4 절 정당별 교육훈련 비교가 주는 시사점

1.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비교가 주는 시사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당원 규모, 당비납부 당원수라든지 시 도당

의 수, 조직을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사무처 당직자의 수가 동일하게 나

타나 당원 교육 훈련 대상이 되는 조직이 기본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

았다.

그러나, 시・도에서 교육훈련을 실제 담당하는 조직인 시 도별 교육위원회의

유무와 함께, 제도적으로는 교육대상과 시간 등 교육 내용을 당규에 명시했는

지의 여부, 교육훈련시 인센티브 제도 등의 차이로 인해 결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펼쳐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에 비해 2.33배의 시 도별 교육훈

련을 더 많이 실시했으며, 당직자 교육훈련 또한 6배 이상으로 신입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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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지방의원, 권리당원 등 대상 등에 골고루 시행했다.

교육훈련에 있어 조직과 제도의 중요성은 청년교육훈련에도 나타났다.

정치지도자양성 중 청년과 여성 정치 지도자 양성에 대한 규정이 있었던

새누리당은 2009년에 처음 청년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해서 더불어민주당

에 비해 5년이나 앞선 시기에 청년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년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정치지도

자 양성이라는 측면으로 청년교육프로그램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민주

당의 청년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정치인이 되기 위한 기초적인 교육 프로

그램에 대한 편성도 있었다는 점, 새누리당에 비해 예측가능하고 집중적

인 강의 시간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청년 교육 수요자에 대해

친화적이었다는 점은 새누리당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청년교육훈련 프

로그램에 대해 미흡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예비정치인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의도의 진정성은 제도적으로 볼 때,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국

회의원 공천에서 청년을 포함하도록 한 조항과 각종 공직 후보자 추천시 공

천 가산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설명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청년교육 대상인 20～40대의 지지율에서 더불어민주

당에 대한 지지가 높았던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청년교육에 대한 관심

과 지원이 교육 운영과 프로그램의 내용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해

석도 가능하게 한다.

종합하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전체적인 시・도 교육훈련의 횟

수와 시・도별 횟수, 당직자 교육훈련의 횟수로 나타난 교육훈련 기회와

교육훈련 기회를 얻을 경우 교육 내용이 될 프로그램 편성과 일반 청년

을 대상으로 한, 청년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실시 등에 있어서 관련 당

조직과 교육훈련 관련 당헌과 당규를 통한 제도의 뒷받침이 중요했다고

볼 수 있겠다.

조직・제도적인 측면 외에도 청년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질적인 부분은 청년

교육훈련에 대한 실시 의도에 대한 것이 더욱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공천 가산점 조항의 산입 여부로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 105 -

2. 국민의당 정의당 비교가 주는 시사점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비교에서는 양 정당에 공통적으로 시 도별 교육훈

련이 통합실시 된 빈도가 높았다는 점이 관찰되었다. 단독으로 실시된

빈도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는데. 이는 양 정당의 절대적인 당원 수

자체가 적은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직자에 있어서는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대상과 개최 횟수가 상당

히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이것은 관련 제도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의당의 경우에는 선출직 임명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정치 활동

이나 공직후보자 선출시 교육훈련 이수확인서 등이 없으면 활동자체가 금

지되어 있어, 선거를 앞둔 시점이나 일상적인 당무 활동 등을 위해서도 어

떤 형태로든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고, 국민의당의 경

우 당규를 통해 여성 청년에 대한 교육훈련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아카데미와 같은 여성 교육을 비교적 높은 빈도로 실시하게 된 것이다.

양당의 경우, 일반 청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실시하지 않았다. 관련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청년에 대한 공천 가산에 대한 내용도 없었고, 국

민의당은 내부 청년당원에 대한 강연식 교육만 있었고, 정의당은 1박 2

일 캠프식의 청년학생당원에 대한 산발적인 캠프형태의 교육훈련만 실시

되어, 일반 청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보다는 내부 청년당원에 대한 교

육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당헌 당규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에

서 정치 활동을 하는 지역활동가라는 지역정치인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위한 시 도 교육과 당직자 교육에서 지역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 이슈화 방법, 지역 공보 방법, 연설법 등의 정치 활동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는 점은 정치인 양성을 위한 교육에 있어 정의당의

교육 프로그램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는 윤종빈

(2012)의 연구에서 과거 진보정당의 경우 이념 등의 교육 위주였다는 연

구 결과를 감안해 보면, 진보정당이 실제 지역 정치인 양성을 위한 교육

으로의 교육훈련 방향에 대한 전환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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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는, 양 정당의 교육훈련에 있어 교육훈련 기회의 확대를 위

해서는 통합실시가 아닌 단독실시가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양 정당은 교

육대상인 당원수를 늘려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당직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빈도는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당규 상 국민의당은 여성・청년교육훈련에 대한 의무조항을 두었던 점. 정

의당의 경우 고위 당직자를 비롯한 선출직 당직자에게 교육이수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교육훈련의 빈도를 높이는데, 교육훈련의 이

수 여부에 따른 정치활동 가부에 대한 조항도 유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의당이 당규상에 당 내부 정책 등에 대한 전파를 교육의 중

요한 목적을 두고 있는 점은 국민의당 교육프로그램을 당직자 특강 등의

당 내부 소통의 장으로 편성하는데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정의당은 당규의 상당 부분을 기본 교육 프로그램인 양성평등, 장

애인차별금지 교육의 목적과 방법에 할애했고, 당기 문란자에 대한 교육,

비밀 정보 유지등의 교육 등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바,

지역활동가 프로그램과 같은 지역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교육프로

그램의 제정 배경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당원 교육에 대한 시사점은 당원 교육의 활성화는

당원의 절대적인 규모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과 함께 교육훈련 미이수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도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조직・

제도적인 측면과 함께 당원 교육의 실시배경의 차이도 당원 교육의 프로

그램이나 실제 실시 형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제 5 절 한국의 정당교육훈련에 주는 종합적 시사점

1. 4개 주요 정당의 교육훈련 관련 비교 연구 결과

<표39 – 4개 정당 교육훈련 비교>는 전술한, 시・도 및 당직자에 대

한 정당별 교육훈련과 청년교육에 대한 통계적 비교 분석 내용을 표로

정리해 놓은 것이다. 시·도별 교육훈련 횟수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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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높았고, 뒤를 이어, 새누리당이 9회, 그리고 국민의당・정의당이 총8

회를 치러냈다.

시・도별 세부내용을 보면, 전국 시・도에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은 정의당

이고, 그 뒤를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리 17개 시・도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실시했다. 새누리당은 총 7개 시・도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결과는 정의당이 통합으로 실시한 시・도가 17개

에 달하기 때문에 이뤄낸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국민의 당 13개, 더불

어민주당은 7개이다. 새누리당은 0개로 나타났다. 정확히 당원수 순위와

반대로 나타난 결과이다.

단독실시는 더불어민주당이 10개, 새누리당이 9개로 비슷했으며, 국민의

당은 5개, 정의당이 1개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정의한 정당의 교육훈련이란 정의에 따라, 정치 관

련 학습에 대한 측면과 현실 정치에서 조직화와 지지를 이끌어 내는 정

치적 영향력 학습에 있어서의 교육 프로그램을 비교하면, 지역활동가 교

육을 통해 지역이슈와 공보의 능력을 갖추게 하는 정의당의 교육 프로그

램이 본 논문의 정당의 교육훈련의 정의에 가장 적합하다고 볼 것으로

이와 관련 정의당의 교육훈련 적합도는 ‘상’으로 표기했다.

다음 순위로는 민주당의 교육훈련인데, 민주당은 정치적 글쓰기, 연설

법, SNS, 홍보 등의 관련 교육을 시・도 교육훈련과 당직자 교육에서

실시했다고 보여 지지만 정의당에 비해서는 지역정치의 접근성에 미치지

못해 ‘중상’으로 표시했으며,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시・도 교육훈련과

당직자 훈련에서 모두 정당 차원의 선거・전략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교

육이 주로 이루어졌기에 ‘중’의 수준으로 보았다.

일반청년교육의 경우에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속적인 단일의

청년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해 왔지만,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경우 관련 내

용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정의당의 경우에는 2015년에 청년학생당원을

대상으로 1박 2일간 정치캠프를 개최하는 등 정치캠프 위주의 산발적인

당내 청년 위주의 청년교육을 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교육 프로그램 적합도의 경우에는 앞서 분석한 대로 청년 친화적인

교육 실시 형태와 일반 청년들이 정치와 현안에 접근할 수 있는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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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쳤는지의 여부와 본 논문의 교육훈련 정의에 맞추어 평가한 결과 더불

어민주당의 청년교육 프로그램 적합도가 ‘상’으로 판단되고, 새누리당의 청

년교육 프로그램 적합도는 ‘중’으로 나타났다.

2. 교육훈련의 정당간 상이점에 대한 원인 비교 분석

<표40 – 4개 정당 교육훈련 관련 조직・제도 비교>은 교육훈련 관련

4개 정당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우선 총량적인 횟수의 비교이다.

차이법에 의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관련 차이가 시・도

교육위원회의 여부와 교육의 대상과 시간의 규정 여부에 의해 주로

나타난다고 보았으나,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교육 대상에 있어서의 차이

즉 규모의 차이로 인한 것이 주로 나타났다고 보이며, 그것은 통합

실시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높은 것으로 설명된다.

당직자 교육훈련의 횟수 차이는 더불어민주당이 교육의 대상과 시간을

규정하고 선거에 민감한 당직자들에게는 민감한 인센티브 따른 것으로

설명되었으나, 국민의당과 정의당에서는 정의당의 인센티브 조항 대신

강제조항이 있는 데 반해 그런 조항이 사실상 없는 국민의당에서 더 높은

당직자 교육훈련의 횟수를 기록한 것으로 보아 다른 상황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당의 경우 여성리더쉽아카데미를 당직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넣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8회 정도가 실제 당직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보이며, 이를 감안하면 당원 자체가 적은

정의당에서 1회 정도 더 당직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넣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공직후보자 입후보시와 선출직 당직자와 공직자의

선거 출마에 대한 필수 교육 이수 의무가 적시된 경우와 교육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정의당의 경우가 더불어민주당과 동일하게 당직자

교육훈련 횟수의 증가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교육훈련 적합도에 대한 것은 교육내용에 대한 것으로 볼 것이며

이는 교육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인데,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만 나타나고 있고, 관련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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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도가 정의당은 상, 더불어민주당은 중상으로 4개 정당 중 서열

순위에서 1,2위를 점하였다.

그리고, 일반청년교육에 있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청년교육이

있었지만,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내부 청년들의 정치 동원적 활동과

산발적인 교육활동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청년

교육 대상인 20대에서 40대 사이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높은 지지율과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이며, 정치적 동기를 가진 일반 청년들에게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공천의 길을 열어 놓은 더불어민주당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년교육 프로그램 적합도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에 비해

높은 점수를 얻은 것은, 청년교육에 있어서의 이러한 노력의 동기가

어떻든 간에 실천에 이르는 과정에 있다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그러한 동기의 발로로도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당헌・당규에 명기된 4개 정당의 교육훈련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없는 정의당을 제외하고, 여성과 청년 등 차세대

정치인 양성 관련 목적을 명시한 새누리당과 국민의 당은 실제

교육훈련에 있어, 상당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1회 실시한 당직자 교육훈련이 여성 입후보자에 대한

교육이었으며, 일반 청년 교육 프로그램도 제 정당 중 가장 이른 시기인

2009년에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의 당도 당직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에서 여성 아카데미를 9회 실시해 총 17회 중 절반가까이를 할애했다.

한편, 정치인 양성 목적이 당헌에 명시된 더불어민주당은 교육훈련 실시와

함께, 실제 공천 시 가산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제를 실시했다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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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 정의당

횟수 9회 21회 총 8회 총 8회
월 평균 0.75회 1.75회 0.66회 0.66회

시·

도별

서울 1회 1회 1회 통합 1회
부산 · 2회 통합 1회 통합 1회

대구 · 통합 1회 통합 1회 통합 2회

인천 3회 2회, 통합 1회 통합 1회 통합 1회

광주 · 2회 1회 및 통합 1회 통합 1회

대전 1회 1회
통합 1회

통합 2회

울산 1회 통합 1회 통합 1회 통합 1회

세종 · 1회 ․ 통합 2회

경기 · 1회 및 통합 1회 2회 통합 1회

강원 1회 2회
1회 및

통합 1회
통합 1회

충북 1회 통합 1회 통합 1회 통합 2회

충남 · 통합 1회 통합 1회 통합 2회

전북 1회 2회 1회 및 통합 1회 통합 1회

전남 · 2회 통합 1회 통합 1회

경북 · 통합 1회 통합 1회 통합 2회

경남 · · 통합 1회 통합 1회

제주 · 2회 통합 1회 2회

통합실시

시・도
・ 7개 13개 17개

단독실시

시・도
9개 10개 5개 1개

당직자

교육훈련
1회 6회 17회 9회

교육훈련

적합도
중 중상 중 상

일반청년교육 있음 있음 ・ ・

청년교육

프로그램

적합도

중 상 ・ ・

<표39 – 4개 정당 교육훈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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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교육훈련 성과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기회와 교육을 받을 경우에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질의 측면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교육기회를 시・도별 교육훈련과 당직자 교육훈련의 횟수

로 볼 수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의 질은 앞서 분석한 대로, 교육훈련의

정의에 적합한 시・도와 당직자 및 청년 교육프로그램의 적합도이다.

조직・제도적인 비교를 통해 추려진 시・도당 교육위원회의 존재와 교

육 훈련에 대한 공천 가산점 또는 미 이수시 벌칙 그리고, 교육대상・내

용 등의 규정화, 교육훈련의 추진배경이 되는 명시적인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제시 등과 교육 훈련 성과의 관계를 연결하면 <그림1 - 4개 정당

교육 훈련 성과에 대한 조직 제도적 요인>과 같은 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시 도별 교육훈련 횟수를 결정하는 것은 교육훈련 대상의 범위를 결

정짓는 당원의 규모와 실제 시 도 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할 수 있는 시

도당 교육위원회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며, 당직자 교육훈련 횟수는 공

천 가산점 또는 교육 미 이수시 벌칙과 교육 내용 규정화가 대체적으로

중요했다고 보인다.

특히 당직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교육내용을 당규에 규정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모두에서 편성 자체의 짜임새나 교육훈련

적합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청년 여성 교육에 있어서도 당규를 통해 교육을 명시한 새누리당이

선도적인 위치를 점했고, 외면적으로는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중요한 점으로 보이며, 국민의당 역시 여성아카데미를 실시한 원인 중

하나의 변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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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회 >

시 도당 교육위원회 존재
è

시 도별 교육훈련

높은 빈도
당원의 수

공천 가산점 또는

교육 미 이수시 벌칙
è

당직자 교육훈련

높은 빈도

< 교육 프로그램의 질 >

교육 대상・ 내용

등의 규정화
è

당직자 교육훈련 등

프로그램의 높은 적합도

교육훈련 추진배경

청년 여성 교육의 명시
è

청년・여성 교육

프로그램 실시 형태 및

프로그램의 높은 적합도

<그림1 - 4개 정당 교육 훈련 성과에 대한 조직 제도적 요인>

한편, 조직과 제도도 결국 당의 구성원과 지도부가 만들어

나간다고 볼 때 당의 구성원과 지도부가 교육훈련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식으로 집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 정당이 정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통로로써, 교육 훈련을

바라보는지 아니면 당원을 집합시켜 당직자의 일방적인 소통

창구로서 활용 하려는 지에 대한 차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관련, 신두철(2011)은 독일수상 앙겔라 메르켈의 사례연구에서

체계적인 정치 교육과 경험의 축적을 앙겔라 메르켈이라는 리더를

배출시킨 원인으로 들었고, 구체적으로는 권력관계, 정치집단,

정치과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일찍부터 하게 하는 것이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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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시・도당 수 17개 17개 17개 15개

당원수 2,991,365명 2,706,938명 182,299명 37,752명

시・도당

평균
175,963명 159,173명 10,723명 2,517명

당비납부

당원

329,952명

(11%)

287,114명

(10.6%)

26,440명

(14.5%)

25,884명

(68.5%)

유급

사무직원수
183명 189명 82명 94명

리더십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으며, 임종헌(2013), 한규선(2013)을

비롯한 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앞서 외국 신진 정치 지도자의

등장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정당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의 중요성은

유의미한 통계 사례로 방증된다.

대한민국 정당이 교육훈련을 정치인 인재 양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한다면, 관련 조직과 제도는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선 교육훈련 관련 조직과 제도를 변화시켜 놓아,

체계적인 정당의 교육훈련으로 권력관계, 정치집단, 정치과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한 신진 정치인이 등장하는 정치적 경험을 하게 된다면

교육훈련을 통한 정치인 인재 양성의 통로는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제 정당은 교육훈련에 대한 조직과 제도적 정비를 재고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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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주관
중앙

연수원장

중앙당 교육

연수원장

시·도당 교육

연수원장

시·도당

교육연수위원회

정책연구소
교육

연수위원회

사무처조직

연수국

(조직국

연수팀-9.15)

교육연수국 교육연수국 교육연수단

교육의무조항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정치지도자

양성 조항

있음

(청년・여성

지정)

있음 있음 없음

중앙당

연수조직조항
있음 있음 있음 알수없음

인센티브

없음

※미이수당원

권리정지가

능성 적시

공직후보자

추천 시

100분의 10이하

범위 가산

없음

※사무처당직자

필수실시및

승진가점

벌칙규정

존재

※공직후보자

선출시

서약서및

이수확인서

교육 내용

규정화

확인되지

않음

신입당원,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권리당원 등

대상・시간 등

규정

없음

있음

※양성평등,

장애차별금

지 등

<표40 – 4개 정당 교육훈련 관련 조직・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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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정당발전에 주는 시사점

처음 본 논문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북미 일부 지역 및 유럽 전역

등에서 3,40대의 청년 지도자가 출현하는 것을 목도하면서부터였다.

그리고, 청년 지도자가 현실정치에서 대중들의 지지를 받기까지 외국의

선진 정당들이 일반 청년뿐만 아니라, 당원들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 정당 정치의 질을 높이고, 청년과 일반 당원들이 정치적 이론과

경험을 습득해 나가는 선순환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대체적으로 정당의 교육훈련이 체계적이면서도 양태를 볼 때

다양하고 높은 빈도의 교육훈련을 펼치고 있는 정당은 진보주의적

노선을 취하는 정당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 또한 앞서 개관적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작은 발견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정당의 교육훈련은 어떤 양태를 취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런 양태롤 보이게 한 원인은 무엇인가?

본 논문의 이러한 물음으로부터 시작된 비교적 최근 사례인 2016년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당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청년교육훈련의 상이성을 조직・제도적인 측면에서 비교 분석한 결과,

교육 훈련 자체의 빈도수를 높이기 위해서 중요한 조직적인 특성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시・도 교육위원회의 여부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적은 당원수를 확보한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경우에는 그러한

조직의 필요성도 있지만, 당원 대상 자체의 규모도 또한 중요하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은 당규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적시하는

등의 제도적인 보완이 주효했으며, 정의당의 경우에는 당규의 상당

부분을 관련 내용을 적시하고 프로그램 추가 등을 위한 절차에

할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방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신입당원,

권리당원 등의 대상에 교육시간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프로그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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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다채로운 편성을 유도해냈다고 보인다.

그리고, 교육훈련의 인센티브 또는 강제조항 역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교육훈련에 대한 당직자를 비롯한 당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동력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서는 권고 조항이나 사무처

일부에게만 적용된 인센티브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직후보자추천시

100분의 10이하 범위의 가산점으로 구체화되었고, 정의당에서는 관련

교육 이수확인서등이 없으면 출마 자체가 되지 않는 강제적 규정의

존재로 대별되어 나타났다.

청년교육훈련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은 일반 청년 교육훈련 대상인

20대에서 40대의 높은 지지율과 그에 따른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인지, 청년층에 지지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새누리당에 비해

5년 정도 늦게 청년 교육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교육의 질이나, 교육수요자 친화도, 교육의 적합성 등에서 볼 때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지원 조직이나 당내 청년 조직이 새누리당에 비해

취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퀄리티를 보였다고 판단된다.

이는, 앞서 시・도별 또는 당직자 교육훈련이 단일 사업이기는 하지만

수차례의 기획과 현장 진행 등이 필요한, 사실상 조직의 운영 및 지원이

절대적인 사업으로 볼 수 있으나, 청년 교육 훈련은 단일 사업으로

조직적인 면보다는 교육 모집 대상인 청년들의 관심이라는 정성적인

변수와 함께 정당의 청년 교육 훈련에 대한 진정성이 더 필요했던 것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새누리당에서는 선언적인

규정으로만 남은, 청년이 국회 비례대표 국회의원 등 선출된 현실

정치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총점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규정해 정치에 관심을 가진 청년들의

교육훈련 지원을 유도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당헌에 명시된 교육훈련 추진배경을 감안하면, 청년과 여성

정치지도자 양성이라는 목적을 명시한 새누리당은 여성과 청년 교육에,

국민의 당은 여성 교육을 더 높은 빈도로 실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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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당은 당의 목적과 정강정책 실현을 위한 연구와 교육이라는 당

내부의 교육훈련 추진배경에 걸맞게 청년당원과 당직자에 대해

선출직・임명직 고위 당직자의 당내 교육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 비교 분석을 통해 이끌어낸 바에 따르면 제 정당은 다음과

같은 조직 제도적 변화를 통해 교육훈련의 빈도와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새누리당은 중앙에만 있는 연수 주관 조직을 확대해, 각

시・도마다 연수를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의 확충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을 당규 등에 적시해

교육 프로그램을 명확히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훈련 참여

확대와 교육훈련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천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정의당과 같이 일반 당직자・선출직 당직자와 공직자 등의 선거 출마와

당원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방식도 도입할 만 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체적으로 교육훈련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교육훈련 적합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의당과 같이, 지역 정치 활동을 개인 당원이 실제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게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정치적 방법과 기술을 교육시키는

실효적인 교육도 아울려 병행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같은 상황 및 유사점이 있어 같은 처방과 함께,

절대적으로 당원수를 늘려나가야 하는 근본적인 변화도 주문해 본다.

정의당은 당원수를 확대해 나가면서도, 일반청년 교육훈련에 대한

교육내용이 2016년 현재 전무한 관계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시행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공통적인 처방으로, 제 정당은 교육훈련 추진배경에 대해 정치인

양성이라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전략적 교육훈련

접근법을 제도와 조직을 통해 우선 구현해나가는 작업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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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한계와 추후 연구방향

아울러, 본 논문은 제 정당의 보고에 따른 가장 최근인 2017년 출판된

중앙선관위의 2016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에 의한 것으로

2017년과 2018년의 교육훈련 내용과는 상이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교육훈련의 언론 언급이나 자료의 부족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하지 못한 것은 본 논문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후속 연구는 이를 보완해 최근의 사례 등이 추가 보완되고, 본 논문의

연구방식에 따라, 조직・제도적인 측면의 보완과 관련 교육훈련 성과에

대한 관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된다면, 정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정당의 교육훈련모델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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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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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about party education and training. The number of

party members in the Republic of Korea stands at 6,101,987, or more

than 6 million (as of 2016). The number is not small compared to the

total population of Korea. However, as many studies of Korean

political parties pointed out, the party's role in the party is more

likely to play a limited role in selecting candidates for party officials

and elected officials.

But European and some U.S. political parties had a real function of

cultivating politicians and political leaders.

While many countries in Europe and the U.S. are produced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of political leaders within political parties, it is

easier for South Korea to identify empirical evidence that political

leaders are supplemented through activities such as law, education

and civic groups independently of the political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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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lation, this paper will examine education training conducted in

many countries such as Europe and America, and compare education

training of the Korean political parties in terms of organization and

institution.

In the organization and institutional analysis of the party, the

scientific method of comparative analysis focused on finding the

organization and institutional variables that have causal effects on the

pattern of education and training. As a result, we identified the

importance of the purpose of education and training, such as the

realization of incentives, the existence of training programs

exclusively for city and provincial education and education programs,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ducation programs, etc., were able to

see some positive aspects of the actual system and practice.

The scientific soundness of the findings on the variables of

education and training in this paper may be demonstrated if the data

are accumulated through complementary studies of the party's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changes to future education and

training. In addition, I hope that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 the

positive change in education and training of the Republic of Korea's

political parties as a channel to increase political and human

resources.

Key words: education and training for political leaders, youth education

for political parties, organizational approach, institutional approach,

education programs


	국문초록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교육훈련 일반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1. 인적자본이론
	2. 교육훈련과 교육훈련 전이 이론
	3. 정당 교육훈련 선행연구 검토 및 정의
	4. 비교연구방법론 


	제3장 분석의 틀
	제1절 비교분석의 틀 및 분석의 대상과 연구방법론  
	1. 비교분석의 틀
	2. 분석의 대상과 연구방법론


	제4장 교육훈련 비교
	제1절 유럽과 미주 정당의 교육 훈련
	제2절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교육훈련
	1. 더불어민주당의 교육훈련
	2. 새누리당의 교육훈련
	3. 비교 분석

	제3절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교육훈련
	1. 국민의당의 교육훈련
	2. 정의당의 교육훈련
	3. 비교분석

	제4절 정당별 교육훈련 비교가 주는 시사점
	1.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 비교가 주는 시사점
	2. 국민의당‧정의당 비교가 주는 시사점

	제5절 한국의 정당교육훈련에 주는 종합적 시사점

	제5장 결 론
	제1절 정당발전에 주는 시사점
	제2절 연구의 한계와 추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startpage>7
국문초록   0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제2장 이론적 배경 6
 제1절 교육훈련 일반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6
   1. 인적자본이론 6
   2. 교육훈련과 교육훈련 전이 이론 7
   3. 정당 교육훈련 선행연구 검토 및 정의 12
   4. 비교연구방법론  14
제3장 분석의 틀 15
 제1절 비교분석의 틀 및 분석의 대상과 연구방법론   15
   1. 비교분석의 틀 15
   2. 분석의 대상과 연구방법론 16
제4장 교육훈련 비교 18
 제1절 유럽과 미주 정당의 교육 훈련 18
 제2절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교육훈련 24
  1. 더불어민주당의 교육훈련 30
  2. 새누리당의 교육훈련 43
  3. 비교 분석 54
 제3절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교육훈련 72
  1. 국민의당의 교육훈련 84
  2. 정의당의 교육훈련 91
  3. 비교분석 99
 제4절 정당별 교육훈련 비교가 주는 시사점 103
  1.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 비교가 주는 시사점 103
  2. 국민의당‧정의당 비교가 주는 시사점 105
 제5절 한국의 정당교육훈련에 주는 종합적 시사점 106
제5장 결 론 115
 제1절 정당발전에 주는 시사점 115
 제2절 연구의 한계와 추후 연구방향 118
 참고문헌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