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한국보훈논총
제12권 제1호

보훈 선양사업의 성과와 과제*

1)

형 시 영 (보훈교육연구원)

요

약

본 연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보훈선양
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방식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개선점과 발
전방안을 모색하였다. 보훈선양사업의 성과분석 결과, 사업의 적절성에 있어 ‘보훈’
의 국가적·사회적 의의와 법적 근거를 토대로 그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사업추
진방식 또한 교육, 홍보, 교재개발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고, 사업의 성과 또한 참가자수와 만족도 등을 통해 충분히 제시 가능하였다. 보훈선양
사업은 ‘보훈’이라는 국가적·사회적 가치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나라사
랑정신은 대한민국의 전체 역사에 걸쳐 지속적으로 계승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하
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발전방안을 도출하였
다. 첫째,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나라사랑교육을 점차 확대시킬 것을 권장하며, 학
교교육과 시민사회교육이라는 두 가지 추진방향을 토대로 체계적인 교육체제를 확
립해야 한다. 둘째, 독립운동 역사를 중심으로 보훈관련 역사를 대한민국 전체 역
사를 전반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와 함께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보훈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기존 사업을 보완해야 한다.
넷째, 위탁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다양한 보훈 관련 민간
단체들에 대한 역할 분담과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 주제어: 국가보훈, 보훈선양, 성과평가
* 본 연구는「보훈선양사업 성과분석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용역보고서를 기반으로 일부
내용을 발췌․수정하여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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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가보훈은 국가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공헌과 희생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를 행하는 제도적인 장치이다. 이러한 보훈제도는 공헌과 희생에 대한 물질적 보
답뿐만 아니라 정신적 예우를 통하여 그 가치를 계승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국가공동
체 의식과 정체성을 배양하고, 더 나아가 국민통합을 유도하여 국가사회를 유지․발전
시키는 기제로서 작용하는 고도의 상징적 국가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보훈
선양사업은 대한민국의 독립, 국가수호,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주역인 독립유공자와 국
가유공자 등의 공훈을 선양하고 그분들의 나라사랑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국민의 애국
심과 국격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국가보훈기본법(법률 제9395
호)」에 의거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으
로서 ‘성숙한 보훈문화 조성’을 성과의 목표로 매년 수행되고 있다.
이렇게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부처별 자율평가가 수행되어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스스로 사업의 계획과 추진과정, 성과를
점검함으로써 예산집행의 내실을 다지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이것은 객관성 부분에서 상대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 성과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더욱 발전적인 사업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훈선양의 주요사업은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 애국지사 등 위문, 독립운동사적지
탐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보훈선양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성과를 계량화하기
모호하며, 이에 따라 사업을 평가함에 있어 주관성이 상당히 개입될 수 있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보훈선양사업 중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사업은 대부분 교육프로그
램으로 이루어진 사업으로서 타 부처와의 중복성 여부 또한 문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타당한 지표와 근거를 확보한 분석을 통해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0～2012년도에 추진된 보훈선양
사업의 사업추진방식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개선점과 발전방안
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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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훈 선양사업의 제도적 고찰
1. 보훈선양의 개념과 특성
보훈(報勳)의 사전적 정의는 공헌에 보답한다는 의미로서, 법률적으로는 독립유
공자, 국가유공자 등 국가에 공헌하신 분들의 나라사랑정신을 기리어 유공자나 그
유족에게 보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보훈의 개념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관
으로서 대부분의 국가와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 보훈이 국가
적 차원에서 필요한 공통된 이유는 “한 나라와 국민의 정체성을 뒷받침하는 정신
적 가치”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바로 이러한 가치는 나라를 위
한 희생을 영예롭게 여기고 존경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것에서 가능하기 때문
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가보훈기본법(법률 제9395호)」 제2조(기본이
념)에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
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
념으로 함”을 명시하여 보훈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훈을 널리 알린다는 의미인 ‘보훈선양(報勳宣揚)’의 개념에 대해서는 학문적으
로 정립되지는 않았지만 법률에 명시된 보훈의 목적과 이념, 정부의 시책에 나타난 의
미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안중현, 2006: 32～34). 보훈선양은 “독립유
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이분들의 공헌과 희생정신이 국민
들과 자손들에게 애국심의 귀감이 되고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일깨우고 인식시켜주는 것”이다. 즉, 보훈선양은 일반 국민들에게 국가유공자의 정신
을 널리 알려 계승·발전시키도록 한다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이 있으며, 이들의 정신을
국가․사회공동체 전체의 정신으로 승화시킴으로써 국가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훈선양은 국가정체성 확립, 국민의 나라사랑의
식 함양, 사회통합 이룩의 의의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가치들이 사회의 생
존과 질서, 공동체적 공영을 위해 자기중심적 욕망을 억제하고 통합을 추구하는 밑거
름이라는 측면에서 보훈정신은 국민의 기본정신으로 자리 잡아야 하며, 바로 여기에
보훈선양정책의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주입하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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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합의와 동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도출되어야 하는 것이
며, 따라서 자연스러운 보훈문화의 분위기와 사회적 토양이 조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보훈선양의 기본적 목적은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공훈선양을 통
해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하는 것”으로서, “보훈문화가 우리 사회의 자연스러운 문화
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보훈정책 중에서도 상징정책의 성향이 가장 강한 보훈선양정책은 보훈대상자들을 위
한 상징적 예우와 국민의식의 고취를 통해 보훈문화를 제고하는 정신적 부분을 담당한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적 고양을 위한 정책으로서 보훈선양정책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정책의 대상과 사업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일반적으로 보훈대상
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타 보훈사업과는 달리 일반국민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
이 수행되며, 특히 국민통합과 보훈문화의 토대 마련을 위해 젊은 세대들과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훈대상자들에게는 그분들의 공훈을
기념하고 치하하는 상징적 예우의 정책을, 일반국민들에게는 이들의 공훈을 알리고 인
식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사업방식에 있어서도 이러한 대상적 차이에 의해 교육
적 특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보훈문화 조성은 일반적으로 학교교육이나 체험교육 등
교육과 체험을 통한 인식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보훈선양정책의 사
업 유형은 청소년 등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교육이 주를 이루고 이밖에 상징적 효과
를 제고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유영옥, 2005).

2. 보훈 선양사업의 현황
보훈선양사업은 대한민국의 독립, 국가수호,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주역인 독립유공
자와 국가유공자 등의 공훈을 선양하고 그분들의 나라사랑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국민의 애국심과 국격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표 1> 보훈선양사업 예산(2010~2012년)
구 분
보훈선양사업
-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 애국지사 등 위문
- 독립운동사적지 순방

2010 예산

3,540
2,616
105
819

(단위 : 백만원)
2011 예산

3,800
2,806
96
898

2012 예산

5,259
4,241
92
926

자료 : 국가보훈처(20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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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주요 사업유형은 ①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사업, ② 애국지사 등 위
문사업, ③ 국외독립운동사적지 탐방사업 등이다.

1)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사업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국난극복을 위한 애
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가르쳐 애국심 함양 및 건강한 국가정체성을 정립
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표 2>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예산 내역(2010~2012년 기준)
구분
- 나라사랑정신함양 교육
- 보훈문화 확산 홍보

2010

2,311
215

2011

2,504
212

(단위 : 백만원)
2012

3,636
213

자료 : 국가보훈처. 「2010․2011․2012년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

이를 위해 ① 학교 교육현장의 나라사랑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② 나
라사랑교육 확대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③ 나라사랑교육의 확산을 위한 다
양한 교육자료 개발, ④ 온라인을 통한 보훈문화 콘텐츠 개발․확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예산은
2012년 예산이 2010년도에 비해 45.0%나 되는 증가율을 보여 사업의 중요도가
큰 폭으로 증가 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① 나라사랑교육 프로그램 운영

나라사랑정신 함양 연수교육은 보훈가족, 초․중․고등학생 및 교원, 신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독립과 국토수호, 민주화 등 국가보훈 영역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
식 정립을 주 내용으로 보훈교육연구원에 위탁,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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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나라사랑 정신 함양 연수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

교육대상

보훈문화교실
초등4～6학년과 그 어머니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미망인
미망인
나라사랑리더십캠프
학생회장단
가족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초등4∼6학년과 그 가족
중학생
전국 중학생
고등학생
전국 고교생
대학생
전국 대학생
재외동포 장학생
대학생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
1일 체험교실
초등학생(4～6)
초중등교원(교사,교감)
초·중등교원 직무연수
교장
오피니언 리더
단체 임원 등
합계

교육회수

6
1
1
3
1
2
1
5
1
1
4
6
1
5

교육인원

1,000
110
110
450
40
300
80
400
80
40
160
240
60
400
3,470

교육기간

2박3일
2박3일
2박3일
2박3일
1박2일
2박3일
2박3일
2박3일
2박3일
1박2일
1일
10일
5일
1박2일

자료 : http://mpva.go.kr/narasarang/oasis_pop.html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나라사랑 정신 함양 체험 프로그램은 보훈교육연
구원, 독립기념관, 지방보훈관서 등에서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보훈교육연구원에서는 초등학생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글짓기와 보훈골든벨, 현장
체험교육으로 이루어진 보훈문화교실, 보훈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다. 독립기념관
은 중앙청소년수련원과 연계하여 독립운동사와 독립군의 일상을 체험하는 독립군
체험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보훈관서에서는 청소년 단체와 공동으로 중․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식 역사교육 및 청소년보훈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다.
<표 4> 나라사랑 정신 함양 연수 프로그램
프로그램

교육과정

교육대상

독립군 체험캠프
중학생
독립군 체험학교
어린이 독립군 체험학교 초등학생
민간 체험프로그램
나라사랑체험프로그램
청소년 보훈캠프
보훈캠프
중․고교생
우리고장 현충시설 탐방
현충시설 탐방
초․중․고교생

자료 : http://mpva.go.kr/narasarang/oasis_pop.html

교육인원

교육기간

1,240명 3박 4일
1,922명
1일
20개 기관
12,000명 1일
48,600명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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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나라사랑교육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미래세대인 청소년 세대를 위한 나라사랑교육에 중점을 두어 젊은 학생들이 자연스
럽게 나라사랑정신을 체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첫째, 학교, 기업에서 나라사랑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청소년 수련
기관 등과 ‘나라사랑교육 MOU’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MOU는 학생 및 학부
모 대상 나라사랑교육 실시, 자료 및 정보제공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12
년 11월말 현재 365건이 체결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교육의 중심” 채널로, 인성
과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인 유아와 어린이들이 즐겨보는 EBS와 MOU 체결
(2012.8.9)을 통해 나라사랑교육 관련 공동교육프로그램 제작 보급, 나라사랑교육 관
련 각 기관이 보유한 기초자료의 제공과 활용, 상호홍보 협력체계 구축, 기타 양 기관
이 추진하는 제반 업무에 대하여 상호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나라사랑교육 전문강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라사랑교육 전문강사단은
나라사랑교육 대상자의 다양성에 맞추어 교육의 전달력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일관성과 체계
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강사단은 정치학자, 역사학자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또는
참전유공자 등 100명이 참여하여, 나라사랑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학교 현장으로
찾아가 생생한 체험과 폭넓은 이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셋째, 나라사랑 연구시범학교, 실천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후 세대인 청소년
들이 국난극복과 국가발전의 과정을 인식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의식과 국가관을 가질 수 있
도록 학교 현장에서의 나라사랑교육을 체계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0년 3월부터 ‘나
라사랑 연구시범학교’를 지정하여 2012년까지 전국의 16개 초등학교에서 학교별․지역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연구주제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운영되는 시
범학교는 중학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총 17개 학교가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나라사
랑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데에는 수적 제한이 있어 시범학교와는 별도로 2010년부터
‘나라사랑 실천학교’를 지정하여,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50여개교가 참여하는
‘나라사랑 실천학교’ 프로그램은 25개 지방청에서 지역별로 1~2개 학교를 선정하여 3․
1절, 광복절 등 보훈기념일에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 위기 시 국난
극복을 위하여 동참하겠다는 의지가 대폭 상승하는 등 청소년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기여
하고 있다. 또한 나라사랑 연구시범학교 및 실천학교를 운영하여 교육과정에서의 모범 수
업사례를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서 나라사랑의식을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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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나라사랑교육의 확산을 위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국민들이 나라사랑교육을 쉽고 재미있게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의 교육자
료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5> 나라사랑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2010~2012년)
연도

교재/프로그램명
계기학습교재

2010

소책자
온라인 이벤트
계기학습교재
온라인 이벤트
IPTV
재량시간 활용 및
체험활동 교재

2011
기타

동영상

2012

IPTV 콘텐츠
인터넷 강의
어플리케이션
교재
게임
기타
온라인 이벤트
소책자

내 용

․4·19혁명 50주년, 6.25 60주년, 경술국치 100년 계기학습 교재 제작
※ 교사용지도서와 학생활동지로 구성
․육탄10용사 소책자 제작
․나라사랑 이야기를 담은 ‘휘날리는 태극기’ 재발간
․4·19 및 6·25바로알기 꾸러기보훈광장 이벤트
․얘들아, 호국보훈의 달 이야기를 들어볼래
․얘들아, 3·1절 이야기를 들어볼래
․호국보훈의 달, ․Love for MIU
․나라사랑앞섬이 널리 알리기
․나라사랑100제 만들기
․6·25전쟁
․연평도 포격사건
․대한민국 역사현장 길라잡이
․한자 인정교과서 저·고학년용 및 지도서 2권
․자긍심 함양을 위한 동영상
․나라사랑 미술작품 123점
․신흥무관학교 100주년 기념 제작 웹툰
․군인위문도서용 월간계기소개 자료
(백마고지전투, 흥남청수작전, 연평도 포격, 소방의 날 등)
․정부 공통제작 동영상(청소년 및 일반인용)
․종수와 효진이의 안보이야기(청소년 대상)
․연평도 포격1주기 추모동영상
․6·25전쟁 61주년 동영상
․자체제작 DVD 2종
․3.1절, 천안함 사건 등 3종
․교사용 사이버 코스웨어 15차시
․나라사랑 어플리케이션
․나라사랑 논술 인정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온라인 게임 개발
․군인위문도서 4종 월간 교육 콘텐츠 개발 제공 (계속)
․청소년 체험봉사프로그램 운영 모듈 개발
․호국보훈의 달, 순국선열의 날 기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계승·발전시켜야 합니다

자료: 국가보훈처(201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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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은 교사들이 학생 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보훈 기념일 계기 교사용 자료
집 6종, 나라사랑 한자 인정교과서, 우리고장 현충시설 길라잡이 등이 있다. 또한
교과서와 연계한 IPTV 교육용 콘텐츠도 개발하여 학생들이 시각적, 직관적으로
나라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④ 온라인을 통한 전 국민 대상 나라사랑 정신 홍보

청소년과 젊은 세대들에게 나라사랑 정신의 의미를 소개하고, 보훈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홍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자유롭고 흥미로운 것을
선호하는 신세대의 욕구를 반영하여,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매개체
와 프로그램, 이벤트 등을 통해 홍보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첫째,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보훈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꾸러
기 보훈광장」은 어린이용 홈페이지로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계기별 이벤트를 실
시하여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여가고 있다. 온라인 웹사이트인「나라사랑광장」을
통해 전 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2012년 3월 26일 천안함 2주기를 계
기로 나라사랑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나라사랑 오아시스」를 통해
국민들의 나라사랑정신을 확산시키고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나라사랑교육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6> 온라인 홈페이지 구축 현황
프로그램
꾸러기 보훈광장
(kids.mpva.go.kr)
나라사랑광장
(narasarang.mpva.go.kr)
나라사랑 오아시스
(mpva.go.kr/narasarang/oasis)

주요 콘텐츠

꾸러기 보훈광장 소개, 꾸러기 배움터, 꾸러기 활동, 꾸러기 놀이터,
꾸러기 자료실, 교육마당 ,꾸러기 소식
나라사랑 오아시스, 보훈행사, 인물 찾기, 보훈 자료방, 참여공간, 현
충시설, 공훈전자사료관
나라사랑교육 소개, 독립, 호국, 민주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나라
사랑백서 등의 메뉴로 구성

둘째,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나라사랑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인터넷 및 스마
트폰 등 온라인 매체 사용의 급증으로 온라인을 통한 정책고객 확대, 포털사이트
및 SNS를 활용한 홍보로 젊은층의 관심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2011년
에는 홈페이지를 통한 보훈행사 참여 유도, 6월 한달 동안 3,000만 명이 접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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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버블파이터에 호국․보훈퀴즈 출제, 페이스북 오픈, 트위터 이벤트, 웹
툰 및 큐알(QR)코드 제작 등 전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를 추
진하고 있다. 2012년에는 트위터․페이스북 리더 등을 활용한 추모 이벤트, 카카오
톡 플러스 친구 등 청소년 선호 홍보수단을 활용하는 등 다양하고 발전된 홍보기
법으로 나라사랑 캠페인 전개하고 있다(국가보훈처b, 2012: 176).

(2) 보훈문화상 시상
보훈문화상은 보훈문화의 저변 확산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지자체를 발굴·포상
하므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풍토 조성과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훈문화상 시상 예산은 큰 증감은 없다.
<표 7> 보훈문화상 시상 예산 내역(2010~2012년 기준)
구 분

2010

90

예산액

(단위 : 백만원)
2011

90

2012

90

자료 : 국가보훈처. 「2010․2011․2012년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

이를 위해 ① 독립·호국·민주 등 전 보훈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시상대상층을 발
굴, 포상, ② 공동 주관 언론사 참여를 강화하여 후보자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
을 전개하는 등 국민적 관심 형성을 위한 홍보방안 마련, ③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역할 및 파급효과가 큰 자치단체의 관심 제고를 위해 광역·기초 분리 등 시상 확
대 방안 강구 등을 추진하고 있다.
<표 8> 보훈문화상 시상부문 및 수상자격
시상부문
예우증진
개인
및
단체

기념사업
언론홍보
교육문화

지방자치단체

수상자격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생활과 복리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추모·기념사업이나 시설물 건립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공훈을 기리기 위한 사업을 실시한 개인 또는 단체
각종 언론보도·홍보활동을 통해 보훈문화를 확산시키고 국민의 보훈의식을 고취
하는데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교육을 통해 보훈의 가치를 알리거나 다양한 문화활동을 실시함으로써 희생·공
헌자의 예우 풍토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창달하
는데 기여한 지방자치단체

자료 : 국가보훈처(201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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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애국지사 등 위문사업
애국지사 등 위문사업은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풍토 확산
을 통해 국민의 애국심 고취 및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자긍심 함양과 국민들의
애국심 고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표 9> 애국지사 등 위문사업 예산 내역(2010~2012년 기준)
구분
예산액

2010

105

2011

96

(단위 : 백만원)
2012

92

자료 : 국가보훈처. 「2010․2011․2012년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

애국지사 등 위문사업 예산은 2011년 약 8.5% 감소하였으며, 2012년 다시
4.2%로 감소하여, 사업의 중요도가 감소하였다고 할 수 있다.

<표 10> 애국지사 등 위문사업 세부추진내용
구 분

독립 유공자
생신 위문

독립유공자 예우
시책 확산의
지속적 추진
대통령, 국가
기관장 및 지방
자치단체장 위문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국가 유공
자 예우시책 확산

110

세 부 내 용

- 명절(설·추석) 계기 생존애국지사 위문
- 3·1절 계기 생존애국지사 및 33인 민족대표 유족 위문
-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 계기 위문
- 광복절 계기 위문
- 위문품 : 꽃바구니 및 생일케이크(1인 10만원)
- 3등급 생존지사에 대한 대통령 위문은 별도 시달
- 각종 행사시 의전상의 예우 : 국경일, 정부기념행사 등에 독립유공자 우선
초청 협조, 초청자에 대한 차량 제공, 좌석 배치, 식순 참여 등
- 독립유공자에 대한 위문 및 경·조사시 예우
- 각종 편의시설 이용시 예우 : 공항 귀빈실 이용, 주차료·통행료 등 면제
- 국민의 애국정신 고취 : 신년 및 공직 취임시 충혼탑 참배 및 독립운동 관련
시설 찾아보기, 독립운동기념행사, 현충시설물 등의 정화활동에 학생 참여
- 지역출신 독립유공자 홍보 및 기념사업 지원 : 도로·공원 등 시설물에 독립
운동관련 명칭 부여, 우리고장 독립유공자 공적사항 등 홍보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권고안 을 통한 제·개정 독려
- 소속기관별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을 위한
예우시책 확산에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
- 보상·지원사항 외에 기념행사 지원 등 보훈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예우분야 강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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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① 기념일 계기 위문, 생존 애국지사 생일 화환 및 기념품 전달, ②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사항이 형평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③ 독립유공자 예우지침(대통령훈령 제137호)의 지속적 추
진, ④ 예우내용을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반영 협조, 중앙부처 소관 관계
법령에 반영 협조(처본부), 지방자치단체 조례 반영 협조(보훈관서별), ⑥ 보훈신
문, 일간지 등을 통한 홍보(보도자료 제공) 등을 실시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표 10>과 같다.

3) 독립운동사적지 탐방사업
독립운동사적지 탐방사업은 청소년 및 교사 등을 대상으로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탐
방 체험교육을 통해 독립유공자의 발자취와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이를 바
탕으로 국민들에게 나라사랑정신을 널리 확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표 11> 독립운동사적지 탐방사업 예산 내역(2010~2012년 기준)
구 분
예산액

2010

819

2011

898

(단위 : 백만원)
2012

926

자료 : 국가보훈처. 「2010․2011․2012년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

독립운동사적지 탐방사업 예산은 2011년 약 9.6% 증가하였으며, 2012년 다시
3.1%로 증가하였다. 2012년 예산이 2010년도에 비해 13.0%나 증가율을 보여 사
업의 중요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구 분
광복회
보훈교육연구원
기념사업회 등

<표 12> 독립운동사적지 탐방 세부추진내용
대 상

생존지사 및 유족 재방문, 독립유공자 후손
대학생 탐방
초·중등교원 탐방
김좌진 장군 기념사업회 청산리 구국대장정 등
일반 대학생 대상 탐방

탐방지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이를 위해 독립유공자 재방문, 대학생 및 교사 탐방, 정부대표단 탐방 등을 추
진하고 있다. 세부추진내용으로 대상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 대학생, 교원 등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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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독립운동사적지탐방 체험을 통해 독립운동자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 그
분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Ⅲ. 보훈선양사업 성과분석모형 구축
1. 기존 연구 검토
1) 성과분석의 개념과 의의
일반적으로 성과(performance)는 조직이나 단체 혹은 개인들의 계획과 활동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로, 인력이나 재원 등의 자원을 업무수행에 직·간접적으로 투입하고 이
를 통해 생산해 낸 산출단위 등으로 정의된다(Poister, 2003). 성과분석(performance
analysis)은 이러한 정책 혹은 사업의 성과에 대한 측정 및 확인을 의미하며, 사전에
설정하거나 기대된 성과와 실제의 정책 또는 사업의 성과를 비교하여 그 영향 및 기
여도 등의 관련 정보를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과정이다(금현섭 외, 2008). 집행
과정의 모니터링이 투입과 활동의 기술에 중점을 둔다면 성과분석은 정책 또는 프로그
램에 의해 이루어진 산출결과나 성과의 측정과 비교에 중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성과분석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어 199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트렌드가 된
결과지향적, 성과지향적 관리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1990년대 이후 세계 행정개혁의
방향은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에 초점을 두고 종래의 투입지향적 행
정관리에서 결과중심의 행정관리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IMF
체제의 외환위기로 성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인사, 조직, 평
가, 감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각종 제도가 도입·시행되어 왔다. 이러한 성과분석
은 좋은 성과를 분간해 내고, 개선해야 할 영역을 식별해 내며, 하위단위들 간의 성과
를 비교할 수 있으며, 미래의 산출결과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성과분석 기준 및 모형 검토
성과분석의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능률성, 효과성, 형평성, 대응성 등의 항목이 있다
(금현섭 외, 2008). 효과성(effectiveness)은 정책목표의 달성정도로서, 의도했던 정책
효과가 과연 그 정책 때문에 나왔는지, 발생한 정책효과의 크기가 정책목표와 대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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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어느 정도인지, 정책효과의 크기가 해결하고자 했던 원래의 정책문제의 해결에 충
분할 정도인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능률성(efficiency)은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
을 의미하며 정책의 직접적·간접적·사회적 비용은 얼마만큼인지, 정책효과는 비용을
상쇄시킬 만큼 큰 것인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형평성(equity)은 정책의 집행 후 나
타난 정책결과에 있어 정책효과와 비용의 사회집단 간의 배분이 공평한지를 의미한다.
대응성(responsiveness)은 고객의 선호와 요구에 얼마나 반응했는가를 의미한다.

<표 13> 선행연구 성과분석
구 분

과 제 명

김홍원 외 방과 후 학교 사업
(2008)
성과분석 연구

고영상
(2008)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성과분석

강순희 외 한국의 인적자본투자
(2011)
성과분석 연구

중소기업
연구원
(2010)

2009 해외
기술 인력도입
지원사업 성과분석

임선희
(2007)

여성정책 시행
연도별 예산변동
및 성과분석

한만길 외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2003)
및 성과분석

분 석 지 표

- 관련 문헌 및 통계자료 분석자료
- 전문가 자문
-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한 이용자 만족도 분석
- 시계열 성과 분석
- 사업 관련 정책 분석
- 사업 관련 환경변화 분석
- 사업 관련 주민인식 비교
- 지역사회 분석
- SWOT 분석
- 교육관련 재원, 교육재정 등 현황조사
- 해외사례 조사
- 성과평가 : 투자수익률, 취업률, 자격증취득률, 취업현황 등
- 과정평가, 효과평가, 성과평가 단계 도입
- 과정평가 : 사업의 적합성, 능률성 분석
- 효과평가 : 실적 및 고용창출효과(고용직원수, 신규채용
계획, 감원취소인원 등) 분석
- 성과평가 : 재무성과, 기술성과 분석
- 관련 이론 및 해외사례 분석
- 집행예산 분석
- 예산별 실적 검토
- 현황조사 : 행정관리체계 및 운영실태 분석
- 통일교육에 관한 의견조사 : 교육현황, 인식정도,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이미지 조사
- 해외사례 분석
- 부문(내용, 방법, 지원체제)별 성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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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공부문의 대표적인 정책평가제도로서 정부업무평가제도, 재정사업자율평
가제도, 성과감사제도 등이 있다. 그간 국내 공공부문의 성과관리 인프라는 정부
기능의 공공성을 견지한 상태에서 주로 능률성과 효과성을 측정해 왔으며, 여기에
는 정책이나 사업에 실제로 투입된 자원, 취해진 활동, 이러한 활동들의 산출과
영향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혹은 바람직하지 않은 부수효과까지 포함된다.
보다 구체적인 성과분석을 위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는 단위사업에 대한 성
과평가는 일반적으로 성과지표로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성과 등의 단계를 포
함한다(노화준, 2003; 노대명 외, 2007). 또한 관련 선행연구들의 보다 실질적인
성과분석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홍원 외(2008), 고영상(2008), 강순희 외(2011),
중소기업연구원(2010), 임선희(2007), 한만길 외(2003)등의 연구들을 예로 들
수 있다.

2. 성과분석모형 구축
앞에서 살펴본 성과분석의 다양한 사례들과 모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정부기관의 평가는 투입-산출 모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 기
본 모형에 보통 과정지표 또는 환류지표가 추가되어 사업의 중간과정을 모니터링하거
나 평가결과가 제대로 사업에 반영되었는지 체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연구기관에서의 성과분석 보고서들은 정부의 평가지표와 유사한 모형에 기초하되 다
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량적인 실적 산출이 가능한 강순희 외(2011), 중소
기업연구원(2010) 외의 연구들은 계량화된 평가보다는 사업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도출과 참여자들의 만족도와 시계열 분석 등을 활용한 성과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즉, 사업성과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토대로 실질적인 분석방
법론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현황조사, 해외사례 분석,
인식조사, 예산검토를 토대로 한 성과분석방법이 활용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성과분석 모형인 투입-산출 모형을 기반으로 하되
자율평가 등 정부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계량적인 점수화보다는 내용적 분석
방법론에 더 초점을 맞춘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특히, 보훈선양사업은 참가자 수,
만족도 조사 등을 제외하면 계량화된 성과측정이 힘든 사업 중 하나이고, 이 또한 상
대성을 가지고 있어 절대적인 성과치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같은 모형이 더 적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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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투입을 사업의 적절성으로, 산출을 사업의 효과성 항목으
로 설정하고자 하며,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시행과
정단계에 대한 모니터링 관련 부분은 배제하기로 한다.
기존 모형들의 세부지표를 본 성과분석모형에 적용하기 위해 각 모형들이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는 주요지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절성 부문은 사업목적의
명확성, 적절한 성과목표 수립여부, 유사중복여부, 계획 또는 추진방식의 적절성 등이
다. 둘째, 효과성 부문은 성과 달성 여부, 효율성 제고 여부, 고객 만족도 등이다.
이러한 지표를 토대로 하여 보훈선양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본 연구의 분석
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한다.
<표 14> 보훈선양사업 성과분석틀
구 분

사업의
적절성

사업의
효과성

분석지표

사업목적의 명확성 및
재정지출의 필요성
타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사업 방식의 효율성
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
성과달성 정도
참가자 만족도
사회적 파급효과

분 석 방 법

- 사업목적 검토
- 관련 정책 및 법률, 사회적 필요성 검토
- 해외사례 분석
- 국내 유사사례 분석
- 프로그램 추진방식 분석
- 목표 및 대상 분석
- 성과측정방법 분석
- 목표대비 성과달성 정도 분석
- 시계열 분석
- 참가자 만족도 설문조사 분석
- 시계열 분석
- 사회적 의의 및 기여도 분석

사업의 적절성 항목은 사업이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가, 사업의 목적과 대상은 적절
한가 등을 살펴보는 항목으로서 다음과 같은 세부지표를 가진다. 첫째, 사업목적의 명
확성 및 재정지출의 필요성은 사업목적과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지표로서 분석방법
으로는 사업목적 검토, 관련 정책 및 법률, 사회적 필요성 검토, 해외사례 분석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둘째, 타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는 사업의 차별성과 독창성을 검토하
기 위한 지표로서 분석방법으로는 국내 유사사례 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셋째, 사업
방식의 효율성은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의 효율성을 검토하기 위한 지표로서 분석방법
은 프로그램 추진방식 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넷째, 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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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사업의 대상과 목표를 세우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지표로서 분석방법으로
는 목표 및 대상 분석, 성과측정방법 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사업의 효과성 항목은 사업 수행의 성과가 효과적이었는지를 분석하는 항목으로서
다음과 같은 세부지표를 가진다. 첫째, 성과달성 정도는 목표대비 성과달성 정도를 측
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분석방법으로 성과달성 정도 분석,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둘째, 참가자 만족도는 사업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통해 효과성을 검토하는 지표
로서 분석방법으로 참가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검토 및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셋째, 사회적 파급효과는 사업의 사회적 의의 및 기여도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
로서 본래 기존 평가모형에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 여부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 지표는
사업의 적절성 부분에서 분석가능하므로 대신 사회적 파급효과 지표를 추가하기로 한
다. 이는 주관성의 개입으로 계량화된 평가에는 부적절할 수 있으나 사업의 의의와 기
여도를 보다 넓은 의미에서 검토해볼 수 있으므로 성과분석에 있어서는 적절한 지표일
것으로 사료된다.

Ⅳ. 보훈 선양사업 성과분석
1. 나라사랑 정신 계승사업 성과분석
1) 사업의 적절성
(1) 사업목적의 명확성 및 재정지출의 필요성
본 사업은 보훈선양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과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에게 애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교육
함으로써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고 건강한 국가정체성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훈선양사업은 「국가보훈기본법(법률 제9395호)」 제2조, 제5조, 제22조 등
에 그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교육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23조에 보훈
선양사업의 하나로 명시됨으로써 추진의 근거와 타당성이 확보된다. 해외의 경우를 살
펴보아도 학생들을 통한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국가와 자유수호의 역사를 가르
침으로써 보훈문화와 나라사랑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체득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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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회에서는 세대교체, 산업화, 개인주의화, 글로벌화 등의 사회적 현상과 관련하여
보훈과 국가정체성, 나라사랑에 대한 국민의식이 과거에 비해 크게 약화되고 있는 실
정이다. 따라서 향후 대한민국을 짊어질 청소년 세대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나라사랑
정신을 정립시키기 위해 본 사업을 무엇보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2) 타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국내 유사사례로 국방부, 통일부, 교육과학기술부의 사례와 비교해 볼 수 있다. 국
방부의 경우 주제 및 운영 주체적 측면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다. 호국, 안보 및 특히
6·25전쟁과 관련된 분야는 어쩔 수 없이 중복될 수밖에 없으며, 서울현충원이 국방
부 소속이라는 점,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관이 호국역사를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유사한 특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기본적으로 국가수호와 현역군
인 및 군대에 대한 관리․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보훈의 의미와는 근본적으로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또한 보훈선양 프로그
램과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 중복성에 있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통일부
의 경우 주제적 측면으로는 크게 문제점이 없으며,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의 유형이 유
사하여 장점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로서 판단된다. 통일부의 교육사업은 학교교육
과 시민교육의 두 축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특히 사회여론을 형성하는 시민사회단체,
통일관련 전문단체, 사이버강의 운영 등을 통해 교육내용이 일반시민들에게도 널리 파
급될 수 있도록 체제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업 중에
는 중복사항은 없으며 주로 나라사랑 관련 프로그램의 홍보 및 연계의 역할을 하고
있어 각종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더욱 견고히 해야 할
것이다.

(3) 사업방식의 효율성
나라사랑정신계승사업의 방식은 교육,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 보훈문화상 시상 등이
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훈교육연구원 연수교육, 학교교육, 청소년체험교육, 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온라인 콘텐츠 제작, 캠페인, 시상 등으로 수행되고 있다. 전체적
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강세를 띠고 있으며, 이는 교원교육, 유공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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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 시범․실천학교 선정, 교재 보급 등을 통해 기존 학교에서 보훈교육을 강화하는
방법과 위탁기관 및 지방보훈청 등을 통한 체험식 프로그램, 온라인을 통한 홍보 및
자료 배포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 세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홍보 통로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사업운영을 하고
있으며, 각 지방보훈청을 이용한 체험 프로그램이 특히 우수하다. 그러나 2010년 공
무원 국가정체성교육을 따로 신설하고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청소년을 제외한 일반시민들에 대한 교육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
라서 보훈문화의 세대 간 공감을 형성하기 위한 일반시민 대상 교육 방안과 그에 적
절한 교육자료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 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
사업의 목표에 관한 부분은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성과목표와 사업의 대상으로 구
분하여 살펴보았다. 나라사랑정신계승사업의 성과지표는 현재 선양프로그램 만족도로
단일화되어 있으며, 이는 모든 보훈선양사업의 공통지표이다. 보훈선양사업이 상징성
이 강하며 주로 교육과 체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량적인 부분으로 사업을 평
가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현재 성과지표가 단일화되어 있다는 것은 정량적, 정
성적 부분을 모두 균형있게 목표로 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정립하기 위해 세부사업별로 정량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사업대상은 청소년을 중
심으로 한 일반국민을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주로 청소년으로 교육이 편중되어 있
다. 따라서 일반시민이나 단체로 목표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다 체계적인 대
상과 체제를 구축하고 대상별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시민교육과 학교교육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사업의 효과성
(1) 성과달성 정도

성과지표인 선양교육 참가자 만족도 달성 정도는 92.7%으로서 당초 목표했던 성과
를 웃도는 성과를 올렸음을 알 수 있다. 2012년도 세부성과를 나라사랑 연수교육,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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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교육, 청소년 체험교육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라사랑 연수교육은 실
시 횟수 총 30회, 참가인원 3,779명, 국가정체성 교육은 실시 횟수 총 11회, 참가인
원 1,284명으로 집계되었다. 학교교육은 나라사랑 시범학교(17개교)․실천학교(50개교)
지정·운영 및 나라사랑강사단의 「찾아가는 나라사랑 교육」, 6·25참전 유공자
142개교 강의 실시 등으로 집계되었다. 청소년 체험교육은 보훈문화교실이 실시 횟수
총 6회, 참가인원 904명, 청소년 보훈캠프가 실시 횟수 총 22회, 참가인원 1,228명,
독립군 체험학교가 실시 횟수 총 86회, 참가인원 3,282명으로 집계되었다. 나라사랑
정신계승발전사업의 성과는 자체적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성과의 달성도가 매년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유사한 방식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타부처의 성과와
비교했을 때에도 뒤지지 않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 교육체계 부분에 있어 보다 효율성
있는 시스템이 정착되고 시민교육을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이 보완되었으면 하는 아쉬움
이 있으나, 교육의 대상이 어린이, 청소년임을 감안할 때 강의식 교육보다는 체험식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적 효과를 제고한 점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2) 참가자 만족도
참가자 만족도 결과를 나라사랑 연수교육, 청소년 체험교육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나라사랑 연수교육의 참가자 만족도는 88.5%, 국가정체성 교육 만족도는
90.9%로 나타났다. 청소년 체험교육은 보훈문화교실 만족도가 89.6%, 청소년 보훈캠
프 만족도가 92.9%, 독립군 체험학교 만족도가 92.7%로 나타났다. 참가자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90점대 전․후반으로 매우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보훈
캠프의 만족도가 많이 상승하여 청소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보완이 이루
어졌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보훈문화교실의 경우 어머니의 만족도는 매우 높으나 어
린이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져 어린이들이 호응할 수 있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보훈교육연구원의 교육 중 국가유공자 대상 교육 및
중학생·고등학생 연수 또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편이므로 개선이 요구된다.

(3) 사회적 파급효과
나라사랑정신계승사업의 사회적 파급효과는 개인의 측면, 사회적 측면, 국가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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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개인적 측면은 역사의식을 통한 청소년 세대의 정체성 강화
로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뿌리와 역사를 앎으
로써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의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적 측면은 공동체의 의무와 가치 습득 및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고조로
서, 국가와 사회라는 공동체를 지키고 아끼는 사회적 책무를 인식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국가적 측면은 국가기반의 강화로서,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고 조국에 대한 자
긍심을 강화하여 국가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국가
정체성과 관련하여 역사교육이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외교문제에 있어서도 역사문제
가 끊임없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나라사랑을 위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은 향후 대
한민국을 짊어질 세대들의 정신적 가치를 배양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장기적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할 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야 할 사업으로 사료된다.

2. 애국지사 등 위문사업 성과분석
1) 사업의 적절성
(1) 사업목적의 명확성 및 재정지출의 필요성
본 사업은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풍토를 확산하고, 이를 통
해 국가보훈을 실천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
히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독립유
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58호)」제3조에 명시되어 있다. 독립유공자는 대한
민국을 건국한 리더로서 나라사랑과 함께 화합과 리더십의 표상이므로 대한민국의 정
체성, 공동체의 결속 등 보훈선양정책의 목적과 가장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예우는 보훈정책상 반드시 필요하며 이 사업은 이들을 지역 차원에서 예
우할 수 있도록 각종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 타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타 사업과는 중복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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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방식의 효율성
본 사업은 명절, 3·1절,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 광복절, 생신 등 기념일에
생존애국지사와 유족을 위문하는 방식이 대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문방식은 대통
령이나 장관 명의로 보훈청장 및 지자체 차원에서의 위문품, 생일축하 화환 및 기념품
전달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 차원에서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지는 방식은 고령이며
전국에 흩어져 거주하시는 애국지사들을 위문하는 방식으로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
으나, 일반 시민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아 사업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민들
이나 학생들이 함께 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더 의미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에서 성과지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사업의 특성
상 생존애국지사 및 애국지사의 유족 등 대상이 명확하다. 2012년도 애국지사 위문사
업의 대상은 생존애국지사 197명, 33인 민족대표 유족 24명, 임시정부요인 유족 28
명 등이다. 그러나 사업의 규모가 작아 위문품 구입 및 전달 이외의 프로그램이나 특
정한 성과목표는 없는 상태이다.

2) 사업의 효과성
(1) 성과달성 정도
애국지사와 그 유족에 대한 기념일 계기 위문품 전달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
방보훈청 및 지자체 차원으로 방문과 전달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 특이
사항은 없다. 생존 애국지사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규모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2) 참가자 만족도
특별히 만족도 조사 등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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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파급효과
애국지사 위문사업은 기념일에 독립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함으로
써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러나 위문이라는 행사가
단순히 정부 차원에서의 방문 및 위문품 전달에 그친다면 형식적인 사업에 머물고 말
것이므로, 보다 사회적으로 의미를 담고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요소가 보완
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나 일반시민들이 함께 방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애국지사들의 삶을 직접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로서
더 의미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3. 독립운동사적지 탐방사업 성과분석
1) 사업의 적절성
(1) 사업목적의 명확성 및 재정지출의 필요성
본 사업은 국민과 청소년들이 독립운동 사적지를 직접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발자취와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이를 바탕으로 나라사랑
정신을 널리 확산시키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서 그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독립운동사적지가 우리 민족에게 큰 의미와 역사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에 있는 관계로 쉬운 방문과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를 탐방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국가적 차원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해외의 경우도 호주는
해외전적지를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현지에 박물관 등을 설
립하고 학생들을 박물관 가이드로 파견하는 등 해외전적지 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다.

(2) 타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타 사업과는 중복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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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방식의 효율성
해외 독립운동사적지를 직접 방문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복회, 보훈교육연
구원 및 독립관련 단체 주관으로 주로 대학생과 교원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다. 일정금액의 참가비에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며, 주관단체의 특성에 맞게
다채로운 탐방지역과 프로그램이 구성된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
하고 있다.

(4) 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에서 성과지표는 보훈선양사업의 공동성과지표인 만족도 조사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단일지표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이며, 각 단체별로 사업
의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목표 관리 지침도 없어 보완이 요구된다. 사업대상은 대학
생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밖에 교원 등 교육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대상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 있는 대상을 선택하고 있다.

2) 사업의 효과성
(1) 성과달성 정도
성과지표인 참가자 만족도 달성 정도는 96.9%이며, 총 17회에 걸쳐 769명이 참가
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광복회를 제외하면 단체의 자부담 비중이 국고보조보다 훨씬
높다는 측면에서 투입대비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2) 참가자 만족도
참가자 만족도 결과는 96.9%이며, 보훈선양사업의 만족도 조사 중 가장 높은 점수
를 보이고 있어 매우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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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파급효과
독립운동사적지 탐방사업의 사회적 의의는 독립정신의 계승, 청소년 및 교육계의 역
사의식 제고를 통한 국가정체성 확립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
어지기 쉬운 해외사적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사적지가 있는 도시와 우호적 협력관계를 맺고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기념하기 위한 기
념관 사업 등과 연계되면 더욱 큰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캐나다와 같이
해외 전적지에 기념관을 세워 청소년들을 기념관 가이드로 파견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성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수행하면 더욱 발전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는 보훈선양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사업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보훈선양사업의 성과분석 결과, 사업의
적절성에 있어 보훈의 국가적·사회적 의의와 법적 근거를 토대로 그 타당성을 확보
하고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사업의 목표 대비 사업성과 또한 우수하였다. 성과분석을
토대로 보훈선양사업의 강점과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훈문화를 청소
년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시킴으로써 역사의식, 국가정체성, 올바른 국가관 등 국가기
반을 강화하고 국민의식을 제고하는 데 앞장섰다. 둘째,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들이 보훈을 보다 쉽고 흥미롭게 체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체험 위주의 살아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나라사랑시범․실천학교 지정 및 지방보훈청 사업
을 통해 수도권 중심이 아닌 각 지역사회를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다. 넷째, 만족도 및 참가자 수에 있어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체험 프로그램 만족도가 매우 우수하여 참가자들의 호응도가 높다. 다섯째, 해외사적
지에 대한 지속적인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독립운동의 정신적
가치를 계승하고 있다. 여섯째, 온라인콘텐츠 및 각종 교육 프로그램, 교재 개발을 통
해 청소년 세대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 또한 내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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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첫째, 청소년 대상 교육이 우수한 반면, 일반시민에 대한 교육이 상대적으로 미
흡하였다. 둘째, 주로 독립운동 관련 시대에 프로그램이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셋째, 초·중·고등학교 등 청소년 대상 교재개발은 활발한 반면 보다 전문적인 내용
에 대한 자료 편찬은 미비하다. 넷째, 애국지사 위문사업의 경우 관 주도형 방문으로
서 형식적인 행사에 그칠 위험성을 안고 있다. 다섯째, 해외사적지 탐방사업의 경우
각 단체 및 기관 간 시너지 효과를 위한 사업 평가와 연계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보훈선양사업 중 교육 사업이 이제 정착단계로서 2010년 TF팀
이 구성되었다는 점, 6·25전쟁 등 국방부가 관여하는 전쟁사가 보훈사와 상당 부분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보훈처의 주요 정책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초래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보훈’이라는 국가
적·사회적 가치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나라사랑정신은 대한민국의 전체
역사에 걸쳐 지속적으로 계승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훈선양 사업은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발전방안을 제언한다. 첫째, 일반국민들을 대
상으로 나라사랑교육을 점차 확대시킬 것을 권장하며, 학교교육과 시민사회교육이라는
두 가지 추진방향을 토대로 체계적인 교육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현재의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은 더 다양한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히 지역사회 내 교육과 연
계시켜 확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라사랑시범․실천학교의 운영을 토대로 학교에
서 보다 체계적인 나라사랑 프로그램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향후 강화될 체
험 위주의 역사교육 정책에서 보훈처의 역할을 키워야 한다. 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대
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사회 여론을 조성하는 리더들을 선교육하고 이들에 의해 시민
들에 대한 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이들을 대상으
로 한 교육교재 개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독립운동 역사를 중심으로 보훈관련 역사를 전반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영
역을 확장해야 한다. 보훈사는 대한민국의 전체 역사를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독립
기념관에서도 독립운동사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를 모두 다루는 전시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호국, 안보 등에 보다 중점을 두는 국방
부와 차별을 두기 위해 나라사랑이라는 개념을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시키고 다양한 시
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장시켜야 한다. 지역의 현충시설, 독립기념관,
현충원 등은 이를 위한 좋은 체험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우선적으로 이러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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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한 역사 콘텐츠를 조사·연구한 후 보다 다양한 시대를 포함하는 관련 프로그
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와 함께 함으로써 자연스러운 보훈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기존
사업을 보완해야 한다. 현재 청소년 보훈캠프와 같이 지역사회 청소년이 참여의 기회
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보훈문화가 자연스럽게 조성될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해야 한다. 애국지사 등 위문사업의 경우도 관 차원에서의 위문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해외와 같이 학교와 연계하여 수행하거나 청소년 또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모
집하여 애국지사와 결연을 맺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 세대 간 동화할 수 있는 다양한
보완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넷째, 위탁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위탁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과 단위 사업평가
가 도입되어야 한다. 현재 보훈선양 관련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다양한 보훈 관련 민간
단체들에 대한 역할 분담과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해외사적지 탐방사업의 경우도
매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과 단체들이 협력하여 탐방사업을 비롯해 사적지 관
리, 기념관 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의 토대를 마련하여 사업의 지속적이고 건설
적인 발전을 이루어내야 한다. 현재 독립기념관 차원에서 해외사적지 관리를 하고 있
으나 사적지 수에 비해 인원과 자원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많은데 이러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보다 확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단체나
기관들의 역량이나 기존 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 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보훈처 산하 및 관련 단체의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또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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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ments and Tasks of Projects to Improve Patriot
and Veteran Rewards
Hyung, Si-Young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efficiency of business pursuance methods
and execution of budgets for projects to improve patriot and veteran rewards in
order to continue the spirit of those who sacrificed for or contributed to the
nation, and also to search for areas to improve and ways to further develop.
Results of the performance analyses of projects to improve patriot and veteran
rewards, in terms of the feasibility of the project, it has procured feasibility
based on the national and social significance and legal basis for 'patriot and
veteran rewards', and it was also found that the method for pursuing the
projects were also suitable. It was also possible to present the performance of
the project as well. For projects to improve patriot and veteran rewards, the
national and social values of 'patriot and veteran rewards' should be open to all
citizens. Furthermore, when taking into account that the spirit of loving one's
nation was continuously passed down throughout the history of Korea, it should
be continuously improved and expanded. For this, the following development
plans are proposed. First, it is recommended to gradually expand Patriot
Education to all citizens, while establishing a systematic educational order based
on the two aspects of school education and social education. Second, its spector
should be expanded so that patriot-related history focusing on the independence
movement is included throughout the overall history of Korea. Third, in order to
allow the patriot culture to become enrooted naturally by working together with
the community, existing projects must be upgraded. Fourth, in order to create a
synergy effect with consigned projects, role distribution and the construction of
a cooperative system is necessary for various civil organizations related to
patriotism that perform the consigned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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