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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북한 보훈정책의 이해는 내재적 접근법이나 외재적 접근법만으로는 이룰 수 없
고 내 외재적 접근법을 통합한 상징주의적 접근법을 통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있
음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상징정책 논증분석을 통해 북한의 보훈정책 목적에 대한 상징성의 은유
들을 살펴 혁명열사에 대한 존경과 예우는 하나의 상징으로 김일성 김정일 정권
의 체제 유지에 이용됨을 증명하였다. 또한 북한 보훈정책 수단들에 대한 상징성
을 살펴봄으로써 수단들 또한 교묘히 김정일 정권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상징
으로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북한에서는 지도자 개인의 상
징주의적 통치방식이 보훈제도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고 보여지며 보훈정책 또
한 왜곡 변질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발견하였다.
현재로서는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한 김일성 곧 김정일이라는 정치적 이미지 구
축 과 김일성과 김정일을 동일화하는 북한의 상징전략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과거 혁명세대들이 김일성과 함께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했듯이 현
재의 북한주민들 또한 김정일과 함께 ‘고난의 행군’ 을 하며 체제를 유지시켜 나
가자는 전략이 북한 주민들에게 각인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징정책도 본래 의도한 바 목적을 달성하게 위해서 그 나름대로의 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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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정당화 될 수 있는 현실적 근거가 마련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그럴듯한 상징
전략일지라도 그 허구성이 강하면 강한 만큼 종국에 가서는 그 자체 내의 모순에
의해 역기능을 드러낼 것이다. 상징의 과도한 남용은 상징의 유형화와 그에 따른
물화 현상으로 인해 집단구성원을 구속하고 집단자체의 활력을 잃게 한다는 점에
서 유일지배체제 구축에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김정일의 상징조작의 가속화는 종
국적으로 체제발전 자체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주제어: 국가보훈, 상징정책, 상징화, 사회보장법, 도덕, 인식론, 윤리학, 준거적
상징, 함축적 상징, 실질적 정책

Ⅰ. 서 론
1. 연구배경
개인적 성취, 안정 욕구를 억누르고 국가라는 정치공동체가 지향하는 바에 대
해 헌신하도록 하는 문제는 현대의 모든 국가의 공통적 관심이다. 즉, 국가라는
정체를 지니고 군대를 유지하는 거의 모든 국가는 국가체제의 유지와 국민들의
헌신을 요구하는 보훈정책을 가지고 있다.
국가보훈이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공헌하거나 위난발생시 희생한 자와 그 유
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그들이 영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의 애국심을 함양하는 것이다. 즉, 국가보훈은 국가의 기능 차원에서 국가와 민
족, 사회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분들에 대한 보답과 예우를 통해 국가의 정
체성 확립, 국민공동체의 유지 발전, 안보역량의 강화, 국가사회 발전의 추동
등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념에서 살펴볼 경우 보훈정책은 첫째, 보훈대상자들이 국가에 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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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헌신과 희생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받아 영예로운 생활을 할 수 있
도록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둘째,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의 국가정책적 지원에
대한 전국민적 정책지지(정책순응)와 국민들의 존경을 받도록 하고 셋째, 조국에
대한 헌신성, 국가관, 애국심 등과 같은 국가공동체 의식의 올바른 정립을 목적
으로 한다. 즉, 보훈정책은 국가의 발생과 동시에 나타난 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추구하는 하나의 기제로서 물질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그 정신의 계승을 통하여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신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
이다(국가보훈처, 2002: 19).
이러한 보훈개념과 목적에 입각한다면, 남한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유
공자와 그 유족들의 삶의 질을 고양시킬 수 있는 지원과 예우정책을 가지고 있듯
이 북한도 그들 나름대로 혁명과 민족을 위해 헌신한 열사들과 가족들에 대한 적
절한 사회보장 대책을 가지고 있다. 또한 남한이 국가를 위한 헌신과 나라사랑정
신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올바른 역사관 및 이념의 교육정책, 홍보(PR)정책, 국
민통합축제 등 다양한 보훈문화 확산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 북한도 예외일 수
없다. 오히려 북한 주민은 혁명, 통일 등의 구호를 통해 김일성 ‘수령’과 김정일
‘원수’에 대한 ‘대를 위한 충성’을 요구받고 북한의 체제유지에 앞장서도록 하는
정책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와 같이 남 북한은 각각 자기의 체제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국
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을 뿐 아니라, 체제유지에 충성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유공자들을 발굴하여 찬양하
고 받드는 보훈정책을 시행하여 왔다(박헌옥, 2002: 103). 물론 보훈이라는 개
념은 남한에서 만든 조어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보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보훈이 가지고 있는 개념에 해당하는 정책들을 북한도 시행하고 있
으므로 이의 개념에 따라 북한의 보훈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1) 즉, 보훈정책
․

․

․

1) 대한민국에서 국가보훈이라는 용어의 등장은 1984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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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된 유공자에 대한 범위나 보상, 지원 등에 관한 국
민적 순응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정
책들을 말하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보훈대상자의 범위, 지원체계 등에 초점을 맞
추기 보다는 체제유지를 위한 보훈정책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와 주변정
세는 극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남북한간 냉전에서 해빙으로의 전환은 통일에 대
한 기대를 높이고 있으며 향후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제도간 통합의 전략 마련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으로는 각각의 국민이 그들 체제 속
에서 그동안 받아 왔던 상대방에 대한 인식에 대한 혼란 및 급격한 가치관의 변
화를 겪고 있다. 즉, 인식론적 전환기 속에 놓여 있다.
최근 남한에서는 2004년 7월 1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가 비
전향 장기수의 옥중의문사에 대해 민주화 운동과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에 대해
한쪽에서는 그들이 자유민주체제인 대한민국의 적이 분명한 데 어찌 대한민국의
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의문사진상규명위원
회는 전향제도는 민주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으며 그들이 인간답게 살아보고자
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데 궁극적으로 기여했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으로 볼 수 있
다고 판단한 것이다 라는 입장이다.2) 그 속에서 가치의 혼란을 느낀다. 그들은
라고 할 수 있다. 이 법률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순국선열 등 15개 유형의 대상
을 이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라 호칭하였으며 국가가 이 들의 공헌과 희생이 숭
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우리들과 자손에게까지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며 또한 이 분들과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보장을 위하여 실질적인 보상
이 이루어지도록 예우하여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책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의 명
칭을 국가보훈처로 바꾸었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시책을 모두 합하여 국가보훈시책이라 부르
게 되었으며 보훈에 관한 독립된 체제와 제도를 갖고 있다. 반면 북한은 그들의 헌법 제75조에
“혁명투사, 혁명렬사 가족, 애국렬사 가족, 인민군 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사회보장체계 안에서 업무별로 관장기구가 다르며 예우의 대상이
다르며 김일성 김정일 체제 유지의 전략에서 운용되는 특징이 있다(보훈연수원, 1995 참조).
이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보훈 개념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시책 등 면에서 양 제도는 비교
해볼 수 있다는 가정하에 본 연구는 진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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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의 영웅이며 남한에서도 유공자가 되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북한의 용천 참사를 위해 전국민적 지원에 대한 합의가 있
는 반면 이와 같이 가치관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앞으로 통일의 과
정 속에서 계속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문제는 통일 후의 올바른 보훈정
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분명 짚고 넘어갈 문제이며 해결하여야 할 사회문제인
것이다.
북한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최고 통치자 및 정부에 대한 비판이 자유롭고
자유와 인권에 대해 철저한 남한을 알면 알수록 그들 체제에 대한 회의가 들 것
이다. 한마디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악수 사진을 ‘버젓이 비
를 맞게 하는’ 남한의 체제를 북한 주민은 쉽게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론적 전환기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요소를
통합하면서 평화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특히 보훈정책은 남북한간 그 대상자나 이념에 있어 많은 차이점
을 가지고 있는 반면 통일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통합전략을 마련해야 되는 영
역이다. 따라서 북한의 보훈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데 북한의 보훈제도를 연구하는 데 있어 단순히 그들의 입장에서 소개하거
나 남한의 관점에서 재단해서는 그 본질을 이해하고 통합전략을 마련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의 보훈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적절한 접근
방법의 마련과 북한 보훈정책의 목적과 수단들을 분석하여 북한의 보훈정책을 이
해할 필요가 있다.
2) 오마이뉴스 7월 6일 기사(“그럼 김일성은 민주화운동 대부냐”, “빨치산 출신이 국회의원도 지냈
다” [현장] 의문사위-예비역장성들 ‘70분간 공개설전’) 및 댓글 참조 바람.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menu=c10100&no=175
476&rel_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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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와 목적
본 연구는 연구배경에서 밝혔듯이 북한의 보훈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문제를 풀
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하에 다음과 같은 연구의 목적을 설정한다.
첫째, 북한 보훈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서 기존의 문헌의 접근방법
에 대한 검토를 통해 내재적 외재적 접근방법을 통합하여 상징주의적 관점에 의
한 분석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둘째, 북한 보훈정책의 목적(이념)과 수단의 상징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기존의 연구들이 상징성 또는 실질정책에 대한 소개에 근거하고 있다면 본 연구
는 그러한 상징들이 사용되는 맥락을 분석하여 북한 정권의 정당화와 체제유지에
어떻게 이용되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상징성의 측면에서 향후 통일을 위한 보훈정책 통합을 위한 시사점을 도
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북한 보훈정책의 상징성을 분석해봄으로서 북한 보훈정
책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고 향후 통일을 위한 국가의 상징 통합 전략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3.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본 연구는 북한의 보훈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관점과 접근방법의 장 단점과 이
를 통해 올바른 분석방법을 도출하고자 한다. 보훈학 연구는 가치지향적이며 상
징지향적일 수밖에 없으며, 자연과학과는 질적으로 다른 방법론을 필요로 한다.
사회과학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연구대상과 연구주제를 본질적으로 분리할 수 없
기 때문에 양자의 세계관과 자기인식에 대한 고려가 연구수행에 필수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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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회현상에 대한 시각은 크게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으로 나눌
수 있다. 내재적 접근법은 사회주의권 보훈학을 바로 알기 위해서 그들이 설정
해 놓은 이념과 논리에 따라 분석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접근방법이다. 그
러나 이 접근법은 사회주의권의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옹호하거나 비민주적 형상
등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반면 외재적 접근법은
자유주의적 내지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북한의 보훈학을 접근하자는 것이나 자유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를 가진 각 국들마다 역사, 전통, 문화, 사회, 경제적으로 차
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훈정책과 관련된 분석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분석 대상 국가의 보훈 현실을 잘못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연구수행에 있어 내재적 외재적 접근방법의 활용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국가보훈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내 외재적 접근
방법과 각각의 시각에만 그친다면 국가보훈학의 주요 연구대상인 ‘국가보훈적인
것’ 혹은 ‘국가보훈과 관련된 현상들’의 실체를 올바로 분석하는데 만족할 만한 도
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보훈제도에 대한 기존
의 연구들의 한계를 검토해보고 내 외재적 접근방법을 통합하여 상징주의적 관
점에서 북한의 보훈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상징주의적 관점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상징의 관점에서
파악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언어, 의식, 신화, 이념, 사건, 제도 등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의 은유성, 모호성 등의 특징이 있는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가를 살펴보는 시각이다. 여기서 언어, 의식, 신화 등은
상징수단이라 할 수 있으며, 은유성, 모호성은 상징의 특징이며 효과는 상징적
효과를 말한다.3)
․

․

․

․

3) 상징주의적 관점에서 사회현상을 들여다 볼 때 사회 그 자체가 하나의 상징적 실제로 보인다.
이러한 상징주의적 관점은 합리주의적 관점과 대비될 수 있는 것으로서 전통적인 과학적 합리
적 분석에 의한 의사결정이 목표달성의 최선의 길이라는 “합리성의 신화”를 무너뜨리고 초합리
적 비분석적 요소를 중시하는 상징전략도 매우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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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상징주의적 관점에서 북한 보훈정책의 목적과 수단의 상징성
을 분석하여 북한 보훈제도의 실체에 좀 더 접근하고자 한다. 그런데 상징주의적
분석 등 해석학적 접근은 참여 관찰을 통하여 제도간 또는 역사적 정치적 경제
적 맥락의 분석을 필요로 하는 데 북한 연구는 참여관찰의 기회가 적고 자료수집
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문헌 분석에 치중하고자
한다.
자료분석은 주로 질적 분석방법(Qualitative Analysis)에 의해 이루어진다.
질적 분석방법은 주로 북한에서 발행한 문헌분석과 의미해석에 적용된다. 본 연
구는 북한 보훈정책에 대해 총체적이고 객관적인 이해를 위해 내재적 관점으로
기존의 연구자료나 문헌의 내용을 재해석하는 질적 분석방법에 많이 의존한다.
질적 분석방법은 어떤 행위의 의도나 의미, 문헌자료의 내재적 의미, 계량적 자
료의 의미 등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으로서 상징주의적 접근에 유용한 분석방
법이다. 그리고 질적 분석방법으로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도 유
용하다. 내용분석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데, Krippendorf(1980)는 “어떠한 자
료로부터 그 문맥에 대한 묘사를 할 수 있고 타당한 준거를 만들어내는 연구방법”
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내용분석은 메시지의 현재적 내용뿐만 아니라 잠재적
내용도 분석대상으로 포함한다. 어떤 메시지에 분명하게 겉으로 드러난 내용과 더
불어 메시지의 내부에 숨어있는 상징적 의미도 중요한 분석대상이 되는 것이다.4)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1995년 1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인
<로동신문>에 발표한 담화(“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
리이다”라는 문헌을 중심으로 북한 보훈정책의 목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이
문헌을 통해 북한의 입장에서 어떠한 맥락에 의해 그들이 말하는 혁명열사들을
․

․

4) 질적 분석은 연구자의 주관성이나 편견을 벗어나 객관성, 체계성, 일반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
요한 과제이다. 특히 질적 분석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석에 사용되는 기준과 절차
등이 명확하게 설정되고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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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우하게 되는 지를 살피고 이 속에서 상징조작을 통한 체제유지의 본질을 분석
하고자 한다.
그리고 북한 보훈에 관련한 법 제도와 교육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북한 보훈정
책의 주요 상징수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북한 보훈정책
의 목적과 수단을 통한 영향들을 살펴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Ⅱ. 북한 보훈정책의 기존 문헌 검토 및 접근방법
1. 기존 문헌의 검토
보훈연수원의 연구(1995)는 북한의 사회보장 제도 속에서 나타나는 보훈제도
를 도출하여 남한의 보훈정책과 비교 분석을 하고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의 보훈
제도에 관한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북한의 보훈체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
고 있으나 명확한 비교분석틀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서 북한 보훈제도에 대한 소개
에 그치고 있으며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평가를 유보하고 있어 남한의 보훈
정책에 어떻게 융합해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가 어렵다.
김종성의 연구(1999)는 보훈정책의 역사관, 미란다, 크레덴다, 제스추어, 정
치적 언어, 정치적 신화, 이데올로기, 기타 상징기제 등에서 나타난 보훈제도의
상징적 내용들을 중심으로 남 북한간 보훈제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비교적
상세히 남 북한간 보훈제도를 설명하고 차이를 일정한 기준하에 평가하고 있어
통합의 시사점을 주고 있으나 남 북한간 보훈제도의 근본 목적들에 대해 내재적
으로 발현될 수밖에 없는 특징들을 간과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보훈제도
를 상징적인 관점에서 차이는 제시하고 있으나 각 제도가 어떻게 내재적으로 조
작되고 왜곡되는 지에 대한 분석이 미비하여 남북한간 보훈제도가 추구하는 목적
과 양 국민들의 인식을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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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헌옥의 연구(2002)는 보훈정책의 적용대상, 보훈혜택의 내용, 보훈의 사회
적 인식 등을 비교하여 북한의 보훈정책은 수령과 당에 충성함으로써 체제를 유
지할 수 있다는 전제아래 수립된 것으로 국가와 민족보다 1인 지배 1당 독재를
위해 충성한 자들을 위한 제도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또한 남한의 보훈정책
이 물질보상에 중점을 두고 경제성장에 따라 점차 보훈대상자가 증가되고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하는 반면 북한은 경제적 낙후와 재정부담으로 정신적 보상을
중시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보존하는데 앞장 선 유공자들만을 보훈대상이라고 하
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남한의 관점에서 북한의 보훈정책을 바
라보고 있어 북한의 입장에서 왜 그러한 보훈정책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한 객관
적 설명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윤황의 연구(2003)는 북한의 보훈제도에서 나타난 상징을 규명하여 이를 토
대로 북한의 상징주의적 통치정책과 관련된 특징을 분석하는 시론적 연구를 수행
하였다. 북한의 보훈제도에 대하여 적용대상, 역사적 맥락, 주요법령, 급여체계,
전달체계를 소개하고 이러한 제도 속에서 나타나는 상징성들을 분석한 후 북한의
보훈제도 김일성 김정일 지도자 개인의 상징주의적 통치방식과 깊게 관계되어
있음을 규명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 보훈제도의 상징적 특징들과 북한의 통치방
식의 유사점만을 제시하여 북한이 어떠한 맥락에 의해 보훈정책 목표들이 김일
성 김정일 지도자의 체제유지 수단으로서의 상징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지를 규
명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 즉, 상징적 관점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내재적
관점에서 왜 그것이 용인되고 지속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유포될 수 있는지 알
기가 어렵다.
이상에서 북한의 보훈정책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해보았다. 기존 연구의 한
계는 우선 북한의 보훈정책을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며 북한체제에 대한 선입관을 연구자들이 가짐으로서 북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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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정책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내재적 관점에 따
라 북한의 보훈정책을 단순히 소개하거나 외재적 관점에 따라 남한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북한의 보훈정책을 바라보는 데서 나타나는 오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보훈정책을 바라보는 접근방법에 대한 검토를 통
해 적절한 접근방법을 구성한 후 북한 보훈정책의 상징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2. 기존 보훈정책의 접근방법
어떤 사회현상에 대한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내재적 접근법이고 다른 하나는 외재적 접근법이다.

1) 내재적 접근방법(internal approach)
내재적 접근방법(internal approach)이란 자본주의나 자유주의적 가치척도
에 의존해서는 안 되면 사회주의 자체의 이념과 논리에 따라 국가보훈과 관련된
현상들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변동접근법, 동원접근법, 전체주의접근법
등이 내재적 접근방법에 속한다.
사회변동접근법은 하나의 사회가 변동해 가는 과정 속에서 보훈제도를 고찰하
는 접근법이다. 사회변동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서는 진화론, 균형론, 갈
등론 및 문화적인 생성몰락론이 있으나 실제 하나의 사회변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는 이들 이론들이 중첩되고 복합적으로 사용된다. 동원접근법은 역사발전 단계에
서 모든 사회는 동원단계를 갖게 되는데, 동원의 특징과 기능의 관점에서 동원전
략의 변화와 그 효과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을 찾고 그에 따른 변동요인을 고
찰하는 접근법이다. 전체주의접근법은 ‘공산주의’ 건설을 위해 동원되는 강제적인
권력의 본질과 독점성을 분석하는 것으로써 서구식 사회과학적 분석 또는 비교방
법으로 설명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유영옥, 2002: 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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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사회주의국가가 완벽한 사회보장제도를 갖추어 사회보장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주의접근법은 북한의 사회주의체제의 특성과
관련하여 국가보훈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보여진다.
즉,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공산주의적 전체주의체제가 산
업화를 경험하면서 이데올로기에 의해 제시되는 무계급사회의 건설이라는 궁극
적인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 또는 수단간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동
시에 사회내의 복잡성이 증대되면서 팽창된 공적 권력의 영역이 혁명적으로 되기
보다는 보수화되고 체제유지에 급급한 경향을 띠게 된다는 점이다.

2) 외재적 접근방법(external approach)
외재적 접근법은 자유주의적 내지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국가보훈과 관련된 현
상들을 고찰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러한 외재적 접근법은 법 제도적 접근방
법, 역사적 접근방법, 체제론적 접근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법적 제도적 접근
방법은 보훈에 관한 법규나 제도에 초점을 두고 보훈제도를 연구해 나가는 방법
으로, 이는 행정과 관련된 법규 및 제도를 비교 조명하고, 제도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는데 효과적인 접근방법이다. 역사적 접근방법은 시대적 배경
또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보훈과 관련된 현상들이 어떻게 생성되고 변화되어 왔
는지를 파악하는 접근방법으로 활용될 가치를 가지고 있다. 체제론적 접근방법은
어느 한 국가에서의 보훈정책을 분석할 경우에 체제(system)라는 중심 개념을
가지고, 상위체제와 하위체제 또는 체제와 환경, 투입과 산출을 연결시켜 주는
전환과정에 의하여, 그리고 산출이 미치는 영향과 그것이 환류되는 과정에 의하
여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접근방법이다.
현재 국제사회 거의 대다수 국가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제도 하
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외재적 접근방법은 국가보훈학의 주류 방법론으로서 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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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접근법은 각 국가마다 역사, 전통, 문화,
제도, 체제 등이 차이가 존재하고 분석하는 기준을 누구의 관점에서 어떠한 잣대
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3) 내재적․외재적 접근법의 한계
물론 위의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은 나름대로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비
교하는 데 유용한 방법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다음의 사례에서와 같이 나타나
는 현상을, 특히 상징의 나라(윤황, 2003: 189)로까지 일컬어지는 북한의 체제
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예를 하나 들자. 2003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북한은 응원단을 보냈는데 북한
에서는 평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대학생들이 남한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플랜
카드의 사진을 가지고 울면서 경건하게 회수하는 장면과 “장군님이 있는 곳으로
빨리 가고 싶다”는 인터뷰 내용에 대해 같은 말은 하지만 우리와는 분명 다른 그
들의 모습에 혼란을 느낀 국민이 많이 있었다.
이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관점에 의한 외재적 접근법을 통하여 바라볼 경우 그
들의 행태는 쉽게 이해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내재적 접근법에 의해 그들의 행
태를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참여 관찰 등을 통해 심층적으로 파악하지 못할 경우
‘장군’이나 ‘수령’에 대한 충성도가 높기 때문이거나 ‘장군사진’에 대해 비를 맞히
는 것을 방치하였을 경우 불충으로 숙청되기 때문이라는 피상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때문에 내 외재적 접근방법을 통합한 하나의 상징주의적 접근방법을 적극 활
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보훈정책을 연구함에 있어 내 외재적 접근방법의 각
각 시각에만 그친다면 국가보훈학의 주요 연구대상인 ‘국가보훈적인 것’에 대한
실체와 지향하는 목적을 올바로 분석하는데 만족할 만한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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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2003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북한응원단 관련 기사

- 경북 예천시 예천진호국제양궁장에서 응원을 마치고 축구응원을 위해 대구로
향하던 북한응원단원들이 고속도로 진입로 옆 가로수 사이에 2000년 6 15남
북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악수하는 장면
의 사진 5장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북한 응원단
들은 갑자기 버스를 세운 뒤, “수령님이 어떻게 비를 맞고 있도록 하느냐“고 항
의하며 사진을 수거하는 바람에 20여 분간 고속도로에 정차하기도 했다. 경찰
은 “예천지역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었다”며 ”환영의 의미에게 지역 주민들이
붙여 놓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 03/08/28).
- 이들은 “이곳에 더 머물고 싶냐”는 질문에 대부분이 “장군님의 품으로 빨리 돌아가
고 싶습네다”라고 대답했다. (중략) 북측 응원단과 함께 생활했던 한 관계자는
“응원단이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어딘가 생각의 폭이 좁고 획일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북한선수와 응원단이 머무는 동안 너무 신경을 써 이제야
후련한 느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동아일보 , 03/09/ 01).
․

『

』

『

』

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보훈제도가 크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공산국
가간에 서로 다른 이념에 의해 그 유형으로 구분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 외재
적 접근에 대한 시각과 통합적 접근방법으로서 상징주의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다음에 상징주의적 접근방법이 가지는 효과와 분석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

Ⅲ. 상징주의적 접근방법의 유용성 및 분석틀
1. 상징주의적 접근방법
1) 상징의 개념
상징이란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존재(형식)의 차원을 넘어서 초경험적 세계에
감추어진 주관적 본질(내용)의 차원을 지닌 것으로서 그것이 처한 맥락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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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주체의 해석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고 정서와 감정을 표출시켜 사람들
의 태도와 행동을 인도하는 사물 행위 언어 추상적 구성물 등을 포괄하여 나
타내는 것”이다(유영옥, 1991: 208). 상징은 모든 대상의 그 무엇인가를 표시
하고, 이중적인 지시적 의미를 가지며, 사실과 허구를 동시에 포함하며, 이중적
인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다의성, 은유성, 모호성을 가지고 있다(Urban, 1915:
415-426).
상징을 언어, 행동, 물체, 이미지 등 여러 가지로 나눌 때, 행동과 관련된 대표
적 상징이 바로 의식이다. 의식은 여러 가지 현상을 압축시켜 표현해 주며, 수많
은 경험적 현실을 내포하고 있고, 의미의 분극화를5) 발생시킨다. 흔히 일반기업
에서 행하는 이별의식에는 참여자들의 분노와 슬픔이 표현되어 있고, 조직의 행
위자가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등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Harris and Sutton, 1986).
은유성은 실재를 더욱 부각시키는 상징적 힘을 표출시키며, 이를 통해 조직(국
가)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실재 중 어느 한 실재를 부각시킨다. 은유는 단지 환
경에 대한 모호성을 감소시키는 메커니즘이 아니라 복잡성과 모순이 내포된 실재
중 어느 한쪽만 두드러지게 부각시킴으로써 특정정책의 안정성 확보를 도모한다.
은유를 이용하면 하나하나 열거해서 비교할 필요도 없이 통합적인 지각을 형성하
므로 간단하고 따라서 기억하기가 쉽다. 그래서 은유는 조직이나 국가의 분위기
나 문화를 만들어 내기도 하고, 다시 변형시키기도 하며, 그것을 명확하게 드러
내게 하기도 한다.
또한 상징이 갖는 해석의 다양성 때문에 상징은 항상 모호성을 기반으로 한다.
일반적인 의미의 모호성은 실재의 정확한 이해와 행동의 일관성을 위해 제거되어
야 할 것으로 이해되지만, 상징에 있어서의 모호성은 오히려 그 의미가 풍부해지
게 하고 적용의 폭을 넓어지게 하는 기능을 한다. 이처럼 주어진 상징에는 언제
․

․

․

5) 예를 들어 아프리카 부족의 처녀통과의식은 신선한 모성이라는 상반된 의미를 가진다.

16 한국보훈논총(제3권 제2호. 통권5집)

나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어 무엇이 정당한 해석인가에 대한 문제
를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상징이 가지고 있는 모호성이 단순히 대상을 이해하기
어렵게 한다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상징이 가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은유성과 모호성을
지닌 ‘실재’의 또 다른 ‘반영’이라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유성과 모호성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면 실재의 모습
을 보다 더 잘 그려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징성에 대한 분석은 실
재와 동떨어진 어떤 것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실재를 반영하는 상징의 모습들
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더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

2) 상징주의적 관점
상징주의적 관점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상징의 관점에서
파악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언어, 의식, 신화, 이념, 사건, 제도 등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이 은유성, 모호성 등의 특징이 있는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가를 살펴보는 시각이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상징주의적
관점에서 사회현상을 들여다 볼 때 사회 그 자체가 하나의 상징적 실제로 보인
다. 이러한 상징주의적 관점은 합리주의적 관점과 대비될 수 있는 것으로서 전통
적인 과학적 합리적 분석에 의한 의사결정이 목표달성의 최선의 길이라는 “합리
성의 신화”를 무너뜨리고 초합리적 비분석적 요소를 중시하는 상징전략도 매우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여기서 언어, 의식, 신화 등은 상징수단이라 할 수 있으며, 은유성, 모호성은
상징의 특징이며 효과는 상징적 효과를 말한다. 이와 같이 상징수단, 상징의 특
징, 상징의 효과를 분석해봄으로 정책의 본질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상징 내지 상징성 자체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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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보다 중요하다. 인간들은 일정한 기호
나 몸짓, 사건, 사물 등에 대한 공통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게 되며, 이러한 의
미에 대한 공통된 해석을 통해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Bulmer(1969)에 의하
면, 상징주의적 접근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전제 위해서 이루어진다. 첫째, 인간
이 사물에 대하여 행위를 할 때 그 사물을 단순한 객체로 보고 행위를 그곳으로
지향시키지 않는다. 그 사물이 행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또는 갖고 있다고 믿
는 의미를 근거로 하여 행위자의 행위가 지향된다. 여기 사물이 행위자에 대해서
갖게 되는 의미가 중요하다. 인간행위는 이 의미를 중심으로 행위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 의미는 객관적 사물 자체 내에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
다고 이것이 행위주체자의 성격의 일부분도 아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
들과 갖는 상호작용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즉, 이 의미의 근거는 인간들 사
이에 생기는 동적인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셋째, 이렇게 생성된 상징의 의미는
행위자 인간의 해석과정에 의해 처리되고 수정되는데, 이것은 사물을 다룰 때 행
위가 활용하는 독특한 상황판단으로 볼 수 있다. 즉, 어떤 것이 상징적 메시지를
지니고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상징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에 대한 사
회적 합의나 무의식적 학습결과를 이해하는 것이다.6) 따라서 연구자가 북한의
다양한 상징들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해석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을 연구자 스스로 제3
자의 입장에서 가치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고, 연구자의 가
치 중립적 태도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과학적 분석논리를 따름으로써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6) 예를 들어 ‘태극기’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상징하는 데 남 북한 국민들은 그동안의 학습내
용이 다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애국심을 느끼지만 북한 주민들은 오히려 적대감을 느끼
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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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치적 상징조작
상징성의 분석은 상징이 사람의 의식과 행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합리
적인 사고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주입될 경우에 조작
될 수 있고 그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는 것에 있다. 즉, 정치적으로 상징조작이 이
루어질 수 있다. 상징조작이란 어떤 사람이 상징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행태
를 그의 의도에 가깝게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사람은 현실을 지각함으로써 반응
하는데 상징은 사람의 지각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태도 및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
다는 것이다(유영옥, 1997: 306).
이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다. 상징적 상호
작용론의 입장은 인간은 사물들이 인간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의미를 바탕으로
하여 그 사물들에 대해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한다(Blumer, 1969: 28-30). 즉,
인간이 반응을 보이게 되는 대상은 어떤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물에 대해
서 인간들이 부여해 놓은 의미라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결국 사람의 현실지각
은 사회, 즉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되며, 인간은 물리적 현실
(physical realities) 보다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현실(socially constructed
realities) 속에서 살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Berger &
Luckmann, 1966).
현실의 실재론을 주장하는 실증주의의 입장도 부정할 수 없지만, 애매한 상황
의 지각에 있어서 인간의 주관적 해석이 커다란 역할을 한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
들다. 이처럼 사람의 현실지각이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기 때문에 상징조작이 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상징이 사람의 지각을 변화시
킨다는 말이 곧 상징이 사람으로 하여금 ‘만들어진 현실’을 지각하게 만든다는 뜻
이라 할 수 있다. 이 때의 상징조작이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해에 유리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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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한 현실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지각하게 만들어, 그 사람의 행태를 조절하
게 되는 경우를 뜻한다.
상징조작은 민주정치가 정착하지 못한 국가에서 더욱 보편화되고, 권력이 절대
화하면 할수록 그 욕구가 강해지고 수법도 교묘해진다(장을병, 1984: 84). 권
력은 스스로를 미화시키고 정당화시켜 권위인 양 위장시키려고 하고, 바로 그 권
력이 지닌 자기미화 내지 정당화의 속성 때문에 권력은 상징조작을 일삼게 마련
이다. 권력에 의한 상징조작은 한마디로 진실을 은폐하고 허위를 날조하는 현상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징조작은 특히 언론을 통제함으로써 가능해지면,
그 수법으로서 단순화와 반복이 이용된다.
상징조작의 방법 중 두드러진 것은 선전(propaganda)이다. 선전은 사람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의도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유발시키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으
며, 인간이 공동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타인을 설득하고 동조를 구하는 것이
다. 이와 같이 단순한 구호와 선전의 지속적인 주입으로 상징 조작이 이루어지는
데 북한 보훈정책의 분석시 이들 선전물의 은유성을 간파해내고 의도하는 바를
분석함으로써 보훈정책의 실제를 좀 더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2. 북한 체제유지전략으로의 상징성의 활용
오늘날 북한에서는 김정일 세습구도를 정착화시키기 위해 김일성은 주체사상
의 창시자, 김정일은 그 구현자로 각인시키기 위한 김정일=김일성 등식화 작업
이 일층 강화되고 있다. 즉 김정일 체제를 단순한 정권승계 차원이 아닌 혁명의
완수와 주체사상의 보장과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정당화시키려 한다. 주체사상이
란 북한에서 정치적으로 최고이념이자 일상생활에서는 도덕규범으로서 체제 이
데올로기일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모든 가치판단의 준거틀로서 기능하고 있다.
또한 북한정권이 존재하는 이유 통일을 통한 혁명과업 완수라는 목적과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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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혁명세대들의 뜻을 이어받자는 사상교육을 통해 미국의 압박, 경제난 등 대
내 외적으로 직면한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북한의 경우는 북한 자체가 갖가지 정치적 상징들로 가득 찬 체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공적인 환경은 물론 주민의 사적 생활 깊숙이 정치적 상징이 자리 잡
고 있다.7) 북한의 수많은 동상과 기념탑, 그리고 구호, 깃발, 초상화, 신화, 이
념 등의 상징물들과 연례적인 갖가지 공적 의식과 행사들은 바로 북한의 체제유
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북한은 혁명의 신화, 통일의 신화, 행복의
신화 등 고도의 정치적 상징조작이 작동되고 있다. 북한은 오랫동안 고도의 상징
조작을 통해 특정 의도에 부합된 도식만을 북한주민들의 기억 속에 표상시켜옴으
로써 당의 목적에 따라 주민들을 자동인형처럼 동원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도식
과 같은 고정된 인지구조에 의한 정보처리는 융통성이 없으므로 도식적 사고에
길들여진 북한주민들에게서 비판적인 사고나 맥락에 적절한 행동적 변화를 기대
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북한체제가 이러한 상징전략을 사용하는 이유는 상징이 가져다주는 효과 때문
이다. 즉, 공산권의 잇달은 몰락에서도 입증되고 있듯이 북한사회는 실현가능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기에는 체제한계에 봉착되고 있는 데, 어떤 상징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 할지라도 상징이 그 체제내의 사람들에게 사회심리적으로 만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상징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그 심연에
깔린 가치나 믿음이 아니라 공통의 표현이나 유대감, 혹은 하나라는 감정 등이
더 크게 부각된다. 이러한 유대감으로 사회를 결속시켰을 경우 사람들은 불평등
이나 사회 모순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지배층에
대해 항거하지 못하도록 불만을 잠재우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7) 정치적인 의미를 지니고 사용되는 정치적 상징은 구체적으로는 정치적 언어(강령, 공약, 슬로
건), 정치적 행위(의식, 대회, 시위), 정치적 신화(혁명신화, 영웅신화), 정치적 관념(이데올로
기, 준이데올로기), 정치적 인물(애국자, 침략자, 적), 정치적 물건(깃발, 조형물), 정치적 사
건(전쟁, 혁명), 정치적 제도(헌법, 법률, 정부조직)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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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북한의 보훈정책을 살펴볼 경우 보훈대상자나, 보상, 전달체계 등의 실
질적 정책의 연구보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보훈정책의 상징성들이 어떻게 현재의
북한 체제를 유지케 하는 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3. 북한 보훈정책 상징성 분석틀
북한 보훈정책의 상징성을 이해하기 위해 보훈정책의 상징수단과 목적을 살펴
보고자 한다. 그들이 제시한 보훈정책에 관한 선전물을 그들의 논리대로 분해하
고 은유성을 끄집어냄으로서 북한 보훈정책의 목적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내재적이고 상징주의적 접근을 통합하여 북한의 논리 속에서의 보훈
정책 상징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북한의 보훈이념이 내포하는 상징의 맥락을 분석하고 어떠한 상징수단에 의해
북한정권의 체제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지를 분석하여야 한다. 즉, 북한의 보훈이
념의 상징적 맥락(context)을 이해하기 위해 북한 보훈정책 목표의 상징성을 분
석하기 위하여 북한에서 보훈정책과 관련하여 최근에 발행한 담화문을 중심으로
상징적 맥락을 이해하고자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95년 12월 25일에 <로
동신문>을 통하여 발표한 담화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를 중심으로 질적 분석방법(Qualitative Analysis)의 하나인
던(W. N. Dunn)의 정책논증분석을 이용하고자 한다.
던(W. N. Dunn)은 공공정책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지지하는 정책
주장의 유형에는 지시적 주장(designative claims), 평가적 주장(evaluative
claims), 주창적 주장(advocative claims) 등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였
다. 지시적 주장은 경험적 접근방법과 연결된 것으로서, “그 정책의 산출은 무엇
인가?’라는 사실(facts)에 관한 질문과 관련이 있다. 평가적 주장은 평가적 접근
방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그 정책은 도대체 쓸 만한가?” 하는 가치(valu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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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질문과 관계가 있다.
주창적 주장은 규범적 접근방법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이는 ‘어떤 정책이 채택
되어야만 하는가?’하는 행위(action)에 관한 질문과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정책을 주장하는 진술의 내용은 여섯 가지 요소, 즉 정책관련정보(I), 정책주장
(C), 근거(W), 보강(B), 반박(R) 및 수식어(Q)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
한 진술형태를 하나의 도식으로 나타내 보면 [그림 1]과 같이 된다. 즉, 각각의
정책관련정보(I)로부터 정책주장(C)을 도출하는데 그에 대한 근거(W)와 보강
(B) 진술을 통하여 정책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진술의 구조는 어떤 정책이 그 가치 또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메커
니즘을 설명해 주는데 있어 기본적인 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선전물이
나 정책자료집의 주장에 대해 위와 같은 논증구조로 분해하여 보면 숨어있는 정
책목표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북한의 정책주장에 대한 담화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뽑아냄으로서 그 주장이 가지는 은유성의 본질을 파악해봄으로써 북한
의 보훈정책이념의 상징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정책진술의 구조
(그래서)

I

Q
(그 이유는)

C
(그렇지 않으면)

W

R

(왜냐하면)

(왜냐하면)

B

B

출처: Dunn, W. N.(1981: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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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진술 요소
정책관련정보
(policy-relevant
Informaiton)
정책주장
(policy Claim)
근거
(Warrant)

보강
(Backing)
반론
(Rebuttal)
한정어
(Qualifier)

[표 1] 정책 진술 요소
내 용
- 정책주장에 대한 증거 구성
- 정책문제, 정책미래, 정책행위, 정책결과, 정책성과에 대한
정보에 대해 통계, 전문가의 견해, 가치나 욕구 등 다양한 형
태로 표현됨
- 정책논증의 결론
- 정책관련정보의 논리적 귀결
- 정책분석가가 정책관련정보를 정책주장화 시키는데 필요한
정책논증에 있어서의 가정
- 정책관련정보를 의견의 불일치나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정책
주장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그 주장이 수용될 수 있도록 정당
한 이유를 제공
- 근거에는 권위적, 직관적, 분석중심적, 인과적, 실용적, 그리
고 가치비판적인 가정 등 여러 가지 유형의 가정들이 사용됨
- 근거가 제대로 수용되지 않을 경우 근거를 보강하기 위해 사
용될 수 있는 추가적인 가정을 말함
- 과학적 법칙, 전문가의 권위에의 호소, 윤리적 및 도덕적 원
리 등의 형태가 포함됨
- 반론은 원래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거나 단지 조건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태에 관한 논증
- 정책주장과 반론이 결합됨으로써 정부행위의 여러 가지 대안
적인 과정들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서로 다른 집단들간의 의
견의 불일치 즉, 정책이슈를 형성함
- 정책주장에 대한 분석가의 확신 정도를 나타냄
- 한정어는 흔히 가능성을 나타내는 언어로 표현됨
- 분석가가 정책주장에 대하여 완전히 확신할 경우에는 한정어
가 필요없게 됨

출처: Dunn, W. N. (1981). pp. 66-69.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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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보훈정책 상징성의 이념을 분석함과 아울러 어떠한 상징수단들이 사용되
고 있는 지를 아울러 분석해야 한다.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는 상징들은 정책과
정에서 중요한 상징적 수단으로 이용된다. 상징에 대한 개념정의가 다양하듯이
상징형식에 속하는 상징의 종류와 이를 분류하는 견해 역시 상당히 다양하다.
Sapir(1934: 492-495)는 상징을 준거적 상징(referential symbols)과 함축
적 상징(condensational symbols)으로 분류하였는데, 전자는 사실적 토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언어적 표현 쓰는 것 부호 국기 등과 같이 우리가 감각
적으로 느낄 수 있는 대상과 경험을 나타내며, 후자는 정서적 토대를 가지고 있
는 것으로서 종교의식 국민의례 국경일 등과 같이 우리가 감각적으로 접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서 정서 감정 믿음 등이 부여된 것을 나타낸다.
․

․

․

․

․

․

․

[그림 2] 북한 보훈정책 상징성의 이해를 위한 분석틀
상징주의적 관점(내 외재적 접근방법 통합)
↓
↓
북한 보훈이념의
북한 보훈정책의
상징성
상징수단
↓
↓
정책논증분석
상징의 존재양식(언어, 행위, 신화,
(은유성과 모호성 해체)
인물, 사물, 사건, 제도 등) 분석
↓
↓
북한 보훈정책 상징성의 이해
․

상징의 유형으로는 그 존재양식을 기준으로 해서 언어로서의 상징(말, 글, 기
호), 행위로서의 상징(몸짓, 의례), 상상력으로서의 상징(신화, 전설, 꿈, 음악,
미술), 관념으로서의 상징(이데올로기, 신념, 태도), 인물로서의 상징(연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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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악인, 적), 사물로서의 상징(인위적 상징, 자연적 상징), 사건으로서의 상징
(역사적 사건, 극적, 돌발적 사건), 제도로서의 상징(정치, 경제, 사회, 문화제
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이와 같은 상징들의 존재양식에 따라 북한의 보
훈정책의 상징수단들을 유형화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Ⅳ. 북한 보훈정책의 상징성 분석
1. 북한 보훈정책 목표의 상징성 분석
정책을 정당화시켜 주는 정책가치의 판단기준에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샘슨(C. Sampson)은 정책가치의 판단기준으로서
평등, 자유, 질서, 정당한 절차에 의한 의사결정, 능률성 등을 들고 있다(C.
Sampson, 1983: 6). 한편, 피셔(F. Fischer)는 일반적으로 사회가 추구할
기본적 이념으로서 경제적 진보, 인간고통의 완화, 정치적 자유, 인간생활의 보
호, 사회적 호혜성 등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F.
Fischer, 1980: 194). 또한 카플란(A. Kaplan)은 특정 정책가치에 대한 직접
적인 평가는 어렵고, 정책목표 자체로 논의하기 어렵다고 보면서 이러한 정책가
치를 실현시키는 데 작용하는 요인에 관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
은 공평성(impartiality), 개인성(individuality), 최소극대성(maximin), 배
분성(distribution), 연속성(continuity), 자율성(autonomy), 긴급성
(urgency) 등이다. 이 외에도 정책가치의 판단기준들로서 공익성, 사회적 형평
성, 인간존중, 복지, 정통성(legitimacy) 등 다양한 기준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이러한 정책가치의 판단기준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당과 수
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령도’일뿐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가치 판
단기준을 가지고 있는 북한을 자유주의나 자본주의의 입장에서만 바라본다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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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북한 보훈정책 목표의 상징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북한에
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95년 12월 25일에 <로동신문>을 통하여 발표한 담
화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를 중심으로
정책논증분석을 해보았다.8) 분석을 하기 전에 먼저 이 담화가 나온 시기의 북한
의 정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이 담화가 나오기 일년 전인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였다. 김일
성의 갑작스런 사망 이후 김정일 체제는 사회주의권의 붕괴 흐름 속에 `핵 위기'
에 대응하고 안으로 권력안정과 경제난 타개에 주력하는 등 안팎의 시련과 도전
에 직면하였다. 김정일 체제에서는 안정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필
요하였다. 이러한 전략으로 나온 것이 선군정치와 ‘유훈통치’이다.
김정일 정권은 김일성으로부터의 세습체제를 옹호하기 위하여 김일성이 제시
한 혁명과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논리하에 ‘유훈통치’를 수행하였다.
즉 유교적 충과 효를 가장 잘 보여주고 김일성이 생각한 혁명을 가장 잘 알고 있
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향후 북한을 이끌 지도자임을 공고화해주는 기제로 작용
한 것이다. ‘유훈통치’기간을 거쳐 김정일은 97년 10월 노동당 총비서에 오르면
서 98년 7월 제10기 대의원을 선출하고 곧바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
를 소집, 주석제를 폐지하고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사회주의 헌법 개정
을 통해 명실상부한 김정일 체제를 출범시켰다.
북한은 95년 이후를 `김정일 시대'로 규정하고 있는데 김정일 시대를 대표하는
것은 선군(先軍)정치와 선군사상이며 `김정일 시대=선군시대'로 못박고 있다.
북한이 김정일 시대와 선군시대를 동일시한다는 것은 곧 김일성 시대와 차별되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의미한다. 95년 1월부터 시작됐다는 선군정치는 군대를 `
「

」

8) 이 문건은 북한에서 말하고 있는 혁명열사들을 왜 존경하고 예우하여야 하는 지 등에 관하여
주민들의 학습문건으로 작성된 것 같으며 논설문의 형태로 작성되어 있다.

북한 보훈정책 상징성의 이해 27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운다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들어서도 선군사상을 두드
러지게 강조하는 경향인데 이는 선군정치 확산을 통해 정치체제를 공고히 하며
위기의식을 고취, 체제 결속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된다
( 연합뉴스 , 05/07/01). 이 배경 속에서 김정일은 이 담화를 발표하였다.
먼저 [표 2]는 서문에 나와 있는 주요 정책진술 요소들을 추출해본 내용이다.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에서 주장하는 유공자인 혁명선열들이 후대를 위한
희생에 대한 언급 후에 ‘도덕의리’라는 상징용어를 동원해 그들을 존대하여야 한
다는 정책주장을 하고 있다. 혁명의 동지적 관계로 선열들과 인민을 규정짓는 내
용을 보강하고 있다. 또한 반론(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
한 진술에서는 ‘혁명의 역사가 단절되고 허물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진술구조를 통해 ‘혁명선배들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바로 세우는 것’은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상의 서문을 살펴보면 보훈행정대상자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한 유공자와 유족들이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토록 하는 남한 보훈정책의 의의와 별로 다른 바가
없다.
그런데 본문에 들어가면 [표 3]에서 보듯이 정책관련정보가 혁명선배의 최고
대표자는 수령이고 ‘혁명적 도덕의리’가 ‘수령에 대한 충성’으로 치환되고 있다.
또한 ‘수령의 숭고한 사상과 탁월한 령도’로 ‘혁명적 세대들의 혁명업적이 이루어
졌다’는 것을 근거로 ‘수령의 혁명위업을 충직하게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정책
주장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앞선 혁명세대들의 업적은 수령에 의해서 이루어
졌으므로 앞서 서문에서 말한 혁명선배들에 대한 존경은 수령에 대한 존경과 업
적의 계승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반론에서 역사적으로 ‘제국주의자들과 혁
명의 배신자들이 사회주의 위업을 반대하였다’고 하면서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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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하지 않을 경우 제국주의자들이거나 혁명의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표 2] 발표 담화 서문의 정책진술요소
정책 진술 요소
내
용
“주체혁명의 시원이 열린 때로부터 70년의 역사가 흘렀습니다. 이
혁명의 길에서 인민의 자유와 조국의 자주독립, 사회주의
정책관련정보 성스러운
의
승리를
여러 세대가 고귀한 피와 땀을 바쳤으며 수많은
(policy-relevant 혁명가들이위하여
위훈을 세우고 빛나는 업적을 쌓았습니다”(p.2).
informaiton) “혁명 선렬 등은
후대들의 행복을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싸
웠으며 고귀한 혁명업적을 쌓았습니다”(p.7).
정책주장
“혁명선배들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바로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운동
(policy claim) 의 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p.3).
근거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의 요구이며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warrant) 숭고한 도덕의리입니다”(p.3).
“우리 인민은 앞선 세대 혁명가들을 혁명선배로 존대하며 그들의
혁명정신과 투쟁업적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고 있으며 선배들이 개
보강
혁명위업을 충실히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p.2).
(backing) 척한
“도덕의리는 혁명가의 품격을 규정하는 기본징표의 하나입니다”(p.4).
“혁명의 한길에서 싸워나가는 혁명가들 사이의 동지적 관계”(p.6).
“세계사회주의운동의 력사는 혁명선배들을 저버리고 그들의 업
적을 부정할 때에는 혁명이 중도 반단되고 좌절되게 된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p.3.)
반론
“지난 시기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 당과 국가의 지
(rebuttal) 도적 지위를 차지한 기회주의자들에 의하여 혁명선배들을 모독하
고 그들의 업적을 말살하는 배신행위가 감행됨으로서 공산주의자
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사회주의 영상이 흐려졌으며 끝내는 사회주
의제도 자체가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p.2).
보강
“도덕적 위선은 착취계급의 본색이며 도덕적 부패는 부르죠아사회
(backing) 의 필연적 산물입니다”(p.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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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남한의 보훈이념과는 차이가 있다. 남한이 국가유공자의 조국과 민족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강조하고 있다면 북한은 수령에의 희생과 헌신을 강조하고
있으며 ‘혁명선배 업적’을 수령의 사상과 업적으로 치환하여 ‘도덕의리’를 상징화
하여 김일성의 사후에도 김일성의 유업 계승에 충성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 진술 요소
정책관련정보
(policy-relevant
informaiton)
정책주장
(policy claim)
근거
(warrant)
보강
(backing)
반론
(rebuttal)
보강
(backing)

[표 3] 발표 담화 본문의 정책진술요소
내
용
“혁명선배의 최고대표자는 수령이며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혁
명적 의리의 최고표현입니다”(p. 7).
“혁명가들은 수령의 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수령
의 혁명위업을 충직하게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p.8).
“수령의 숭고한 사상과 탁월한 령도로 하여 위대한 혁명업적이
이룩되고 혁명적 세대들의 영예와 존엄이 빛나는 것입니
다”(p.8).
“혁명선배들의 사상과 업적의 계승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령도
업적의 계승입니다”(p.8).
“력사적으로 제국주의자들과 혁명의 배신자들은 사회주의 위
업을 반대하면서 공격의 예봉을 로동계급의 수령들과 전세대
혁명가들에게 돌리었습니다“(p.8).
“사회주의 배신자들은 수령과 혁명선배들을 모독하고 그들의
업적을 말살함으로써 사회주의를 변질과 붕괴에도 이끌어 갔
습니다”(p.8).

여기서 더 나아가 [표 4]의 결론부분에서는 ‘도덕의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끝없이 숭배하고 따르며 충성으로 받들어 모시는데서 가장 높이 발현되고

30 한국보훈논총(제3권 제2호. 통권5집)

있다’거나 ‘김일성 동지는 인민들에게 힘과 신심을 주었다’라거나 ‘인민의 풍모는
당과 수령의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는 정책정보를 제시하고 ‘인민은 수령
의 아들딸로서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것이 최상의 영예로 간직하여 왔다’는 것을
근거로 “김일성 동지께서 뜻밖에 서거하신 크나큰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생존시
와 다름없이 잘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틀림없이 계승해 나가야 한다”는 정책주
장을 하고 있다. 물론 항일혁명투사, 조국해방전쟁참가자, 노력혁신자 등 북한에
서 국가유공자로 생각하고 있는 대상자들 또한 ‘엄혹한 조건에서 수령 김일성 동
지를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높아 받들어 혁명전통에 공헌을 하였다’고 근
거를 보강하고 있다.
반론으로 ‘수령의 영도’를 비방하는 자는 ‘제국주의자들’과 ‘혁명의 배신자’들이
라고 하면서 ‘반혁명적 책동과 배신행위는 혁명선배들의 투쟁과 업적을 모독하는
것’으로 규정지으면서 수령의 업적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혁명선배
들의 업적 모독’을 ‘수령의 령도 모독’으로 만들고 이는 ‘혁명의 배신자이고 제국
주의자의 주장’일뿐 ‘인민’은 수령의 업적을 따르고자 하는 당의 입장에 충성할 것
을 요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담화의 제목의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이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
의리이다’와 서문만을 본다면 북한이 남한의 보훈정책과 같이 국가와 민족에 헌
신한 자들에 대해 존경과 예우를 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본문과 결론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혁명선배들에 대한 태도와 예우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은유적으
로 김일성의 업적에 대한 계승과 당과 지도자에 충성을 하도록 하는 기제임을 알
수 있다. 즉, 국가와 민족의 헌신에 대한 예우와 존경은 김일성과 김정일 정권의
체제유지전략일 뿐임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정책의 판단기준을 당과 수령의 영
도뿐이며 이에 벗어나는 것은 혁명의 배신자라는 식으로 그들의 정책을 정당화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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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진술 요소
정책관련정보
(policy-relevant
informaiton)

정책주장
(policy claim)
근거
(warrant)

[표 4] 발표 담화 결론의 정책진술요소
내 용

“우리 인민이 지닌 공산주의적 도덕의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를 끝없이 숭배하고 따르며 충성으로 받들어 모시는데서 가장 높이
발현되고 있습니다”(p.11).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
하는 진보적 인민들에게 힘과 신심을 주시고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
의 공헌을 하시었습니다”(p.12).
“인민들의 고상한 정신도덕적 풍모는 당과 수령의 올바른 령도를 떠
나서 생각할수 없습니다”(p.2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뜻밖에 서거하신 크나큰 상실의 아
픔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령님을 생존시와 다름없이 잘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틀림없이 계승해나가는 것입니다”(p.13).
“우리당의 령도는 우리 인민들에게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
히 우리와 함게 계신다는 신념을 깊이 간직하게 하였으며 수령님의
유훈을 지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내가려는 불굴의 혁명정신
과 의지를 굳게 해주었습니다"(p.14).
“우리 인민 모두는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이고 제자이며 어버이 수령
님의 아들딸입니다”(12) (중략) “어버이 수령님께 일편단심 충성
과 효성을 다하는 것을 최상의 영예로,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로 간직하
여 왔습니다”(p.13).
“가장 엄혹한 조건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단결의 중심, 령
도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중략)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는 데 빛나는 공헌을 하였습니다”(p.15).
“항일혁명투사들은 가장 엄혹한 조건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중략) 영광스
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는데 빛나는 공헌을 하였습니다”(p.15).
“조국해방전쟁참가자들은 조국을 지켜 싸운 영웅전사”(p.15).
“전후천리마대고조시기의 영웅들과 로력혁신자들, 천리마운동선구자
들은 (중략) 자력갱생의 귀감입니다”(p.16).
“제국주의자들과 혁명의 배신자들이 로동계급의 수령들을 악랄하게
헐뜻고 수령의 령도에 대하여 <독재>니, <인권침해>니 하면서 중상비
방하는 것은 바로 로동계급의 수령들이 인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인민의 리익의 철저한 옹호자였으며 증명할 뿐입니다.(p.18).
“우리 당과 인민은 사회주의 위업에 공헌한 혁명선배들의 투쟁과 업
적을 모독하고 훼손시키는 온갖 반혁명적 책동과 배신행위를 반대배격합
니다”(p.20).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부정하고 나오는 사상이란 부르죠아 사상밖
의 다른 사상으로 될 수 없습니다”(p.20).
…

…

…

보강
(backing)

…

…

반론
(rebuttal)
보강
(backing)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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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혁명세대들의 업적은 김일성에 의해서만이 빛을 발했으며 김일성
사후에도 충성과 효성으로서 김정일이 영도하는 당과 군에 충성함으로서 혁명세
대들에 대한 올바른 태도임을 강조하여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희생과 순교하도록
하는 체제유지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부수적으로 이 담화를 발표할 당
시 김정일은 권력승계를 늦추어 북한주민들은 김정일의 효성을 우러러 믿고 그에
게 신뢰와 충성을 강화하도록 하여 김일성=김정일 은유를 통한 상징조작의 효과
를 노리고 있다고 판단된다.

2. 북한 보훈정책 수단의 상징성 분석
북한은 상징의 나라답게 북한에서의 보훈정책에서 다양한 상징수단을 활용하
고 있다. 대표적 상징수단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어떠한 정책효과를 얻고자 하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보훈정책과 관련된 언어, 사물, 신화, 인물, 사
건, 제도에서의 상징수단들을 살펴본다.

1) 언어로서의 상징
북한에서는 북한 보훈이념인 김일성 김정일과 당에 대한 충성, 혁명, 통일에
관한 북한주민의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부단하게 슬로건, 표어, 강령 들을
개발하고 이의 생성과 유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거리와 길과 장소(특히, 학
교, 행정구역, 기념관 등) 등을 김일성 김정일 가계에 따른 인명의 이름으로 끊
임없이 명명하고, 길거리와 건물에 구호를 통한 광고가 넘쳐흐르고 있다.
북한에서는 구호를 “대중을 조직동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상, 과업 요구 등을
간결한 형식으로 나타낸 호소 또는 그것을 표현한 글”이라고 말하고 있다(북한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1992: 322). 강령적 구호는 당중앙 비서국 선전선동
부에서 작성하는 데 당중앙 조직지도부와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플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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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나 표어판 등도 내각 출판총국 검열부 또는 현지 파견된 검열원의 검열을 받
고 통과되어야 할 정도로 구호나 표어의 한 단어 한 단어마다 대중 선동 선전을
위한 세심한 고려하에 진행된다(이우영, 2002: 27-28).
북한이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제시한 혁명구호를 중심으로 분석한 이
우영(2002)의 연구에 의하면 시대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 구호들은 대략 다음과
같이 이용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첫째, 로동당의 노선과 정책을 간략하게
집약하여 제시하거나, 둘째, 수령에 대한 절대 복종심, 무조건 충성심을 반복 제
시하고, 셋째, 당이 제시한 당면 목표 및 과제들을 제시하고 대중을 추동하거나,
넷째,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 및 공산주의 필승의 신념을 고취시키고, 다섯째,
혁명사상을 집약하여 반복적으로 교육시키는 데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구호나 표어에 의해 체제유지를 위한 북한주민들의 동원화에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혁명구호 간에도 일종의 위계질서가 있어 그 정점에는 언제나 김일
성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2) 사물로서의 상징성
북한에서 상징(메달 칭호 훈장 등)에 관한 규정은 조국해방전쟁기념메달
제정에 관하여 (1953. 08. 13), 조국해방전쟁기념메달을 제정함에 대하
여 (1985. 07. 25), 항일혁명투사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력영웅
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1992. 04. 23), 조국해방전쟁승리 40돐 기념훈장을
제정함에 대하여 (1993. 03. 10) 등이 있다.
조국해방전쟁기념 메달에 관한 규정(1953. 8. 13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면
조국해방전쟁 기념메달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자기의 헌신적이며 용감한 투쟁으로
써 미 영 제국주의 무력 침범자들과 그 주구들에 대한 조선인민의 영예로운 승
리를 보장한 다음의 조선인민국, 국가기관 및 사회단체 일꾼들에게 수여한다고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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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다음의 대상자들 대상으로 수여하고 있다.
- 조선인민군 및 내무성 경비대에 근무하면서 직접 전선에 참가하였거나 또한 전
투지역에서 자기 활동에 의하여 승리를 보장한 모든 근무자들과 군사기관에 복
무하는 노동자, 기술자 및 사무원들
- 빨찌산부대 성원으로서 조국해방전쟁에서 전선과 적의 후방에서 직접 빨찌산
투쟁을 전개한 장
-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조선인민군대, 내무성 경비대 및 빨찌산부대에 근무하다
가 그후 부상, 질병, 불구로 인하여 제대되었거나 국가의 결정에 의하여 군사
이외의 사업에 이동된 전체 군무자들과 군사기관에 복무하였던 노동자, 기술
자, 사무원 및 빨찌산부대 성원들
- 미제 침략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조국해방전쟁에 참가한 전체 중국인민 지원
군 장병들
- 산업 운수 부문의 노동자, 기술자 및 사무원들
- 농촌근로자 및 농업부문 전문가들
- 과학 예술 문학 교육 부문 일꾼들
- 국가정권기관, 당 단체 및 기타 사회단체 일꾼들
․

․

․

․

그런데 수여하는 훈장이나 메달의 등급에 있어 북한은 남한과는 다른 상징을
사용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대통령의 일개인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의
의미로 수여하는 훈장을 최고로 여기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김일성이라는 개인을
이름을 사용한 훈장을 최고로 여긴다는 점이다. 북한은 훈장이나 메달의 패용 위
치와 순서까지 제정해 놓고 있는 데 왼쪽 가슴 첫 번째 패용하는 북한 최고의 훈
장은 김일성훈장으로 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보다는 김일성 개인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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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세우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다.
기념시설물에 대하여 살펴보면 북한의 경우 김일성 신격화 때문에 북한 정권수
립에 공이 있는 극히 일부의 인물을 제외하고는 개별적인 조형물을 두지 않고 있
다. 기념물로는 평양근교 인민군열사능과 애국열사능, 신미리능 을 조성하여 소
위 인민교육장소로 활용하고 있고, 조선혁명박물관, 보천보혁명박물관, 왕재산혁
명박물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이 있으나 김일성 일가의 신격화에 가려져 항
일열사나 국가공로자에 대한 개별 기념사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김종성,
1999: 70-75).
북한은 6 25전쟁을 조국해방전쟁 으로, 7월 17일 휴전협정조인일을은
조국해방전쟁승리 기념일 로 제정하여 1일간 휴무일로 지정하고 있는 데 북
한 주민들은 이날 만수대 김일성동상과 우리의 국립묘지에 해당하는 대성산혁
명열사릉 등에 화환을 바치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과 조국해방전쟁승
리기념탑 을 참관한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은 6 25전쟁에 관한 각종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는 시설물로 이곳에서는 6 25전쟁을 한 미측의 북침전
쟁으로 조작한 문건들과 중공군의 참전공적물, 유엔군 병기, 그리고 ‘공화국영웅’
들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은 은 1993년 보통강
을 사이에 두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과 마주보는 위치에 건립된 조형물
로 개선문 형태의 화강성으로 된 탑문과 높이 27m의 기본주제군상(깃발을 휘날
리며 만세를 부르는 인문군모습의 형상)과 폭 40m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편
에 건립된 10개의 부주제군상 등의 시설물로 이루어져 있다(북한문제연구소,
2004: 182-183). 1993년은 핵 위기와 식량난 등으로 점차 북한 경제가 어려
워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러한 와중에서도 상징탑들을 건설하는 것을 보면 북한
이 얼마나 상징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특히, 북한에서는 곳곳에 붉은기가 걸려 있는 데 이는 혁명을 상징화하는 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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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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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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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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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표적 상징이라 할 수 있다.9) 1959년에 붉은기 운동이 전개되었고, 이후 각
급 단체의 조직선전부문에 6대 혁명 붉은기과라는 부서가 생겼으며 심지어 빨간
천을 대량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붉은 치마 헌납운동 같은 것이 벌어지기도 하였
다(임채욱, 2002: 159, 이우영, 2002: 23). 이러한 까닭에서 북한에서는 “붉
은색은 위대한 수령님의 한 생이 어리어있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철학이 깃
들어 있는 색”이라고 하고 있다. 붉은기 사상은 1995년 8월 25일자 로동신문 정
로 “붉은기를 높이 들자”를 통하여 사회주의 고수의 상징으로 다시 강조하였고,
이후 붉은기는 김정일의 신념이나 철학이 되었다(이우영, 2002: 24).
또한 1997년 10월 초 현재 북한 전역에 김일성 동상이 약 70여개에 달하며,
이러한 김일성 우상화물이 북한주민들의 가치세계를 어느 정도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인물로서의 상징
북한에서는 1972년 사회주의헌법 제61조에 의해 보훈대상자의 지위를 헌법상
으로 보장하여 “혁명투사 혁명열사가족 애국열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
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이들을 핵심계층으로
관리하고 있다. 혁명투사는 이른바 항일무장혁명시기에 전투에 참가했던 조선혁
명군 출신들(일제시 공산주의 항일투쟁 공로자)이며 혁명열사가족은 김일성 빨
치산부대 출신보다는 한급 아래인 애국지사들(항일투쟁 희생자들)의 가족을 지
칭한다. 애국열사가족은 한국전쟁시 비전투용원으로 희생된 자(음악가, 체육공
로자 등도 포함)의 가족을 말하며 그 범주가 넓고 다양하다.
이를 살펴보면 북한에서 보훈대상자의 위계는 김일성 빨치산 가족 → 빨치산
미망인 가족 → 한국전쟁 피살자(민간인) 가족 → 한국전쟁 전사자(군인) 가족
․

․

․

․

9) 북한에서는 붉은기는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가치라고 할 정도로 붉은 색과 붉은 기를 중요하
게 보고 있는 반면 백색은 반혁명적이며 황색은 기회주의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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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쟁 영예군인 가족 → 노력영웅 등 국가공로자 가족 순으로 예우받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애국열사, 혁명투사, 영예군인 등 용어에서 보듯이 독립운
동이나 민주화 및 국가 발전에 공헌한 자를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는 남한과는 달
리 혁명이라는 상징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보훈연수원,
1995: 95).
특히, 북한에서 인물을 통한 전형적 상징성을 보여주는 것이 비전양장기수에
대한 송환에 대한 태도에서 볼 수 있다. 1993년 3월 19일 비전향장기수 이인모
가 최초로 북송된 데 이어 2000년 9월 2일 비전향장기수 63명이 북송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공작원(간첩)으로 남파된 후 체포되거나 빨치산 인문군 등으로
활동하다 검거되어 장기 복역한 자들인 데 2000년 6 15 남북공동선언 에
따른 것으로 대한민국의 인도주의적 정신과 인권존중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들의 송환 당시 북한 9월 3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당 정 군 고위인사들
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비전향장기술들을 위한 대대적인 환영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4일에는 만수대의사당에서 비전향장기수 63명 전원에게 조국통일상
을 수여하였다.
북한은 이들 비전향장기수들에게 아파트를 비롯해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과
약재 등을 공급하는 등 최상의 대우를 해 주고 있다. 그리고 “수령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의지와 신념의 화신, 통일의 영웅” 등으로 찬양하면서 혁명가의
표본 으로 내세움으로써 전체 북한 주민들이 따라 배우도록 정책화하고 있다
(북한문제연구소. 2004: 215-216).
․

「 ․

」

․

․

「

」

「

」

4) 신화로서의 상징
북한은 김일성 빨치산계열만을 미화해 놓고 있다. 독립운동사가 김일성 일가의
신격화에 이용된 결과 임시정부를 분파주의자들의 독립운동으로 격하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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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면 장백산을 중심으로 한 김일성의 반일 빨치산
활동이 1920년대 이후 항일운동의 전부인양 조작되고 있다(김종성, 1999: 73).
남한의 경우는 안중근, 김구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애국애족
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맹목적으로 특정인을 찬양하거나 미화하고 있지는
않는 반면에 북한의 경우 김일성일가에 대한 신격화는 물론 빨치산 항일유격대를
하나의 신화로 하여 그들의 따라 배우도록 세뇌된다. 즉, 김일성 김정일의 개인
및 그 가계에 대한 우상화, 신격화, 숭배화를 위해 김일성 김정일 개인의 주요
행적 및 가계에 대해 끊임없는 신화를 창조해나가고 있다.
김일성의 출생연도인 1912년을 원년으로 하여 주체연호의 사용과 김일성 생
일의 태양절 제정, 김정일의 생일을 민족최대의 명절로의 제정,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충성 선전 등 북한은 '김일성국가' 또는 '김정일국
가'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두 부자에 대한 신화를 창조해나가고 있다.
그 결과는 지도자 개인숭배로 이어지고 있다.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의 김정일
사진에 대한 북한응원단의 태도라든가, 북한 TV에서 휴일에 초상화를 닦는 모습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당국에 의해 아직도 우상화 정책이 강화되고 있으며 북
한주민들 또한 남들에게 보이도록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령과 김정
일 개인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과 절대적 복종을 요구받고 있음을 말해준다.
․

․

․

5) 사건으로서의 상징성
북한에서는 수많은 기념일의 지정과 기념식을 통해 체제의 선전을 강화하고 있
다. 이는 체제의 존속을 위하여 사건들을 기리고 그의 의의를 북한주민들에게 각
인시키는 상징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기념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에서는
어떠한 사건들을 상징화시키는 지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표 3-4>는 북한에서
의 기념일 지정과 행사 중 보훈관련 주요 기념일을 추출하여 보았다.10)
10) 설이나 무역절 등 보훈과 직접 관련없는 것은 제외하여 연구자의 편의에 맡는 인위적인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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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에서 살펴보면 주요한 특징들을 볼 수 있다. 첫째, 남한에서와 같이 순
국열사 들의 기념일은 거의 없고 김형권(김일성 삼촌), 김일성, 강반석(김일성
모), 김정숙(김정일 모)의 탄생일이나 사망일 등 김일성 및 김정일 가계에서의
기념일을 국가 전체적인 기념일로 승화시키고 있다. 이는 김정일 가계와 국가를
거의 동일시화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둘째, 거의 매달 조국평화통화위원회 결성 기념일 등 통일과 관련하여 주요
기념일을 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이 통일에의 과업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과업이 중요하며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혁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역할
을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셋째, 4 19의거를 남조선인민봉기 기념일로, 1980년 일어난 광주민주화
운동을 광주민중봉기 로 하여 기념하는 등 남한의 주요 민주화 투쟁이나 운동
을 같이 기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남한에서의 독재에 대한 민주화 투쟁
을 북한에서는 북한의 혁명과업과 동일시하여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남한에서도
그들의 혁명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많음을 은연중에 상징하고 있다.
「

․

「

」

「

」

」

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관련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대부분 보훈관련 기념일은 최대한 적
시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통일부 홈페이지 북한자료센타에서 얻은
자료이기 때문에 북한의 많은 기념일이 모두 망라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http://unibook.unikorea.go.kr/dataroom/d_2_11.jsp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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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

2

3

4

5

일
1
12
14
17
25
31
6
10
14
19
28
1
8
11
19
23
24
25
3
7
9
15
19
20
25
1
5
13
18

[표 5] 북한의 보훈관련 주요 기념일
주요 보훈 행사
전반적 무상치료제 시행일 (51주년)
협동농민사회보장제 시행일 (19주년)
김형권(김일성 삼촌) 사망일 (68주기)
노농적위대 창설일(45주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결성일(58주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북측 본부 결성일(13주년)
조선농업근로자동맹 결성일(58주년)
일당백 구호 제시일 (41주년)
3대혁명소조운동 발기일 (31주년)
김정일 생일(61회)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발효일(12주년)
세계공산당선언 발표일 (156주년)
반일 3 1 인민봉기 기념일 (85주년)
국제부녀절 ‘61. 3. 8 채택(1909, 3, 8 시카고 여성 시위 기념)
왕재산회의 기념일(71주년)
이인모 송환일
조선국민회 결성일(87주년)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결성일(55주년)
조선문학예술총동맹 결성일 (58주년)
4 3제주도 인민봉기 기념일 (56주년)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제의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최초 추대일
태양절(김일성출생일)
남조선인민봉기 기념일 (4 19 의거)(44주년)
김정일 원수 추대일
조선인민군 창건일(72주년)
어린이 보육교양법 채택일 (28주년)
국제노동자절(5 1절, 114주년)
조국광복회 결성일(68주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결성일 (43주년)
광주인민봉기 기념일 (24주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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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

일
주요 보훈 행사
20 조선학생위원회 결성일 (44주년)
23 무산지구전투승리 기념일 (65주년)
25 재일조선인총연합회 결성일 (49주년)
1 국제아동절(6 1절)
3 남조선청년학생 봉기 기념일(6 3사태)(40주년)
4 보천보전투 승리 기념일 (67주년)
5 김형직(김일성 부) 사망일 (78주기)
6 조선소년단 창단일(58주년)
6 10 만세시위투쟁 기념일(78주년)
10 반일
6월민중항쟁 기념일 (17주년)
15 남북공동선언 발표일
23 조국통일 5대강령 발표일
25 조국해방전쟁 발발일 (미제반대투쟁의 날)
28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서 채택일
2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결성일(48주년)
4 7 4남북공동성명 발표일 (32주년)
8 김일성 사망일(10주기)
10 김형직(김일성 부) 출생일
22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결성일(58주년)
26 정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일 (51주년) 1996년 국가적 명절로 제
31 강반석(김일성 모) 사망일 (72주기)
해방기념일(59주년) ‘45. 8. 15 해방
개최일 ‘90. 8. 15 최초개최
15 범민족대회
청년학생통일대축전 개최일 ‘91. 8. 15 최초개최
조국통일범민족 청년학생 연합 결성일(12주년)
25 한국민족민주전선 결성일 (34주년)
28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결성일(77주년)
창건일(9 9절)(56주년) ‘48. 9. 9 수립
9 정권
주체 연호 시행일(7주년)
12 붉은 청년근위대 창건일 (34주년)
22 김정숙(김정일 생모) 사망일 (55주기)
24 단군 민족 통일 협의회 발족일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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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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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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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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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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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
11
12

일
8
10
17
19
25
3
18
20
13
24
26

주요 보훈 행사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일 (7주년)
조선노동당 창당일(59주년)
타도제국주의동맹 ( ) 결성일(78주년)
10월민주항쟁 기념일 (부 마사태)(25주년)
중국인민지원군참전 기념일 (54주년)
광주학생사건 기념일 (75주년)
조선사회민주당 창당일 (59주년)
조선민주여성동맹 (여맹) 결성일(59주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일(14주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일
김정숙(김정일 생모) 출생일
김정일 인민군최고사령관 추대일(13주년)
反日부녀회 결성일(78주년)
「

「

」

」

「

」 ㅌ․ㄷ

「

」

․

「
「

」

」

「

」

「

」

「

」

「

「

」

」

자료: 통일부 홈페이지 북한자료센터11)

6) 제도로서의 상징

북한의 보훈제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8 15 전
국내외에서 일제를 반대한 투쟁과 8 5후 남한에서 미국을 반대하는 투쟁 및 혁
명적 투쟁을 한 자, 민족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정치, 군사, 경제, 과학, 문화, 예
술 기타 사업에서 공훈을 세운 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한국전쟁
또는 민족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불구로 된 자, 및 사망자의 유가족이
다. 셋째, 제대군인 및 영예전상자들이다. 넷째, 조선인민군대 전사 및 하사들의
부양가족이다. 이 때 부양가족은 조선인민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부양하던 부,
모, 처, 및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고, 부양가족 중 비노력자는 60세 이상의 아버
지 55세 이상의 어머니, 6세 미만의 유아를 가진 처, 14세 미만의 자녀, 불구자
및 정신병자를 칭하는 것이다(보훈연수원, 1995: 92-95).
또한 보상체계에서도 상징을 살펴볼 수 있는 데 남한에서는 사회보장체계와는
․

․

11) http://unibook.unikorea.go.kr/dataroom(검색일: 04/07/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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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일반 사회보장의 테두
리에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즉 남한에서는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한 사회보장
체계를 보장하고 특별히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사회보장체
계하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 특수계층을 만들어 낸 것이다. 북한은 1998년 9월
개정된 현행 사회주의 헌법의 제76조에서 혁명투사, 혁명열사가족, 애국열사가
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으로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자로 명칭
을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다. 이들이 남한의 국가유공자처럼 국가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는 특별한 계층으로 분류된다. 즉, 북한은 신분상의 차이를 확실하게
함으로서 이 신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들을 독려하는 것이다. 즉 보훈대상자
자체가 혁명의 상징으로서 이용되는 것이다.
특히 이들 계층은 유자녀부터 특별한 교육제도의 혜택을 받으며 북한 체제유지
의 전위로 키워지고 있다. 예를 들면 남포혁명학원 은 1951년 1월 22일 “조
국해방전쟁에서 희생된 인민군 장병 및 빨치산들과 애국열사들의 유자녀학원 설
치에 관한 결정서”라는 제목의 내각결정을 바탕으로 애국열사 유자녀 평남도 여
자기술학원 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이와 같이 북한에는 혁명학원 이
라는 특수학교가 많이 있는데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다가 사망했다는 혁명
가 들의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곳이다.12) 이러한 특성에 따라 이곳에서는 학생
들을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충성하는 소위 ‘전사’로 키우는 것을 학습목표로 삼고
있으며 학과목도 김일성동지 혁명역사 , 김일성동직의 노작 등과 같은 정
치사상과목 위주로 짜여져 있다.
북한의 보훈정책은 특히 교육제도의 면에서 유아기서부터 끊임없이 공산주의
적 인간형의 양성을 목적으로 북한의 체제유지와 김정일 정권에의 충성을 강화하
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북한에서는 교육을 “공산주의적 인간을 양성하는 사상
「

」

「

」

「

」

「

」

「

」 「

」

․

12) 혁명학원 으로는 남포혁명학원 을 비롯해 만경대혁명학원 , 강반석유자녀대학 ,
새날혁명학원 , 해주유자녀혁명학원 등이 있다.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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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교양의 무기”로, 교원을 “후세들을 혁명의 계승자,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직
업혁명가”로, 교육기관을 “사상 혁명을 수행하는 기본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수단은 1977년 이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지침의 하나가 되고
있는데,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이에 대해 잘 나타나 있다. 즉, 교육의
기본수단을 “혁명화, 노동화, 계급화, 공산주의화”로 제시하고, 사회주의 교육의
목적을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 혁명인재로 키우는 것”이라
고 규정하고 있다.
․

“ 사회주의 교육의 목적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 혁명인
재로 키우는 것이다. 사회주의 교육은 사람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
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공산주의 혁명인재로 키움으로써 사회
주의 제도를 위하여 복무하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 북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

․

…

그런데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의 교육은 민족이나 분단된 한반도
를 염려하는 현실에 입각한 교육이 아니라 당이나 국가,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부자에게 맹종토록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상 김일성 김정일 교시가
교육의 목표가 되고 이들에 대한 충성심을 기르는 것이 구체적인 목적으로 상징
화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유아교육부터 정치적 상징주의가 뚜렷한데 유아교육
의 목적을 공산주의적 가치관 형성에 기본이 되는 집단주의 정신의 함양과 무조
건적이 애국주의,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 주체사상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
규율과 집단노동의 훈련 등으로 새로운 공산주의적 인격형성의 기초를 다져나가
도록 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교육내용을 보면 언어교육, 보행법, 노래, 유희 등
을 통해 규율에 대한 순종심, 집단주의 정신, 김일성을 어버이로 섬기는 정신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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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입하고 있다. 가령 점심에 밥을 먹을 때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고
맙습니다”라고 제창하거나 교과서의 마지막 부분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선
생님 고맙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끝을 내는 것을 보면 북한은 어린 시절부터 얼마
나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반복적으로 주입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이다.
이와 같은 정규 교육과정 외에도 어릴 때부터의 북한의 체제에 순응하도록 각
각의 단체에 가입되어 반복적인 집단학습이 이루어진다. 가령 북한의 TV를 보면
‘붉은 머플러’를 한 학생들을 많이 보는 데 이들은 조선소년단 이라는 북한의
대표적인 어린이 단체의 상징물이다. 조선소년단 은 만 7세에서 13세까지의
학생들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원 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일종의 소년 전위
조직인 데 1946년 6월 창단되었으며, 현재 단원은 300여만 명이다. 북한은 소
년단 설립의 목적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지
덕체를 갖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참된 후비대로 키우는 데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그리고 임무는 지덕체를 갖춘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형의 사회주의 공산
주의 건설자가 될 것,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힘껏 돕는 꼬마 건설자가 될 것,
계급적 원수를 끝까지 미워하며 그를 반대하여 끝까지 싸우는 용사가 될 것, 노
동을 사랑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힘껏 도울 것, 김일성에 끝없이 충직한 아들딸이
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한마디로 소년단은 청년동맹 의 후비대로서 어
린이들을 당과 수령에 충실한 혁명투사로 육성하고 있다(북한문제연구소,
2004: 138).
이와 같이 어린시절부터 교육을 통하여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김정일 체제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교육받음으로서 성인이 되어서도 쉽게 그 가치관으로부터 벗
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상으로 논의한 북한 보훈정책의 목적과 수단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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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북한 보훈정책의 목적과 수단의 상징성
상징 목적
상징수단
- 당의 노선과 정책을 집약
- 수령에 대한 절대 복종심, 무조건 충성심을 반복 제시
제시한 당면 목표 및 과제에 관한 대중 추동
언어 -- 당이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 및 공산주의 필승의 신념
을 고취
- 혁명사상을 집약하여 반복적으로 교육
- 혁명열사에
- 북한 최고의 훈장은 김일성훈장으로 제정
표면적 대한 존대.
김정일 일가의 신격화에 가려져 항일열사
상징 목적 (혁명가의 사물 - 김일성
나
국가공로자에
대한 개별 기념사업은 거의 없음
도덕 의리)
- 붉은기를 사회주의 고수의 상징으로 강조
- 김일성 김정일 동상 및 초상화를 통한 신격화
- 김일성의 출생연도인 1912년을 하여 주체연호의
사용과 김일성 생일의 태양절 제정
신화 - 김정일
생일을 민족최대의 명절로의 제정
- 두 부자의 신화 창조를 통한 개인 숭배
- 혁명투사 혁명열사가족 애국열사가족 인민군후
인물 방가족 영예군인의 특수계층화
- 김일성 빨치산계열만을 미화
- 수많은 기념일의 지정과 기념식을 통해 체제의 선
전을 강화
- 김일성 및 김정일 가계에서의 기념일을 국가 전체
- 김일성에
적인 기념일로 승화
대한 충성 사건 - 통일과
관련한 주요 기념일 지정을 통하여 통일을
잠재된 - 김정일과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혁명과업 미완성 지속적 상기
상징 목적 당의 영도
- 남한의 주요 민주화 투쟁을 기념하여 북한의 노선
에 대한 충
에 추종하는 남한세력이 있다는 상징 조작
성
- 보훈대상자에 대해 혁명투사, 혁명열사가족, 애국
열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으로 지정하여
제도 북한사회의 특수계층화
- 유아기부터 교육을 통하여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김
정일 체제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주입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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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이상으로 북한 보훈정책의 이해는 내재적 접근법이나 외재적 접근법만으로는
이룰 수 없고 내 외재적 접근법을 통합한 상징주의적 접근법을 통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책논증분석을 통해 북한의 보훈정책 목적에
대한 상징성의 은유들을 살펴 혁명열사에 대한 존경과 예우는 하나의 상징으로
김일성 김정일 정권의 체제 유지에 이용됨을 증명하였다. 또한 북한 보훈정책
수단들에 대한 상징성을 살펴봄으로서 수단들 또한 교묘히 김정일 정권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상징으로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북한에
서는 지도자 개인의 상징주의적 통치방식이 보훈제도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고
보여지며 보훈정책 또한 왜곡 변질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대한민국은 보훈 적용대상 면에서 애국지사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에 치중
하고 그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려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있는 반면 북한
은 김일성 김정일 가계의 신격화와 이를 위한 보훈대상자들의 김일성 김정일 부
자의 충성을 본받아 후세도 충성과 효성을 다하도록 독려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
으며 수많은 상징수단을 통해 이를 더욱 더 공고화해가고 있다.
현재로서는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한 김일성 곧 김정일이라는 정치적 이미지 구
축과 김일성과 김정일을 동일화하는 북한의 상징전략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처
럼 보인다. 과거 혁명세대들이 김일성과 함께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했듯이 현재
의 북한주민들 또한 김정일과 함께 ‘고난의 행군’을 하며 체제를 유지시켜 나가자
는 전략이 북한 주민들에게 각인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징정책도 본래 의도한 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의 논
리가 정당화될 수 있는 현실적 근거가 마련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그럴듯한 상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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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일지라도 그 허구성이 강하면 강한 만큼 종국에 가서는 그 자체 내의 모순에
의해 역기능을 드러낼 것이다. 상징의 과도한 남용은 상징의 유형화와 그에 따른
물화 현상으로 인해 집단구성원을 구속하고 집단 자체의 활력을 잃게 한다는 점
에서 유일지배체제 구축에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김정일의 상징조작의 가속화는
종국적으로 체제발전 자체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남 북한 보훈제도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기준과 사회적 인식의 통합
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는데 남북한 보훈제도가 이념과 체제의 차이로 불가피
한 상이점이 있음에도 통일 한국의 공통지향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향후 통일에 대한 남 북한 보훈체계의 통합 시 보훈정책의
목적과 수단에 있어 김일성과 김정일 정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탈각하고 국가
와 민족에 헌신한 보편적인 보훈정책 및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
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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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Abstract)
Study on Symbolism in Veteran's Welfare Policy
in North Korea
Yoo, Young-Ock
This research is dedicated for better understanding of the
veteran's welfare system in North Korea as well as awareness of
problems followed by it. Keeping these in mind, we establish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as the following.
First, we want to verify the usefulness of symbolism approach in
our research to understand veteran's welfare policy in North Korea.
Second, we want to analyze the objective and means of North
Korean authority in their veteran's welfare policy.
Third, we want to observe the influence of symbolic manipulation
by North Korean authorities along with our analysis on symbolism in
veteran's welfare policy.
Fourth, focusing on the aspect of symbolism, we want to pull out
the preview for the united veteran's welfare policy after the national
unification.
The analysis on symbolism will undoubtedly help better
understanding of veteran's welfare policy in North Korea and offer
basic data needed to develop the strategy to unite national symb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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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after the unification.
Internal approach or external approach alone cannot help us to
understand the veteran's welfare policy in North Korea; instead, we
need to combine internal and external approach and focus on the
symbolic aspect. We analyzed and observed various implication set
by goals of veteran's welfare policy in North Korea, and we
concluded that respect and honorable treatment for the veterans is
one of symbolic policies to maintain Il-Sung and Jung-Il Kim
administration's power. We also observed means and symbolism of
veteran's welfare policy, and we concluded that they are used as
ingenuous means to demand loyalty for Jung-Il Kim administration.
Regarding Korea's future as a united nation, it should be a matter
of our continuous concern on how to properly unite the veteran's
welfare system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how to properly
extricate the objective and means of Jung-Il Kim administration so
that the new universal system is truly dedicated to the people and
the nation.
: comdensational symbols, Epistemology, Ethics, law of
social security. moral,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referential
symbols, substantive policy, symbolic performance, symbo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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