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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가보훈행정 관련법의 개정과정을 통하여 변화된 정책내용을 분석하
였다. 또한 국가보훈행정 관련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의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우
리나라 보훈정책의 주요 10여개 법령들은 그 정책의 수혜자가 국한되어 있다는
점, 정책개정의 이유들이 대부분 정책수혜자들과 이해관계가 직결된다는 데에서
다른 정책보다 더 갈등적인 정책네트워크적 요소를 내재시키고 있다는 점이 특성
이라고 하겠다.
이 연구에서는 세부적이고도 보다 심층적인 정책네트워크 분석이 이루지 지진
않았지만 향후 국가보훈 행정에서의 정책과정을 통한 정책네트워크 행위자의 특
성, 행위자간의 상호작용과 구조의 연구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다는 사실이다. 따
라서 이 연구에서는 비록 법개정의 과정을 집중적인 분석을 하였지만, 향후 우리
나라 보훈행정의 발전과 현실적 적응을 고양한다는 차원에서 정책네트워크 관점에
의거한 보훈정책의 분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연구가능성을
주장하는 바이다.
주제어: 정책네트워크, 정책결정과정, 정책과정에서의 이해당사자, 국가보훈정책,
국가보훈행정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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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배경
국가보훈이념은 어떤 한국가나 민족을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들에게 국가가 응분의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
고, 그들의 공헌과 희생정신을 기림으로써 그 국가나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기풍
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 및 민족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도록 하는 데 있
다. 이러한 국가보훈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현행 정부조직법 제 25
조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 보호와 군인보험
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가보훈처를 둔다”라고 규
정하고 있으며,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훈관련
제도와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강석승, 2002: 59-76).
한편 우리나라 국가보훈 관련법은 1950대 군사원호법(1950)을 시작으로 하
여 1970-80년대를 경유하면서 현재는 2개의 기금법(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법, 보훈기금법)과 10여개의 관계법 즉,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
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국가유공자등단체
설립에관한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등이 있다. 이들 법들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된 특성이 있는가? 이런 법들은 어떠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급변
하는 보훈행정환경 변화에 이러한 법들이 과연 잘 대응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점
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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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상기한 연구의 배경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본격적으로 국가보훈법령체계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존의 법들은 통
폐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1981)부터 본격화되
어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1997)에 이르기까지 국가보훈처 관계법령이 시대별
로 변화된 정책내용의 특성을 고찰한다.
둘째, 본 연구는 국가보훈행정 관련법들의 변화과정을 정책네트워크 관점에 의
거하여 분석가능한지에 대한 시론적 목적도 가지고 있다. 정책네트워크 관점은
정책결정과정에서 각 정책참여자간의 상호작용이나 구조를 고찰하는데 용이한
분석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책행위자들간의 성격을 구명하여 그런 성격이
법률개정의 내용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밝히는 데에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은 국가보훈환경의 변화 속에서 20여 년에 걸쳐서 변모한 국
가보훈처의 정책내용과 그러한 변화를 주도한 요인을 규명할 수 있게 할 것이고,
향후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한 국가보훈의 개념정립을 새롭게 하는데 도움을 주리
라고 본다.

Ⅱ. 연구의 방법, 내용 및 범위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정책네트워크이론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보훈정책의 변화와 내용상
의 특성을 고찰하는 것이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우선 정책내용면에서는 보훈정
책의 다양한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고 시간적인 차원에서는 1980년대에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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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에 이르기까지 20여년 동안의 시계열분석이 주를 이룰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될 연구방법은 종합적이고 다원적인 연구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기본적으로는 기초문헌조사, 보훈행정관련 전문
자료,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발간된 각종 자료 및 국가보훈처 발간의 문헌이 사용
될 것이다. 또한 정책네트워크이론을 분석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정책
담당자 및 전문가와의 심층면담법(interview), 그리고 시계열분석(time series
analysis)을 통한 정책내용에 대한 비교분석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렇
게 다양한 차원의 연구방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방법론의 유형
기초문헌조사
내용분석
면담조사
사례분석
시계열분석

[표 1] 연구영역별 방법론
방법의 개요
- 정책네트워크이론관련 문헌조사
- 국가보훈처 관련 자료 조사분석
- 서적, 전문논문, 워킹페이퍼, 인터넷 업로드 자료 등
- 국가보훈법령분석
- 언론보도 내용 및 특집자료
- 각종 재향군인회 등의 자료 분석
- 국가보훈관련법령 제 개정시 참여한 정책참여자들과의 인터뷰
-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보수집
- 법 제 개정시 종합일간지 검색(www.kinds.or.kr), 전문잡지
등을 통한 내용분석
- 국가보훈처(www.pvaa.go.kr) 관련 국정감사자료,
해당상임위원회(정무위원회)의 검토보고서 등 사례에 관한
자료수집과 분석
- 1984년부터 2002년까지 시간적 차원에서의 사례에 대한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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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내용
1) 연구의 이론적 배경: 정책네트워크 관점
(1) 정책네트워크의 개념
네트워크 패러다임(network paradigm)은 정치 경제 사회적 변동과정에서
보다 더 상호의존적이고 상황적 성격을 가지면서 발전되어 왔다. 네트워크는 급
속한 환경변화에서 불완전하고 무질서한 예측이 힘든 상황에서 패러미터
(parameter)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 즉 복잡하고 변화가 다양한 상호의존
적인 혼돈된 세계에서 네트워크는 급격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수단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Hay, 1998: 33). 즉, 네트워크 모형은 개별 행위자의 행
위나 각각 상호작용들의 정형화된 유형이나 특성에 주목하기보다는 자유로운 선
택권을 가지는 행위자들의 행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관계에 중점을 둔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는 ‘규정된 범위의 사람, 대상, 또는 사건들을 연결하는 특
정유형의 관계’ 라고 정의된다. 네트워크 분석은 ‘관계, 특히 행위자 간의 관계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관계의 전반적인 체계를 효율적으로 기술하고 요
약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이아그램(diagram)을 사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상황
에 대한 융통성과 적용가능성을포함하고 있는 분석방법’ 이다. 네트워크 분석은
어떤 행위자가 수많은 다른 행위자를 포함하고 있는 사회체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과 사회체제는 “구체적 실체들간의 관계패턴의 규칙성(regularities in the
patterns of relations among concrete entities)” 을 가진 다양한 차원의 구
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회적 행태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남궁근, 1999: 178).
정책네트워크는 네트워크 모형을 정책결정과정의 분석에 적용한 것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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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정의를 학자별로 정리하면, Rhodes는 정책
네트워크 개념이 현실의 은유적인 방법으로 흔히 상용되는 것(Rhodes, 1990:
291-318)이라고 했고, Jordan은 현실세계에 대한 모형이나 이미지로서 보고
있다(Jordan, 1981: 95-123). Kenis와 Schneider는 비공식적, 분권화, 수
평적 관계가 지배적인 정책결정배열(Kenis and Schneider, 1991: 40-41)로
정의하고 있고, Waarden은 국가와 기업간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다양한 개념
을 정책네트워크로 체계화하고 있으며(Waarden, 1992: 29-30), Scharpf는
정책형성과 집행과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목적, 전략을 가진 행위자들의 다원적
인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정책분석의 대상은 상호작용과 구조적 관계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Scharpf, 1978: 346). 그리고 유훈 교수는
자원의존성(resource dependance)에 의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조직의 복합
체라고 정의하고 있다(유훈, 1998: 88).
학자간의 정책네트워크 개념정의에 있어서 공동체(community)와 네트워크
를 구별하기도 하지만(Wright, 1988: 389-410), 정책네트워크를 넓은 개념으
로 보고 정책공동체와 이슈네트워크를 포함시키는 Rhodes의 견해에 입각하여
정책네트워크의 개념을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공 사 행위자들은 개개의
이해관계를 형성하여, 정책이익을 획득하려는 목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이들 개
개의 행위자들간의 상호관계와 상호의존관계를 강조함으로써 행위자들간의 상호
작용과 연계된 구조” 라고 정의하기로 한다.
(2) 정책네트워크의 분석요소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은 각각의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해관계는 상호작용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정책네트워크에서 참여자간의 상호
작용은 정책네트워크의 형성과 특성을 결정하게 되지만 상호작용의 보다 구체적
인 요소들의 분석은 정책네트워크의 작동 운용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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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존학자들은 정책네트워크의 분석요소를 다양하게 제시함으로써 보다
더 역동적인 설명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학자별로 주장된 정책네트워크의
분석요소를 고찰하기로 한다. [표 2]는 학자별로 정책네트워크의 분석요소를 나
타내고 있다.
[표 2] 학자별 정책네트워크 분석요소

학 자

분 석 요 소

행위자
상호 자원 구조 통치 권력 통합 안정성
수 유형 배열 작용
Rhodes and Marsh ○ ○
○
○ ○
(1992)
Jordan and Schubert ○
○
○
(1992)
(영역)
Waarden(1992) ○ ○
○
○
○
Dohler(1991)
○ (유형)
○ ○
○ 표는 학자별로 주장한 분석요소의 내용을 표시한 것임

Rhodes 와 Marsh는 정책공동체와 이슈네트워크의 특성을 구분하기 위하여
정책네트워크 분류차원을 구성원(membership), 통합(integration), 자원
(resource), 권력(power)으로 구분하였다(Rhodes and Marsh, 1992:
187). 네 가지 범주는 다시 구성원에서는 참여자 수와 이해유형을, 통합은 상호
작용빈도, 지속성, 합의를, 자원은 네트워크 내의 자원배분, 참여조직 내의 자원
배분을, 그리고 권력 등으로 구체화했다.
Jordan과 Schubert는 정책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정책참여자간의 연계구조를 범주화하기 위해서, 행위자 수, 네트워크의 안정성
(stable), 정책네트워크의 작동영역(쟁점의 범위에 따라 영역이 부문적 혹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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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간)으로 구분했다(Jordan and Schubert, 1992: 7-28).
Waarden은 기존연구들은 첫째, 네트워크의 속성인지 조건인지가 불분명하고
둘째, 행위자 전략(actor strategies)이 빠져있으며 대체로 모형이 구조에만 한
정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Waarden은 정책네트워크를 분석하기 위한 차원으
로 행위자, 기능, 구조, 제도화, 행동규칙, 권력관계, 행위자전략 등을 제시했다
(Waarden, 1992: 29-38). 결국 Waarden은 자신의 논리가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책네트워크 분석요소를 세 가지 즉, 참여한 행위자의 수와 유형
둘째, 네트워크의 주요기능(자원의 조직화) 셋째, 권력균형(국가지배 혹은 사회
적 지배)으로 범주화시켰다(Waarden, 1992: 49-50). Dohler는 분석요소로
서 행위자 배열, 상호작용의 유형, 구조, 통치를 들고 있는데, 특히 그는 정책네
트워크의 변화에 초점을 두면서 정책참여자간 연계구조의 범주화를 강조했다
(Dohler, 1991: 240-252).
이 외에도 Marin 과 Mayniz은 정책부문, 행위자, 구조, 집합적 행동, 권력관
계, 전략적 상호작용(Marin and Mayniz, 1991: 18)을 Knoke 등은 정책영
역, 행위자, 정책이익, 권력관계, 집합적 행동, 그리고 정책결과 등을 분석요소로
보고 있다(Knoke, Pappi, Broadbent and Tsujinaka, 1996: 1-31).
(3) 정책네트워크의 유형
상기한 정책네트워크의 분석요소와 함께 기존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정책네트워크의 유형에 관한 논의이다. 정책참여자의 수를 기준으로
할 때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유형이 철의 삼각(iron triangle), 이슈네트워크
(issue network),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정책커튼(policy
curtain), 그리고 철의 듀엣(iron duet) 등이다. 정책참여자의 수와 개개 유형
의 특성을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정책네트워크는 조합주의와 다원주의의 중간
수준의 모형으로 이념적으로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제시한 것이다. 즉 정책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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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이 가장 조합주의에 근접한 것이라면, 이슈네트워크는 다원주의에 근접해 있는
유형이라고 하겠다.
정책커튼(policy curtain)은 Yishai에 의해서 개발된 모형으로 정책과정에서
정부기구내의 권력자에 의해 정책결정이 독점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부행위자의 요구나 지지는 전혀 고려되지 못하며 커텐에 의해서 그들이 정책결
정에 진입되는 것이 차단된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엘리트는 외부로부터
자율적이며 외부와의 상호의존은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된다(Yishai, 1992: 94).
철의 듀엣(iron duet)은 정책과정에 전문성에 근거하여 이런 자격을 갖춘 전
문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방적이다. 즉 정부기구와 전문가집단 간의 관계는
밀접한 유대의 형성, 은밀한 정보의 교환과 같은 특성이 있고, 전문관료정치
(technocratic politics)를 정형화한 형태이다(Yishai, 1992: 96-105).
철의 삼각(iron triangle)은 정부관료제, 의회상임위원회, 이익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폐쇄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안정적인 제도화 하에서 삼자간
의 이익이 반영되며 관료와 동맹관계를 가진 제한된 집단만이 참여하는 정책결정
체제를 의미한다(Jordan, 1992: 21-22).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는 제한된 수의 집단들만이 참여하는데 정책
이슈에 대해서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빈번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정책참여자
들은 가치, 이데올로기, 정책에 대한 선호도를 공유하고 있다. 정책공동체의 구
성원들은 자원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들간의 연계는 교환관계에 입각한다. 따라서
상호작용은 기본적으로 구성원들간의 협상(bargaining)을 포함하고 있고, 참여
집단 간의 구조는 위계적 형태를 띤다(Rhodes, 1997: 43-44).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는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많은 관계
로 이익의 유형은 다양한 집단의 이익으로 포괄적 성격이며, 유동적인 상호작용,
다양한 구성원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고, 협상보다는 협의(consultation)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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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Rhodes, 1997: 44). 참여자간의 상호의존도가
낮으며, 참여자들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것이라고 본다. 또한 이슈네
트워크가 가정하는 사실로는 새로운 관련집단이 계속해서 참여하는 임시적(ad
hoc) 형태에 근접하며 정책의 결과도 예측불가능 한 경우가 많다(Jordan and
Schubert, 1992: 13-15).
[표 3] 정책네트워크 유형과 특성

이념적
정책네트워크
스팩
트럼 조합주의 정책
철의
철의
정책
커튼
듀엣
삼각
공동체
특성
외부참여 매우
비교적
행위자수 노사정
삼자 없음 제한적 제한적 제한적
정부부처, 정부부처,
행위자 노사정의 정부내의 정부부처,
약간의
관련 관련특정
유형 상호관계 권력자 전문가집단
집단, 관련된
상임위원회 집단
의존성

-

높음
매우
배제성 매우
높음
높음
높음 (폐쇄적)
자료: 김순양(1995) 참조로 재구성

높음

높음

높음

보통

이슈 다원주의
네트워크
무수한
제한이 이익(압력)
없음 집단 존재
정부부처, 이익집단
다수의 간의 갈등과
관심집단 협상
낮음

매우 낮음

낮음
(개방적) 매우 낮음

2) 연구의 사례와 범위
보훈정책의 기본방향은 정치와 경제를 중심으로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전환되
어 왔으며 대체로 1960년대에는 생계안정, 1970년대에는 자립기반조성, 1980
년대에는 정신적 예우와 복지시책확대, 1990년대에는 민족정기선양과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2000년대에는 민족정기선양을 통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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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문화의 저변확대와 남북화해 협력시책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가보훈처
의 보훈정책의 방향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

연대별
1950
태동기 1960년대
창설기 1970년대
정착기
및 성장기 1980년대
～

제도
전환기

1990년대
2000년대

[표 4] 보훈정책의 방향 전환단계
보훈정책방향
제도정착을 통한 생계안정 중심
국가보상의 수준신장과 국민성원을 통한 자립기반조성 중심
이념적 기반구축을 통한 정신적 예우 강화와 전반적 생활수
준 향상과 복지시책 확대
생활지원과 복지시책의 강화로 영예로운 생활보장과 민족정
기선양 사업의 심화 발전으로 애국심고취
민족정기 선양을 통한 보훈문화 저변확대와 남북화해 협력
시책의 개발
․

․

자료: 국가보훈처에서 해당기간동안 발간된 자료를 참조로 재구성

한편 국가보훈처의 보훈법령체계를 시계열적으로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00대에 현행되고 있는 법령 중 1차 개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980년대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1988),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1984), 보훈기금법(198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1984) 등이 있고, 1990
년대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1995), 고엽제후유증의중환자지원등에관
한법률(1995), 2000년대에는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2000), 제대군인지
원에관한법률(2001)등이다([표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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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보훈법령체계의 변동
년대별 1950년대
- 군사원호법
(1950)
- 경찰원호법
(1951)
- 전몰군경유
족과 상이
군인연금법
(1952)

법령
체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 군사원호보 - 원호기금법
상법(1961) (1974)
- 군사원호보
상급여금법
(1962)
- 군사원호대
상자자녀교
육보호법
(1961)
- 원호대상자
임용법
(1961)
- 원호대상자
고용법
(1961)
- 원호대상자
정착대부법
(1961)
- 원호대상자
직업재활법
(1963)
- 국가유공자
등특별원호
법(1962)
- 원호대상자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1963)
- 애국지사사
업기금법
(1967)
- 원호특별회
계법(1961)

- 국가유공자
등예우및지
원에 관한
법률
(1984)
- 국가유공자
등단체설립
에관한법률
(1984)
- 순국선열애
국지사사업
기금법
(1984)
-보훈기금법
(1984)
- 한국보훈복
지공단법
(1981)

- 독립유공자
예우에관한
법률(1994)
- 제대군인지
원에관한법
률(1997)
- 고엽제후유
증의중환자
지원등에관
한법률
(1993)
- 참전군인등
지원에관한
법률(1993)

자료: 국가보훈처(2003) 재구성

2000년대
(현행)
- 국가유공자
등예우및지
위에관한법
률(1984;
현행)
- 독립유공자
예우에관한
법(1994;
현행)
- 제대군인지
원에관한법
률(1997;
현행)
- 고엽제후유
증의중환자
지원등에관
한법률
(1993;현행)
- 참전군인등
지원에관한
법(1993;
현행)
- 국가유공자
등단체설립
에관한법률
(1984;현행)
- 순국선열애
국지사사업
기금법
(1984;현행)
-보훈기금법
(1984;현행)
- 한국보훈복
지공단법
(1981;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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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틀
(1) 분석요소
기존에 제시된 분석요소들이 공통된 요소도 있지만([표 2] 참조), 학자들마다
주장한 내용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 있다. 예를 들면, Waarden은 요소들을 지
나치게 세분화하여 설정함으로써 조작화의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다. 따라서
기존 정책네트워크 연구에 근거하여 분석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대상
과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선행연구자들의 연구인식을 공유할 수 있으며, 이동통
신 정책네트워크에 적용하는 것은 사례연구분석의 적실성을 보다 제고시켜 줄 것
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정책네트워크의 분석요소 중에서 행위자, 상호작용 그리
고 구조를 이동통신 정책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요소로 선정하였다.
이것은 기존 정책네트워크이론의 분석요소 중 상기한 세 개의 분석요소가 특히
국가보훈정책분야에서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는지를 고찰하기 위함이다.
행위자는 정책과정에 자신들의 주장을 반영하고자 하는 정책참여자 또는 이해
관계자라고 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는 쟁점에 따라 영향을 주는 집단이나 개인을
의미한다. 행위자는 정책네트워크의 가장 역동적 요소이다(Dohler, 1991:
244). 정책결정의 산출이 행위자들의 의도한 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자는 네트워크 구성의 가장 기본적 요건이 된다. Waarden은 행위자의 하위
범주로 수, 유형 등을 고려하고 있다(Waarden, 1992: 33). 행위자의 수는 정
책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수가 어느 정도인가를 말하며 정책네트워크의
크기를 결정해 준다. 따라서 Rhodes and Marsh(1992), Jordan and
Schubert(1992), Waarden(1992)의 연구에서 주장된 행위자 수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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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들간의 상호작용은 정책자원이 이동되고 교환되는 실질적인 과정을 의
미하며 자원에 대한 획득능력과 방법을 이르는 말이다. 상호작용은 행위자 간의
교환의 동기가 되고 교환을 성립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Jordan and
Schubert, 1992: 7-27). 일반적으로 정책네트워크 행위자 사이의 상호작용은
수평적 관계 속에서 전개되는 것이 지배적이다. 행위자들간에 지속되는 상호작용
은 계층제와 같은 명확한 관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상호의존적 관계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고 있다(Kenis and Schneider, 1991; 40-41). 이러한 상
호작용을 고찰하기 위한 하위분석 요소로는 상호작용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으로
서 ‘갈등적 상호작용’, ‘협력적 상호작용’ 등이 있다.
[그림 1] 정책네트워크 상호작용의 성격
행위자 1

협력적

갈등적
행위자 1

행위자 2

행위자 2

정책네트워크의 구조는 행위자들간의 관계 패턴을 의미한다(Waarden,
1992: 34-35). 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영향력이 상이하기 때문
에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형태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구조의 하위범주로는
네트워크 규모, 참여방식의 유형, 권한의 집중성(중심적부서, 다중심적, 중심이
없는 경우) 등을 들고 있다. 구조의 중심행위자의 유무에 따라 집중형과 분산형
이 있을 수 있다. 집중형이란 중심행위자가 정책네트워크에서 중심이 되어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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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정책네트워크 구조의 유형
행위자

행위자

행위자

3

2

행위자

2

1

중심행위자 1
행위자

행위자

4

n

3

n

분산형

집중형

분석
요소
행위자

행위자

행위자

[표-6] 분석요소
측정변수
수

기술력,
상호 정책자원(자본,
정보등)의
행위자간
공
작용 유 정도
중심 행위
구조 의사결정에서
자(core actor)의 유무

조작적 정의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행위자가 몇 개인가
추구하기 위해 행위자 간의
협력적 정책목표를
자원 공유 정도가 높은 경우
추구하기 위해 행위자 간의
갈등적 정책목표를
자원 공유 정도가 낮은 경우
하나의 행위자가 정책네트워크에서 중
집중형 심적 역할을 하면서 다른 행위자들에게
지배적인 영향을 주는 형태
하나의 행위자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아니라, 여러 행위자들이 동시에
분산형 것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거나 받는 형태

한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다른 행위자들에게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형태를 말
한다. 그리고 분산형은 어느 한 조직이 주도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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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행위자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동시에 영향을 주고받는 형태를 일컫는
다. 정책네트워크 구조의 유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2) 분석틀
[그림 3]의 10개 법률은 법제정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다양한 법률들이 생성
되고 그에 따라 보훈행정의 정책영역도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60년
대의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제향군인회법, 1980년대의 한국
보훈복지의료공단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990년대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
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그리고 2000년대의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순
으로 진화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들 각각의 법률은 수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개별적인 정책변화를 보이고도 있다.
[그림 3] 분석틀: 국가보훈행정 관련법의 진화과정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
법률(1963);대한민국제향군
인회법(196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1981);
보훈기금법(1981);국가유공자예
우등에관한법률(198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
법률(1993);참전유공자예우에
국가보훈행정 관련법의
관한법률(1993);독립유공자예
진화과정
우에관한법률(1994);제대군인
지원에관한법률(1997)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002)
※참고: 그림에서의 ( )는 각 법률의 제정된 년도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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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이들 개별적인 법률들의 개정된 내용의 변화와 특성을 고찰하는 것
이어서 개별 법률 자체의 진화적 성격도 동시에 내포되어 있음을 밝힌다. 아울러
이러한 법률의 진화과정이 정책내용의 변화뿐만 아니라 정책결정과정의 정책네
트워크의 진화과정도 가능하리라는 예측으로 정책네트워크 관점에 의거한 진화
과정의 분석가능성도 타진하고자 한다.

3. 연구과제의 국내․외 연구동향: 선행연구와의 비교
정책네트워크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우선 연구의 내용면에서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자 즉, 행위자들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송희준, 2000: 1-27). 이들 연구
는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행위자들뿐만 아니라 정책에 관심이 있는
행위자들도 동시에 포함시킴으로써 정보와 자원교환관계에서 형성되는 협력적인
행위자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Schneider and Werle, 1991:
997-136; Shin, 1993: 115-130). 이러한 연구는 특정영역에서 지배적인 위
치를 차지하는 행위자들을 밝히는 데는 기여를 하였으나 영향력이 없는 단순한
관심만을 가지는 행위자까지를 포함시킴으로써 행위자의 범위가 너무 커졌다는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또한 정책네트워크 유형변화에 분석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있는데 Jansen은
독일의 연구개발정책 분야에서 초전도체 연구의 성공이 기존 정책결정구조의 변
화에 미친 영향을 밝혔다(Jansen, 1991: 137-174). Schneider와 Werle는
독일의 정보통신 영역에서 고전적인 철의 삼각이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참여자의
증가로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행위자 구성이 다양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Schneider and Werle, 1991: 97-136). 그리고 Yishai는 정책환경의 변
화와 정책네트워크의 유형변화 간의 관계를 고찰하였다(Yishai, 1992:
91-108). 그러나 이들은 정책네트워크 행위자의 변화를 기초로 한 유형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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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여한 바가 있으나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이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
정책네트워크의 비교연구와 관련된 것으로는 [표 7]에 나타나 있듯이, 국가간
비교연구, 정책분야별 비교연구, 특정정책분야의 시계열연구 등 다양한 차원에서
비교되고 있다. Daugbjerg의 농업정책개혁과 정책네트워크에 관한 연구에서 스
웨덴의 탈규제정책과 유럽공동체의 재규제정책에 관한 비교를 정책네트워크 분
석을 통해서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 1992년의 유럽공동체의 개혁보다 1990
년 스웨덴의 농업정책이 보다 급진적이었던 것은 정책네트워크의 응집력에서 차
이가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다(Daugbjerg, 1998: 123-141). Dohler와
Kenis는 보건과 산업재구조정책을 국가간 비교와 시계열적 연구를 했고(Marin
and Mayntz, 1991: 235-296, 297-330), Coleman은 미국과 캐나다의 재
정정책을(Marin and Mayntz, 1991: 209-234), Pappi와 Knoke는 독일과
미국의 노동정책을 비교하였다(Marin and Mayntz, 1991: 179-208).
Laumann와 Knoke는 한 국가내의 여러 정책분야별 비교를 시도했는데 미국의
노동, 에너지, 보건, 농업정책 네트워크를 비교(Laumann and Knoke, 1987:
17-55)했고, 그리고 Cavanagh는 영국과 노르웨이의 근해어업 보건안전정책에
관한 연구에서 양 국가의 정책네트워크에서의 노조이익을 비교고찰하였다
(Cavanagh, 1998: 90-109).
그런데 정책네트워크 연구가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국내에서의 연구는 상대적
으로 매우 빈약한 수준이다. 국내에서 연구가 부족했던 것은 그동안 정치과정에
관한 연구가 주로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고, 그리고
정책네트워크 접근은 기본적으로 다원주의 사회에 근거한 것인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를 다원주의 사회라고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에서 연유하고 있다
(박광덕, 1993: 174).1)
1) 국내에서의 선행연구를 한국행정학보를 중심으로 고찰하면 대부분이 1990년대 이후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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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정책네트워크 선행연구
비교차원
정책분야
국가간 비교
정책분야별 비교
시계열적 비교
Laumann,
농업정책
Daugbjerg(1997) Knoke (1987)
산업재구조정책 Kenis(1991)
Kenis(1991)
재정정책
Coleman(1991)
and Knoke
Laumann,
노동정책 Pappi(1991)
Knoke (1987)
Laumann,
에너지정책
Knoke (1987)
Schneider and
정보통신정책
Werle(1991)
초전도체정책
Jansen(1991)
Dohler(1991) Laumann, Knoke Dohler(1991)
보건정책
Cavanagh(1998)
(1987)
자료: Marin and Mayntz(1991: 13)을 참조로 하여 재구성

본 연구가 기존연구와는 차별성은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 연구 활
동이 매우 미진한 보훈정책을 정책사례로 삼았다는 점이다. 즉 미국을 비롯한 선
진국가에서의 보훈행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연구 분야를 연구대상으로
삼았으며 이는 향후 국내 보훈행정전반에 대한 것으로 연구 가치가 높으리라고
본다.
둘째, 연구분석 방법에서 시계열적인 분석을 한다는 것은 기존의 연구
Kennis(1991), Schneider and Werle(1991), Jansen(1991),
Dohler(1991) 등의 연구에서처럼 하나의 정책이 진화되는 과정을 고찰할 수 있
다. 대표적으로 이도형은 한국의 산업화가 국가 사회 성격에 미친 영향(이도형, 1992:
281-308), 신희영은 독점규제정책에서 국가와 사회의 상호작용(신희영, 1993: 773-792),
신희권은 지방정부와 지방기업간의 상호작용(신희권, 1995: 733-745), 박천오는 한국의 이
익집단이 정책과정에 미치는 영향(박천오, 1999: 239-259) 등의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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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동일영역의 정책내용에 대한 특성을 연대기순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Ⅲ. 국가보훈행정 관련법에서 나타난 정책변화:
정책네트워크 관점의 적용가능성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도 밝힌바 있듯이 이 연구는 시론적 분석으로 연
구범위를 한정시킨 것이기 때문에, 10여개의 국가보훈행정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나타난 정책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국가보훈행정 관련법에서 나타나
는 행위자들의 특징은 물론 개별적인 정책시혜자들도 있으나, 국가유공자단체,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제대군인 등
과 같이 대부분이 일정한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집단화된 단체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집단화된 행위자들은 정책결정과정에서 개별적인 요구나 지지
보다 훨씬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를 비롯한 정책과정
에 참여하는 여러 행위자들 간의 협력적 갈등적 구조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
․

1.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
망인회 광복회 4.19혁명부상자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
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순국선렬과 호국전몰장병의 유
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시키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국
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4차에 걸친 개정 내용은 부상지급의 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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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회원자격추가의 문제, 수익사업에 대한 규정 등으로 나타난다.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서는 주무관청인 국가보훈처와 대한민국상
의군경회를 비롯한 9개의 공익단체들, 그리고 그 외의 비공익단체들이 정책네트
워크의 행위자가 된다. 법 개정된 내용으로 살펴보면 주로 보상지급, 적용대상,
수익사업과 수익계약 등의 문제로 법이 개정된 것으로 봐서 참여자간의 이해관계
가 형성되었으리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즉, 수익사업문제의 경우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상이자단체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비상의자단체가 있다. 비상의자
단체의 경우 수익사업 허가를 요구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등단체에는 공법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법인격의 차이를
두고 운영되고 있는데, 공법단체의 경우 국가보훈처로부터 운영비 등의 지원 받
고 있고, 나머지 단체들은 그렇치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단법인, 재단
법인의 경우 공법단체화 하고자 하는 요구사항이 있다.
[표 8]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개정현황

법률명 제정시기
(년도)

개정시기
개정이유
비고
1984.8.2 개정 - 법률명칭 정비
법률 제3742호
1991.12.27 개정 - 보상지급 및 법적용규정 강화 - 보상지급
국가유공자등
- 적용대상
법률 제4458호 - 적용대상, 회원자격 추가
단체설립에관 1963 1995.12.29 개정
- 수익사업
수익사업
및
수익계약
규정
한법률
관련내용
법률 제5119호
등
1999.1.29 개정 - 법의 목적에 대한 내용 추가
법률 제5732호
자료: 국가보훈처(2003; 49-63) 재구성2)
2) 법률개정의 여러 이유 중에서 연도별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1984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또한 연도별 국가유공자 단체 현
황은 2003년 현재 공법단체는 광복회를 중심으로 9개 단체가 있으며, 사단법인은 2개가 있
다. 9개 단체의 회원수는 224,198명이다(국가보훈처, 2003: 324) 재구성.

120 한국보훈논총(제3권 제2호. 통권5집)

2. 대한민국제향군인회법
대한민국제향군인회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간의
상호부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
익의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대한민국제향군인회법 제1조). 대한민
국제향군인회법은 6번의 개정 과정을 통해서 주무관청을 국방부에서 국가보훈처
로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이외에는 대부분이 조직 내부적인 문제 즉, 총회의결사
항에 있어서 의결비율을 변경한 점이라든지, 총회구성원 선출 및 증임에 관한 사
제정
법률명 시기
(년도)

[표 9] 대한민국제향군인회법 제․개정현황
개정시기

개정이유

1992.12.2 개정 - 주무관청의 변경(국방부장관에서 국가보훈
법률 제4561호 처장으로)
1994.3.26 개정 - 총회의결사항 내용 변경
법률 제4759호
1997.1.13 개정 - 총회구성원 선출 및 중임에 관한 규정 변경
대한민국
법률 제5292호
제향군인 1963 1999.1.21
개정
회법
법률 제5674호 - 본부임원, 이사, 감사의 승인에 관한 내용
1999.12.28 개정 - 본부 이사의 임기 정관으로 정함
법률 제6044호
2001.1.8 개정 - 임원의 정당활동 금지 내용
법률 제6348호
자료: 국가보훈처(2003; 49-63) 재구성

비고

총회의
역할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룸

<국가유공자 단체 국고보조금 교부내역> (단위: 천원)
연도별
1984
1990
1995
2000
2003 현재
계
1,510,044 2,962,303 5,139,005 6,141,740 6,692,357
자료: 국가보훈처(2003: 330-331)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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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법률에서 정관으로 정한 사실, 본부이사와 감사의 승인에 있어서 국가보훈
처장의 승인을 폐지한 점, 그리고 본부 이사의 중임을 법률로 정한 것을 정관으
로 변경한 점 등은 조직내부적인 문제로 보인다. 이렇듯, 법 개정안의 내용이 주
로 대한재향군인회의 독립성이나 주무관청의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은 정
책네트워크 행위자들, 즉 국가보훈처, 국방부, 국회정무위원회, 대한민국제향군
인회 등간의 갈등적 상호작용과 구조를 보여주기에 충분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설립하여 독립유공자예우
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진료
와 중상이자에 대한 의학적 정신적 재활 및 직업 재활을 행하여 그 자립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조)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의 개정내용은 사업범위
․

법률명 제정시기
(년도)

[표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개정현황

개정시기
개정이유
1984.8.2 개정 - 신규제정
법률 제3742호
범위 확대
1991.3.8 개정 -- 사업의
공단
이사의
구성 비율
법률 제4366호 - 보훈병원 부지를
한국보훈
공단 귀속
복지의료 1981
이사선출범위를 민간인까지 확대
공단법
1999.1.21 개정 -- 공단이사의
법률 제5673호 조정 직급3급에서 2급으로 하향
2001.1.16 개정 - 상임이사를 4인으로 하고 정관에 따르
법률 제6372호 는 업무분장
자료: 국가보훈처(2003; 49-63) 재구성

비고
- 국가보훈
처로 부터
독립적 조
직구성
- 이사 선출
및 구성을
정관에 의
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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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대, 공단이사의 비율구성문제, 보훈부지 공단귀속의 문제, 상임이사 수의
문제 등이다. 국가보훈처로부터 보훈의료사업을 위탁받은 공단은 의료업무의 위
탁 및 공단 자체의 수익사업을 운영하게 되는데, 예산의 심의과정이나 이시회과
정에 보훈처가 참여하기 때문에 공단에 대한 통제와 조정에 있어서 강약의 차이
는 있으나 두 개 기관간의 갈등이 예상된다고 하겠다.

4. 보훈기금법
이 법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참전
유공자예우에곤한 법률, 5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관
한법률의 적용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보훈기금법 제1조). 보훈기금법의 경우는 자금 통폐합시
․

․

법률명 제정시기
(년도)

[표 11] 보훈기금법 제․개정현황

개정시기
개정이유
1984.8.2 개정 - 법률명칭의 변경
법률 제3742호
1988.12.31 개정 - 자금의 통폐합, 수익지출항목의 확대
법률 제4074호
위한 내용 추가
1992.12.2 개정 -- 사업운영을
대부지원자금의
통합
보훈 1981 법률 제4512호 -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사업자금
추가
기금법
1994.12.31 개정 - 특별지회의 의장의 대의원 겸임
법률 제4854호
2001.12.31 개정 - 자금통합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법률 제6590호
2003.5.29 개정 - 구원호기금법 부칙 제5조의 삭제
법률 제6921호
자료: 국가보훈처(2003; 49-63) 재구성

비고
- 자금의
통폐합
- 사업운영
과 관련
된 내용
에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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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될 문제, 수익지출항목의 확대문제, 사업운영에 필요한 내용의 추가부분에
서의 문제, 보훈기금에 제향군인회 사업자금이 추가 될 경우의 문제 등에서 정책
네트워크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다.

5. 국가유공자등예우등에관한 법률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
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軍警) 등에 지원을 행함으로
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제1조).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
률은 국가보훈행정 관련법 중 가장 많은 개정 절차를 거쳤다.
[표 12]의 법 개정 내용안을 살펴보면, 제4차 개정에서의 상훈법개정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의 범위 순위 조정에 대한 개선 보완, 국가유공
자 취업보호제도의 강화,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 지원제도
내용이라든지, 제5차 개정에서의 보상범위의 확정, 보상적용대상자의 예우 우선
순위, 해외거주 독립유공자나 유족 중 국적취득자에게 정착금지급 등, 제 6차의
수익사업의 허가문제, 국가유공자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계약
등의 수의계약 체결 등 또한 제7차, 8차, 10차 그리고 11차에서도 국가유공자
취업기회의 확대, 국가유공자 범위 추가 및 수당지급범위 추가, 교육보호시설기
관 추가적용대상 확대, 현충시설의 관리비용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이 내용이 추가적으로 수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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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개정현황

법률명 제정시기
(년도)

개정시기
1988.12.31 개정
법률 제4072호
1989.12.30 개정
법률 제4185호
1990.12.27 개정
법률 제4268호
1991.12.27 개정
법률 제4457호
1994.12.31 개정
법률 제4857호

1995.12.29 개정
국가유공자
예우등에관 1984 법률 제5120호
한법률
1997.1.13 개정
법률 제5291호
1999.1.21 개정
법률 제5675호
1999.8.31 개정
법률 제6011호
2000.12.30 개정
법률 제6339호
2002.1.26 개정
법률 제6648호
2003.5.29 개정
법률 제6919호
자료: 국가보훈처(2003; 49-63) 재구성

개정이유
- 연금정지제됴 폐지
- 국가유공자등록심사제도 강화
- 구공무원연금법 상 일시금 수령자
연금지급
-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명칭 개정
- 상훈법개정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
국지사와 그 유족의 범위 순위 조
정에 대한 개선 보완
- 국가유공자 취업보호제도의 강화
-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
한 보상, 지원제도 새로이 마련
- 보상범위의 확정
- 보상적용대상자의 예우 우선순위
정함
- 해외거주 독립유공자나 유족 중 국
적취득자에게 정착금지급
- 수익사업의 허가
- 국가유공자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계약 등의 수의
계약 체결
- 법률명 개정(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 국가유공자 의무적 고용업체의 규
정의 완화
- 공무원의 상이시 국가유공자와 구
분하여 물질적 보상만 함
- 국가유공자 취업기회의 확대
- 각단체의 지부, 지회 및 특별지회의
설립, 산의 경우 신고의무규정을
폐지
- 국가유공자범위 추가 및 수당지급
범위 추가
- 교육보호시설기관 추가
- 적용대상 확대
- 현충시설의 관리비용 일부를 국가
와 지자체가 보조
-

비고

- 보상범위
확대
- 수익사업
허가문제
- 취업확대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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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
이 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疫學)조사 및 연구
[표-1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 제․개정현황

법률명 제정시기
(년도)

개정시기
1995.1.5 개정
법률 제4942호
1995.12.30 개정
법률 제5147호
1997.8.28 개정
법률 제5401호
1997.12.24 개정
법률 제5479호

고엽제후유의
증환자지원에 1993
관한법률
1999.1.21 개정
법률 제5679호
1999.12.28 개정
법률 제6042호
2000.2.3 개정
법률 제6264호
2002.1.26 개정
법률 제6647호
2003.5.29 개정
법률 제6919호
자료: 국가보훈처(2003; 49-63) 재구성

개정이유
비고
- 적용대상에 군무원과 종군기자 포함
-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의 결정기준이
되는 질병을 법률로 명시
- 법 유효기간의 연장
- 고엽제후유증환자 자녀에 까지 확대
-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 환자는 보훈심
사위원회 심의 검토과정 폐지
- 제대군인의 경우 10년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으로 함
- 처장소속하에 제대군인지원협의회 둠
- 취업시 가산점 및 장기저리대부제도
- 등외판정을 받았을 경우의 혜택규정
-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에 대한 판단에서 보
훈병원의 검진 생략
- 등록신청의 절차 간소화
- 고엽제로 인한 사망시 유족의 범위를 명
확히 함
- 고엽제 대상의 확대
- 후유증 2세환자의 범위 확대
-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절차는 간소
화
- 대상범의의 확대
- 후유의증환자의 2세 환자에 대한 국비진
료범위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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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엽제후유증환자지
원에관한법률 제1조). 고엽제관련 병의 종류는 33개로 되었는데 이중 13개의
질병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나머지 20개에 해당되는 질병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로 지원되고 있다.
한편, 법 개정의 내용은 적용대상문제, 법유효기간의 연장문제, 보훈심사위원
회의 절차유무와 간소한 절차상의 문제, 제대군인지원협의회문제, 취업과 관계된
혜택의 문제, 등록절차상의 문제, 후유의증환자의 2세 문제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의 내용이 보상 확대로 연계되어 있다([표 13] 참조).

7.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이 법은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
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제1조).
전부 4번의 개정 절차를 거친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은 정부의 생계보조
지원, 참전군인의 진료비 감면, 부양의무자 없는 65세 이상의 참전군인에 대한
양로보호실시, 생계보조비제도를 70세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지급, 사망시 유골
의 국립묘지안장 및 배우자와의 합장, 명예수당지급연령을 65세로 변경, 외국국
적 참전유공자에게도 수당지급 등의 내용이 변화되었다. 실질적으로 참전유공자
들의 주장은 참전자체만으로도 참전유공의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위해 65세로 둔 연령의 제한을 두지 않기를 원한다고 한다. 연령제한을 두지 않
을 것을 두고 주무관청과 해당 정책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의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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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개정현황

법률명 제정시기
(년도)

개정시기
2000.1.28 개정
법률 제6258호

2001.12.31 개정
참전유공자
예우에관한 1993 법률 제6590호
법률
2002.1.26 개정
법률 제6649호
2003.5.29 개정
법률 제6922호
자료: 국가보훈처(2003; 49-63) 재구성

개정이유
비고
- 정부의 생계보조 지원
- 참전군인의 진료비 감면
- 부양의무자 없는 65세 이상의 참전군인
에 대한 양로보호실시
- 생계보조비제도를 70세이상의 참전유공 자에게 지급
- 사망시 유골의 국립묘지안장 및 배우자
와의 합장
- 명예수당지급연령을 65세로 변경
- 외국국적 참전유공자에게도 수당지급

8.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이 법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
[표 15]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개정현황

법률명 제정시기
(년도)

개정시기
개정이유
비고
1995.12.30 개정 - 연금지급대상 확대
법률 제5146호
독립유공자
적용대상의 확대
개정 -- 교육보호실시기관의
예우에관한 1994 2000.12.30
종류에 평생교육 시 법률 제6338호 설 추가
법률
2002.1.26 개정 -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한 간
법률 제6646호 소화
자료: 국가보훈처(2003; 49-63)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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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다(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조). 연금지급대상 확대, 적용대상의
확대, 교육보호실시기관의 종류에 평생교육시설 추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절
차에 대한 간소화 등이 개정내용을 주를 이루고 있어 다른 법률의 개정이유와는
별 차별성이 없는 듯 하다.

9.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이 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
귀를 돕고 그 인력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경
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1997년에 제정되어 그 후로 한번의 개정을 한 이 법의 경우 제대군인의 사회복
귀에서의 혜택이 주로 그 내용이 되는데 제대군인지원협의회 위원 수의 증가, 제
대군인의 채용시험시 응시상한 연령의 연장, 회사나 국가에 채용시 임금결정은
군복무기간까지를 포함, 대부상환에 대한 활용 확대 등이 정책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

법률명 제정시기
(년도)

[표 16]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개정현황
개정시기

개정이유
비고
- 제대군인지원협의회 위원 수의 증가
제대군인
채용시험시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개정 -- 제대군인의
지원에관 1997 2001.1.4
회사나
국가에
법률 제6340호 간까지를 포함 채용시 임금결정은 군복무기 한법률
- 대부상환에 대한 활용 확대
자료: 국가보훈처(2003; 49-63)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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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이 법은 5 18민주유고자예우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
조). 2002년 12월 이후로 이 법은 2차에 걸친 개정(2002.12.31 대통령령 제
17876호; 2004.3.17 대통령령 제 18319호)을 하였는데 본 연구는 2003년
보훈연감에서 나타난 자료를 시점으로 분석하는 것이어서 2차에 걸친 광주민주
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기로 한다.
․

[표 17]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개정현황
제정시기 개정시기
법률명
개정이유
(년도)
광주민주유공자 2002
개정 없음
예우에관한법률
자료: 국가보훈처(2003; 49-63) 재구성

비고
-

11. 10개 법률의 개정된 내용 : 특성
상기한 10개의 법 개정을 통해서 개정 수만 49번이 된다. 물론 개정된 수가
중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정책수혜자들의 요구나 지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그런 요구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반영 혹은 반영되지 않았는
가? 등의 사실이 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법이 개정된 이유가 어떤
부분에 치중되는 지를 고찰하기 위하여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그 개정의 내용
을 몇 가지로 범주화하여 그 경향에 대한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표 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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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10개 법률의 개정에서 나타난 정책내용 : 특성
구 분
횟수(%)
보상관련 내용, 보상의 범위, 순위, 보상지원, 정착금 문제, 생계지원 25(31.6)
사항, 수당지급, 진료비 사항
수익사업 및 수익계약관련, 사업운영상의 문제
2(2.5)
주무관청의 변경
1(1.3)
조직내부적인 문제(총회내부적 문제, 임원, 이사선출과 구성비율, 대 14(17.7)
의원 등 관련된 내용), 부지관련 사항
사업의 범위, 확대
3(3.8)
자금문제, 연금관련
5(6.3)
취업보호 또는 취업관련, 교육보호시설 및 현충시설 관련 사항, 양로 13(16.5)
보호시설관련
주무관청의 변경사항,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관련사항, 등록신청 6(7.6)
상의 간소화 등
기타(법의 목적, 법률명칭정비, 법의 삭제, 법 유효기간연장사항 등) 10(12.6)
계
79(100.0)

다양한 이유에서 개정된 법률이지만 본 연구에서 고찰된 10개 법률의 개정이
유를 고찰하면, 보상관련 내용, 보상의 범위, 순위, 보상지원, 정착금 문제, 생계
지원사항, 수당지급, 진료비 사항이 가장 많은 개정의 계기를 주었다고 볼 수 있
다. 그리고 조직내부적인 문제(총회내부적 문제, 임원, 이사선출과 구성비율, 대
의원 등 관련된 내용), 부지관련 사항이 높게 나왔는데 이는 보훈정책의 수혜자
들이 단체나 집단의 유형은 띠는 것이 많아서 그 자체의 조직 내부의 사항들에
대한 개정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훈정책대상자들의 취업 및 교육보호시설
과 양로보호시설과 관련된 사항 역시 개정의 이유로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
다. 이 외에도 법의 목적이나 법 유효기간 연장사항 등이 높게 나온 것은 정책수
혜의 기간 연장 등이 내용으로 있어서 높게 나온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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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3년 국가보훈처 세출예산 현황(국가보훈처, 2003: 30)을 보면 민
족정기선양 관련된 사업은 2002년 전년도 비율 6.0% 증가한데 반해, 보상금지
급 10.9%, 의료지원 71.4%, 단체지원 30.8%, 제대군인지원 186.1% 등으로
[표 18]에서처럼 비율상으로는 보훈사업이 부분적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기한 법률개정의 원인을 보다 더 심층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책개정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더 상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
다. 본 고에서는 비록 10개 법률의 구체적인 정책네트워크 분석에는 미치지 못
하였으나, 향후 우리나라 보훈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설정을 위해서는 10개 법률
의 개정과정을 정책네트워크 관점에 의거하여 분석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하겠다.

Ⅳ. 결론: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요약
국가보훈행정 관련법의 개정과정을 통하여 그런 과정에서 변화된 정책내용을
중심으로 여기서 더 나아가 이를 통한 정책네트워크 분석의 가능성을 고찰하였
다. 우리나라 보훈정책의 주요 10여 개 법령들은 그 정책의 수혜자가 국한되어
있다는 점, 정책개정의 이유들이 대부분 정책수혜자들과 이해관계가 직결된다는
데에서 다른 정책보다 더 갈등적인 정책네트워크적 요소를 내재시키고 있다는 점
이 특성이라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세부적이고도 보다 심층적인 정책네트워크 분석이 이루지 지진 않
았지만 향후 국가보훈 행정에서의 정책과정을 통한 정책네트워크 행위자의 특성,
행위자간의 상호작용과 구조의 연구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다는 사실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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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 연구에서는 비록 법개정의 과정에만 집중적인 분석을 하였지만 향후 우리
나라 보훈행정의 발전과 현실적 적응을 고양시킨다는 차원에서 정책네트워크관
점에 의거한 보훈정책의 분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연구가
능성을 피력하는 바이다.

2. 연구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본 연구는 정책네트워크분석이라는 미시적 접근과 시계열적 접근에 의거한 거
시적인 접근방법을 모두 활용함으로써 우리나라 보훈정책이 그동안 어떤 변화의
양상을 보여주는 지를 고찰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점은 보훈정책에 대한 관심도
가 낮은 현 수준에서 연구개발의 여지를 충분히 보여줄 것으로 본다. 더불어 보
훈정책의 한국적 토착화와 한국적 실정에 적합한 방향을 제공하리라고 본다. 또
한 선진화된 보훈문화라는 담론의 토대에서 진정한 국가보훈행정의 발전을 이룩
하고 이를 통해 국민적 애국심의 고취와 보훈의 상징적 이념적인 사회적 기여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

3.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이론적으로는 정책네트워크의 적용가능성을 넓혀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
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도 정책네트워크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1990년말부터 나
오고 는 있는데 정책트워크 이론의 특성상 분석적(analytic)이기보다는 상당부
분 서술적(descriptive)이라는 지적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
완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기존연구에서 표출된 단
점을 보완하고 더 나아가 한국에서의 정책네트워크이론에 의거한 정책연구의 지
평을 확대해 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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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측면에서는 앞서 설명했듯이, 국가보훈이라는 연구영역에 대한 새로
운 시도로서 평가받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또한 연구방법에서의 시계열적 접근
방법은 하나의 정책분야를 역사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뿐만 아
니라, 나아가 타정책분야와의 횡단면적 분석(cross-sectional approach)에도
이론적 실증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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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영문초록(Abstract)

A Study on the Policy Change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cts
- Focus on the application of policy network
perspective Song, Mi-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olicy change through the
amendment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cts. In addition to, is it
possible to or not depends on application of policy network analysis in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cts? Many actors are interacting in policy
process resulting in complicated and long period of coordination and
adjustment. Policy outcomes are the resulting of a dynamic process of
interactions between groups with conflicting interests.
In conclusion, there are several characteristics of policy change in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cts. Policy change depends on scope
of persons of National Merit Reward, ranking of compensation,
provision of allowance, compensation for lifestyle fixation, and
provision of living cost etc. The research findings are expected to
provide some policy implication to National Merit Reward Policy in
the future policy making process.
: interaction and structure of stakeholders, National
Merit Reward Policy,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ct, policy
change, policy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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