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한국보훈논총
제10권 제4호

건국절 제정의 상징성과 국민통합
유 영 옥 (경기대학교)

요

약

건국절이란 한 국가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는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기념일로서 한 개
인의 생일과 마찬가지로 국가 공동체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것이다. 국가정체성의
근간은 건국이념이며 이를 기념하는 것이 건국일이다. 그러므로 국가 정체성 확립에 있어 건국기
념절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국가의 정체성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될 경우에 국민들은 내가
속해 있는 나라에 대하여 자랑스러운 긍지와 자긍심을 갖게 되며, 자연스러운 국민통합으로 이어
진다. 이것은 한 국가나 사회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건국절 제정의 문제는 이해관계 집단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아직까지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절 제정을 정책과정의 상징작용이라는 측면으로 분석해보면 현
재 우리에게 매우 유용한 방법론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건국절 제정은 문제정의, 문제해결,
정책평가 과정에 있어 합리적 분석보다는 비분석적 요소들이 문제정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정책문제를 주도하는 집단과 참여자의 성격과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
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건국절 제정의 문제는 건국절이 지니는 상징성, 비가시성, 파급성 및 공
공정책 이해관계의 다양성과 같은 비분석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상징주의적 분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개연성이 높다. 현재 우리는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이라고 찍혀있는 여
권을 지니고 언어연수다, 관광이다 사업이다 하면서 이제 세계 곳곳을 누비고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제대로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를 가르치려고도, 배우려고도 하지 않았기에 건국과정에 대
해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런 과정 속에 조국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옅어지면서 국
가허무주의가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 건국 초기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나가려 했던 자유민주주
의 제도가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앞에 우리가 해방 후 지금까지 과연 무엇을 어떻게 이
루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기념하는 건국절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 주제어 : 건국절, 국민정체성, 국민통합, 상징주의적 분석, 정책과정의 상징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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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과 연구 목적
한국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단일민족이다. 이러한 역사는 개인, 가정, 사
회로 확대되어 하나의 국가라는 큰 공동체를 형성하여 왔다. 하나의 공동체가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에게 그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치체계를 내면화시켜
공동체적인 삶의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공동체적인 삶의 기틀인 국가정체성은 결국 ‘나의 존재와 내가 속한 국가라는 공동
체적 집단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인 것이다. 국가의 정체성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
성될 경우에 국민들은 내가 속해 있는 나라에 대하여 자랑스러운 긍지와 자긍심을 갖게
된다. 그리고

국가 구성원들인 국민들 한사람 한 사람이 국가에 대한 긍정적이고, 올

바른 정체성이 정립될 때 바로 한 국가 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정체성 확립의 문제는 국가발전의 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모든 국가는 국가정체성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으며, 국
가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기도 한다.
국가정체성은 보통 ‘국가의식’과 ‘민족의식’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국가의
식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국민 개개인이 국가의 일원으로서 자
신이 살고 있는 국토를 모국으로 인정하고, 자기 자신과 국가를 하나의 통일된 일체로
인식하는 것으로 시작해 국가에 대한 가치관이 국민적 일체감에 의해서 형성된 공통의
신념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민족의식은 대체로 민족적 긍지 혹은 자부심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처럼 일 민족 일 국가인 경우는 미국, 러시아 등과
같이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와는 달리 대체로 국가의식과 민족의식의 구분이 어렵
다. 그러나 국가의식과 민족의식 모두 자기가 소속한 집단이나 공동체에 헌신하려는
심리적 요소라는 점에서는 같다(이영문, 9).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국가적 차원에서 조성된다. 건국이념을
확고히 하고, 이를 기념하는 건국일을 제정해 구별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매우 보편적
이고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현존하는 국가들은 건국기념
일을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건국을 기념하는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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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축일이 없다. 이는 우리나라가 지니고 있는 그동안의 기적에 가까운 발전의 역사
와 국제적 위상을 생각해볼 때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건국을 기념하는 경축일 제정에 대해서는 2006년 서울대학교 이영훈교수가 ‘우리
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글을 동아일보에 기고하면서 공론화되었다. 이어 2007년
한나라당 정갑윤의원은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칭하는 내용을 담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야당과 일부 반대 단체의 반발과 '역사왜곡' 논란
으로 2008년에 철회되었다. 그러나 최근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국가안보의식과 국가
정체성의 위기에 대한 문제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기념하는 상징적 경축일의 부재에 대
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건국절의 필요성 및 국민통합으로서의 효과
와 이를 위한 정책과정으로서의 건국절 제정의 상징작용 분석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
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국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둘째, 건국
절 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건국절은 국민통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가? 넷째, 건국절 제정을 정책과정, 즉 문제제기, 문제해결, 정책평가 과정에서 상징
주의적 관점으로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가?

2.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대한민국 건국절 제정의 당위성과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행정절차를 상징
주의적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상징주의적 관점이란 간단히 말해 어떤 대상이나 현
상을 상징이라는 관점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는 언
어, 의식, 이념, 사건, 제도 등이 지니고 있는 상징성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어떠한 상징적 효과가 나타나는 가를 해석하는 방법론이다. 상징주의적 관점의 분석은
전통적인 과학적, 합리적 분석이 지니는 불완전함을 보완해준다는 점에서, 그리고 실제
인간의 삶과 그것이 모여 있는 사회는 초합리적이고, 비분석적인 요소를 더 많이 지니
고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분석방법이다. 이러한 상징주의적 관점으로 사회현상을 들
여다보면, 사회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의 상징적 실제로 보인다. 따라서 상징성을
이해하고 활용한 상징정책은 정책이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 내용이 은유성과 모호성까
지 포함한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징주의적 관점에서 대한민국 건국절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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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국민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역사적, 정치적 맥락
에서의 건국절이 지니는 의미 분석과 각국의 건국절 현황을 살펴볼 것이며, 구체적인
행정적 절차로서의 정책과정을 상징이론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자료분석은 주로 질적 분석방법(Qualitative Analysis)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질
적 분석 방법은 어떤 행위의 의도나 의미, 문헌자료의 내재적 의미, 계량적 자료의 의
미 등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으로서 상징주의적 접근에 유용한 접근방법이다. 특히
질적 분석방법 중에서도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을 통해 자료로부터 해당
문맥에 대한 의미파악과 타당한 준거를 만들어 내는 시도를 병행한다. 이러한 내용분
석은 자료가 제공하는 메시지의 현재적 내용뿐만 아니라 잠재적 내용도 분석대상으로
포함함으로서 겉으로 드러난 의미와 더불어 내부에 감추어져 있는 상징적 의미까지 파
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주의적 관점의 해석에 매우 유용하다.

3. 분석틀
위에서 설명한 본 논문의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을 진행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은 분
석틀로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일반적으로 건국절(건국기념일)이 지니는 의미와 이것
이 지니는 기능으로서의 국가정체성 확립과 국민통합의 효과를 살펴보고, 각 국의 건
국기념일을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왜 지금 우리에게 대한민국 건국절 제정
이 필요한가를 논증할 수 있다. 이어서 건국절을 제정하고자 할 때 필요한 행정절차가
있는데, 건국절제정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라는 문제제기와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지니는 효과에 대한 평
가와 분석이라는 정책과정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이 과정에서 건국절이 지니는 상징
성이 어떻게 작용하는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건국절 제정
의 의의와 당위성 및 정책과정으로서의 가능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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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주의적 관점에서 대한민국 건국절 제정 분석

건국절의 기능

건국절의 의미

각국의 건국절

대한민국 건국절 제정의 필요성 증명

건국절 제정이라는 정책과정에서의 상징작용 분석

문제정의

문제해결

정책평가

점진/산발적 전략

찬성유도전략

과대평가 전략

폭발/자극적 전략

반대제거전략

신화창조 전략

대한민국 건국절 제정의 의의와 당위성 및 가능방법모색

<그림 1> 상징주의적 관점에서의 건국절 제정 분석틀

Ⅱ. 건국절의 의미와 각국의 건국절
1. 대한민국 건국과 건국절의 의의
건국절이란 한 국가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는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기념일로
서 한 개인의 생일과 마찬가지로 국가 공동체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것
이다. 국가에 있어 건국을 기념하는 경축일은 결국 국가의 건국이념과 함께 국가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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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온 과정을 다시금 기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국가정체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국가란 지리적으로 확실한 경계를 지닌 영토 내에서 그 위에 거주하는 국민에 대해
지속적으로 그 국민에 대한 주권적 통치를 행사하는 정부가 존재하는 포괄적인 정치적
결사(結社)이다(Heywood A., 39). 즉 국가가 존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영토,
국민, 정부, 주권이라고 간략히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주권이라 함은 국가가 자기 관
할 하의 영토와 그 위에 거주하는 인구에 대해 ‘주권적 지배권을 행사함’을 의미한
다. 주권적 지배란 영토 내에서는 최고, 혹은 절대적 권력을 행사한 것을 말하며, 그
것이 국가의 영토 내외에서 제약을 받지 않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영토, 국민, 정부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주권적 지배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결국 한 국가로서의 존립이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에 대한 정의를 근거로 살펴볼 때 대한민국의 국가성립은 1945년 해방
을 맞이하면서 시작되어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을 거듭하다가 1948년 남한에서 정부
를 수립하기 위한 5·10선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그것을 근거로 한 건국주도
세력이 국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함으로서 자신들의 강령에 따라 정부를 수립하면서 이
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객관적 자료에 의해 명백하게 증명되는 대한민국 건국에 대
해 부정하는 사람들이 존재해 왔고, 그것은 현재 우리나라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사회
혼란과 국가정체성 왜곡의 문제와 맞물려 있다. 지금까지도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이
1919년 상해 임시정부의 조직으로 건국되었다거나, 혹은 기원전 2333년 까지 거슬러
올라가 단군의 조선건국으로부터 대한민국 건국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
다. 더구나 국가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까지 오른 전직 대통령들의 발언1)에 이러한
주장이 힘이 실리고 보니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의 위기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더
욱 심각한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1) 1995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당시 야당대표였던 김대중은 ‘절세의 애국가’ 김구 선생을 기리면서 ‘미군정, 이승
만 박사 통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까지 결국 친일파 세력이 중심이 되어 이 나라를 지배해 온 역사’라고
비판하면서 ‘올바른 청산’이 요구된다고 『동아일보』에 기고했다(동아일보, 1995. 8.15) 이후 그는 1998년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자신의 정부가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유일한 정부’이며 자신의 정부로 인해
‘임시정부의 국시가 실현’되었다고 하였다(http://www.pa.go.kr/WMS/15th_president/15th_president.html,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 1998, 3·1절 기념사, 검색일, 2011. 10. 20).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은 “건국절이
무슨 말이냐, 건국은 단군 할아버지 때 했지”, “1948년 정부수립은 분열주의자의 승리였다” 등의 말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3568891,
검색일 2011.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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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국절 제정에 대한 논의는 매우 의미가 크다.

2. 한민족 역사에 나타난 건국
1) 삼국 시대의 건 국
(1) 고 구 려
고구려는 단기 2100년경(B. C. 2세기), 압록강 북서부 지방에서 성읍 국가로 시작
되었다가 단기 2296년(B. C. 27년) 고주몽에 의해 강력한 고대 연맹 국가로 발전되
었다. 북부여에서 남하한 주몽은 졸본 부여의 계루부 족장 연타취발의 딸인 소서노와
결혼하고 고구려를 세웠다. 고구려의 건국은 유력한 다섯 부족, 즉 계루부, 소노부,
절노부, 순노부, 관노부 등을 하나로 엮어 국가 체제를 갖추면서 진행되었다. 동명성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주몽은 18년간 재위하면서 고구려의 기틀을 다졌는데, 말갈, 비
류국, 북옥저, 행인국 등을 영토로 편입시켜 새로운 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졸본성을 완성하여 고구려 국가 건국의 기틀을 다진 동명성왕의 뒤를 이
어 유리왕 때 압록강변의 국내성(길림성)으로 도읍을 옮겼고, 이웃하는 선비족을 복속
시켰다.

(2) 백 제
고구려와 백제의 건국에는 소서노가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 졸본 부여의 부호인 연
타취발의 딸로서 해부루 왕의 서손인 우태의 아내가 되어 비류와 온조를 낳고 37세에
과부가 된 소서노는 북부여에서 남하한 주몽(동명성왕)과 결혼하여 그를 고구려 건국
의 주역이 되도록 돕는다. 그러나 고구려 2대 제왕으로 주몽(동명성왕)의 첫째 부인의
아들인 유리가 결정되자, 두 아들을 데리고 남하하여 마한 땅인 미추홀과 하북 위례성
을 얻어 정착하였다. 이후 소서노가 죽자 그녀의 두 아들 비류와 온조가 미추홀(메주
골. 인천), 하남 위례성(오리골, 서울 송파구 일대)으로 나누어 터를 잡아 비류 백제
(百濟)와 온조 백제(百濟)가 단기 2351년(B. C. 18년)경 탄생하게 되었다. 비류 백제
가 인천과 충청도 일대의 항구에 자리 잡은 뒤 황해 연안의 중국과 만주, 일본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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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르는 해상 강국으로 발전했다는 것이 비류 백제설인데, 온조 위주의 백제를 기술
한 『삼국사기』의 내용을 토대로 보면, 비류가 사망한 후 그 추종세력이 온조 백제
에 복속되어 비류 백제가 사라졌다고 기술되어 있다. 다른 한편으로 비류 백제가 일본
대화국을 건설했다는 주장이 있지만 아직 정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백제(百濟)는
처음에는 마한 왕에게 조공을 바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력을 키웠다. 그러다
가 마한의 주변 소국을 점령하면서 점차 국력을 키워 나갔다. 백제는 정복지를 직접
다스리기도 하였지만 편입되는 소국들의 지배 세력을 후(侯)로 봉해 체제에 편입시키
기도 하였다. 백제 건국의 주역인 온조와 그의 뒤를 이은 2대 다루왕 시기에는 말갈
과의 전쟁도 많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백제가 한 국가로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시작
한 것은 5대 초고왕2)(166~214. 단기 2499~2547)의 시기에 이르러서 이다. 초고왕
은 소백산맥 일대에서 신라와 치열한 접전을 벌여 신라군을 크게 격파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3) 신 라
신라는 단기 2276년(B. C. 57) 박혁거세가 왕으로 옹립되면서 본격적인 국가로 등
장해 마지막 경순왕(A. D. 935, 단기 3268) 말기까지 56대 992년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반도의 역사 속에 존재해 왔다. 신라는 당나라의 힘을 빌려 29대 태종 무열왕
때 한반도를 통일하였고, 찬란한 불교문화를 꽃피웠다. 국호는 신라ㆍ신로ㆍ사라ㆍ서
나ㆍ서라벌ㆍ서벌 등 여러 가지로 불리었는데, 이 명칭들은 마을(읍리)이라는 뜻과
‘동쪽의 새롭고 성스러운 나라’라는 뜻을 지니고 있었다. 지증 마립간 때 ‘덕업일
신(德業一新)’에서 ‘신(新)’자를 따고, ‘망라사방(網羅四方)’에서 ‘라(羅)’자를
따서 신라(新羅)로 국호를 정한 것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다.

2) 고려 의 건국
통일신라 말엽 골품제의 모순이 더욱 심해지면서 중앙집권 체제가 힘을 잃게 되었
고, 이에 따라 지방 호족의 세력이 확대되었다. 이것은 국가운영의 재원이 되는 조세
2) 2대 다루왕, 3대 기루왕, 4대 개루왕은 모두 ‘루(蔞)’로 끝나는 비류계의 자손들이었는데, 초고왕부터
는 온조계의 왕들로 왕권이 세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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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징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켰으며, 그에 따라 농민들의 생활은 극도의
곤궁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결국 농민들의 봉기로 신라의 체제가 전복되고 새로운 국
가 건설이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진성여왕 6년(892년)에는 견훤에 의한 후백제가 건국
되고, 효공왕 1년(897년)에 양길의 부하 궁예에 의한 태봉이 건국되어 한반도는 신라
ㆍ후백제ㆍ태봉(후고구려) 삼국으로 재분할 되었다. 그러나 궁예와 견훤은 신라의 체
제 모순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신라의 왕실과 마찬가지로 권력과 영화를 누리
려고만 하다가 결국 생명력 있는 국가건설의 대업을 이루지 못하였다. 반면 개성 지역
의 신흥 호족의 후예인 왕건은 조상대대로 이어온 당과의 무역업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사병까지 거느리면서 매우 영향력 있는 해상세력으로 부각되었는데, 신라가
지닌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면서 궁예의 뒤를 이어 918년에 고려를 건국하였다(이대희
외 7명, 78).

3) 조선 의 건국
고려에 이어 등장한 조선은 500여 년간 국가의 형태를 지속하면서 현재 우리 문화
의 많은 부분에 있어 뿌리가 되고 있다. 조선에 이르러 이전의 국가들보다 더욱 정교
해진 통치 제도가 만들어지고, 문화적ㆍ사상적 발전을 이룩하였다. 1392년(단기 3725
년) 새롭게 권력을 장악한 태조는 단군 조선을 잇는다는 명분 아래 국호를 조선으로
정했다. 이는 조선의 역사가 기원전 2333년 전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으로부터 시작되
었다는 것을 명백히 함으로서 국가 건설의 역사적 측면에서 이웃하는 중국과 비교할
때 대등한 위치임 주장하고자 한 의도였다.3) 단군에 대한 제사가 처음 시작된 것은
태조 즉위년 8월인데, 그 후 역대 왕들도 선왕의 뜻을 이어 꾸준히 제사를 계속하였
다. 세종은 단군의 신위를 ‘조선 단군’으로 정했고, 세조는 다시 ‘조선 시조 단
군’으로 확정하였다. 이로서 조선은 아시아 동북방의 광활한 영토를 토대로 번성하던
한민족의 정통을 이은 국가로 거듭나게 되었다. 신화 형태로만 존재한 고대의 기록을
조선시대에 들어 본격적인 역사적 해석을 시작하면서 단군 조선의 맥을 잇는 새로운
3)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은 중국의 요 임금과 같은 시대이고,은나라의 맥을 잇는 기자는 중국의 주나라
와 동시대이다.그러므로 중국 사학계에서 주장하는 기자조선은 단군조선보다 후대의 일이므로 단군을
고조선 건국자로 공고히 하고 그 정통성을 이어 받았다고 하는 것은 조선에게 있어서 국가정체성 확
립과 함께 역사적으로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입증하면서 국가적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전략
이었다.세종 11년에는 평양의 기자묘 남쪽에 단군 사당을 짓고,고구려 시조인 동명왕을 합사하여,단
군조선→기자조선→부여→고구려→고려→조선을 잇는 맥을 공고히 하기도 하였다(
김운태,1995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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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역사의 정통이 형성된 것이다.

4) 대한 민국의 건 국
(1) 일 제 강 점기
순종 4년(1910년) 9월 30일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가 공포되고 10월 1일부터 총
독의 무단정치가 시작됨으로써 대한제국의 칭호도 폐지되어 일본의 한 지명으로서의
조선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 후 총독 통치는 한민족의 저항과 그들 자신의 군사적 침
략야욕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1910에서 1945년까
지의 일제 36년간의 식민통치시기를 셋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제1기는 1910-1919년
까지의 무단통치 시대로서 심한 탄압과 토지조사사업을 통한 경제적 약탈의 시기였다.
제2기는 3ㆍ1운동 이후 문화통치시대로 변화하였는데, 이것은 표면적변화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탄압이 지속되었으며, 특히 산미증식계획과 같은 수탈의 실천시기였다. 제3
기는 1930년을 전후해서 중공업과 광업을 추진시키면서 조선의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
기지화정책이 진행되었던 시기이다.

(2) 대 한 민 국 임 시 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성립하게 된 사상적 배경은 일제하 한민족이 전개한 최대 규
모의 항일 투쟁이었던 3·1운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운동은 일제 치하에서 살던
2천만 한민족은 물론, 중국ㆍ러시아ㆍ미주ㆍ하와이ㆍ일본 등지에서 나라를 잃고 생존
해 온 2백만 교포들도 함께 참여한 거족적인 민족운동이었다. 3·1운동의 발발 이후
독립을 향한 우리민족의 의지와 열망에 따라 독립운동을 위한 자주적 정부수립에 착수
하게 되었고,4) 그 결과 1919년 4월 11일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이
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5년 11월 광복된 조국에 환국할 때까지 27년 동안 한민
족의 정신적 대표기관으로서 그 지위를 유지해왔다. 임시정부는 환국할 때가지 전후 5
차에 걸쳐 임시헌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1941년의 건국강령을 포함하면 도합 7개
4) 당시 임시정부는 국내외에 여러 가지 존재했다. 대한국민회,조선민국임시정부,상해임시정부,신한민국
정부,한성정부 등이 그것이다.이 임시정부들의 통합과정을 거쳐 상해 임시정부가 성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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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임시헌법을 만들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 형태도 집정관 총재제, 대통령제, 국무령
제, 국무위원제, 주석제, 주석ㆍ부주석제로 변경되었다(김영수, 69-70). 그러나 엄밀
히 말하면 상해 임시정부는 임시헌법이 주권자로 상정한 한반도의 주민들이 주권적인
선거에 의해 수립된 정부가 아니라 상해 거주 독립 운동가들이 임의로 조직한 정치적
결사체일 뿐이다.
또한 임시정부는 임시헌법에 의해 영토로 천명된 한반도에서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
적으로 행사하는 능력을 가진 정부가 아니라 단지 문서로 선언된 명목상의 임시정부였
다. 그러므로 상해 임시정부 수립은 국가구성에 반드시 필요한 국민, 영토, 정부, 주
권적 지배를 모두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이라고 보기 어렵다5)(양동
안, 33). 임시정부는 일제의 억압에 맞서 독립과 건국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해 온 단
체였으며, 그 권위에 기초해서 장차 단계적으로 수행될 건국과정을 주체적으로 수행할
것을 자임하는 단체였을 뿐이지 건국을 이룬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임시정부의 기본
입장은 임시정부 주요 인사들이 환국 이후에 가장 시급한 과제로 건국준비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여러 형태의 정치활동을 시작했던 점6)에서도 잘 확인된다(이영훈, 52).

(3) 미 군 정 기
해방 직후의 미 군정기는 3년(1945-1948. 단기 4287-4281)이라는 짧은 기간이었
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수립 이후 진행된 우리나라의 정치와 행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
쳤다. 미군은 연합국의 일원인 소련과 이해관계를 같이하여 38선을 지정함으로써 지
금까지도 한국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게 한 결과를 초래했는가 하면, 냉전 시대
에 소련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한국을 강대국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
는 명목으로 한국에 대한 실질적인 통치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을 일본
에 소속된 점령지의 일부로 보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치밀한 준비나 사전 정보 없

5) 그러나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들의 주장에서 찾을 수 있는 논리적 오류에 대한 설명은 양동안, “대한민국은 언제 건국되었나?”,
『대한민국은 왜 건국을 기념하지 않는가』, 이주영 엮음, 뉴데일리 이승만연구소 총서3, pp. 31-36를
참조 바람.
6) 김구 주석은 1946년 12월 독립전선에 초석이 될 건국실천원(建國實踐員)을 양성하고 지도하는 ‘건국
실천원양성소’를 설치하기 위한 준비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1946. 12. 8) 또 국무위원 이시영은
1946년 5월 8일 3·1건국동지회의 발기를 주도하였다. 이는 당파를 초월하여 전 민족적 3·1운동의 정
신을 계속해 자주독립을 완성하자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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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반도에 진입하였고, 이에 따라 통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
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미군은 자신들의 실질적인 목적 달성에 여념이 없었으며,
책임자들의 행정적 경험과 능력 부족, 언어 소통의 장애 등으로 인해 적국인 일본인의
도움과 미국에 호의적인 소수의 사람들만을 국정 운영에 참여시켰다.

(4) 대 한 민 국 건 국 과 정
우리 민족의 실질적인 국가건립 과정은 8·15 해방 이 후 비로서 시작되었다. 그
이전에 임시정부가 존재하기는 했지만, 해방된 한반도 내에서 정부로서의 지위를 확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국가건립을 주도한 것은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이
었다. 그들은 처음에 통일국가를 건립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으나, 미·소의 대한
반도 정책과 민족 내부의 분열로 인해 성공되지 않았다. 미국은 소련과 합의 하에 한
반도 통일임시정부를 수립하는 일에 주력하면서도 남한사회를 현상유지 적으로 관리하
고 있었고, 소련은 북한을 사회주의적으로 변혁시켜 나갔다. 이승만 세력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국가건립 노선을 관철하기 위해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전개했으며, 이후 소
련과 합의 하에 한반도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성공 불가능한 정책’을 고수하고 있
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1946년 2월 북한지역에서 소
련군의 지휘 하에 단독 공산정권이 수립되자, 이승만세력은 남한만이라도 조속히 선거
를 통해 민주적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양동안, 21-23).
이러한 이승만 세력의 정부수립 노력은 유엔총회가 남·북 전역에 유엔 감시 하에
서 자유 총선거를 실시하고 그에 근거해 한반도 통일정부를 수립하라고 결의함으로서
결실을 맺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 지역이 소련의 반대로 유엔 감시 하의 총선거 실시
가 어려워지자 유엔은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하고 독립정부를 구성할 것을 결의했
다. 그 결과 1948년 5월 10일 남한 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때
투표가 성립되지 못한 곳은 좌익세력 주도의 무장폭동으로 투표가 불가능했던 제주도
의 2개 선거구뿐이었으며, 그 밖의 남한 전체의 198개 선거구에서는 성공적으로 투표
가 이루어졌다(양동안, 24). 당시 남한 거주 성인의 96.4% 혹은 79.7%가 유권자로
등록했으며, 등록유권자의 95.5%, 혹은 92.5%가 투표에 참여하는 높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73).
5·10선거를 통해 구성된 국회는 새로운 국가 건설에 필요한 헌법을 제정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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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새로운 국가의 국호로 대한민국(ROK: Republic of Korea)을 채택했고,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선출되었다. 이승만은 헌법에 따라 정부를 구성했고, 결국 이 정
부가 대한민국이 채택한 민주공화정의 주권자인 국민의 주권적 선거를 토대로 형성되
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선포되
었으며, 그날 밤 12시를 기해 그동안 임시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미군정으로부터 주
권적 통치권을 인수함으로서 국가를 구성하는 필수적 4대 요소, 즉 영토, 국민, 정부,
주권을 모두 갖춘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로서 대한민국 건국일이 언제인
가 하는 것은 더 이상의 이론이 생길 수 없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3. 각국의 건국절7)
1) 미국 [美國, United States of America], 건국일 ; 1776년 7월 4일
북아메리카 대륙의 캐나다와 멕시코 사이에 있는 나라이다. 1607년 영국이 제임스
강(江) 연안에 식민지를 조성한 이후 영국의 식민 상태였다가 1775년 미국독립혁명
후 1776년 독립을 선언하고 1783년 파리조약에서 독립이 승인되었다.

2) 영국 [英國, United Kingdom], 건국 일; 11세 기
유럽 대륙 서북쪽에 있는 섬나라로, 그레이트브리튼섬(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
스)과 아일랜드섬 북쪽의 북(北)아일랜드로 이루어진다. 1922년 아일랜드 자유국이 성
립될 때 북아일랜드가 영국의 일부로 남음으로써 현재의 연합왕국이 되었다.

3) 일본 [日本, Japan ], 건국 일; 660 B.C.
아시아 대륙 동쪽에 홋카이도[北海道], 혼슈[本州] , 시코쿠[四國], 규슈[九州] 4개
큰 섬을 중심으로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이어지는 일본열도를 차지한 섬나라이다. 4
세기 초 통일국가가 세워졌고, 1615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전국을 통일하였다.
7) 네이버 백과사전, http://dev.naver.com/openapi/apis/data/encyc (검색일, 2011. 10. 17)

19

한국보훈논총_제10권 제4호 (통권 21집)

4) 중국 [中 國, China], 건국 일; 1949년 10월 1일
아시아 동부에 있는 나라로, BC 221년 진(秦)나라의 시황제(始皇帝)가 처음으로 통
일을 이루었다. 중국 최후의 통일왕조인 청(淸)나라에 이어 국민당의 국민정부가 세워
졌고, 1949년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다.

5) 이탈리아 [Italy], 건국일; 1861년 3월 17일

유럽 중남부에 있는 나라로, 5세기 서로마제국의 멸망 이후 국토가 분열되었다가
1861년 3월 17일 당시 오스트리아 영토였던 북동부와 교황이 지배하던 로마를 제외
하고 통일되어 이탈리아 왕국이 수립되었고 1870년 완전한 통일을 이루었다.

6) 인도 [印 度, India], 건 국일; 1947년 08월 15일
남부 아시아에 있는 나라로, 1857년 무굴제국이 멸망한 후 영국의 직할 식민지로 편
입되었다. 1947년 8월 15일 영국의 지배를 벗어나 힌두권인 인도와 이슬람권인 파키스
탄이 각각 영국연방의 자치령으로 독립하였고, 1950년 자치령의 지위에서 벗어났다.

7) 러시 아 [Russia], 건국 일; 1991년 08월 24일
극동에서 동부 유럽에 걸쳐 있는 나라이다. 12세기 모스크바공국에 기원을 두며
1917년 러시아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대제국을 이루다 1924년 러시아 소비에트 사회
주의 연방공화국으로 거듭났다. 1990년 고르바초프의 냉전종식 정책으로 각 공화국들
에 민족주의 분규가 일어나면서 1991년 12월 31일 소련이 해체, 독립국가가 되었다.

8) 독일 [Germany], 건국 일 1949년 5월 23일 (90.10.3 동서독 통 일)
유럽 중부에 있는 나라로, 여러 개의 독립국이 1871년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을 거
쳐 독일제국으로 성립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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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주공화국(동독)으로 나뉘었다가 1990년 통일되었다.

9) 오스 트레일 리아 [Australia], 건국 일; 1901-01-01
영국연방(英國聯邦)에 속하는 나라로, 오스트레일리아 대륙과 태즈메이니아섬 등을
국토로 한다. 1788년 1월 26일 영국이 최초로 유럽인 정착지를 세운 후 영국의 식민
상태였다가 1901년 1월 1일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을 발족하였다.

Ⅲ. 건국절의 제정의 의의와 국민통합
1. 국가정체성과 국민통합
국가정체성은 국민의 국가에 대하여 갖는 심리적 유대감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충성
심, 애국심과 같은 신념체계를 의미하기도 하고, 국가의 정치, 경제 등의 지배적 사회
제도에 대하여 국가 구성원들이 지니는 믿음과 일체감을 의미하기도 한다. 때로 국가
정체성은 문화와 생활방식 등 국가적 공동체가 지니는 삶의 양식이나 가치에 대한 구
성원들의 공감대 형성과 관련되기도 한다. 또한 국가정체성은 사회통합 혹은 국민통합
에 있어 가장 기초적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국가적 전략 및 정책이 나무의 ‘가지’
라면, 국가정체성은 ‘뿌리’에 해당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정체성은 국민의식의 단합과 결속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하며, 이는 한
국가나 사회의 발전 정도를 측량·예측하는 사회적 자본의 하나라는 점에서 매우 중
요한 의미를 지닌다. 흔히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국가의 제도와 정책
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그것을 바탕으로 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꼽는다. 따라서 국
가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국민이 국가의 제도와 정책에 대해
그리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가 주도하는 방향의 일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국론은 분열되고 국가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허약한
체제가 되어 외부의 충격이 없이도 스스로 와해되어 버리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경
우가 구소련의 붕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소비에트 연방의 시민들은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대한 기대감과 신뢰도가 혁명 직후에 비해 현저히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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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며, 서구로부터 유입된 합리주의, 실용주의, 자유주의 사상의 확대로 인해 국가
정체성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그러므로 국가정체성과 국민화합 및 국가발전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
다. 이렇게 볼 때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
부’의 10년을 거치면서 시대착오적이며 소모적인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첨예화되었
고,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도 좌파와 우파로 나뉜 남·남 갈등은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긋고 있다. 이로 인한 국론분열은 더욱 가속화되었고, 국가정체성의 근간
이 흔들리고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상이
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국민통합’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실질적 행보에 있어서는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으로 소신껏 행동하지 못하며, 지역주의
와 이기적 패거리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순에 처해 있다. 이러한 우리사회의 문
제점들은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며, 국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사
라지게 한다. 이것은 결국 국가정체성의 약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이기주의와 기
회주의의 확산, 국론분열, 사회계층간의 갈등심화와 연결선상에 있게 된다. 이렇게 되
면 국민통합과 대동단결을 기반으로 한 국가발전은 점점 더 요원해질 수밖에 없게 되
는 것이다. 유태인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한 국가와 민족의 유지 및 발전은 영토
와 같은 물리적 요인보다 정체성이라는 정신적 요인이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잊지 말
아야 할 것이다.

2. 건국절 제정의 필요성
1) 건국 절의 상징 성과 국가정 체성 확립
건국절이 지니는 상징성과 국가 정체성의 확립에 관한 문제에서 대한민국 건국절
제정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거 한국의 역사는 시대마
다 건국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있으며, 세계 각 나라들도 건국일을 중요한 국가적 경
축일로 기념하고 있다. 그것은 건국일이 지니는 상징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며, 선진국
은 물론이고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와 같은 저개발국가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유
독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건국기념일을 제정하지 못하고 이 문제로 인한 갈등과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UN 사무총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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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에 한국인이 있고, G20을 의장국으로서 주도할 정도로 높아진 것에 비한다면 쉽
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가정체성의 근간은 건국이념이며 이를 기념하는 것이 건국일이다. 그러므로 국가
정체성 확립에 있어 건국기념절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념일이 지니는
상징성은 집단성원의 신념을 강화시키고, 공동체적 결속과 국민의식 통합을 강화하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각 국가들은 자국의 건국일을 중요
한 경축일로 제정해 기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국절의 제정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국가정체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지금처럼 국가관과 역사관의 혼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정체성 강
화에 관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현재 우리 사회는 좌편향 된 전교조 교육의 영향
으로 국민의 안보의식, 애국심 및 공동체의식이 현저히 약화되었고, 역사관 왜곡은 이
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 단적인 예로 청소년의 약 10%만이 국가가 위기에 처
했을 때 적과 싸우겠다는 응답을 한 것과 군 복무를 기피하는 사회현상이 일반적인
것이 되어 버렸다는 점을 들 수 있다.8) 또한 중·고생의 절반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6·25를 북침으로, 또 북한은 우리민족이고 미국이 우리의 진짜 적이라고 알고 있은
상황9)은 지난 10여 년간의 좌편향적 역사교육10)이 끼친 해악의 정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미래 한국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잘못된 역사관과 국가 정체성
을 바로잡는 일은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건국절 제정을 통해 전 국민이 함께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이 헌법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에 있음을 상기하고 확고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그동안 좌편향적 역사교육으로 왜곡된 청소년들의 역사의식을 바로 잡는 데 최
선을 다해야 한다. 왜냐하면 바로 이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미래 세대이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만일 현재 시점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국가관과 역사관을 바르게 확립시
키지 못한 다면, 이들이 기성세대가 되어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갈 때, 그동안 우리
8) 최근 병역을 면탈해 적발된 연예인, 운동선수 등을 찾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정도로 병역기피 현상
은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다. 이들은 대부분 병역면제의 비법(?)을 선배들로부터 전수받는다고 한다.
군대에 안 간 사람을 ‘신(神)의 아들’, 간 사람을 ‘어둠의 자식’이라고 부를 정도이다. 원정출산이나 장
기유학을 통해 자기자식만 군대에 보내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특히 지도층 인사들의 집안에
병역면제자가 많은 점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dvance2012&logNo=110095422002, “군복무도 경쟁
력, 사회가 우대해야”, 동아일보(2010. 10. 12))
9) 김성한, [시론] “안보의식 없는 전략과 무기는 공중누각이다”, 조선일보, (2011. 3. 24)
10) "現 한국사 교과서 안보의식에 악영향", 조선일보(2011.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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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구해 왔던, 그리고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태인의 경우에서 보듯이, 민족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는 영토
와 같은 물리적 요인보다 정체성이라는 정신적 요인이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잊지 말
아야 한다.

2) 건국 절 제정과 대한 민국의 정 통성
국가정체성의 근간은 건국이념이며 이를 기념하는 것이 건국일이라 할 수 있다. 그
러므로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통성 수호와 깊은
관련이 있다. 우리 역사 상 처음으로 헌법을 제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실현시켰
으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해 현재의 번영의 기틀을 마련한 대한민국의 건국
은 우리 한민족의 역사 상 분명 최대의 혁명이었다(이인호, 121-124). 그것은 한반도
에 그 이전에 존재했던 왕조 국가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정치체제와 제도를
기반으로 한 국가가 성립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고, 또 우리 한국인이 처음으로 근대
적 개념의 권리를 지닌 국민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바로 이러한 한
국인의 존재론적 변화가 해방 후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음
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많은 점에서
미숙한 부분도 있었지만, 국민 개인이 능력껏 자기 역량을 자유롭게 펴 나갈 수 있도
록 허용한다는 원칙은 건국 당시부터 보장하는데 성공했다. 그것은 우리역사상 한 번
도 경험해보지 못한 최초의 가치였다. 비록 당시 대한민국의 상황이 삶의 조건을 평등
하게 보장하는 데는 미흡했지만, 적어도 소극적인 면에서의 자유는 보장했던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대한민국의 건국은 획기적인 혁명이었다(이인호, 131). 그러므로
대한민국 건국은 자랑스럽게 기념해야 가치가 충분이 있으며, 국가정체성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 건국과정에서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세력이 곳곳에 존
재한다. 최근 역사교사서 집필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라는 용어와
관련된 일련의 논란도 그 중의 하나이다.11) 대한민국 건국이념이 자유민주주의에 있
11) 오는 2013년부터 적용될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놓고 논란의 열기가 식을 줄 모른다. 지난
2011년 7월 15일 교과부에 국사편찬위원회 산하 '역사교육과정개발정책연구위원회'가 제출한 새 역사
교육과정 최종 시안에 사용된 표현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한 ‘민주주의’였다. 그러나 이러
한 표현은 좌파 성향의 사학자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서 북한의 ‘인민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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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심각한 국가정체성 훼손이 아닐 수 없다. 또 유엔이 대한민
국을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 부분은 우리나라의 정통성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 좌파사학자들이 유엔이 대한민
국 정부를 승인하면서 ‘유엔 선거감시단의 감독 하에 실시된 선거 가능지역에서’라
고 표현했고, 이에 따라 선거가 치러지지 않은 북한 지역은 제외해야 하므로 ‘한반도
의 유일한’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당시 북한
도 유엔 감독 하의 선거가 가능한 지역이었지만, 김일성의 반대로 인해 선거가 무산되
었을 뿐이며, 또 북한에 이미 공산정권이 수립되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
제사회가 대한민국만을 합법정부로 승인한 것이기 때문이다.12)
미래 한국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에게 잘못된 역사관과 왜곡된 국가 정체성이 전
해진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만일 현재 시점에서 우리 청소
년들의 국가관과 역사관을 바르게 확립시키지 못한다면, 이들이 기성세대가 되어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갈 때, 그동안 우리가 추구해 왔던, 그리고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 대
한민국이 심각한 국가 정체성의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있음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만 한
다. ‘대한민국 건국절 제정’은 이러한 국가정체성의 위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책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한편 북한의 경우를 보더라도 북한은 ‘9.9절’13)이라고 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
주의’와 혼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사학계는 지난 8월 역사교과서 교육과정
을 다시 고시하면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으로 변경했는데, 이번에는 좌파 사학
자들이 이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하면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표현을 강력히 저지 했다. 결국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헌법 제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
서’와 병용(倂用)해 표기하기로 한 발 물러서 타협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논
란의 해결은 아직까지 요원하기만 하다.("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확정 발표 연기해달라", 한국일보,
2011. 10. 30)
12) 유영옥, [시론]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자는 건가”, 세계일보, (2011. 11. 1)
13) 9월 9일은 북한정권 창립일이다. 이 날은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소련군의 후원하
에 민족진영 인사들을 숙청한 후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란 이름으로 정권을 수
립한 날로서 북한의 대표적 기념명절이다. 1947년 가을 유엔에서 결의된 ‘유엔감시하의 남북한 총선
거안’을 북한이 거부한 이후 북한정권 창립은 본격적으로 착수되었다. 1948년 8월 25일 북한지역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의원과 남로당을 통해 비밀리에 선출된 대표들이 모여 제 1기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선출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북한헌법을 통과시키고 김일성을 내각수반으로,
남로당의 박헌영을 부수상 겸 외무상으로 선출하였다. 당시 수립된 북한정권은 사실상 소련의 지도하
에 수립된 김일성정권이다. 북한은 한국전을 도발하였지만, 유엔과 한국군의 반격으로 만주에 망명정
부 수립을 검토할 정도로 정권이 위태로웠던 적도 있었다. 중국군의 참전으로 가까스로 정권의 몰락
을 막은 김일성은 이후 남로당파, 연안파(중국파), 소련파들을 숙청하면서 자신의 1인 독재체제를 강화
하였다.(이수석, 월간북한 9월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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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 창건일을 1948년 9월 9일로 정해 대대적인 경축행사를 벌린다(이수석,
13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람들은 흔히 자국을 ‘조선’(朝鮮)이나 ‘공화국’
(共和國)이라고 부르며, 공식적인 영어 명칭은 ‘DPRK’(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이다. 조선로동당에 의해 지배되는 일당독재 체제이지만, 김일성
의 아들 김정일이 후계자가 되었다는 점 때문에 봉건 세습 독재 체제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이념은 주체사상과 선군정치14)이다. 주체사상은 1972년의 헌법 개정에서 최초
등장 하였고 1992년 4월 헌법 개정 때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삭제하고 그 자리를 대
신하면서 명실 공히 북한의 국가이념이 되었다. ‘노동당 창건일(勞動黨;創建日)’ 또
는 ‘조선로동당’ 창건일은 1945년 10월 10일에 조선로동당이 모체로 삼고 있는 조
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 평양에서 창설된 것을 기념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조선로동당 창당일로 삼아 기리는 날이다. 줄여서 '당 창건일'이라고도 부르는데, 휴일
이며 예술 공연과 전시 등의 행사가 열린다.15)
이와 같이 북한은 자신들의 건국기념일과 당 창건일을 매우 중요한 경축일로 정해
여러 가지 행사들을 벌리면서 대대적으로 기념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국가정체성을
굳건히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과 비교할 때, 적법한 선거라는 절차를 거쳐 탄
생한 국가이며, 국제사회의 인정이라는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
지도 건국일조차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과오는 우리 자신에게
부여된 정통성을 우리 스스로가 훼손시키고 있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3) 국민 통합과 국 가발전
2011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8월 15일은 1945년 일제치하에서의 해
방된 날일뿐만 아니라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이 공포된 날로서 지금까지 무심코 기념
한 ‘광복절’에 이제 ‘건국절’의 의미도 재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칙대로라면
66주년 광복절과 더불어 63주년 건국절로 기념하는 것이 타당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위와 같은 광복절 경축사의 내용을 놓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마다 한국은 8월 15일만 되면 광복절이냐, 건국절이냐를 놓고 갈등과 분열이 반
복되는 양상이 지속되어 왔다. 건국기념일 제정으로 드러나는 우리사회는 국론분열은
14) 선군정치(先軍政治)는·군이 앞장서는 정치라는 의미이다.
15)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 (검색일; 2011. 10. 25., 검색어; 조선로동당 창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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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위험수위에 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OECD가 발표한 국가별 갈등지
수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지불하는 비용은 연간
300조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16) 이러한 국론분열과 갈등으로 인한 우리사회의 불
안정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우리사회 혼란의 근원을 보면, 일제의 식민지 통치시대와 해방을 맞이하면서 극대화
된 좌·우파의 대결과 만나게 된다. 그 시절의 좌·우파의 갈등이 오늘날 까지 진
보·보수의 대립으로 우리 앞에 있다. 우리사회의 갈등은 그 뿐만이 아니다. 경제성장
동력의 약화, 빈부격차의 심화, 출산율 저하, 고령화 사회의 도래, 획일화된 교육으로
인한 글로벌 시대의 인재양성 실패, 결혼이민자와 노동이민자의 증가로 인한 다문화사
회로의 변화 등 날로 다양해지는 사회문제로 인해 우리는 더욱 불안정한 상태에 노출
되어 있다. 게다가 북한을 비롯한 중국과 일본, 러시아, 미국과의 국제정세는 늘 긴장
의 연속이다. 특히 핵, 미사일 등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과의 대치상황은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부담과 역사왜곡을 멈추지 않는 일본과 더불어 우리가 더욱 단
결하고 화합해야 할 절대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
이념 갈등으로 서로 흠집 내기에 바빠 대한민국의 건국을 기념하는 경축일조차 제
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자국의 역사에 대한 자긍심과 국민의식의 구심점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국가발전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는 그 어
느 때 보다 대한민국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문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
가정체성 확립과 그것을 통한 국민통합이 절체절명의 국가적 사명임을 다시 한 번 깨
닫고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건국일’임을 천명하는 ‘건국절’ 제정을 국

가정책으로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16)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474087, “한국행정연구원, 갈등조정 및 협상 전문교
육훈련을 개설” (검색일, 2011. 10. 28., 검색어, OECD가 발표한 국가별 갈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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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책과정으로서의 건국절 제정의 상징작용 분석
1. 문제정의과정에서의 상징의 작용
1) 문제 정의 개념
사회 속에는 언제나 수많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어떤 것은 국가와 사회
전체의 공동문제로 취급되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그 해결을 강구하게 된다. 여기서
과연 어떠한 문제가 공식적 논의와 쟁점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또 그렇지 못한 문제
는 왜 사회 전체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 문제정의의 본질이다
(Jones C. O., 2-13) 우리가 접하고 있는 공공정책들은 이러한 문제정의 과정을 거
쳐 이슈화 되고 해당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정책이 제시된 것들이다.
그동안 문제정의에 있어 객관적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관점은 “문제를 모형에 맞추려하지 말고, 모형을 문
제에 맞추어라”(Walker W. E., 7)는 표현에 잘 나타나 있다. 즉 정책문제란 객관적
현실로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책문제에 대한 정의는 그 주어진 문제를 정확히 이
해하고 특성을 밝히는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한 조건이나 상황이 문제로 간주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결정
함에 있어 객관적 차원의 이해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사람들의 주관적 인지방
식17)이 더 큰 영향을18)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Anderson J. E., 77). 이렇게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을 다루는데 있어 정책결정자의 주관적 사고가 반영되어 개념
또는 모형을 먼저 발전시키고 그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Arkoff R. L., 13) 활발하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에 대한 정책이 정책 입안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문제
17) 이러한 문제정의의 주관성은 토마스의 ‘상황정의’라는 개념으로 잘 설명된다. 상황정의란 “만일 인간이 어
떤 상황을 진실하다고 정의한다면 그 상황은 결과에 있어서도 진실하다”는 것이다.(W.I. Thomas, 41-50)
18) 예를 들어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접하는 각종 범죄, 황경오염, 빈곤, 실업과 같은 문제가 항상 정책문
제로 대두되지는 않는다. 이것은 같은 문제라도 정책결정 과정에 관계된 사람들의 시각이 다를 수 있
기 때문이다. 즉 어떤 사람은 빈곤의 문제를 국가가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구조적 모
순으로 보는 한편, 또 다른 사람은 인류 역사 상 어느 사회에서나 볼 수 있었던 지극히 보편적인 현상
으로 간주할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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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객관적 현실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 현상을 바라보는 준거의 틀이 다르
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정책분석가와 정책결정자에 의해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거나 발전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노화준, 63-64).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정의에 있어서 얼마나 정확하게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또
얼마나 적절하게 문제제기를 하는가라는 점은 변함없이 중요하다(Dunn, W. N.,
161-163). 정책문제의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파악하는 것은 정책의 바람직한 결
정에 있어 필수적이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일상
적으로 우리가 쉽게 접하는 3종 오류(Raiffa H., 264)19), 즉 가설이 옳은데도 그것을
기각하는 것, 가설이 거짓인데 수용하는 것, 잘못 정의된 문제를 푸는 것20)과 같은
오류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합리적 분석 자료에 근거해 문제가 정책문제로 정의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와 달리 현실적으로 복잡한 변수가 얽혀 있어 합리적 분석보다는 비분석적
요소들이 문제정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존재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비분석
적 문제정의가 이루어지는 예를 보면, 첫째, 어떤 문제나 쟁점을 극적으로 부각시키는
사건, 위기 또는 재난 등21)이 문제를 정책의제화 시키는 점화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Cobb R. W. & Elder C., 82-85) 둘째, 문제가 너무 일상적이
어서 분석이 불필요한 경우, 혹은 문제를 분석함에 있어 시간, 경비, 능력 등이 과하
게 요구되어 분석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가 있다.(유영옥, 2007, 299) 셋째, 문제정의
에 있어 정책문제를 주도하는 집단과 참여자의 성격과 영향력이 클 경우도 비분석 문
제정의가 이루어진다(Cobb R. W. & Elder C., 88-89). 즉 정책의제 채택에 있어
정책결정자와 정책적 해결을 요구하는 참여자 혹은 이익집단의 입장과 미치는 영향력
의 강도에 따라 문제정의 및 정책의제화의 내용과 속도가 달라지는데, 이는 합리적 분
석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넷째, 정치체제의 구조와 운영양식, 능력, 정치적
분위기와 이념 등과 같은 정치체제의 특성과 해당 문제의 정치적 민감성을 문제정의의
비분석 요소로 들 수 있다(Kingdon J. W., 153-157)

19) 라이파는 의사결정 이론가이다.
20) 이 오류는 주로 행정실무자들에게 많이 나타난다.
21) 이러한 극적인 요소들을 ‘촉매적 변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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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정의에 있 어 상 징전략
어떤 문제의 상징적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이 해당 문제가 정책문제로 상정되는 데
있어 큰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는 문제 발생상황과 상징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징의 효력은 해당 상징이 상황
에 적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그 상징을 인식하고 있는 하위문화에 적절하게 사용되
어야 한다는 특성이 있다.

문제정의과정에서 정책관련자는 여러 가지 상징적 수단을

사용해 어떤 쟁점을 무의미화 시키기도 하고, 쟁점으로 부각시키기도 할 수 있다. 이
와 같은 것을 상징전략에 있어서의 갈등억제전략과 쟁점확산 전략이라고 한다.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켜 쟁점을 확산시키는 상징전략으로서 첫째, 점진적 전략22)
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쟁점 제기자가 주변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임시적으
로 문제를 제기한 다음에 이에 대한 여론이나 반응을 살펴본 후 만일 긍정적이면 공
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것을 말한다. 둘
째, 산발적 전략이 있다. 이는 어떤 문제를 정책의제화 하기 위해 각계각층에서 동시
에 주장을 펴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어떤 정책이나 제도에 있어 광범위한 지지가 필
요할 때 이용되는 방법이다. 셋째, 폭발적 전략23)이 있다. 이것은 어떤 쟁점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쟁점 제기자가 특별선언이나 폭로와 같은 충격적 방법을 사용
하는 전략이다. 넷째, 자극적 전략으로서 한 집단이 다른 집단으로 하여금 어떤 조치
를 취하도록 자극하기 위해 계획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24) 다섯째, 참여능
력 과시의 전략이 있다. 이는 어떤 쟁점에 있어 그것에 대한 지지자의 수를 강조하는
것과 같은 방법을 말한다. 여섯째, 확언적 상징전략으로서, ‘단결’, ‘투쟁’, ‘쟁
취’와 같은 구호가 그 대표적이다. 이러한 확언적 상징 언어를 통해 집단구성원들에
게 활기를 불어넣어주거나 지지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든다(유영옥,
2007, 302-305).
이와는 반대로 각종 상징을 동원하여 쟁점을 의제화 되지 못하도록 하는 갈등억제
22) 이것은 사회적으로 아주 민감한 문제를 대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언어를 사용함
으로서 효과를 크게 거둘 수 있는데, 여기에는 매스미디어의 ‘의제설정 기능이론(a theory of agenda
setting function), 즉 어떤 특정 이슈를 선정해 강조함으로써 그것들이 대중들에 대해 중요 이슈로 지
각되게 만드는 능력이 많이 활용된다. 2011년 10월에 있었던 국가보훈처의 군인 사망보상금 5000원
에 대한 이슈 확대가 그 대표적 예이다.
23) 대표적인 예가 대통령 특별 담화 발표와 같은 것이다.
24) 자극적 전략은 주로 폭발적 상징전략이 실패했을 때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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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징전략이 있다.(채경석, 22-25) 여기에는 첫째, 집단공격의 전략25)이 있다. 이
는 집단 지향적이면서 직접적인 전략으로서 반대집단의 대의를 부정적 상징과 결부시
킴으로써 그 대의를 비난하는 방식을 말한다. 둘째, 집단붕괴의 전략을 들 수 있다.
집단 지향적이면서 간접적인 전략인 이것은 상대 집단의 지지기반을 깎아냄으로서 간
접적으로 쟁점 확산을 막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전략에는 고도의 섬세하고 치밀한 정
치적 상징이 사용된다. 셋째, 쟁점무력화전략이다. 이는 어떤 쟁점을 제시한 당사자들
의 의견은 인정하지만, 그 문제의 절박성과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전략이다. 넷째, 쟁점희석화 전략으로서

쟁점 해결을 위한 노력을 회피하면

서 자연스럽게 쟁점이 희석되어 사라지도록 만드는 방법이다.
이러한 문제정의의 상징전략에 있어는 몇 가지 중요한 고려사항이 존재한다(정우
일·유영옥, 1991, 286-288) 상징을 뒷받침해주는 역사적 배경의 유형이 그 상징의
효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역사적 전례를 가진 상징은 문제
정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징의
효율성과 신뢰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상징이 효율적으로 사용
될 때, 그 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그러나 너무 널리 사용되
다보면 사용상의 많은 착오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보다 너무 활용범위가
확대되다보면 잘못 사용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렇게 될 경우 신뢰성이 감소되어진
다. 예를 들어 상징이 실현될 수 없는 예측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되거나, 지지자가
신뢰성을 잃어버린 상징을 계속 사용하거나 해서 사람들이 잘못 사용된 상징을 인식하
게 될 때, 그 타격은 더욱 커진다. 또한 상징을 남용하게 되면 그 효용성이 감소되기
쉽다. 그러나 상징의 강화가 이루어지면 문제의 중요성이 보다 쉽게 부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서 상징의 강화란 상징을 사용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와 관련이 있다.
대체로 대중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에 의해 상징이 사용될 때 그 상징의 영향은
한층 더 커진다.

3) 건국 절 제정의 문제 정의 과정 에서의 상징 성 활용
대한민국 건국절 제정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해관계 집단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25) 이러한 전략은 권위주의적 정치체제하의 정부가 자신들을 비판하는 세력을 호도하고 탄압하는 수단
으로 자주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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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합리적 분석보다는 비분석적 요소들이 문제정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위에서 비분석적 문제정의가 이루어지는 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책문
제를 주도하는 집단과 참여자의 성격과 영향력이 매우 큰 경우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건국절 제정을 정책의제로 채택함에 있어 이 문제와 관련된 국회의원을 비
롯한 정책결정자와 건국절 제정을 요구하는 지지자 및 반대자들의 영향력에 따라 문제
정의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정책의제화의 내용과 속도도 달라지
게 된다. 또 건국절 제정이 지니는 이념적 특성과 정치적 민감성 및 현재 대한민국 정
치적 분위기의 특성으로 인해 합리적 해석이 어려운 문제라는 점에서 비분석적 문제정
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건국절 제정의 문제는 상징성을 활용한 문제정의가 효과적인 방
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건국절 제정에 대한 문제를 임시적으로 제기한
후 여론의 반응을 살펴가면서 정책과정을 이끌어가는 ‘점진적 전략’을 들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 건국절 제정은 우리 사회 전체의 광범위한 지지가 필요한 국경일의 제
정이다. 그러므로 건국절 제정을 긍정하는 각계각층의 지지를 유도하고, 또 동시에 건
국절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산발적 전략’이 필요하다. 뿐만 아
니라 한국 사회에서 대한민국 건국절 제정을 원하는 국민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확인
해 그 지지자의 수를 강조하는 ‘참여능력 과시의 전략’도 매우 유용할 것이다. 또
한 건국절 제정을 통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의 확립’과 같은 ‘확언적 상징 언어를
통해 국민들에게 국가의 의미 되새기고, 지지자들이 더욱 단결하고 적극적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하는 상징성은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역사적 배경의
유형이 그 상징의 효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건국과 같이
역사적 전례를 가진 상징은 그와 같은 역사적 배경에 대한 권위 있는 학술연구와 그
것을 기반으로 한 역사적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중으로부터 인지도가 높은 사람, 존경받는 인물에 의해 건국의 상징성이 부각
될 경우 그 상징의 영향이 한층 강화된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단 건국이라고
하는 상징성이 지닌 중요성을 너무 강조하면서 지나치게 자주 사용할 경우 그 효용성
이 감소되기 쉽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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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해결과정에서의 상징의 작용
1) 문제 해결의 본 질에 대한 이해
정책과정에서 문제해결이란 정책의 내용 즉 정책의 수단을 실현시키는 과정을 말한
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문제해결이라는 것 자체가 정책목표의 달성이라는 것
과 동일시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즉 문제해결의 과정으로서 정책수단을 실현하더라도
정책목표가 반드시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은 정
책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문
제해결은 추상적인 정책내용을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문제해결과정을 통해 국
민들에게 해당 문제의 중요성과 의미를 인식시키고, 그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전해진다는 점에서 중요하다(정우일·유영옥, 1991, 289).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잘 정의되어 있는 경우는 문제의 목표점과 최종상태가 명
백하므로 객관적 해결전략이 이용된다. 반면 문제 자체가 모호하고 잘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표점과 상태가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 주관적 해결전략이 주로 이용
된다. 개관적 해결전략으로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공사비용, 노선, 길이 폭, 소요인력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는 건설정책과 같은 것을 들 수 있고, 주관적 해결 전략은 객관
적 선택 기준이 모호한 예술과 같은 문화진흥정책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객관
적 문제해결은 실질적인 문제해결과, 또 주관적 문제해결은 상징적 문제해결과 관련이
있다(유영옥, 2007, 310-311).

2) 문제 해결에 있 어 상 징전략
상징적 문제해결이란 실제로 정책은 실지하지 않고 정책표명 자체로 상징적 효과만
을 노리거나 정책을 실시하되 그 과정에서 상징적 수단을 이용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특히 전자의 경우를 좁은 의미에서의 상징적 정책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
를 집행에 옮겨 정책목표를 당성하기 보다는 특정한 정책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
체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이러한 상징적 문제해결은 실질적인 문제해결 과
정에서는 볼 수 없는 인간의 정서적 반응과 심리적 변화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결과보다는 과정이 지니는 중요성이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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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떤 정책 대안이나 문제해결 방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찬성을
유도하거나 반대를 제거하고 비판을 무마시키는 상징전략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이를
통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상징전략으로서의 찬성유도 전략은
첫째로 정책집행에 있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책결정자들의 상징성으로
인해 그들의 어떤 정책에 대한 지지는 국민들의 찬성과 이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중요한 찬성유도 상징전략이다. 둘째, 일반 국민과 언론의 지지와 협조 또한 어떤 문
제해결의 방법으로 제시된 정책에 대한 찬성을 유도하는 중요한 전략 중 하나이다. 셋
째, 정책대상 집단의 정책에 대한 순응확보 수단으로서 도덕적 설득, 유인, 처벌 등이
논의되는데, 이러한 수단들이 찬성유도전략의 주요방법이다(정정길, 574-582). 마지
막으로 정부나 정책에 대해 불만의 소지가 있는 자들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만류의
방법도 상대편의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단념시키고, 그들의 입장을 바
꾸도록 하기 위하여 상징을 이용하는 전략이다.
이와는 반대로 정책대안에 대해 반대하는 집단 혹은 세력을 다양한 상징적 수단을
이용해서 반대 자체를 약화시키거나 소멸시키고자 하는 반대제거 전략이 있다. 이러한
반대제거 전략은 위에서 설명한 문제정의에 있어서의 갈등억제의 상징전략과 상황만
다를 뿐 방법에 있어서는 비슷하다. 반대제거 전략이란 정부가 정책문제의 해결을 위
해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반대나 비판을 극복하여 정부의 의도대로 정책을
펴나가고자 할 때 사용하는 적극적인 정책집행전략의 하나인데,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는 집단공격과 집단붕괴(Cobb, R. W., & Elder, C., 124-129) 및 회유영입의 방법
이 있다.
집단공격의 방법이란 정부의 어떤 정책대안에 대해 어떤 집단이나 세력이 강력히
반대하게 될 때 이 반대집단의 대의나 주장을 부정적 상징과 결부시킴으로써 그 대의
를 비난하고 소수의 극단적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몰아붙이는 전략이다. 이러한 예는
정부수준의 강력한 정책집행이 이루어지는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한편 집단붕괴의 방법은 반대집단의 지지를 깎아내림으로서 간접적인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력과 정당성을 강조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은 정치적 언어,
신화, 이데올로기 등과 같은 상징적 수단을 직접 이용하거나 여론, 선전, 정보왜곡등
과 같은 상징조작의 방법을 이용하는 고도의 정치적 상징전략이다. 회유영입의 방법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집단의 핵심적 인물을 회유하여 영입
함으로서 그 반대 집단의 존립근거와 지지기반을 약화시켜 비판과 반대의 소지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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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건국 절 제정의 문제 해결과 정에서 의 상징성 활용
대한민국 건국절 제정은 문제의 목표점과 최종상태가 명백하다는 점에서 객관적 해
결전략이 이용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정책결정자와 지지자들의 주관적 해석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단순히 객관적 해결전략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건국절 제정
은 그것이 지니는 이념적 상징성으로 인해 문제해결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찬성을 유도
하거나 반대를 제거하고 비판을 무마시키는 상징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건국절 제정의 상징전략의 하나로서 찬성유도 전략은 첫째, 정
책집행에 있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책결정자들의 상징성이 국민들의 찬
성과 이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결정자들의 건국절 제정에 대
한 지지를 확보하는 것은 우선적인 일이 된다. 둘째, 일반 국민과 언론의 지지와 협조
또한 대한민국 건국절 제정에 있어 국민 전체의 찬성을 유도하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셋째,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건국절 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홍보
확대는 정책대상 집단의 정책에 대한 순응확보라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건국절 제정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의 적극적 반대를 희석할 수 있는 만류
의 방법도 포함된다. 이와는 반대로 대한민국 건국절 제정에 반대하는 집단 혹은 세력
을 다양한 상징적 수단을 이용해서 반대 자체를 약화시키거나 소멸시키고자 하는 반대
제거 전략도 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건국절 제정을 반대하는 집단의 대의나
주장을 부정적 상징과 결부시킴으로써 그 대의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것, 혹은 반대 집
단의 상징성을 지닌 핵심적 인물을 설득해 건국절 제정의 당위성에 대한 동의를 얻어
내는 것 등과 같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3. 결과평과 과정에서의 상징의 작용
1) 결과 평가에 대 한 이 해
평가라는 용어는 목표와 계획이 애초에 의도한 효과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를
분석하는 것, 즉 어떤 활동의 가치를 판단하는 일반적 과정으로 이해된다(Such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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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A., 27-31). 이와 관련해 정책평가라는 용어는 그 의미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
는데, 정책평가란 특정한 정부사업이 국민에게 미친 모든 장·단기적 효과에 관한 정
보를 제공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Hatry, H., Winnie, R., and Fisk,
D., 8), 또는 진행 중인 사업의 목표와 관련해 그것이 대상 집단에 미친 효과를 개관
적 체계적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Nachmias, D., 4)을 말한다. 또 정책의 내용, 집
행과 그 영향 등을 추정하거나 분석해 평가하는 것(Anderson J. E., 151-153)을 의
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책평가는 정책과정에 대한 믿을만하고 타당한 정보를 제공해 주며, 목적이
나 목표의 선택근거가 되는 가치를 분명하게 해주며, 문제구성이나 제안 등 다른 정책
분석방법의

적용에 도움을 준다(Dunn W. N., 492). 만일 정책평가가 잘못되면 아

주 바람직한 정책을 쓸모없는 것으로 중단시키거나, 반대로 잘못된 정책을 확대시켜
추진하게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정정길, 606).
정책평가는 주로 평가의 주체가 누구인가26), 평가대상27)과 평가의 목적28)은 무엇인
가, 어떠한 평가방법29)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정책평가의 기
준은 매우 중요한데, 한편 그 기준이 매우 모호하고 다양하다.30) 따라서 모든 기준들을
고려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비교적 그 비중과 의의가 큰 것을 한정적으로 선정
하여 평가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효과성, 능률성, 형평성이 중요기준으로 채택된다.
효과성은 정책목표31)의 달성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책평가의 가장 핵심적인
26) 평가주체에 따라 내부평가(자체평가)와 외부평가로 나누어진다.
27) 정책 집행 전후에 집행계획, 집행절차, 투입자원, 집행활동 등을 점검해 집행전략에 도움을 주는 과정
평가와 정책 집행 후 과연 의도했던 정책효과를 거두었는지를 확인하는 총괄평가가 있다(정정길,
610-626).
28) 정책평가의 목적에 따라 노력평가, 성과평가, 성과의 적절성 평가, 능률성 평가, 과정평가 등이 있다(
Suchman E. A., 61-71).
29) 정책평가의 방법은 대표적으로 양적평가와 질적 평가로 나눌 수 있다. 양적평가는 객관화되고, 계량
화된 자료를 주로 사용하는데, 총괄평가에 많이 이용된다. 질적평가는 정책효과에 대한 양적측정보다
정책대상자들의 요구와 정책의 본질에 더 많은 관심 두는 해석적, 창의적, 주관적 평가방법으로서 심
층면담, 집단면담, 참여관찰, 투사법등이 주요 방법론으로 사용된다(Kidder L. H., 233).
30) 학자마다 정책평가기준에 대해 매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치만(Suchman E.
A.)은 노력, 성과, 과정, 적절성, 능률성, 등을 평가기준으로 들고 있으며(Suchman E. A., 68), 나카무
라와 스몰우드Nakamura, R. T., & Smallwood, F.)는 정책목표의 달성, 능률성, 주민의 만족, 수혜자
에 대한 대응성, 체제유지 등을 평가기준으로 들고 있다.(Nakamura, R. T., & Smallwood, F., 77)
프로혹스(Frohocks F. M.)는 형평성, 능률성, 공익, 정의 등을 기준으로 들고 있다.((Frohocks F. M.,
203-217)
31) 여기서 말하는 목표는 정책이나 사업의 내부적 운영, 혹은 행정적 실적과 관련된 목표로서의 절차적
목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목표의 달성 여부와 달성정도를 측정하는
효과목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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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효과는 발생시점에 따라 단기효과와 장기효과, 영향범위
에 따라 직접효과(기본효과)와 간접효과(파급효과)로, 의도여부에 따라 의도효과와 비
의도효과로, 관찰가능성에 따라 객관적 효과와 주관적 효과로 나눌 수 있다(김명수,
97-100). 한편, 이러한 정책효과는 보는 사람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는 점에서32) 정책평가기준으로서 어느 정도 적절한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능률성은 흔히 투입과 산출의 비율로 표현되는데, 효과성 평가에서 정책이 어느 정
도 성공적이라고 판단된 후에 그것의 운영에 있어 어느 정도 능률적이었는가를 검토하
는 것을 말한다. 정책평가에서 능률성을 중요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아무리 정책이 성
공적이라고 할지라도 자원의 능률적인 사용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고,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은 건전한 행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
문이다(김명수, 105). 그러나 비용, 편익분석 등의 객관적 평가척도에 의한 능률성여
부의 판단이 가능한 것은 정책의 경제와 관련된 일부분에 한정된다. 그 밖의 대부분의
공공정책의 본질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비가시성, 파급성, 사회적비용과 같은 부분
에 대해서는 능률성에 대한 판단을 지수로서 척도화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형평성은 비용과 편익이 여러 정책관련 집단들에게 얼마나 고르게 배분되었는가 하
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동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국민에
게 고루 그 혜택이 분배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때, 정책평가기준으로서 형
평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평성의 개념이 도덕적,
윤리적 가치 및 정치적, 사회적 가치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평가 상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정책결과평가에 있어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평가가 불가능하게 하는 비분석
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공공정책 자체가 지니는 정책효과의 상징성, 비
가시성, 파급성 및 공공정책 이해관계의 다양성이 그것이다. 이러한 비분석적 요소의
개입으로 인해 공공정책의 평가에 있어 상징적 수단을 이용한 상징적 평가 전략이 큰
효과를 지니게 된다(정우일·유영옥, 1991, 301-307).

32) 정책효과의 주관적 해석 가능성에 대해 윌슨(J. Q. Wilson)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일반법칙을 제시
한다. 첫째, 사회문제에 대한 모든 정책개입은 만일 그것의 효과에 관한 연구가 그것의 집행자나 그들
의 친구에 의해 수행된다면, 의도했던 효과를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사회문제에 대한 어떠한
정책개입도 만ㅇ리 그것의 효과에 관한 연구가 독립적인 위치에 있고, 제 3자 특히 그 정책에 대해 회
의적인 사람에 의해 수행된다면 의도했던 효과가 산출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J. Q. Wilson,
13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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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평가에 있 어서의 상징 전략
공공정책이 지니는 제 2의 파급효과나 모호하고 다양한 평가기준의 존재로 인해 정
책에 대한 평가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다. 또 정책평가주체가 정부 자신인가, 야당인
가, 일반국민인가, 정책대상 집단인가에 따라 매우 다양한 정책평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정책을 주도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정책평가에 사용할 수 있
는 상징전략을 논의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한 정부는 정책의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한다. 정부의 이러한 본질적 속성으로
인해 정책결과평가에 있어 상징전략이 자주 이용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과대평가전
략과 신화창조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과대평가전략은 통치자가 과업지향형 리더십을 지니거나, 정부가 전시효과나 업적과
시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경우, 또 정부의 권위와 정통성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 자주 발견된다. 그러나 공공정책이 지니는 실질적 측면
과 상징적 측면의 양면성으로 인해 정책결과에 대한 정부의 과대평가는 매우 일반적으
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정책의 상징적 측면의 경우 그 평가기준
이 모호하고, 성공여부에 대한 판단도 평가주체에 따라 매우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이
다(유영옥, 2007, 335).
신화창조전략은 정치지도자나 정부가 각종 정책이나 정부의 업적을 평가함에 있어
국민들이 그 내용의 진실여부를 떠나서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게 하며, 더불어
국민적 감동과 찬양을 이끌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어떤 현상에 대해 객관적이
고 합리적인 자료나 확실한 근거 없이도 감성적 자극과 인상적 표현으로 인해 무조건
믿거나 따르는 인간의 특성에 근거한 전략이다. 특히 여기서 ‘신화창조’란 용어에서
의도성이 내포되어 있으며, 어떤 목적에 의해 신화를 창조한 주체에 의해 철저히 통제
되고 조정된다는 의미를 지닌 것을 알 수 있다(정우일·유영옥, 1991, 327).

3) 건국 절 제정의 결과 평가 과정 에서의 상징 성 활용
정책평가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 그 효과와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라고 볼 때, 대한민국 건국절 제정은 아직 완결된 정책이 아니므로 분석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 다만 건국절 제정이 이루어졌다는 가정 하에서 결과평가과정의 상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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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의 문제를 논의할 수는 있을 것이다. 또한 정책평가는 평가의 주체가 누구인가,
평가의 목적은 무엇인가, 어떠한 평가방법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대한민국 건국절 제정을 지지하는 경우에 한정해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우선 대한민국 건국절 제정이 주는 효과성을 말할 수 있다. 즉 국가정체성의 확립,
국민통합, 애국심 확대와 같은 국가존립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말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능률성이다. 능률성은 투입과 산출의 비율로 표현되는데,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책의 방향이다. 이러한 점
에서 대한민국 건국절 제정은 단지 국경일로 공포하고 하루를 공휴일로 정하는 것, 또
적절한 국경일 경축행사를 진행하는 것 외에 경제적인 부담이 거의 없는 정책인 반면,
이로 인해 국민의식 속에 국가정체성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 국가의 필요성과 국익을
위한 국민 각자의 애국행위의 의미를 성찰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점에서 건국
절 제정은 경제적으로 환산이 불가능 정도의 유익을 발생시키는 능률성이 매우 높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형평성이 있다. 형평성은 비용과 편익이 여러 정
책관련 집단들에게 얼마나 고르게 배분되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볼 때, 대한민국
건국절 제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 혜택이
미칠 수 있으므로 형평성의 문제에 걸림돌이 없다. 단 우리사회의 이념적 갈등으로 인
해 건국절을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들에게도 건국절 제정 자체가 어떤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말할 수 없
다. 역사적 사실은 역사적 사실일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전국가적 이
익까지 모두 포기하도록 강요받는 다는 점에서 오히려 ‘건국절 제정 반대’는 형평
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건국절 제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평가가
불가능하게 하는 비분석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건국절 제정 자체가
지니는 정책효과의 상징성, 비가시성, 파급성 및 공공정책 이해관계의 다양성이 그것
이다. 이러한 비분석적 요소의 개입으로 인해 우리나라 건국절 제정의 정책평가는
‘과대평가전략’, ‘신화창조전략’과 같은 상징적 수단을 이용한 평가 전략이 큰
효과를 지닐 개연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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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건국절이란 한 국가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는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기념일로
서 한 개인의 생일과 마찬가지로 국가 공동체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것
이다. 국가에 있어 건국을 기념하는 경축일은 결국 국가의 건국이념과 함께 국가 건설
되어 온 과정을 다시금 기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국가정체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국가정체성은 국민의 국가에 대하여 갖는 심리적 유대감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충성
심, 애국심과 같은 신념체계를 의미하기도 하고, 국가의 정치, 경제 등의 지배적 사회
제도에 대하여 국가 구성원들이 지니는 믿음과 일체감을 의미하기도 한다. 때로 국가
정체성은 문화와 생활방식 등 국가적 공동체가 지니는 삶의 양식이나 가치에 대한 구
성원들의 공감대 형성과 관련되기도 한다. 공동체적인 삶의 기틀인 국가의 정체성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될 경우에 국민들은 내가 속해 있는 나라에 대하여 자랑스러운
긍지와 자긍심을 갖게 되며, 또 국민의식의 단합과 결속력을 강화된다. 이것은 한 국
가나 사회의 발전 정도를 측량·예측하는 사회적 자본의 하나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
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정체성 확립의 문제는 국가발전의 과정에서 간
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통성 수호와 깊은
관련이 있다. 우리 역사 상 처음으로 헌법을 제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실현시켰
으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해 현재의 번영의 기틀을 마련한 대한민국의 건국
은 우리 한민족의 역사 상 분명 최대의 혁명이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건국은 자랑스
럽게 기념해야 가치가 충분이 있으며, 국가정체성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건국절 제정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해관계 집단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아직까지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대한민국 건국절 제정을 정책과정의 상징작용이라는 측면으로 분석해보면 현재 우리
에게 매우 유용한 방법론을 찾을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 건국절 제정은 합리적 분석
보다는 비분석적 요소들이 문제정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정책문제
를 주도하는 집단과 참여자의 성격과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건국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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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 지니는 이념적 특성과 정치적 민감성 및 현재 대한민국 정치적 분위기의 특성
으로 인해 합리적 해석이 어려운 문제라는 점에서 비분석적 문제정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건국절 제정의 문제는 상징성을 활용한 문제정의가 효
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건국절 제정에 대한 문제를 임시적으로 제기한 후 여론의 반응을 살펴
가면서 정책과정을 이끌어가는 ‘점진적 전략’, 우리 사회 전체의 광범위한 지지를
유도하고 또 동시에 건국절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산발적 전략’
이 유용하게 활용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대한민국 건국절 제정을 원하
는 국민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확인해 그 지지자의 수를 강조하는 ‘참여능력 과시의
전략’도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건국절 제정을 통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의 확
립’과 같은 ‘확언적 상징 언어를 통해 국민들에게 국가의 의미 되새기고, 지지자들
이 더욱 단결하고 적극적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하는 상징성은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역사적 배경의 유형이
그 상징의 효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건국의 역사적 배경
에 대한 권위 있는 학술연구와 그것을 기반으로 한 역사적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중으로부터 인지도가 높은 사람, 존경받는
인물에 의해 건국의 상징성이 부각될 경우 그 상징의 영향이 한층 강화된다는 점 또
한 간과할 수 없다. 단 건국이라고 하는 상징성이 지닌 중요성을 너무 강조하면서 지
나치게 자주 사용할 경우 그 효용성이 감소되기 쉽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대한민국 건국절 제정은 문제의 목표점과 최종상태가 명백하다는 점에서 객관적 해
결전략이 이용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정책결정자와 지지자들의 주관적 해석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단순히 객관적 해결전략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건국절 제정
은 그것이 지니는 이념적 상징성으로 인해 문제해결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찬성을 유도
하거나 반대를 제거하고 비판을 무마시키는 상징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건국절 제정의 상징전략의 하나로서 찬성유도 전략은 첫째, 정
책집행에 있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책결정자들의 상징성이 국민들의 찬
성과 이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결정자들의 건국절 제정에 대
한 지지를 확보하는 것은 우선적인 일이 된다. 둘째, 일반 국민과 언론의 지지와 협조
또한 대한민국 건국절 제정에 있어 국민 전체의 찬성을 유도하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셋째,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건국절 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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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는 정책대상 집단의 정책에 대한 순응확보라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건국절 제정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의 적극적 반대를 희석할 수 있는 만류
의 방법도 포함된다. 이와는 반대로 대한민국 건국절 제정에 반대하는 집단 혹은 세력
을 다양한 상징적 수단을 이용해 반대 자체를 약화시키거나 소멸시키고자 하는 반대제
거 전략도 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건국절 제정을 반대하는 집단의 대의나 주
장을 부정적 상징과 결부시킴으로써 그 대의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것, 혹은 반대 집단
의 상징성을 지닌 핵심적 인물을 설득해 건국절 제정의 당위성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
는 것 등과 같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건국절 제정이라는 정책결과 평가과정에서의 상징전략은 ‘건
국절 제정’이 주는 국가정체성의 확립, 국민통합, 애국심 확대와 같은 국가존립에 있
어 매우 중요한 효과성과 사회적·경제적 투자비용에 비해 환산이 불가능 정도의 유
익을 발생시키는 매우 높은 능률성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
를 막론하고 그 혜택이 미칠 수 있으므로 형평성에 있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단 대한민국 건국절 제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평가가 불가능하게 하는
정책효과의 상징성, 비가시성, 파급성 및 공공정책 이해관계의 다양성과 같은 비분석
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점이 중요한데, 바로 이러한 점으로 인해 우리나라 건국절 제정
의 정책평가는 ‘과대평가전략’, ‘신화창조전략’과 같은 상징적 수단을 이용한 평
가 전략이 큰 효과를 지닐 개연성이 높다.
50년전 까지만 해도 한국의 GNP는 당시 후진국 중 하나였던 아프리카의 ‘가나’
나 ‘가봉’ 등과 같은 국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80달러 수준 빈민 국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는 경제대국에 진입하였고,
수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선진 경제력과 과학기술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
롤 모델이 되었다. 이처럼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국가”로 더 나아가 “남들이 본받을 수 있는 국가”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는 국가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건국절 제정 문제를 아직도 풀어가지 못하고 있는, 외국
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상하기 그지없는 나라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UN 사무총장의 자리에 한국인이 있고, G20을 의장국으로서 주도할 정도로 높
아진 것을 생각할 때 이러한 외국인들의 반응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과연 대한민국의 건국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분명히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이라고 찍혀있는 여권을 지니고 언어연수다, 관광이다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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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이제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을 만나는 것은 더 이상 별스런 일이 아닌 것이 현
재 우리의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제대로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를
가르치려고도, 배우려고도 하지 않았기에 건국과정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건국의 역사를 훼손해온 지난 10여년의 결과들을 우리
는 지금 보고 있다. 조국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옅어지면서 국가허무주의가 우후죽순
처럼 솟아나고 건국 초기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나가려 했던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흔
들리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앞에 우리가 해방 후 지금까지 과연 무엇을 어떻게 이루
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근
대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유일한 국가라는 자긍심은 한순간의 신기루처럼 사
라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기념하는 건국
절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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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symbolic meaning Enactment of the National Day
and National unity of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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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s
s
por
t
.
Ne
ve
r
t
he
l
e
s
s
,t
hel
a
s
tt
e
nye
a
r
si
nRe
publ
i
cofKo
r
e
awa
sa
dopt
e
d,whi
c
hi
snott
o
i
nve
s
t
i
ga
t
ea
ndnott
ot
e
ac
hc
hi
l
dr
e
nabo
utt
hehi
s
t
or
yofHome
l
a
ndf
or
ma
t
i
on,due
t
ot
hef
a
c
tt
ha
tt
he
r
ei
ss
t
i
l
lac
onf
l
i
c
to
fi
de
ol
o
gys
e
r
i
ous
l
y,whi
c
hdi
s
a
ppe
a
r
e
dl
o
ng
a
go i
n wor
l
d hi
s
t
or
ya
f
t
e
r Pe
r
e
s
t
r
oi
ka
.As a r
e
s
ul
t
,t
he i
ns
t
a
bi
l
i
t
y of s
oc
i
e
t
y
i
nc
r
e
a
s
e
d,c
onf
i
de
nc
ei
n gove
r
nme
ntde
c
r
e
as
e
da
nd s
pr
e
a
d oft
he phe
nome
no
n of
we
a
ke
ni
ng pat
r
i
ot
i
s
m and nat
i
o
na
luni
t
y.Thus
,on Aug.1
5
,1
9
4
8f
oundi
ng oft
he
Re
publ
i
co
fKor
e
amus
tbet
hea
nni
ve
r
s
a
r
ys
houl
dbei
ns
t
i
t
ut
e
da
snat
i
o
na
lho
l
i
da
ys
.
Key-wor
ds
:Enac
t
mentoft
he Nat
i
onalDay ofRepubl
i
c ofKor
ea,nat
i
onal
i
dent
i
t
y, nat
i
onal uni
t
y, s
ymbol
i
s
m, s
ymbol
i
c anal
ys
i
s
, pol
i
c
y pr
oc
es
s
,
s
ymbol
i
zat
i
on,s
ymboloft
hepol
i
t
i
c
alpr
oc
es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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