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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보훈단체는 한반도 상황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라면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권위 때문이
다. 그들은 독립운동이건 건국이나 호국이건 혹은 민주화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주
역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역들이 단순한 국가유공자로 분류되어 보상을 받는 존
재로만 자리매김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공동체의 현 상황을 볼 때 보훈인들이 할
수 있는 보다 중요하고 의미있는 업무가 있다. 국가공동체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
공동체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하는 일,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일, 북한이 어떤 성격의
정치체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일, 국가의 진실을 바르게 인식하는 일등이 그들이다.
보훈단체가 지금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제도적 차원에서나 행태적 차원에서 수행하려
면, 우선 (가칭) <국가보훈위원회>와 같이 애국정신과 보훈의식의 고양과 고취를 대통
령에게 건의하고 자문하는 결사체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에서 나라
사랑, 국가정체성 교육을 보완적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담당해야 한다. 무보수와 무
직위의 형태를 취하더라도 국가정체성과 나라사랑, 보훈정신의 살아있는 모델로서 학생
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그런가하면 지자체에서도 국가 정체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특별
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주제어: 도덕적 권위, 보훈단체, 나라사랑, 아욱토리타스, 공화국, 원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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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한국사회에서 보훈단체의 위상이 높은 것은 아니다. 높다기보다는 오히려 낮다고 하
는 편이 타당하다. 이 사실은 보훈업무를 관장하는 보훈처의 위상이 간접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보훈처는 장관급이 아닌 차관급이 수장이다. 수장의 직위를 문제삼는 것은
단순히 정부의 직제에 관한 사안이 아니라 보훈정신을 한 국가가 어떻게 평가하고 이
해하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서구의 많은 나라들을 보면 보훈처의 수장
은 장관급, 심지어 부총리급으로 되어 있다. 이 점을 감안하면 한국에서 보훈처의 높
지 않은 위상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보훈정신과 보훈단체의 위상을
평가절하하고 있거나 홀대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이다.
보훈의 의미가 왜 중요하며 보훈처와 보훈단체의 위상은 왜 중요한가. 이미 프랑스
의 어니스트 르낭은 “국가가 영혼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
는 국가의 3대 요소는 주민, 영토, 주권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은 어디까지 국가공
동체를 구성하는 형식적인 요건에 불과하다. 이런 외적요건만 충족되고 정작 그 공동
체 안에 공유하는 영혼과 정신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런 공동체를 놓고 어떻게 정체성
을 가진 국가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어니스트 르낭의 이 인상적인 개념 규정에 보다 구체적인 요소를 첨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는 영혼으로 뿐만 아니라 피와 땀과 눈물로 존재한다”고 주장
하고 싶은 이유다. 바로 보훈단체야말로 이 사실을 전인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보훈인들
의 조직이 아닌가. 자유의 공화국을 세우고 지키며 또한 가꾸기 위해 목숨과 젊음 그리
고 재산을 흔연히 포기한 존재들이다. 바로 이것이야 말로 그리스인들이 폴리스에 대한
사랑, 즉 <필로폴리스(philopolis)>라고 부르던 정신이고 로마인들이 조국에 대한 사랑,
즉 <카리타스 빠뜨리에(caritas patriae)>라고 불렀던 의식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보훈인들의 피와 땀, 눈물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존속하고 있으며 단순
히 존속할 뿐만 아니라 번영하는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바로 이 점에서 보
훈인들의 위상과 역할이 지금보다 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국가에 대한
고전적 통찰이증언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
레스는 ‘영혼을 돌보는 것(soulcraft)’이 ‘국가의 일(statecraft)’의 핵심이라고
설파했다.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인간의 영혼이 균형잡힌 좋은 영혼이 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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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좋은 폴리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리스토텔레스도『정치학』에서 동일한 메시
지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폴리스라고 부르는 정치적 결사체는 단순히 함께 기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
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귀한 행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귀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정치결사체의 질에 기여를 하는 것이며 가장 많이 기여하는 사람들은 태생이나
가문이 동등하거나 우월하면서도 고귀한 행위에서는 뒤떨어짐으로써 폴리스의 본질적인
선에 기여를 못하는 열등한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몫을 가진다(정치학 3권9장).”

바로 보훈인들 이야말로 공동체를 위해 또한 공동체의 존속과 번영을 위해 고귀한
행위를 한 사람들이 아닌가. 유영옥 교수도 보훈인이란 “국가와 민족, 사회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분(2003, 9)”이라고 규정한다. 그렇다면 이들이 공동체에서도 그
렇지 못한 사람들이나 단체에 비해 더 많은 몫을 가져야 한다는 점은 당연하다.
우리는 이런 점에 입각해서 한반도 상황에서 보훈인들의 역할을 조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보훈인들은 단순히 국가로부터 <국가유공자>로 선택되어 혜택을 받고 보상
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수동적인 역할수행자가 아니다. 수동적 행위자의 위상을 넘어
공동체의 정신적 키잡이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데, 바로 이것이 공동체에 대한 능동적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보훈단체는 대한민국 공동체라고 하는 배의 방향을 인도하는
정신적 지주가 되어야 하며, 이 점에서 그들의 <도덕적 권위(moral authority)>는 충
분히 활용되어야 한다.
한국사회의 어떤 결사조직이 보훈단체보다 더 커다란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있겠는
가. 심지어 보훈단체는 나라를 위해 멸사봉공(滅私奉公)의 헌신과 희생을 했다는 점에서
헌법기관보다도 더 커다란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고대 로마에서
이런 도덕적 권위를 원로원에서 찾았다면, 한국사회에서는 보훈단체에서 도덕적 권위를
찾을 수 있다. 이제부터 보훈단체가 수행해야 하고 또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에
대해 여섯 가지로 나누어 조명하고 이에 걸맞는 제도적 역할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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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훈단체와 <도덕적 권위>
지금 한국사회는 국가의 권위는 물론 시민사회의 권위가 날개도 없이 추락하는 상
황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동체의 질서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가권
위를 행사해온 대통령, 행정부, 입법부 및 사법부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
다. 민주사회에서 대통령을 비판할 수는 있다. 그러나 막말이나 욕설로 일관하는 것은
문제다. 대통령 개인을 넘어 대통령직 자체에 대한 냉소와 비아냥거림은 국가권위의
추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겠는가. 또 얼마 전 영화 <도가니>나 <부러진
화살>의 흥행성공이야말로 사법부의 실추된 권위를 여실히 나타내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국회권위의 추락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한 불신은 물
론 입법부에 대한 반감과 불신은 최악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시민사회의 권위가 건강한 것도 아니다. 종교계의 권위 역시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조계종 조사에서 종교계의 신뢰도는 시민단체,
의료계, 학계는 물론이고 대기업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개신교 단체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실시한 조사에서도 '한국 교회를 신뢰하느냐'는 설문에 17.6%만
이 <신뢰한다>고 응답했을 정도다. <교실붕괴>로 상징되는 학교의 권위추락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학생으로부터 매를 맞는 선생님이 생겼고 초등학생까지 "선생님,
학생인권조례 생겼으니 저한테 간섭 마세요"라며 맞서는 세상이 된 것이다.
오늘날 저급한 언어를 구사하는 무책임한 미디어 매체들이 인기를 얻고 또 여론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도 권위의 부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분노와
반골의 정서가 어느덧 젊은 세대의 화두가 된 것도, 또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의 갈등
이 두드러진 것도 근본적으로는 국가권위와 시민사회 권위의 추락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혹시 평등한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민주사회에서 왜 권위가 필요하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일리있는 물음이다. 사람들사이에 높고 낮음이 없는 평등한 사회가 민
주사회인데, 그 가운데 누구는 명령과 지시를 내리고 또 누구는 그 말을 들어야한다
면, 그보다 더 불평등한 사회도 없을 것이라는 논리도 성립할 수 있을 듯하다. 그렇다
면 정말로 평등한 사람들끼리 이루어진 민주사회에서는 권위가 필요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평등한 사람들의 사회에서도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총선이나 대선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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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를 뽑겠다며 일인일표의 선거를 하는 상황에서도 그 선거를 감독하고 선거결과
를 확증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위가 있어야하지 않겠는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위가
없다면, 누구도 선거결과를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상대편이 이기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자기편이 이기면 공정한 선거라고 강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 삶의 과정에서 누가 가해자인지 아니면 피해자인지 다툴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겠는가. 두 명의 운전자들이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하며 마구 다툴 때 이 문제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교통경찰의 권
위가 필요하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재판정에서 다툴 때는 어떤가. 재판정에서 유무
죄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판사의 권위가 요구된다.
권위란 무엇인가. 권위(authority)란 특별한 것이어서 권력(power)과 비슷한 것 같
지만 실제로는 다르고 특히 권위주의와도 다른 것이다. 권위란 한마디로 몸센(W. J.
Mommsen)의 표현을 빌리자면, “거부할 수 없는 충고”다. <충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강제적 성격이 두드러지는 권력과는 다르고 <거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규범적 성격이 들어난다. 권위야말로 사람들로부터 승복을 이끌어내는 규범적 힘이다.
셰익스피어의 작품『리어왕』에는 권위의 특성이 비교적 잘 나타나 있다. 영국의
늙은 왕 리어는 자신의 딸, 고너릴, 리건에게 권력을 이양한다. 결과는 참담했다. 두
딸들은 아버지를 폭풍우 속에 쫓아내 버린 것이다. 영토와 실권을 건네주고 난 후 왕
의 권위와 명예만을 보유한 상징적인 왕으로 전락한 리어는 두 딸로부터 자기가 기대
하는 권위, 명예, 아버지 그리고 노인으로서 받을 존경마저 모두 박탈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충직한 신하 켄트에게만은 리어는 늙고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무섭고 장대하며 뭇 인간들 중 왕이다. 켄트는 ‘권력’을 다 잃고 이름만 남은 리어
왕을 ‘권위’라는 이름으로 끝까지 숭배해 마지않는다. 켄트가 왕이 정신이상이 된
폭풍우 장면에서도 옛날의 존경의 말투였던 <your grace>, <my lord>, <sir>과 같은
경어를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이유다. 정신이 나간 리어와 그를 끝까지 따라다니
는 켄트는 대화를 나눈다.
리어 넌 나를 아느냐
켄트 아뇨 그러나 당신의 거동에는 제가 기꺼이

주인님

이라고 부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리어 그게 무엇이냐
켄트 권위

입니다 제 막 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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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의 민주공동체에서는 <왕과 신하의 주종관계>가 아니라 자유인들
의 평등한 관계가 특징이다. 사람들위에 군림하고 그런 존재를 받들어 모시는 군
신(君臣)관계가 아니라 주인의식을 갖는 <시민들간의 관계>라는 뜻이다. 그렇다
면 이런 평등한 관계에서도 시민들이 “캡틴, 캡틴, 우리 캡틴”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있어야 도덕적 권위가 살아있다는 표증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문제가 있다. 우리공동체에서 대통령을 보면서 “당신의 얼굴에는 제가 <대
통령님>이라고 부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판사를 보면서 “당신의 얼
굴에는 제가 <판사님>이라고 부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또
국회의원을 보면서 “당신의 얼굴에는 제가 <의원님>이라고 부르고 싶은 것이 있습니
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유감스럽지만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러나 보훈인들 이야말로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나라를 위해 몸바친 사
람들의 얼굴,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져간 용사들의 얼굴에는 “당신의 얼굴에는 제가
<애국자님>이라고 부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것이야말로 ‘도덕적 권위’의 핵심이다. 이 도덕적 권위와 관련, 고대 로마인들은 명
쾌하게 이해했다.
로마는 권력 행사 못지않게 도덕적 권위에 의해 주도되는 정치체제의 최고 모형이
었다. 로마인들은 <힘있음>을 뜻하는 <potere> 라고 하는 동사에서 기원한, 같은 어
원을 가진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하여 <권력>의 개념을 구분했다. <potentia>는 물리적
힘을 의미했고, <potestas>는 관청에 부과된 법적 권리나 권력을 의미했다. 정부의
모든 관청은 <imperium>, 즉 로마제국의 모든 권력을 나누어 가졌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범주의 권력형태는 로마인들이 시민공화주의의 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특색
있는

또

다른

개념인

<아욱토리타스>,

<auctoritas>와는

별개의

것이었

다.<auctoritas>는 가족이나 종교와 결합된 정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는데, 이것
은 특히 가족숭배, 조상숭배, 및 시조숭배와 관련이 있었다. <자라게 한다>, <만들어
낸다>, 혹은 <번성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진 동사 <augere>에서 어원을 갖는 <아욱
토르>, <auctor>, 즉 <저자(著者)>는 영어로 <author>로 표현되는 존재로서, 도시,
가족, 심지어 책이나 사상의 창시자 혹은 한 국가, 즉 <regnum>의 설립자, 시조(始
祖)를 의미했다. <auctoritas>라는 도덕적인 힘의 근원은 조상(ancestor)에 가장 가까
운 기구로서 원로원에 있었다. 그러므로 <아욱토리타스>는 당연히 <선조들의 권위>,
즉 <아욱토리타스 파트룸(auctoritas patrum)>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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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케로는 말했다. “일반 대중들에게 권력, 즉 포테스타스가 있는 반면, 원로원에는
아욱토리타스가 있어야 한다(Cum potestas in populo, auctoritas in senatu sit)."
원로원은 명령이나 지시보다는 권고나 충언을 하는 기능에 그 특징이 있었다. 그것은
오늘날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과 관련된 어떤 정책을 제안할 때 “…을 권
고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의 의견이 ‘권고’의 형태로 나오기는 하지만, 이러한 권고에 대하여 다른
국가기관들이 무관심할 수는 없다. 장애자 차별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을 때 어떤 국가
기관이 이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일 수 있을 것인가.
로마원로원의 ‘권고’도 이와 같았다. 원로원의 권고는 결코 <imperium>과
<potestas>를 가진 집정관이나 독재관 혹은 황제의 명령이나 지시와 달리 강압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권고>였다(H. Arendt 1961, 91). 이처럼

<auctoritas>를 가진 원로원에 대한 로마인들의 존경심이야말로 로마정치의 도덕적
근원이었다. 원로원은 결코 <imperium>을 행사하는 정치적 권력체와 같은 것은 아니
었지만, <공공의 이익>, 즉 <res publica>를 위한 행위, 혹은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
는 관리, 즉 <부블리콜라>, <publicola> 들은 이를 경시할 수 없었다.
여기서 <아욱토리타스>는 단순한 권력개념이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해보자. 거기에는
단순히 어떤 힘을 행사한다기보다는 <덕>을 뜻하는 <비르투스(virtus)>와 <품위>를
의미하는 <디그니타스(dignitas)>가 내재되어있는 개념이었다. 바로 이 <아욱토리타
스> 개념이야말로 로마인들 귀족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
이기도 하다. 실제로 로마귀족들은 전쟁터에 나가 평민에 비해 3:1이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스스로를 희생했다. 분명 숭고한 희생이었다. 하지만, 전쟁시 로마귀족층의 희
생은 엄밀하게 말한다면 지배계층이 필연적으로 쌓아야 하는 <아욱토리타스>, 즉 <비
르투스>와 <디그니타스’> 기초가 된 <아욱토리타스>를 달성하려는 과정에서 보여준
영웅정신의 결과로 봐야한다.
물론 이런 <아욱토리타스>는 영광을 뜻하는 <글로리아(gloria)>를 지향했다. 이처럼
<아욱토리타스>는 <글로리아>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남보다 <아욱토리타스>를 더 빨
리 더 크게 달성하려면 필연적으로 전공을 올릴 수 있는 위험한 곳을 자원할 수밖에
없었고 상황이 급박하면 흔연히 목숨을 바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개인의 글로리
아’는 <국가의 글로리아>, 즉 <글로리아 파트리에(gloria patriae)>와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괄목할만한

<아욱토리타스>를 이룩해 놓았어도 다른 사람이 더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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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아욱토리타스>를 쌓으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당할 가능성마저 있었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 놀라우리만큼 지배계층이 전쟁터에 앞장서서 출정하고
헌신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러므로 명문가의 로마귀족이야말로 <아욱토리타스>를 쌓은 가문이다. 발레리우스
가문이 그랬고 또한 스키피오 가문이 그랬다. 로마귀족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설
명할 수 있는 개념이야말로 바로 이 <아욱토리타스>였다. 여기에는 <비르투스>와 <디
그니타스> 및 <글로리아>가 모두 교집합을 이루고 있었다. 아니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공익이나 조국에 대한 헌신이 상생
의 관계를 맺은 것이다. 어마어마한 사비를 털어 군비를 조달하여 부대를 만들고 공공
도로를 복구하거나, 공공 시설물 건설 모두 <아욱토리타스>를 쌓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렇다면 한국의 보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이야말로 도덕적 권위, 즉 <아욱
토리타스>를 가진 존재다. 그들은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흔연히 희생한 존재며, <자
신의 글로리아>가 아닌 <나라의 글로리아>를 위해 살신성인의 희생을 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들의 도덕적 권위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비르투스>와 <디그니타스>가 있다.
이처럼 그들은 로마식으로 말하면 명문가문이다. 우리사회에서 그들보다 더 괄목할만
한 <아욱토리타스>를 가진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바로 이것이 한국사회에서 그들에게
보다 중차대한 역할이 요구되고 또 기대되는 이유다.

Ⅲ. 보훈단체의 구체적 역할
구체적으로 보훈인들의 역할은 어떤 것이 되어야할까. 그것은 공동체에서 정신적 지
주가 되는 역할이다. 여섯 가지로 나누어 논의해보자.

1.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역할
파란만장했던 20세기 우리 현대사에서 주목할 만한 성취들을 여럿 들 수 있겠으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사적 성취라면, 단연 대한민국 건국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
가. 대한민국의 건국을 계기로 대외적으로는 독립국가로 다시 섰으며, 대내적으로는
민족 역사상 처음으로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며 국민 개
개인의 안전,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함을 최고의 이상으로 하는 자유민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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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국의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해방 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입헌주의를 지향하는 ‘공화
국’을 세웠다는 것은 민족사적으로나 문명사적으로 의미심장한 것이다. 그것은 공동
체구성원들에게 명령과 지시를 내리는 중앙집권적 권력기제가 수립되고 또 특정한 정
치․사회세력이 다른 세력과 경쟁하여 그들을 따돌리고 정치권력을 장악했다는 것 이상
의 의미를 함축한다. 입헌․민주국가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는 개인과 사회집단을
<강압적인 방식>보다 <이성적인 방식>으로 통합하는 정치적 기제로서, 이러한 성격의
신생 민주국가가 출범했다는 것은 단순히 공공재문제의 해결기제로서 정부라는 기능적
권력체의 수립을 넘어서서 한국인들이 이제까지 한반도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치․
사회․경제․문화적 삶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의미가 크다.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을 계기로 유교적 질서의 전(前)근대적 <조선인>은 근대의
<한국인>으로 탈바꿈하였다. 그와 동시에 개인들의 사회적 협력과 경쟁, 대립 및 통합
의 논리와 게임규칙이 달라졌으며,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새로운 질서의 규칙이 도입
되고 집단과 분리된 개인이 독립적 존재로서 <권리의 담지자>로 출현하여 인격체, 즉
<페로스나(persona)>로 대우받고 시장기제와 시민사회가 약동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됨으로써, 개인들의 삶의 비전이 펼쳐지는 무대와 환경이 질적으로 변화하였다. 이 점
은 전체주의성향의 사회주의국가를 세웠던 북한주민들이 오늘날 봉착해있는 열악한 반
인권적 상황과 비교할 때 선명하게 부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대한민국 건국을 해방직후 미군정과 일부 정치․사회세력에
의한 <단독정부수립>정도로 <사건화>내지 <에피소드화>하는 시각이 좌파진보진영을 중
심으로 폭넓게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좌파나 진보학계에서는 분단된 국가공동체의
정부수립은 이른바 ‘결손국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시각을
교정하는데 보훈단체의 적극적 역할이 기대된다. 보훈단체는 대한민국이 민족사적 및
문명사적 관점에서 세울만한 가치가 있고 지킬만한 가치가 있다는 점을 자신의 헌신과
희생으로 입증한 존재다.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한 것은 자유의 공
화국을 만드는데 있었지 북한처럼 주민들이 노예의 삶을 강요받는 전제정 국가를 목표
로 한 것은 아니다. 건국이나 호국 및 민주화를 위한 보훈인들의 노력과 헌신은 바로
이런 대한민국이 목숨을 다해 지킬만한 가치가 있는 공화국임을 보여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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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유민주주의의 의미를 체화시키는 역할
우리는 흔히 자유민주주의를 말할 때, 그 특성을 사회민주주의와 비교하여 이해하려
는 경향이 있다. 또 자유라는 가치를 단순히 <경제적 평등>과 대비시킬 뿐, <노예상
태>와는 무관한 것처럼 보려는 경향도 현저하다. 그런가하면 자유의 개념을 ‘소극적
자유’의 개념처럼, ‘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 범주안에서 의미를 갖는 하나의
속성으로만 파악하려는 지적 흐름도 발견된다. 물론 이러한 인식이 전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문제의 핵심을 오도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우리사회일각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독재를 정당화하고 반공주의와 같은 의
미로 통용되는 용어라고 강변하고 있기까지 하다. 이런 주장은 중학교 국사교과서 집
필지침이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좌파성향의 국사학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주장이기도
하다. 더욱이 민주주의와 관련,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북한을 포함한 공산주의 세력
도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과 국가 위에 군림
하는 <조선노동당>의 규약은 북한이 “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한다”고 선전
하면서 <인민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 표방하는 <인민민
주주의>는 물론 공산주의를 포장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인민민주주
의>라는 이름의 민주주의로 스스로를 미화시킴에 따라 대한민국사회에서는 많은 혼란
이 초래되었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자들의 사이비 민주주의를 구별하여 차별
화해야 할 절대적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이 같은 필요에
따라 진정한 민주주의를 표현하기 위하여 등장한 용어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단순히 <반공주의>와 동일시되거나 혹은 <사회주의>와 대비되거나
독재와 대비되기 보다는 특히 <전체주의>나 <전제정>과 대비되어야한다. 사회주의가
운데에도 전제정의 성격을 가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서구세계에
서 발견되는 <사회민주주의>는 전제정이 아니지만, 북한이나 쿠바 등의 경우에서 나타
나는바, <국가사회주의>는 전제정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할 경우, 단순히 경제적 평등주의를 표방하는 민주적 성향의 사회주의
가 아니라, 이른바 <노예의 삶>을 강요하는 전제정과 대비되어야 할 것이다.
2천년 전 자신들의 민주적 정치제도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고대 그리스인들은 백
성이 통치자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하는 관행을 경멸했다. 그리스인들은 이집
트나 페르시아와 같은 거대한 오리엔트제국의 웅장한 문화에 감탄하기도 했지만, 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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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앞에 부복(俯伏)하여 경배하는 그들의 통치방식에 대해서는 냉소적 태도를 보였다.
우리는 ‘용인하기 힘든 불평등관계’에 대하여 설명할 때 종종 <지배>를 뜻하는
라틴어 <dominatio>에서 나온 영어의 <domination>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스어의 <despotes>나 라틴어의 <dominus>, 이 두 단어는 한결같이 노예에 대하
여 노예주가 자의로 휘두르는 절대적 의미의 권력과 권위를 함의해왔다. 그러나 그로
부터 상당한 세월이 지난 오늘날에도 로마 시대의 비상대권을 의미했던 <dictator>과
는 다른 ‘일상적 정치’를 설명하는데 있어 <독재정부(dictatorship)>라는 단어나
<전체주의(totalitarianism)>라는 신조어(新造語)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
미하는가. 그것은 권력현상에 대한 인간의 실존의식에서 위압적인 지배라는 공포스러
운 느낌의 현저함이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현상들에 주목해보면, 대한민국이 건국하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정치적 이상
으로 삼았다는 사실에는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담겨있다. 그것은 단순한 선거민주주의
나 절차민주주의 국가의 수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평등한 존
재로 서로 의사소통하고 자신들의 운명을 합의나 설득에 의해 결정하는 정치체를 만들
었다는 뜻이 배어있다. 이것을 아우르는 화두가 바로 <자유>다. ‘자유’의 개념에는
이처럼 중차대한 의미가 배어있는 만큼, <자유주의(liberalism)>라는 하나의 이데올로
기로

불려지는

진부한

범주나

혹은

<사회주의(socialism)>나

<공동체주의

(communitarianism)>와 대비되는, 이른바 <안티테제>의 개념으로서 이해하기 보다
는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 이상(理想)으로 간주될 필요가 있다. 자유라는 이상은 그리
스의 신 <디오니소스>로부터 시작하여 로마의 여신 <리벨타스(Libertas)>의 이름을
딴 <자유(liberty)>, 혹은 노예가 아니었던 가정경제의 주인을 지칭한 독일어에서 유래
된 <프리덤(freedom)>이라고 불렀던 현상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유개념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무엇보다도 <자유인(自由
人)>이라고 부를 때 함의하는 것처럼, <자기 정체성(self-identity)>을 확보하는 용어
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자유인’>라고 부를 때는 단순히 <지금․여기서> 우연
한 계기에 자유를 향유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넘어서서, 자유를 자신의 존재이유로 삼
는 사람으로서 자유와 자율을 빼앗긴 사람, 즉 <노예>와의 차별성이 두드러진다.
자유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체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군주의 권위보
다 시민들의 평등한 결정권이 중심이 된 민주공화정 헌법에 정체성을 부여하는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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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자유>라는 용어를 붙이는 방식이다. 그것의 가장 큰 의미는 <동의와 설득에
의한 지배>를 <전제정의 지배>와 구분하는데 있다. 서구의 민주국가들이 소련이나 중
국 등의 공산당 전제통치에 대항해 그 자신을 <자유세계>라고 부르면서 호소했던 개
념이야말로 바로 이런 범주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이 북한의 김일
성․김정일 전제통치와 구분하여 스스로를 <자유국가>라고 부를 때 함의되는 의미도 바
로 이것이다. 바로 이러한 정체성 부여의 관점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공화정의 헌
법이다.
우리사회에서 건국과 호국,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보훈인들은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절규했던 미국독립당시의 패트릭 헨리처럼, 통치자에게 주종관계로 <예속되
지 않는 자유>를 위해 희생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은 자의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통
치자 밑에서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결의의 표현이다. 이처럼 노예의 삶을 살 수 없다며
지배나 예속으로부터의 자유를 갈구했기에 건국의 주역들은

북한지역을 제외하고 단

독정부를 세우는 일도 불사했던 것이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통치자의 임의적인 뜻이
아니라 법에 복종하는 평등한 사람들끼리의 삶이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서 자유의 훼손이나 왜곡, 권위주의, 억압과 같은 저질스
러운 것들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특히 1950년대 말과 70년대 중반 및 80년대 초
와 중반, 한국사회는 <권위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민주주의의 왜곡>이나 <자
유의 결핍현상>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한 가지 점에 있어서는 단호했다. 북한의 인민
민주주의와 같은 노예상태의 통치는 안된다는 것이 건국과 호국 및 민주화 주역들의
결의였다.

3. 애국심을 고취하는 역할
공동체 구성원들은 공동체에 대한 강렬한 사랑을 가져야 한다. 그럼에도 나라사랑,
즉 ‘애국’은 호전적 애국주의(jingoism)나 맹목적 애국주의(chauvinism)처럼 배타
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너스봄(M. Nussbaum)은 타고르
(Rabindranath Tagor)의 소설『모국과 세계』를 원용하여 “국가주의와 자민족 중
심주의적 배타주의는 그 근저에 있어 서로 이질적이지 않고 유사한 것이며, 국가주의
감정을 옹호하면 궁극적으로 한 국가를 단결시키는 가치들조차 전복시키게 된다.”고
말한다.1) 그러나 테일러(C. Taylor)는 “근대 세계에서 애국주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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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민주적이며 상당할 정도로 평등하게 공유하는 사회는 그 시민들에게 강력한
귀속 의식을 요구하며, 자유로운 사회는 그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지지에 의존할 수밖
에 없기 때문에, 몽테스키외가 말한 덕성(virtu)이라고 부른 강력한 충성심을 요구한
다(M. Nussbaum, 167)”고 반박한다.
전통적으로 공화주의자들이 주장해온 애국 혹은 나라사랑은 정확하게 말해, 공화국
에 대한 사랑, 즉 <카리타스 레이푸브리케(caritas reipublicae)>이자 동료 시민들에
대한 사랑, 즉 <카리타스 키비움(caritas civium)>을 의미한다. 이 <카리타스
(caritas)> 개념은 로마시대부터 중세시대 지역공동체의 자치를 주장했던 스콜라 정치
사상가들의 저서에서 발견된다. 루카의 프톨레미는 “조국에 대한 사랑은 사익을 공익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사익 위에 두려는 대승적 사랑, 즉 ‘카리타스
(caritas)’의 뿌리에서 자라나는 것”이라 하였다.
특히 이 나라사랑은 정의와 이성의 원리를 존중하므로 “이성적 사랑”이라 불릴
수 있을 때에도 자신의 공화국과 그 시민들에 대해서만 보이는 특별한 애착을 뜻한다.
이러한 애착이라면 법, 자유, 친구와 적, 승리와 패배의 기억, 희망과 두려움 등, 공
적 가치와 공적 감정을 공유하는 자유 공화국의 시민들의 특징이다. 이 나라사랑에서
는 시민적․정치적 평등이 전제되는데, 공적 의무의 이행, 즉 <오피치움(officium)>과
공동선에 대한 숭배, 즉 <쿨투스(cultus)>의 모습으로 구현된다. 또한 공화주의자들은
<카리타스 레이푸블리케(caritas reipublicae)>가 시민들에게는 시민적 의무를 수행할
힘을 주고 통치자들에게는 공동체의 자유 수호에 따르는 과중한 의무들을 수임할 수
있는 용기를 줌으로써 영혼을 고무시킨다고 믿었다.
특히 18세기 공화주의자들이 구사했던 애국이라는 용어는 <caritas reipublicae>와
<caritas civium>의 전통적 개념들과 일치하긴 하지만, 정치적으로 더욱 명료한 의미
를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백과전서』에 따르면2)

“조국(Patrie)”이란 일반적

1) 마사 너스봄 외,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한계 논쟁』, 삼인, 2003,
pp.23-24. 「모국와 세계」에서는 세계시민주의자였던 남편 니킬에게 불만을 가진 젊은 부인 비말라
가 남편 친구 샌딥의 애국적인 수사 ‘조국 만세’(Bande Mataram)에 매료되어 외국 제품 불매 운동을
조직했던 ‘스와데시’(Swadesid)운동의 열성적인 지지자가 된다. 너스봄은 니킬의 세계시민주의적인 자
세만이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선한 것, 그리고 내가 모든 인류에게 있는 그대로 권유할 수 있는 선(善)
에 우선적인 충성을 바칠 수 있게 해 준다고 한다. 한국에 『모국과 세계』는 번역되지 않았고 인도
거장 감독 사티아이트 레이(Satyajit Ray)의 「가정과 세상」이라는 영화로 볼 수 있다.
2) 프랑스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된 저작으로, 디드로(Denis Diderot, 1713~1784)와 달랑베르(Jean Le
Rond d'Alembert, 1717~1783) 등의 감수를 거쳐 1751∼1772년에 발간되었다. 이 책은 프랑스혁명
이 일어나기 전인 앙시앵레짐(구제도)하에서 과학·기술·학술 등 당시의 학문과 기술을 집대성한 대규모
출판사업을 통해 간행되었다 편찬의 기본 취지는 혁명보다는 오히려 개혁을 겨냥한 것이었으나,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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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생각하듯 우리가 태어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성원이고 법이
“우리의 자유와 행복(nos libertés et notre bonheur)”을 지켜주는 그런 “자유국
가(free

state;

état

libre)”를

의미한다.

계몽주의

정치사상가들은

‘조국

(fatherland)’이라는 단어와 ‘공화국(republic)’이라는 단어를 동의어로 사용했는
데, 이유는 간단하다. 진정한 조국은 오직 자유 공화국만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믿음은 폭군의 멍에아래에서는 시민들은 보호받을 수 없고, 공적인
삶에 참여할 수도 없으며, 시민들은 외부인과 마찬가지여서 조국이없는거나 마찬가지
라는 생각을 표현한 것이다. 『백과전서』에서 “동양 군주정의 아래 -법도 없고 군
주의 의지만 있는 곳, 군주의 변덕을 숭배하는 것 말고는 더 이상의 것도 없고, 공포
말고는 다른 통치원리가 없고, 재산은 안전하지 않고, 머리가 쉽게 잘리는 곳-에서는
시민들은 조국이 없고 심지어 행복을 의미하는 그 단어를 알지도 못한다.”라고 주장
한 것도 이같은 이유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국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태어난 곳이 아니라 시민
들이 함께 구성하고 법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의된 조국은 시민들을 안주하게 하지 않고 공동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게
만든다. 이처럼 조국은 단순히 태어난 곳이라는 수동적 의미의 실체라기보다는 계속해
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공동체라는 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개념이다.
특히 18세기 공화주의자들에게 있어 조국에 대한 사랑은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법에 의해 육성될 뿐 아니라 좋은 정치와 공적 참여에 의해 육성되는 인위적 감정이
었다. 루소는『정치경제론』에서 지적한다. “우리나라가 시민들 모두의 어머니처럼
느껴지게 하라. 그들이 나라 안에서 편의를 즐기게 함으로 애착을 갖게 하라. 그들이
공적 통치 안에서 충분히 정치를 나누어 집 안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라. 또한 그들
의 눈 안에서 법은 단지 공공의 자유를 보증하는 것으로 보이게 하라(1973, 24).”
루소는 또한 조국을 자유와 덕, 즉 <비르투스>와 연결 짓는다. “자유 없이 애국은
불가능하며, 비르투스 없이 자유는 불가능하고, 시민 없이 비르투스는 불가능하다.”
『에밀』,『누벨 엘로이즈』에서 그는 <뻬이(pays)>와 <빠뜨리(patrie)>를 구분한다.
자유와 진정한 시민 없이 <조국>은 말할 수 없고 단지 <나라>만 있다. 조국의 근본은
적인 지식과 사고방법으로 당시 사람들을 계몽하고 권위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였기 때문에
결국 프랑스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이 사업에 참여한 184명의 계몽사상가·학자들인 백과전서파
는 A.투르고와 볼테르, J.루소, 몽테스키외, F.케네 등 당시 프랑스의 대표적 계몽사상가들이 핵심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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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과 국가 사이의 관계이고, 공화제도에 따른 시민들의 생활방식이다. “조국을
구성하는 것은 벽이나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법과 관습, 습관, 그리고 정치, 이런 것
들로부터 일어나는 생활방식이다. 조국은 국가와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에 놓여 있으며
관계가 변하거나 실패할 때 국가는 존재를 상실하게 된다.”
이처럼 공화주의자들에게 있어 나라사랑은 <인위적 열정>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의 나라사랑은 어떤가, 특히 미래세대인 2030세대에게 공동
체에 대한 사랑이 충분한가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겠는데, 우려할만한 사실을 발견
한다. 2009년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결과를 보면, 청소년 10명중 6
명이 다른 나라 사람으로 태어나 살고 싶다고 대답한 것이다.
보훈인들은 조국에 대한 사랑이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비르투’를 함양한 시
민들이 자율적으로 공동선을 위해 희생함으로 만들어지는 인위적인 감정임을 자신의
행위로 보여준 존재들이다. ‘무위자연(無爲自然)’의 개념에 친숙해서인지 우리는
<인위적>이라 하면 <조작>이나 <허위>를 떠올린다. 그래서 인위적 감정보다는 자연적
감정이 더 고매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발상의 전환을 할 필
요가 있다. 높은 지능과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학생이라면 100점은 당연하다. 하지만
불리한 신체 조건과 열악한 환경을 의지와 노력으로 극복하고 100점을 맞은 학생이라
면 그 100점은 위대하고 소중하다. 바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나라가 유럽국가들과
미국이라면, 대한민국은 열악한 환경과 신체조건아래서 태어났다. 하지만 60년의 세월
동안 피와 땀으로 자유와 번영의 나라를 만들었다. 바로 보훈인들의 희생과 헌신의 덕
분이다.
나라사랑이란 끊임없이 정치와 사회제도, 및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희생을 통해 불
을 지피고 영양분을 공급해야만 버텨나가고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인공적인 감정이
다. 그렇다면 이런 인공적인 감정을 누가 고취하고 교육할 수 있겠는가. 보훈인들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자명하다. 그들은 추상적인 메마른 언어로 나라사랑을
말한 것이 아니고 또 교실이나 정치학 개론시간에 혹은 도덕시간에 훈계조로 말한 것
이 아니라 목숨이 위협받는 절박한 상황에서 행동으로 나라사랑을 웅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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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체의 기억을 되살리는 역할
정치공동체는 앤더슨(B. Anderson)의 말대로 <상상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상
상의 범주>를 <현실의 범주>로 만들기 위해 <기억(memory)>과 <기념(commemoration)>
이 무척이나 필요하다. 기억은 국가정체성과 시민적 덕성을 키우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
이다. 미국과 프랑스와 같은 국가에서는 자국의 역사를 기념하는데 관심을 쏟는다. 공
동체의 역사를 듣는 후세대는 조상들과 같은 업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을
깨달을 수 있다. 공동체의 과거는 새로운 세대들의 시민교육에 훌륭한 재료가 될 수
있는 이유다. 문제는 어떻게 공동체의 과거를 되살릴까하는 문제다.
대한민국공동체의 과거를 되살리는 문제와 관련, 6·25에 관한 문제를 보자. 6․25
는 <잊혀진 전쟁>이었다. 2010년은 6․25 60주년이 되는 해여서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6·25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특히 누가 누구와 싸웠는지는 <골든벨 스타>가 되어야 알까 말까 할 정도이다. 이러
한 무지에는 과거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면서 6·25의 실체를 국민의 기억에
서 모호하게 만든 것도 한몫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문제는 6·25의 진
실과 의미가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 사이에 명확하게 공유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다. 6·25의 상처와 아픔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가 분명치 않
은 것이다. 단순히 남과 북이 서로 총을 겨눈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에 불과한 것
인가. 전쟁에 대한 의미가 확실치 않으면 젊음과 목숨을 바친 호국세대의 희생과 헌신
은 '망각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점에 있어 북한은 한 발 앞서 있다. 일요일 새벽 기습 남침해 동족의 가슴에 총
을 들이댄 전쟁임에도 <조국해방전쟁>이라고 부르고 있다. 중국과 소련을 끌어들여 한
반도를 피로 물들여 민족에 고통을 안겨준 전범(戰犯)에 해당하는 나라가 <조국해방전
쟁>이라고 하니 어이가 없는 일이지만, 공산주의적 발상으로 가치관을 부여해 주민들
의 공유된 인식으로 삼는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다원주의사회라 그런지 그 진실과 의미조차 십인십색(十人
十色)이다. <실패한 통일전쟁>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한국전쟁>으
로 부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런 명칭으로는 우리가 피땀 흘려 싸운 전쟁의 가치
와 의미를 크게 왜곡할 뿐이다. 과연 6·25는 우리에게 어떤 전쟁이었나. 그것은 자
유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이었고 자유의 땅을 지키기 위한 호국전쟁이었다. 그런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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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 의지가 결연(決然)했기에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쳐들어오는 북한 공산주의자들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 우리는 중과부적(衆寡不敵)이었고 맨손이었지만 용감했다.
특히 그들 가운데는 자원입대한 <학도병>들이 있다. 나라를 위해 펜을 놓고 총을
잡으며 적수공권으로 전쟁에 뛰어든 그들의 숫자는 약 5만 명 정도였는데, 그 가운데
7,000명이 전사하고 지금은 1000명 정도가 살아 있다. 그들은 학도병이었던 만큼 정
식 계급과 군번을 가진 정규군이 아니었다. 과거 조선시대의 <의병(義兵)>처럼 민간인
신분으로 청춘을 불사르며 목숨을 걸고 싸웠다. 사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을 막론하
고 외국에는 이처럼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학생들이 펜을 버리고 총을 든 사례가 없다.
또 우리는 6․25때도 학생들의 학업을 보장하고자 전시대학은 물론 전시 중․고등학교를
부산이나 대구에 세워 학업에 전념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그들은 나라를 위해 학교를
떠나 젊음과 목숨까지 바쳤다. 하지만 민간인 신분이라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해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 이처럼 학도병과 같은 호국의 주역들이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
지 <비겁한 평화>를 원했다거나 적화통일을 받아들였더라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
을까. 틀림없이 현대판 노예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호국의 보훈인들은 <비겁
한 노예>보다는 <떳떳한 자유인>이 되고자 했기에 분연히 일어섰던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의 희생덕분에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그들의 헌신을 올
바로 기억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서울 용산에 있는 6·25기념관을 <전쟁기념관>이
라고 부르고 있는 현실을 한번 생각해보자. <war memorial>의 영어명을 우리말로
옮긴 것 같으나, 실은 잘못된 이름이다. 호국을 기념해야지 어떻게 전쟁을 기념할 수
있겠는가. 사실 영어권에서 나라를 위해 죽은 용사들을 기억하는 <memorial day>도
우리는 <현충일>로 부르고 있지 않는가.
공동체의 결속과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위해서는 기억과 기념이 필요하다. 테르모필
레(Thermopylae) 전투가 끝난 후 용맹한 레오니다스왕과 전사들의 죽음 위에 놓인
“지나가는 길손이여, 가서 스파르타인들에게 전하라, 우리는 조국의 법에 순응해서
여기에 누어있노라”라는 비문(碑文)은 공화국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은 순국의 아름
다움을 후세들에게 알리고 공동체의 나라사랑 문화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기억의 기념행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조국을 위해 목숨바쳐 헌신한 용사들에 대한 기념사업은 시민들에게 긍지를 줄 수
있어야하는데, ‘전쟁기념관’이란 이름은 그런 점에서 잘못된 이름이다. 비롤리(M.
Viroli, 2002. 90)는 “자긍심 없는 국민은 쉽게 비굴해지거나 교만해진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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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한다. 이런 점에서 보았
을 때 나라를 위해 싸우다 희생한 그들의 숭고한 조국애를 기리고 그들의 기억을 진
정으로 되살리고자 한다면, 중립적인 의미의 '전쟁기념관'을 버리고 나라사랑 의지를
추모하는 '호국기념관'으로 불러야 한다. 보훈단체야말로 바로 호국기념관으로 이름 바
꾸기 위한 운동을 벌일 수 있는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5. 북한체제의 부도덕성을 환기시키는 역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같은 민족이면서도 ‘자유민주주의 공화국’과는 공존할 수
없는 정치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알아야한다. 북한체제가 함의하는 바는
무엇인가. 북한이야말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면서도 3대째 세습을 하고
있고 <우리식 사회주의>라면서도 군대를 앞세우는 <선군정치>를 하고 있다. 또 <주체
의 나라>라고 하면서도 외부의 도움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앨리
스도 울고 갈 <이상한 나라>다 보니 북한을 이해하려고 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게 되
고,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갖가지 비유를 동원하게 된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비유적 접근을 하다 보면 자칫 북한체제의 사악한 실체를 놓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북한에 있는 만수대의사당은 우리 국회의사당에
해당되고 조선노동당은 한국의 집권여당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는 식이 그것이다. 심
지어 김정은의 3대 세습을 영국의 엘리자베스 가문에 태어나면 왕자가 되는 것과 같
고, 미국 부시 가문의 부자(父子)가 대통령직을 맡았던 이치와 유사하다는 식의 강변
도 나오는 판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맥락이 전혀 다른, 그야말로 생뚱맞은 비교이
다. 모르고 말했다면 순진한 발상이고, 알고도 말했다면 비열한 행위이다. 지성인이나
정치인들이 진실을 오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못 믿게 만든다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북한은 한마디로 전제정(專制政)의 나라다. 그들의 만수대의사당이 우리의 국회의사
당과 같을 수 없고, 그들의 3대 세습은 영국왕가의 세습과 같은 것이 아닌 이유다. 또
그들의 만수대의사당에서 인민의 행복이 나올 수 없고 그들의 3대 세습이 절대왕가의
세습과 닮은

꼴이 되는 이유다. 흔히 북한을 두고 <불량 국가> 혹은 <실패한 국가>

라고 말하기도 한다. 허나, 본질은 어디까지나 전체주의 전제국가이다. 1980년대 말
동유럽과 소련에서 공산주의가 망하면서 1인 절대지배, 일당독재, 관제 이데올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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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독한 감시체제도 붕괴했고, 그 자리에는 억압의 흔적들로 얼룩진 전제정권의 지도
한 장을 달랑 남겨놓았을 뿐이다.
그러나 북한은 다르다. 전체주의의 망령과 같은 형태가 아직도 강력한 힘으로 존재
하는 곳이 북한이다. 전제정의 본질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안녕을 주겠다며 휘두르는
통치자의 무제한적인 권력에 대하여 법적으로나 제도적, 관행적으로 비판이나 반론을
정당한 방식으로 제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입법권을 가
진 의회도 없고 반대파도 없으며, 자유언론이나 독립된 사법기구도 존재하지 않고 권
력의 탐욕으로부터 법에 의해 보장받는 사유재산도 없다. 설사 의회나 언론, 사법기구
가 있다고 해도 실체는 없고 이름뿐인 ‘유명론’에 의하여 압도될 뿐이다. 전제군주
의 명령과 지시 이외에 토론과 설득, 합의의 공간이 존재할 수 없고 전제군주의 뜻과
는 다른 어떤 공공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전제주의적 정치체제에서 질서의 궁극적 원리는 전제군주, 개인자신의 성향으로부터
나온다. 물론 전제정이라고 해서 정의(正義)나 법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그런
무규범의 질서 체제는 아니다. 정의를 규정하는 절차뿐만 아니라 정치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나름대로의 법과 규칙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임의성>과 <폭압성>이 통치의
유기적 특징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북한의 세습이나 정치범 수용소는 바로 이런 전제정의 본질적 특성에서 나온 것일
뿐, 미국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유권자들의 뜻에 따라 각각 대통령이 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김정은 후계체제를 공식화하기 위해 대거 외신기자들을 초청해 사상 처음으로
'은둔의 왕국'에서 생중계를 했다고 하여 민주사회에서 귀빈들의 축복 속에 열리는 대
통령 취임식과 같은 의미의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자신을 표현하는 용어
가운데 가장 해괴한 것이 '공화국'이라는 단어다. 북한은 과연 공화국인가. 북한이 자
신을 표현하는 용어 가운데 가장 해괴한 것이 '공화국'이라는 단어다. 북한은 과연 공
화국인가. 공화국은 일찍이 로마의 키케로가 지적한 대로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다. 그런데 키케로는 그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 <res publica>는 <res
populi>라고 덧붙인다. 여기서 <res>는 사물을 의미하고 <publica>는 <국민>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 <publicus>의 여성형이다. 국민이라는 명사형은 <populus>로서 오
늘날 영어 <people>의 어원이기도 한데, 거슬러 올라가 <populi> 형태가 되면 소유격
이 되어 <국민의> 라는 뜻이 된다.
따지고 보면 <publicus>는 <populus>에서 나온 형용사이므로 의미가 중첩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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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나라는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으로 국민 전체의 소유라는 의미다. 뿐만 아니라 바
로 뒤이어 "국민이란 단순히 인간의 집합체 모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대한 합
의와 공동의 이익으로 결합된 인간의 집합을 말한다(populus non omnis hominum
coetus quoquo modo congregatus, sed coetus multitidinis juris consensu et
utilitatis communione sociatus)"고 설명하고 있어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지금 북한은 누가 뭐래도 김일성 일가의 것이며 또한 법에 대한 합의도 없고 공동
의 이익이라고 말할 것도 없이 김정일 일가의 이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집합체임에도
'공화국'이라고 하니, 이처럼 지독한 언어의 타락을 어디서 찾아보겠는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북한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의 태도이다. 좌파진보진
영 일부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을 보노라면, 과연 우리공동체에서 지성과 상식이 살아
숨쉬고 있나하는 의문이 들 정도다.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며 북한체제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보훈인들은 한국사회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잘못된 대북관을 바로 잡는 역할에 나서
야한다. 과잉 민족주의에 함몰돼 한국과 북한, 공화정과 전제정 사이에 같지도 않은 것
을 같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을 수정해주어야 할 이유다. 통치자가 있는 것은
똑같지만, 제한된 임기와 권력의 대통령이 국정을 책임지는 것과 죽을 때까지 절대권력
을 휘두르는 국방위원장이 군림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목숨과 젊음을
바친 호국의 주역이 보훈인일터이다. 그렇다면 보훈단체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과 지식
인들로 하여금 북한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사회교육의 역할을 맡아야한다.

6. <국가의 진실>을 일깨우는 역할
6․25의 비극이나 KAL기 테러, 아웅산 테러, 최근 천안함 폭침사건과 같은 비극들
을 겪을 때마다 “나라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북한이 저지른
테러에는 유족들의 눈물이 배어 있다. 잃어버릴 수 없는 아들, 잃어서는 안 되는 남편
을 잃은 유족들의 슬픔은 이미 테러로 인한 희생의 한 부분이 된 것이다. 물론 테러를
자행하는 호전집단의 가증스러운 음모도 빼놓을 수 없지만, 유감스러운 것은 북한테러
의 진실을 믿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사회에 일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국
가의 비극에는 <국가의 진실>이 담겨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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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가가 어떻게 존속되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가 바로 이 <국가 진실>의 핵심이
아니겠는가. 국가는 사람들이 월드컵 축구나 겨울올림픽에서 신나게 응원하는 열기에
서 그 존재감을 일부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그게 국가실체의 전부는 아니다. 외국에
나가면 공항에서부터 눈에 확 들어오는, 삼성, LG, 현대 등 한국 기업들의 대형 광고
판에서 대한민국이 읽힐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국가의 온전한 모습이 다 들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피와 눈물 및 땀>으로 구현되는 희생과 헌신, 책임과 같은 가
치들을 생각할 때 비로소 국가의 실체와 마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며 느꼈던 환희만이 아니라 새벽녘의 이슬처럼 아
침 햇살이 비칠 때 소리 없이 스러져간 아들이나 남편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하는, 이
른바 천형(天刑)과 같은 슬픔을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국가적 삶
의 징표임을 보훈인들은 웅변하고 있다.
국가가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져 있는 실체라는 생각은 고대 그리스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어져올 정도로 오래된 전통이다. 한 공동체에서 <자유시민>으로 산
다는 것, 즉 <시민다움>의 절정은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 죽을 준비가 돼 있고 그 공
동체의 존속과 안녕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에서 나타났다.
<공동체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 가운데 가장 위대한 가치로 칭송받았
고, 자신들의 공동체를 위해 죽음으로써 이 사랑을 보여준 사람들은 다른 모든 잘못을
용서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스파르타의 어머니들이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경외서
의 속담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전장으로 떠나는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다. "
방패를 가지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방패 위에 누워서 돌아오라." 이것은 전쟁터에 나
가면 승리해 돌아오든지, 아니면 목숨을 바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국가의
진실>을 입증하라는 지상명령과 같은 것이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인들과 싸우다 죽은 아테네의 전몰자를 기리는 페리
클레스의『추도사』에서도 이 점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아테네를 위해 죽은 전사는 아
테네를 위한 최고의 사랑, 즉 그리스어로 <필로폴리스(philopolis)>를 실천한 용사로
추모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찍이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Horatius)는 읊조렸다. "조
국을 위해 죽는 것은 얼마나 달콤하고 명예로운 일인가(dulce et decorum est mori
pro patria)!" 혹시 여기서 '달콤하다'는 표현은 과도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
다. 나라를 위해서 죽는다고 해도 죽는 것은 참담한 고통인데, 어떻게 '달콤하다'고 말
할 수 있겠는가. 그러지 않아도 칼레시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칼레의 시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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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한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은 그 칼레시 영웅들의 마지막 모습을 고통에 힘겨워 하
는 모습으로 담았다. 모름지기 <달콤하다>는 표현은 <용기 있다>거나 <영웅답다>라는
말로 바꾸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보훈인들 이야말로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죽음이 국가공동체
가 지탱되고 있는 비결이며 원천이라는 점을 알려줄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점이다. 자신들의 희생과 헌신이 바로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국가의 진실>
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Ⅳ. 보훈단체의 제도적 역할
보훈단체가 이상의 논의를 통해 제시된 공동체의 역할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제도
적 장치는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보훈단체를 주축으로 하는 (가칭) <국가보훈위원회>
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 <국가보훈위원회>는 그 역할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와
비슷하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민주평화통일을 위
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이처럼 <국가보훈위원회>도 국가보훈을 위한 정책수립 및 추진에 관해서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하는 대통령직속기관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물론 지금도 보훈단체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있다. 광복회나 4․19단체 등, 그 수는 상당히
많다. 그런데 이들 조직들은 회원들간의 친목을 다지며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국가보훈위원회>는 친목의 범주를 넘어 대한민국의 정체성, 호국과 보훈에
관한 가치를 지키며 각종 국가적 사안에서 공동체의 정신을 고취하고 바로 세우는 역
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국가보훈위원회>는 물론 행정조직이나 입법조직처럼 입법권이
나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책을
건의하고 자문하는 기관이다. 즉 애국과 호국정신앙양과 고취의 관점에서 정책이나 혹
은 쟁점에 대한 사안들에 대해 대통령에 자문하고 권고하며 정론(正論)에 입각한 여론
을 형성하고 또 필요할 때에는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물론 우리 사회에는 그 역할은 다르지만 나름대로의 소임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위
원회는

많다. 그 가운데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있다. 문제는

이런 기관이나 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은 국가의 정체성을 옹호하거나 공동체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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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데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를
생각해보자. 이들 위원회는 그 이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주요 업무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있다.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업무임에 틀림없지만, 개인주
의적인 성향을 띄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개인의 권익보호에 지나
치게 초점을 맞춘 나머지 공동체 전체의 공동선을 바로 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인주의적 경향과 추세에 공동체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루소
가 말하는 <일반의지(general will)>와 같이 공동체 전체의 선(善)을 개념화하고 조망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역할이 필요하다. 바로 (가칭) <국가보훈위원회>
는 직접적으로는 대통령에게, 보다 더 직접적으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입법․사법․행정
에 관한 사안에서 애국과 호국의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도덕적 권위가 반드시 필요한데 보훈단체로
이루어져 있는 ‘국가보훈위원회’는 이러한 업무에 있어 적격이다. 국가와 사회가 직
면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의 영혼에 관한 문제들에서 정치권이 할 수 없고 진보와 보
수가 할 수 없는 업무를 보훈인들만이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하면 보훈단체의 애국호국정신을 고취하는 역할이 시급한 것은 바로 초중고등
학교에서의 학교교육이다. 우리학교에서는 애국이나 호국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있지
못하다. 중고등학교에서는 대학입시교육에만 치중함으로써 인성교육이나 국가관교육이
설 자리가 없다. 오히려 전교조와 같은 교사들의 조직은 애국이나 호국의 가치를 정면
으로 비판하면서 북한체제에 대한 잘못되고 온정주의적 시각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를 폄훼하며 순진무구한 학생들에게 잘못된 국가관과
역사의식을 주입시키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사회
교과서나 역사교과서에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문제삼는 내용들로 가득하다. 북한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반면,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이런 책을 가지고 공부하며 시험도 보고 또한 참고서도 같이 공부
한다.
또 이런 공교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교육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애국
과 호국의 가치를 냉소적으로 보는 경우도 심각하다. 학원의 인기강사들이 인터넷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강의를 거침없이 하고 있고 각종 논술이나 학원의
시험지문에서도 북한이나 국가사회주의체제를 옹호하며 대한민국의 체제를 비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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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들이 다반사다. 그런가 하면 인터넷상의 각종 지식사이트에서도 대한민국의 역사
를 왜곡하는 사례들이 허다하다. 이와 같은 경우는 애국과 호국,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 삶을 살아왔던 보훈단체의 대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호국의 기본정신에 도전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보훈단체는 이러한 학교교육의 현실에 파고들어 올바른 시민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들은 공동체를 위한 치열한 삶을 통해 애국과 호국이 무엇이고 나라
를 가꾸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어린 학
생들에게 체감있게 다가갈 수 있다. 이 보훈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에 따라 지금의 학교
분위기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교사집단의 이념적인 편향성을 시정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보훈인들은

무보수이면서 오로지 명예만을 갖는 <명예교사>, <명예교감>,

혹은 <명예교장>으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바른 시민교육과 바른 국민교육을 담당할
수 있다. 물론 학교교육에서 이들의 역할은 주도적 역할이라기보다는 보완적인 역할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균형잡힌 시민교육이 이루어지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단체들이 애국과 호국의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명실공히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차원에서만 보훈단체가 활동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역동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
다. 지역주민들의 삶 속에서 애국과 호국, 보훈정신이 스며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나라사랑과 호국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적지들이 지역 곳
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보훈인들은 사적지에 대한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민
들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있는 교육, 즉 실질적인 평생교육과 생활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과 지역자치의 관점에서도 보훈이나 애국정신의
관점과 역행하는 정책들에 대해 얼마든지 수정권고나 개선권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보훈단체의 회원들은 공식적인 직위가 아닌 별정직이나 혹은 명예직, 예를 들면 <명
예군수>, <명예시장>, <명예도지사> 등의 직함으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보수나 직위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공간과 위상이 충분히 마련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훈과 애국의 의
미와 가치가 마치 나무뿌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주민들의 생각과 행위속에 스며들게 만
들 수 있지 않겠는가.
따라서 이 모든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보훈단체는 (가칭) <국가보훈위원회>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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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교사> 혹은 <명예자치단체장> 등의 역할을 통해 명실공히 우리 사회에서 국가의 정신
과 진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보훈단체는 우리 사회에서 정부
로부터 단순히 보상을 받는 단체가 아니라 고대 그리스의 전통대로 공동체를 위한 <파
이데이아(paideia)>를 담당하는 단체 혹은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는 단체로 새롭게 자리
매김해야한다. 그것은 마치 고대 로마의 원로원이 국가정체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
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도 바른 역사와 전통을 공동체에 증언하는 역할이 될 것
이다.

Ⅴ. 결 어
한국의 보훈단체는 한반도 상황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중차대한 역할을 맡아야 한
다. 그런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근거라면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권위> 때문이
다. 그들은 독립운동이건 건국이나 호국이건 혹은 민주화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공
동체의 주역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역들이 단순한 국가유공자로 분류되어 보상
을 받는 존재로만 자리매김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공동체의 현 상황을 볼 때, 그
들이 할 수 있는 보다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이 있다. 국가 공동체의 정체성을 바로 세
우는 일, 공동체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하는 일,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일, 북한이 어
떤 성격의 정치체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일, 국가의 진실을 바르게 인식하는 일등이
그들이다.
국가에 대한 사랑이나 공동체에 대한 인식은 인위적일 수밖에 없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이 중차대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주역은 보훈단체뿐이다. 우리사회에서는 진보
와 보수, 좌파와 우파 간에 치열한 갈등과 대립이 있다. 유감스러운 일은 단순히 복지
문제와 같은 정책의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이 국가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 평균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되
는 것이 아니라 ‘구태보수’가 되고, 대한민국에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
진보가 된다. 또 조국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 대표적인 대한민국인(人)이 되는 것이
아니라 편협한 국가주의자나 보수가 되며, 북한의 체제의 정당성을 인정하면 반(反)
대한민국 세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보가 된다. 북한이 그 동안 한국에 대해 자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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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수많은 테러행위를 보고 북한소행이라고 지적하면 보수가 되고, "북한이 그럴 리
없다" "북한이 연루되었다는 증거가 있느냐“ ”대한민국 정부의 조작이다“ 이런 식
으로 말하면 진보가 된다.
또 북한의 3대 세습은 현대 민주 사회에서는 물론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있을 수 없
는 반(反)문명적 규범이라고 주장하면 보수가 되고 북한에서 3대 세습은 상식이며 미
국의 대통령이나 영국의 엘리자베스 가문에서도 권력 세습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면 진
보가 된다.
이런 기상천외한 진보와 보수의 대립구도는 정치권에서도 그대로 닮은꼴이 되어 여
당과 야당 간에 대한민국에 대한 정론(正論)을 찾아볼 수가 없다. 정치인들은 자신들
의 정략적 이익의 포로가 되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레스 푸블리카>로서 <정의
에 대한 합의>와 <공동선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공화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
하지 못한채 득표나 이해관계 때문에 진영논리에서 한 걸음도 더 나갈 줄 모른다. 그
결과 다른 사회에서는 끝난 이데올로기 싸움이 지금도 치열하게 지속되고 있는 곳이
한국이고 대한민국의 <정론>을 주장하면 보수가 되고 대한민국의 <정론>을 부정하면
진보가 되는 곳이 또한 한국이다.
바로 이런 현실에서 보훈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과 역할이 있다. 그것은 보훈인들이
가진 도덕적 권위때문이다. 따라서 보훈단체는 지금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제도적 차
원에서나 행태적 차원에서 수행해야 한다. (가칭) <국가보훈위원회>와 같이 애국정신
과 보훈의식의 고양과 고취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하는 결사체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나라사랑, 국가정체성 교육을 보완적이기는 하지만 실질적
으로 담당해야 한다. 무보수와 무직위의 형태를 취하더라도 국가정체성과 나라사랑,
보훈정신의 살아있는 모델로서 학생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나라사랑이나 국가정체성은
<자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인위적인 사랑>이기에 이를 고취시키기 위한 보훈단체의
역할은 거의 절대적이다. 그런가하면 지자체에서도 국가 정체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시점에서 보면 한국사회의 공적․사적 영역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권위가 추락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덕적 권위를 가진 보훈단체가 나서서 국가정체성과 조국애 고
취, 국가의 진실과 북한바로알기의 역할을 수행할 때, 그 효과는 국가기관이나 사적기
관을 포함한 어떤 단체보다도 지대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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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Suggestions on the Political Roles of Veterans in the
Republic of Korea
Hyo-chong Park
This study attempts to argue that veterans in Korea should be ready to
contribute more to the country and play a more positive leadership in
encouraging patriotism. The love of the fatherland is not a natural sentiment
but an artificial feeling to be fostered by laws, or better, by good government
and participation in public life. Some people might claim that love of country is
a natural emotion which to thrive and grow strong, has to be protected from
contamination and cultural assimilation. This study, however, believes that love
of

country

is

an

artificial

feeling

that

requires

constant

stroking

and

nourishment by political means, first and foremost, good government and civic
education about public life. A free republic is not a purely political institution,
distinct from a nation understood as a cultural reality. The republic, being a
political order and way of life is a culture. Precisely because a free and equal
republic cherishes the ideals of freedom, human rights and democracy, we have
a great need of memory and commemoration. Memory is a powerful means for
encouraging civic virtue and patriotism. The democratic republics that most
assiduously defend liberty are also those that are especially committed to
celebrating their own history. When we commemorate a long-ago episode of a
struggle for liberty, or when we speak of martyrs, of the men and women, who
made contributions to the republic, we can arouse in the hearts of participants a
sense of moral obligation to carry on the work. The past can become a resource
for

the

civic

education

of

new

generations.

We

strongly

believe

that

achievements and sacrifices by the veterans who serve Korea in times of war
and peace can constitute moral authority that nobody can enjoy. As national
heros and patriots, veterans have moral authority. It is why they can play a
significant role in setting the community right in terms of national values and
sentiments. If we wish to be citizens of a free and equal republic, we have to
share many important values and sentiments including laws, liberty, friends and
enemies, memories of victories and defeats,, hopes and fears. To this end,
veterans national councils should be established to address the important issues
such as love of country and national identity. Also, they should be abl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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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 a multitude of learning resources in schools. They should be able to
play in an educational role in local self-government by engaging communities in
remembrance of their achievements and sacrifices, and by promoting an
understanding of their significance in Korean life, as we know it today. It is
because that true patriotism should be born and flourish in local communities.

Key words: moral authority, republic, veterans, senate, love of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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