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17년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한·러 국민 인식의 변화:
한국 국민의 세대별 인식을 중심으로*

최 우 익

- 개요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는 러시아여론조사센터(ВЦИОМ)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 2017년 7월 19~30일 한국과 러시아 양국 국민 상호인식조
사를 벌 다. 2017년 설문조사는 인터넷과 전화로 이루어졌으며, 조사 대상 
규모는 러시아 국민 1,200명, 한국 국민 1,000명이었다. 응답자 선정은 성
별, 연령별, 교육 수준 및 거주지에 따른 층위별, 무작위 방식에 따랐다. 설
문조사의 주요 목적은 한국과 러시아 양국 간 협력 잠재력, 협력의 장애 요
인, 향후 협력 방향 등을 탐색하는 데 있다. 이 글에서는 한반도 주변국인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상대 국가에 대한 한·러 양 국민의 1년간 인식 변
화를 중심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한국 국민이 중요하게 여기는 국
가를 꼽을 때 러시아는 미국, 중국, 심지어는 일본보다도 뒷전일 때가 많았
지만, 일정한 국면의 변화에 따라 러시아를 바라보는 국민 인식도 변화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발견한 점이 이번 설문조사의 가장 큰 의의라고 평
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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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는 2016년부터 설문조사 전문 기관을 통해 

한국과 러시아에서 양국 국민 상호인식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설문조사는 

러시아여론조사센터[ВЦИОМ(프치옴)]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같은 시기에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되는데, 2016년 7월과 2017년 7월 총 2회 시행되었다. 
설문조사의 목적은 한·러 양국 협력 관계 강화 및 발전 방향과 잠재력 규

명, 협력의 장애 요인과 향후 협력 방향 등을 탐색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첫째, 한·러 양국 국민의 상대국 이해 수준과 태도 변화 조사, 한·러 양국 국

민의 상대국 문화에 대한 현재 수준의 관심도 및 주요 관심 사항 규명, 셋째, 
양국 협력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한 인식 변화 규명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설문조사 응답자 선정은 성별, 연령별, 교육 수준, 거주지에 따른 층위별, 
무작위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다. 한국과 러시아에서 자국민 대상으로 각 설

문조사 기관이 설문조사를 시행하는데, 조사 대상 규모는 러시아에서는 2016
년 1,600명(전화 및 인터넷 설문), 2017년 1,200명(전화 설문), 한국에서는 

2016년 1,000명(인터넷 설문), 2017년 1,000명(인터넷 설문)이었다.
그동안 한·러 관계 발전을 모색하는 취지로 한국과 러시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몇 차례 있었다. 구한말 수교를 맺었지만, 일제의 강점과 냉전 

시대를 거치며 그동안 반세기 이상 단절되었던 한·러 관계는 1990년 수교를 

맺으며 전환점을 맞이했다. 또한, 2008년 한·러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를 하는 등 한·러 관계 발전의 

도약을 위한 계기도 있었다.1) 그렇지만 양국의 교류와 협력은 수교 후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음에도 처음에 기대했던 것만큼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고 

대부분의 전문가가 평가한다. 물론 일정한 정치, 경제 교류의 시도들은 있었지

만, 그러한 것들은 사실 선언적 차원에 머물렀다든지, 혹은 정권이 바뀔 때마

다 이벤트성, 전시성으로 포장된 것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다.2) 
하지만 정부 차원과 별도로 민간 차원에서 학문, 예술, 공연, 관광 등 사회

1) 홍완석(2009) 한-러 문화교류 기초조사, 문화체육관광부, 11-23쪽. 
2) 고재남(2013) ｢역대 정부의 대러 정책 성과 및 평가와 박근혜 정부의 대러 정책 

과제｣, 주요국제문제분석, 2013-05,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1-21쪽; 신범식
(2010) ｢한-러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공유이익과 실현전
략의 관점에서｣, 한국과 국제정치, 제26권 제1호, 통권 68호, 235-278쪽. 



문화적 차원의 교류들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3) 또한, 양 국민 간 상호 이

해와 인식의 폭도 일정 부분 넓어졌다. 따라서 이제는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정치, 경제 역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국민 차원

의 지속적인 사회문화 교류와 양 국민의 폭넓은 상호 이해에 기초하여 한·러 

관계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대두되었다.4) 바로 이러

한 배경에서 한국과 러시아 국민 상호인식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실제 

이에 입각한 설문조사들이 시도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2009년 9월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의뢰로 러시아 여론조사 기관인 레바

다 센터가 러시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민 각각 320명과 322명 

등 총 642명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형식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조사의 목

적은 한·러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정보와 자료를 마련하기 위함이었

으며, 주된 내용은 러시아 내의 한국 및 한국문화에 대한 인지도와 수요, 러

시아 국민의 국가관 및 국민의식, 문화 향수 실태 등이었다.5) 
한국과 러시아 상대국에 대한 문화적 이해도를 측정하고 상대국 문화에 

대한 수요를 알아보기 위한 공동설문조사가 시행되었고 2010년 11월 제1차 

한러대화(KRD) 포럼에서 이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었다. 또한, 이를 심층적으

로 비교 연구한 논문이 2011년 출판되었다. 한국 응답자는 서울 국제교류재

단 전시회 관람객 200여 명이었으며, 러시아 응답자는 에르미타시 박물관 관

람객 중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민 461명이었다.6) 
2012년 4~7월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모스크바 고등경제대학교, 러시아 국립

국제관계대학의 인문계 러시아인 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동북아 국가 이미

지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다. 이 설문조사의 목적은 한국의 국가 이미지 제

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었으며, 당시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학생이 

모스크바 고등경제대학 학자들의 도움으로 설문과 분석 작업을 수행했다.7)

3) 홍완석(2009) ｢제2장 한국과 러시아: 역사적 관계와 문화교류｣, 한-러 문화교류 
기초조사, 11-61쪽. 

4) 홍완석(2009) ｢제1장 서론｣, 한-러 문화교류 기초조사, 3-7쪽. 
5) 홍완석(2009) ｢제4장 러시아 문화수요 설문조사 및 분석｣, 한-러 문화교류 기초조

사, 105-198쪽. 
6) 최진희(2011) ｢한러수교 20주년과 문화교류｣, 외국학연구, 제18집, 383-400쪽. 
7) 윤 기ㆍ김슬기(2012) ｢러시아에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 ― 러시아 대학생들의 동



2013년 3월 레바다 센터는 러시아 국민 1,600명을 대상으로 한·러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벌 다.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러시아 국민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 한국에 대한 정보와 지식수준,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인식, 문화, 경제, 관광, 비즈니스 분야에서의 한국과 러

시아의 이해관계 등에 대한 것들이었다.8) 
2015년에는 한국 대학생 302명을 대상으로 러시아 국가 이미지에 대한 설

문조사가 있었다. 이 조사는 한·러 수교 25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간 동반자

적 관계를 유지,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이미지를 분석한다는 목적으로 수행

되었으며, 대학생들의 러시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한반도 안보 및 통일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역할, 러시아 역사, 종교, 언어, 사회, 가족에 대한 연

상 이미지를 묻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9) 
이와 같은 설문조사들은 한·러 수교 20주년, 25주년 등을 맞이하면서 더욱 

관심을 끌었고, 그동안 막연하게 느껴왔던 한·러 관계에 대해 양 국민의 인

식과 견해를 구체적 수치로 드러낼 수 있어 큰 연구 성과로 평가받았다. 하

지만 이렇게 진행된 설문조사들에서 일정한 한계와 문제점들이 있었음을 지

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로 일부 설문조사는 전문적인 여론조사 기관에 의해 수행되지 못했다. 

물론 모든 설문조사는 전문가들에 의해, 혹은 주변 전문가의 도움으로 이루

어졌지만, 사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응답자를 체계적으로 선정해 대표성을 

띤 설문 결과를 끌어내려면 전국 단위의 설문조사 망을 지닌 전문 기관에 

의해 설문조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이렇게 양국 국민의 상호인식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 설문조사

가 양국 국민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 국민이 다른 한 국가나 국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설문조

사는 대부분 해당 양국 관계의 발전 잠재력을 판단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북아 국가 이미지와 인식차이 비교분석｣, Russia & Russian Federation, Vol. 3, 
No. 3,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46-51쪽.

8) А. Овакимян(2013) “Образ Кореи в общественном мнении россиян,” Вестник  
общетсвенного мнения, № 2, С. 45-55.

9) 송정수ㆍ김세일(2015) ｢한국 대학생들의 러시아 국가이미지 연구｣, A Search of 
Enhanced Cooperation and Mutual Recogni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2015년 
6월 27일 KASEUS 주관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33-42쪽.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라면 그것은 의당 한 국민만이 아니라 양 

국민의 생각을 동시에 엿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게다가 설문조사가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시의 국제 정세나 양국 관계 

상황의 동시성을 유지하면서 더욱 균형감 있는 설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일부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그에 맞는 특정한 목

표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지만, 사실 설문조사의 성과를 극대화하려면 그

것은 전국 국민을 대상으로 수집된 결과일 필요가 있다. 전국 국민을 대상으

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응답자를 선정해 얻은 결과일 때 그것은 

대표성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넷째로, 설문조사는 주기성을 띨 필요가 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설문조

사는 사실 장기간 이어지는 국민 인식의 경향성을 알 수 없다. 혹은 일회적 

설문조사는 특정 시기의 국제 정세나 양국 관계 분위기에 경도된 일시적 결

과에 기초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주기적이고 지속해서 설문조사가 이루어

졌을 때 그 결과는 더욱 공신력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반 하여 설문조사가 이루어질 때 그것은 국가의 정책 입

안, 기업의 경제 활동, 시민들의 사회문화교류 등 광범한 역에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보완해 기획한 것이 바로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한·러 양국 국민 상호인식조

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10) 
이 논문에서는 2016년에서 2017년 한반도 주변국인 미국, 중국, 일본에 대

한, 그리고 한국과 러시아 양국에 대한 한·러 양 국민의 1년간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이러한 주제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다

음과 같다.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의뢰로 프치옴이 7월 말 설문조사를 벌

고, 프치옴은 그 종합 결과를 9월 초 러시아 언론을 통해 보도했다. 그런데 

그중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었다.

대다수 러시아 국민과(51%) 한국 국민은(64%) 양국이 협력동반자가 될 

10) 이와 유사하게 양국 간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사례로는 동아시아연구원에서 수행
하는 ‘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와(예: 제4회 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 ― 한일비교분석 
결과 보고서), Pew Research Center에서 미국과 세계 추세를 분석하는 설문조사 
등이 있다(예: Russians Remain Confident in Putin´s Global Leadership).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자 비율이 
지난 한 해 동안 낮아져 부정적인 추세가 나타났다...11) 

 
프치옴은 위의 인용문 외에도 다양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묶어 언론 보도를 

했는데, 물론 전체 논조는 몇몇 장애 요소는 있지만 결국 한국과 러시아 국민

이 서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장래의 협력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위의 인용문에서 보이듯이 2016년에 비해 2017년 

양국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는 한국 국민과(69→64%) 러시아 국민(53→51%)의 

응답자 비율이 낮아졌음을 프치옴은 지적하고 있다. 물론 수치만으로 볼 때 

이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해당 수치의 감소만 보고 이를 부정적인 추세로 판

단한다면 그것은 다소 일면적인 평가가 될 수 있다. 한·러 관계에 대한 인식의 

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한반도 주변국에 대

한 전체 인식의 틀 속에서 살펴보면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에서 이 논문은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한·러 국민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게 되

었다. 이어지는 2장에서 바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며, 3장에서는 이를 다시 세

대별 인식 차원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한·러 관계를 바라보는 국

민 인식의 역동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어떠한 세대가 어떻

게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어떠한 세대에게 어떠한 정보와 

지식 확충이 더 필요한지를 발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2016~17년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한・러 국민 인식의 변화

2017년 ‘한·러 양국 국민 상호인식조사’의 설문 문항은 총 31개이다. 이중 

한국 국민과 러시아 국민의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인식 내용을 담고 있는 

문항은 모두 세 개가 있다. 3개 문항의 내용과 초점은 각기 조금씩 다른데, 
우선 이 3개 문항에서 나타나는 한국 국민의 러시아에 대한 인식 변화만 간

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국민이 러시아 국민을 ‘긍정적이며 신뢰와 호감이 있는 관계’라고 보

11) “Россия и Корея: связи и взаимные представления двух стран и народов”(2017)   
ВЦИОМ, 2017.09.04, Пресс-выпуск № 3457, https://wciom.ru/index.php?id=236&uid= 
116377(검색일: 2017.09.05).



국가

긍정적이며 
신뢰와 호감이 

있는 관계

부정적이며 
불신과 반감이 

있는 관계

신뢰도 없고 
반감도 없는 
중립적 관계

잘 모르겠다

2016년 2017년 2016년 2017년 2016년 2017년 2016년 2017년

러시아 13.4 7.7 15.0 18.3 59.6 59.7 12.1 14.3
미국 73.8 65.0 7.0 8.4 14.9 21.8 4.3 4.8
중국 25.5 8.0 31.1 48.5 37.4 37.4 6.0 6.1
일본 11.8 6.2 64.6 72.5 19.4 18.1 4.2 3.3

는 비율은 2016년 13.4%에서 2017년 7.7%로 낮아졌다. 또한, 러시아가 경제

역에서 ‘협력 관계’라고 생각하는 한국 국민의 비율도 40.6%에서 37.8%로 

낮아졌다. 러시아와의 협력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한국 국

민의 비율도 71.7%에서 64.8%로 낮아졌다.12) 이러한 설문 수치들을 고려할 

때 1년 사이 러시아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꽤 강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살펴보면 다른 해석을 내릴 수 있다. 2016년과 2017년 사이 문항별로 어떠한 

인식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한국 국민과 아래 국가 국민들 사이의 관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선택, 단위: %)

<표 1>은 한국 국민과 다른 나라 국민이 신뢰(호감) 관계인지 불신(반감) 
관계인지 한국 국민에게 묻는 질문이다. 2016년과 2017년 한국 국민과 신뢰 

관계라고 여기는 비율이 높은 국민의 순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순이

다. 또한, 반대로 불신 관계라고 여기는 비율이 높은 국민은 일본, 중국, 러

시아, 미국 순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한국 국민이 중국 국민과 

불신 관계라고 여기는 비율이(2017년 48.5%) 러시아보다 상당히 높게 나온다

는 점이다(2017년 18.3%). 그런데 이것은 한국 국민이 러시아 국민과 중립적 

관계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꽤 높다 보니(2017년 59.7%) 러시아 국민을 부정

적 관계로 보는 비율이 낮아지면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순서

12) 2장과 3장 본문과 표에 나오는 모든 2016년과 2017년 수치는 2016년에 출판된    
한·러 양국 국민 상호인식조사: 미래 협력 전망과 2017년에 출판된 2017 한·러 
양국 국민 상호인식조사: 미래 협력 전망, 그리고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홈페이지
의 E-book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의 3장 본문과 표의 2017년 세대별 인식에 
대한 수치는 프치옴과 한국리서치로부터 전달받은 내부 자료에 기초해 작성했다. 



국가
경쟁 관계다 협력 관계다 잘 모르겠다

2016년 2017년 2016년 2017년 2016년 2017년

러시아 26.8 24.4 40.6 37.8 32.6 37.8
미국 13.0 22.4 82.8 73.3 4.2 4.3
중국 44.8 70.0 47.0 25.3 8.2 4.8
일본 69.5 79.7 21.9 16.9 8.5 3.4

들은 1년 사이 바뀌지 않고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1년 사이 다른 중요한 변화가 생겼는데, 한국 국민이 한반도 주변

국 국민과 신뢰 관계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모두 낮아졌고, 동시에 불신 관계

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모두 높아졌다는 점이다. 중국 국민과 신뢰 관계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낮아졌으며(18%p 감소), 중국 국민과 불신 

관계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반대로 가장 큰 폭으로 높아졌다(17%p 증가). 미

국, 일본 국민과 신뢰 관계라고 생각하는 비율도 낮아졌다(각각 9%p, 6%p 
감소). 러시아 국민에 대해서도 6%p 감소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작은 하락 

폭에 속한다. 러시아 국민과 중립적 관계라고 생각하는 한국 국민의 비율은 

2016년과 2017년 모두 60%에 달하는데 이점은 다른 국민에 대한 인식과 비

교할 때 큰 차이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설문 응답 내용에서 무엇보다도 1년 사이 가장 큰 변화를 지적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한국 국민이 중국 국민과 신뢰 관계라고 생각하는 비율

은 하락 폭이 가장 컸고, 불신 관계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반대로 상승 폭이 

가장 컸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 아래에는 러시아를 포함한 여러 국가들의 목록이 있습니다. 경제 역에서 이 
국가들이 각각 한국과 경쟁 관계인지, 아니면 협력 관계인지 표시해주세요. 

(단수 선택, 단위: %)

<표 2>는 경제 역에서 한반도 주변 국가가 한국과 경쟁 관계인지, 협력 

관계인지를 한국 국민에게 묻는 질문이다. 2016년 한국 국민이 경제 역에서 

협력 관계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국가의 순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

본 순이며, 반대로 경쟁 관계로 보는 비율이 높은 국가의 순서는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순이다. 이것은 <표 1>의 양상과 유사하다. 

그런데 2017년에는 한 가지 변화가 나타났는데, 한국과 협력 관계로 보는 

비율이 높은 국가의 순서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순으로 되었다는 점이



국가
한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2016년 2017년 2016년 2017년 2016년 2017년
러시아와의 협력 71.7 64.8 7.6 16.9 20.7 18.3
일본과의 협력 55.8 41.5 27.3 47.2 16.9 11.4
중국과의 협력 78.4 71.2 11.9 20.2 9.7 8.6
미국과의 협력 82.1 77.6 8.2 15.0 9.7 7.4

다. 즉, 2016년에는 중국과 협력 관계로 보는 비율이(47.0%) 러시아보다 높

았지만(40.6%), 2017년에는 러시아와 협력 관계로 보는 비율이(37.8%) 중국

보다 높은 것이다(25.3%). 물론 2017년에도 한국 국민이 경제 역에서 협력 

관계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여전히 미국이지만(73.3%), 러

시아를 협력 관계로 보는 한국 국민의 비율은 37.8%로 이것은 중국(25.3%), 
일본(16.9%)보다 꽤 높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표 1>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한국 국민의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전체적으로 강해진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2017년 미국을 경제 역에서 경쟁 관계로 보는 비율은 9%p, 중국은 

무려 25%p, 일본은 10%p 증가했고, 반면 협력 관계로 보는 비율은 미국은 

10%p, 중국은 무려 22%p, 일본은 5%p 감소했다. 한편 러시아를 경쟁 관계

로 보는 비율은 오히려 2%p 감소했고, 협력 관계로 보는 비율은 3%p만 감

소해 미국·중국·일본에 대한 인식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무엇보다도 중국을 경쟁 관계로 보는 인식이 가장 강해졌고, 협력 관

계로 보는 인식이 가장 약해졌기 때문에 이 틈새에서 러시아를 협력 관계로 

보는 한국 국민의 비율이 중국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표 2>에서 1년 사이 일어난 중대한 변화를 꼽자면 경제 역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 심리가 매우 커졌지만, 한국 국민은 러시아에 대해서는 뚜렷

한 인식의 변화를 보이지 않아 상대적으로 러시아를 협력 관계로 보는 비율의 

순위가 높아진 점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 국민의 러시아에 

대한 인식 중 주목할 것은 러시아가 한국과 어떠한 관계인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6년과 2017년 모두 약 1/3로서 한국 국민은 다른 나라에 비

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다는 점이다. 

<표 3> 다음 국가들과의 협력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부합하지 않나요?                                   (단수 선택, 단위: %)  



<표 3>은 한반도 주변국과의 협력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한국 국민에게 묻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특정한 역에 국한하지 않고 포괄

적 차원에서 이들 국가와의 협력이 한국에 이익인지 아닌지를 한국 국민에게 

타진하고 있다. 한국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국가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2016년과 2017년 모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순이다. 한국의 이

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이 높은 국가의 순서는 2016년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순이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러시아보다(2016년 

7.6%) 미국을(2016년 8.2%)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나라로 보는 한국 

국민의 비율이 더 높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역시 정말 미국이 미덥

지 않아서라기보다는 ‘러시아에 대해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 비율이 20.7%로 

높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협력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비율이 

낮아져 이러한 결과가 빚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7년에는 이 비율의 

순서가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순으로 미국과의 협력이 한국의 이익에 부

합하지 않는다고 보는 비율이 가장 낮게 나왔다. 
<표 3> 역시 <표 1>, <표 2>와 유사하게 2017년 한반도 주변국과의 협력

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강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들 국

가와의 협력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비율은 모두 낮아졌으며, 반대로 

이들 국가와의 협력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모두 높아졌

다. 일본과의 협력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2016년에 비

해 2017년 20%p나 증가했고 러시아와는 9%p, 중국과는 8%p, 미국과는 7%p 
증가해, 이 질문에서는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장 강해졌다.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증가 폭은 중국과 미국보다 조금 큰 편이다. 하지만 절

대 수치 면에서 일본과의 협력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47%, 중국과는 20%, 러시아와는 17%, 미국과는 15%로 러시아에 대한 부정

적 인식은 미국 수준으로 약한 편이다. 
위 세 문항의 응답 내용을 종합할 때 2016년과 2017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 문항 모두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

식이 꽤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부

정적 인식이 증가한 이유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사드 한국 배치, 중국의 한

국 경제 제재와 한·중 관계 악화, 일본 아베 신조 총리 내각의 보수화, 북한의 

계속된 도발 등으로 2016년과 2017년 1년 사이 한반도 주변 정세가 매우 복잡

해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13) 이렇게 복잡한 긴장 국면 속에서는 한국 국민의 



주변국들을 경계하고 견제하는 심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증가 폭은 다

른 나라들보다 꽤 작은 편이다. 이것은 러시아가 미국, 중국, 일본보다 한반

도 주변 정세에 상대적으로 덜 개입해서일 수도 있지만, 한국과 러시아의 협

력을 원하는 양국 국민 정서가 배경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도 추정할 수 있

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더 상세히 밝힌다. 
한편,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증가 폭이 작은 또 다른 이유는 러시

아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식이 아직 뚜렷하게 자리 잡지 못해서일 수도 있

다. 세 문항 모두에서 미국, 중국, 일본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보

다 러시아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이 모두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한국 국민에게 러시아는 아직 정체가 불분명한 국가임을 보여주는 징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부정적 요소라기보다 한국 국민의 러시아에 대한 인

식을 개선할 수 있는, 그래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여지를 기반으로 한·러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한

반도 주변국에 대한 한국의 다양한 대처 방식을 늘리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한국 국민의 인식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러시아 국민의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인식을 간단히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다. 위의 세 문항과 관련

한 러시아 국민의 한국, 일본, 중국에 대한 인식은 2016년과 2017년 사이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미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강해졌고, 부정적 

인식이 약해졌다는 점이 비교적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편이다.14) 
‘러시아 국민과 한국 국민이 긍정적이며 신뢰와 호감이 있는 관계’라고 응

답한 러시아 국민의 비율은 2016년 35%, 2017년 37%이다. 이 문항에서 가

장 높은 비율을 보인 러시아 국민의 응답은 ‘신뢰도 없고 반감도 없는 중립

적 관계’로 2016년 54%, 2017년 49%이다. 한국 국민의 이 비율은 <표 1>에

13) 2017년 국제정세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인문한국(HK)협의회(2017) ｢트럼프 
당선을 둘러싼 세계 역학 구도의 변화: 러·중·일의 관점에서｣, 인문저널 창, 2호, 
18-35쪽.

14) 2016년 하반기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과 직후 한때 푸틴과 트럼프 사이에는 ‘트
럼푸틴’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양자 간에 친밀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트럼프에 대한 러시아 내의 여론도 매우 호의적이었다. 이러한 분위기가 러시아 
국민 인식에 향을 미친 듯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장세호(2017) ｢트럼
프 정부 출범과 미·러 관계｣, 인문저널 창, 2호, 19-24쪽.



한국 응답자 러시아 응답자

2017년 

우호적이다 4 21
우호적인 편이다 40 40
비우호적인 편이다 33 5
완전히 비우호적이다 0 1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

15 28

잘 모르겠다 8 5

서 본 것처럼 약 60%인데, 이처럼 양국 국민의 과반수 정도가 양국 관계를 

‘중립적 관계’로 여기고 있다. 
‘경제 역에서 한국은 러시아와 협력 관계’라고 생각하는 러시아 국민의 

비율은 2016년 55%, 2017년 49%이다. ‘한국과의 협력이 러시아의 이익에 부

합한다’고 생각하는 러시아 국민의 비율은 2016년 56%, 2017년 59%이다. 이

러한 결과들을 볼 때 적어도 러시아 국민의 과반수는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 문항 모두에서 부정적인 응답 

비율은 20% 이하로 나타난다. 
따라서 위 세 문항에서 나타나는 한국 국민과 러시아 국민의 응답 내용을 

모두 종합할 때 양국 국민은 상대를 긍정적인 파트너로 인식하는 편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위 세 문항은 여러 국가를 동시에 제시하면서 응답하게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긍정적인 반응은 한국과 러시아 양국만을 제시하면

서 답변토록 하는 몇몇 다른 문항들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표 4>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현재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단수 선택, 단위: %)

<표 4>에 따르면 2017년 한·러 관계를 ‘우호적’, ‘우호적인 편’으로 보는 

한국 국민의 비율은 44%, ‘비우호적인 편’으로 보는 비율은 33%로 양국 관

계를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더 높다. 러시아 국민은 ‘우호적’, ‘우호적인 

편’은 61%, ‘비우호적’, ‘완전히 비우호적’은 6%로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한국 응답자 러시아 응답자

2016년 2017년 2016년 2017년

좋아진 편이다 17 18 24 28

나빠진 편이다 15 17 5 7

변함이 없다 44 45 46 46

잘 모르겠다 24 19 25 19

한국 응답자 러시아 응답자

2016년 2017년 2016년 2017년

두 나라는 이미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다. 8 10 13 12
아직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아니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 

69 64 53 51

그렇게 될 수 없다. 7 11 14 16

잘 모르겠다 16 16 21 21

<표 5> 최근 1~2년 사이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관계가 전체적으로 좋아졌다고 
보나요, 나빠졌나요, 변함이 없나요?                   (단수 선택, 단위: %)

<표 5>에 따르면 최근 1~2년 사이 양국 관계에 변함이 없다고 보는 한국 

국민의 비율은 2016년 44%, 2017년 45%, 러시아 국민은 두 해 모두 46%로 

양국 국민 모두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 이렇게 응답하고 있다. 이것은 최근 

한반도 주변 국제 정세가 복잡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에 대한 국민 

인식에 큰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좋아진 편’이라고 답하는 

양국 국민의 비율이 ‘나빠진 편’이라고 답한 비율보다 높은 것도 양국 관계

를 바라보는 양 국민의 긍정적 시각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6> 한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동반자(정치 경제 등 주요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는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단수 선택, 단위: %)

<표 6>을 보면 한국과 러시아가 ‘이미 전략적 동반자’이거나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16년에 비해 2017년 조금 낮아졌지만(한국 국

민 3%p 감소, 러시아 국민도 3%p 감소), 두 해 평균 한국 국민은 약 75%, 
러시아 국민은 약 65%가 이러한 생각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될 수 없다’
는 의견은 두 해 양국 국민의 평균치가 12%에 불과하다. 



한국 응답자 러시아 응답자

2017년 2017년

전적으로 지지한다 13 35
지지하는 편이다 48 50
반대하는 편이다 7 4
완전히 반대한다 0 3
잘 모르겠다 32 7

<표 7> 귀하께서는 한국과 러시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지지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단수 선택, 단위: %)

<표 7>을 보면 한·러 FTA 체결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 ‘지지하는 편’이
라고 긍정적으로 여기는 한국 국민은 61%이며, 러시아 국민은 85%에 달한

다. 이 표 외에 유사한 또 다른 문항들에서도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이 

필요하며 바람직하다는 양국 국민의 비율은 높게 나타난다.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거나,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한국 국민의 비율은 2016년 75%, 2017년 78%에 달

한다. 러시아 정부가 주도하는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어느 나라 기업과 투자 

유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러시아 국민은 2016년과 2017년 모두 중국, 일본 다

음으로 한국을 꼽는다. 비록 한국이 세 번째 국가로 지목되지만, 이것은 유

럽 국가들과 미국보다 앞선 순위이다. 이처럼 한·러 국민은 양국 경제협력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다. 
반면 양국 관계 발전에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것으로는 한국 국민과 러시

아 국민 모두 ‘국제정치 상황’을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지목했다. ‘양국 관계

의 발전에 무엇이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2개 이하 선택)?’라는 질문

에 한국 국민은 2016년 58%, 2017년 52%가 ‘국제정치 상황’이라고 답했

다. 러시아 국민은 2016년 31%, 2017년 35%가 이렇게 답했다.15) 이러한 

인식들을 종합할 때 대체로 한·러 양국 국민은 양국의 경제협력이 서로 필

요하지만, 국제정치 상황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도 본 것처럼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다른 나라

에 비해 서로에 대한 양 국민의 긍정적 인식이 유지되는 양상을 볼 때, 국

15) 이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최우익(2017) ｢한러 양국 국민 상호인식 조사: 사회문
화적 내용을 중심으로｣, Russia-Eurasia FOCUS, 제446호.



제정치 상황이 양국 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절대 요인은 아닐 것이다. 양국 

국민의 신뢰와 호감은 이러한 복잡한 국제정세의 난관을 헤쳐 나가는 힘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러시아에 대한 한국 국민의 설문 결과 수치 변화만 보아서는 러시

아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한 것처럼 보이나, 1년간 한반

도 주변 정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고려하면서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전

체 인식 변화의 틀 속에서 이를 바라보면 다른 평가가 유추 가능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3.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한국 국민의 세대별 인식

2016년 설문조사에서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한국과 러시아 모두 세대별 

인식에서 차이가 꽤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러시아를 포함해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한국 국민의 세대별 인식 역시 또 다른 차원의 해석과 평가

의 여지를 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세대별 인식을 살펴보기

에 앞서 우선 2016년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세대별 인식 차이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6) 
한국 국민에게 “‘러시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나라가 연상됩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러시아연방’, ‘소련’, ‘구소련 국가들(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등)’ 중 ‘소련’으로 답하는 비율이 57%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은 

‘러시아연방(25%)’, ‘구소련 국가들(15%)’의 순서이다. ‘소련’과 ‘구소련 국가

들’이라는 과거 이미지로 답한 비율을 합하면 그것은 72%에 달한다. 따라서 

한국 국민 상당수가 러시아를 과거의 소련으로 연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답변에는 세대별 차이가 있다. 한국 국민 응답자 중 ‘50

대’와 ‘60세 이상’에서 러시아를 ‘구소련’과 ‘구소련 국가들’로 연상하는 비

율은 각각 82%와 90%로 이 연령층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편 ‘20대’의 

경우 이 비율은 40%에 불과하다. ‘20대’는 러시아를 오늘날 러시아의 공식 

국가명칭인 ‘러시아연방’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과반수인 52%이다. 따라서 

16) 아래에 기술하는 2016년 세대별 인식 차이의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최우익
(2016) ｢설문조사의 의의와 세대별 의식 차이｣, 한·러 양국 국민 상호인식조사: 
미래 협력 전망, 도서출판 이환, 42-49쪽.



한국 국민의 러시아에 대한 소련 이미지는 세대가 낮아질수록 옅어진다고 

볼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양국 국민 모두 서로에 대

한 지식수준이 낮다는 점이다. 상대국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

은 각각 1%에 불과하다. 상대국에 대해 “조금 알고 있고, 더 많이 알고 싶

다”는 비율은 한국 국민 36%, 러시아 국민 30%로 대략 1/3을 차지한다. 그

런데 “상대국에 대해 잘 모르며 별 관심이 없다”는 비율은 한국 국민 55%, 
러시아 국민 66%로 대략 2/3에 가깝다. 따라서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서는 각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지식과 관심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이다.17) 
그런데 여기에서도 세대별 인식 차이가 나타난다. 한국 국민의 ‘60세 이상’

에서는 “조금 알고 있고, 더 많이 알고 싶다”는 비율은 47%이며, “잘 모르며, 
별 관심이 없다”는 비율은 45%로 양자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런데 ‘20
대’의 경우 전자의 비율이 30%, 후자의 비율이 65%로 차이가 크다. 따라서 

한국 국민 중 러시아를 잘 모르며 별 관심이 없다고 답하는 상당수는 청년 

세대이다. 이것을 앞에서 언급한 결과와 연결해보면 한국 국민의 러시아에 대

한 소련 이미지는 청년 세대에서 옅어지고 있지만, 이들 다수가 러시아를 잘 

모르고 별 관심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러시아의 새 이미

지는 아직 분명한 모습으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의 반전은 바로 상대국을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양

국 협력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여기는 비율이 높게 나온다는 점이다. 
즉, 한국이 러시아의 극동개발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한국 국민 비

율은 75%에 달하며,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비

율도 72%에 달한다. 또한, 한국과 러시아가 현재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이

거나 장차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77%에 달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세대별 인식 차이가 있다. ‘양국 협력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한국 국민 ‘50대’와 ‘60세 이상’에서 각각 75%

17) 2017년에 상대국에 대한 관심은 좀 많아졌다. 러시아에 대해 ‘잘 모르지만, 더 많이 
알고 싶다’는 한국 국민의 비율은 51%가 되었고, 한국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이 비
율은 38%가 되었다. 상대국에 대해 ‘잘 모르며’, ‘(별) 관심이 없다’는 비율은 한국 
국민 46%, 러시아 국민 58%로 낮아졌다(최우익 2017).



와 84%이다. 하지만 ‘20대’와 ‘30대’는 각각 61%와 64%로 상대적으로 비율

이 낮다. 앞에서도 본 것처럼 연령대가 높을수록 러시아를 소련이라는 부정

적 이미지로 연상하는데 이들 중에서 오히려 한‧러 협력이 이익이 될 것이라

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이들이 러시아에 대해 여전히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품고 있음에도 한·러 협력 문제에서는 실용적인 선

택을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18) 그런데 ‘20대’와 ‘30대’는 ‘잘 모르겠다’는 비

율이 모두 28%로 다른 연령대보다 상당히 높다. 이 비율이 ‘50대’와 ‘60세 

이상’에서는 각각 15%와 11%에 불과하다. 청년 세대에게서 ‘양국 협력이 자

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잘 모르

겠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즉, 앞에서 본 것

처럼 연령대가 낮을수록 러시아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은 현상이 이 질문의 

응답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물론 청년 세대의 60% 이상이 한‧러 협

력이 이익이 될 것이라고 답하고 있지만, 동시에 청년 세대의 30%에 가까운 

비율이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답을 내리지 못한다는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러시아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식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는데, 요약

하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러시아에 대한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도 실리적 차원에서 이들은 한·러 협력을 지지하고 있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러시아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고 관심이 적으며, 따라서 이들은 한·러 관계에 

대해서도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대별 인식

의 특징을 염두에 두면서 2장에서 다룬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세 문항에 대

해 세대별 응답 양상을 살펴본다.19) 

18) 2016년 한·러 협력에 대한 문항 외에도 50대와 60세 이상은 낮은 연령대들보다 
한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거나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극
동지역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고 바람직하다는 의견
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최우익 2016: 42-49).

19) 2016년 19~29세는 총 응답자 중 17.9%, 30~39세는 18.2%, 40~49세는 20.8%, 
50~59세는 19.9%, 60세 이상은 23.3%이다. 2017년에는 각각 17.5%, 17.6%, 20.6%, 
20.0%, 24.3%이다. 연령대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각 응답자 연령대 비율은 거의 
동수라고 봐도 이 연구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다. 각 연령대는 편의상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으로 이하 표기한다. 



국가 및 

연령대

긍정적이며 
신뢰와 호감이 

있는 관계

부정적이며 
불신과 반감이 

있는 관계

신뢰도 없고 
반감도 없는 
중립적 관계

잘 모르겠다

2016년 2017년 2016년 2017년 2016년 2017년 2016년 2017년

러

시

아

전체 13.4 7.7 15.0 18.3 59.6 59.7 12.1 14.3
19-29 4.6 8.6 11.8 18.9 69.7 56.2 14.0 16.3
30-39 12.9 7.3 14.5 17.9 55.6 57.4 17.0 17.4
40-49 13.5 11.0 15.7 11.8 59.4 68.2 11.4 9.1
50-59 16.6 11.0 14.8 9.5 60.3 62.6 8.3 16.9
60세~ 17.7 1.6 17.3 31.1 54.4 54.3 10.6 13.0

미

국

전체 73.8 65.0 7.0 8.4 14.9 21.8 4.3 4.8
19-29 65.1 63.9 7.3 5.1 20.4 27.8 7.1 3.3
30-39 67.5 59.6 7.8 5.7 18.3 27.9 6.3 6.7
40-49 68.7 54.9 7.9 9.6 18.6 29.2 4.9 6.4
50-59 76.3 76.6 10.1 2.4 12.0 20.4 1.7 0.6
60세~ 87.8 68.4 2.8 16.8 7.2 7.9 2.2 6.8

중

국

전체 25.5 8.0 31.1 48.5 37.4 37.4 6.0 6.1
19-29 15.3 2.7 50.5 56.6 29.2 30.2 5.0 10.5
30-39 20.2 10.3 36.7 52.0 36.4 33.3 6.6 4.4
40-49 26.6 8.0 25.0 45.5 41.0 39.8 7.5 6.7
50-59 29.6 13.4 25.4 31.1 41.6 54.8 3.4 0.7
60세~ 33.1 5.9 22.1 56.8 37.5 29.2 7.4 8.1

일

본

전체 11.8 6.2 64.6 72.5 19.4 18.1 4.2 3.3
19-29 8.7 8.6 73.1 68.3 13.8 18.1 4.5 5.1
30-39 9.2 3.9 72.5 69.7 12.5 19.0 5.8 7.4
40-49 11.1 9.6 58.6 63.2 24.0 25.3 6.3 1.9
50-59 14.8 7.6 59.1 79.2 23.1 12.7 2.9 0.5
60세~ 14.2 2.0 62.0 79.8 21.9 15.6 1.9 2.6

<표 8> 한국 국민과 아래 국가 국민들 사이의 관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연령대별 응답                                 (단수 선택, 단위: %)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1년 사이 한국 국민이 한반도 주변국 국민과 신뢰 

관계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모두 낮아졌고, 동시에 불신 관계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모두 높아졌다. 이에 대하여 각 국가에 대한 연령대별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8>에서 먼저 러시아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 국민 중 러시아와 신뢰 

관계라고 생각하는 비율(이하 ‘신뢰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낮아진 연령대



는 60세 이상이며(16%p 감소), 역시 불신 관계라고 생각하는 비율(이하 ‘불
신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높아진 연령대도 60세 이상이다(14%p 증가). 그

런데 특이한 것은 20대의 ‘신뢰 비율’이 높아졌고(4%p 증가), 40대와(4%p 감

소) 50대의(5%p 감소) ‘불신 비율’이 낮아졌다는 점이다. 2017년에 20대의 

‘신뢰 비율’이 높아진 것은 2016년에 이들의 ‘신뢰 비율’ 자체가 아주 낮은 

4.6% 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2017년 20대의 ‘신뢰 비율’은 8.6%로 전

년보다 높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은 전년보다 ‘신뢰 비율’이 낮아진 40대, 
50대의 2017년 ‘신뢰 비율’보다도 낮아서 큰 의미를 띠지는 못한다. 한편, 40대

와 50대의 ‘불신 비율’이 낮아진 것은 이 연령대들의 중립 관계라고 생각하

는 비율(이하 ‘중립 비율’)과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꽤 높아지면

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할 수 있다. 즉, 러시아와 불신 관계라고 답하기보

다 중립 관계(40대)나 ‘잘 모르겠다’(50대) 쪽으로 더 많이 응답하면서 상대

적으로 이들의 ‘불신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에 대해 한국 국민 중 ‘신뢰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낮아진 연령대는 

60세 이상이며(19%p 감소), 역시 ‘불신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높아진 연령

대도 60세 이상이다(14%p 증가). 일부 연령대들에서 ‘불신 비율’이 낮아진 

현상이 나타나는데(20대, 30대, 50대), 이것 역시 그 연령대들에서 ‘중립 비

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할 수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한국 국민 모든 연령대에서 ‘신뢰 비율’이 모두 낮아졌고, 

‘불신 비율’은 모두 높아졌다. 특히 60세 이상은 전자의 비율이 27%p나 감소했

고, 후자의 비율은 35%p나 증가했다. 이외에도 전자의 비율이 40대와(19%p) 50대

에서(16%p) 꽤 낮아졌으며, 후자의 비율이 40대에서(21%p) 상당히 높아졌다. 
일본에 대해서도 한국 국민 중 ‘신뢰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낮아진 연령대는 

60세 이상이며(12%p 감소), ‘불신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높아진 연령대도 60세 

이상이다(18%p 증가). 그다음으로 50대도 큰 폭의 차이를 보 다(각각 7%p와 

20%p). ‘불신 비율’이 다소 낮아진 연령대들이 있는데(20대와 30대), 이것 역시 

‘중립 비율’과 ‘잘 모르겠다’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표 8>에서 나타나는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연령대별 인식의 차이를 종합

적으로 정리하면 우선 50대와 60세 이상의 높은 연령대일수록 주변국에 대

한 ‘신뢰 비율’은 낮아졌고 ‘불신 비율’은 높아졌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

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60세 이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한, 20대와 30
대처럼 연령대가 낮을수록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중립 관계’ 비율과 ‘잘 모



국가 및 

연령대

경쟁 관계다 협력 관계다 잘 모르겠다

2016년 2017년 2016년 2017년 2016년 2017년

러

시

아

전체 26.8 24.4 40.6 37.8 32.6 37.8
19-29 29.3 24.4 28.2 32.2 42.5 43.5
30-39 26.8 14.3 34.8 47.0 38.4 38.6
40-49 21.7 21.0 42.6 46.5 35.7 32.5
50-59 32.6 16.0 42.9 35.3 24.5 48.7
60세~ 24.7 41.4 50.7 29.8 24.6 28.8

미

국

전체 13.0 22.4 82.8 73.3 4.2 4.3
19-29 10.3 9.5 84.7 87.3 5.0 3.3
30-39 15.1 13.9 77.3 80.4 7.6 5.7
40-49 15.3 27.1 79.8 68.1 4.9 4.8
50-59 16.1 23.0 80.8 76.0 3.1 1.0
60세~ 8.9 33.3 89.8 60.3 1.2 6.3

중

국

전체 44.8 70.0 47.0 25.3 8.2 4.8
19-29 44.6 53.8 44.3 30.6 11.2 15.6
30-39 46.9 59.6 44.1 37.0 9.0 3.4
40-49 42.1 63.8 46.8 35.0 11.1 1.3
50-59 51.5 76.7 42.7 19.0 5.8 4.3
60세~ 39.9 88.8 55.5 9.8 4.6 1.3

일

본

전체 69.5 79.7 21.9 16.9 8.5 3.4
19-29 68.7 63.8 18.5 27.9 12.8 8.3
30-39 74.4 80.2 16.9 18.6 8.7 1.2
40-49 66.0 74.0 21.4 20.6 12.6 5.3
50-59 73.4 91.5 19.8 7.0 6.8 1.5
60세~ 66.2 85.8 30.9 12.6 3.0 1.6

르겠다’는 비율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서

는(특히 20대) 전체 연령대의 평균적인 인식과 반대되는 인식 경향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낮은 연령대가 변화된 국제 정세 속에서 한

반도 주변국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못해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

다. 이외에 주목할 것은 러시아에 대한 인식의 특징 중 하나로서 2장에서도 

언급한 것이지만 전 연령대의 ‘중립 비율’과 ‘잘 모르겠다’는 비율이 다른 나

라들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표 9> 아래에는 러시아를 포함한 여러 국가들의 목록이 있습니다. 경제 역에서 
이 국가들이 각각 한국과 경쟁 관계인지, 아니면 협력 관계인지 표시해주세요. 

 ― 연령대별 응답                                    (단수 선택, 단위: %)



경제 역에서 한반도 주변국들이 한국과 경쟁 관계인지, 협력 관계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년보다 2017년 미국, 중국, 일본에 대한 한국 국민의 견

제 심리는 매우 커졌지만, 러시아에 대해서는 다른 양상이었음을 2장에서 살

펴보았다. 러시아와 경쟁 관계라는 답변은 오히려 2%p 감소했고, 협력 관계

라는 답변은 3%p만 감소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5%p 증가하는 등 

한국 국민은 러시아에 대해 다소 관망하는 태도를 보 다. 
이에 대해 <표 9>에서 연령대별 인식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

눌 수 있다. 우선 중국에 대해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경쟁 관계라는 비율이 

높아졌고, 협력 관계라는 비율이 낮아졌다. 특히 40대, 50대, 60세 이상에서 

이러한 양상이 두드러지는데, 60세 이상의 경우 경쟁 관계라고 답한 비율은 

무려 49%p가 증가했고, 협력 관계라고 답한 비율은 무려 46%p가 감소했다. 
미국과 일본에 대한 견제 심리도 꽤 커졌는데, 역시 40대, 50대, 60세 이

상에서 이러한 양상이 두드러지며, 특히 60세 이상의 경우 미국과 경쟁 관계

라는 비율은 24%p 증가했고, 협력 관계라는 비율은 30%p 감소했다. 일본에 

대한 60세 이상의 이 비율은 각각 20%p와 18%p로 역시 견제 심리가 커졌

다. 한편, 20대와 30대에서는 반대의 양상이 나타난다. 미국과 일본에 대해 

경쟁 관계라는 비율은 오히려 낮아졌고, 따라서 협력 관계라는 비율이 높아

졌는데, 다만 그 폭이 그리 크지는 않다. 아무튼, 20대와 30대는 미국과 일본

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보인다고 판단할 수 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대부분 연령대가 우호적으로 평가하면서 경쟁 관계라고 

답한 비율이 낮아지고, 협력 관계라고 답한 비율이 높아졌는데, 다만 50대 

일부와 60세 이상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커졌다. 50대에서 협력 관계라고 답

한 비율이 8%p 감소, 60세 이상에서 경쟁 관계라고 답한 비율이 17%p 증가, 
협력 관계라고 답한 비율이 21%p 감소했다. 이것은 앞에서도 계속 나타난 

현상이지만, 높은 연령대일수록 변화된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견제 의식이 커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 50대와 60대

의 러시아와 한국이 경제 역에서 경쟁 관계라고 생각하는 비율 자체는 중

국, 일본보다 낮고 미국보다는 높으며, 러시아와 한국이 경제 역에서 협력 

관계라고 생각하는 비율 자체도 미국보다는 낮지만 중국, 일본보다도 높다. 
따라서 이 문항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식은 비교적 우호적이라

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경제 역에서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 ‘잘 모르겠

다’고 응답한 한국 국민의 비율은 역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전 연령대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 및 연령대
한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2016년 2017년 2016년 2017년 2016년 2017년

러시아와의 

협력

전체 71.7 64.8 7.6 16.9 20.7 18.3
19-29 61.1 58.4 10.9 11.2 28.0 30.4
30-39 63.5 63.3 8.2 13.1 28.3 23.6
40-49 70.3 65.8 5.4 16.1 24.3 18.1
50-59 75.1 53.2 9.6 34.8 15.3 12.0
60세~ 84.4 79.3 4.8 9.6 10.8 11.1

일본과의 

협력

전체 55.8 41.5 27.3 47.2 16.9 11.4
19-29 56.5 50.6 23.5 39.3 20.0 10.0
30-39 55.0 46.6 29.1 41.3 15.9 12.1
40-49 50.0 47.7 29.1 40.2 20.8 12.0
50-59 51.3 34.2 31.4 58.7 17.4 7.2
60세~ 64.9 31.8 23.6 53.6 11.5 14.6

중국과의 

협력

전체 78.4 71.2 11.9 20.2 9.7 8.6
19-29 67.3 67.5 18.6 21.5 14.1 11.0
30-39 73.1 72.2 16.4 17.9 10.4 10.0
40-49 79.0 63.1 10.5 28.3 10.5 8.6
50-59 79.8 81.5 11.1 14.4 9.1 4.1
60세~ 89.2 71.7 5.2 18.8 5.6 9.6

미국과의 

협력

전체 82.1 77.6 8.2 15.0 9.7 7.4
19-29 78.0 86.1 9.0 5.4 12.9 8.5
30-39 78.7 79.3 9.4 7.5 11.9 13.2
40-49 78.4 71.5 10.6 25.0 11.1 3.5
50-59 85.2 86.1 7.6 8.3 7.2 5.6
60세~ 88.7 68.5 5.0 24.4 6.3 7.1

경제 역에서 주변국들이 한국과 어떠한 관계인지를 묻는 질문에서 이렇

게 세 유형으로 응답 양상을 나눌 수 있는데, 이를 종합하면 역시 높은 연령

대, 특히 60세 이상이 경제 역에서 한반도 주변국들에 대해 가장 견제 심

리가 컸고, 20대와 30대는 비교적 미국과 일본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

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전 연령대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커졌

고, 반면 러시아에 대해서는 60세 이상과 50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령대에

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오히려 줄었다. 하지만 노년 세대도 러시아가 중국, 
일본보다도 경제 역에서 한국과 협력 관계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러시아

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 인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0> 다음 국가들과의 협력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부
합하지 않나요? ― 연령대별 응답                       (단수 선택, 단위: %)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2017년 한반도 주변국과의 협력에 대한 한국 국민

의 부정적 인식은 전년보다 강해져서, 이들 국가와의 협력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비율은 모두 낮아졌으며, 따라서 이들 국가와의 협력이 한국의 이

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모두 높아졌다. 이러한 태도는 연령대별로 보

았을 때도 대부분 비슷하게 나타난다. 일부 연령대에서 중국과 미국에 대해 

이와 상반된 응답 비율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것은 1~2%p의 미세한 정도여서 

큰 의미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미국과의 협력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20대의 비율이 8%p 증가했고,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20대의 비율이 4%p 
감소했다는 정도가 다른 연령대들의 태도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이 문항에서도 20대는 역시 미국에 우호적인 입장을 드러낸다. 
역시 40대, 50대, 60세 이상에서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강해졌다. <표 8>과 <표 9>에서 60세 이상의 부정적 인식의 증가 폭이 가장 

크게 두드러졌는데, 마찬가지로 <표 10> 일본과 미국과의 협력이 한국의 이

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상승 폭이 역시 60세 이상에서 가장 컸다. 
하지만 러시아와의 협력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응답에 대해서

는 50대가 60세 이상보다 부정적 인식의 증가 폭이 더 컸고, 중국에 대해서

는 40대가 60세 이상보다 부정적 인식의 증가 폭이 더 컸다. 
이상 세 문항의 응답 결과에서 나타난 연령대별 인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2016년에서 2017년 1년 사이 한국 국민은 한반도 주변국에 대해 경계하고 

견제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의식은 주로 40대, 50대, 60세 이상의 중년 및 노년 

세대에서 두드러졌다. 특히 60세 이상의 노년 세대에서는 한반도 주변국에 대

한 부정적 인식의 증가 폭이 매우 컸다. 반면 20대와 30대의 낮은 연령대에서

는 이러한 부정적 인식의 증가 폭이 덜 컸는데, 20대 청년 세대의 경우 일본과 

특히 미국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보 다. 다만 이들 세대에서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변화된 국제 정세 

속에서 주변국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못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다른 국가보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이 높이 나타난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은 러시아에 대해 아직 명확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2017년 한반도 주변국 전

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의 상승 폭이 가장 컸던 60세 이상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이들의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상승 폭은 덜 컸다. <표 8>의 ‘신
뢰 비율’의 하락 폭은 네 국가 중 세 번째로 작았고, ‘불신 비율’의 상승 폭도 



세 번째로 작았다. <표 9>의 ‘경쟁 관계 비율’의 상승 폭은 가장 작았고, ‘협
력 관계 비율’의 하락 폭은 세 번째로 작았다. <표 10>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비율’의 하락 폭은 가장 작았고,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율’의 상승 폭도 

가장 작았다. 따라서 견제 심리가 가장 컸던 60세 이상 응답자 사이에서도 러

시아에 대한 인식은 다른 국가에 비해 가장 우호적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016년 설문조사에서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들이 러시아에 대한 과거의 부

정적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양국 관계 문제에서는 실용적인 선택을 하여 

한·러 협력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는데, 복잡하게 변화된 국제 정

세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견제 심리를 보이는 노년 세대가 다른 국가에 

비해 역시 러시아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장 우호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을 

2017년 설문조사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20) 

4. 결론

한국 국민이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를 꼽을 때 러시아는 미국, 중국, 심지

어는 일본보다도 뒷전일 때가 많았지만, 일정한 국면 변화에 따라 러시아를 

바라보는 국민 인식도 달라질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발견한 점이 ‘2017년 

한·러 양국 국민 상호인식조사’의 가장 큰 의의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그에 앞서 이 설문조사가 전문 설문조사 기관에 의해, 그리고 같은 

내용으로 동일한 시기에 수행되었기에 양국 국민 인식에 대한 공신력 있는 

설문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설문 

결과는 국가, 기업, 시민사회가 자신의 활동을 전개하는 데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식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다. 연령대가 높은 

세대일수록 러시아에 대한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떨쳐버리지 못하지만, 실리

20) 또한, 2017년 설문조사의 중요한 성과로서 양 국민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들
에 공통점이 많다는 것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양 국민 모두 가족과 효도를 최우
선시하는 가치들 중의 하나로 꼽고 있으며, 전통과 근면도 공통적으로 우선시하
고 있다. 다만, 이러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서로 잘 모르고 있는데, 따라서 상
대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쌓이면 양 국민은 문화적 공감대를 넓혀갈 수 있을 것이다 
(최우익 2017).



적 차원에서 이들은 한국과 러시아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의사를 표명한다. 
연령대가 낮은 세대일수록 러시아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고 관심이 적으며, 따

라서 이들은 한·러 관계에 대해 어떤 뚜렷한 입장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연령대가 높은 세대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식으로 한국과 다른 국

가가 무작정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한반도 주변 정세가 복잡해

지고, 각 국가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충돌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들은 

누구보다도 한반도 주변국에 대해 경계하면서 높은 견제 심리를 드러냈다. 이

에 반해 연령대가 낮은 세대는 분명한 견해를 밝히지 못하거나, 국제 관계상 

우방국이라 여기는 미국, 일본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보 다. 
2016년과 2017년 사이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식을 종합적

으로 살펴보았을 때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장 강해졌고, 러시아에 대

한 부정적 인식의 상승 폭은 가장 작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때 러시아에 

대한 노년 세대의 인식이 전 국민의 인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이 세대별 인식 차이를 분석하면서 드러났다. 이들은 청년 세대보다도 러시

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 더 알고 싶은 의지를 지녔다는 면에서도 

중요하다. 다만, 이들 다수가 여전히 러시아를 과거의 이미지로 연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현대 러시아의 변화상과 실체를 이들에게 좀 더 정확하게 전

달할 필요가 있다. 
청년 세대는 노년 세대보다 러시아를 과거의 이미지로 연상하지는 않지만, 

이들은 기본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관심이 많지도 

않다. 따라서 이들에게 러시아는 아직 정체가 불분명한 국가이다. 하지만 이

것은 한·러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넘지 못할 장애 요인은 아니

다. 즉, 이러한 상황은 러시아에 대한 관심과 지식수준을 높임으로써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세대별 인식의 특징을 고려하

면서 그에 맞는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다면 더욱 효과적이고 적절한 한·러 

관계 발전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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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nges in Korean-Russian People’s Perceptions about the 
Neighboring Countries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2016 to 2017: 

Focusing on the Perception of Korean People by Generations

Choi, Wooik*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conducted a cross-national survey between Korea and Russia on July 19th-30th 
in 2017 with the Russian Public Opinion Research Center and Korea 
Research. The survey was conducted over the Internet and by the telephone. 
The number of respondents was 1,200 Russian and 1,000 Korean citizens, 
they were selected according to their gender, age, education level, and 
residence. The main purpose of the survey is to explore the potential fo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obstacles in the cooperation, and 
direction for future cooperation. In this article, the author analyzes the results of 
the survey focusing on the changes of the Korean and Russian people’s 
perceptions about the neighboring countries of the Korean Peninsula. Russia was 
considered less important to the Korean people than the United States, China, 
and even Japan. However, according to the survey, it is revealed that the 
Korean people’s perception of Russia may change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t can be evaluated as the greatest significance of the survey.

* HK Professor in the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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