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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화의 방법론과 이론적 과제

박명규(서울대 사회학과)

국문요약

한국사회에서 통일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동시에 뜨거운 감자다. 누구도 그 

중요성을 부인하지 않지만 항상 논란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정치적 

논쟁과 남남갈등의 단골메뉴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문적 논의는 어느 정도 이념

논쟁과 가치평가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일 수 있을까? 

이 글은 통일논의가 학문적 차원의 독자적 담론장을 형성하기 위한 일차적 과제가 연

구방법론의 확립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런 방법론의 한 유용한 사례가 지수구성이라고 

보고 남북관계와 관련한 지수개발의 노력들을 검토한다. 동시에 지수구성의 본질은 통계

수치의 재구성이라는 양화 기법이 아니라, 그 지수를 통해 얻고자 하는 질적 내용, 이를 

포착할 수 있는 개념적 엄밀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에서 개발한 남북통합지수를 사례로 하여 남

북통합의 하위 영역과 상이한 차원들이 어떻게 개념화되어 있는지, 상대적 비중과 연관

성에 대한 논리적 구조는 어떠한지, 그 논리적 구성에 따른 양화방식과 기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런 작업을 통해 통합지수의 개발에도 이론적 기반 및 명료한 개념화가 매우 중요하

다는 점과 지수변동에 대한 이론적 해석 작업이 요구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지수의 

증감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나 대중적 반응과는 구별되는 학계의 분석적 해석이 뒤따라야 

지수의 방법론적 의의가 충분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본다. 남북통합지수의 경우 각 영역

과 차원별로 상이하게 변동하는 지수의 흐름을 분석적으로 읽어내려는 학문적 자세와 노

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한 분석적 노력에 의해서만 학계의 독자적 담론이 가능

하고 궁극적으로 실천적 지혜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주제어: 통합, 통일, 개념화, 남북통합, 지수, 통합의 차원, 매개제도, 위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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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통일연구의 방법론적 문제 

한국사회에서 통일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동시에 뜨거운 감

자다. 누구도 그 중요성을 부인하지 않지만 항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쟁

점이어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정치적 게임의 단골메뉴가 되고 있다. 통

일에 한 논의가 이념적 논쟁, 정략적 계산, 파당적 주장 및 경제적 타산

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경우 이 문제에 한 학계의 존재근

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논란이 많은 쟁점에 한 과학적 분

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념이나 가치가 개입할 소지가 적은 주제

에 비해 과학적 분석이 어려운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고도로 정치적이

고 집단 정서까지 연계되는 주제에 한 ‘학문적 담론’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한 진지한 성찰이 절실한 시점이다.1) 

실제로 분석적 논리가 윤리적 판단을 뒷받침하는가라는 질문은 유사 

이래 많은 지식인과 종교인, 철학자들이 공히 씨름했던 주제이면서 아직

도 해결되지 못한 과제다. 순수이성과 실천이성을 분리한 칸트식 이원론

을 극복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지만 여전히 지

식과 실천 사이의 간극은 멀다. 현  사회과학을 정립하는데 크게 기여

했던 콩트와 뒤르켐, 마르크스와 베버 사이에 이미 이 문제를 둘러싼 현

격한 차이들이 존재했고 그런 차이가 21세기 현재도 크게 달라졌다고 보

기는 어려운 듯하다.2) 오히려 계몽적 가치와 이성의 보편성에 한 회의

가 커짐에 따라 근원적 판단의 논리적 바탕에 한 관심 자체가 약해지

고 있는 형편이다. 

 1) 박명규, “통일논의와 통일연구의 현주소: 담론의 산출과 학계의 역할,” ꡔ비교와 

전망ꡕ, 제6집 3호 (동아  동아시아연구원, 2007) 참조. 

 2) 루이스 코저, 신용하·박명규 옮김, ꡔ사회사상사ꡕ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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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분단되어 있는 남과 북을 하나의 체제로 합친다는 것, 또는 그

렇게 되는 과정을 바람직하게 여기는 개념이다. 매우 실천적인 과제이고 

미래적 전망을 포함한 유토피아적 지향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은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거나 실증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것

이라기보다 사람들의 꿈과 이상 속에 목표상태로 자리 잡고 있는 가치이

자 실현되지 못한 미래목표다. 통일이 한편으로 정서적인 가치를 동반하

면서 강력한 동원력을 행사하는 주제임에도 이에 한 세 한 탐구는 의

외로 별로 없는 이유도 통일이 당위적이고 목적론적으로 사고되는 경향

과 무관치 않다. 

바로 이 때문에 통일문제를 다루는 담론 내부에 정치적인 것, 감정적

인 것, 분석적인 것, 계산적인 것 등이 혼재된다. 통일과 관련한 많은 논

의들 속에는 그 성격과 지향을 달리하는 요소들이 뒤섞여있는 경우가 많

다. 일부에서는 통일에 한 열정과 관심이라는 명목으로 이런 요소들의 

혼용을 문제시하지 않거나 심지어 환영하는 경우조차 보인다.3) 하지만 

이런 경향은 결국 학계의 담론과 정치인의 담론, 평범한 시민의 담론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궁극적으로 통일논의와 관련한 학계의 존

립근거를 훼손한다. 통일을 관심 상으로 하는 전문가 집단의 내부논의

는 어느 정도 분석적 능력과 판단의 고급함을 보유함으로써 다른 담론으

로부터 스스로의 독자성을 구별하고 있는가? 막스 베버의 용어를 빌어 

말한다면 통일논의에서 ‘가치중립적’ 분석과 ‘가치판단적’ 소신이 어떤 방

식으로 결합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은 학계의 판단과 주장이 다른 장에

서의 논쟁과 구별되는 그 나름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있는가라는 점과 관

련되고 결국 ‘통일’에 한 학문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물음과 연

 3) 통일운동과 관련한 논의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다. 통일에 한 논

의는 당연히 통일에 한 강한 의지나 실천적 지향성을 수반해야 한다는 사회

운동적 속성이 통일운동론에는 강하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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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된다. 

이런 질문은 종종 연구자들의 윤리적 자세, 또는 정치적 태도, 성실함 등

으로 환원되곤 한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통일문제 연구의 방법론과 

접하게 연관된다. 학계 내부의 성찰적 평가를 통과하는데 필요한 방법

론과 개념체계를 어느 정도 적확하고도 공감되는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물론 방법론을 주목한다는 것이 모든 연구자가 

따라야 하거나 또는 동의할 수 있는 방법론의 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아

니다. 연구자의 논리구성과 자료 활용에 개입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성찰적으로 점검하고 비판적으로 따져봄으로써 성실한 학문적 서술과 

소통을 가능케 해 줄 원칙과 학계 내부의 규범에 한 검토를 의미한다. 

이런 성실함과 성찰성이 공유될 때 학계의 공론장이 다른 정치계나 시민

사회의 그것과 구별되는 질적 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준다. 

Ⅱ. 방법론으로서의 지수 구성

이런 점에서 일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객관적 수치나 통계의 

활용이다. 숫자가 갖는 명증성, 객관성, 가독성 등이 과학적 논의에 필수

적이며 유용하다는 점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동시에 숫

자나 통계 자체가 구성되는 방식에 따라 그 의미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4) 이미 통계 그 자체가 처음부터 정치와 접하

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나마 ‘통일’과 같이 일상 현실에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사실과 관련된 통계나 숫자는 제 로 있기 어렵기 때문에 주

관적이고 편의적인 활용이나 견강부회가 있기 쉽다. 여론조사의 경우는 

 4) 박명규·서호철, ꡔ식민권력과 통계ꡕ (서울: 서울 출판부, 2003). 



통일연구와 통합지수❙ 7

<표 1> 기존 한반도 관련 지수연구사례

구분 내용

한반도 평화지수

(한양 )

- COPDAB(Conflict Peace Data Bank)을 기본 모델로 하여 

매일 뉴스 기사를 지수화 하여 남북 간 평화의 정도를 

보여줌 

- (발표 시기) 2000년부터 시작하여 2006년까지 매월 지

수를 발표 

남북 통합지수

(서울  통일평화연구소)

- 남북 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의 제도, 관계, 

및 인식들과 관련된 다양한 객관적 지표들을 분석하여 

남북 간 통합정도와 영역별, 차원별 추이를 보여줌 

더욱 문제가 심각할 수 있는데 조사 자체의 한계를 떠나서 해석의 타당

성 여부에 한 학계 공동체의 엄정한 평가나 비판이 잘 이루어지지 못

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남북문제를 논의할 때 자주 등장하는 각종 여론

조사의 수치는 일견 논리의 근거를 제공하거나 판단의 객관성을 뒷받침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수치 자체의 신뢰성에 한 검토가 불충분

한 경우가 태반이다. 그러다보면 통계가 결론을 뒷받침하기보다 미리 준

비된 결론에 맞는 수치들을 찾아 증거로 내어놓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점에서 지수를 구성하는 것은 학계의 역량을 보여주고 방법론적 

수월성을 확보하는 좋은 방법의 하나가 된다. 사회과학의 여러 영역에서 

추상적인 개념을 명료한 수치로 환원하여 보여줄 수 있는 지수를 활용함

으로써 논의를 명료하게 하는 경우는 매우 많다. 흔히 사용되는 GNP나 

경기선행지수를 비롯하여 민주화지수, 부패지수, 불평등지수 등 유용한 

지수들의 예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최근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지수를 

구성하려는 시도들이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통일연구의 객관화, 과학화를 위해 학계 내부에서 엄격하게 구

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적 자산을 산출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학문 

일반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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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시기) 2008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매년 지수

를 발표

동북아 평화지수

(제주평화연구원)

- IDEA(Integrated Data for Events Analysis)의 기준을 이용

하여 한일 간의 갈등 및 평화적 관계를 통계적 분석을 

통해 보여줌 

- (발표 시기) 2008년 10월 발표 

세계 평화지수

(세계평화포럼)

- 세계 각국을 상으로 정치, 군사·외교, 사회·경제 분

야의 평화적 상태를 측정하여 지수와 각국의 평화 순위

를 보여줌 

- (발표 시기) 2001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발표 

한반도 안보지수

(삼성경제연구소)

- 한반도와 주변 4강 국을 상으로 관련 전문가들에 

한 설문조사를 통해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을 지

수로써 보여줌 

- (발표 시기) 2005년 개발, 2007년부터 매분기 발표

HRI 한반도 평화지수

(현 경제연구원)

- 한반도와 주변 상황에 한 관련전문가들의 설문조사 

및 남북관계 동향에 한 자료를 종합하여 평화지수를 

산정하여 보여줌

- (발표 시기) 2009년 개발, 2009년부터 매분기 발표

통일예측시계

(통일연구원)

- 남북한의 통일을 최종목표로 할 때 현재의 상황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를 전문가 평가와 정세분석자료에 기

초하여 시각으로 표시

- (발표 시기) 2009년 개발, 매년 발표 

자료: 현 경제연구원, ꡔ경제주평ꡕ 09-39 (2009.10.5) 표를 보완하여 필자 작성. 

현재 발표되고 있는 관련 지수로는 위의 <표 1>에서 보듯 한반도 평화

지수, 남북통합지수, 한반도 안보지수, 세계평화지수, 한반도 평화지수, 

통일예측시계 등이 있다. 각 지수의 특성과 내용, 주관기관 및 발표방식

은 위의 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다. 이중 일부는 지속적으로 발표되지 못

하는 것도 있고 어떤 지수는 세계 전반을 포괄함으로써 한반도 상황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는 것도 있다. 지수산정 방식도 객관적 자료를 활

용하는 것도 있고 전문가 평가점수를 중시하는 형태로 구성된 것도 있

다. 이외에도 현재 북한정세나 한반도 상황을 좀더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새로운 지수구성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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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수구성 역시 방법론적으로 엄 한 성찰과 검토, 진지한 활용

을 위한 노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얻기 어렵다. 무엇을 확

인하기 위한 지수인지, 개념적인 기반이 확고한지, 활용되는 통계나 수

량화를 위한 기법은 타당한지, 상이한 영역들에 한 가중치는 적절한

지, 전문가 평가와 객관적 수치의 조합은 공감할만한지 등 적지 않은 과

제들을 안고 있다. 이런 방법론적 쟁점에 한 진지한 고민과 응이 수

반되지 않으면 지수개발 역시 의미 있는 학문적 담론형성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런 문제의식하에 이 논문에서는 서울 학교 통일평화연

구소가 구성한 남북통합지수를 사례로 하여 그 방법론적 설계과정, 개념

적 기반, 지수구성의 원리 및 실천적 함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려 한

다.5) 이 지수를 분석 상으로 삼은 이유는 일차적으로 필자가 그 개발과

정에 중요하게 참여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지수에 비해 상 적으

로 체계적이며 지수화의 방식도 더 포괄적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지수

의 방법론적 함의와 한계를 검토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남북통합지수의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을 확인해보려 한다. 첫째, 통일연구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지수의 활

용은 어느 점에 기여할 수 있는가? 둘째 지수구성에 작용하는 배후논리

의 구조는 무엇이며 그 이론적 함의는 어떻게 말해질 수 있는가? 마지막

으로 지수의 정책적 함의와 그에 따르는 책임은 무엇인가? 

 5) 이 작업은 서울 학교 통일평화연구소가 주도하여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진 것

이다. 김병연·박명규·김병로·정은미, ꡔ남북통합지수 1999~2007ꡕ (서울: 서

울 출판문화원, 2009) 및 김병로·김병연·박명규·정은미, ꡔ남북통합지수 구

성을 위한 기초연구ꡕ (서울: 서울  통일평화연구소,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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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수구성에서 개념의 중요성

지수는 기본적으로 숫자로 표시되는 것이지만 연구자가 얻고자 하는 

것은 그 수치가 말해주는 바의 ‘무엇’이다. 지수가 40 또는 65로 표기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하거나 혼란스럽다면 그 지수의 

실천적 의의는 물론이고 학문적인 효용성도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뒤집어 보면 지수를 구성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려 하는가가 

먼저 분명해야 함을 알게 된다. 지수는 숫자를 좀 더 명료하거나 통합적

인 형태로 재구성하는 기법이 아니라 확인하고자 하는 지식의 내용을 얻

기 위한 이론적 작업의 일환이며 수치 자체는 ‘지표’로서 활용되는 것이

기 때문이다. <표 1>에서 본다면 평화지수의 핵심은 평화에 있고 안보지

수의 핵심은 안보에 있으며 통일시계는 통일을 핵심 개념으로 한다. 이

때 그 개념의 정확한 의미를 정립하는 것은 지수산정 방식은 물론이고 

얻어진 지수를 해석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해 지수구성에 앞

서 적확한 개념화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른 개념들

과의 이론적 연관과 상호관계를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이론적 작업이 반

드시 따라야 한다. 

1. ‘남북통합’의 개념적 구성 

남북통합지수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면 이 지수에서 확인하려

는 것은 ‘남북통합’(Inter-Korean Integration)이라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선 

남북통합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요소로 구성되는지에 한 논리

적 설계가 필요하다. ‘남북통합’도 일단 ‘통합’이라는 개념에 속하는 특수

한 통합형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통합에 한 일반론으로부터 개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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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얻어내고 나아가 그 하위의 여러 차원과 영역들에 한 종합적 

구성을 분석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통합(integration)이란 개념은 분화된 요소들의 안정적 연계를 의

미하는 것인데 이론적으로는 요소들의 분화와 안정적 연계라는 두 차원

을 주목해야 한다. 다시 말해 특별한 내부분화가 존재하지 않아서 모든 

요소들이 동질적인 상태에서 결합하는 동질화(homonization)와는 그 의

미가 다르고 연계되는 방식도 다르다. 통합은 분화된 요소들이 각각의 

독자성과 이질성을 지니면서 동시에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상호의존

적 안정성을 획득한 상태, 또는 그 과정을 지칭한다. 개념적으로 통합은 

구성부분들의 상이함, 독자성, 상충성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하위 영역

에서의 차이와 이질성을 포용하는 전체 수준에서의 결합을 상정한다. 통

합은 분화, 다양성, 설득, 공감, 소통 등과 친화력이 있으면서 일정한 동

적 과정 속에서 결속을 가능케 한다. 유럽통합의 경우 ‘통일’이라는 개념

이 아닌 ‘통합’이 강조된 이유가 각 개별국가의 문화적, 제도적, 정치적 차

이와 역사성을 존중하면서 새로운 연 와 결합을 추구하려는 노력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럽통합의 이론적 자원으로 활용된 하스의 신기능주

의적 이론에 따르면 통합이란 ‘여러 상이한 국가적 상황에 거주하는 정

치행위자들이 그들의 충성심, 기 , 정치행위를 새로운 중심으로 옮기도록 

설득당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좀 더 구체적이고 정치적 맥락에서 정의

하려는 제도주의자들은 여러 개별 정부들이 스스로의 자율성을 부정당하

지 않으면서도 함께 규율을 받는 상위 정치제도의 창출로 정의하였다.6) 

통합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이 통일에 한 논의를 분석적이고 종합

적인 형태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통일이라는 개념이 지나치

 6) Antje Wiener, Thoman Diez, European Integration Theor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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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다양한 함의를 내포한 것에 비해 통합은 상 적으로 가치중립적이고 

분석가능한 내용들을 지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나치게 목적론적 

논의로부터 일정한 자율성을 지닌 통일담론을 창출하는데 도움을 준다. 

통합지수를 구성하겠다는 생각의 바탕에는 한국사회에서도 통일과는 별

도로 통합이라는 현상 또는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내포되

어 있다. 물론 한국사회에서 논의되는 일반적인 통합과는 그 내용이 구

별된다. 한민국을 기본 단위로 하여 강조되는 통합, 다시 말해 다양한 

사회주체들 및 영역들의 통합과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논의는 남북

통합이라는 개념이 지칭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7) 이런 점에서 

참고할 만한 것은 독일통일 전후의 통합에 한 논의들이나 유럽통합에 

한 통합이론이 될 터이지만 이 경우에도 남북통합에 그 로 적용하기

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의 통합문제가 부각되면

서 통합의 중요성을 논하는 글들이 많아졌지만 분단 상황에서의 통합논

의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8) 유럽통합의 경우 국가적 

경계와 독자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단위로 통합해왔다는 점에

서 이론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지만9) 그 경우도 자유민주주의와 자본

주의 경제질서라는 기본가치의 동질성이 전제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남

북한 통합에 그 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남북통합은 한민국이나 북한의 체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통합이 

 7) 이런 점에서 통일론의 구성에도 통합론적 시각이 적극 도입될 필요가 있다. 통

일과 통합을 개념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한반도 통일의 새로운 지향성을 구

성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박명규·이근관·전재성 외, ꡔ연성복합통일론ꡕ (서

울: 서울  통일평화연구소, 2010) 참조. 

 8) Alexander Thumfart, ꡔ동서독의 정치통합ꡕ (서울: 통일연구원, 2007) 참조. 

 9) Myoungkyu Park, “EU and Inter-Korean Relation: Method, Agency, and Theory,” 

Myoungkyu Park, Reinhard Seliger, Sungjo Park, ed., EU and North Korea: 

Between Humanitarianism and Business? (MN: LIT Pres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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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서로 체제를 달리하는 남북 간에 이루어지는 통합을 말한다. 남

북한은 각기 분절된 별개의 체제로 반세기 이상 존속해오면서 강한 상호

적 성도 유지해온 관계이므로 일반적인 사회구성부분들의 통합과는 질

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남북통합은 남한과 북한 간에 존재하는 다면

적 단절의 상태가 점차 완화되어 남북을 포괄하는 하나의 단일 네트워크, 

공동체가 형성되는 상태, 또는 그로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는 개

념이다. 그것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

져야 하는 일이자 심리적, 의식적, 규범적 차원에서도 진행되어야 하는 

숙제다. 통일 이전에도 진행되고 통일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하는 장기적

이고 지속적인 과정이다. 이런 포괄적인 통합이 남북 간에 완성되었을 때 

비로소 남북한은 완전한 통합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런 경

우에만 통일은 모든 구성원, 모든 영역으로부터 환영받고 지지될 것이다. 

남북통합은 물론 단일한 차원으로 진행되거나 구성될 수 없다. 남북통

합은 남북한 간의 분절된 관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관계로 전환하는 과

정에서 나타나는 통합의 속도, 도, 과정, 단계를 종합적으로 드러내는 

개념이다. 초보적이고 제도화되지 못한 상호작용, 접촉, 교류의 상태로

부터 관계가 안정되고 상호성이 증 하며 접촉의 도가 확 되는 전과

정이 남북통합의 내용을 구성한다. 또 여러 영역과 차원들을 내부에 포

함하는 종합적인 통합이기 때문에 남북통합을 구성하는 하위의 영역과 

차원, 단계들이 서로 다른 속도로 통합을 이루게 된다. 이런 점들을 충분

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남북통합의 하위영역과 차원을 논리적으로 구성

할 필요가 있다.

2. 정치통합, 경제통합, 사회문화통합

남북통합지수에서는 남북통합을 세 가지 하위 영역과 세 가지 하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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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세 하위영역은 정치통합, 경제통합, 

사회문화통합을 의미하고 세 차원은 제도통합, 관계통합, 의식통합을 뜻

한다. 조한범(2002)이 적절하게 규정한 것처럼, 남북통합은 정치·경제·

사회문화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남북의 제도적 통일과 통일의 과정 및 이

후의 내적 통합을 포함하는 일련의 전반적 과정을 지칭하기 때문이다.10) 

이를 남북통합지수에서는 정치적 통합, 경제적 통합, 사회문화적 통합의 

세 하위 영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엄 하게 말한다면 정치적 남북통합, 

경제적 남북통합, 사회문화적 남북통합이라고 해야 옳을지 모르겠다. 분

명한 것은 남한과 북한 각각에서 일컬어지는 정치통합, 경제통합과는 별

개의 것이란 점이다. 

정치적 통합은 남북한이 정치군사적으로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는 것, 

또는 그 과정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는 남북한 주민들이 새롭게 통합

된 공동체로 자신들의 충성심, 기  및 정치행위를 이전하게 되며 그 최

종적인 상태로서 동일한 헌법,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정부를 구성하게 된

다.11) 이 과정에서 제도적 동질성과 권한의 위임은 매우 중요한 변수다.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진 후에도 통합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고 

상당한 통합이 진전되었으면서도 정치적 통일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미

제로 남아있을 수도 있다. 또한 정치적 통합에서는 헌법적 가치, 정치적 

규범, 정체성의 공유가 매우 중요하게 작동한다.12) 어떤 원칙과 제도적 

기틀 위에서 통일국가가 구성될 것인가에 따라, 또 통일의 과정이 어느 

정도 전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동의와 참여 위에서 민주적으로 달성되는

가에 따라 정치통합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21세기의 정치통합은 21세

10) 조한범, ꡔ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방안 연구ꡕ (서울: 통일연구원, 2002), 

p. 14. 
11) 김병연 외, ꡔ남북통합지수 1999~2007ꡕ, pp. 63~65. 
12) Alexander Thumfart, ꡔ동서독의 정치통합ꡕ, pp. 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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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세계사가 공유하는 문명적 가치와 부합되어야 달성 가능하며 그 핵심

은 민주주의적 원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억압적이거나 독재적인 형태

로 남북한 정치통합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설사 제도적으로 가능하다해

도 그것은 ‘통합’이라는 개념을 필요로 하는 한반도의 문제의식과 동떨어

지기 때문이다. 당연하게 정치통합의 단계 구별 속에 이러한 민주화의 

의미가 내포된다. 

경제통합은 남북한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된 상태 또는 그 단계로 

진행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남북한의 인적, 물적 자원의 이동에서부터 

여러 경제요소들의 상호교환, 의존의 구조가 확 되는 과정 전반을 포괄

한다. 생산요소의 이동, 경제체제의 동일화, 경제정책의 공동규율, 가격

변수의 유사한 작동, 지역간 소득편차 감소 등이 경제통합의 내용을 이

루는 것들이다.13) 여기에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고수하는 북한과 개방

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남한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하나의 틀

에 포괄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포함된다. 21세기 세계사의 향방

을 고려할 때 시장경제원리에 바탕한 세계경제와의 개방적 통합이 남북

통합은 물론이고 지역통합과의 연계를 심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라 할 수 

있다.14) 

사회문화적 통합은 남북한이 문화적 소속감 및 사회적 공동체성을 회

복하고 하나의 생활단위로 자리 잡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으로는 자유

로운 이동과 접촉이 가능한 단일공간의 창출이고 문화적으로는 같은 집

합적 정체성의 형성이라는 과제가 된다. 헤어진 가족이 자유로이 만나고 

결합할 수 있는 것이나 직업선택과 거주이전의 자유가 공동체 내부에서 

차별적이지 않아야 한다. 문화적이고 교육적인 자원이 함께 수용되어야 

13) 김병연 외, ꡔ남북통합지수 1999~2007ꡕ, pp. 23~25. 
14) Stephen Haggard and Marcus Noland, “A Security and Peace Mechanism for 

Northeast Asia: The Economic Dimension,” Policy Brief (Apri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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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복지의 혜택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지역에 따른 언어나 생활

방식의 차이는 그 자체로 존중되면서도 차별되지 않고 적어도 공동체의 

일원으로 누리는 권리와 혜택에서 남북이 고루 포괄되어야 한다. 이 점

에서 보면 자유와 복지가 이 사회문화적 통합에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

이고 이에 따라 각 단계가 구별된다. 뿐만 아니라 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기본가치, 규범에 한 궁극적 합의가 요구된다. 

이상에서 본 정치통합, 경제통합, 사회문화적 통합은 각기 정치공동

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와 일정하게 상응한다. 다르게 말하면 세 차

원의 공동체를 구현해가는 과정이 곧 각각의 통합이며 이들 세 차원의 

통합을 포괄하여 남북통합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3. 관계통합, 제도통합, 의식통합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통합의 차원이다. 남북통합지수의 세 차원은 남

북관계가 제도, 관계, 의식의 세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진행됨을 함의하

며, 이것은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통일과 통합에 필요한 조건들이 무엇인

지를 제시해 준다.15) 통합은 상상이나 의식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제도적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물론 제도만으로 달성되지 않는 심

리와 의식의 문제를 동반한다. 따라서 적어도 세 차원을 구별하여 통합

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계통합은 서로의 상호작용과 만남,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통합효

과를 지칭한다. 단절된 상태로부터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변화가 시작될 때가 통합과정의 첫 출발이다. 오랫동안 구조적

15) 김병로, “남북통합지수의 함의, 쟁점, 활용방안”, ꡔ남북통합지수를 통해 본 남북

관계의 현실과 전망ꡕ, 서울  통일평화연구소 주최 발표자료집 (2010년 8월 11

일),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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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단절되어 있던 사이에서는 만남을 통한 관계의 형성 그 자체가 통

합을 향한 중 한 진전이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관계가 형성되

지 않고서 통합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만남을 시작하고 점차 

그 접촉의 빈도를 높여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관계통합

은 통합의 초기단계에서 절실하며 효과가 크다. 

하지만 관계통합은 그 자체로서는 불안정하고 가변적이다. 접촉의 빈

도가 높아진다고 해도 당사자 수준의 개별사례로만 남아있게 되면 그 효

과는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제도통합인데 

이것은 남북한 간에 일정한 상호작용의 방식을 제도적인 방식으로 표준

화, 상설화하는 것이다. 제도화는 특정한 개인이나 당사자의 의지나 특

정한 상황과는 무관하게 상호작용의 패턴과 가능성을 확보해주기 때문

에 그것이 미치는 통합효과는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제도화는 법제화

를 수반하기 마련이어서 남북한의 주요한 정책결정자들이 공통의 규범

과 절차에 속하게 됨으로써 다른 부분으로의 통합의 확산효과도 크게 나

타난다. 어떤 의미에서 통합의 전 과정이 이런 제도화의 맥락에서 이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에는 의식의 차원이 있다. 일차적으로 개별 구성원들

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통합을 의미할 수도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는 단순히 개인행위자의 ‘생각’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집합적 의식이 공

통의 기반을 가지는 것을 지칭한다. 서로가 하나의 공동체에 속한 구성

원이라는 공속의식, 우리의식, 하나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일이며 그로 

인해 일종의 연 감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 흔히 남북 간에는 ‘하나

의 민족’ 논리가 강하게 작동한다고 말해지고 있지만 과연 어느 정도 집

합적 의식으로 통합적인 고리를 제공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남북통합

과 관련한 의식은 쟁점별로, 시기별로, 또 세 별로 적지 않게 차별적이

어서 민족이라는 호명에도 불구하고 통합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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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 통일의 의지, 북한에 한 인식, 북한주민에 한 편견이나 생

활방식의 편차, 경험들이 복합적으로 의식적 통합의 수준을 규정하게 될 

것이다. 

4. 매개제도, 위임제도 그리고 단계구성

통합이 과정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특히 제도통합의 단계가 매우 중요

하다. 초기의 교류접촉으로부터 최종단계의 공동체 완성에 이르기까지

의 중간단계는 일반적으로 ‘제도화’라고 불리울 수 있는 시간을 거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도화의 진전과 상태에 따라 통합과정을 세분화하고 

그 변화의 질적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제도화는 법제의 마련

이나 정치적 합의로 완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법적 뒷받침 못

지 않게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수용되고 받아들여지는 단계를 필요로 

한다. 그런 점에서 제도화 그 자체도 여러 단계를 포함할 수 있는 과정인 

셈이다.

이를 명료하게 분석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제도통합에서 매개제도

(intermediating institution)와 위임제도(delegating institution)를 구별하였다. 

매개제도는 당자들의 접촉과 교류, 상호작용을 글자 그 로 ‘매개’하고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뜻한다. 단순한 교류조차 때에 따라 임의

적 판단과 정책적 결정을 필요로 하는 단계를 넘어서 상시적 교류와 접

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런 매개제도의 출현이 중요하다. 경제적 영역

에서 물품의 이동이나 인적 교류의 제도화가 필수적인 바, 이동과 접촉, 

상호작용과 공동합의 등 모든 관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말

한다. 반면 위임제도는 남북한의 주체나 영역이 공동의 제도적 규율과 

원칙의 통제를 받는 상태다. 제도화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고 단순한 교

류의 차원이 아닌, 공동의 통합적 관계가 형성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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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적 통합이나 궁극적 통일은 그런 점에서 모든 영역에서의 위임제도

가 힘을 발휘하는 상태라고 할 수도 있다. 위임제도의 출현은 논리상 매

개제도에 선행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나 체로 뒤따라온다. 매개제도 

없이 위임제도가 만들어진다 해도 그것이 실제로 작동하거나 힘을 발휘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개념적 구상 위에 통합의 단계는 크게 세 단계로, 세부적으로는 

11단계로 구성하는 틀이 만들어졌다. 접촉교류기에 해당하는 0~2단계는 

남북 간의 교류부재로부터 초기적 상태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말한

다. 협력도약기에 해당하는 3~5단계는 상호 교류와 접촉이 안정 상태로 

접어들면서 이런 교류를 뒷받침하기 위한 매개적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시기다. 상호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필요한 시기도 이때

라 할 수 있다. 접촉교류기와 협력도약기 간의 분류는 남북통합지수가 관

계의 증진을 단순히 교류협력의 양적 규모로만 판단하지 않고 있음을 시

사한다. 0~2단계에는 양적 규모에 영향을 받지만, 3단계 이후에는 매개

제도의 구성과 역할과 같은 제도화가 진전되어야만 통합이 진전된다.16)

다음으로 남북연합기라 할 수 있는 6~8단계는 여러 분야에서 공동의 

위임적 제도화가 진행됨으로써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통합의 기반이 구

체화되는 단계다. 이 단계는 아무리 교류의 양과 회담의 횟수가 많아져

도 제도화에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6단계로 진입할 수 없도록 설계

되어 있다. 남북연합기의 마지막 단계로 설정되어 있는 8단계에 이르면 

주요한 경제정책이나 정치활동이 공동의 기구나 제도에 위임되고 광범

위한 제도의 표준화, 단일화, 공동법제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마지막으

로 통일완성기라 할 9~10단계는 실질적인 통일이 완성되는 시기, 남북통

합이 최고단계에 이르는 시기라 할 수 있다. 

16) 김병로, 위의 글,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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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남북통합의 개념적 구성을 도표화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남북통합의 영역과 차원

경제적 통합 정치적 통합 사회문화적 통합

관계적 통합

경제교류의 진전, 각종 

경제지표의 동조화, 이

를 뒷받침하는 매개제

도의 출현

정치군사적 교류확 , 

상호 협의의 정례화, 

신뢰구축조치, 이를 위

한 매개제도 출현

사회문화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 진전, 민

간영역의 자율적 공동

기획, 매개제도 진전

제도적 통합

경제영역의 제도적 상

호성 심화, 매개제도의 

안정화와 위임제도의 

출현, 시장경제원리의 

보편화 

정치군사영역의 제도

적 교류, 다양한 신뢰

구축에 기반한 매개제

도 안정화, 권위의 위

임제도 출현

민간분야의 자율성 확

, 사회문화적 공동체 

형성의 심화, 비정치, 

비경제 영역에서의 위

임제도 발달 

의식적 통합

단일한 경제공동체, 이

익의 상보성에 한 확

신, 승인, 경제통합에 

한 시민적 동의, 시

장경제적 가치에의 공

감

정치군사적 영역에서

의 적 성 해소, 단일

한 정치공동체 형성에 

한지지, 승인, 민주

주의적 가치에 한 

합의 

사회문화 영역에서의 

이질성 극복, 공동체

적 통합과 소통을 향

한 의지, 시민적 참여, 

시민적 자율과 자유에 

한 가치공유 

Ⅳ. 지수의 구성 : 포괄성, 실질성, 비교가능성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념을 구체적 수치로 나타내는 지수화 

작업이다. 이 부분은 일차적으로 계량화와 관련된 기술적 사안이 주를 

이루지만 수치의 기준과 절 값이 갖는 의미에 한 철학적, 이론적 물

음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여기서는 후자의 점을 먼저 살펴보고 기

술적 측면은 간략하게만 언급하기로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인 지수의 수치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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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일이다. 한 사회의 경제발전을 나타내는 GNP는 기준점수는 있으

나 최종상태의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사회불평등상태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개념상 완전평등과 완전불평등상태를 상정하여 0과 1이라는 

값 사이에서 지수가 만들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남북통합이라는 과제

는 이념적으로 그 완전상태를 가정할 수 있다고 보고 0과 1,000점 사이에

서 지수가 만들어지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때 중요한 것은 0과 1,000의 

값, 다시 말해 남북통합의 부재와 완전실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이

다. 0의 점수를 예로 들어본다면 단순히 접촉과 교류가 없고 관계가 단

절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서로간의 적 성과 불신이 매우 

높은 상태를 의미하는지 애매할 수 있다. 실제로 남북한간에는 교류부재

의 문제 못지않게 상호불신과 적 성의 해소가 중요한데 이럴 경우 0의 

값은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가 논란이 된다. 1,000이라는 최종값도 과연 

어떤 상태를 말하는지 주목해야 한다. 남북한이 모든 영역, 모든 차원에

서 완전한 공동체적 일체성을 이룩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한 차이를 유지하면서도 완전한 평화공존상태를 구축한 때를 말하는 것

인지에 따라 그 점수의 의미가 달라진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 지수가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라

는 목적에 따라 제한적인 설계를 할 수밖에 없다. 남북통합이란 관점에

서 볼 때 관계의 단절상태로부터 공동체적 완전통합으로의 이행 과정에 

적지 않은 단계와 편차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주된 목적이 통합의 정도

와 수준을 보는 것인 만큼 관계의 완전단절, 교류의 부재는 그것이 적

성에 의한 것이든 상호무시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물리적 거리에 따른 

것이든 같은 수준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음의 값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그 성격은 이후 통합의 단계가 진행되는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위에서 언급한 세 영역에 어느 정도의 값을 부여할 것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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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남북통합에서 경제, 정치, 사회문화 영역이 

어떤 비중을 갖는가에 한 해석인 셈이다. 남북통합지수에서는 경제영

역, 정치영역, 사회문화영역이 각기 동일한 비중을 점한다고 보고 같은 

값을 부여했다. 1,000점을 최종값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각 영역에 330

점을 배점하고 사회문화분야에 10점을 더 부여했다. 이것은 지수의 가독

성을 높이려는 편의성과 함께 사회통합의 완성은 궁극적으로 사회문화

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시각도 작용한 것이다. 어쨌든 통합이

라는 것이 적어도 이 세 영역에서는 같은 비중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논리적 판단에 기초한 점수구성인 것이다. 서로 다른 차원에 해서 어

떻게 다른 값을 부여할 것인가를 정해야 하는데 관계적 통합, 제도적 통

합, 의식적 통합 순서로 차등적 점수를 배정했다. 

논리적으로 보면 전체 통합과정에서 제도적 통합이 갖는 비중이 크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제도적 통합 부분이 가장 큰 값을 부여받아야 한다

는 주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지수는 남북통합지수이고 그런 점에서 

남북한관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반세기 이상 거의 

전면적인 적 적 단절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

다. 다시 말해 남북한의 경우, 초기상태의 교류와 협력, 접촉의 활성화를 

통해 통합의 초기상태를 구축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힘들고 또 중

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일단 이 부분이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면 제도

화의 심화단계로 진행하는 것은 상 적으로 용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유럽통합의 경우처럼 서로 다른 두 국가가 하나의 통합체로 발전

해갈 때와 전혀 다른 것이다. 

의식적 통합에 어느 정도의 값을 부여할 것인가도 쉽지 않은 문제다. 

사실 통합을 제도적인 차원에서 고찰하면 의식이 차지할 비중은 크지 않

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남북통합이라는 특수한 목표와 무관할 

수 없다. 남북이 60년 이상 서로 다른 정치체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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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통합의 영역별 배점

경제적 통합 정치적 통합 사회문화적 통합  합계

관계적 통합 90 90 90 270

제도적 통합 160 160 160 480

의식적 통합 80 80 90 250

합계 330 330 340 1000

김병연 외, ꡔ남북통합지수 1999~2007ꡕ (서울 출판문화원, 2009), p. 21.

하고 통일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까닭은 남북한 주민들이 

지니고 있는 강한 통합에의 의지이자 집합적 정서 때문이다. 물론 그 배

후에는 오랜 단일민족의 신념과 공통의 문화적 기반, 그리고 이산가족에

서 보듯 혈통적 동포애 등이 자리 잡고 있다. 통일을 향한 집합적 의식과 

의지는 적어도 남북통합의 차원에서는 매우 중요한 독립변수일 뿐 아니

라 남북통합이라는 목표 자체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의식부분에 적지 않는 점수를 부여하였다. 다만 의식통합은 

그 정도를 단계론적으로 구성하기가 쉽지 않아 전체의 단계구성을 설정

하는 데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상을 종합하여 배점의 구성을 도표화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다음으로 문제는 구체적인 지수값의 산출이다. 이 부분은 이미 간행된 

ꡔ남북통합지수 1989~2007ꡕ에 비교적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으므로 여기

서는 간략하게 그 원칙만 언급하기로 하겠다. 앞서 언급한 로 지수는 

다양한 형태의 통계나 자료들을 모아 포괄적인 점수를 내는 방식으로 구

성했다. 음의 값을 갖는 수치는 없고 모든 지수가 단순합의 형태로 부가

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 지수화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

을 종합적으로 혼용하였는데 일차적으로는 기존의 가용한 통계자료들을 

최 한 활용한다. 한국은행, 통계청, 통일부에서 제공되는 통계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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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유엔, 세계은행, 외국기관에서 제공되는 지표들도 필요하면 원용한

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부분은 직접 조사를 통해 그 수준과 변화를 수치

화하는 방법을 보완했다. 사회구성원 전체를 상으로 하는 조사와 전문

가들의 평가에 기초한 조사를 모두 활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주요한 문제는 양적으로 표현될 수 없는 부분들을 수치화

하기 위한 조작적 방식이다. 예컨  매개제도나 위임제도의 존재 및 그 

작용정도에 어느 정도의 점수를 부여할 것인가는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틀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 또한 법제화의 정도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

가도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전문가의 평가에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한 방

식으로 수치화하였다.17) 

마지막으로, 지표를 측정하는데 준거점의 설정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지수는 기준 또는 준거점에 비하여 비교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지수에 

목표 또는 준거점이 있다면 그 목표나 준거점 비 성취도를 측정할 수 

있다. 남북통합지수에서는 특히 관계적 통합의 경우에 준거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논의 상이었다. 비록 무엇을 준거점으

로 할 것인가에 일정하게 자의적 판단 또는 자의성이 불가피하게 작용한

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제시되는 준거점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

어야 하며, 따라서 남북통합지수는 가급적 선행적으로 이루어진 통합사

례에서 그 준거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경제통합의 영역에

서 교역부문에서는 기준점을 유럽연합(EU)와 CMEA(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와 같은 경제공동체의 역내교역비중과 비교하여 상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또 사회문화통합의 영역에서는 

인적왕래의 경우 기준점을 독일의 경험에 비추어 통일 직전 동서독 간의 

17) 각 영역의 구체적 수치화 방법에 해서는 이미 출간된 ꡔ남북통합지수 1989~ 

2007ꡕ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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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평균 상호 인적 왕래규모가 평균 700만 명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해

서 설정하였다. 

Ⅴ. 남북통합지수와 통일정책: 실천적 함의

남북통합지수가 발표된 이후 사회적으로 꽤 많은 관심의 상이 되었

다. 그것은 남북의 관계를 지수로 보여주는 유의미한 지표로 받아들여졌

고 일반인에게도 가시적인 효과를 주기에 족했다. 하지만 그것이 갖는 

다양한 함의가 제 로 전달되기보다 매우 부분적이고 정치적인 이미지 

차원에서 강조되는 경향도 없지 않다. 

남북통합지수를 구성하려 했을 때의 실천적 문제의식은 최소한 다음

과 같은 점을 포함한다. 첫째로 통합은 영역별로 다른 속도와 추진력을 

갖고 진행되는 복합적인 과정이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정치통합과 경

제통합, 사회문화통합은 서로 맞물리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는 독자적으로 진행가능하며 그 속도도 같지 않다. 이는 통합의 초기상

태를 넘어서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현실이 말해주는 함

의는 남북통합에 있어서 이 세 차원의 독자성을 가능하면 승인하고 보장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각 영역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무시

할 수는 없지만 모든 영역의 진행속도를 일치시키려 하거나 서로의 연관

성을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통합’의 성격에 부합하기 어

렵다. 특히 남북 간의 정치적인 긴장과 갈등이 심화될 경우에도 경제영

역과 사회문화영역이 독자적인 관성과 추진력을 유지함으로써 장기적으

로 정치적 통합의 동력을 되살려줄 수도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그동안의 남북통합과정이 어떤 힘에 주로 의지해왔는

지를 성찰적으로 검토하는 의미가 적지 않다. <그림 1>에서 보이듯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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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의 남북통합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이벤트에 의해 추동된 측면이 

없지 않다.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 2007

년의 2차 남북정상회담이 지수의 급격한 증 를 추동한 동력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남북관계의 발전과 통합증진을 위해 정치영역

의 통합이 전체 남북통합의 견인효과 또는 선행효과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18) 하지만 이런 정치적 차원의 통합은 등락이 매우 심하고 정권의 

성격 및 남북한 간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매우 불안정함도 뚜렷하게 확

인된다. <그림 1>에 나타나듯 1993년 김영삼 정부와 2008년 이명박 정부 

시기 강경한 북정책으로 인해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장기화되면서 

통합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이상에서 언급한 두 가지의 상반된 

특징은 앞으로의 남북통합에서도 정치영역에 탄력성과 불안정성이 동시

에 내재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반면에 경제통합의 영역은 속도가 느리지만 일단 형성된 방향은 비교

적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정치영역의 등락에 비해 경제

통합은 가속도가 붙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단기간에 요동치는 형태는 아

님을 확인할 수 있다. 유럽 연합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통합이 일

정 수준을 넘으면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정치통

합과 문화통합을 견인하는 효과가 크다.19) 실제로 한국사회에서 개성공

단의 사례는 경제영역이 갖는 제도적 힘이 매우 중요하고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경제통합이 도약기(take-off stage)를 넘어서 4단계로 

진입하면 다른 영역의 통합을 견인해 낼 수 있는 강력한 통합엔진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북관계가 정치상황에 의

해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 경제통합의 효과가 크게 

18) 김병로, “남북통합지수의 함의, 쟁점, 활용방안”, p. 7. 
19) 위의 글,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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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쇄되고 있다. 

사회문화적 통합의 영역은 정치영역에 비해서는 안정적이지만 경제영

역에 비해서는 불안정성이 크게 나타난다. 이것은 남북관계에서 사회문

화적 영역을 주도하는 주체들의 독자성 및 자율성의 취약함에서 기인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치영역과 경제영역과 달리 사회문화영역은 남

북교류협력이 민간에 의해 주도됨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네트워크나 

활동성이 확보될 만큼 성장하지 못해 남북관계의 정치적 상황에 민감하

게 연동되는 불안정한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북지원이든 사회문화

적 교류에 종사하는 단체들이 좀 더 독자적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

하다.

<그림 1> 남북통합지수의 연도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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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합지수의 구성은 초기의 교류협력만으로는 통합의 질적 발전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초기 상태에서는 교류와 협력 그 자

체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안정적인 중간단계 이상으로 발전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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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모든 영역에서의 제도화가 필수적이다. 제도화는 법제화와 함께 

공동기구의 작동을 포함하며 궁극적으로 위임제도하에 남북이 단일한 

제도적 원리에 포섭될 수 있어야 한다. 이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교류

협력의 양적 확 만이 아니라 질적 전환을 위한 상호간의 결단과 합의, 

원칙의 공유가 불가피하다. 다시 말해 막연한 ‘남북연합’ 내지 ‘상호존중’ 

같은 논리로는 통합의 질적 고양이 어렵다. 제도화를 가능하게 할 원칙

과 제도의 공유, 법적 원리의 공감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결국 북한의 변화가 통합단계의 진전에 매우 중요

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영역에서 시장적 합리성, 국제적 경제

원리의 존중 같은 표준화, 정치영역에서 시민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

리, 사회문화영역에서 각 주체의 자율성과 다원성, 자유로운 결합이 허

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런 전환은 적어도 현 단계에서 남한보다 

북한의 제도변화를 훨씬 강하게 요구한다. 통일이 정치적 결단만으로 이

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통합을 수반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통합단계의 질적 고양이 21세기적 보편가치와 결합되어 있는 것의 

실천적 함의는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적 현실에서 초기단계는 매우 중

요하다. 즉 교류와 협력을 통한 다면적인 신뢰구축은 통합의 수준을 높

여가기 위한 기초이자 전제이다. 제도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교류협력

일지라도 그것이 일정한 수준으로 발전할 때에야 비로소 매개제도의 활

성화와 나아가 위임제도로의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우

리는 3단계를 일종의 이륙단계(take-off)로 설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단계 이하의 시점에서 제도화의 불비를 이유로 접촉과 교류를 한정하거

나 그 의의를 폄하하는 것은 실천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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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과 과제

남북통합지수는 단순히 남북관계가 좋아지는가 나빠지는가를 드러내

기 위한 단순한 지표가 아니다. 단기적 차원에서는 남북통합지수는 남북

관계의 개선과 북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통일과 통합을 

촉진하는 것인가를 함축적으로 말해준다.20) 그리고 장기적 차원에서 남

북통합지수는 남북의 중장기적 전략으로서의 통일을 보다 바람직하게 

이루어내기 위한 종합적이고 단계적인 구상을 근거로 현실의 상태를 점

검하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실 이외에 구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동력

을 확인하려는 작업의 일환이다. 지수를 구성하는 내부원리를 유념함으

로써 남북관계를 단선적으로 또 정략적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넘어서 종

합적이고 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런 지적 인프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때 학계의 분석적 담론이 정치

적 논쟁이나 시민적 주장의 차원과 구별되는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통일문제에 한 학문적 논의가 반드시 정치적인 가치판단

과 시민적인 열정들로부터 유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담

론적 내용과 형식, 논의의 엄 성에서 차별화되지 않으면 학계가 의미있

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남북통합지수도 여러 점에서 한계가 적지 않다. 남북통합이라는 개념

을 둘러싼 이론적 논란을 차치하고라도 지수구성의 방법론과 기법에서

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예컨  교류협력부분의 비중이 

과다하다거나 의식통합 차원의 비중이 상 적으로 너무 크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또한 서로 다른 차원으로 설정된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통합

20) 위의 글,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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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제로는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차원의 단순합으로 통

합지수를 얻는 것이 가능한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관계통합적 차원과 

제도통합적 차원 간에, 매개제도와 위임제도의 수준 간에 상 적 비중은 

적절한지도 논란이 가능하다. 실제로 통합의 진전 초기에는 접촉과 교류

의 양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어느 정도 제도화가 가

시화되기 시작하는 4단계 이후에는 관계통합적 요소보다는 제도통합적 

요소들의 영향력이 상 적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의식통합 부분은 방법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

다. 무엇보다도 북한주민의 의식을 직접적으로 조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식통합의 수준과 정도를 제 로 측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

다. 남북통합지수는 현재 북한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을 상으로 한 의

식조사가 아니라 남한에 살고 있는 탈북자를 상으로 한 의식조사라는 

점에서 일정한 편향성(bias)이 분명히 존재한다. 의식통합의 측정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통일에 한 열망, 적 감, 상 방에 한 수용의식과 동

질성, 상 방에 한 인지도 등은 실제 북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의 의식보다 남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의 경우 남한주민의 의식

에 더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의식통합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해 탈북자 의식조사 자료

를 탈북연도를 기준으로 재분류하여 활용한다거나 제3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나 개성공단의 북한근로자 등으로 조사 상을 넓혀 복합적인 자

료를 활용하는 등의 보완책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제도화의 중요성에 비해 그것이 지수에 반영되는 비중은 크지 못

하다는 점이나 관계의 악화나 무력충돌과 같은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들

이 음의 값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점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실제로 남

북통합지수는 남북한 간의 갈등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모델로 설계되

어 있지 않다. 예컨 , 천안함 사건과 같은 남북한 간 군사적 충돌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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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해도 이 사건이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 남북통합지수에는 비록 통합을 

저해하는 특정 사건을 직접 반영되지 않고 있지만, 그러한 사건은 교류

협력의 위축이나 화의 단절 등과 같은 결과를 수반하게 되면 궁극적으

로는 통합의 다면적 차원에서 음의 값으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갈등을 야기하는 특정 사건이 전혀 통합지수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남북통합이 주변의 지역통합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환경

적 변수를 포용하지 못하는 것도 지적될 수 있다. 수치를 구성하는 기술

적 차원에서도 북한의 자료가 불충분하여 기본적으로 균형 있는 수치도

출에 한계를 지닌 것이나 전문가의 분석이나 탈북자의 의식조사로 치

한 부분이 갖는 한계도 앞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될 경우 다른 방식으로 보

완되어야 할 것이다. 아마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남북통합지수의 구성원

리 자체에 일정한 수정과 보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다. 남

북통합지수를 북한의 연구기관과 함께 만들어낼 수 있다면 아마도 그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지적 통합의 한 지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여

러 형태로 지수의 활용, 조사 결과의 논의가 활발해지는 것이 단순한 수

사나 이론적 깊이 없는 논쟁으로 이어지지 않고 통일을 논의하는 학문적 

담론의 질적 고양을 가져오는 중요한 방법론적 발전이 되기를 기 한다. 

▒ 접수: 2010년 11월 16일 / 수정: 2010년 11월 27일 / 게재확정: 2010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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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r-Korean Integration Index and Unification Studies: 

Methodology and Theoretical Implication 

Park, Myoung-kyu(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ims at examining the possibility of scientific unification 

studies by exploring the methodological difficulties of the academic research 

on the inter-Korean issues. Since the issue of unification and North-Korea 

related questions are so politically complex that value-free discussion in the 

academia seems to be very difficult. Nevertheless, it is necessary to build a 

methodologically disciplined concepts and discourses among academicians 

in order to distinguish opinions of scientific researchers from those of 

politicians and ordinary citizens. 

Developing index is a useful method for social scientist to catch complex 

reality. This paper tries to show methodological usefulness, theoretical task 

and practical implications in unification studies by examining the Inter- 

Korean Integration Index, which has been designed by IPUS,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2007. The main arguments are; an index is not a 

quantitative technique but a comprehensive theoretical conceptualization, a 

clear conceptualization on the research is necessary for developing index, 

philosophic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 should be examined in order to 

develop appropriate index structure. Inter-Korean Integration Index helps us 

to figure out; three sectors and dimensions of inter-Korean integration, 

different speed and stages of sub-level’s integration, relative impor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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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diverse sectors and dimensions. Finally some methodological limits 

and theoretical problems of Inter-Korean Integration Index are discussed. 

keywords: integration, unification, conceptualization, dimensions of integration, 

delegative institution, mediative institu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