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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연구는 1980년대 후반부터 실시된 각종 사회조사에서 북한 및 통일관련 문항을 

다룬 경우와 북한 및 통일에 관해 연구를 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실시해 온 

소위 통일의식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북한 및 통일 관련 조사의 동향과 실태를 살펴보았

다. 이 연구를 위해 90개의 사회조사 및 통일의식조사 자료가 이용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그동안 수많은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조사가 실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각 조사들이 비슷한 문항을 사용하지만 표현 및 척도가 동일하지 않은 문항을 

사용하여 시계열적 비교 분석에 어려움이 크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2000년

대 들어 대표적인 한국종합사회조사나 서울대의 통일의식조사 등은 동일한 설문항을 매

해 조사에서 반복 실시하여 시계열적으로 정확한 비교 분석이 가능하게 하고 있음을 밝

혔다. 

이 연구에서는 통일의 시기와 가능성,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 통일 후의 변화, 북한

에 대한 인식,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 그리고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 및 북핵 관련 

문항이 표현방식, 의미, 척도 등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분석하

였다. 

주제어: 통일조사의 동향, 북한에 대한 인식, 통일에 대한 인식, 반복조사 

 * 이 연구는 서울 통일평화연구소 과제의 일환이다. 이 연구를 위해 귀중한 자

료를 아낌없이 제공해주신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사장 석현호), 중앙일보(신창

운 기자) 및 지면상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

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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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반도가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지 65년이 지나고 있다.1) 오랜 기간 

남한과 북한은 적 적인 립관계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냉전시 가 

막을 내리고 한반도에서도 립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 

지면서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여러 형태의 교류가 증가해왔다. 한 편으

로는 쌍방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에 일어난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폭격사건 등은 한반

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

로도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남북관계가 변해가고, 남한과 북한을 중심으로 한 국제관계가 변해가

면서 남한 국민들의 통일이나 북한에 한 의식도 변해왔다. 남한과 북

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민족이니까 남과 북이 통일되어야 한

다는 감상적인 차원의 통일의 당위성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다. 그러나 

분단이 지속되면서 통일에 한 열망은 점차 엷어져왔다. 과거에는 “우

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만 불러도 가슴이 뛰고 통일의 당위성이 

저절로 다져졌지만, 분단의 기간이 수십 년을 지나면서 통일은 새로운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통일에 한 열망은 점차 낮아졌

다. 과거에는 통일에 해 한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감

상적인 접근이 강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통일 이후의 삶이 개인 혹은 

우리 사회에 득이 될 것인지 아니면 부담만 가중될 것인지를 따져보는 

경향이 점차 강해졌다.2) 

 1) 이 글에서는 남한과 북한이라는 표현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2) 이는 사회의 성격이 사람들의 의식과 태도를 결정하는 측면이 있음을 뜻한다. 

북한에 한 태도와 관련해서 북한과 남한에 존재하는 차이를 접근할 때 김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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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북한은 남한에게 적 상이나 경계 상이었다. 그러나 남

한과 북한사이에 교류가 증가하면서 북한에 한 적 의식이나 경계의

식이 조금씩 약화되고 북한은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상이거나 우리와 

협력할 수 있는 상이라는 태도가 조금씩 증가해왔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변수들 간

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다. 이 복잡한 변수들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정부

는 통일정책을 펴나간다. 통일을 이루기 위한 여러 변수 가운데 통일의 

주체인 남한의 주민들이 북한 및 통일에 해 갖고 있는 인식이나 태도

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남한이나 북한의 주민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

서 남한과 북한의 통일이 이루어지기는 힘들다. 남한과 북한의 주민들이 

서로에 해 적 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을 때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질 

수도 없다. 통일 한국의 앞날에 해 남한과 북한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이 이루어지면 여러 면에서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

다. 따라서 남한의 주민들이 통일 및 북한에 해 지니고 있는 태도와 의

식은 학문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와 책의 차원에서도 언제나 깊은 관심

의 상이었다.3) 일반 성인들의 북한과 통일에 한 인식도 중요하지만 

옥은 “한 사회의 성격은 사람들의 심성이나 태도, 의식, 무의식에도 영향을 미

치기 마련이다”라고 전제하면서 북한 주민의 태도에 사회주의체제가 미친 영

향을 논하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사회에 살고 있는 남한 주민에게도 자본주의

체제가 미친 영향을 말해주는 것이고, 현재 남한 주민의 북한 및 통일에 한 

의식과 태도에는 경제위기 및 양극화와 같은 사회성격이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김귀옥, “남북교류의 확 와 통일의 전망,” 전성우 편, ꡔ남
북한 사회통합의 길－그 현황과 전망ꡕ (서울: 금왕출판사, 2001), pp. 113~181. 

 3) 정권 차원에서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정책이 국민들의 태도나 의식을 너무 많이 

반영해 가장 일관성이 없었던 표적인 사례로 김영삼 정권의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정책을 꼽은 연구도 있다. 이 경우 정권이 중의 의식과 태도에 얼마나 

관심이 컸고, 그 관심의 변화에 따라 정책도 변한 결과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

렸던 사례도 있음을 알 수 있다. Yongho Kim, “Inconsistency or Flexibility? The 

Kim Young Sam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and Its Domestic Vari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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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한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학생들의 통일의식도 큰 관심사였다.4) 

그래서 1980년  후반 이후에는 학생 및 일반 성인을 상으로 지속적으

로 북한 및 통일에 관한 각종 사회조사가 이루어져 왔다. 

이 글은 한국 사회에서 지금까지 실시되어 온 북한 및 통일에 관해 어

떤 조사가 있었고, 이 조사는 통일과 북한에 해 어떤 내용을 파악해 왔

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조사를 통해 산출된 자료를 분석해서 한국인의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인식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연

구의 목적이 아니고 북한 및 통일에 관한 무슨 내용의 조사가 있었는지

를 동향과 실태라는 측면에서 파악하려고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각종 

조사에서 나타난 조사 결과의 일부를 예시의 목적으로 이용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설문항과 선택지의 관계에서 방법

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지적하고 그런 문제를 개선한 조사 항목

도 예로 제시하려고 한다.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8, pp. 225~245. 

 4) 통일의식에 관해 비판적 검토를 하고 있는 기존의 연구로 김현옥(2001)의 연구

를 들 수 있다. 김현옥은 “ ‘통일의식’은 사회 및 개인의 이념적 지평 그리고 정

치적·경제적 이해관계와 긴 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이념, 이해관계, 

통일의식 간에는 수많은 갈등지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 총체적인 ‘통일의

식’을 논한다는 것이” 무리일지도 모른다고 전제하고 있다. 조사자료를 중심으

로 한 분석이 아니고 여러 텍스트 분석을 통해 현재 한국사회에서 통일문제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분석한 이우영(2010)의 연구도 참

조할 필요가 있다. 김현옥, “통일의 의미와 통일의식의 내적구조,” 전성우 편, 

ꡔ남북한 사회통합의 길－그 현황과 전망ꡕ (서울: 금왕출판사, 2001), pp. 65~111 ; 

이우영, “통일문제에 한 사회적 인식,” ꡔ한반도 통일론의 재구상ꡕ, 고려 학

교 민족문화연구원·경남 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공동주최 학술 회 (2010년 

9월 9~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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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및 자료

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실시된 각종 사회조사 및 통일 관련 조사를 

상으로 어떤 내용의 조사가 이루어져 왔는지 그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다. 이를 위해서 지난 20여 년간 한국에서 실시된 각종 사회조사에서 북

한 및 통일에 관련된 문항이 있는 경우와 북한 및 통일에 관한 국민들의 

의식이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소위 통일의식조사를 분석 상으로 한

다. 이를 위해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 소장한 조사 자료 및 본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수집한 총 90개의 각종 사회조사를 분석하였다.5)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수집되었다. 

첫째, 전국 수준의 조사이다. 각종 사회조사가 실시되지만 조사 상이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의 통일의식조

사 등의 형식으로 특정 지역에 국한된 통일 및 북한 관련 조사가 이루어

질 수도 있다. 이 연구는 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통일 및 북한 관련 

조사가 아니라 전국 수준에서 이루어진 조사를 상으로 한정했다. 통일

에 관련된 사회조사에서 어떤 내용의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하고자 했던 일반사

회조사 및 통일의식조사가 본 분석의 상이 된다. 둘째, 조사 상층이 

특정 연령층에 국한된 경우는 이 연구에 포함하지 않았다. 전국을 상

으로 하면서 그 결과가 “한국인의 통일에 관련된 의식”으로 표현될 수 있

는 각종 일반사회조사 및 통일의식조사를 상으로 하였다. 그동안 통일 

 5)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북한 및 통일에 관한 문항을 포함해서 실시된 각종 사회

조사나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 통일의식

조사는 이 연구에서 다룬 91개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다룬 자료

는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진 통일관련 각종 사회조사의 일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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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통일 및 북한 관련 조사

연도 조사 조사기관

1996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공보처

2008 2008년 범국민 안보의식 설문조사
국방 학교 국가안전보장

문제연구소

2002 한미관계 여론조사 1차 동아시아연구원

2002 한미관계 이념조사 1차 동아시아연구원

2002 한국인의 이념조사 1차 동아시아연구원

2003 한미관계 여론조사 2차 동아시아연구원

2003 한미관계 이념조사 2차 동아시아연구원

2003 국정평가 여론조사 취임 6개월 동아시아연구원

2003 한국인의 이념조사 2차 동아시아연구원

2004 한미관계 여론조사 3차 동아시아연구원

2004 한미관계 이념조사 3차 동아시아연구원

2004 CCFR 외인식조사 국제여론조사 1차 동아시아연구원

2004 CCFR 외인식에 관한 전문가 조사 동아시아연구원

관련 조사는 중고등학교 학생이나 학생 혹은 청소년 등 젊은층에 국한

해서 이루어진 조사도 많다. 이 경우 조사 결과가 특정 연령층에 한정되

기 때문에 그 결과가 “한국인의 통일관련 의식”으로 표현될 수 없다. 이

런 원칙을 적용해서 수집, 분석된 자료 90개가 이 연구에서 사용되었다.6) 

<표 1>은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의 조사연도 및 조사의 이름, 조사

주체 등을 보여준다. 

 6) 국내에서 이루어진 조사이지만 외국에서 결과가 출판된 경우도 있다. Levin 

and Han(1999)은 미국의 RAND Center for Asia-Pacific Policy가 한국의 중앙일보

와 함께 1996년과 1999년에 통일 및 안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로 보아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조사가 있었고, 그 결과가 

간단한 빈도표의 형태로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Norman Levin, 

and Yong-Sup Han, The Shape of Korea’s Future: South Korean Attitudes Toward 

Unification and Long-Term Security Issues (RAND,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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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국정평가 여론조사 신정부정책 과제 동아시아연구원

2004 한국인의 이념조사 3차 동아시아연구원

2005 국가정체성 여론조사 1차 동아시아연구원

2005 국정평가 여론조사 취임 1년 동아시아연구원

2006 CCGA 국제관계에 한 국민여론조사 동아시아연구원

1994 통일문제관련 여론조사 문화방송

1990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및 북방정책에 관한 

여론조사 
민족평화통일자문회의

2002 남북관계 및 통일관련 여론조사 민족평화통일자문회의

2005 2005년 일반국민 통일여론조사 민족평화통일자문회의

2008 2008년도 국민 통일의식 여론조사 민족평화통일자문회의

2009 2009년 국민통일여론조사 1차 민족평화통일자문회의

2009 2009년 국민통일여론조사 2차 민족평화통일자문회의

2004 2004년 제1차 일반국민 통일여론조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04 2004년 제2차 일반국민 통일여론조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04 2004년 제3차 일반국민 통일여론조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06 2006년 일반국민 통일여론조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07 2007년 일반국민 통일여론조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986 전환기 한국사회조사－국민의식조사 서울  사회과학연구소

1987 전환기 한국사회조사－국민의식조사 서울  사회과학연구소

1988 전환기 한국사회조사－국민의식조사 서울  사회과학연구소

1990 전환기 한국사회조사－국민의식조사 서울  사회발전연구소

1996
전환기 한국사회 국민의식과 가치관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  사회발전연구소

2003 국민의 가치관과 의식에 관한 조사 서울  사회발전연구소

2004 광복 60주년 국민의식조사 서울  사회발전연구소

1989 전환기 한국사회조사-국민의식조사
서울  인구 및 발전문제

연구소

1990 21세기를 향한 국민의식 성향조사
서울  인구 및 발전문제

연구소

2007 통일의식조사 서울  통일평화연구소

2008 통일의식조사 서울  통일평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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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통일의식조사 서울  통일평화연구소

2010 통일의식조사 서울  통일평화연구소

2003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  서베이리서치센터

2004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  서베이리서치센터

2005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  서베이리서치센터

2006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  서베이리서치센터

2007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  서베이리서치센터

2008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  서베이리서치센터

2009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  서베이리서치센터

1995 통일에 관한 국민여론 조사보고서 조선일보

1995 조선일보 국민의식조사 조선일보

2002 조선일보 창간 82주년 국민의식조사 조선일보

2002 조선일보 국민의식조사 조선일보

2003 조선일보 창간 83주년 국민의식조사 조선일보

2003 조선일보 국민의식조사 조선일보

1999 중앙일보 창간 34주년 국민의식조사 중앙일보

2001 중앙일보 창간 36주년 국민의식조사 중앙일보

2002 중앙일보 창간 37주년 국민의식조사 중앙일보

2003 중앙일보 창간 38주년 국민의식조사 중앙일보

2004 중앙일보 창간 39주년 국민의식조사 중앙일보

2005 중앙일보 창간 40주년 국민의식조사 중앙일보

2006 중앙일보 창간 41주년 국민의식조사 중앙일보

2007 중앙일보 창간 42주년 국민의식조사 중앙일보

2008 중앙일보 창간 43주년 국민의식조사 중앙일보

1989 한민족공동체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보고서 통일부

1990 통일정책추진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보고서 통일부

1991 통일정책추진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보고서 통일부

1993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통일연구원

1994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통일연구원

1995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통일연구원

1998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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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통일연구원

2003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통일연구원

2005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통일연구원

1991 통일의식조사 보고서 한국갤럽연구소

1999 국민안보의식조사 한국갤럽연구소

2001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한국갤럽연구소

1999 한국사회의 신뢰실태 조사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6 현 리서치 정치지표조사 1차 현 리서치연구소

2006 현 리서치 정치지표조사 2차 현 리서치연구소

2007 현 리서치 정치지표조사 3차 현 리서치연구소

2007 현 리서치 정치지표조사 4차 현 리서치연구소

2007 현 리서치 정치지표조사 5차 현 리서치연구소

2007 현 리서치 정치지표조사 6차 현 리서치연구소

1985 국민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현 사회연구소

1987 국민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현 사회연구소

2010 2010 국민 통일의식 조사
KBS 남북협력기획단, KBS 

방송문화연구소

2005
광복 60주년 기념 ‘통일방송연구’ 발간을 위한 

국민통일의식조사 
KBS 방송문화연구소

1996 한국, 중국, 일본국민의식조사 KBS, 연세 학교

이 연구는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진 통일 관련 조사에서 어떤 항

목이 조사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런데 통일 관련 조사에서 사용

되는 항목은 내용이 거의 동일한 항목이 반복되는가 하면 시기별로 남북

관계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한 항목이 조사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북핵

위기가 전개되면 북핵 관련 문항이 새로 만들어져 조사되기도 하고, 남

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이에 관한 문항을 추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도 한다. 이처럼 북한 및 통일 관련 조사에서는 시기별로 특수한 사정을 

반영한 문항이 추가되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에서는 각종 조사에서 통일에 관한 문항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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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유지해왔는지를 분석할 때 양적으로 통계를 내어 보여주는 것을 목

표로 하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 다룬 각종 조사에 포함된 문항이 어떤 문

항인지 몇 특성을 보여주고 문항이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 아울러 어

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주면서 통일 관련 사회조사의 동향을 소개하

고자 한다. 또 설문항뿐만 아니라 선택지 혹은 척도에 주목하여 연구자

들이 시 적 배경 속에서 과연 어떤 의도를 담고 설문항을 개발, 이용해

서 통일 관련 조사를 해왔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통일 관련 조

사의 동향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Ⅲ. 반복항목 및 반복조사의 전개

통일에 관한 조사는 여러 기관에서 실시해왔다. 그런데 통일에 관한 

조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전

문적인 조사가 아니고 일반사회조사를 실시하면서 그 가운데 한두 부문

의 설문항을 북한, 통일, 남북관계, 안보 등의 문항으로 구성해 일반인의 

통일에 관한 의식이나 태도를 측정하는 조사가 있다. 각종 사회조사는 

개 일반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북한 및 

통일에 관련된 문항을 포함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조사기

관에 따라서는 기관의 성격상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도 많다. 표적인 예로 민족통일연구원이나 민주평화통

일자문회의 등 북한 및 통일을 연구 상이나 업무의 상으로 삼고 있는 

기관에서는 정기적으로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의식 및 태도 조사를 실시

해오고 있다. 이런 조사기관에서 실시해 온 조사는 거의 전적으로 북한 

및 통일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라고 칭할 수 있다.

각종 일반사회조사에서 북한 및 통일에 관한 항목을 통해 의식과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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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사되고 또 북한 및 통일에 관련된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통일에 관

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연구자나 북한 및 통일의식의 변화

에 관심을 갖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시계열적으로 비교

할 수 있도록 동일한 항목이 반복해서 계속 사용된 경우가 드물다는 것

이다. 한국인들의 통일에 한 태도가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파악하려고 할 때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동일한 척도를 이용한 

동일한 항목이 매번 반복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조사에서 통일의 

시기에 관한 태도나 의견을 “귀하는 한반도에서 언제쯤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물었고, 응답지를 (1) 10년 이내, 

(2) 10년 이상 20년 이내, (3) 20년 이상 30년 이내, (4) 30년 이상, (5) 불

가능하다 등으로 구성했다면 시 에 따라 통일의 가능성이 멀리 느껴지

거나 혹은 가깝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질문의 낱말이나 용어 등을 그 로 

사용하고 응답을 측정하는 척도를 변경시키지 않고 그 로 사용한 조사

가 반복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엄 한 의미에서 지난 수십 년에 걸쳐 한

국인들의 통일시기에 한 전망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정확하게 측정

할 수 있다. 그러나 각종 일반사회조사나 통일의식조사의 경우 통일의 

시기를 묻는 질문항에서 용어, 낱말, 표현방식 등이 조금씩 다르고 특히 

응답지의 척도를 조사에 따라 다르게 설정해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부분이기 때문에 조사는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수십 년간에 걸쳐 통일 

시기에 한 전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엄 하게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그러나 2000년  들어서 각종 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가 일회성으로 끝

나지 않고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동일한 질문을 반복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깨닫고 설문항의 용어와 표현방식 및 척도를 그 로 두고 계속 

반복해서 측정하는 조사가 증가하고 있다. 일반사회조사 가운데는 성균

관  서베이리서치센터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한국종합사회조사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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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인 예이다. 한국종합사회조사는 2003년에 처음 실시된 이후 2010년 

현재까지 매해 실시되고 있다.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는 2003년 첫 조사

를 실시하면서 북한 및 통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설문항과 척도를 사

용하였다. 

문 1) 귀하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골

라주십시오.(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 지원 상 2) 협력 상 3) 경계 상 4) 적 상 5) 모르겠다

문 2) 귀하는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중 어느 국가를 가장 가깝게 

느끼십니까?(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 미국 2) 일본 3) 북한 4) 중국 5) 러시아 6) 모르겠다

문 3) 귀하는 남북통일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2003, 2006, 

2007, 2008, 2009)

1) 매우 필요하다 2) 다소 필요하다 3) 별로 필요하지 않다 4) 전혀 

필요하지 않다 5) 모르겠다.

문 4) 귀하는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다

고 생각하십니까?(2003) 

1) 매우 높다 2) 다소 높다 3) 별로 높지 않다 4) 없다 5) 모르겠다

한국종합사회조사는 문자 그 로 종합사회조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문항이 다 망라되어 있다. 여러 분야를 다 포괄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어

느 한 문항을 새로 집어넣고 빼기가 어려운 조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데 2003년에 북한 및 통일에 관해 네 문항을 물어본 후 2004년에는 두 문

항으로 문항의 수가 감소했다. 그러나 2006년부터 남북통일의 필요성에 

관한 문항이 다시 되풀이되면서 2009년 현재 북한 및 통일과 관련하여 

세 문항이 반복되어 조사되고 있다. 여기서 이 세 문항은 질문의 표현방

식도 동일하고 응답지의 척도도 동일한 척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한국종합사회가 앞으로도 매년 지속된다면 북한에 한 남한 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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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주위 열강을 친 하게 느끼는 정도, 그리고 통일되기 이전의 상황

에서 남한의 주민들이 남북통일의 필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가장 일관성 있고 신뢰도 높은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전문조사가 아니면서도 북한 및 통일관련 문항을 

비교적 원형 그 로 잘 유지하면서 조사하는 예의 하나로 중앙일보의 창

간기념 일반사회조사가 있다.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전문조사가 아니면서

도 중앙일보 창간기념조사는 조사 문항의 상당수가 북한, 통일 및 북한

에 한 정책에 관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자가 확보한 중앙일보 창간기념 조사는 1998년 조사부터이다. 

1998년 중앙일보 조사에서 북한 및 통일, 주위 열강에 한 선호도, 통일

정책 등에 관한 항목이 별도의 부문으로 설정되어 있다. 중앙일보 창간기

념조사는 많은 문항이 반복 조사되고 있는데, 그중 한 예는 다음과 같다. 

문) 남북통일은 언제쯤 이뤄질 것 같습니까?(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 5년 이내에 이루어질 것이다 

   2) 5-10년 이내 

   3) 10-20년 이내 

   4) 20년은 더 걸리겠지만 언젠가 이뤄질 것이다 

   5)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위와 같이 벌써 10년 이상 동일한 항목, 동일한 척도를 이용해서 통일 

시기에 관한 조사가 반복되었고, 이 결과는 지난 2000년 에 통일이 언

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국인은 생각해왔는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통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통일 관련 전문연구기관이면서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조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우의 표적인 예로 서

울  통일평화연구소를 들 수 있다. 서울  통일평화연구소는 2007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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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매해 통일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통일의식조사는 조사 결과의 

시계열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2007년 첫 조사에 사용된 조사항목을 가능

한 한 많이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서울  통일평화연구소가 실시하는 통일의식조사의 수많은 조사항목 

가운데 성균관  서베이리서치센터가 실시하고 있는 한국종합사회조사

와 유사한 항목으로 북한에 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문항이 있

다. 서울 의 통일의식조사는 그 항목을 다음과 같이 되풀이 하고 있다.

문) OO 님은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2007~2010) 

   1)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지원 상이다 

   2) 우리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상이다 

   3) 우리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상이다 

   4) 우리가 경계해야 할 상이다 

   5)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  상이다 

서울  통일평화연구소의 통일의식조사는 질문의 표현방식과 선택지

의 표현방식 및 척도를 거의 변화시키지 않고 지난 4년간 매해 반복조사

를 실시하고 있다. 비록 지금까지 4회에 걸쳐서만 조사되었지만, 매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조사 결과가 축적되면 통일이 될 때까지 한국인들이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정확하

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  통일평화연구소와 성균관  서베이리서치센터는 각각 나름

로 매해 반복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어떤 상으로 인식

하는지에 관한 항목은 성균관  서베이리서치센터가 주관하는 한국종합

사회조사 및 서울  통일평화연구소가 실시하는 통일의식조사에 동일하

게 들어있다. 그러나 질문의 표현방식이나 선택지의 척도는 두 조사가 

동일하지 않다. 위의 북한을 어떤 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관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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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서 한국종합사회조사는 경쟁 상이라는 선택지가 없는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통일의식조사는 경쟁 상이라는 선택지가 포함된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자료를 연속해서 보면 북한에 한 태도

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동일한 연도에 실시된 두 

조사 결과를 비교한다면 경쟁 상이라는 선택지가 있고 없고 사이에 결

과에 어떤 차이가 생길 수 있는지 파악해 볼 수도 있다. 

<표 2>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는가? 한국종합사회조사의 경우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지원 상 20.8 19.9 16.4 18.0 20.5 19.2 14.3

협력 상 36,6 38.8 42.8 37.3 39.5 35.2 32.1

경계 상 29.5 30.0 26.7 31.7 28.5 33.4 35.5

적 상 9.1 8.3 9.1 10.5 9.7 10.5 15.8

모르겠다 4.0 3.0 5.0 2.5 1.7 1.7 2.4

자료: 성균관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표 3>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는가? 통일의식조사의 경우 

2007 2008 2009 2010

지원 상 21.8 21.9 17.4 19.3

협력 상 56.6 57.6 50.7 44.7

경쟁 상 3.3 3.8 2.3 3.3

경계 상 11.8 11.3 20.6 20.7

적 상 6.6 5.3 9.0 12.0

자료: 서울  통일평화연구소 통일의식조사. 

<표 2>와 <표 3>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전반적인 경향은 비슷하지만 

척도가 달라지면서 조사 결과가 약간 다를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한국

종합사회조사에서는 모르겠다라는 선택지가 있고, 반면에 통일의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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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경쟁 상이라는 선택지가 있다. 이 두 선택지를 택하는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 선택지에 한 응답이 약간 차이가 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조사를 통해 남한 주민 가운데 북한을 적

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2009년 현재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는 16%인

데 통일의식조사에서는 9%로 나타난다고 파악할 수도 있다. 선택지가 

다르기 때문에 북한을 적 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다를 수

밖에 없게 된다. 북한을 적 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한국종합사회조

사의 경우 2008년에 10.5%에서 2009년에 15.8%로 5%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데 통일의식조사의 경우에는 2008년에 5.3%에서 2009년에 9.0%로 

3.7% 포인트의 차이만 나타난다.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는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0.75% 포인트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적 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5%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고 있

는 반면, 통일의식조사에서는 경쟁 상이라는 응답 비율이 1.5% 포인트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도 적 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3.7% 포인트만 

증가했기 때문에 두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북

한을 적 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얼마나 늘어났다고 말할 수 있을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2000년 에 시계열적 비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반사회조사

에서나 통일 관련 전문조사에서 문항의 표현방식과 척도를 유지하면서 

반복 조사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일반인의 의식과 

태도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방

법론적인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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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통일항목 관련 조사의 변화

이 절에서는 통일에 관한 문항을 중심으로 통일에 관한 일반사회조사 

및 통일의식조사의 경향을 살펴본다.

1. 통일의 시기와 가능성

통일에 관한 각종 사회조사에서 가장 표적인 문항은 통일의 시기 및 

가능성에 관한 질문이다. 신문사 및 각종 언론기관에서는 창간기념일 혹

은 신년호, 특집호 등을 마련할 때 각종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에서 직접 다룬 자료는 아니지만 1984년 

동아일보가 조사해서 보도한 기사를 보면 “장차 우리나라의 통일은 가능

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고 가능하다고 응답한 사람을 상으로 

“그렇다면 언제쯤 통일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년 이내입니까? 아

니면 그 이상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다시 묻고 있다. 이에 

한 선택지는 (1) 10년 이내, (2) 20년 이내, (3) 그 이상 등의 세 범주로 

되어 있다. 동아일보가 조사를 해서 보도한 1984년 당시에 통일의 시기

에 한 예상의 시간개념이 10년, 20년 및 그 이상으로 되어 있어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통일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1980년  후반에 서울  사회과학연구소(1986, 1987)와 서울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1989)에서 행한 조사에서는 “한반도의 통일은 

언제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은 후 응답의 선택지가 (1) 10년 

이내, (2) 25년 이내, (3) 50년 이내, (4) 50년 이후, (5) 불가능하다로 구성

되어 있다. 1984년 동아일보의 조사에서는 통일의 시기를 10년,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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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으로 물어 비교적 단기간 내 통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느

낌을 주는 반면 1980년 후반에 이루어진 표적인 사회조사의 하나인 서

울  사회과학연구소의 조사 항목에서는 통일의 시기를 10년/25년/50년 

및 불가능하다라는 선택지를 집어넣어 통일의 시기 및 가능성에 한 일

반인의 전망이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를 보면 10년 이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응

답한 비율이 1986년에는 9.4%였는데 1988년에 16.8%, 1989년에 20.7%로 

증가하고 있다. 25년 이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986년에 

20.1%, 1988년에는 29.7%, 1989년에는 30.3%로 증가한다. 반면 불가능하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1986년에는 39.9%나 차지하였지만 올림픽이 열렸던 

해인 1988년에는 25.3%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하였고, 1989년에는 19.5%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하여 1980년  후반의 몇 년 사이에 통일의 시기에 

한 전망이 상당히 낙관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  통일관련 조사에서 통일시기에 관한 조사의 특성의 하나는 

통일의 가능성을 1970년 와 비교해서 물어보고 있는 점이다. 일반적으

로 지난 10년에 비해 통일의 전망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것과 같은 맥락에 

놓여있는 문항인데 1980년  후반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귀하는 현재의 

통일 가능성이 1970년 에 비하여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서울  사

회과학연구소 1987, 1988 ; 서울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 1989)라고 묻

고 (1) 커졌다, (2) 줄어들었다, (3) 마찬가지다 등의 응답지를 제공하여 통

일의 시기를 1970년 와 비교하여 가능성의 측면에서 확인해보고 있다.

1990년 에 이루어진 각종 사회조사나 통일의식조사에서 통일의 시기

를 물어보는 문항은 계속 반복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응답자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에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시기는 최  30년 

이상으로 작성되어 있다(민족통일연구원 조사 ; 서울  통일평화연구소 

조사). 위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는 중앙일보의 조사에서는 20년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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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20년 이내, 20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고, 역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선택지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때로는 통일이 멀리 않아 

이루어질 듯이 보이며 흡수통일 논쟁이 일기도 하지만, 2000년 에 실시

되고 있는 통일시기에 관한 조사에서도 여전히 통일은 멀리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 듯 통일시기가 30년 이상 및 불가능할 것이라는 선택지가 

있는 설문항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통일의 시기에 관해서 언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식의 

설문항도 있지만 가장 적당한 통일의 시기를 물어보아 수동적으로 맞이

하는 통일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통일의 시기를 생각해보고 답변하기를 

요구하는 설문조사도 이루어졌다. 1996년에 공보처는 “OO 님께서 생각

하시기에 가장 적당한 통일의 시기는 다음 중 언제라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1) 당장 통일이 되어야 한다, (2) 준비기간을 거쳐 5년 후

쯤 되어야 한다, (3) 준비기간을 거쳐 10년 후쯤 되어야 한다, (4) 기타, 

(5)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등의 선택지를 두고 응답자의 능동적인 답변

을 요구하는 조사를 실시하였다.

항상 반복되는 설문항도 있지만 시기별로 특수한 상황을 통일시기와 

연결시켜 조사하는 경우도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2007)의 조사에

서는 “귀하는 2007 남북정상선언으로 인하여 통일의 가능성이 얼마나 높

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당시 노무현 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북한 군사위원장과 만나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정상선

언을 한 것이 통일의 가능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물어

보는 경우가 있다. 

2.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

통일에 관련된 조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반복되는 또 다른 설문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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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관한 문항이다. 수많은 조사에서 과연 통일

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통일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일반인의 

의식과 태도를 물어보는 조사가 계속 이어져왔다. 

가장 표적인 형태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귀하는 통일문제에 하

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류의 질문이 각종 사회조사나 통일관련 

전문조사에서 반복되고 있다. 이런 질문에 한 선택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왔다: (1) 북한의 체제를 수용하더라도 빨리 통일하는 것이 좋

다, (2)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리며 동질성 회복에 노력해야 한다, (3) 북

한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로 변화시켜 통일하는 것이 좋다, (4) 현재의 

분단상태도 괜찮다, (5) 관심이 없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1980년  중반의 조사부터 2000년  후반

의 조사까지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관한 항목은 계속 나타나고 있

다. 그러나 선택지는 다 다르기 때문에 엄 한 의미에서 정확하게 시계

열적 분석이 힘들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통일

조사 설문지의 2003년과 2004년의 선택지는 (1) 가능한 한 빠르게 이루어

져야 한다, (2) 시간이 걸리더라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통일

보다 남북한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존하는 것이 낫다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에 현 사회연구소(1987)의 선택지는 (1) 어떠한 가를 치르

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하는 것이 좋다, (2)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

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3) 현재 로가 좋다, (4) 통일은 현실적

으로 불가능하다로 구성되어 의미는 약간 비슷하지만 표현과 척도가 다

르게 되어 있다. 서울  통일평화연구소의 경우에는 (1) 통일을 서두르

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2) 현재 로가 좋다, (3) 어떠

한 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 (4) 통일에 

한 관심이 별로 없다로 구성하여 기존의 조사에서 사용된 것과 유사한 

선택지를 사용하지만 기존 조사와 동일한 표현이 아니고 선택지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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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꾸어서 역시 다른 조사 결과와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려운 

결과를 낳고 있다.

선택지는 상호 배타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위에 제시한 통일의 당위성

이나 필요성에 관한 설문항의 선택지는 상호간에 명확하게 배타적이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통일을 서두르기보다는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선택지와 “현재 로가 좋다”는 선택지는 

엄 한 의미에서 상호 배타적이라고 말하기 힘들다. 현재 로 남북이 분

단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차라리 좋겠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신의 생각을 

“통일을 서두르기보다는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표현할 수

도 있고, “현재 로가 좋다”고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의

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선택지는 바람직스럽지 않은데, 시계열성을 유지

하기 위한 차원에서 반복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위와 유사한 방식이지만 EAI와 한국일보 혹은 중앙일보가 2000년  중

반에 이용한 설문항은 선택지가 나름 로 상호 배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선택지로 구성하려고 하였다(EAI와 한국일보 2002, 2003, 2004 ; EAI와 중

앙일보 2005). 통일에 한 의견을 물어보면서 (1) 사회 경제적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꼭 해야 한다, (2) 여건을 보아가며 속도를 조절해 추진해

야한다, (3) 사회 경제적 희생이 크다면 통일을 서둘 필요가 없다, (4) 굳

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 는 선택지를 통해 통일의 당위성 혹은 원하는 시

기를 측정하려고 하고 있다.

현 리서치가 1990년  후반부터 2000년에 걸친 조사에서 이용한 항

목은 이와 다른 선택지를 사용하고 있다. “귀하는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

어야 한다는 것에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물은 후 선택

지로는 (1) 반드시 통일, (2) 가급적 통일, (3) 현재가 좋다, (4) 가급적 통

일하지 말아야, (5) 결코 통일 안 됨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리커

트 형식의 선택지로 응답자들이 자신의 의도와 일치하는 선택지를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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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히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그러나 선택지의 표현은 잘 정제되

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통일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도 통일관련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다. 통일은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은 후 (1) 매우 필요, (2) 다소 필요, 

(3) 그저 그렇다, (4) 별로 필요 없다, (5) 전혀 필요 없다 등 리커트 척도

인 5점 척도로 답하게 하는 문항으로 통일의 필요성을 측정해 오고 있

다. 성균관  서베이리서치센터가 실시하고 있는 한국종합사회조사의 

경우 2003, 2006, 2007, 2008, 2009년의 조사에서 남북통일의 필요성에 관

한 동일한 항목을 이와 같은 척도로 물어보고 있다. 서울  통일평화연

구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7년 통일의식조사부터 지금까지 통일의 필

요성을 동일한 방식으로 물어보고 있다. 

통일의 당위성이나 필요성과는 달리 통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질문

으로 역시 통일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조사

도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2005년 및 이후의 조사에서는 “선생님

께서는 통일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세요?”라고 

묻고 (1) 매우 중요, (2) 다소 중요, (3) 보통, (4) 별로 중요하지 않다, (5)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리커트 척도를 사용해서 통일의 중요성을 조사

하고 있다. 

1990년 부터 2000년  후반까지 널리 사용되어 온 통일의 당위성 혹

은 필요성에 관한 문항의 또 다른 예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응답

자에게 고르게 한 설문항이다. “귀하는 통일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가 무

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을 던지고 그에 해 연구자가 판단하

기에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한 후 응답자들

에게 고르게 하는 조사가 오랜 기간동안 여러 조사에서 반복되었다. 민

족통일연구원(1994), 한국갤럽조사연구소(2001), 통일연구원(2003, 2005, 

2008, 2009), 서울  사회발전연구소(1996), 공보처(1996), 서울  통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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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2007) 등의 조사에서 이런 문항을 통해 왜 통일이 되어야 하는지를 

묻고 그 이유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단일민족 재결합/ 

이산가족 고통해소/ 경제발전/ 전쟁발생방지/ 북한주민 삶 개선/ 국제사

회에서 한국의 영향력 증 . 그러나 이 이유가 모든 조사에 동일하게 쓰

인 것은 아니다. 예컨  마지막 선택지인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영향력 

증 라는 선택지가 모든 조사에서 쓰이지 않고 시기별로 조사기관에 따

라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져 사용되었다.

위와 같이 통일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질문

에 해 제시되는 첫 번째 선택지는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선택지이다. 

“같은 민족”이라는 선택지를 넣은 설문항에 해서 거의 모든 조사에서 

나타나는 응답의 경향은 응답자의 50% 전후로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을 

해야 한다”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민족통일연구원의 1994년 조사

에서는 “단일민족 재결합”이라는 선택지를 응답자의 59%가 골랐다. 반면

에 2010년 서울  통일평화연구소에서 실시한 통일의식조사에서는 “같

은 민족이니까 통일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43%를 차

지했다.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시간이 흐를

수록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통일의 당위성 면에서는 가장 강력한 이

유가 되고 있다.

3. 통일 후의 변화

통일에 관한 조사에서 최근에 두드러지는 경향은 통일 후의 사회모습

에 해 한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점이다. 

1980년 나 1990년 에는 통일지상주의적 접근을 했다면 2000년 의 조

사에는 과연 통일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는가라는 

보다 현실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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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2005, 2008, 2009)의 조사에서는 개인과 사회적인 차원에서 

통일이 이익이 될 것인지 분리해서 물어보고 있다. “귀하는 통일이 남한

에게 얼마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으면서 사회적 차원의 

이익을 생각해보도록 했고, “귀하는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

까?”라는 질문을 통해서는 개인적인 수준에서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

고 생각하는지를 묻고 있다. 통일연구원의 설문항을 받아들여 서울  통

일평화연구소가 시행하는 통일의식조사에서도 역시 통일이 남한 사회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고 있다. 두 조사를 통해 2000년 

후반에는 통일관련 조사에서 통일이 현실적으로 개인과 사회 모두 얼마

나 혹은 어떻게 이익이 될 것인지를 우선 총괄적으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총괄적인 접근 이후 민족통일연구원이나 서울  통일평화연구소

는 구체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얼마나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

는지 파악하고 있다. 서울 의 통일의식조사에서는 2007년 이후 2010년

까지 통일이 된 후 빈부격차, 부동산투기, 실업문제, 범죄문제, 지역갈등, 

이념갈등 등의 사회문제가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하

고 있다. 

반면에 민족통일연구원(1994, 2003, 2005)의 조사에서는 정치적 민주

화, 경제성장, 빈부격차, 물가, 실업문제, 지역격차, 주택문제, 법치문제, 

가치관혼란 등이 어떻게 개선될 것인지를 물어보고 있다. 

통일 후에 사회적인 측면의 변화에서 민족통일연구원은 통일 이후 정

치적 민주화가 어떻게 개선될 것인지를 조사한 반면 통일평화연구소는 

통일이 남한의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다. 여기에 

한 선택지는 (1)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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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3) 통일과 

민주주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선택지를 제시하여 통일이 남한의 

민주주의의 선결조건인지, 아니면 남한의 민주주의가 통일의 선결조건

인지를 파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평화통일연구소는 동일한 방식으로 

북한의 민주주의와 통일과의 관계를 물어 통일이 북한의 민주주의 실현

의 선결조건인지 아니면 북한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통일이 이루

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파악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통일 후의 사

회에 관한 의식과 태도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통일과 남북한의 민주주

의를 연결하여 파악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통일 후의 변화에 관해서는 위와 같이 항목마다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

사하는 방식도 있었지만 공보처나 동아시아연구원의 조사에서는 통일 

후 겪게 될 어려움이나 부담을 2개까지 고르라는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

다(공보처 1996 ; EAI와 중앙일보 2002, 2005). 경제적 부담, 가치관 차이, 

정치적 혼란, 남북한 빈부격차의 심화, 생활방식의 차이, 언어생활의 차

이 등을 선택지로 제시하고 이 가운데 통일이 되면 당면하게 될 가장 큰 

어려움을 두 개 고르라는 방식으로 설문항을 제시하여 통일이 되면 개선

되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측면이 있음

을 전제하면서 조사하는 것도 새로운 경향이다.

통일 후의 변화는 단지 사회문제 개선이나 혹은 여러 측면의 어려움의 

측면에서만 접근하지 않았다. 민족통일연구원(2005)이나 중앙일보(2005)

에서는 통일이 이루어지면 한국의 국가적 위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

고 보는지, 또는 국가경쟁력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보는지 등을 조

사하여 국제정치적인 측면 혹은 좀 더 넓은 차원에서 통일이 기여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려는 경향도 나타난다.



60 ❙통일과 평화(2집 2호·2010)

Ⅴ. 북한항목 관련 조사의 변화

이 절에서는 통일조사에서 북한에 관한 항목이 어떻게 되어 있었고 각

종 조사에서는 어떻게 조사되어 왔는지를 살펴본다.

1. 북한에 대한 인식

이미 통일 관련 조사에서 반복조사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동일한 항

목과 동일한 선택지를 이용한 예로 북한에 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성균관  서베이리서치센터의 한국종합사회조사 및 서울  통일

평화연구소의 통일의식조사의 설문항과 그 결과를 위에서 제시하였다. 

2000년 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두 조사에서는 북한을 적 , 경계, 경쟁, 

협력, 지원 등의 상 로 인식하는지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항을 사

용한 조사는 2000년 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두 조사에 국한하지 않는

다. 서울  사회발전연구소(1996, 2003), 통일연구원(1994, 1995, 1998, 1999, 

2003, 2005, 2009), 광복60주년기념조사(2004), 민족통일연구원(1994, 1995) 

등의 조사에서 비슷한 문항과 선택지를 활용하여 북한에 한 인식을 측

정해왔다. 이 문항은 한국의 일반인이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항목으로 인식되어 모든 통일 관련 조사에서 오

랜 기간 동안 반복해서 질문되었다. 

북한을 적 , 경계, 경쟁, 협력, 지원 상 등으로 묻지 않고 변형된 형

태로 물어 북한에 한 인식을 파악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EAI와 중앙일

보(2005)의 조사에서는 평소에 북한에 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고 

선택지로 (1) 우리, (2) 형제, (3) 이웃, (4) 남, (5) 적 등을 제시하였다. 그

리고 우선순위로 두 개를 고르도록 요구하였다. 이 문항은 북한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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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을 사회적 거리라는 개념을 도입해 파악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여

기서 “형제”는 “우리”보다 약간 사회적 거리가 먼 관계로 설정하였다. “형

제”라 할지라도 “우리”(in-group)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를 상정하고, “형

제”가 아니더라도 “우리”라는 한 울타리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보다 더 가까운 관계이고, “우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형제”라고 간주할 수 있는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우

리”나 “형제”가 아니면 “남”이 되는데, “남”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더불어 

사는 “이웃”을 그 다음 범주로 설정하였다. 그 다음 범주는 서로 잘 모르

는 사이인 “남”이고, 그 다음은 적 적인 관계인 “적”의 범주가 설정되었

다. 이 항목은 사회적 거리라는 사회학적 개념을 활용해서 북한에 한 

인식을 측정해 보려고 한 흥미로운 시도이다. 사회적 거리의 범주가 약

간 어색하지만 통일 조사에서 북한에 한 인식을 새롭게 파악해보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2000년 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2004~2009)는 북한에 한 인식을 

다른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통일조사에서는 

“우리에게 북한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후 선택

지로 (1) 포용하고 함께 살 동포, (2) 적이자 동포, (3) 치하고 있는 적, 

(4) 무관심한 상이라는 범주를 제시하고 있다. 이 선택지도 약간 사회

적 거리 개념이 들어있지만 꼭 사회적 거리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동포

와 적이라는 범주를 설정한 후 북한을 우리의 동포와 적으로 립을 시

킨 후 다른 두 개의 범주로 적이자 동포, 무관심한 상이라는 두 범주를 

새로 설정하였다. 모순적이지만 적이면서 동포라는 존재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항목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사에 담겨 있다. 

1980년 와 1990년 에는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할 수 있는가가 

뜨거운 쟁점이었다. 지금은 남북이 별개의 국가로 유엔에 가입해있지만 

유엔에 가입하기 이전에 북한정권을 어떻게 인식해야 할 것인지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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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제로 부각되어 있었다. 남북 화사무국(1988)에서 조사한 통일조사

에서는 “통일이 되기 전까지 북한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서

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OO 님께서는 어느 쪽 의견에 조금이라

도 더 가까우십니까?”라는 물음을 던지고 이에 해 (1) 인정해야 한다, 

(2) 인정해서는 안 된다, (3) 어느 쪽도 아니다, (4) 모르겠다라는 선택지 

가운데 고르게 하였다. 

1994년에 문화방송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북한을 국가

로 인정할 것인지를 다루고 있다. 문화방송의 조사에서는 “북한을 국가

로 인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귀하는 다음 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

고 물은 후 (1) 우리가 먼저 북한을 인정해야 한다, (2) 북한이 우리를 인

정할 때 북한을 인정해야 한다, (3) 분단을 고착화할 위험이 있으므로 인

정하지 않아야 한다, (4) 남한이 유일한 합법정부이므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선택지를 제시하여 남한과 북한에 있는 국가의 

합법성, 남한과 북한 중 어느 쪽이 먼저 국가로 인정해야 할 것인지 등 

신경전에 가까운 문항을 통해 일반인의 북한에 한 인식을 조사하고 있

다. 1990년  초반에 이루어진 조사로서 남과 북이 상 방을 정당한 국

가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만이 각각 정통성 있고 합법적인 국가로서 

주장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지 않고 남한과 북한이 각각 별

개의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혹은 인정할 수 있는지, 또 인정한다면 

남한과 북한 가운데 어느 쪽이 먼저 인정해야 하는지 등 여러 차원의 문

제를 하나의 설문항으로 파악하려고 시도하였다. 

1900년  말과 2000년  초반에 이루어진 통일연구원의 조사(1998, 1999, 

2003)에서는 “귀하는 남북한이 하나의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개의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 역시 북한을 남한과 독립적인 별개의 

국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남한에 세워진 정부 혹은 국가만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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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를 표하는 국가라고 볼 수 있는지 일반인의 태도를 물어보고 있

다. 

이미 남북이 별개의 국가로 유엔에 가입하고 한참 시간이 흐른 후인 

2005년에 EAI와 중앙일보의 조사에서는 “남한과 북한은 현실적으로 별개

의 독립적인 국가이다”라는 지문을 제시하고 응답자들에게 (1) 매우 그

렇다, (2) 체로 그렇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라

는 선택지 가운데서 고르게 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에 한 인식은 얼마나 가깝게 혹은 멀게 느끼는지 등의 

사회적 거리 개념에서부터 북한을 남한과 동등한 국가로 인식하느냐는 

차원까지 1980년 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조사되고 있다. 적 , 경계, 경

쟁, 협력, 지원 상으로 북한을 파악하는 문항은 오랜 기간 동안 되풀이

해서 사용되고 있는 반면 동포와 적 등의 구분이나 북한을 별개의 국가

로 파악하는 문제는 최근에는 더 이상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관한 

문항으로는 별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 

2. 북한의 변화에 관한 인식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조사에서 또 다른 관심은 일반인이 북한이 얼마

나 변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지이다. 중국이 개방 개혁 정책을 

펼쳐 자본주의적 성격의 경제정책과 발전을 이루어가고, 1989년에 베를

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몰락하는 것을 남한과 북한

은 모두 지켜보았다. 남한은 북한이 폐쇄적인 정책을 포기하고 개방, 개

혁의 길로 들어서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외부에 해 문호를 개

방할 경우 현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여전히 

외부에 해 철저히 폐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렇다고 북한 사회도 사회의 모든 면에서 전혀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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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다. 북한에서도 누군가는 해외 사회를 경험하고, 여러 경로를 통

해 남한 사회 및 세계 사회의 변화에도 접하며 그러한 사실은 다시 북한 

사회로 전달될 수밖에 없다. 중국을 통한 외부세계와의 접촉, 여러 경로

를 통한 남한사회, 남한의 중문화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북한 사회도 조금씩 변할 수밖에 없다. 

남한의 일반인은 북한의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기존의 통

일관련 조사에서 파악해왔다. 1990년  초반부터 각종 통일관련 조사(민

족통일연구원(1993, 1994, 1995), 통일연구원(1998, 1999, 2005), 서울  통

일평화연구소(2007, 2008, 2009, 2010))에서는 북한이 얼마나 변하고 있다

고 느끼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가장 표적인 설문항은 다음

과 같다: “귀하는 최근 2~3년 동안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견해에 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항에 해서 (1) 많이 변하고 있다, (2) 약간 

변하고 있다, (3) 별로 변하고 있지 않다, (4) 거의 변하고 있지 않다 등과 

같은 리커트 척도로 북한사회의 변화에 한 한국인의 인식을 측정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북한도 변할 수밖에 없고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생각

할 수 있는데 시간의 흐르면서 남쪽의 주민들은 북한 사회가 별로 변하

지 않고 있다고 느끼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10년 서울  통일평화연구소의 통일의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얼마나 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0%가 별로 변하

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응답자의 14.8%는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변화하고 있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

자의 55.1%를 차지하여 변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 44.9%보

다 더 높게 나오고 있다. 1994년 민족통일연구원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2%가 북한이 변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했었는데, 16년이 지난 

2010년 현재 북한의 변화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한국인이 훨씬 더 많

아졌음을 이 문항을 이용한 조사에서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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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회의 변화와 함께 기존 통일 관련 조사는 북한의 체제가 어떻

게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파악해 왔다. 1993년과 1994년에 민족

통일연구원의 통일 조사에서는 “북한이 변하지 않았다면 귀하는 북한체

제가 유지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남

한 주민들의 태도를 측정하였다. 이 문항에 한 선택지로는 (1) 김일성에 

한 주민들의 신뢰, (2) 경제적 만족, (3) 이념적 통일성(주체사상), (4) 외

부정보에 한 통제, (5) 주민들에 한 감시와 억압 등이 제시되었다. 

1993년과 1994년 김일성이 생존했던 시절에 실시된 이 조사에서 가장 

응답율이 높았던 선택지는 외부정보에 한 통제였다. 그 다음이 이념적 

통일성이나 주민들에 한 감시와 억압이었다. 감시와 억압 그리고 외부

정보에 한 통제는 동소이한 응답이다. 따라서 그 당시 남한 주민들

이 북한 사회가 변하지 않고 있는 이유로는 감시와 통제, 억압 등으로 인

식하고 있었고, 이는 자연히 북한 사회에 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인 수

준에 머물러있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1993년과 1994년의 민족통일연구원의 통일 조사에서는 북한이 변했다

면 어떻게 해서 변하게 되었을 지를 물어보고 있다. “북한이 변했다면 귀

하는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킨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이 질문에 해서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제시되었다: (1) 사회주

의권의 몰락, (2) 북한에 한 국제적 개방압력, (3) 북한의 경제난, (4) 북

한주민들의 불만, (5) 남한의 북정책의 변화.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응

답을 이끌어 낸 항목은 북한의 경제난 때문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북한 

사회가 결국 변하게 만들었다고 한국인은 인식하고 있었다. 이 질문과 선

택지는 그 당시 북한이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었던 상황을 반영하

고 있다. 따라서 이 조사는 시 상을 반영한 항목을 집어넣은 조사의 유

형에 속한다. 

북한의 변화에 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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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생각되지만 기존의 통일조사에서는 북한의 변화에 관해서는 상

적으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까지의 통일 관련 

조사에서 꾸준히 채택되고 있는 설문항은 “최근 북한이 얼마나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이고 1990년 중반 이후에는 북한의 변화의 방향에 

관해서는 더 이상 조사되지 않고 있다.

3.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 및 북핵 관련 항목

1990년 에 남한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남한에 1990년  후

반 김 중 정권이 들어서 햇볕정책을 실시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

키려는 노력이 펼쳐졌었다. 2000년과 2007년에는 남북한 정상이 만나 정

상회담을 갖고 정상선언을 하는 등 비록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어 있지만 

통일로 가기 전 단계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터져 나오는 북핵 문제나 군사적 도발이 있을 때

마다 남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비로소 다시 한번 남한과 북한이 분단

되어 있는 현실을 느끼게 된다.7) 또한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북핵위기가 

국제 안보의 쟁점이 될 때도 역시 남북의 분단 현실과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과 북핵문제가 불거질 

때 국제 사회는 충격에 빠지지만 오랜 기간동안 분단상황에 길들여져 온 

남한의 주민들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별로 느끼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7) 북한이 1993년에 핵비확산체제에서 탈퇴함으로써 시작된 북핵위기는 현재까

지 지속되고 있다(황지환, “핵비확산체제에 한 도전: 북한과 이란,” 백진현 

편, ꡔ핵비확산체제의 위기와 한국ꡕ (서울: 오름, 2010). 북한의 핵위협이 현실

화됨에 따라 북핵위협에 따른 설문항이 북한 및 통일관련 조사에서 1990년

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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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북한이 긴장 상태에 빠질 때나 그렇지 않을 때에도 통일 관련 

조사에서는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 및 북핵 관련 조사가 계속 되었다. 

김 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햇볕정책을 비롯하여 남한과 북한

이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는 인상을 주었지만 그 시절에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상존하였고 통일 관련 조사는 북한의 위협에 해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해왔다. 현 정권 들어서 남북관계

가 경색되고 핵위기가 계속되며 2010년에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

건이 이어지면서 북한의 위협과 북핵에 관한 국민들의 의식과 태도에 관

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8) 

민족통일연구원(1993, 1995), 통일연구원(1998, 1999, 2003, 2005), 민주

평화통일자문회의(2002), 중앙일보(1995, 1998, 1999,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국민안보의식조사(1992, 1996, 1997, 1999), 서울

 통일의식조사(2007, 2008, 2009, 2010) 등 이 연구를 위해 수집된 통일 

관련 조사에서는 북한의 도발위협에 한 일반인의 인식을 조사해왔다. 

“귀하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리라고 보십니까?”, 

“북한의 남침위협에 한 평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OO 님은 앞

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OO 님께서는 현재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위험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등의 설문을 통해 각종 통일 관

련 조사는 북한의 전쟁도발 위험성을 측정해왔다. 이를 통해 북한의 위

협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가장 최근에 

 8) 정권의 변화와 그에 따른 북한에 한 정책, 통일에 관한 정책의 변화는 안보

를 둘러싸고 국내외 학자의 뜨거운 관심사가 된다. 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북한에 한 정책이 수정되고 핵위기가 다시 나타나면서 동북아의 안보는 새

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Sachio Nakato, “South Korea’s Paradigm Shift in 

North Korean Policy and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the US, Japan, and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17, no.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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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된 2010 서울  통일평화연구소의 통일의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앞

으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

의 15.7%, 약간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1.6%, 별로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27.7%,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8%로 2010년 현재 한국인들은 북한

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

한과 북한과의 관계가 경색되고 북한의 핵실험 및 천안함 사건이 겹치면

서 북한의 존재를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증가한 경향을 반영된 것

으로 보인다. 이처럼 북한의 위협,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에 한 남한 

주민들의 인식은 남북관계가 평화모드인지 아니면 경색국면인지에 따라

서, 또 북한의 도발 혹은 핵실험 여부 등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다. 조

사 이전 1~2년간 남북 간에 큰 사건이 없으면 남한 주민들에게 북한의 

위협은 약해진 것으로 인식되기 쉽고, 최근의 천안함 사건, 핵실험 등이 

일어나면 북한의 위협이 피부에 와닿으면서 다시 높은 경계심을 드러내

게 된다. 그만큼 북한의 도발 가능성 혹은 북한의 위협에 한 인식은 시

기별 요인에 큰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관련 조사에서는 항

상 시기별 요인을 설문항에 반영하여 조사하고 있다.

1993년에 미국의 인공위성이 북한에 핵시설이 있음을 탐지하고 북한

의 핵보유 시도에 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거세지면서 북한은 핵확산금

지조약을 탈퇴하였다. 이로써 한반도는 제1차 북핵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 후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북한에 경수로를 건설해주는 신 북한은 핵

개발을 철회하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북한의 1차 핵위기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2002년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다시 포착되

면서 북한의 2차 핵위기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2006년에는 북한이 핵실

험을 감행하였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려는 욕망은 일찍이 발견되었지만 국제사회는 북

한이 핵위기를 초래할 때마다 이를 막기 위해 경수로건설, 육자회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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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방안을 강구해왔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든 남한의 주

민들이 북한의 핵위협에 가장 심각하게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통

일에 관한 각종 조사는 북한의 핵위협에 해 남한의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사해왔다. 

북핵위기가 일찍이 1990년 부터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북핵에 관련

된 조사는 주로 2000년  통일관련 조사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통

일연구원(200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2008), 서울  통일평화연구소(2007, 

2008, 2009, 2010) 등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때문에 얼마나 위협을 느

끼는지 조사해 왔다. 2010년 서울  통일평화연구소의 통일의식조사에

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해 매우 위협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1/5을 넘는 22.4%였고, 약간 위협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

율이 51.4%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해 남한의 주민들이 위협을 느끼

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조사들과는 별도로 2004년과 2005년에 EAI를 

중심으로 한 조사에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만약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핵무기 보유에 얼마나 위협을 느끼는

지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북한의 핵무기에 해 위협을 느끼고 있다면 앞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졌다. 특히 서울  

통일의식조사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인지 계속 조사하고 있

는데 2010년의 조사 결과는 북한이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내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매우 

동의한다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40%, 다소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2.9%로 전체 응답자의 83%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신문 보도에 의하면 2010년 11월 북한은 핵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해서 

이미 오래 전부터 핵무기 개발을 위한 준비를 치 하게 해온 것으로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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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고 있다.9) 

북한의 핵개발, 핵위기가 현실화되면서 북핵에 관한 통일관련조사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북한의 핵위

협에 정부가 잘 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북핵에 처하기 위해서는 

한미공조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북핵문제는 어떻게 

해야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등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자세히 파

악되고 있다. 북핵문제가 지난 20여 년 가까이 한반도 안보에 실질적으

로 위협을 주는 문제로 부각되면서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에 관한 문제

와 함께 북핵에 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위협 정도를 필두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Ⅵ. 이 연구의 한계 및 제언

이 연구는 1980년  중반부터 2010년까지 이루어진 각종 사회조사에

서 다루어진 통일 및 북한에 관한 항목과 통일의식조사 등 통일과 북한

에 한 인식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기획된 소위 통일의식조사 가

운데 북한과 통일에 관한 항목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온 쟁점들을 살펴

보았다. 이 연구를 위해 그동안 수집된 90개의 조사자료가 검토되었다. 

물론 90개의 자료도 많은 자료이지만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 현실 속에서 

본 연구에서 활용된 것보다 훨씬 많은 조사가 이루어져 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연구를 위해서 첫째, 전국적으로 표성이 있는 표본으로 

조사된 자료를 이용했고, 둘째, 초중고  혹은 청소년 등 특정한 연령계

층이나 서울 등 특정 지역을 상으로 이루어진 조사 자료는 분석 상에

 9) ꡔ조선일보ꡕ, 2010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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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외하였다.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 관련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긍정적인 

측면은 동일한 항목을 반복하는 조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분단상태에서 수많은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의식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조

사를 기획하는 연구자들이 기존 연구를 참고한다고 해도 시계열적 분석

과 비교를 우선 순위에 두지 않고 당면한 문제의식을 조사연구에 담기 

위해 새로운 문항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문항을 변형시켜 조사를 실시해

왔다. 그 결과 무수히 많은 조사가 이루어져왔지만 정작 어떤 현상에 

해 국민들의 의식이나 태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시계열적으로 분석하

려고 하면 장기간에 걸쳐 비교할 수 있는 문항과 조사 결과를 찾기 힘들

다. 그 이유는 동일한 문항을 반복조사하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런데 최근 몇몇 조사에서 문항의 표현을 전혀 바꾸지 않고, 선택지나 척

도도 동일한 형태로 유지하면서 가능하면 매해 혹은 정기적으로 조사할 

때 반복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이하게도 중앙일보의 경우 창간기

념 여론조사를 해오고 있는데 창간기념 여론조사에서 북한 및 통일에 관

한 항목도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별로 변화를 주지 않고 동일한 문항

을 반복해서 조사해 왔고, 그 결과 10년 이상의 시계열 자료를 산출하고 

있다.

미국의 종합사회조사를 모형으로 탄생한 한국의 종합사회조사도 비록 

북한 및 통일에 관한 문항의 수는 적지만 시계열적 비교를 위해서 표현

을 바꾸지 않고 매해 동일한 항목으로 반복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학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는 서울  통일평화연구소가 실시하고 

있는 통일의식조사에서 나타난다. 통일의식조사는 2007년에 처음 실시

된 이래 2010년까지 조사의 역사가 4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2007년

에 설문항이 처음 설계되고 그 이후 조사에서 약간의 변화 및 문항의 변

경이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동일한 항목의 반복조사를 목표로 하면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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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문항의 시계열적 비교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자료를 산출하고 있다.

이처럼 1990년  말부터 2000년 에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조사의 동향

에서 가장 두드러진 긍정적인 측면은 동일항목을 반복조사하는 통일 관

련 조사가 증가하여 북한 및 통일에 관한 남한 주민들의 의식과 태도의 

변화를 장기간에 걸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기존에 이루어진 각종 통일 관련 사회조사 및 통일의식조사

의 동향과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조

사 항목이 어떤 식으로 변해왔는지,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지, 그동안 방법론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측면은 어떤 것인지 등을 밝히

려고 하였다.

그러나 방 한 자료를 가지고 여러 주제에 걸친 조사의 동향과 실태를 

밝히기에는 한계가 많았다.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의식의 조사로 분석의 

범위를 한정해도 그 내부에 하위범주가 여럿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동향과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 프레임이 명

확하게 설정되지 못해 설문항의 변화를 분석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한계

가 있다. 앞으로 이런 점을 보완하여 좀 더 넓은 주제에 걸친 통일 관련 

조사의 동향과 실태를 밝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 접수: 2010년 11월 22일 / 수정: 2010년 12월 4일 / 게재확정: 2010년 1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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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ends and Current Situation of Social Surveys on 

Unification and North Korea 

Eun, Ki-soo(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trends of questions of the issues on North 

Korea and unification in general social surveys which covers North Korea 

and unifications issues and of so called “Attitude Surveys toward Unification” 

since late 1980s. 90 social surveys and surveys on North Korea and 

unification are utilized for this study. 

It is hard to see how attitudes toward various issues related to North 

Korea and unification have changed among Koreans because most surveys 

have adopted their own questions and scales when they measure various 

attitudes although they seem to repeat very similar questions from prior 

research. Repeat questions in following surveys make researcher see how 

attitudes toward North Korea and unification have changed across periods, 

and several recent surveys on North Korea and unification implement repeat 

questions and scales to make it possible to trace time-series changes in 

attitudes. 

This study examines how questions and scales have changed in the 

attitudes toward necessity of unification, timing of unification, and possible 

changes after unification in the realm of unification. Also,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ing patterns of questions on attitudes toward North 

Korea, social changes in North Korea and possibility of war between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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