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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식에영향을미치는통일여건의식의상호관계:

을 통한 구조방정식모델 분석LISREL ＊

37)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

국문요약

본 연구는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여론조사 자료를 활용한 기존의 분석들이 여론의 구

조적 특징을 이해하기 보다는 단순한 서술에 그치고 있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통일

관련 여론의 체계적 이해를 시도하였다 통일에 대한 여론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

하여 인간의 인식에 구조적인 위계가 존재한다는 스키마이론 에 근거하(schema theory)

여 구조방정식모델을 적용하여 통일과 관련된 의식들 사이의 위계적 상호관계를 설명하

였다.

내생 잠재요소인 통일의 전망을 구성하는 관측변수는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기대 통, ,

일의 가능시기로 구성하였다 외생잠재요소는 통일에 대한 준비와 기대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경제적 준비요인 정치적 준비요인 그리고 사회적 기대요인의 세 가지로 구성, ,

하고 각각의 잠재변수에 연관되는 관측변수를 설정하였다 통일의 준비와 기대를 나타내.

는 외생잠재요소는 통일에 전망에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구조방정식 모델의 분

석을 통해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구조방정식모델을 이용한 통일과 관련한 여론조사 자료의 분석은 시도의 단계이지만

이를 통해서 보다 정교한 모델을 수립함으로써 통일정책에 대한 정책제안과 여론의 방향

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과 관련한 연구가 실증적인 방

향에서도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구조방정식 모델의 분석결과 통일에 대한 의식.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발전기금경비에서 지원되는 통일학 평화학연구사업비·

에 의해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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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치 경제 사회적 통일여건에 대한 의식과 긍정적 상호관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

주제어 통일의식 구조방정식모델 리즈럴 통일준비 통일기대: , , , ,

서론I.

분단국가의 운명은 년 한국전쟁의 상처로 돌이킬 수 없는 구조적1950

문제로 남게 되었고 전후 년이 지난 지금도 남북한은 분리된 두 개의60

국가로 존재하고 있다 남북한이 분단된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서 군사.

적 정치적 대결 갈등의 고조 분단의 고착화는 통일에 대한 기대와 열· , ,

망을 불어 넣었지만 실제로 통일은 역설적으로 현실에서 멀어지는 결과

를 낳았다 한국사회에서 민주화 이전의 통일논의는 남북한이 정치적 합.

의를 통해 평화적으로 추진한다는 명분에 집착한 나머지 실현가능성은

전무했다 남북한이 독자적으로 발표하는 통일방안은 상대방과의 합의.

를 전제로 했지만 합의에 기초한 통일방안은 정치적 구두선에 지나지 않

았고 통일은 남북한 각각의 국내정치의 쟁점으로 변질되는 양상을 보였

다.

남한의 통일방안은 점진적 단계적 접근을 통하여 남북한의 적대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남,

북한의 화해를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기능적 접근을 선택했다 이에 반해.

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으로 알려진 북한의 통일방안은 정치적,

으로 연방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남북한 동수의 대표체가 구성되어야 한

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결과론적 접근이다 통일의 전제조.

건으로 남한은 북한의 다원주의적 정치와 사회를 상정하는 체제개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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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반면 북한은 남한에서 주한미군의 철수 국가보안법의 폐지, , ,

남한 내부에 공산당 활동의 합법화와 같이 남한이 수용하기 어려운 전제

조건을 요구했기 때문에 평행선을 달리며 접점을 찾기 어려웠다.

통일의인식에있어서우리사회에서변화가감지되었던시기는 년1990

이후로 한국사회가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을 이루고 경제적으로도 풍요,

로운 사회로 진입하게 되어 북한과의 체제대결에서 자신감을 얻은 반면,

북한은 동유럽사회주의의 붕괴로 인한 국제적 고립과 자연재해 복구 실

패 그로 인한 국가차원의 경제적 실패로 인해 아사자가 속출하는 고난,

의 행군을 겪게되었다 그속에서우리 사회는 합의가아닌평화적 통일.

이 가능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이후 남북관계는 북한의 체제 생존을 위한 정책전환과 남한의 대응의

양식으로 전개되었다 북한은 경제실패에 따른 비대칭 군비경쟁 전략으.

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외교적으로는 남한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인,

정하지 않으려는 통미봉남전략을 선택한 반면 남한은 경제력을 바탕으‘ ’

로 북한의 돌발행동을 억제하고 정상적인 국가로 전환시키려는 화해협

력의 햇볕정책을 선택하게 되었다 북한에 대한 온건한 접근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한국사회 내부에서는 화해협력정책이 제시한 정

책 목표와 기조 운영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 북한에 경제적 및

인도적지원을통해북한의태도를전환시키려는화해협력정책은비현실

적인 대북인식에 근거한 퍼주기에 지나지 않으며 북한의 잘못된 대남정

책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지도 못했고 김정일 정권의 생명을 연장시켰

을 뿐 아니라 인도적 지원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환됨으로써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도와주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통일정책은 우리사회에서 정치를 논의할 때 이념적 잣대가 되어왔다

는 점에서 단순히 북한을 상대로 하는 대외정책 이상의 함의를 가진다.

한국사회에서 전쟁의 경험은 살상과 불신으로 인해 형성된 이념적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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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리가 국내정치과정에도 투사됨으로써 국가안보와 국내정치가 연계되

어 나타났다 북한에 대한 입장과 통일에 대한 입장의 차이는 한국사회.

의 정치적 양극화와 분절화의 구조적 요인으로 고착되었다 북한에 대한.

교류협력 정책에 대한 입장은 북한 퍼주기라는 평가와 함께 인도적 지“ ” “

원이라는 엇갈린 입장으로 나타나 국내정치의 이념적 차별성을 드러내”

는 리트머스 테스트의 역할을 하는 민감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

과 관련한 문제에 나타나는 여론의 다양성을 지역 연령 학력 경제적, , ,

수입 정당선호와 같은 인구 구조적 요인과 정당선호와 같은 이념적 요,

인을 주요변인으로 설명하는 경향은 북한 문제에 대한 여론의 분절화를

통한 남남갈등을 심화시킬 우려마저 안고 있다.

통일과관련한 여론의 인식은양극화가 심한 주제인만큼 통일에 대한

여론의 분포는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이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

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본 논문은 통일과 관련한 대중의 인식에 나타난.

구조적 특성을 추정하고 이들 사이에 상호연관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하

여 리즈럴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조방정식모델(LISREL) (structural equation

을 적용하여 여론의 통일인식이 가변적이며 비조직적인지 혹은model) ,

구체적이며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구조적 특성이 있다면 이.

러한 특성이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한다.

통일의식 관련 사전연구와 이론의 제시II.

사전연구 검토1.

대외정책에 대한 여론의 영향력은 국제정치 연구에서 중요한 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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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었다 외교정책과 여론의 상관관계에 있어 현실주의 입장은 여.

론의 영향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해왔고 자유주의 시각은 여론

의긍정적영향력을옹호해왔다 알몬드와리퍼먼의논의. (Almond-Lippmann

에 따르면 여론은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consensus)

렵다 첫째 여론은 변화가 심하고 비합리적이다 대중은 본질적으로 개. , .

인의 이익 추구라는 개인의 목표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

의 정책 목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정책에 대한 선호

를 표현한다 둘째 여론은 논리적 구조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무관. , .

심은 정보와 지식의 부족으로 귀결되며 정보와 지식의 부족은 논리적 일

관성의 결여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여론의 특성은 변화가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여론은 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미약하다 앞에서 논의한 여론. , .

의 특성의 연장선에서 여론의 판단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정보도 제한적

이기 때문에 여론의 주체인 대중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엘리트 민주주의 이론에 따르면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인 정치인.

또는 엘리트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론의 뜻을 파악하여 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을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다.1)

정책결정과 관련해서 여론이 가지는 취약점은 다양하게 지적되었다.

여론의 고유한 취약점으로 불명확성 격분과 망각 변덕성 조잡성 간섭, , , ,

성 독단성 감정성 비과학성 도피성 보수성 낮은 신뢰성 다양성 정, , , , , , , ,

치와 야합 오열성과 같은 가지의 특성을 들고 있다, 14 .2) 여론에 대한 부

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여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거듭해 왔다 정책의 추진과정에.

매년 또는 적어도 수년 이내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단기적인 정책목

1) Bernard C. Cohen, The Public’s Impact on Foreign Policy (Boston, MA: Little

Brown, 1973).
2) 홍득표 현대정치과정의 이해 서울 학문사, ( : , 2004), pp. 266~268.ꡔ 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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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가 아니라 통일정책이나 대북정책과 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

는 정책일수록 여론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높다 민주화가.

진행된 한국사회에서 정책결정자들은 통일정책 및 대북정책의 정당성을

여론의 지지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크다.

통일과 관련한 여론조사와 분석에 관한 연구는 실증적인 바탕위에 다

수 연구되어왔다.3) 대북정책이 기존의 연속성에서 전환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분석하는 경

우가 많았다 여론조사 자료들이 여론조사를 주도한 기관에 따른 결과의.

차별성과 여론조사 표본 사이에 나타나는 차별성을 분석하였다.4) 특정

정책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조사하기위한 여론조사가 가지고 있는 본질

적 문제는 조사기관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햇볕정책이 국민적 합의의 도출과 지지의 유도.

에 성공적이었다고 단언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와 국정홍보처

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항상 이상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보고되65.6%

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년 월부터 년 월까지 햇볕정책. 1998 3 2002 4

에 관련하여 실시된 다양한 여론조사를 수집하여 정부 보수주의 언론, ,

자유주의 언론의 개 종류로 대별하여 비교분석하고 일반국정운영 지지3

도와 햇볕정책지지도를 비교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김대중 정권은 일.

반국정운영 지지도가 대에 있을 때도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조40%

사기관과 상관없이 항상 높게 나타났고 많게는 의 차이를 보일 때도, 30%

3) 박선원 햇볕정책과 여론 지속성과 변용의 관점에서 본 실증 분석 한국과, “ : ,” ꡔ
국제정치 제 권 호 이정희 통일관련 사회단체의 이, 18 2 (2002), pp. 135~166 ; , “ꡕ
념적 차별성 연구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의 인식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 ,ꡔ ꡕ
제 집 호 김태현 외 공저 외교정책 신념체계와 국가42 4 (2002), pp. 117~149 ; , “

이미지에 관한 실증 사례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 집 호,” , 37 3 (2003), pp.ꡔ ꡕ
151~174.

4) 박선원 햇볕정책과 여론 지속성과 변용의 관점에서 본 실증 분석, “ : ,” p.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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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며 자유주의 언론의 조사결과가 보수주의 언론의 조사결과보다

정도 높게 나타났다5% .5) 햇볕정책에 대한 여론의 지지성향의 결정요인

으로 이념적 성향 외에도 지역주의 연령 교육수준을 들고 있다 이러한, , .

현상은 보수적 성향이 강할수록 햇볕정책에 반대하고 진보적 성향이 강

할수록 햇볕정책을 지지하며 지역적 특성도 영향을 미쳐 영남은 햇볕정,

책을 반대하는 성향이 호남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점에 주목한다 연령별.

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햇볕정책에 대한 반대가 뚜렷해지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6)

대북정책에대한 남한 내사회단체 사이의 갈등에중점을 두고 이념적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통일관련 개 단체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개의43 25

설문문항을 면접조사를 통해 수집하여 분석하였다.7) 설문에 포함된 질

문들은 남북교류와 상호주의 정상회담의 성과 및 영향 북한의 변화 가, ,

능성과 변동 전망 국가보안법 개폐 미국 변수 통일 방안 대북화해협, , , ,

력정책의 개 분야로 나누어 대북정책에 대한 설문을 구성하였다 표본7 .

의 선정에 있어서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

협 개 단체 민족회의 개 단체 통일연대 개 단체 그리고 민족화) 27 , 10 , 12 ,

해자주통일협의회자통협 개 단체로 총 개의 단체가 선정되었으나( ) 10 59

이중에 일부는 중복된 회원자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개 단체를 최43

종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개 질문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응을 분석. 25

한 결과 우리 사회 내에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진보와 보수를 대변하는

단체사이에 이견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일반여론보.

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과 정치지도

5) 위의 논문, pp. 137~139.
6) 위의 논문, pp. 133~142.
7) 이정희 통일관련 사회단체의 이념적 차별성 연구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의 인, “ :

식을 중심으로,” pp. 11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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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의 여론을 분석한 시도로서 이론적 의의가 크며 사회단체의 표방된 이

념적 성향과 대북정책의 변화에 대한 스펙트럼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질문에서 정상회담의 기대.

와 같은 부분은 특별한 차이가 없거나 이념적으로 예상과 다른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념적 기준에 따라 보수단체로 분류되,

는 자통협 통일연대 그리고 민족회의의 경우는 대북강경입장을 그리, , ,

고 진보단체로 인식되는 민화협은 대북 유화적 입장을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

대북정책에 대한 일반국민의 여론에 대한 분석에서 한국인들은 북한

에 대하여 통일의 대상인 형제이자 대치하는 적이라는 이중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를 각각 민족주의적 성향과 현실주의적 성향

으로 나눈 뒤 이 두 가지 성향의 강약의 조합에 따라 동포의 이미지(1)

는 약하고 적의 이미지가 강한 경우 현실주의자 적의 이미지(21.3%), (2)

는 약하고 동포의 이미지가 강한 경우는 민족주의자 동포의(22.5%), (3)

이미지와 적의 이미지 둘 다 강한 사람은 보통사람 그리고(52.4%), (4)

둘 다 약한 사람은 냉소주의자 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여론의 성향(3.8%) .

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구학적 요소로 연령과 학력이 통계학

적으로 의미 있는 변수였고 소득 성별 그리고 이념은 통계학적으로 유,

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9)

통일정책의 선호도와 일반정책에 대한 여론의 반응 사이의 상관관계

에 대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인의 일반정세에 대한 여론은 개혁.

주의 애국심 평화주의 그리고 외교적 자긍심으로 분류하였다 개혁주, , , .

의는 우리나라가 세기에 도약하기 위해서는 개혁만이 살길이다는 주“ 21 ”

8) 위의 논문, pp. 124~146.
9) 김태현 외 공저 외교정책 신념체계와 국가 이미지에 관한 실증 사례 연구, “ ,”

pp. 17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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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대한 반응으로 측정하였다 애국주의는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우리. “

나라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에 대한 반응으로 측정하였다” .

평화주의는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

는 것이다는 주장에 대한 반응으로 측정하였다 끝으로 외교 자긍심은” .

우리나라 외교는 너무 저자세이다는 주장에 대한 반응으로 측정하였“ ”

다 분석의 결과 개혁주의 평화주의 외교적 자긍심 분야에서는 북한에. , ,

대한 반응에 대한 네 집단 사이에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

반면 애국심을 측정한 분야에서는 네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

되지 않았다.10)

북한에대한 세부정책과 북한에대한 이미지별 네집단 사이의 상관관

계에 대한 분산분석도 실시하였다 월드컵 분산개최 경의선 복원 장기. , ,

수 송환 식량 전력지원 탈북자 정착지원 국방비 삭감 북 미수교 주, · , , , · ,

한미군감축 등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세부정책에 대한 선호와 네 집단의 성향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대북정책을 둘러싼 국민 사이의 갈등은 대체로 보통사람에 의해 결정되

기보다는 민족주의자와 현실주의자에 의해 표출된다고 전제하고 이들

두 집단 사이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특별한 예산이 소요되.

는 경의선 복원 식량과 전력지원 그리고 이념적으로 민감한 국방비 증, ,

감과 주한 미군문제에서는 현실주의자와 민족주의자 사이에 상대적으로

입장차이가 크게 나타난 반면 월드컵 분산개최나 탈북자 지원 그리고,

북미수교와 같은 긴장완화와 체제안전 인도적 문제에 접근에 대해서는,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찾아냈다.11)

대북정책과 여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기존의 실증적 연구는12) 국제

10) 위의 논문, pp. 163~166.
11) 위의 논문, pp. 167~169.
12) 박선원 햇볕정책과 여론 지속성과 변용의 관점에서 본 실증 분석, “ : ,”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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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로 큰 의의를 가지지만 몇 가지 한계점이 있

다 우선 이론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은 우리의 여론이 대북정책에 민감.

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가설은 적절한 추론이지만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

기 위해서 이념성향과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지역과 같은 인구통계와의, , ,

상관성에 집중되어있다는 점은 북한과 관련한 여론연구의 한계상황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방법론적인 문제점은 분석의 대상이 된 대북정책.

의 상호관계에 대한 설명보다는 단순한 기술통계나 상관관계의 경우도

단순한 분산분석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가 있다 여론조사 자료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델과 같은 정교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상관관계에 대한 분

석이 필요하다.

여론조사 자료에는 일반적으로 구조방정식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구.

조방정식 모델이라는 통계학의 한 방법론이 교육학13) 그리고 경영학 분

야와14) 같이 설문조사자료를 주요 자료의 원천으로 다루는 분야에서 이

용되어왔으며 정치학 분야에서는 여론조사와 관계가 깊은 선거연구에서

이용된 사례가 있으나15) 전체적으로 정치학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

렵다 일반적으로 정치학에서 이루어지는 여론조사 분석은 연구를 통해.

이정희 통일관련 사회단체의 이념적 차별성 연구 남북관계와 대북135~166; , “ :

정책의 인식을 중심으로 김태현 외 공저 외교정책 신념체계와,” pp. 117~149; , “

국가 이미지에 관한 실증 사례 연구 배한동 한국의 통일 관련,” pp. 151~174; , “

의 역할 평가와 과제 설정 대한정치학회보 제 집 호NGO ,” , 17 2 (2009),ꡔ ꡕ pp.

서보혁 이명박 정부 후반기 대북통일 정책의 과제와 전망311~345; , “ ,” ꡔ북한

학연구 제 권 호, 6 2 (2010), pp. 5~25.ꡕ
13) 문은식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실의 사회적 환경 동기적 신념 인지적 행동적, “ , , ,

관여 및학업성취도의구조적 관계 아동교육 제 집 호,” , 21 2 (2012), pp. 59~73.ꡔ ꡕ
14) 옥정원 스포츠마케팅에 있어 팀 동일시에 대한 재해석 및 효과에 관한 연구, “ ,”

마케팅관리연구 제 권 호, 17 1 (2012), pp. 79~104.ꡔ ꡕ
15) 강경태 리즈럴 모델을 통한 대 한국 총선 분석 부산지역을 중심으, “ (LISREL) 17 :

로 한국정치학회보 제 집 호,” , 40 3 (2006), pp. 165~189.ꡔ 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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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설명하고자 하는 종속변수를 설정하고 이와 관련이 있는 독립변수를

수평적 및 병렬적으로 제시하여 이에 대한 상관관계를 회귀분석이나 분

산분석을 통해서 설명해왔다 앞의 사전연구 검토에 나타난 것과 같이.

북한에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

되는 학력 거주지역 이념성향 교육수준을 포함하여 대북정책에 대한, , ,

선호를 설명하였다.16)

본연구가수행하는구조방정식모델에서는변수들사이에수직적 구·

조적 관계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여 개별적인 변수가 유사한 다른 변수들

과 함께 하나 또는 복수의 상위 개념에 놓이게 되고 그 개념들이 종속( )

변수를 설명하는 것으로 설정한다 통일정책에 대한 여론의 반응 또는.

대북 지원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결정하는 과정에 단일의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성격의 변수들이 동시에 작용하여 상위

개념 아래 설정되고 이 변수는 다시 일련의 개별적인 변수로 구성된 개

념과 인과관계를 형성하며 이는 최종적으로 통일에 대한 그리고 대북정,

책 이라는 종속변수를 설명하게 된다 종속변수도 하나의 단일적인 개별.

변수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지원과 통일의 시기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하

는 개념이다.

정치학에서 여론조사 자료의 분석에 대한 인간의 인식을 구성하는 요

인들 사이에 이런 구조적인 관계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사회적 요인을 강

조하는 이론과17) 개인의 심리적 요인을 강조하는 이론18)의 공통분모에

16) 서보혁 이명박 정부 후반기 대북통일 정책의 과제와 전망, “ ,” pp. 14~16.
17) Philip E. Converse, “The Nature of Belief Systems in Mass Publics,” in David E.

Apter, ed., Ideology and Discontent (New York, NY: Free Press, 1964), pp. 207~261;

William A. Gamson, Talking Politics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18) Robert E. Lane, “Patterns of Political Belief,” in Jeane Knutson, ed., Handbook of

Political Psychology (San Francisco, CA: Jossey Bass, 1973), pp. 8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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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개인의 이념적 사고를 중시하는 스키마이론 에(schema theory)

근거한다.19) 스키마이론은 심리학 또는 인지과학에서 출발한 이론으로

인간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흩어진 정보의 조각을 지

식의 패턴으로 조직하여 사고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인식의 틀을 형성하

려는 경향이 있다는 이론이다.20)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 사건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개인은 과거의 반응이나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식 또는 반응체계를 통해 인식 판단 대응하는데 이러한 과정에 지식, ,

의 체계가 내용이나 특성에 따라서 구조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정치학 분야의 스키마이론과 구조분석에 관련한 미국학계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하

였다.21) 스키마이론을 적용한 요인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여론은 외교정

책을 파편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구조 속에서 인식하는

데 정보를 핵심가치 일반적 성향 특정 이슈의 층의 구조로 나누어 인, , 3

식한다고 보았다 핵심가치는 특정한 행위에 연결되는 기본적 신념을 의.

미하는 것으로 교전행위의 도덕성이나 인종중심주의와 같은 것을 포함

한다 일반적 성향은 정부의 행위에 관한 일반적 신념을 의미하는 것으.

로 군사주의 반공사상 그리고 고립주의를 의미한다 끝으로 가장 낮은, , .

19) Ulric Neisser, Cognition and Reality: Principles and Implications of Cognitive Psych

ology (San Francisco, CA: W. H. Freeman, 1976); HazelMarkus, “Self-Schemata and

Procession Information about the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35 (1974), pp. 63~78.
20) William F. Brewer and Gleen V. Nakamura, “The Nature and Functions of

Schemas,” in R. S. Wyer and T. K. Srull, eds., Handbook of Social Cognition, Vol.

1(Hillsdale, NJ: Erlbaum, 1984), pp. 119~160.
21) Jon Hurwitz and Mark A. Peffley, “How Are Foreign Policy Attitudes Structured?

A Hierarchical Model,”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1, no. 4 (1987),

남궁곤 외교정책과 여론 와 그pp. 1099~1120; , “ : ‘Almond-Lippmann Consensus’

비판적 검토 한국과 국제정치 제 권 호,” , 15 1 (1999), pp. 31~64.ꡔ 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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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인 특정 이슈는 국방비 지출 핵 군비통제 군사적 개입 대소련 정, , ,

책 국제무역과 같은 특정 정책 선호를 의미한다, .

해외원조와 국내복지정책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22) 개16

국가를 표본으로 구조방정식 모델을 적용해본 결과 국내정치에서OECD

사회민주주의적 정책선호와 종교적 성향이 사회주의 복지정책과 복지지

출의 확대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저개발국가에 대한 개발원조에도 위계,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영향은 즉각적이고 직.

접적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결과적으로 국내의.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가 국제관계의 해외원조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좌파정당에 대한 선호가 해외원조에 대한 정책선호에 인지적 단초

를 제공하면서 대중의 인식과 반응에 구조적 틀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

다 이와 유사하게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라크 침공에 대한 지지여부에.

대한 인식의 구조적 틀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여론의 지지와 반대의

근저에는 인식의 구조적 틀이 있다는 주장이다.23) 이라크에서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여론의 지지의 기저에는 정당에 대한 선호와 이념적 선호가

자리 잡고 정당과 이념에 대한 선호가 대통령의 업무평가에 영향을 미치

며 궁극적으로 이라크에 대한 정책판단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는 사실에 비추어 여론의 대외정책에 대한 인식은 명확한 구

조적 체계가 있다는 것이다.

22) Jean-Philippe Therien and Alain Noel, “Political Parties and Foreign Aid,”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4, no. 1 (2000), pp. 151~162.
23) Christopher N. Lawrence, “Iraq, 9/11, and the Ward Understanding Mass Belief in

the Perceived Threat of Saddam Hussein and Support of War,” Paper Presented at

the 2004 Annual Meeting of the Midwest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Chicago, I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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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식에 대한 구조적 인식이론2.

본 연구는 통일과 관련한 우리 국민들의 정책선호에 대해서 성별 연,

령 지역 교육수준 등과 같은 인구통계변수를 주요한 설명변인으로 선, ,

택하거나 단순한 여론의 분포에 대한 기술통계를 활용한 설명이 아니라

통일과 관련한 주요개념들 사이에 구조적 인식의 틀이 존재하고 이들 사

이의 상호작용이 통일의식을 형성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통일에 대한 비.

전을 판단하는 과정은 개별적인 변수들의 단선적 영향이 아니라 통일과

관련한 일련의 개념들의 상호관계에 따라 구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

로 설정한다 통일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판단은 통일에 대한 비전이.

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래의 통일에 대한 여론의 평가

이다.

통일에 대한 내생잠재변수 이하 내생변수(latent endogenous variable, )

는 통일의 필요성으로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에서부터 전혀 필요하지“ ” “

않다에 이르기까지 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통일의 평가에 중요한 요소” 5 .

로는 통일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전망이

다 통일이 가능한 시기에 대해서는 년 이내에 가능하다는 가장 긍정적. 5

인 전망에서부터 년 이내 년 이내 년 이내 년 이상 그리고 불10 , 20 , 30 , 30 ,

가능하다는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통일에 대한 태도는 통일.

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응으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빨리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좋다는 견

해 통일을 서두르기 보다는 여건의 성숙을 기다려야 한다는 신중론의,

두 가지 긍정적 응답과 현재의 분단 상태를 선호한다는 통일에 대한 적

극적인 반대 응답과 통일에 대한 관심 없다는 소극적 반대 응답으로 구

성되어 있다.

통일에대한판단에영향을미치는외생잠재변수(latent exogenous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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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외생변수는 세 가지 잠재변수인 경제적 준비요인 정치적 준비요) ,

인 사회적 기대요인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스키마이론을 포함하는, .

인간의 인식을 이념적 구조 아래에 이해했는데 전통적으로 좌우 이념의-

연속선이라는 단일구조에서 이해한 접근들이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우월한 설명력과 간결성 를 구비하고 있었다(parsimony) .24) 다른 한편에

서는 개인의 정치적 성향의 구조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측

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25) 이념을 구성하는 정치 사회 경제적 상황이, ,

요인들과 서로 연계하여 정치적 이념을 결정한다는 사실은 이론적 차원

에서26) 뿐 아니라 경험적 분석27)에 의해서도 논의되었다.

이념을 구성하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

은 통일을 준비하는 현재상황에 대한 요인이라면 사회적 요인은 통일,

이후 사회에 나타나는 기대상황에 대한 효과를 의미한다 경제적 준비요.

인은 쌀 비료 의약품 지원과 같은 인도적 대북지원 종교인 학술인 예, , , , ,

술인 체육인 등 남북한 인사의 인적교류 그리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 ,

사업등과 같이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이 남북한의 통일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항으로 구성된다 정치적 준비요인은 정기적인 남북한 간.

의 회담 남북한 정상회담의 정례화 북한의 개혁과 개방 군사적 긴장완, , ,

24) Silvan S. Tomkins, “Left and Right: a Basic Dimension of Ideology and Personality,”

in White R. W., ed., The Study of Lives (New York: Atherton, 1963), pp. 388~411;

John T. Jost, “The End of the End of Ideology,” American Psychology, vol. 61

(2006), pp. 651~670.
25) Pamela J. Conover and Stanley Feldman, “The Origins and Meaning of Liberal-Cons

ervative Self-identification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25 (1981),

pp. 617~645; Mark A. Peffleyand Jon Hurwitz, “A Hierarchical Model of Attitude

Constrain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29 (1985), pp. 871~890.
26) Samuel M. Lipset, Political Man (Garden City, NY: Doubleday, 1960).
27) Benoit Kenneth and Michael Laver, Party Policy in Modern Democracies (London:

Routledge, 2006), pp. 13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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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남한에서 미군철수 그리고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해결과 같은, ,

분야에서 시급성에 대한 응답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끝으로 사회.

적 기대요인은 통일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일로 인한 개인적 이익 빈부격차의 해소 부동산 투기 문제의 해결, , ,

실업문제 범죄문제 지역간 갈등에 통일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

주는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 가지 개념이 종합적으로 통. 3

일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설을 구성하였다.

구조방정식모델에서 경제 정치 사회적 요인과 같은 하위 개념이 통, ,

일이라는 종합적인 상위개념에 영향을 줄 때 이런 효과를 선험적으로 존

재한다고 할 수 없고 하위 개념과 마찬가지로 개별요소에 의해 추정되어

야 한다.28) 통일이라는 상위개념은 경제 정치 사회적 요인 중 어느 분, ,

야에 특별히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응답자들이 통일과 관련하여 평가

를 할 때 고려했을 요인으로 통일의 시기 통일의 필요성 그리고 통일‘ ’, ‘ ’, ‘

에 대한 기대를 통해 측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은 아’ .

래의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Y = γξ ζ＋

구조방정식모델의 설정은 검증하고자 하는 개념적 틀 또는 이론적 틀

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구조 모델을 설정할 때 모델에 포. ,

함되는 외생변수와 내생변수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여기서. ξ 는 외(xi)

생변수로 그림 에 제시된 바와 같이 경제적 준비요인 정치적 준비< 1> ‘ ’, ‘

요인 그리고 사회적 기대요인이라는 개의 잠재변수를 나타낸다 다음’, ‘ ’ 3 .

28) Karl Joreskog and Dag Sorbom, LISREL 8, User’s Reference Guide (Chicago. IL:

Scientific Software International,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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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η 는 내생변수인데 응답자들이 통일에 대해서 가지는 평가를(eta) ,

의미한다 그리고. γ 는 외생변수와 내생변수를 연결해주는 계수(gamma)

이다.

외생변수는항상 독립변수가 되는것으로서 모델 내의다른 변수에 의

해 방향적 영향을 받지 않는 변수이며 내생잠재변수는 모델에 포함된 다

른 변수에 의해 방향적 영향을 받는 변수이다 다시 말해서 내생잠재변.

수는 종속변수로 작용하지만 다른 내생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가 되기도 한다 내생변수는 일반적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에 의해서 완벽하게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 내생변수에는 오차가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되는데 이러한 오차를 구조오차(structural error)

라 한다 이러한 오차는 일명 교란요인으로. ζ 로 표시하며 모델에서(zeta)

다루어지지 않는 모든 에러요소를 나타낸다 이들 각각의 잠재변수들은.

일반적으로 ‘요인으로통칭되는데앞에서논의한내생관측변수’ (endogenous

와 외생관측변수 에observed variables: y) (exogenous observed variables: x)

의해서 측정된다.

내생변수와 외생변수를 특정한 다음에는 이들 변수 사이의 관계의 방

향을 논의해야 하는데 이는 방법론적인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이론이나 경

험적 증거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가설을 수립해야 한다 가설을.

제시하는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히 모델의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존의 이론이나 선행연구의 관점에서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지는

내용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통일에 관한여론조사를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델은 내생변수들 사이에

상호관계가 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방모델(unidirectional model)

또는 재귀모델 이라고 한다 모델에서 외생변수와 내생(recursive model) .

변수를 연결하는 경로는 이론에 기초한 가설을 도식적으로 표현한 것인

데 본 연구에서는 크게 가지의 가설을 제시한다 이를 간략한 가설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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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통일에 대한 경제적 준비요인현재평가은 통일의 전망에 정적H1: ( ) (+)

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통일에 대한 정치적 준비요인현재평가은 통일의 전망에 정적H2: ( ) (+)

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통일에 대한 사회적 기대요인은미래평가 통일의 전망에 정적H3: ( ) (+)

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통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남북한이 통일에 필요한 경제 정치 그리, ,

고 군사적 조건에서 남북한이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고 평가하는 응답자

일수록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판단을 내리게 된다 통일.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통일 이후에 다가오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 및 경제적 문제와 갈등을 심각하게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통일에 대

해서 부정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한때 우리사회에서 통일에 대해서 부.

정적인 태도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주로 젊은 세대에서 통일에 대해

서 부정적인 시각이 나타나고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 통일에 대한 부정.

적 견해는 사실상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통일에 소요되는 비용과 통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합리적 고려에 따라서 결정되는 정책의 선호

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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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소개 및 방법론III.

통일에 대한 여론조사 자료는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언론기관에서 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일에 대한 부분적 여론조사에서부터 연구기관

이 수행한 여론조사자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29) 있지만 통

일과 관련한 주제에 체계적으로 다년간 여론조사 자료를 축적해온 경우

는 흔치 않다 본 연구는 지속적인 여론조사가 축적되어 있다는 점에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한국 갤럽에 의뢰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

로 년부터 년까지 통일의식을 조사한 결과를 선택하였다 전국2007 2010 .

의 개 시 도 만 세 이상 세 이하 성인 남녀를 통계청의 년16 · , 19 65 2005

인구 총 조사에 따른 인구현황에 기초하였고 조사표본을 지역 연령 성, , ,

별로 배분한 후 각 지역별로 모집단 비율에 따라 층화하여 최종조사지점

을 추출하여 유효표본 명을 조사하였다 이 여론조사 자료는 최대1,200 .

표본오차 의 신뢰수준에 이내이다95% ±2.8% .

통일의식은 통일에 대한 필요성 통일의 추진 의지 그리고 통일의 가, ,

능시기에 대한 개별 응답자의 평가를 반영하여 측정하였다 통일의식은.

통일이 필요하다는 기술에 대한 찬반을 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남북한5

통일에 대한 의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빨리 해야 한다“ ,”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지금처럼 분“ ,” “

단의 현상유지가 좋다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순으로 측정하였,” “ ”

29)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분기별보고서인 ꡔ국민통일의식여론조사보고서 ,ꡕ
평화문제연구소의 통일의식 여론조사 남북협력기획단이 주관한 국민, KBSꡔ ꡕ ꡔ
통일의식조사 중앙일보가창간 주년기념으로수행한 중앙일보창간 주년, 45 45ꡕ ꡔ
여론조사 북한 통일 등이 있다: · .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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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끝으로통일이가능한시기는 년이내에서부터 년 년 년이내5 10 , 20 , 30 ,

그리고 년 이상 불가능으로 단계의 척도로 측정하였다30 , 6 .

년대스웨덴의칼욜레스콕 과대그솔봄1970 (Karl Joreskog) (Dag Sorbom)

이 리즈럴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후 교육학 심리학을 필두로 정치학에서,

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구조방정식모델은 사회과학에서 개발된 측정.

이론에 토대를 둔 확인적 요인분석과 계량경제학에서 개발된 연립방정

식모델에 기초한 다중회귀분석 및 경로분석 등이 결합된 성격을 갖는 방

법론이다.

구조방정식모델은 측정모델과 구조모델로 구성되어 있는데 측정모델

은 확인적 요인분석의 성격이 반영된 관련성에 관한 것이고 구조모델은

다중회귀분석 및 경로분석의 성격이 반영된 인과성에 관한 것이다 구조.

방정식모델은 단일의 방정식이 아니라 다수의 방정식을 동시에 분석하

여 여론조사로 수집된 자료가 현실에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

증한다.

구조방정식모델에사용하는최적의모델을개발하기위한전략적접근

방법은확인적전략 경쟁모델전략(strictly confirmatory strategy), (competing

그리고모델생성전략 의세가지model strategy), (model generating strategy)

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모델을 설정하고 이를 수집한 자료를

대상으로 검증하여 기각하거나 채택하는 확인적 접근법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복수의 모델을 설정하거나 기존의 모델을 수정하지 않고 본 연구

에서 제시된 단일의 모델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델.

을 이용할 때 연구자는 관계의 설정과 개념의 상호관계에 대한 추정에,

있어서 방법론적 논의에 우선하여 이론적 정당성을 제공해야 한다 사회.

과학 특히 정치학에서는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지는 논의에 대해서 검증,

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과 연구자가 이론적으로 설계한 연구모델을 수

립하고 객관적 자료를 이용하여 이론을 뒷받침하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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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점은 중요한 방법론적 수단이다.

본연구에서는변수들사이의구조적관계를파악하기위해구조방정식

모델 을적용하기위해서리즈럴(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LISREL 8.80)

을사용하였다 본연구에사용된여론조사변수들은모두서열측정. (ordinal

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폴리카릭 상관이 적절measurement) (polychoric)

하여 가중최소제곱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Weighted Least Square: WLS)

였다.30)

분석결과 논의IV.

통일과관련한 여론의 반응에대한 체계적 구조를이해하는 것을 목적

으로 수행된 본 연구는 리즈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앞에서 소개한 서울

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년 자료 중 가장 최근자2007, 2008, 2009, 2010

료인 년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다년간 자료 분석에 있2010 .

어서는 전반적으로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과 구조방정식모델이

기본적으로는 다년간 자료를 시계열적으로 추적하는데 목적을 둔 방법

론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년의 분석 자료에 중점2010

을 두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30) 본 연구는 여론조사 자료에 흔히 사용되는 이변량 분석 과 회(bivariate analysis)

귀분석의 일종인 이변량 로짓프로빗 모델 또는 다/ (binomial logit/probit model)

변량 로짓프로빗 모델 혹은 서열 로짓프로빗/ (multinomial logit/probit model) /

모델 이 분석적이라기보다 기술적 이거나(ordinal logit/probit model) (descriptive)

분석적이라고 하더라도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 사이 수평적인 표면적 관계에

중점을 두어 변수들 간에 내재하는 구조적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한계를 극복

하는 방안으로 구조방정식 모델의 장점을 활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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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한국인의 통일의식 리즈럴 모델분석결과< 1> 2010

참조 구조분석에서는외생변수에영향을미치는개별변수들은 내생요인에영향을미: X,＊

치는변수들은 로정리하였다 괄호안의값은해당계수의 값을나타내며 값이표시되지Y . t , t

않은 경우는 단위조정을 위해 계수로 임의로 로 고정했기 때문이다1 .

외생요인(ξ)
경제적 준비요인 정치적 준비요인 사회적 기대요인

변수1) (x)

인도적 대북지원

남북한 인적교류

경제교류 활성화

남북회담 정례화

정상회담 정례화

북한의 개혁개방

군사적 긴장완화

남한의 미군철수

국군포로문제 해결

통일의 개인적 이익

통일 후 빈부격차

통일 후 부동산 투기

통일 후 실업문제

통일 후 범죄문제

통일 후 지역갈등

( (x)1,1)λ

( (x)2,1)λ

( (x)3,1)λ

( (x)4,2)λ

( (x)5,2)λ

( (x)6,2)λ

( (x)7,2)λ

( (x)8,2)λ

( (x)9,2)λ

( (x)10,3)λ

( (x)11,3)λ

( (x)12,3)λ

( (x)13,3)λ

( (x)14,3)λ

( (x)15,3)λ

0.78

0.81 (27.70)

0.78 (29,01)

0.76

0.79 (29.73)

0.62 (20.48)

0.58 (18.35)

0.32 (9.60)

0.53 (16.12)

0.04

0.77 (1.21)

0.69 (1.21)

0.77 (1.21)

0.83 (1.21)

0.75 (1.21)

외생요인공분산2) (φ)

경제준비정치준비*

경제준비사회기대*

정치준비사회기대*

(φ 12)

(φ 13)

(φ 23)

0.84 (21.40)

0.27 (1.14)

0.25 (1.10)

감마3) (γ)
통일 0.13 (1.38) 0.49 (5.21) 0.16 (1.18)

변수4) (y)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기대

통일의 가능시기

( (x)1,1)λ

( (x)2,1)λ

( (x)3,1)λ

0.86

0.83 (24.82)

0.6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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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에대한평가를내생변수로설정하고이에반영된여론의가치판단

을 외생변수로 설정하여 이들 잠재변수 사이의 상호관계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시각적이해를돕기위해서 그림 의경로도< 1> (path diagram) 형태

로 제시하였고 통계분석의 결과를 단순화시켜 위의 표 에 제시하였< 1>

다.

변수들사이의상호관계를논의하기전에우선모델의적합성(goodness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설정한 모델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은of fit) .

리즈럴이 제시하는 다양한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우선 2= 166χ

으로 를 기준으로 할 때 모델의 적합성이 충분하지 못하7.8, (p = 0.0) 2χ

다고 할 수 있다 값이 작고 확률 값 이 크면 모델이 적합하. 2 (p) (p>0.10)χ

다고 평가하는 반면 값이 크고 확률 값 이 작으면 모델이, 2 (p) (p<0.10)χ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한다 대체로 이상일 때 모델의 적합성이. p = 0.05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31) 와 관련한 문제들은 여러 학자들이 논2χ

의하였는데,32) 중심 통계량 으로 를 사용하는 것2 (central 2statistic) 2χ χ χ

은 모델이 모집단을 정확하게 대표한다는 가정에 기초를 둔 것이지만 이

가정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통계 값은 표본의. T

크기와 관련되어 있는데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유효하기 때문에 작은,

표본크기에서는 에 의한 모델의 평가가 올바르지 못할 수 있고 표본2χ

크기가 큰 경우에는 통계적 검증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모델을 기각할 수

있다 이 가정은 모집단을 근사하게 대표하는 모델을 표본크기가 큰 경.

31) Kenneth A. Bollen, Structural Equations with Latent Variables (New York: Wiley,

배병렬 구조방정식모델 이해 활용및프로그래밍 서울 도서1989); , LISREL : , ( :ꡔ ꡕ
출판 청람, 2006).

32) P. M. Bentler, “Rites, Wrong, and Gold in Model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vol. 7, no. 1 (1990), pp. 82~91; D. Kaplan, “Evaluating and Modifying

Covariance Structure Model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vol. 25 (1990), pp.

13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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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기각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표본의 크기가 상당히 큰 제안모델을 기각시키는 통계량의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적합지수가 근사오차평균자승 이중근(Root

이다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33) 이 값이 이하이0.10

면 자료를 적합하게 하는 것으로 이하이면 매우 적합하게 잘하는 것, 0.05

으로 그리고 이하이면 가장 좋은 적합도라고 하였다, 0.01 .34) 본 연구에

서 는 로 나왔는데 적절하게 수립된 모델이라고 평가할 수RMSEA 0.072

있으며 까지는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0.08 .35) 모델적합도

지수 와 자유도 를 고려한(Goodness-of-Fit Index, GFI) (degree of freedom)

수정적합도지수 는 각각 과(Adjusted Goodness-of-Fit Index, AGFI) 0.86 0.81

을 얻었는데 이 최하의 수준이며 이 완벽한 적합도를 나타낸다는 점, 0 1

에서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된다.36) 의 경우 제안한GFI

모델의 적합도가 매우 나쁜 경우에는 음수의 값을 가지는 경우도 있

다.37) 위에서 논의한 가지의 모델 적합성에 대한 기준지표를 통해 평가3

33) J. H.Steiger, “Structural Model Evaluation and Modification: An Interval Estimation

Approach,”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vol. 25 (1990), pp. 173~180; M. W.

Browneand R. Cudeck,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and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CA: Sage,

1993), pp. 136~162.
34) J. H. Steiger, “Structural Model Evaluation and Modification: An Interval Estimation

Approach,” pp. 179~181.
35) R. C. MacCallum, M. W. Browne, and H. M. Sugawara, “Power Analysis and

Determination of Sample Size for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Psychological

Methods, vol. 1(1996), pp. 130~149.
36) Karl Joreskogand Dag Sorbo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the SIMPLIS

Command Language (Chicago. IL: Scientific Software International, 1993); Karl

Joreskog and Dag Sorbom, LISREL8, User’s Reference Guide (Chicago. IL:

Scientific Software International, 1996).
37) J. R. Hertingand H. L. Costner, “Respecification in Multiple Indicator Models,” in

H. M. Blalock, ed., Causal Models in the Social Science (New York, NY: Ald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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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본 연구가 제시한모델은 통계학적 기준을 충족시킬수 있는 수준,

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림과 도표에 나타난 개 지표의 계수의. 18 t

값이 유의수준 또는그 이하라는 점에서통계적 유의도의 기준= 0.05α

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표 에 따르면 한국인이 공유하고 있는 통일에 대한< 1>

판단과 남북관계에 대한 판단 통일에 따른 기대 사이에 개념적인 위계,

구조가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개의 변수들은 경제적 준비요. 15

인 정치적 준비요인 사회적 기대요인의 외생요인으로 구분되어 있다, , .

이들 외생요인은 직접 측정된 개의 관측변수들 사이에 개념적 유사성15

이 있다고 이론적으로 판단되는 변수들로 구성하여 새로운 개념으로 도

출하였다 방법론적으로 외생요인과 관측변수 사이의 관계의 정도는.

요인부하량 으로 나타나며 그 관계의 적절성은 값으로 나(factor loading) t

타난다 개별 관측변수의 부하량이 높고 값이 유의미한 경우에 해당 관. t

측변수를 통한 외생요인의 개념은 잘 측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통계분.

석을 실시할 때 개념변수의 측정단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개의 측정변, 1

수에 대한 요인부하량에 기본값으로 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1”

값을 계산할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은 표 의 외생요인에 관련된 첫 번t . < 1>

째 측정변수에 값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그림 의 경로도에 요인부하t < 1>

관계가 점선으로 표시되어 표와 그림에 나타난 수치는 변수들 간 상대적

수치로 계산되어 있다.

1985), pp. 32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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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모델에 포함된 세 가지 외생요인에 관련된 관,

측변수의 요인부하량은 대부분 이상의 높은 부하량을 보여주고 있다0.5 .

가장 낮은 경우가 사회적 기대요인에 연관되어 있는 통일의 개인적 이익

으로 사실상 관계가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밖에는 정치적 준(0.04)

그림 한국인의 통일의식 리즈럴 모델 경로도< 1> 2010

인도적대북지원

남북한인적교류

경제교류활성화

남북회담정례화

정상회담정례화

북한의개혁개방

군사적긴장완화

남한의미군철수

통일의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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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후 빈부격차

통일후 부동산
투기

통일 후실업문제

통일후 범죄문제

통일후 지역갈등

경제적준비요인

정치적준비요인

사회적기대요인

통일 통일의 기대

통일가능시기

통일의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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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요인에 관련된 남한의 미국철수가 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0.32)

타났다 구체적으로 표 의 에 따르면 경제적 준비요인은 인도적. < 1> 1) , “ ”

대북지원 남북한 인적교류 그리고 경제교류 활성화 로(0.78), (0.81), (0.78)

높은 요인부하량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경제적 준비요인을 가장 잘 측정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남북한 경제협력에 관계된 세 가지 요인은 미세.

한 차이는 있지만 모두 높은 부하량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도적 대북지원 남북한 인. ,

적교류 그리고 경제교류 활성화는 동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외생요인인 정치적 준비요인도 전반적으로 높은 부하량을“ ”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잘 측정되었다 개별 관측변수의 요.

인부하량을 보면 정상회담 정례화 와 남북회담 정례화 가 가장(0.79) (0.76)

높은 결과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치적 준비요인 중에 남북한 고위인사

들의 정례적인 회담과 접촉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가,

능하다면 정상간의 정례화된 회담을 중요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북한의 개혁개방 군사적 긴장완화. (0.62),

국군포로문제 해결 과 같이 북한의 행동변화가 필요한 사항(0.58), (0.53)

을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마지막으

로 북한이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는 남한의 미국철수 는 가장(0.32)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북한이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한.

주민의 인식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판단된다 남북한이 합의해서.

정례화된 회담을 가지는 것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지만 그 다음으,

로는 북한의 태도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우리가 미군을 철수

하는 문제는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과 동아시아 전체 정세와 관련이 있는

복잡한 문제라는 점을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대요인은 통일의 개인적 이익 통일 후에 나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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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게 될 빈부격차 부동산 투기 실업문제 범죄문제 지역갈등의 가지, , , , 6

의 관측변수로 측정하였다 통일에 따른 사회적 기대요인 중에 통일 후.

의 범죄 에 가장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빈부격차 실(0.83) (0.77),

업문제 그 다음으로 지역갈등 그리고 부동산 투기 순서(0.77), (0.75) (0.69)

로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문제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조사된 것은 남북한 경제력의 격차 등으로 통일 된 후 치안의 중요성에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개인의 소유의식 보다는 분배나 전.

체 소유의식이 강조된 사회에서 살아온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이 소

유한 막대한 부에 대한 질투가 범죄로 연결되지 않을까를 우려하는 고민

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서 통일의 개인적 이익 은. (0.04)

실질적으로 관계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가지의 잠재요인. 3

과 개의 측정변수를 논의하였는데 이들 가지 잠재요인들 사이의 상15 , 3

호관련성도 모델 구성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위에서 제시한 가설에.

서 경제적 준비요인 경제적 준비요인 사회적 기대요인에 관련된 관측, ,

변수는 통일의 전망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하였는데 분석결

과는 이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표 의 에 제시되어 있는 잠재요인들 사이의 상관관계< 1> 2)

를 나타내는 외생요인공분산(φ 은 높은 값을 얻을수록 잠재요인들 사이)

의 관계가 함축적이며 구조적으로 모델이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일에 대한 여론의 태도는 정치적 준비요인 경제적 준비요인 그리고, ,

사회적 기대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이들 세 가지 잠재적 요인 사이에 밀

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적 준비요인과 정치적 준비요인.

사이의 상관관계 는 상당히 높게 나타난 반면 경제적 준비와 사회(0.84)

적 기대 와 정치적 준비와 사회적 기대 는 유사하게 상대적으(0.27) (0.25)

로 낮은 값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준비요인들 사이에 높은 상.

관성이 존재하는 반면 현재의 준비요인과 미래의 기대요인 사이에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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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성 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정치와 경제적 준비 요인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음으로이 세 가지잠재요인의 상위 잠재요인인통일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어느 분야가 가장 큰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

요하다 표 의 에 제시되어 있는 감마. < 1> 3) (γ 지수에 따르면 정치적 준비)

요인 이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사회적 기대(0.49) ,

요인 과 경제적 준비요인 으로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0.16) (0.13)

나타났다 이 결과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자면 한국인이 통일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요인이 모두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정치적 준비요인이 사회적 기대요인이나 경제적

준비요인에 비해서 높은 중요성을 가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여론의 평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

이다 즉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 , ,

북한에 대한 통일과정에 발생하는 비용을 둘러싸고 활발하게 전개되었

던 통일비용에 대한 논란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내용이다 진보진영은 김.

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북한에 퍼주기를 했다는 보수진영의 비판에,

대해서 년간 북한에 지원한 액수는 조 억원으로 연 억원 수10 2 8000 2800

준이며 이는 우리의 국내총생산 연 조원에 비교하면 분의 이1000 1000 1

채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서 보수진영은 액수와 무관하게.

우리 정부가 당초에 인도적 지원이라는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

실에 주목하여 북한에 대한 지원자금의 일부가 북한에서 핵개발에 유용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북한의 정치적 신뢰회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이 통.

일에 미치는 긍정적 요인에 대한 평가보다는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에 대

한 신뢰구축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정치적 준비요인을 중요한 변수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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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준비요인과 사회적 기대요인은 미세한 차이로 유사하게 나타

났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준비요인이 보다 미세한 중요도를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도적 대북지원 남북한 인적교류 그리고. , ,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이용해 측정된 잠재요인인 경제적 준비요인에 대

한 평가가 사회적 기대요인보다 중요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

는 앞에서 밝힌 보수와 진보의 통일에 대한 인식과 비교할 때 미세한 차

이지만 의견 차이에 대하여 일관된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38) 일반

적으로 통일의 비용에 대해서 여론에 통일비용을 상정할 때 진보진영은

통일비용을 높게 상정하고 적극적인 통일보다는 남북한이 현 체제를 유

지하고 평화적 공존을 모색하는 한반도평화체제를 주장했다.39) 역으로

진보진영은 북한에 대해서 남한이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통일에 대한 정

책적 비선호 때문에 통일 이후 북한의 낙후된 경제를 재건하는데 드는

비용이 천문학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서 보수진영은 통일비용 분단비용 분단비용의 상호관계 속, ,

에서 통일에 대한 선호를 주장한다.40) 통일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통일

비용에 비해서 통일로 얻게 되는 인구증가로 인한 내수시장의 확대 한,

반도가 중국 및 시베리아와 직접 연결됨으로써 얻게 되는 물류비용절감

과 통상이익의 확대와 같은 통일의 편익이 통일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

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통일비용이 막대하다고 할 수 있지만 분단비용이.

더 크다고 판단하며 통일비용은 논리적으로 한시적이지만 분단비용은

분단이 극복되지 않는 한 지속적인 지출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분단을 유

38) 배한동 한국의 통일 관련 의 역할 평가와 과제 설정, “ NGO ,” p. 341.
39) 김귀옥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문화 시민사회 한국과 국제정치 제 권, “ , ,” , 22ꡔ ꡕ

호1 (2006), pp. 69~70.
40) 이영훈 통일환경 변화와 통일 비용 방안 연구의 새로운 모색 북한연구학, “ · ,” ꡔ

회보 제 권 호, 16 1 (2012), pp. 278~284.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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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것 보다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 이를 고.

려할 때 통일에 대하여 사회적 기대에 보다 긍정적인 평가가 경제적 준,

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통일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자료에 대한 년의 분석 자료는 적어2010

도 북한과 관련해서 통일을 추진하는데 북한이 정치적 측면에서 신뢰구

축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경제적 교류에 비해서

더 중요하다는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사회의 여론은.

북한이 정치적 결단과 실천이 수반되어야 하는 회담의 정례화와 개혁개

방의 추진을 중요한 지침으로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기대평가.

분야와 관련해서도 경제적 준비요인보다 높은 중요도가 있는 것으로 평

가하며 여론의 응답자 중에서 통일로 얻게 되는 편익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수록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결론V.

통일에 관한 여론조사 자료의 분석은 새로운 객관적 연구로 평가받기

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의 이론이나 주장에 대해 연구자가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자료의 제시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를테면 북.

한에 대한 경협 또는 인도적 지원이 통일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것과 같은 주장이바로이런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수 있다 이러.

한 주장을 듣는 사람은 대부분 동의할 수 있는 일반적인 명제이지만 사

회과학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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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의 과정을 거쳐서 내린 결론인가 아닌가의 문제이다.

한국에서 북한에 대한 연구는 방법론 또는 접근법의 단계에서부터 그

괴리가 심하다 즉 북한을 연구할 때 북한 스스로 제시한 이념과 경험적. ,

성과를 비교한다는 관점에 있는 내재적 접근과 이에 반하는(immanent)

개념이 외재적 접근이 아니라 선험적 인 접근으(external) (transcendental)

로 의견이 대립한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북한연구가 상당부분 이념적.

선호에 따라서 미리 결정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사

실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객관적 자료를 이용한 분석

과 가설의 검증을 통한 정책대안의 제시를 바람직한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새로운 발견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새로운.

방법론의 적용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밝혀두며 몇 가

지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고 한다.

첫째 방법론적인 차원의 장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는 비, .

핵개방 과 함께 통일에 대한 준비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통일논의3000

에 적극적이었다 남한주민의 통일관 분석에 따른 정치 경제 사회 문. , , ,

화 측면에서 여론의 선호를 파악하여 통일정책의 수립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내부에서 통일과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소위 말

하는 남남갈등을 관리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기존 서.

술통계에 의존한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설명이 단편적임에 반해서 분석통

계기법의 일종인 구조방정식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역동적인 상호

관계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통일과 관련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 , ,

다양한 측면에서 전개되는 통일에 대한 이해와 통일의 다면적 특성들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를 통한 통일정책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점을

모색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통일과관련한 여론 분석의 내용에 대한 부분이다 우선 가장 중, .

요한 부분은 통일에 대한 정치적 준비 경제적 준비 그리고 사회적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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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 가지 잠재요인 중에서 정치적 요인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는 북한과의 오랜 군사적 대결을 통한 안보.

문제에 대한 신뢰 부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전.

반적으로 년간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던 화해협력 정책이 소기10

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

러한 논의는 적어도 통일정책과 관련해서는 사회내부의 갈등과 국가－

사회 갈등에 대한 객관적 논의의 기회는 될 수 있다 북한과 통일문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 정부유관부처 사이의 이견이 큰 상황에서 여론조

사 분석을 통해서 모든 갈등을 해소하기는 어렵지만 정책결정 과정에 시

민사회의 여론을 반영하면서 일관된 통일정책의 추진을 위한 이론적 틀

을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에는 동의할 수 없다하.

더라고 우선 방법론에 동의한다면 그 결과에 대한 합의를 기대할 수 있

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과 관련한 한국 사회 내부 갈등에 대.

하여 정부의 유관부처와 다양한 시민사회 연구기관 기업 종교단체와, , ,

연구결과를 공유하여 통일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향후 연구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이다 통일관에 대한 분석을 남, .

한에서 시작하여 북한으로 표본을 확대하여 남북한의 통합과정에 연구

결과를 확대 적용하는 노력이 수행되어야 한다 북한의 경우 직접적으로.

여론조사가 불가능하므로 의사여론조사 방식을 적용하여 새터민을 상대

로 작성된 유사한 설문자료에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남북한 주민의 통

일에 대한 의식구조의 차별성 확인 그리고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대안,

정책 마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남북한의 여론조사 자.

료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구조방정식 모델의 적용을 통해 통일관련 여론

조사 자료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논의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

요하다.

주어진 주제에 대하여 사회적 이견이 심하여 찬반양론의 세력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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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나뉘어져대립이심각하고첨예한정책주제를보통유발주제(valence

라고 한다 유발주제는 학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issue) .

여론의 첨예한 대립과 관심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주제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유발주제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때는 의견

이 개입되는 것보다 가능한 객관적인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논의를 전개

할 필요가 있다.

접수 년 월 일 심사 년 월 일 게재확정 년 월 일: 2013 4 9 / : 2013 5 12 / : 201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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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ition on Reunification Conditions as Major Factors affecting

Reunification Cognition

Seong-Woo Yi (Jeju Peace Institute)

Abstract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weaknesses of previous studies on surveys

about Korean values concerning reunification and North Korea. The

specialists on Korean reunification have provided a descriptive explanation:

the distribution of public opinion. The analytic research only remains at the

level of simple bivariate analysis between demographic variables and

opinion distribution. Based on the schema theory that assumes hierarchical

order among human perceptions, this paper employ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o analyze the survey data.

Reunification as a latent endogenous variable is measured by three

observed endogenous variables: necessity, expectation, and time for

reunification. The latent exogenous variables are economic preparedness,

political preparedness, and social expectation, which are measured by 15

observed variables. Statistical analyse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find

that reunification, the latent endogenous variable, has positive a correlation

with latent exogenous variables such as economic preparedness, pol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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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edness, and social expectation.

Although this paper only attempts to use ananalytic approach on

inter-Korean relations,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for the survey data will

allow analysts to understand the trend of public opinion on reunification

policy and to pursue a positivistic approach on the North Korean issues.

Key Words: Structural Equation Model, Reunification Cognition, LISREL,

Preparedness for Reunification, Expectation of Reunification

이성우 (Seong-Woo Yi)

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는 제주평화연구University of North Texas ,

원의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세계평화지수연구 와 한국인의 평. 2010ꡔ ꡕ 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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