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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글의 목적은 남북한 주민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남북한 주민들의 주변국 

인식을  비교 분석 하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남한주민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통일의식조사와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주민 통일의식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각각의 주변국 관계인식 파트에서 우호인식, 위협인식, 통일희망인식 조사결

과를 분석함으로써 남북한 주민들의 국제관계 및 통일인식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 남북한 주민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최근 4~5년 동안 어떠한 변화가 

있어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조사년도 보다 1년 전에 북한을 떠난 

대상으로 표본을 한정함으로 북한거주 당시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

과 남한주민의 대미친밀감, 북한주민의 대중친밀감은 주변국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나 

인식 변화의 가능성은 존재하였다. 남북한 상호위협인식은 비대칭성이 발견되었고 중국

에 대한 남한주민의 호감도 증가, 북한과의 친밀감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주민들의 대중

위협인식은 유동적이었다. 남북한 주민들 모두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희망에 대해서는 부

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주제어: 남북한 주민인식, 주변국, 우호인식, 위협인식,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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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남북한 주민이 주변국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분단상

황에서 한반도와 주변국과의 역학관계를 폭넓게 이해 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의미있는 작업이다. 남한주민들의 주변국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관해

서는 관련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어왔음에도 북한주민들이 주변국들에 

대해 어떠한 이미지와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진척되지 못했다. 그리고 2차자료만이 아닌 1차자료를 중심으로 이 둘을 

비교한 연구는 사실상 빈약하다. 북한이 미국을 오랫동안 적대시해왔고 

이것이 북한주민의 심리상태와 대외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

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로 북한주민들에게 표면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미

국을 제외한 기타 주변국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는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분단과 전쟁 경험, 반공 이데올로기, 

그리고 북한의 공세적 행위로 인한 한국인의 대북위협인식은 고착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세계질서, 남북관계, 국내정치 

등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남북한 주민의 주변국에 

대한 우호인식과 위협인식은 상이한 정치체제와 사회시스템 하에서 형

성된 집단적 심리, 정서적 지향, 인식과 현실의 간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

한 자료가 된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하 통일평화연구원)이 한

국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각각의 면접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남북한 주민들의 주변국 인식에는 어떠한 특징과 변화가 있는

지 비교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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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념적 논의

한 나라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특정국의 이미지를 조사, 분석하는 것은 

‘인식’(perception)이라는 개념 문제를 야기한다. 먼저 개인과 국가 차원

의 분석 수준에서 인식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국가라는 단위

를 합리적 행위자로 간주하는 국제정치이론에서 개인 차원의 신념, 성

격, 심리에 대한 분석이 처음부터 주목을 받았던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외교정책에서의 개인 영역의 영향 및 정당과 투표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

지면서 ‘이미지’ 혹은 ‘인식’의 문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즉 개인이 갖고 있는 감정이나 이미지, 인식이 정치적 행동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이론적 검토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국제관

계에서 행위자가 특정 국가나 정권에 대해 갖는 위협인식과 오인은 전쟁

이론과 억제와 강압외교, 갈등해결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

다.1) 단 이 논문에서는 안보추구자(security seekers) 혹은 정책결정자로

써의 지도자 인식(elite perceptions)을 다루는 것이 아닌 주변국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혹은 이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 혹은 집단 차원이든 다른 국가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수용하

는 것은 궁극적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보울딩Boulding은 개인이 상대 국가에 대해 적대적으로 혹은 

우호적으로 인지하는 부분은 개인이 갖는 국가 이미지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2) 스캇Soctt은 개인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1) Robert Jervis,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Arthur A. Stein, “When Misperception Matters,” 

World Politics, 34 (July, 1982), pp. 505~526.

 2) Kenneth E. Boulding, “National Images and International Systems,” The Journa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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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특정한 행동적 성향을 부추기는 요인이 

됨을 주장하였다.3) 같은 맥락에서 버제스Burgess는 외교정책을 다루는 결

정권자들의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엘리트 이미지는 외교정책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4) 국제관계에서는 다른 국가

의 상대적 힘에 대한 인지된 위협이나 기회는 경제적 필요나 이데올로기

적 원칙과 더불어 공격적이거나 방어적인 혹은 공세적이거나 협력적인 

행동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한다.5) 이러한 점에

서 이미지의 변화는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치며,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이해(利害)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국가이익과도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6) 

개인 혹은 집단이 처해진 상황에서의 이미지(images of the situation)는 

실제 이미지(images of the real world)와 다를 수도 있다. 즉 지도자나 대

중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이미지나 사실과 다른 인식은 그들의 행동 선택

에 영향을 주게 되며 이는 다른 결과들을 가져오게 된다. 이는 다시 이미

지의 수정을 야기하는 과정으로 귀결된다. 즉 이미지와 현실과의 간격에 

관계없이 인지적 이미지나 주관적인 판단으로 취해질 행동, 그리고 야기

될 결과들은 순환적으로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의 결정 과

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Conflict Resolution, vol. 3, no. 2 (June, 1959), pp. 120~131. 

 3) William A. Scott, “Psychological and Social Correlates of International Images,” in 

H.C. Kelman, ed., International Behavior: A Social-Psychological Analysi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5), pp. 70~103. 

 4) Philip M. Burgess, Elite Images and Foreign Policy Outcomes (Columbus: Ohio 

State University Press, 1968).

 5) Richard W Cottam, Foreign Policy Motivation: A General Theory and a Case Study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77).

 6) Richard, K. Herrmann, “Perceptions and Image Theor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Leonie Huddy, David O. Sears, and Jack S. Levy,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Psych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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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대한 이미지나 구체적인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는 다양한 논의가 있어왔다. 개인이 상대 국가를 위협적으로 혹은 친근

하게 인지하는 부분은 지도자의 신념체계나 정권에 다양한 의도와 목적

에 의해 인위적으로 형성될 수 있으며 정치제도나 시스템에도 영향을 받

기도 한다. 또한 사회 내의 다양한 접촉과 관계를 통해 문화적으로 형성

될 수도 있으며 타국과의 정치·경제적 관계가 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

정 시기의 집단적 경험이나 사건, 기억도 이미지 형성에 주요하게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런 과정을 통해 일상화 혹은 내면화 되

는 위협 혹은 우호 인식은 타자에게 전달되며 집단화 될 수 있다는 점이

다.7) 개인 차원에서의 상대국가에 대해 갖는 이미지나 감정이 다수의 대

중들에게 어떻게 공유되고 확산되는지, 이로 인해 특정국가에 대한 집단

적 인식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지는 정치심리학을 중심으로 여

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8) 파킨슨Parkinson과 사이먼Simon은 집단의 감정

의 확산은 내부적인 ‘사회적 평가’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9) 

그들은 개인의 인식이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감정적 의미의 평가를 

바꿀 수 있는 ‘정보’를 수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10) 또한 스타인

Stein은 국가 내에 공유된 ‘사회적 정체성’을 통해 집단적 인식은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11) 스미스Smith와 세이거Seger 매키Mackie는 인간은 

 7) Janice, G. Stein, “Threat Perception in Internatioal Relations,” in Leonie Huddy, 

David O. Sears, and Jack S. Levy,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Psych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 384.

 8) David P. Houghton, Political Psychology: Situations, Individuals, and Cases (New 

York: Routledge, 2008).

 9) Parkinson, B., Simon, G., “Affecting others: social appraisal and emotion contagion 

in everyday decision mak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35 

(2009), pp. 1071~1084.
10) Ibid., p. 1071.
11) Stein, “Threat Perception in Internatioal Relations,” p.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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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이고 집단적이기도 한 다른 두 레벨의 자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

하였다.12) 이들은 개인의 ‘내면화된 집단 감정’의 정도에 따라 집단 감정

은 사회적으로 다른 그룹과 공유되며 집단 내부와 외부의 태도와 행동을 

규정하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코탐Cottam은 국가 

혹은 민족에 대한 심리적 결탁이 강한 집단일수록 타국가에 대한 위협과 

기회인식 또한 현저하게 느낄 것이라 예측하였다.13) 분명한 사실은 복합

적인 원인에 의해 형성된 국가 이미지가 쉽게 변화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고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적대 혹은 위협 인식의 경우 국가간의 

교류와 갈등, 동맹의 변화, 리더쉽의 상호인식, 외교전략 등으로 집단 내

의 국가 이미지는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냉전 시기 전후의 미국

과 소련에 대한 국가 이미지가 대표적이며, 미중관계에서도 이러한 변화

는 발견된다.14) 종합하자면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규범과 체계, 의사소

통의 사회적 과정, 개인 내부의 집단 감정, 사회 구성원 간의 연결과 개

인과 사회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 개인의 감정이나 인식은 집단적으로 공

유되고 확산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남북한 주민들이 주변국에 갖는 

감정이나 이미지는 주관적인 이해와 판단, 주민들 사이에서 교류 그리고 

국가와의 상호작용에 의한 집단적 정향이 있을 수 있다고 간주하며 인식

의 변화 또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12) Smith, R. Eliot, Seger, R. Charles, and Mackie, M. Diane, “Can emotions be truly 

group level? Evidence regarding four conceptual criteria,”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93, no. 3 (2007). pp. 431~446.
13) Martha L. Cottam and Richard W. Cottam, Nationalism and Politics: The Political 

Behavior of Nation States (Boulder, CO: Lynne Rienner Publishers, 2001).
14) 정재호, “미·중 관계에서의 상호인식의 문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4 중국정세보고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중국연구센터, 2015), 

pp. 15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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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1. 연구목적

이 논문의 목적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남북한 주민들의 주변국 인

식에 대한 면대면(face-to-face) 설문조사 데이터를 분석함으로 남한주민

과 북한주민의 주변국 인식은 어떠한지 그리고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와 특징이 있는지 밝히는 데 있다. 통일평화연구원은 2007년부

터 남한주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통일의식조사를 실시하여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통일 및 북한의식, 대북정책의 평가, 주변국 관계 인식, 한국 

사회의 변화 인식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15)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북한에 있었을 때에 통

일과 남북한 사회에 대한 태도, 주변국에 대한 인식, 남한사회 적응 실태

를 추정하기 위해 북한주민 통일의식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16) 

각각의 연구에서 우호인식, 위협인식, 통일희망인식 조사결과를 분석함

으로써 남북한 주민들의 국제관계 인식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

고 최근 4~5년 동안 남한과 북한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어왔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이 논문을 통해 시도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가 궁극적으로 남북한 주민들의 상호 이해

와 통합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남한주민의 주변국 인식 뿐 아니라 북한주

민의 주변국 인식을 함께 평가하고자 한다. 한국인의 대북인식에 대해서

15) 박명규, 정은미, 김병로, 장용석, 최규빈, 김병조, 강원택, 황정미, 2015 통일

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6). 
16) 정은미, 김병로, 박명규, 최규빈, 북한주민 통일의식 2015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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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전연구들이 존재한다. ‘적’과 ‘동포’라는 이미지의 이중적 구조, 이미

지의 유형화, 적대의식의 형성과 왜곡 등을 밝힘으로 한국인의 대북인식

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17) 다만 기존연구

들은 북한주민의 남한과 기타 주변국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을 드러내는 

데 까지 확장되지 못했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

관계’에 있기에 서로를 주변국 중 하나로 인식하는 것은 수용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실체적 존재이자 통일의 파트너인 상

대에 대한 간접적 인식 파악이라는 측면에서 상호 비교하였다. 실질적으

로 분단 70년이 지나면서 남북한 간의 인식차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

에서 차이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혹 공통적으로 수렴하거나 변화의 지

향이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분석은 향후 통

일정책 수립 및 사회통합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18)

다음은, 남북한 주민들의 주변국 인식이 최근 4~5년 동안 어떠한 변화

를 보이고 있는지 특별히 학력과 연령대의 배경변수들을 활용하여 추세

를 분석하고자 한다. 저비스Jervis의 지적처럼 위협인식의 개념이 ‘결과’ 

(outcome) 뿐 아니라 ‘과정’(process)으로도 이해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19) 

17) 김태현, 남궁곤, 양유석, “외교정책 신념체계와 국가 이미지에 관한 실증 사례 

연구: 한국인들의 북한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27권 3호 

(2003), pp. 151~174; 안득기, “대북이미지의 이중구조와 통일의식 분석,” 한국

시민윤리학회보, 제22집 2호 (2009), pp. 205~224; 박명규, 이상신, “현상과 이미

지: 북한 이미지의 측정과 분석,” 통일과평화, 제3권 1호 (2011), pp. 129~173; 

송영훈, “적대의식과 상징정치,” 김병로, 서보혁, 분단폭력 (파주: 아카넷, 

2016), pp. 139~162.
18) 김병로, “탈북자 면접조사를 통해 본 최근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변화,” 통일

과평화, 제6권 2호 (2014), pp. 39~65; 정은미, “남북한 주민들의 통일의식 변

화: 2011~2013년 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과평화, 제5권 2호 (2013), 

pp. 74~104; 김병로, 최경희,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비교 분석,” 통일과평화, 
제4권 1호 (2012), pp. 101~139. 

19) Robert Jervis,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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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주민들의 특정 상대국 인식 또한 다양한 요인에 의해 강화되기도 

약화되기도 할 것이다. 일반적인 추세분석과 함께 교육수준과 연령대를 

통한 교차분석은 인식의 정확성과 적합성을 떠나 사회 내의 집단적 이해

와 이미지의 기초적인 속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판단의 

준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남북한 주민들이 주변국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가

를 살펴보기 위해 개별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남한주민의 주변국 인식

에 대한 데이터는 통일평화연구원이 2007년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일의식조사의 일부 조사 항목이며 이 조사는 매년 7월 말에서 8월 

초에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되고 있다.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

(structured questionnaire)를 이용해 1대 1 개별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로 진행되며 매년 동일한 시기에 실시한다. 중요한 쟁점 사안에 따라 조

사 항목과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질문 항목은 크게 

바뀌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2015년의 경우 모집단은 전국 16

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남녀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고 ±2.8%이다. 최근 5

년간 설문조사의 유효 표본수는 2011년 1,201명, 2012년 1,200명, 2013년 

1,200명, 2014년 1,200명, 2015년 1,200명이었다. 

북한주민 주변국 인식 데이터20)는 통일평화연구원이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북한주민 통일의식조사를 사용하였다. 통일의식조사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20) 북한주민의 주변국 관계에 대한 인식은 2012년 조사부터 추가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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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면대면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은 동일하나 조사 모집

단을 2011년부터 북한을 떠난 지 1년이 되지 않은 이탈주민들을 대상으

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 북한주민을 직접적으로 조사할 수 없다는 연구 

특성 상 북한에 거주할 당시의 상황에 대해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인식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그럼에도 표본의 대표성과 신

뢰성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에 조사결과에 대한 성급한 일반화

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즉 이미지와 현실 간의 간격은 존재 할 수 있다

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차 표집 대상은 전국의 하나센터와 탈북

자단체, 누적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모집하였고, 이후 조사에 참여

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눈덩이표집(snowballing) 방법으로 2차 표

집이 진행되었다. 최근 5년 동안 설문조사의 유효 표본수는 2011년 104

명, 2012년 128명, 2013년 133명, 2014년 149명, 2015년 146명이었다. 

Ⅳ. 가장 친밀한 국가

남북한 주민들의 주변국 친밀감에 대한 조사를 위해 남한주민들에게 

“귀하는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십니까?”라고 질문

하였고 북한주민들에게는 “귀하는 북한에 살고 있을 때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셨습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조사 문항에

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는 공통이며 남한주민들에 대한 조사에서는 

북한이, 북한주민들에 대한 조사에서는 남한이 선택지에 각각 포함 되어 

있다. 단수응답을 하기 때문에 특정국가에 대한 친밀감 상승은 다른 나

라에 대한 친밀감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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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주민¹ 북한주민²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구분 2012 2013 2014 2015

미국 68.8 65.9 76.2 74.9 78.3 미국 1.6 1.5 1.4 2.1

일본 9.1 6.8 5.1 4.3 3.9 일본 0.8 0.0 0.0 0.7

북한 16.0 20.6 11.0 8.9 8.1 한국 24.0 13.0 16.2 22.9

중국 5.3 5.8 7.3 10.3 8.8 중국 70.4 83.2 79.7 72.9

러시아 0.8 0.9 0.5 1.0 0.9 러시아 3.2 2.3 2.7 1.4

합계(N) 1,197 1,199 1,200 1,200 1,200 합계(N) 125 131 148 144

1) χ²=490.82 p<0.001, 2) χ²=11.11 p>0.05

<표 1> 가장 친밀하게 느끼는 주변국가

(단위: %)

<표 1>에서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한국인들은 미국을, 북한주민들은 중

국을 가장 가깝게 느끼고 있다. 2015년의 경우 남한주민 가운데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78.3%로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가

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즉 10명 중 8명에 가까운 한국인들이 주변국 

가운데 미국을 가장 친밀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반면 북한을 가깝게 

느낀다고 응답한 한국인들의 응답률은 2015년 8.1%로 역대 가장 낮은 응

답률을 보였다. 2012년 20.6%까지 증가하였던 대북친밀도가 이후 3년 연

속 하락 추세를 보이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북한주민 응답자들의 경우 

중국을 가장 친밀히 느끼고 있었다. 북한주민들의 대중친밀도는 2015년 

72.9%로 2013년 83.2%, 2014년 79.7%에 비해서는 다소 하락하였으나 기

타 주변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높은 응답률이다. 북한주민 응답자들의 

대남친밀감은 2013년 13%에서 2014년 16.2%, 2015년 22.9%로 최근 2년 

간 연속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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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주민 북한주민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구분 2012 2013 2014 2015

미국 1 1 1 1 1 미국 4 4 4 3

일본 3 3 4 4 4 일본 5 5 5 5

북한 2 2 2 3 3 한국 2 2 2 2

중국 4 4 3 2 2 중국 1 1 1 1

러시아 5 5 5 5 5 러시아 3 3 3 4

<표 2> 가장 친밀하게 느끼는 주변국 선호 순위

   

남북한 주민들의 주변국 선호 순위를 살펴보게 되면 한국인들이 가깝

게 느끼는 나라들의 순서는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인들의 주

변국 호감도는 2011년과 2012년에는 미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순서

였으나 2013년에는 중국의 친밀감이 일본을 앞서게 되어 미국, 북한, 중

국, 일본, 러시아 순이었으며 2014년부터는 중국의 친밀감이 북한보다도 

우선하게 됨으로 미국, 중국, 북한, 일본, 러시아 차례로 바뀌었다. 이는 

최근 3년 동안 한국인들의 중국과 북한에 대한 친밀감에서 변화가 있음

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반면 북한주민들의 주변국 호감도 순위에는 

큰 변화가 없다. 조사가 시작된 이래 2014년까지는 북한주민들은 중국, 

한국, 러시아, 미국, 일본 순서로 가깝게 느끼고 있으며 2015년에는 미국

과 러시아의 순서가 바뀌어 중국, 한국, 미국, 러시아, 일본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한미 우호 협력 관계가 일반 주민들의 대미이미지 형성에 영

향을 미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명박 정부 기간 북한 핵문제 해결 및 

도발 억제라는 공동의 전략적 이익을 바탕으로 한미관계의 중요성은 지

속적으로 강조되었다. 2010년 한미동맹은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되

었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양국간의 안보협력, 정책공조는 상당히 두드

러졌었다. 2013년 2월에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기존의 한미간 동맹협력

을 바탕으로 포괄적 동맹관계 강화를 추구하였다. 이는 단순히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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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은 지역적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로의 

확장, 그리고 안보 영역에서의 협력 뿐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

류 등 다방면의 폭넓은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다.21) 이러한 정부의 입장

과 노력은 남한주민들의 대미인식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북한주민들의 월등한 친중국 인식 배경에는 역사적, 정치적 맥락이 있

다. 한국전쟁 당시의 ‘혈맹’(血盟) 혹은 ‘순망치한’(脣亡齒寒) 으로 간주되

는 북중관계의 ‘긴밀함’은 사회전반과 주민들의 인식에도 깊이 영향을 미

쳐왔고 국가간의 정서와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양국관계의 ‘특수성’이 1992년 한·중 수교를 중심으로 전환의 계기가 마

련되고 2000년대의 북한 핵위기가 본격적으로 양국 관계의 주요변수로 

작용하면서 북중간의 상호인식에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관계전환이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다.22) 다만 최근 2년의 조사 결과에

서 나타나듯이 북한주민의 높은 대중 친밀감이 앞으로 지속될 지는 세밀

한 관찰이 요구된다. 

2012년 이후 일본에 대한 남한주민들의 낮은 친밀감은 아베 정부 이후

의 한일간의 여러 외교적 마찰로 인한 부정적 견해가 반영되었을 가능성

이 크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 위안부와 교과서 문제, 독도 영유

권 주장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양국간의 역사인식 차이를 드러내는 

갈등요인들이 한국인의 부정적인 대일여론 형성과 친밀감 하락에 영향

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북한주민 응답자들의 대일친밀감은 매우 낮다. 

21) 이상우, 김명섭, 김영호, 정영순, 유성옥, 한국의 외교 안보와 통일 70년 (성

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p. 112.
22) 정재호,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의 미래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11), p. 18; 

Thomas J. Christensen, The China Challenge: Shaping the Choices of a Rising 

Power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15), p.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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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주민 북한주민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구분 2012 2013 2014 2015

미

국

대학교 68.7 62.6 75.9 76.0 76.9

미

국

대학교 0.0 0.0 0.0 0.0

고등학교 67.5 67.3 75.5 73.9 81.2 전문학교 0.0 0.0 0.0 0.0

중학교 75.7 75.5 81.6 75.0 73.8 고등중학교 1.2 2.1 2.2 3.4

합계(N) 814 789 908 899 940 합계(N) 1 2 2 3

북

한

대학교 15.4 24.8 12.4 9.1 7.4

남

한

대학교 46.2 23.8 10.0 27.6

고등학교 16.8 17.1 10.4 9.1 7.5 전문학교 30.4 13.3 9.4 20.8

중학교 16.2 17.0 8.8 6.8 13.9 고등중학교 18.5 10.6 19.8 23.0

합계(N) 190 246 132 107 97 합계(N) 28 17 23 33

중

국

대학교 4.8 5.6 6.2 8.6 11.0

중

국

대학교 46.2 71.4 85.0 69.0

고등학교 6.1 6.0 8.3 12.0 6.1 전문학교 65.2 86.7 87.5 75.0

중학교 4.5 6.6 6.1 10.2 9.8 고등중학교 76.5 85.1 75.8 73.6

합계(N) 63 70 86 122 106 합계(N) 83 108 114 102

비고: 북한주민 조사에서 인민학교 및 무학 응답자들은 표에 보고되지 않음.

1) χ²=486.32 p<0.001, 2) χ²=11.23 p>0.05

납북자 미해결 등 양국간의 악화되어온 외교관계, 2006년 1차 핵실험 이

후 사실상 중단된 경제교류 등 북일간 단절된 관계가 북한주민들의 대일

의식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인의 최근 대미친밀도 증가 및 대북친밀도 하락은 어느 때보다 뚜

렷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북한주민의 대중친밀도의 변화와 남한주민에 

대한 우호인식 증가는 향후 추세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특히 북한주민들

의 대남의식 변화에는 장마당의 확산, 휴대폰 보급, 외부 정보 유입, 개

성공단 등을 통한 인지도 상승 및 협력대상 의식 형성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23) 관련된 내용들을 학력별, 세대별로 분석해 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표 3> 남북한 주민의 교육수준별 주변국 친밀감 인식 

(단위: %)

23) 정은미 외, 북한주민 통일의식 2015, pp. 9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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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주민¹ 북한주민²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구분 2012 2013 2014 2015

19-29세 62.6 64.6 80.8 77.0 82.5 20-29세 0.0 4.8 2.2 0.0

30-39세 68.1 61.0 74.5 72.6 76.6 30-39세 0.0 0.0 3.6 4.5

40-49세 66.4 61.6 69.8 73.8 75.6 40-49세 0.0 0.0 0.0 0.0

50-59세 73.0 72.8 78.5 74.6 75.5 50-59세 0.0 0.0 0.0 0.0

60대 이상 85.4 78.9 82.0 80.2 82.5 60대 이상 15.4 0.0 0.0 33.3

합계(N) 824 790 914 899 940 합계(N) 2 2 2 3

비고: 북한주민의 10대는 결측값 처리함 

1) χ²=482.12 p<0.001, 2) χ²=10.48 p>0.05

한국인들의 주변국 인식을 학력별로 살펴보았을 때 주요 특징은 다음

과 같다. 대미친밀감의 경우 교육수준별 편차가 크지 않지만 2015년의 

경우 고등학교, 대학교, 중학교 학력 응답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북한

에 대한 남한주민 인식의 경우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들의 

친밀감은 다른 학력 배경의 응답자보다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

만 2012년 24.8%였던 대학 학력 이상의 대북친밀감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에는 7.4%로 다른 학력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낮은 응답

율을 나타냈다. 또한 대학 이상 학력자들의 대중 친밀감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북한주민들의 재북학력별 주변국 인식

에서 고학력 배경의 응답자들의 중국과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가 발견된

다. 2015년 들어 전문학교와 대학교 이상 학력의 북한주민 응답자들에게

서 중국에 대한 친밀감이 다소 하락하고 그동안 감소하였던 한국에 대한 

친밀감은 처음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증감의 변화는 

대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표 4> 남북한 주민의 연령대별 대미친밀감 인식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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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주민¹ 북한주민²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구분 2012 2013 2014 2015

19-29세 15.2 22.4 8.8 8.1 3.5 20-29세 9.8 11.9 13.3 20.9

30-39세 15.6 22.3 10.2 8.5 7.1 30-39세 47.8 10.3 10.7 29.5

40-49세 20.2 23.8 16.1 11.1 9.1 40-49세 25.8 21.1 25.6 24.3

50-59세 14.8 15.3 9.6 9.1 12.3 50-59세 17.6 6.7 11.1 6.3

60대 이상 9.0 14.7 7.0 5.9 7.8 60대 이상 30.8 0.0 20.0 33.3

합계(N) 192 247 132 108 97 합계(N) 30 17 24 33

비고: 북한주민의 10대는 결측값 처리함

1) χ²=482.12 p<0.001, 2) χ²=10.48 p>0.05

남북한주민들의 연령대별 주변국 친밀감 인식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북한주민들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미국을 부정적으로 인

식하는 반면 남한주민들의 미국에 대한 친근감은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남한주민들의 대미친밀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연

령대별 응답율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20대 남한주민들의 미국에 

대한 친근감의 변화가 주목된다. 20대의 대미친밀감이 2011년 62.6%로 

연령대 가운데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지만 2015년의 경우 82.5%로 가

장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표 5> 남북한 주민의 연령대별 상호친밀감 인식

(단위: %)

앞서 언급하였던 것과 같이 남한주민들은 2013년까지도 북한을 미국 

다음으로 가깝게 느끼고 있었으며 북한주민들은 매년 남한을 중국 다음

으로 친근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2~3년 동안 

남한주민의 대북친밀도와 북한주민의 대남친밀도는 상반된 패턴을 보였

다. 남한주민들의 대북친밀도는 2012년 이후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하락

한 반면 북한주민들의 대남친밀도는 4~50대를 제외하고 뚜렷이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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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주민¹ 북한주민²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구분 2012 2013 2014 2015

19-29세 4.3 5.1 4.4 8.1 8.8 20-29세 82.9 78.6 75.6 76.7

30-39세 4.2 7.1 6.5 10.7 10.5 30-39세 47.8 86.2 85.7 63.6

40-49세 6.8 5.5 8.5 8.5 9.5 40-49세 74.2 78.9 74.4 75.7

50-59세 7.0 5.4 8.5 13.4 7.5 50-59세 82.4 93.3 88.9 87.5

60대 이상 1.1 6.3 9.0 10.9 7.8 60대 이상 46.2 100 80 33.3

합계(N) 63 70 87 123 106 합계(N) 88 106 115 104

비고: 북한주민의 10대는 결측값 처리함

1) χ²=482.12 p<0.001, 2) χ²=10.48 p>0.05

였다. 연령대별 남북한의 상호인식에서 남한주민의 20대, 북한주민의 30

대의 변화가 주목된다. 2011년 20대 남한주민의 대북친밀감은 15.2%에서 

2015년 3.5%로 11.7%p 감소하였으며 이는 다른 연령대의 비교했을 때 가

장 하락의 폭이 컸다. 30대 북한주민의 대남친밀감은 60대를 제외하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가장 상승의 폭이 컸다.  

<표 6> 남북한 주민의 연령대별 대중친밀감 인식

(단위: %)

남한주민의 대중친밀감이 연령대별 증감이 함께 일어나는 것에 비해 

북한주민의 대중친밀감은 변화의 폭이 크지 않다. 특히 북한주민의 60대

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중국에 대한 친밀감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

났다. 다만 30대 북한주민의 대중친밀감 하락, 50대 남한주민의 대중친

밀감 하락은 향후 지속적 관찰이 필요하다. 



126 ❙ 통일과평화(8집 1호·2016)

Ⅴ. 가장 위험한 국가

주변국에 대한 우호인식과 더불어 위협인식도 집단의 국가 이미지 형

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정 국가에 대한 친밀감의 증감이 상대국

에 대한 위협감의 증감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호인식과 위

협인식은 각각의 함의를 갖는다. 가깝게 느끼는 나라에 대해서도 실질

적, 잠재적 위협인식을 가질 수 있으며 가깝게 느끼지 못한다고 위협이 

없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정국가에 대한 위협인식은 

개인과 집단의 안전과 생존에 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변국 관계 설정

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남한주민들에게는 “다음 국가들 중에서 어

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고 북한주민들에게는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셨습니

까?”라고 질문하였다. 앞선 친밀감 조사와 마찬가지로 공통변수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함께 남한주민들에 대한 조사에서는 북한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조사에서는 남한이 각각 포함 되었다. 하나의 변수를 선

택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상 특정 국가에 대한 응답율의 증감은 다른 국

가에 대한 응답률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남북한 주민의 주변국 인식 비교 ❙ 127

남한주민¹ 북한주민²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구분 2012 2013 2014 2015

미국 8.6 9.5 4.4 5.4 4.7 미국 66.1 71.4 73.8 65.7

일본 11.6 12.3 16.0 24.6 16.1 일본 3.3 6.8 9.7 12.6

북한 46.0 47.3 56.9 49.8 54.8 한국 8.3 1.5 2.1 1.4

중국 33.6 30.5 21.3 17.6 23.3 중국 22.3 20.3 14.5 19.6

러시아 0.3 0.4 1.3 2.6 1.3 러시아 0.0 0.0 0.0 0.7

합계(N) 1,197 1,199 1,200 1,199 1,200 합계(N) 121 133 145 143

1) χ²=1003.76 p<0.001, 2) χ²=26.81 p<0.001

<표 7>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단위: %)

<표 7>에서 나타나듯이 한국인들은 북한이, 북한주민들은 미국이 ‘한

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패턴은 조사

가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한주민 가운데 북한이 한

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이라는 응답은 2015년 54.8%로 다른 주변국에 

비해 가장 높다. 즉 한국인들의 10명 중 5명은 북한이 가장 위협적이라

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위협인식은 2011년 8.6%에서 

2012년 9.5%로 0.9%p 증가하였지만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4.7%로 나타났다. 이는 러시아 다음으로 낮은 응답률이다. 2015년 결과

에서 주목할 점은 한국인들의 대중위협인식이 감소 추세에서 다시 증가

로, 대일위협인식은 증가 추세에서 감소로 역전한 점이다. 남한주민 가

운데 중국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33.6%로 북한(46%)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그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14년에는 17.6%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2015년 대중위협인식은 다시 

23.3%로 5.7%p 증가되었다. 일본은 상반된 패턴을 보여준다. 일본이 한

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11.6%에서 2014년 

24.6%로 증가하여 북한(49.8%)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지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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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주민 북한주민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구분 2012 2013 2014 2015

미국 4 4 4 4 4 미국 1 1 1 1

일본 3 3 3 2 3 일본 4 3 3 3

북한 1 1 1 1 1 한국 3 4 4 4

중국 2 2 2 3 2 중국 2 2 2 2

러시아 5 5 5 5 5 러시아 5 5 5 5

년 16.1%로 다시 감소하였다. 

북한주민의 미국에 대한 위협감은 매우 현저하다. 북한주민 응답자 가

운데 ‘미국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5년 

65.7%로 북한주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이러한 판단을 가지고 있다고 예

측할 수 있다. 한국인들의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은 매우 높은 편이지만 

북한주민의 대남위협인식은 그렇지 않다. 북한주민의 표본 수와 대표성

의 문제를 고려해야 하지만 북한주민 응답자 대다수는 ‘한국은 위협적이

지 않다’라고 판단함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부분은 한국인들의 대중위

협인식에서와 같이 북한주민의 대중위협인식에도 비슷한 패턴이 발견되

는 점이다. 2012년 ‘중국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이다’라는 응답률

은 2012년 22.3%에서 2년 연속 하락하여 2014년에는 14.5%로 나타났지만 

2015년에는 19.6%로 다시 증가하게 된다. 인과관계에 대한 엄밀한 분석

이 필요하겠지만 북한주민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에서 미묘한 변화가 있

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표 8> 한반도 평화위협 국가 순위

위협인식에서 주목할 부분은 2014년 남한주민의 조사 결과를 제외할 

경우 남북한주민들은 공통적으로 중국을 두 번째로 ‘한반도 평화에 위협

적인 나라’라고 판단하는 점이다. 응답률의 변화는 매년 존재하지만 중

국이 한반도 평화구축에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잠재적 인식이 



남북한 주민의 주변국 인식 비교 ❙ 129

남북한주민 모두에게 있음을 예측하게 하는 부분이다. 러시아에 대해 남

북한주민 모두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이 않다는 배경에는 다른 주변국에 

비해 한반도 안보 문제에 관한 이해관계가 덜 하는 판단이 있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남한주민은 북한이, 북한주민은 미국이 가장 위협

적이라는 인식은 상당히 고착화 되어 있다. 분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면서도 군사적 도발과 위기 조성의 근원지

였다. 함께 살아갈 동포, 지원의 대상임과 동시에 경계의 대상, 안전을 

위협하는 적으로 바라보는 중첩된 인식이 한국인들에게 내제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는 이른바 ‘햇볕정책’ 기간

을 통해 남북간의 ‘협력의식’이 증가된 것은 사실이지만24) 천안함, 연평

도 사건 이후인 2011년 이후부터 위협인식은 증가하였고 3차 핵실험을 

했던 2013년에는 한국인들의 대북위협인식은 가장 고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8월에 있었던 북한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과 서부전선 

포격 그리고 2016년 1월 4차 핵실험 및 2월 장거리 위성(미사일)발사는 

조사 이후에 일어난 사건임으로 이번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렇지

만 2012년 김정은 체제 이후 공포정치의 지속, 핵, 미사일, 재래식 무기

를 통해 반복되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긴장 상황은 한국인들의 대북위

협인식에 긴밀히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북한주민들의 높

은 대미위협인식은 미국에 대한 오랜 적대의식을 고려할 때 충분히 설명

되는 부분이다. 2006년 이후 3차례에 걸친 핵실험으로 인한 대북제재의 

강화, 2012년 2.29 합의 파기 이후 이어진 북미간 경색국면 등 복합적 요

인들이 대미적대의식에 강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남북한 주민의 대중위협인식은 복합적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은 1992년 

중국과의 수교 이후 ‘우호협력관계’, ‘협력동반자관계’(1998), ‘전면적 협력

24) 박명규 외, 2015 통일의식조사,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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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관계’(2003),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2008)를 거치면서 다방면의 

관계 발전을 이루었다.25) 2010년 이후 크게 증가한 한중간의 교역과 인

적교류는 대중위협인식이 낮아지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크다.26) 그렇

지만 2015년 조사 결과에도 알 수 있듯이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위협인

식은 유동적이다. 2014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과 2015년 한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등 양국간의 협력 강화를 확인하게 하

는 요인에도 불구하고 군사, 안보, 북핵문제 있어 중국은 충분한 신뢰감

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지역적 차원에서도 2010년 이후 

중국의 군사력의 증강,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의 영토분쟁을 통해 군사

안보에서의 중국의 공세적 행동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대외관계

에서의 강경기조는 중국이 동아시아 평화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계의

식 확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북중간의 관계에서의 

‘특수성’과 ‘긴밀성’은 여전히 확인되고 있지만 북한주민의 대중위협인식 

역시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 한중 관계의 

긴밀화27), 미중간 협력확대 모색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는 일정 정도 북

한의 대중인식에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장성택 

처형, 2014년 이후 북중간의 고위급 대화 중단은 북중간의 정치적 냉각

25) 김흥규, “한중관계 평가와 한국의 전략,” 한국국제정치학회 기타간행물, 2011, 

pp. 415~439. 
26) 1992년 63억불이었던 양국간의 교역은 2014년 2,354억불로 약 37배가 증가하였

고 인적교류는 같은 기간 13만 명에서 1,030만 명으로 약 80배가 증가하였다.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한중관계 참고; <http://chn.mofa.go.kr/korean/as/chn/

policy/relation/>.
27)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중은 6차례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북중간 정상회담은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별히 2014년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중국 최고 

지도자가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상징성을 갖는다. 

이에 대해서는 이동률, “중국 주변외교의 진화와 한중관계,” 국립외교원 외교안

보연구소, 2014 중국정세보고, pp. 18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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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주민¹ 북한주민²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구분 2012 2013 2014 2015

북

한

대학교 45.7 43.1 57.2 52.3 57.9

미

국

대학교 58.3 77.3 85.0 46.4

고등학교 44.2 48.6 56.5 46.9 52.0 전문학교 68.4 60.0 73.3 75.0

중학교 52.3 62.3 56.1 50.6 50.8 고등중학교 68.3 71.6 72.2 69.0

합계(N) 542 568 682 597 657 합계(N) 79 95 107 94

중

국

대학교 33.7 30.3 21.1 18.8 21.2

중

국

대학교 25.0 13.6 10.0 28.6

고등학교 33.6 31.8 22.3 16.4 27.3 전문학교 21.1 33.3 13.3 16.7

중학교 34.2 24.5 18.4 15.7 17.2 고등중학교 20.7 20.0 14.4 18.4

합계(N) 400 366 256 210 280 합계(N) 26 27 19 28

일

본

대학교 10.6 13.8 15.1 21.5 14.7

일

본

대학교 8.3 9.1 5.0 25.0

고등학교 13.2 11.6 16.7 28.8 15.6 전문학교 5.3 6.7 10.0 4.2

중학교 9.9 8.5 16.7 21.3 23.8 고등중학교 2.4 6.3 11.1 11.5

합계(N) 138 147 192 295 192 합계(N) 4 9 14 18

비고: 인민학교 및 무학 응답자들은 표에 보고되지 않음

1) χ²=998.61 p<0.001, 2) χ²=27.78 p<0.05

상태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2012년부터 2년간 

하락 추세를 보이던 대중 위협인식이 2015년 다시 증가한 것은 향후 면

밀한 관찰이 요구된다.  

<표 9> 남북한 주민의 교육수준별 평화위협 국가 인식 

(단위: %)

교육수준에 따라 남북한 주민의 주변국 위협인식에도 차이가 있다. 중

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한국인의 대북위협인식은 대학교 이상 학력자 

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3차 북한 핵실험이 있던 2013년 이후로 이러한 추

세는 역전이 된다. 중국과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위협인식은 학력별로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 교육수준별 북한주민의 위협인식에서는 대학교 

이상 학력을 가진 응답자들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2014년 85%에 이르렀

던 대학교 이상 북한 응답자들의 대미위협인식은 2015년 46.4%로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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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주민¹ 북한주민²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구분 2012 2013 2014 2015

19-29세 12.0 11.0 3.6 3.6 4.4 20-29세 68.3 74.4 95.3 65.1

30-39세 8.9 12.1 4.4 6.3 6.3 30-39세 54.5 62.1 69.2 60.0

40-49세 10.4 9.4 6.6 7.6 4.4 40-49세 66.7 68.4 53.8 80.0

50-59세 5.1 6.9 3.0 4.7 4.3 50-59세 81.3 87.5 78.9 68.8

60대 이상 1.1 5.3 4.0 2.9 3.9 60대 이상 58.3 75.0 73.3 0.0

합계(N) 103 114 53 65 56 합계(N) 80 93 106 94

비고: 북한주민의 10대는 결측값 처리함

1) χ²=1006.92 p<0.001, 2) χ²=28.84 p<0.05

비해 크게 감소했고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은 2014년 10.0%에서 2015년 

28.6%로, 일본의 경우 2014년 5%에서 2015년 25%로 각각 응답율이 증가

하였다. 이는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았던 재북학력자들의 미국, 중국, 일

본에 대한 위협인식이 2015년에 들어 증감의 추세 변화가 처음 일어났다

는 점에서 향후 추이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표 10> 남북한 주민의 연령대별 대미위협인식

(단위: %)

다음은 연령대를 통해 본 남북한주민들의 위협인식 비교이다. 앞서 언

급한 것처럼 남한주민들의 미국에 대한 위협인식은 러시아 다음으로 가

장 낮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한국인의 연령대별 대미위협인식의 격차

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즉 미국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

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모든 연령대에 공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

한주민 응답자의 경우 2015년 들어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미국

에 대한 위협인식이 감소하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20대 북한주민의 대

미위협인식이 2014년 95.3%(43명 중 41명)에서 2015년 65.1%(43명 중 28

명)로 30.2%p로 줄어들었다. 60대를 제외하고 변화의 폭이 가장 크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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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주민 북한주민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구분 2012 2013 2014 2015

19-29세 52.3 44.7 59.2 54.4 57.5 20-29세 12.2 0.0 0.0 2.3

30-39세 43.0 40.8 58.5 48.1 52.5 30-39세 4.5 3.4 3.8 0.0

40-49세 35.5 45.6 49.8 43.4 57.5 40-49세 3.3 2.6 0.0 0.0

50-59세 52.0 51.7 59.6 51.1 53.0 50-59세 12.5 0.0 0.0 0.0

60대 이상 56.2 67.4 61.0 58.8 52.9 60대 이상 8.3 0.0 13.3 0.0

합계(N) 552 568 683 598 657 합계(N) 10 2 3 1

비고: 북한주민의 10대는 결측값 처리함

 1) χ²=1006.92 p<0.001, 2) χ²=28.84 p<0.05

어난 연령대가 북한주민의 20대라는 점에서 향후 세밀한 관찰이 요구된

다.

<표 11> 남북한 주민의 연령대별 상호위협 인식

(단위: %)

한국인의 연령대별 대북 위협인식이 2011년, 2012년에는 차이의 확장

이 일어났으나 2013년과 2015년 다시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 차후 추

세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남한주민은 연령대에 관계없이 북

한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북한주민 응답자의 대남위협인식은 매우 낮

다. 즉 북한주민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한국을 위협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다. 남북한 주민들의 상호위협인식의 비대칭성이 발견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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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주민 북한주민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구분 2012 2013 2014 2015

19-29세 24.0 28.2 21.6 18.1 24.6 20-29세 19.5 23.3 2.3 14.0

30-39세 36.4 32.6 20.4 20.7 24.8 30-39세 40.9 20.7 15.4 26.7

40-49세 39.4 33.9 26.9 18.4 21.5 40-49세 16.7 21.1 33.3 11.4

50-59세 33.6 30.3 15.6 16.3 25.7 50-59세 6.3 6.3 5.3 31.3

60대 이상 31.5 20.0 22.0 7.8 19.9 60대 이상 33.3 25.0 6.7 33.3

합계(N) 403 366 256 210 280 합계(N) 27 26 20 28

비고: 북한주민의 10대는 결측값 처리함

1) χ²=1006.92 p<0.001, 2) χ²=28.84 p<0.05

<표 12> 남북한 주민의 연령대별 대중위협인식

(단위: %)

남한주민의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2015년 들어 다시 증가로 전환되었다. 

또한 연령대별 대중위협인식 차이도 2015년 들어 상당히 좁혀졌음을 알 

수 있다. 유효 표본수가 상대적으로 작았던 60대를 제외할 경우 남한주

민의 대중위협인식 감소의 진폭이 가장 컸던 연령대는 40대(-21%p), 대

중위협인식의 증가의 진폭이 가장 컸던 연령대는 50대(+9.4%p)로 나타났

다. 남한주민에 비해 북한주민의 대중위협인식의 세대별 편차의 폭은 컸

다. 다만 2015년 들어 대중위협인식 증가는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

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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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주변국 통일 희망

한반도의 통일이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이루어내야 할 민족의 과업임

은 분명하지만 국제적인 협조체계 없이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분단의 상황 및 통일된 한반도가 주변국 이익에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통일된 한반도가 동아시아에 미칠 영향과 변화를 고려할 때 통일의 과정

에서 주변국의 중첩된 이익을 조정하고 협조를 이끌어내는 일은 매우 중

요하다. 그렇기에 주변국이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남북한 주민들은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통일을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및 통일외교전략 수립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통일평화연구원은 이러한 맥락에서 한반도 평

화공존과 통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국의 통일 희망을 살

펴보는 조사를 실시하였다. 남북한주민들에게 “다음의 국가(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

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남과 북이 통일을 지향하

고 있다는 점에서 남한과 북한은 변수에서 제외하였고 북한주민들에게

는 “북한에 살고 있을 때”라고 질문함으로 남한사회로 이주 전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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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희망정도
남한주민¹ 북한주민²

2011 2012 2013 2014 2015 2012 2013 2014 2015

미국

원함 38.1 40.0 40.6 41.1 48.1 31.7 19.5 21.1 33.1

원하지 않음 61.9 60.1 59.4 58.9 51.9 68.3 80.5 78.9 66.9

합계 (N) 1,201 1,200 1,200 1,195 1,200 126 133 147 145

중국

원함 10.2 10.5 18.3 19.2 22.3 15.0 16.7 14.9 14.4

원하지 않음 89.8 89.6 81.7 80.7 77.6 85.0 83.3 85.1 85.6

합계 (N) 1,200 1,200 1,200 1,198 1,199 127 132 148 146

일본

원함 13.5 11.9 14.4 12.6 14.0 10.5 6.8 6.8 8.3

원하지 않음 86.5 88.1 85.6 87.4 86.0 89.5 93.2 93.2 91.7

합계 (N) 1,201 1,200 1,200 1,197 1,199 124 132 146 145

러시아

원함 15.8 14.3 17.6 16.5 17.0 32.5 34.4 30.1 26.6

원하지 않음 84.3 85.8 82.4 83.5 83.0 67.5 65.6 69.9 73.4

합계 (N) 1,200 1,200 1,200 1,195 1,198 123 131 146 143

비고: ‘원함’=‘매우 원한다’+‘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음’=‘원하지 않는 편이다’+‘전혀 

원하지 않는다’를 합하여 계산함

1) 미국: χ²=291.70 p<0.001, 중국: χ²=241.89 p<0.001, 일본: χ²=191.14 p<0.001, 러시

아: χ²=108.46 p<0.001 2) 미국: χ²=14.71 p>0.05, 중국: χ²=6.24 p>0.05, 일본: χ²=6.9 

p>0.05, 러시아: χ²=10.2 p>0.05

<표 13>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 희망 정도

(단위: %)

많은 한국인은 주변국들이 한반도 통일을 적극적으로 희망하지 않을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미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한다는 응답률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2015년의 경우 조사대상의 51.9%가 넘은 

남한주민들은 미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응답하였다. 

높은 수준의 대미친밀감, 낮은 수준의 대미위협인식을 고려할 때 남한주

민들은 미국의 통일희망에 대해 상당히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을 제외한 주변국들의 통일희망에 대해 한국인은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중국, 러시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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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지난 5년간의 평균 응답률은 각각 86.7%, 83.9%, 83.8%이었다. 즉 

주변국들은 한반도 통일을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관적 

판단이 한국인에게 팽배함을 알 수 있다. 연도별 추세에서 한 가지 주목

되는 것은 중국의 통일희망에 대한 남한주민의 인식이다. 2011년 중국의 

한반도 통일희망은 10.2%로 주변국 가운데 가장 낮았으나 2013년에는 

18.3%로 증가함으로 두 번째로 높은 나라가 되었으며 2015년의 응답률도 

22.3%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이는 앞서 언급한 한국인의 대중친밀

감의 변화와 같은 흐름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인의 우호적인 대

중인식이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고 원할 것’이라는 판단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북한주민들 또한 주변국들이 한반도 통일을 희망하지 않을 것으로 인

식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난 4년간의 평균 응답률은 73.7%, 84.8%, 92%, 69.2%로 매우 높게 나타

났다. 북한주민 응답자의 미국의 통일희망 부분에서 이례적인 점은 미국

이 한반도 통일을 원한다는 응답이 2013년 19.5%, 2014년 21.1%, 2015년 

33.1%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을 가장 위협적으로 인식하면서

도 한반도 통일을 원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주민

의 조사 대상자들은 중국을 가장 가깝게 인식하지만 중국이 한반도의 통

일을 원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매우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주민 응답자의 대중친밀감과 통일희망인식에는 일정 부분 간격이 있음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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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맺음말

최근 4~5년간 남북한 주민들의 주변국 인식 조사에서 주목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변국 인식의 고정적인 패턴에서의 변화의 가능성

이다. 한국의 대미친밀감과 북한의 대중친밀감은 여전히 주민들 사이에 

견고하게 내재되어 있다. 특히 남한주민의 미국에 대한 우호인식은 점차 

강해지며 세대별 인식 차이도 상당히 좁혀지고 있었다. 중국보다도 낮아

진 남한주민의 북한에 대한 호감도는 북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반영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북한주민의 중국에 대한 친밀감은 이전보

다 약해지고 남한에 대한 호감도는 증가하였다. 남한주민의 대북위협인

식, 북한주민의 대미위협인식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고착화가 가중되

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중국과 남북한 상호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의 가능성이 나

타난다. 여기에는 대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가진 남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가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남한주민의 경우 대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들에게서 대북 친밀감 하락, 대중 친밀감 상승이 두드러졌다. 대

학 이상의 재북학력을 가진 북한주민들에서 중국에 대한 친밀감 하락 및 

위협인식 증가, 한국에 대한 우호인식이 증가, 미국에 대한 위협인식 감

소가 현저히 나타났다.

셋째, 남북한 주민들의 20, 30대의 주변국 인식 변화가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향후 세대별 인식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한주민의 대

미, 대북친밀감에서 20대는 가장 뚜렷한 변화를 보였고, 그동안 증가하

던 북한주민의 대미위협인식의 감소, 감소하던 대중위협인식의 증가를 

견인했던 연령대가 20, 30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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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남북한 주민들은 주변국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으

로 판단하고 있다. 한미간, 북중간의 친밀감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

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통일희망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남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설문조사 데이터들을 통해 비교한다는 것은 

방법론적인 한계를 내포한다. 샘플의 대표성 즉 제한된 표집대상의 결과

를 통해 전체의 인식으로 간주하는 점과 비대칭성 즉 남한주민보다 상대

적으로 적은 북한주민의 유효표본수를 통해 데이터를 비교하는 점에서 

결과에 대한 단정이나 성급한 일반화는 지양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북

한주민의 경우 남한사회로 정착 후의 인식 변형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할 수는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탈북한지 1년 이내로 모

집단을 제한하는 방식과 남북한 주민들에게 동일한 항목에 대한 시계열

적 자료구축을 시도한 부분은 조사방법론 상의 한계를 최소화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누적된 조사결과를 통해 연도별 특징과 추세를 파악하

는 것은 인식의 지속과 변화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의 준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시기에 따라 남북한 주민들의 주변국 이미지가 변화

하는 구체적 이유를 논증하는 것은 차후 연구에서 보완될 수 있을 것이

다.

■ 접수: 2016년 5월 11일 / 심사: 2016년 5월 12일 / 게재확정: 2016년 6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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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Analysis of North and South Korean Perceptions 

toward Neighboring Countries 

Choi, Gyubin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perceptions and images of North 

and South Korean people based on the interview results. The data used in 

this paper is collected from “Unification Attitude Survey” and “Attitude of 

North Korean Defectors Survey” conducted by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By investigating three 

different perceptions which are friendliness, threat, and unification this 

paper especially pays attention to the main features of North and South 

Koreans’ perceptions and images toward neighboring countries. It also 

explores differenc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s and changes in 

public attitudes and awareness that have occurred for the last four or five 

years.

The main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four-fold. First, despite the 

respective high level of friendliness of South Koreans toward the United 

States and of North Koreans toward China, those perceptions are changing. 

Second, there is asymmetry of mutual perceptions or images between the 

two Koreans. Third, in spite of increased friendliness of South Koreans 

toward China and the continued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threat perceptions of North and South Korean people are fl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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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빈(Choi, Gyubin)

영국 리즈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학위 논문의 주제는 The Evolution and Practice of Economic 

Statecraft in South Korea: The Case Study of South Korea’s Positive Engagement towards North 

Korea 이며 최근 논문으로는 The strategic use of positive economic incentives of the Kim 

Dae-jung and Roh Moo-hyun government: its promises and limitations 이 있다.

Lastly, it reveals that both North and South Koreans have an overall negative 

view of whether neighboring countries want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Key words: perceptions of North and South Korean people, neighboring 

countries, friendliness perceptions, threat perceptions,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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