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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시민들의 심리적 반응의 매커니즘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계층’ 간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살펴보았다. 계층을 객관적 계층위치와 주관적 
계층의식 간의 불일치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으며 여론조사 분석 결과 객관적 계층위치와 주
관적 계층인식의 괴리라는 경제적 요인의 영향력은 미미하고 통일의 필요성, 한국 사회 신뢰, 이념 
등의 정치적 요인들이 한국인들의 탈북자에 대한 태도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요인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나타난 서구의 연구들과는 일치하지 않
는 것으로 한국적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탈북자를 다문화인으로 간주하기는 하나 여전히 ‘동
포’ 또는 ‘한민족’이라는 관념이 있으며 아직은 남한 사람들과 탈북자 간에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
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 실업률 증가 및 일자
리 부족 현상 등 경제침체가 계속될 경우 탈북자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태도는 서구의 경우처
럼 보다 경제적 차원을 띠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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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본 연구는 계층과 탈북자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살펴
보았다.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정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계층 간 갈
등을 나타내는 사회계층의 이동성 지표와 양극화 지수가 그 심각한 수준을 
잘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사회계층 이동성에 대한 다수의 연구들(임창규, 

2009; 김성태 외, 2013; 민인식 · 최필선 2015) 중에서 민인식 · 최필선(2015)

의 연구를 살펴보면 2,000명을 표본으로 추출해 2004~2013년 10년 동안 
추적 분석한 결과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일반계 고등학교 진
학 비율이 높았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해 졸업 
후 바로 취업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고교 성적 역시 상위 등급인 것이 확인되었다(민인식 · 최필
선, 2015).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계층의 이동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양극화 지수로 사회계층 간의 격차를 분석하기도 하는데 중위소득
계층과 타 계층의 소득 간 차이를 통해 중산층의 추이를 나타내는 울프슨
(Wolfson)지수를 중위소득계층 비율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40개 국가 
중 21위로 중간정도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연옥, 2013). 또한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Gini Index)의 경우에도 한국은 
0.302로 OECD 34개국 중 16위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 2015). 덧붙여 임
금의 양극화도 사회계층 간의 격차를 현저하게 보여준다. 2016년 5월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개한 2014년 기준 임금 10분위 배율(임금 하
위 10% 대비 상위 10%의 배율)에 따르면 한국은 4.8배로 OECD 34개 국
가 중 32위에 그쳤다.1 이스라엘(4.9배)과 미국(5.0배)만이 한국보다 낮은 수
준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 당시 4.9배였던 것과 비교해 지난 14년 동안 거
의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2에서 향후 임금 격차의 개선 가능성도 낮은 상황

 1. ｢‘임금양극화’ OECD 3위｣, 경향신문 2016년 5월 12일, http://news.khan.co.kr(검
색일: 2016.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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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경향신문, 2016).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사회적 분열 양상은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
회로의 급격히 전환하고 있다는 사실과 맞물려 국민적 통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거주 외국인 숫자가 백만 명을 훌쩍 뛰어 넘어 이미 남한 인구의 
2%를 넘어섰다(이명진 외, 2010). 다문화사회를 논의할 때 우리는 주로 외
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를 떠올리지만 ‘다문화인’ 이라는 범주 안에 북한
이탈주민 또는 탈북자도 엄연히 포함된다. 다른 다문화인과는 달리 탈북자는 
같은 동포이자 한민족이며 분단 상황의 산물이라는 특이성을 갖는다. 2000년
대 들어 탈북자의 수는 연간 천 명을 넘어섰고, 2006년부터는 연간 2천명을 
넘어서며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손애리 · 이내영, 2012). 2016년 1월 기준
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총 26,634명으로 추정된다. 이러
한 상황은 향후 남한사람들과 탈북자들, 그리고 외국인 이민자들 간에 다양
한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서 나타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게 만든다(권수현, 

2011). 따라서 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은 계층 간 갈등 심화와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변화의 거센 물
결 속에서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탈북자
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 궁극적으로 통일 이후의 우
리 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김상학, 2004).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시민들의 심리적 반응의 매커니즘이 무엇
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계층’ 간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살
펴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한국인의 객관적 계층위치와 주
관적 계층의식 간의 불일치성과 그것이 탈북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자 한다. 어떤 개인은 자신이 속한 객관적 계급위치와 일치하는 주
관적 계층의식을 가질 수 있으나, 그러한 일치성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구에 따르면 월평균 가구 소득 기준으로 중산층
에 속하는 사람 중 스스로를 하류층에 속한다고 평가한 사람이 41.2%에 이

 2. 2012년 한때 한국의 임금격차 비율은 4.6배로 잠시 줄어든 바 있으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이후 다시 4.8배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 당시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경향신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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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 이러한 불일치 현상은 모든 계층에 걸쳐 고르게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송한나 외, 2013). 또한 우리사회는 객관적으로 파악되는 중산층의 범
위보다 설문에서 드러나는 주관적 중산층이 훨씬 더 많게 나타난다(서광민, 

2009). 특히 우리나라처럼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가 극심화되면서 ‘흙수저’, 

‘금수저’ 논란이 이는 등 심각한 계층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사회의 경우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객관적 계급위치 보다 낮은 주관적 계층의식
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객관적 계급위치와 주관적 계층의식간의 격차
는 흔히 말하는 상대적 박탈감의 만연을 야기하고 이는 사회통합과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본 연구를 통해 보
다 통합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들의 어떠한 측면의 인식변화가 필요하
며 어떠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객관적 계층위치와 주관적 계층의식의 격차

객관적 계층위치는 일반적으로 직업위신이나 생산관계에서의 위치를 바탕
으로 한다(송한나 외, 2013). 따라서 객관적 계층위치에는 개인 스스로가 자
신이 속한 계층위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
다(송한나 외, 2013). 이는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만 사회구성원의 계층이 
전적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장승진, 2013). 객관적 계층위
치가 개인의 계층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실은 계층이 정치행
태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볼 때 우리의 주의를 요한다. 즉, 계층에 대한 연
구를 수행할 때 연구자가 의미하는 계층이 객관적 계층위치인지 아니면 주관
적 계층인식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두 가지 측면의 계층 중 어느 
한 가지 측면만으로 특정 정치현상을 설명하려 한다면 그것은 완전하지 못한 
설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3 본 연구는 계층에 대한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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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을 동시에 검토하고자 하며 이 두 가지 측면의 계층 간의 불일치 현상에 
주목하고자 한다.4

락크우드(Lockwood, 1966)에 따르면 주관적 계층의식은 개인들의 권력과 
특권에 대한 스스로의 경험을 상징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주관적 계층의식은 다양하게 정의내려지는데 “한 사회의 계급 구조 내에서 
특정한 계급에 느끼는 심정적 일체감(또는 다른 계급을 향한 적대감)”(장상
수, 1996: 181)이라고도 정의되며,5 센터스(Centers, 1949)는 주관적 계층의
식은 심리적인 현상으로 특정 계급에의 소속감이며 더 나아가 계급과 감정적
으로 일체감을 느끼는 것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현상으로 정의한다. 반면에 
재크맨‧ 재크맨(Jackman and Jackman, 1973)은 센터스와는 달리 주관적 계
층의식은 특정 계급에 대한 감정적 일체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계급 위치에 대한 개인들의 인지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송한나 외(2013: 98)

는 주관적 계층의식을 “주관적으로 자신의 사회 경제적 위계상 지위를 인지 
및 판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랜데커(Landecker, 1963)는 계층의식에는 인
지적(cognitive)과 감정적(affective) 구성요소가 있으며 이 둘의 차별성을 강
조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계층 귀속을 감정적 일체감을 포함하지 않는 협의
의 개념으로 정의내리고자 한다. 즉, 장상수(1996)와 송한나 외(2013)의 개
념정의와 유사하게 개인들이 스스로가 속해 있다고 믿는 집단이 사회 전체에
서 차지하는 위계 서열상의 위치에 대한 인지를 주관적 계층의식이라고 보았
다.

3. 장승진(2013)은 선거에서의 선택이나 일상적인 정치적 선호에 있어 유권자가 속한 
객관적 조건보다는 오히려 스스로가 인식하는 사회에서의 주관적 계층위치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4. 홍두승(2005)은 중산층에 관한 연구에서 시대변화에 따라 중산층의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의 중요성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1980년대 한국의 
경우와 같이 중산층의 규모를 늘려서 경제적 안정을 추구할 때는 객관적 계층위치로
서의 중산층이 강조되고 2000년대와 같이 계층 간의 불평등 및 양극화의 심화가 사
회문제로 대두될 때는 주관적 계층의식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5. 이어지는 주관적 계층의식에 대한 연구자들의 정의는 장상수(1996)를 참고하여 정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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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계층위치와 주관적 계층의식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선행
연구들은 계층위치와 계층의식 간에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Mark, 

1978; Mannheim, 1936).6 예를 들어, 바네만(Vanneman, 1980)은 영국인들
과 미국인들의 계층의식에 대한 비교 연구에서 직업위신, 소득, 교육 수준은 
두 나라에서 모두 주관적 계층의식에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밝혔
다. 구체적으로 직업위신에 있어서 14% 차이는 중산층 소속의식을 약 6%가
량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왔으며, 소득 수준에 있어서 50%의 상승은 미국과 
영국에서 각각 8%, 11% 중산층 귀속의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교육수준이 1년 늘어날수록 중산층 귀속의식이 미국인의 경우 9%, 영국
인의 경우 7%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계층에 대한 객관
적 위치와 주관적 인식은 양자 간 강력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러한 결과는 영국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계층의식이 덜 발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었다. 유사하게 바네만‧ 캐
논(Vanneman and Cannon, 1987)의 연구도 객관적인 계층위치와 주관적 
계층귀속의식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정신노동
(mental labor)을 하며 다른 사람들을 감독 및 관리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
람들의 경우 자신의 계층위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단순히 소득
이나 교육 수준보다 ‘권력(power)’ 소유 여부가 미국인들의 주관적 계층인식
에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징그래프‧ 슐만(Zingraff and Schulman, 1984)의 연구에 따르면 강
한 계층의식은 낮은 소득수준, 불안정한 직장, 노조 가입, 낮은 직업 만족도 
등과 연관성이 있었다. 이 중에서도 개인의 소득수준은 주관적 계층의식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베이스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들은 이러한 발견
은 노동자 계층의식의 주요 근원으로 경제적, 직업적 불안정성 등 경제적 박
탈을 강조하는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해석하였다. 한편 데이비스‧ 로빈
슨(Davis and Robinson, 1988)은 남성과 여성 간의 주관적 계층의식의 차이

 6. 한편 김병조(2000)에 따르면 객관적인 계층위치와 계층귀속의식 간에 관련성이 있다
는 연구들은 주로 계량적인 연구들에 한정되어 있고 질적인 연구들(Giddens, 1973; 
Mann, 1973)은 객관적 노동계급이 집합적 계급행동의 담당자로 등장하지 않으며 그 
이유로 노동자 계급의 ‘허위의식’을 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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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연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자신이 어느 계층에 속하는지 답변하는
데 있어 스스로의 교육과 소득 수준을 중요하게 간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경제적, 인구통계학적 변화 및 여성운동으로 인해 남편에 
의해 주관적 계층인식이 영향 받는 ‘borrowing model’로부터 여성 스스로의 
경제적 특성에 의해 영향 받는 ‘independence model’로 이동하고 있다고 지
적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심슨 외(Simpson et al., 1988)는 성별에 따른 계
층의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 모두 직업
에 따라 주관적 계층의식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밝혀냈다. 저자들은 남성
과 여성 간의 계층의식 형성에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예를 들어 남
성의 경우 직장 내 엄격한 위계질서 하에서 생활을 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반면 여성의 경우 노조 가입여부 등이 계층의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남녀 간의 뚜렷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남녀 모두 객관적 계층위치의 중요한 요소인 직업에 의해 주관적 계층의식이 
상당부분 형성된다는 점이다. 

소스나드 외(Sosnaud et al., 2013)는 미국 유권자의 주관적인 계층 구분
이 객관적인 계급과 다른지 분석하여 이 차이가 투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미국인의 주관적 계층과 객관적 계급 간의 상당한 차
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상류 계급은 3분의 2 이상이 자신의 주관적인 
계층을 낮게 보고 있으며 중산계급의 경우 절반이 계급과 유사한 계층 의식
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노동 계급은 3분의 1 이상이 더 높은 계층의식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투표행태와 연관지어 살펴본 결
과 객관적 계급보다 주관적 계층의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의 경우 공화당
에 투표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이 서구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주관적 계층 귀속의식이 객관적인 계층위치와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답은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7 몇몇 소수의 예를 들
면, 서광민(2009)은 주관적 계층의식이 소득, 직업, 교육수준 등의 객관적 기

 7. 이병훈‧ 윤정향(2006)은 계층의 구조, 형성, 투쟁 등 여러 범주별로 적잖은 연구들이 
축적되어 왔으나 주관적 계층의식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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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따라 분류되는 사회계층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계층 귀속의식이 실
제의 계층 위치보다 과대하거나 중간층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
였다. 또한 장상수(1996)와 홍두승(1983)도 객관적 계층위치와 계층 귀속의
식의 불일치성을 검토하였는데 이들에 따르면 사람들의 계층구조 속에서 자
신을 중간에 위치시키고자 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으며 자원이 유사한 사람들
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준거집단(reference group)을 기준으로 자신의 계층위
치를 인식하기 때문에 객관적 계층위치와 주관적 계층인식이 조응하지 않는
다고 주장하였다.8 김병조(2000)는 이들 선행연구들의 예를 들면서 중간층 
귀속의식 비율이 객관적인 중간계층의 비율보다 대체적으로 높기 때문에 한
국인들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계층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언급한다. 한편, 이창순(1988)의 경우 객관적 계층위
치와 주관적 계층인식의 불일치성과 정치이념의 관련성을 논의하였는데 그
에 따르면 객관적 지위에 비해 주관적 인식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보수적 성
향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객관적 지위에 비해 주관적 인식이 낮은 사람은 급
진적인 성향을 갖으며, 객관적 지위와 주관적 인식이 모두 다 낮은 경우 극
좌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조동기(2006)의 경우, 계층의 객관적 지표와 중간계층 귀속의식의 지역적 
괴리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객관적 기준으로 측정된 중산층 비율
이 낮은 충북 지역에서 주관적 중간계층 귀속의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반면에 서울, 경기 인천 등은 중산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주관적 귀속계층에서 중간계층의 비율은 오히려 낮은 경향성을 보였다. 이와 
유사하게, 이병훈‧ 윤정향(2006)도 거주지에 따른 계층의식과 객관적 계층위
치간의 괴리를 보여준다.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비해 도 지역의 거
주자는 주관적 계층의식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반면 여타 대도시지역 거주
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주관적 계층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저자들
은 대도시 지역 거주자들이 생활여건의 격차로 인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8. 켈리‧ 에반스(Kelly and Evans, 1995)도 준거집단과정이론을 제시하며 계층의식의 형
성에 있어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즉, 부모, 배우자, 형제, 친척 등의 핵
심적 준거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형성되며 결과적으로 
객관적 계층위치와는 조응하지 않는 주관적 계층의식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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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가 거
주지에 투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송한나 외(2013)는 한국 사회에서의 객관적 계급위치와 주관적 계층의식 
간의 상응정도와 두 요소 간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대응
분석을 통해 객관적 계급위치와 주관적 계층의식의 상대적 거리 점수를 도출
해냈으며, 분석결과 월평균 가구소득인 높을수록, 문화자본(아버지 교육수준, 

문화소양, 문화예술교육경험)이 많을수록, 사회자본(가족, 친 · 인척의 사회적 
연결망)이 많을수록, 경제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문화에 대한 가치를 높게 부
여할수록, 정치적으로 보수적이고, 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객관적 계
급적 위치보다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강희경(2016)은 계층과 투표 행태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계
층 균열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되는 18대 대선을 분석하였다. 

소득이나 직업과 같이 계층적 위치를 알려주는 객관적 계급과 객관적 변수이
지만 주관적 평가의 의미를 담고 있는 대상 변수, 계층 귀속 의식을 담는 주
관적 계층 변수로 계층을 나누어 18대 대선 투표행태를 살펴보았다. 연구결
과 주관적으로 중하위층에서 중상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박근혜 후보 지지율
은 상승하였고 문재인 후보 지지율은 하락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승진(2013)은 한국 유권자들의 주관적 계층의식에 심각한 
비대칭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중하위계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31%, 하위 계층에 속한다는 응답은 10%였으나 스스로가 상위 또는 중상
위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자는 이러한 비대칭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주관
적 계층의식이 객관적인 계층위치를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 원 미만으로 가장 낮은 집단 중에는 하위계층에 
속한다는 의식이 30%를 넘어서는데 반해 다른 집단에서는 10%에도 미치지 
못하며,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의 경우에는 스스로가 
중상위 계층에 속한다는 의식 또한 약 19%로 다른 계층들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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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탈북자에 대한 태도

그렇다면 객관적 계층위치와 주관적 계층인식 간의 격차는 탈북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본 연구의 핵심 연구 질문인 이 주제에 대한 답
변은 두 가지 중의 하나일 수 있다. 첫째, 혹자는 탈북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국민의 세금부담도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생기고 있으며(윤인진, 2009; 윤
인진 · 송영호, 2013), 이로 인해 탈북자에 대한 반감도 증가할 것이라 주장
한다. 이러한 논리는 특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 상대적
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더욱 탈북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
질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전쟁과 분단의 경험으로부터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고 남북 간에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면서 북한에 대해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보다는 현실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손
애리 · 이내영, 2013), 이러한 현실적인 인식은 한국인들이 탈북자를 대할 때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객관적 계층위치와 주관적 
계층인식 간의 불일치를 가진 사람들일수록 탈북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반대의 논리도 가능하다. 탈북자의 수가 급증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은 매우 낮아서 이들을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상대 또는 세금 
부담을 지우는 집단으로 일반인들이 인식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가능성
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적 요인보다는 이념, 사회에 대한 신뢰, 통일
에 대한 태도 등의 정치적 변수들이 탈북자에 대한 태도에 더욱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객관적 계층위치와 주관적 계층인
식간의 괴리는 아직은 탈북자에 대한 태도 형성의 중요한 요인으로서 작용하
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위의 두 가능성은 탈북자와 관련한 선행연
구와의 연관성 속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탈북자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
도 연구를 살펴보면 다소 상반된 결과가 혼재되어 있다. 먼저 김상학(2004)

은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동성애자 등과의 비교를 통해 탈북자들은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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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그들 자신의 선택에 의해 한국사회에 진입하였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탈북자에 대해 장애인에 대해서와 같은 온정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
하였다. 저자는 특히 탈북자의 증가는 남한의 경제적 부담을 늘리는 등과 같
은 현실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늘어나고 있
다고 지적하였다. 유사하게, 권수현(2011)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 
세 명 중 한 명만이 탈북자를 친근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저자는 같은 민족이지만 60년 이상 다른 체제하에서 살아온 간극이 존재한
다는 증거라고 해석하였다. 또한 조용관(2004)은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 
유일사상 및 증오사상의 내면화, 집단주의 교육 경험으로 인해 거짓말을 하
거나 비방하는 등 남한 사람들이 꺼려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남한사람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명진 외(2010)는 탈북자에 대한 태도와 여러 다른 나라로부터 온 
외국인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가 가장 가깝고 바로 그 뒤를 탈북자가 뒤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탈북자에 대해 가깝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자식의 그리고 자신의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항목에 
대해 미국인에 대한 찬성이 크게 줄어드는 반면 탈북자에 대한 찬성은 타외
국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았다. 윤인진(2002)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
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지나친 보상을 기대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이 통
일 이후의 남북한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이지만 재외탈북자의 국내입국에 대
해서는 세금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이유로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인진‧ 송영호(2013)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탈북자와 피상적이고 공식적인 이차집단의 관계(동네이웃 또는 직장동료)는 
허용하나 친밀한 일차집단의 관계(사업동업자 또는 결혼상대자)는 기피한다
고 요약한다. 

그렇다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 형성에는 어떤 요인이 영
향을 미치는 것일까?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요인들을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이
탈주민에 대한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권수현(2011)은 경제적 
요인보다 문화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국가정체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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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 성별과 교육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자영업, 비경제활동인구, 주관적 경제만족 등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한편, 김혜숙(2002)은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탈
북자에 대해 우호적이며 남성이 여성보다 긍정적인 대북 태도를 갖는 것을 
발견하였다. 손애리‧ 이내영(2012)의 연구는 경제적 이해관계 관련한 변수들
의 영향력은 미미한 반면 진보적 성향을 가질수록 탈북자에 대해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경재 외(2004)는 권위주의적 성향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특히 공감정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권
위주의적 성향이 강할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작
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계민‧ 정진경(2005)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접
촉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신뢰,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접촉경험이 없는 집
단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연민의 정서가 매우 높고, 

신뢰와 사회적 거리감은 중간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접촉경험
이 있는 집단의 경우 보호담당 형사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
정적인 정서를 가졌으며 신뢰가 낮고 사회적으로 거리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대안학교 교사들의 경우 긍정적인 정서와 높은 신뢰 및 낮은 사회
적 거리감을 보였다. 한편, 이수정‧ 양계민(2013)은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거
주하는 인천 논현동을 대상으로 남한주민들의 북한출신주민에 대한 인지적 
태도, 정서적 태도, 수용, 신뢰, 접촉의 수준 및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남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사회적 거리감이 작았고, 고소득일수록 사회적 
거리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북한이탈주민들과 접촉빈도가 많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서가 긍정적이고, 사회적 거리감도 적은 것을 발견하
였다. 

다음으로, 권수현‧ 송영훈(2015)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통일의식조
사를 활용하여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에게 갖는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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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통일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할수록, 

북한정권을 대화상대로 생각할수록, 북한(주민)과의 경험이 많을수록, 수입이 
많을수록, 주관적 계층의식이 낮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이 낮게 나타났다. 

한편, 이자영‧ 김현아(2016)는 남한의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수용성, 권위
주의, 사회정체성, 통일인식 등 심리적 변인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 인
지(고정관념), 정서(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 행동(사회적 거리감)에 주는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저자들의 분석 결과는 직업군인의 수용성과 통일
인식이 인지, 정서, 행동 편견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군인으로서
의 사회정체성이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며 사
회적 거리감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은 탈북자에 대한 우리나라에서의 연구에 국한한다. 그러나 
탈북자는 법적 지위와 민족적 근원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절대적 소
수집단에 속한다는 점에서 외국인 이주자와 유사한 집단으로 분류될 수도 있
다(권수현, 2011).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탈북자들을 ‘민족’보다는 ‘다문화’

의 시각에서 바라보며 다문화에 대한 폭넓은 수용이 탈북자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 형성으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있다(윤인진 · 송영호, 2013).9 이러한 점에
서 이민자에 대한 태도를 고찰한 다수의 해외 연구들을 검토하여 탈북자에 
대한 태도 연구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10 이민자에 대한 태도 
연구에서 해외 연구들이 가장 주목한 것은 바로 경제적 요인이었다. 많은 학
자들이(Goldin, 1994; Timmer and Williamson, 1998; Scheve and Slaughter, 

2001; Esses et al., 2001; Mayda, 2006; Hainmueller and Hiscox, 2007; 

Semyonov et al., 2008)이 기술수준이 낮고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이
민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노동경제이론
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이민자들은 경제적 동기로 이주를 결심한 경우가 많고 
이들 중 대부분이 비숙련 노동자인 경우가 많아 유입국의 하위계층 노동자들

 9. 유지웅(2007)은 우리나라에서 탈북자들은 한민족, 통일의 역군, 난민, 이주민, 다문화
적 소수자등 다양한 정체성을 부여받아왔다고 지적한다. 

10. 해외의 연구들에 대한 요약은 권수현(2011)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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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주자들을 경쟁상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비숙련직 노동자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세금 문제로 이해 이주자들과 경제적으로 경쟁관
계에 놓을 수도 있다(손애리 · 이내영, 2012). 손애리 · 이내영(2012)은 파치
니 · 마이다(Facchini and Mayda, 2006)의 연구를 인용하며 일반인들의 이주
자에 대한 태도는 정부가 이주자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 국
민에게 조세부담을 얼마나 지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탈북자의 경
우 조세부담의 영향력이 더 뚜렷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저자들은 
2012년 기준 1인 세대에게 약 1천9백 만 원의 주거비, 정착금 외에 교육과 
취업 지원금 등이 제공되는데 탈북자 수의 증가추세를 봤을 때 곧 재원마련 
방안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정치이념 변수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연구들(Citrin et al., 1997; Chandler and Tsai, 2001; 

Gorodzeisky and Semyonov, 2009)에 따르면 보수적인 이념성향을 가진 사
람일수록 이민자에 대해 부정적이며, 반대로 진보적인 이념성향을 가진 사람
은 이민자의 수용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에 
대한 신뢰도 중요한 요인으로 논의된다. 한 사회 내에서 신뢰가 높을수록 타
집단에 대한 편견이 낮기 때문이다(Sullivan and Transue, 1999). 이외에도 
해외의 연구들은 성별, 연령, 종교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의 영향력
에도 주목하고 있으나 이들 변수들의 영향력은 대체적으로 일관되지 않고 혼
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선행연구들에 기반을 두어 본 연구는 객관적 계층위치와 주관적 계층인식
간의 괴리에 주목하며 이 괴리가 현재 한국사회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어서 객관적 계층위치와 주관적 계층인식 간의 불일치
가 북한이탈주민을 대하는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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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방법론

본 연구는 한국정치학회 ·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한국사회 내 갈등요인과 
통일에 대한 유권자 인식조사>를 활용하였다. 주요 종속변수는 한국인의 탈
북자에 대한 태도로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문항을 사용하였다. “귀하께서는 
북한이탈주민(새터민)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
니까?”라는 대질문 하에 ‘동네이웃’, ‘직장동료’, ‘자신이나 자녀의 배우자’의 
세 하위 질문이 구성되어 있는 설문항을 활용하였다. 이 설문항에 대한 응답
은 1은 “매우 불편하다”, 2는 “다소 불편하다”, 3은 “별로 불편하지 않다”, 4

는 “전혀 불편하지 않다”로 불편하지 않다고 응답할수록 탈북자에 대해 긍정
적 태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새터민)에 대
한 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질문을 통해 탈북자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 

이 설문항에 대한 응답은 1은 “매우 반대”, 2는 “대체로 반대”, 3은 “보통”, 

4는 “대체로 동의”, 5는 “매우 동의”로 구성되어 있다.11

한편 객관적 계층위치를 측정하기 위해 직업과 교육수준의 변수를 함께 
고려한 계층위치 변수를 설정하였다. 직업의 경우 ‘경영/관리직(5급 이상의 
고급공무원, 교장, 기업체부장 등)’과 ‘전문/자유직(대학교수, 변호사, 예술가, 

종교가, 언론인 등)’을 5로, ‘사무/기술직(일반회사 사무직, 기술직, 유치원/초/

중/고 교사 등)’과 ‘군인/경찰’을 4로, ‘자영업(종업원 9명 이하의 소규모 업소
주인 및 가족 종사자 등)’과 ‘판매/서비스직(상점점원, 세일즈맨, 보험설계사 
등)’을 3으로, ‘농업/수산업/축산업(가족종사자 포함)’, ‘기능/숙련공(중장비/트
럭운전사, 전자/가전제품 A/S기술자 등)’, ‘일반작업직(토목관계의 현장작업, 

청소, 수위 등)’을 2로, 그리고 ‘가정주부’, ‘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 

11. 종속변수 4개 중 3개(동네이웃, 직장동료, 자신이나 자녀의 배우자로서 수용)는 4개
의 응답카테고리를 가졌으나, 나머지 1개(탈북자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는 5개의 응
답 범주를 가져서 종속변수 4개를 다 더한 합산척도를 사용하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동네이웃으로서 수용, 직장동료로서 수용, 자녀의 배우자로서 
수용의 3개의 종속변수를 합산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별도로 분석을 
실시한 것과 비교했을 때 주요 결과에 큰 변화가 없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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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을 1로 보았다. 교육수준은 ‘초교 이하’를 1로, ‘중학교 졸업’은 2로, ‘고
등학교 졸업’은 3으로, ‘전문대 졸업(3/4학년)’은 4로, ‘4년재 대학 이상’은 5
로 코딩하였다. 이후 직업과 교육수준 변수를 더한 뒤 2~3점을 ‘하류’로, 

4~5점을 ‘중하’로, 6점을 ‘중간’으로, 7~8점을 ‘중상’으로, 9~10점을 ‘상류’

로 계층을 나누었다.12

주관적 계층의식의 경우 “한국사회를 10개의 층으로 나눈다면, 현재 귀하
의 가정은 다음의 각 측면에서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대 
질문 하에 하위 문항으로서 ‘월 소득 수준’, ‘갖고 있는 재산’, ‘문화수준(교육
이나 교양수준)’, ‘사회적 지위(가장의 직업)’의 네 가지 변수를 활용하였다. 

이들 질문에 대한 응답은 1로 점수화된 ‘낮다’부터 10인 ‘높다’까지의 10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후 네 가지 변수를 변수계산을 통해 더하여 4~10점은 
‘하류’로, 11~17점은 ‘중하’로, 18~24점은 ‘중간’으로, 25~31점은 ‘중상’으
로, 32~40점은 ‘상류’로 코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객관적 계층위치와 
주관적 계층인식 모두 하류, 중하, 중간, 중상, 상류의 다섯 가지 범주로 구
분하였다. 객관적 계층위치와 주관적 계층인식 간의 격차는 IV장에서 후술하
듯이 대응분석을 통해 점수를 추출하여 활용하였다. 객관적 계층위치와 주관
적 계층인식의 격차 변수는 본 연구에서 살펴볼 중요한 경제적 요인이다. 경
험적 분석을 통해 이 변수가 탈북자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한국인들의 탈북자에 대한 인지 과정에 있어 세금 부담 및 
경제적 비용 부담 등의 경제적 차원의 매커니즘이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요인들이 탈북자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한국사회 신뢰, 대북관계 관심도, 통일 필요성, 이념 변수들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한국사회 신뢰 변수는 “현재 한국사회는 믿을 수 있는 사회다”

12. 이와 같은 객관적 계층위치에 대한 조작은 여러 연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선행연구들은 객관적 계층위치를 측정하는데 있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대체
적으로 많은 연구들이(최샛별, 2002; 윤인진 · 김상돈, 2008; 금현섭 · 백승주, 2011; 
이정민 외, 2012; 김종성 · 이병훈, 2014) 객관적 계층위치를 측정하는데 직업과 교육
변수를 중요하게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덧붙여 본 연구가 사용한 데이터에는 소득 
변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 계층위치를 측정하는데 사용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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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설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이 설문항은 0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10 

= ‘전적으로 동의한다’의 척도로 이루어져있다. 대북관계 관심도는 “귀하는 
통일을 포함한 대북관계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1 = ‘매우 관심
이 많다’, 2 = ‘조금 관심이 있다’, 3 = ‘별로 관심이 없다’, 4 = ‘전혀 관심
이 없다’)”로 측정하였으며, 통일 필요성은 “귀하께서는 통일이 얼마나 필요
하다고 생각하십니까?(1 = ‘매우 필요하다’, 2 = ‘약간 필요하다’, 3 = ‘별
로 필요하지 않다’, 4 =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는 설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념 변수 역시(0 = ‘진보’ … 10 = ‘보수’) 정치적 변수로서 포함하였다. 이 
외에 통제변수로 성별(0 = ‘여’, 1 = ‘남’)과 연령 변수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IV. 결과

객관적 계층위치와 주관적 계층의식 두 변수를 교차 분석하여 살펴본 결
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객관적 계층의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하류층
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자신은 중간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객관적 지표로 봤을 때 상류층에 속하는 응답자의 경우 
62.5%, 중상층은 59.5%, 중간층은 55.0%, 중하층은 49.4%에 달하는 응답자
가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객
관적 계층위치와는 큰 관계없이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뜻한
다. 특히나 객관적 계층지표로는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 열 명 중 약 여섯 
명이 스스로를 자신의 계층보다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
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인 것은 스스로를 중하층에 귀속한다고 인식한 
응답으로서 객관적 계층 지표로 봤을 때 상류층, 중상층, 중간층, 중하층, 하
류층 속하는 사람들 각각의 18.1%, 24.5%, 31.4%, 34.1%가 스스로를 중하
층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객관적 지표로 봤을 때 중상층에 속하
는 응답자들 네 명 중에 한 명(24.5%), 그리고 중간층에 속하는 사람들 약 
세명 중에 한 명(31.4%)이 현실보다 낮은 계층 귀속의식을 가지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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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계층위치 전체상류 중상 중간 중하 하류

주관적
계층의식

상류
빈도(명) 5 3 9 0 1 18

행 % 27.8% 16.7% 50.0% 0.0% 5.6% 100.0%

열 % 3.1% 0.9% 1.8% 0.0% 0.7% 1.1%

중상
빈도(명) 24 38 34 26 3 125

행 % 19.2% 30.4% 27.2% 20.8% 2.4% 100.0%

열 % 15.0% 11.1% 6.8% 6.1% 2.0% 7.9%

중간
빈도(명) 100 204 275 210 26 815

행 % 12.3% 25.0% 33.7% 25.8% 3.2% 100.0%

열 % 62.5% 59.5% 55.0% 49.4% 17.6% 51.7%

중하
빈도(명) 29 84 157 145 61 476

행 % 6.1% 17.6% 33.0% 30.5% 12.8% 100.0%

열 % 18.1% 24.5% 31.4% 34.1% 41.2% 30.2%

하류
빈도(명) 2 14 25 44 57 142

행 % 1.4% 9.9% 17.6% 31.0% 40.1% 100.0%

열 % 1.3% 4.1% 5.0% 10.4% 38.5% 9.0%

전체
빈도 160 343 500 425 148 1576

행 % 10.2% 21.8% 31.7% 27.0% 9.4% 100.0%

열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정치학회 · 한국리서치의 <한국사회 내 갈등요인과 통일에 대한 유권자 인식조사> 여
론조사를 저자가 통계분석함.

<표 1> 객관적 계층의식과 주관적 계층의식 교차분석

나타났다. 한편 객관적 계층위치로 봤을 때 하류층에 속하는 응답자들의 경
우 다른 계층 범주와는 다소 상이한 응답 결과를 보였다. 이들은 스스로를 
중하 계층에 귀속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1.2%로 가장 많았으며 하류라고 응
답한 비율이 38.5%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객
관적 계층위치와 주관적 계층의식이 정확하게 조응하는 경우보다 일정한 괴
리를 보이는 경우가 더욱 많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객관적 지표로 
봤을때 중상층 이상에 속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이 계층보다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보였다. 또한 대다수의 계층 위치 범주에서 자신들을 중간층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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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계층위치
상류 중상 중간 중하 하류

주관적 
계층의식

상류 0.027 -0.260 -0.428 -0.778 -2.421 

중상 0.099 -0.188 -0.356 -0.706 -2.349 

중간 0.291 0.005 -0.163 -0.514 -2.156 

중하 0.921 0.635 0.467 0.116 -1.526 

하류 2.401 2.115 1.946 1.596 -0.047 

자료: <표 1>과 여론조사를 저자가 통계분석함.

<표 2> 계급위치와 계층의식의 차이 점수

식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는 결과는 우리 사회에 객관적
인 지표로서 드러나는 중산층보다 주관적인 인식으로서 중산층에 귀속 의식
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앞서 살펴본 객관적 계층위치와 주관적 계층의식 간의 유사성과 
비유사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두 변수간의 상대적 거리를 살펴보기 위
해 대응분석을 실시하였다.13 대응분석의 결과로 확인하는 상대적 거리의 경
우 대상간의 거리가 멀수록 유사성은 작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유사성이 크다
고 해석할 수 있다(송한나 외, 2013). 대응분석을 통해 산출된 차원의 점수
를 활용하여 상대적 거리를 구할 수 있는데 객관적 계층위치의 차원의 점수
에서 주관적 계층의식의 차원의 점수의 차를 구하면 상대적 거리 값을 계산
할 수 있다. <표 2>는 객관적 계층위치와 주관적 계층의식의 차원의 점수의 
차를 각각 구한 것이다. 

객관적 계층위치와 주관적 계층의식의 차원의 점수를 통해 산출한 상대적 
거리의 경우, 자신의 객관적 계층위치보다 낮은 계층의식을 가지면 양의 값
으로(+), 높은 계층의식을 가지면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거리는 
부호와 상관없이 그 절대값이 0에 가까울수록 상대적 거리가 짧다. 즉 두 요
인 간의 유사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송한나 외, 2013). <표 2>에 강조된 숫
자들은 절대값이 가장 작은 범주를 의미하는데 객관적 계층위치가 상류계층

13. 본 장의 대응분석 방법과 결과 정리는 송한나 외(2013)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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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불편하다

다소 
불편하다

별로 불편하지 
않다

전혀 불편하지 
않다 전체

동네이웃 30 245 878 446 1599

1.9% 15.3% 54.9% 27.9% 100.0%

직장 동료 40 300 872 387 1599

2.5% 18.8% 54.5% 24.2% 100.0%

자신이나 
자녀의 배우자

208 547 605 238 1598

13.0% 34.3% 37.8% 14.9% 100.0%

자료: <표 1>과 동일.

<표 3> 탈북자와의 관계 수용도

인 경우 상류층 계층의식이, 중상계층의 경우 중간층, 중간계층의 경우 중간
층, 중하계층의 경우 중하층, 하류계층의 경우 하류층 계층의식과의 유사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객관적 지표로 보았을 때 상류, 중
간, 중하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에 조응하는 주관적 계층 귀속의식을 
갖고 있으나 중상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예외적으로 객관적 지표보다 낮은 중
간계층에 귀속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중상층 계층에 속하
는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의 정도가 다른 계층보다 클 것이라는 추
측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우리나라 사람들이 탈북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지 기초 
통계 분석을 실시해보았다. <표 3>에 따르면, 탈북자를 동네 이웃으로서 어
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 별로 불편하지 않다는 응답이 54.9%로 가장 많았으
며, 그 뒤를 전혀 불편하지 않다는 응답이 27.9%로 뒤따랐다. 직장동료로서
의 탈북자에 대해서는 별로 불편하지 않다는 응답이 54.5%였으며, 그 뒤를 
따른 것은 24.2%의 응답율을 보인 전혀 불편하지 않다는 응답이었다. 동네 
이웃과 직장 동료로서의 탈북자와의 관계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들 중 열 명 
중 약 여덟 명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높은 수용성을 보여주였다. 한편, 자
신이나 자녀의 배우자로서 탈북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별로 불
편하지 않다는 응답이 전체의 37.8%를 차지하였다. 이는 동네 이웃이나 직
장동료에 비해 약 17%가량 적은 것으로 자신이나 자녀의 배우자라는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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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반대 대체로 반대 보통 대체로 동의 매우 동의 전체
탈북자 정부 지원 

강화
103 287 693 438 77 1599명

6.5% 18.0% 43.3% 27.4% 4.8% 100.0%

자료: <표 1>과 동일.

<표 4> 탈북자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는 탈북자에 대해 거리를 두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뒤
를 34.3%의 다소 불편하다는 응답이 뒤따라 자신이나 자녀의 배우자로 탈북
자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상당히 양가적인 감정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결
과는 윤인진․ 송영호(2013)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탈북자와 피상적이고 공식
적인 이차집단의 관계는 허용하나 친밀한 일차집단의 관계는 기피한다고 주
장한 것과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4>는 탈북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빈
도분석한 결과이다. 정부 지원 강화에 대해 ‘보통’이라 응답한 사람이 43.3%

로 가장 많았다. 대체로 동의한다는 응답은 27.4%, 대체로 반대한다는 응답
은 18%였다. ‘대체로 동의’와 ‘매우 동의’를 합치면 32.2%이며, ‘대체로 반대’

와 ‘매우 반대’를 합치면 24.5%로 탈북자에 대해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보다 약 8%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객관적 계층위치와 주관적 계층의식의 격차가 탈북자에 대한 한
국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정치적 요인들이 더욱 강력한 영향력
을 행사하는지 순서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동네이웃으로서 탈북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을 종속변
수로 분석한 <표 5>의 결과에 따르면, 객관적 계층위치와 주관적 계층의식의 
격차 변수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치적 요인들은 대부
분 유의미하게 나왔는데 한국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통일이 필요하다
고 느낄수록 동네이웃으로서 탈북자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이념이 
진보적일수록 탈북자에 친화적이었다. 통제변수들 중에서는 남성일수록 탈북
자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직장동료로서의 탈북자에 대해 한국인들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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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ef.(SE) OR

객관적 계급위치 - 주관적 계층의식 -0.037 (0.076) 0.964

성별 0.455*** (0.101) 1.576

연령 -0.005 (0.004) 0.995

이념 -0.099*** (0.027) 0.906

한국사회신뢰 0.055** (0.025) 1.056

통일을 포함한 대북관계에 대한 관심도 -0.008 (0.077) 0.992

통일 필요성 -0.404*** (0.076) 0.668

Cut point #1 -5.296 (0.397) -5.296

Cut point #2 -2.867 (0.356) -2.867

Cut point #3 -0.229 (0.348) -0.229

Cut point #4 6.280 (1.056) 6.280

N 1600

Log likelihood -1634.303

Pseudo-R2 0.0301

주: *p<0.1, **p<0.05, ***p<0.01, 종속변수: 동네이웃
자료: <표 1>과 동일.

<표 5> 동네이웃으로서 수용

(<표 6> 참조). 분석한 결과, 객관적 계층위치와 계층의식의 격차 변수는 유
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치적 요인들은 모두 유의미한 결
과를 보여줬다. 이념이 진보적일수록, 한국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통
일이 필요하다고 느낄수록 직장동료로서 탈북자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 남성일수록 여성보다 탈북자를 직장동료로서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자신이나 자녀의 배우자로서 탈북자를 얼마나 수용하는지를 종속변수로 
설정해 분석해 본 결과(<표 7> 참조), 객관적 계층위치와 계층의식의 상대적 
거리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에서도 역시 정치적 요
인들의 영향력이 강력하였다. 진보 이념을 가졌을수록, 통일이 필요하다고 
느낄수록 자신이나 자녀의 배우자로서 탈북자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남성일수록 탈북자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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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ef.(SE) OR

객관적 계급위치 - 주관적 계층의식 -0.009 (0.075) 0.991

성별 0.402*** (0.100) 1.495

연령 -0.003 (0.004) 0.997

이념 -0.119*** (0.027) 0.887

한국사회신뢰 0.055** (0.025) 1.056

통일을 포함한 대북관계에 대한 관심도 0.029 (0.075) 1.029

통일 필요성 -0.479*** (0.075) 0.619

Cut point #1 -5.067 (0.386) -5.067

Cut point #2 -2.639 (0.354) -2.639

Cut point #3 -0.070 (0.346) -0.070

Cut point #4 6.244 (1.056) 6.244

N 1600

Log likelihood -1683.022

Pseudo-R2 0.0331

주: *p<0.1, **p<0.05, ***p<0.01, 종속변수: 직장동료
자료: <표 1>과 동일.

<표 6> 직장동료로서 수용

것도 상기한 분석 결과들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탈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표 8>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객관적 계층위치와 
주관적 계층의식의 격차 변수는 이번에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앞서 분석들과 
동일하게 이념이 진보적일수록, 한국사회를 신뢰할수록, 통일이 필요하다고 
느낄수록 탈북자에 대한 정부지원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본 연구의 결과들은 객관적 계층위치와 주관적 계층인식의 괴리라
는 경제적 요인의 영향력은 미미하고 통일의 필요성, 한국 사회 신뢰, 이념 
등의 정치적 요인들이 한국인들의 탈북자에 대한 태도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
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권수현(2011)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데, 저자의 분석결과도 모든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경제적 요
인 변수들의 유의미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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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ef.(SE) OR

객관적 계급위치 - 주관적 계층의식 -0.093 (0.071) 0.911

성별 0.596*** (0.096) 1.814

연령 -0.000 (0.003) 1.000

이념 -0.083*** (0.026) 0.920

한국사회신뢰 0.019 (0.024) 1.019

통일을 포함한 대북관계에 대한 관심도 -0.094 (0.073) 0.910

통일 필요성 -0.471*** (0.072) 0.624

Cut point #1 -3.281 (0.341) -3.281

Cut point #2 -1.376 (0.332) -1.376

Cut point #3 0.586 (0.332) -0.586

Cut point #4 5.588 (0.777) 5.588

N 1600

Log likelihood -1989.177

Pseudo-R2 0.0382

주: *p<0.1, **p<0.05, ***p<0.01, 종속변수: 자신이나 자녀의 배우자
자료: <표 1>과 동일.

<표 7> 배우자로서 수용

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나타난 서구의 다수 연구들과는 대비되는 것으로(권수
현, 2011), 한국적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싶다. 즉, 탈북자 수가 전
체 이민자수의 2%에 불과하며(권수현, 2011) 탈북자를 다문화인으로 간주하
기는 하나 여전히 ‘동포’ 또는 ‘한민족’이라는 관념이 있으며 따라서 아직은 
남한 사람들과 탈북자 간에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수현(2011)이 지적하듯이, 앞으로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 실업률 증가 및 일자리 부족 현상 등 경제침체가 계속될 경우 탈북자
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태도는 서구의 경우처럼 보다 경제적 차원을 띠
게 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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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ef.(SE) OR

객관적 계급위치 - 주관적 계층의식 0.147 (0.072) 1.159

성별 0.084 (0.095) 1.088

연령 -0.005 (0.003) 0.995

이념 -0.099*** (0.026) 0.905

한국사회신뢰 0.045* (0.024) 1.056

통일을 포함한 대북관계에 대한 관심도 -0.061 (0.072) 0.940

통일 필요성 -0.419*** (0.072) 0.658

Cut point #1 -4.392 (0.352) -4.392

Cut point #2 -2.811 (0.339) -2.811

Cut point #3 1.437 (0.343) 1.437

Cut point #4 5.863 (1.051) 5.863

N 1600

Log likelihood -2111.082

Pseudo-R2 0.0227

주: *p<0.1, **p<0.05, ***p<0.01, 종속변수: 탈북자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자료: <표 1>과 동일.

<표 8> 탈북자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V. 결론

증가하는 탈북자 수는 이들의 적응과 통합을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 중의 
하나로 대두시키고 있다. 탈북자에 대해 한국인들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
으며 어떠한 요인들이 탈북자에 대한 태도형성에 영향을 끼치는지는 정부의 
대북 및 탈북자 관련 정책 수립 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변수이다(손애 
리 · 이내영, 2012). 또한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로 사회 격차가 급격히 벌어
지고 있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
는 탈북자 증가와 경제적 양극화라는 같은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두 가지 현
상이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탐구해보았다.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경제적 
양극화를 개인들의 객관적 계층위치와 주관적 계층인식 간의 격차로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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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살펴보았는데 이를 통해 단순한 객관적 지표가 아니라 계층위치와 계층인
식 간의 격차라는 계층갈등의 보다 미묘한 측면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는 계층 갈등이라는 경제적 요인보다는 정치적 요인들이 탈북자에 대한 
태도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탈북자의 우리사회로의 안정
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일반인들의 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에 대해서 신뢰하는 사람일수록 탈북자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사회 신뢰가 정치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결과이다. 신뢰는 개인의 정치태도 및 행태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수로 널리 알려져 있다(Nye et al., 1997; O’Connor 

and Sabato, 2007; Hooghe and Marien, 2013; 박상호, 2009; 홍혜승, 

2013; 윤종빈 외, 2015). 본 연구에 따르면 신뢰의 영향력은 탈북자에 대한 
태도에까지도 폭넓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개인들의 사
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사회 분위기 조성
을 통해 우리사회 내에서 탈북자와 일반인들과의 내적인 통합이 더욱 공고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수록 탈북자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본 연구
의 분석 결과는 흥미로운 함의를 제시한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
람들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조동호, 2010; 김병로 ·

최경희, 2012; 김재기, 2013; 이내영, 2014; 김병조, 2015) 있는데, 본 연구
의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경향은 대북관계 개선 및 사회 통합에 있어 적신호
가 켜진 것이 아닐 수 없다. 교육과 홍보를 통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
를 제시하며 일반인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탈북자들과의 화합 및 협력이라는 
작은 통일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며 이러한 한계점들은 향
후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계층의식은 사회구성원들의 존
립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안
치민, 1992; 장상수, 1996; 이병훈 · 윤정향, 2006). 본 연구는 2016년 현재 
상황의 계층에 대한 태도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역동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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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앞으로 한국인들의 계층에 대한 태도를 시대변화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탈북자에 대한 태도에도 일정한 
변화를 야기하는지 분석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본 논문에서 사용한 계층의
식의 측정방식은 여러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
고 계층의식이 가진 모든 측면을 포괄하는 측정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 점 역시 향후 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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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s the psychological mechanism of individual attitudes 
toward defectors from North Korea, focusing on the class. In the examination of the 
class, the present research emphasizes the inconsistency between subjective and 
objective class consciousnes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show that the 
class variable does not have a strong impact on the formation of attitudes toward 
North Korean defectors. In contrast, political factors, such as ideology, trust toward 
Korean society, opinion regarding unification, are found to play significant roles in 
attitudes toward North Korean def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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