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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일의식 분석 연구

임 규

통일의 주체는 국민이기에 통일을 실 하는데 있어 국민의 통일의식

을 정확하게 악하는 것은 무엇보다 요한 의미를 지닌다. 재 국민

의 통일의식을 악하기 해 주로 여론조사 방식의 통일의식조사가 실

시되고 있으나,조사의 결과가 여론조사 방식에 포함될 수 있는 수많은

오류와 편향이 무시된 체 비 없이 받아들이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

다.연구자는 지 과 같은 상황은 국민들의 통일의식에 한 잘못된 이

해를 만들고,나아가 통일에 한 남남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

을 갖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의 목 은 여론조사 방식의 통일의식조사가 국민들의 통

일의식을 제 로 반 하고 있는지 그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고, 여

론조사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일의식 분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이를 해 먼 서울 통일평화연구원 「통일

의식조사」와 KBS남북교류 력단 「국민통일의식조사」의 조사결과를

분석 자료로 상호간의 비교 분석을 시도하 다.

비교 분석을 통해 확인된 통일의식조사의 의의는 오랜 기간 축 된 데

이터를 통해 통일의식 변화 추세를 확인할 수 있고,조사 과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통일에 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며,조사 결과 활용을

통해 통일에 한 사회 논의를 유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통일의식조사의 한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통일의식조사는 설문지 구성을 통해 설정된 조건 안에서만 통일

의식 변화의 략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한 조사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조사기 이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 국민의 통일의식이 서로

다르게 평가되는 사례를 발견하 다.

둘째,통일의식조사는 국민의 통일의식을 과도하게 단순화시킬 수 있

는 험성을 지니고 있었다.‘제한된 선택지’에 다양한 통일의식을 반

하려는 시도 자체가 무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특정기간에 실시



-ii-

한 여론조사 결과를 1년간의 통일의식으로 해석하는 것 한 확 해석

의 오류를 피할 수 없었다.

셋째,통일의식조사는 조사 방법상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조사 결과

를 수치인 것처럼 해석하는 문제 을 지니고 있었다.오차범

내의 미미한 수치변화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그 원인을 추측하는 비

과학 인 분석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통일의식조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다음 세

가지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통일의식을 분석하 다.

첫째,소셜 마이닝 분석기법이다.㈜코난테크놀로지의 소셜미디어 분

석 솔루션 펄스K(http://www.pulsek.com/pulsek/)를 분석환경으로,소셜

미디어를 표하는 페이스북,트 터,블로그에서 2014년에 발생한 통일

련 버즈 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에 활용하 다.둘째,웹 로그 분석

기법을 시도하 다.통일 련 5개 공공기 홈페이지의 최근 3년간 로

그 데이터를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통해 수집하 고,각 홈페이지의 기간

별,성별,연령 별 속 추이 분석과 웹페이지별 조회 로그 분석을 시도

하 다.셋째,웹 검색 트래픽 분석기법 사용하 다.‘통일’검색 트래픽

의 특징과 ‘통일’련 연 검색어 트래픽을 검토하여 ‘통일’에 한 심

수 변화와 검색어 활용의 의도를 분석하 다.

다음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일의식 분석결과이다.

첫째,소셜미디어 언 량 분석 결과,2014년 통일 련 키워드가 복

포함 총 1,216,965건(통일 :25,850건, 북 련 사안 :147,532건,북한

:950,270건,북한정권 :93,913건)이 발생되었음을 확인하 다. 한 ‘통

일’검색 트래픽은 체 으로 ‘인권’,‘환경’검색량과 유사한 수 을 보

으며,‘통일’검색량이 집 되는 시기에는 ‘맛집’,‘어’검색 트래픽을

상 했다.

둘째,소셜미디어에서 발생한 통일 련 키워드 간의 언 량을 상호

비교한 결과,통일 련 논의는 ‘통일’을 직 언 하기보다 주로 ‘북한’,

‘북 련 사안’,‘북한정권’에 집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

련 사안 에서는 주로 ‘북한인권’과 ‘이산가족’에 심이 집 되었다.

한 북한정보포털 웹페이지 조회 로그 분석을 통해 북한에 한 심이

주로 북한 정권의 주요 인물에 집 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셋째,2014년에 발생한 소셜미디어 ‘통일’에 한 언 정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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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7%,부정 인 정서가 55%로 나타냈다.특히 10월부터 12월 사이의

부정 여론 증가를 확인하 고,연 어 분석을 통해 10월 10일 북 단

발원지 무력 충돌 사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북한’키워드의 감

성 분석 결과 정 정서가 31%,부정 정서가 60%를 차지했다.2014년 4

월과 10월에 ‘북한’에 한 부정 여론이 높게 나타났으며,연 어 분석을

통해 4월 무인항공기 이슈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북한정권’키

워드의 감성 분석 결과 정 정서가 23%,부정 정서가 69%를 보 다.

10월과 12월에 ‘북한정권’에 한 부정 여론이 높게 나타났으며,연 어

분석을 통해 12월 김정은 암살을 다룬 ‘더 인터뷰(Theinterview)’ 화

상 이슈로 부정 여론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앞선 분석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일

의식 분석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빅데이터 분석은 통일 련 소셜미디어나 홈페이지,검색포털서

비스 이용 행태와 같은 능동 행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여론조사에

비해 조사기 의 의도 개입 가능성이 은 객 인 조사 방법으로서 의

의를 지니고 있다.

둘째,빅데이터 분석은 통일에 한 국민의 심 변화 등에 해 세부

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 을 지니고 있다.소셜 분석을 통해 통일에

한 심변화 추세를 일자별로 확인할 수 있었고,검색 트래픽 분석을

통해 통일에 한 심이 특정 시기에 집 되는 특성을 발견하 다.

셋째,빅데이터 분석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 분석이 가능하다는

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소셜미디어 언 량 분석을 통해 국민의

심이 북한정권의 인물에 집 되어 있으며,통일 정서의 변화는 북한

련 안보 이슈에 주로 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 다. 한 웹 검색

트래픽 분석을 통해 통일교육 련 정보 수집 수요가 웹상에서 통일에

한 격한 심증가를 유발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통일의식조사의 한계를 명확히 밝 조사 결과를 주

체 으로 활용해야하는 이유를 규명하 으며,빅데이터를 활용한 통일의

식 분석을 통해 통일의식에 한 객 이고 종합 인 이해에 기여하

다는 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요어 :통일의식,통일의식조사,여론조사,빅데이터,통일교육

학 번 :2013-2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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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 목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 된지 70년이란 세월이 흘 다.그사이 남북통

일의 주체․인식․환경․ 상 등이 수많은 변화를 거듭해 오고 있다.특

히 ‘통일의 주체’가 되어야할 지 의 한민국 국민 다수는 분단이 의

상태와 분단의 과정을 직 경험하지 못했으며,분단을 주어진 조건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나라가 하루아침에 둘로 나뉘고 휴 선이

생겨난 분단 기와 달리 변한 통일 환경 속에서 국민들이 이 과 다른

통일의식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통일의 주체는 국민이기에 국민의 변화된 통일의식을 정확하게 악

하는 것은 무엇보다 요한 의미를 지닌다.통일한국을 해서는 주변국

의 반응과 조의 방식,정치지도자의 비 과 역량,남북 계의 특징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할 것이지만 궁극 으로 가장 요한 것은 국민의

생각과 단,집합 의지일 것이기 때문이다.정확한 진단 없이 한

처방이 어려운 것처럼 국민들의 통일에 한 인식을 악하지 못한다면,

통일정책이나 통일교육의 성 한 보장받기 어렵다.

재 통일의식을 악하기 해 주로 여론조사 방식의 통일의식조사

가 실시되고 있다.민족평화통일자문 원회에서 2002년부터 지속해 온

「국민통일의식 여론조사」,서울 통일평화연구원에서 2007년부터 실

행하고 있는 「통일의식조사」,KBS남북 력기획단에서 2010년부터 실

시한 「국민통일의식조사」가 표 이다.1)지 까지의 통일의식조사 결

과를 요약해보면 우리 국민들의 통일의식은 시간이 갈수록 회의 이거나

부정 인 추세로 흐르고 있으며2),특히 미래 통일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

과 은 세 들의 통일의식이 심각하게 약화되고 있음이 강조되고 있다.

1)고지 외,「경기도민 통일의식조사 연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2012,p.37.

2)박명규 외,『2014통일의식조사』,서울 학교 통일평화연구원,2014,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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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통일의식조사 결과는 통일과 련된 다양한 분야의 논의에 활

용되고 있다.우선 다음에 제시된 내용은 통일부에서 매년 기본교재로

발간하고 있는『통일문제 이해』에서 통일의식을 언 하는 내용이다.

지 않은 국민들이 통일에 한 기 보다는 통일과정에서

상되는 경제 부담과 사회혼란 등을 우려하고 있으며,이에 따

라 통일에 한 회의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략)…

이런 에서 국민들의 심과 참여 속에 통일을 실 하기 해

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소극 인 통일의식이 정 으로 바

어야 한다.3)

다수의 통일의식조사를 근거로 국민의 통일의식을 정 이지 않고

소극 이며,통일에 한 회의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단정하고 있다.소

극,회의란 표 으로 국민들의 통일의식을 설명하고,그 근거로 통일의식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 수치는 찾아볼 수 없다.

다음은 국민의 통일의식 에서도 특히 은 세 와 기성세 의 통일

의식을 이분법 으로 일반화시켜 설명하는 형 인 논리를 포함한 이

다.

나이가 50이 넘은 사람들은 개 어린 시 부터 통일을 꿈꾸

며 살아왔다.…( 략)…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의심해본 이

없었다.그 지만 요즈음 신세 는 다르다.통일을 강조하는 기

성세 에게 은이들이 의아한 듯이 묻는다.“통일을 왜 하려

하는데요?”기성세 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통일이라는 명제에

해 신세 는 ‘왜’라는 의문부호를 붙이는 것이다.…( 략)…

따라서 부분의 신세 에게 통일은 그 게 매력 인 일이 아니

며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부정 으로 인식되기도 한다.4)

3)통일부 통일교육원,『2013통일문제이해』,2013,p.11.

4)이종석,『통일을 보는 』,개마고원,2012,pp.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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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사회에는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통일

의식조사를 근거로 통일의식에 한 일반 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다수의 국민들이 통일에 해 반 으로 부정 ․소극 태도

를 보이고 특히 은 세 의 통일에 해 회의 태도는 차 증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다각

분석 없이 여론조사의 수치만을 맹신하거나,여론조사기 의 추측성 해

석만을 인용해 국민의 통일의식을 단순화시키거나 성 하게 일반화시키

는 오류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통일의식조사가 국민들의 통일

의식을 제 로 반 하고 있는지 그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더불어 통일의식 여론조사 결과의 해석 활용이 타당한

것인지를 검토하려는 것이다.이는 여론조사에 포함될 수 있는 수많은

오류와 편향이 무시된 체 권 를 지닌 여론조사 기 의 해석을 비 없

이 받아들이는 상황이 국민들의 통일의식을 무 단순화시키는 오류

에 빠져 통일의식에 한 편견을 만들고 나아가 통일에 한 남남갈등을

유발 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것이다.

여론조사의 결과를 무비 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본 연구의 문

제의식을 설명해 수 있다는 에서 러셀 뉴먼의 주장5)을 살펴볼 필

요가 있겠다.뉴먼은 미국의 을 세 그룹으로 나 다.첫째, 략

20%를 차지하는 정치에 무 심하며,투표 같은 가장 기본 인 정치행

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둘째,사회 문제에 심이 높고 활발하게 참

여하는 5%의 시민이다.셋째,정치에 어느 정도 심을 기울이고 사는

간층인데 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이 간층의 여론조사 응

답은 태도와 비태도 사이에 있는 이른바 ‘유사 태도(quasiattitude)’6)라고

5)Neuman,W.R.1986.TheParadoxofMassPolitics:KnowledgeandOpinioninthe

AmericanElectorate.Cambridge,Mass.:HarvardUniversityPress.

6)유사 태도란 태도의 강도(strength)를 보아 태도라고 보기에는 약하고,태도

가 아니라고 보기에는 강한 그런 태도를 말한다.쉽게 생각하면 어떤 사람의 마

음속에 아직 확고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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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뉴먼은 여론조사 결과를 이 세 그룹의 의견들,즉 ‘순수하게

임의 인 반응(아무 게나 되는 로 말하는 응답)과 주의를 기울여 진

지한 생각 끝에 나온 안정 인 의견,스스로도 반 정도만 확신하고 있는

의견(따라서 쉽게 바뀔 수 있는 불안정한 의견)’을 함께 섞어놓은 혼합물

로 본다.뉴먼은 그 혼합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다.

본 연구가 여론조사 방식 자체를 근본 으로 부정하려는 시도가 아님

을 분명히 밝 둔다.그보다는 통일의식 여론조사의 결과를 주체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 필요성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다

수의 학자들은 여론조사를 수조사의 비효율성을 이기 한 신뢰도와

표본오차를 포함하고 있는 사회조사방법의 하나로 여론조사 결과에는 언

제나 오차가 포함되어 있으며7),이를 무시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제멋

로 해석하고 활용할 경우에는 사회 상을 이해하는데 심각한 오류를 범

할 수 있고,그로 인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 하고 있다.8)

그 기에 여론조사가 타당하게 이루어졌는가,결과가 제 로 해석 되었

는가,여론조사 결과의 활용이 한가에 한 비 논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고자 할

때 내 생각과 일치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자신의 방식이 타당하다는 것을

상 방에게 보여주는 경험 증거가 되고,상 방의 입장과 일치하는 조

사 결과는 나의 입장을 굽 야 함을 보여주는 경험 증거가 된다.여론

조사 결과는 그것에 부합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에게 상 방을 설득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사고와 행 를 통제

하거나 지배하려는 사람에게 여론조사는 아주 매력 인 수단이 될 수 있

다.9) 가,무엇을 해,어떤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어떤

에서 조사결과를 해석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여론조사는 여론통제와 조

작의 의도를 내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 통일의식조사를 비

7)Groves,R.M.1989.SurveyErrorsandSurveycosts.NewYouk:Johnwiley&sons.

8)강미은,『여론조사 뒤집기』,개마고원,1997.

9)이성용,『여론조사에서 사회 조사로』,책세상,2003,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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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분석함으로써 통일의식조사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고,이를 통

해 통일의식에 한 한 분석과 이해에 기여함으로써,통일의식에

한 사회 편견과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본 연구는 통일의식조사에 한 비 논의에만 머물지 않고 통일의

식 분석을 한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빅데이터(Big

Data)란 기존 데이터베이스 리도구로 데이터를 수집, 장, 리,분석

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는 량의 정형 는 비정형 데이터 집합10)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11)을 의

미한다.빅데이터는 정치,사회,경제,문화,과학 기술 등 역에 걸

쳐서 사회와 인류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

하며 그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스마트 사회로 어들면서 인 계 데이터, 치,행태,인식 등과

같이 사람과 사회 상을 이해할 수 있는 비정형의 규모 데이터가 속

도로 증가하고 있다.특히 지극히 개인 인 부분부터 사회 논의까지

이 지는 소셜 네트워크는 여론과 안을 악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

로 활용되고 있다.12)이곳에 표출된 감정,인식,경험의 수집과 분석이 이

루어지면서 사회 상에 한 새로운 이해와 안제시가 가능해진 것이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안들에 해 데이터 분석

기반의 최 의 솔루션과 새로운 통찰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망에 근

거하고 있다.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통일의식분석에 용해 으로써 기존

의 통일 련 정보수집 체계의 한계를 넘어서 효율 이고 민주 인 방식

의 통일의식 분석방안을 제시하고,여론조사 방식의 한계와 련하여 빅

데이터 분석이 지니는 의의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10)MckinseyGlobalInstitute.2011.“Bigdata:thenextfrontierforinnovation,competition,

andproductivity”.p.1.

11)John Gantz& David Reinsel,「Extracting Valuefrom Chaos」,IDC

IVIEW June,2011,p.6.

12)한국정보화진흥원,『새로운 미래를 여는 빅데이터 시 』,2013,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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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방법

본 연구는 여론조사 방식을 활용한 통일의식조사의 신뢰성과 타당성

을 검토하기 해 상 으로 표집방법에 있어 신뢰성을 지니고 있으며,

체 으로 유사한 질문을 일정기간 반복 으로 조사하여 시계열 분석

과 상호 비교 분석이 가능한 서울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

와 KBS남북교류 력단에서 실시한 「국민통일의식조사」의 최근 3년

간(2012-2014)조사결과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여 비교 분석을 시도하 다.

통일의식조사 비교 분석의 데이터는 서울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

의식조사」와 KBS남북교류 력단의 「국민통일의식조사」의 조사결과

직 인 비교가 가능한 4개 역 6개 문항을 선별하여 활용하 다.

이와 더불어 연구의 목 상 요성을 갖지만 동일 주제에 한 공통된

조사항목이 없어 상호비교가 불가능한 역을 보완하고자 「한국종합사

회조사」의 통일 련 1개 문항을 추가 으로 활용하 다.

통일의식조사의 결과를 비교 분석함에 있어 다음 3가지 을 심

으로 검토하 다.

첫째,통일의식조사의 폴러코스터(pollercoaster)13) 여부를 살펴보았다.

유사한 시기에 실시된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조사기 별로 표본오

차를 넘어서는 차이가 발생한다면 조사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한

재고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의 여론조사 련 회인 여론조사 의회(NCPP, National

CouncilonPublicPolls)에서 제시한 언론인이 확인해야할 여론조사 결과에

한 체크리스트 <표 Ⅰ-1>14)을 활용하여 통일의식조사가 지니고 있는

한계 을 검토하 다.

13)롤러코스터(rollercoaster)라는 단어에 여론조사를 뜻하는 ‘poll’을 합성한 단어

로 여론조사 결과의 들쭉날쭉함을 비꼬는 단어로 1992년 미국 통령 선거 에서

정치평론가들이 만들어 통용시킨 말이다.

14)미국 여론조사 의회 홈페이지 :http://www.ncp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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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조사를 실시했는가?

2. 가 조사비용을 지불했으며 조사 목

은 무엇인가?

3.응답자(표본)수는 얼마인가?

4.조사 상자는 어떻게 선정하 는가?

5.모집단은 구인가?

6.조사 결과는 모든 응답자의 답에 근거

한 것인가,아니면 일부 응답자에 해

당하는가?

7.응답률은 충분히 높은가?

8.언제 조사를 실시했는가?

9.어떤 조사방법을 사용했는가?

10.인터넷이나 웹상의 여론조사라면 표

본의 모집단 표성은 믿을 만한가?

11.표본오차는 얼마인가?

12.선거 여론조사에서 후보 간 순 는

표본오차를 고려하여 정한 것인가?

13.조사 결과를 왜곡시키는 요인으로 다

른 어떤 것들이 있는가?

14.어떤 질문을 사용했는가?

15.질문 순서는 어떤가?

16.푸쉬폴(여론조사를 빙자한 홍보)은 아

닌가?

17.같은 주제를 다룬 다른 조사가 있는

가? 있다면 조사 결과는 동일한가?

다르다면 왜 다른가?

18.출구조사의 경우,잠재 문제 들을

충분히 검했는가?조사를 맡은 회

사는 믿을 만한가?

19.보도에 포함해야 할 다른 사항은 없

는가?

20.모든 질문 항목을 짚어보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면 조사 결과는 반

드시 보도해야 하는가?

<표 Ⅰ-1>여론조사 결과에 해 확인해야할 20가지 질문

셋째,통일의식조사의 오차를 한두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총

체 인 에서 검토하 다.미국의 사회학자 그루 스(R.M.Groves)

는 여론조사의 오차를 ‘총오차(totalsurveyerror)’라는 개념으로 체계화

하 다.총오차는 설문 조사 과정에서 찰해야 할 것을 찰하지 못해

생기는 비 찰 오차와 찰 과정에서 일어나는 찰 오차로 크게 별된

다.15)여론조사 방식의 통일의식조사를 비 찰 오차와 찰 오차로 구분

하여 검토하 다.

15)이성용,『여론조사에서 사회 조사로』,책세상,2003,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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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비교 분석 결과를 통해 통일의식조사의 의의와 한계를 논의해

보고,지 우리 사회의 빅데이터 활용사례를 검토하여 통일의식 분석을

한 빅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을 모색해 보았다.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 세 가지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통일의식 분석에 용해 보았다.

첫째,소셜 마이닝 분석기법을 활용하 다.㈜코난테크놀로지의 소셜

미디어 분석 솔루션 펄스K(http://www.pulsek.com/pulsek/)를 분석환경

으로,소셜미디어를 표하는 페이스북,트 터,블로그에서 2014년에 발

생한 통일 련 버즈 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해 국민들의 통일의식

분석을 시도하 다.통일의식을 ‘통일에 한 인식’,‘북 련 사안에

한 인식’,‘북한에 한 인식’,‘북한정권에 한 인식’으로 구분하고 각

각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수집하 다.이후 데이터 필터링을 통해 정제된

데이터를 최종 분석 상으로 5가지 분석방법(① 유율 분석,②미디어타

입 분석,③추이분석,④감성분석,⑤연 어 분석)을 용하 다. <표

Ⅰ-2>는 소셜 마이닝 분석의 데이터 처리 분석과정을 정리한 것이

다.

데이터

범

설정

키워드

설정

데이터

필터링

데이터

확인

데이터

분석

조사기간설정

2014.01.01.～

12.31(1년)

분석주제와

련된 키워드

설정

노이즈 제거

데이터 분류

데이터 품질

정확성 확인

유율 분석

미디어 분석

추이분석

감성분석

연 어 분석
조사지역 설정 :

한국

조사언어 설정 :

한

정치 련 이슈

뉴스 미디어

상업 고

제외

수집 상 설정 :
트 터,
페이스북,
블로그

<표 Ⅰ-2>소셜 마이닝 데이터 처리 분석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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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통일의식 분석을 한 웹 로그 분석기법을 활용하 다.웹 로그

분석(Webloganalysis)이란 웹 사이트의 방문객이 남긴 자료를 근거로

웹의 운 방문 행태에 한 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방문객이

웹 사이트에 방문하게 되면 웹 서버에는 액세스 로그,에러 로그,리퍼럴

로그,에이 트 로그 등의 자료가 일 형태로 기록된다.16)웹 로그 분석

에 의해 얻은 방문자 수,방문 유형,각 웹 페이지별 방문 횟수,시간·요

일·월·계 별 속 통계 등의 자료는 웹의 운 을 한 자료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17)

분석 상은 홈페이지의 이용 수 과 향력을 기 으로 통일 련 5

개 공공기 홈페이지(통일부,북한정보포털,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통

일교육원,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를 선정하 다.분석 데이터는 최근 3년

간 발생한 각 홈페이지별 로그 데이터이며,정보공개청구제도를 활용하

여 홈페이지 운 기 을 통해 수집하 다.각 홈페이지의 기간별,성별,

연령 별 속 추이 분석과,웹페이지별 조회 로그 분석을 시도하 다.

웹 로그
데이터
범 설정

분석
주제
설정

웹 로그
데이터
정보청구

웹 로그
데이터
수집/검토

데이터
분석

조사기간설정
2012.01.01.～
2014.12.31.

기간별
심추이

성별,연령 별
웹페이지별
심정도

한민국
정보공개
홈페이지

데이터 수집
품질 정확성

확인

기간별
추이분석

성별,연령 별
웹페이지별
로그 분석

상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이산가족정보통합

센터

통일교육원

북한이탈주민지원

센터

청구내용:

2012-14년 월별,

성별,연령 별,

웹페이지별

속자 통계

<표 Ⅰ-3>웹 로그 데이터 수집 분석 흐름도

16)액세스 로그는 가 어떤 것을 읽었는지를,에러 로그는 오류가 있었는지를,

리퍼럴 로그는 경유지 사이트와 검색 엔진 키워드 등의 단서를,에이 트 로그는

웹 라우 의 이름,버 ,운 체계(OS),화면 해상도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17)한국정보통신기술 회 정보통신 용어사 홈페이지 :http://word.t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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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웹 검색 트래픽 분석기법 통해 통일의식을 분석하 다.웹 검색

트래픽 분석의 표 인 활용사례로는 구 이 매일 수백만 명이 이용하

는 인터넷 검색 동향을 모니터링 하여 독감의 발생 시기를 측했던 것

을 들 수 있다.18)분석 데이터는 국내 검색시장의 최 유율을 차지하

고 있는 ㈜네이버의 웹 검색 트래픽 데이터를 사용하 다.네이버 트랜

드(http://trend.naver.com)는 검색포털에서 수집되는 량의 웹 사용자

검색 로그를 기반으로 사용자들이 특정 주제에 한 트랜드 분석이 가능

하도록 검색어에 한 동향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 이러한 로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4천만 네티즌이 한 해 동안 네이버 상에서

검색했던 수백억의 질의어 상 1만 검색어를 15개 분야로 구분해

사람들이 공통 으로 심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 볼 수 있는

「네이버 트랜드 연감」을 발간하고 있다.19)

웹 검색 트래픽 정보를 기반으로 온라인 사용자들의 정보 검색 행태

에 한 연구들이 학계 업계 등에서 주목받고 있다.웹 검색 정보를

기반으로 사회상이나,소비 동향,정치 투표 결과 등을 측해 볼 수 있음

을 실증하고 있는 연구가 실행되고 있는 것이다.특정 분야의 주제에

해 시간 흐름에 따른 심도 변화에 한 찰과 지역별 시간 경과에 따른

변동 등의 찰이 가능하다.웹 검색 트래픽 정보를 통해 정확한 측을

할 수 있는지 논란의 상이지만,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심 분야

나 심의 변화 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이다.

본 연구는 네이버가 제공하는 웹 검색 트래픽 정보를 활용해 국민들

의 통일의식을 가시 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네

이버 트랜드 서비스를 이용해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발생한 ‘통일’

검색어에 한 트래픽을 분석 상으로 ‘통일’검색 트래픽의 특징을 살펴

보고 ‘통일’검색어에 한 심 수 을 분석해 보았다. 한 ‘통일’과

련된 연 검색어 트래픽을 검토해 으로써 사용자의 ‘통일’검색어 활용

의 의도를 분석해 보았다.

18)구 블로그 :http://googlekoreablog.blogspot.kr

19)네이버(주),『네이버 트 드 연감 2008』,시공사,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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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여론조사와 통일의식

1.여론과 여론조사

1)여론과 여론조사의 개념

(1)여론의 개념과 형성과정

여론조사 방식의 통일의식조사에 해 논하기 해서는 우선 여론이

란 무엇이며,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 여론조사의 개념과 의의를 알아보고,여론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에 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론은 서구의 역사와 함께 공존․발 했다고 할 수 있다.‘publicae

opinionis’이라는 용어가 리실리안(Priscllian)에 의해 처음 사용된 이래

로 여론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하는 시도는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의 계

몽주의 철학자인 마키아벨리,자유주의 철학자들인 로크와 루소에 의해

꾸 히 이루어졌으며,19세기 민주주의 이론가인 벤담 등에 의해 본격

으로 성립되기 시작했다(김창남,2000).

마키아벨리는 “디스코시스(Discourses)”에서 ‘리의 임명이나 발탁

등과 같은 요한 일에서 자(賢 )는 결코 여론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고 하면서 근 의미에서 ‘여론(publicopinion)’이라는 용어를 처음으

로 사용하 으며,“군주론”에서 ‘국민은 군주보다 사려 깊고 착실한 단

력을 가지고 있다’고 지 하면서,‘ 의 소리는 신의 소리’라고 주장하

다. 그 후 랑스의 루소가 이를 민주주의 과정과 연 시켜 그 요

성을 역설함으로써 여론이 요한 정치 개념으로 등장하게 된다(차배

근,김우룡,이기홍,1993:124-127).

18세기 여론의 개념은 유동성,불확실성,주 성을 의미하는 ‘의견

(Opinion)’이라는 개념에 보편성,객 성,합리성의 의미를 포함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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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의 개념을 덧붙여져 정의되기 시작했다.개체(one)와 다수

(many)를 결합시키려는 노력은 이후 여론의 개념을 집합 역에 치

시키려는 총체 과 개인의 역에서 찾으려는 환원 (reductionistic)

의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시각을 잉태시켰다(김 석,1996).

19세기 반에 이르러 여론의 개념은 정치이론의 요한 상이 되었

고,19세기 후반에 들어 사회학자와 사회심리학자들에 의해 크게 향을

받고 보강되면서 개인과 집단행동의 연구를 통한 여론의 형성에 심을

갖게 되었다(최한수 외,2000).과거에는 여론을 개인을 월해서 이루어

진 집합론 수 의 토론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악하 다면 1930년

이후에는 여론을 개인 인 으로 환하여 이를 특정한 인구 집단

내에 존재하는 개개인의 의견들의 집합으로 보는 경향이 지배 으로 되

었다.이 두 가지 시각은 맥클로드(Mcleod,1994)의 ‘여론’에 한 유형분

류에 잘 나타난다.

첫 번째 총체 (거시 수 )은 여론을 정부나 언론,학교 등과

같이 한 사회의 제도와 련된 의견,즉 민주주의 과정에서 정치 제도와

하게 련되고 있는 집합 사회 상의 하나로 보는 것이다.이 시

각은 여론을 개인의 의견과 독립된 하나의 사회 상으로 간주하는 경

향이 있는데,주로 민주주의에 한 규범 이고 비경험주의 인 이론들

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에 비해 두 번째 환원 (미시 수 )은 여론을 공 이슈에

한 개인의 의견이 표명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개인의 의견과 정보,의

견의 변화를 개인의 인지 ,감성 활동에 을 맞춘 것이다.즉,

단을 수행하는 개인의 의견형성 과정에 연구의 을 두고 여론을 사

인 개인의견의 산술 집합으로 정의한다.

맥클로드(Mcleod,1995)는 여론을 개인,집단 조직,제도를 포 하는

복잡한 정치 ,사회 과정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여론은 단

지 개개인의 의견총합이라기보다는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이는 사

람들 간의 커뮤니 이션 행 의 산물이며,개인으로서의 공 뿐만 아니

라 ‘상상되어진 군 (imaginedcrowd)’으로서의 공 을 가정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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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한 개인의 인식까지도 포함하는 개

념이라 할 수 있다.

노엘 노이만(Noelle-Neumann)은 여론의 개념을 크게 두 가지 의미

로 별하는데,첫째 여론은 양식 있고 책임 있는 시민의 단이라는 의

미로서 이성 토론을 근거로 한다.둘째,여론은 보다 오랜 통을 지닌

것으로 따라야 할 압력(pressuretoconform)이라는 의미를 지지는 것으

로 본다.그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지 않기 해 끊임

없이 외 환경을 찰하며,여론은 제재와 벌칙의 성격을 지는 사회

통제로 작용한다고 말한다. 한 ‘public’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어떤 의견

에 부쳐지는 주장의 주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의 형성과정이 일

어나는 공간을 의미한다.노이만은 ‘양식 있는 시민의 이성 ,비

단’으로서의 여론은 인간의 창작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양승목,1992).

헤네시(Hennesy,1975)는 여론이란 “일반 으로 요하다고 생각되는

공공의 심사에 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표 한 기호의 복합

체”라고 하 다.여론형성의 요소를 다섯 가지로 나 어 설명하고 있는

데,첫째는 쟁 이 있어야하고,둘째는 공 (公衆)이 있어야 하며,셋째는

공 의 다양한 선호성향이 있어야 하며,넷째는 의견이 표 되어야 하며,

다섯째는 련된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여론의

공공성을 요시한 하버마스는 공 인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의견만을

여론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하 다.즉 사회의 무수히 많은 의견들이

있다고 해도 그것들의 단순 합은 여론이라고 볼 수 없으며 공 인 역

에서의 상호교환 과정을 거쳐야 여론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론은 한 사회의 구성원 부분이 사회문제로 제기되는 의견 에서

다수의 지지와 인정을 받은 것으로 악할 수 있다. 한,여론의 향배는

단순한 의견을 집결이라고 하기 보다는 상보다 훨씬 복잡한 것으로 사

회구성원 간 의견의 형성과 표 는 간섭과 통합을 통해 보다 구체

으로 실화되는 특징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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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사회는 의견의 충돌과 복잡한 사회문제에 직면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고도의 문 인 이해 조정 능력과 다량

의 정보량은 필수불가결의 요소가 되었다.따라서 일반 구성원들이

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해 개별 으로 의견을 조정․통합하고 순차

인 차에 의해 정립된 여론을 형성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그러

므로 일반 으로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경제단체․노동조합․

리즘 등 각기 어느 입장을 표하는 조직이 의견형성 기 으로서의 주도

역할을 담당하고, 마다 메스미디어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주장을

공시하며 규모의 선 활동을 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로부터의 조직화에 의한 여론형성은 여러 문제

을 내포하게 된다.그 첫 번째가 사회통합기능을 해한다는 것이다.사

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조정․통합하여 사회 체의 표성 있는 여론을

형성하기보다는 분열의 양태를 생산해 내게 된다.이는 한 사회내의 다

수의 여론주도층과 비되는 소수의견을 타 보다는 배타 으로 취 하

는 동시에 립되는 의견간의 합리 인 화모색을 결여하게 한다.즉

여론형성의 통합 기능보다는 분열의 양상이 나타날 험의 소지를 안

고 있는 것이다.

다른 문제 은 주체 인 참가의 미비로 인해 여론주도층이 개인보

다는 특정집단으로 이될 수 있다.이는 의견조직화의 참가 열에 이탈

는 배제되어 여론이 제 로 된 민의를 반 ․표출할 수 없게 된다.그

리고 특정문제에 해 일방 으로 제시된 의견에 해 무비 이고 수

동 인 동조로 락하게 되는 데,이는 다수의 지지를 받는 의견이 실

질 으로 특정문제의 근거되는 여론으로 삼을 수 없는 문제가 나타나고

제기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단서도 제공할 수 없게 된다.여론

상에는 다수의견도 있고 소수의견도 있으며,조직화된 의견이 있는가

하면 개개인의 묻 있는 의견도 있다.이 가운데 어떤 의견이 정책결정

이나 의사 결정 과정에 향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여론정치의 질이 결

정된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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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지 의 통일과 련된 여론을 개개인들

의 의견의 총합이라고 단순화시켜 이해하기 보다는 여론의 형성과정이

일어나는 공간과 여론형성의 주체,사회 통제 작용 측면에서 종합 으

로 분석해볼 필요성이 있다.과거의 통일 련 여론 형성 과정은 반공과

국가 안보라는 벽 앞에 매우 제한 이었던 것이 사실이며,통일 련 여

론 형성의 주체는 자유롭고 이성 인 국민들이었다기보다는 통일정책에

근거한 선 활동과 교육을 통한 정부 주도 여론 형성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앞서 살펴본 노이만이 지 한 것처럼 우리의 통일 련 여

론은 다른 이슈들에 비해 ‘따라야하는 압력(pressuretoconform)’의 의

미,다시 말해 규범 측면을 크게 내포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2)여론조사의 개념과 역할

로마시 에는 한 때 2～3년마다 로마시민들의 가치 을 조사했다는

기록도 있다.하지만 여론(publicopinion)이 본격 으로 정치 힘을 갖

기 시작한 것은 18세기부터라고 할 수 있다.학자에 따라 견해가 다르지

만 속활자가 발명되고, 의 정치 활동이 본격화된 랑스 명이

일어난 1789년경으로 추정된다.이때부터 여론의 요성은 높아졌고,여

론은 정치권력을 유지시키는 힘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20)

역사 으로 기록된 최 의 여론조사는 1824년 미국 통령 선거로 거

슬러 올라간다.당시 존 퀸시 아담스(John Q.Adams),앤드류 잭슨

(Andrew Jackson),헨리 클 이(HenryClay), 리엄 크로포드(William

H.Crawford)등 4명의 통령 후보가 각축을 벌 는데,해리스버그 펜

실베니언(Harrisburg Pennsylvanian)지(紙)는 기자들을 장으로 보내

여론을 청취했다.조사결과는 지면을 통해 발표되었는데, 쟁 웅이었

던 앤드류 잭슨 후보가 70퍼센트의 득표율로 승을 거둘 것으로 쳤

다.실제 결과는 네 후보 아무도 과반의 선거인단인 131표를 얻지 못

20)김지윤․강충구,「여론조사의 표성」,『평화연구』가을호,2014,pp.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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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시 습 로 의회에서 결선투표가 이 졌고 결국 존 퀸시 아담스가

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오늘날의 과학 인 여론조사는 1935년 조지 갤럽(GeorgeH.Gallup)

에 의해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그는 독자들에게 주로 우편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도 1916년 이후 정평이 나 있던 〈리터러리 다이

제스트:LiteraryDigest〉지(誌)에 도 했으며,새로운 방식으로 1936년

도 선의 승자를 더 정확히 측했다.무작 로 추출한 표본을 상으

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토 로 그는 공화당의 알 랜든 후보에 해 민

주당 랭클린 루즈벨트 후보가 54%의 득표로 승리한다고 발표했다.반

면에 화․자동차의 등록 명부를 이용, 량의 모의투표(straw poll)하

여 임의기입 후 회수하는 식의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는 1000만 표를 송

부,약 4분의 1인 200만 표를 회수하 음에도 불구하고 정반 의 결과를

제시(알 랜드 후보 57% 득표 상,루즈벨트 후보 42% 득표 상-실제

득표율 61%)해서 참담한 실패를 경험했다.21)

여론조사는 의 의견,신념,이미지,태도,행동의지 등을 측정해서

그 분포와 변화를 검토하고,그 결과를 다른 결과와의 련성이나 차이

을 확인함으로써 재 논의되는 이슈나 사건을 해석하거나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시하기 한 것이다.22)여론조사의 사 의

미는 ‘개별 인 면 이나 질문서 따 를 통하여 국가나 사회의 여러 가

지 문제에 한 사회 의 공통된 의견을 조사하는 일’이다.여론조사

는 넓은 의미의 사회 조사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사회 조사는 사회

상을 객 으로 정확하게 악하며,사회 상 속에 내재하는 법칙을

규명하는 것이다.올바른 여론조사는 과학 인 체계를 기반으로 엄 한

학(學) 의미의 검증과정을 거쳤을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이러한

21)이종욱,「선거 여론조사 력 놓고 갑론을박」,『신문과 방송』349호,2000,p.177.

22)이 웅,「선거 여론조사 방법 운용의 문제 과 개선방안」,『 훈 』여름호,

2002,pp.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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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김 웅(1996)은 여론조사를 “여론을 악하기 하여 상 집

단을 수 조사하거나, 는 소규모 하 집단인 표본(sample)으로부터

모집단(population)에 한 정보를 체계 이면서 과학 으로 수집하는 방

법”이라고 정의한다.

한국 사회에서도 특히 선거가 치러지는 시 에는 빈번한 여론조사가

시행되며,그 요성이 최근 더욱 부각되고 있다.오히려 선거여론조사에

한 국내 언론과 의 심은 지나치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이다.언

론은 여론조사 결과를 이용해 경마식 보도를 쏟아내고 있고,정당은

비경선에서 여론조사를 당락의 주요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짧은 역사

에도 불구하고,여론조사는 한국 정치와 선거에서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

여론조사는 우리 사회의 여러 의제에 한 합의정도를 검증하고 정부

와 정당,정치인 등의 활동에 한 평가와 피드백(feedback)기능을 담당

하며,순기능과 역기능에 한 가치 단 논쟁을 떠나 선거 상황에

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기도 한다.궁극 으로 여론조사는 정부,

정당,정치인 등으로 하여 새로운 정치 동기나 행 를 유발시키고

일반국민들의 태도에 변화를 유발시킬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한 여론조사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한다.첫째 논의

과정에 각 입장을 투입하는 역할이고,둘째는 투입된 다양한 의견이 논

의를 거치면서 는 그 결과가 일반국민에게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보여

주는 산출의 역할이다.이것이 바로 여론의 형성과 반 의 순환과정인

것이다.

양(Yang,H,P.)은 여론조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 문제 해결을

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했다.그 주요 내용은 문제

되는 사회 상의 본질,특정 사회 상이 생활에 미치는 향,극복해야

할 문제 과 그 해결 가능성,문제해결 방법에 동의․반 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 용 가능한 책의 발견,해결과정이나 단계의 제시이다.



-18-

2)여론조사의 과정과 오차

(1)여론조사의 과정

여론조사결과도 나름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그리고 그 단계는 서

로 긴 히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구분된다.마치 하나의 식물이 씨앗과

싹, 기와 꽃의 과정을 거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론조사의 결과도 단

계를 거쳐 만들어진다.여론조사의 과정을 이해하면 여론조사의 수치 이

면에 무엇이 있는지 그 의미를 더 정확히 이해 할 수 있다.이제 통일의

식조사에 해 논하기에 앞서 여론조사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

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론조사는 ‘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몇 퍼센트나 될까?’,‘가 다

음 통령이 될까?’등의 의문에서 시작된다.조사를 의뢰하는 사람은 이

런 의문을 갖고 조사기 을 찾는다.조사회사 계자는 의뢰인에게 무엇

을 알고 싶은지를 제일 먼 묻게 된다.그리고 여론조사에는 그에 한

가가 따른다. 화조사의 경우 재 시장가격은 표본 당 1만 원 정도

이다.즉 1,000명을 조사한다면 1,000만원의 비용이 든다.하지만 언론사

가 의뢰하는 조사는 이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에 맡기도 하는데,이는 언

론을 통해 발휘되는 홍보효과 때문이다.23)

조사의 시작단계는 주로 의뢰인,매개인,그리고 담당 연구원,이 세

사람의 커뮤니 이션을 통해 이루어진다.의뢰인은 주로 언론,정부 정

당,선거출마 후보,시민단체와 각종 사회단체 등이다.매개인은 의뢰인

과 조사 을 연결해주는 사람을 말한다.이들은 단순히 문의 화를 받는

비서나 부서 직원일 수도 있고, 극 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의뢰인과

해 조사 로젝트를 연결하는 조사회사 임원이나 표일 수도 있다.

23)유우종,『여론조사의 비 』,궁리,2008,pp.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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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여론조사의 실무 책임자라고 할 수 있다.이들은 조사 반을

지휘하는 사람으로 PM(ProjectManager)이라고도 불리며,조사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인력이다.이들은 조사의 과정을 악하고,조사과정에

참여하기도 하며, 체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개 연구원

한명이 한번에 3～4개의 조사 로젝트를 맡고, 로젝트의 진행 여부가

확정되고 담당연구원과 을 하게 되면 본격 으로 조사가 시작된다.24)

다음으로 여론조사의 상에게 어떤 질문을 할지를 고민하게 된다.즉

의뢰인이 가져온 ‘의문’들을 조사형식에 맞는 질문들로 정리하여 나름의

순서를 잡아놓은 설문지를 작성하는 과정이다.질문은 구나 할 수 있

지만 여론조사에서 설문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여론

조사의 상이 되는 사람들은 여론조사의 주제로 오랜 기간 이야기할 만

큼 한가하지 않고,명료하게 질문하지 못하더라도 잘 알아듣고 답해주

지도 않는다.질문지에 사용하는 어투나 단어 하나에 따라 답이 달라

지기도 한다.25)질문의 어구에 민감한 여론조사의 특성에 유의하여 설문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질문의 차이가 여론조사 결과의 차이를 만

들기 때문이다.

질문지는 보통 담당연구원과 의뢰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진다.

의뢰인은 궁 해 하는 내용과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연구원

은 이를 설문으로 만드는 것이 일반 이다.그리고 의뢰인이 이를 다시

검토하여 확정한다.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의뢰인이 여론의 ‘정확한’

답변이 아닌 ‘듣기 좋은’답변을 얻고자 하면 조사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는 이다.연구원도 결국 실무를 담당하며 회사의 지시를 받는 직원이

기 때문에 개별 연구원이 아무리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어도 설문

작성의 공정성과 객 성을 보장받기 어려워 질 수도 있다.26)

24)유우종, 의 책,pp.44～6.

25)유우종, 의 책,pp.47～50.

26)유우종, 의 책,pp.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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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지가 작성되면 ‘실제 조사(fieldwork)’가 진행된다.실제 사람을

만나 인터뷰하는 단계,즉 표본으로 선정된 사람들과 하여 질문을

하고 답을 받은 뒤 이를 정리하고 모으는 과정이다.실사과정의 핵심은

면 이다.면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여론조사에서 사용되는

면 은 주로 화면 과 면면 (facetofaceinterview)이며.1,000명

을 조사할 때 화조사로 걸리는 시간은 1～3일 정도이고,면 조사에는

2～3주 정도가 필요하다.

실사는 조사회사의 실사실에서 이루어지는데 연구원은 확정된 설문지

등을 실사실에 달하고 면 원을 교육하고 실사를 감독하는 역할을 한

다.슈퍼바이 는 면 원을 모집하고 면 원들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사

람들로 면 원의 질문과 응답자들의 항의에 1차로 답변하는 역할을 한

다.면 원은 조사 주체로서 응답자들과 화하며 응답을 받아내는 사람

이다.면 원이 조사한 자료를 검증하는 사람을 검증원이라 한다.면 원

이 받은 응답에서 잘못된 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몇몇 응답자에게 다시

화를 걸어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한 응답을 숫자화 하는 코더와 통

계처리가 가능하도록 컴퓨터에 입력하는 펀처가 실사과정에 참여한다.27)

실사과정이 완료되면 단순한 수의 나열인 데이터 일을 가지고 의미

있는 통계표를 만드는 산작업이 진행 된다. 산작업을 해 조사회사

에서는 주로 SPSS(StatisticalPackagefortheSocialSciences)를 사용

한다. 산작업을 통한 통계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여론조사 과정이 마무리 된다.28)

여론조사의 과정을 살펴 으로써 조사기 의 설문지 구성에 따라 조

사결과의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조사 기간과 비용을 이기 해

응답자의 표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비과학 인 표본추출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 다.통일의식조사의 신뢰성을 검토하기 해서는 설

문지의 구성과 표 ,조사기간 표본추출 방법에 한 집 인 논의

가 필요할 것이다.

27)유우종, 의 책,pp.71～87.

28)유우종, 의 책,pp.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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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여론조사의 오차

여론조사의 향력이 사회 각 분야에 미치면서 그 정확도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하지만 여론조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정확한 측을

내놓을 수 있다.가장 자주 언 되는 이유는 잘못된 표집(sampling)과

질문 문항의 작성 방식이다.여론조사의 오차를 한두 측면에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총체 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오래 에 제기되

었으며,미국의 사회학자 그루부스(R.M.Groves)는 그것을 ‘총오차(total

surveyerror)’라는 개념으로 체계화했다.총오차는 설문 조사 과정에서

찰해야 할 것을 찰하지 못해 생기는 비 찰 오차와 찰 과정에서

일어나는 찰 오차로 그게 별된다.비 찰 오차에는 배제오차,표집

오차,무응답 오차가 있으며, 찰 오차에는 설문지에 의한 오차,면 자

에 의한 오차,응답자에 의한 오차,자료 수집 방법에 의한 오차 등이 있

다.여기서는 그루 스가 분류한 일곱 가지 오차 원인을 통해 여론조사

의 오차를 총체 으로 평가해 보도록 하겠다.

① 설문지 오차

설문지는 응답자에게 자신의 태도나 행 ,지식이나 습 등을 기술하

게 하는 설문 조사 도구다.연구자는 설문지를 통해 응답자한테서 자신

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얻는다.‘알고자 하는 정보의 획득’그 자체가 설

문 조사를 실시하는 목 이다.설문 내용은 연구자 스스로 결정해야 하

는 문제이므로 연구자의 하에서 형성된다.연구자는 응답자들의 견

해들을 자신의 추측하고 질문할 내용은 물론 심지어 응답자가 답할 내용

들까지 결정하여 설문지를 작성하기도 한다.따라서 연구자는 설문지에

서 자신의 견해나 응답자의 견해라고 추측되는 답을 응답자에게 강요하

기도 한다.29)

29)Foddy,W.1993.“ConstructingQuestionsforInterviewsandQuestionnaires:Theoryand

PracticeinSocialResearch”.Cambridge:CambridgeUniv.Press.p.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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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내용은 연구자의 주 인 생각에 의해 형성되지만 그럼에도 연

구자는 응답자에게서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응답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

로 설문지를 작성해야 한다.설문지에서 과학성이 결여되었을 때 설문

결과에 다음과 같은 어 남이 발생할 수 있다.

먼 ,설문 항목 표 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 남이다.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어떤 질문지에 어떤 단어를 사용해 질문했는가에 따라 응답자

들이 다르게 답할 가능성이 있다. 를 들면 미국의 여론조사기 인

갤럽과 미국의 한 연구소인 NORC(NationalOpinionResearchCenter)

는 1951년 미군의 한국 쟁 병에 한 미국인의 여론을 알아보기 해

서로 다른 형태의 질문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갤럽의 질문은

“미국이 한국을 방어해주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잘못하는 일입

니까?” 다.이 질문에 해 응답자의 49%는 ‘잘못하는 일이다’,38%는

‘잘하는 일이다’,그리고 나머지 13%는 ‘잘 모르겠다’로 응답했다.한편

NORC가 사용한 질문은 “미국이 공산주의자의 남한 침략을 막기 해

미군을 병하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잘못하는 일입니까?”

다.이 질문은 갤럽과 상반된 결과를 가져왔다.응답자의 36%는 ‘잘못하

는 일이다’,55%가 ‘잘하는 일이다’,4%가 ‘잘 모르겠다’로 응답했다.이

러한 차이를 발생시킨 원인은 NORC가 사용한 ‘공산주의자,침략’이라는

단어가 은연 에 미군 병을 정당화하는 쪽으로 응답자들을 유도한 것

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30)

다음으로,설문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어 남이다.설문 항목은 단독으

로 질문되기보다는 설문지 내의 어느 곳에 있게 되며 어떤 특정 조사 목

과 련해 선정되기 때문에 설문 항목들은 서로 어떤 연 성을 갖는

다.응답자는 설문지의 응답 과정에서 이런 설문 항목들의 연계성을 인

식할 수 있다.그런 연계성의 인식으로 말미암아 응답자는 어떤 설문 항

목의 응답에서 그 항목과 련된 앞의 다른 항목들의 응답으로부터 의식

30)S.Sudman․N.M.Bradburn,「AskingQuestions:A PracticalGuideto

QuestionnaireDesign」,SanGrancisco:Jossy-BassPublishers,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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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나 무의식 으로 향을 받을 수 있다.다시 말해 어떤 설문 항목

은 설문지 내의 치나 순서에 따라 응답자들에게서 다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31)

마지막으로,설문지 작성에 있어서 설문 항목의 순서와 같이 명확한

원칙이 없는 부분도 있지만 반드시 지켜야할 원칙도 있다.그 하나는 응

답 범주들이 상호 배타 이고 망라 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

원칙은 응답 범주들이 찬성 는 반 와 같이 명목 잣 (nominal

measures)로 이루어진 경우에 특히 요하다.응답 범주가 망라 이라는

것은 모든 응답자가 응답할 곳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를

들어 종교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 범주를 불교,기독교,천주교,무교로

구성한다면 이슬람교나 천도교를 믿는 사람은 응답할 수 없게 되므로 망

라성에 배된다.그래서 조사자는 개 ‘기타’라는 항목을 응답 범주에

넣음으로써 그런 배를 방지하고 있다.그리고 응답 범주가 상호 배타

이어야 한다는 것은 응답자가 응답 범주들 가운데 단 한 곳만을 선택

하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종교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 범주를 불

교,기독교,천주교,장로교,무교,기타로 구성했다면 기독교와 장로교는

복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호 배타성에 배되는 것이다.32)

② 면 자 오차

면 자의 특성이 조사 결과에 향을 미칠 수 있다.이러한 은 면

자가 어떤 인종이냐에 따라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미국의 한 연

구에서 엿볼 수 있다.흑인과 백인이 서로 간에 느끼는 거리감에 한

사회 조사에서 면 자가 같은 인종이냐 아니냐에 따라 응답자가 다르게

답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33)이를테면 흑인 응답자는 흑인 면

31)이성용, 의 책,pp.84～8.

32)이성용, 의 책,p.89.

33)B.Campbell,「Race-of-InterviewerEffectsamongSouthernAdolescents」,

PublicOpinionQuarterly45,1981,pp.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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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다 백인 면 자를 할 때 백인들에 한 우호 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고,백인 응답자는 가까운 친척이 흑인과 결혼하는 것에 한

의견 조사에서 흑인 면 자보다 백인 면 자를 할 때 높은 반 의견

을 표했다.이러한 연구 결과는 응답자가 면 자에 해 사회 거리감

을 크게 느낄 때는 면 자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기 해 응답자 자신

의 의견을 솔직하게 제시하기보다는 면 자가 좋아할 방향으로 답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 다.

한 설문 조사의 내용에 따라서 면 자의 성별도 결과에 향을 미

칠 수 있다. 를 들어 직장 내 성차별에 한 견해를 묻는 조사에서 남

성 응답자는 남성 면 자보다 여성 면 자를 할 때 성차별에 해 더

비 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여권 신장 운동에 한 설문 조사에서,

남성 응답자는 면 자의 성별에 향을 받지 않지만 여성 응답자는 남성

면 자보다 여성 면 자를 할 때 여권 신장 운동에 해 더 정 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가사와 육아 분담에 한 조사에서 남성 응

답자는 남성 면 자보다 여성 면 자를 할 때 가사와 육아의 공동 분

담에 더 많은 공감을 표한다고 한다.34)

③ 응답자 오차

응답자 오차는 면 과정이나 조사 과정에서 응답자가 일으킬 수 있

는 오차를 말한다.응답자가 조사의 질에 향을 미칠 수 있는가는 주로

인지심리학 측면에서 분석되어왔다.응답자 오차를 분석하는 인지심리학

연구는 주로 동기화,기억력,사회 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하는 경

향 등 응답자가 질문을 인지하는 과정에 향을 미치기 쉬운 요소들에

을 맞추고 있다.과거 우리 사회는 유교 문화의 원인으로 성행 에

해 언 하는 것 자체를 부정 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이러한 사회

34)E.W.Kane․L.J.Macaulay,「interview GenderandGenderAttitudes」,

PublicOpinionQuarterly57,1993,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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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은 성행 에 한 질문에서 응답 자체를 거부하거나,자신의 생

각이나 실제 행 보다 사회 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하게 할 가능

성을 높게 만든다.특히 비정상 인 성행 나 혼 성교에 해서는 응

답자 자신의 실제 행 나 견해보다 사회 으로 바람직하다는 방향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다.35)여론조사에 응답하는 것은 실제 행

동 하는 것에 비해 책임이 덜 따른다. 를 들어 선거가 있기 에 이루

어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가 말한 답변이 최종 으로 하게 될 실제 투표

와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것은 매우 험하다.36)

④ 자료 수집 방법 오차

조사 문가들은 응답자의 익명성이나 비 성과 한 계가 있는

항목들의 경우 자료 수집 방법에 따라 조사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강조한다.37)이를테면 자기 기입식 방식에 비해 비 성이 덜 보장되는

면 조사나 화 조사에서 응답자가 불법 마약 사용이나 알코올 독

사실을 진술할 가능성은 낮다.성행 나 마약과 같이 민감한 사항을 묻

는 조사,즉 응답자가 실제 사실과 달리 사회 으로 바람직한 경향에 맞

추어 응답할 가능성이 높은 조사에서는 응답자에게 익명성을 좀 더 확실

히 보장해 수 있고 면 자에 한 사회 거리감을 덜 느끼게 하는 자

료 수집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자료 수집 방법에 의한 오차를 여야 한

다고 지 한다.38)흔히 면 조사의 결과가 우편 조사나 화 조사,인터

넷 조사보다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그러나 앞에

서 언 했듯이 응답자의 익명성과 비 성을 보장해 필요가 있는 조사

에서는 면 조사가 다른 방식의 조사보다 덜 타당한 결과를 생산해 낼

수도 있다.

35)이성용, 의 책,p.111.

36)질 도웩, 의 책,p.58.

37)오인환,『사회 조사방법론 :오차 요인 집 연구』,나남,1992,2장 참조.

38)W.S.Aquilino,「Interview ModeEffectsin Drug Surveys」,Public

OpinionQuarterly58,1994,pp.2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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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표집 오차

표집 오차는 표본선정(sampling)문제 곧 응답자 선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뜻한다.39)표본의 표성은 추출된 표본을 통해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제공해 다.하지만 모집단의 개별

요소가 표본에 추출될 확률을 알아야 표본의 특성에서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할 수 있다.모집단의 개별 요소들이 표본에 추출될 확률이 알려져

있고 그 확률이 0이 아닌 표집 방법에 의해 표본이 추출되었을 경우에만

표본의 표성을 말할 수 있다.

표집틀로부터 응답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즉 확률표집

(probability sampling)과 비확률표집(non-probability sampling)으로 구

분된다.확률표집은 무작 (random)로 이루어진 표본선정을 기본 요건으

로 한다.40)반면 비확률표집 방법으로 추출된 표본은 표성을 보장할

수 없다.모집단의 개별 요소들이 추출될 확률이 알려져 있지 않으며,추

출될 가능성이 배제되기 때문이다.비확률 표본에서 모집단의 개별 요소

들은 연구자의 주 이나 면 자의 편리성에 의해 추출되기 쉽다.

이런 추출 기제에 한 정보의 부재로 비확률 표본은 확률 이론을 이용

하여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할 수 없으므로,표본의 특성을 사용하여 모

집단의 특성을 일반화하거나 추론하는 데는 많은 문제 이 있다.41)

여론조사에서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는 할당 표집(quotasampling)

방법은 비확률 표집 확률 표집과 가장 유사한 근 방식을 가진다.

할당 표집에서는 모집단의 구성원들을 하 집단들로 나 고,하 집단

의 구성비에 비례해 응답자들을 할당한다.할당 표집은 모집단 성원의

구성비에 기 하여 하 집단을 나 다는 에서는 확률 표집인 층화 표

집과 매우 비슷하다.그러나 확률 표집 방법인 층화 표집에서 면 자는

39)강흥수,『여론조사,과학인가 술인가?』,리북,2009,p.48.

40)강흥수, 의 책,p.48.

41)이성용, 의 책,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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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를 임의로 선정하지 않는다.반면 할당 표집에서 면 자는 주어진

조건하에서 임의로 응답자들을 선정할 수 있다.그러므로 할당 표집에서

는 면 자들이 근하기 쉬운 응답자들을 선택하여 면 할 가능성이 높

아진다.42)

비과학 인 여론조사는 응답자를 정보 제공자가 아니라 유권자나 국

민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그래서 조사하지도 않은 것을 조사한 것

처럼 말하곤 한다.그 기 때문에 표본이 실제로 추출된 모집단과 연구

자가 조사 결과를 해석하고 일반화한 모집단이 일치하는지를 검토할 필

요가 있다.다음에서 논의하고 있는 배제 오차와 무응답 오차 한 연구

자가 연구 결과에서 진술하는 목표 모집단과 표본 자료를 배출한 모집단

명부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이다.

⑥ 배제 오차

표본 조사결과는 엄 하게 말해 모집단 체가 아니라 표집틀까지만

일반화되는 것이다.따라서 모집단을 잘 표하는 표본을 추출하려면 무

엇보다 모집단 명부와 표집틀이 모집단 구성원을 충실히 담고 있어야 한

다.배제오차는 모집단 명부와 표집틀이 모집단을 충실히 반 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43)

를 들어 설명하면 경제 문가들을 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하

기 해서 그들의 체 명부를 구해야 하지만 편의상 교수와 연구원으로

국한한다면 교수와 연구원들은 부분 박사학 소지자들로 학술진흥재

단에 등록되어 있다.따라서 교수와 연구원 표본을 추출할 수 있는 명부

는 학술진흥재단에서 구할 수 있다.하지만 만약 연구자가 학술진흥재단

명부에서 무작 로 추출한 경제 련 학자 표본을 분석한 뒤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은 어떠어떠한 사안에 해 어떠어떠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한

42)이성용, 의 책,pp.123～4.

43)강흥수, 의 책,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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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해도 앞서 이야기한 표집 오차 이외에 다른 비 찰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경제학 련 교수와 연구원들 가운데는 학술진흥재단에

등록돼 있지 않는 사람도 있으며,외국에서 학 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신진 학자들이나 박사 학 가 없는 교수나 연구원들은 등록되어 있지 않

을 수 있다.이러한 어 남을 배제 오차라고 한다.

배제 오차는 이론 으로 정의된 목표 모집단과 실제 표본을 추출하는

표집틀에 의해 정의된 틀 모집단(framepopulation)사이에서 생기는 오

차이다.틀 모집단에서 배제된 목표 모집단의 성원과 틀 모집단의 성원

이 거의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거나 자의 성원 수가 목표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구성비가 을 때는 배제 오차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겠지

만,만약 두 집단 성원이 다른 의견을 갖고 있고 자의 구성비가 크면

배제 오차가 문제될 수 있다.44)

모집단 명부의 불완 성으로 인한 배제 오차와 함께 표집틀의 불완

성으로 생기는 배제 오차 한 고려해야한다.이는 주로 화 설문 조사

의 형 인 문제로 언 되고 있다.45) 화 조사의 배제 오차는 화번

호부에 의해 정의된 틀 모집단과 목표 모집단의 차이에서 생긴다. 화

조사에서 화번호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가구는 목표 모집단에는 속

하지만 틀 모집단에서는 배제된다.

배제 오차는 이런 이유 문제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 같은 실 인

문제에서도 발생한다.우리는 국 조사에서 제주도나 기타 도서 지역이

제외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1993년 국 조사 38건 14건이 제

주도를 조사 지역에서 제외했다.46)이 게 제주도가 흔하게 제외되는 것

은 그곳이 조사 목 에 부 합하기 때문이 아니라,육지에 비해 조사비

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미국의 국 조사에서도 하와이와 알래스카는

비용과 시간을 이유로 자주 배제되고 있다.

44)이성용, 의 책,pp.130～2.

45)J.H.Frey,『SurveyResearchbyTelephone』,NewburyPark:Sage

Publication,1989.

46)김 웅,『참여론 바로 보기』,나남출 ,1996,pp.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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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무응답 오차

배제 오차와 마찬가지로 무응답 오차도 비 찰로 인해 발생하는 오차

이다.배제 오차가 목표 모집단에는 있지만 틀 모집단에는 없는 응답자

로 인해 생기는 오차라면,무응답 오차는 틀 모집단에서 추출된 표본의

요소들이 찰되지 못한 결과 생기는 오차이다.배제 오차와 비슷하게

무응답 오차도 무응답자 집단이 응답자 집단과 얼마만큼 다른 특성을 갖

고 있는지와 무응답자들이 표본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에 의해 정도가 결

정된다.47)

응답률이 낮으면 표본의 무작 선정이 심각한 에 직면하게 된다.

무응답은 아무 이유 없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응답률이 낮아지면 낮아

질수록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과 그 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인구통계학

특성이나 심리 측면(태도,동기 등),조사내용과 직 련이 있는

경험 등의 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48)

무응답자는 응답자와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쉽다.응답률에 한 어

느 실증 연구는 무응답이 높으면 노령 층,여성, 교육 층을 과다

표하도록 이끄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 다(brehm,1993). 미국

에서 이혼한 남편은 법정이 정한 액의 자녀 양육비를 부인에게 주

게 되어 있다.자녀 양육비에 한 조사에서 무응답 한 이혼남은 응답한

이혼남보다 부양비를 덜 주는 경향이 있고, 무응답 한 이혼남의 평균

부양 액이 응답한 이혼남의 평균 부양 액보다 음을 밝히고 있다.49)

신뢰할 만한 응답률에 한 일반 으로 합의된 기 은 없지만,미국의

경우 응답률이 50% 이하이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90%이상이면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보통 응답률이 75% 이하이면 조사 결과가 모든 사

람이 응답했을 경우와 다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50)

47)이성용, 의 책,pp.135～6.

48)강흥수, 의 책,p.60.

49)N.C.Schaeffer․J.A.Seltzer․M.Klawitter,「EstimatingNonresponse

andResponseBias」,SociologicalMethodsandResearch20,1991,pp.30～59.

50)W.L.Neuman,「SocialResearchMethods:QualitativeandQuantitative

Approach」,Boston:AllynandBacon,2000,pp.26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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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여론조사에 한

(1)과학으로서의 여론조사

여론조사가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을 악하는 유용한 도구로 자리 잡

은 지 한 세기 남짓 밖에 되지 않았다.하지만 여론조사는 우리 생활 구

석구석에 고들어 사흘이 멀다 하고 하게 되었다.여론조사는 이제

우리의 삶에서 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만큼 확고한 상을 차지하고 있

다.여론조사의 등장 기에는 의 민주주의의 명 안으로 간주되

었다.여론조사의 선구자인 조지 갤럽(GeorgeGallop)은 여론조사를 ‘

표 국민투표제(Sampling referendum)’라고 지칭하면서, 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직 민주주의를 한 강력한 수단으로 보았다.과학 확

률표집을 통해 추출된 표본의 의사는 선거나 국민투표보다 공 이슈에

한 일반 국민의 의사를 보다 잘 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우리가 여론조사를 신뢰하는 가장 기본 인 이유는 여론조사가 객

성과 과학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일 것이다.여론조사에는 사회과학의

모든 지식이 집약되어 있다.질문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심리학과 어문학

이, 구를 조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과 그 결과를 모아 처리하는 방

법에는 엄 한 논리와 수리 방법이 동원된다.통계학은 그 과정의 가

장 기본이 되는 학문이다.그리고 여론조사가 실시되는 각 분야의 지식

이 필요하다.정책에 한 조사라면 정책에 한 지식이,과학에 한 조

사라면 과학 지식이,정치에 한 조사라면 정치에 한 지식이 필요하

다.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사회가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컴퓨터 하드웨어 소 트웨어 로그램이 동원된다.

다른 이유는 숫자가 갖는 매력 때문이다.여론조사 결과는 숫자로

나타나고,그것은 조사 결과를 움직일 수 없는 객 사실인 것처럼 표

하는 역할을 한다.소수 이하 자리의 숫자로 나타날 때 여론조사 결

과는 진정으로 엄 한 과학이라는 인상을 풍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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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의 과학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신뢰 구간과 큰수의 법칙51)을

내세운다.그 기 때문에 모집단의 사람 수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응답

자를 수천 명으로 제한하는 데에는 과학 으로 충분한 이유가 있다.여

론조사의 신뢰도는 모집단의 크기가 아니라 응답자의 수에 달려 있기 때

문이다.여론조사에서 실제 선거와 같은 결과를 기 해서는 안 되며,완

벽하게 실제와 같을 가능성은 매우 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수학에 기

해 그 한계를 상정한다.그 기에 여론조사의 결과는 반드시 신뢰 구

간을 함께 표시해야 하고,이 두 가지 요소는 결과가 나타나는 범 가

그 하나이고,결과가 그 범 에 나타날 확률이 다른 하나이다.일반 기

에서 95퍼센트 이상의 신뢰 수 에 오차 범 ±2퍼센트 이하인 경우,

즉 오차가 ±2퍼센트 이하일 가능성이 100번 에 95번 이상인 경우 그

여론조사를 과학 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52)

신뢰 구간을 반드시 제시하고,높은 신뢰 수 과 좁은 오차 범 가 확

보될 수 있도록 응답자 수가 충분할 때,확률 표집에 의해 응답자들이

모집단을 표한다고 볼 수 있을 때,그리고 응답자들의 답변들이 앞뒤

가 맞아 응답자가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 될 때 그 여론조사

의 결과는 과학 으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다.제 로 된

‘국민의 뜻’을 반 하지 못하는 ‘간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

몇 사람의 시 는 몇 사람의 주장으로만 남을 뿐이고 체 국민의 의사

를 묻는 투표는 무 거추장스럽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선거

로 뽑힌 표에게 국민의 권한을 무턱 고 임하는 것보다는 비록 완벽

하진 않더라도 표본 추출을 통해 무작 로 뽑힌 보통 사람들에게서 국민

의 의사를 직 묻는 여론조사 방식은 앞서 설명한 ‘과학 ’여론조사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 필요성과 효율성을 부정할 수 없다.

51)경험 확률과 수학 확률의 계를 나타내는 수학 정리(定理)로 ‘수의

법칙’이라고도 한다.n개의 사건 에서 성질 A를 가지는 것이 r개 있으면,r/n은

A가 일어나는 비율로 생각할 수 있는데, 찰하는 횟수 n을 크게 함에 따라 r/n은

일정한 값 p에 한없이 가까워진다.큰 수의 법칙은 통계에서 나타나는 규칙성의

근거가 된다.

52)질 도웩, 의 책,pp.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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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술로서의 여론조사

여론조사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쟁이나 역술가의 언 같

은 것으로 취 하기도 한다.응답자들이 과연 모집단을 표할 만한 표

본이 되는지에 한 의문을 제기하며 여론조사의 결과를 부정하기도 한

다.다시 말해 여론조사가 과학이라는 주장은 표본추출이 객 인 차

에 따라 확률 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확률 표본

추출(Probabilitysampling)은 이론으로는 가능하나 실제 조사에서 구

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다.표본추출과 무 한 오차는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우선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오차의 정도를 계량화

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에서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더욱 심각하게

한다고 지 한다.53)

심지어 여론조사가 제 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여론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이 자신의 무지를 노출시키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조사 주제

에 하여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처럼 거짓으로 답할

가능성 역시 높다는 도 지 된다.이와 련된 표 인 연구 사례인

비 의 연구에 따르면,존재하지 않는 법안의 폐지에 해 약 1/3의 응

답자가 강한 찬반 의사를 표명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이 경우 응답자

가 련된 이익 당사자가 구냐 만을 고려하여 찬반을 표출함으로써 이

슈에 한 응답자의 의사는 진정한 의사라고 간주되기 어렵다(Gorge

Bishop,1995).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응답자의 수동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도

있다.여론조사가 갖는 일방 인 커뮤니 이션 특성상 응답자는 조사

에 수동 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여론조사는 조사기 이 미리 작성한

설문에 하여 수동 으로 답변하는 일방 인 커뮤니 이션에 기반을 두

기 때문에,이에 한 응답자의 의사는 조사자의 의도에 의해 좌우될 가

능성이 높다.동일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조사주체가 구냐에 따

라 조사결과의 분포가 차이를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53)강흥수, 의 책,p.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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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엄 하게 과학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고,응답자들이 진실을

답하도록 극 으로 동기화 되었다 가정하더라도 여론조사를 통해 악

된 여론이 제 로 된 우리사회의 여론인지에 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

다.여론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합리 무지(rationalignorance)에

기반한 불안정한 여론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그 의미도 감소된다는 것이다.여론조사는 응답자들이 조사 주제와

련된 지식과 심이 미비한 상태에서 응답한 의사를 양 으로 단순 취

합(aggregation)하는데 불과하기 때문에,조사 결과로 악된 여론의 신

뢰성과 정당성이 낮아질 수 있다.추가 인 정보와 토론을 통해 사안에

해 제 로 알게 될수록 의사 자체가 변경 가능하다는 에서 불안정한

의사를 기반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54)

종합해보면 여론조사는 조사자가 표본을 어떻게 추출하고,질문을 어

떻게 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고 때로는 상반된 결과

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심지어 과학 표본추출 방법에 따라 선정된 응

답자들에게 제 로 된 질문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 다고 하더라도 수동

으로 여론조사의 참여한 응답자들이 진실을 이야기하 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결과를 완 히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응답자

들은 다양한 변수에 향을 받아 거짓된 응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

기 때문이다.특히 자신의 생각이나 성향이 아닌 사회 으로 바람직한

방향에 맞추어 응답할 가능성이 높다. 한 높은 무응답률은 여론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와 여론조사를 거부한 응답자 사이에 특성의 차이를 만들

어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손상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여러 이유로 다수의 문가는 여론조사는 객 으로 존재하

는 그 무엇을 있는 그 로 발견(finding)하는 과학이기 보다 실재하지 않

는 어떤 것을 가공으로 창조(creating)해내는 술에 더 가깝다고 주장한

다(Johnson2007;Weisberg,Krosnick,andBowen,1996).

54)김원용,「공 이슈에 한 효과 국민의사 수렴수단으로서 공론조사에

한 연구」,『사회과학연구논총』 제11집,2003,pp.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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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통일의식과 통일의식조사

1)통일의식 개념과 등장배경

(1)통일의식 개념과 구성요소

민주주의는 국민 의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체제이다.따라서 여타

의 정책결정에서 뿐만 아니라 북․통일정책의 추진에도 국민 의가

집결되고 반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이러한 은 행 헌법 문상의

“… 조국의 민주개 과 평화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라는 잣구

제4조의 “…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정책 …”에 잘

나타난다.민주 정치체제하에서 정책결정과정은 이스턴(D.Easton)등

의 체제이론가들이 제시하듯이 정치체제가 환경(국민,이익집단)의 요구

와 지지를 받아들여(input),그 투입물을 환시켜(conversion),산출물을

환경에 다시 내보내는(output)일련의 정치 행태 과정을 통해서 나타

난다.그러나 시민사회의 성장 경험이 일천하여 국가가 시민사회를 압도

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투입 심의 정책결정 보다는,국가 주

도에 의한 산출 심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55)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나라도 90년 이후가 되서야 민주 통일정책

에 한 정치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국민들의 통일의식에 한 구체

논의가 진행되었다.사 의미에서 통일은 나 어진 것들을 합쳐서 하

나의 조직․체계 아래로 모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통일은 일차 으로

분단 극복을 의미하지만 단순히 분단 이 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만을 의

미하지 않는다.진정한 통일이란 분단의 역사로 인해 골이 깊어진 상호

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남과 북의 주민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민족공

55)김병기,「역 정부의 북정책과 통일 련 국민 합의 도출 방안」,『통일

과 법률』,법무부,2010,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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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의식(consciousness)이란,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나 사물에 하여 인식하는 작용,사회

역사 으로 형성되는 사물이나 일에 한 개인 집단 견해나 사상 등

을 표 할 때 사용된다.이처럼 의식은 어떤 상에 한 개인 혹은 집

단의 생각,견해 등을 표 한다고 볼 수 있다.

통일의식 개념에 해 박명규 외(2009)는 통일의식이란 통일에 한

태도(attitude) 반을 지칭하는 것으로 통일에 한 감정(affect),인식

(cognition),그리고 행태(behavior)를 포 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태

국(2011)은 통일의식이란 단일 ․통합 ․조화 인 것으로 생각할 수

없으며,다양한 유형이 존재할 수 있고 갈등과 긴장을 내포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했다.통일의식은 실에서는 충분히 실 할 수 없는 통일국

가의 이상이나 도덕 열망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긴장을 내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병로(2012)는 통일의식은 통일문제 반에 해 남북한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의식과 태도를 포 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며,“통일이 필요

한가?”라는 직 인 질문에 한 단편 인 의견에 국한하지 않고,상

에 한 존재인식,포용성,신뢰도,인지도 등 통일과 련한 반 인

의식을 포 으로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했다.

변종헌(2012)은 통일의식은 일반 으로 국민들이 북한과 통일문제,남

북한 계, 외 계 그리고 북정책 등에 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

고,어떻게 느끼는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통일에 하여 부여하는 의미,북한을 바라보는 시각,통일을 자

기 자신과 연 짓는 통일 유 성,통일을 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통일 개입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고 하 다.

이근철(2000)은 통일의식의 핵심 요소로 통일과 통일 이후를 비하

기 해서는 서로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가는 것(민족공동체

의식),다를 때는 왜 다르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서로 다름을 인정

하면서도 배척하지 않고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민주시민의식),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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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실에 기 하여 북한 사회와 통일 환경에 한 객 인 이해를 통

하여 다양한 논의를 개방 으로 인정하는 것(북한이해의식)이 필요하다

고 하 다. 한 북한의 정확한 실체를 이해하고 쟁 가능성을 인식할

뿐 아니라,이에 능동 으로 처할 수 있는 능력을 터득하도록 하는 것

(안보의식),그리고 쟁 험과 통일 이후 일상 인 삶에서 갈등을 평화

으로 모색하는 것(평화의식)을 강조하 다.

(2)통일의식 연구의 등장배경

통일을 해서는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며 변수들 간의 계는 매우

복잡하다.통일을 한 여러 변수 가운데 통일의 주체인 국민들이 북한

통일에 해 갖고 있는 인식이나 태도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요한

요소이다.하지만 분단이후 이런 논리가 항상 인정된 것은 아니다.국민

의 통일의식에 한 시각은 정치 변화와 하게 연 되어 변화되어

왔다.

한국 쟁 직후 쟁을 경험한 국민들에게 북진통일론은 별 항 없이

받아들여 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북한을 더 이상 상의 상으로

간주하거나 통일의 상으로 인식한다는 것이 사회 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에 한 국민의 인식을 확인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제

도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4.19 명 이후 다양한 통일 방안이 자

유스럽게 논의 될 수 있는 분 기가 형성되는듯하 으나 반공을 우선으

로 하는 군사정부는 북한과의 화․ 상 불가론 고수와 민간통일논의

지 변통일론으로 민간차원의 통일논의에 제동을 걸었다.56)특히

1961년 7월 4일에는 반공법이 공포됨으로써 정부와 의견을 달리하는 통

일논의는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일로 매도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고 한다.57)

56)김병기, 의 논문,pp,82～4.

57)신용수,「정부의 북정책,그 허와 실」,『한국북방학회논집』 제5호,1999,

p.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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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다음 정부는 1982년 「민주화합․민주통일방안」을 제안하고,통

일헌법에 따라 통일 국가를 완성하고,이를 해 신뢰 조성과 통일 해

요인 해소를 강조한다.통일방안을 제안하면서,“… 통일은 어떤 특정 계

층이나 집단에 의하여 독립 ․배타 으로 주도되어서는 안 되며 …”

한 “… 민족 체의 통일의지를 한데 모아 통일헌법을 채택 …”이라고

강조하 다.사회 각 역의 다양한 계층이 북정책의 실천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는 에서 구체 으로 실천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통일에 한 국민 체의 심과 참여의 폭

을 넓히는 정 인 효과를 가져 오게 하 다.58)

문민정부의 등장과 함께 제도권의 통일논리 즉 정부의 통일정책만이

아닌 다양한 진보 통일노선을 인정하 고,과거 정부주도로 이루어져

왔던 통일논의가 이제는 통일에 한 국민들의 기 와 심으로 인해 더

이상 국민정서와 유리되어 추진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59)이로 인해

1970년 ～80년 제한 인 범 의 표본 집단,특히 고등학생이나 학

생 주의 통일의식조사가 간헐 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1990년 에

들어와서 국민 차원의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한 통일의식 연구가 본격

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한 통일의식 연구는 남북 계의 시 ․상황 변화에 맞물려 진행

되어 왔다.60)90년 탈냉 의 도래로 남북한 간의 고 회담이 활발히

개되면서 남북기본합의서,비핵화선언 등의 성과가 있었고,1998년 김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남북한 간 다방면에서 교류 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국민 차원의 통일의식 연구가 활성화 되었다.특히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 남북 계와 통일에 한 심이 증가하

고,이러한 시 흐름에 맞춰 통일의식 연구에 한 수요가 증가하

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58)김병기, 의 논문,pp,85～8.

59)김병기, 의 논문,p,101.

60)안득기,「북한 통일의식 분석 : 학생들의 인식을 심으로」,『북한연

구학회보』,11권 1호.2007,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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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명 조사년도 조사기

국민의식에 한 조사연구 1985/87 사회연구소

환기 한국사회조사 -국민의식조사 1986～90 서울 사회과학연구소

한민족 공동체에 한 국민여론조사보고서 1989 통일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북방정책에 한 여론조사 1990 민족평화통일자문회의

21세기를 향한 국민 의식 성향조사 1990 서울 인구 발 문제 연구소

통일정책추진에 한 국민여론조사 보고서 1990～91 통일부

통일의식조사 보고서 1991 한국 갤럽연구소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1993/94/98

/99
통일연구원

통일문제 련 여론조사 1994 문화방송

2)통일의식조사의 황과 특징

(1)통일의식조사 황

통일의식조사 연구 동향에 한 메타 분석을 시도한 은기수(2010)에

의하면,1980년 이후 국 단 의 통일의식 련 사회조사만 해도 90

여 종이 넘는다.이 에는 조사 자체가 통일 북한 련 조사인 연구

도 있고,일반 사회조사에 통일 북한 련 조사항목이 일부 포함된

형식의 조사도 있으며,학술연구를 한 조사와 여론동향을 악하기

한 여론조사 목 의 조사가 혼재해 있다.통일 북한 련 조사 목

으로 수행되는 표 인 조사로는 KBS남북 력기획단에서 2005년부터

지속해 온 「국민통일의식조사」,서울 학교 통일평화연구소에서 2007

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통일의식조사」가 있다.한편,일반 사회조

사에 통일 북한 련한 항목을 포함시켜 조사하는 표 인 사회조사

에는 성균 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에서 수행하는「한국종합사회조사」

가 있다.<표 Ⅱ-1>은 1980년 이후에 실시한 국 단 의 통일 북

한 련 주요 조사들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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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에 한 국민여론조사보고서 1995 조선일보

조선일보 국민의식조사
1995/2002/

2003
조선일보

한국인의 의식․가치 조사 1996 공보처

환기 한국사회 국민의식과 가치 에 한 조사연구 1996 서울 사회발 연구소

한국, 국,일본 국민의식조사 1996 KBS,연세 학교

국민안보의식조사 1999 한국 갤럽연구소

한국사회의 신뢰실태조사 연구 199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앙일보 창간주년 국민의식조사 1999～08 앙일보

한국인의 의식․가치 조사 2001 한국 갤럽연구소

남북 계 통일 련 여론조사 2002 민족평화통일자문회의

조선일보 창간주년 국민의식조사 2002～03 조선일보

한미 계여론조사1차～3차 2002～04 동아시아연구원

한미 계이념조사1차～3차 2002～04 동아시아연구원

한국인의 이념조사1차～3차 2002～04 동아시아연구원

국민의 가치 과 의식에 한 조사 2003 서울 사회발 연구소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14 성균 서베이리서치센터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2003/05/14 통일연구원

CCFR 외인식조사 국제여론조사1차 2004 동아시아연구원

CCFR 외인식에 한 문가 조사 2004 동아시아연구원

국정평가 여론조사 신정부정책 과제 2004 동아시아연구원

일반국민 통일 여론조사 2004/09 민족평화통일자문회의

복60주년국민의식조사 2004 서울 사회발 연구소

국민통일의식조사 2005 KBS방송문화연구소

CCGA국제 계에 한 국민여론조사 2006 동아시아연구원

리서치정치지표조사1차～6차 2006～07 리서치연구소

통일의식조사 2007～14 서울 통일평화연구원

범국민 안보의식 설문조사 2008 국가안 보장문제연구소

국민통일의식조사 2010～14 KBS남북교류 력단

자료 :은기수(2010)에서 재구성 내용 추가

<표 Ⅱ-1>1980년 이후 통일 북한 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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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요 통일의식조사의 특징

이제 지 까지 실시해 온 수많은 통일의식조사 에서 본 연구에서

분석 자료로 활용한 주요 통일의식조사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본

연구에서는 표집방법에 있어 신뢰성을 지니고 있으며, 체 으로 유사

한 질문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시계열 분석과 상호 비교 분석이 가능한

서울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와 KBS남북교류 력단「국민

통일의식조사」의 3개년 간(2012～2014)조사결과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

다.이와 더불어 조사방법과 설문문항에서 차이를 보이는 「한국종합

사회조사」의 북한 통일 련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여론조사 방식의

통일의식조사에 한 타당성을 검토하 다.

① 서울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

서울 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2007년부터 매년 7월말에서 8월 에 걸

쳐 통일,북한 남북 계에 한 국민들의 의식과 태도를 조사 분석하

기 해 「통일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통일평화연구원은 통일의식

조사의 목 을 첫째,한국 정부의 북정책에 한 국민들의 평가를 확

인함으로써 북정책의 심층 평가와 재정립에 도움을 주기 함이며,

둘째,남북 계 한반도의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성원들의 의식

흐름을 포착하기 함이며,셋째,궁극 으로 한반도에 평화로운 통일한

국을 실 하는 데 의미 있는 종합 비 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조사의 모집단은 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남녀 체를 상으로 하 으며,다단층화무작 추출법

(multi-stagestratifiedsampling)61)을 통해 1,200명의 유효 표본을 상

으로 1 1개별면 조사(face-to-faceinterview)62)방식을 사용하 다.

61)행정안 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기 으로 16개시도,성별,연령별로 층화해

서 표본을 배분하 고,표본추출은 해당 층 내에서 존재하는 화번호 리스트를

랜덤하게 추출하여 조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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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내용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남북한 통일에 한

견해,북한에 한 인식과 태도, 북 정책에 한 평가,북한이탈주민에

한 태도,주변국과의 계 인식이다.조사의 표본 오차는 95%신뢰수

에서 최고 ±2.8%P이며,응답률은 밝히고 있지 않다.한국 갤럽에 의뢰하

여 조사를 실시하 으며,서울 학교 통일평화 연구원에서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결과를 책자로 간행하고 있다.

② KBS남북 력기획단 「국민통일의식조사」

KBS는 1999년 이후 2005년과 2010년,3차례에 걸쳐 국민들의 통일의

식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 다.2010년부터는 매년 조사를 실시하

고 있으며,국민의 북한 통일, 북정책 등에 한 인식을 조사하여

통일 련 연구 방송의 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조사목 으로 제

시하고 있다.63)조사는 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상으

로 화 조사를 실시하 으며,휴 화와 유선 화 RDD64)(임의 화걸

기)자동응답 방식의 단순무작 표본 추출 방법을 사용하 다.

62)면 원이 조사 상자를 직 찾아가서,면 원이 질문하면 조사 상자가 응

답하고,그 응답내용을 면 원이 설문지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설문지

를 조사 상자에게 보여 주지 않고 면 원이 설문지를 가지고 질의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에서 조사 상자가 면 원의 도움 없이 설문지를 직 읽고

응답내용을 기술하는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와 구별되고,모든 응답자에게 구조화

된 설문지를 이용해 동일한 방식으로 질문한다는 에서 질 조사인 개별 심층면

과 구별된다.

63)KBS남북교류 력단,『국민통일의식조사』,KBS남북교류 력단,2014,p.5.

64)지역번호와 국번을 제외한 나머지 4자리 번호를 컴퓨터로 자동 추출하여 선정

된 번호를 활용하여 화를 거는 여론조사 방식이다.0000~9999까지의 무작 로

추출된 4자리 번호로 화를 걸기 때문에 화번호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번호

까지 여론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최근 휴 화가 보편화되고 유선 화 보 률이

감소되자 화번호부에 등재되지 않는 번호가 많아지면서 기존의 화여론조사 방

식인 화자동응답(ARS)조사 방식에 한 표본의 표성과 신뢰성에 한 의문이

제기되었다.이러한 을 보완하기 해 도입된 방식이 RDD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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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내용으로는 북한 정권 남․북한 계에 한 인식,남․북한

통일에 한 인식과 망,북핵문제에 한 인식과 망, 정부의 북

정책에 한 평가,주요 북사업 식량지원에 한 인식, 재의 안보

상황에 한 인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2014년 조사의 경우 표본오차는

95% 신뢰도 수 에서 ±3.1%P이며,응답률은 11.5%라고 발표하 다.조

사 기간은 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2014년의 경우 8월 5일에서 8월

7일 사이에 실시되었다.KBS 남북교류 력단이 조사를 기획하 으며,

실사(實査)는 ㈜한국 CNR이,조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KBS방송문화연

구소가 담당하 다.

③ 성균 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 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는 2003년부터 한국 사회를 종합 으

로 악하고 세계의 주요 국가들과 비교 연구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만

들어내 해 「한국종합사회조사」를 실시했다.2012년 조사의 경우 모

집단은 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체를 상으로 하

으며,다단계 지역확률표집65)(multi-stageareaprobabilitysampling)

을 통해 최 표본 수 2,500명을 선정하고 자료의 표성을 확보하기

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표본의 체를 허용하지 않고 최 표본에 해 지

속 인 반복방문을 시도한 것이 특징이다.결과 으로 2012년의 경우 유

효 사례 수는 1,396명으로 55.8%의 응답률을 보 다.

65)최종표집 블럭 수를 200개로 한정하고 이를 1차 표집단 (PSU)인 국 역

시도의 가구 수 분포에 비례하여 배분한다.각 역시·도로부터 배분된 수만큼의

2차 표집단 (SSU)인 동․읍․면을 인구비례확률표집(proportionalprobability

sampling)원칙을 용하여 무작 로 추출한다.이 게 추출된 각 동·읍·면으로부

터 한 개의 최종 표집블럭을 3차 표집단 로 무작 로 선정한다.선정된 통/반

는 리에서 표집원(sampler)이 가구의 표집 틀을 직 작성하고,이를 토 로 12

혹은 13개의 가구를 계통 표집 한다.표집 된 가구 내에서 만 18세 이상 성인 가

구원들의 리스트를 작성한 후,이들 가운데 나이와 상 없이 태어난 월일이 가장

늦은 는 가장 빠른 (실제 생일 기 )가구원을 최종 면 상자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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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내용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통일과 련된 문

항은 반복핵심설문 문항에 포함되어 있으며 북한에 한 태도,남북통일

의 필요성,탈북자에 한 친근감을 묻고 있다.조사의 표본 오차와 신뢰

수 은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국 학 조사 네트워크(inter-university

surveyfieldingnetwork)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표 Ⅱ-2>는 앞서 살펴본 국단 주요 통일의식조사를 비교하여

표로 정리한 것이다.

구분 통일의식조사 국민통일의식조사 한국종합사회조사

조사
기

서울 학교

통일평화연구원

KBS

남북교류 력단

성균

서베이리서치센터

조사

목

․ 북정책에 한 국민 평가

확인하여 재정립에 도움

․남북 계를 바라보는 국민

의 의식 흐름을 포착

․평화 통일 실 을 한 종

합 비 제공

북한 통일, 북정책 등에

한 국민 의식을 조사하여

통일 련 연구 방송의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한국 사회를 종합 으로 악

하고 세계의 주요 국가들과

비교 연구하는 데 필요한 자

료 수집

조사

상

국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남녀

유효표본 1,200명

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유효표본 1,000명

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최 표본 2,500명

유효표본 수

조사

방법
1 1개별면 조사

임의 화 걸기
자동응답 방식

면 면 심층면 조사

표본
추출 다단층화무작 추출 단순무작 표본 추출 다단계지역확률표집

조사

내용

․통일에 한 견해

․북한에 한 인식과 태도

․ 북 정책에 한 평가

․북한이탈주민에 한 태도

․주변국과 계 인식

․북한 남북한 계 인식

․통일에 한 인식과 망

․북핵문제에 인식과 망

․ 북정책에 한 평가

․ 북사업 식량지원 인식

․안보상황에 한 인식

․북한에 한 태도

․남북통일의 필요성

․탈북자에 한 친근감

표본

오차

95% 신뢰수 에서

±2.8%P

95% 신뢰수 에서

±3.1%P
확인 불가

응답률 확인 불가 11.5% 55.8%

조사

기간

매년 7월말 ～ 8월 (약

3주간)
매년 8월 경 (3일간) 매년 12월 결과발표

실사

기
한국 갤럽 ㈜한국 CNR

국 학 조사

네트워크

<표 Ⅱ-2>주요 통일의식조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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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여론조사 방식의 통일의식조사

1)통일의식조사 비교 분석의 필요성과 방법

치솟았다 곤두박질쳤다 긴장감을 더하며 빠른 속도로 내닫는 롤러코

스터(rollercoaster)라는 단어에 여론조사를 뜻하는 ‘Poll’을 바꿔 끼워 넣

은 폴러코스터(pollercoaster)란 말이 있다.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들쭉날

쭉함을 비꼬는 단어이다.폴러코스터는 원래 1992년 미국 통령 선거에

서 정치평론가들이 만들어 통용시킨 말이다.1992년 미국 선 2주

월스트릿 과 ABC방송사 합동 여론조사에서 클린턴 후보가 19%포

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다른 여론조사들에서는 클린턴의 우세

가 그 반 정도로 나왔다.선거 1주 CNN과 USA 투데이가 공동으

로 의뢰한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클린턴 후보는 2%P만 앞서고 있

었으나 어도 4개의 다른 국 여론조사에서는 클린턴의 우세가 7～

11%P로 나왔다.66)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여론조사의 정확성,나아가 신

뢰성을 의심 하는 증거가 된다는 이다.같은 주제로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조건으로 실시된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조사기 별로 표본

오차를 훨씬 뛰어넘는 차이가 발생한다면 조사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다시 검토해 보아야하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여론조사 방식의 통일의식조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해 상 으로 표집방법에 있어 신뢰성을 지니고 있으며,

체 으로 유사한 질문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시계열 분석과 상호 비교

가 가능한 서울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와 KBS남북교류

력단 「국민통일의식조사」의 3개년 간(2012～2014)조사결과를 분석 자

료로 비교 분석을 시도하 다.두 조사기 의 조사 결과 에서 직 비

교가 가능한 4개 역 6개 문항을 선별하 다.이와 더불어 연구 목 상

요성을 지니지만 공통된 조사문항이 없어 상호비교가 불가능한 역을

66)강흥수, 의 책.p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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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하고자 「한국종합사회조사」의 통일 련 1개 문항을 추가 으로

활용하 다.<표 Ⅱ-3>은 비교 분석에 활용된 역별 련 여론조사 문

항을 정리한 것이다.

역

울 학

통 평화연 원 

「통 식조사」

KBS

남 류협력단 

「 민통 식조사」

균 학

리 치

「한 종합사회조사」

1) 통 에 

한 심

문2) 남 한 통 에 한 

생각 중 다  중 어느 것

에 가  가 습니 ?

문3) 우리나라 통 문제

에 해 어느 정도 심

 습니 ?  

․

2) 통  

식

문2) 남 한 통 에 한 

생각  다  중 어느 것

에 가  가 습니 ? 

문4) 통 에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 ?
․

3) 통  

필

문1) 남 한 통  얼마

나 필 하다고 생각하십

니 ? 혹  필  없다고 

생각하십니 ?

․

문8) 귀하는 남 통  

어느 정도 필 하다고 생

각하십니 ?  

4) 통

가능 시

문3) 남 한 통  언제

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

십니 ? 

문10) 통  언제쯤 

뤄질 것 라고 보십니 ?  
․

<표 Ⅱ-3>통일의식조사 비교 분석 세부 역 련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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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통일의식조사 결과 비교

(1)통일에 한 심

서울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에서 국민이 통일에 어느 정

도 심 갖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해 사용한 질문과 최근 3년간

(2012-14)의 조사 결과는 <그림 Ⅱ-1>과 같다.

문2) 남 한 통 에 한 생각  다  중 어느 것에 가  가 습니 ?            (단 :%)

<그림 Ⅱ-1>통일평화연구원「통일의식조사」통일에 한 심

독립 인 문항 없이,통일의 추진 방식에 한 질문 하나의 선택지

로 통일에 한 심을 묻고 있다.통일의 추진 방식에 한 인식을 ‘가

능한 빨리 통일’,‘여건이 성숙될 때 통일’,‘재 상태 유지’,‘통일 심

없음’의 4가지로 구분하고,통일 방식에 한 의견을 갖지 않는 사람을

‘통일에 한 심이 별로 없는 것’으로 제하고 문항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조사기 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일에 한 심이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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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은 큰 변화 없이 7～8% 수 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하 고,통일

의 기반을 조성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통일에 한 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림 Ⅱ-2>는 KBS남북교류 력단 「국민통일의식조사」에서 통일에

한 심 수 을 확인하기 한 최근 3년간(2012-14)의 조사 결과이다.

문3) 우리나라 통 문제에 해 어느 정도 심  습니 ?                    (단 :%)

<그림 Ⅱ-2>남북교류 력단 「국민통일의식조사」통일에 한 심

심을 4개 수 으로 구분하여 선택 문항을 구성하고 있다.조사기

은 2014년 조사결과 분석을 내놓으면서 국민의 70% 내외가 통일에 한

심을 지속 으로 나타내고 있고,‘별로 심이 없는 편이다’가 추세 으

로 증가하고 있으며,‘ 심이 없다’는 체로 5% 이내의 비율을 나

타내고 있다고 설명하 다.동시에 통일에 한 심이 추세 으로 소폭

낮아진 이유에 해서는 북핵문제와 남북 계 경색이 오랜 기간 지속되

면서 북한 문제에 한 피로감이 커졌기 때문일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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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두 여론조사의 비교 분석 결과 서울 학교 통일평화연구

원 「통일의식조사」의 조사문항은 통일에 한 심 수 을 측정하는데

신뢰성을 지니기 어려웠다.왜냐하면 조사기 에서 밝힌 것처럼 이 문항

의 목 은 통일의 추진 방식에 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한 것이기 때문에 ‘통일에 한 심이 별로 없다’는 보기를

선택한 7～8% 통계 수치는 통일에 심이 없는 국민의 비율이라기보다,

통일 추진 방식에 해 무 심하거나 아직 구별될만한 선호를 지니지 못

한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때문에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

로 국민의 통일에 한 심을 논하는 것은 불확실한 근거에 기반한 섣

부른 시도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남북교류 력단 「국민통일의식조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더 확연히 드러난다.분석기간 통일평화연구원은 ‘통일에 한

심이 없다’는 응답이 큰 변화 없이 7～8% 수 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

석한 것에 비해,남북교류 력단의 경우 ‘별로 심이 없다’가 20% 반

수 에서 추세 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서로 다른 분석 결과를 내놓고 있

다.심지어 2104년 남북교류 력단 조사결과 ‘별로 심이 없다’와 ‘

심이 없다’가 32.5%로 같은 해 통일평화연구원 조사결과 7.0%와

25.5%라는 큰 격차를 나타냈다.

과학 방식으로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통일에 심 없

는’국민의 비율이 동시에 32.5%이면서 7%일 수는 없다.여론조사의 오

차 원인을 분석 으로 명확히 규명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우선 통

일평화연구원 조사의 설문지 오차를 그 원인으로 상해 볼 수 있겠다.

응답자는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경우 부분 조사기 이 제시한 선택지

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 없이 언제나 하나만을 골라야 하는 상황에 놓

이게 된다.하지만 2번 문항은 서로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통일의 추진

방식’과 ‘통일에 한 심’두 가지를 동시에 묻고 있다.그 기 때문에

‘통일에 한 심’을 정확히 확인하는데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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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이 문항은 ‘평소 통일에 별로 심이 없지만, 진 통일

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다수의 응답자들에게 둘 하나만을 선택하

라고 강제하는 상황을 래하고,이는 심 수 만을 질문했을 경우 부

정 인 응답을 했을 다수의 응답자들이 비록 통일에 무 심하지만 ‘진

통일론’을 선택하게 하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상해 볼 수 있다.때

문에 조사기 을 통해 의도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이 조사

문항은 통일에 한 국민의 무 심을 축소 해석 할 수 있는 험성을 내

포하고 있는 것이다.

반 로 KBS남북교류 력단의 문항의 경우 통일에 한 심을 측정

하는데 상 으로 신뢰성 있는 도구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다시

검토해 보아야할 것이 있다.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와 같이 ‘심 없다’

는 선택지가 ‘심 있다’와 경쟁하는 것이 아닌 ‘진 통일론’과 경쟁하

는 경우 ‘심 없다’의 수치가 20%이상 감소한다는 것을 여겨보아야

한다.이는 ‘통일에 심 없다’는 응답자들의 반응을 숙고를 통해 형성된

완 한 국민여론으로 평가하는데 무리가 있으며,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불완 한 수 으로 평가하는 것이 더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다시 말해 ‘있다?없다?’식의 립 인 선택지가 없는 조

사 문항은 수동 인 상황에 처한 응답자들에게 극단 인 선택을 강요하

고,나아가 응답자의 의식을 이분법 으로 단순화시켜 확 해석 할 수

있는 험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요약하면 통일평화연구원 조사문항의 목 은 통일의 방식에 한 선

호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에 별로 심이 없다’는 선택지의 응답률

은 국민의 통일에 한 심 수 을 정확히 표 한다고 볼 수 없다.통

일의 방식에 해 선호가 확실하지 않은 태도로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

직하며,앞으로의 조사에서는 ‘통일의 방식에 해 심이 없다’는 표

으로 선택지를 체하는 것이 당해 보인다.남북교류 력단의 조사에

서는 ‘통일에 심이 없다’는 의견이 30% 내외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결과를 근거해 볼 때 이 한 불완 한 수 의 여

론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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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통일의 방식

서울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에서 국민이 통일의 추진 방식

에 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해 사용한 질문과 보기

문항,그리고 최근 3년간(2012-14)의 조사 결과는 <그림 Ⅱ-3>과 같다.

  문2) 남 한 통 에 한 생각  다  중 어느 것에 가  가 습니 ?             (단 :%)

<그림 Ⅱ-3>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통일의 방식

조사기 은 통일의 과정과 추진 속도에 한 국민의 인식이 매우 안

정 인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어떤 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는 통일지상주의 입장은 체로 국

민 10% 안 수 이며,국민 10명 6명은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

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진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을

덧붙이고 있다.남북교류 력단의 조사와 달리 ‘통일을 원하지 않는 태

도’를 ‘분단 상태 유지를 원하는 태도’에 포함시켰기 때문에,‘통일 되지

않는 것을 원한다’는 선택지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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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는 KBS남북교류 력단 「국민통일의식조사」에서 통일

의 필요성에 한 국민 인식을 분석한 최근 3년간(2012-14)의 조사 결과

이다.

  문4) 통 에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 ?                                     (단 :%)

<그림 Ⅱ-4>남북교류 력단 「국민통일의식조사」통일의 필요성

남북교류 력단의 조사에는 통일의 방식에 해 직 으로 질문하는

문항은 없다.하지만 앞서 살펴본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 방식에 한

선택지의 내용과 체로 유사하다는 에서 이 문항을 비교 분석 데이터

로 활용하 다.조사기 은 2014년 조사 결과 분석에서 반 으로 체

응답자의 71.0%가 통일에 해서 정 인 태도를 취했으나 통일에

한 유보 /부정 응답도 29.0%로 지 않은 편이었다고 밝혔다.2012년

부터 2014년도에 걸쳐 통일의 필요성에 한 정 응답은 큰 변동이

없이 비슷한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으며,10명 약 7명은 통일에 해

정 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결론지었다.2005년 이후 ‘큰 부담이

없는 통일’을 가장 선호하는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측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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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여론조사의 선택지 ‘어떤 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

일되는 것이 좋다’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는 선택지는 통일에 한

‘극 정’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 으며,‘통일을 서두르기

보다는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와 ‘큰 부담만 없다면 통일되는

것이 좋다’의 선택지는 ‘소극 정’의 태도,‘재 로가 좋다’와 ‘교류

력하면서 공존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선택지는 통일에 해 ‘유보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정하고 분석을 진행하 다.

3년간의 조사결과를 체 으로 비교해 보면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

에서는 ‘소극 정’,‘상 유지’,‘극 정’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

았지만,남북교류 력단의 조사에서는 ‘소극 정’,‘극 정’,‘상

유지’순으로 응답비율 순서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세부항목별로도 조

사결과의 차이가 발생했다.‘극 정’의 응답비율은 남북교류 력단

의 조사에서 상 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2012년에는 +15.8%,2013년

에는 +12.7%,2014년에는 +10.8% 더 높은 수치를 보 다. 한 유보

입장을 나타내는 응답비율 한 2014년을 제외하고 남북교류 력단의 조

사에서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2년에는 +6.3%,2013년에는

+2.3%,2014년에는 –3.8%의 차이를 보 다.‘소극 정’의 입장은 두

조사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통일평화연구원의 조

사에서는 60% 반 의 비율을,남북교류 력단의 조사에서는 평균 으

로 40% 반 의 결과를 보 다는 에서 차이가 발생했다.

요약하면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결과가 남북교류 력단의 조사결과에

비해 ‘극 정’비율이 크게 낮고,‘유보 입장’의 비율이 체로 낮

으며,‘소극 정’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 통일평화연구원

의 조사에서는 ‘유보 입장’이 ‘극 정’보다 우세했다고 분석한데

비해,남북교류 력단의 조사에서는 ‘극 정’이 ‘유보 입장’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고 분석하 다.

이제 두 여론조사의 결과 차이를 만든 원인을 설문지 오차와 련하

여 검토해보도록 하겠다.먼 문항지의 구조와 련된 문제이다.‘통일

을 극 으로 희망하고 빠른 시기에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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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응답자가 있다고 가정하자.남북교류 력단의 조사에서는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를 선택하면 되겠지만,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에서는 선

택이 복잡해진다.‘어떤 가를 치르더라도 통일해야한다’를 선택하기에

는 ‘쟁’,‘경제 붕괴’등의 외 조건이 염려된다.그 다고 ‘여건이 성숙

되길 기다리자’는 선택지는 통일에 한 자신의 극 입장을 제 로

표 하고 있는 문항이 아니다.선택할 수 있는 문항이 없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는 것이다.

조사기 은 ‘어떤 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라는 표 은 통

일 지상주의 입장을 나타내고,‘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린다’는 표 은

진 통일론을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조사문항의

구성은 통일 지상주의와 진 통일론의 사이에는 통일에 한 다양한

‘극 정’의 태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에 정 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응답자는 ‘어떤 가를 치르더라도’

라는 표 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모두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린다’는

응답을 할 수 밖에 없다.응답자가 응답하기도 에 통일에 정 태도

를 지니고 있는 응답자 부분은 진 통일론과 련된 선택을 하

도록 조사문항의 구조가 이미 재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다시 말해

통일평화연구원 조사문항의 구성은 극 으로 통일을 희망하는 응답자

의 비율을 축소시키고 ’소극 정‘의 비율을 확 시킬 수 있는 오차 가

능성을 지니고 있다.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가 남북교류 력단의 조사

결과보다 통일에 ‘극 정’의 태도를 보이는 비율이 상 으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인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극단

인 통일 지상주의의 선택지를 피해 차선으로 진 통일을 선택한 응답

자가 많았다고 분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른 문제 은 제시된 선택지 간에 그 의미가 복되는 역이 존

재한다는 것이다. 를 들어,통일평화연구원의 선택지의 경우 ‘재

로가 좋다’와 ‘통일을 서두르기 보다는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

다’는 그 의미가 다르기는 하나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를

들어 ‘여건이 성숙되기 까지는 재 로가 좋다’,‘통일을 서두르기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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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재 로가 좋다’,‘재 로가 좋지만 여건이 성숙된다면 통일을

해야 한다’등 두 선택지 간의 명확한 의미 구분이 불가능한 응답자의 의

식이 존재 할 수 있다. 한 남북교류 력단 조사의 ‘교류 력하면서 공

존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선택지와 ‘통일이 되지 않는 편이 낫다’는 선

택지도 그 의미에서 명확히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통일 되지 않은 상

태’와 ‘공존상태’는 같은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한 선택지의 표 방식도 응답자의 반응에 큰 향을 미친 것으로

측할 수 있다.남북교류 력단의 경우처럼 ‘교류 력’,‘공존’과 같이 그

자체로 매우 정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유보 입장’을

표 하는 것은 통일평화연구원의 경우처럼 ‘재 로가 좋다’라고 립

인 표 을 사용해 ‘유보 입장’을 나타내는 표 방식에 비해 객 인

조사결과를 얻어내는데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유보 입장’에

한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2014년을 제외하고 정 의미의 단어를

사용한 남북교류 력단의 응답비율이 립 표 을 사용한 통일평화연

구원의 응답비율 보다 더 높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볼 수 있

다.

결과 으로 논의된 두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기 할 수 있는 것은 통

일 방식에 한 국민의식의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진 통일을 바라는

‘소극 정’의 비율이 다른 입장에 비해 상 으로 높은 수 이라는

것뿐이다.그것도 어느 정도의 차이인지 분명하지 않다.나아가 질문의

구성과 표 에 따라 조사의 결과가 정반 로(‘극 정’과 ‘유보 입

장’의 뒤바뀜 문제)분석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여론조사를 통해

얻어진 수치를 우리 국민들의 통일 방식에 한 극성을 평가하는데 객

이고 구체 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한 재고가 필요

하다. 실에는 통일 방식에 한 셀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다양한 태도

가 존재한다.다양한 입장을 짧은 문장으로 표 된 4,5개의 태도로 한정

해 놓고 당신의 입장을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식의 여론조사는 국민들의

통일의식을 정확히 밝 내는 작업이라기보다 조사기 이 분석을 내놓기

해 국민의 의식을 단순화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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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통일의 필요성

서울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에서 국민이 통일의 필요성

에 해 어떤 인식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기 해 사용한 질문과 보기

문항,그리고 최근 3년간(2012-14)의 조사 결과는 <그림 Ⅱ-5>와 같다.

문1) 남 한 통  얼마나 필 하다고 생각하십니 ? 혹  필  없다고 생각하십니 ? (단 :%)

<그림 Ⅱ-5>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통일의 필요성

조사기 은 2014조사결과 분석에서 여 히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 압도 이라 할 수 없다고 평가하며,최근 5년 동안 60%를 넘지 못하

고 있다고 지 하고 있다.반면에 ‘통일이 필요 없다’는 인식은 지속 으

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4년 처음으로 년 비 2% 감소하 다며 정부

나 언론매체들이 통일 여론을 형성하기 해 기울인 노력이 통일에 한

회의 인식을 감소시킨 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 다.비교 분석

자료로 함께 활용된 성균 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

사」와는 달리 ‘모르겠다’는 선택지 신 ‘반반 는 그 그 다’는 립

입장을 포함시켜 5개 수 으로 조사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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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6>은 성균 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

사」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한 국민의 인식을 확인하기 해 사용한 질

문과 2012,2013년의 조사 결과이다.

문8) 귀하는 남 통  어느 정도 필 하다고 생각하십니 ?                       (단 :%)

<그림 Ⅱ-6>서베이리서치센터「한국종합사회조사」통일의 필요성

성균 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의「한국종합사회조사」는 연구를

한 자료 수집이라는 조사의 목 상 조사 결과에 한 공식 인 해석을

따로 밝히고 있지는 않다.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

견은 각각 71.1%,67.0%이며,‘통일이 필요 없다’는 인식은 27.1%,31.5%

로 나타났다.‘모르겠다’는 의견과 무응답 비율은 1.9%,1.5%에 불과했다.

앞서 살펴본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와는 달리 ‘반반 는 그 그 다’는

선택지 신 ‘모르겠다’의 입장을 포함시켜 조사한 것이 특징이다. 한

통일평화연구원의 여론조사는 모두 통일과 련된 질문으로 구성된 것인

데 비해,서베이리서치센터의 조사는 우리 사회 반에 걸친 조사 항목

에 통일과 련된 일부 문항이라는데 차이 이 있다.참고로 2014년

조사결과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조사기 의 일정에 의해

2014년 조사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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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과 2013년 ‘통일의 필요성’에 한 두 여론조사의 결과를 비교

해보면,두 조사 모두에서 공통 으로 ‘통일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통일

이 필요하지 않다’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 2013년 조사 결과에

서 2012년에 비해 ‘매우 필요하다’는 비율은 감소하고,‘다소 필요하다’는

의견은 비슷한 수 을 유지하 으며,‘별로 필요하지 않다’와 ‘ 필요

하지 않다’는 비율이 증가한 것은 두 조사에서 유사한 추세 변화 양상

을 보 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세부 으로 살펴보면 간과할 수 없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먼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에서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비교 분

석 기간 각각 57.1%,54.9% 지만,서베이리서치센터의 조사에서는

각각 71.1%,67.0%의 결과를 보 다.‘통일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비율을

측하는데 많게는 14%의 격차가 발생한 것이다.통일평화연구원은

2014년 조사결과를 분석하면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최근 5년 동

안 60%를 넘지 못하 다고 지 하면서 국민들이 압도 으로 통일의 필

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다.하지만 ‘통일이 필

요하다’비율이 60%를 훨씬 상회하여 70%에 가까운 수치를 보인 서베

이리서치센터의 조사결과를 보면 이러한 분석이 국민의 여론을 제 로

악한 타당한 분석인가에 한 재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 이러한 조사결과의 차이는 통일의 필요성에 한 국민의 인식을 논의

하는데 있어 여론조사가 갖는 객 자료로서의 신뢰도를 의심 할 만

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표면 으로 두 여론조사의 결과 차이는 설문 문항지의 구성과 표

방식의 차이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각각의 조사에서는 ‘필요하다’

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과 구별되는 태도로 ‘반반/그 그 다’는 선택

지와 ‘모르겠다’는 선택지를 활용했다.다시 말해 ‘필요하다’와 ‘필요하지

않다’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에게 제시된 제3의 태도가 다르게 표 되

었다는 것이다.제3의 태도에 한 표 이 응답자에게 더 매력 으로 다

가 올수록 통일이 ‘필요하다’와 ‘필요하지 않다’는 비율의 감소에 더 큰

향을 미칠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통일평화연구원의 ‘반반/그 그

다’는 선택지는 매년 20% 반 의 비율을 차지했다.반면 서베이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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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조사에서 사용한 ‘모르겠다’는 선택지는 매년 1% 남짓의 비율에

불과했다.결과 으로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에서는 ‘필요하다’와 ‘필요하

지 않다’는 의견이 상 으로 낮게 측정되었고,서베이리서치센터의 조

사에서는 상 으로 높게 측정된 것이다.결과 으로 설문문항의 선택

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표 하느냐에 따라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1.1%가 될 수도 있고,57.1%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제시한 선택지 에서 ‘반반’이란 의미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반,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측면

이 나머지 반이란 뜻으로,필요와 불필요 사이에서 선호를 뚜렷하게 구

분하기 힘든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선호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은 결국 ‘잘 모르겠다’는 태도와 큰 의미 차이를 지닌다고

할 수 없겠다.하지만 두 선택지의 선택 비율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 그 다’는 표 도 그 해석에 있어 매우 의 인 면이 없지 않다.

‘매사가 그에게는 그 다 그 고 그런 것이지 하는 무 심으로 일 되

고 있다.67)’의 쓰임처럼 통일의 필요성에 한 무 심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인지,‘편리한 양옥 구조가 다 그 듯이 그 그 고 그랬다.68)’의 용례

처럼 약간의 부정 의미를 포함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정과 부

정의 선택지 사이에 제시되었다는 과 ‘반반’이란 표 과 함께 사용된

것을 볼 때 ‘이번 시험 성 이 그 그 다’처럼 통일의 필요성에 해

평가가 불가능한 립 태도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인다.필

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평가가 불가능한 상태’ 한 통일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잘 모르겠다’는 입장과 큰 의미 차이를 갖는다고 할 수

없다.결국 ‘반반’이건 ‘그 그 다’이건 통일의 필요성에 해 ‘잘 모르

겠다’는 의미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하지만 응답자들은 ‘모르겠다’는 선

택지를 그 자체로 매우 부정 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 으로 받아들

을 가능성이 크다.이러한 선택지 표 의 문제는 립 태도의 응답자

에게 선택을 강요하거나 신 한 단을 방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다.

67)이문희,『흑맥』,작가정신,1994.

68)박완서,『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문학동네,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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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은 통일의 필

요성에 한 단이 불분명한 응답자들에게 매우 의 이고 일상 인

표 의 선택지를 제시함으로써 립의 의견을 과도하게 측정할 수 있는

험성을 지니고 있으며,이로 인해 통일의 필요성에 한 국민의 극

성을 축소 해석할 수 있는 오차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반면 서베이리서

치센터의 조사에 사용된 문항은 ‘모르겠다’는 그 자체로 부정 의미를

담고 있어 응답자에게 기피될 수 있는 선택지를 사용함으로 해서 통일의

필요성에 한 국민의 태도를 확 해석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이러한

논의가 타당성을 지닌다면 ‘반반/그 그 다’,‘모르겠다’는 선택지 신

통일의 필요성에 한 립 태도를 더 히 표 할 수 있는 ‘통일의

필요성에 해 확실히 단하기 어렵다’등의 선택지를 사용할 경우 두

조사 모두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상된다.

<그림 Ⅱ-7>은 ‘통일의 필요성’에 한 두 여론조사의 서로 다른 조

사 결과가 언론기 을 통해 단편 으로 보도되면서 국민의 통일의식에

한 모순 인 사회 논의를 유발하는 단 인 를 보여주고 있다.

통일평화연구원 조사결과를 활용한 ‘통일의 필요성’ 련 신문기사 제목(2015.9.11.)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608)

남북교류 력단 조사결과를 활용한 ‘통일의 필요성’ 련 방송화면(2014.03.15.)

<그림 Ⅱ-7>통일의식조사를 활용한 ‘통일의 필요성’ 련 보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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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통일의 가능 시기

서울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에서 국민이 통일의 가능

시기에 해 어떻게 측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해 사용한 질문과 보기

문항,그리고 최근 3년간(2012-14)의 조사 결과는 <그림 Ⅱ-8>과 같다.

   문3) 남 한 통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 ?                         (단 :%)

<그림 Ⅱ-8>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통일 가능 시기

조사기 은 2013년 조사결과 분석에서 통일의 가능 시기에 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요하게 살펴 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이유는 ‘통

일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견해가 가장 많은 비 (25.8%)을 차지한 이

처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우리 국민 100명 25명이 통일이 불가

능하다고 생각할 만큼 통일에 한 회의 분 기가 우리 사회에 범

하게 깔려 있다고 주장한다.2014년 조사결과 분석에서는 2년 연속 ‘통일

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 다며 우리 사회에

통일에 한 회의 분 기가 범 하게 확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

칫 구조 인 인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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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9>는 KBS남북교류 력단 「국민통일의식조사」에서 통일

의 가능 시기에 한 측 정도를 확인하기 해 사용한 질문과 최근 3

년간(2012-14)의 조사 결과이다.

 문10) 통  언제쯤 뤄질 것 라고 보십니 ?                                 (단 :%)

<그림 Ⅱ-9>남북교류 력단 「국민통일의식조사」통일 가능 시기

조사기 은 2014년 조사결과 통일 시기를 ‘10년～20년 이내’(24.1%)로

망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지만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도 19.8%

로 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10명 약 8명이 통일이 가능할 것으로

망하고 있었으며,통일시기에 해서는 체 응답자의 44.7%가 향후

20년 이내에 가능할 것으로 망하 다고 조사 결과를 설명하 다.‘통일

이 가능하다’는 응답 비율은 2012년 이후 추세 으로 감소하 으며,반면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추세 으로 증가하 다고 분석하 다.

반 으로 통일의 가능성에 한 부정 의견이 늘어났으며,통일이 가능

하다고 보는 경우에도 2012년에 비해 통일 시기는 상 으로 먼 시 이

될 것으로 망하는 응답자가 많았다는 것은 통일에 한 기 감이 축

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지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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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가능 시기에 한 두 여론조사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두 여론

조사 모두에서 ‘통일이 가능하다’는 의견 에는 ‘11～20년 이내’의 응답

이 가장 우세하 고,다음으로 ‘10년 이내’,‘21～30년 이내’,‘30년 이상’

의 비율이 체로 유사한 수 을 보이고 있다는 은 통일 가능 시기에

한 국민의 반 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조

사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여론조사의 결과에서 상당부분 서로 일치하지 않는 측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가장 큰 차이 은 ‘통일이 불가능하다’와 ‘11～20년 이

내 가능하다’는 선택지에 한 응답율의 차이이다.분석 기간 통일평화

연구원의 조사에서는 매년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남북교류 력단의 조사

결과보다 상 으로 높은 수치(2012년:+8%, 2013년:+9.2%, 2014

년:+3.7%)를 보 다.이와 반 로 남북교류 력단의 조사에서는 ‘11～20

년 이내 가능하다’는 의견이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결과보다 체 으로

높은 수치(2012년:+9.8%,2013년:+1.5%,2014년:1.3%)를 나타냈다. 유율

측면에서도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에서는 2013년과 2014년 ‘통일이 불가

능하다’는 견해가 가장 많은 비 (2013년:25.8%,2014년:23.5%)을 차지한

반면,남북교류 력단의 조사에서는 ‘11～20년 이내 가능하다’는 의견이

조사기간 모두에서 가장 많은 비 (2012년:35.7%,2013년:26.8%,2014

년:24.1%)을 차지했다.요약해 보면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에서는 상

으로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남북교류 력단

의 조사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의 비율이 낮은 신 ‘11～20년 이내

가능하다’는 의견의 비 이 높게 나타났다.

앞서 논의된 역들과는 다르게 ‘통일 가능 시기’에 한 조사결과의

차이는 선택지의 표 방식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체로 유사한 방식으로 질문의 표 을 구성하고 있으며,선택지의 표

에서도 큰 차이를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다만 통일평화연구원의 선

택지 표 방식은 선택지 간의 복을 피해하기 해 변경이 필요하다고

단된다.엄 히 말하면 ‘3～4년 후에 통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상하

는 응답자는 통일평화연구원의 선택지 구성에서는 ‘5년 이내’,‘10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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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20년 이내’,‘30년 이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잘못된 응답으로

볼 수 없다.하지만 이러한 표 방식의 차이가 응답 비율의 차이를 만들

었다고 보기에는 분명 무리가 있다.

두 조사기 의 결과의 차이를 만든 원인으로 해당문항이 제시된 순서

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체 응답지 에서 ‘통일 가능 시기’에 한

질문 이 에 제시된 문항의 내용이 ‘통일 가능 시기’에 한 응답에 향

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에서는 1번

문항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한 질문을 하 고 ‘통일이 필요 없다’는 응

답이 조사기간 매년 20% 반 를 유지했고 2014년의 경우에는

21.7%로 나타났다.2번 문항에서는 ‘통일의 방식’에 한 질문을 하 고,

2014년의 경우 부정 응답의 비율이 25.6%(‘재 로가 좋다’가 19.6%,

‘별로 심이 없다’가 7%)의 비율을 보 다.응답자는 1,2번 문항에 응답

후 ‘통일 가능 시기’에 한 질문을 받게 된다.완 하게 연 성을 지닌

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통일이 필요성’과 ‘통일의 방식’에 해 부정 인

인식을 지니고 있는 응답자는 ‘통일이 빠른 시기에 가능할 것’이라고

측하기 보다는 ‘통일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태도를 지닐 가능성이 더 높

다.2014년의 경우 1번 문항에 해 ‘통일이 필요 없다’(21.7%),2번 문항

에 해 ‘재 로가 좋다와 심이 없다’(25.6%)의 응답비율을 고려할

때 3번 문항에 한 ‘통일이 불가능하다’(23.5%)의 비율은 응답자의 논리

일 성 경향을 고려할 때 특이할 만한 수치는 아니다.앞선 문항의

통일에 한 부정 인 응답 내용이 ‘통일 가능 시기’를 묻는 3번 문항의

응답 경향,즉 ‘10～20년 이내’응답비율의 감소와 ‘불가능하다’는 응답

비율 증가에 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두 조사기 이 조사결과 해석의 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조사결과의 다소간의 차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두 조사기 은 조사결과 해석에 있어 매우 상반된 태

도를 보이고 있다.2014년 조사결과 분석을 살펴보면 통일평화연구연의

경우 ‘국민 100명 25명이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만큼 통일에

한 회의 분 기가 우리 사회에 범 하게 깔려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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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남북교류 력단은 ‘10명 약 8명이 통일이 가능할 것으로 망하

고 있었으며 통일시기에 해서는 체 응답자의 44.7%가 향후 20년 이

내에 가능할 것으로 망하 다’고 조사 결과를 설명하 다.

남북교류 력단도 통일에 한 기 감이 차 축되고 있다는 설명

을 더하고는 있지만 조사 결과를 해석하는 기본 인 에서 통일평화

연구원의 부정 시각과 근본 인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2014년

의 경우 두 조사기 에서 발표한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수치의 차이는

3.7%에 불과하다.하지만 결과 해석에 한 태도는 정반 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에 근거하고 있다.이러한 해석의 차이를

조사기 의 자율 기 에 따른 자유로운 논의 차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

측면도 있겠으나, 부분 여론조사의 분석 결과만을 수동 으로 받아들

이게 되는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상호 모순되는 정보 안에서 혼란스

러움을 피할 수 없다.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서로 다른 여론조사에서 3.7%의 차이를

보 다는 것은 인정될 수 있겠으나,우리사회에 통일의 필요성에 한

회의 분 기가 범 하게 깔려 있다는 주장과 국민의 80%이상이 통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망하고 있다는 해석이 우리 사회에 동시에 인정

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특히 조사기 이 19.8%의 수치에 해 ‘

범 ’라는 표 을 사용한 것은 어떤 근거를 통해 내린 결론인지도 의문

이다.조사기 은 자신들이 실시한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과신할 수밖에

없다.여론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 기 이 여론조사의 방법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때문에 조사하지 않은 것도 조사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여론조사의 결과를 통해 주장할 수 없는 내용도 당연한 듯 근거

없이 에게 발표하기도 한다.조사기 은 조사 결과에 한 해석을

내놓을 때 특히나 부정 에서 해석하고자 할 때에는 좀 더 신 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여론조사의 결과는 다시 여론에 향을 주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물이 반이나 남았는지,물이 반 밖에 남지

않았는지를 단하는 것은 여론조사의 근본 인 목 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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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통일의식조사의 의의와 한계

(1)통일의식조사의 의의

통일의식조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해 서울 통일평화연

구원의 「통일의식조사」와 KBS 남북교류 력단에서 실시한 「국민통

일의식조사」의 3개년 간(2012～2014)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총 4개 역

6개 문항에 한 비교 분석69)을 시도하 다.비교 분석 결과를 통해 논

의할 수 있는 통일의식조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 ,동일한 항목과 조사방법을 통해 지속 으로 진행된 주요 통일의

식조사는 비록 수치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통일을 바

라보는 우리 사회성원들의 의식 흐름을 포착해 으로써 국민들의 통

일에 한 인식과 태도,지향이 매년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그 추세와

경향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단

기간의 평면 조사가 아닌 종합 이면서도 시계열 인 조사가 이루어지

면서 조사결과의 비교 분석이 가능했고,이를 통해 통일의 필요성이나

통일의 방식에 한 국민의식의 추세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통일의식조사는 조사과정과 조사결과의 분석 언론보도를

통해 통일에 한 다양한 쟁 과 각각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

을 하고 있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통일에 한 사회 논의를 유발하고

활성화하는 매우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통일의

식조사 자체는 일차 으로 여론의 반 을 목 으로하고 있지만 결과 으

로 통일에 한 여론 형성에도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통일의식조사는 조사결과에 한 사회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의 통일의식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69)공통된 조사항목이 없어 상호비교가 불가능한 ‘통일의 필요성’ 역에 해서

는 「한국종합사회조사」의 통일 련 문항을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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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통일의식조사의 한계

여론조사 방식의 통일의식조사는 오랜 기간의 조사를 통해 축 된 데

이터를 통해 통일에 한 국민의 의식 변화 추세와 경향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과 동시에 여론조사 자체와 그 결과는 국민들에게 통일에 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며,우리사회의 통일에 한 사회 논의를 활

성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에서 그 의의를 높이 평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서 논의된 것처럼 여론조사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 발

생 원인들이 제 로 통제되지 않음으로 해서 국민의 통일의식을 제 로

악하지 못하고 성 하게 일반화 하거나,조사기 별로 서로 다른 해

석을 내어 놓은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여론조사 방식의 통일의식

조사가 지니는 한계 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겠다.

먼 비교 분석 결과를 통해 볼 때 여론조사 방식의 통일의식조사는

국민의 통일의식 반에 하여 과학 으로 정 하게 측정할 수 있는 조

사 방법이라기보다는 조사기 이 설문지 구성을 통해 설정한 조건 안에

서만 국민의 의식변화의 략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한 인 방법으

로 평가할 수 있겠다.조사기 이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 통일에 한

무 심이 축소될 수도 있고,통일 방식에 한 ‘극 태도’와 ‘유보

태도’의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으며,통일의 필요성에 해 공감하는 국

민이 71.1%가 될 수 있고 57.1%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 결과는 여론조

사 방식의 조사결과에 해 제한 의미를 부여해야한다 본 연구의 주장

에 주요한 근거가 된다.이러한 논의는 여론조사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

고 여론조사를 통한 통일의식조사의 결과를 마치 모든 국민의 통일의식

을 정확히 측한 결과로 단정하고 다소간의 수치 변화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며 그 원인을 측하려는 지 의 통일의식 분석방식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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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여론조사 방식의 통일의식조사는 ‘제한된 선택지에 수동 으

로 반응하는 응답자’의 구조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통일에

한 다양한 생각과 태도를 반 할 수 없고,나아가 조사기 이 국민의

통일의식을 단순화 시킬 수 있는 험성을 내포하고 있다.통일에 한

‘필요성’이나 ‘심’에 해 조사기 이 4～5개의 선택지로 제한하고 응답

자에게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라고 질문하는 경우나,매

우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는 ‘통일의 방식’에 한 태도를 ‘통일 지상주

의’,‘진 통일’,‘상 유지’로 단순히 구분하여 질문하는 경우처럼 여

론조사를 통해서 통일에 한 다양한 의식을 심층 으로 반 해 내는 것

은 불가능한 시도에 가깝다.여론의 다양성을 반 할 수 없다는 여론조

사의 한계를 조사 지면의 제한에서 발행하는 불가피한 요소로 해명할 수

도 있겠으나,‘제한된 선택지에 수동 으로 반응하는 응답자’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론의 단순화가 조사기 의 성 한 확 해석으로 이어

지고,결국 국민의 통일의식에 한 사회 편견과 혼란을 야기하는 험

성은 결코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추가 으로 본 연구에서 논의된 여론조사의 한계는 주로 여론조사 과

정에서 표면 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문항지 오차와 련된 것이었지만

이보다 통일의식조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더 부정 인 향을 주는 측

정 불가능한 다양한 오차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먼 비교 분석에 활용된 주요 통일의식조사가 각각 서로 다른 표본 추

출방법을 사용하 고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조사결과를 나타냈다는 것은

표본 추출의 표성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한 수동 으로 참여한

응답자들이 진실만을 이야기하 다고 확신할 수 없는 여론조사의 난 을

고려 할 때,특히나 다른 사안에 비해 더 규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 통일에 해서 응답자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성향이 아닌 사

회 으로 바람직한 방향에 맞추어 응답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비교 분석에 활용 된 통일의식조사의 응답률 수치는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와 ‘조사를 거부한 응답자’사이에 유의미한 특성의 차이

가 없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수치가 아니었음을 유념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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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빅데이터의 개념과 활용

1.빅데이터의 개념과 의의

1)빅데이터의 개념

지 우리사회에는 정보 명에 이은 ‘스마트 명’이라는 제4의 물결

이 속히 어닥치고 있다.스마트 시 는 스마트 기술과 데이터의 창

조 활용을 통해 인간 심의 스마트 가치를 실 하는 시 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스마트 시 를 끌어갈 핵심 키워드 하나로 빅데이터(Big

Data)가 새롭게 등장하여 빠른 속도로 확산 발 하고 있다.70)

데이터의 정확한 양과 증가 속도를 수치화하기 한 연구결과,2007년

에는 장된 데이터가 300엑사바이트 이상 존재하 으며 이는 3000억 기

가바이트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다.데이터의 93%는 디지털 데이터

으며 디지털 정보는 거의 3년마다 두 배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

로 추산된다. 장된 정보의 양은 세계 경제보다 네 배나 빠른 속도로

성장 이고 컴퓨터의 처리 능력은 아홉 배 빠르게 성장 이다.정보

과부하,데이터 홍수는 인간의 본질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지만 데이터

의 양 변화는 인간 삶의 질 변화를 만들어 낼 것으로 상된다.71)

ICT강국인 한국은 데이터 생산 국이기도 하며 우리나라 1인당 모바

일 트래픽 양은 월 963MB로 서유럽 458MB,북미 360MB,아태지역

86MB에 비해 매우 많은 수치이다.그럼에도 국내에서 이를 제 로 활용

하고 있는 기 과 기업은 소수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재 빅데이

터 리․분석은 취약한 지식 기반과 통 경 장 환경 등으로 인

해 새로운 기술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70)한국정보화진흥원,『새로운 미래를 여는 빅데이터 시 』,2013,p.1.

64)한국정보화진흥원,『빅데이터 기술분류 황』,2013,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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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의 수집경로는 내부 데이터와 외부데이터로 나 어 볼 수 있

는데 트랜잭션,로그 데이터,이메일,게시 ,KMS/EDMS,CRM/VOC,

고객이나 거래 데이터 등의 내부 데이터와 소셜미디어,외부 오디오,외

부 사진 동 상 등의 외부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다.

<그림 Ⅲ-1>빅데이터로 본 세상72)

빅데이터는 IT분야 뿐 아니라 인간 생활에 용되어 스마트시 경쟁

력을 결정짓는 주요소로 각 받게 되었으며,경제 인풋(input)으로서 새

로운 형태의 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의 원자재로 빼놓을 수 없

는 요소가 되고 있다.제 로 된 사고와 분석방식이 가미된다면 데이터

는 재사용되어 마 ,재난/재해/의료/과학 측,맞춤형 서비스 등 보

다 안 하고 질 높은 삶을 도와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와 신의 원

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상되고 있다.

72)IBM &옥스퍼드 학,ExecutiveReport,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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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 컨설 기 인 맥킨지(McKinsey)는 2011년 5월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빅데이터의 정의는 기존 데이터베이스 리 도구의 데이터

수집, 장, 리,분석하는 역량을 넘어서는 데이터 셋 규모로,그 정의

는 주 이며 앞으로도 계속 변화될 것73)”이라고 상하 다.

미국의 정보 기술 연구 자문 회사인 가트 (Gartner)는 빅데이터를

규정하는 3 요소를 <그림 Ⅲ-2>와 같이 설명하 다.

<그림 Ⅲ-2>빅데이터 3 요소

다양성(Variety)은 빅데이터의 정형화 정도에 따른 분류방법으로 정형

은 고정된 필드에 장된 데이터( 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말하고,반 정

형은 고정된 필드는 아니지만 스키마를 포함하는 데이터(XML,HTML

등)를 말하며,비정형은 고정된 필드에 장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텍스

트,이미지,동 상 등)를 말한다.데이터마다 크기와 내용이 제각각이어

서 통일된 구조로 정리하기 어려운 비정형데이터가 90%를 차지한다고

한다.

크기(Volume)는 미디어나 치정보,동 상 등과 같이 데이터의 크기

를 나타내는 것으로,물리 인 크기뿐만 아니라 재의 기술로 처리가능

한 양인지,불가능한 양인지에 따라 빅데이터인지 단하는 기 이 되기

73)McKinsey,「BigData:TheNextFrontierforInnovation,Competition,and

Productivity」,McKinsey&Company,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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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다.일반기업에서도 테라바이트(TB)～ 페타바이트(PB)74) 규모

의 데이터를 다루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미국기업 10TB를 넘는

분석 데이터를 확보한 기업이 1/3이상 이라는 보고도 있다75).

속도(Velocity)는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생성될 때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실시간 처리,스트림 처리 등이 있다.데이터 생

성 후 유통되고 활용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수시간～수주 단 에서

분, 이하로 단축되고 있는 상황이다.빈 라덴 사살 소식이 트 터에서

1 당 5,000회 리트윗되며 확산된 사례가 이러한 특징을 잘 설명해 다.

가트 는 기존의 3V(Volume, Variety, Velocity)에 복잡성

(Complexity)을 추가하여 빅데이터의 4 요소를 <표 Ⅲ-1>과 같이 설

명하 다76).

구분 주요내용

규모(Volume)증가
․기술 인 발 과 IT의 일상화가 진행되면서 해마다 디지털 정보량

이 기하 수 으로 폭증,제타바이트(ZB)시 로 진입

다양성(Variety)

증가

․로그기록,소셜, 치,소비, 실데이터 등 데이터 종류의 증가

․텍스트 이외의 멀티미디어 등 비정형화된 데이터 유형의 다양화

복잡성(Complexity)

증가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데이터 장방식의 차이, 복성 문제 등

․데이터 종류의 확 ,외부 데이터의 활용으로 리 상의 증가

․데이터 리 처리의 복잡성이 심화되고 새로운 기법 요구

속도(Velocity)증가

․사물정보(센서,모니터링),스트리 정보 등 실시간성 정보 증가

․실시간성으로 인한 데이터 생성,이동 속도의 증가

․ 규모 데이터 처리 가치 있는 재정보(실시간)활용을 해

데이터 처리 분석 속도가 요

<표 Ⅲ-1>가트 의 빅데이터 4 요소

74)1페타바이트 =1,000테라바이트 =100만GB=10억MB를 의미하며,빅데이터

시 에는 그 이상의 엑사바이트(EB=1조MB),제타바이트(ZB=1000조MB)단

까지 통용

75)Russom,P,『BigDataAnalytics』,TDWI,2011.

76)Laney,Douglas,「TheImportanceof'BigData':A Definition」,Gartn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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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라연구소는 빅데이터를 의 으로는 인재․조직,데이터처리․축

․분석기술,데이터 등 3요소로 정의하 다.빅데이터의 표 특성인

3V는 인재,기술,데이터 3요소 에 데이터에 해당하는 특성으로써

의의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노무라연구소의 의의 빅데이터 정의

는 <그림 Ⅲ-3>과 같다.77)

<그림 Ⅲ-3>노무라연구소의 의의 빅데이터 정의

미국 조사연구 기 포 스터(Forrester)는 빅데이터를 다음의 세 가

지 의미로 설명하 다.첫째,가치를 얻기 한 데이터와 무엇을 할 것인

지 아는 사람이 기업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둘째,볼륨과 속도,다양함,그리고 다양성으로 인해 재의 기술로는 도

히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데이터를 의미한다.셋째,경제 가치

는 솔루션을 렴하게 자작하게 하고,투자에 한 비즈니스 사례를 지

원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78)

종합하자면 빅데이터의 개념은 기존 데이터베이스 리도구로 데이터

를 수집, 장, 리,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는 량의 정형 는

비정형 데이터 집합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

77)노무라연구소,「빅데이터 시 도래」,IT 론티어 3월호,2012.

78)ITWORLD홈페이지 칼럼 참조 :http://www.itworld.co.kr/news/7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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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는 기술을 의미한다79).최근 인터넷과 컴퓨 의 발 과 모바일 기기

와 센서들의 진화,페이스북이나 트 터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의 출

등으로 데이터양의 폭증을 이끌었는데,여기서 발생되는 데이터나 텍스

트 문서,통화 기록, 규모의 자상거래 목록 등이 바로 빅데이터에

해당한다. 를 들어 웹 로그,RFID,센서 네트워크,소셜 네트워크,인

터넷 텍스트/문서,인터넷 검색 인덱싱,음성 통화 상세 기록,천문학/

기과학/유 학/생화학/생물학 등 학문 연구 기록,군사 경계기록,

의료 기록,사진 목록,동 상 목록, 자 상거래의 행 등이 바로 그것

이다.

2)빅데이터의 의의

ICT 체를 흐르는 데이터의 변화․발 은 IT와 비즈니스 역에 새

로운 공 체계와 수요를 창출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ICT 인

라의 성숙에 따른 신규 투자처에 한 요구의 증가로 새로운 공 체계와

시장을 창출하는 빅데이터에 한 심이 증가하는 것이다.기업은 그간

축 된 자산 데이터(assetdata)와 소셜 네트워크에 기반한 규모 외부

데이터의 활용으로 신과 기회 포착을 기 하고 있다.80)

IT의 주도권이 인 라,기술,SW 등에서 데이터로 이되고 있으며

데이터가 IT에서 분리된 독립 인 주체로 발 하면서 데이터를 바라보

는 시각이 속히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데이터의 축 과 공유를 통해

유의미하게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자원(빅데이터)이 쌓이자 데이터의

역할은 ‘분석과 추론( 망)’의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빅데이터는 사회

환경변화를 신속하게 감지하고 응하는 역량,스마트한 지능형/개인화

서비스를 창출하는 원천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79)Wikipedia참조 :http://en.wikipedia.org/wiki/Big_data,2015.08.19.기

80)한국정보화진흥원, 의 책,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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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 계데이터, 치,행태 인식 등과 같이 사람과 사회 상을

이해할 수 있는 비정형의 규모 데이터의 증가는 빅데이터에 한 심

을 높이는 다른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특히 지극히 개인 인 부분부

터 사회 논의까지 이 지는 소셜 네트워크는 여론과 안을 악할 수

있는 소통의 장소로서 표출된 감정,인식,경험의 수집과 분석이 가능해

져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주며. 들과의 공감의 맥을 찾는

방향 소통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이러한 이유로 사회분

야에서 소셜 데이터를 포함한 빅데이터 분석 활용도가 증 되고 있는 상

황이다81).특히 SNS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지식정보와 함께 정서 인

공감에 바탕을 둔 감성 정보가 큰 비 을 차지하며,개인의 취향이 보

다 직 으로 반 되고,진실성과 진정성, 련성이 증가되어 데이터로

서 그 가치가 높다82).

이미 세계주요 연구 기 에서는 빅데이터의 사회경제 효과에

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맥킨지는 의료,공공행정,소매,제

조,개인정보 등 다양한 부분에 빅데이터를 용할 수 있으며,미국의 경

우 최 7천 억 달러의 경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측하 다.빅데

이터의 활용의 가치에 해 의료,공공행정,소매,제조,개인정보 부문에

용 시 1%의 추가 생산성 향상 가능하고,각 부문별로 게는 $1,000억

에서 $7,000억 규모의 경제 효과 창출할 것으로 상하 다.특히 컴

퓨터, 자제품 정보통신분야에서 빅데이터의 용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되었으며,미국에서는 2018년까지 14만～19만 명의 문가 150만

명 정도의 데이터 리자와 분석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상하여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 하 다.

국의 경제비즈니스 연구센터는 향후 5년간 빅데이터 련 비즈니스

가 자국 내에 약 360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미칠 것으로 망

하 다.가트 는 세계 으로 440만개,미국 내에서는 190만 개의 IT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망하 다.

81)한국정보화진흥원, 의 책,p.18.

82)IDGKorea,『BigDataSpecialReport:DW 선택가이드』,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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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경제 가치창출 외에도 빅데이터는 사회문제의 본질과

근본 인 문제 을 악하여 우리 사회에 산 해 있는 수많은 사회 안

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를 들어 일자리 문제,자살문제,사회범죄,

재난재해, 출산 고령화 등 당면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안들에 해

서 데이터 분석기반의 최 의 솔루션과 새로운 통찰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83)우리나라 공공분야 빅데이터 활용의 경제 효과는 10.7

조원 이상으로 상되었다.84)

더불어 빅데이터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상

되고 있다.‘커뮤니 이션 과학(scienceofcommunication)’에 심을 둔

라스웰(HaroldLaswell)의 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빅데이터의 활

용,특히 소셜미디어의 활용은 자 소통을 활성화 하고 정치의 민주

화에 기여할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이다.정책과 행정 등 공공 부

분에서 정부와 국민 사이의 소통을 시하는 민주주의의 본질 측면에

서 빅데이터의 활용은 정부에 의한 일방 인 정보 달에서 실시간 방

향 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방향으로 큰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라스웰이

강조하는 정보(intelligence), 진(promotion),처방(prescription),발동

(invocation), 용(application),종결(termination),평가(appraisal)등 정

책결정 매 단계 마다 스마트 소셜미디어는 매우 요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정부의 변화는 정부 2.0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정부

2.0을 최 로 언 한 에거(William Egger)는 국민 심의 정부 서비스와

국민의 참여 기회가 증 됨에 따라 좀 더 투명하고 민주주의 이며 효율

인 미래정부 개념으로서 정부 2.0 개념을 제시했고,가트 그룹

(GartnerGroup)은 ICT를 통해 정부 서비스와 로세스 데이터의 사

회화 상품화를 진하는 정부 형태로 개념화 하여,국민․기업․정부

간 소통과 연계로 인한 ‘사회화’,수평 인 서비스와 로세스 체계에서

하나로 통합되고 공유하는 서비스와 로세스 체계로 환되어 정부가

83)한국정보화진흥원, 의 책,p.2.

84)국가정보화 략 원회,「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정부 구 」,2011,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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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기업에 련 권한을 임하는 ‘상품화’로 새로운 개념을 제기했

다.정부 2.0의 핵심 운 원리는 개방 ․참여․ 업으로 이루어지며 이

러한 변화과정을 통해 과거 주도 정부의 역할에서 차 조정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이 기 되고 있다.

빅데이터의 활용은 미래사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험을 해

결하는 사회 발 의 엔진 역할을 수행 할 것으로 기 되고 있다.<표 Ⅲ

-2>85)는 미래사회의 특성에 따른 빅데이터의 역할을 정리한 것이다.

미래
사회
특성

빅데이터의 역할

불확

실성
➡ 통찰력

․사회 상, 실세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패턴분석과 미래 망

․여러 가지 가능성에 한 시나리오 시뮬 이션

․다각 인 상황이 고려된 통찰력을 제시

․다수의 시나리오로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처

리스크 ➡ 응력

․환경,소셜,모니터링 정보의 패턴 분석을 통한 험징후,이상

신호 포착

․이슈를 사 에 인지/분석하고,빠른 의사결정과 실시간 응 지원

․기업과 국가 경 의 투명성 제고 낭비요소 감

스마트 ➡ 경쟁력

․ 규모 데이터 분석을 통한 상황인지,인공지능 서비스 등 가능

․개인화,지능화 서비스 제공 확

․소셜분석,평가,신용,평 분석을 통해 최 의 선택 지원

․트 드 변화 분석을 통한 제품 경쟁력 확보

융합 ➡ 창조력

․타 분야와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의료정보,자동차정

보,건물정보,환경정보 등)

․인과 계,상 계가 복잡한 컨버 스 분야의 데이터 분석으로

안 성 향상,시행착오 최소화

․방 한 데이터 활용을 통한 새로운 융합시장 창출

<표 Ⅲ-2>미래사회의 특성과 빅데이터의 역할

85)한국정보화진흥원, 의 책,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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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빅데이터 활용 단계와 요소 기술

1)빅데이터의 활용 단계

가트 는 빅데이터 활용을 한 3 요소를 <그림 Ⅲ-4>와 같이 자

원,기술,인력요소로 나 어 설명하 다.86)

<그림 Ⅲ-4>빅데이터 활용을 한 3 요소

자원요소는 빅데이터 품질 리를 한 자원 확보를 말하며,빅데이터

를 리,처리하는 측면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의 내부,외부 빅데

이터 자원을 수집하는 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데이터의

품질은 데이터 활용 결과에 한 향을 미치므로 데이터 리체계와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가 매우 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자원요소와 더불어 새로운 기술요소가 필요하다.국가,기업의 신

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인 라, 랫폼,분석기술 등이 여

기에 속한다.신기술에 한 이해가 부족하면,미래 경쟁력 강화를 한

기회 포착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조직과 기업의 신 략으로

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랫폼,빅데이터 분석 기술 데이터 분석

기법에 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86)Gartner,『BigDataAnalytics』,GartnerGroup,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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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요소는 신기술과 툴이 뛰어나도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이

를 활용하여 용하는 사람의 역량에 좌우된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기업 등은 데이터 과학자 같은 인재를 확보하기 해 내부 역량

강화,외부 력 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수학,공학 인

능력과 경제학,통계학,심리학 등에 능통한 인재가 필요하며,비 시

각과 소통 능력,스토리텔링 등 시각화 능력을 갖춘 인재도 필요하다.

빅데이터로부터 지식을 발굴해 활용하기까지는 <그림 Ⅲ-5>와 같은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먼 발굴하고자 하는 지식과 련된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수집한 데이터에서 필요 없는 데

이터를 필터링하거나 한 형태로 가공하는 등 처리 단계를 거친다.

그 후에 정보를 체계 으로 장하고 리하면서 유용한 지식이나 내재

된 지식을 얻기 한 정보 처리 분석 과정을 통해 의미 있는 지식을 발

굴․가시화 하게 된다.87)

<그림 Ⅲ-5>빅데이터로부터 지식 활용 단계(빅데이터 랫폼 략,2013)

데이터 소스,지식을 활용하는 서비스 분야가 무엇인지에 따라 일부

단계를 건 뛰거나 반복 수행되기도 하지만 이처럼 데이터 수집,데이터

처리,정보 장 리,정보 처리․분석 지식 가시화를 통해 지식을

활용하기까지 각 단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공통 소 트웨어를 빅데이

터 처리 랫폼이라고 한다.

87)한국정보화진흥원, 의 책,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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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빅데이터의 요소 기술

빅데이터 활용을 한 3 요소와 활용 단계를 토 로 빅데이터 활용

을 한 요소 기술을 나 어 보면 빅데이터 수집기술,빅데이터 장

리 기술,빅데이터 처리 기술,빅데이터 분석 기술,지식 시각화 기술의

5종에 빅데이터 공유기술을 포함해 총 6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88).

첫째,빅데이터 수집기술은 조직내부와 외부의 분산된 여러 데이터 소

스로부터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검색하여 수동 는 자동으로 수집하는

과정과 련된 기술로 단순 데이터 확보가 아닌 스크라이 (Scribe),척

와(chukwa), 룸(flume)등의 다양한 데이터 수집 기술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변환, 장하는 과정까지 포함하는 기술을 의미한다.아울러,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데이터를 산출하기 해 변환, 장,분석 과

정의 반복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둘째,빅데이터 공유기술은 서로 다른 시스템간의 데이터 공유하는 기

술을 의미한다.데이터 공유를 한 가장 일반 인 형태로는 운 계 시

스템의 데이터 복제(Replication)기술과 정보계 시스템을 한 데이터 웨

어하우스의 ETL(Extract,Transformation,Load)의 로세스가 표 이다.

셋째,빅데이터 장기술은 작은 데이터라도 모두 장하여 실시간으

로 렴하게 데이터를 처리하고,처리된 데이터를 더 빠르고 쉽게 분석

하도록 하여,이를 비즈니스 의사 결정에 바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이러한 빅데이터들을 장하기 해 많은 요

소 기술 솔루션이 존재하고 재도 계속 으로 개발되고 있다.

넷째,빅데이터 처리기술은 유용한 정보 숨어있는 지식을 찾아내기

해 데이터 가공 분석 과정을 지원하는 것을 지칭한다. 규모 데이

터 처리를 한 확장성,데이터 생성 처리 속도를 해결하기 한 처

리 시간 단축 실시간 처리 지원 비정형 데이터 처리 지원 등이 이에

속한다.

88)한국정보화진흥원, 의 책,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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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빅데이터 분석은 량의 데이터로부터 숨겨진 패턴과 알려지

지 않은 정보간의 계를 찾아내기 한 과정이다.주로 빅데이터 분석

을 하여 크게 데이터 마이닝과 측 분석 등이 고려되며,NoSQL데

이터베이스,하둡과 맵리듀스 등의 련 기술이 있다.빅데이터 분석의

목표는 더 짧은 시간 안에 보다 더 많은 정보를 빅데이터로부터 추출하

는데 있다.데이터 분석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며 이미 오래 부터 여러

역에서 효과 으로 활용되어온 기술이지만,빅데이터 시 에 어들면

서 데이터를 보다 효율 으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용하려는 노력이 꾸

히 진행되고 있다.

일반 으로 분석은 단계 으로 진행되는데 문제인식, 련 연구 조사,

모형화(변수 선정),자료 수집(변수 측정),자료 분석,결과 제시 등의 단

계로 진행된다.문제인식 단계는 문제가 무엇인지,왜 이 문제를 해결해

야 하는지,문제 해결을 통해 무엇을 달성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다. 련 연구 조사 단계는 문제와 직간 으로 련된 지식을 각종 문

헌 조사를 통해 문제를 더욱 명확히 하는 과정이며 뿐만 아니라 문제와

련된 주요 요소(변수)들을 악하는 단계이다.모형화단계는 문제를 의

도 으로 단순화하는 과정이며,문제와 본질 으로 련된 변수만을 추

려서 재구성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자료 수집단계는 모형화를 통한

자료의 측정과정을 의미하며,1차 자료(조사자가 찰,설문조사,실험을

통해 직 수집)와 2차 자료(다른 사람에 의해 이미 수집,정리되어 있는

자료)로 나 수 있다.자료 분석 단계는 나열된 숫자에서 변수 간의 규

칙 인 패턴,즉 변수 간의 련성을 악하는 것이다.마지막으로 결과

제시 단계는 자료 분석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여 의사결정자에게

구체 인 조언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째,빅데이터 시각화 기술은 데이터 분석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 인 수단으로 정보를 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데이터 값

을 단순화해 그림 는 그래 형태로 보여 으로써 데이터 분석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핵심 개념과 아이디어를 효과 으로 달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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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의 활용 단계를 토 로 빅데이터 요소 기술을 분류해 보면

다음 <표 Ⅲ-3>89)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요소
기술

설명 해당 기술

빅데이터

수집

조직내부와 외부의 분산된 여러 데이터 소

스로 부터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검색하여

수동 는 자동으로 수집하는 과정과 련

된 기술로 단순 데이터 확보가 아닌 검색/

수집/변환을 통해 정제된 데이터를 확보하

는 기술

□ ETL

□ 크롤링 엔진

□ 로그 수집기

□ 센싱

□ RSS,OpenAPI등

빅데이터

공유
서로 다른 시스템간의 데이터 공유

□멀티테 트데이터공유

□ 업 필터링 등

빅데이터

장

작은 데이터라도 모두 장하여 실시간으

로 렴하게 데이터를 처리하고,처리된

데이터를 더 빠르고 쉽게 분석하도록 하

여,이를 비즈니스 의사 결정에 바로 이용

하는 기술

□ 병렬 DBMS

□ 하둡(Hadoop)

□ NoSQL등

빅데이터

처리

엄청난 양의 데이터의 장,수집, 리,

유통,분석을 처리하는 일련의 기술

□ 실시간 처리

□ 분산 병렬 처리

□ 인-메모리 처리

□인-데이터 베이스 처리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를 효율 으로 정확하게 분석하여

비즈니스 등의 역에 용하기 한 기술

로 이미 여러 역에서 활용해온 기술임.

□ 통계 분석

□ 데이터 마이닝

□ 텍스트 마이닝

□ 측 분석

□ 최 화

□ 평 분석

□ 소셜 네트워크 분석

등

빅데이터

시각화

자료를 시각 으로 묘사하는 학문으로 빅

데이터는 기존의 단순 선형 구조의 방식

으로 표 하기 힘들기 때문에 빅데이터 시

각화 기술이 필수 임

□ 편집 기술

□ 정보 시각화 기술

□ 시각화 도구

<표 Ⅲ-3>빅데이터 요소 기술 분류 해당 기술

89) 한국정보화진흥원, 의 책,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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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빅데이터 활용 사례와 필요성

1)빅데이터 활용 사례

신의 동력으로서 빅데이터는 기업 공공분야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기 을 제시해 주고 있다.‘개방된’빅데

이터를 처리 분석할 수 있는 하드웨어․소 트웨어 인 라와 사용자

맞춤형 솔루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확보되고 있다.빅데이터

련 기술의 발 은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공공

민간 부분 내 조직들에게 필수 인 정보를 시에 제공함으로써 비용

비 효과성 제고에 기여하고,단지 데이터의 수집, 리,분석을 한

기술 변화를 넘어 정보의 개방과 공유 패러다임을 통해 다양한 이해

계자 간 효과 인 력을 한 최 의 의사결정 체계가 가능해지고 있는

것이다.여기서는 국내외 공공과 민간부분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살펴

으로써 빅데이터 기술의 구체 인 활용 황과 그 가능성에 해 살펴

보도록 하겠다.특히 본 연구의 빅데이터 분석 방법과 부합하는 빅데이

터를 활용한 여론분석 사례를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례1] 유아 보육 정책에 한 국민 정서 분석90)

-한국정보화진흥원 -

2011년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공공분야의 효율 인 빅데이터 도입을

해 한민국 사회 안 하나로 ‘유아 보육정책’에 한 빅데이터 소

셜미디어 분석을 추진하 다.국민 정서를 반 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필

요로 하는 보육정책 수립하기 해 정책 방향성과 우선순 를 결정하고

정책 홍보 략을 설정하는 것을 목 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90)한국정보화진흥원,「 유아 보육정책에 한 국민정서분석」,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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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을 해 <그림 Ⅲ-6>과 같이 기획,설계,분석,결과도

출 등 4단계로 구성하여 각 단계별로 로젝트를 수행하 다.

<그림 Ⅲ-6> 유아 보육정책 국민정서 분석 흐름도

분석 데이터는 키워드 설계 과정에서 도출된 키워드를 이용하여 수집

된 데이터를 정제 추출한 후 유의미한 수 의 데이터만을 분석 상으

로 하 다.일반인들은 정확한 정책 명칭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정책을 의미하는 여러 키워드 포함 <표 Ⅲ-4>와 같이 선정하 다.

<표 Ⅲ-4> 유아 보육정책 분석 키워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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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유아 보육정책과 련하여 조사기간 5개월 간 총 4,611건

의 멘션을 수집하 다.여론을 주도하는 미디어는 ‘트 터’,‘블로그’순으

로 나타났으며, 유아보육정책에 한 정비율은 1%,부정비율이 35%

로 련 정책에 한 국민여론이 충분히 반 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국민들은 정부의 ‘유아 보육료’정책에 한 불신과 불만을 표 하

고 있으며,보육료 지 에 한 개선의견이 많이 제시되고 있었다.

정부 정책에 해 비용 효율 ,시간 효율 으로 객 이고 심도 있

는 국민 여론 효과 분석이 가능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설문조

사,공청회, 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정책 반응 효과를 분석하는

방식과 비교하여 비교 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석 결과 도출이 가능

했다.소셜 분석 련 데이터에 한 분석은 설문조사,샘 조사 등으

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보다 심도 있고 객 으로 조사할 수 있었다.

한 데이터 분석으로 도출된 결과는 분석 과정에 한 제시 다양한

가시화 방법을 통해 정책 입안자 국민의 이해 증진에 기여하 다.향

우 노인 여성 등 복지정책,지역개발정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 활

용 가능한 데이터 분석방법으로 그 의의를 지니고 있다.

[사례2]로그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 검색 결과 제공91)

-오비츠-

미국 온라인 여행 사이트인 오비츠(http://www.orbitz.com)는 항공권

기차표 매,호텔 약,여행 상품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

며 매일 최 150만 건의 항공 검색과 100만 건의 호텔 검색이 발생한

다.이로 인해 일별 최소 500GB의 로그데이터가 발생한다.이러한 용

량의 데이터 세트를 분석하여 속자 특성에 따라 다른 검색 결과를 보

여주는 타깃 마 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 다. 를

들어 직 으로 맥OS사용자가 일반 PC사용자 보다 구매력이 높다고

91)한국정보화진흥원,『2015년 빅데이터 로벌 사례집』,2015,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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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하고 있었으나 실직 인 데이터로 증명하고 이를 매출 증 에 활용

할 수 있다는 상에서 시작된 것이다.

우선 실질 인 마 활용을 해 인력 충원 분석 을 조직하

다.빅데이터 경험이 있는 기업의 통계 문가를 고용하여 새로운 분석

을 만들었으며 용량의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데이터

마이닝을 우선순 에 놓고 데이터간의 계,패턴,규칙 등을 찾아내는데

주력하 다.그 결과 해당 사이트에 속하는 PC(혹은 OS)의 종류에 따

라 고객의 구매력의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 다.맥 OS를 사용하

는 사람의 구매력이 MS 도 OS를 사용하는 사람보다 30%정도 높다는

직 이 실질 인 데이터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맥 사용자는 PC이용자

보다 평균 20～30달러를 더 지출하는 경향이 있으며 4～5성 호텔을

약하는 비율도 40% 이상 높다고 분석되었다.이를 근거로 도 사용자

에게는 더 근 비용의 모델을,맥 사용자에게는 가격 가 상 으로

높은 모델을 소개하는 등 맞춤화된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아직까지

는 이용자의 치나,호텔의 인기도와 홍보,오비츠 사이트 등록일 등의

다른 요인들이 검색 결과에 더 크게 작용하나 향후 정교한 모델을 통해

PC(OS)의 차이도 검색 결과 향력을 확 할 정이라고 한다.

[사례3]검색어 분석을 통한 독감 보 서비스 제공92)

-구 -

무선랜(WiFi)이용지역 확 ,스마트폰 등 스마트 디바이스의 빠른 확

산 등 편리한 인터넷 사용 환경이 마련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

이 보다 용이해지고 있다.이를 통해 사용자들의 재 상태와 이에 따른

후속 상황을 측할 수 있는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되고 있는 것이

다.인터넷 검색 정보에는 사용자의 재 상태나 상황에 한 내용이 담

겨 있으므로,실시간으로 무수히 되는 정보 속에서 사회 인 변화나

흐름을 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92)한국정보화진흥원,『빅데이터로 진화하는 세상』,2012,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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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은 독감 인 루엔자 등 독감과 련된 검색어 쿼리의 빈도를 조

사,‘구 독감 동향(GoogleFluTrends)’이라는 독감 확산 조기 경보체

계를 마련하 다.검색어 빈도는 데이터와 미국 질병통제 방센터의 데

이터를 비교한 결과,검색 빈도 실제 독감증세를 보인 환자 숫자 사

이에는 매우 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그림Ⅲ-7>구 독감동향(GoogleFluTrends):http://www.google.org/flutrends/

<그림 Ⅲ-8>구 독감 동향 실제 확산 비교 결과(뉴욕타임즈,2008.11.12.)

구 의 이러한 검색어 데이터의 활용시도는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사

용자의 검색 내용 분석을 통해 사용자의 심 분야와 내용이 매우 빠르

고 정확하게 악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다양한 사용자의 검색어

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다시 유의미한 데이터로 가공

하여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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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한국형 선거 빅데이터 분석 ‘ 이스 2014’

-와이즈넛-

여론조사의 선거 결과 측 실패를 보완하기 해 우리나라에서 최근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측 방식이 시도되었다.빅데이터 문기업

인 ‘와이즈넛’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한국형 선거 빅데이터 분석

사이트인 ‘이스 2014’를 오 했다.‘이스 2014’에서는 후보자들과

련된 트 터,블로그 등 SNS에 올라온 내용을 토 로 버즈를 수집했고,

수집된 정보의 분석 결과를 실시간으로 종합해 항목별 여론 성향분석 등

의 자료를 '보드뷰'형식으로 제공했다.사회 계망 서비스 속에 담겨진

유권자의 넷심(SNS여론 성향)분석으로 선거 세를 측할 수 있는 서

비스이다. 국 선거구 심지역 11개 선거구 서울시 교육감선거

에서 ‘이스 2014’서비스의 측은 했다.5곳의 선거 결과 측에

는 실패했지만 서울, 주, 구시장 등 많은 선거에서 실제 득표결과와

매우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결과를 측했다는 에서 한국형 선거 빅데

이터 분석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93)

<그림 Ⅲ-9>와이즈넛의 ‘이스 2014’홈페이지 화면(http://www.choice2014.co.kr/)

93) 앙선거 리 원회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nec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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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5]가요순 선정을 한 빅데이터 분석

-KBS,멜론-

<그림 Ⅲ-10>은 동아일보 신문기사의 내용으로 KBS가요 순 로그

램인 「가요톱10」의 순 집계 방식 변경 사항을 보도하고 있다.

<그림 Ⅲ-10>「가요톱10」순 집계 련 동아일보 신문기사 (1993년 11월 04일)

기사내용을 살펴보면 무작 로 선정된 선거인단을 상으로 왕복우편

엽서에 의한 여론조사 방식으로 가요 순 를 선정하던 종 의 방식이 10

의 참여 비율이 높아 국민의 체 여론을 제 로 반 하지 못하는 문

제를 보 기 때문에 연령 별로 참여비율을 사 에 설정한 ARS조사방

법으로 순 집계 방식을 변경한다는 내용이다.이는 표집 방식의 문제로

인해 응답자의 표성문제가 제기되어 의 여론을 제 로 반 하지

못하는 여론조사의 문제 으로 인한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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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부터 20여년이 지난 지 KBS의 가요 순 로그램은 「뮤직뱅

크」로 그 명칭을 변경하 고, 이 선호하는 가요 순 를 선정하기

해 새로운 방식을 용하고 있다.<그림 Ⅲ-11>은 2015년 10월 4주

「뮤직뱅크」 <K-차트>의 세부 사항이다.

<그림 Ⅲ-11>2015년 10월 04주 KBS뮤직뱅크 <K-차트>94)

2015년 10월 19일부터 2015년 10월 25일의 집계기간동안 들에게

심을 받은 가요 순 를 선정하기 해 디지털 음원 수 65%,음반

매 수 5%,방송 횟수 수 20%,시청자 선호도 조사 10%의 집계

방법을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시청자 선호도 항목은 아직 남아

있는 여론조사 방식이라고 볼 수 있으며,나머지 항목은 다양한 빅데이

터 자료를 순 선정에 활용하고 있다.디지털 음원 수가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복수의 음원 제공 사이트에서 음원을 듣거나

다운로드한 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 심을 측정하는 것이다.

94)KBS뮤직뱅크 K-차트 홈페이지 :http://www.kbs.co.kr/2tv/enter/music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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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요 순 선정을 해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면서 이 에는

불가능했던 분석들이 가능해지고 있다. <그림 Ⅲ-12>는 음원 제공 사

이트인 멜론(http://www.melon.com/)에서 제공하고 있는 차트 TOP100

서비스 화면이다.

<그림 Ⅲ-12>멜론 차트 TOP100서비스 홈페이지 화면

본 서비스는 음원 다운로드 스트리 횟수를 반 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상 순 음원에 하여 시간 별 유율을 실시간으로 제공

해 주고 있으며,세부 으로는 5분 단 까지 구분하여 유율을 확인할

수 있다. 한 2,400만 명 회원 가입자의 신상정보와 활동 정보를 활용하

여 각각의 음원에 한 성별,연령 별 선호도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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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빅데이터 분석의 필요성

앞선 비교 분석을 통해 논의된 여론조사 방식을 통한 통일의식조사의

한계 들은 통일의식 분석을 한 새로운 방법 모색의 필요성을 제기하

고 있다.조사기 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질문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동시에 특히나 여론조사에 수동

으로 참여한 응답자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를 가감 없이 솔직히 말했

다고 확신하기 힘들고,만약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론조사

결과는 불안정한 여론 에서도 표면 의견만을 모은 산술 합에 불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통일의식에 한 여론조사 결과를 있는 그 로 받

아들이기에는 그 신뢰성과 타당성에 한 의문을 지울 수 없다.이와 더

불어 앞서 살펴 본 빅데이터 활용 사례들의 효과를 고려할 때 빅데이터

를 활용한 통일의식 분석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빅데이터 분석은 조사기 이 사 에 구성한 ‘제한된 질문지에

수동 으로 반응하는 응답자 구조’에서 유발되는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

성 문제를 상당 부분 극복 할 수 있다.앞서 살펴본 빅데이터를 통한 선

거 결과 측 사례는 의 능동 행 즉 후보자에 한 정 혹은

부정 을 게시하거나 심을 보이는 댓 을 다는 행 를 근거로 선거

결과를 측하는 것이 조사기 의 질문에 수동 으로 반응하는 여론조사

방식보다 더 신뢰할 만한 분석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

다.여론조사에서 ‘이번 선거에서 구를 지지하는가’에 반응하는 것은

실제 투표 행 로 이어지지 않은 가능성이 많다.왜냐하면 여론조사에

한 응답은 실제 투표 행 보다 훨씬 부담이 기 때문이다.하지만

SNS에 어떤 후보에 한 정 혹은 부정의견을 게시하거나 그러한

들에 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한 사람은 이러한 행 가 실제 투표로 이

어질 가능성이 상 으로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근거해 볼 때 ‘통일에 해 심이 있는가’에 한 여

론조사의 질문에 ‘그 다’라고 응답한 데이터만을 바탕으로 통일에 한

국민의 심을 논하던 지 의 방식은 여론조사 방식의 오차 가능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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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국민의 통일에 한 여론을 제 로 반 하지 못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반면 SNS상에 통일에 한 을 작성하거나,통일 련 홈페이

지에 속하여 정보를 탐색하거나,포털 사이트에 통일 련 검색어를

입력하는 의 행 데이터는 여론조사 데이터에 비해 국민의 통일에

한 심을 더 객 으로 반 하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때문에

통일 련 빅데이터는 국민의 통일에 한 심과 그 수 을 분석하는데

있어 더 객 이고 신뢰할 만한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빅데이터 분석은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실태95)가만할 때 여론

조사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답자의 표성 문제에서 어느 정도 자

유롭다는 장 을 지니고 있다.여론조사의 표집 오차는 표본선정

(sampling)문제 곧 응답자 선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뜻한다.모

집단 명부와 표집틀이 모집단을 충실히 반 하지 못할 때 ‘여론조사의

응답자가 국민의 체의 의견을 표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응답률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과 그

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인구통계학 특성이나 심리 측면(태도,동기

등),조사내용과 직 련이 있는 경험 등의 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여론조사의 응답률 수 도 표성 문제의 요한 원

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선거 측 빅데이터 분석 사례는 SNS 체 사용자가 만

들어낸 데이터를 분석 상으로 하고 있다. 표 인 소셜미디어인 페이

스북의 사용자는 세계 으로 2015년 2분기 기 약 14억 9천만 명에

달하고 있다. 한 가요 순 선정을 한 빅데이터 활용 사례는 인터넷

상에서 음원을 이용하는 체 소비자를 상으로 하고 있다.음원서비스

기업인 로엔엔터테인먼트는 멜론 홈페이지의 가입 고객이 2014년 6월 기

약 24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인터넷 이용률이 상 으로 낮

은 고연령층 집단의 배제 문제를 지 하기도 하지만 고연령층의 인터넷

95)2014년 인터넷이용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4년 7월 기 만 3세 이상 인구

의 인터넷 이용률(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의 비율)은 83.6%이며,인터넷

이용자수는 41,118천명으로 나타났다.만 60세 이상 고연령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32.8%로 년 비 6.0%p증가하여 꾸 한 증가세를 보인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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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률 증가 추세를 볼 때 이러한 문제 은 정보화의 확산과정에서 차

감소할 것으로 상할 수 있다.수많은 인터넷 사용자의 능동 인 행

데이터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는 빅데이터 분석은 여론조사의 표성 문

제에서 벗어나 통일에 한 국민 체의 인식과 태도를 설명하는데

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셋째,여론조사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사기 의 의도 개입 문제

가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발생가능성이 하게 낮아진다는 장 이 있

다.빅데이터 분석의 상이 되는 소셜미디어는 기본 으로 세계이용

자를 상으로 한다.콘텐츠의 생산 측면에서도 기존 미디어는 앙집권

체계에서 콘텐츠 생산을 하지만 소셜미디어는 분산된 다양한 지 에

서 콘텐츠 생산이 가능하다. 한 소셜미디어 련 기제들에 한 근

이나 이용도 상 으로 렴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근도 용이하고 콘

텐츠 생산 비용도 렴하거나 거의 없다.정보 생산의 다원화와 정보 활

용의 넓은 범 ,그리고 정보의 재생산이라는 소셜미디어의 특징은 고려

할 때 권력기 에 의한 데이터의 의도 가공과 여론 몰이는 사실상 불

가능하다.국민의 통일의식이 특정 집단의 에 의해 변형되고나 왜곡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에서 통일의식 분석을 한 빅데이터 활용의 필

요성을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빅데이터 분석은 여론조사 방식에서는 기 할 수 없는 세

부 인 분석이 가능하다.매년 특정기간에 정기 으로 실시해 오던 여론

조사 방식의 통일의식조사는 엄 히 말해 1년 동안의 국민의 통일의식을

반 한다고 볼 수 없다.조사 시기 직 에 발생한 통일 련 사안은 여

론조사의 결과에 큰 향을 미치게 되고 이런 조사결과를 통해 통일의식

의 변화를 분석하게 되면 의도치 않은 왜곡 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여론조사를 통해 연도별 통일의식을 확인한다는 목 은 조사 방

법상 타당성을 지닐 수 없으며,매년 특정 시기의 여론을 상호 비교하는

정도로 평가하는 것이 당하다.반면 빅데이터를 통한 통일의식 분석은

앞서 살펴본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요 순 선정 사례처럼 매우 세부 인

기간의 분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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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빅데이터와 통일의식

1.『소셜 마이닝』과 통일의식

1)『소셜 마이닝』의 개념과 분석 방법

웹의 발 과 함께 나타난 블로그,카페,포털 서비스 등은 우리의 삶

에 많은 향을 주었다.지 은 트 터,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

비스와 모바일 웹이 사회에 엄청난 변 을 가져오고 있다.다양한 사람

들을 연결하고,서로 소통하며 사회 이슈를 만들어내기도 한다.소셜

마이닝 분석은 소셜미디어에서 오가는 사람들의 온갖 이야기를 수집,분

석해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방법을 말한다.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 표하는 페이스북,트 터,블로그에서 2014년

1년간 발생한 국민들의 통일 련 버즈 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해 국

민들의 통일의식을 분석하 다.분석 데이터는 소셜미디어 분석 솔루션

인 펄스K(http://www.pulsek.com/pulsek)를 통해 수집하 으며,국민의

통일의식을 크게 4개 역으로 분류하고 <표 Ⅳ-1>과 같이 해당 역

에 한 키워드를 설정하여 데이터를 수집하 다.

류 수집 키워드 비고

(1)통 에 

한 식
통

동 어 : 남 통 , 한 도통

포함어 : 

제 어 : 퀴즈, 탈리아, 신라, 가격, 

트, 독 , 통 , 느낌, 중 , 

(2) 정

에 한 식

강산 , 남 정상회담

산가족, 한 , 개 공단
-

(3) 한에 

한 식
한 제 어 : 한산, 한강, 화

(4) 한정

에 한 식
한정

동 어 : 정

포함어 : 한

<표 Ⅳ-1>소셜 분석을 한 통일의식 분석 키워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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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셜 마이닝』을 통한 통일의식 분석

(1)통일에 한 인식

국민의 ‘통일에 한 인식’을 분석하기 해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통일’을 포함하고 있는 체 을 수집하 다.‘통일’련 유사어 데

이터 수집을 해 ‘남북통일’,‘한반도통일’을 포함하 으며,데이터 정제

를 해 ‘퀴즈’,‘이탈리아’,‘신라’,‘가격’,‘이벤트’,‘독일’,‘통일교’,‘느낌’,

‘국’,‘통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은 제외시켰다.<그림 Ⅳ-1>은 2014

년 1년간 발생한 소셜미디어별 ‘통일’언 량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Ⅳ-1>2014년 소셜미디어별 ‘통일’언 량 비교

2014년 소셜미디어에서는 총 25,850건의 ‘통일’련 이 생성되었으

며,트 터에서 발생한 언 량이 12,188건(약 47%)으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일’련 언 량 변화를 더 자세히 살

펴보기 해 월별 분석을 시도하 다.<그림 Ⅳ-2>는 2014년 소셜미디

어에서 발생한 ‘통일’언 량의 월별 변화를 나타낸 그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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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2014년 소셜미디어 ‘통일’언 량 월별 변화

2014년 ‘통일’언 량의 월별 변화를 살펴보면 통일과 련해 매월

2,000건 가까운 게시 이 생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1월과 10

월에는 ‘통일’련 언 량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Ⅳ-3>은 ‘통일’언 량 상승의 원인을 분석하기 해 2014년

10월 한 달간 발생한 ‘통일’련 언 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변화 추

세를 살펴보면 2014년 10월 4일 부터 평소 보다 많은 ‘통일’련 게시

이 생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러한 ‘통일’언 량의 증가는

당시 북한 김양건 노동당 통일 선부장 겸 남담당 비서가 10월 4일 인

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을 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이슈와 같은 달 6

일 박근혜 통령이 수석비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의 고 표단

방남과 련해 ‘남북 화 정례화’를 언 한 향으로 볼 수 있다.이러한

‘통일’언 량 증가의 원인은 <그림 Ⅳ-4>의 10월 4일의 ‘통일’련 게시

의 연 어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더 잘 드러난다.이날 발생한 230번의

‘통일’련 에서 인천아시안게임 련어 ‘폐막식’,‘아시안게임’등이 총

197번 사용되었고,‘박근혜’가 총 94번 함께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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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2014년 10월 소셜미디어 ‘통일’언 량 변화

<그림 Ⅳ-4>2014년 10월 04일 소셜미디어 ‘통일’연 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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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셜미디어 ‘통일’언 량 분석과 함께 ‘통일’련 게시 의

감성 분석을 시도하 다.감성 분석이란 텍스트 마이닝 기술에 기반해 문

장 내에서 주제 키워드를 포함한 감성 표 패턴 매칭을 통해 작성자의

에서 감정 상태를 분석해 내는 기술을 말한다.<그림 Ⅳ-5>는 2014년

1년간 발생한 ‘통일’ 련 게시 의 감성을 분석한 것이다.

<그림 Ⅳ-5>2014년 소셜미디어 ‘통일’감성 분석

2014년 소셜미디어에서 발생한 ‘통일’련 언 에서 정 정서를

보인 은 7,285건으로 체의 37%를 차지했으며,부정 정서는 10,825

건으로 55%를 차지했다.소셜미디어 상에서 발생한 통일 여론은 정

태도보다 부정 태도가 더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Ⅳ-6>을 살

펴보면 매달 1,000건에 가까운 통일 련 부정 여론이 발생했고,특히 10

월부터 12월 사이에 통일에 한 부정 여론이 다른 기간에 비해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이러한 부정 여론의 증가는 <그림 Ⅳ-7>의 연

어 분석 결과를 통해 볼 때 북 단 발원지 무력 충돌 사건에서 그 원

인을 찾을 수 있다. 2014년 10월 10일 오후 2시경, 북 단을 담은 기

구를 향해 북한이 고사총을 발사하 으며 우리 측이 이에 해 응사격

을 하고,이어 북한이 군 소 상공으로 재응사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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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2014년 소셜미디어 ‘통일’감성 분석 부정 추이

<그림 Ⅳ-7>2014년 10월 10일 소셜미디어 ‘통일’연 어 분석



-100-

(2) 북 련 사안에 한 인식

국민의 ‘북 련 사안에 한 인식’을 분석하기 해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개성공단’,‘강산 ’,‘남북정상회담’,‘북한인권’,‘이산가

족’을 포함하고 있는 체 을 수집하 다.검색어는 여론조사 방식의

통일의식조사와 결과비교가 가능하도록 5개 주요 북 련 사안을 선정

하 다.<그림 Ⅳ-8>은 2014년에 소셜미디어에서 발생한 ‘북 련 사

안’일별 언 횟수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 Ⅳ-8>2014년 소셜미디어 ‘북 련 사안’일별 언 량 비교

2014년 소셜미디어에서는 총 147,532건의 ‘북 련 사안’ 련 이

생성되었으며,‘북한인권’52,633건(35.6%),‘이산가족’49,495건(33.6%),

‘개성공단’21,334건(14.5%),‘남북정상회담’13,492건(9.1%),‘강산 ’

10,578건(7.2%)순으로 나타났다.‘북한인권’은 북 련 사안 11월

19일 1,039건으로 가장 많은 언 량을 보 고,‘이산가족’2월 20일 1,755

번,‘개성공단’5월 21일 672번,‘남북정상회담’6월 9일 442번,‘강산

’1월 10일에 277번 언 되어 각 사안별 최고 언 량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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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9>은 사안별 언 횟수의 비 을 살펴보기 해 2014년 소

셜미디어에서 발생한 ‘북 련 사안’언 량의 일별 유율을 비교한

그래 이다.

<그림 Ⅳ-9>2014년 소셜미디어 ‘북 련 사안’일별 유율 비교

연 부터 3월까지 ‘이산가족’ 련 이슈가 가장 많은 유율을 보이고

있으며,3월 이후 ‘이산가족’비 은 어들고 ‘북한인권’련 의 비

이 증가하 다.9월 순 이후부터 12월 순까지 ‘북한인권’ 련 이슈

가 북 련 논의의 부분을 차지했다.나머지 이슈들은 북 련 논

의에서 체 으로 큰 비 을 차지하지 못했고 특정시기 유율이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이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림 Ⅳ-10>과 <그림 Ⅳ-11>은 소셜미디어에서 발생한 ‘북 련

사안’별 감성을 분석한 것이다.‘북한인권’에 해 부정 인 감정을 표

한 이 21,90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이산가족’에 한 부정 인 감정을

나타낸 이 14,666건으로 나타났다.이는 북한의 인권문제의 심각성과

이산가족의 슬픔에 해 공감하는 여론이 다수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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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특히 다른 사안에 비해 북한의 인권문제를 비 하는 부정 여

론의 비 이 매우 높았다는 것은 특이할 만하다. 한 ‘개성공단’과 ‘강

산 ’이슈에 해서 과반 수 이상이 부정 인 감정을 보 으며,특히

‘남북정상회담’에 해 언 량 63%라는 높은 비율이 부정 인 감정을

나타냈다는 것은 ‘남북정상회담’에 한 국민의 낮은 기 감과 부정 여

론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림 Ⅳ-10>2014년 소셜미디어 ‘북 련 사안’별 감성 분석

<그림 Ⅳ-11>2014년 소셜미디어 ‘북 련 사안’별 부정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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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북한에 한 인식

국민의 ‘북한에 한 인식’을 알아보기 해 2014년 소셜미디어 상에

서 ‘북한’이란 단어를 포함하는 모든 을 수집하 다.데이터 정제를

해 ‘북한강’,‘북한산’,‘화’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을 분석 상에

서 제외시켰다.<그림 Ⅳ-12>는 2014년 1년간 발생한 소셜미디어별 ‘북

한’언 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Ⅳ-12>2014년 소셜미디어별 ‘북한’언 량 비교

2014년 소셜미디어에서는 총 950,270건의 ‘북한’련 이 생성되었으

며,트 터에서 발생한 언 량이 633,106건(약 67%)으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2014년 ‘통일’ 련 언 량이 총 25,850건인 것을 볼 때

상 로 높은 언 량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Ⅳ-13>은 ‘북한’련 언

량 변화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해 2014년 소셜미디어에서 발생한

‘북한’언 량의 월별 변화를 나타낸 그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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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3>2014년 소셜미디어 ‘북한’언 량 월별 변화

2014년 ‘북한’언 량의 월별 변화를 살펴보면 ‘북한’과 련해 매달

60,000건 이상의 게시 이 생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통일’

련 언 량이 가장 높았던 10월에 ‘북한’련 언 량도 107,526건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났다.다음으로 4월에는 ‘북한’련 언 량이 이 기간에

비해 폭 상승하여 100,000건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림 Ⅳ-14>는 ‘통일’련 언 량에 큰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던 4월

의 ‘북한’련 언 량 상승 원인을 분석하기 해 2014년 4월의 ‘북한’

련 언 량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4월 1일부터 ‘북한’에 한 언

이 차 증가하다가 4월 3일 월 가장 높은 4,951건의 언 량을 보 으

며,이후 4월 14일과 4월 29일에도 4,000건 이상의 높은 언 량을 나타냈

다.4월 3일,14일에 발생한 ‘북한’언 량 증가는 주와 백령도에서 발

견된 무인항공기 이슈에 따른 향으로 볼 수 있다.<그림 Ⅳ-15>는 04

월 03일의 ‘북한’련 연 어 분석 결과이다.이날 발생한 4,951건의 ‘통일’

련 에서 무인기 련어 ‘청와 ’,‘무인항공기’등이 총 2,891번 함께 사

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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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4>2014년 04월 소셜미디어 ‘북한’언 량 변화

<그림 Ⅳ-15>2014년 04월 03일 소셜미디어 ‘북한’연 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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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 발생한 ‘북한’ 련 게시 의 감성 분석 결과(<그림 Ⅳ-16>)

정 감정을 보인 은 174,608건으로 체의 31%를 차지했으며,부정

인 감정을 나타낸 은 333,987건으로 60%를 차지했다.

<그림 Ⅳ-16>2014년 소셜미디어 ‘북한’감성 분석

<그림 Ⅳ-17>의 월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매달 10,000건 이상의 정

여론과 25,000건 이상의 부정 여론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으며,앞서 살펴

본 무인항공기 이슈와 북 단 무력 충돌 이슈로 인해 4월과 10월 기간

에 ‘북한’에 한 부정 여론이 다른 기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Ⅳ-17>2014년 소셜미디어 ‘북한’감성 분석 부정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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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북한정권에 한 인식

국민의 ‘북한정권에 한 인식’을 알아보기 해 2014년 소셜미디어

상에서 ‘북한정권’혹은 ‘김정은’이란 단어를 포함하는 모든 을 수집하

다.동명이인의 데이터를 배제하기 해 ‘북한’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만을 분석데이터로 선정하 다.<그림 Ⅳ-18>은 2014년에 발생

한 소셜미디어별 ‘북한정권’언 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Ⅳ-18>2014년 소셜미디어별 ‘북한정권’언 량 비교

2014년 소셜미디어에서는 총 93,913건의 ‘북한정권’련 이 생성되었

으며,트 터에서 발생한 언 량이 49,280건(약 53%)으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2014년 ‘통일’련 언 량(25,850건)과 비교해 볼 때

상 으로 높은 언 량을 보이고 있다.이를 통해 국민들의 심이 통

일에 련 주제보다는 북한이나 련인물에 집 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그림 Ⅳ-19>는 언 량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기 해 2014년 소셜

미디어에서 발생한 ‘북한정권’언 량의 월별 변화를 나타낸 그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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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9>2014년 소셜미디어 ‘북한정권’언 량 월별 변화

월별 변화를 살펴보면 ‘북한정권’과 련해 매달 평균 6,000건 이상의

게시 이 생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통일’과 ‘북한’에 한 언

량이 가장 많았던 10월에 ‘북한정권’에 한 언 량도 13,563건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났다.이를 통해 10월에 ‘통일’,‘북한’,‘북한정권’에 한

심이 집 되어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다음으로 12월에 ‘북한정권’

련 언 횟수가 높게 나타났다.12월은 다른 기간에 비해 ‘통일’,‘북한’

에 한 언 횟수가 많고,부정 여론이 높게 나타났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림 Ⅳ-20>은 12월의 ‘북한정권’련 언 량 상승 원인을 분석하기

해 해당하는 달의 ‘북한정권’언 량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12월

18일부터 ‘북한정권’에 한 언 이 증가하 고 12월 26일 월 가장 높

은 699건의 언 횟수를 보 다.12월 18일과 26일에 발생한 ‘북한정권’

언 량 증가는 김정은 암살을 다룬 ‘더 인터뷰(Theinterview)’상 이슈

에 따른 향으로 보인다.12월 18일부터 26일까지의 ‘북한정권’련 연

어 분석 결과(<그림 Ⅳ-21>)4492건의 ‘북한정권’련 에서 ‘더 인터뷰’

상 련어 ‘암살’,‘소니’,‘해킹’등이 6916번( 복포함)함께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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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0>2014년 12월 소셜미디어 ‘북한정권’언 량 변화

<그림Ⅳ-21>2014년 12월 18～26일 소셜미디어 ‘북한정권’연 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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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 발생한 ‘북한정권’ 련 게시 의 감성 분석 결과(<그림 Ⅳ

-22>) 정 감정을 보인 은 15,413건으로 체의 23%를 차지했으며,

부정 인 감정을 나타낸 은 46,684건으로 69%를 차지했다.‘북한’에

해 부정 여론이 60%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 상 으로 높은 수치이다.

<그림 Ⅳ-22>2014년 소셜미디어 ‘북한정권’감성 분석

<그림 Ⅳ-23>의 월별 감정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앞서 논의한 북

단 무력 충돌과 북한 련 화 상 이슈로 인해 10월과 12월 기간 에

‘북한정권’에 한 부정 여론이 다른 기간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Ⅳ-23>2014년 소셜미디어 ‘북한정권’감성 분석 부정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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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웹 로그』와 통일의식

1)『웹 로그』의 개념과 분석 방법

웹 로그(weblog)란 웹 사용자들이 웹 사이트를 방문하고 이용하는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데이터를 말한다.방문자들은 웹 로그의 형태로

웹 사이트 내에 흔 을 남기는데 이러한 데이터 이용해 다양한 정보를

추출해 내는 것이 웹 로그 분석이다(Cooly,MobasherandSrivastave,

1997).웹 로그 분석은 웹 로그를 이용해 웹 사이트를 방문한 사람들의

방문 데이터를 웹 서버가 인식하여 가,언제,무엇을 요청했고 가져갔

는지,웹 서버에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속하 는지,어디에서 얼마간

머물 는지,어떠한 페이지를 자주 방문하 는지,가장 오래 보는 는

가장 많이 보는 페이지는 무엇인지 등의 방문자 기록이 정리된 일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국민들의 통일의식 분석을 해 앞서 진행한 소셜 마이닝

분석에 이어 두 번째로 웹 로그 분석 방법을 용하 다.분석 상은

홈페이지 이용 수 과 사회 향력을 기 으로 통일 련 5개 공공기

홈페이지(통일부,북한정보포털,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통일교육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로 선정하 다.분석 데이터는 각 홈페이지별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발생한 로그 데이터이며,로그 데이터에 직

근이 제한되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제도96)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하 다.각 홈페이지의 기간별,성별,연령 별 속 추이 분석을 통해

통일에 한 심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으며,웹페이지 조회 로그 분석

을 통해 사용자들이 심을 보이고 있는 통일 련 주제를 검토해보았다.

96)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 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로 청구인이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정보를 보유 리하는 공

공기 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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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웹 로그』를 통한 통일의식 분석

(1)통일에 한 심 변화

각 홈페이지별로 수집된 로그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간별,성별,연령

별 속 추이 분석을 통해 사용자 특징에 따른 통일에 한 심 변화

양상을 검토하려고 하 으나 각 홈페이지별 로그 데이터 수집의 기술

제한과 홈페이지 운 방식의 차이로 인해 일부 데이터 수집이 불가능하

다.제한 인 논의이기는 하지만 의미 있는 데이터 수집이 가능했던

통일부,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통일교육원의 속 로그 분석을 통해

각 홈페이지별 특징을 분석하 다.

<그림 Ⅳ-24>는 통일부 홈페이지의 2012～2014년 월별 속 횟수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 Ⅳ-24>통일부 홈페이지 월별 속 횟수 비교 (2012～14년)

통일부 홈페이지의 총 속 횟수는 2012년의 경우 4,276,956회 으며,

2013년도에는 5,094,327회로 년도에 비해 증가하 고,2014년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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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4,984회로 조사기간 가장 낮은 수치를 보 다. 속 횟수 변화 추

세에 근거해 볼 때 2013년도에 비해 2014년도의 통일에 한 반 인

심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는 2014년 국민의 통일에 한

심 감소 추세를 지 한 여론조사 방식의 통일의식조사 결과와 일치한

다.2012년과 2014년의 경우 홈페이지 속 횟수의 등락 폭이 제한 이

없지만 2013년의 경우 3월과 9,10월에 큰 폭으로 상승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 원인은 9월 북한에 의한 이산가족 상 돌연 취소와 10월

국회 개성공단 시찰 등과 같은 남북 계 사안의 향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그림 Ⅳ-25>는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 홈페이지의 2012～

2014년 월별 속 횟수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 Ⅳ-25>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 월별 속 횟수 비교 (2012～14년)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 홈페이지의 속 횟수는 2012년의 경우 총

289,110회 으며,2013년도에는 305,357회로 년도에 비해 약간 증가하

고,2014년도에는 968,230회로 조사기간 가장 높은 수치를 보 다.

특징 인 것은 2014년에 홈페이지 속 횟수가 격히 증가한 것인데,

증가의 원인은 2014년 2월 20일～2월 25일에 진행되었던 제19차 이산가

족 상 에서 찾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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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6>은 통일교육원 홈페이지의 2012～2013년 월별 속 횟

수를 비교한 것이다.2014년 속 로그 데이터의 경우 홈페이지 보안 시

스템 변경으로 인해 실재 속하지 않은 보안 검 횟수가 포함되어 있

어 분석 상에서 제외하 다.

<그림 Ⅳ-26>통일교육원 홈페이지 월별 속 횟수 비교 (2012～13년)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총 속 횟수는 2012년의 경우 523,600회 으며,

2013년에는 이보다 약간 증가한 625,741회로 나타났다.통일교육원 월별

속 횟수 변화의 특징은 조사기간 그 변화 양상이 매년 비슷하게 나

타난다는 것이다.연 에 비해 차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5월에 들어

폭 증가하 으며,이후 감소경향을 보이다 11～12월에 들어 반등하는

추세를 나타냈다.그 원인을 측해 보면 5월의 속 횟수 증가 경향은

통일부와 교육부에서 매년 5월 마지막 주에 진행하는 「통일교육주간」

의 향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11월과 12월의 속 횟수 증가 경향은

2013년부터 실시한 「학교통일교육연구 회」실시의 향으로 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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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북한에 한 주요 심 상

각 홈페이지별 속 로그 분석을 통해 통일에 한 심 추이 변화를

검토한 이후 웹페이지 조회 로그 분석97)을 통하여 홈페이지 사용자들이

심을 보이고 있는 통일 련 주제에 해 분석을 시도하 다.하지만 각

홈페이지별 로그 데이터 수집의 기술 제한과 홈페이지 운 방식의 차

이로 인해 분석 데이터 수집의 제한이 발생하 다.때문에 유의미한 데

이터 수집이 가능했던 북한정보포털 홈페이지의 웹페이지 조회 로그 데

이터만을 분석하 다.

<그림 Ⅳ-27>은 북한정보포털 홈페이지의 2014년 분기별 조회 수 상

10개 페이지를 그 내용에 따라 인물,언론,지리,정치,언어 5개로 구

분하고 그 조회 수를 비교한 것이다.북한정보포털은 2014년 1월에 개설

되었기 때문에 분석 기간은 2014년으로 설정하 다.

<그림 Ⅳ-27>2014년 북한정보포털 주제별 조회 수 비교

97)분석 상은 각 홈페이지의 2012～2014년 분기별 조회 수 상 10개 페이지의

조회 로그 데이터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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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보포털 홈페이지의 2014년 조회 수 상 10개 페이지는 총

57,410번 조회되었다.그 에서 인물(인물,인물 계도,주요인물) 련 페

이지가 21,704번 조회되어 체 상 10개 페이지 조회 수의 37.8%의 비

을 차지했다.다음으로 언론(북한TV 로그램,북한언론주요논조),지리

(지도),정치(권력기구도,조선노동당,정치동향),언어(남북한 언어비교)

순으로 높은 심을 보 다.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북한에 한 심이

주로 북한 권력의 주요 인물 심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통일에 한 상 심 수

통일 련 기 들은 국민이 정책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서로 화하

는 방향 소통을 하여 앞서 살펴본 공식 홈페이지와 함께 소셜미디

어 서비스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이에 본 연구는 추가 으로 통일부

페이스북 페이지의 로그 분석을 통해 통일에 한 의식 분석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로그 분석은 SNS로그분석의 표 기업인 ㈜유엑스 코리

아에서 제공하는 빅풋9(http://bigfoot9.com)솔루션을 사용하 다.

<그림 Ⅳ-28>은 빅풋9솔루션을 활용하여 통일부 페이스북 공식 페

이지의 일자별 팬(Fans)의 증감추세와 ‘좋아요’를 르거나,게시 에 댓

을 달거나 혹은 공유한 사용자들의 수치와 해당 사용자들의 국가별 비

율을 분석한 것이다. 한 우리나라의 다양한 공공기 페이스북 페이지

의 로그 분석 결과 비교도 가능하다.

이러한 소셜미디어 로그 분석은 통일에 한 국민의 심 증가가

련 소셜미디어 서비스의 활성화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가정할 때 국민

들의 통일에 한 심도 측정과 국민의 여론을 확인하는데 효과 인 분

석방법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한 다른 공공기 과의 로그

데이터 비교를 통해 우리 국민이 사회의 다양한 안과 비교하여 통일

련 이슈에 얼마만큼의 심을 보이고 있는지 상 심 수 을 확인

할 수 있다는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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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8>통일부 페이스북 페이지 로그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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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웹 검색 트래픽』과 통일의식

1)『웹 검색 트래픽』의 개념과 분석 방법

구 ,네이버 등의 검색 기반의 인터넷 포털 서비스 기업들은 온라인

에서의 사용자의 웹 검색 트래픽 정보를 구 트 드나 네이버 트 드

등의 서비스로 공개하고 있으며,이들이 제공하는 웹 검색 트래픽 정보

를 기반으로 온라인 사용자들의 정보 검색 행태에 한 연구들이 학계

업계 등에서 주목받고 있다.웹 검색 정보를 기반으로 사회 상이나,

소비 동향,정치 투표 결과 등을 측해 볼 수 있음을 실증하고 있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구 은 2009년 자신들의 사이트를 통해 검색되어

지는 검색어가 특정 산업의 경제활동 상황과 상 계가 있다고 가정

하여 소매업,자동차,여행 분야 등의 매출 데이터와 연동하여 측모델

을 제시한 바 있다98).

본 연구는 국민의 통일의식을 분석하기 해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분

석방법 하나이 웹 검색 트래픽 분석 방법을 활용하 다.분석 자료는

국내 검색시장의 최 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의 웹 검색 트래

픽 데이터를 사용하 다. 이 자료는 네이버 트랜드 홈페이지

(http://trend.naver.com/)에서 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네이버

검색 트래픽 데이터의 특징은 각각의 검색어에 한 주 단 총 검색량

을 수집하고,이를 최솟값(0)과 최댓값(100)으로 환산한 결과를 그래 와

수치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한 PC 검색량과 모바일 검색량을 구분하

여 제공하고 있지만,분석기간 모바일 검색량의 증가요인을 분석에

반 하는 것이 제한되어 본 연구에서는 PC검색 트래픽 데이터만을 분

석의 자료로 활용하 다.

98)Google,「PredictingthePresentwithGoogleTrends」,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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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웹 검색 트래픽』을 통한 통일의식 분석

(1)통일에 한 심 변화

<그림 Ⅳ-29>는 2012년 0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검색어 ‘통일’에

한 네이버 검색 횟수를 주간 단 로 합산하여 최 검색량을 100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기간의 검색 횟수를 최 검색량에 따른 상 수치로

환산하여 나타낸 그래 이다.

<그림 Ⅳ-29>‘통일’검색 트래픽(PC)(2012～14년)

최 검색량을 보인 시기는 2014년 5월 4주 으며,다음으로 많은 검

색량을 나타낸 주는 2012년 6월 1주 다.다시 말해 2014년 5월 4주에

‘통일’이란 검색어가 1000번 검색되었다고 한다면,2012년 6월 1주에는

‘통일’이란 검색어가 740번 검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 인 추세

를 살펴보면 분석기간 그래 가 해마다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5～6월과 11～12월 검색량이 다른 기간에 비해서 상

으로 높게 나타나는 더블유(W)형 추세선을 확인할 수 있다.‘통일’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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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트래픽은 그 등락폭이 매우 크고 특정한 시기에 집 되어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림 Ⅳ-30>은 조사 기간 ‘통일’검색어에 한 월별 비 을 나

타낸 것이다.

<그림 Ⅳ-30>‘통일’검색 트래픽(PC)월별 비율 (2012～14년)

5～6월과 11～12월의 ‘통일’검색어 트래픽 비 이 체의 50%를 차

지하고 있다.다시 말해 ‘통일’이란 주제에 해 심을 보인 체 사용

자의 반은 5～6월과 11～12월에 집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통일에 한 심 증가 요인

최근 3년간 ‘통일’검색어 트래픽의 변화를 살펴 으로써 통일에

한 심 변화 양상을 검토해 보았다.이제 네이버의 연 검색어 서비스

를 활용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이 ‘통일’이란 검색어를 주로 어떤 의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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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있는지를 추론해보도록 하겠다.다시 말해 ‘통일’검색어와 함

께 사용된 연 검색어를 검토해 으로써 어떠한 요인이 사용자들로부

터 ‘통일’에 한 심을 증가시켰는지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각각의 검색어에 한 연 검색어를 표시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연 검색어 추출방법에 해서는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

지만 사용자의 검색 이용행태 주요 콘텐츠 정보를 반 하여 시스템에

의해 자동 반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를 들어 다수의 사용자

가 ‘통일’이란 검색어와 ‘통일교육원’이란 검색어를 함께 활용하는 추세가

확인되면 ‘통일교육원’과 ‘통일’은 서로 연 검색어로 추천된다.다시 말

해 ‘통일’에 심을 보인 사용자 다수는 ‘통일교육원’에 심을 보인다

는 것을 의미한다.연 검색어에 ‘통일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통일’

을 검색한 사용자들이 ‘통일부’보다 ‘통일교육원’을 검색하는 경향이 더

높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이는 ‘통일’에 한 검색을 시도한 사용

자들은 ‘통일부’의 통일 정책 련 이슈 보다 ‘통일교육원’의 교육 련 정

보에 더 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림 Ⅳ-31>은 2015년 11월 10일 12시 기 ‘통일’의 연 검색어이다.

<그림 Ⅳ-31>‘통일’연 검색어 황 (2015.11.10.12시 기 )

‘통일’검색어와 련된 연 검색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연 검

색어의 내용이 학교통일교육의 교육과정 요소와 련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통일신문’,‘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통일의 뜻’,‘통일의 필요

성’,‘통일 반 이유’,‘통일 가능성’,‘통일의 장 ’등의 연 검색어가 이

에 속한다.다시 말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통일’을 검색하는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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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용자는 학교통일교육의 교육과정 내용에 한 구체 인 정보를 확

인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그림 Ⅳ-32>는 이러

한 분석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해 학교통일교육에서 일반 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통일 짓기’의 검색 트래픽과 ‘통일’검색 트래픽을 상호

비교한 그래 이다.

<그림 Ⅳ-32>‘통일’,‘통일 짓기’검색 트래픽(PC)비교 (2012～14년)

‘통일 짓기’검색 트래픽이 매년 5,6월에 집 으로 증가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이를 통해 ‘통일 짓기’검색 트래픽이 ‘통일’검색 트래

픽과 증가 시기 강도 측면에서 매우 유사한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일’을 검색어로 활용한 사용자는 체로 통일교육 련 정보 수집

의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본 연구의 발견은 <그림 Ⅳ-33>과 <그림

Ⅳ-34>의 검색 트래픽 비교를 통해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통일교

육원’의 트래픽은 ‘통일부’의 트래픽보다 ‘통일’트래픽 추세와 매우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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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증감 경향을 보이고 있다.이를 통해 ‘통일’에 한 심 증가는 ‘통일

부’의 통일 정책 련 이슈 보다 ‘통일교육원’의 교육 련 이슈에서 더 큰

향을 받는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림 Ⅳ-33>‘통일’과 ‘통일교육원’검색 트래픽(PC)비교 (2012～14년)

<그림 Ⅳ-34>‘통일’과 ‘통일부’검색 트래픽(PC)비교 (2012～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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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통일에 한 상 심 수

‘통일’검색어 트래픽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특정 시기에 집

된 ‘통일’에 한 심 증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상 수치만

을 표시하는 트래픽 데이터의 특성상 그 심이 어느 정도 수 을 의미

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때문에 본 연구는 ‘통일’과 직 인 련성

은 없지만 ‘통일’트래픽 수치에 한 상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검

색어를 활용하여 비교 분석을 시도하 다.이러한 비교 분석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통일에 해 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서 통일에 한 심 수 을 유의미하게 보여 수 있다는 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통일’검색 트래픽의 특징 하나는 특정시기에 검색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통일’검색 트래픽 변화 강도를 유추하기 해 ‘교통

정보’검색 트래픽과 비교 분석을 시도하 다. <그림 Ⅳ-35>는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 까지 ‘통일’검색 트래픽과 ‘교통정보’검색 트래픽

을 비교한 그래 이다.

<그림 Ⅳ-35>‘통일’과 ‘교통정보’검색 트래픽 비교 (2012～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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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보’검색 트래픽의 경우 검색어의 사용시기가 특정시기에 집

되는 매우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교통정보’는 체로 도로의 정

체상황을 확인하기 해 사용하는 검색어로 평소에는 일정 수 을 유지

하다가 설,추석 등의 명 이나 주말 연휴기간에 집 으로 검색량이

폭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가장 많은 검색량을 보 던 기간은

2012년 09월 4주로 추석연휴가 포함된 시기 다.검색 트래픽을 비교해

보았을 때 2012년과 2014년 5,6월에 발생한 ‘통일’검색 트래픽의 증가량

은 2014년 설,추석 명 시기에 발생한 ‘교통정보’검색 트래픽의 증가량

과 유사한 수 을 보 다고 분석할 수 있다.다시 말해 5,6월에 발생하는

‘통일’에 한 심 증가 수 은 명 기간에 발생하는 ‘교통정보’에 한

심 증가 수 과 유사한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림 Ⅳ-36>은 ‘통일’검색 트래픽 수치가 나타내는 심 수 정도

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의 검색어와 트래픽 수 을 비교한 그래 이

다.‘통일’검색 트래픽은 ‘인권’,‘환경’검색량과 특정기간을 제외하고는

유사한 수 을 보 으며,검색어가 집 되는 시기에는 ‘맛집’,‘어’검색

트래픽보다 많은 검색량을 보이기도 했다.

<그림 Ⅳ-36>‘통일’,‘맛집’,‘환경’,‘어’,‘인권’검색 트래픽 비교 (2012～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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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빅데이터 분석의 통일교육 의의

1.빅데이터를 통해 본 통일의식

1)통일에 한 심

본 연구는 국민의 통일에 한 심 정도를 확인하기 해 먼 소셜

미디어에서 발생하는 ‘통일’련 키워드의 언 량 분석을 시도하 다.분

석 결과 2014년 소셜미디어 상에서 통일 련 키워드가 복 포함 총

1,216,965건(통일 :25,850건, 북 련 사안 :147,532건,북한 :950,270

건,북한정권 :93,913건)이 발생되었음을 확인하 다.이는 소셜미디어

상에서 월평균 100,000건 이상의 ‘통일’련 키워드가 언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통일에 한 심 정도를 확인하기 해 통일 련 공공기

5개 홈페이지별 최근 3년간(2012～14) 속 횟수를 분석하 다.통일

부 홈페이지의 경우 2012년 4,276,956회,2013년 5,094,327회,2014년

3,684,984회로 조사되었다.통일교육원 홈페이지의 경우 2012년 523,600회

으며,2013년에는 이보다 약간 증가한 625,741회로 나타났다.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 홈페이지의 속 횟수는 2012년의 경우 총 289,110회 으

며,2013년도에는 305,357회로 년도에 비해 약간 증가하 고,2014년도

에는 968,230회로 조사기간 가장 높은 수치를 보 다.

마지막으로 ‘통일’에 한 국민의 심 정도를 확인하기 해 네이버

트랜드 서비스를 활용하여 ‘통일’검색 트래픽 수 을 검토하 다.검색

량의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통일’트래픽 수치와 유사

수 의 임의의 검색어를 활용하여 통일에 한 심 수 을 유추해 보았

다.분석 결과 ‘통일’검색 트래픽은 체 으로 ‘인권’,‘환경’검색량과

유사한 수 을 보 으며,‘통일’검색량이 집 되는 시기에는 ‘맛집’,‘

어’검색 트래픽을 상 하는 검색량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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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은 본 연구의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해 ‘국민의 통일

에 한 심 수 ’을 표 한 것이다.

<그림 Ⅴ-1>빅데이터로 본 ‘통일에 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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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통일 련 주요 심 상

소셜미디어에서 발생한 통일 련 키워드 간의 언 량을 상호 비교함

으로써 다양한 통일 련 사안 국민들의 심이 어디에 집 되어 있

는지 분석할 수 있었다.2014년의 경우 월평균 ‘북한’에 한 언 이 약

78,000건,‘북 련 사안’에 한 언 이 약 12,100건,‘북한정권’에 한

언 이 약 7,700건,‘통일’에 한 언 이 약 2,400건 발생했다.소셜미디

어 상에서 이루어지는 통일 련 논의는 ‘통일’을 직 언 하기보다 주

로 ‘북한’,‘북 련 사안’,‘북한정권’에 해 언 하는 경향이 높은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통일에 한 직 인 내용 즉 통일의 필요성이나

통일의 방식에 한 언 하기보다는 주로 ‘북한’이나 ‘북한정권’에 한

반응이나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북 련 사안’에 해 좀 더 구

체 으로 살펴보면 2014년 소셜미디어에서는 총 147,532건의 ‘북 련

사안’ 련 이 생성되었으며,세부 으로는 ‘북한인권’52,633건(35.6%),

‘이산가족’49,495건(33.6%),‘개성공단’21,334건(14.5%),‘남북정상회담’

13,492건(9.1%),‘강산 ’10,578건(7.2%)순으로 나타났다.소셜미디

어 분석을 통해 ‘북 련 사안’ 2014년 국민의 심은 주로 ‘북한인

권’과 ‘이산가족’련 사안에 집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북한정보포털 홈페이지 웹페이지 조회로그 분석을 통해 국

민들이 주로 북한의 어떤 부분에 심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2014년 분기별 조회 수 상 10개 페이지를 그 내용에 따라 인물,언론,

지리,정치,언어 5개로 구분하고 그 조회 수 합계를 비교하 다.2014년

북한정보포털 홈페이지 조회 수 상 10개 페이지는 총 57,410번 조회되

었다.그 에서 인물(인물,인물 계도) 련 페이지가 21,704번 조회되어

체 37.8%의 비 을 차지했고,다음으로 언론(북한TV 로그램,북한언론

주요논조)16.7%,지리(지도)11.1%,정치(권력기구도,조선노동당,정치동

향)7.8%,언어(남북한 언어비교)5.1% 순으로 나타났다.웹페이지 조회

로그 분석을 통해 우리 국민의 북한에 한 심이 주로 북한 정권의 주

요 인물과 북한 언론을 심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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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는 본 연구의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해 ‘국민의 통일

련 주요 심 상’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Ⅴ-2>빅데이터로 본 ‘통일 련 주요 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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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통일 련 국민 정서와 변화 요인

본 연구는 통일 련 국민 정서와 변화 요인을 분석하기 해 2014년

소셜미디어 상에서 발생한 통일 련 키워드의 월별 부정 추이와 해당

키워드의 연 어를 검토하 다.2014년 소셜미디어에서 발생한 ‘통일’

련 언 에서 정 감정을 보인 것은 7,285건으로 체의 37%를 차

지했으며,부정 인 감정은 10,825건으로 55%를 차지했다.매달 1,000건

에 가까운 통일 련 부정 여론이 발생했고,특히 10월부터 12월 사이의

부정 여론 증가를 확인하 다.연 어 분석 결과 10월 10일 북 단 발

원지 무력 충돌 사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이날 발생한 178건의

‘통일’련 에서 북 단 련어 ‘풍선’,‘탈북자단체’등이 복 포함 총

445번 함께 사용되었다.

‘북한’ 련 게시 의 감성 분석 결과 정 감정을 보인 것은

174,608건으로 체의 31%를 차지했으며,부정 인 감정을 나타낸 은

333,987건으로 60%를 차지했다.매달 10,000건 이상의 정 여론과 25,000

건 이상의 부정 여론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으며,4월과 10월 기간 에

‘북한’에 한 부정 여론이 다른 기간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4월 무

인항공기 이슈와 10월 북 단 무력 충돌 이슈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4월 3일 발생한 4,951건의 ‘북한’련 에서 무인기 련어 ‘청와 ’,

‘무인항공기’등이 총 2,891번 함께 사용되었다.

‘북한정권’ 련 게시 의 감성 분석 결과 정 감정을 보인 은

15,413건으로 체의 23%를 차지했으며,부정 인 감정을 나타낸 은

46,684건으로 69%를 차지했다.10월과 12월 기간 에 ‘북한정권’에 한

부정 여론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연 어 분석을 통해

10월 북 단 무력 충돌과 12월 김정은 암살을 다룬 ‘더 인터뷰(The

interview)’상 이슈로 인해 ‘북한정권’에 한 부정 여론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12월 18일부터 26일까지의 ‘북한정권’련 연 어 분석

결과 4492건의 ‘북한정권’련 에서 ‘더 인터뷰’상 련어 ‘암살’,‘소니’,

‘해킹’등이 6916번( 복포함)함께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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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은 본 연구의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해 ‘통일 련 국

민 정서와 변화 요인’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Ⅴ-3>빅데이터로 본 ‘통일 련 국민 정서와 변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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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빅데이터 분석의 의의와 한계

1)빅데이터 분석의 의의

‘우리 국민들은 통일에 해 어떤 생각과 태도를 지니고 있을까?’라는

의문에 한 답을 찾아내는 것이 통일의식 분석의 목 이다.국민의

통일의식이 무엇인지 의문을 갖고 그에 한 답을 찾아내는 통일의식 분

석 과정은 그 자체로 민주 방식의 통일 실 과정이며,통일교육의 방

향성을 결정하는데 매우 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이러한

의미에서 국민들의 통일의식을 제 로 이해하는 것은 통일 비 단계에

서 그 무엇보다 요한 요소이다.지 우리사회는 국민의 통일의식을

확인하기 해 주로 여론조사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하지만 앞서 진행

한 주요 통일의식조사 비교 분석 결과 통일의식조사는 국민의 통일에

한 생각과 태도를 확인데 있어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때문에 본

연구는 소셜 마이닝 분석,웹 로그 분석,웹 트래픽 분석을 통해 통일의

식에 해 새로운 분석방법을 모색해 보았다.이제 ‘여론조사 방식의 한

계’와 련하여 ‘빅데이터를 통한 통일의식 분석의 의의’를 논의해 보도

록 하겠다.

첫째,조사기 이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 국민의 통일에 한 심 수

과 통일 방식에 한 태도,통일의 필요성에 한 태도가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은 여론조사가 통일의식을 확인하는데 있어 객 인 방

법인가에 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본 연구의 비교 분석 결과를 통해

볼 때 여론조사 방식의 통일의식조사는 설문지 구성을 통해 설정한 조건

안에서만 국민 의식변화의 략 추세만을 확인할 수 있는 제한 인 방

법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반면,빅데이터 분석은 통일 련 소셜미디어나 홈페이지,검색포털서

비스 이용 행태와 련된 엄청난 양의 능동 행 데이터를 분석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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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여론조사에 비해 객 인 조사 방법으로서의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

할 수 있겠다.물론 분석 상이나 조사 기간 설정에 따라 조사 결과에

일정한 향을 미칠 수는 있겠으나,조사기 의해 만들어진 반응지가

활용되지 않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일의식 분석은 여론조사 방식에 비

해 분석자의 이 상 으로 덜 반 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둘째,통일 련 이슈에 한 다양한 통일의식을 ‘제한된 선택지’에 담

아내려는 여론조사의 방법은 통일 여론의 단순화를 만들어낼 험성을

지니고 있었다.여론조사 방식을 통해서 국민의 다양한 통일의식을 반

하려는 시도는 불가능한 것에 가깝다. 한 매년 특정기간에 정기 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방식의 통일의식조사는 엄 히 말해 1년 동안의 국민

의 통일의식을 반 한다고 볼 수 없다.제한된 기간에 진행되는 여론조

사를 통해 1년간의 국민 통일의식을 확인한다는 목 은 조사 방법상 확

해석의 오류를 피할 수 없다.한 통일의식조사 기 은 2014년 여론

조사 결과 분석을 내놓으면서 국민의 70% 내외가 통일에 한 심을

나타내고 있고,‘ 심이 없다’는 체로 5% 이내라고 국민의 통일에

한 심 정도를 분석하 다.이러한 여론조사결과를 ‘2014년 국민 100

명 에 70명이 통일에 심을 갖고 있으며,5명은 심이 없다’라

고 해석하면서 국민의 통일의식을 매우 단순하게 확 시켜 해석하는 오

류를 만들기도 한다.

빅데이터 분석은 국민의 통일에 한 심 여부를 넘어서 통일에 한

심 변화와 심의 상에 해 세부 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 을 지

니고 있다.본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통해 국민 통일의식의 다양한

특성과 함께 국민의 통일에 한 심과 정서가 통일 련 이슈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분석하 다.소셜 마이닝 분석을 통해 2014년 10월

국민의 통일에 한 심이 가장 높았고,그러한 심의 증가는 아시안게

임 북한 고 표단 방남과 방북 단 발원지 무력 충돌 이슈에서 발생

했다는 것을 연 어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정서 분석을 통

해 10월에 발생한 통일에 한 심이 체로 부정 정서를 포함(1,469

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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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국민의 통일의식을 이해하는데 있어 여론조사 방식이 지니는 가

장 큰 험성은 조사 방법상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흔들릴 수 없

는 답인 것처럼 해석되고 활용된다는 것이다.한 조사기 은 여

론조사 결과를 분석하면서 ‘통일이 필요 없다’는 인식이 2014년 년 비

2% 감소(조사결과에서는 1.8% 감소되었다)하 다고 분석하면서 정부나

언론매체들이 통일 여론을 형성하기 해 기울인 노력이 통일에 한 회

의 인식을 감소시킨 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 다.1.8%의 수치

변화에 국민의 회의 인식 감소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에 한

문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미미한 변화의 원인을 정부와 언론매

체들의 노력의 결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비과학 이고 험한 태도로

보인다.여론조사는 그것에 부합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에게 상 방을

설득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정부와 언론매체의 편에서 그들의 노력

을 통해 국민통일의식의 정 변화가 있었다는 주장을 펴고자 한다면

객 데이터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여론조사 결과는 여론의 변화

원인까지 보여주는 만능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일의식 분석은 통일의식 분석에 있어 추측을 통

한 자의 인 해석이 아닌 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 분석을 시도

했다는 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소셜미디어의 통일 련 언 량

분석을 통해 국민의 통일에 한 심은 주로 통일에 한 직 논의

보다 북한과 북한 정권에 집 되어 있음을 확인하 고,다양한 북

련 사안 북한 인권 문제에 많은 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통일에 한 국민의 심은 주로 북한 련 안보 이슈로 인해 증가

하 고,이는 통일에 한 부정 여론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발견하

다.웹페이지 조회로그 분석을 통해 우리 국민의 북한에 한 심이 주

로 북한 정권의 주요 인물 심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웹 검색 트래픽 분석을 통해 매년 특정기간 발생하는 통일에 한

심 증가 추세를 확인하 고,그 원인으로 통일교육 련 정보 수집 수

요의 증가 요인을 추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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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빅데이터 분석의 한계

앞서 여론조사 방식의 통일의식조사의 한계를 살펴보고 이와 련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일의식 분석의 의의를 살펴보았다.빅데이터를 활용

한 통일의식 분석은 조사기 의 의도 개입에서 자유로운 객 인 조사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고,통일의식의 단순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다

양하고 세분 인 분석이 가능하며,통일의식의 변화 요인을 자의 인 추

측이 아닌 객 데이터를 활용하여 과학 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

을 지니고 있었다.하지만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일의식 분석을 진행하면

서 앞서 논의한 장 과 함께 몇 가지 제한 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통일 련 빅데이터의 양(量)과 련된 문제이다.소셜미디어 상

에서 발생하는 통일 련 버즈는 북한과 북한 정권에 한 내용이 통일

여론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

일의 방식이나 필요성 등과 같은 통일에 한 직 인 주제를 다루기에

는 데이터의 양 측면에서 한계가 발생하 다.이러한 문제 발생의 원인

은 빅데이터 분석 방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소셜미디어 상에서 아직

까지 통일과 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통일 련

이슈에 한 사회 논의의 활성화를 해 다양한 정책 노력의 필요성

이 제기된다. 한 통일 련 홈페이지의 로그데이터 분석을 통해 연령

별,지역별 홈페이지 속 비율 데이터의 수집과 이를 활용한 국민의 통

일의식 분석을 시도하 으나 홈페이지 운 기 의 로그 데이터의 활용에

한 인식 부족으로 데이터 수집의 제한이 발생했다.이러한 문제 을 개

선하기 해서는 로그 데이터 활용에 한 인식개선과 함께 공공기 홈

페이지 소셜미디어 페이지의 로그데이터 활용을 한 데이터 정보 공

개 통합 인 분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한 웹 검색포털에서 발

생하는 ‘통일’검색어의 기간별 검색량 수치 비교를 통해 특정기간 심

증가의 특징 그 요인을 검토할 수 있었으나,‘통일’검색어의 검색량은

다른 검색어들에 비해 상 으로 매우 미미한 수 에 불과하다는 제한

을 지니고 있었다.



-136-

둘째,통일 련 빅데이터의 질(質)과 련된 문제이다.소셜미디어는

개인화된 네트워크로서 쉽고 빠르게 콘텐츠를 하며 콘텐츠의 향력

이 지속 으로 발휘된다는 장 을 지니고 있다. 한 정보 달의 상이

제한 이지 않고 국가와 계층의 경계를 넘어 다수의 다양한 사람에게 콘

텐츠를 달할 수 있다. 한 은 비용으로 사용자간의 효과 인 소통일

가능하다. 한 다양한 의견과 이슈의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 분

야가 다른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사 인 일상사뿐만 아니라 정치사회 인

콘텐츠도 극 으로 공유된다.99)반면 다양한 정보가 범람하는 만큼 정

보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2011년 11월 방송통신 원회 조사에

의하면 소셜미디어의 정보를 신뢰하는 국민은 42.9%,믿지 않는다고 응

답한 사람은 12.1%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보의 과잉이 주목 는 찰

역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정보의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본 연구에

서 활용된 소셜미디어 데이터 한 정부 정책에 한 원색 인 비난이나

근거 없는 소문에 따른 감정 반응의 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이러

한 데이터를 근거로 국민의 통일의식을 설명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한

문제가 발생했다.다시 말해,분석에 활용된 빅데이터 속에는 국민의 통

일의식을 설명하는데 상 성이 은 데이터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것이 기술 으로 제한되거나 불가능한 측면

이 발생했다. 를 들어 공공기 홈페이지 이용률과 포털 사이트 검색량

에는 홈페이지 내부 사용자 통일 련 연구자 활동 등 분석 목 과

련 없는 데이터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그 수 을 악하고 이를 제

외시켜 분석하는 것이 기술 으로 제한되었다.

셋째,빅데이터 분석의 개인정보침해 문제를 지 하지 않을 수 없다.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되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개

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특히 소셜미디어로 인해 모든 것이 연결된 사

회에서는 개인에 한 모든 정보의 수집에 의한 감시가 이루어 질 수 있

다.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의 속성상 지나친 사생활 노출의

이 있을 수 있다.

99)송희 ․조희정,『쇼셜미디어와 정부PR』, 문화사,2013,pp.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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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회과학 근거에 기반한 통일교육

1)통일교육과 통일의식의 격차

분단 이후 남북한은 각기 다른 정치 이념을 표방하면서 자라나는 학생

들에게 상 방에 한 일방 증오심을 심어 으로써 분단을 고착화시

키려는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그 결과 남북은 서로 공존의 상으로 여

기는 것이 아니라,타도와 정복의 상으로 간주하게 되었다.즉,남한의

반공교육과 북한의 주체사상교육은 성장 세 에게 남북 화와 력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평화통일 의지를 심어주기보다는 서로가 상 방을 비

방하고 결하려는 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에 치 하 다.100)

1990년 이후 남한에서 실행된 통일교육에 있어서도 우리는 통일 그

자체를 지나치게 면에 내세우고,통일에 한 단편 지식의 수를 통해

통일의 필요성과 당 성을 강조했을 뿐 통일에 필요한 실질 능력을 길

러주는 데에는 소홀하 다고 평가할 수 있다.101)

지 까지의 통일교육은 정부의 통일 정책 방향과 맞물려 그 목표나 내

용이 규정되고,통일교육의 상인 국민들에게 통일과 련된 정해진 답

을 주입하려는 경향이 강했다.‘통일교육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통일의식

을 심어주는 것’이며 ‘통일에 한 부정 인식을 불식시키는 것’이라는

2014년 통일교육지침서의 내용을 보면 국민들을 수동 인 의식화 교육의

상으로 상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국민의 심리 특성과 교육 요

구에 무 심한 지 의 통일교육체계안에서는 교육 방식의 성과 교육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이제 본 연구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 지 우리사회의 통일교육의 방향성과 국민의 통일의식 사이에 명확

한 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00)정 수,「통일 비 교육의 방향」,『교육학연구』,1993,p.221.

101)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국내외 평화교육 사례의 통일교육에의 용 방안

연구」,2001,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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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14년 통일교육원에서 발간한 「통일교육지침서」에서 건 한

안보 형성과 련해서 통일교육의 목표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한반도에는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남북한의 군사 치,북한

의 핵문제 등 우리 국가 안보를 하는 여러 요소가 항시 존재하

고 있기 때문에 통일교육에서는 건 한 안보 을 키워 우리의 통일

노력이 생산 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인식시켜야 한다.102)

다음에 제시된 내용은 2014년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발간한 「통일문

제이해」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해 가장 먼 언 한 내용이다.

첫째,분단구조의 불안정성과 비정상성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

을 해서다.정 체제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분단구조는 사소

한 계기로 긴장이 고조되고 언제든지 쟁이 재발될 수 있는 불안

정성을 지니고 있다.

통일교육지침서에 따르면 통일교육은 미래지향 통일 형성,균형

있는 북한 정립과 함께 건 한 안보 형성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한 북한과 련된 안보 에 해 객 으로 인식해야함을 강조하

고 있으며,통일은 이러한 안보 으로부터 벗어나 지속가능한 발 을

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우리 국민들은 안보 과 련하여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2014년 4월에 발생한

북한 무인 항공기 이슈와 같은 해 10월에 발생한 북 단 발원지 무력

충돌 이슈는 소셜미디어 상에서 ‘통일’과 련된 격한 심 증가를 견

인했다.10월 연 가장 많은 124,638건의 언 량을 보 고,두 번째로 4

월에는 105,608건 언 되었다.국민들의 통일의식에 가장 많은 향을 미

치는 요인이 북한과 련된 안보문제라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102)통일교육원,『2014통일교육지침서』,2014,pp.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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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북한의 안보 으로부터 벗어나기 해 통일을 해야 한다는

통일교육의 논리가 타당한 것인가에 의문 을 발견할 수 있었다.본 연구

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2014년 북한 련 안보 사안이 발생했던 시

에 ‘통일’에 한 부정 여론이 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

다.우리 국민들은 안보 사안이 발생하면 분단의 폐해로 부터 벗어

나기 해 통일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통일에 한 부정 정서

가 증가하는 특징을 보 다.통일교육 차원에서 주장되는 안보 으로

부터 벗어나기 해 의 상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비 실 인 논

리는 확고한 통일의 당 성을 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하지만 국민들

은 북한의 안보 에 맞닥뜨리면 통일의 당 성에 근거해 사고하기보

다 실 인 피해와 련해 통일을 부정 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국민의 통일의식에 가장 많은 향을 미치는 안보 과 련하여 이러

한 국민의 의식을 히 반 하지 않고 통일의 당 성만을 강요하는 통

일교육의 비 실 인 목소리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발생

할 수밖에 없다.

다음은 2014년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발간한 「통일문제이해」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내용 일부이다.민족정체성 회복을 통일의

필요성과 련하여 매우 요한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흥미로운 은

2013년까지 매년 첫 번째로 언 되던 민족정체성 회복 논리가 2014년에

들어서 한 단계 뒤로 려났다는 것이다.

둘째,남북한 주민이 같은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기 로 하나의 민

족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기 때문이다.남북한이 통일을 해야 하

는 원 인 이유는 남과 북이 언어,문화,역사 등을 공유한 민족

으로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 왔다는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다.지

난 70년 가까이 분단으로 인한 결과 갈등은 오랜 기간 같은 민족

으로 간직해왔던 정체성을 크게 훼손시켰다.103)

103)통일교육원,『2014통일문제이해』,2014,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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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은 통일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도덕 교과서 내용의 일부이다.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조 씩 달라지는 남북한의 문화를 다시 하나로 통합하고 민족 동

질성을 회복하기 해서 통일은 필요하다.남북한은 모든 역에서

생활모습이 크게 달라졌다.이런 이질화를 극복하고 민족의 동질성

을 회복하기 해 통일은 꼭 필요하다.104)

지 까지의 통일교육은 통일의 필요성을 설명함에 있어 민족정체성 회

복을 가장 요한 이유로 설명했다.오랜 기간 같은 민족으로 살아왔던

역사를 근거로 다시 한 민족으로 돌아가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이다.하지만 본 연구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우리 국민의 심은 주

로 북한과의 안보문제와 북한 정권의 주요 인물 련 이슈에 집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북한과의 안보 문제와 련해서 개인 ․

사회 차원의 손익과 련된 통일 련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이

것은 국민들에게 통일 문제가 더 이상 민족 정체성 회복이라는 차원에

서 더 이상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통

일의 필요성과 련하여 통일교육의 주요한 논리 던 국가 정체성이나

민족정체성 회복이라는 을 통해 국민들에게 통일을 강제해 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교육 차원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논할 때 민족정체성 회복의 논리

와 함께 가장 많이 언 되는 것은 이산가족의 슬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고통을 이기 해 통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다음은 이와 같은 측

면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언 하는 학교 도덕교과서 내용의 일부이다.

통일은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이기

해서도 필요하다.사랑하는 가족들이 서로 자유롭게 만나고

함께 지내는 것은 사람으로서 려야 할 기본 인 권리이다.105)

104)박찬구 외,『 학교 도덕1』,천재교과서,2013,p.203.

105)박찬구 외,『 학교 도덕1』,천재교과서,2013,p.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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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슬픔을 해 통일을 해야

하고,우리는 그러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통일에 한 극 인 태도를 지

니도록 해야 한다는 통일교육의 내용요소이다.주변의 고통 받는 사람들

을 해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임

은 분명하다.이산가족의 슬픔에 해 공감하고 이를 돕기 해 노력해야

한다는 당 명제는 그 자체로는 타당한 논리이기는 하지만 본 연구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이산가족 문제가 국민들의 통일 인식에 정 향

을 것이라는 통일교육의 가정이 한가에 한 의문 을 발견할 수

있었다.

2014년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제19차 이산가족 상 행사가 진행 되

었다.이산가족 상 기간 소셜미디어 상에서 ‘이산가족’언 량의

격한 상승을 확인할 수 있었다.2월 20일에는 총 1,755번 ‘이산가족’이 언

되었다.이를 통해 이산가족에 한 사회 심 증가하 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한 노력이 통일에 정 인 향

을 다는 통일교육의 가정이 타당하다면 같은 기간 ‘통일’언 량과 정

서분석 결과에 의미 있는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하지만 2014년 2월

‘통일’에 한 언 량은 연 매우 낮은 편에 속하고,통일에 한 부정

정서의 비율에서도 큰 변화를 발견 할 수 없었다.이는 이산가족 문제와

통일 논의 사이에 연 성을 부여하지 않는 국민통일의식의 특징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이산가족 상 이슈가 통일의식에 의미 있는 향을

주지 못했다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통일교육 차원에서 통일에 한

극 인 태도를 함양시키기 해 이산가족의 고통을 언 하는 것이 효

과 인 방법인가에 한 의문을 제기한다.

2)통일의식을 고려한 통일교육

본 연구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된 통일의식의 특징을 바탕으로

우리사회의 통일교육과 통일의식 사이에 격차를 검토해 보았다.통일교육

이 강조하는 민족정체성 회복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해 통일이 필요



-142-

하다는 논리는 국민들의 통일의식에 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안보 을 제거하기 해 통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들의 통일의

식과 모순된 논리를 포함하고 있었다.이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통일

교육의 발 방향에 해 간단히 제안해 보도록 하겠다.

통일에 한 부정 인 인식이란 통일 비용을 내가 혹은 내 세 가 부

담할 의사가 없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시간이 갈수록 이런 경향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의 의미를 단순히 우리가 같은

민족이었으니까 혹은 역사 으로 볼 때 분단의 역사가 오히려 짧고 부

분이 통일된 역사 으니까 하는 식의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

다.106) 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해 통일을 해야 한다는 논리도 지

의 국민들에게 큰 향을 미치기 어렵다.이산가족의 고통에 공감해야한

다는 것에는 동의 할 수 있겠으나,국민들에게 통일과 련된 손익계산

문제에서 이산가족의 고통을 항상 우선시해야한다고 강제할 수만은 없는

이유에서다.

국민들에게 통일 문제가 더 이상 민족 정체성 회복이라는 논리에서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으며,이산가족 문제가 통일의식에 의미

있는 향을 주지 못했다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통일교육에 있어 국

민들의 통일의식을 고려한 새로운 통일 담론이 요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오랜 기간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에서 형성된 상이한 문화와 이

질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공존하는데 필요한 다문화 역량을 키워

주어야 한다는 통일교육의 다문화교육 근이 강조되고 있다.다름을

이해하고 공존의 에서 바라보는 다문화 이해의 을 통하여 북한

사회와 통일 문제를 이해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107)이러한 통

일교육의 다문화 교육 근은 더 이상 민족정체성 회복이라는 당

통일 논리에 공감하지 않으며,북한에 해 과도한 부정 정서를 보이고

106)이태진 외,『12시간의 통일 이야기』,민음사,2011,p.80.

107)오기성,「학교 통일교육의 다문화교육 근」,『교육과정평가연구』 제11

권 제2호,2008,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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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국민의 통일의식을 고려할 때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으로 그 의미

를 지닐 수 있겠다.

한,빅데이터 분석 결과 북한 련 안보 사안이 발생했던 시

에 ‘통일’에 한 부정 여론이 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우리 국민들은 안보 사안이 발생하면 분단의 폐해에서 벗어나기

해 통일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통일에 한 부정 정서를 나타

내는 특징을 보 다.국민들은 북한의 안보 에 맞닥뜨리면 통일의 당

성에 근거해 사고하기 보다는 실 인 피해와 련해 통일을 부정하

는 경향이 높았던 것이다.

통일교육이 통일의 당 성만을 강조하면서 안보문제와 련해 이와 같

은 비 실 논리를 펴고 있는 배경에는 통일교육이 지니는 민족주의

정서의 향이 크다.안보 을 제거하기 해 안보 상과 통일

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당 민족주의 통일론에 근거할 때에만 타당성

을 지닐 수 있다.사실 안보와 통일은 구조 으로 반비례 계를 형성하

고 서로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안보는 분단 상의 안정화 요

구에서 출발하는데 반해서 통일은 본래 으로 분단 상의 타 를 목

으로하기 때문이다.국민들의 통일의식을 반 한 실질 인 통일교육을

해서는 북한 안보 문제와 련하여 과도한 민족주의 정서를 버리고

실 인 안보 이해 교육이 필요하다. 실 인 안보 교육이란 변하는 남

북 계 안에서 안보와 통일을 객 이고 종합 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

력을 길러주는 데 을 두는 것을 말한다. 한 북한 정권에 의해 발생

하는 안보 과 련해 북한 주민을 구분하여 인식하게 함으로써 안보

에 편 된 국민 인식이 통일 논의를 해하는 것을 방할 필요도 있다.

해방 이후 통일에 한 교육의 근방법은 이데올로기 교육에 의한

방식이었다.이데올로기 교육은 상 방의 이념과 체제의 한계와 모순에

한 비 과 부정을 목 으로하고 있으며,그와 동시에 우리 측의 이념과

체제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홍보하려는 것이었다.1980년 후반에 들어

통일논의가 다양화됨에 따라 반공논리와 통일논의의 상충성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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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재정립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면서 반공교육은 통일․안보교육으로

바 게 되었다.108)이후 통일교육으로 그 명칭이 변화하면서 미래지향

이고 극 인 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환되었다.하지만 통일교육은

민족주의 당 성에 바탕을 두고 통일에 한 자세와 의지를 배양하려

는 정의 특성에 심을 두고 있으며,통일에 한 가치 태도 교육에

치 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앞서 논의한 통일교육과 통일의식간의 괴리는 통일에 한 자세와 의

지를 배양하려는 통일교육의 정의 특성에서 발생하 다고 볼 수 있다.

지 까지의 통일교육은 통일과 련된 구체 인 사실보다는 추상 이며

념 인 내용에 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국민이 통일과 련된 어

떤 사안에 해 얼마나 심을 갖고 있는지’,‘이산가족 문제가 국민의 통

일의식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를 국민들

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한 객 분석은 통일교육에 있어 그

리 요게 다루어지지 않았다.국민은 통일에 해 많은 심을 갖고 있

어야하며,이산가족의 슬픔을 공감해 통일의지를 키워야하고,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가 무엇인지 알고,이를 이기 해 통일을 기원해야

한다는 당 차원에서 통일교육의 방향성이 결정 다.

통일을 비하고 통일 이후의 삶을 비하는 실질 인 통일교육을

해서 국민의 통일의식에 부합하려는 사회과학 근이 필요하다.지 까

지는 통일에 한 자세와 의지를 배양하려는 정의 특성에 심을 두었

으며,통일에 한 가치 태도를 심어주는데 치 하 다.북한과 통일문

제에 한 구체 사실에 기 하기 보다는 추상 이며 념 인 내용에

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통일교육은 통일의식과 같은 객 사실에

근거해야한다.통일교육을 통해 통일에 한 막연한 원망과 기 를 일방

으로 심어주기 보다는 실에 한 정확한 이해에 기 하여 통일을 인

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08)문용린 외,『학교통일교육의 새로운 개방향』,한국교육개발원,1988,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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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결론

통일의 주체는 국민이기에 통일을 실 하는데 있어 국민의 통일의식

을 정확하게 악하는 것은 무엇보다 요한 의미를 지닌다.정확한 진

단 없이 한 처방이 어려운 것처럼 국민들의 통일에 한 인식을 제

로 악하지 못한다면,통일정책이나 통일교육의 성 한 보장받

기 어렵다.

재 국민의 통일의식을 악하기 해 주로 여론조사 방식의 통일의

식조사가 실시되고 있다.통일의식조사 결과는 체로 우리 국민들의 통

일의식은 시간이 갈수록 회의 이거나 부정 인 추세로 흐르고 있으며,

특히 미래 통일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과 은 세 들의 통일의식이 심각

하게 약화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우리 사회의 통일에 한 논의 과

정에서 이와 같은 통일의식조사의 결과가 조사 방식에 포함될 수 있는

수많은 오류와 편향이 무시된 체 비 없이 받아들이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연구자는 이와 같은 이해 방식은 통일의식에 한 잘못된 이

해를 만들고 나아가 통일에 한 남남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일의식분석에 앞서 여론조사 방

식에 의한 통일의식조사가 국민들의 통일의식을 제 로 반 하고 있는지

그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기 해 체 으로 유사한 질문을 매년 반

복하여 시계열 분석과 상호 비교가 가능한 서울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와 KBS 남북교류 력단 「국민통일의식조사」의 3개

년 간(2012～2014)조사결과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여 상호 간의 비교 분

석을 시도하 다.

비교 분석 결과 여론조사 방식의 통일의식조사는 오랜 기간 축 된

데이터를 통해 통일에 한 의식 변화 추세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고,

조사 과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통일에 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며,

조사 결과 활용을 통해 통일에 한 사회 논의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

고 있다는 에서 그 의의를 평가할 수 있었다.하지만 오차 발생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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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제 로 통제되지 않음으로 해서 국민의 통일의식 제 로 악하지

못하고 성 하게 일반화하거나,조사기 별로 서로 다른 해석을 내어

놓은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본 연구를 통해 발견한 통일의식조사의

한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여론조사 방식의 통일의식조사는 조사기 이 설문지 구성을 통

해 설정한 조건 안에서만 국민의 의식변화 추세를 략 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한 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조사기 이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 국민의 통일에 한 심 수 과 통일 방식에 한 태도,통일의

필요성에 한 입장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 다.이를 통해 여론조사방

식이 통일의식을 확인하는데 있어 객 인 방법으로 활용 될 수 있는가

에 한 의문을 갖게 되었다.

둘째,여론조사 방식의 통일의식조사는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되

고 있는 국민의 통일의식을 단순화할 수 있는 험성을 지니고 있다.통

일의 ‘필요성’이나 ‘심 수 ’에 해 4～5개의 선택지로 제한하고 응답

자에게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라고 질문하는 경우나,매

우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는 ‘통일의 방식’에 한 입장을 ‘통일 지상주

의’,‘진 통일’,‘상 유지’로 구분하여 질문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

다. 한 매년 특정기간에 실시하는 통일의식조사는 엄 히 말해 1년 동

안의 통일의식을 반 한다고 볼 수 없다.특정 기간에 진행되는 여론조

사를 통해 1년간의 국민 통일의식을 설명하는 것은 확 해석의 오류를

피할 수 없었다.

셋째,여론조사 방식의 통일의식조사가 지니는 가장 큰 험성은 조사

방법상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조사 결과를 답인 것처럼 해석하

고 있다는 것이다.한 조사기 은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면서 ‘통일이

필요 없다’는 인식이 2014년 년 비 2% 감소하 다고 분석하면서 정

부나 언론매체들이 통일 여론을 형성하기 해 기울인 노력이 통일에

한 회의 인식을 감소시킨 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 다.오차범

내의 미미한 수치 변화에 해서 조사기 의 주 단에 따라 정부와

언론매체들의 노력의 결과로 추측하는 것은 매우 비과학 이고 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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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로 평가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통일의식조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빅데이터 활용한 통일의식 분석 방안을 모색하 다.이와 같은 연구 목

은 빅데이터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안들에 한 데이터 분석기반의 새

로운 통찰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망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빅데이

터 분석기법을 통일의식분석에 용해 으로써 기존의 통일의식 분석의

한계를 넘어서 효율 이고 객 인 방식의 통일의식 분석방안을 제시하

고 그 의의를 찾아보았다.다음은 우리 국민의 통일의식에 한 빅데이

터 분석 결과이다.

첫째,‘통일에 한 심 정도’를 확인하기 한 소셜미디어 언 량 분

석 결과,2014년 통일 련 키워드가 복 포함 총 1,216,965건(통일 :

25,850건, 북 련 사안 :147,532건,북한 :950,270건,북한정권 :

93,913건)발생되었음을 확인하 다.통일 련 공공기 5개 홈페이지별

최근 3년간(2012～14) 속 횟수를 분석한 결과 통일부 홈페이지의 경우

2012년 4,276,956회,2013년 5,094,327회,2014년 3,684,984회로 조사되었

고,통일교육원 홈페이지의 경우 2012년 523,600회 으며,2013년에는 이

보다 약간 증가한 625,741회로 나타났다.‘통일’검색 트래픽은 체 으

로 ‘인권’,‘환경’검색량과 유사한 수 을 보 으며,‘통일’검색량이 집

되는 시기에는 ‘맛집’,‘어’검색 트래픽을 상 하기도 했다.

둘째,‘통일 련 주요 심 상’을 확인하기 해 소셜미디어에서 발

생한 통일 련 키워드 간의 언 량을 비교한 결과,월평균 ‘북한’에

한 언 이 약 78,000건,‘북 련 사안’에 한 언 이 약 12,100건,‘북

한정권’에 한 언 이 약 7,700건,‘통일’에 한 언 이 약 2,400건 발생

하 다.2014년 소셜미디어에서는 총 147,532건의 ‘북 련 사안’ 련

이 생성되었으며,세부 으로는 ‘북한인권’52,633건(35.6%),‘이산가족’

49,495건(33.6%),‘개성공단’21,334건(14.5%),‘남북정상회담’13,492건

(9.1%),‘강산 ’10,578건(7.2%)순으로 나타났다.이를 통해 2014년

북 련 사안에 한 심은 주로 ‘북한인권’과 ‘이산가족’에 집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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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북한정보포털 홈페이지 웹페이지 조회로그 분석 결과 인물

련 페이지가 21,704번 조회되어 가장 많은 37.8%의 비 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언론 16.7%,지리 11.1%,정치 7.8%,언어 5.1% 순으로 나타났

다.웹페이지 조회 로그 분석을 통해 북한에 한 심이 주로 북한 정

권의 주요 인물에 집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통일 련 국민 정서와 그 변화 요인’을 분석한 결과 2014년 소

셜미디어에서 발생한 ‘통일’언 에서 정 정서를 보인 것은 7,285

건으로 체의 37%를 차지했으며,부정 인 정서는 10,825건으로 55%를

차지했다.매달 1,000건에 가까운 통일 련 부정 여론이 발생했고,특히

10월에 부정 여론 증가를 확인하 다.연 어 분석 결과 10월 10일 북

단 발원지 무력 충돌 사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이날 발생한

178건의 ‘통일’련 에서 북 단 련어 ‘풍선’,‘탈북자단체’등이

복 포함 총 445번 함께 사용되었다.

‘북한’키워드의 감성 분석 결과 정 정서를 보인 것은 174,608건으

로 체의 31%를 차지했으며,부정 인 정서를 나타낸 은 333,987건으

로 60%를 차지했다.2014년 4월과 10월에 ‘북한’에 한 부정 여론이 다

른 기간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연 어 분석을 통해 4월 무인항공

기 이슈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4월 3일 발생한 4,951건의 ‘북한’

련 에서 무인기 련어 ‘청와 ’,‘무인항공기’등이 총 2,891번 함께 사

용되었다.

‘북한정권’키워드의 감성 분석 결과 정 정서를 보인 은 15,413

건으로 체의 23%를 차지했으며,부정 인 정서를 나타낸 은 46,684

건으로 69%를 차지했다.10월과 12월 기간 에 ‘북한정권’에 한 부정

여론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연 어 분석을 통해

12월 김정은 암살을 다룬 ‘더 인터뷰(Theinterview)’상 이슈로 인해

‘북한정권’에 한 부정 여론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12월 18

일부터 26일까지의 ‘북한정권’련 연 어 분석 결과 4492건의 ‘북한정권’

련 에서 ‘더 인터뷰’상 련어 ‘암살’,‘소니’,‘해킹’등이 6916번

함께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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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앞선 분석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일

의식 분석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빅데이터 분석은 통일 련 소셜미디어나 홈페이지,검색포털서

비스 이용 행태와 같은 능동 행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여론조사에

비해 객 인 조사 방법으로서의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물론 분석 상이나 조사 기간 설정에 따라 조사 결과에 일정한 향을

미칠 수는 있겠으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일의식 분석은 여론조사 방식

에 비해 조사자의 이 상 으로 덜 반 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둘째,빅데이터 분석은 통일에 한 심 변화와 심의 상에 해

세부 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 을 지니고 있다.본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통해 국민 통일의식의 다양한 특성과 함께 국민의 통일에

한 심과 정서가 통일 련 이슈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분석하

다.2014년 10월 국민의 통일에 한 심이 가장 높았고,그러한 심

의 증가는 아시안게임 북한 고 표단 방남과 북 단 발원지 무력

충돌 이슈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연 어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빅데이터를 활용한 통일의식 분석은 추측성 해석이 아닌 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 분석이 가능했다는 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소셜미디어의 통일 련 언 량 분석을 통해 국민의 통일에 한

심은 주로 통일에 한 직 논의보다 북한과 북한 정권에 집 되어

있음을 확인하 고,다양한 북 련 사안 북한 인권 문제에 많은

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통일에 한 국민의 심은

주로 북한 련 안보 이슈로 인해 증가하 고,이는 통일에 한 부정

여론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발견하 다. 한 웹 검색 트래픽 분석을

통해 매년 특정기간 발생하는 통일에 한 심 증가 추세를 확인하 고,

그 원인으로 통일교육 련 정보 수집 수요의 증가 요인을 추론하 다.

본 연구 결과는 통일의식조사의 한계를 명확히 밝 냄으로써 조사 결

과를 주체 으로 활용해야하는 이유를 규명하 으며,빅데이터를 활용한

통일의식 분석을 통해 통일의식에 한 객 이고 종합 인 이해에 기

여하 다는 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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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ftheAnalysisontheAwarenessof

theUnificationUsingBigData

Lim,DaeKyu

DepartmentofEthicsEducation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Sincethemainagentsoftheunificationarepeople,itisimportant

to accurately understand the awareness ofthe unification ofthe

nation.Currentlytounderstandtheawarenessoftheunificationof

thenation,thepublicopinionpollismainlyconducted.However,the

resultsofthepublicopinionpollareacceptedwithnocriticism while

disregardingnumerouserrorsandbiasesthatcouldbeincludedinthe

poll.Theresearcherstartedhavingacriticalmindthattheconditions

liketodaycouldbuildupwrongunderstandingoftheawarenessof

theunification,andalsocauseconflictsabouttheunificationinSouth

Korea.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theunificationawarenesssurvey basedon thepublic

opinionpoll,andalsotoseekformeasurestoanalyzetheawareness

oftheunificationusingbigdatatocomplementthelimitationsofthe

opinionpollmethod.First,basedontheresultsofthesurveylike

「Unification Awareness Survey」by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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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cation Awareness Survey」by KBS South-North Exchange

CoordinationGroup,thecomparativeanalysiswasconducted.

The significance of the unification awareness survey verified

throughthecomparativeanalysiswastoseethechangetendencyin

theawarenessoftheunificationthroughdataaccumulatedforalong

time,toprovidevariousinformationabouttheunificationtopeople

throughthesurveyprocess,andalsotocontributetoarousingsocial

discussions aboutthe unification through the use ofthe survey

results.The limitations ofthe unification awareness survey were

foundlikefollowing.

First,theunificationawarenesssurveywasbasedonthelimited

survey method checking theapproximatetrend ofchangesin the

awareness ofthe unification in the fixed conditions through the

compositionofquestionnaires.Therewasacaseshowing thatthe

awarenessoftheunificationofthenationwasdifferentlyevaluated

dependingon'how researchinstitutesasked'.

Second,theunificationawarenesssurveyhadriskstoexcessively

simplifytheawarenessoftheunificationofthenation.Theattempt

itselftoreflectvariousawarenessoftheunificationto‘thelimited

fixed-choice questionnaire' could be something unrealistic. Also

interpreting theresultsofthepublic opinion pollconducted in a

certainperiodoftimeastheawarenessoftheunificationforayear

cannotavoidtheerrorofoverinterpretation.

Third, the unification awareness survey had a problem of

interpretingthesurveyresultsjustliketheabsolutefigureswithout

acknowledgingthelimitationsofitssurveymethod.Itsunscientific

analytical attitude like giving huge significance to insignificant

changesinfiguresintheerrorrange,andthenestimatingitscauses

was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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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methods to complementsuch limitations ofthe unification

awarenesssurvey,theawarenessoftheunificationwasanalyzedby

usingthreebigdataanalyticaltechniqueslikebelow.

First,it is the socialmining analyticaltechnique.Based on

PulseK(http://www.pulsek.com/pulsek/), a social media analysis

solutionofKonanTechnologyInc.asananalyticalenvironment,it

collected the whole buzz related to the unification from the

representativeSNSlikefacebook,twitter,andblogsin2014,andthen

useditfortheanalysis.Second,thewebloganalyticaltechniquewas

conducted.The log data from homepage offive public agencies

relatedtotheunificationforlastthreeyearswascollectedthrough

theinformationdisclosuresystem whilealsoanalyzingthehitlogof

eachwebpageandtheaccesstrendofeachhomepageineachperiod,

sex,and age group.Third,the web searching traffic analytical

techniquewasused.Reviewingthecharacteristicsofthe‘unification’

searchtrafficandthetrafficof'unification'-relatedsearchwords,the

changesinthelevelofinterestinthe'unification'andtheintention

tousesearchwordswereanalyzed.

Theresultsoftheanalysisontheawarenessoftheunification

usingbigdataarelikebelow.

First,intheresultsofanalyzingtheamountofmentioninginSNS,

the unification-related keywords including overlapping texts were

total1,216,965 cases(Unification:25,850 cases,Matters related to

NorthKorea:147,532cases,NorthKorea:950,270cases,NorthKorean

government:93,913cases)in2014.Alsothe'unification'searchtraffic

mostlyshowedthesimilarlevelwiththesearchamountof'human

rights'and'environment'.Whenthesearchamountof‘unification’

wasconcentrated,itwasevenrankedhigherthanthesearchtraffic

of'greatrestaurants'and'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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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intheresultsofmutuallycomparingtheunification-related

keywordsoccurringinSNS,theunification-relateddiscussionmainly

focused on 'North Korea','matters related to North Korea',and

'North Korean government,rather than directly mentioning the

'unification'.RegardingthemattersrelatedtoNorthKorea,usually

theinterestwasfocused on 'human rightsin North Korea'and

'separated families'.Also,the analysis on the information portal

webpage hit log for North Korea verified the interest mainly

concentratedonthemainfiguresofNorthKoreangovernment.

Third,among mentionsofthe'unification'occurring in SNS in

2014,thepositiveemotionwas37%,andthenegativeemotionwas

55%.Especially,from OctobertoDecember,thenegativeopinions

wereincreased.Throughtheanalysisontherelatedwords,itscause

wasfoundfrom thearmedcrashinthesourceofflyerstoNorth

KoreaonOctober10th.Intheresultsoftheemotionalanalysison

thekeyword,‘NorthKorea’,thepositiveemotionwas31%,andthe

negativeemotionwas60%.InAprilandOctober,2014,thenegative

opinionsabout'NorthKorea'werehigh.Throughtheanalysisonthe

relatedwords,itscausewasfoundfrom theissueofunmannedaerial

vehiclein April.In theresultsoftheemotionalanalysis on the

keyword,'NorthKoreangovernment',thepositiveemotionwas23%,

andthenegativeemotionwas69%.InOctoberandDecember,the

negative opinions about 'North Korean government' were high.

Throughtheanalysisontherelatedwords,itscausewasfoundfrom

the issue of playing the film, 'The Interview' talking about

assassinationofKim Jong-uninDecember.

Summarizingtheresultsoftheanalysisabove,thesignificanceof

theanalysisontheawarenessoftheunificationbyusingbigdatacan

bedescribedlike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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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thebig dataanalysishasa significanceasan objective

surveymethodwithlesspossibilityofresearchinstitutes'intentional

intervention compared tothepublicopinion poll,by analyzing the

activebehavioraldatasuchassocialmedia,homepage,andsearch

portalservicerelatedtotheunification.

Second,the big data analysis has a strength of concretely

analyzingthechangesofpeople'sinterestintheunification.Through

thesocialanalysis,thetrendofchangesininterestintheunification

canbeviewedoneachdatewhilealsofindingtheinterestinthe

unification concentrated on a certain period oftime through the

analysisonthesearchtraffic.

Third,the big data analysis has a significance ofmaking it

possibletohavescientificanalysisbasedondata.Theanalysison

theamountofmentionsin SNS showedthatthenationalinterest

wasconcentratedonthefiguresofNorthKoreangovernment,and

also that the emotionalchanges in the unification was mainly

influenced by security issues related to North Korea.Also,the

analysis on the web search traffic showed thatthe demand for

collectingdatarelatedtounificationeducationwascausingtherapid

increaseofinterestintheunificationonwebs.

Thesignificanceofthisstudywastoexaminethereasonswhy

thesurveyresultsshouldbeindependentlyused,byclearlyrevealing

the limitations ofthe unification awareness survey,and also to

contribute to more objective and generalunderstanding of the

awarenessoftheunificationthroughtheanalysisontheawarenessof

theunificationusingbigdata.

Keywords:Awarenessoftheunification,unificationawareness

survey,publicopinionpoll,bigdata,unificationeducation

StudentNumber:2013-2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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