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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통일과 북한에 대한 한국국민  

인식의 지역별 차이 

안 림 정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한국의 지역갈등은 매우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61년 박정희의 

5.16군사쿠데타 이후 영남지역의 지속적인 권력독점으로 말미암아 지역

갈등이 사회의 중요한 갈등으로 대두되었고 지난 50년 넘는 기간 동안 

이른바 남남갈등의 대명사가 되었다. 

본 연구는 통일과 북한에 대한 2007~2013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

구원에서 실시한 통일의식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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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국국민들이 통일(통일의 필요성, 통일 예상 시기)과 북한(북한정권 

통일의지,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의 지역별 차이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남한을 호남지역, 영남지역, 기타지역 등 세 지역

으로 나누어 이들 간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세 지역간의 

표본크기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는 이 연구에서 특별히 유

의해야 할 요인이다(호남지역: 832; 영남지역: 2235; 기타지역: 5350).  

본 연구의 연구기간은 2007년~2013년이다. 2007년은 진보정권 노무

현 집권시기였고, 2008~2012년은 보수정권 이명박 집권시기였으며, 그

리고 2013년 보수정권 박근혜 정부 집권시기였다. 보수정권시기에 접어 

들어서서 각 지역 한국국민들의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변화했는지, 호남지역과 영남지역 국민들이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이 

더 긍정적으로 변했는지, 아니면 더 부정적으로 변했는지, 양 지역의 인

식 격차가 더 벌어지는지 등 지역차이를 분석하였다. 

지역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일에 대해서는 호남지역 사람들이 

영남지역 사람보다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즉 호남지역 사람들이 통일

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덜 하였다. 그

리고 시기별로 봤을 때는 보수정권에 들어서서 호남지역이든 영남지역이

든 사람들의 태도가 모두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즉 2008~2013년이 



 

 iii 

2007년에 비해 전국민들이 통일이 덜 필요하고 통일이 더 불가능하다고 

인식이 변화하였다. 

북한에 대해서는 호남지역 사람들이 영남지역 사람보다 긍정적으로 인

식하는 등 양 지역간의 차이를 뚜렷하게 나타났다. 즉 호남지역 사람들

은 북한정권이 통일을 더 원한다고 생각하고 북한이 더 변했다고 생각

(인식)하였다. 그리고 시기별로 봤을 때는 보수정권이 들어선 후 북한정

권의 통일의지에 대해서는 호남지역과 영남지역의 인식이 점점 벌어지는 

경향이 보인다. 북한의 변화에 대해 전국민이 2007년 때보다 

2008~2013년 때에 더 많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주요어: 통일, 북한, 인식, 지역별 차이, 보수, 진보, 지역갈등 

학  번: 2012-2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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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한국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지역갈등이 한국 내에서 중요한 이슈이

다. 한국 지역갈등의 연원은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된 것이지만, 특히 

1961년 박정희의 5.16군사구테타이후 장기간 지속된 영남지역의 권력독

점과 함께 사회의 중요한 갈등으로 대두되었으며 지난 50년 넘는 기간 

동안 이른바 남남갈등의 대명사가 되어 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오수열, 2005) 그리고 한국내의 보수와 진보간의 이념적 대립구조를 근

간으로 다른 사회적 갈등요인, 지역갈등 등과 중첩된 구조와 연계성이 

확실이다1. 그리고 남북한의 분단과 분단 이후 남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상대방을 평가하고 있는지는 꾸준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금강산 관광객 필

살 사건, 개성관광 중단, 2009년 북한 제2차 핵실험, 대청해전 발생, 

2010년 천안함사건, 연평도 포격, 2011년 김정일 사망, 2012년 김정은 

정권 공식적으로 출범, 2013년 북한 제3차 핵실험 등으로 인해 남북관

계가 어떻게 변화해오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중

에서도 남한 국민들이 통일과 북한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변화하고 있

                                          
1 변창구. 『제6장 한국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남남갈등의 요인: 특성과 함의』. 한국통일전략학회

(2011) 1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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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더불어 남한 내부에서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지역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통계자료를 통해 분석해보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을 

쓰게 된 이유이다. 

한국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두 

가지 문항을 자료에서 선택하였다. 그 두 가지 문항은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 예상 시기를 물어보는 문항이다. 이 두 문항을 선택한 이유는 한국 

국민들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한국 국민의 통일을 원하는 수준

(정도)에 대한 태도의 핵심이고 이에 한국 국민들의 기대감을 보여주는 

것이고, 한국 국민들의 통일 예상 시기에 대한 예측은 한국 국민의 통일 

실현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선택한 두 가지 문

항은 북한 정권 통일 의지와 북한의 변화에 관한 것이다. 이 두 문항을 

선택한 이유는 북한의 정권이 북한의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라서 한국 국민들이 북한 정권에 대한 통일의지의 판단도 유의미 하

는 것이다. 북한의 변화는 본 논문에서 중립적으로 본다. 그 이유는 다

음과 같다. 북한의 변화에 대한 설문은 “00님은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얼

마나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이다. 필자는 이 질문에서 “변하고 

있다”는 표현이 긍정적으로의 표현인지 아니면 부정적으로의 표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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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조사 출처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

구원 정은미 선생님께 메일을 통해 여쭤 보았다. 그에 선생님은 “북한의 

변화에 대한 질문은 긍정 부정의 의미가 모두 포함된 질문이다. 처음 설

문지를 만들 때 변화의 방향성에 대해 명시하는 문제로 연구팀 내에서 

논쟁이 됐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중립적 의미로 사용하기로 했으나, 

심층분석 해보면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은 긍정적 의미로 더 받아들인다는 

경향성이 발견되었다.”2라고 답변을 주셨다. 그래서 북한의 변화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은 본 논문에서 중립적 의미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007~2013년 동안 한국 국민들의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

식 변화의 지역별 차이에 따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 국민들이 통일

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통일이 실현할 수 있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 국민들이 북한의 정권에 대해 

신뢰를 하는지, 북한이 얼마나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호남지역, 

영남지역, 기타지역으로 나눠서 세 지역간의 차이를 어떻게 되는지, 차

이를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서울대

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2007~2013년 실시한 통일의식조사자료를 분

석하였다.   

                                          
2 정은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4 

제 1 절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1. 연구목적 

본 논문은 한국 국민들의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이 2007~2013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지역별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 국민들이 통일의 필요성, 통일 예상 시기, 북한정권의 통일의지, 

북한의 변화 등에 관한 인식 변화를 지역별 차이에 따라 보고자 하였다. 

오래 전부터 한국 내부에 존재해온 지역갈등이 2007년 진보성향의 노무

현 정부와 2008~2013년 보수성향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집권하의 호

남지역, 영남지역 그리고 기타지역에 따라 국민들의 인식변화의 원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통일과 북한에 대한 남한 국민들의 인식에 관한 분석을 위해, 통일에 

대해서는 통일의 필요서(설문은 “00님은 남북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십니까? 혹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고 선택지는 “ 1. 매우 

필요하다, 2. 약간 필요하다, 3. 반반/그저 그렇다, 4. 별로 필요하지 않다, 

5. 전혀 필요하지 않다”의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통일 예상 시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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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00님은 남북한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이고 선

택지는 “ 1. 5년 이내, 2. 10년 이내, 3. 20년 이내, 4. 30년 이내, 5. 30년 

이상, 6. 불가능하다”의 6점 척도로 되어 있다) 두 가지 문항을 분석하였

고, 북한 인식에 대해서는 북한정권의 통일의지(설문은 “00님은 북한 정

권이 얼마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

하십니까?”이고 선택지는“ 1. 매우 원한다, 2. 약간 원한다, 3. 별로 원하

지 않는다, 4. 전혀 원하지 않는다”의 4점 척도로 되어 있다)와 북한의 

변화(설문은 “00님은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얼마나 변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이고 선택지는 “ 1. 많이 변하고 있다, 2. 약간 변하고 있다, 3.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4.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의 4점 척도로 되어 

있다) 두 가지 문항을 분석하였다. 통일에 대한 두 문항을 선택한 이유

는 한국 국민들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한국 국민의 통일을 원

하는 수준(정도)에 대한 태도의 핵심이고 이에 한국 국민들의 기대감을 

보여주는 것이고, 한국 국민들의 통일 예상 시기에 대한 예측은 한국 국

민의 통일 실현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

한 두 문항을 선택한 이유는 북한의 정권이 북한의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라서 한국 국민들이 북한 정권에 대한 통일의지의 판단

도 유의미 하는 것이다. 북한의 변화는 본 논문에서 중립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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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은 한국 국민으로 한정하였다.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의 

연구는 매우 다양하다. 정은미(2013)는 2011~2013년 동안 설문조사를 

통해 남북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인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함인의, 

한정자(2000)는 청소년, 여성, 386세대를 대상으로 통일의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방인혁(2012)은 김일성 시대의 북한을 대상으로 북한의 대

남인식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분석하였다. 심지어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

서도 고려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채완(2003)의 연구가 있는데, 그는 러

시아 연해주 고려인을 대상으로 한 통일과 북한에 관한 인식에 대해 조

사하였다. 이인재, 박균열(2012)은 초중등학교급별 교사와 학생들을 대

상으로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차이를 살펴보았다. 다양한 분석 대상이 있

지만 필자는 통일과정에 필요한 구성원중의 하나인 남한, 한국 국민들이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이 글에서는 

한국 국민을 남한 국민으로 한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남한을 호남지역, 영남지역, 기타지역,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누어 이들 간의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세 지역간의 표

본크기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는 이 연구에서 특히 주의해

서 살펴보아야 할 요인이다(호남지역: 832; 영남지역: 2235; 기타지역: 

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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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표 1> 각 지역 명세표 

호남지역 영남지역 기타지역 

전라남도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강원도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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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한국 사회에서 지역갈등의 중요성을 분석한 오수열(2004)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남남갈등’에는 계층 간, 이념 간 

갈등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혼재되고 있지만, 그 기저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영·호남으로 대표되는 지역 간 갈등이 자리 잡고 있

다. 이와 같이 변창구(2011)에 따르면, 보수와 진보간의 이념적 대립구

조를 근간으로 다른 사회적 갈등요인, 지역갈등 등과 중첩된 구조와 연

계성을 확인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주삼(2002)에 따르면, 역사적

으로 지역갈등 특히 영·호남의 대립의 근원은 통일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나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거나 아니면 대한민국 

건국 초로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명확하게 그 기원을 찾기는 그리 쉽지 

않다고 한다. 통일 및 북한문제와 관련된 생각과 태도의 차이가 기존의 

이념, 세대, 계층, 지역간 갈등요인들과 결합되어 복합적이고 중층적이

다.3 

근데 남남갈등이 무엇인가? 남남갈등은 광의의 개념상 노사갈등, 지역

갈등, 계층갈등, 세대갈등 등 갈등의 총체를 의미하지만 협의적으로 볼 

                                          
3 변종헌. 『20대 통일의식과 대학 통일교육의 과제』. 서울: 통일연구원(2012) 1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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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대북포용정책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세력간의 갈등 양태를 의미한

다. 4  남남갈등에 대해 해석한 변창구(2011) 연구에 따르면 남남갈등은 

기본적으로 보수세력과 진보세력 간의 대북정책과 관련한 쟁점들에 대한 

인식과 접근방법론에 있어서 커다란 편차를 보여주면서 대립구조를 형성

하고 있다.  

그럼 진보와 보수는 도대체 어떻게 다른가? (김경미, 2009)에 따르면 

보수는 ‘보전하고 유지한다’는 의미로, 보수주의는 사회의 현 상태를 가

능하면 유지하려는 태도와 정향을 뜻하며, 이에 반해서 진보는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로, 진보주의는 인간의 정신과 문명이 역사적으로 보다 

더 완전하고 이상적인 상태로 발전해 나아간다고 보는 신념체계로 이해

된다고 제시하였다. 

북한에 대해 언급하자면, 북한정권에 관한 문제가 그 영향력과 중요성

이 가장 크다. 김정일 시대 북한의 대외·대남정책은 비교적 명확하였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 대남정책은 어떠한 뚜렷한 입장이나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 올해는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지 4년이 되는 해이다. 박근혜 정

부가 신뢰외교, 균형외교 등 명칭을 붙여 이를 목표화하고 있는 것과 달

리, 김정은 정권이 주변국외교를 어떻게 하겠다고 공표한 적은 없다(양

                                          
4 최용섭. 『한국의 정당과 사회 제집단의 북한·통일관』. 서울: 한국동북아학회(2001) 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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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 2015). 2012년 4월에 공식 출범한 김정은 정권의 한국과 비롯된 

주변국 외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호성의 유지이다. 둘째, 선

군·북핵 외교이다. 셋째, 대외관계와 대남관계를 분리하지 않는 것이다. 

넷째, 대외적인 고립탈피를 위한 적극적인 방문외교로의 전환 양상이다

(양무진, 2015).  

  분단 60여년은 짧은 기간이라고 볼 수 도 있고, 또 엄청나게 긴 시

간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 기간 동안 통일과 관련되어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통일과 관련하여 주체, 대상, 환경, 인식의 내용이 모두 바뀌었

다. 통일의 주체와 관련하여 한국 국민의 인식이 엄청나게 달라졌다. 분

단 이후 태어난 국민 전체 인구의 90%가 되면서, 이들은 분단 이전 상

태를 책을 통해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사회, 북한주민의 생활양

식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며 북한주민이 생활양식을 공유하는 같은 민족

이라는 생각이 사라져가고 심지어는 일부 어린이들은 탈북자들을 간첩으

로 생각하는가 하면 젊은이들은 일본이나 미국 대학생들과는 같은 노래, 

같은 책, 같은 게임을 하면서 생소하고 적대감을 갖는 북한의 대학생보

다도 더 동질감을 느끼는 현실이다(이상우 2010).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특징에 대해서 (양무진, 2015)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에 대해서는 김정일 시대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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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대외·대남정책은 비교적 명확하였다. (중략) 그러나 김정은 시대 대

남정책은 어떠한 뚜렷한 입장이나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 김정은 제1위

원장의 즉흥적이고 경험의 부족도 원인이지만 단기간 내에 세습체제를 

안착시키기 위한 대남 긴장관계의 조성 등도 그 원인으로 보인다. 또한 

이명박 정부 대북강경정책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도 이와 다르

지 않다는 자체적인 판단도 북한 내에서 대남정책의 독자성을 상쇄시켜 

온 요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은 대남정책을 대외정책과 분리

하여 보지 않고 대외정책의 하나로서 고려하고 있다. 

대남관계의 수요적 측면에서 볼 때에도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진행되

어온 7~8년간의 남북관계 악화 현상은 북한의 대중국 종속성을 가속화 

시켰다. 5.24 조치로 중단된 남북교역의 대부분이 중북교역으로 대체되

었고 식량과 비료, 원유 등 필수적인 물자들은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

거나 수입하고 있다. 한마디로 남한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그다지 절

실하지 않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몰론 남북관계가 잘 풀리는 깃이 

북한의 경제개방화 전략 이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과거와 같이 굴종적인 자세로 비춰지면서 대남관계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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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나가려 하지 않을 것이다.”5 

  그리고 통일과 북한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있다. 통일에 대해서는 남

북관계 경색 지속에 따라 통일에 대한 논의가 주춤함에도 불구하고, 통

일은 한민족 공동체의 세계적 부상을 위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과제이

다.6 

통일의식조사의 문항들의 표현방식, 의미, 척도 등 방법론적 측면에 

변화를 분석한 은기수(2010)의 연구는 1980년대 중반부터 2010년까지 

이루어진 각종 사회조사에서 다루어진 통일 및 북한에 관한 항목과 통일

의식조사 등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기획

된 소위 통일의식조사 가운데 북한과 통일에 관한 항목에서 중요하게 다

루어져 온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통일 시기와 가능성,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 통일 후의 변화,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 그

리고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 및 북핵에 관련 문항들이 표현방식, 의미, 

척도 등 방법론적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분석하였다. 

                                          
5 양무진. “김정은 정권의 주변국 정책: 도전과 기회”.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한반도포커스』 

2015.03 31호 43-48쪽. 
6 한상완, 주원, 장후석, 백흥기.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VIP 리포트; 통일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 

높아졌다 -통일의식에 대한 일반국민, 전문가 여론조사 -4/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긴장 고조 상

태”지속』. 서울: 현대경제연구원(2013) i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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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주민들의 통일의식 비교 분석한 정은미(2013)는 다년간의 설문조

사 데이터 분석을 통해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을 비교 분석을 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 주민이 느끼는 통일의 필요성은 점차 

약화되는 반면에 북한 주민이 느끼는 통일의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높다. 

둘째, 통일이 가능한 시기에 대해서는 남한 주민에 비해 북한 주민이 더 

가까운 미래에 통일이 실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셋째,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해 남한 주민에 비해 북한 주민이 훨 씬 더 기대감이 큰 것

으로 나타났다. 넷째, 남북한 주민 모두 상대방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인

식이 지배적이었다. 다섯째, 오랜 분단체제는 남북한 간의 상이한 정치

체제의 수준을 넘어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크게 변화시

켰다. 

이와 같이 남북통일과 북한의 상황 등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들이 있지

만 지역별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분석이 아직 없기 때문에 능력이 

많이 부족하지만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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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 및 연구방법 

본 연구에 사용한 자료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2007~2013년 기

간에 실시한 한국인에 대한 통일의식조사 설문 원자료이다.7 자료의 기

본 구성은 아래와 같다.  

1. 조사방법 

조사는 한국 갤럽에 의뢰하여 이루어졌으며, 구조화된 질문지

(structured questionnaire)를 이용하여 1:1 개별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방법을 이용하였다. 면접조사에 앞서서 실사책임자 교육을 

하였으며, 한 국 갤럽 소속 전문 면접조사원들 중 적격자를 선발하였다. 

선발된 전문 면접조사원들은 조사방법과 내용에 대하여 두 시간 의 오리

엔테이션과 연습면접을 받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조사설계의 오류

를 최소화하고 면접과정의 표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다. 수집된 자

료는 조사의 신뢰성 화보를 위해 질문지 중 30% 이상을 무작위 추출하

여 응답자에게 전화를 걸 면접 내용을 검증하여 응답의 허위기재, 조작

이 발견될 경우 해당 면접조사원이 조사한 질문지 전체를 무효로 하고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7 이 자료를 주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은기수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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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기간 

2007년07월04일~7월20일 (13일간) 

2008년08월21일~9월10일 (15일간) 

2009년07월15일~8월05일 (16일간) 

2010년07월12일~7월27일 (12일간) 

2011년07월26일~8월15일 (20일간) 

2012년07월05일~7월31일 (26일간)  

2013년07월01일~7월22일 (21일간)  

3. 조사표본  

2007 년부터 2010 년까지의 조사는 2005년 인구총조사에 의한 전국 

인구 현황을 기준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배분한 후 각 모집단 비

율에 따라 층화하여 최종조사지점(통/반)을 추출하는 다단층화무작위추

출법 (multi-stage stratified sampling) 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2011 년 

조사 이후는 매해 5월 안전행정부(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조사표본을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배분한 후, 해당 층 내에서 

존재하는 전화번호 시트를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모든 조사의 표본 오차

는 95% 신뢰수준에서 ±2.8% 이다. 각 연도별 전체 표본의 수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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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설문의 응답결과를 지역간의 차이로 보기 위해, 호남지역, 

영남지역, 기타지역으로 구분하여 질문에 대한 응답률을 통해 지역간의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다음은 자료중의 시도별 표본 수치<표 2>와 지

역별 표본 수치<표 3>이다. 

<표 2> 시도별 표본의 크기 

서울 1,812 

부산 632 

대구 438 

인천 463 

광주 239 

대전 257 

울산 192 

경기 1,900 

강원 250 

충북 252 

충남 324 

전북 299 

전남 294 

경북 445 

경남 528 

제주 92 

Total 8,417 

 

 

조사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전체표본 1,200 1,213 1,203 1,200 1,201 1200 1200 8,417 



 

 17 

<표 3> 지역별 표본의 크기 

 

 

 

논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선행연구 검토, 자료 및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통일에 대

한 인식 변화, 즉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 예상 시기를 분석하였다. 제3장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북한정권의 통일의지와 북한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국 국민의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의 지역간 차이에 대한 원인을 찾고자 하였는데, 제2장과 제3장의 

분석결과에 대한 원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이 연

구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호남지역 832 

영남지역 2,235 

기타지역 5,350 

Total 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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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통일에 대한 인식 변화 

  이 장에서는 한국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 변화를 서울대학교 평화연

구원에 실시한 설문지에서 “통일의 필요성”, “통일 예상 시기” 문항의 

응답률을 통해 지역별, 그리고 시기별로 분석하였다. 이 분석의 의도는 

호남지역, 영남지역, 기타지역들이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 예상 시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만약 다르다면 어떻게 얼마나 다른지, 이

러한 차이가 세 지역 간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지 좁아지고 있는지를 알

아보기 위한 것이다. 통일의 필요성에 관한 설문 문항은 “00님은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

까?”이고 선택지는 “1. 매우 필요하다 2. 약간 필요하다 3. 반반/그저 

그렇다 4. 별로 필요하지 않다 5. 전혀 필요하지 않다”의 5점 척도로 되

어 있다. 통일 예상 시기에 관한 문항은 “00님은 남북한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이고 선택지는 “1. 5년이내 2. 10년이내 3. 

20년이내 4. 30년이내 5. 30년이상 6. 불가능하다”의 6점 척도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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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통일의 필요성 

  다음 <표 4>는 2007-2013년 한국국민 통일의 필요성8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이다. 

<표 4> 한국국민들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별 응답률 

                                                                           단위: % 

연도 선택항목 호남지역 영남지역 기타지역 

 매우 필요하다 46.22 26.01 36.15 

 약간 필요하다 31.93 33.75 27.18 

2007 반반/그저 그렇다 11.76 20.43 23.49 

 별로 필요하지 않다 10.08 17.34 11.08 

 전혀 필요하지 않다 0.00 2.48 2.77 

 매우 필요하다 38.46 17.88 27.62 

 약간 필요하다 29.23 35.15 20.45 

2008 반반/그저 그렇다 20.00 23.64 23.37 

 별로 필요하지 않다 10.77 18.48 22.18 

 전혀 필요하지 않다 1.54 4.85 6.37 

 매우 필요하다 45.38 16.36 25.00 

 약간 필요하다 30.25 35.49 29.47 

2009 반반/그저 그렇다 11.76 21.60 26.32 

 별로 필요하지 않다 12.61 20.06 15.00 

 전혀 필요하지 않다 0.00 6.48 4.21 

 매우 필요하다 42.86 15.43 29.85 

 약간 필요하다 23.53 34.57 31.84 

2010 반반/그저 그렇다 25.21 22.22 18.89 

 별로 필요하지 않다 6.72 22.53 15.59 

 전혀 필요하지 않다 1.68 5.25 3.83 

 매우 필요하다 43.10 14.52 32.39 

                                          
8 설문은 “00님은 남북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고 

선택지는 “ 1. 매우 필요하다, 2. 약간 필요하다, 3. 반반/그저 그렇다, 4. 별로 필요하지 않다, 5. 전

혀 필요하지 않다”의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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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필요하다 16.38 31.94 23.35 

2011 반반/그저 그렇다 23.28 23.87 25.68 

 별로 필요하지 않다 9.48 25.16 14.58 

 전혀 필요하지 않다 7.76 4.52 4.00 

 매우 필요하다 45.22 17.95 27.55 

 약간 필요하다 20.87 34.94 29.75 

2012 반반/그저 그렇다 20.00 20.19 22.38 

 별로 필요하지 않다 11.30 25.32 14.75 

 전혀 필요하지 않다 2.61 1.60 5.56 

 매우 필요하다 44.74 16.35 23.39 

 약간 필요하다 19.30 36.86 30.75 

2013 반반/그저 그렇다 21.05 20.83 21.83 

 별로 필요하지 않다 13.16 20.19 18.60 

 전혀 필요하지 않다 1.75 5.77 5.43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집중을 위해 <표 4>의 결과를 다시 조정하여 <

표 5>로 정리하였다. <표 4> 선택항목 중의 ‘매우 필요하다’와 ‘약간 필

요하다’는 ‘필요하다’로 통합하였고 ‘별로 필요하지 않다’와 ‘전혀 필요하

지 않다’는 ‘필요하지 않다’로 통합하였다.  

<표 5> 한국국민들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별 응답률 재정리 

                                                                            단위: % 

연도 선택항목 호남지역 영남지역 기타지역 

 필요하다 78.15 59.76 63.33 

2007 반반/그저 그렇다 11.76 20.43 23.49 

 필요하지 않다 10.08 19.82 13.85 

 필요하다 67.69 53.03 48.07 

2008 반반/그저 그렇다 20.00 23.64 23.37 

 필요하지 않다 12.31 23.33 28.55 

 필요하다 75.63 51.85 54.47 

2009 반반/그저 그렇다 11.76 21.60 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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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지 않다 12.61 26.54 19.21 

 필요하다 66.39 50.00 61.69 

2010 반반/그저 그렇다 25.21 22.22 18.89 

 필요하지 않다 8.40 27.78 19.42 

 필요하다 59.48 46.46 55.74 

2011 반반/그저 그렇다 23.28 23.87 25.68 

 필요하지 않다 17.24 29.68 18.58 

 필요하다 66.09 52.89 57.30 

2012 반반/그저 그렇다 20.00 20.19 22.38 

 필요하지 않다 13.91 26.92 20.31 

 필요하다 64.04 53.21 54.14 

2013 반반/그저 그렇다 21.05 20.83 21.83 

 필요하지 않다 14.91 25.96 24.03 

 

 

<그림 1>은 <표 2>에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의 지역

별 차이를 연도 변화에 따라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이다.  

2007~2008년, 2010~2013년 호남, 영남, 기타지역의 ‘통일이 필요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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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한국국민들의 지역별

응답률

호남지역

영남지역

기타지역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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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에 대한 응답률 변화 추이 방향이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하지만 

2008~2010년 동안에는 세 지역간의 응답률 변화 추이가 다르게 나타

났다. 즉 2008년~2009년 호남지역과 기타지역의 응답률이 상승으로 나

타난 반면, 영남지역만 소폭 하락하였다(A). 그 다음에 2009~ 2010년 

동안에는 호남지역과 영남지역의 응답률이 하락한 반면에 기타지역 응답

률이 7.22%(54.47->61.69%)상승하였다(B). 

먼저 A(하락한 2008~2009년 영남지역 응답률)를 분석하고자 한다. 

2008년 응답률 하락의 원인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9 으로 말미암은 

하락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2009년에는 호남지역과 기타지역의 응답

률이 반등한 반면에, 영남지역의 응답률이 오히려 소폭 하락하였다. 그 

원인은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2008년 2월에 보수정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10년 동안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 기초해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10 이명박 정 부의 

대북정책의 핵심내용인 ‘비핵·개방·3000’ 구상은 ‘선 핵포기, 후 지원’이

                                          
9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은 2008년 7월 11일 오전 4시 50분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

강산관광지구에서 당시 만 53세, 대한민국 국적의 여성 관광객 1명이 규명되지 않은 이유로 조선

인민군에 의해 총격을 받아 사망한 사건이다. 피해자를 총격한 이유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은 군사 경계지역을 침범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진상규명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거부함에 따라 사건의 실제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다. [위키백과] 

10 이헌경.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경협에 대한 전망』. 서울: 통일과 평화(2010) 1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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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전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엄격한 상호주의’ 원칙에 대한 집착

은 경협을 비롯한 남북관계 전반을 악화시켰고, 북한의 돌발적인 행동에 

대한 유연한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다. 11 이명박 정부를 지지한 영남지

역의 국민들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정부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게 되어,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

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B(상승한 2009~2010년 기타지역 응답률)에 대해 분석해보

고자 한다. 2009년 11월에 발생한 대청해전, 2010년 3월에 발생한 천안

함 산건, 2010년 5월에 남북관계 단절을 선언한 5.24조치12 등으로 인해 

호남지역과 영남지역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 하락한 반면 기타지역

의 응답률이 지속 반등하였다. 5.24 조치에는 첫째, 북한 선박의 남측 해

역 운항 및 입항 금지하였다. 둘째, 남북 간 일반교역 및 물품 반·출입 

금지하였다. 셋째, 남한 국민의 방북 불허 및 북한 주민과의 접촉 제한

하였다. 넷째, 대북 신규투자 금지하였다. 다섯째, 영유아 등 순수 인도

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이 포함돼 있다. 그

                                          
11 위의 책 145쪽. 

12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천안함 피격을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

도발」이라고 규정짓고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해 남북관계 단절을 선언한 5.24 조치를 직접 발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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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이 조치에 따라 남북경협기업의 도산 위기와 남북관계 경색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야권과 시민단체, 경협기업들은 5.24 조치를 해제

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13 

2011년에 응답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이유는 2010년 11월에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과 연관성이 많다고 본다.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과 

2012년 4월 김정은 정권 공식 출범으로 인해 응답률이 상승하였다.  

  

                                          
13 5 · 24 대북조치-시사상식사전 (검색일: 2015.07.2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84141&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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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통일 예상 시기 

  다음 표는 2007-2013년 한국국민 통일 예상 시기14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다. 

<표 6> 한국국민들이 통일 예상 시기에 대한 지역별 응답률 

                                                                            단위: % 

연도 선택항목 호남지역 영남지역 기타지역 

 5년 이내 3.36 3.41 3.83 

 10년 이내 33.61 20.43 23.22 

2007 20년 이내 29.41 31.89 30.61 

 30년 이내 11.76 16.41 14.38 

 30년 이상 14.29 10.53 15.17 

 불가능하다 7.56 17.34 12.53 

 5년 이내 6.92 0.91 2.12 

 10년 이내 20.00 15.45 11.29 

2008 20년 이내 23.85 22.12 22.18 

 30년 이내 10.77 15.15 15.41 

 30년 이상 22.31 25.15 25.50 

 불가능하다 16.15 21.21 23.51 

 5년 이내 7.56 1.85 2.37 

 10년 이내 22.69 16.36 16.32 

2009 20년 이내 30.25 25.62 28.16 

 30년 이내 13.45 13.89 17.76 

 30년 이상 8.40 16.98 17.50 

 불가능하다 17.65 25.31 17.76 

 5년 이내 6.72 2.47 3.3 

 10년 이내 26.89 14.51 17.7 

                                          
14 설문은 “00님은 남북한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이고 선택지는 “ 1. 5년 이

내, 2. 10년 이내, 3. 20년 이내, 4. 30년 이내, 5. 30년 이상, 6. 불가능하다”의 6점 척도로 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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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년 이내 17.65 23.77 25.23 

 30년 이내 10.08 11.42 14.8 

 30년 이상 18.49 20.68 21.14 

 불가능하다 20.17 27.16 17.83 

 5년 이내 2.59 1.29 2.97 

 10년 이내 19.83 13.87 16.77 

2011 20년 이내 26.72 27.10 25.68 

 30년 이내 11.21 13.87 14.45 

 30년 이상 17.24 16.13 21.42 

 불가능하다 22.41 27.74 18.71 

 5년 이내 0.87 1.60 3.75 

 10년 이내 25.22 10.90 14.36 

2012 20년 이내 26.09 25.64 26.00 

 30년 이내 11.30 22.76 16.69 

 30년 이상 15.65 22.76 19.15 

 불가능하다 20.87 16.35 20.05 

 5년 이내 2.63 3.53 3.88 

 10년 이내 14.91 10.9 14.08 

2013 20년 이내 30.7 22.12 25.84 

 30년 이내 15.79 12.18 13.95 

 30년 이상 15.79 21.15 17.44 

 불가능하다 20.18 30.13 24.81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집중을 위해 <표 6>의 결과를 다시 조정하여 <

표 6>로 정리하였다. <표 6> 선택항목 중에 ‘5년 이내’와 ‘10년 이내’는 

‘0-10년’로 통합하였고 ‘20년 이내’와 ‘30년 이내’는 ‘11-30년’로 통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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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한국국민들이 통일 예상 시기에 대한 지역별 응답률 재정리 

                                                                           단위: % 

연도 선택항목 호남지역 영남지역 기타지역 

 0-10년 36.97 23.84 27.05 

2007 11-30년 41.17 48.30 44.99 

 30년 이상 14.29 10.53 15.17 

 불가능하다 7.56 17.34 12.53 

 0-10년 26.92 16.36 13.41 

2008 11-30년 34.62 37.27 37.59 

 30년 이상 22.31 25.15 25.50 

 불가능하다 16.15 21.21 23.51 

 0-10년 30.25 18.21 18.69 

2009 11-30년 43.70 39.51 45.92 

 30년 이상 8.40 16.98 17.50 

 불가능하다 17.65 25.31 17.76 

 0-10년 33.61 16.98 21.00 

2010 11-30년 27.73 35.19 40.03 

 30년 이상 18.49 20.68 21.14 

 불가능하다 20.17 27.16 17.83 

 0-10년 22.42 15.16 19.74 

2011 11-30년 37.93 40.97 40.13 

 30년 이상 17.24 16.13 21.42 

 불가능하다 22.41 27.74 18.71 

 0-10년 26.09 12.50 18.11 

2012 11-30년 37.39 48.40 42.69 

 30년 이상 15.65 22.76 19.15 

 불가능하다 20.87 16.35 20.05 

 0-10년 17.54 14.43 17.96 

2013 11-30년 46.49 34.30 39.79 

 30년 이상 15.79 21.15 17.44 

 불가능하다 20.18 30.13 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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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중의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한국국민의 응답률은 <그림 

2>과 같이 나타났다.  

2007~2011년 호남, 영남지역의 ‘통일이 불가능하다’에 대한 응답률이 

시기에 따라 상승하였다. 하지만 2011~2013년 세 지역간의 응답률 변

화 추이가 다르게 나타났다. 영남지역의 응답률은 2011~2012년 

27.74%->16.35% 급락(A)하다가 2012~2013년 16.35%->30.13% 급

증(B)하였다.  

먼저 A(하락한 2011~2012년 영남지역 응답률)를 분석하고자 한다.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2012년 4월 김정은 정권 공식 출범 등 북한 

정권 내의 불안정 요소로 인해 영남지역 사람들이 통일의 기대감이 크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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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통일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한 한국국민들의

지역별 응답률

호남지역

영남지역

기타지역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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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 통일 예상 시기 통일 예상 시기 전보다 시간이 많이 줄였다.  

다음으로, B(상승한 2012~2013년 영남지역 응답률)를 분석하고자 한

다. 2012년 12월 북한 장거리 로켓 은하3호 발사, 2013년 2월 북한 제3

차 핵실험 실시, 2013년 3월 북한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확대 결의, 북한 남북불가침 합의 전면 폐기 선언, 북한 ‘남북 

관계 전시상황 돌입’선언, 2013년 4월 북한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 등으

로 인해 영남지역 사람들이 ‘통일이 불가능하다’에 대한 응답은 다시 전

으로 반등하였고 심지어 전 수준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13년 2

월에 북한 실시한 제3차 핵실험은 이명박 정부의 임기 종료를 2주 정도 

앞두고 발생했다. 2008년 ‘비핵·개방·3000’을 대북정책의 기치로 내세워 

출범했던 이명박 정부에 대한 마지막 타격이었다. 정부 층면에서는 이명

박 정부 2월 12일 북한의 핵실험이 확인된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

급 소집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후 천영우 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

관을 통해 정부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북한의 핵실험을 확인하고, “북

한이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

호, 1874호, 2087호 등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자,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정

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은 이러한 도발행위로 야기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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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결과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북한

의 핵 보유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유엔 안

보리 차원의 조치를 포함해 북한 핵 포기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나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개발 중인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

는 미사일을 조기에 배치하는 등 군사적 영향을 확충하는 데도 더욱 박

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박영호, 2013). 

2008년 보수정권 집권시기에 들어서서 호남지역과 영남지역의 국민들

이 ‘통일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의 비율은 점점 증가하였다. 그 

원인은 <그림 1>에 나타난 ‘통일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한 사람 점점 하

락한 현상이 동질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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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 

이 장에서는 한국 국민의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를 서울대학교 평화

연구원에 실시한 설문지에서 “북한정권 통일의지”, “북한의 변화” 문항

의 응답률을 통해 지역별, 그리고 시기별로 분석하였다. 이 분석의 의도

는 호남지역, 영남지역, 기타지역들이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 예상 시기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만약 다르다면 어떻게 얼마나 다른지, 

이러한 차이가 세 지역 간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지 좁아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북한정권 통일의지에 관한 설문은 “00님은 북한 

정권이 얼마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

각하십니까?”이고 선택지는“ 1. 매우 원한다, 2. 약간 원한다, 3. 별로 원

하지 않는다, 4. 전혀 원하지 않는다”의 4점 척도로 되어 있다. 북한의 

변화에 관한 설문은 “00님은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얼마나 변하고 있다

고 생각하십니까?”이고 선택지는 “ 1. 많이 변하고 있다, 2. 약간 변하고 

있다, 3.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4.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의 4점 척도

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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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북한정권 통일의지 

다음 표는 2007-2013년 한국국민 북한정권 통일의지15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이다. 

<표 8> 한국국민들이 북한정권 통일의지에 대한 지역별 응답률 

                                                                                 단위: % 

연도 선택항목 호남지역 영남지역 기타지역 

 매우 원한다 1.68 1.24 1.45 

2007 다소 원한다 17.65 9.91 11.35 

 별로 원하지 않다 55.46 58.20 53.30 

 전혀 원하지 않다 25.21 30.65 33.91 

 매우 원한다 3.08 0.61 1.06 

2008 다소 원한다 13.85 6.06 8.23 

 별로 원하지 않다 45.38 42.12 42.23 

 전혀 원하지 않다 37.69 51.21 48.47 

 매우 원한다 5.04 0.62 3.42 

2009 다소 원한다 26.89 17.28 17.50 

 별로 원하지 않다 51.26 51.85 51.97 

 전혀 원하지 않다 15.97 30.25 27.11 

 매우 원한다 5.88 1.23 2.77 

2010 다소 원한다 22.69 15.43 17.57 

 별로 원하지 않다 52.94 50.93 55.48 

 전혀 원하지 않다 18.49 32.41 24.17 

 매우 원한다 2.59 0.65 3.23 

2011 다소 원한다 26.72 15.81 17.94 

 별로 원하지 않다 49.14 48.39 52.13 

 전혀 원하지 않다 21.55 35.16 26.71 

 매우 원한다 2.63 0.32 3.62 

                                          
15 설문은 “00님은 북한 정권이 얼마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

각하십니까?”이고 선택지는“ 1. 매우 원한다, 2. 약간 원한다, 3. 별로 원하지 않는다, 4. 전혀 원하

지 않는다”의 4점 척도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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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다소 원한다 30.70 9.94 20.03 

 별로 원하지 않다 42.98 59.62 51.81 

 전혀 원하지 않다 23.68 30.13 24.55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집중을 위해 <표 8>의 결과를 다시 조정하여 <

표 9>로 정리하였다. <표 8>의 선택항목 중에 ‘매우 원하다’와 ‘약간 원

하다’는 ‘원하다’로 통합하였다. 

<표 9> 한국국민들이 북한정권 통일의지에 대한 지역별 응답률 재정리 

(북한정권이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한 한국국민의 비률) 

                                                                         단위: % 

연도 호남지역 영남지역 기타지역 

2007 19.33 11.15 12.80 

2008 16.93 6.67 9.29 

2009 31.93 17.90 20.92 

2010 28.57 16.66 20.34 

2011 29.31 16.46 21.17 

2013 33.33 10.26 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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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표 9>에서 북한정권이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는 응답

률의 지역별 차이를 연도 변화에 따라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이다. 

2009년 호남, 영남, 기타지역의 ‘북한정권 통일을 원한다’에 대한 응

답률이 전반적으로 대폭 상승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다음과 같이 본

다. 2009년은 북한에게 매우 중요한 변화의 해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을 했고, 대내적으로는 ‘김정일 3기 체

제’를 맞았다.16북한이 처해 있는 대내외적 상황의 중요한 교착점 중 하

나가 북한의 “2012년 강성대국 진입”주장이다. 2012년은 북한으로서는 

김일성 탄생 100돌, 1980년 제6차 대회 이후 열리지 않았던 제7차 북한 

노동당 전당대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해, 더 나아가 북한의 후계체

                                          
16 김보근. 『북한의 2009 천리마운동과 강성대국 전략』. 서울: 통일정책연구(2009) 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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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북한정권이 통일을 원한다'라고 생각한

한국국민들의 지역별 응답률

호남지역

영남지역

기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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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공식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이기도 하다. 더욱이 이해는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이면서, 남한의 새 정부가 출범하는 해

이기도 하다. 북한의 “2009 천리마운동”의 ‘경제적 모표’는 ‘높은 경제

성장률’과 ‘계획경제시스템의 강화’이고 ‘정치적 목표’는 당 조직의 강화, 

시장 허용정책의 ‘부작용’ 축소에 있다.17 이에 전국민이 ‘북한정권이 통

일을 원한다’는 응답률이 세 지역 평균 약 10%정도 상승하였다. 

2007~2011년 호남, 영남, 기타지역의 응답률 변화 추이 방향이 매우 

비슷하다. 하지만 2011~2013년(2012년 데이터 없음) 동안에는 세 지역

간의 응답률 변화 추이가 전보다 다르게 나타났다. 즉 2007~ 2011년 

세 지역의 응답률의 변화 추이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2011~ 2013년 동

안에는 호남지역과 영남지역의 변화 방향이 상반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남지역의 응답률은 6.2%(16.46%->10.26%) 하락하였다. 그 원인은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2012년 김정은 정권 공식 출범 등으로 미치

는 영향으로 본다. 한민족사에서 돌연변이 중 최고의 돌연변이인 전제적 

독재자 김정일이 2011년 12월 17일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김전일

의 사망은 남북한관계는 물론이고 향후 한반도의 안보정세 및 동북아 안

                                          
17 위의 책 100-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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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세에 중대한 의미를 발휘할 것으로 보였다.18 김정일의 사망은 남한

국민들한테 북한의 새 정권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 시켰다. 그러나 

2012~2013년 김정은 정권이 출범된 이후 2013년 2월에 제3차 핵실험 

실시, 2013년 3월에 북한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남북불가침 합의 전면 

폐기 선언, ‘남북관계 전시상황 돌입’선언, 2013년 4월에 개성공단 근로

자 철수 등과 같은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영남지역의 (북한정권 통일이 

원한다는)응답률이 하락하게 되었다. 반면, 보수집권 정부와 다른 이념을 

가진 호남지역과 기타지역 사람들의 응답률은 오히려 소폭 상승하였다.  

  

                                          
18 정경환. 『제1장 김정일의 사망 이후 한국의 통일전략의 방향』. 한국통일전략학회(2012)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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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북한의 변화 

  다음 표는 2007-2013년 한국국민 북한의 변화 19  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다. 

<표 10> 한국국민들이 북한의 변화에 대한 지역별 응답률 

                                                                              단위: % 

연도 선택항목 호남지역 영남지역 기타지역 

 많이 변하고 있다 21.01 8.36 12.40 

2007 약간 변하고 있다 60.50 62.23 53.69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17.65 25.70 26.39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0.84 3.72 7.52 

 많이 변하고 있다 7.69 6.06 5.31 

2008 약간 변하고 있다 48.46 48.48 43.03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34.62 35.15 39.18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9.23 10.30 12.48 

 많이 변하고 있다 17.65 3.70 6.97 

2009 약간 변하고 있다 47.06 35.49 37.63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21.85 43.21 39.34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13.45 17.59 16.05 

 많이 변하고 있다 12.61 2.47 8.32 

2010 약간 변하고 있다 40.34 34.57 38.71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31.93 48.46 38.04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15.13 14.51 14.93 

 많이 변하고 있다 10.34 7.42 7.35 

2011 약간 변하고 있다 43.97 32.9 37.81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36.21 36.45 39.35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9.48 23.23 15.48 

                                          
19 설문은 “00님은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얼마나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이고 선택지는 “ 1. 

많이 변하고 있다, 2. 약간 변하고 있다, 3.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4.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의 4

점 척도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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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변하고 있다 6.96 3.85 8.41 

2012 약간 변하고 있다 48.70 46.79 35.58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34.78 41.03 42.04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9.57 8.33 13.97 

 많이 변하고 있다 13.16 2.56 5.68 

2013 약간 변하고 있다 33.33 41.03 25.32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37.72 37.50 48.84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15.79 18.91 20.16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집중을 위해 <표 10>의 결과를 다시 조정하여 

<표 11>로 정리하였다. <표 10>의 선택항목 중에 ‘많이 변하고 있다’와 

‘약간 변하고 있다’는 ‘변하고 있다’로 통합하였다. 

<표 11> 한국국민들이 북한의 변화에 대한 지역별 응답률 재정리 

(북한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한 한국국민의 비률) 

                                                                         단위: % 

연도 호남지역 영남지역 기타지역 

2007 81.51 70.59 66.09 

2008 56.15 54.54 48.34 

2009 64.71 39.19 44.60 

2010 52.95 37.04 47.03 

2011 54.31 40.32 45.16 

2012 55.66 50.64 43.99 

2013 46.49 43.59 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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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은 <표 11>에서 북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의 지

역별 차이를 연도 변화에 따라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이다. 

2008~2013년 호남, 영남, 기타지역의 ‘북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한 

한국 국민의 비율은 2007년의 비율에 비해 대폭 하락하였다. 그런데 호

남지역 2008~2009년 동안에는 응답률이 8.56%(56.15%->64.71%) 상

승하였다(A). 그 다음에 2011~2012년 영남지역의 응답률이 기타지역 

하락한 반면, 대폭 상승하였다(B).  

먼저 A(하락한 2008~2009년 호남지역 응답률)를 분석하고자 한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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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북한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한국국민들의 지역별

응답률

호남지역

영남지역

기타지역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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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과 2009년 두 조사기간에 2008년 12월북한 개성관광 중단되었

고 남북통행 제한조치를 통보하였다. 2009년 4월에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하였고 2009년 5월에 북한 제2차 핵실험을 하였다. 그러나 같은 사

건들이 경과하여 호남지역과 영남지역의 응답률이 완전 반대로 나왔다. 

그 원인은 호남지역 국민들이 중립적 의미로 받아들였고 영남지역 국민

들은 긍정적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본다. 

  다음으로, B(상승한 2012~2013년 영남지역 응답률)에 대해 분석해보

고자 한다.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2012년 4월 김정은 정권 공식출

범으로 인해 영남지역의 국민들이 새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커 보이고 

2013년의 응답률이 다시 하락한 이유는 김정은 정권 공식 출범 이후의 

행동들 보면 응답률 하락할 수 밖에 없었다. 2013년 2월에 북한 제3차 

핵실험 실시하였다. 2013년 3월에 북한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유엔 안

보리 대북 제재 확대 결의, 북한 남북불가침 합의 전면 폐기 선언, 북한 

‘남북 관계 전시상황 돌입’선언, 2013년 4월에 북한 개성공단 근로자 철

수 등으로 인해 영남지역 국민들의 기대에서 실망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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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한국 국민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의 지

역별 차이 원인 분석 

  지역별 통일과 북한에 대한 설문 문항들의 원인분석은 다음과 같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 및 원인은 다음과 같다. 2007~2008년, 

2010~2013년 호남, 영남, 기타지역의 ‘통일이 필요하다’에 대한 응답률 

변화 추이 방향이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하지만 2008~2010년 동안에는 

세 지역간의 응답률 변화 추이가 다르게 나타났다. 즉 2008년~2009년 

호남지역과 기타지역의 응답률이 상승으로 나타난 반면, 영남지역만 소

폭 하락하였다. 그 다음에 2009~ 2010년 동안에는 호남지역과 영남지

역의 응답률이 하락한 반면에 기타지역 응답률이 7.22%(54.47-

>61.69%)상승하였다. 

먼저 하락한 2008~2009년 영남지역 응답률을 분석하고자 한다. 

2008년 응답률 하락의 원인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말미암은 하

락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2009년에는 호남지역과 기타지역의 응답률

이 반등한 반면에, 영남지역의 응답률이 오히려 소폭 하락하였다. 그 원

인은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2008년 2월에 보수정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10년 동안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비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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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에 기초해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20 이명박 정 부의 

대북정책의 핵심내용인 ‘비핵·개방·3000’ 구상은 ‘선 핵포기, 후 지원’이

라는 전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엄격한 상호주의’ 원칙에 대한 집착

은 경협을 비롯한 남북관계 전반을 악화시켰고, 북한의 돌발적인 행동에 

대한 유연한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다. 21 이명박 정부를 지지한 영남지

역의 국민들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정부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게 되어,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

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상승한 2009~2010년 기타지역 응답률에 대해 분석해보고

자 한다. 2009년 11월에 발생한 대청해전, 2010년 3월에 발생한 천안함 

산건, 2010년 5월에 남북관계 단절을 선언한 5.24조치22 등으로 인해 호

남지역과 영남지역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 하락한 반면 기타지역의 

응답률이 지속 반등하였다. 5.24 조치에는 첫째,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및 입항 금지하였다. 둘째, 남북 간 일반교역 및 물품 반·출입 금지

                                          
20 이헌경.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경협에 대한 전망』. 서울: 통일과 평화(2010) 153쪽. 

21 위의 책 145쪽. 

22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천안함 피격을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

도발」이라고 규정짓고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해 남북관계 단절을 선언한 5.24 조치를 직접 발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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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셋째, 남한 국민의 방북 불허 및 북한 주민과의 접촉 제한하였

다. 넷째, 대북 신규투자 금지하였다. 다섯째, 영유아 등 순수 인도적 지

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조치에 따라 남북경협기업의 도산 위기와 남북관계 경색 등의 부작용

이 속출하면서 야권과 시민단체, 경협기업들은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

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23 

2011년에 응답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이유는 2010년 11월에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과 연관성이 많다고 본다.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과 

2012년 4월 김정은 정권 공식 출범으로 인해 응답률이 상승하였다.  

통일 예상 시기에 대한 분석 및 원인은 다음과 같다. 2007~ 2011년 

호남, 영남지역의 ‘통일이 불가능하다’에 대한 응답률이 시기에 따라 상

승하였다. 하지만 2011~2013년 세 지역간의 응답률 변화 추이가 다르

게 나타났다. 영남지역의 응답률은 2011~2012년 27.74%->16.35% 급

락하다가 2012~2013년 16.35%->30.13% 급증하였다.  

먼저 하락한 2011~2012년 영남지역 응답률을 분석하고자 한다.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2012년 4월 김정은 정권 공식 출범 등 북한 

                                          
23 5 · 24 대북조치-시사상식사전 (검색일: 2015.07.2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84141&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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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내의 불안정 요소로 인해 영남지역 사람들이 통일의 기대감이 크다 

보니 통일 예상 시기 통일 예상 시기 전보다 시간이 많이 줄였다.  

다음으로 상승한 2012~2013년 영남지역 응답률을 분석하고자 한다. 

2012년 12월 북한 장거리 로켓 은하3호 발사, 2013년 2월 북한 제3차 

핵실험 실시, 2013년 3월 북한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확대 결의, 북한 남북불가침 합의 전면 폐기 선언, 북한 ‘남북 관계 

전시상황 돌입’선언, 2013년 4월 북한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 등으로 인

해 영남지역 사람들이 ‘통일이 불가능하다’에 대한 응답은 다시 전으로 

반등하였고 심지어 전 수준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13년 2월에 

북한 실시한 제3차 핵실험은 이명박 정부의 임기 종료를 2주 정도 앞두

고 발생했다. 2008년 ‘비핵·개방·3000’을 대북정책의 기치로 내세워 출

범했던 이명박 정부에 대한 마지막 타격이었다. 정부 층면에서는 이명박 

정부 2월 12일 북한의 핵실험이 확인된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후 천영우 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을 통해 정부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북한의 핵실험을 확인하고, “북한

이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 등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와 안전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자,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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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은 이러한 도발행위로 야기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포함해 북한 핵 포기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개발 중인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

사일을 조기에 배치하는 등 군사적 영향을 확충하는 데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박영호, 2013). 

2008년 보수정권 집권시기에 들어서서 호남지역과 영남지역의 국민들

이 ‘통일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의 비율은 점점 증가하였다. 그 

원인은 <그림 1>에 나타난 ‘통일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한 사람 점점 하

락한 현상이 동질성이 있다고 본다.  

  북한정권의 통일의지에 대한 분석 및 원인은 다음과 같다. 2009년 

호남, 영남, 기타지역의 ‘북한정권 통일을 원한다’에 대한 응답률이 전반

적으로 대폭 상승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다음과 같이 본다. 2009년은 

북한에게 매우 중요한 변화의 해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에서 버락 오바

마 행정부가 출범을 했고, 대내적으로는 ‘김정일 3기 체제’를 맞았다.24

                                          
24 김보근. 『북한의 2009 천리마운동과 강성대국 전략』. 서울: 통일정책연구(2009) 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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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처해 있는 대내외적 상황의 중요한 교착점 중 하나가 북한의 

“2012년 강성대국 진입”주장이다. 2012년은 북한으로서는 김일성 탄생 

100돌, 1980년 제6차 대회 이후 열리지 않았던 제7차 북한 노동당 전당

대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해, 더 나아가 북한의 후계체제가 공식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이기도 하다. 더욱이 이해는 미국의 오바마 행정

부의 임기 마지막 해이면서, 남한의 새 정부가 출범하는 해이기도 하다. 

북한의 “2009 천리마운동”의 ‘경제적 모표’는 ‘높은 경제성장률’과 ‘계획

경제시스템의 강화’이고 ‘정치적 목표’는 당 조직의 강화, 시장 허용정책

의 ‘부작용’ 축소에 있다.25 이에 전국민이 ‘북한정권이 통일을 원한다’는 

응답률이 세 지역 평균 약 10%정도 상승하였다. 

2007~2011년 호남, 영남, 기타지역의 응답률 변화 추이 방향이 매우 

비슷하다. 하지만 2011~2013년(2012년 데이터 없음) 동안에는 세 지역

간의 응답률 변화 추이가 전보다 다르게 나타났다. 즉 2007~ 2011년 

세 지역의 응답률의 변화 추이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2011~ 2013년 동

안에는 호남지역과 영남지역의 변화 방향이 상반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남지역의 응답률은 6.2%(16.46%->10.26%) 하락하였다. 그 원인은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2012년 김정은 정권 공식 출범 등으로 미치

                                          
25 위의 책 100-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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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으로 본다. 한민족사에서 돌연변이 중 최고의 돌연변이인 전제적 

독재자 김정일이 2011년 12월 17일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김전일

의 사망은 남북한관계는 물론이고 향후 한반도의 안보정세 및 동북아 안

보정세에 중대한 의미를 발휘할 것으로 보였다.26 김정일의 사망은 남한

국민들한테 북한의 새 정권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 시켰다. 그러나 

2012~2013년 김정은 정권이 출범된 이후 2013년 2월에 제3차 핵실험 

실시, 2013년 3월에 북한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남북불가침 합의 전면 

폐기 선언, ‘남북관계 전시상황 돌입’선언, 2013년 4월에 개성공단 근로

자 철수 등과 같은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영남지역의 (북한정권 통일이 

원한다는)응답률이 하락하게 되었다. 반면, 보수집권 정부와 다른 이념을 

가진 호남지역과 기타지역 사람들의 응답률은 오히려 소폭 상승하였다.  

  북한의 변화에 대한 분석 및 원인은 다음과 같다. 2008~2013년 호남, 

영남, 기타지역의 ‘북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한 한국 국민의 비율은 

2007년의 비율에 비해 대폭 하락하였다. 그런데 호남지역 2008~2009

년 동안에는 응답률이 8.56%(56.15%->64.71%) 상승하였다. 그 다음에 

2011~2012년 영남지역의 응답률이 기타지역 하락한 반면, 대폭 상승하

                                          
26 정경환. 『제1장 김정일의 사망 이후 한국의 통일전략의 방향』. 한국통일전략학회(2012)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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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먼저 하락한 2008~2009년 호남지역 응답률을 분석하고자 한다. 

2008년과 2009년 두 조사기간에 2008년 12월북한 개성관광 중단되었

고 남북통행 제한조치를 통보하였다. 2009년 4월에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하였고 2009년 5월에 북한 제2차 핵실험을 하였다. 그러나 같은 사

건들이 경과하여 호남지역과 영남지역의 응답률이 완전 반대로 나왔다. 

그 원인은 호남지역 국민들이 중립적 의미로 받아들였고 영남지역 국민

들은 긍정적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본다. 

  다음으로 상승한 2012~2013년 영남지역 응답률에 대해 분석해보고

자 한다.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2012년 4월 김정은 정권 공식출범

으로 인해 영남지역의 국민들이 새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커 보이고 

2013년의 응답률이 다시 하락한 이유는 김정은 정권 공식 출범 이후의 

행동들 보면 응답률 하락할 수 밖에 없었다. 2013년 2월에 북한 제3차 

핵실험 실시하였다. 2013년 3월에 북한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유엔 안

보리 대북 제재 확대 결의, 북한 남북불가침 합의 전면 폐기 선언, 북한 

‘남북 관계 전시상황 돌입’선언, 2013년 4월에 북한 개성공단 근로자 철

수 등으로 인해 영남지역 국민들의 기대에서 실망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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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컨대 한국국민들이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는 여러 층면의 영

향을 받게 된다. 우선 지역적으로 영남지역과 호남지역간의 통일과 북한

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주로 각자의 정치 성향 등으로 인해 다르게 나타

난다. 다음으로 시기별로 볼 때 주로 남한과 북한에 벌어진 사건으로 인

해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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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한계 

한국의 지역갈등은 매우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61년 박정희의 

5.16군사쿠데타 이후 영남지역의 지속적인 권력독점으로 말미암아 지역

갈등이 사회의 중요한 갈등으로 대두되었고 지난 50년 넘는 기간 동안 

이른바 남남갈등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리고 한국내의 보수와 진보간의 

이념적 대립구조를 근간으로 다른 사회적 갈등요인, 지역갈등 등과 중첩

된 구조와 연계성이 확실이다.27 그리고 남북한의 분단과 분단 이후 남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상대방을 평가하고 있는지는 꾸준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금강산 관광객 필살 사건, 개성관광 중단, 2009년 북한 제2차 핵

실험, 대청해전 발생, 2010년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2011년 김정일 

사망, 2012년 김정은 정권 공식적으로 출범, 2013년 북한 제3차 핵실험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화해오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 호남지역, 영남지역, 기타지역의 차이 및 원인을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장에서는 그 차이와 원인들을 요약하는 것으

                                          
27 변창구. 『제6장 한국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남남갈등의 요인: 특성과 함의』. 한국통일전략학회

(2011) 1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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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체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지역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일에 대해서는 호남지역 사람들이 

영남지역 사람보다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즉 호남지역 사람들이 통일

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덜 하였다. 그

리고 시기별로 봤을 때는 보수정권에 들어서서 호남지역이든 영남지역이

든 사람들의 태도가 모두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즉 2008~2013년이 

2007년에 비해 전국민들이 통일이 덜 필요하고 통일이 더 불가능하다고 

인식이 변화하였다. 

북한에 대해서는 호남지역 사람들이 영남지역 사람보다 긍정적으로 인

식하는 등 양 지역간의 차이를 뚜렷하게 나타났다. 즉 호남지역 사람들

은 북한정권이 통일을 더 원한다고 생각하고 북한이 더 변했다고 생각

(인식)하였다. 그리고 시기별로 봤을 때는 보수정권이 들어선 후 북한정

권의 통일의지에 대해서는 호남지역과 영남지역의 인식이 점점 벌어지는 

경향이 보인다. 북한의 변화에 대해 전국민이 2007년 때보다 

2008~2013년 때에 더 많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본 논문은 지역차원에서만 통일과 북한에 대한 한국국민 인식의 차이

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고 젠더 차원에서 인식차이를 분석하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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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분석이 부족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젠더 관점으로 

인식차이분석은 추후의 연구 과제로 남기며 본 논문을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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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gional Differences in South Korean Attitudes 

Toward Unification and North Korea 

 

AN LINJING 

Korean Studies Maj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While there exists a long history of regional conflict in Korea, following the 

seizure of government power by the Park Jeong-hui administration via the May 16th 

coup d’état in 1961 and the continued monopolization of political power by the 

Yeongnam region, regionalism has particularly become a significant source of 

social conflict, setting the stage for the so-called ‘south-south conflict’ 

(namnamgaldeung) persisting for more than fifty years now. 

The current study is conducted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the Unification 

Attitude Survey conducted by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between the years 2007 and 2013 pertaining to North 

Koreaand unification. Its objective is to elucidate the differing perceptions of South 

Koreans regarding unification (necessity of unification and when unification might 

be expected) and North Korea (intentions of North Korean administration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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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ect to unification and changein North Korea) by region. To accomplish this 

task, perceptions are organized with respect to three regions, including the Honam 

and Yeongnam regions and ‘other regions’ of Korea grouped together as one. 

However, one should bear in mind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sparities in the 

sample sizes corresponding to each region (Honam region: 832; Yeongnam region: 

2,235; other regions: 5,350).  

This study focuses on the period spanning the years 2007 to 2013. The year 2007 

was the last year of the progressive Roh Mu-hyeon administration, while the years 

2008 to 2012 were those of the conservative Lee Myeong-bak administration and 

2012 the first of the conservativ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Therein, this study 

seeks to determine whether, under the leadership of successive conservative 

regimes, perceptions pertaining to unification and North Korea changed by region, 

and with specific respect to the Honam and Yeongnam regions, whether attitudes 

regarding unification and North Korea became more positive or negative and more 

disparate.  

Regardingunification, analysis by region reveals the following results. Those of 

Honam region displayed more positive attitudes than those of Yeongnam region. In 

other words, residents of Honam region were relatively inclined to emphasize the 

necessity of unification and less its impossibility. On the other hand, Analysis by 

year reveals that, following the succession of conservative administrations, 

people’s attitudes regarding unification tended to be more negative, regardless of 

region. In other words, over the years 2008 to 2013, compared with 2007, South 

Koreans generally tended to downplay the necessity of unification and emphasize 

its impossibility.  

RegardingNorth Korea, analysis by region reveals that those of Honamregion 

espoused attitudes distinctively more positive than those of Yeongnam region. That 

is, residents of Honam region displayed a greater tendency to regard the North 

Korean administration as desiring unification and perceive change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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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year, following the accession of conservative Korean administrations, 

attitudes regarding the desire of the North Korean regime for unification of the 

respective residents of the Honam and Yeongnam regions began to gradually 

diverge. Nevertheless, nationwide, attitudes regarding North Korea were generally 

much more negative in the period of 2008 to 2013 than i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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