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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본 논문은 통일에 가장 부정적인 의식과 태도를 갖고 있

는 20대를 중심으로 2010년대 전반기에 한국인이 갖고 있는

통일의식의 세대분화를 다루고 있다. 1990년대까지 90%가

넘는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에게 ‘우리의 소원’이었던 통일은

오늘날 50%를 간신히 넘는 사람들에게만 그 필요성이 인식

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세대 간 의식 차이는 수치상으로

도 현격하며, 통계적 분석으로도 그 어떤 인구사회학적인 변

수들보다 크고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대는 통일에

가장 회의적이고 무관심한 세대며, 북한이나 새터민에 대해

서는 가장 큰 적개심과 거리감을 갖는 동시에 가장 무지한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선행 연구들은 20대

가 실용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통일이 가져올 막대한 경

제적, 사회적 희생을 우려해 통일에 반대하고 있다고 보는

게 중론이다. 젊은 세대의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

이나 통일 교육도 그러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통일이 가

져올 혜택을 강조하는 방향에 집중되어 있다. 신세대들에게

통일은 더 이상 민족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민족임

을 강조하는 낡은 방식을 수술대에 올려 현대에 맞는 합리

적인 통일 담론으로 성형시켜야 한다고 간주되는 것이다. 특

히 ‘88만원 세대’라 불리는 열악한 경제사회적 현실은 그런

경향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이해되며, 그 외 북한의 도발과

같은 외부적 조건들이 문제의 원인으로 거론되면서 20대는

‘P세대’와 같은 긍정적인 수식어를 유지한다.

본 논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 기존의 이해들에 의

문을 던진다. 첫째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특히 신세대들을

중심으로 통일의식이 합리적으로 결정된다는 당연시되는 가

정이며, 두 번째로는 20대가 통일이나 북한에 가장 부정적이

고 무관심하며 무지한 원인이 세대의 내적인 특성이라기보

다는 외적인 조건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그리고 그에

반해 두 가지 가설을 내세운다. 먼저 통일의식은 여전히 주

로 ‘비합리적인’ 민족 당위성의 문제이지만 특히 20대를 선

두로 하여 현대인들이 통일의 필요성에 동의하거나 그렇지

않은 이유로 실리적인 이유를 주로 내세우는 것은 ‘합리화’

와 동격화될 수 있는 ‘근대화’의 결과 민족주의 담론이 헤게

모니를 상실하고 합리주의 담론이 그 자리를 대체됐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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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20대가 ‘Participation참여’, ‘Passion열

정’, ‘Potential power잠재력’, ‘Paradigm-shifter사회 패러다임

변화 주도자’의 성격을 가진 P세대라기 보다는 반대에 가까

우며 이러한 자기중심적 성향이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통일

의식과 연결되어 있을 거라는 가정이다.

통계적 방법으로 실증한 결과 통일이 가져올 경제 이익에

대한 기대라는 가장 실용적이고 합리적 영역으로 간주되는

영역이 북한에 대한 인식이라는 가치관 혹은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북한을 ‘이웃’이나 ‘남’으로 느끼는 중간적 입장은 통일의 이

익기대와 유의한 관계가 없었지만 ‘우리’로 인식하는 강한

민족 당위성이나 ‘적’ 혹은 ‘모르겠다’, ‘관심없다’고 답한 민

족 당위성의 반대 지점에 위치한 인식과 태도는 이익기대와

유의하며 상당한 크기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라

는 민족 당위성과 이익기대를 모두 독립변수로 하여 통일의

식과 회귀분석한 결과 역시 ‘우리’가 ‘이익기대’보다 높은 상

관계수를 보였다. 이후 정치사회적인 인식, 태도 그리고 타

인과 사회 전체보다는 본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기주의

두 측면에서 자기중심성과 통일의식의 관계를 검토했다. 두

가지 영역 모두에서 자기중심적인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았

던 세대는 20대였는데 정치적 변수와 이기적 변수 모두 기

본적인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통일의식과

유의하며 상당히 큰 통계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이익기대,

우리, 그리고 북한의 위험을 인지하는 변수까지 모두 포함한

종합적 분석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한국사회가 압축적 근대화를 거쳐 후기근대 혹은 포스트모

던에 돌입한 오늘날에도 통일의식은 여전히 ‘민족’의 문제였

다. 다만 ‘합리화’를 강제하는 ‘역방향 민족 당위성’이 그 사실

을 은폐했을 뿐이며, 4장에서 그 메커니즘을 도식화하여 설명

한다. 현대 한국인의 통일의식은 근대화 과정에서 민족주의의

도그마적 위상이 쇠퇴하고 합리주의가 헤게모니적 위치를 차

지하게 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담론적 위치와 달리 집합적

인 ‘마음의 습관’은 쉽게 변하지 않기에 ‘민족 당위성’이 한국

인들의 감정 차원에서 여전히 상당히 위세를 떨치고 있는 역

학적 관계 속에서 설명 가능하다. 그리고 세대는 한국 사회가

겪은 세계적 맥락 속에서의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변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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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이 층위를 두고 나이테처럼 기록된 역동적 지표인 것이

다. 20대는 나이테의 가장 바깥에 위치한 세대로서 폐위된 민

족주의는 물론 어느정도 잔존한 민족 당위성도 가장 약하고,

합리주의를 강제하는 ‘역방향 민족 당위성’은 가장 강한 것이

오늘날 이 세대의 가장 부정적인 통일의식으로 표출되고 있

는 것이다. 그러나 20대가 통일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이유

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민족 당위성에서부터의 원근

이라는 정서적 가치관에 의해 통일의식이 구성됨은 앞서 언

급한 바대로다. 그러므로 20대의 통일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방책에 있어서 분단비용과 통일편익을 강조하는 식의 기존

방식은 이미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효과가 없으며, 정서적으로

민족 당위성을 강화하는 측면으로의 방향 전환이 제안된다.

보다 구체적인 전략 방안은 세대적 특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특히 통일의식과 관련한 20대의 세대적 특성은 자기중

심적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었다. 본인의 바운더리를 넘어간

정치사회 문제에 무관심하며, 타인이나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

는 자신의 상대우위에 있는 만족이 중요한 자기중심적 성향

역시 88만원 세대와 같은 단기적 조건이 아니라 탈냉전 이후

전 세계를 휩쓴 세속화 물결이라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시

대 조건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20대는 이전의 진정한 시대

의 가치관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세속화 가치관이 밀물처럼

들이닥친 시기에 ‘자연적 가치관’을 형성하게 됐고, 그렇기에

자기중심적 성향 또한 가장 강한 세대로 부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통일이라는 거시사회적이며, 단기적으로는

일정한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통일에 대한 동의와 관심을

끌어내는 것은 더욱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했

던 유사한 성격의 다른 사안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 가

능한 테두리 내에서 전략을 제언했다.

……………………………………

주요어 : 통일의식, 세대, 20대, 민족주의,

후기근대/포스트모던

학 번 : 2012-20088





- V -

-목차-

Ⅰ. 서론

1 가장 부정적인 통일의식을 가진 20대의 문제와 연구의 의의 --------- 1

2 선행연구의 검토와 앞으로의 연구 방향 -------------------------------------- 4

2.1 합리적으로 결정된 통일의식 ------------------------------------------------- 6

2.2 20대 내부적 문제가 아닌 외부적 조건들의 영향 ---------------------- 8

Ⅱ. 통일의식의 세대론적 검토 및 문제 제기

1. 20대 통일의식의 다차원적 검토 ------------------------------------------------- 13

2. 코호트 효과로서 20대의 부정적인 통일의식 -------------------------------- 17

2.1 코호트로서 ‘20대’

2.1.1 코호트로서 세대 --------------------------------------------------------------- 18

2.1.2 코호트로서 2011년 10단위 연령 집단 ---------------------------------- 20

2.1.3 코호트로서 2011년 ‘20대’ --------------------------------------------------- 22

2.2 코호트 효과로서 20대의 통일의식

2.2.1 연령효과의 검토 --------------------------------------------------------------- 24

2.2.2 기간효과의 검토 --------------------------------------------------------------- 26

3. 통일의식을 구성하는 20대의 코호트적 특성

3.1 문제 제기: 합리적 문제의 정서적 결정 가능성 ------------------------- 30

3.2 숨겨진 민족 당위성

3.2.1 민족 당위성 --------------------------------------------------------------------- 32

3.2.2 숨겨진 역방향 민족 당위성 ------------------------------------------------ 35

3.2.3 양가적 민족 당위성 ---------------------------------------------------------- 36

3.3 세대적 특성: p세대? ------------------------------------------------------------- 37

Ⅲ. 가설의 검증

1. 연구 방법 ------------------------------------------------------------------------------ 40

2. 핵심 변수들의 세대효과 검토

2.1 통일의식의 세대효과 ------------------------------------------------------------ 44



- VI -

2.2 주요 독립변수의 세대효과 ---------------------------------------------------- 46

3. 민족당위 변수와 통일이익 기대, 통일의식의 관계

3.1 경제적 사안에 대한 비경제적 요소의 결정: 민족 당위성 ----------- 49

3.2 통일이익 기대와 민족 당위성의 경합 ------------------------------------- 52

4. 자기중심적 변수들과 통일의식 검증

4.1 정치적 변수 ------------------------------------------------------------------------ 54

4.2 이기적 변수 ------------------------------------------------------------------------ 57

5. 종합

5.1 종합 검토 ---------------------------------------------------------------------------- 58

5.2 주요 결과 정리와 결과의 해석 ----------------------------------------------- 62

Ⅳ. 20대 통일의식 하락의 원인

1. 역방향 민족 당위성의 강화

1.1 양가적 민족 당위성에 의한 통일의식 ------------------------------------- 67

1.2 액체 근대화의 나이테로서 세대별 통일의식 ---------------------------- 70

2. 자기중심적 속성의 강화

2.1 시대적 배경 ------------------------------------------------------------------------ 75

2.2 P세대가 아닌 ‘즉자적 속물’ -------------------------------------------------- 76

2.3 ‘대자적 속물’인 40대와의 차이 ---------------------------------------------- 79

Ⅴ. 결론 및 제언

1. 20대 통일의식의 이해 ------------------------------------------------------------- 81

2. 20대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제언------------------------------------------------ 84

3.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 90

참고문헌 ----------------------------------------------------------------------------------- 92



- VII -

-표 목차-

<표1> 표출된 민족주의와, 은폐된 민족주의 ------------------------------------ 34

<표2> 세 가지 통일의식의 세대효과 --------------------------------------------- 45

<표3> 네 가지 주요 독립변수의 세대효과 -------------------------------------- 46

<표4> 통일의 이익 기대가 북한에 대한 인식과 갖는 관계 --------------- 51

<표5> 통일의식 세 가지와 통일이익 기대, 민족 당위성 ------------------- 54

<표6> 통일의식 3개와 정치 변수 7개 각각의 상관분석 결과 ------------ 55

<표7> 통일의식과 정치 뉴스 관심의 상관분석 결과 ------------------------ 57

<표8> 통일의식과 이기적 변수의 상관분석 결과 ----------------------------- 58

<표9> 통일의식 3가지와 관련된 모든 변수 포함한 회귀분석 결과 ----- 60

-그림 목차-

<그림1>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의 세대별 변화 -------------- 6

<그림2>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지 인식 변화 ------------------------ 10

<그림3> 세대별 ‘통일 무관심’ + ‘이대로가 좋다’ 응답자들 -------------- 14

<그림4> ‘통일시기 예측: 30년이내 + 30년이상 + 불가능’ ---------------- 14

<그림5> 북한을 ‘경계 혹은 적대대상’으로 인지하는 세대별 변화 ------ 15

<그림6> 선군정치와 고난의 행군을 들어본 적도 없는 세대별 변화 --- 16

<그림7> 새터민을 직장동료, 배우자로 꺼리는 세대별 변화 -------------- 17

<그림8> 세대별 통일의식의 변화 추이 ------------------------------------------ 18

<그림9> 2011년 10단위의 세대와 선행연구들의 세대 구분 비교 -------- 21

<그림10>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의 장기적 변화 ----------------------- 25

<그림11>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변화 -------------------- 28

<그림12> 20대 코호트의 2004년 통일의식 -------------------------------------- 29

<그림13> 통일이 남한에 주는 이익 기대의 세대별 변화 ------------------ 31

<그림14> 가장 가까운 국가의 세대별 응답 변화 ----------------------------- 33

<그림15> 축구시합 시 응원할 국가의 세대별 응답 변화 ------------------ 33

<그림16> 이기적 항목별로 ‘20대-30대’를 지목한 세대별 응답 ----------- 39

<그림17> 세대별 통일의식 세 가지 ----------------------------------------------- 42

<그림18> 통일의식과 관련된 네 가지 변수 ------------------------------------- 43



- VIII -

<그림19> 7가지 의식별 세대효과(절대값) ------------------------------------ 49

<그림20> 세대별 여섯 가지 북한 인식의 비율 ----------------------------- 51

<그림21> 20대 통일의식의 기존 이해 도식 --------------------------------- 68

<그림22> 은폐된 메커니즘을 포함한 20대 통일의식 --------------------- 69

<그림23> 전통적 가치관들에 대한 세대별 의식 차이 -------------------- 71



- 1 -

Ⅰ. 서론

1. 가장 부정적인 통일의식을 가진 20대의 문제와 연구

의 의의

20대는 통일에 가장 부정적인 세대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0대 이상에서 64%로 가장 높은

가운데 20대는 40%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으로 낮았다. 반면 통일이 필요

하지 않다는 의견은 무려 33%로 필요성의 동의와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큰 비율을 차지해 20% 내외였던 다른 모든 세대들과 뚜렷한 대비를 보였

다. 가장 최근 조사인 2013년에도 통일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20대는

40.4%, 50대 이상은 62.7%로 2011년과 소수점 차이 정도 밖에 보이지 않았

다. 20대가 통일에 가장 부정적인 의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의식조사 외에도 모든 여론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보고되

고 있다. “최근 연구경향에 의하면 한국인의 의식구조가 전통적인 소득과

지역의 균열(cleavage)로부터 연령에 따른 세대 간 균열로 전환되고 있”으

며 특히 통일과 관련된 문제에서 이런 경향이 매우 두드러지고 있다(김규

륜, 김형기, 2012).

이런 20대의 통일의식에 대한 설명은 크게 두 갈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론은 신세대가 그 어떤 세대보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통일 후 한국 경제, 사회가 겪을 악영향을 우려하는 많은

청년들이 통일에 반대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다. 특히 20대를 필두로 한

한국의 새로운 세대들에게 통일은 더 이상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비용의

문제인 것으로 이해된다. 통일 교육이나 정부의 국민통일의식 공감대를 위

한 사업도 이러한 입장에 기반해 기존의 고루한 민족 당위성을 주장하는

데서 탈피해 통일의 실익을 강조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학계

에서도 일반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젊은 세대의 통일의식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20대의 회의적인 통일 의식의 뿌

리가 통일의 비용이나 통일 교육의 방향성의 문제라기보다는 보다 근본적

으로 이 세대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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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이전의 20대들과는 달리 오늘날 청년 세대는 국가, 사회적인 문제들에

는 관심이나 이해도가 현저히 낮은 채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데다 작은 손

해도 보기 싫어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통일이 이익을 가져올지 여부와 상

관없이 단기적인 세금 인상 같은 비용을 치를 의사가 없기 때문에 통일에

무관심과 반대를 보인다는 것이다. 현실에 대한 개탄과 함께 철들지 못한

젊은이들을 꾸짖는 ‘나름의 대안’이 흔히 동반된다. 젊은 세대를 평가절하

하며 높은 입장에서 훈계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에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

들은 ‘꼰대’라 비꼼을 당하기도 한다.

어떠한 의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거나 선

호되는 것이라 해서 무조건 ‘사실’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타당성에 대한 질

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해 설득력 있는 근거와 함께 해답을 찾으려 시도

하는 것이 사회과학적 연구의 시작일 것이다. 더 나아가 통일에 부정적인

다수의 20대가 합리적인 의사결정권자거나, 미숙하고 이기적인 문제아들,

혹은 제3의 성격을 가진 세대로 입증됐을 때 그러한 특성을 개인들의 덕

혹은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그들을 그러한 모습으로 사회화시킨 ‘사회’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을 찾는 학문이 사회학일 것이다. 이것이 사회라는

주형틀에 의해 인간이 모두 붕어빵처럼 동일한 모습으로 찍혀 나오는 것과

같은 그림을 의미하는 게 아님은 물론이다. 인간은 의심할 바 없이 자신의

역사를 스스로 써나간다. 그러나 “자신이 선택한 상황에서 자유롭게 써나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고 예로부터 전해져온 상황 아래서 쓸 따름

이다.”라는 카를 마르크스의 유명한 말(일루즈, 2013)은 사회라는 구조가

특정한 장단점을 지닌 한 시대의 구성원들을 낳으며, 개인들은 자신을 탄

생시킨 사회의 막을 내리고 다른 시대를 열기도 하지만 그 가능성과 한계

가 그들을 낳고 기른 사회의 구조적 틀 내에서 결정되는 변증법적 과정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20대를 비롯한 젊은 세대가 통일에 냉담하고 부정적인 것이나

4,50대의 기성세대들이 통일을 긍정하고 열의를 보이는 것은 그들 개인의

선택의 결과라기보다는 그들을 탄생시킨 상이한 ‘사회’ 그 자체로부터 비

롯됐을 수 있다. 연령이 수십 년 차이 난다고 하나 동시대에 한국이라는

동사회에서 살고 있기에 이러한 주장은 더욱 터무니없게 들릴 수 있다. 그

러나 세대 사회학의 출발점이 서로 다른 연령 집단에 속해있다는 이유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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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는 ‘동시대인의 비동시성’이며, 단기간 만에 역사적 급변을 겪은

사회에서 새롭게 자라나는 세대는 이미 세계관 형성이 완료된 기성세대와

비교해 ‘새로운 시대로의 시간적 이주(전상진, 2002)’를 경험하는 것으로까

지 비유되기도 한다. 각 세대는 ‘고유의 생활세계’를 가졌고, 같은 사건이라

도 다르게 경험하게 된다는 이론은 특히 두드러지는 세대 차이와 갈등을

겪은 한국 사회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한국 사회는 ‘압축적 근대화’로 자주 묘사되는 것과 같이 거대하고 근본

적인 사회 변화를 급속도로 겪었다. 식민지배의 비참함에서 벗어나자마자

맞게 된 참담한 동족상잔의 전쟁이 남긴 폐허더미는 전 세계인들이 몰려오

는 부와 기술, 세련된 문화의 공간으로 변모했고, 상전벽해의 외형적 변화

만이 아니라 의식주 등의 생활습관은 물론 한국인들의 가치관 또한 '거대

한 전환(great transformation)'을 맞았다. 통일 의식도 그 중 하나다. 우리

모두의 소원이었던 통일은 대통령이 나서서 ‘대박’이라 적극 홍보를 해야

할 대상으로 위상의 변화를 겪었고, 그래도 사람들의 관심과 호응을 끌어

내기 벅찬 찬밥 신세로 전락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세대 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20대는 눈에 띄게 부정적인 통일의식을 보

이고 있는 것이다. 세대는 사회변동의 지표로서 기능한다고 할 때 세대별

로 상이한 통일 의식의 원인을 추적하는 일은 통일이나 인간의 의식 자체

가 지니는 무게에 더해 한국 사회가 지난 반세기간 겪은 근대화 과정과 결

과를 볼 수 있는 단면을 제공하는 의미까지 갖는다.

앞으로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20대의 통일의식과 대북의식은 수수께끼와

미로로 가득하다. 이들은 1990년대부터 시작된 탈 이념화와 다원화된 세계

에서 성장했고, 40대보다도 더 높은 비율로 스스로를 ‘진보’라 부르는 세대

다. 그러나 반공 의식의 폭포수 같은 세례 속에서 성장한 50대 이상보다도

북한과 북한주민에 보수적인 적개심과 편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은

평균 학력이 유사이례로 가장 높고, 손바닥만 한 휴대용 첨단 기기로 인터

넷의 바다를 거침없이 헤치고 다니며 전 세계의 정보에 접속하는 정보화

세대이지만 북한에 대한 지식은 가장 낮다. 북한에 대한 뉴스가 일상으로

보도되고, 북한이나 간첩을 주제로 한 영화가 넘쳐나며. 새터민 25,000명이

남한에 살고 있는 오늘날이기에 이런 현상은 더욱 모순적이다.

북한과 남북관계, 통일 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나 사고는 단지 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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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는 부수적 요소가 아니라 현실을 정의하고 장차 한반도의 미래를 창

조적으로 구상하는 데 결정적인 힘을 갖고 있다. 특히 “한반도 통일은 지

금까지의 정치경제적 질서를 크게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들

의 정서와 생각은 그 자체로 독립변수로 작동할 개연성이 크다.”(박명규

외, 2011) 20대는 향후 통일 담론 형성과 한반도의 미래 구상에서 주도적

인 위치를 차지할 세대다. 회의적 통일의식과 부정적 대북의식을 양손에

쥔 20대를 해독하는 일은 사회학적 학문적 의의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 그 어느 사안에 못지않은 실질적인 중대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통일의식은 전근대적 가치로 분류될 수 있는 ‘민족’과, 근대적 가치

인 ‘합리성’, ‘실용성’, ‘경제성’ 등이 경합하는 동시에 긴밀하게 맞물려 있

는 흥미로운 의식의 장이라 할 수 있다. 초고밀도로 압축적이었던 근대화

는 거의 조선 시대와 마찬가지였던 1950년대 근대화 이전의 한국 사회와,

근대화에 박차를 가해 성장 끝에 산업화와 제도적 민주화를 완성시킨 절정

의 시대를 넘어 근대와는 질적인 차이를 보이는 2000년대 이후에 후기근대

혹은 포스트모던적 한국 사회까지 각각의 다른 ‘사회’를 산 한국인들을

2010년대에 동시에 목격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그 과정에서

겪은 변화와 결과는 세대라는 단위 속에 나이테처럼 흔적을 남긴 것이다.

서로 다른 세대들은 의식이나 가치관의 차이뿐 아니라 체질과 성향에서도

질적인 변화를 맞게 됐고, 통일의식은 세대 간 상이한 이성적/감정적, 그

리고 탈자기중심적/자기중심적 특성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때문에

통일의식의 세대적 차이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은 더욱 배가된다.

2. 선행연구의 검토와 앞으로의 연구 방향

통일은 국민들의 지지도와는 별개로 여전히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 중

의 하나이며, 그런 만큼 주요 기관들과 언론사에서는 주기적으로 국민들의

통일의식을 조사해 왔다. 대표적으로는 서울대 통일평화원구원이 2007년부

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통일의식조사’를 들 수 있고,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도 통일의식, 대북인식, 대북정책, 새터민과 남한의 사회의식 등을 포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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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조사하는 ‘연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KBS 남북협력기획단, 한반도선진화재단, 여의도연구소, 연세대

통일학연구소, 현대경제연구원 등의 다양한 기관에서 통일에 대한 국민 의

식조사를 실시하고, 연구보고서를 발표해 왔다. 하지만 통일 의식의 현주소

를 보기 위한 설문 조사는 많이 진행되어온 반면 1990년대 말부터 진행되

어 2000년대 중반에 급속해진 통일의식 하락의 장기적 원인을 심도 있게

탐구한 연구는 드문 것이 현실이다. 특히 갈수록 두드러지는 젊은 세대의

통일과 대북의식 변화의 원인을 분석한 연구들은 단시안적으로 표피만을

보는 선에서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더욱이 통일의식이라 하더라도 세대의 문제를 사회과학적으로 다룰 때는

사회학적 세대론에 입각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일상어 수준에서 논의되는

세대와 사회학에서 정의하는 ‘세대’는 성격이나 깊이에서 심원한 차이를

갖는다. 편의상 가장 많이 사용되는 ‘20대’나 ‘40대’와 같은 10단위 연령집

단으로 나눈 세대는 물론, 젊은 세대나 기성세대와 같은 구분도 사회학적

‘세대’와 그대로 등치될 수 없다. 이에 더해 사회학에서 타당한 ‘세대’ 집단

들 간에 특정한 차이가 발견된다 해도 그것이 곧 ‘세대 효과’에 의한 것이

라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세대 효과’는 물론 유효한 ‘세대’사이에서 나

타나지만 특정 시점에 나타나는 ‘세대’ 간의 차이가 모두 ‘세대 효과’에 의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필요조건은 되지만 필요충분조건으로는 부족하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2011년의 20대와 타세대들의 통일의식의 차이

를 세대적 특성의 차이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때 10단위 연령 집단이

‘세대’로서 타당할 뿐 아니라 통일에 대한 세대 간 다른 의식의 근원이 ‘세

대 효과’인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그 전제들 위에서야 타

세대와 차별적인 ‘세대’로서 20대의 ‘세대적 특성’과, 그것이 통일의식과 갖

는 관련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20대의 통일의식을

제고할 대안 제시도 그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은 물론이다. 안타깝

게도 통일의식의 세대적 측면을 다룬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세대 정의에

엄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세대효과를 유사한 다른 효과들과 구별하는

데 실패해 잘못된 원인에 귀속시키거나, 세대적 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

관적 근거가 부재한 상태에서 잘못 정의하는 오류를 범했다. 그로부터 도

출된 대안이 20대의 부정적인 통일의식 전환에 거의 미동도 주지 못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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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2.1 합리적으로 결정된 통일의식

20대가 통일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이유로서 통일이 가져올 편익이나

막대한 비용과 같은 합리적인 이유들을 주로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20대의

특성도, 그들의 낮은 통일의식을 고양할 방안도 ‘합리적’ 측면에서 이해되

고 있다.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에서 20대는 특히 ‘전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가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1년 전 세대에서 유

일하게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를 넘어섰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가장

높다. 통일의 가장 큰 이유에서 ‘민족’이라는 오랜 당위성은 감소하고, ‘전

쟁 방지’나 ‘선진국’과 같은 실리적인 태도를 갈수록 많이 취하는 모습이

20대가 특히 두드러지며 통일 이익 기대에서도 한국 전체와 본인 두 관점

모두 전 세대에서 가장 낮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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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의 세대별 변화(단위: %)

*자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 2007, 2009, 2011. (이하 동일)

그러므로 갈수록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통일을 바라보는 20대가 부

담만 가져올 통일을 기피한다고 해석되고 있다. 2010년 이후에 통일을 위

해 개인부담을 할 수 없다는 비율이 급증한 것도 통일문제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KBS에서는 해석한 바 있다

(2012:104). 아직도 99%의 통일의식을 보이는 북한과 비교할 때 더욱 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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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지는 이러한 차이는 북한주민들이 통일을 민족적 과제로 인식함과 동시

에 민족부흥과 개인의 발전을 구가할 수 있는 계기로 받아들이고 있는 반

면 남한에선 현실적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어 통일의지와 기대감이 점차 줄

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된다(김병로, 2012). “통일에 대하여 열정을 가졌건

아니면 이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있건 모두가 통일을 둘러싼 방법과 전략,

그것과 이어진 완급의 속도 문제와 이와 결부되어 있는 계산과 타산의 문

제에 파묻혀 있을 뿐”이라는 진단과 함께 하버마스의 ‘경제주의의 식민화’

가 언급되기도 한다(박영신. 2005:31). 통일에 찬성하는 대학생들도 당위적

으로 동의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통일이 조속히 이루어질 때 동반될 사회적

혼란이나 경제적 손해를 우려하며 상당한 거부감을 안은 채 소극적인 모습

을 보인다(권영승 외, 2011)고 보고되고 있다.

오늘날 20대로 대표되는 젊은 세대는 “통일의 문제를 점점 더 현실적이

고 공리주의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통일이 개개인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높지 않기에 점점 더 통일문제에 관한 실제적

이고 구체적인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변종헌, 2012)”는 설명이 중론이다.

이들은 과거 세대와는 달리 정서적 당위가 아닌 합리적 사고를 기본 토대

로 한 통일의식을 갖고 있기에 민족적 당위성보다는 통일 실용론과 통일

회의론을 집합 의식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기존의 여론조사로는 파악하기 힘든 내면 의식 및 쟁점, 담론의 형성 과

정을 분석할 목적으로 대학생들에게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한 연구도

이를 뒷받침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민족적 당위와 관련된 응답에는 별로

동의하지 않고, 한반도의 발전을 언급할 때 보다 많은 학생들이 공감하는

특성을 보였다. “지금의 대학생들은 이미 상당 부분 기존의 통일 당위성에

서 벗어나 있었으며, 민족적 감정이 아닌 통일 이후에 있을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득실, 그리고 한반도 전체의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한 나름의 계산에

기반하여 보다 현실적인 근거를 새로운 통일의 당위성으로 제시하고 있었

다.”(권영승, 이수정, 2011)

그러므로 분단의 폐해로 인한 분단비용이나, 통일이 가져다줄 한반도의

경제, 사회적인 발전과 실질적 이득에 대한 강조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통

일교육의 필요성이 대안으로서 제안된다. 따라서 과도한 통일비용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통일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기대를 끌어내기 위해 통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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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되는 다양한 혜택과 편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통일교육을 비롯해 정

부의 정책적 노력이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과도한 통일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통일에 반대하는 젊은이들의 비율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변종헌, 2012).

앞으로 2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겠지만 20대의 자기 서술을 바탕으로 한

신세대의 합리적 통일의식이라는 이해는 곳곳에 모순점들이 산재해있다.

통일의 비용 대비 편익의 기대치에서 나타나는 세대별 양태뿐 아니라 20대

세대 집단의 특성을 볼 때 합리적 가정은 그 기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다. 민족주의도 통일의 가장 큰 이유로서 물을 때는 적게 나타나지만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경우에는 기존의 이해와 큰 차이를 보이며 합리적으로 결

정된 통일의식이라는 명제의 타당성을 흔든다. 이는 통일의식이 실제로는

여전히 합리적이기 보다는 대부분 ‘비합리적인’ 민족 당위성 차원에서 이

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말하며, 더 나아가 이를 은폐하게끔 작용하는 어

떠한 요인이 보이지 않게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젊은이들의

통일의식을 결정하는 의식의 패턴이 합리적 계산보다는 정서적 당위로부터

비롯되는 메커니즘이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지

만 현대에 와서 특정한 새로운 매개 요인이 추가되며 감춰졌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 진단에서부터 나온 통일의 경제사회적 이익

을 홍보하는 데 집중된 통일 교육과 정책은 대대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한

만큼 이는 중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의문이 제기되는 지점들을 2장에서

상세히 살펴본 후, 3장에서 실증적인 방법으로 이를 검토할 것이다.

2.2 20대 내부적 문제가 아닌 외부적 조건들의 영향

‘합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20대가 저조한 통일의식과 무관심, 무지 그리

고 보수화를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과 짝이 되는 것은 20

대의 세대적 특성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과 기대라고 할 수 있다. 20대의

‘촛불’이나 ‘SNS를 통한 사회 참여’ 등의 현상들에 집중하며 이들이 통일이

나 북한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인 것은 ‘그럴만한’ 외부적 요인들에

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소위 ‘88만원 세대’로 표현되는 20대의 험난

한 경제사회적 배경과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라는 대외적 환경이 큰 두 줄



- 9 -

기를 이룬다.

통일평화연구원에서는 ‘신세대, N세대, P세대, 88만원세대, 촛불세대 등

으로 불리는 이들’이 “비판성, 탈권위주의, 삶의 질 지향, 소비지향, 정치사

회적 무관심 등”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정리되곤 함을 언급(박명규 외,

2011:140)했지만 결국 20대가 처한 경제사회적, 시대경험적 한계로 비판을

미뤘다.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청년들의

실업과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 문제가 전 사회적으로 대두된 가운데

통일의식의 하락도 이에 자주 귀인된다. “청년실업이라는 현실의 벽을 경

험하고 있는 20대가 통일이 야기할 경제적 비용 부담에 선뜻 지갑을 열기

어려운 현실(박명규, 2011:165)”이며, 통일과 같은 거대담론화된 논의보다는

이미 눈앞의 문제만으로도 피로가 가중되어(박명규 외, 2009:233) 통일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는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20대가 통일 및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무관심이나 무지도

가 타세대에 비해 현저하지만 통일평화연구원에서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논

의되는 20대의 ‘정치적 무관심’의 발로로 해석하길 저어한다. 최근 SNS 등

을 통해 표출되 는 이들의 발언양상은 이들이 탈정치적 세대가 아니라는

근거이며, 이들이 겪는 취업난, 경쟁심리, 군대문제, 표출문화 등으로 인해

다른 자의식과 지향성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20대는

‘Participation참여’, ‘Passion열정’, ‘Potential power잠재력’,

‘Paradigm-shifter사회 패러다임 변화 주도자’의 특성을 가진 P세대로 인지

된다. 통일 시대에 불거질 불평등 문제와의 연장선상에 있는 불리한 경제

사회적 조건이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나 관심에서 이들을 멀어지게 하는 것

으로 지목된다(박명규 외, 2009:233). 20대는 ‘p세대’이지만 온갖 스펙으로

무장하고, 죽어라 노력해도 기성세대로부터 구조적으로 수탈당하며 한 달

에 88만원을 받는 피해자인 ‘88만원 세대(우석훈, 2007)’이기 때문에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나 추가 비용을 감당할 의사를 가질 수 없는 것

으로 이해된다.

이에 더해 북한의 도발이 전반적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는 20대의 부정적

인 통일인식 및 대북인식의 원인으로 흔히 거론된다. 북한은 선군주의 사

상을 표방하며 군사주의적 전략을 강화하다 2010년엔 천안함을 폭침하고,

연평도를 포격하는 충격적인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 국제 사회의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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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와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실험도 2006년과, 2009년에 이어 2013

년까지 세 차례나 했다. 이에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국민은

2011년 78%나 됐다. ‘젊은이들은 안보 의식이 부족하다.’는 보수적 우려와

는 정반대로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더욱 북한의 무력도발을 우려했고, 20

대는 50대 이상보다 11%p 더 많은 86%나 됐다. 그러므로 20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안보 불안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고, 이는 북한이 도발한 직

접적인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을 지원, 협력대상으로 바라보느냐 경계, 적대 대상으로 바라보느냐

는 실제로 남북관계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1995년부터 북한

인식의 변화를 보면 2007년까지 탈냉전 환경과 더 이상 경쟁대상으로 바라

볼 수 없는 남북한의 현격한 격차, 진보정권 10년 하에서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경계, 적대적 인식이 점점 감소했다.<그림2> 2007년엔 지원, 협력대상

이라는 인식이 80%에 육박할 정도였다. 이것이 다시 부정적으로 선회하는

것은 북한의 호전적 도발이 심해졌기 때문임이 분명하다. 결국 북한의 군

사적 도발을 가장 크게 우려하는 20대가 북한을 가장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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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지 인식 변화

그러나 다음 장에서 상술하겠지만 북한의 무력도발과 국민이 느끼는 안

보 위기, 그리고 통일의식은 동일 선상에서 작용하지 않는다. 게다가 사실

여부를 떠나서도 동일한 조건이 20대에게 타세대와 구별되는 가장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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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반응을 이끌어낸 데에는 다른 설명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세대를 언급

했지만 세대적 고찰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던 한계와 바로 맞물려있다.

‘88만원 세대’라는 경제사회적 배경을 20대의 가장 부정적인 통일의식의 원

인으로 설명한 오류 역시 세대론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면 쉽게 피해갈 수

있었을 것이다. 전자는 모든 세대에게 작용한 조건이며, 후자의 경우는 그

래도 20대에게만 해당되는 시대적 조건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두 가지 모

두 20대의 세대적 집합의식을 구성한 결정적인 역사사회적 배경이 아니라

는 공통분모를 갖는다. 즉 세대 효과가 아닌 기간 효과라 할 수 있다. 상세

한 논의는 2장 2절에서 다뤄질 것이다.

한편 20대의 통일에 대한 낮은 관심과 호응, 그리고 부정적인 대북의식

을 구성하는 세대 의식이 대내외적인 요인들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면 이 세대 내에 본래부터 내재되어 있던 합리적 영역 밖

의 특성을 검토할 차례다. 새로운 세대의 정치사회적 무관심과 자기중심적

인 속성이 통일의식과 맞물려 있을 가능성을 언급한 연구들도 소수 있지만

의혹 제기에 그칠 뿐 합리성을 전제로 한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실증적 근

거는 부재했다. 2장 3절에서 합리적으로 구성된다고 알려진 20대 통일의식

에서 민족 당위적 측면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하는 것과 함께 세대적 특

성을 검토한 이후 3장에서 통계적으로 실증할 것이다.

통일의식의 세대 간 의식 차이는 한국 사회에서 장기간에 걸쳐 일어난

거대한 시대적 전환과 그에 따른 의식의 변화를 그대로 담고 있는 중요한

지표다. 게다가 오늘날 한국인 개인들이 가진 통일의식은 이해관계나 선호

도, 규범성과 이상이 거시적, 미시적 양 차원에서 때로는 같은, 또 때로는

다른 방향에서 변증법적으로 작용하는 복잡 미묘한 문제이다. 본 논문은

그동안 조사는 많이 되어 왔지만 연구는 적었던 ‘한국인의 통일의식’이라

는 중요한 주제를 학문적으로 보다 깊이있는 연구가 축적되어 있는 세대

사회학의 이론적 자원을 빌려와 다룰 것이다. 그리하여 20대로 대표되는

일군의 새로운 세대가 보유한 기성세대들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통일 의식

과 가치관, 세대적 특성을 확인하고, 그것을 배태시킨 한국 사회의 맥락 안

에서 설명하며, 최종적으로는 그에 입각해 통일 의식 전환을 위한 전략을

제안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그 과정에서 임의적인 주장으로 머무는 것을 피하기 위해 통일의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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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효과’적 측면과 ‘세대적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통계 분석적 방법으로

실증했다(3장). 20대는 학계는 물론 언론에서부터 마케팅 전문가들까지 정

치적이나, 경제적 혹은 그 외 여러 의도 안에서 각각 다르게 정의되고 있

다.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20대의 통일의식이며 이를 위해 세대

사회학을 일부 빌려왔을 뿐 20대에 대한 세대 연구는 아니다. 하지만 통일

의식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만큼은 20대의 세대적 특성을 규명하고 그 배

경을 설명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가기 앞서 2011년

의 10단위 연령 집단이 세대로서 적합한지와, 세대 간에 나타나는 통일의

식의 차이가 세대 효과로서 타당한지 검토를 선행했다(2장). 이후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20대의 통일의식 지도를 그리고, 그것이 구성된

사회적 배경의 해설(4장)과, 최종적으로 20대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전략을

제언하는 것(5장)으로 본 논문은 구성됐다.

물론 통일을 향한 열정과 관심이 소멸되어 가며 회의적 시각이 커지는

현상은 20대만의 문제가 아니며, 통일을 바라거나 기피하는 이유로서 합리

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한 껍질만 벗기고 들어가도 발견되는 기대치 못했던

민족 당위성과 자기중심적 특성들 또한 다른 모든 세대들에서 나타난다.

20대는 한국 사회가 지난 반세기 동안 겪은 거센 변화의 조류가 세대라는

단위 안에 층층이 남겨 놓은 흔적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했을 뿐1) 모든 세

대가 영향권 안에 있던 것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세대는 독자적으로 생

겨난 것이 아니라 타 세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고려

할 때 세대 간의 차별적인 특성으로 규정한 것이 타세대에게서도 일부 발

견되는 것은 더욱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20대의 통일의식과, 관련된 세대적

특성의 특정 단면을 살펴본다는 것은 20대가 타세대와 명백히 다르다는 기

반 위에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완전히 배타적으로 20대에 대한 이야

기이기 보다는 30대는 물론 40대와 50대 이상의 구성원들 가운데서도 20대

의 세대적 특성을 공유하는 개인들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가장 먼저

세대별 통일의식의 최근 추이를 다차원적으로 살펴보는 데서부터 시작하겠

다.

1) 아직 20대에 비해서도 더욱 규명되지 않은 10대 이하는 논외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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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통일의식의 세대론적 검토 및 문제 제기

1. 20대 통일의식의 다차원적 검토

통일의 필요성에 동의하거나 유보 또는 반대하는 정서, 인식, 행태는 국

민들의 통일의식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통일의식의 전부는 아니다. 그러므로 세대별 통일의식의 양태를 보

기 위해 통일에 대한 관심과 기대뿐만 아니라, 통일의식과 밀접히 연관되

어 있는 대북인식과 지식에 아울러 새터민 인식까지 아울러 살펴볼 것이

다. 중단기적으로라도 근래의 추이를 살피기 위해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2007, 2009, 2011년 3개년의 조사 결과를 비교했다. 20대의 낮은 통일의식

은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나 유보적 반응, 통일 가능성의 회의적 예측은 물

론 북한의 실정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부정적인 대북 인식과 새터민을 꺼

리는 인식 등 모든 부분에서 두드러진다. 또한 흥미롭게도 부정적 변화 속

도가 가장 빠르며 근래들어 더욱 심해진 특성을 보인다.

1) 통일에 대한 회피적 태도

먼저 통일에 관심이 없거나 이대로가 좋다는 응답은 20대 중 1/3에 달

해, 다른 세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그림3> 무조건적이든 여건 성숙

조건 하에서든 통일을 원하기 보단 무관심하거나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사

람이 가장 적은 40대에선 18.4%로 20대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2007년부

터 2011년 사이의 증가폭도 40대는 0.4%p로 거의 변화가 없던 데 반해 20

대는 7.7%p나 증가했다. 30대도 20대와 거의 유사한 기울기로 증가해 통일

에 회피적인 태도가 젊은 세대에서 공통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20대와는 약 15%p의 큰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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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세대별 ‘통일 무관심’ + ‘이대로가 좋다’ 응답자들

2) 통일 가능시기의 부정적 예측

통일 가능 시기 예측은 특히 다른 세대들이 소폭이나마 긍정적으로 입장

을 선회한 가운데 20대 홀로 부정적으로 변해 통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두드러졌다. 통일의 시기를 가장 멀게 예측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통일을

거의 불가능하게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30년 이내와, 30년 이상, 그리고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20대에서 70%에 육박했다. 이는 4년간 20%p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다른 모든 세대에선 2~10%p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이 경우에도 역시 가장 긍정적인 예측을 하고 있는 세대는 40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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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통일시기 예측: 30년이내 + 30년이상 +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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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정적 대북인식

20대는 북한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가장 높은 세대며 근래 큰

폭으로 증가했다. 북한을 경계 혹은 적대대상으로 인지하는 비율은 20대에

서 43.4%로 거의 절반에 달했다.<그림5> 2007년과 비교하면 16%에서 4년

만에 2.5배 이상 급격히 증가한 것이라 더욱 주목할 만하다. 20대는 2007년

까지만 해도 40대보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적었으나 2009년 추월

했고, 2011년엔 16%p나 차이가 벌어진 것이다. 2011년 북한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낮은 세대도 역시 40대였고, 2007년으로부

터의 증가폭도 10%p로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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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북한을 ‘경계 혹은 적대대상’으로 인지하는 세대별 변화

4) 낮은 북한 인지도

한편 북한을 경계하거나 적대하는 인식이 가장 높은 20대는 북한과 관련

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가장 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주체사상,

고난의 행군, 선군정치, 장마당, 꽃제비 등 6개 사안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선군정치’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20대에서

가장 높았다. 가장 많은 20대가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한 사안은 북한에서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 비교적 최신 정보라 할 수 있는 ‘장마당’

으로 69%에 달했다. 가장 적게 나타난 것은 북한의 지도이념인 ‘주체사상’

으로 22%였다. 북한 전체 인구의 1/10에 달하는 약 삼백만 명이 아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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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알려지는 북한의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에 대해서도 20대는

과반수인 52%가 단 한 번 들어본 적도 없다는 완벽한 무지를 보이고 있었

다.

북한의 가장 대표적인 정보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적고, ‘매

우 잘’ 알거나 ‘조금’ 아는 사람도 가장 많은 세대는 이번에도 40대였다.

고난의 행군을 전혀 모르는 40대는 20대보다 22%p 적었고, 매우 또는 조

금 아는 사람은 33.7%로 20대의 15.2%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최신 사안

인 장마당도 20대의 아는 사람은 6.5%, 40대는 16.5%로 두 배 이상이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50대 이상이 2007년까지는 20대나 30대와 비슷한 낮

은 인지도를 보이다 2009년 이후 해당 사안들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들어 40대 다음으로 적어진 것이다.<그림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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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선군정치와 고난의 행군을 들어본 적도 없는 세대별 변화

5) 새터민을 꺼리는 인식

또한 20대는 새터민을 가장 친근하게 느끼지 못하며, 동네 이웃이나 직

장동료, 사업 동업자 등 비인격적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결혼과 같은

인격적 관계는 가장 많이 꺼리고 있었다.<그림7> 비인격적 관계들에서 꺼

리는 태도가 가장 크게 나타난 50대 이상은 역설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를 가장 친근하게 느끼는 세대(47%)였고, 20대와는 15%p의 차이가

났다. 20대는 새터민을 배우자로 56.5%가 꺼린다고 응답해 가장 낮은 40대

보다 10%p 많았다. 새터민을 만나본 경험에서 20대는 50대와는 2%p,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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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3%p의 차이밖에 보이지 않아 새터민과의 접촉 경험은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새터민 인식과 별로 관련이 없을 것을 짐작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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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새터민을 직장동료, 배우자로 꺼리는 세대별 변화

2. 코호트 효과로서 20대의 부정적인 통일의식

20대는 타세대에 비해 현저하게 부정적인 통일의식을 갖고 있다. 20대는

통일의 필요성에 가장 적게 공감하며, 통일에 무관심하거나 현재대로가 좋

다는 회피적 태도도 가장 많고, 통일의 가능성 또한 가장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도 가장 무지하면서 가장 적대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

며, 새터민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장 꺼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통일

과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 역시 20대

였다. 물론 통일의식과 북한이나 새터민에 대해 갖는 태도는 성격이 분명

다르다. 50대 이상의 보수층은 북한에는 부정적이지만 통일에는 가장 적극

적이며, 진보의 상징인 386을 필두로 한 40대는 통일에는 합리적인 접근을

취하려 하지만 북한에는 가장 호의적인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20대처럼

통일과 북한 양자 모두에 갖는 부정적 태도의 조합은 한국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독특한 것이다.

통일 의식의 장기적 변화를 살펴볼 때 세대적 차원의 중요성은 더욱 증

대된다. 약 20년 간 젊은 세대일수록 기성세대에 비해 통일의 필요성에 동

의하는 비율이 낮으며, 해가 갈수록 세대별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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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간신히 50%를 넘겼던 20대의 통일의식은 2011년엔 40.8%로 곤두박

질쳤다. 1990년대에도 세대의 고하별 줄세우기 형태가 나타났었지만 가장

낮은 20대도 90%에 육박해 세대 간 비교적 가까웠던 통일 의식의 거리는

갈수록 멀어져 2011년엔 23%에 이른다.<그림8> 통일의 필요성에 절대적으

로 긍정하며 높은 갈망과 긍정적 기대를 갖던 국민들이 갈수록 유보적 혹

은 부정적 입장으로 돌아서는 것은 모든 세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지

만, 젊은 한국인일수록 부정적 변화가 가속화되는 세대 효과가 통일 의식

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8> 세대별 통일의식의 변화 추이

2.1 코호트로서 20대

2.1.1 코호트로서 세대

사회학의 주요한 연구 주제의 하나인 ‘세대’는 일상어 수준에서 통용되

는 세대와는 현격히 다르다. 사회학에서 정의하는 세대는 “동일한 역사 문

화권에서 비슷한 시기에 출생함으로써 역사적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고 그

에 따라서 다른 코호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사한 의식구조와 행위양식

을 갖는 사람들의 집합(박재흥. 2001)”이다. 세대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의

대명사로 꼽히는 만하임(Karl Manheim)은 특정한 세대위치에 속하는 개인

들의 의식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청소년기의 초기 인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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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10대 중반에서 20대 중반에 이

르는 청소년기에 맞게 된 특정 시대적 상황 하에서의 역사적, 문화적 경험

이 ‘자연적 세계관’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청소년기에 특정 시

대적 배경을 경험함으로써 배태된 자연적 세계관은 앞으로의 평생의 경험

을 해석하고 가치판단을 내리는 의식의 기본틀이 된다고 그는 주장했다(만

하임, 2013:58). 그러므로 서로 다른 출생집단은 변동하는 사회 속에서 청

소년기에 상이한 역사적 문화적 경험과, 그로부터 형성된 독특한 사고, 감

정, 행위양식을 갖게 되기에 사회, 역사 구조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다고까

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계급이나 교육 수준과 같은 다른 사회적 집단 범

주 외에 개개인의 특수성의 차이까지 고려해도 동일한 세대에 속한 개인들

은 상당한 공통적 특질을 갖게 된다(박재흥, 2001). 반면 다른 세대 사이에

선 동시점에 경험한 동사건이라도 다르게 경험된다.

20대나 40대와 같은 일상에서 편의상 10단위로 나누어 자주 언급되는 세

대는 물론, 젊은 세대나 기성세대와 같은 구분 또한 사회학 범주에서는 유

의한 ‘세대’가 아닐 수 있다. 청소년기에 어떠한 특정한 역사적, 문화적 경

험을 공유함으로써 앞으로도 평생 지속되는 공통된 의식과 가치의 기본틀

을 공유하고 있으며, 타세대의 그것과는 차별화된 집단이어야 ‘세대’이기

때문이다. 인접한 출생 시기의 코호트들은 ‘자연적 세계관’이 형성되는 청

소년기에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같은 페이지에 위치해 있기에 개인적 차이

들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의 근거가 되는 동질적인 ‘최초의 경험성층’과, 이

에서 비롯된 유사한 의식, 태도, 행위양식을 갖게 된다. 오랜 시간이 지나

도 사회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어 몇 세기가 지나도 같은 시대적, 사회적인

페이지에 머물러있는 사회라면 아무리 연령 집단 간 차이가 나도 사회학적

의미의 다른 ‘세대’라 부를 수 없다. 반면 사회 변동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

는 경우에는 불과 십 년의 주기로도 이 페이지가 넘어가 다른 세대들이 출

현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세대 효과는 ‘코호트 효과(cohort effect)’에

해당하며 단순히 생물학적 연령이나 특정 생애주기 단계로서 ‘연령 효과

(age effect)’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나아가 특정한 관찰 시점에 기인한

‘기간 효과(period effect)'와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위기의 징후로서, 그리

고 사회변동의 지표로서 ‘세대들의 문제’는 감각적이고 찰나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이 문제의 역사 사회적인 근원과 그 파장까지 고려하는 사회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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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대상이 되어야만(전상진, 2002:195)”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의식의 세대적 차원을 다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선

행되어야 한다. 첫째로는 앞서 살펴본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의

만 연령을 10단위로 나눈 ‘20대’ 그룹이 ‘40대’나 ‘50대 이상’은 물론 ‘30대’

와도 구별되는 사회학적으로 타당한 ‘세대’여야 한다. 그리고 이들 그룹이

단순한 연령 집단이 아닌 ‘세대’라고 해도 통일의식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연령 효과’나 ‘기간 효과’가 아닌 ‘세대 효과’에서 비롯된 것인지 따로 검

토되어야 한다. 앞으로 보다 상술하겠지만 20대의 부정적인 통일의식을 분

석하고 있는 선행 연구들에서는 기간 효과를 세대 효과로 잘못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먼저 충족된 기반 위에서야 ‘20대’의

‘세대적 특성’에 대해 언급하고, 나아가 그것들이 통일의식과 갖는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20대의 세대적 특성에 대해서는 3

절에서, 그리고 통일 의식과 갖는 상관관계에 대한 통계적 검증은 3장에서

다루기로 하고, 먼저 코호트로서 2011년 10단위 연령 집단의 타당성 검토

와, 세대 집단 간 통일의식의 뚜렷한 차이가 세대 효과에서 기인되었는지

의 규명에서부터 시작해 보겠다.

2.1.2 코호트로서 2011년 10단위 연령 집단

연구에서 주목하는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의, 보다 구체적으

로는 2011년의 한국 사회는 20대와 30대, 40대, 그리고 50대 이상의 10단위

연령별 구분이 코호트 구분과도 거의 유사한 독특한 분절을 이루고 있다.

<그림9>는 한국의 코호트적 세대별 구분과 정의를 시도한 선행 연구들과

2011년 10단위로 나눠진 세대를 정리한 것이다. 각 세대 연구자들이 세대

를 가르는 기준으로 삼은 영역은 각기 조금씩 다르지만 구분선은 거의 대

동소이함을 볼 수 있다. 가장 우측의 황상민, 양진영(2001)은 세대 구분의

기준으로 청소년기의 사회, 문화적인 경험에 집중한 반면 조중빈(2003)은

정치적 경험을 코호트 구분의 기준으로 삼았고, 이명진(2005)은 조중빈의

연구에 사회, 문화적인 측면의 고려를 조금 더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친 거시사회변동의 가장 대표적인 변화 한 가지씩

만을 세대구분의 지표로서 제시했기 때문에 단 세 개의 세대로 압축된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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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률(2003)의 구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10단위 연령 세대와 거의 유사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대가 연령상으로는 별로 차이가 없는 30대와도

분명한 분절을 이루고 있다는 것과, 40대는 민주화 세대로서 이전 세대는

물론 50대 이상과도 명확히 구별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홍덕률의 연구

에서도 민주화 세대는 유신세대, 긴급조치세대 혹은 베이비붐세대로 불리

는 민주화 1세대와, 386으로 대표되는 민주화 2세대로 구별된다고 보았으

며 구분선 역시 거의 일치한다.

<그림9> 2011년 10단위의 세대와 선행연구들의 세대 구분 비교

한국 사회는 서구에서 2-3세기 동안 나타난 변화를 불과 사오십 년에 압

축적으로 경험했고, “전통적, 현대적, 탈현대적 요소까지 공존하는 가운데

이를 각각 다르게 체화한 세대들 사이에 심각한 긴장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장경섭, 2001). 압축적 근대화는 서구 사회에서 약 한 세기씩 진행된

시대적 페이지를 넘기는 전환을 한국 사회에서 약 10년이라는 짧은 주기로

가능하게 했고, 그와 같은 일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연속해서 계속됐다.

그 결과 약 10년을 기준으로 새로운 세대가 탄생한 것이다. 50년대에 출생

해 유신체제 하에서 경제부흥을 일구어낸 70년대에 20대를 보낸 ‘50대’와,

60년대에 출생해 80년대 민주화 혁명의 한가운데 20대로 있던 386세대인

‘40대’, 70년대에 출생해 탈냉전과 정보화 시대에 접어드는 90년대에 20대

로 등장한 ‘신세대’나 ‘서태지 세대’로도 불렸던 30대, 그리고 80년대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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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해 그 모든 격랑의 물결이 지나고 아직 규명되지 않은 2000년대에 20대

초중반과 10대 중후반을 맞았던 2011년의 ‘20대’가 각각 그들이다.

2.1.3 코호트로서 2011년 ‘20대’

한국의 세대 연구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코호트적 세대를 태동시킨 역사

적 경험과, 그로 인한 ‘세대적 특성’에 합의가 이루어진 영역이 30대까지라

는 사실이다. 60대와 70대는 유년기와 청년기에 한국전쟁과, 이후의 전후

복구와 근대화 〮 산업화를 겪으면서 형성된 세대이고, 50대는 유신체제 하에

경제부흥기를 맞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독재에 저항을 꿈꾼 민주화 1세대

이다. 40대는 명실공히 민주화 세대이며, 30대는 탈냉전, 자율화, 정보화 세

대이다. 그러나 20대는 이전의 세대와는 분명 다른 새로운 코호트라는 데

까지만 전반적인 의견의 일치를 이루었지, 이 새로운 세대를 탄생시킨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경험이 무엇인지는 물론 이

들의 ‘세대적 특성’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쉽게 찾지 못하고 있

다.

청소년기에 인터넷과 핸드폰 등 새로운 최첨단 통신 매체를 생활화하고,

남북 교류와 2002 월드컵 등을 경험했다는 사회, 문화적인 조건(황상민 외,

2001)과, IMF 이후 ‘세계화라는 또 다른 국제 분업 체제와 혼돈의 무한경

쟁 시대’에 돌입한 경제, 사회적인 조건(우석훈, 2007)은 20대가 공유하는

중대한 경험으로서 이의가 없다. 그러나 방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세

대적 특성과 이 세대를 바라보는 평가는 극단적으로 갈린다. 서울 시청 앞

에 구름떼처럼 모여 패기와 협동심을 드러낸 ‘월드컵 세대’일 때 이들은

세계 최고의 기술과 문화를 자랑하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미래로 추앙받는

다. 그러나 20대가 파편화된 개인으로서 체제에 순응해 승자독식의 배틀에

서 자신만은 살아남기 위해 스펙 쌓기에 열중하는 ‘88만원 세대(우석훈,

2007)’로 불릴 때는 연민과 지탄을 동시에 받는 이 나라의 골칫거리로 전

락한다. 정치적 측면에서 접근하면 20대는 더욱 짙은 안개에 덮인다. 이 코

호트의 공유된 경험이 무엇인지에서부터 합의를 찾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

고, 이들이 ‘촛불 세대’인지 아니면 ‘탈정치화 세대’인지, 혹은 정치를 모르

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잘 알아서 정치에 냉소하는(엄기호, 2010)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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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회의주의자들인지 양 극단의 스펙트럼을 오가는 주장들이 논박하는 가

운데 새로운 세대에게서는 “공통의 코드나 특성을 발견할 수 없다(한윤형,

2010)”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여기서 결국 20대는 ‘파편화된 취향과 만성화

된 불안의 세대’로 정의되는데, “한 세대를 ‘무규정성’으로 규정하는 것이

말장난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앞서 언급해놓고도 무규정성에 억지로 호

명만 했을 뿐 저자 스스로 경계했던 넌센스에 빠질 만큼 20대를 정의하는

일은 난제다.

그러나 기존 세대들과 명확히 구별되는 한 세대가 정말로 출현했다면 기

존의 틀 안에서 포착이 어려울 수는 있으나 그들을 이전까지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과 차별화되도록 구조화한 사회적 맥락이 기저에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그로부터 각인된 공통적 특질 또한 없을 수 없다. 오늘날 ‘20대’로

대표되는 젊은 세대를 명확히 규정하고 해석하는 세대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은 본 연구의 목적을 벗어나는 일이겠지만 통일의식과 관련된 범위에 한

해서는 세대적 특성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그것이 배태된 역사사회적 페이

지를 역추적할 것이다. 20대를 특정 이름으로 호명하는 것 역시 세대적 정

의를 결정하는 것과 다름없기에 특정한 세대 정의를 가져오거나 새로운 정

의를 내리기 보다는 그대로 ‘20대’라 부르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됐다.

한국 사회에서 ‘20대’라는 용어가 연상시키는 특정한 상(image)들이 다양한

스펙트럼에 걸쳐 있으면서도 일반적인 예상을 벗어날 정도의 예외는 거의

없이 정형화되어 있는 사실도 고려됐다. ‘30대’나 ‘40대’ 등 다른 세대들도

‘20대’와 대비되는 측면에서 특성과 청소년기에 경험한 다른 맥락의 역사

적 경험이 쟁점이 되고 있기에 마찬가지로 10단위 세대의 이름을 사용할

것이다.

2011년의 20대인 1981년에서 1990년 사이에 출생한 코호트 집단은 2012

년에 1981년생부터 30대에 접어들기 시작해 본 연구가 시작, 진행된 2013

년은 물론 논문이 발표되는 2014년에는 약 1/3이 이미 20대가 아니다. 다

른 세대 그룹도 마찬가지다. 더욱 본질적인 문제는 가령 1980년생과 1981

년생을 각각 ‘30대’와 ‘20대’ 코호트로 묶는 구분은 연속선상에 있는 사람

들을 임의적으로 나누고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일일 수 있고, 세대 간

차이를 과장할 위험이 있다. 이 문제는 세대 사회학이 갖는 근원적인 한계

와도 직결된다. 그럼에도 “사회문화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차원의 변화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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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 세대라는 구성물이 지닌 ‘은유로서의 매력’과 느슨하지만 일정한

호명력을 지니는 가치 그리고 정서적인 공명이 이 개념을 매개로 작동(이

기형, 2010;143)”하기에 세대라는 분석틀의 유용성은 무시될 수 없다. 만하

임이 평한 것처럼 세대 범주는 ‘사회동학의 이해를 위해 중요한 사회학의

성과이자 도구(전상진, 2002)’이며, 세대 동학은 “거시적인 사회변동을 보다

근접한 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전상진, 2004). “특히 급

격한 산업화, 탈전통화, 정치적 갈등과 투쟁의 결집, 빠른 정보화를 압축적

으로 경험한 한국사회에서 세대담론은, 이른바 ‘386’을 둘러싼 논의들에서

예시되듯이, 종종 일정한 수준의 사회적 관찰점과 자명성 그리고 정서적

반향과 설득력을 발휘(박재흥, 1995)”하고 있다. 더욱이 계급, 민족, 이념

등 기존 사회과학의 핵심 범주들이 유효성을 크게 상실한 현대적 맥락에서

연령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한 에토스와 삶의 양태를 공유하는 ‘세

대’ 현상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2011년의 10단위 세대는 통계적 실증을 위해 일정한 연령 간격이 요구된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생물학적 연령을 임의적으로 나눈 연령

범주로서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의 세대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과 거의 유

사할 정도로 겹치는 만큼 코호트적 세대로서 타당성을 갖는다. 2011년의

10단위 세대는 한국 사회에 현존하는 세대를 정확하게 담아낸 정의로서는

여러 한계가 있지만 큰 틀에서 이 사회의 변동과정을 보여주고, 각 코호트

그룹에 남은 상이한 역사 사회적 흔적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서

는 충분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2.2 코호트 효과로서 20대의 통일의식

2.2.1 연령효과의 검토

젊은 세대일수록 통일에 대한 지지도의 약화가 두드러지는 현상이 연령

효과에 의한 것이라면 통일의식에 부정적으로 작동하는 어떤 요소가 20대

라는 특정한 생애주기 단계와 낮은 연령 시기에 일반적으로 존재한다는 것

을 말한다. 또한 시간의 흐름과 함께 젊은이들이 높은 연령에 도달하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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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변하는 문제일 것이다. 연령 효과는 기성세대가 될수

록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는 정치적 성향에서 대표적으로 목격된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세대들과 뚜렷이 구분되는 오늘날 한국의 20대의 코호트 효과

라면 다른 가공할 만한 조건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신세대가 앞으

로 기성세대가 되어도 유지될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오늘날 지난 시대의 대명사적인 표어가 되어 버린 ‘우리의 소원’

으로서의 통일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선진국으로의

도약만큼이나 전국민적 열망의 대상이었고, 젊은 세대라고 예외일 수 없었

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약 20년 전인 1994년의

20대가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율은 90%에 육박했다. 당시에도 세대

간 통일의식은 연령 고하별로 나타났지만 차이는 10%대 이내였다. 즉 오

늘날 20대가 이전 세대들과 현저하게 다른 통일 의식을 갖고 있는 현실은

‘연령 효과’가 아닌 것이다.

80년대까지 감히 그 당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을 상상할 수도 없던

통일의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게 된 것은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

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까지 90%가

넘었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가 2000년대 들어 점차 감소하다 2011년

엔 약 54%로 거의 반 토막이 났다.<그림10> 탈북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아직도 통일의 절대적 당위성이 99%로 공고한(김병로 외,

2012) 것과 대조된다.

<그림10>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의 장기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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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의 특성상 동일한 질문과 선택지를 다년간 매년 반복한 게 아니

라면 질문의 내용이나 선택지의 가능성에 따라 선택률의 편차가 클 수 있

기에 이 경우 유사한 성격의 조사라도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다. 위 조사

들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를 묻는 질문은 같았지만 2005년까지 통일

의 필요 혹은 불필요로 양분되었던 선택지에 2007년부터는 ‘보통’이라는 중

간적 항목이 추가됐다. 2007년에 2년 만에 약 20%나 급감한 데는 선택지

수의 변화가 결정적이었을 거라 짐작된다. 실제로 2011년에도 양분되는 문

항으로 통일의 필요성을 물은 KBS의 조사 결과는 74%로 통일평화연구원

의 조사 결과보다 20%나 높았다. 그러나 이 역시 단순 동의/비동의를 묻

는 것이 아니라 ‘큰 부담만 없다면’이란 전제가 붙은 상황이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동 조사에서 통일을 위해 개인부담을 ‘전혀 할 수 없(48%)’거

나, ‘연소득 1%미만(39%)’만 지불 가능하다고 응답해 90%에 육박하는 국민

들이 통일 부담을 꺼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큰 부담이 없는 조건 하에서

통일에 찬성한 사람들의 경우에 장기적인 통일 비용, 편익 계산이 어느쪽

으로 기울든 단기적으로 상당한 비용이 요구되는 통일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얼마나 동의를 유지할지는 미지수다. 2000년대 들어서부터 통일에 대한

담론이 무조건적인 당위성에서부터 비용과 이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택의

범주로 넘어온 경향이 심화된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통일

에 확실히 공감하지 못하고 중간적인 태도를 보이는 응답자들을 가려낼 수

있는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가 국민들의 통일의식을 보다 정확히 보여준다

고 할 수 있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만 감소한 것이 아니라 통일에 대한 관심도와 열

의 또한 크게 감소했다.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 결과 2011년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다’와 ‘이대로가 좋다’는 응답자는 2007년에서 5%나 증가해

23.5%로 약 1/4에 달했다. 산업화 시기 ‘선건설, 후통일’이 모토였을 정도

로 경제 성장에 버금가는 최우선의 국가 과제였으며, 민족 전체의 소망이

었던 통일은 오늘날 그 기반인 국민적 동의와 지지가 반절이나 침식된 위

기에 처해 있다.

2.2.2 기간효과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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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식의 괄목할만한 추락이 2000년대 중후반에 전 세대에서 나타났다

는 사실은 특정한 관찰 시점에 기인한 ’기간 효과‘일 가능성을 높인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이라는 기간의 어떠한 특정 경험이 20

대뿐만 아니라 전 사회 구성원들의 통일의식에 부정적 변화를 야기했을 수

있는 것이다. 기간 효과가 세대 효과와 구별되는 지점은 한 세대 구성원에

게 평생에 걸쳐 지속되는 영향을 미치는 코호트 효과와 달리 그 여파가 단

기적이라는 것이다. 20대 통일의식의 하락을 분석하는 대부분의 선행연구

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 역시 이 부분이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라는 대외

적 환경과, 소위 ‘88만원 세대’로 표현되는 20대의 험난한 경제사회적 배경

이 큰 두 줄기를 이룬다.

1) 북한의 군사적 도발

북한의 무력도발은 분단 이래 계속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위기의식도

1998년도부터만 해도 2007년까지는 지속적으로 비슷한 수준에서 등락을 반

복해 왔다.<그림11> 북한에 느끼는 군사적 안보 불안이 1998년과, 2003년,

2007년에 모두 약 60%였던 것은 90년대 말부터 크게 하락한 통일의식과

관련이 없음을 보인다. 또한 2009년에서 2011년 북한의 대남도발 우려는

급등했으나 통일의식은 2% 정도밖에 줄지 않았다.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일관된 경향을 띠기보다 남북관계의 상황에 따라

크게 좌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99년 북한의 무력도발 우려가 낮아진

것은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고, 금강산관광이 시작되며 남북관계의

화해무드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며, 2003년에 높아진 것은 2002년 서해사

태의 여파로, 그리고 다시 높아진 2007년은 2006년의 실시된 북한의 미사

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감 고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박명

규 외, 2007). 그러므로 20대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의 우려와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가장 크며, 이것은 외부적 환경의 영향에 대한 반응인 것

이 분명하지만 이것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낮은 20대의 통일의식의

이유라고는 볼 수 없다. 오늘날의 20대는 왜 다른 세대와 달리, 또 이전의

20대와도 달리 통일의식이 낮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예민해 북한에 유

달리 적대적으로 급전환했는지는 다른 설명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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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변화

2) 88만원 세대의 경제사회적 배경

‘88만원 세대’적 설명은 2011년 20대가 타세대와 구별되어 갖고 있는 조

건이라는 점에서 20대의 두드러지게 부정적인 통일의식을 설명하는 데 북

한의 도발이라는 전 세대가 경험하는 공통적 조건보다는 우위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학에서 논의하는 독특한 사고와 감정, 행위양식을 공유

하는 비슷한 출생시기의 ‘세대’를 구성하는 역사적 경험이 맞는지는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다.

이들의 10대 시절을 살펴보면 현재 한국의 경제사회적 장벽에 부딪친 희

생양으로서 ‘삼포 세대’로 불리기 전에도 20대의 통일의식이 낮았음을 확

인할 수 있다. 2004년은 한국의 경제상황도 지금보다는 여유롭고, 이들이

청년실업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최저임금마저 받지 못하는 알바나 비정

규직을 전전하며 학자금 대출의 빚에 짓눌리기 전이며, 아직 부모에게 비

교적 안정적인 용돈을 받는 중고등학생 시절이다. 2004년 통일이 이루어져

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학생은 68.5%, 고등학생은 59.3%, 중학생은 54.2%였

다.<그림12> 2011년은 2004년 가장 어린 만 13세의 중학교 1학년생이 만

20세가 되어 대상 학생은 모두 ‘20대’ 코호트에 해당한다.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대답은 대학생 10.6%, 고등학생 14.4%, 중학생 17.5%로 어린 연

령대일수록 통일의식이 낮았다. 북한 주민들을 인식하는 데서도 ‘서로 돕고

언젠가는 함께 살아야 할 사람들’로 인식하는 경우는 대학생 72.8%, 고등

학생 56.4%, 중학생 53.3% 순으로 낮아졌고, ‘그냥 이웃나라처럼 편하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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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야 할 사람들’이란 생각은 대학생 14.2%, 고등학생 23.8%, 중학생 25.1%

순으로 높아졌다 전국의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통일연구원의 2004년

조사 결과 통일에 대한 관심이 있는 학생은 42.6%로 절반도 되지 않았고,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라는 학생도 33.9%나 됐다(심연수, 2004; 조남욱,

2004; 이학수, 2004). 즉 이들은 ‘88만원의 덫’에 갇히기 오래 전부터 이미

통일의식이 낮고, 관심이 없었으며, 북한을 적대하진 않지만 멀게 느껴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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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20대 2004년 통일의식

오늘날 ‘20대’로 대표되는 새로운 세대는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거리감을

연령이 낮을수록 부정적인 농도는 짙어지는 양태로 청소년기부터 가져왔으

며, 1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꾸준히 계

속된 무력 도발은 물론 고학력과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88만원을 받는

비운의 경제사회적 환경과 같은 단기적인 기간효과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

닌 것이다. 대부분 80년대생인 이들 코호트는 청소년 초기부터 통일에 회

의적인 ‘자연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고, 세계관의 형성이 거의 완성되는 20

대 중후반에 이르기까지 2000년대에서의 십 년 간 부정적 성향이 강화되어

왔다. 그것을 배태한 한국 사회의 특정한 역사적 경험이 무엇이며, 그 결과

로서 20대가 갖게 된 세대적 성격은 어떠한지 밝혀내는 일은 사회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주제일 뿐 아니라 20대의 가장 부정적인 통일의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마련의 초석이 될 것이다. 이 코호트가 가진 세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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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은 특히 통일의식에 관련해 앞으로 30대나 40대, 그리고 50대 이상의

다른 세대와의 비교를 통해서 찾아갈 것이다. 실증적으로 20대의 세대적

특성을 밝혀낸다면 이후에 그것을 출현시킨 역사적 사회 맥락을 역추론하

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먼저 통일의식을 구성하는 20대의 코호트적 특성

에 대한 기존 정의들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지점을 본격적으로 검토해 보겠

다.

3. 통일의식을 구성하는 20대의 코호트적 특성

3.1 문제 제기: 합리적 문제의 정서적 결정 가능성

기존의 연구들은 20대가 본래 가진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태도에 더해

현재 이들이 처한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현실이 경제적인 민감성을 더욱

강화해 부담만 가져올 통일에 대한 거부감과 무관심을 키웠다고 본다. 오

늘날의 젊은이들은 대부분 통일이나 민족 당위성에서 벗어나 있으며, 통일

에 지지를 보내거나 반대 또는 무관심을 보이는 원인은 통일의 경제적 손

익 계산에 있다고 이해된다. 따라서 원인의 진단으로부터 통일이 가져올

실리적 혜택을 부각시키는 방향의 처방이 제시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같은 민족’임을 강조하는 ‘과거 지향적’인 통일 교육과 정책은 지양이 필

요한 것으로 조언된다.

그러나 두 가지 의문점이 제기된다. 첫 번째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동

의와 관심에서 실리적인 요인이 정말로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가의 문

제다. 통일연구원의 2012년 국민의식조사에 의하면 통일의 기대 이익보다

부담이 클 것이라는 응답이 66.4%나 됐고, 대학생들만을 조사한 경우엔

71.9%로 더 높았다(김규륜, 김형기, 2012). “우리 국민은 전반적으로 통일이

전체 사회에나 자기 자신에게 이익보다는 오히려 손해가 될 것이라고 의식

하고 있고 또 통일이후 각종 사회문제들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필요하고 또 가

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박명규 외, 2007:173).” 통일 이익 기대가 낮음

에도 통일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현상은 통일을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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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집단 또는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 달성해야 하는 과제로 생각하고 있

다는 것을 보여준다(변종헌, 2012)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통일 이익에 대한 개인의 기대는 경제적인 측면이니 만큼 실제적

인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통념은 지나치게 나

이브한 생각일 수 있다. 통일이익 기대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북한에 대

한 선호의 세대별 양태와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그리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일이 남한에 주는 이익을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세대

는 2007년부터 일관되게 50대 이상이었으며, 20대와 30대는 본래 기대가

높다가 2011년에 오며 크게 하락했고, 40대가 가장 기대가 높다.<그림13>

이러한 통일 이익의 세대별 기대 변화가 통일의 비용과 이익을 저울질한

합리적 계산과 지식에 기반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사회

적인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고 지식도 가장 부족한 젊은 세대가 가장 뛰어

난 40대와 반대되는 불리한 통일편익 정보를 얻었기에 통일이익 기대가 낮

아졌을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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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 통일이 남한에 주는 이익 기대의 세대별 변화

물론 일반 대중이 전문가들도 각자 다르게 예측하는 통일 비용과 이익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 그렇기에 더 구

체적이고 합리적 사실을 근거로 한 계산이기 보다는 북한에 대한 선호도와

인식이라는 ‘감정’과 ‘시각’에 좌우되는 차원의 문제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나마 절반정도인 남한의 국가이익과 달리 통일이 본인에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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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올 이익에 대한 기대는 30%에도 미치지 못했고, 여기서도 40대가 가장

높은 기대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갈수록 통일을 실용적인 문제로

보는 상황에서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로 인해 사람들이 통일비용을 두려워

하여 통일의식이 약화되었다는 설명은 표피만을 본 잘못된 설명일 수 있

다. 오히려 40대는 북한에 호의적이기에 통일 이익에 대해서도 높은 기대

를, 적대적인 젊은 세대와 50대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낮은 기대를 나타내

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3.2 숨겨진 민족 당위성

3.2.1 민족 당위성

사회학은 표피에서 드러나지 않는 심층 깊은 곳에 존재하는 ‘사회적 사

실’을 파악해야 한다. 특히 오늘날 통일과 북한이라는 주제가 한국인들에게

개인의 선호나 타산이 규범성이나 이상과 변증법적으로 얽혀있는 복잡 미

묘한 것이라면 껍질을 알맹이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례는 북한에 대한 양면적 태도이다. 우리 국

민들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가 북한인 비율은 16%에 불과하고, 미국

의 경우는 70%에 육박할 정도로 크지만<그림14> 막상 양국이 축구시합을

할 경우엔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응답이 6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

이다.<그림15>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국민이 2007년까지 80%가 넘었으나 4

년간 20%나 하락한 것이긴 해도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끼는 비율이 69%

나 되며, 북한은 16%인 것과 비교하면 놀라울 만큼 큰 수치다. 북한을 가

깝게 느끼지도 않고, 가장 큰 위협으로 느끼면서도 가장 가깝게 느낀다고

대답한 미국보다는 북한을 응원한다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같은 민족’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 “이는 한국인이 냉

정하고 이성적으로 통일과 북한을 생각하는 것 같아도, 막상 민족주의가

동원될 수 있는 곳에서는 어느 무엇보다도 민족주의가 강력하게 영향을 미

칠 것임을 보여준다.”(김병로 외, 2007:168) 통일의 가장 큰 이유로 여전히

‘같은 민족’이 가장 많긴 하지만 42%에 불과하고 실용적인 이유들을 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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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는 데서는 숨겨져 있던 ‘같은 민족’에 대한 강한 집착의식이 여기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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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 가장 가까운 국가의 세대별 응답 변화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북한 미국 북한 미국 북한 미국

2007 2009 2011

19-29

30대

40대

50대이상

<그림15> 축구시합 시 응원할 국가의 세대별 응답 변화

국제화되고 다원화된 21세기의 한국에서 수면 위에 드러난 민족주의는

통일의 이유에서만 본다면 50대 이상에서만 50%를 간신히 넘겼을 뿐, 어

린 세대일수록 낮아져 20대에선 30%가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가장 가까

운 국가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미국과의 축구경기 시 그래도 북한을 응

원하겠다는 응답자가 20대에서도 절반에 달하고 40대는 70%를 넘을 정도

로 수면 아래에 상당한 민족주의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표1> 통일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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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유

:민족
북한응원

응원에서 

증가율
19-29 29.5 49.2 67%

30대 39.5 65.2 65%

40대 41.1 71.6 74%

50대 이상 52.9 58.8 11%

전체 41.6 61.6 48%

로서 ‘민족’을 명시적으로 드러낸 것에 비해서 북한을 응원하는 민족주의

의 증가율은 50대만이 11%에 불과했고, 나머지 세대에선 65% 이상이었으

며, 20대에선 67%에 달했다. 현대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내면에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민족주의는 표면에 드러나 보이는 민족주의보다 상당히 큰

것이다. 민족 당위성을 보유한 사람이 통일의 가장 큰 이유로 민족보다는

실리적 요인들을 정말 더 중요시했을 뿐 민족주의를 감출 의도가 조금도

없는 경우를 고려하더라도 민족 당위성에 대한 이중적 태도가 한국 사회에

존재하고 있으며, 때문에 해석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표1> 표출된 민족주의와, 은폐된 민족주의

‘민족 당위성’은 단순히 ‘민족주의’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대 한국인의

민족적 정서와 태도를 가리킨다. 민족주의는 “민족에 기반을 둔 국가의 형

성을 지상목표로 하고, 이것을 창건(創建) ·유지 ·확대하려고 하는 민족의

정신상태나 정책원리 또는 그 활동(두산백과)”을 사전적 정의로 둔다. 민족

주의는 남과 북이 한 민족으로서 외세에 의해 마지못해 분단을 겪었으나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통일의 당위성이 90년대 초반까지 이론의 여지

를 허락하지 않게 견고할 수 있던 근원적 기반이었으며, 도그마적 위치를

향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90년대부터 탈냉전과 개방화, 세계화라는 거시적

인 구조 변화를 겪는 것과 더불어 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로

대표되는 합리주의 진영의 공격으로 인해 지워야 할 지난 시절의 오점으로

폐위되게 된다. 합리적인 현대인이라면 ‘민족주의’를 갖고 있다는 것은 불

명예스러운 일로서 마땅히 지양해야 할 터부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러나

그 변화의 시기가 극히 짧았고, ‘애국, 애족’으로 대표될 정도로 오랜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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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의 국가적 이상의 위치를 차지하던 ‘마음의 습관’이 하루 아침에

지워져버릴 수 없는 것은 당연했다. 담론적 위치는 상실했고, 사람들은 그

것을 표현할 말은 잃었을지 몰라도 여전히 그 마음의 습관은 유지된 것이

다. ‘민족주의’를 직접적으로 꺼내는 것은 지양되나 민족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는 ‘당위성’은 북한을 응원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도 한국

인들의 속에 뿌리 깊게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민족주의’를 갖

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민족주의’가 발견되는 이러한 이중적이고 모

순적인 현대 한국인들의 가치관과 태도를 지칭하기 위해 민족주의 대신 민

족 당위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3.2.2 숨겨진 역방향 민족 당위성

이것이 내포하는 함의나 중요성은 민족주의가 통일의식과 관련해 봤을

때 표면상 표출된 정도보다 약 150%의 크기로 더 크게 존재한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는다. 이것이 단순히 잠재태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재하지

만 어떤 힘에 의해 수면 아래 감춰줘 있는 것이라면 민족주의의 은폐를 강

제하는 당위성이 이같이 가공할 만한 크기로 존재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

다. 그렇다면 이는 지금까지 통일의식의 이해에서 간과되어 온 결정적인

요소일 것이다.

대학생들의 통일의식을 보기 위해 구성원들 간의 자유로운 토의로 구성

된 질적 연구(권영승 외, 2011) 결과 크게 두 부분에서 설문조사와 상당히

다른 결론이 도출된 사실은 이러한 당위성의 실재를 더욱 강하게 암시한

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반대와, 통일의 이유로서 같은 민족이라는 응답

률이 통일의식조사 결과보다 현저히 낮아 2~3배 넘게 차이가 난 것이다.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21명 중 3명에

불과해 14%로 나타나 실제 2011년 통일평화연구원의 32.6%와 비교해 2배

이상 적었다. 한편 같은 민족이라는 기존의 당위성 측면에서 통일이 필요

하다는 응답도 2명으로 9.5%에 불과해 2011년 20대의 30%보다 크게 적었

다.

권영승의 질적 연구가 표본 추출에 심각한 편향성이 없었다고 전제한다

면 이 상이한 결과는 통일의식의 이해에 있어서 엄청난 의미를 함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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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설문조사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본심을 말하기보다는 조사자를 의식

해, 혹은 자기 검열을 통해 사회적으로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정답’을 말

하는 ‘당위적 태도’로 인한 편향의 위험은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인격적 밀

도가 훨씬 높아지는 질적인 그룹 연구에서 그러한 당위적 경향은 훨씬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즉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대표성을 갖는 표본을 대상

으로 적절한 오차 범위 내에서 수행된 연구라면 통일의식조사와 현격히 다

른 결과가 이 두 문항에서만 도출된 것은 두 질문에서 강력한 당위성이 작

동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데 귀인할 수 없다. 즉 통일의 필요성에 반대하

는 것과, 통일의 이유로서 민족을 내세우는 의견은 기피하는 쪽으로 강력

한 ‘당위성’이 한국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학생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로 쉽

지 않게 이야기를 시작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또한 “민족적 당위와 관련된

응답은 큰 호응을 얻지 못했으며, 한반도의 발전을 언급한 답에서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공감하는 특징을 보였다(권영승 외, 2011).” 연구자들의 지

적처럼 통일은 꼭 이루어내야 할 ‘민족적 과제’라는 당위적 의식은 통일의

희망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일종의 ‘조건 반사’적인 응답을 이끌어낸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당위적 의식이 반대 방향

에서 ‘조건 반사’적인 응답을 이끌어 ‘민족’을 그 이유로서 드러내지 못하

게 한 것을 그들은 보지 못한 것이다. 이 현상은 ‘통일’과 ‘민족’에 관련한

양가적 당위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역방향 민족 당위성은 이처럼 민족주의를 기피하게 하는 합리주의적인

당위적 요구를 가리킨다. 정방향 민족 당위성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이것이 민족주의를 터부시해서 은폐하거나 지우는 역할

만 할 뿐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사고를 하거나 그 외 다른 실질적인 목표로

이끌지는 않는다는 면에서 가장 적절한 용어로 판단됐다. 그리하여 과거

민족주의와 엄연히 차별적일 뿐만 아니라 정방향과 역방향으로 대치하는

두 차원을 갖고 있는 현대 한국인이 갖고 있는 모순적인 민족 당위성을

‘양가적 민족 당위성’이라 할 수 있다.

3.2.3 양가적 민족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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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식이나 대북인식은 오늘날 한국인 개인에게 이해관계나 선호도,

규범성과 이상이 뒤범벅된 문제이다. 규범성은 두 상반된 차원에서 작동하

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는 한국의 강한 민족 당위적 특성으로서 ‘통일’과

‘민족’의 문제를 한국인으로서 돌아보도록 요청한다. 그러나 다른 차원에서

는 ‘규범적’인 자세나, 오늘의 다문화 세계에서 폐쇄적으로 인식되는 ‘민족’

이라는 범주를 지양할 것을 명령하는 근대적인 합리주의적 요구가 작용한

다. 이러한 ‘양가적 당위성’은 개인에게 ‘규범적’으로 대답할 것을 강요하기

때문에 설문조사뿐 아니라 대상자들의 의식을 보다 심도 있게 보기 위한

질적 연구라도 정말 솔직한 답변을 얻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다. 더욱이 구

성원들 간의 토의로 이루어진 그룹 인터뷰의 경우에는 더욱 상호간을 의식

할 수밖에 없기에 ‘규범적’인 답변을 할 가능성은 오히려 커지기에 이처럼

상이한 결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통일이익의 기대라는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성과 직결되어 보이는

측면이 오히려 선호도라는 ‘감정’과, 민족 당위성에 대한 ‘신념’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더해 한국인들이 이러한 ‘민족 당위

성’을 은폐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태도와 주장을 ‘합리화’할 것

을 강요받는 역방향 민족 당위성의 존재 가능성 또한 높다. 그렇다면 사람

들이 통일을 바라는 이유로서 ‘민족’을 고르길 저어한다 해서 그것을 액면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하다. 실은 ‘당위적’이고, ‘이상적’인

문제로서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된 개인이 합리주의적 요구에 의해 경

제, 안보적인 실용적 요인들을 겉으로 드러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합

리적인 20대에 대한 문제제기를 마저 한 이후에 3장에서 민족 당위성과 통

일의 이익 기대, 그리고 통일의식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4장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하겠다.

3.3 세대적 특성: p세대?

한편 20대의 낮은 통일의식을 구성하는 세대적 특성이 대내외적인 요인

들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면 여러 차례 의혹이 제기되는 바와

같이 이들의 경제사회적 무관심과 자기중심적 속성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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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는 통일이나 북한과 관련한 문제 외에도 이 나라 정치 사회 문제에

관심이 가장 적은 세대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2년에 치러진 제 19대 국

회의원 선거의 세대별 투표율은 60세 이상이 68.6%로 가장 높았고, 갈수록

낮아져 20대는 41.5%로 무려 약 30%p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20대의 낮

은 투표율이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의 원인으로 학계에서는 이 세대의 내재

된 문제이기 보다는 아직 ‘민주화되지 못한’ 한국 민주주의의 후진성이 자

주 지적되어 왔다. 20대가 대안으로 삼을 만한 후보나 정당이 부재한 데

따른 정치에 대한 불만을 투표권을 포기함으로써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2년 박경숙 교수팀의 세대연구 조사(박경숙, 서이종, 김수종, 류

연미, 이상직, 이주영, 2013)에서 19대 총선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물은

결과 ‘적당한 정당/후보자의 부재’는 20%에 불과했고, 투표하지 않은 20대

는 47%로 거의 절반이 ‘개인적인 일’을 골랐다. ‘정치 무관심’은 28%로 그

뒤를 이었다. 젊은이들을 위한 ‘이상적’인 변론은 20대들의 현실과는 유리

된 채 단지 기성세대의 바람을 투영해서 창조된 ‘허상’일 수 있다.

한편 젊은 세대는 “자신을 위한 삶을 당연한 가치지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1999년 당시 고등학교 1,2학년 학생과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세상에

서 가장 가치있게 생각하는 일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학생들의 49.1%가

‘내 자신을 위해 사는 일’이라 답했다. 반면 이들의 부모에게서는 같은 응

답은 21%였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38.8%, ‘남을 위한 헌신과 봉사’가

29.6%로 가장 많았다(박길성.함인희.조대엽. 2007). 당시 만 16, 17세였던 고

등학생들은 2011년에 28, 29세로 본 연구 대상인 ‘20대’ 코호트다. 2000년대

에 개인주의화와 속물적 가치들이 더욱 파죽지세로 한국 사회를 휩쓴 사실

을 생각할 때, 2011년 같은 질문을 했다면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을 세

상에서 가장 가치있게 여기는 20대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젊은 세대가 사회를 위해 고민하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으

면서도 의존적이라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일이다. 위의 세대 조사(박경

숙 외, 2013)에서 ‘20대-30대’, ‘40대-50대’, ‘60대 이상’ 세 그룹 중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다’, ‘사회를 위해 고민하지 않는다’, ‘의존적이다’라는 특성을

가진 한 집단을 각각 선택하게 한데서 모든 연령대의 과반수가 2030을 지

목했다.<그림16> 모든 세대가 거의 차이 없이 타인 배려 부재와 사회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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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에는 약 70%, 의존적이라는 데는 약 55%로 젊은 세대를 가장 그러하

다고 보고 있었다. 당사자인 20대와 30대조차 다른 세대와 거의 차이 없이

자신이 속한 세대 집단을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이것이 단순한 세대 고정관

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20대가 P세대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에 가

까운 ‘자기중심적’인 세대적 특성을 가졌다면 그러한 특성들이 부정적인

통일의식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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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6> 이기적 항목별로 ‘20대-30대’를 지목한 세대별 응답

대학생들의 정치적 관심도와 통일의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연구는 이미 보고되고 있다. 정치적 관심도가 높은 대학생일수록

통일의지나, 통일가능시기, 대북지원문제에 긍정적이거나 적극적인 인식구

조를 갖고 있었다(배한동, 2000). 그러나 연구의 시기가 2000년으로 10년

전 과거이므로 시기상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각 의식 변수들을 일대

일로 대응해 조사했기 때문에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비롯한 다른 변수들과

통제할 경우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조사된 데이터를 이용해 정치사회에 무관심한 자기중심적 특성과 통일의식

구조와의 관계를 기타 주요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검증할 것이다. 또

한 자신과 자신 주변의 작은 세계에만 몰입하는 특성 외에 타인이나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상대적 만족을 중시하는 이기적 특성과 통일의

식의 관계를 검토할 것이다. 20대의 특성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은 이들을

움직일 수 있는 정책 마련의 초석이다. 본 연구는 ‘20대’의 통일의식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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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인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민족 당위성’과 ‘자기중심적 특

성’ 두 측면에 주목하여 통계적 방법으로 실증하려 한다. 증명된 결과들을

사회학 이론적으로 설명한 이후에, 20대의 통일의식 향상을 위한 방향 전

환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Ⅲ. 가설의 검증

1.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검증하려는 가설은 크게 두 가지라 할 수 있다. 첫째로는

가장 부정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는 20대의 통일의식이 기존의 주된 설명과

같이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니면 앞서 제기한 가설과

같이 여전히 민족적 당위성 측면이 주를 이루고 있는지의 문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 간략하게 살펴본 것과 같이 젊은 세대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자기중심적 특성이 통일의식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

다.

특히 신세대에게 있어서 ‘민족’의 범주는 유효성을 상실한 지 오래며, 통

일은 경제적 기대 이익과 비용의 문제로 환원되었다고 보는 것이 기존의

주된 시각이다. 그리고 실제로 개인이 갖고 있는 통일의 경제 효과에 대한

기대 또는 우려와 통일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의 상관성은 통계

분석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기에 ‘합리적 통일의식론’은 더욱 이론의 여지

가 없는 듯 보인다. 그러므로 첫 번째 가설을 검증함에 있어서 통일이익

기대와 민족 당위성이 통일의식과 갖고 있는 상관관계에서의 경합을 살펴

볼 뿐만 아니라 통일이 가져올 경제적 전망이라는 영역 자체가 경제 외적

인 요인으로 구성됐을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다.

자기중심적 특성들은 정치사회적 측면과, 삶의 지향에서 타인과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 두 차원에서 검토된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비롯해 소극

적이고 회의적인 의식과 태도, 실천이 통일의식과 갖는 상관관계를 먼저

살펴본 이후에 이기적인 태도와의 관계 또한 회귀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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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2011년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아산정책연구원 연례 여론조사’

결과 자료를 이용했고, STATA 프로그램으로 로짓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아

산정책연구원의 연례 여론조사는 통일에 대한 찬반을 물을 뿐 아니라, 통

일문제에 가지는 관심, 경제적인 손해가 있더라도 통일의 필요성에 동의하

는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통일의식을 질문해 다차원으로 구성된 통일의식

에 보다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통일의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되는 변수들도 통일의 이익 기대라는 실용적 측면이나 북한을 인식하는 데

서 민족 당위성뿐 아니라 정치, 사회에 대한 관심도와 견해, 그리고 개인의

성향까지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포함하고 있기에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부합한 데이터였다.

가설의 검증은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3절에서 민족 당위 변수와 통일

이익 기대가 갖는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경제적 사안에 대한 비경제적 요소

의 결정 정도를 실증하고, 이 민족 당위성과 통일 의식과의 관계를 직접

분석한다. 4절에서는 자기중심적 변수들과 통일 의식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이후에, 마지막으로 5절에서 상기 모든 변수들에 ‘전쟁 위험 인지’까지 포

함하여 최종적으로 통일 의식과, 주요 독립 변수들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먼저 변수들을 상세히 살펴본 이후 2절에서 통일의식과, 이

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주요 독립변수의 세대 효과를 분석하는 것

으로 시작하겠다.

1) 통일의식 변수 3 가지

통일의식은 단순히 통일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견해만으로 한정되지 않

는다. 그렇다 해서 통일의식을 구성하는 모든 측면을 다 보는 것은 가능하

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특정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는 오히려 초점이 흐려지는 역기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통일에 대한 찬반 견해 외에 평소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진 여

부, 그리고 통일이 손해를 가져올 현실적 상황을 전제한 상태에서 다시 통

일에 대한 찬반 의견 총 세 층위에서 통일의식을 분석했다.

통일의식 세 가지의 세대별 단순 응답률은 <그림17>과 같다. 20대가 통

일의 반대에서는 가장 높고, 통일에 대한 관심이나 손해가 있더라도 통일

의 필수성에 동의하는 정도는 가장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대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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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되는 통일의식을 보이는 세대는 여기서도 40대였다. 통일에 대한 반대

는 남북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4가지 보기 중 ‘통일을 서두를 필요

는 없다’와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601명(30.1%)이다. 통일문

제에 대한 관심에서는 4가지 보기 중 ‘관심이 있다’와 ‘매우 관심이 있다’

고 응답한 1410명(70.5%)이다. 손해를 감수한 통일 동의는 통일로 인해 본

인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이라도 3가지 보기 중 남북통일이 ‘반드

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한 616명(30.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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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 세대별 통일의식 세 가지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아산정책연구원 연례 여론조사』. 2011. (이하 동일)

2) 통일의식의 독립변수 4 가지

통일의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 중 이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것은 통일의 ‘이익기대’, ‘민족 당위성’, ‘정치 관심’, ‘이기적 성향’

네 가지다. 통일 이익의 기대는 기존 연구들에서 오늘날 통일의식의 가장

중요한 독립 변수로서 간주되는 것이다. 2011년 아산정책연구원의 조사에

서 통일이 한국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자는 697명(34.9%)이었다. 그 외

에 민족 당위성이나 자기중심적인 특성들의 보유 정도가 통일의식에 영향

을 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세 가지 변수를 사용했다. 먼저 ‘민

족 당위성’ 변수는 평소 북한을 생각하는 인식에서 ‘우리’, ‘이웃’, ‘남’, ‘적’,

‘관심 없다’, ‘잘 모르겠다’의 6가지 보기 중 ‘우리’라고 응답한 416명

(20.8%)이다. ‘정치 관심’ 변수는 평소 정치관련 뉴스에 관심이 있다고 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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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명(58.9%)이다. 그리고 이기적 변수는 ‘본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연

1억 원을 버는 사회’ 보다는 ‘본인은 5천만 원을 벌고, 다른 사람들은 2천

5백만원을 버는 사회’에 살고 싶다고 응답한 558명(27.9%)이다. 네 가지 변

수의 세대별 단순 응답률은 <그림18>과 같다. 20대는 통일의 이익 기대나,

북한이 ‘우리’라는 강한 민족 당위성, 그리고 정치 뉴스에 대한 관심은 가

장 적으며, 이기적인 속성은 가장 컸다. 이 네 가지 변수들에서 20대와 가

장 반대된 세대 역시 뉴스 관심 한 영역만을 제외하고는 40대였다.

0

10

20

30

40

50

60

70

이익기대 우리 뉴스관심 이기적

20

30

40

50

<그림18> 통일의식과 관련된 네 가지 변수

3) 세대 변수 7가지

흔히 통계적으로 검토하는 세대 효과는 연령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일반

적으로 쓰이는 10단위로 구성된 전 세대가 나타내는 세대효과는 연령이 높

아질수록 낮은 세대와 비교해 어떠한 경향성을 가졌는지를 보여주기 때문

이다. 이 때 10단위로 나눈 연령이 ‘세대’ 구분선과 일치한다는 전제 하에

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단순 동의 여부에서처

럼 세대별 응답률이 순차적인 계단식 배열을 보이는 경우에만 연령효과를

세대효과로 소급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의식의 다른 거의

모든 측면들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40대가 가장 높고, 50대 이상은 그보

다 낮은 가운데 20대는 가장 낮은 식으로 연령의 고하와 다른 성격의 코호

트적 특성이 나타날 경우에는 전 세대가 나열된 일반 연령 변수가 특정 변

수와 갖는 상관관계를 세대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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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두 세대씩으로만 구성된 세대 변수를 만들어 한 세대와 구분되

는 다른 세대의 특성을 볼 수 있도록 했다. 20대를 기준으로 40대, 50대 이

상, 30대의 각 세대들을 하나씩만 포함한 2040, 2050, 2030 세대변수는 물

론, 그 외 다른 모든 세대들 간의 관계와도 비교해 보기 위해 3040, 3050,

4050 변수를 생성해 기존 전 세대를 10단위로 구분한 연령 변수를 포함해

총 7개의 세대 변수를 사용했다.

모든 조건이 동일한 통계 분석에서 세대 변수만을 달리했을 때 나타나는

세대효과의 차이는 각 세대변수를 이루는 두 세대 집단의 차이에 의한 종

속 변수에의 영향력이 서로 다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40세대와 2030

세대를 각각 통일의식이라는 종속변수에 회귀분석 했을 때 다른 독립변수

들이 모두 동일한데 2040세대 변수는 유의하고, 2030세대 변수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을 때 20대와 40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통일의식의 차이가 있

지만, 20대와 30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각 세대변수는 낮은 연령의 세

대가 기준이 되도록 설정했다. 그러므로 세대효과의 coef.값이 양의 부호로

나타날 땐 더 어린 세대가 그런 경향이 큰 것이고, 음의 부호는 어린 세대

일수록 그렇지 않은 것을 뜻한다.

2. 핵심 변수들의 세대효과 검토

2.1 통일의식의 세대효과

1) 20대와 40대의 두드러지는 차이

<표2>는 통일의식 변수 세 가지를 종속변수로 두고 기본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비롯해 두 세대씩 묶인 세대변수와 mlogit 회귀분석한 결과 유의

했던 각 세대 효과만을 정리한 것이다.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의 네

세대를 두 그룹씩 묶어 세 가지 통일의식에서 보이는 세대효과를 비교한

데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세대그룹은 세 경우 모두 2040이었다. 세대효

과의 크기는 통일반대, 손해감수, 통일관심 순으로 나타났으며 coef값 0.9에

달하거나, 0.8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로 상당히 컸다. 또한 세 경우 모두 p

값 0.000으로 통계적 최고 유의도를 보였다. 앞서 단순 응답률에서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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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p<.001

Y=3개 통일의식

　각각 통일반대 통일관심 손해감수

전 세대 -0.093* 0.145** 0.137**

2040  0.889*** -0.785*** -0.849***

2050 0.520** -0.609*** -0.549**

2030 0.514** 　. -0.334*

3040 0.335* -0.593*** -0.491**

3050 . -0.421** 　.

4050 . 　. 　.

통일의식 모두 가장 큰 차이를 보였던 20대와 40대의 세대 간 의식 차이가

교육이나 수입 성별과 같은 다른 인구사회학적인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

서 세대효과의 고유한 영향에 의한 측면이 매우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표2> 세 가지 통일의식의 세대효과

2) 30대와 40대의 사이에 있는 50대 이상

30대와 50대 이상은 통일의식에 관한 설문조사의 단순 응답률에서

0.3~3%p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거의 유사했을 뿐 아니라 인구사회학적인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경우에도 통일관심을 제외하고는 세대에 의한 유의

한 의식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각각 40대와의 비교에선 50대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반면 3040 세대효과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30대는

40대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 사이에 50대의 세대효과에 의한

통일의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50대 이상은 30대와 단

순 응답률에선 더 유사하지만, 다른 통계적 변수들을 통제할 시 세대효과

에 의한 통일의식에선 40대와 더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다.

3) 20대의 현격히 부정적인 통일의식

20대는 40대뿐만 아니라 50대와 비교한 경우는 물론 30대와 비교한 세대

변수에서도 통일관심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20대의 가장 부

정적인 통일의식이 이들이 속한 세대에서 비롯된 세대효과에 의한 것임이

통계적 방법으로 증명됐다. 40대와 50대의 기성세대가 세대효과에 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고 대체로 유사한 가운데 30대도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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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4개
각각 

변수들

이익기대 민족당위 정치관심   이기적

전 세대  . 0.183***　  0.137***　 -0.107*

2040 　. -1.037***　 -0.302*　  0.805***　

2050 　 -0.918*** -0.504** 0.449**

2030 　. -0.634** 　. .　

3040 -0.330* -0.529** 　.  0.611***

3050 . -0.402*　 -0.387** 　.

4050 　. 　. 　. -0.347*

*p<.05, **p<.01, ***p<.001

하고 20대보다는 오히려 50대 이상과 더 가까웠다. 여전히 40대와는 어느

정도 차이를 보였지만 특히 통일을 반대하는 태도에서는 통념과 달리 30대

는 가장 부정적인 20대보다는 가장 긍정적인 40대에 더 가까웠다.

2.2 주요 독립변수의 세대효과

1) 민족당위, 이기적, 정치관심에서 두드러지는 2040 세대 효과

같은 방법으로 통일의식과의 관계가 기대되는 네 가지 주요 독립변수들

의 세대효과를 살펴본 결과 통일의 이익기대를 제외하고는 2040 세대효과

가 가장 두드러졌다. 특히 북한을 아직까지도 ‘우리’로 인식하는 민족당위

성 변수와 이기적 변수에서 2040 세대변수는 앞서 통일의식들과 마찬가지

로 가장 높은 세대효과를 기록했고, 정치관심에서도 가장 크진 않지만 상

당한 크기의 세대 간 의식 차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편 민족당위성 변수

의 세대별 단순 응답률 차이는 20대와 40대가 약 15%로서, 앞서 검토한

통일의식 세 가지에서 보인 의식 차와 유사했지만 교육과 소득, 성별을 통

제할 시 통일의식에서보다 민족 당위성 변수의 경우 세대효과가 상당 정도

더 크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표3> 네 가지 주요 독립변수의 세대효과

2) 통일 이익기대에서 유의하지 않은 세대효과

통일의 이익을 기대하는 여부에서도 역시 20대와 40대가 가장 큰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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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지만 2040 세대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3040을 제외하고는

어떤 세대 그룹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세대로 인한 차이가 없었다. 세

대별로 다르게 나타난 단순 응답률은 다른 인구사회학적인 요인들에 의해

구성되는 측면이 크며, 세대 간 의식 차이의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

고 있다.

3) 민족당위성이 현격히 낮은 20대

네 가지 독립변수와 7가지 세대변수의 경우를 조합한 28가지의 경우 중

가장 큰 상관관계 두 개가 민족 당위성 변수인 2040, 2050에서 나왔고,

coef.값은 1 안팎일 정도로 컸다. 20대에 속한 개인들이 북한을 ‘우리’로 인

식하는 데 있어서 기성세대들과 비교했을 때 ‘20대’ 세대 집단에 속해있는

사실이 미치는 영향이 결정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민족당위성

은 네 가지 변수들 중 20대와 30대 간에 세대효과가 나타난 유일한 경우였

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3040이나 3050 세대효과보다도 2030 세대효과

가 더욱 컸다는 사실이다. 상대적으로 동질적으로 간주되는 2030집단이

3040이나 3050보다 큰 의식차를 보인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

다. 단순 응답률에서 나타난 차이는 20대와 30대는 7.4%p, 30대와 40대는

10%p로 2030이 오히려 3040보다 견해 차이가 적었던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20대가 통일의 이익기대를 제외하고는 상기 6개의 변수에서 모두

타 세대들과 커다란 의식차를 지닌 가운데 특히 민족 당위성에 있어서 의

식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가 ‘세대’로부터 온 측면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20대는 통일의 이익기대를 제외하고는 이기적 변수나 정치관심 변수에서도

통일의식과 유사하게 통계적으로 다른 세대와 가장 큰 차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4) 이기적 성향이 크게 적은 40대

‘이기적 변수’의 경우에는 2040 세대효과가 가장 크고, 다음이 3040으로

40대가 젊은 세대에 비해 이기적 성향이 크게 적은 세대적 특성을 갖고 있

었다. 20대와 40대를 비교한 세대효과는 coef. 0.8에 달했고, 3040도 coef.

0.6으로 매우 커 40대는 특히 젊은 세대와 구별되는 비이기적 성향을 보유

하고 있었다. 이 변수는 또한 유일하게 4050의 세대효과가 나타난 경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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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상관계수의 크기도 2050보다 조금 적은 정도로 컸다. 즉 40대는 전 세

대에서 이기적 성향이 두드러지게 적을 뿐 아니라, 세대가 비이기적 성향

에 독립변수로 작용하는 측면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매우 큰 것이다.

5) 통일의식과의 세대효과 경향 비교

<그림19>는 통일의식 세 가지와, 주요 독립 변수 네 가지의 세대효과 경

향을 보다 한 눈에 파악하기 위해 각 세대효과의 절대값을 의식별로 정리

한 것이다. 통일에 반대하는 세대효과는 2040, 2050, 2030, 3040의 크기순을

보여 북한을 우리로 인식하는 민족 당위성과 가장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즉 20대가 통일을 반대하는 큰 경향과, 민족 당위성이 적은 경향을 심지어

30대를 포함한 모든 타세대에 비해 두드러지는 세대적 특성으로서 가진다

는 것이다.

통일관심과 정치관심은 2040세대효과에 비한 2050세대효과의 크기가 상

대적으로 큰 편이며, 다른 경우엔 나타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적던 3050

의 세대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는 특성을 공유한다. 이것은 다른 변

수들에서 2040의 차이보다 크게 적던 20대와 50대의 차이가 통일이나 정치

에 대한 관심에선 부각되며, 세대에 의한 유의한 차이가 아예 없던 30대와

의 비교에서도 상당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한다. 2040이나 3040은 여전히

크게 유의하므로 통일이나 정치 관심에 있어선 2030 젊은세대 대 4050 기

성세대의 일반적 구분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손해를 감수한 통일 찬성과 이기적 특성은 2050에 비해 2040의 세대효과

가 거의 두 배에 달할 정도로 크며, 3040세대효과도 2050과 유사하거나 더

크게 나타났다는 측면에서 경향을 같이한다. 즉 40대가 2030 젊은 세대에

비해 이기적 성향이 크게 적은 것이 교육이나 소득, 성별 등 다른 요인들

이 아닌 세대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크다는 것이다. 이기적 변수에

서는 상기 7가지 의식에서 유일하게 4050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손해 감수 통일에서도 p값 0.05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0.05와 얼

마 안 되는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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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7가지 의식별 세대효과(절대값)

3. 민족당위 변수와 통일이익 기대, 통일의식의 관계

3.1 경제적 사안에 대한 비경제적 요소의 결정: 민족 당위성

통일이 이익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갖는 여부는 통일의 필요성에 찬반 견

해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을 거라는 게 통념이다. 그리고 실제로 두 변수는

통계적으로 분석할 경우에도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그러나 상관

관계는 선후관계를 제시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일이익이 크거나 낮

기 때문에 통일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통일을 찬

성하거나 반대하는 데서부터 통일이익의 기대가 도출된 것인지는 알 수 없

다. 앞서 제기된 문제와 같이 통일의 이익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기

대가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북한이나 통일에 대

한 개인의 선호도와 이상이라는 정서적이고 관념적인 요소들이 투영된 측

면이 큰 것이 사실이라면 후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통일이 가져올 이익과 비용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이익이 더 클 것으

로 기대될 때 통일을 찬성하고, 그렇지 않을 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적이고 멀게 느껴지며 밉기도 한 북한이지만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하는 것과 같은 ‘민족 당위성’에 의해 통일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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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과업’을 소망하게 된 개인이 통일의 비용과 편익 판단이라는 불확

실한 미래 예측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향하게 됐을 가능성이다. 마찬가지로

통일에 반대하며 경제적 비용의 우려를 표하고 있는 개인은 경제적 득실에

대한 합리적, 실용적 판단에서부터 통일의 반대에 이르게 된 것이기 보다

는 ‘민족 당위성’의 부재로 이미 70년 가까이 떨어져 살아 온 너무 다르고,

아프리카 수준으로 가난하면서 테러국들과 같은 반열의 문제 국가인 북한

과 ‘상상의 공동체’에 불과한 ‘민족’ 범주를 이전에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하기 힘들며 거부감까지 가진 마음

과 감정으로부터 통일이 가져올 미래를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편에 서게 됐

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주된 설명이었던 ‘합리적 통일의

식론’은 대대적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통일의 이익 기대가 비경제적인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도를

회귀 분석을 통해 검증했다. 평소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데서

‘우리(20.8%)’, ‘이웃(25.4%)’, ‘남(13.9%)’, ‘적(22.8%)’, ‘관심 없다(6.9%)’, ‘잘

모르겠다(10.2%)’의 전체 6가지 보기 중 소극적으로 회피적인 ‘관심 없다’

와 ‘잘 모르겠다’를 합쳐 5가지 경우 각각을 종속변수로 두고 통일의 이익

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통일이익의 기대가 합리적인

측면에서 결정된다면 북한에 대한 인식과는 독립된 결과가 나와야 할 것이

다. 그러나 만일 북한을 긍정적/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통일의 이익 기

대의 방향이 일치한다면 후자가 전자를 구성할 가능성은 희박하기에 북한

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감정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통일의 이익 기대가 도출

됐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간주되던 경제적 사안

의 기대가 비경제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설을 강하게 뒷받침하게 된

다.

1) 분석 결과

회귀분석 결과 가설과 같이 북한을 ‘우리’로 인식하는 공동체적이고 민

족당위적인 강한 태도는 통일 이익을 기대하는 것과 큰 양의 상관관계를,

적으로 인식하는 부정적 태도나 잘 모르겠다거나 관심이 없다는 회의적인

태도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상관계수의 절대값은 회의적인 태도에

서가 강한 민족당위적 태도보다 더 커서 북한을 ‘우리’로 인식할 때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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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북한 인식 
5개 각각 우리 이웃 남 적 모르겠다 &

관심없다

이익기대 0.572*** . . -0.262* -0.599***

세대 0.179*** . . 0.099* -0.319***

교육 0.179***. . . . .

수입 . . . -0.093* .

남자 . . . 0.393*** -0.623***

Pseudo R2 0.0215 0.0018 0.0031 0.0158 0.0510

*p<.05, **p<.01, ***p<.001

이익을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경향보다 모르겠다거나 관심없다고 응답한 사

람들이 부정적으로 통일이익을 기대하는 경향이 더 크다는 것을 말한다.

<표4> 통일의 이익 기대가 북한에 대한 인식과 갖는 관계

특히 회피적인 응답자들의 이익기대가 북한에 대해 적대적으로 인식하는

것보다 상관관계는 2배 이상 크고, 모델의 설명력을 보여주는 Pseudo R2

값은 3배 이상 큰 것은 매우 흥미롭다.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유보적인

태도가 대놓고 북한을 ‘적’으로 지목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북한과 통일에

부정적일 수 있는 것이다. 이 응답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대는

20대였다.<그림20> 북한을 ‘이웃’이나 ‘남’으로 인식하는 다소 중립적인 태

도는 통일 이익을 기대하는 것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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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0> 세대별 여섯 가지 북한 인식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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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의 해석

통일의 이익기대로부터 북한을 ‘우리’ 또는 ‘적’으로 인식하거나, ‘잘 모

르겠다’거나 ‘관심없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

민들이 통일이 이익이 될 거라 기대될 때는 북한을 ‘우리’로 인식하고, 통

일이 손해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되기에 북한을 적대시하거나 관심없다 혹

은 모르겠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갖게 됐다고 해석하는 게 어불성설임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그보다는 북한을 여전히 ‘우리’로 인식하는 이들이 원

치 않게 헤어진 ‘우리’가 다시 재결합하는 통일을 소망하며, 바라마지않는

통일이 가져올 이익도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해석이 타당하다. 반면

북한을 적대시하는 이들은 적과 합하는 통일이 가져올 경제적 결과도 부정

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을 적으로 인식하는 강한 부정적 감정보다는 모르겠다와 관심

없다는 소극적인 회피적 태도가 통일의 이익을 기대하는 것과 더 큰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젊은 세대일수록 이러한 태도

가 많고, 적극적 부정은 20대와 50대 이상의 두 세대 모두에서 많은 비율

을 차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모르겠다거나 관심없다는 대답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흔히 보이는 ‘귀차니즘’적인 회피적 태도로서, 통일이

가져올 경제적 전망에 대한 20대의 부정적 시각이 통일의 실질적인 경제사

회적 현실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고찰의 시간과 합리적 판단 과정을 통

해 도달했을 가능성을 더욱 낮게 만든다. 오히려 60년 이상 떨어져 살아왔

고, 이상하고 가난한 북한과 다시 합쳐야 한다는 ‘통일’을 생각할 때 ‘민족

당위성’을 상실한 이들에게는 불편하게만 여겨지는 일이며, 북한이나 통일

에 대해 잘 모르고,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은 달갑지 않은 마음을 통일의 이

익 기대에 대한 부정으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할 것

이다.

3.2 민족 당위성과 통일의식

이러한 강한 민족적 당위성은 강하게 긍정적인 통일의식과도 직결될 가

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통일의 이익 기대와 비교해 민족 당위성 변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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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식과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갖는지 검토하기 위해 통일의식을 종

속변수로 한 상태에서 두 변수를 인구사회학적 변수들과 함께 회귀 분석했

다. 통일의식 세 가지가 각각 종속변수이며, 세대 효과를 보기 위해 전 세

대와 2040 세대 변수를 각각 집어넣어 총 6개의 모델이 됐다. 민족 당위성

변수가 통일의식에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변수가 맞다면 통일이익 기대를

포함한 상태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때 나타나는

상관계수 값을 통해 통일의식에 있어서 통일의 이익기대와 민족 당위성 변

수가 발휘하는 영향력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1) 이익기대보다 훨씬 강한 민족당위

분석 결과 북한을 ‘우리’로 인식하는 것은 유의했을 뿐만 아니라 통일의

이익기대보다 상당히 더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통일의식 세 가지 경

우 모두에서 확인됐다. 통일 반대의 경우 이익기대도 coef.-0.8로 상관관계

가 매우 큰 편이었지만, 민족 당위성은 coef.-1.4로 비약적으로 컸다. 통일

관심에서는 이익기대가 coef.0.9, 민족당위는 coef.1.2로 차이가 줄어들었지

만 여전히 우리의 영향이 상당히 더 컸다. 손해감수 통일의식에서는

coef.0.6과 coef.1.3으로 두 배 넘는 차이로 민족 당위 변수가 통일의식과

높은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40세대변수를 도입할 경우 통일의식과 민족당위 변수의 상관성은

통일관심을 제외하고 더욱 커졌다. 특히 통일을 반대하는 것과 우리라는

인식의 관련성은 coef.-1.7에 달했고, 경제적 손해를 입더라도 통일해야 한

다는 경우에도 coef.1.6으로 놀라울 만큼 컸다. 한편 이익기대와 민족당위

변수가 보인 상관계수는 통일의식 세 가지와 두 가지 세대 변수 6가지 모

델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가장 높은 유의도를 보였다.

통일의식이 통일 이익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틀림없었다.

그러나 흔히 이해되는 것과 달리 민족 당위성이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2010년대에도 여전히 통일에 대한 경제적 편익에 대한 예측보다 컸고, 크

기 또한 통일관심을 제외하곤 두 배에 달하거나 그 이상으로 컸다. 특히

20대와 40대만을 놓고 비교한다면 이 차이는 더욱 벌어져 손해감수의 경우

에는 상관계수의 크기 차이가 3배에 달할 정도였다. 여기에 통일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기대 여부 자체도 북한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의해 조성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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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p<.001

Y=통일의식

　3개 각각

통일반대 통일관심 손해감수

1) 전 
세대 2) 2040 1) 전 

세대 2) 2040 1) 전 
세대 2) 2040

이익기대 -0.807*** -0.832*** 0.889*** 0.861*** 0.590*** 0.497**

우리 -1.403*** -1.735*** 1.242*** 1.083*** 1.335*** 1.576***

세대 　. 0.705*** 0.126** -0.638*** 0.097* -0.621***

교육 -0.153* -0.281** 0.309*** 0.298** 0.222*** 0.309**

수입 　. . .　 . . .

남자 -0.477*** . 0.864*** 0.615*** 0.553***　 .

Pseudo R2   0.0796 0.1068   0.1063　 0.0901 0.0948 0.1165

부분이 크다는 사실까지 고려한다면 합리적 영역 밖의 변수들이 통일의식

을 결정하는 비중은 훨씬 커진다.

<표5> 통일의식 세 가지와 통일이익 기대, 민족 당위성

2) 통일의식과 세대, 성별, 교육

한편 전 세대로 분석했을 때는 유의하지 않거나, 작게 나타났던 세대 효

과가 20대와 40대만을 비교한 세대변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coef.0.6 이상으

로 매우 커져 20대와 40대의 통일의식 차이가 큼을 보여줬다. 전 세대에서

는 상당한 것으로 나온 성별 효과도 2040으로 압축된 세대를 사용하면 유

의성이 아예 사라지거나 2040 세대효과 이하로 감소했다. 그 외 교육 수준

이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통일에 반대하지 않고, 통

일에 관심을 가지며,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통일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40세대를 사용하여도 교육 변수는 유의성이 사라지지

않았고, 통일관심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계수값이 커져 통일의식과 가진 상

관성이 견고함을 보였다.

4. 자기중심적 변수들과 통일의식

4.1 정치적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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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통일의식 
각각　

통일반대 통일관심  손해감수

투표안함 　0.268* 　-0.534*** .

정치관심 　-0.485*** 　1.160*** 　0.348**

정치낭비 　. 　-0.483*** 　.

활동무용 　0.337** 　-0.478*** 　-0.272**

누가되든 　0.394*** 　-0.503*** 　-0.315**

이해불가  0.362** 　-0.473*** 　-0.430***

정치인회의 0.299* 　. .

*p<.05, **p<.01, ***p<.001

1) 정치변수별 주요 결과

먼저 정치사회적 무관심과 통일의식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

해 7가지 경우의 다양한 정치적 참여와 관심 의견을 물은 변수와의 상관관

계를 분석했다. 7가지 정치 변수는 각각 2007년 17대 대선에서 법정 투표

연령 이상이었던 1893명 중 투표하지 않은 경우(n=325), 평소 정치관련 뉴

스에 관심이 있는 경우(n=1178), 정치이야기로 시간을 뺏기기보다 자기 일

에 열중하는 것이 낫다는 경우(n=1337), 나선다고 정치가 잘 되는 것은 아

니라는 경우(n=1133), 선거에서 누구를 찍더라도 정치는 달라지지 않는다

는 경우(n=1082), 정치는 어려워 이해할 수 없다는 경우(n=691), 정치인들

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관심 없다는 경우(n=1583)이다. 각

각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포함해 세 종류의 통일의식과 회귀분석 했다.

흥미롭게도 상기 모든 정치 변수가 다른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통일의식 세 가지 모두 또는 일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표6>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그리고 그것에 대

해 갖는 가치관은 개인의 통일의식과 방향을 같이하고 있었다.

<표6> 통일의식 3개와 정치 변수 7개 각각의 상관분석 결과

통일의식 세 차원 모두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정치 변

수들은 네 가지였다. 정치 뉴스에 평소 갖는 관심(정치관심), 본인이 정치

활동에 나서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회의(활동무용), 누구에게 투표해도 마찬

가지일 거라는 회의(누가되든), 그리고 정치가 어려워서 이해불가하다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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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무지(이해불가)였다. 즉 정치 뉴스에 일상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을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반대하지 않으며, 통일에도 관심을 갖고 있고, 본인에게

손해가 와도 통일에 동의했다. 반면 통일에 반대하고 무관심하며 본인에게

손해가 오는 통일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정치가 어려워 이해할 수

없으며, 본인이 정치활동에 참여해도, 선거에서 누가 선출되어도 마찬가지

라는 대답을 하고 있었다. 상관계수의 절대값 크기는 정치관심이 통일관심

과 약 coef. 1.2에 달하는 비약적으로 큰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치 변수

들은 통일의식 세 가지와 대체적으로 coef. 0.4 내외로 비슷했다. 통일의식

들과 나타내는 유의한 절대값을 합했을 때 ‘정치관심’ 다음으로 큰 정치

변수는 ‘이해불가’였고, 손해를 감수한 통일 동의에서 다른 정치변수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데 힘입었다. 그 뒤로는 ‘누가되

든’, ‘활동무용’ 순이었다. 이처럼 통일의식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정치 뉴스에 대한 관심의 세대별 응답률은 20대가 54%로 가장 적고, 50대

이상과 40대는 60% 이상이었음 알서 살펴본 바 있다.<그림18>

17대 대선에 투표권을 포기한 경우(투표안함)는 손해를 감수한 통일과는

유의하지 않은 가운데 통일 관심과 부적, 통일 반대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

타났다. 그 외 정치이야기는 시간 낭비라는 인식(정치낭비)은 통일 관심

과, 정치인들이 국민 개인의 생각에 관심이 없다는 회의(정치인회의)는 통

일 반대와만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즉 5년간 이 나라를 책임질 수장

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에 투표하지 않았을수록 통일에도 관심이 없으

며, 통일의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았고, 정치이야기를 할 바에야 자기 일에

열중하는 게 낫다고 생각할수록 통일에도 무관심했고, 정치인들은 본인의

생각에 관심 없다고 회의할수록 통일에 동의하지 않았다.

2) 정치 뉴스 관심과 통일의식

세대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정치변수들 중 통일의식과 가장 관련이 높았

던 정치 뉴스 관심만을 2040세대를 포함해 통일의식 세 가지와 각각 회귀

분석했다. 전 세대였을 때에 비해 세대효과가 비약적으로 커지는 것은 물

론이고, 정치뉴스 관심이 통일의식과 갖는 상관관계도 세 경우 모두 증가

했다. 정치관심과 coef. 1.16의 놀라운 관련성을 보이던 통일관심은 20대와

40대만을 비교할 시 coef. 1.43으로 더욱 커졌고, 심지어 증가폭도 가장 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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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각 통일　 통일반대 통일관심 손해감수

　의식3 1) 전 세대 2) 2040 1) 전 세대 2) 2040 1) 전 세대 2) 2040

정치관심 -0.485*** -0.624*** 1.162***  1.433*** 0.348** 0.379*

세대 . 0.865*** 0.120** -0.769*** 0.126** -0.825***

교육 -0.139* -0.201* 0.266*** 0.213* 0.226*** 0.228*

수입 . . . . . .

남자 -0.439*** . 0.727*** 0.476** 0.509*** 0.319*

Pseudo R2 0.0263 0.0501 0.0995 0.1188 0.0293 0.0416

*p<.05, **p<.01, ***p<.001

다. 통일의 필요성에 반대하지 않는 것도 2040의 경우 coef.값이 약 0.14 증

가해 0.62로 매우 컸고, 손해 감수 통일도 coef. 값이 0.03 소폭이지만 커졌

다.

남자가 여자에 비해 긍정적인 통일의식을 갖고 있는 큰 경향은 여기서도

2040세대변수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히 줄어들거나 통일을 반대하는 데서는

유의성이 아예 사라졌다. 성별의 차이보다는 20대와 40대 간의 세대 차이

가 훨씬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교육은 이 경우에도 유의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통일에 긍정적인 의식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였다. 모

델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Pseudo R2 값 역시 높아졌다.

<표7> 통일의식과 정치 뉴스 관심의 상관분석 결과

4.2 이기적 변수

사회를 위해 고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특성, 곧

‘이기적’인 20대의 모습도 통일의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

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기적 변수는 ‘본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연

1억원을 버는 사회’ 보다는 ‘본인은 5천 만원을 벌고, 다른 사람들은 2천 5

백 만원을 버는 사회’에 살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n=558)이다. 모두 똑같이

잘사는 사회보다는 그것보다 본인의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도 타인들보다는

두 배인 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선호를 보이는 이들 응답자들은 사회 전체

나 타인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한 도구적 가치로서 바라보

는 극도의 이기적인 성향을 가진 경우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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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각 통일　 통일반대 통일관심 손해감수

　의식3 1) 전 
세대 2) 2040 1) 전 

세대 2) 2040 1) 전 
세대 2) 2040

이기적 0.439*** 0.485** -0.413*** -0.518** -0.634*** -0.608

세대 -0.085* 0.821*** 0.139** -0.715*** 0.124** -0.765***

교육 -0.151* -0.219* 0.293*** 0.242* 0.228*** 0.242*

수입 . . . . . .

남자 -0.509*** . 0.879*** 0.622*** 0.553*** 0.353*

Pseudo R2 0.0237 0.0424 0.0539 0.0506 0.0368 0.0464

*p<.05, **p<.01, ***p<.001

인구사회학적인 변수들을 포함해 세 가지 통일의식과 회귀분석한 결과

이기적 변수는 세 경우와 모두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통일에 대한 관심

보다는 통일을 반대하는 경우와 더 관련이 있었고 두 경우 모두 coef.값은

0.4이상으로 상당한 정도였다. 가장 큰 관련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

도 통일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과 나타났고, coef. 0.6이상일 정도로 컸

다. 세 경우 모두 p값 0.000의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앞서 각 변수별

세대효과를 살펴봤을 때 ‘이기적 변수’는 2040세대에서 가장 높은 유의성으

로 coef.0.8의 높은 관계를 보일 정도로 20대일 때 40대에 비해 이기적인

경향이 높았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또한 40대는 30대와의 차이에서

도 coef.0.6이상이었고, 다른 항목들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던 50

대와도 약 0.4의 세대효과가 나타날 정도로 이기적 성향이 낮았던 것도 상

기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대와 40대만으로 구성된 세대변수를 사용하면

세대 효과는 이 경우에도 확연히 증가하고, 이기적 변수가 보이는 계수값

도 손해를 감수한 통일의식을 제외하고는 증가했다.

<표8> 통일의식과 이기적 변수의 상관분석 결과

5. 종합

5.1 종합 검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검토한 모든 변수를 종합하여 통일의식과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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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통일의 이익기대’와 함께 선행연구들에서 통일의식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주로 부각되는 ‘남북한 전쟁발발 가능성’의 판단 변수도 포함했다.

앞서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확인된 ‘우리’라는 민족당위 변수뿐만 아니라

상당한 관련성을 보이던 정치 사회에 대한 무관심과 이기적인 특성이라는

두 가지 자기중심적 변수들이 모두 함께 통제된 상태에서 통일 의식과 보

이는 상관관계를 최종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앞서와 같이 다차원으로 구

성된 통일의식에 최대한 접근하고자 이번에도 통일에 대한 반대, 관심, 손

해가 있더라도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세 가지 통일의식을 각각 종속변

수로 두었고, 각 경우에 10단위로 나뉜 전 세대를 세대 변수로 넣은 경우

와, 가장 차이를 보이는 20대와 40대만으로 구성된 세대 변수 두 가지 경

우를 모두 분석했다.

1) 통일 반대

통일의식과 관련성이 제기되는 다섯 가지 변수들을 네 가지 인구통계학

적 변수들과 통제하여 통일을 반대하는 것과 회귀분석한 결과 아홉 가지

독립변수 중 가장 높은 상관관계는 민족당위성인 ‘우리’로 나타났다. coef.

1.36에 달할 정도로 놀랍게 높은 상관관계를 가져 두 번째로 크게 나타난

‘이익기대’의 두 배에 달했다. 즉 통일의 이익을 기대하는 경우 통일에 반

대하지 않는 것과 매우 큰 관련성을 가지지만 북한을 ‘우리’로 인식하는

것은 그보다도 거의 배에 달하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다. 20대와 40

대만을 비교한 경우에는 ‘우리’라는 인식을 가질수록 coef. 1.65의 더욱 높

은 상관관계로 통일에 반대하지 않았다.

그 외 전 세대의 경우에는 정치에 관심을 가질수록, 남자일수록, 이기적

이지 않을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반대하지 않았다. 2040 세대에선 앞서 일

반적 10단위 연령 범주에서는 유의하지 않던 세대가 coef, 0.63으로, 이익기

대에 조금 못 미칠 정도로 크게 나타났고, 대신 성별 효과는 사라진 가운

데 정치 관심과 이기적 변수는 여전히 유의하게 상당한 크기로 나타났다.

위험인지는 교육, 수입과 함께 통일반대와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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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p<.001

Y=각 통일　 통일반대 통일관심 손해감수

　의식3 1) 전 세대 2) 2040 1) 전 세대 2) 2040 1) 전 세대 2) 2040

이익기대 -0.787*** -0.823*** 　0.893*** 　0.913*** 0.573*** 0.488**

위험인지 .　 .　 　0.343** 　0.474** . .

우리 -1.362*** -1.649*** 　1.257*** 　1.057*** 1.312*** 1.543***

정치관심 -0.416*** -0.584** 　1.125*** 　1.379*** 0.255* .

이기적 　0.374** 0.376* 　-0.313** 　-0.429* -0.578*** -0.494**

세대 　. 0.625** 0.093* 　-0.648** . -0.557**

교육 　. 　. 　0.275*** 　0.269* 0.202** 0.301**

수입 　. 　. .　 .　 . .

남자 -0.396*** 　. 　0.712*** 　0.482** 0.499***　 0.352*　

Pseudo 

R2
0.0907 0.1232 0.1603　 0.1758 0.1066 0.1263

<표9> 통일의식 3가지와 관련된 모든 변수 포함한 회귀분석 결과

2) 통일 관심

통일 관심은 수입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과 유의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상관관계는 여기서도 민족 당위성이 coef. 1.26으로 굉

장히 컸지만 20대와 40대만을 놓고 비교할 때는 정치관심이 coef. 1.38로

더 크게 나타났다. 정치 뉴스에 평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전 세대의 경

우에도 coef. 1.13으로 이익 기대보다 상관계수의 값이 커 우리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통일 이익의 긍정적 기대도 전 세대 coef. 0.89, 2040세대 0.91

로 통일 관심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지만 정치 뉴스에 평소 관

심을 갖는 것은 통일 관심에 있어서 북한을 ‘우리’로 인식하는 것과 엇비

슷할 정도로 높은 통계적 상관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통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남자일 경우에 coef.0.7이상으로 매우

커 통일 이익 기대의 뒤를 이었고, 이기적이지 않을수록, 전쟁 발발의 위험

을 인지하고 있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coef. 0.3 내외로 통일에 관심

이 있었다. 전 세대의 연령효과도 작게나마 유의하게 나타났다. 2040세대

변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익기대 다음으로 큰 상관관계가 통일 반대와 같

이 세대 효과에서 나왔고 20대일수록 coef. 0.65의 큰 크기로 통일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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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었다. 성별도 전 세대보다는 상관계수가 상당히 줄었지만 여전히 0.48

의 상당한 크기로 그 뒤를 이은 가운데 위험인지, 이기적, 교육도 여전히

유의하게 통일관심과 관련이 있었다.

통일에 관심을 가진 태도에서 가장 유의할 만한 것은 정치 뉴스에 대한

관심과의 상관관계가 비약적으로 큰 것이다. 이익기대도 매우 밀접히 관련

을 갖지만 민족 당위 변수와의 관련성은 더 높은 경향이 통일 반대에서와

마찬가지로 통일 관심에서도 유지되는 가운데 뉴스 관심은 통일 관심에서

는 ‘우리’와 엇비슷할 정도로 큰 것이다. 또한 성별 효과가 일반적 세대 구

분에서는 이익기대에 근접할 정도로 커서 남자가 여자에 비해 통일에 관심

을 갖는 정도가 매우 크다는 것이 나타났다.

3) 손해 감수

손해가 와도 통일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의식에서도 가장 높은 상관관

계는 북한을 우리로 인식하는 민족당위성 변수였다. 전 세대에서는

coef.1.3, 2040에선 1.54에 달할 정도로 손해를 감수한 통일과 ‘우리’라는 인

식이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그 외 유의하게 나타난 독립 변수들이 다른

통일의식들에서와 달리 큰 상관관계를 보이는 게 없어 더욱 두드러졌다.

나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통일의식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이기적 변수의 상관계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다. ‘우

리’ 다음으로 가장 큰 상관성을 보인 이기적 변수는 coef. 0.58의 상당한

크기로 이기적일수록 자신에게 손해가 오는 통일에 반대했다. 그리고 그보

다 약간 적은 계수값으로 통일의 경제적 결과를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을

수록 손해 감수 통일에 동의하고 있었다. 즉 이기적이지 않을수록 자신에

게 손해를 가져오더라도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었고, 통일이 손해

보다는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 보는 사람들이 만약 손해를 가져온다고 해도

통일은 되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외 남자일수록 여자보다 coef.0.49로 이러한 통일의식을 갖고 있었고,

정치에 관심이 있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그러했다. 2040세대에서도

이기적 변수가 이익기대 변수보다 큰 관련을 보인 것은 같았지만 세대 변

수의 영향력은 더욱 컸다. 교육과 성별도 여전히 유의한 관계를 보였고, 정

치관심 변수의 유의성은 사라졌다.



- 62 -

5.2 주요 결과 정리와 결과의 해석

1) 통일의식에서 민족 당위성의 결정적 비중

민족 당위성 ‘우리’는 통일이익기대와 위험인지는 물론 자기중심적 변수

들을 포함한 상태에서도 세 가지 통일의식 모두에서 가장 큰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북한을 2010년대에도 여전히 ‘이웃’도 아닌 ‘우리’로 인식하고 있

는 강한 민족 당위성의 보유는 통일을 반대하지 않는 것과 coef. 1.36, 2040

은 1.65의 놀라울 정도로 큰 관련성을 보였고,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과도 비슷한 정도로 컸다. 통일에 갖고 있는 관심에

서는 상대적으로 계수값이 낮았지만 역시 coef. 1이 넘어 매우 밀접한 관련

성을 갖기는 마찬가지였다.

다른 독립변수들과 비교하면 ‘우리’ 변수의 영향력은 더욱 두드러진다.

통일의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는 부정적인 통일의식에서는 두 번째로 큰 통

일의 이익기대와 비교해 상관계수의 값이 거의 두 배에 달했다. 손해가 나

더라도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의식에서는 그 다음으로 큰 이기적 변수나

2040세대의 상관성보다 절대값이 약 3배 정도나 컸다. 통일관심에서만

coef. 1 이상의 막대한 관련성을 보이는 정치관심의 영향이 강력한 탓으로

우리와 엇비슷한 상관성을 보였다. 세 차원의 통일의식에 통일의 이익기대

나 정치사회적 관심, 이기적 성향, 세대, 교육, 성별이라는 변수들이 모두

상당히 관련되어 있지만 중추적인 요인은 북한을 ‘우리’로 간주하는 공동

체주의적이고 민족당위적인 의식인 것이다.

앞서 3절에서 통일의 이익 기대라는 흔히 경제적 영역에 속한 것으로 간

주되는 문제도 북한을 ‘우리’로 인식하거나, 이에서 멀어져 관심이 없고 모

르겠는 대북인식과 큰 관련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우리’라는 문항에

직접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민족당위적인 가치관을 보유

하여 북한을 ‘우리’로 인식하는 것으로부터의 원근 정도에 따라서 통일의

식이 좌우되는 측면이 큰 것이다. 이익기대 변수에도 민족 당위적 성격이

상당히 녹아있고, 그것이 ‘우리’ 변수보다는 작지만 통일의식과 상당한 관

련성을 보이는 것까지 고려하면 통일에 대한 한국인들의 의식과 가치 판단

에서 민족적 가치관의 비중은 훨씬 커진다. 즉 통일의식은 2010년대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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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실용적 손익 계산이 아닌 ‘민족’의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통일의식 조사에서 민족 당위성은 동의율이 낮고, 다른 실용적인

답변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특히 질적인 조사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훨씬 컸

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통일 의식과 관련해서는 거대한 크기의 정방향 민

족 당위성이 상당 부분 수면 아래로 은폐되어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

에서 이러한 메커니즘을 가능하게 하는 숨은 힘으로서 실재하지만 표면적

으로는 드러나지 않기에 그동안 간과되어 오던 역방향 민족 당위성의 존재

가 포착된다.

2) 자기중심적 변수들과 역방향 민족 당위성

정치에 대한 관심과 이기적인 성향은 다른 변수들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

서도 통일의식 세 가지와 모두 유의하게 크게 나타나 통일의식을 결정적으

로 좌우하는 민족당위성 이외에 통일의식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들임이 실

증됐다. 특히 통일관심에선 정치뉴스에 대한 관심이, 손해감수의 경우엔 이

기적인 특성이 민족 당위적 변수 다음으로 통일의식과 관련성이 높았다.

두 통일의식의 경우 자기중심적 변수 두 가지가 이익기대 변수보다도 큰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사실은 이 두 변수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정

치적 변수는 특히 통일관심에서 ‘우리’ 변수와 비등하거나 2040세대의 경우

엔 더욱 커져 coef. 1.3에 달해 통일에 대한 관심이 기타 정치사회적인 문

제에 대한 관심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20대와 40대의 경우에

더욱 그렇다는 것을 보여준다.

통일에 있어서 정치적 분야가 크게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통일과 정치는

엄연히 구별되는 다른 차원과 성격의 문제다. 그렇기에 합리적 통일론에

입각할 때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통일에 회의하는

개인이 충분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 판단과정을 거쳐 통일에 반

대하고, 관심도 갖지 않게 되는 것과 같이 한국 정치에도 동일한 합리적

과정을 통해 회의적인 시각과 태도를 갖게 되는 가능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앞서 정치가 어렵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는 응답도 통일의식 세 가지 모

두와 상당한 통계적 상관성을 보였던 사실을 상기할 때 정치 이해불가를

보이는 개인들이 통일 문제에는 예외적인 이해도를 갖고 있을 거라 기대하

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지식과 숙고의 결과로서 회의적 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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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 그리고 무지로 가게 되는 경로보다는 애초에 회의적이었기에 관심

을 갖지 않았고, 관심이 없기에 정보나 그에 대한 고찰도 빈약할 수밖에

없는 선후관계가 타당할 것이다.

통일의식에서 지식과, 관심, 태도는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북한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며, 통일과 북한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

진 세대가 관심도 가장 많았고, 무지와 적대적 태도, 통일에 대한 회의를

가장 많이 보이는 세대는 무관심도 가장 컸다. 어떠한 대상에 대해 좋아하

고 싫어하는 선호나 동의하고 반대하는 찬반이 관심이 있고, 잘 알기 때문

에 긍정적이거나, 무관심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부정적일 수는 없다. 좋아

하고 긍정하는 선호로부터 관심과 그에 따른 지식이 수반될 것이며, 좋아

하지 않고 긍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굳이 관심을 가질 이유도, 알아야 할

이유도 없기에 무관심과 무지가 결과로서 올 것이다. 전자인 40대가 통일

이 이익이 될 것이라는 경제적 기대를 기반으로 북한과 통일에 대해 긍정

적인 태도와 관심을 갖고 지식도 쌓게 된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그들은

청소년, 청년 시절에 민족적 열망인 통일과 동포인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먼저 습득했고, 이로부터 관심과 긍정적 태도, 지식을 차례

로 갖게 된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후자인 20대도 합리적 판단 과정에서 통

일의 경제적 결과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됐기 때문에 북한이나 통일에 부

정적이며 무관심한 것이 아니다.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그에

따른 무지, 그리고 이성적이 아닌 감정적으로 부정적인 자세와 태도는 20

대 코호트 특유의 특정한 ‘마음의 습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 20대의 세대적인 ‘마음의 습관’의 구성물 중 특히 통일의식과 대북의

식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역방향 민족 당위성과 자기중심적 특성인

것이다. 40대를 필두로 한 타 세대들의 ‘마음의 습관’을 채우고 있는 ‘민족

당위성’이 20대에겐 상당히 부재하기 때문에 20대 코호트들이 굳이 통일에

동의하거나 통일을 소망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것은 사실 당연한 귀결이

다. 더 나아가 ‘민족’이나 ‘통일’과 같은 이야기를 ‘남아선호사상’과 같이 비

합리적이고 고리타분한 구시대의 유물로서 폄훼하는 ‘합리적’인 역방향 민

족 당위성이 자리 잡고 있는 만큼 20대에게 통일은 생경하고 생뚱맞기까지

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

자기중심적 특성들은 여기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사회적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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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과 이기적 특성은 통일 반대뿐 아니라 무관심,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적

대적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 민족 당위가 희박한 개인에게 통일이라는 사

안은 자신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국가적 문제들 중 하나일 뿐이다. 통일

관심과 정치 뉴스 관심의 막대한 상관관계는 여기서 비롯된다. 또한 민족

적 당위성의 부재 시 통일이나 북한은 오직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가치로만

판단될 수밖에 없고,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할수록 전체 국가 사회에 미치

는 거시적인 영향보다는 ‘나’와 직결되는 미시적인 사안들이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때문에 통일이 되면 세금 인상과 경기 불안으로 인한 불황의

우려, 그리고 세계적인 문제 국가이며 가난하고 이미 너무 달라져버린 북

한과 합치게 될 때 사회 불안정과 같은 수많은 예상 문제들이 상식화되며

통일에 반대하게 되는 것이다. 통일이 한국 사회의 성장 동력을 향상시켜

장기적으로 손해보다는 유익이 설령 더 커진다고 해도 그것이 개인에게 체

감되는 수준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은 멀고 먼 일이며, 피할 수 없는 단

기적인 경제사회적 혼란과 세금 부담이 자기중심적 개인에게 인식되는 통

일의 주된 결과인 것이다. 타인이 나와 똑같이 잘 사는 것도 내켜하지 않

는 개인이 민족 당위성이 없다면 내가 타인 때문에 손해를 볼 통일에 동의

하길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정방향 민족 당위성이 가장 약한 데다

자기중심적 성향은 가장 강한 20대가 통일 반대에서 가장 부각되는 것은

이 때문인 것이다. 게다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공격 주체를 의심할 수

없이 명확히 자행되며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세대 고하를 막론하고

확산된 가운데 ‘민족’ 범주가 가장 많이 지워져 북한을 끌어안을 이유가

없는 20대가 역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다. 통일은 물론 한국의 정

치 사회라도 나와 직결되지 않은 문제에는 관심이 없으며, 사회 전체나 타

인은 어떻든 개의치 않고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한

만큼 20대는 자신에게 손해나 위협이 가해질 때 매우 민감해진다. 그 결과

반공 교육의 세례 속에서 성장한 50대 이상보다 20대가 더 북한에 적대적

인 태도를 갖게 된 것이다.

3) 역방향 민족 당위성으로 인한 정방향 민족 당위성의 은폐

하지만 이러한 감정적 통일의식을 이성적인 것 마냥 포장하는 경향이 상

당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20대뿐 아니라 40대를 비롯한 다른 세대들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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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가지였다. 앞서 북한보다 미국을 더 가깝게 느끼면서도 양국의 축구시합

시 자신도 모르게 북한을 응원하는 민족 당위성의 보유가 통일의 가장 큰

이유로서 민족을 고른 것보다 가장 많이 증가한 세대는 오히려 40대였다.

‘이성적 포장’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세대가 실제로 가장 이성적인 성향이

강한 세대인 것이다.

그 이유는 4장에서 상술하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민족’과 ‘합리성’이라는

가치가 근대화 과정 가운데 맞게 된 위상 변화로부터 찾을 수 있다. 거센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민족’ 범주는 한국 사회에서 지고의 가치에서부터

배타적이고 비합리적인 구시대적 유물로서 전락하게 된다. 하지만 40대는

이미 청소년, 청년기에 절대적 가치로서 민족을 내면화한 상태다. 동시에

누구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성향도 강한 40대는 ‘합리성’의 거센 조류

속에서 ‘민족’이 철퇴를 맞은 이후에도 이미 깊이 각인되어 있는 민족적

가치관의 골자는 유지한 채 껍데기를 이성적으로 ‘합리화’하는 전략을 취

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일반적인 민족 당위성에 역행한다는 면에서 이러

한 합리화를 역방향 민족 당위성이라 명명했다. 역방향 민족 당위성은 ‘담

론 우세종’으로서 ‘담론 열세종’인 정방향 민족 당위성을 은폐할 뿐만 아니

라 지워오는 역할을 약 1990년대부터 수행해왔다.

그러나 한때 전 국가적 염원이던 통일의 위상이 상당히 추락한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도 전 국민의 과반수 이상은 통일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을

정도로 그 당위적 힘이 여전히 남아있다. 민족 당위성은 담론에서는 그 정

당성을 상실했지만 ‘정서 우세종’으로서 아직 한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20대에게도 아직 남은 민족 당위성은 40%로 유지되

는 통일에 대한 찬성과, 북한에 대한 응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40대라고 모

두 동의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20대가 민족 당위성이 부재한 것

이 아니며, 40대에서 20대로 내려올수록 정방향 민족 당위성은 약해지고,

역방향 민족 당위성은 강해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후

에 상세히 서술하겠지만 한국 사회의 시대적 변화와 한 ‘세대’의 형성과정

의 특성이 맞물려 만들어낸 결과다. 그러므로 통일에 무관심하고, 회의적이

며, 내켜하지는 않을 수 있어도 직접적으로 반대를 표명하는 것은 20대에

게도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통일을 굳이 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고,

솔직히 잘은 모르겠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본심을 그대로 표현할 수는



- 67 -

없기 때문에 이 때 통일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합리화’를 다시금 하게 되는 것이다. 합리적 포장은 통일에 부정적인 경우

가 긍정적일 때보다 크게 높은 비율로 일어난다. 민족 당위성의 존재든 부

재든 역방향 민족 당위성에 포장돼 가려지는 가운데 민족적 염원의 과제로

서 통일에 찬성하고 통일 후 한반도와 본인의 미래도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개인들은 여전히 절반 정도 민족을 그대로 드러내는 반면 민족 당위

성이 지워져 통일에 관심이 없으며, 통일이 가져올 경제사회적 결과를 예

측함에 있어서 이성적인 지식과 고찰보다는 감정에 의해 부정적인 개인들

은 거의 다 실용적인 답으로 합리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Ⅳ. 20대 통일의식 하락의 원인

1. 역방향 민족 당위성의 강화

1.1 양가적 민족 당위성에 의한 통일의식

기존의 연구들은 특히 20대에 있어서 합리적인 통일의 이익 기대가 긍정

적인 통일의식을 낳고, 통일이 가져올 경제적 비용이나 부담과 같은 합리

적인 통일의 손해 기대는 통일에 대한 반대와 무관심을 낳는다고 설명해

왔다. 그것을 도식화하면 <그림21>과 같다. 민족 당위에 의해 통일을 찬성

하는 젊은이들은 이제 소수이며, 대부분은 실리적인 통일의 이익을 합리적

판단에 의해 긍정적으로 기대하거나 부정적으로 회의하는지에 따라 통일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20대 중 통일에 찬성하는 비율

이 40% 정도, 반대하는 비율은 약 30%이고, 중간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하지만 논지의 핵심에 중점을 두어 표현하기 위해 찬반 두 부

분으로만 나누었다. 각 도형의 크기도 각 비율들을 대략적으로만 반영했음

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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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20대 통일의식의 기존 이해 도식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겉으로 드러난 표피적 사실만을 얕게 이해한 것으

로서 심층에 거대하게 존재하는 실체나, 그것의 상당 부분이 외면을 위장

한 채 표면으로 나오는 중간 과정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그림22>는 은

폐된 심층과 이것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도식화한 것이다. 통일의 이익기

대를 판단하는 영역이 실제적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 판단으로부터 도출된

게 아니라 민족 당위성의 유무로부터 나오는 심층이 묘사되어 있다. 표층

에 드러난 것보다 훨씬 크며, 통일의식에 기여하는 측면도 훨씬 더 방대하

지만 민족 당위는 심층에 감추어져 있다. ‘민족’이라는 가치를 전근대적이

고 배타적인 가치로서 지양하도록 하며, ‘합리적’인 이유를 들도록 강제하

는 역방향 민족 당위가 이 은폐를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표층에서 보이지

않는 민족 당위성의 보유는 통일을 지향하고 북한에 호의적이기 때문에 통

일의 이익을 긍정적으로 기대하게 하며, 이것의 부재는 통일에 관심이 없

거나 부정적으로 만들며 이 두 경우 모두 역방향 민족 당위라는 프리즘을

통과하며 ‘합리적’으로 포장된다. 통일의 이유로서 ‘같은 민족’을 내세우는

전근대적인 생각은 지켜보는 눈이 많을수록 규범적으로 피하게 되며, 통일

이 가져올 경제사회적 이익과 긍정적 미래라는 요인으로 합리화한 ‘답’이

현대 한국 사회에서 타당성을 인정받는 ‘정답’이다. ‘담론 우세종’인 근대의

‘합리주의’가 전근대의 고루함을 그대로 입어 ‘담론 열세종’으로 전락한 민

족 당위성을 지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잔존한 것도 상당 부분 ‘합리화’라

는 현대의 규격에 맞는 포장지에 담기게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민족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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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부터 거리가 멀어 북한을 적으로 보거나, 무관심하고 잘 모르는 경우

에 통일을 왜 해야하는지 모르겠고, 가난하고 이상한 북한이 싫다. 그러나

그러한 거부감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은 비록 그 절대적 힘은 잃었지만 아

직 한국 사회에서 ‘정서적 우세종’으로서 상당한 힘을 보존하고 있는 정방

향 민족 당위성의 작용에 의해 규범적으로 기피된다. 담론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싫고,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안 좋은 결과

를 가져올 것 같다’ 류의 답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타당하게 인정

받을 수 있는 통일이 경제사회적으로 손해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

다는 합리적인 답으로 포장되는 것이다.

<그림22> 은폐된 메커니즘을 포함한 20대 통일의식

특히 20대에선 합리적인 이익 기대의 긍정적인 차원이든 부정적인 차원

이든 그 내부에는 비합리적인 요인들로부터 온 이익과 손해의 기대로 대부

분 차 있고 민족 당위성과 완전히 별개로 합리적인 판단으로만 통일에 찬

성하거나 반대하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보인다. 즉 ‘민족 당위성’을 보유하

지 않지만 통일이 경제적으로 혜택이 많을 것이기에 통일에 찬성하는 경우

나, ‘민족 당위성’을 보유했지만 통일이 손해가 많을 것이기에 반대하는 경

우는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통일의 이익과 비용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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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문가들조차 각각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는 어려운 문제일 뿐 아니라,

합리적 판단을 내릴 만한 지식이나 그러한 문제를 고민할 만한 관심을 갖

는 일이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20대에게 매우 보기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1.2 액체 근대화의 나이테로서 세대별 통일의식

한국 사회는 지난 50여 년간 압축적 근대화를 통해 급속한 사회 변화를

이루어 왔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한국의 가치들이 서양의 근대적인 가

치들과 충돌하며 도전받고 상당수가 그 당위성을 상실해 왔는데 ‘민족’과

‘통일’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결혼의 당위성, 남자와 여자에게 기

대되는 역할의 성적 고정관념, 가부장이나 스승의 권위 등은 달라진 시대

만큼이나 구세대와 신세대 간에 큰 의식차를 보이고 있는 영역이다. 그리

고 2012년 세대 조사 결과(박경숙 외, 2013)를 보면 바로 여기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와 유사한 세대간 20%가 넘는 큰 격차가 나며, 세대별

로 차이나는 기울기까지 상당히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23> 통

념과는 달리 정치, 사회적인 문제들에서 세대 간 의식차는 거의 드물었고,

‘전통적 규범과 이상’에 속하는 남아선호 사상이나 남녀의 성역할 고정관

념, 가부장의 권위, 스승의 권위, 결혼의 필수성과 동성 결혼에 대한 반대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큰 격차를 보였다. 즉 ‘결혼은 해야 하며, 이성

간에만 해야 한다’,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을 해야 하고, 가부장의

권위는 존중되어야 한다’, ‘스승과 제자가 문제가 있을 시엔 학생의 문제

다’ 등의 전통적 규범들과 ‘통일은 해야 하며, 이를 지지하는 것은 한국인

으로서 당연하다’는 통일의식은 동일 선상에 있는 것이다. 통일의식은 이러

한 전통적인 이상과 당위성을 깊게 내면화해 세월의 변화에도 퇴화된 흔적

을 깊게 간직한 기성세대와, 새로운 ‘합리적인’ 시대의 영향에 더 많이 노

출되어 그것들을 갈수록 구시대적인 고정관념으로 치부하는 신세대 간의

근본적인 가치관 차이의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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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3> 전통적 가치관들에 대한 세대별 의식 차이

송호근은 세대 변화의 내용과 방향을 읽어내는 일은 한국사회의 가치관

의 변화를 분석하는 일이며 이를 ‘성장시대 가치관의 퇴조와 유동성 문화

의 형성’으로 간략히 요약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유동성 문화’라 하면

“자유주의, 개인주의, 고정적이고 불변적인 것에 대한 반감, 권위와 거대담

론에 대한 혐오감, 탈출에의 끊임없는 욕구, 이성과 일사불란함에의 거역,

감성과 감성적인 것에의 욕망 등등이 뒤섞여 있”(송호근, 2003:19)는 것이

다. 성장시대의 고정적인 규범적 목표 추구의식이 현대의 유동적인 탈규범

적 분산으로 흩어지게 된 것을 가장 핵심적인 시대적 변화로 본 것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가변성, 유연성, 이동성은 한국만의 고유한 특수성이

아니라 후기근대 혹은 포스트모던에 돌입한 범세계가 공유하는 보편적 모

습이다.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은 견고한 것들, 특히 전통에

대한 충성심과 관습적 권리, 의무를 녹이는 것을 영구적 특성으로 가지는

근대화가 상당히 진척되어 근대 역사에서 여러모로 새로운 단계에 돌입한

오늘날을 ‘액체근대(liquid modernity)'라 명명한다(바우만, 2009). 탈전통적

질서(규범의 부재), 생활세계의 다원화, 권위의 부재(경쟁하는 권위들), 매

개된 경험의 증가가 개인들에게 선택의 중요성을 강화한 것을 특성으로 ’

후기 근대(late modernity)'를 설명하는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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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같은 맥락이다(기든스, 2010). 울리히 벡(Ulrich Beck) 역시 19세기에 봉

건사회의 견고한 틀을 해체하고 산업사회를 도래케 한 근대화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성찰적 근대화’를 계속해 오늘날 다시 산업사회를 해체 중이

며 다른 근대성을 가진 ‘이차 근대’를 형성 중이라고 진단한다(벡, 2006).

신성한 것들은 세속화 되었고, 전체주의적으로 획일화되어 강철같이 단단

하던 사회는 다원화된 가치와 원자화된 개인으로 흩어져 표류하게 된 것이

현대의 주된 특성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듯하다.

20세기 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21세기의 초엽, 고도로 세계화와

정보화된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들의 통일의식 역시 이 거대한 시

대적 조류 안에서 흐르고 있으며, 이 맥락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고 주

장하는 바다. 그리고 세대는 그 심대한 변화를 기록하고 있는 나이테라 할

수 있다. 단단한 고체를 녹여버리고 액체가 되어 흘러가버리는 오늘날에도

그 고정된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은 카를 만하임(Karl Manheim)이 주목했듯

이 ‘경험의 성층화(stratification of experience)’에서 비롯된다. “초기 인상

들은 자연적 세계관으로 확립되는 경향이 있다. 그다음부터 이후의 모든

경험들은 이러한 최초 인상과 자연관의 결합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받아들

이는 경향이 있다(만하임, 2013:58).” 바우만의 정의를 빌려 말하자면 같이

조류에 휩쓸려가며 녹아도 본질적으로 상이한 세대별 ‘자연적 세계관’은

출발점의 차이 뿐 아니라 질량이나 용해성을 질적으로 차별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불과 50여년 만에 ‘압축적 근대화’로 농경사회, 산업사회, 세계화

정보사회를 모두 경험했다. 일제 식민지 시기 조선 시대와, 한국전쟁의 폐

허, 유신 독재 시절 새마을 운동, 민주화 운동, 탈냉전과 세계화, IMF 경제

위기, 2002 월드컵,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미국의 대통령까지 따라하는 시

대에 각각 청소년기를 보낸 이들이 2014년 같은 사회에서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 시대의 기억이 없이 후기근대/포스트모던 한국 사회에서 출

생하여 성장한 젊은 세대와, 산업화 시기에 태어나고 자라 청년기에 민주

화를 이루어낸 이후 중년이 되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소위 386세대와,

농경 사회에서 출생해 산업화시대에 청년기를, 민주화시대에 중년기를 보

내고 노년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고령층의 의식 구조는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동일한 후기근대/포스트모던적 높은 파고도 각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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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게는 다르게 경험되며, 상이한 결과를 가져온다.

1987년 민주화, 1988년 서울올림픽, 1990년 소련과 수교 등 선진화를 향

한 역사적 걸음을 연이어 내딛으며 한국 사회는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풍

요 가운데 이념과 정치의 무거운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다. 해외여행 자

유화가 시행됐고, 범람하는 TV, 영화, 만화, 인터넷 등의 새로운 대중적 매

체를 통해 ‘선진화된’ 외국 문화가 젊은 세대들에게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서태지와 아이들로 대표되는 제멋대로이고 반항적이며, 타인의 눈치를 보

지 않는 ‘쿨’한 X세대가 등장했고, 기존의 전통적인 미덕들과 관념들이 모

두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386세대는 권위주의 독재체제에서 민주주의로의

혁명을 일구어냈지만, 생활 관습에서는 전통적 가치관을 고수했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는 “구태의연한 가족 규범을 조롱하고, 파탄이 나도 이혼을 주

저하는 386세대의 우유부단함을 공격하고, 여성을 자녀 양육에 가둬놓는

전통적 인습을 파괴했다. 기성세대의 정조 관념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자유

로운 섹스와 동거를 감행했다. 무너진 자리에 ‘개인과 권리’라는 도장을 찍

었다(송호근, 2005:228).”

민주화 운동이 절정에 달했던 80년대에 그의 일환으로 이상시되던 민족

의 염원 통일도 다른 당위적이던 가치들과 함께 신비스러운 후광이 벗겨지

며 경제사회적 이해득실 하에 값이 매겨지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되었

다. 결국 후기근대/포스트모던적 현대란 “공상과 상상이 전혀 없이, 고결

한 원칙과 가치를 지키는 의무도 지지 않고, 거룩함을 향한 열정과 황홀감

도 없이, 성인의 그 어떤 영웅적 행위도 없이, 신의 율법이 보장해주는 든

든함과 정연한 질서도 없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로해주며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그 어떤 시적 상상도 없이 인생을 살아야만 한다는(일

루즈, 2012:23)” 것인 만큼 당연한 귀결이었다.

어떤 질문이나 반항 없이 그저 ‘당연’하고 ‘마땅’히 그러해야 했던 당위

적 가치들은 해체하는 근대화의 공격 앞에 둑이 무너졌고, 녹이는 후기근

대/포스트모던의 급류가 모든 세대를 덮쳤지만 그 여파는 다를 수밖에 없

었다. 모든 세대가 영향을 받지만 영향을 받는 정도는 영향을 받은 인생에

서의 시기와 그 이전의 가치관과의 상극 정도에 따라 전통적 가치관의 용

해도가 상이했다. 통일을 이상으로서 내면화하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다 40대에 들어 당위성을 부정당하고 ‘합리적’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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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게 된 세대와, 이전 시대는 이야기로만 듣고 입시 지옥을 갓 빠져나온

20대에게 ‘통일’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40대는 통일이

이미 ‘자연적 세계관’의 주요한 이상의 하나로 정립되어 있었다는 면에서

출발점도 민족 당위성에 가까울 뿐 아니라 녹는 데 대한 저항력도 큰 편이

었던 반면 이미 한국 사회가 상당히 근대화를 겪은 2000년대 이후에 청소

년기, 청년기를 보낸 20대의 ‘자연적 세계관’에는 통일이나 민족으로서의

북한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작으며 용해도도 매우

높아 더욱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서

도 ‘반공’을 규범으로 갖고 있던 50대 이상과, ‘민족’을 이상으로 갖고 있던

40대의 1980년대까지의 경향은 2011년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북한과 관련해서 어떠한 가치관이나 의식을 형성하느냐 여부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리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동시에 주

목할만한 사실은 어떠한 형태로든 의식의 변화를 경험한다는 응답자의 비

율이 약 1/3에 이른다”(함인희 외, 2000:161). 386세대가 통일을 원하는 이

유에 있어서 보다 현실적인 논리를 개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철회할 수 없는 통일이 21세기에 상실하게 된 당위성의 빈자리를

채워줄 정당화 논리에의 요구에 다름 아닌 것이다.

그러나 이런 후기근대/포스트모던의 물결이 전통과 규범은 해체했지만

애초 지향했던 합리화와 오히려 멀어지는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점은 아이

러니하다. 그런 면에서 더욱 합리화보다는 민족 당위성과 반대된다는 의미

만을 가진 역방향 민족 당위성이 적합한 용어라 할 수 있다. 근대의 합리

화 압력은 ‘합리주의’를 반박할 수 없는 절대적 힘을 가진 ‘담론 우세종’으

로 만들어놓는 데 성공했을 뿐 실제로 지식, 이성, 오랜 기간의 숙고, 냉철

한 판단 등을 갖춘 합리적 인간은 갈수록 씨가 말라가고 있다. ‘삘(feel)',

이미지, 감성을 중시하고, 즉흥적이며 감정적인 성향을 강하게 보이는 신세

대의 초상은 ’30대‘ 코호트가 20대였던 90년대부터 ’신세대‘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기 시작해 20대에선 보편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새로운 세대는 때와 상황에 맞게 ’담론 우세종‘의 규격에 맞춰 합리적으로

자신을 포장할 줄 아는 영민함 또한 지니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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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중심적 속성의 강화

2.1 시대적 배경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가 ‘계몽의 자기 파괴’라 칭한 근대화 과정을

거쳐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실용적이지도 않은 모든 당위적 신념이 파괴된

이후 도래한 현대(아도르노 외, 2001)의 가장 뚜렷한 특성은 자본주의의 상

품화 헤게모니 하에서 하버마스가 말한 ’경제 세계의 식민화‘다. “견고한

것들을 녹이는 것은 무엇보다도 결과에 대한 합리적 계산-막스 베버가 표

현한 대로 가족과 집안에서의 의무, 빽빽한 도덕적 의무사항들이라는 족쇄

로부터 기업 정신을 해방시키는 것, 그리고 토마스 칼라일의 생각대로 인

간 상호 관계와 책임감 저변에 깔린 수많은 유대 중에서 ‘현금의 축’만을

남겨놓는 것이 그러하다-을 가로막는 ‘부적절한’ 의무사항들을 벗어던짐을

의미했다(바우만, 2009:11).” 합리성은 경제적 수익성과 거의 동의어가 되었

고, 전근대적인 ‘당위’로만 묶여있던 개인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귀찮은 의

무들은 ‘비합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버리는 것도 ‘합리화’가 가능

해졌다. 19세기 초 근대화가 꽃피던 미국을 방문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은 갓 태어난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향유하고 있는 미국

인들 안에서 이미 후기근대/포스트모던적 모습을 예견했다. 경제세계의 논

리와 언어에 종속된 ‘합리적’ 개인은 개인의 사적인 재산과 공공의 번영

사이에 존재하는 긴밀한 관계라는 거시적 맥락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

의 업무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는 정치적인 의무의 이행을 오히려 귀찮은

방해로 생각하게 되며, 그들의 정치적 권리를 스스로 점차 포기하게 될 것

이라 경고한 것이다(토크빌, 1997).

통일이나 민족에 실용적인 이유를 댄다면 오히려 속물로서 비난받았을

1980년대까지 기성세대는 ‘마땅히 옳은’ 당위적인 규범과 이상의 명령으로

통일을 꿈꾸고, 민족을 돌아보도록 내면화했다. 하지만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자체로 목적인 모든 가치가 미신과 낡은 잔재로서 폐기처분 대상이 되

는 근대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1990년대부터 민족과 통일이라는 당위도 함

께 사라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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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진정한 삶’을 꿈꾸던 한국 사회는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아

무 가책 없이 추구하는 ‘스놉’, 즉 ‘속물’의 사회로의 돌입에 박차를 가한

다. 달라진 상황에도 어린 시절 한번 내면에 새겨진 다른 세계의 가치는

판단기준의 준거로서 작용하여 동일한 지향점을 계속해서 고수하는 이들이

아직 많지만 시간의 흐름과 함께 점점 새로운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은 늘어가고 있다. 특히 20대는 ‘진정한 사회’의 가치가 희박해진 상

태에서 ‘자연적 세계관’의 형성기인 청소년과 청년기를 보내며 ‘스놉’의 가

치에 무방비로 침윤되었기에 ‘즉자적 속물’의 모습으로 사회에 등장하게

된다.

2.2 P세대가 아닌 ‘즉자적 속물’

‘Participation참여’, ‘Passion열정’, ‘Potential power잠재력’,

‘Paradigm-shifter사회 패러다임 변화 주도자’의 특성을 가졌다 해서 P세대

로 불리기도 하는 20대가 저조한 통일의식과 무관심, 무지 그리고 보수화

를 두드러지게 보이는 현실은 양립하기 어렵다. 이때 이들을 P세대는커녕

산업화와 민주화에 앞장서 희생했던 기성세대와는 정반대로 생각 없고, 이

기적이라고 보는 ‘권위적이고 도덕적인 꼰대’ 입장에 서는 것보다는 ‘어쩔

수 없는’ 외부적 환경들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보다 편안한 설명인 것은

사실이다.

20대를 P세대로 부르거나, 그러한 특성으로 바라보기 원하는 기성세대는

본인들이 20대였던 시절 ‘Passion열정’을 가지고 ‘Participation참여’해

‘Potential power잠재력’을 잠재된 것으로 그치지 않고 ‘Paradigm-shifter사

회 패러다임 변화 주도자’로서 분출했던 기억을 갖고 있다. 나아가 오늘날

의 20대 역시 그렇게 새 시대를 만들어주길 바라는 기대와, 그들이 할 수

있다는 신뢰를 갖고 있다. 그래서 20대들이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한심한

듯 보여도 ‘촛불’, ‘SNS' 등을 통해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정치적 행동에 희

망을 걸며, 그들이 탈정치적일 땐 제대로 민주화하지 못한 자신들을 탓한

다.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양대 과제를 이루어냈지만 여전히 촌스럽고 서양

인들 앞에서 기가 죽던 기성세대는 ’한류‘로 대변되는 문화선진국을 자랑

하며 첨단기기를 갖고 세계를 당당하게 누비는 20대의 모습을 존경까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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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감개무량하게 바라본다. 그리고 자신들이 볼 수 없는 젊은이들만의 ’무

언가‘가 있을 거라는 믿음을 더욱 굳게 다진다.

그러나 20대가 최첨단기기를 장난감으로 갖고 놀며, 앞선 문화와, 세계화

역량을 자랑하는 것과, 그럼으로써 기성세대가 꿈꿔 마지않던 소프트파워

를 가진 문화선진국이 현실화 된 것도 모두 사실이라 해도 딱 거기까지 만

이다. 아니, 어쩌면 그것이 20대의 세상의 전부고, 그들이 가진 P세대로서

의 특성이 모두 향하고 있는 블랙홀이기 때문에 다른 영역들에서 무관심하

고, 무지하고, 무력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20대의 관심과 에너지는 ’자기 자

신‘의 삶의 질과 소비를 지향하는데 모두 소비되어, 사회나 타자의 문제에

투입할 잔여는 거의 없다.

물론 모든 20대가 이기적이고, 타인이나 사회를 위해 고민할 줄 모르는

것은 아니다. 20대에도 과거의 386세대 못지않게 이타적이며, 더 나은 사회

를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개인의 영달을 희생하는 젊은이들이 있다. 반

대로 40대, 50대 안에도 20대보다 더 사회에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욕심과

생각으로만 가득한 사람들이 상당하다. 그러나 전반적인 세대 특성을 보면

젊은 세대로 갈수록 사회를 위해 고민하는 진지함과, 타인을 위하는 마음,

희생하려는 의지가 희박해지는 것은 분명 사실이다. 이들은 ‘Potential

power잠재력’은 있을지라도, 개인의 문제 외엔 ‘Passion열정’이 없고,

‘Participation참여’하지 않으며, ‘Paradigm-shifter사회 패러다임 변화 주도

자’가 되기보다는 체제에 순응하며 다만 그 체제에서 본인이 살아남기 위

해 ‘배틀 로얄’ 게임을 벌인다. “다들 나 혼자만은 살수 있다는 희망을 버

리지 않는다. 그리하여 먼저 죽지 않기 위해 서로에게 칼을 겨눈다(우석훈,

2007:319).” 그리하여 이들의 열정과 참여는 학력, 스펙, 외모 경쟁력, 인맥

등을 쌓는데 총동원되며, 이들의 잠재력은 퇴화된다. ‘P세대’가 오늘날 한

국의 20대들을 위한 말이 아님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2004년 학생들이 통일교육에 무관심한 이유를 스스로 고른 것으로도 ‘사

회, 국가문제에 별 관심이 없어서’가 대학생은 34.5%, 고등학생 41.6%, 중

학생 33.8%였고, ‘시험이나 취직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는 34.5%, 18.7%,

18.7% 순으로 선택됐다(심연수, 2004; 조남욱, 2004; 이학수, 2004). 젊은 세

대는 이전 세대와는 달리 자신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지만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일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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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통일에 대해서도 통일이 어떤 면에서 나에게 이익

이 되는지를 중시한다(변종헌, 2012). 그러나 통일과 같은 거대담론은 기타

사회 문제와 마찬가지로 개인과의 직접적 고리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이들

의 관심은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조그마한 손해도 기피하는 이들의 ‘실리

적’ 특성은 가난하고 도발적인 북한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키우는 것이다.

20대의 저조한 통일 필요성에 대한 동의와 관심은 통일이나 북한문제에

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들은 자신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닌 모든 문제

에 대체로 관심이 없기에 ‘남한’ 사회의 문제라도 이들의 관심 대상 밖인

건 마찬가지다. 심지어 친구나 연인 관계에도 ‘쿨한’ 것, 즉 적당히 거리를

두고 서로 간섭하지 않으며 일견 무관심해 보이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진

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만큼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도 소중한 ‘나’에게 불이익이나 위협이 가해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이들은 맹렬히 분노한다.

지난 2월 12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을 때 포털사이트 1위인 네이버

와, 2위인 다음의 실시간 검색순위 1위는 북한 핵실험이 아닌 ‘이니스프리’

였던 것이 논란의 중심이 된 적이 있다. 화장품 브랜드인 이니스프리가 12

일부터 최대 50%까지 하는 세일판매에 돌입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검색

을 한 것은 일반적인 일이지만 북한 핵실험보다도 높았기에 안보의식 부재

와 같은 비판의 목소리와 이에 대한 반론이 치열히 공박한 것이다. 전형적

인 ‘안보 의식 부재’ 비판과, 이에 대해 국민들이 계속된 북한의 공갈협박

에 피로와 권태를 느꼈기 때문이라는 반론들도 제기됐고, 북한의 도발에도

위협을 느끼지 않는 젊은이들의 자신감과 패기를 칭찬하는 목소리들도 있

었다. 이에 반해 ‘화장품 업체가 검색어 1위 되면 안 될 이유 있나’란 제목

을 달고 “‘안보의식’우월감에 매달리는 사람들, 찌질하다”의 부제를 단 기

사도 있었다(오마이뉴스 2013.02.13). ‘이니스프리 세일이 반드시 북한 핵실

험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냐, 왜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느냐’는 당사자들

의 공개적으로는 입 밖에 낼 수 없는 솔직한 속마음을 대변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반복된 핵실험에 국민들이 익숙해진 탓도 있겠지만 사실 진짜 이유

는 핵실험은 핵을 정말로 쏘는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나’와는 별로 관

련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나’의 소중한 피부를 위한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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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의 소중한 돈을 아끼면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당시 함께

이슈가 됐던 일은 KBS의 기상캐스터가 트위터에 “북한 핵실험 와중에 신

당동 떡볶이가 왜 그렇게 먹고 싶던지”란 글과 함께 떡복이 사진을 게재한

것이었다. ‘북핵실험’과 ‘내가 먹고 싶은 떡볶이’에 대해 느끼는 젊은이의

관심의 정도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래도 계속된 북한의 도발은 성가시며

위협이 되기도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적대감은 반공 세대보다도

치솟는다. 20대가 북한의 도발을 가장 우려하면서도, 막상 북한의 현실에는

가장 무지한 것은 이 때문이다.

2.3 ‘대자적 속물’인 40대와의 차이

한편 통일의식이나 대북인식에서 20대와 가장 반대되는 40대는 사회에

대한 고민이나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

앞서 20대 코호트 절반이 자신을 위한 삶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

한다고 답한 1990년대 말 40대 코호트인 386은 소외집단이나 민중에 대한

강한 부채의식을 갖고 있었고, “‘소외된 이웃이나 집단을 이웃으로 삼기 쉽

다’고 응답한 비율이 거의 모든 집단에 대해 전국조사보다 포용성이 훨신

컸”다(박길성 외. 2007:137). 즉 40대가 새터민에 대해 가장 높은 관용도를

보인 것도 이들이 20대보다 경제사회적으로 더 나은 조건에 있는 여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남한 사회에 소수자로 들어와 있는 새터민들에게 약자

를 향한 남다른 관심이 투영된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더해 40대 코

호트 특유의 경험에 있어서 민주화 운동 시기 뜨겁게 불사르던 ‘민족’에

대한 사무침과 ‘통일운동’의 경험은 이들에게 타세대보다 모든 사안에서

친북적인 성향을 보이게 하는 것이다.

386은 “어떤 것이라도 자신의 일이 공익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불변의

명제로 받아들였던”세대다(송호근, 2005:196). 그들에게 통일은 민족 부흥을

위한 젊은날의 이상이었고, 북한과 탈북자에 대한 관심은 이제는 정당성이

박탈됐어도 여전히 이상으로 남은 ‘민족 중흥’의 책임감과, 약자가 된 북한

사람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민주화’와 ‘노동자의

권리’를 외치던 대학생들 중 다수는 본인의 성공을 위해 학연, 지연 등 온

갖 연을 끌어오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며, 아파트를 투기하고, 자녀에겐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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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과외를 뺑뺑이 돌리며 SKY를 강요하는 ‘속물’로 변한 것은 물론 사실

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민 단체 등 각종 비영리 사회 활동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것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고민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도 이들 40대 코호트인 것 또한 사실이다. 이들에게는 퇴화된

꼬리뼈와 같이 남은 이전의 진정한 시대의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이다(김홍

중, 2009) 2013년 세대조사에서도 ‘사회를 위해 고민하지 않는다’와 ‘의존적

이다’에서 ‘40대-50대’ 그룹을 고른 비율은 전 세대에서 약 8%에 불과했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11%정도로 가장 적었다.

모두가 속물로 변해버린 세상에서도 40대와 20대의 결정적인 차이는 자

신이 속물이라는 사실을 반성하고, 완전한 ‘동물’이 되는 것은 경계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여부이다. “우리 사람은 되지 못해도 동물은 되지 말자.”

고 비장하게 뜻을 모으는 40대는 스스로가 속물이라는 사실을 지각하고,

아파하거나 적어도 씁쓸해할 수 있다는 면에서 ‘대자적 속물’인데 반해 20

대는 스스로가 속물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아무 거리낌 없이 자신만을

위한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기에 ‘즉자적 속물’이라 할 수 있다(김홍중,

2009). 고려대 김예슬이 대학을 거부하는 선언을 했을 때 20대와 40대의

상반된 반응은 이러한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40대는 자신들은 비록

타락했어도 김예슬에게서 지난 젊은날의 자신들을 보며 열광적으로 응원을

보낸 반면, 20대는 이에 대해 고깝다는 불쾌한 반응을 보이거나, 무관심이

나 무지로 일관하거나 또는 글솜씨가 부럽다는 전혀 엉뚱한 소리를 했다

(엄기호, 2010). 20대와 40대가 통일의식이나 대북의식에서 보이는 차이도

바로 이에 직결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계 역사에 남을만한 유례없는 단기간의 산업화와 민주화는 수많은 희

생 위에 가능할 수 있었다. 부모님과 동생들을 위해 젊음을 공장에서 희생

한 여공들이 있었고, 열악한 환경에서 병들어가는 그들을 위해 분신자살을

한 청년이 있었고, 그 감화로 공장에 위장 취업한 수천의 대학생들이 있었

으며, 독재 정권에 목숨을 다해 항거한 젊은이들이 있었다. 당시 노동운동

과 시민사회운동에 청춘을 바친 사람들이 양산된 배경을 송호근은 ‘어떤

것이라도 자신의 일이 공익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불변의 명제로 받아들

였던’ 386세대의 특성에서 찾는다. 이에 비해 ‘후배들로 구성된 새로운 세

대는 그 역사적 과제를 정치인과 노동계에 맡겼’고, ‘자아의 리노베이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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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세대 목표가 되었다.’ “386세대가 전복시키고자 했던 자본과 시장은

자아 혁신의 필수 요인이 되었다.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다(송호근,

2005:196-197).”

‘토플책을 덮고 짱돌을 들라’는 <88만원 세대>의 저자들의 호소가 큰 이

슈화가 되긴 했으나 새로운 세대는 ‘자기 자신’을 위한 대입 준비, 스펙 쌓

기, 취업 준비, 외모 단장, 소비와 유흥을 향한 몰입하기에 여념이 없는 듯

하다. 2008년 ‘촛불 세대’로 이들의 탈정치성이 미화되며 오역된 적도 있으

나 그것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앞서 세대 조사에서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다’, ‘사회를 위해 고민하지 않는다’, ‘의존적이다’에서 모든 연령대가

20-30대를 70% 가까이 지목한 것(박경숙 외, 2013)은 속물화된 젊은 세대

라는 인식을 전 국민적으로 공유함을 나타낸다.

Ⅴ. 결론

1. 20대 통일의식의 이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는 오늘날 더 이상 듣기 힘들지만 통일

은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의식과 같이 표면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아직도

심층에 남아 있는 전통적 당위 혹은 이상의 문제이다. 그리고 그 명제는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과 달리 오늘날의 20대에게도 유효하다. 20대의 민

족의식이 상당히 약화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20대의 통일의식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크다는 기존의 이해는 역방향 민족 당위성의

존재를 간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층에서 민족 당위성을 둘러싸고 일어나

는 매커니즘을 포착하지 못했고, 잘못된 해석에 이르렀다.

합리적인 20대에 대한 믿음은 피연구자인 신세대의 자기표현에 의지한

것이었다. 설문에서 통일의 이유로서 ‘민족’을 내세우는 것을 불편해하며,

‘합리적인’ 실용적 이유들을 선호하는 것은 50대 이상을 제외하고 40대 이

하 모든 세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과

미국이 축구시합을 한다면 미국을 가장 좋아하고 북한은 별로 호감이 가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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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왠지 모르게 북한을 응원하고 싶고, 응원해야할 것 같고, 그래서 응

원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본인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민족 당위성이다. 통

일의 이유로서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라고 대답한다면 50대 이상의 노인

세대 같은 구시대적인 잔재를 가진 비합리적인 사람으로 비칠까봐 신경이

쓰이지만 북한을 응원하는 것에는 그런 구애를 받을 필요가 없다. 표면적

인 민족 발언은 억제되지만 정서적인 민족 표현은 그대로 표출되는 이유

다. 더욱 인격적인 연구일수록 상대방의 판단을 신경 쓰게 되기에 솔직한

내면을 파악하길 목적했던 심층 인터뷰에서 오히려 더욱 본심을 감추게 되

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타났다.

21세기 초엽 한국 사회는 정방향 민족 당위와 역방향 민족 당위라는 상

반된 ‘마음의 습관’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보다 우세한 역방향 민족 당

위가 정방향 민족 당위를 은폐하거나 아예 지우고 있다. 근대화와 더불어

민족’이 ‘시대착오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낙인이 찍히고, 폐기 대상으

로 철퇴를 맞으며 역방향 민족 당위가 ‘담론 우세종’이 된 것이다. 그렇게

정방향 민족 당위는 차차 소멸되어 갔고, 남아 있어도 숨겨야 할 떳떳하지

못한 어떤 것이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민족은 기성세대들에게 ‘자

연적 세계관’이 형성되는 청소년과 청년 시기의 이상이었고, 열정적인 사랑

과 헌신의 대상이었다. 시대적 변화를 맞아 ‘합리화’할 것을 요구하는 역방

향 민족 당위성의 조류가 거세게 밀어닥쳤고, 이에 잠기게 됐지만 내면에

는 아직 그 이상을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드러내놓고 ‘민

족’을 말하긴 힘들지만 민족을 향한 마음은 강하게 살아남아 ‘정서적 우세

종’이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성장한 20대는 정방향 민족 당위와 역방향

민족 당위 중 어떤 부분에 더 많이 노출됐고, 영향을 받았는지에 따라 통

일의식을 구성하게 된다. ‘통일의 절대적 당위성’이라는 것이 깨어진 상태

에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강한 통일의식이 극

소수일 뿐인 건 당연한 귀결이다. 그래도 통일을 반대한다는 것은 ‘개념 없

는’ 사람인 것 같아 통일에 찬성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유보적인 태도를

더 많이 보인다. ‘정서적 우세종’인 민족 당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세대

는 왠지 모르겠지만 통일을 해야 할 것 같으니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구실’을 찾아 자기주장을 ‘합리화’하게 된다. 둘 중 어느 것도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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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아 잘 모르겠는 경우는 통일이 이익이 된다면 찬성하고, 손해가 된

다면 반대하는 쪽으로 가지만 이 통일의 이익 기대라는 측면도 제대로 된

지식을 얻는 것이 매우 힘든 현실에서 결국 조금이라도 당위가 강한 쪽으

로 가게 될 것이다.

통일에 관심이 없고, 부정적인 20대의 또 다른 특성은 정치사회적 문제

에 관심이 없고, 이기적인 속성이 강하다는 것이다. 시대적 지향점이 ‘나라

와 민족과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진정한 삶’으로부터 ‘잘 먹고,

“남보다” 잘사는 삶’으로 변해가기 시작한 1990년대와 이러한 경향이 점차

심화되는 2000년대에 청소년기를 보낸 오늘날 20대가 이전 시대의 기억을

가진 기성세대들보다 이기적 성향이 큰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다. 굳이

‘나’와 관계가 없는 정치사회적 문제나,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나’의 성공과 재미와 자랑에 몰두하는 라이프스타일이 ‘대세’인 20대에게

매우 드문 일이다. 상투어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통일을 보편적 소원으로

갖고 있던 이전 시대의 정서는 20대에겐 이들의 표현대로 ‘안드로메다(만

큼 거리가 먼 일이)‘고, 민족과 통일을 중시하는 ’정서적 우세종‘을 가져 통

일에 찬성하는 사람이라 해도 열의가 크긴 힘들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

는 일은 더욱 힘들다. 1980년대 대학가에서 ‘운동’의 현장투신에 대한 생각

을 모두가 공유하게 만든 “안가면 안 되는 것 같은” 분위기와 ‘정서’가 있

었(오하나, 2006)고, 그에 벗어나 자신의 살 길과 재미만을 찾는 청년이 있

었다면 ‘이방인’이 되는 걸 피할 수 없었을 것과 같이 오늘날 20대의 대학

가에는 유사하지만 반대의 경향이 존재한다. ‘스펙을 쌓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분위기뿐 아니라 연예인이나 대중문화, 상품과 오락에 대한 이야

기는 무엇이든 언제든 환영받지만 정치사회적으로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웬만한 경우가 아니면 용인되지 않는 정서가 있다. 탈정치적이고 탈

이념적인 성향이 더 극단화되어 반정치적이고 반이념적인 경향이 있다고까

지 말할 수 있다.

이런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외부에 나오는 통일 담론은 역방향 민족 당

위, 즉 통일이 한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이고, 민족 당위가 지워진 20대에게 통일은 사실 ‘미국과

FTA를 하는 것이 한국에 이익이냐 손해냐’와 비슷한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나’와 거리가 매우 멀고, 어렵고 재미없으며 관심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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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문제일 뿐이다. 그러나 북한이 매우 가난하며 통일을 하면 우선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인 만큼 정치사회적 문

제에 관심이 없고, 이기적인 성향이 강할수록 통일에 무관심하고 부정적인

것이다.

2. 20대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제언

현재 주요 담론과 같이 신세대의 가치체계를 ‘실용적 실리적’으로 진단

하고 이에 맞춰 전개한 ‘합리적인’ 통일 논의는 실제로 젊은이들에게는 별

로 설득력이 없을 수 있다. 이들의 세대적 특성도 합리적이기 보다는 정서

적이며, 통일의식도 합리적으로 구성되는 측면보다는 정서적인 민족 당위

에 의해 좌우되는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아무리 민족적 답변이 기피되고,

합리적 답변으로 포장되어 있어도 20대 통일의식의 핵심은 결국 민족 당위

에 관한 세대별 가치관의 차이라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 액체

근대에서 정방향 민족 당위성은 약화되어 갔고, 역방향 민족 당위성은 강

화되어 가는 속에서 그 영향은 세대 간에 점차적으로 다르게 체화됐고, 가

장 어린 20대는 가장 약한 민족 당위성과, 가장 강한 역방향 민족 당위성

을 갖게 된 것이 20대의 가장 부정적이면서도 모순적인 통일의식으로 나타

난 것이다.

또한 신세대는 이성적 특성보다는 감성적 특성을 보이고, 활자매체보다

는 영상매체를 선호하고 주로 접하며 영향도 많이 받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통일연구원에서 통일한국의 미래상 홍보방식을 물은 데서 대학생과

일반인의 선호도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학

생에게 물은 설문조사에서는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다룸’이라는 응답이

34.7%로 가장 컸고, ‘통일 및 북한관련 정보 공개’는 24.8%, ‘교과 과정에

반영’은 23.3%로 나온 반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에서는 ‘정보

공개’가 39.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과 과정에 반영이 27.3%,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는 14%에 불과했다(김규륜 외, 2012). 20대를 비롯한 신세대

의 통일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적 고려를 하는 실무자들의 기준에서 볼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영상매체를 통해 정서적으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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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받은 통일교육 가운데 가장 흥미있었던 것도

DVD, VOD 등 시청각 교육이 58.5%를 차지하는 것으로 통일교육협의회의

2011년 청소년 통일의식조사 결과 나타났다. 또한 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2010년 10월 조사에서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정

보를 접하는 주요 통로 1순위와 2순위는 언론이 71%로 가장 컸고, 인터넷

도 49.5%로 상당했지만, 학교수업은 12%로 매우 낮았음에 유의해야 한다.

“통일감성(unification sensibility)의 함양을 위해서는 북한 및 통일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DVD, VOD, 영화, 노래, 문학작품 등 다양한 미

디어에 대한 노출과 활용이 효과적일 수 있다(변종헌, 2012:182).”

기존의 통일교육과 정책의 문제점으로서 지적되는 ‘구시대적 민족’의 강

조는 반만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다. 민족이 아니라 통일의 실리적 이익을

강조하는 쪽으로 방점이 옮겨졌어도 신세대의 통일의식은 계속 낮게 머물

고 있다. 담론 우세종인 통일의 실용적 이익을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다 효과적인 방안은 정서적 우세종인 민족 정서를 강화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옛날 방식으로 민족을 강조한 통일 교육과 정

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던 것은 주제를 잘못 선정했기 때문이기 보다는

접근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통일의식뿐 아니라 통일의 이익기대라는

실리적 측면도 민족의식이 상당히 좌우할 정도로 민족이 중요한 것은 맞

다. 그러나 방식이 신세대에게 ‘먹히지 않는’ 옛날 스타일을 사용했기 때문

에 이들에게 ‘어필’하지 못한 것이다. 오늘날 20대에게도 상당히 남아 있는

민족 당위를 영상 매체를 통해 정서적으로 접근하는 통일교육의 개발이 강

력히 요구된다. 20대 문화의 한 축인 영화와 드라마나 언론과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이용할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한편 이 사회 문제에도 관심이 없는 이들에게 좀 더 큰 통일 문제에 관

심을 갖게 하고, 사회나 타인을 위해 작은 손해도 보기 싫어하는 이들에게

통일 초반에 비용을 좀 치르더라도 장기적으로 남과 북이 함께 더 잘 사는

사회라는 비젼에 동의하게 만드는 일은 더욱 어렵다. 그러나 정치에 크게

무관심한 20대가 대대적인 정치적 행동을 벌였던 일련의 사건은 이들의 통

일의식 제고를 위한 중대한 힌트를 제공해준다. 화제가 됐던 20대의 SNS

를 통한 선거 독려를 두고 20대의 입장에서 그들을 대변하길 원하며, 젊은

이들이 정치를 모르는게 아니라 너무 많이 알아서 냉소하는 것이라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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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엄기호도 이를 정치적 행동으로 해석하길 거부했다. “이번 선거에서 트

위터가 혁명을 일으켰다고 말하지만, 사실 트위터가 정치의 새로운 도구가

되었다기보다는 트위터를 통하여 정치가 일종의 오락이 되었다고 해야 맞

다.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고 트위터로 개념놀이를 하는 것, 그것에 동참하

는 것이 게임만큼이나 재미있기 때문에 그들은 움직인다(엄기호, 2010:92).”

일각에서 보듯이 SNS를 통한 이들의 정치참여는 시민으로서 가장 중요

한 권리 중 하나인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권리감과 의무감’이나, 자신이 지

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킴으로써 정치,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정치적 관심

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 투표를 하는 것이 ‘개념있는 행동’이며, 그것을

SNS로 인증하는 것이 월드컵 응원 같은 문화적인 축제가 됐기에 자신도

같이 ‘놀길’ 원하며, 자신의 ‘개념’을 ‘인정’받고 싶은 비정치적이고 자기중

심적인 동기에서 나온 이벤트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에 동의하는 것도

하나의 ‘개념’이 되게 하고, 통일에 동의하는 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

제를 만들 수 있다면 20대 통일의식의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이 SNS 선거 ‘축제’를 시작한 이들이 20대가 좋아하는 유명인과 연예인

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새로운 세대는 솔직하고 개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들의 ‘개성있는’ 외양과 라이프스타일은 대

중의 유행 안에서 좋아하는 연예인을 모방하며 얻게 된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은 오히려 그 세대 내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이다. ‘완판

녀’ 혹은 ‘완판남’은 착용하고 나온 의상이나 가방, 신발, 액세서리, 메이크

업, 등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 그 제품이 수 시간 안에 ‘완판’ 즉 품절되

게 하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일컫는 신조어다. 제품뿐 아니라 음식이나,

촬영지 등의 라이프스타일도 동일한 메커니즘을 통해 순식간에 유행이 되

며, 이는 요즘 젊은층을 중심으로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 사이에서 매일 자

연스럽게 관찰되는 일상이라 할 수 있다. 얼마 전 드라마 ‘별그대(별에서

온 그대)’가 히트를 치며 주연을 맡은 전지현이 착용한 모든 굿스(goods:제

품)들을 비롯해 메이크업한 화장품은 물론 드라마 속 ‘여주’2)인 천송이가

즐겨 먹은 ‘치맥(치킨과 맥주)’이 한국은 물론 중국 등 아시아에서 대유행

한 것은 언론에도 자주 보도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한국은 인기

2)여주인공의 줄임말로서 간편하고 신세대적인 느낌을 가져 본말보다 더욱 일상적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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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 출연한 연예인들이 한 놀이, 먹은 음식, 간 곳 등은 모두 유행

이 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투표 참여도 연예인들이 투표 후 인증 사진

을 올린 것을 젊은이들이 보고 모방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실제와 가

까운 해석일 것이다.

현대의 유행 현상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혁

신적으로 뛰어난 상품이 출시되어 많은 인기를 얻게 된 것이 아니라, 기존

에 유통, 상용되고 있었지만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제품들과 라이프스타

일이 명사들에게 입혀지고 합쳐지는 즉시 그 가치가 급상승해 품절 사태를

맞게 된다는 것이다. 만원 내외의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제품들도 있지만

수십만, 수백만, 많게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한국

의 가장 대표적인 ‘트랜드세터(trend-setter)3)’인 가수 지드래곤에게 샤넬

(CHANEL), 생로랑(SAINT LAURENT), 톰브라운(THOM BROWNE), 지방

시(GIVENCHY) 등 세계적인 패션 명품 브랜드들에서 수백, 수천만 원에

달하는 제품들을 디자이너의 손편지와 함께 공들여 선물하는 것도 그의 착

용이 언론을 통해 노출되며 해당 제품과 브랜드의 가치가 상승하고, 그것

은 곧 매출과 시장 확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해당 브랜드

들이 수익하게 된 유형, 무형의 자산이 지드래곤을 모방하는 사람들의 지

갑과 욕망에서부터 나왔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르네 지라르(Girard, 2001)는 모방으로 점철된 현대인에 대한 이해의 단

초를 제공해준다. 지라르는 소설 속 주인공들의 욕망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욕망의 삼각형 구조’ 개념을 제시한다. 현대인의 대표적 표상인 주인공들

은 사용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 필요에 따른 자연발생적인 욕망을 갖지 않

고, 교환 가치로 볼 수 있는 중개자에 의한 암시나 경쟁관계를 통해서만

욕망을 갖는다. 그러므로 직접적 욕망이 주체와 욕망하는 대상 간의 일직

선 관계인 것과 달리, 이러한 간접화된 욕망은 중개자가 존재함으로써만

가능한 삼각형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어떤 허영심 많은 사람이 어떤

대상에 대한 욕망을 품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명성이 높은 제삼자에 의해

이미 욕망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만 하면 된다(2001:47)”고 지라르는 설

명한다. 사실 속물은 오히려 ‘저 자신의 실질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혐오

3) “의식주와 관련한 각종 유행을 창조, 수호, 대중화하는 사람 혹은 기업(네이버 국어 오픈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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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갖는 사람이며, 때문에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할 뿐 아니라 명망있는

중개자를 모방함으로써 그의 실질에 융합하기를, 즉 중개자가 되기를 간절

히 소망한다는 것이다. 중개자는 욕망의 대상에 환상의 가치를 부여하며,

자신의 가치나 개인적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기혐오 주체에게 가치의

척도로서 기능한다.

오늘날 이러한 모방의 더욱 심화된 형태는 ‘멤버놀이’로 불리는 요즘 10

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SNS 메신저 상에서의 연예인 흉내 놀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멤버놀이’는 카카오톡, 네이버 라인 등의 프로필에 수지, 아이

유, 엑소 등 본인이 원하는 인기 연예인의 사진과 이름을 넣고, 또래들과의

단체 방에서 본인이 그 연예인인 척 말투와 조건 등을 흉내 내어 채팅하는

것을 일컫는다. 10대들은 이러한 일종의 연예인 ‘빙의 놀이’를 교실, 학원,

집 어디서든 새벽까지 계속하며 자신이 예쁘고/잘생기고 인기 있는 그 연

예인이 된 듯한 만족감을 느낀다고 한다. 3년 전만 해도 극소수 10대만의

이야기였던 이 놀이는 올해 초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관련 커뮤니티가

1,000여개나 검색될 만큼 확대됐고, 한 온라인 카페는 회원이 8만 7천여 명

에 달한다고 보고됐다. 한 중학생은 ‘멤버놀이’를 하는 친구가 한 반에 다

섯 명은 된다고 말할 정도다(한국일보, ‘“난 수지, 넌 현아” 연예인 놀이에

빠진 아이들’. 2014년 2월 11일). 요즘 중학교 한 반 인원이 30여 명인 것

을 고려하면 놀랄 만큼 큰 비율이다. 연예인의 옷이나 머리 스타일, 말투를

따라하고 얼굴 생김새까지 비슷하게 성형하는 모방을 넘어 이제 비록 가상

현실이지만 연예인의 실존 자체를 모방하는 데까지 이른 것이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황당무계하고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지만 외모가 뛰어나지 않

고4), 인기 없는 자신을 벗어나고자 하는 10대들의 갈망이 얼마나 크며, 빼

어난 외모와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는 아이돌들이 중개자로서 이들에게 발

휘하는 영향력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방증한다.

르네 지라르가 타인을 모방하는 현대인들의 심리적 메커니즘의 작동 원

4)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기준으로서 실제로는 외모의 콤플렉스를 가진 젊은 세대가 객곽적으로 보기

에는 평균 이상의 외모를 가진 경우도 많이 있다. 외모를 가꾸기 위해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서울의 15-19세 남성 청소년 중 49.4%에 이르렀고, 그렇지 않다는 답은 16.9%에 

불과했다는 사실(MBN, ‘10대 남성 절반 “성형수술 할 수 있다” 헉!’ 2014년 7월 17일)도 10대 

사이에서 성형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얼마나 적은지와 함께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족이 보편적

인 현상임을 말해준다. 남자 청소년들이 이정도라면 여자 청소년 중에서는 더 말 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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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통찰했다면 데이빗 리스먼(Riesman, 2011)은 이러한 새롭게 등장한

인간형을 ‘타인지향형’으로 정의하면서 이전 시대의 인간형인 ‘내면지향형’

인간, 그리고 ‘전통지향형’ 인간들과 비교, 대조함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이

해를 제공한다. 확신이 없고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에 목을 매며,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나 제도에 크게 의존하며 온순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된

새로운 세대는 미국에서 먼저 출현하여 현대화된 세계 청년들의 공통된 모

습이 되고 있다고 리스먼은 파악했다. 개인 지향성의 근원이 각각 전통과,

내재된 가치였던 이전 시대의 인간들과 달리 타인지향형 인간들은 동시대

의 타인들을 지향성의 근원으로 둔다. 리스먼에 따르면 “타인지향형 인간

이 추구하는 인생목표는 타인들이 인도하는 대로 바뀐다. 다만 일생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 개인이 이런 식으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

해 노력한다는 사실과, 그것을 위해 타인들이 퍼뜨리는 신호에 끊임없는

주의를 기울인다는 사실뿐(2011:82)”이다.

정치, 예술 등의 주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크게 흥미가 없지만 대

다수 사람들의 통설이 자신의 견해인 양 내세우는 타인지향형의 사람의 생

각이 바뀌는 순간은 대중의 의견이 바뀔 때라고 설명된다. 그것도 스스로

바꾼다기보다는 외부의 신호에 따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마음속

에 스며들며 저절로 생각이 바뀐다고 봐야 한다고 리스먼은 주장한다. 물

론 다른 유형의 사람들도 주변의 눈치를 살피기도 하고, 대외평판이 좋기

를 바라지만 이런 순응성이 외부적인 겉치레에 나타나는 것과 대조적으로

타인지향형의 사람들은 ‘내적 체험의 질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된다. 그러므로 이전 두 유형의 사람들이 크게 변하지

않는 안정성과,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갖는 반면 타인지향형인 사람들은 주

변의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불확신과 불안을 수반하게 된다고 설명

된다. 이것은 근대와는 명확한 차이점을 보이는 후기 근대를 ‘액체 근대’로

정의하는 바우만(2009)의 정의와도 상당히 상통하는 면이 있다.

여기서 타인은 주변 사람이나, 윗사람이나, 매스미디어일 수도 있다고 언

급됐지만 특히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20대를 대표로 한 신세대를 비롯해

타인지향적인 성향을 강하게 보이는 사람들에게 가치의 지향점이 되는 ‘타

인’이 매스미디어와 이에 출연하는 연예인들로 볼 수 있다. 이들의 영향력

은 패션이나 일상적 라이프스타일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타인지향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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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대의 가치관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일반 사회의식은 물론 통

일의식 또한 가장 대중적인 담론을 흡수하여 그 틀에 자신을 맞추는 경향

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많은 신세대가 좋아하고, 모방하는 연예인들을 출현시켜 아직

강력하게 남아있는 민족 당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것과 통일을 연결시

키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기 드라마나 영화 등을 만들어 정서적이고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최선으로 판단된다. 그랬을 때 20대뿐만 아니

라 비슷한 성향을 가진 타세대의 부정적인 통일의식을 움직이는 데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본 연구는 그동안 실리적인 것으로 당연시되어 온 통일의 이익기대가 정

서적인 측면으로부터 나오는 정도가 상당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20대가 보고하듯이 통일의 이유로서 민족이 감소하고, 실용적인 이유가 크

게 선호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표면적인 이해일 뿐이며, 실제

로 심층에는 민족 당위성이 훨씬 크게 존재하고 있으며 민족 당위성을 보

유한 정도가 통일의 이익기대나 통일의 찬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

했다. ‘역방향 민족 당위성’에 의한 ‘합리화 포장’이 그동안 이런 잘못된 이

해를 낳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기에 그동안 고려되지 못했

던 것이다. 본 연구는 양가적 민족 당위성을 포착하고, 수면에 잠겨있던 심

층을 포함한 20대의 통일의식 메커니즘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에 합리적인

접근을 강조하던 통일 교육과 정책에 중대한 방향 전환이 필요함을 제기한

다.

또한 20대의 자기중심적 성격이 그들의 낮은 통일의식과 관련되어 있다

는 의혹은 여러 차례 제기되었지만 실증적으로 분석은 부족했던 것을 회귀

분석을 통해 검증했다. 20대의 정치사회적 무관심과, 사회나 타인을 바라보

지 못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 성향은 통일의식과 상당한 관련이 있었

다. 그리고 통일에 무관심하거나 반대하는 20대의 이러한 세대적 특성을

올바로 이해한 기반 위에서 통일 의식을 제고할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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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역방향 민족 당위성은 실제 민족 당위성보다 표면적인 민족 당

위성이 크게 적은 것과, 사람들이 자신의 통일의식을 정당화하는 통일의

이익 기대나 손해가 실제로는 민족 당위의 보유 정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

이 크다는 사실들에서 도출된 것이다. 역방향 민족 당위가 존재하지 않고

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를 검토할 만한 데이터가 없는 관계로 실

증적 검증은 할 수 없었다. 향후 이를 볼 수 있는 문항을 통일의식조사에

서 포함하고, 이를 실증하는 차후 과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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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deals with the Korean generational division

concerning unification perceptions at the time of the first

half of the 2010s, focusing on Koreans in their twenties

who have the most negative perceptions and attitude

amongst the generations. Unification was undoubtedly

'everyone’s wish(우리의 소원)' for the majority of Koreans,

more than 90% until the 1990s. However, the rate of those

feeling the necessity of unification has drastically dropped

to barely higher than 50% now. Meanwhile, generation

division is significant. Those in their twenties, especially,

are the most skeptical and indifferent to unification on one

hand, and the most hostile to North Korea and the most

unwilling to have personal relationships with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South Korea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consensus in preceding research this young generation

being the most rational and practical amongst generations,

opposes unification due to their estimation that unification

will bring more economic and social costs than benefits.

The government policy for promoting the young

generation’s unification perceptions and unification

education also aims to emphasize unification benefits on the

basis of this presumption. It is considered as natural for the

new generation, that unification is no longer a matte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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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 so the old way of unification education revolving

around nation should be replaced by modern rational

discourse. Besides, preceding research explains the problems

are caused by the external conditions, rather than being

inherent in this generation: both the harsh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 and the threatening international situation

caused by DPRK's provocation reinforce the negative

tendency even farther. Koreans in their twenties are still

believed to embody positive characteristics such as

participation, passion, and potential power as 'P generation'.

This thesis raises questions about the two presumptions

of preceding research: one that the young generation’s

unification perceptions are rationally determined, and the

other that their most indifferent, ignorant and negative

attitude towards unification or North Korea is caused by

their outside conditions, rather than personal choice.

Examining these two presumptions, this paper will propose

two hypotheses. First, unification is still a matter of nation

even for young Koreans now, in spite of their denial. The

reason for their denial is that nationalism had lost its

domination as a discourse, and been replaced by

rationalism which has deprived the legitimacy of

nationalism assaulting it as the irrational ‘imagined

community’ and narrow-minded, so should be eradicated in

the course of modernization in Korea. And second, the

young generation’s characteristics are rather can be

described as not only indifferent and passive when it comes

to the political and social field, but also selfish. And their

self-centered viewpoints are related to their negative and

skeptical unification perceptions.

According to statistically tested results, one’s expectations

for economic results of unification, the most tangible matter

at hand, are strongly correlated with feeling to North

Korea. Ones who feel that North Korea is still part of ‘we

(우리)’, which cannot be caused other than from a

nationalistic state of mind, are strongly correlated with

anticipating positive economic prospects, while those who

are hostile to North Korea, or indifferent, show strong

correlation with a negative economic outlook. Meanwhile

those who are relatively neutral such as those who cons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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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as the ‘neighbor’ or the ‘other’ have no valid

correlation with economic expectation. When putting both

‘we’ and ‘economic prospect’ as independent variables, ‘we’

shows a bigger coefficient of correlation with unification

perceptions as the dependent variable. At the next step,

two self-centered characteristics, political indifference and

selfishness, the rates of which are the highest in those of

their twenties, also show the valid strong correlation with

unification perceptions.

The Korean society has gone through ‘compressed

modernization’ and rapidly changed from the pre-modern

society, to modern, and again to late-modern or postmodern

society simply within the half of the century. During this

process, nationalism’s dogmatic domination has decayed

through the criticisms of the rationalism in the field of a

discourse, however, people’s collective ‘habits of heart’,

which is hardly changed, are still in power. So the ‘habits

of heart’, feeling some kind of duty to value unification

and North Korea as a nation, is still attracting the majority

of Koreans’ agreement even now on the one hand, but

many of their justification are made at the practical and

rational reasons on the other hand. Generation is the

dynamic indicator, similar to the growth ring of the tree,

which is imprinted with the drastic change of this society

in stratification. Koreans in their twenties are placed at the

very end of the growth ring, and so characterized as the

weakest national feeling, but the strongest rational way of

discourse. Ch.4 explains this process. At last, this paper

suggests the strategy to promote unification perceptions of

the young generation in the last chapter. Considering their

perceptions being not determined by practical estimation,

but national feelings, it is recommended that government

policy should make a turn from the present way of

emphasizing unification effects, to promoting national

feelings in a way that reflects modern sensibilities.

……………………………………
keywords : Korean unification perceptions, generation,

Koreans in their 20s, nationalism, late modern/postmod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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