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남갈등의 연계성❙ 137

남남갈등의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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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정책－ 중정책－ 미정책 태도 차이 간 연계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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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조선일보 및 한겨레신문이 남남갈등의 주요 당사자를 대변한다고 보고 두 

신문 사설을 이용하여 남남갈등의 구조를 계량적으로 분석한다. 첫째, 북한, 미국, 중국

에 대한 두 신문의 태도 차이는 지속적이었다. 북한과 중국에 대해 조선일보는 더 비판

적이었고 한겨레신문은 덜 비판적이었으며, 미국에 대해서는 한겨레신문이 더 비판적이

었고 조선일보는 덜 비판적이었다. 둘째, 정부 정책에 대한 태도 차이는 정권별로 변화가 

있었다. 대북정책의 경우, 김대중 정부 때에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이 각각 비판과 지지

라는 양극화를 보여주었다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와서 조금 완화되었지만 노

태우 정부 및 김영삼 정부에 비해서는 매우 심화된 수준이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조선일

보와 한겨레신문이 각각 지지와 비판의 입장으로 바뀌게 된다. 대중정책에 관한 태도 양

극화는 노무현 정부 때에 가장 심했으며, 조선일보가 더 비판적이고 한겨레신문이 덜 비

판적인 태도이었다. 대미정책에 관한 비판과 지지의 양극화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심화

되어 이명박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다만, 대미정책에 관한 두 신문의 비판/지지 입

장은 대북정책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에 와서 서로 뒤바뀌게 된다. 셋째, 대북정책에 

관한 태도는 경쟁계층의 태도와 반대로 되는 경향이 있다.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조선일

 * 이 논문은 2009년 서울 학교 통일학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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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자료입력에 영향주지 않았음을 밝힌다. 방 한 사설을 분류하고 입력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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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가 비판적일수록 한겨레신문은 호의적이고, 한겨레신문이 비판적일수록 조선일보는 호

의적인 경향을 발견했다. 여기서는 이를 남남갈등의 대내적 연계성이라고 규정한다. 대

북정책과 달리, 정부 대중정책 및 대미정책에서는 두 신문의 태도가 서로 대립하지는 않

았다. 넷째, 정부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은 정부 대미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과 밀

접히 관련되어 있다. 정부 대북정책에 관한 두 신문 태도의 양극화가 클수록, 정부 대미

정책에 관한 두 신문 태도의 양극화도 크다. 이를 남남갈등의 대외적 연계성으로 부른다. 

이러한 대외적 연계성은 정부 대미정책과 대중정책 간에도 발견된다. 대미정책 관련 국

내논쟁은 대중정책 관련 국내논쟁 및 대북정책 관련 국내논쟁과 함께 동반하는 것이다.

주제어: 남남갈등, 양극화, 구조균형, 연계,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포용정책

Ⅰ. 서

북한을 둘러싼 남한 내부의 갈등은 한국사회 갈등의 주요 구성요소로 

자리하고 있다. 2010년 천안함 사건 관련 논쟁에서 나타난 불신은 그러

한 예이다. 불신과 립이 심한 갈등일수록 그 갈등에 한 진단은 더욱 

객관적일 필요가 있다. 진단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으면 그 진단 자체가 

갈등의 한 구성요소이고 수단이 된다. 계량적 분석은 그러한 객관적 진

단에 포함될 수 있다.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는 실증적 연구 간에는 적어

도 서로 모순되는 결론이 나올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북한을 두

고 전개되고 있는 남남갈등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부분 서술에 그치고 

있고, 계량적 분석을 수반하지 않고 있다.1) 

 1) 남남갈등은 각종 세미나의 단골 주제이고 따라서 남남갈등에 관한 글도 최근 

10년 동안 무수히 쏟아졌다. 문헌 전체를 여기서 다 소개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적절치도 않다. 표적 문헌들은 다음 글에 요약되어 있다. 민병기·박재

정, “ 북식량지원 운동의 정치기회구조와 남남갈등,” ꡔ한국정치학회보ꡕ, 제43

집 제3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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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남갈등에 관한 기존 연구 가운데 여론조사나 언론내용분석을 이용

한 것도 그러한 객관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실증적 연구 모습을 띠었

지만 전혀 객관적이지 않은 주장들이 정반 의 결론을 내면서 남남갈등

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자료는 계량적이지만 논지전개는 전혀 논리

적이지 않고 단순히 주관적 인식을 계량적 수치로 포장하는 것이 그러한 

모순된 주장의 가장 중요한 이유이겠지만, 계량적 자료 자체에도 한계가 

있다. 첫째, 북한이나 정부 북정책에 관한 설문조사는 당시 상황에 크

게 좌우된다. 동일한 질문에 한 응답도 조사 당시 북한 행태나 정부 정

책에 따라 널뛰기식으로 변한다. 따라서 특정시기의 조사집계치(질문에 

한 응답 빈도치)를 갖고 일반 여론을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둘째, 북

한 및 북정책에 한 여론조사는 주로 정부나 관련 기관에 의해 수행

되고 있으며 이것은 조사 결과에 영향을 준다. 햇볕정책에 한 여론조

사 결과가 정권별로 매우 다른 것이 표적 예이다. 계량적 연구는 특정 

정권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정권에 걸쳐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러한 한계를 극복한 계량적 검증은 김재한의 연구가 유일한 듯하다.2)

김재한은 국내정치적 동기에 의해 추진되는 북 강경(强硬)정책은 속

죄양가설(scapegoat hypothesis)이나 전환이론(diversionary theory)으로 설

명되고, 국내정치적 동기에 의해 추진되는 북 유화(宥和)정책은 구조

균형이론(theory of structural balance)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3) 

 2) 김재한, “남남갈등과 북 강온정책,” ꡔ국제정치연구ꡕ, 제9집 2호 (2006) ; 김재

한, “북한 및 미국 관련 남남갈등의 변화추세,” ꡔ통일과 평화ꡕ, 2호 (2009). 

 3) 김재한, “남남갈등과 북 강온정책,” ; D. Cartwright and Frond Harary, “A Note on 

Freud’s Instincts and Their Vicissitud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vol.40 (1960), pp. 287~290 ; Frond Harary, “A Structural Analysis of the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in 1956,”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5 (1961), pp. 

167~178 ; Jack Levy, “The Diversionary Theory of War: A Critique,” M. Midlarsky, 

ed. Handbook of War Studies, Boston: Unwin Hyman (1989) ; Christopher Carney, 

“Structural Balance, Regime Type, and Interstate Affect: The Third World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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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강경정책은 정부여당이 국내정치적 목적 때문에 외부의 적이라는 

속죄양을 만들거나 또는 정부여당에 해 비판적인 국내 관심을 외로 

전환시키기 위해 만든 결과라는 것이다. 또 특정국에 한 정부여당의 

유화정책은 야당이 그 특정국에 해 적 적이니 적의 적은 친구라는 구

조균형적 관점에서 나온 결과라는 것이다. 

특히 구조균형성은 양극화와 깊은 관련을 갖는다. 경쟁 계층이 반북 성

향을 갖는다고 자신이 친북 성향을 갖는다든지, 혹은 경쟁 계층이 친미 성

향을 갖는다고 자신이 반미 성향을 갖는다든지 하게 되면, 양극화는 심

화될 수밖에 없다. 김재한은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사설이 남한 내 보혁

계층을 각각 표한다고 전제하고, 두 신문 사설이 북한, 정부 북정책, 

미국, 정부 미정책 등을 지지 혹은 비판하는 성향을 집계하였다.4) 

1990년 1월부터 2006년 8월까지의 조선일보 및 한겨레신문의 사설분석 

및 연도별 집계 결과, 노태우·김영삼 정권 및 김 중·노무현 정권 동안 

북한 정권에 한 계층 간 지지/비판 차이에 변화가 별로 없음을 확인하

였다. 반면에 정부 북정책에 한 계층 간 지지/비판의 차이는 김 중 

·노무현 정권 때 증 되어 특히 북 포용정책 당시 정부 북정책에 

관한 지지/반 의 양극화가 심화되었음을 확인했다. 북 포용정책은 남

남갈등 표출의 계기가 되었지만, 북 포용정책 때에 북한에 관한 입장

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북한 자체에 관한 남남갈등이 

북 포용정책으로 심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에 정부 북정책의 

변화, 즉 북 포용정책 등장에 따라 북정책에 한 지지/반  계층이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북 유화정책이 새로운 남남갈등을 만들었다기

United States,” Journal of Third World Studies, vol.17, no.1 (2000), pp. 133~154 ; 

Chae-Han Kim, “Explaining Interstate Trust/Distrust in Triadic Relations,”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33, no.4 (2007). 

 4) 김재한, “남남갈등과 북 강온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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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기존의 남남갈등 관계에 기초한 북정책이 등장한 것이라는 것이

다. 북 강경/유화 정책은 순수한 남북한 관계라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집단 간 경쟁의 연장선에서도 이해될 수 있으며, 북정책 방향

은 남한 국내정치의 주요한 피아(彼我)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재한(2009)은 1990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의 조선일보 및 한겨레

신문 사설 내용을 연도별 신 월별로 집계하였다.5) 그러한 사설 분석을 

통해 다음을 발견하였다. 먼저, 북한을 바라다보는 계층 간 차이는 매우 

지속적이었다. 북한에 관한 부정적 시각이 늘었지만, 북한에 한 조선

일보와 한겨레신문 간의 호감도 차이는 20년 동안 거의 상수(常數)라고 

할 정도로 지속적이었다. 반면에 미국을 보는 계층의 인식은 수렴(收斂)

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차이가 감소하는 추세였다. 두 개 신문의 

차이는 북한에 관한 입장으로 차이가 나지, 미국에 관한 입장으로 차이

가 나는 것은 아니었다. 다음, 정부의 북정책 및 미정책은 남남갈등 

양극화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북정책에 관한 계층 

간 양극화는 김 중 정부 시절에 발견할 수 있었고, 정부 미정책에 관

한 계층 간 양극화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발견할 수 있었다.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사설로 판단컨  북한과 관련하여 진보계층이 우호적이면 

보수계층은 무조건 적 적이거나, 아니면 미국과 관련하여 보수계층이 

우호적이면 진보계층은 무조건 적 적이라는 흑백의 도식화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정 시기 특정 상에 해 정치적 립을 보였지

만, ‘적의 적’은 친구라는 구조균형의 방식으로 반응했다고 단정할 정도

의 유의한 수준의 립은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재한의 연구는 북한에 관한 특정 계층 태도는 북한에 관한 다른 계

층 태도와 깊은 관련을 갖는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관련성

 5) 김재한, “북한 및 미국 관련 남남갈등의 변화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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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도별 혹은 월별 집계치로 검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러

한 상호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짧은 기간 단위로 태도를 비교해야 

한다. 동일 일자의 태도를 서로 비교해볼 수 있으나, 하나의 상황에 해 

계층이나 언론이 같은 날에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 하루 이틀 시간을 두

고 반응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이나 북정책에 관한 태도를 주(週) 

단위로 집계하여 비교해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물론 이슈별로 반응을 

집계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슈 선정에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하기 쉽고 

어떤 이슈가 선정되느냐에 따라 다른 분석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슈 단위 신 주 단위 집계 방법을 이용한다. 일주일이라는 

동일 기간에 경쟁적 관계의 양자가 보여주는 태도가 상호 연관되어 있는

지 검증할 것이다.

경쟁관계 당사자 태도 간의 연관성뿐 아니라 경쟁관계 상에 관한 태

도 간에도 연관성이 있다. 계층 i의 태도와 계층 j의 태도가 서로 연관되

어 있을 뿐만 아니라, a에 관한 i의 태도와 b에 관한 i의 태도도 서로 연

관되어 있는지 검증해야 할 것이다. 특히 a와 b뿐 아니라 c까지 포함되

는 다자관계에서도 이해해야 한다. 북한을 보는 관점은 미국을 보는 관

점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 또 미국을 보는 관점은 중국을 보는 관점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주 단위로의 세분화와 중국이라

는 상의 추가로 상호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체계화하고자 한다. 물론 

중국 외에 일본이나 러시아 등 다른 주변국도 중요할 수 있다.6) 그렇지

만 중국은 한반도 주변국 가운데 미국과 함께 한국전쟁의 공식 당사자이

고, 또 탈냉전 이후 미국의 유일한 경쟁자로 거론되고 있는 국가이다. 조

사연구의 효율성을 위해 여기서는 북한, 미국, 중국만을 다루고 나머지 

국가를 포함한 연구는 다음 기회나 다른 연구자에게 미루기로 한다.

 6) 김재한, “동북아지역 우적관계의 구조,” ꡔ국방연구ꡕ, 52권 3호 (2009). 



남남갈등의 연계성❙ 143

Ⅱ. 연구설계

남남갈등의 주제나 상을 논할 때에는 북한과 북정책을 구분해야 

한다. k에 관한 태도와 k를 다루는 방법에 관한 태도는 접히 관련 있

지만 그 형성과정은 조금 다르다. 

<그림 1> k에 관한 태도의 형성관계

k의 행태

↓

k에 관한 태도  

<그림 1>에서 k에 관한 태도는 k의 행태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는다. 

k의 행태에 따라 k에 관한 태도도 바뀌는 것이다. 북한에 해 상 적으

로 더 비판적인 태도와 상 적으로 더 호의적인 태도가 있는 듯하다. 북

한에 한 비판적 입장은 북한의 행태에 따라 악화되거나 완화될 수 있

고, 마찬가지로 북한에 한 호의적 입장도 북한 행태에 따라 심화되거

나 약화될 수 있다.

<그림 2> k 관련 정책에 관한 태도의 형성관계

k에 관한 i의 태도 k에 관한 j의 태도

↓           ↘     ↙           ↓

k 관련 정책에 관한 i의 태도 →  ← k 관련 정책에 관한 j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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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k를 다루는 방법에 관한 태도는 단순하게 결정되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는 “반미(反美)면 어떠냐”는 식의 태도를 취했지만 실제 미

정책에 있어서는 그렇게 적 적 미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다. 한미 FTA

를 체결한 정부가 바로 노무현 정부였다. <그림 2>에서 i와 j가 경쟁관계

일 때 k 관련 정책에 관한 i의 태도는 k에 관한 i의 태도 그리고 k에 관한 

j의 태도로부터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k 관련 정책에 관한 j의 태도로부

터도 영향을 받는다. 예컨  북정책에 관한 진보계층의 태도는 북한에 

관한 진보계층 및 보수계층의 태도뿐 아니라 북정책에 관한 보수계층

의 태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이다. 정부 북정책에 관한 조선일

보의 태도는 북한에 관한 조선일보 및 한겨레신문의 태도뿐 아니라 정부 

북정책에 관한 한겨레신문의 태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

로 한겨레신문의 북정책 태도는 북한에 관한 태도뿐 아니라 조선일보

의 북정책 태도와도 관련되는 것이다.

<그림 3> k 관련 정책에 관한 태도 양극화의 형성관계

l에 관한 태도 양극화
       

m에 관한 태도 양극화

↓                               ↓

l 관련 정책에 관한 태도 양극화
→  ←

m 관련 정책에 관한 태도 양극화

↓↑                   ↑↓

k 관련 정책에 관한 태도 양극화

↑

k에 관한 태도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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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에서 k 관련 정책에 관한 태도 양극화는 k에 관한 태도, l 관

련 정책에 관한 태도 양극화, m 관련 정책에 관한 태도 양극화 등과 관련

이 있다. k에 한 정책을 둘러싼 태도 양극화는 k와 동맹관계나 경쟁관계

에 있는 l 혹은 m에 한 정책을 둘러싼 태도 양극화와 접히 연관되어 

있다. 한국전쟁 때부터 북한과 중국 간의 동맹관계 및 미국과의 경쟁관

계를 감안하면, 북정책에 관한 태도 양극화, 미정책에 관한 태도 양

극화, 중정책에 관한 태도 양극화는 서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3>의 태도 형성관계를 조선일보 및 한겨레신문의 사설로 검

증하는 것이 이 글의 내용이다. 사설의 코딩방식은 선행연구를 따른다.7)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이 각각 보수계층과 진보계층을 변한다고 전제

하고, 1990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의 신문 사설에서 북한, 미국, 중국, 

정부 북정책, 정부 미정책, 정부 중정책 각각에 해 지지하는 사

설은 건당 +1, 비판하는 사설은 건당 -1로 하여 한 주(월~토)가 한 사례

(case)가 되도록 집계하였다.

Ⅲ. 북한, 미국, 중국에 관한 태도 차이의 지속성

북한, 미국, 중국에 관한 조선일보 및 한겨레신문의 태도는 매우 일관

되어 있고 그 차이는 지속적이다. <표 1>에서 북한에 관한 조선일보의 

평균 태도는 -.30인데, 북한에 한 호의적 사설 건수만큼 뺀 비판적 사

설 건수가 한 주에 평균 0.3건이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 북한에 관한 한

겨레신문의 평균 태도 값은 -.02로 조선일보의 비판 수위보다 낮았다. 북

 7) 여기서 사용된 사설의 분류 예는 다음 논문에 수록되어 있다. 김재한, “ 북정

책과 통일교육정책,” ꡔ통일전략ꡕ, 7권 2호 (2007). 동일한 기준으로 2006년 9월 

이후와 중국 관련 사설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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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 관한 조선－한겨레 태도 차이는 -.28인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조

선일보의 북 태도가 한겨레신문보다 더 비판적이었다.

이처럼 북한에 관한 두 신문의 태도는 서로 다르지만, <표 1>에서 보

듯이 북한에 관한 두 신문 태도 간 상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의 값이다. 즉 한 신문이 북한에 해 비판적이면 비판적일수록 다른 신

문도 비판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그림 1> 설명에서 언급하였

듯이 북한에 관한 태도 변화는 근본적으로 북한의 행태에 한 반응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남한에 해 우호적이냐 아니면 적 적이냐에 따라 두 

개 신문의 북 논조가 정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에 해 조선일

보의 상 적 비판 그리고 한겨레신문의 상 적 호의라는 등식은 매우 지

속적임을 알 수 있다. <표 1>에서 음(-)의 한겨레신문 북 태도 평균값

이 보여주듯이 그러한 한겨레신문의 북 호의도 조선일보와 비교한 ‘상

적’인 것이지 절 적으로 호의적인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표 1> 조선일보 및 한겨레신문의 태도 차이

평균
조선－한겨레

태도 차이 평균

조선－한겨레 태도 

차이의 95% 신뢰도 

구간 

두 신문 태

도 간의 상

관계수

북한에 

한

조선일보 태도 -.30
-.28*(t=-11.749) -.32~-.23 .125*

한겨레신문 태도 -.02

미국에 

한

조선일보 태도 -.05
.10*(t=6.014) .07~.13 .003

한겨레신문 태도 -.15

중국에 

한

조선일보 태도 -.06
-.05*(t=-4.264) -.07~-.03 .129*

한겨레신문 태도 -.01

조선-한겨레 태도 차이＝조선일보 태도－한겨레신문 태도 

* p<.001 

중국에 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에 해 조선일보가 더 비판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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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겨레신문은 덜 비판적이다.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

이이다. 또 중 태도의 변화도 두 개 신문이 서로 함께 변하는 경향이 

있다. 상  신문이 중국에 해 비판적이면 함께 비판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반면에 미국에 해서는 다른 태도를 보여준다. 먼저, 한겨레신문이 

미국에 해 더 비판적이고 조선일보가 덜 비판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북한 및 중국에 관한 태도와 반 의 모습이다. 그렇다고 조선일보가 친

미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과거 서울올림픽 때의 반미 분위기 때처

럼 적어도 미국의 눈에서는 조선일보의 태도가 친미적이라고 보지 않고, 

또 <표 1>에서 미국에 관한 조선일보 태도의 평균값은 -.05로 음(-)의 값

이기 때문이다.

미국에 관한 두 신문의 태도 변화는 서로 관계가 없다(r=.003). 즉 상

 신문이 미국을 비판한다고 하여 함께 비판한다거나 혹은 반 로 지지

한다거나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이는 미국에 관한 논조가 미국의 

특정 시기 특정 행태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에 관한 두 개 신문의 태도 변화는 서로 관계가 없고 단지 태도 차

이만을 보이는 것이다. 

덧붙이자면, 북한에 관한 조선일보의 태도 변화는 미국에 관한 조선일

보의 태도 변화 그리고 중국에 관한 조선일보의 태도 변화와 아무런 관

계가 없었다. 세 변수 간의 상관계수 절 값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0.05 

이하에 불과하다. 세 국가에 관한 한겨레신문의 태도 변화도 마찬가지이

다. 북한, 미국, 중국에 한 호불호(好不好)를 그렇게 연계시켜 인식하

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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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남남갈등 양극화의 정권별 비교

조선일보 및 한겨레신문의 태도 차이를 정권별로 보여주는 것이 <표 2>

이다. 정권교체기라고 할 수 있는 통령선거가 있었던 12월 초부터 

통령 취임이 있었던 익년 2월 말까지는 제외하고 행정부별 평균값을 구

한 것이다. 북한, 미국, 중국 등에 관한 태도 차이는 이명박 정부 때에 그 

이전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나 체적으로 지속적이다. 

<표 2> 정권별 남남갈등 양극화 수준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 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북한에 관한 조선－한겨레 태

도 차이
-.27 -.22 -.32 -.20 -.44

정부 북정책에 관한 조선－

한겨레 태도 차이
.05 .02 -.50 -.47 .42

미국에 관한 조선－한겨레 태

도 차이
.18 .15 .09 .09 -.05

정부 미정책에 관한 조선－

한겨레 태도 차이 
-.03 .02 -.08 -.11 .11

중국에 관한 조선－한겨레 태

도 차이
-.06 -.02 -.02 -.06 -.15

정부 중정책에 관한 조선－

한겨레 태도 차이
.02 .02 -.01 -.17 .05

조선－한겨레 태도 차이(조선일보 태도 점수－한겨레신문 태도 점수)의 행정부

별 평균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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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에서 정부 북정책에 관한 두 신문 간의 태도 차이는 김 중 

정부 때에 가장 크다. 김 중 정부 북정책에 관해 조선일보가 비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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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한겨레신문은 호의적인 경향이 매우 강했다. 그러한 경향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조금 차이는 있지만 유사했다. 이명박 정부에 와서는 반 로 

조선일보가 호의적이고 한겨레신문은 비판적으로 바뀌게 된다. 이 세 행

정부의 북정책을 둘러싼 두 신문의 태도 차이는 그 이전 행정부에 비

해 크게 증 된 것이다. 이른바 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이라는 현상

은 김 중 정부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중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은 노무현 정부 때를 제외하곤 그렇게 심

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정부 중정책에 관해 조선일보가 더 

비판적이고 한겨레신문이 덜 비판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미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하여 이명박 

정부까지 지속되고 있다. 다만 노무현 정부의 미정책에 해 조선일보

가 비판하고 한겨레신문이 지지하는 반면에, 이명박 정부의 미정책에 

해서는 조선일보가 지지하고 한겨레신문이 비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Ⅴ. 대북정책 태도의 대내적 연계성

<그림 2>는 북정책에 관한 특정 계층의 태도는 경쟁 계층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전제하였다. <표 3>은 이를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북한에 관한 조선일보 및 한겨레신문의 태도가 비판적일수록, 또 정부 

북정책에 관한 한겨레신문의 태도가 호의적일수록, 그 북정책에 관

한 조선일보의 태도는 비판적이었다. 북한에 관한 태도는 북한의 행태에 

좌우되기 때문에 북한 행태의 영향을 받는 북정책에 관한 태도도 북한

에 관한 태도와 관련되는 것이다. 또 한겨레신문이 정부 북정책에 

해 비판적으로 변화할수록 조선일보는 정부 북정책에 해 호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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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는 경쟁 계층과는 반  방향으로 가

는 구조균형적이고 정치적인 관계이다.

<표 3> 정부 대북정책에 관한 조선일보 태도의 설명변수

설명변수 회귀계수 t

북한에 관한 조선일보의 태도 .0897** 2.867

북한에 관한 한겨레신문의 태도 .0694* 1.762

정부 북정책에 관한 한겨레신문의 태도 -.0946** -2.735

종속변수: 정부 북정책에 관한 조선일보의 태도. 

* p<.1, ** p<.01 

<표 4> 정부 대북정책에 관한 한겨레신문 태도의 설명변수

설명변수 회귀계수 t

북한에 관한 한겨레신문의 태도 .2990** 8.797

북한에 관한 조선일보의 태도 .0702* 2.400

정부 북정책에 관한 조선일보의 태도 -.0717** -2.674

종속변수: 정부 북정책에 관한 한겨레신문의 태도

* p<.02, ** p<.01 

<표 4>는 한겨레신문의 정부 북정책 태도를 설명하는 변수들을 나

열한 것이다. 북한에 해 한겨레신문 및 조선일보가 비판적일수록, 또 

정부 북정책에 해 조선일보가 호의적일수록 한겨레신문의 정부 

북정책 비판은 강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부 북정책에 관한 조

선일보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호의적이냐 적 적이냐는 북한의 행태가 

그 로 정부 북정책에 관한 한겨레신문의 태도에도 영향을 주며, 동시

에 경쟁 계층인 조선일보의 정부 북정책 태도 변화와 반  방향으로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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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정부 대미정책 및 대중정책에 관한 조선일보 및 

한겨레신문 태도의 설명변수

모델 설명변수 회귀계수 t

종속변수 정부 미정책에 관한 조선일보의 태도

설명변수

미국에 관한 조선일보의 태도 .209** 4.884

미국에 관한 한겨레신문의 태도 .056* 2.033

정부 미정책에 관한 한겨레신문의 태도 .034 1.102

종속변수 정부 미정책에 관한 한겨레신문의 태도

설명변수

미국에 관한 조선일보의 태도 .339 .906

미국에 관한 한겨레신문의 태도 .088** 3.198

정부 미정책에 관한 조선일보의 태도 .034 1.102

종속변수 정부 중정책에 관한 조선일보의 태도

설명변수

중국에 관한 조선일보의 태도 .150** 6.376

중국에 관한 한겨레신문의 태도 .039 1.285

정부 중정책에 관한 한겨레신문의 태도 -.031 -.665

종속변수 정부 중정책에 관한 한겨레신문의 태도

중국에 관한 조선일보의 태도 .067** 4.306

중국에 관한 한겨레신문의 태도 -.029 -1.473

정부 중정책에 관한 조선일보의 태도 -.013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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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비해 정부의 미정책 및 중정책에 해 경쟁 계층 태도가 서

로 상반된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표 5>에서 정부 미정책이

나 중정책에 관한 조선일보의 찬반은 한겨레신문의 태도와 관계가 없

었다. 마찬가지로 정부 미정책 및 중정책에 관한 한겨레신문의 찬반

도 조선일보 태도와 관련이 없었다. 다만 중국에 관한 태도와 정부 중

정책에 관한 태도는 함께 호의적으로 변화하거나 아니면 함께 비판적으

로 변화하고, 또 미국에 관한 태도와 정부 미정책에 관한 태도도 우호/

비판이 함께 하는 경향을 <표 5>에서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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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남남갈등 양극화의 대외적 연계성

조선일보의 북정책 태도와 한겨레신문의 북정책 태도는 서로 관

련 있음을 보았다. <표 6>은 두 신문 간 태도 차이의 절 값을 종속변수

로 두고 그것을 설명하는 변수들을 드러낸 것이다. 동일한 정부 북정

책을 두고 전개되는 두 신문 간의 온도 차이는 동일한 북한 행태에 한 

두 신문 간 태도 차이가 클수록, 또 정부 미정책에 관한 두 신문 간의 

태도 차이가 클수록 크다. 즉, 북정책에 관한 경쟁계층 간의 논쟁은 

미정책에 관한 논쟁과 함께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북정책

에 관한 국내 논쟁은 북한 자체에 관한 국내 논쟁과도 함께하는 것이다.

<표 6> 정부 정책에 관한 조선일보 및 한겨레신문 간 태도 차이의 설명변수

설명변수 회귀계수 t

종속변수: 정부 북정책에 관한 조선 및 한겨레 간 태도 차이

북한에 관한 조선 및 한겨레 간 태도 차이 .186** 5.664

정부 미정책에 관한 조선 및 한겨레 간 태도 차이 .146** 3.491

정부 중정책에 관한 조선 및 한겨레 간 태도 차이 .093 1.200

종속변수: 정부 미정책에 관한 조선 및 한겨레 간 태도 차이

미국에 관한 조선 및 한겨레 간 태도 차이 .170** 5.302

정부 북정책에 관한 조선 및 한겨레 간 태도 차이 .071** 3.273

정부 중정책에 관한 조선 및 한겨레 간 태도 차이 .136* 2.443

종속변수: 정부 중정책에 관한 조선 및 한겨레 간 태도 차이

중국에 관한 조선 및 한겨레 간 태도 차이 .182** 7.805

정부 북정책에 관한 조선 및 한겨레 태도 차이 .012 1.062

정부 미정책에 관한 조선 및 한겨레 태도 차이 .036* 2.230

조선 및 한겨레 태도 차이＝조선일보 태도 점수－한겨레신문 태도 점수 

* p<.03,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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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정책에 관한 두 신문 간 지지/비판의 차이도 중국에 관한 두 

신문 간 지지/비판 차이 그리고 정부 미정책에 관한 두 신문 간 지지/

비판 차이가 클수록 크다. 중정책에 관한 국내 논쟁은 중국 자체에 관

한 국내 논쟁과 미정책에 관한 국내 논쟁과 함께 하는 경향인 것이다.

<표 6>에서 정부 미정책에 관한 찬반 논쟁은 미국행태 논쟁뿐 아니

라 북정책 및 중정책에 관한 논쟁과도 함께 한다. 두 신문 간의 입장 

차이가 북정책, 미정책, 중정책에서 함께 드러난 최근의 예는 2010

년 천안함 사건이다. 한겨레신문이 천안함 외교가 ‘ 미 편식’이라고 비판

한 반면에, 조선일보는 그렇지 않았다. 이때 한겨레신문이 북강경정책

과 중외교 소홀을 비판한 반면에, 조선일보는 그렇지 않았다. 정부 

미정책에 관한 입장 차이가 드러날 때이면 북정책과 중정책에 한 

입장 차이도 함께 드러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북한 관련 주요 사건들

은 거의 늘 다른 주변국들과도 관련되고 있는 것이다. 미정책 논쟁이 

북정책 논쟁과 중정책 논쟁과 함께 한다는 사실은 국내 논쟁에서 북

한과 중국이 한 블록으로, 미국을 다른 블록으로 작동한다는 의미이다. 

북정책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미정책을 둘러싼 입장 차이와 함께 

동반된다는 사실은 북정책이 미정책과 연계되어 있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 전반에 한 찬반에 따라 북정책 찬반이 일부 결정

된다는 측면도 의미한다. 실제 특정 정책 때문에 정권 지지도가 바뀌기

도 하지만, 정권 지지도에 따라 특정 정책에 한 지지도가 좌우되는 폭

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앞서 강조하였듯이 북한, 미국, 중국에 관한 태도는 각각 정부의 북

정책, 미정책, 중정책에 관한 태도와 구분되어야 한다. 정부 북정

책에 관한 두 신문 간 태도 차이가 정부 미정책에 관한 태도 차이와 

관련되어 있지만, 북한에 관한 두 신문 간 태도 차이가 미국에 관한 두 

신문 간 태도 차이와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에 관한 태도 차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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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관한 태도 차이, 중국에 관한 태도 차이, 이 세 변수 간의 상관관계 

절 값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0.05 이하에 불과하다.

Ⅶ. 요약 및 결론

이상에서 1990~2010년 조선일보 및 한겨레신문의 사설을 이용하여 남

남갈등의 구조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북한, 미국, 중국, 북정책, 

미정책, 중정책 등에 관한 비판적 혹은 호의적 사설의 집계치가 본 분

석의 원자료이다. 북한과 미국뿐 아니라 중국까지 포함시켰고 또 집계를 

연도별과 월별을 넘어 주별로 실시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 원자료와 차

별성을 갖는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미국, 중국에 한 두 신문의 입장 차이는 지속적이었다. 

북한과 중국에 해 조선일보는 더 비판적이었고 한겨레신문은 덜 비판

적이었으며, 미국에 해서는 한겨레신문이 더 비판적이었고 조선일보

는 덜 비판적이었다.

둘째, 정부 정책에 한 태도 차이는 정권별로 변화가 있었다. 북정

책의 경우, 김 중 정부 때에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이 각각 비판과 지

지라는 양극화를 보여주었다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와서 조금 

완화되었지만 노태우 정부 및 김영삼 정부에 비해서는 매우 심화된 수준

이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이 각각 지지와 비판의 

입장으로 바뀌게 된다. 중정책에 관한 태도 양극화는 노무현 정부 때

에 가장 심했으며, 조선일보가 더 비판적이고 한겨레신문이 덜 비판적인 

태도이었다. 미정책에 관한 비판과 지지의 양극화는 노무현 정부 때부

터 심화되어 이명박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다만, 미정책에 관한 

두 신문의 비판/지지 입장은 북정책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에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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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뒤바뀌게 된다. 

셋째, 북정책에 관한 입장은 경쟁계층의 입장과 반 로 되는 경향이 

있다. 정부 북정책에 해 조선일보가 비판적일수록 한겨레신문은 호

의적이고, 한겨레신문이 비판적일수록 조선일보는 호의적인 경향을 발견

했다. 북정책과 달리, 정부 중정책 및 미정책에서는 두 신문의 태

도가 서로 립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은 

내적 집단 태도 간의 연계성으로 설명된다.

넷째, 정부 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은 정부 미정책을 둘러싼 남

남갈등과 접히 관련되어 있다. 정부 북정책에 관한 두 신문 태도의 

양극화가 클수록, 정부 미정책에 관한 두 신문 태도의 양극화도 크다. 

이러한 연계성은 정부 미정책과 중정책 간에도 발견된다. 미정책 

관련 국내논쟁은 중정책 관련 국내논쟁과 함께 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은 북한과 중국 등 다른 외 관련 정책에 

관한 태도와의 연계성으로 설명된다.

▒ 접수: 2010년 11월 6일 / 수정: 2010년 11월 19일 / 게재확정: 2010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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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inkage of the South-South Conflict

Kim, Chae-han(Hallym University)

The structure of the South-South conflict, represented by the Chosun Ilbo 

and the Hankyoreh respectively, is summarized as following. First, the 

difference between two newspapers on the attitudes toward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s constant. The Hankyoreh is more likely to 

criticize the United States than is the Chosun Ilbo. On the other hand, the 

Hankyoreh is less likely to criticize North Korea and China than is the 

Chosun Ilbo. 

Seco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newspapers, in stance on the 

government policies, vary with government. Stands on the govern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were most polarized during the Kim Dae-Jung 

government in that the Chosun Ilbo was very critical while the Hankyoreh 

was very supportive. Similarly, there were strong arguments, both for and 

against the Roh Moo-Hyun government’s policies toward China. The two 

newspapers have been deeply divided pro and con on the Roh Moo-Hyun 

government’s and the Lee Myung-Bak government’s policies toward the 

United States.

Third, the two newspapers tend to go to the opposing side each other 

in stances on the government policies toward North Korea. The more critical 

one newspaper is of the government policy on North Korea, the more 

supportive the other newspaper is. This may be called the internal lin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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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South-South Conflict.

Fourth,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newspapers in stance over the 

government policies toward North Korea moves side by side with the 

difference in stance over the government policies toward the United States. 

The more polarized the stances over one nation are, the more polarized are 

the stances over the other nation. This may be called the external linkage 

of the South-South Conflict. This external linkage is found between the 

stance over the government policies toward United States and the stance 

over China. 

Keywords: South-South conflict, polarization, structural balance, linkage, 

Chosun Ilbo, Hankyoreh, Sunshine poli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