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국민의 태도* 

권수현 1 고려대학교 

본 연구는 남한국민을 대상으로 한 며론조사자료를 이용해 개인들이 북한이탈주민 

(탈북자) 수용 며부와 탈북자들에 대한 친근감과 관련해 어떤 태도를 강고 있으며， 01러 

한 태도에 영흥멸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10명 중 한 영 

만이 틸북자 수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강고 있는 반면， 3명 중 한 영만이 달북자를 

친근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분석결과， 경제적 요민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영항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문화적 요인인 국가정체성과 정치적 요인인 정부의 대 

북정책에 대한 평가‘ 인구통계학적 요인인 성별 등은 유의미한 영항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남한사람들의 탈북자 수용과 친근감 태도 간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태도에 긍정적 영흥옐 미치는 중요요인이 민족정체성이며， 이 변수가 

탈북자와 이민자에 남한사람들의 태도차이를 결정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효택 

사회가 사회통합과 민족통일을 이뤄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탈북자 정책은 민족적 

관점과 다문화주의적 관점을 통훌}해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탈북자와 이민자에 대 

한 남한사람들의 개빙성과 포용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주제어: 북한이탈주민(탈북자)， 개인태도. 민족정체성， 탈북자 정책 

I. 문제제기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자’) 연구는 주로 탈북자 입장에서 현상과 문제를 분 

석 ·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왔다. 즉，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 

는 데 있어 직면하는 문제들(신체적 · 심리적 · 경제적 문제)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지방자치 차원의 지원체계 및 제도， 민간 또는 국제적 차원의 역할 등에 관한 논의가 주를 

*논분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하상응 선생님(CUNY Brooklyn College)과 심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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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고 있다(윤인진 2000a; 윤여상 2001; 정광호 외 2001; 검현철 2004; 김미령 2006; 박광 

득 2006‘박혀식 2006; 오수열 · 김주삼 2006; 박정란 강동완 2008; 장복희 2010) 

그런데 탈북자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은 탈북자들의 입장만을 고려해서 이뤄 

질 수 없는 부분이 았다 즉 탈북자들의 입장 못지않게 남한사회에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 

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태도， 의견 등도 줌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 

에서 정부와 정당은 선거를 통한 (재)집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남한국민 대다수가 탈북 

자들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탈북자들을 위한 법적 ‘ 제도적 장지를 마 

련하는 젓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탈북자 연구 또한 탈북자들의 입장 

에서쁜만 아니라 아들을 수용하는 남한사회 내 다양한 개개인들의 입장에서도 진행될 필 

요가있다 

탈북자는 남한사회에 입국한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는 순간부터 대한민국 국민 

과 똑같은 지위(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그러나 60여 년 이상을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속 

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남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하 ‘남한사람’)과 탈북자들 간에 

는 이질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이질성은 탈북자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표변 

화되고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남한사회가 외국으로 이민자를 보 

내는 송출국에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유입국으로 변화하고(송유진 2008, 1_2)11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남한사회에 남한사람들과 탈북자들， 그리고 이민자들 간에 다양 

한 문제와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 나타날 수 있다 2)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것 

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탈북자들과 남한사람들이 서로에 대 

해 어떤 인식과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해볼 펼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남한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자료른 이용 

해 탈북자들에 대한 남한사람들의 태도와 이러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탈북자들에 대한 태도가 이민자들에 대한 태도와 

1 ) 단가 장기체류 외국인을 합한 제류 외국인 수는 2008년 8월에 100만을 념어섰고(박경태 2008, 
295)， 2009년 현재 외국인 수(등록외국인 870，363명 + 장 단기 불법체류외국인: 177，955명)는 

남한 전체 인구의 약 2%에 탈하고 있다 서구와 비교하면 낮은 수치이시만 최근 들어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시 남한， 일본， 대만이 이민사늘의 수요 유입놔으￡ 부상하고 있다(송유신 2008,2) 

2) 다문화사회와 관련한 많은 정책과제 및 연구들은 남한의 다인종 다민족화 현상이 선진국의 경 

험을 압축적으로 따라가고 있음올 고려할 때， 관련 사회문제나 쟁점들이 남한사회에서 보다 다 

각적으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표명해왔다(이 명진 외 2010,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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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국내 외 연구결과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개인태도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연구 

결과들을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남한사람들이 탈북자들에 대해 갖고 있는 개인태도의 경 

향과 이러한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그러한 

결과를 국내 · 외 이민자에 대한 개인태도 연구와 비교해본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이 갖는 

의의와한계를 지적하면 마무리한다 

11. 이론적 논의 

1. 탈북자 정의: 난민 대 이민자 

이론적 경험적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념어가야 할 문제는 탈북자와 이민 

자(이주노동자 포함)를 동일한 집단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이다. 우선적으로 인종적 민 

족적 측면에서 탈북지는 남한사람과 같은 인종적 민족적 뿌리를 갖고 있는 반면， 이민자 

는 아니라는 점에서 탈북자와 이민자는 다르다. 

그러나 다수와 소수의 관점에서 탈북자는 남한사회 내에서 수적으로 절대적 소수집단 

일 쁜만 아니라 사회적 권력과 부， 지위 등에 있어서도 다수의 남한국민과 비교해 열등한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도 소수집단(minority group)이다 탈북자들의 취엽과 직 

엽적응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수의 탈북자들이 무직상태에 있거나 단순 노무직이 

나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정규직보다는 임시직과 계약직 등 비정규직으로 채용되 

는 등 불안정한 직엽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윤인진 2000b, 247)3) 또한 이주민 

들과 마찬가지로 탈북자들 역시 남한국민들의 무관심과 냉대， 멸시적 · 적대적 태도로 인 

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조용관 2004, 230) 이러한 점에서 탈북자들은 이 

3) 2000년에 설시된 설문조사에 응답한 탈북자 중 70.9%가 정규직에 종사하고 있고 나머지 29.1% 

가 단기간 계약직， 임시직， 엘용직 등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인진 2000b, 

248). 5년 후 조사에서는 정규직이 38.5%이고 비정규직(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이 6 1.5%인 

것으로 나타났다(백경민 2007 ,237-238). 한편， 2000년에 입국한 200명 중 106명을 7년간 추적 연 

구를 한 결과， 탈북자의 명균 소득수준이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거주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저소 

득자 비율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시은 외 2008,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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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준오(2007)의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심태 조사” 설문자료 활용 

민자들과 함께 남한사회 내 소수집단으로 묶을 수 있다， 

한편， 국제적 지위 측면에서 이민자는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자신의 거주지나 국가를 

떠난 사람， 즉 ‘경제적 이민자(economic migrant)"’로 난민(refugeε)과 구분된다 반면， 탈북 

자는 1951 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εntion Rε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4 1에 

서 정의하는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위임난민(mandate refugeε:s)에 해당한다， 이민자 

는 언제든자신의 고국으로돌아갈수 있지만탈북자는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이민자보 

다난민에 가깝다고할수있다 

그런데 최근 남한으로 입국하는 탈북자들의 탈북동기블 살펴보면， 정치 사상적 요인 

보다는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요인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2006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탈북자 2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자료를 

살펴보면， 경제적 이유(가난， 돈 별기)가 탈북동기의 5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표 1) 참조)5 1 이러한 경향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비복 탈북자가 국내 외 법적 지위와 얀종적 민족적 뿌리 등에 있어 이민자 

4) “위임난민(mandate refugee)은 자신의 조국 또는 제3국에 삼고 있는 개인이 유엔난민가구 

(UNHCR: the Oflìce of the United Nation High Commissioner of Retugee)로부터 난민 시위 

를 인정받은 사람이다 UNHCR은 UNHCR의 규정과 판례에 따라 난민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Bianchini 2010, 368) ’ 

5) 정부 또한 탈북자 수의 증가요인을 “보다 나은 삶음 찾으려는 ’ 경제적 욕구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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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다르나 탈북자의 탈북요인 중 경제적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았고 탈 

북자들이 남한사회 내 실질적인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와 권력 등에 있어 이민자와 마찬 

가지로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도 소수집단에 속한다는 점에서 탈북자는 이민자와통일 

한 집단으로 분류할수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전제 하에 연구를 진행하고자한다. 

2. 개인태도결정요인 

이민(자)에 대한 개인태도(individual attitudes)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로 경제적 측 

면과 문화적 측면(또는 비경제적 측면)으로 나눠 설명된다.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학 

자들은 노동경제이론을 바탕으로 이민자들을 받아틀이는 국가의 개인들이 갖고 있는 기 

술의 차이가 이민자들에 대한 태도 차이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Goldin 1994; Timmer 

and Williamson 1998; Scheve and Slaughter 2001; Mayda 2006) 기술수준이 낮은 집단 

일수록 이민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이민 

자 중 대부분이 비숙련노동자이며 이들의 입국이 증가할수록 하위계층에 속하는 유입 

국 국민들은 이민자들과 비슷한 업종의 노통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Scheve 

and Slaughter 2001; Esses et al. 2001; Semyonov et al. 2008) 비슷한 맥락에서 교육수준 

이 높은 집단은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이민자에 대한 선호가 더 통정적(sympathetic) 

인 것으로 나타난다(Hainmueller and Hiscox 2007; Chandler and Tsai 2001; Scheve and 

Slaughter 2001; Coenders and Scheepers 2003).') 한편， 파치니와 마이다는 경제적 요인을 

강조하면서도 노동시장 내에서 경쟁으로 인한 임금하락보다는 정부가 이민자 정책을 집 

행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세급이 이민자에 대한 개인들의 태도어l 영홍t을 미친다 

고 주장한다(Facchini and Mayda 2006; 송유전 2008). 

경제적 요인 못지않게 강조되는 또 다른 요인은 문화적 요인이다. 문화적 측면을 강 

6) 그런데 노동시장모델에 기반한 분석은 노동자들만을 분석대상으로 삽기 때문에 노동시장 밖 

에 있는 다른 집단， 특히 실업자가 아닌 집댄연급수령자 등)의 선호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문제 

가 있다(0’Rourke and Sinnott 2(06)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노동집단과 비노동집단으로 나눠 정 

제적 요인의 영향력 분석을 실시한 결과， 노동집딘에 속하는 집단에서는 교육수준 또는 기술수 

준이 이민자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인 반면， 비노동집단에서 

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Mayda 2006; 0 ’Rourke and Sinnott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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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는 학자들은 민족정제성(national identity, nationalism or chauvinism)71 변수를 사용 

해 민족정체성이 이민자에 대한 개인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있다 이들 연구결과들 

은 민족정제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민자에 대한 선호가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De Figueredo and Elkins 2003; 0 ’Rourke and Sinnott 2006; Raijman et al. 2008) 한 

편， 일부 학자들은 민족정체성을 분석적 차원에서 두 가지 유형， 즉 ‘시민적/서구적(civicl 

Westem)’ 정체성과 ‘인종적/아시아적(ethnic/Eastem)’ 정체성 유형으로 구분해 연구를 진 

행하기도 한다(0’Rourke and Sinnott 2006; Ceobanu and Escandell 2010; 장승진 2010).81 

두 가지 유형을 모두 고려할 경우에 민주적 이상과 정치적 자발성에 기반한 감정과 배타적 

인 애국적 감정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Ceobanu and Escande1l 2010) 

이외에 성(gender) ， 연령(age)， 종교(religion)， 결혼(marriage) ， 거주지(urban or rural) 등 

인구통계학적(demographic) 변수들이 이민자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로 함께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은 일반적으로 변수들의 영향력이 일 

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Ceobanu and Escandell 2010)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민자에 대한 개인태도 결정요인 분석은 경제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정치적 요인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고 있지 않다 물론， 정치 

적 요인과 관련된 변수가 포함되기는 하나 문화적 또는 비경제적 영향력의 한 변수로 분 

류되고， 분석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정치적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변수는 개인의 정치적 이념(p이itical 

ideology)이다 정치적 이념 변수는 보수적인 사람일수록 이민자의 유임을 반대하고， 이 

민을 억제하는 정책을 선호하고，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똑같은 권리를 주는 것에 반대하 

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Espenshade and Hempstead 1996; Citrin et al. 1997; 

Chandler and Tsai 2001; Hainmueller and Hiscox 2007; Semyonov et al. 2008; Gorodzeisky 

and Semyonov 2009) 일부 학자들은 당파성(party identification)도 변수로 포함시켰는 

7) 장승진(2010)은 ‘national identity’플 ‘국가정제성‘으로 번역해 사용했는데 국내 학계에서 ‘nat lOTI’ 

은 오래 전부터 ‘민족’으로 번역돼 사용되어 왔고， 민족정체성과 국가정제성이 개념적으로 구분 

될 펼요가 있다는 점(양승태 2006)에서 본 연구에서는 national idεntlty를 민족정처1성으로 번역 

해사용한다 

8) 시민적 정체성은 국가들 법적세도석 공동제로 이해하며 특성 공동제의 소속 여부를 결성하는 

데 있어 개인의 자발적 의지가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반면， 인종적 정처l성은 공통의 혈연관계 

를 중시하며 특정 공통제의 소속 여부는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출생에 의해 운명적으로 결정 

된다(장승진 2010,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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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당파성은 일반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Citrin et al. 1997; Scheve and 

Slaughter 2001) 

기존 연구들에서 정치적 요인이 상대적으로 간과되는 것과 관련해 이들 연구틀이 서 

구 선진국들을 주요 분석단위로 삼고 있다는 점을 다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분석단위 

에 포함된 서구 국가들은 분석단위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이민자 

의 비율이 높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는 이마 이민자들과 유입국 국민들이 노동시장에서 

함께 경쟁히는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민자의 비율이 선진국과 비교해 상대적으 

로 낮거나 이민자틀을 받아들이는 유업국으로 새롭게 진압하고 있는 국가틀의 경우에서 

는 선진국틀과 달리 노동시장 내에서 이민자들과 유입국 국민들 간 경쟁이 심하지 않거나 

선진국과는 다른 경쟁구도가 형성되어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노동시장에서 이민자들 

이 차지하는 일의 영역과 유입국 국민들이 차지하는 일의 영역이 크게 겹치지 않을 수 있 

다. 이러한 경우에 유입국 국민들이 이민자에 대해 갖는 태도는 경제적 요인보다는 정치적 

요인， 즉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민자에 대한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 퉁이 더 중요한 영 

향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이민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이민(자)에 대한 

개인의 태도가 다르다면， 이러한 개인태도에 영향을 마치는 요인 또한 다르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과 같이 이민자 유입국으로 새로 등장하고 있는 국가에서 개 

인들의 이민자에 대해 갖는 태도 연구는 다%탤 변수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미치 

는 변수들의 차이와 변화 여부를 살펴볼수 았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서구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서구에서는 이민자에 대한 지위， 정책， 집행 등에 있 

어 국가들 간에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허용하는 것보다는 적은 수의 이민자 

를 받아들이고 이민자들에 대해 더 많은 제한을 가하기를 원하는 개인들이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Simon and Lynch 1999). 한편， 이러한 태도에 영향을 마치는 요인들은 

경제적 요인， 문화적 요인， 정치적 요인들이 상호 영향을 마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기술 교육 엄금 수준 등이 낮고， 국가에 대한 애착이 강하며 이념적으로 보수적인 사람 

일수록 이민(자)의 유입 증가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반면， 반대인 경우에는 긍정적 

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서구의 이론적 · 경험적 논의를 한국의 

탈북자 사례에 적용해 분석하고 그 유의미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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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탈북자연구동항 

탈북자 연구에서 탈북자를 받아들이는 개인들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한 논문은 상대적 

으로 많지 않다. 탈북자들에 대한 남한사람들의 개인태도를 연구한 논문으로는 김영수 

(1998), 정기선( 1999), 전우택 외(2000)， 홍순혜 외(2003)， 양계민 정진경(2005) 등이 있다 

한편， 탈북자보다는 국가로서의 북한과 북한에 살고 있는 북한주민에 대한 남한사람들의 

개인태도를 연구한 논문으로는 정기선(1998)， 전우영 · 이훈구(1 998)， 전우영(1 998; 1999), 

이수정(1 999)， 전우영 조은경(2000)， 김혜숙(2000， 2002), 윤옥경(2009) 등이 있으며， 탈북 

자를 외국인의 한 부류로 포함해 이들에 대한 개인태도를 조사한 연구로 이기춘 외(2000)， 

이명진 외(2010) 등이 있다. 

연구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우선 탈북자에 대한 정서나 태도 등은 탈북자와의 접촉 

경험 유무뿐만 아니라 접촉한 경우에도 탈북자와 맺는 관계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탈북자와 접촉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연민의 정서와 함께 부정적 정서를 갖 

고 있는 것(김영수 1998; 정기선 1999; 양계민 정진경 2005)으로 나타난다 한편， 탈북자 

와 접촉한 사람들 중에서 신변보호담당관이나 보호담당형사의 경우는 탈북자에 대한 부 

정적 정서(전우택 외 2000; 홍순혜 외 2003; 양계민 · 정진경 2005)를， 대안학교교사는 그 

반대인 것으로 나타난다(양계민 정진경 2005). 

다음으로북한 북한주민 탈북자등에대한태도나정서에영향을마치는요인과관련 

해서는 통일의 경제적 사회적 효과에 대한 기대， 북한사람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이질 

감에 대한 인식 정도(정기선 1998), 북한에 대한 감정이입 정도(전우영 ‘ 조은경 2000), 이 

념적 정향(김혜숙 2002), 성” 연령， 직업， 교육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이 

많고 교육수준이 높고(이명진 외 2010) 개방적일수록(김혜숙 2002) 탈북자나 북한주민에 

대한 태도가 우호적이고， 여성들이 남성보다 덜 긍정적인 대북 감정 산념 · 태도 등을 갖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김혜숙 2002). 

이들 연구들의 특정을 살펴보면， 우선은 신변보호담당관(전우택 외 2000; 홍순혜 외 

2003), 대학생(김영수 1998; 전우영 이흔구 1998; 전우영 1998; 김혜숙 2000, 2002; 전우 

영 조은경 2000), 보호담당형사와 대안학교교사(양계민 · 정 진경 2005) 등 특정그둡의 태 

도를 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고 사회적 거리감과 이절감(전기선 1998), 불확실성 회피경 

향(양계민 · 정진경 2005), 평가성 권력성 ‘ 활동성(이명진 외 2010) 등 개인의 심리적 · 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국민의 태도 137 

정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의 특정이자 한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우선은 특정그룹이 아닌， 대 

표성(representativeness)을 갖고 었는 설문조사를 사용해 탈북자에 대한 남한사람들 전체 

의 일반적인 태도 경향을 살펴본다. 그리고 응답자 개인의 심리적 감정적 성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경제적 · 정치적 · 문화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이들 요인들이 탈북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다 9) 이 두 가지 점이 기존연구와의 차이점이자 본 연구의 의의라 

고할수있다. 

III. 통계분석과 결과 

1. 데이터 

본 연구는 2007년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에서 설시한 「통일의식조사」 중 탈북자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문항 일부를 발훼하여 분석에 활용했다 조사는 제주도를 표함한 전 

국의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남녀 1 ，200명을 대상으로 설시되었으며， 표본은 지역 

별 연령별 · 성별로 층화하여 비례 할향}는 다단층화무작위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random samp1ing)에 의거해 추출되었다. 조사는 l대 l 개별면접조사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07년 7월 4일부터 20일까지이다 

서구의 연구들은 이민(자)에 대한 개인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이민자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질문을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탈북 

자 수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 즉 “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탈북지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I이라는 질문을 종속변수로 선택했다. 그런데 탈북자는 다른 국가 

출신의 외국인과 민족적으로 다른 뿌리를 갖고 있기 때분에 탈북자에 대한 정책적 태도와 

감정적(또는 정서적) 태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9) 본 연구와 비슷한 이론적 배경 하에서 이민자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국내연구로는송유진(2008) 

과 장승진(2010)의 연구가 었다. 이후 탈북자에 대한 남한국민의 태도가 이민자에 대한 태도와 

어떻게 다른지블 비교하는 데 있어 장승진(2이 0)의 연구를 주요 비교준거로 참고하고자 한다 

10)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은 3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원하는 

사람 중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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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에 대한 남한국민 개인들의 감정적 태도가 정책적 태도와 같은지 다른지， 두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같은지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해 감정적 태도와 관련된 변수(“한국 

에 거주하는 탈북자가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II))를 종속변수로 추가했다 

본 연구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요인이 탈북자에 대한 개인태도어| 어떠한 영향을 

미지는지를 살펴보는지에 관심이 있다 따라서 경제적 독립변수로는 직엽， 소득， 교육， 경 

제상황에 대한 만족도를， 문화적 독립변수로는 민족정체성을， 정치적 독립변수로는 정치 

적 성향과 헌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했다 이와 함께 생별， 연령， 결혼 여 

부， 종교， 지역 등을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포함시켰다 

경제적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한 변수는 학자들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데 주로 고용형태(occupational classifïcation), 소득(personal or house income), 교육수준 

(educationallevel) 등이 이용되고 있다(Ceobanu and Escandell 2010) 측정방법은 학자들 

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직엽은 국제노동기구(ILO: Intemational Labor Organization)에서 

정한 국제직 업표준(lSCO: lntem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에 따라， 교 

육수준은 교육연수(year of education)에 따라 분류해 사용하고 있다(Scheve and Slaughter 

2001; Mayda 2006; 0 ‘ Rourke and Sinnott 2006) ‘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서구와 달리 자영엽(self-employment) 비중이 높고12) 자영엽의 기 

술수준(sk니llevel)을 명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국제직엽표준 규 

정에 따라 직엽수준을 분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취엽자(employment)， 111 

자영업자(self-employment) ， 비경제활동인구(non-Iabor force 가정주부， 학생， 무직자녀) 포 

함) 등 세 그둡으로 나누고 자영업자와 비경제활동얀구에 속하는 그룹의 영향력을 삼펴보 

11)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은 4점 척도모 구성되어 있다 i 전혀 친근하게 느끼시 않는다， (~) 별로 진 

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0)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1)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12) 통계쟁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09년 전채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히는 비중이 

24.3%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는 OECD 평균인 13.6%보다 1.86배 높은 25.3%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0) 

13) 쥐업자의 직업은 농업/수산업/촉산엽， 판매/서비스직‘ 기능/숙련공， 일반작업직， 사무/기술직， 경 

영/관리직， 전분/자유직 등이며， 군인/경찰은 직엽의 기술수준을 파악할 수 없다는 오로크와 시 

노트(0‘Rourkζ and Sinnott 2006)의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 IL에서뉴 결측값(missing valuζs)으로 

저리했다 

14)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조사자료에서 무직자(unεmployment)는 전체의 3.4%(41 명)로 낮은 비 

율음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실직기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로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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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각 변수를 더미변수로 만들었다 소득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 가족의 월평균 가구 

소득으로 100만원 단위로 구간척도(interval scale)로 측정되었다. 100만원 이하가 1, 700 

만원 이상이 7로， 숫자가 높아질수록 소득이 높아지는 것으로 코딩했다. 교육수준은 초등 

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 재학생 이상(석사 포함)으로 나누고 높은 값 

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코딩했다. 객관적인 경제적 영향력 외에 주관적인 경제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 탕시 한국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만족도 항목을 변수로 

추가했고 숫자가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코딩했다(1-4). 

문화적 영향력을 설명하는 변수인 민족정체성은분석적 차원에서 시민적 정제성과 인종 

적 정제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설문조사에 두 가지를 명확히 

분리할 수 있는 문항이 없는 관계로 인종적 정체생을 의미하는 민족정체성의 영향력만을 

살펴본다. 이와 관련한 문항으로 “한국인인 것을 어느 정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라 

는 항목을 선택했고 높은 값일수록 응답자의 민족정체성이 높은 것으로 코딩했다(1-4) 

정치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적으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선택했고 가장 보수 

적(1)인 것에서부터 가장 진보적(5)인 순으로 코딩했다. 이와 함께 조사 당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명가항목도 정치적 요인의 변수로 선택했다- 탈북자에 대한 개인태도와 정부 

의 대북정책 간에 어떠한 관계가 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구체적으로 이뤄진 적은 없으나 탈 

북자 관련 정책이 대북정책의 하위범주에 포함되고 상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기 때문 

에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개인의 평가는 탈북자에 대한 개인의 태도어1 햄탤 주는 요인 

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역시 숫자가 높을수록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응답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코딩했다(1-4) 

이외에 인구통계학적 변수로 성별， 결혼， 종교， 지역 등을 포함시켰고 각각을 더미변수 

로 처리했다. 성별은 여성을 l로 남성을 0으로， 결혼은 결혼했음을 l로 미흔 · 사별 · 이 

혼 , 별거를 0으로， 종교는 종교 있음을 l로 무교를 0으로， 지역은 대도시를 l로， 종소도시 

와 읍 면을 0으로 묘딩했다 연령은 연속변수(continuous variable)로 코딩했고 세대효과 

를 알아보기 위해 20대와 30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0으로 코딩하고 40대 이상의 연령 

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l로 코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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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1) 탈북자에 대한 개인태도 경항 

정책적 태도라 할 수 있는 탈북자 수용과 관련한 응답분포를 살펴보면((그림 1) 참조)， 

남한사람틀의 절반 이상(52%)이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여 이민자들에 대해 

서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장승진(2010)의 연구에서는 응답자 중 38，41%가 이민자 

수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중도적 입장을 보이고 있고， 현 수준보다 감소해야 

한다는 비율(36.12%)이 증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25，46%)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 네 명 중 한 명 정도가 외국인 이민자 유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런데 탈북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10.8%로， 남한사 

람 10명 중 l 명 정도만이 탈북자 수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남한의 개 

인들은 외국인 이민자에 대해서는 서구와 비숫한 경향을 보이는 반면， 탈북자에 대해서는 

반대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민족(또는 동포)이라는 기준이 탈북자와 이민자에 대한 남 

한사람틀의 태도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편， 심리적 또는 감정적 태도라고 할 수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친근감 분포를 살펴보 

면((그림 2) 참조)， 탈북자에 대해 친근하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63.9%)이 친근하다고 느 

끼는 비율(36.1%) 보다 약 두 배 높게 나왔다. 탈북자 수용에 관한 태도와 탈리 남한사람 

들 중 3명 중 l 명 정도만이 탈북자에 대해 친근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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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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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이라는 인석이 친근하다는 감정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15) 즉 같은 민 

족이나 60년 이상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 하에서 살아온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간접적 

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舊)서독사람틀과 달라， 남한사람틀이 북한주민을 동포로 느끼 

는 비율은 오랜 시간 동안 상당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 독일통일 전에 실시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서독사람틀이 동독사람들에게 연민(sympathy)을 느끼거나 이들을 동포(fellow 

countrymen)로 생각하는 비율이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그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Chung and Magle 1992).16) 이와 달라， 남한 

사람들은 1989년 조사에서는 13.4%만이 북한사람틀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Chung and Magle 1992, 859), 2005년 조사에서도 조사응답자 중 약 80%가 북한주민을 

같은 동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강원택 2005) 

이를 고려할 때， 탈북자 수용에 대한 태도와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 태도 간에 간극이 존 

재한다는 것은 두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이 다른 대상을 머릿속에 그라고 판단했기 때문 

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탈북자 수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들어올 탈북자， 즉 현재 북에서 

살고 있는 북한주민을，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은 현재 남한사회에서 살고 있는 탈북자를 

생각하고 답했을 수 있다 만약 이러한 가정이 맞다면， 탈북자들의 유입 또는 남북통일로 

남 북한 사람들의 접촉이 증가할 경우， 통일독일어l서 발생했던 서독인들과 동독인들 간 

의 적대적 감정과그로인한사회적 갈등이 한국사회에서 일어나지 않을거라고장담할수 

없다. 이는 통계수치를 과대 해석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통일독일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가 

볍게 넘겨서는 안 될 부분이다. 

2) 탈북자에 대한 개인태도 결정요인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의 정도는 l부터 4까지 척도로 측정되었고， 탈북자 수용에 대한 

15) 한 연구에서는 남한사람들이 탈북자보다 마국인과 일본인을 더 가깝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 

다(이명진 외 2010) 

16) 1983년에 이뤄진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서독인의 26%만이 동독사람들에 대해 연민의 감 

정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했고 16세에서 29세 샤이의 젊은 층은 15%였다 더욱이 서독사람들은 동독사람들보다는 네덜 

란드，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사람들에 대해 더 연민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Chung and 

Magle 1992,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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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은 l부터 3까지의 척도로 측정되었다 툴 다 점수가 높을수록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 

이 높고 탈북자 수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코영되었다 종속변수가 연속적이지 

않고 개인의 선호를 나타내기 때문에 순서-프로빗 모델(Ordered Probit Model)을 사용해 

분석했다 독립변수는 앞서 설명했듯이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 

나누었고 각 요인에 속하는 변수틀이 종속변수에 마치는 영향력을 우선 살펴보고 그 다음 

에는 모든 변수틀을 함께 포함시킨 상황에서 어떠한 변수틀이 종속변수에 영향력을 미치 

는지를살펴보았다，분석결과는〈표 2)와 〈표 3)에 정리했다， 

우선，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과 관련해 경제적 요인들에 속하는 어떤 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마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요인과 정지적 요인에 속하는 민 

족정제성과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 

록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요인의 경우는 성 

별， 즉 여성일수록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변수틀을 함 

께 넣어 통계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도 민족정제성，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여성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탈북자 수용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틀을 살펴보면， 경제적 요인에 속하는 

변수들만을 측정했을 경우에 교육， 비경제활동 집단， 경제상황에 대한 주관척 만족도 등 

이 통계적으로 유의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상황에 대한주관적 만족 

도가 높을수록 탈북자 수용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요소와 정치적 요 

소의 경우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과 마찬가지로 민족정제성과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 

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마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관련 

해서는 성별만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든 변수들을 포함시 

켰을 경우에는 경제적 요인에 속하는 변수들의 유의미성은 모두 사라졌으며， 민족정체성，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성별， 세대 변수만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마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볼 때， 이민자에 대한 태도 연구와 비슷하게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이 

나 탈복자 수용에 대한 태도에 있어 경저l적 요인의 영향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경제적 요인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난 서구의 많은 연구들과는 상반되는 결과다 그 

러나 경제적 요인들의 영향력만을 측정했을 때 통계적 유의마성이 존재했다는 점에서 고 

려해볼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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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달북자에 대한 친근감 결정요인(ordered probit) 

종속변수，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1-4) 

2 3 4 

경제적요인 

i드「 -.0042 
(.0236) 

교육 -.0157 
(.0412) 

자영업 1643 
(.0840) 

비경제활동 -.1304 
(.0768) 

주관적인정제만족 0841 
(.0545) 

문화적요인 

민족정체생 .1590… 
(.0464) 

정지적요인 

정치적성향 0591 
(.0426) 

정부대북정책에 .1 920… 
대한평가 (.0537) 

인구통계학적요인 

여생 -.2741'" 

(.0661) 
연령 0035 

(.0054) 
세대(40 이상) 1003 

(.1161) 
결혼 -.0573 

(.0881 ) 

종교 0381 
(.0685) 

도시 -.0385 
(.0658) 

No. of observations 1179 1196 1193 1182 

Log 1ike1ihood 1130.3 135 -115 1.5914 -1145.3247 1123.6134 

Pseudo-R' 0.0062 0.0060 0.0090 0‘0104 

Each cell repoπs the coe에cient and (in parenthesis) its robust standard eπ。c
•• significant at 5% ••• significant at 1 % 

5 

.0003 
(.0239) 
.0052 

(.0533) 
1505 

(‘0855) 
-.0574 
(.0837) 
-.0142 
(.0576) 

.1325'" 

(.0499) 

0521817 
(.0438871) 

.1 977'" 

(.0557) 

-.2 106'" 

(.0743) 
0031 

(.0061) 
0941 

(.1176) 
-.0697 
(.0914) 

0165 
(.0690) 
-.0401 
(.0672) 

1161 

-1082.1286 

0.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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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탈북자 수용에 대한 결정요인(ordered pr。이) 

종속변수 탈북자 수용(1-3 ) 

2 3 4 

경제적요인 
{ι드「 -.0274 

(.0242) 

교육 0968‘‘ 

(.0460) 

자영업 0856 
(.0903) 

비경제활동인구 1696 
(.0769) 

주관적경제만족 1122“ 

(.0549) 

문화적요인 

민족정제성 1545… 
(.0456 ) 

정치적요인 

정치적성향 0595 
(.0426) 

정부대북정책에 2611… 
대한평가 (.0540) 

인구학적요인 

여성 -.3129'" 

(.0687) 

연령 -.0103 
(.0056) 

세대(40 이상) 2221 
(.1203) 

결혼 1496 
(.0926) 

종교 -.0260 
(.0710) 

도시 -.0558 

(‘0679) 

No. of observations 1182 1199 1196 1185 

Log likelihood -1114.8487 -113 1.6458 -1118.656 -1109.9737 

Pseudo- 0.0084 0.0054 0.0142 0.0119 

Each cε lI rεports the coefficient and (in parenthεsis) its robust standard error 
•• significant at 5% ••• significant at 1 % 

5 

-.0271 
(.0249) 

1039 
(.0558) 

0615 
(.0915) 
-.0883 
(.0846 ) 

0054 
(.0587) 

1427… 
(.0492) 

0307 
(.0449) 
2570'" 

(.0570) 

-.2553“‘ 

(.0767) 
-.0090 
(.0063) 
2442 

(.1 239) 
1410 

(.0975) 
-.0188 
(.0725) 
-.0576 
(.0689) 

1164 

1069.5 164 

0.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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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변수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탈북자 수용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결과는 교 

육수준이 높을수록 이민자 수용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이는 서구의 연구결과와 일지한 

다. 경제상황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서구와 마찬가지로 경제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수록 탈북자 수용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7) 그러나 국내 이민자 수용과 관련해 

서는 경제상황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장 

승진 2010) 

한면， 가정주부와 학생， 실엽자를 포함하는 비경제활동에 속하는 사람들이 경제활동 

을 하는 사람들보다 탈북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엽의 

유무가 탈북자에 대한 태도차이를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단， 비경제활동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을 가정주부， 학생， 실엽자로 구분할 경우에는 사트 

린 외(Ci띠n et al. 1997)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 

다 18) 

이렇듯 경제적 변수틀의 영향력이 서구와 탈리，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무엿보다 

도 아직까지 노동시장에서 남한사람들이 탈북자들과 경쟁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라 

고 할 수 었다. 즉 탈북자 수가 이민자 수의 2% 정도밖에 안 되고， 많은 탈북자들이 이민자 

틀과 마찬가지로 하위직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척 이해관계로 탈북자들과 남한 

사람틀 간에 갈등이 발생할 여지는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탈북자의 자격 및 경력인정 

문제 등과 같이 실질적 문제와 연결될 경우에는 탈북자에 대한 호의적 또는 동정적 감정이 

사라진다(김영수 1998)는 연구결과도 있듯이， 탈북자들을 위한 특혜적 정책들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한사람들의 이 

익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직엽의 유무가 탈북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 통계분석결과가 보여주듯이 실엽률 증가와 일자랴 부족 현상이 가속화될 경우， 탈북 

자에 대한 남한사람들의 태도는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감보다는 경제척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탈북자 정책은 탈북자뿐만 아니라 이민자와 남한사람 등 

17) 미국의 경우에 국가경제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가 이민자 수용에 대한 선호를 결정짓는 것으 

로 나타난 반면(Citrin et al. 1997), 장승진의 연구에서는 국가경제보다는 가계정제에 대한 주관 

적 만족도가 이민자에 대한 반감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승진 20 \0). 

18) 단， 신뢰수준 90%에서 가정주부일수록 탈북자 수용에 대해 부정적 태도가 커지는 것으로 나왔 

다 가정주부의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 가정주부일 경 

우에 탈북자에 대해 가장 부정적 태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146 한국정치연구 저120집 제2호(2011) 

의 요구와 이해 또한 고려한 속에서 총체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요인틀과 탈리， 문화적 정치적 ‘ 인구통계학적 요인인 민족정체성，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성별 변수는 다른 변수틀을 통제했을 때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에 대한 개인태도 연구와 비교할 때， 문화적 요인 

인 민족정체성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마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서로 다른 방향을 향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다시 말해， 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이민자 수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반면， 탈북자 수용과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남한사람들이 이민자와 탈북자를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에 영향을주는중요한요인중하나가민족이라는것을말해준다 동시에 이러 

한 결과는 남한사람들이 민족에 대한 강한 동질감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배타성을 갖고 

있다는 이민자 연구결괴{송유진 2008; 이명진 외 2010, 장승진 2010)를 간접적으로 지지해 

주고있다고할수있다 

한국사회 내 소수집단이 탈북자만이 아니며，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는 과정 

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탈북자 문제를 민족문제로만 접근할 경우 이민자에 대한 한 

국사회의 배타성이 증가되고 이민자들의 한국사회 부적응이 커지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양한 배정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한국사회에 공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탈북자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 민족적 관점만이 아닌 다문 

화주의적 관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민족요인이 이민자와 탈북자 간 태도차이를 결 

정하는 중요요인이나 탈북자 수용과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 태도 간에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탈북자 문제에 대한 다문화주의적 접근은 유의미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의 맥락을 고려한 속에서 두 접근방법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정치적 변수 중 개인의 정치적 이념은 탈북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구뿐만 아니라 국내 이민자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다른 결과 

인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남한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탈북자 관련 문제를 이념보 

다는 민족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 

한 평가뉴 통계적으문 유의 nj한 영향력음 미치는 것F로 나타났는데 이는 분단국가라는 

남한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개인틀의 인석과 판단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민자 집 

단과 탈리 탈북자 집단은 분단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져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분단상황 

이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남한사람들의 탈북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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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더욱이 분단상황을 관리하는 주체가 정부라는 점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가 탈북자에 대한 개인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난 것은 한국적 맥락에서는 자연 

스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가 노무현 정부시기에 측정된 데이터이고 노무현 정부가 ‘평 

화번영’이라는 기조하에 남북 간 교류 협력을 활성화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분석결과는 

정부가 남북 간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이끔수록 탈북자에 대한 남한사람틀 

의 태도 또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을 제시해주시고 있다 그런데 

이 가설의 타당성은 노무현 정부와 다른 방향의 대북정책을 추진한 정부 때 남한사람틀의 

탈북자에 대한 태도와의 비교를 통해야만 정확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유의미 

성만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들 중 성별변수만 다른 변수틀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탈북:A)-를 친근하게 느끼 

지 않고 있으며， 탈북자 수용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탈북자뿐만 아니 

라 이민자에 대한 여성들의 부정적 태도는 기존 연구틀에서도 나타났으나(인태정 검희재 

2009; 양계민 2010)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만약 여성틀이 통일과정이나 이 

후에 있어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결과(현상)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고민할필요가있다 

IV. 맺음말 

기존 탈북자 관련 연구가 탈북자 입장에서만 분석되는 경향이 많다는 점과 탈북자 문제 

해결이 탈북자의 입장만을 고려해서 이뤄질 수 없다는 점에서 탈북자에 대한 남한사람틀 

의 태도와 이러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우선 남한사람틀의 탈북자에 대한 태도경종뇨을 살펴보면， 남한사람틀은 탈북자 수용에 

대해서는 10명 중 9명이 찬생하는 입장을，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과 관련해서는 10명 중 

3-4명 정도가 친근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국인 이민자와 비교해 탈북자틀에 

대한 선호가 좀 더 높은 것으로 나왔다 그런데 탈북자 수용에 대한 태도와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 태도 간에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전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국 

할 북한주민을， 후자에 대해서는 이미 입국한 탈북자를 염두하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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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이러한 결과는 동포라는 인식이 친근하다는 감정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 

는 것음 말해준다 다시 말해， 같은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60년 이상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 

하에서 살아오면서 제화된 경험과 인식， 감정의 자이가 남한사람들과 탈북자들 간에 존재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남한사람들의 탈북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지는 요인들 중 경제적 요인은 서구와 달 

리 아직까지 크게 영향을 마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화적 요인인 민족정체성 

은 이민자에 대한 태도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마한 영향력을 갖는 변수 

로 나타났으나 영향력의 방향이 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민족정처l성이 높을수록 이민 

자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가 증가하는 반면， 탈북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가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치적 요소는 기존연구들과 달러 개인의 정지적 성향은 탈북 

자에 대한 태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른 

변인블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남한사람들의 탈북자 수용에 대한 태도와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 태도 간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지는 중요요인 중 하나가 민 

족정체성이며， 이 요소가 탈북자와 이민자에 남한사람들의 태도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으 

로 나타났다 그런데 지금 한국사회는 다양한 배경과 문화플 가진 사람들 사이의 사회통 

합(장승진 2010)과 민족통일 또한 이뤄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탈북자 문제 또는 정책은 

민족적 관점과 다문화주의적 관점을 통합한 속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탈북자와 

이민자에 대한 남한사람들의 개방성과 포용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07년이라는 특정 시점에서 이뤄진 자료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탈북자에 대 

한 태도가 정권의 교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남한사람들의 탑북자에 대한 태도가 탈북자들이 남한사람들에 대해 갖는 태도 

와 어떠한 자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비교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여러 한 

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탈북자 연구에 있어 수용자인 남한사람틀에 초점을 맞추었다 

는 점과 이들의 개인태도를 대표성 있는 자료를 갖고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한 

수있다 

투고일 2011 년 3월 31일 

심사일 2011 년 4월 11일 

게재확정일 2011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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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dividual Attitudes toward North Korean Immigrants 

500 Hyun Kwon I Korea University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attitudes South Korean individuals have toward 

North Korean immigrants, and how these attitudes are formed using survey date obtained 

in South Korea. 90% of South Koreans have positive attitudes towards policy supporting 

the inflow of North Korean immigrants, however, 70% of respondents expressed anti

immigrant feelings toward North Korean immigrants who live in South Korea. Related 

to the determinants of both attitudes, while economic independent variables were not 

statistically relevant, cultural and political variables had significant influence. This 

analysis shows that although South Korean individuals have different attitudes between 

the theoretical inflow of North Korean immigrants and the feelings toward actual North 

Korean immigrants, national identity is a significant variable to influence such attitudes 

Consequently, the stronger the feeling of national identity, the more positive people’s 

attitudes toward North Korean immigrants are, and the more negative people’s attitudes 

toward foreign immigrants are. Therefore not only national but also multicultural 

perspectives should be integrated in the design and execution of government policy 

concerning North Korean immigrants 

Keywords: individual attitudes, North Korean immigrants, national identity, government 

policy for North Korean immigra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