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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주민에 대한 상충적 태도와 통일인식에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다. 구체적으로, 북한주민 일반과 그 부분집합으로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의 차

이는 어떻게 발생하며, 이러한 차이가 적극적 통일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

본다. 한국사회의 북한주민에 대한 복합적·이중적 인식, 특히 북한주민일반과 탈북

주민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현실의 문제이며, 현재와 미래의 통일정책 설계에도 중요

한 함의를 제공한다. 본 논문은 정치심리학의 상충적 유권자 이론에 주목하고 이를 바

탕으로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그 영향을 상충적 태도(ambivalent attitudes)

의 틀로 구체화한다. 분석 결과, 이념적으로 덜 경도될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북

한주민에 대한 상충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북한주민에 대해 상충적 태

도가 강한 응답자일수록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할 확률이 더 높았다. 실증분석을 위

해 순차적로짓회귀분석(ordered logit regression analysis)과 이분산프로빗회귀분석

(heteroskedasitc probit regression analysis)이 활용되었다. 이분산프로빗분석은 중

심회귀식과 분산모형을 동시에 추정하며, 이는 통일필요성에 대한 응답확률의 분포가 

개개인의 상충적 태도에 따라 일정치 않게 나타나는 이분산의 문제를 모형화하여 해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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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특정�대상에�대한�인간의�태도는�다차원적이며�복합적이다.�어떤�대상에�대해서�인

간은�일관된�태도를�보이기도�하지만,�애증이�교차하고�이에�따라�일관되지�않은�태도

를�보이기도�한다.�심리학�분야에서�먼저�연구된�상충성(ambivalence)의�개념은�이러

한�인간의�복합적�심리에�주목하고,�태도�및�행태에의�영향을�관찰하였다.�인간의�태도

가�다차원적으로�나타날�때,�대상에�대한�긍정�인식과�부정�인식이�혼재하면서�인식이�

상충적�상태가�된다고�설명한다(Cacioppo�et�al.�1997).�

정치심리학�연구는�상충적�태도와�그�행태적�함의를�놓고�폭넓게�논의하여�왔다.�

상충적�태도는�정책,�이슈,�정당,�후보�등�정치적�대상에�대한�내적�평가�과정에서�상

호�충돌하는�가치,�감정,�태도를�함께�갖고�있는�상태를�지칭한다.�유권자가�낙태문

제(abortion)를�놓고�여성의�선택권과�함께�태아의�생명권을�함께�지지하는�경우라든

가,�한�후보자에�대해서�긍정과�부정의�견해를�모두�견지하고�있을�때�상충적�태도

를�보인다고�간주한다.�한�개인의�상충적�태도가�그�사람의�인식�및�행태에�어떠한�차

이를�가져오는지를�놓고�많은�연구가�이루어졌다.�분배적�정의(Hochschild�1981),�낙

태�문제(Alvarez�and�Brehm�1995;�Craig�et�al.�2002),�인종정책(Alvarez�and�Brehm�

1997),�동성애(Craig�et�al.�2005)�등�사회�이슈는�물론,�정당(Lavine�2001;�Basinger�

and�Lavine�20005),�후보자�평가에의�유권자의�상충적�태도(McGraw�et�al.�2003)�등

의�연구가�이어졌다.�국내연구에�있어서도�상충적�태도의�개념은�유권자의�복합적�태

도와�그�행태를�설명하는�데�빠질�수�없는�요소가�되었다.�정당에�대해�상충적�태도를�

보이는�유권자의�사회·경제적�특성을�분석하거나(김장수�2005;�유성진�2009;�정한울�

2011;�2012;�2013;�김연숙�2013;�2014),�이들의�투표�행태의�특징을�분석하고(정한울�

2012;�김연숙�2013;�2014),�미국�대통령선거에서의�제3후보에�대한�상충적�태도의�영

향(유성진�2007)�등을�분석하였다.��

북한은�현대�한국정치를�설명하는�데�있어�가장�중요한�상수(常數)이자,�한국인에게

는�긍정적인식과�부정인식이�복합적으로�작용하는�대상이다.�해방�이후�한국전쟁과�지

난�반세기�이상의�분단�고착화�등�일련의�과정을�거치며�한국인의�북한인식은�다차원

적이고�복합적이�되었다.�민족의�차원에서는�언어와�역사,�문화를�공유하는�한민족이

라는�동류의식과�동시에�정치·군사적으로는�한국의�안전에�가장�큰�위협을�가하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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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主敵)이란�상반된�인식이�공존한다.�북한주민에�대한�태도�역시�긍정과�부정이�중첩

된�양태를�보인다.1)�

북한주민에�대해�같은�민족으로�보는�동시에,�통일�이후�예상되는�경제적�비용과�사

회갈등�및�혼란은�이들을�부담으로�느끼게�한다.�이러한�북한주민에�대한�이중적�인식

은�현재적�측면에서도�나타난다.�북한주민�전체를�놓고는�호감의�대상으로�보지만,�탈

북남한거주민(새터민)에�대해선�한국�사회가�부담하는�‘짐’으로�인식하기도�한다.�반대

로,�북한주민을�북한정권과�동일시하여�적대적�감정을�보이지만,�탈북자에�대해선�한

국�체제로�순응하였다는�점에서�호의적인�태도를�보이기도�한다.�

북한�주민에�대한�이중적�인식이�보편적인�상황에서�어떤�사람들이�이러한�태도를�

갖게�되고,�이들의�행태가�어떠한�차이가�있는지를�파악할�필요가�있다.�한국사회의�

북한주민에�대한�차등적�인식,�특히�북한주민�전반에�대한�일반의�인식과�구체화된�형

태로의�탈북주민에�대한�인식의�차이는�당면한�문제이며,�현재와�미래의�통일정책�설

계에도�중요하다.�북한의�인식을�다룬�기존�연구는�북한주민에�대한�집합적�친밀감의�

정도를�기술하거나,�개인의�사회경제적�배경과�이념적�특성에�따른�차이를�다루었다.�

하지만,�북한주민에�대한�상충적�태도에�주목하고�이를�통일의식과의�관계에서�분석한�

연구는�찾기�어려웠다.��

본�연구는�정치심리학�연구에서의�‘상충적�태도’(ambivalent�attitudes)�개념의�적용범

위와�확장가능성에�주목하고,�이를�북한주민에�대한�인식의�차원에서�개념화하고,�실

제�자료를�통해�검증한다.�“누가�북한주민에�대한�인식에서�상충적�태도를�보이는가?”

와�“북한주민에�대해�상충적�태도를�취하는�사람들은�통일�필요성에�대한�인식에서�어

떠한�차이를�보이는가?”의�두�가지�질문을�제기하고�회귀분석을�통해�답을�모색한다.�

구체적으로�상충적�태도의�적극적�개념화는�북한인식에�대한�연구에�있어�기존의�논의

를�심화할�수�있을�것이다.��

논문의�구성은�다음과�같다.�II장은�북한주민�및�통일에�대한�인식을�다룬�기존문헌

을�살펴보고,�본�논문에서�활용할�상충적�태도를�개념화(conceptualization)하고�검증�

가능한�변수로서�조작(operationalization)하는�작업을�수행한다.� III장은�앞서�언급한�

�1)� 본�논문에서는�‘북한주민’을�현재�북한에�거주하고�있는�주민과�북한에서�탈출하여�남한으
로�귀순한�북한이탈주민을�포함하는�포괄적�개념으로써�사용한다.�따라서�현재�북한에�살

고�있는�‘북한주민’은�‘북한거주민’,�‘일반�북한주민’으로,�대한민국에�거주하고�있는�북한출

신주민에�대해서는�‘북한이탈주민’,�‘탈북주민’,�‘새터민’이라는�표현을�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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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연구�질문을�놓고,�중심변수의�핵심기대가설과�함께�검증모형을�제시한다.�나

아가,�분석방법으로서�순차적로짓회귀분석(ordered� logit� regression�analysis)과�이분

산프로빗회귀분석(heteroskedastic�probit�regression�analysis)을�설명한다.�IV장은�회

귀분석결과를�설명하고�함의를�논한다.�V장은�글을�맺는�장이다.��

II. 상충적 태도의 개념화

1. 기존문헌분석

1) 북한주민에 대한 태도와 통일의식을 다룬 연구  

통일과�북한�문제는�분단국가라는�특성으로�인해�한국�정치에서�거의�모든�분야에�

걸쳐�적용되는�고정변수이다.�기존의�통일의식�연구는�통일과�북한에�대한�여론조사를�

바탕으로�응답자의�인식을�기술하고�설명하는�것이�주를�이뤘다(이성우�2013).�북한·

통일에�대한�인식을�집합적�수준에서�분석하거나(김병로·최경희�2012;�신미녀�2009;�

윤인진·송영호�2013;�정은미�2013;�통일교육원�2014),�응답자의�사회경제적�특성을�

중심으로�북한�및�통일�문제에�대한�단순인식의�차이를�기술하였다(김병조�2009;�변종

헌�2012;�함은희·한정자�2000).�통일이�필요하다는�응답자의�비중이�1990년대�이후�

급격히�줄었으며,�통일의�필요성에�대해서�당위적·감정적�차원보다�실리적·이성적�차

원에서�접근하는�사람들의�비중이�더�높아지고�있음을�찾아내었다(김병조�2009;�김병

로·최경희�2012;�정은미�2013;�통일교육원�2014).�함은희·한정자(2000)는�386세대

가�통일에�대한�관심도가�높고,�북한에�우호적이며,�통일의�필요성을�현실적�측면에서�

접근하는�경향이�있다고�주장한다.�변종헌(2012)은�20대�유권자들이�북한에�대해�전

반적으로�이해가�낮고�통일에도�무관심하다고�파악하였다.

국내에�정착하는�탈북주민의�수가�증가하면서�북한주민�및�탈북주민에�대한�관심도�

늘어났다(정은미�2013).�남한주민과�탈북주민�간의�상호인식에�대한�연구의�필요성도�

부각되었다.�한국이�탈북주민을�바라볼�때�민족보다는�다문화의�관점에서�접근하며,�

다문화에�대한�폭넓은�수용이�북한이탈주민에�대한�친밀감�상승으로�이어진다는�연구

도�있다(윤인진·송영호�2013).�같은�민족이라는�동질감과�더불어,�외국인이주자와�마

찬가지로�이질적인�이방인으로�간주하는�이중적�시각이�견지된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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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심리학에서의 상충적 태도

한�개인의�행동이�언뜻�보기에�일관되지�않고�모순되기까지�하다면,�보통은�예외적

인�상황으로�간주하고�무시하곤�한다.�하지만,�이러한�개개인의�행위가�광범위하고�빈

번하게�일어난다면�이는�설명되어야�할�대상이고�그�자체로�연구�질문이다.�상충성에�

대한�초기�연구는�이러한�개개인의�일관되지�않고�모순된�인식의�패턴을�적극적으로�

설명하는데서�시작되었다.�맥그로와�동료들(McGraw�et�al.�2003)은�상충적�태도를�크

게�두�가지�차원으로�설명하였는데�그�중�첫째는�정치적�대상에�내재되어있는�가치의�

갈등상태로�바라보는�것이었으며,�다른�하나는�상충적�태도�그�자체가�하나의�평가�감

정으로서�특정�대상에�대한�긍정적�평가와�부정적�평가가�공존하는�상태로�보는�것이

다.2)�

상충적�태도를�정치적�대상에�내재된�가치�갈등으로�전제한�시각의�연구의�예는�크

렉과�동료들(Craig�et�al.�2005),�알바레즈와�브렘(Alvarez�and�Brehm�1995;�1997),�

호시차일드(Hochschild�1981)가�대표적이다.�알바레즈와�브렘(1995;�1997)은�낙태와�

소수집단우대정책(affirmative�action)이란�이슈의�내면에�각각�‘여성의�선택권�對�아이

의�생명권’,� ‘인종주의와�평등주의’의�상반된�가치가�내재된�것으로�보았다.�미국인들

은�낙태�정책에�대해서�상충적�태도를�가지며,�이로�인해�상황에�따라�낙태�관련�사안

에�대한�일관되지�않은�지지로�나타난다(Alvarez�and�Brehm�1995),�하지만,�가치충돌

이�소수집단우대정책에�대해서는�별다른�영향이�없었다(Alvarez�and�Brehm�1997).�크

렉과�동료들(Craig�et�al.�2005)은�동성애자들의�사회적�권리에�있어서�미국인의�상충

적�태도가�개인의�정책�선호와�정당·이익집단�등�정치적�집단과�정치인에�대한�평가를�

조정한다고�주장한다.���

상충적�태도를�설명하는�두�번째�시각은�대상에�대한�긍정적�평가와�부정적�평가가�

공존하는�상태로�보는�것이다.�베싱어와�레바인(Basinger�and�Lavine�2005)은�상충성

을�정치적�대상에�대한�평가수단으로�간주한다.�정당일체감이�강한�유권자들에도�상

충적�태도는�빈번히�나타나며,�유권자가�정당에�대한�상충적�태도를�견지할수록�이를�

해결하기�위해�관련�정보를�적극�수집하고�의사결정에�반영한다.�후보자에�대해�주관

��2)�잘러와�펠드먼(Zaller�and�Feldman�1992)은�상충성을�‘중요�이슈에�대해�상반된�견해를�가
지고�있는�것’으로�규정한다.�레바인(Lavine�2001)은�상충적�태도가�‘특정�대상과�연관된�견
해들의�유동적�태도’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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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상충성을�보이는�유권자는�후보자에�대한�평가를�부정적으로�내릴�가능성이�높았

다.���

정한울(2011)은�한국의�경우�민주주의의�공고화�단계를�거쳐�이념�균열이�약화되면

서�상충적�유권자가�증가하였다고�지적한다.�정당에�대한�상충적�태도를�중심으로,�이

들�유권자의�특성과�투표행태를�분석하는�연구가�활발하며,�이는�상충적�태도를�사안

에�대한�평가수단으로서�바라보는�시각과�궤를�같이한다.�유성진(2009)은�정당인식에

서�상충적인�태도를�나타내는�유권자들이�무관심층�유권자들에�비해�투표�참여율이�

높고,�선거관련�정보�획득을�위해�뉴스도�더�많이�시청한다는�것을�확인하였다.�정한

울(2012)과�김연숙(2014)은�정당에�대해�상반되는�태도가�공존하는�유권자는�정치적�

관심이�높으며,�젊은�세대,�경제적�하위계층,�이념적�중도층일수록�상충적�태도를�취할�

가능성이�높다고�주장한다.�또한,�상충적�유권자는�선거관련�정보�수집에�적극적이며,�

지지후보를�상대적으로�늦게�결정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정한울�2012;�김연숙�2014).

3) 이론적 논의와 실증적 검증의 공간(空間)

그간�연구의�상당한�성과에도�불구하고,�크게�두�가지�측면에서�논의의�빈�공간이�

나타난다.�첫째,�상충적�태도에�대한�연구가�중요�정치이슈와�정책�등�다양한�범위로�

확대·적용될�수�있음에도,�아직까지�국내의�논의는�정당과�후보자에�한정되어�이루어

져�왔다.�특히,�한국정치를�설명하는�데�있어�가장�큰�상수인�북한문제와�관련한�유권

자의�가치충돌은�그�내용�및�영향에�있어�흥미로운�함의를�담고�있음에도�별다른�주목

을�받지�못했다.�

둘째,�통일�문제에�대한�상충적�태도를�고려하고�이를�분석에�반영하지�않은�점이다.�

관련�연구는�북한주민에�대해�같은�민족이라는�시각과,�이방인으로서�인식하는�시각이�

공존함을�보여주었으며,�그�반대의�시각으로�바라보는�경우도�있다.�한국인의�머릿속

에�북한정권·북한주민일반·탈북주민이라는�대상에�대해�긍정과�부정의�복합적�감정

이�혼재되어�있으며,�이는�일관된�인식에서부터�극단의�상반된�인식까지�고르게�나타

난다.�이는�북한주민에�대한�인식에�있어�상충적인�태도가�예외적인�현상이�아님을�보

여주며,�그�원인과�영향에�대한�분석이�필요함을�상기한다.�

본�연구에서는�북한주민일반이라는�거시적�모집단을�전제하고,�북한주민에�대한�일

반인식과�북한이탈주민에�대한�태도의�차이가�어떠한�요인의�영향을�받는지,�이러한�

인식�차이가�통일필요성에�대한�긍정인식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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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주민에 대한 상충적 태도의 개념화3) 

북한주민에�대한�상충적�태도를�어떻게�개념화할�것인가?�먼저,�북한거주민에�대한�

일반인식과�남한거주탈북주민(새터민)에�대한�인식이�모두�호의적이거나,�혹은�모두�

반감을�표시하는�사람은�일관적�태도(consistent�attitudes)를�보이는�것으로�간주한다.�

북한거주민에�대한�일반인식은�부정적이나�새터민에�대해선�호감을�표시하는�경우,�또

는�그�반대의�경우는�상충적�태도(ambivalent�attitudes)로�간주하였다.�반면,�일반북한

주민과�새터민이라는�두�대상에�대해�특별한�호오(好惡)의�감정이�나타나지�않을�경우�

무관심층으로�간주한다.�<그림�1>은�이러한�개념화의�내용을�도표로�나타낸�것이다.

다음은�핵심변수의�조작화�단계이다.�북한주민에�대한�상충적�인식을�양적�변수로�

��3)�북한주민에�대한�혹은�북한에�대한�상충성은�다양한�대상과�측면에서�나타난다.�본�논문에
서는�북한주민에�대한�일반적�태도와�새터민에�대한�태도의�상충성에만�국한한다.�북한에�

대한�상충성의�일면을�다루고�있으나,�북한거주민과�새터민에�대한�상충적�태도가�대한민국�

사회에서�실재하고�있으며�사회적�갈등까지�야기하는�점을�고려하면�그�자체로�중요한�연구

주제로�본다.�북한정권-북한주민에�대한�상충적�태도�등도�중요하나,�이는�후속연구를�통

해서�보완하려�한다.�

<그림 1> 북한주민에 대한 상충적 태도의 개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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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하기�위하여�서울대학교�한국정치연구소에서�조사한�‘2012년�정치와�민주주의

에�관한�의식조사’�중�북한주민과�탈북주민에�관련한�문항들을�활용하였다.�일반�북한

주민에�대한�인식은�북한거주민을�얼마나�가깝게�느끼고�있는지에�대한�심리적�거리를�

이웃,�가족�등의�대상을�예로�하여�측정한다.�탈북주민에�대한�인식은�남한거주탈북주

민(새터민)이�남북의�이질화�해소의�측면과�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에�대한�응답자의�

주관적�평가를�바탕으로�측정되었다.�변수의�값이�작을수록�심리적�거리가�가까운�것

으로,�값이�클수록�심리적�거리가�먼�것으로�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다음의�과정을�거쳤다.�먼저,�일반�북한주민에�대한�상충적�태도를�측정

한다.�설문�중�“귀하께서는�평소�북한�주민이�어떤�대상이라고�생각하십니까?”라는�문

항에�대해,�“형제,�자매”라고�응답한�경우,�“친구”라고�응답한�경우,�“이웃”이라고�응답

한�경우,�“외국인”이라고�응답한�경우,�“적”이라고�응답한�경우를�각각�부(-2)에서�정

(+2)의�5단계�척도로�입력하였다.

다른�한�면을�차지하는�남한거주탈북주민(새터민)에�대한�인식은�“①�탈북자들은�남

북한�간�이질화�해소에�도움이�된다.”와�“②�탈북자들은�일반적으로�한국�경제에�도움

이�된다.”는�두�문항에�각각�매우�동의(-2)�→�다소�동의(-1)�→�별로�동의안함(1)�→�전

혀�동의안함(2)의�4단계�척도로�입력된�것을�합하여(①+②),�-4에서부터�4의�값을�갖는�

9단계�변수로�북한이탈주민에�대한�종합적�인식을�측정하였다,�

마지막�단계로�북한주민에�대한�상충적�태도의�정도를�나타내는�변수를�만들기�위해�

위의�두�변수의�값을�곱하여�복합변수(composite�variable)로�변환하였다.�복합변수의�

값이�음수(-)일�경우는�상충적인�태도의�영역에,�양수(+)일�경우는�일관적�태도의�영역

에�속하게�된다.�또한�복합변수의�값이�커질수록�응답자가�북한주민에�대한�일관적�태

도가�강해지는�것으로,�값이�작아질수록�상충적�태도가�점점�강해지는�것으로�이해된

다.4)5)�<표�1>은�북한주민에�대한�상충적�태도를�나타내는�복합변수의�조작방법�및�증

감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포함되었다.

그렇다면�북한주민에�대해�일관적이지�않은�태도를�보이는�사람들은�어떤�사람들일

까?�이들의�특성을�단언할�수는�없지만,�기존�연구들과�언론보도�사례들을�통해서�이

��4)�0의�값은�무관심층으로�분류된다.�
��5)�일반�북한주민과�새터민에�대한�종합적�태도�변수는� -8,� -6,� -4,� -3,� -2,� -1,�0,�1,�2,�3,�

4,�6,�8의�13단계�값을�가지고�있으나,�1단위�변화에�따른�반응을�측정하기�위해�표준화
(standardization)�과정을�거쳐�통계분석에�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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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어떤�요소에�영향을�받았을�것인지는�대략�생각해�볼�수�있다.�북한거주민에�대

해서는�부정적이지만�새터민에게는�긍정적인�인식을�보이는�응답자의�경우,�북한정권

에�대한�혐오감을�북한�거주민에게도�동일하고�투사하여�그들을�부정적으로�바라보지

만(신미녀�2009),�북한이탈주민에�대해서는�외부에서�유입된�이주민으로�인식하고�그

들을�포용적�다문화주의로�받아들이는�경우(정은미�2013)로�이해할�수�있다.�그�반대

의�경우에는�북한거주민은�한민족이라는�동류의식을�가지고�있지만,�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위장간첩사건,�자본주의에�대한�이해도가�떨어진다는�사회적�낙인,�탈북자의�

범죄율이�높다는�언론보도(박관규�2008,�8)�등�탈북주민과�관련된�부정적�정보의�영향

을�받아�그들을�부정적으로�인식한다고�이해할�수�있다.�상충적�태도의�응답자의�특성

과�그�원인은�IV장의�회귀분석을�통해�구체적으로�살펴볼�것이다.

<표�2>는�이와�같은�개념화�및�조작화에�따른�북한주민에�대한�응답자의�인식�분포

를�정리한�것이다.�일반�북한주민에�대해서,�새터민에�대해서도�부정적으로�인식하는�

응답자는�전체의�15.4%를�차지한다.�일반�북한주민과�새터민�모두�긍정적인�응답자는�

<표 1> 상충적 태도 변수의 조작방법 및 증감(+/-)의 이해  

구분
북한거주민인식

긍정적(-)�� ��부정적(+)

북한이탈주민

(새터민)�인식

긍정적(-)

부정적(+)

일관적�태도(+)����������������������������������������상충적�태도(-)�

무관심층(0)

상충적�태도(-)����������������������������������������일관적�태도(+)

<표 2> 북한 주민에 대한 응답자 인식 분포

구분
북한거주민인식

긍정적 중립적(무관심) 부정적

북한이탈주민

(새터민)�인식

긍정적 152명�(7.62%)
1,265명
(63.92%)

80명�(4.04%)

중립적(무관심)

부정적 178명�(8.99%) 304명�(15.36%)

�*� :�일관적�태도,� :�상충적�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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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의�비중이다.�일반�북한주민에�대해서는�호의적인�태도를�취하지만,�새터민에�대

해서는�부정적인�입장을�취하고�있는�응답자는�전체의�약�9%,�그�반대의�경우는�전체�

응답자의�4%�정도이다.�무관심층�응답자는�전체의�절반이상(63.9%)의�비중이었다.�

III.   상충적 태도의 형성과 적극적 통일의지에 대한 영향: 회귀모형

과 방법론

1. 중심가설과 회귀모형 

이�절에서는�IV장의�회귀분석을�위한�주요가설과�검증모형을�제시한다.�먼저�두�개

의�회귀모형을�설정한다.�(설문)응답자의�북한주민에�대한�상충적�태도의�영향요인을�

검증하는�회귀모형을�먼저�제시하고,�다음으로�상충적�태도를�비롯한�여러�요인들이�

응답자의�통일의식에�어떻게�작용하는�지를�추정하는�모형을�제시한다.�중심가설은�역

시�두�개의�군으로�구성된다.�첫�번째�모형은�응답자의�북한주민에�대한�상충적�태도

의�정도가�종속변수이고�모형과�중심�가설은�아래와�같다.�

[회귀모형 1- 상충적 태도]

Y(북한주민에`대한`상충적`태도)=f (이념적`경도,`정치관심도,`사회경제적`배경(교육)포함)
*�사회경제적�배경�변수:�성별,�연령대,�소득,�교육수준,�결혼,�취업,�거주�지역�

<가설 1-1> 

응답자의�정치적�이념성향이�강해질수록,�북한주민에�대한�상충적�태도는�약해질�것

이다.�반면,�이념성향이�약화될수록�북한주민에�대한�상충적�태도는�강해질�것이다.�

<가설 1-2>

응답자의�교육수준이�높을수록�북한주민에�대한�상충적�태도가�강해질�것이다.�

<가설 1-3>

고연령층의�응답자�보다�젊은층�응답자들이�북한주민에�대한�상충적�태도가�강할�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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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인�북한주민에�대한�상충적�태도는�복합변수로서�응답자의�이념이�진보이

냐�보수이냐에�관계없이�이념적�경도�변수와�부(-)의�관계를�가질�것으로�보았다.�이

념적�중도에서�상충적�태도의�성향이�높게�나타나고,�이념적�강성에�가까울수록�일관

적�태도성향이�높을�것으로�예상한다.�한국사회에서�개인의�정치적�이념을�결정하는�

결정적�요소�중�하나는�바로�북한에�대한�태도이다.�북한이라는�집합적�대상에�대해�

부정적이거나�혹은�강경한�입장을�유지하면�보수적이고,�그�반대의�경우�진보적으로�

간주하곤�한다.�이들�두�집단이�북한에�대해�상대적으로�일관된�입장을�견지하는데�비

해,�이념적�중도에선�이런�모습이�다양하게�분화된�것으로�판단한다.�이념적�경도�변수

는�매우�진보를�뜻하는�0부터�중도를�뜻하는�5를�거쳐�매우�보수를�뜻하는�10으로�이

어지는�기존의�11점�척도�문항을�새롭게�구성하였다.�먼저,�변수의�범위를�–5에서�5의�

범위에�맞게�이동하여�중도가�0의�값을�갖게�변환하고�절대값을�취하였다.�이에,�극단

적�진보와�보수�모두�5의�값을�갖고�0의�값에�가까워지면서�이념적�극단성이�감소하는�

순서변수(ordered�variable)로�바뀌었다.�

교육수준은�북한에�대한�상충적�태도와�정(+)의�관계를�가질�것으로�보았다.6)�응답

자의�교육수준이�높아짐에�따라서�교육�등을�통해�북한과�관련된�정보의�종류와�습득

경로가�늘어나게�되고,�그�결과�관련�이슈에�대한�판단의�폭이�넓어짐에�따라서�상충적�

태도를�보일�가능성이�높을�것으로�판단하였다.�교육수준은�중졸이하부터,�고졸,�전문

대졸,�대졸이하,�대학원이상의�5단계�순서변수로�처리하였다.7)�

연령변수는�40대를�기준으로�20대,�30대,�50대,�60대의�가변수(dummies)를�만들어�

모형에�포함하였다.�연령대가�낮을수록�북한주민과�새터민에�대한�인식차이가�클�가

능성이�높다고�판단하였다.�20~30대�응답자들은�1990년대�후반에서�2000년대에�청

소년-청년기를�거쳤는데,�이�시기는�진보정권하에서�남북교류협력이�활발하였던�반면�

탈북자의�수는�급증하였고,�동시에�북한의�핵실험,�연평도�포격,�탈북주민�위장�간첩�

적발�사건�등의�군사적�긴장상황도�빈번히�발생하였다.�20대,�30대의�이러한�경험은�

북한정권,�북한주민,�탈북주민에�대한�인식을�다층화�시켰을�것으로�본다.�응답자의�

��6)�하지만,�종속변수인�상충적�태도의�값은�상충적→일관적으로�설정되어�있기에,�변수의�개념
화에선�정(+)의�관계이나�실제�회귀분석결과는�부(-)로�나타난다.�

��7)�유권자의�정당에�대한�태도갈등을�다룬�기존�연구에선�교육수준이�상충적�태도에�큰�영향
을�주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김연숙�2014;�정한울�2012).�하지만,�북한이란�대상과�정당
이란�대상은�응답자의�사전지식이나�관심,�주목도에서�크게�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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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심도�또한�변수로�포함되었다.�“선거나�정치적�사안에�대해�주위�사람들과�얼마

나�자주�이야기하십니까?”�문항을�활용하여�관심정도에�따라�5단계�서수변수로�입력

하였다.�정치관심도가�큰�응답자일수록�북한관련�정보를�폭넓게�접할�기회가�많을�것

을�판단하여�상충적�태도가�강화될�것으로�예측하였다.8)�

응답자의�사회·경제적�배경도�통제변수로�포함하였다.�소득수준은�가구�월�소득�

300만�원에서�500만�원을�기준으로�그보다�소득이�적을�경우�저소득층으로,�더�높을�

경우�고소득층으로�분류한�후�두�개의�가변수를�구성하였다.�성별,�결혼,�취업�등의�기

본�변수는�물론,�거주지역도�호남,�대구·경북,�부산·경남의�가변수의�형태로�포함하

였다.�

두�번째�모형은�응답자의�통일필요성에�대한�인식이�종속변수이고�통일이�필요하

다고�응답한�경우에�1,�그렇지�않은�경우에�0의�두�가지�값을�갖는�이산변수(discrete�

variable)이다.9)�모형과�중심가설은�아래와�같다.��

[회귀모형 2 - 통일에 대한 인식]

Y (통일필요성`인식)=f (상충적`태도,`이념적`경도,`정치관심도,`사회경제적`배경)

<가설 2-1>

북한주민에�대한�상충적�인식이�강한�응답자일수록�통일의�필요성에�대해�덜�적극적

인�인식을�갖고�있을�가능성이�높다.�

<가설 2-2> 

이념적�경직성이�덜�한�응답자일수록�통일의�필요성에�대해�덜�적극적일�가능성이�높

다.�

북한거주민과�북한이탈주민에�대해�일관적이지�않은�태도를�보이는�응답자의�경우�

그렇지�않은�응답자들에�비해�통일의�필요성에�대해서�부정적인�입장을�취할�것으로�

판단하였다.�또한,�응답자의�이념이�강하지�않다면�통일�필요성에�대한�인식�또한�낮

을�것이라�보았다.�두�번째�모형�역시,�상충적�태도,�이념적�경도의�주요변수�이외에�정

��8)�전혀�하지�않음=0,�주�1회�미만=1,�주�1~2회=2,�주�3~4회=3,�거의�매일=4로�입력하였다.�
��9)�본�논문의�데이터에서�통일이�필요하다고�응답한�비중�51%,�필요하지�않다가�49%로�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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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관심�및�응답자의�사회경제적�배경을�나타내는�지시�변수가�포함되었다.

통일필요성에�대한�응답의�분포�역시�북한주민에�대한�상충적�태도,�이념적�경도,�교

육�수준�등에�영향을�받을�수�있다.�이러한�잠재적�이분산의�문제를�고려하여�보조적�

분산모형(ancillary�variance�model)을�함께�추정하는�이분산프로빗�회귀모형을�활용

하였다.�응답의�분포를�설명하기�위한�가설은�아래와�같다.

<가설 3: 분산가설(Variance Hypotheses)>

북한주민에�대한�상충적�인식이�강화될수록,�이념적�성향이�약할수록,�교육수준이�높

을수록��통일의�필요성에�대한�긍정적�응답의�분포가�크게�나타날�것이다.�

먼저�응답자의�북한�주민에�대한�상충성이�강해질수록�통일의�필요성에�대한�응답의�

분포가�넓어질�것으로�판단하였다.�북한주민에�대한�일관적이지�않은�태도가�통일의�

필요성을�판단하는�과정을�복잡하게�만들어�결국�응답자의�응답�행태가�일정한�규칙

성을�갖기보다는�보다�임의적으로�분포할�것으로�판단하였다.�이념적으로�확신이�낮은�

응답자들은�통일의�필요성에�대한�공감대가�낮아지고�있는�시대적�상황과�‘그래도�통

일은�필요하다’는�당위적�차원의�인식간의�갈등이�나타나기�쉽고,�이는�통일의지에�대

한�응답이�보다�임의적으로�나타나게�한다.�응답자의�교육수준과�통일의�필요성에�대

한�응답확률의�분포도�중요한�관계가�있을�것으로�판단하였다.�본�논문은�교육수준은�

통일에�대한�적극적�태도�변수의�오차분포와�정(+)의�관계를�가지는�것으로�가설을�설

정하였다.�교육수준이�높을수록�통일�및�북한관련�이슈에�대한�정보�획득의�기회가�커

질�것이며,�이는�통일�필요성에�대한�폭넓은�답변으로�나타날�것이다.�본�연구에�활용

된�변수는�모두�2012년�서울대학교�한국정치연구소에서�조사한�‘정치와�민주주의에�관

한�의식조사’의�자료를�활용하였다.�

2.   분석방법: 순차적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과 이분산프로빗모형

(Heteroskedastic Probit Model)

두�개의�연구�질문에�대하여�두�개의�회귀모형이�추정된다.�먼저,�응답자의�상충적�

태도를�설명하기�위한�모형으로�순차적로짓모형이�활용된다.�종속변수인�응답자의�북

한주민에�대한�상충적�태도는�개념·조작화의�과정을�통하여�총�13개의�단계�값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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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변수로�재구성한�후,�다시�표준화(standardization)하였다.�통상,�종속변수의�범위�

및�분포에서�회귀모형의�기본�가정에�크게�위배되지�않는�한�일반회귀분석법(Ordinary�

Least�Squared�estimation)이�흔히�적용된다.10)�하지만,�정규분포�검정(Shapiro�and�

Wilk�W’normality�test)�결과�종속변수가�정규분포가�아닌�것으로�판명되었다.�대안으

로�종속변수를�서열질적변수(ordered�qualitative�variable)로�처리하고�비선형분석법인�

순차적로짓분석을�활용하였다.11)�순차적로짓모형은�종속변수가�아닌,�종속변수의�잠

재변수와�독립변수와의�선형관계를�전제하고,�로지스틱�분포(logistic�distribution)에�

따른�실제�종속변수�값의�실현�기준인�절사점(cutoff�points)의�추정을�통하여�관련�통

계량을�계산한다.

두�번째�연구�질문인�응답자의�북한주민에�대한�상충적�태도가�적극적�통일인식에�

미치는�영향을�놓고�이분산프로빗모형이�추정되었다.�종속변수인�통일필요성에�대한�

인식은�긍정(1)과�부정(0)의�이분변수(binary�variables)로�측정되었으며,�추정�및�해석

의�용이함으로�인해�이분로짓모형(binary� logit�model)이�널리�활용된다.12)�본�자료의�

이분회귀모형은�이론적�측면은�물론,�실제�자료에서도�이분산(heteroskedasticity)의�문

제가�고려되어야�한다.�먼저,�본�모형의�중심설명변수인�응답자의�상충적�태도와�종속

변수인�통일인식에�대한�긍정�응답가능성의�관계에서�이분산이�나타날�수�있다.�이�경

우�추정된�회귀계수�값에는�왜곡이�없으나,�표준오차가�잘못�추정됨으로서�모형의�가

설검정�결과를�신뢰할�수�없다.�응답자가�북한주민에�대해�긍정�혹은�부정의�일관된�

태도를�취하고�있을�경우,�상충적�태도를�보일�경우에�비해서�통일필요성에�대한�긍정

10)�북한거주민/탈북자에�대한�상충적�태도�변수는�II장의�개념화·조작화�과정을�통하여�총�13
개의�값을�취하는�변수로�구성되었다.�자료의�분포에�있어�왜도(skewness)와�첨도(kurtosis)
에서�편향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왜도�0,�첨도�0,�F=1.233�(p-value�0.296)].���

11)�다음�장의�회귀분석의�결과에서�구체적인�검증결과를�제시·해석한다.
12)�이산변수의�회귀모형의�추정을�위해�활용되는�최대가능도추정법(Maximum�Likelihood�

Estimations)의�경우�변수의�개수�및�관측치의�크기에�따라�추정함수의�계산에�상대적으
로�부담이�있다.�로그�값의�특성을�활용하여�전체�관측치의�추정의�곱(Π:�product)을�합(Σ:�
sigma)으로�치환함으로서�추정치(estimators)의�산출이�용이하다.�또한,�역정규분포(inverse�
normal�distribution)를�활용한�프로빗�분석과�달리,�로지스틱�분포를�활용한�로짓모형의�경
우�예측확률�외에도�승산비(odd-ratios)�등�보다�폭넓은�해석�방법을�활용한다.�다만,�로그
값은�자연수를�치환한�것이고,�로그�값으로�치환된�변수의�공분산(covariance)의�값을�직접�
추정할�수�없다는�점에서�모형의�확장에서�한계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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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의�가능성의�분산이�훨씬�적게�나타날�것으로�예측된다.�즉,�응답자의�상충적�태

도가�강화될수록�통일필요성�응답가능성의�분포는�커지고,�상충적�태도의�약화는(일

관적�태도의�강화는)�응답가능성의�분포를�작게�할�것이다.�이분산�검정�역시�이러한�

예측에�일치하는�결과를�보여준다(IV장의�해당부분에서�자세히�설명한다).

이분산프로빗모형의�회귀계수와�표준오차�등�통계량(statistical�estimates)은�

Pr(y=1|X)=Φ�[exp(-X1δ)Xβ]

:�통일필요성에�대한�응답가능성의�회귀함수(outcome�equation)�-�①

Var(e|x)=exp(2X1δ)

:�통일필요성에�대한�응답가능성의�분산회귀함수(variance�equation)�-�②

의�두�개의�함수를�통해�추정한다.�X1은�①번�모형의�추정에�활용된�독립변수�중�분산

의�변이를�설명하는�변수를�의미하며,�본�논문에서는�상충적�태도,�이념적�경도,�교육

수준의�세�변수가�활용되었다.�δ는�분산함수에서�독립변수의�회귀계수를�의미한다.13)�

이분산프로빗모형의�추정이�필요한�또�한�가지�이유는�독립변수의�영향을�나타내는�

회귀계수의�정확한�해석을�위함이다.�종속변수의�잠재변수(latent�variable)의�분포가�

이분산에서�자유롭지�않은�상황에서�단순�로짓�혹은�프로빗�모형만을�추정한�경우�통

계결과의�해석에�있어�오류가�발생한다.�예를�들어�모형�①의�독립변수�Xj의�종속변수

에의�영향을�설명하려�한다면,�이의�편미분(partial�differentiation)을�통계�계산하며,�

∂P(y=1|X)
� � � � �=ϕ[exp(-X1δ)Xβ]exp(-X1δ)[βj�-�δj·(Xβ)]�-�③      ∂xj

의�산식을�따른다.�여기서�눈여겨�볼�것은�Xj의�계수의�부분효과는�물론,�계수의�방향

도�수식�③의�[βj�-�δj�(Xβ)]의�값에�따라�바뀔�수�있다는�점이다.�일반�로짓/프로빗�분

석에서�독립변수�Xj�계수가�βj로�추정되고,�βj의�부호가�계수의�부호임과는�분명�다른�

부분이다(Wooldridge�2010).��

13)�여기에�활용된�각�수학기호�및�함수에의�자세한�설명은�울드리지(Wooldridge�2010,�601-
603)를�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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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분석결과와 함의

1. 누가 북한주민에 대한 상충적 태도를 보이는가? 

<표�3>은�북한주민에�대한�상충적�태도를�설명하기�위한�순차적로짓회귀모형�결과

를�정리한�것이다.�일반회귀모형(OLS)은�비교를�위하여�함께�제시하였다.�(일반회귀

모형보다)�순차적로짓회귀모형이�적절한지를�판단하기�위하여�모형�적합성을�세�가지�

차원에서�분석한다.�먼저,�종속변수의�분포의�비정규성(non-normality)�여부를�판단하

기�위해�샤피로와�윌크(Shapiro�and�Wilk�1965)의�정규성�검정(normality� test)을�수

행한�결과�정규분포가�아닌�것으로�판단되었다(z=12.48,�p-value=0.000).�둘째,�모형

의�적합성(Model�Fit)의�비교기준인�로그가능비가�순차로짓(-2583.24)이�일반회귀모형

(-2775.44)보다�큼으로서,�더�적합한�모형으로�판단되었다.�마지막으로,�순서변수로서

의�종속변수의�항목구분이�적절한�지를�판단할�수�있는�기준인�절사점에�대한�가설�검

정이�12개의�절사점�모두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게�나타났다(신뢰수준�95%).�이는,�현

재의�종속변수를�연속변수로�간주하여�선형회귀모형을�추정하는�것보다는,�이산변수

로�간주한�순차적로짓모형이�적절함을�보여준다.

분석�결과�이념적�경도와�교육수준�변수가�통계적으로�유의하게�나타났다.�이념적�

경도는�상충적�태도와�부(-)의�관계에�있으며,�95%의�신뢰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

했다.�응답자의�이념적�성향이�한쪽으로�경도될수록�북한주민에�대한�일반인식과�북

한이탈주민에�대한�인식�차이가�줄어드는�경향이�있었다.�중도적�입장을�취하는�응답

자�일수록�북한주민에�대한�상충적�태도가�강해지는�경향이�있고,�이념적�태도가�경도

된�응답자는�북한주민에�대해�일관적�태도로�수렴해�갈�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북한�

관련�사안에�대해서�정치적�이념이�매우�중요한�잣대로�작용하며,�이념적�성향이�약화

될�때�다양한�여지의�판단이�가능하다고�해석될�수�있다.�교육�수준의�상승은�응답자

의�상충적�태도를�강화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교육�수준이�높아지면서�북한주민에�

대해�정보와�학습능력의�상승이�뒤따르고,�이는�응답자의�북한주민에�대한�태도를�다

층적·복합적으로�만드는�것으로�보인다.�

연령별�세대구분에�따른�북한주민에�대한�상충적�태도를�검증하는�변수군(群)에서는�

20대부터�50대까지의�가변인(dummy�variables)�모두�통계적�유의성이�나타나지�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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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유권자의 상충적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변�수 일반회귀(OLS) 순차적�로짓(Ordered�Logit)

이념적�경도성

정치관심도

성별(남성=1)
20대
30대
50대
60대
저소득층

고소득층

교육수준

결혼여부(기혼=1)
취업여부(취업=1)
광주/전남/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상수항

분리점�1�(τ1)

분리점�2�(τ2)

분리점�3�(τ3)

분리점�4�(τ4)

분리점�5�(τ5)

분리점�6�(τ6)

분리점�7�(τ7)

분리점�8�(τ8)

분리점�9�(τ9)

분리점�10�(τ10)

분리점�11�(τ11)

분리점�12�(τ12)

0.046*** 
-0.005 
0.003 
0.096 
0.015 
-0.049 

-0.197** 
0.046 
0.094 

-0.091*** 
-0.034 
-0.075 
-0.017 
0.059 
-0.100 

0.273** 
 
 
 
 
 
 
 
 
 
 
 
 

(0.017) 
(0.023) 
(0.050) 
(0.095) 
(0.071) 
(0.072) 
(0.080) 
(0.054) 
(0.063) 
(0.027) 
(0.070) 
(0.054)
(0.077) 
(0.076) 
(0.065) 
(0.128) 

 
 
 
 
 
 
 
 
 
 
 
 

0.086**
-0.014
0.004
0.179
0.068
-0.090

-0.529***
0.133
0.224*

-0.212***
-0.060
-0.174
-0.059
0.100
-0.219

 
-6.480***
-4.823***
-2.917***
-2.894***
-2.593***
-2.579***
0.563**
0.581**
0.987***
1.047***
2.648***
3.548***

(0.034) 
(0.046) 
(0.101) 
(0.191) 
(0.141) 
(0.144) 
(0.165)
(0.110) 
(0.127) 
(0.054) 
(0.143) 
(0.111)
(0.155) 
(0.153) 
(0.134) 

 
(0.486)
(0.319)
(0.273)
(0.273)
(0.270)
(0.270)
(0.261)
(0.261)
(0.262)
(0.263)
(0.281)
(0.314)

관측치수(N) 1964

로그�가능비

(Log�Likelihood)
Adjusted�R2

�Pseudo-R2

카이자승(χ2)

-2775.442

0.0073
 
 

-2583.241

 
0.0037

33.74***

주:��(��)�안은�표준오차.�***p<0.01,�**p<0.05,�*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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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하지만,�60대�이상의�응답자�군에서�다른�세대에�비해�북한주민에�대한�상충적�태

도를�취하는�경향이�강하며,�통계적으로도�차이가�유의미했다(95%�신뢰수준).�60대�이

상의�응답자에서�북한주민에�대한�상충적�태도가�다른�집단에�비해�크게�나타나는�이

유는�무엇일까?�60대�이상의�응답자들의�남북문제에�대한�경험과�관심이�다르게�나타

난다는�추론이�가능하다.�60대�이상의�경우�6·25�전쟁을�비롯한�남북분단의�문제를�

직간접적으로�체험한�경험을�갖고�있고,�북한·통일에�관한�관심과�사안에�대해�보다�

적극적일�수�있다.�반면,�20~30대�응답자들은�북한주민에�대한�상충성이�다른�집단에�

비해�크게�다르지�않았고,�이는�상대적�관심의�부재에서�기인한�것으로�보인다.���

2. 북한주민에 대한 상충적 태도는 응답자의 통일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북한주민에�대한�응답자의�상충적�태도와�적극적�통일인식은�어떠한�관계가�있을

까?�북한주민일반에�대해서건,�탈북주민이건�동일한�기준으로�평가하는�응답자가�통

일의�필요성에�더욱�긍정적일�것인가?�종속변수인�통일필요성�긍정여부가�이분변수이

고,�종속변수와�독립변수와의�관계에서�이분산(heteroskedasticity)의�문제가�나타나는�

점을�감안하여�이분산프로빗모형을�추정하였다.�<표�4>는�분석�결과를�정리한�것이다.�

일반�프로빗�모형(probit�model)은�비교를�위해�포함하였다.��

먼저,�이분산프로빗모형의�추정이�적합한지를�통계적�검증을�통해�살펴보았다.�브뤼

쉬-파간�이분산�검정(Breusch-Pagan�Heteroskedasticity�Test)을�시행한�결과�카이자

승(χ2)�값이�6.92로�‘(잠재적)�종속변수의�분포가�독립변수�값의�변화에�관계없이�일정

하다’는�귀무가설을�기각하였다(90%의�신뢰수준).�또한�이분산프로빗�모형의�로그�가

능비(log�likelihood=-1265.6)�역시,�일반�프로빗�모형(log�likelihood=-1269)보다�크게�

나타나,�본�데이터의�분석에�더�적합한�모형으로�판단하였다.�

응답자의�통일인식에�영향을�주는�요인으로는�상충적�태도,�정치�관심도,�남성,�교

육수준을�비롯한�응답자의�세대�및�거주지�가변인이�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응답자의�

상충적�태도가�강화될수록�적극적�통일인식을�할(통일�필요성에�긍정할)�가능성이�높

았고,�일관된�태도를�취할수록�통일필요성에�부정적으로�응답할�가능성이�높았다.�북

한주민,�나아가�북한에�대해�일관적�태도를�취하는�응답자가�통일에�긍정적일�것이란�

일반의�인식과�본�연구자의�가설과는�다른�결과가�나타난�것이다.�왜�이러한�결과가�

나타났을까?�더�심화된�연구가�필요하겠으나,�유권자의�상충적�태도를�연구한�기존의�



 북한 주민에 대한 상충적 태도와 적극적 통일인식에의 영향   129

문헌들에서�나름의�답을�추론할�수�있다.�기존의�연구는�유권자의�정책이슈�및�정당에�

대한�상충적�태도는�적극적�투표참여로�이어진다는�결과를�보여주었다.�유권자의�상충

적�태도�자체가�해당�사안에�대한�높은�관심을�반영한�것일�수도�있고,�정보에�대한�보

다�폭넓은�접근·해석�능력을�나타낸�것일�수도�있다.�혹은�상충적�태도의�심화가�관련�

행동에�대한�동기화로�이어졌을�수도�있다.

응답자의�정치적�관심과�교육수준�변수가�통계적으로�유의하게�나타난�것도�이러한�

맥락에서�해석이�가능하다.�정치적�관심이�높은�사람일수록,�교육수준이�높은�사람일

수록�통일의�필요성에�긍정적으로�답할�가능성이�높았다.�교육수준이�높고,�정치에�관

심이�많은�사람들�대부분이�북한주민에�대해�상충적인�태도를�취하는�건�아닐�것이다.�

하지만,�북한주민에�대해�상충적�태도를�취하는�응답자�중�상당수는�교육수준이�높고,�

정치관심이�높을�수�있다.�반면,�응답자의�이념적�경도는,�적어도�통계적으로는�적극적�

통일인식에�별다른�영향이�없었다.��

남성이�여성보다�통일의�필요성에�대해�긍정적이었다.�연령대�별�통일인식의�차이는�

20대,�50대,�60대�이상의�변수가�통계적으로�유의하게�나타났다.�20대는�(다른�세대

에�비해)�통일의�필요성에�부정적이었고,�반면�50대와�60대의�경우�통일에�긍정적인�태

도를�취할�가능성이�높았다.�응답자의�소득수준,�결혼여부,�취업여부�등은�통일인식에�

별다른�영향을�미치지�못했다.�

응답자의�거주�지역에�따른�통일필요성에�대한�인식의�차이가�나타난�점은�흥미롭

다.�호남지역�거주자는�통일에�대해�긍정적인�인식을�할�가능성이�높은�반면,�부산·울

산,�대구·경북�지역의�거주자들은�통일이�꼭�필요하지�않다고�응답할�가능성이�더�높

게�나타났다.�한국�정치문화에�뿌리깊이�자리한�지역주의가�통일인식의�차이를�가져온�

것인가?�혹은,�해당지역�응답자의�이념적�성향의�차이가�통일인식의�차이로�나타난�것

인가?�구체적인�분석을�통해서�좀�더�고민해�볼�결과임은�분명하다.

통일필요성에�대한�응답가능성의�분포�변화는�무엇으로�설명되는가?�한국은�응답자

의�북한주민에�대한�상충적�태도,�이념적�경도,�교육수준이�통일필요성에�대한�긍정응

답�가능성�분포에�영향을�줄�것으로�가정하였다.�분석�결과�상충적�태도가�높은�응답

자�군에서�통일인식에�대한�긍정응답가능성이�보다�넓게�분포되었다(분산이�크게�나타

났다).�반면,�인식에�있어�동질적�대답을�내놓는�응답자일수록,�통일인식에�대한�긍정

응답확률의�분포도�작았다.�교육수준과�이념적�경도�변수는�통계적으로�유의하게�나

타나지는�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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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의�상충적�태도에�따른�통일�지지의�예측확률의�변화를�<그림�2>는�성별에�

따라,�<그림�3>은�세대에�따라�정리한�것이다.�응답자의�북한주민에�대한�상충적�태도

가�일관적으로�변하면서(상충적→일관적)�통일지지의�응답확률은�감소하는�경향이나,�

<표 4> 북한거주민과 새터민에 대한 인식이 응답자의 통일 인식에 미치는 영향

변�수
프로빗�모형

(Probit)
이분산프로빗�모형

(Heteroskedastic�Probit)

상충적�태도

이념적�경도성

정치관심도

남성

20대
30대
50대
60대
저소득층

고소득층

교육수준

결혼여부(기혼=1)
취업여부(취업=1)
광주/전남/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상수항

 -0.085***
 0.036*
0.074**

 0.272***
 -0.389***

 -0.136 
 0.164*

 0.424***
 0.033
 0.039

 0.099***
0.056
 0.067

0.680***
-0.045

 -0.179**
-0.727***

(0.029) 
(0.022)
(0.029)
(0.065)
(0.123)
(0.091)
(0.092)
(0.105)
(0.070)
(0.082)
(0.035)
(0.090)
(0.071)
(0.106)
(0.097)
(0.083)
(0.167)

 -0.090***
0.033

 0.057*
 0.296***
-0.438**
 -0.161
 0.167*

 0.421***
 0.032
0.035

 0.097**
0.036
 0.090 

 0.740***
 -0.026

-0.186**
  -0.680***

(0.032)
(0.023)
(0.034)
(0.096)
(0.176)
(0.104)
(0.099)
(0.127)
(0.072)
(0.089)
(0.043)
(0.095)
(0.074)  
(0.185)
(0.100)
(0.090)
(0.224)

분
산
모
형

상충적�태도

이념적�경도성

교육수준

 
 
 

 
 
 

-0.153**
 -0.082
0.067

(0.069)
(0.055)
(0.075)

관측치�수(N)
로그�가능비�

(Log�Likelihood)
카이자승(χ2)

1964
 -1269.062

182.962***

1964
 -1265.601

24.808*

브뤼쉬-파간�이분산�검정

(Breusch-Pagan�Heteroskedasticity�Test)
6.92*

주:�(��)�안은�표준오차.�***�p<0.01,�**p<0.05,�*�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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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여성보다�통일을�더�지지하는�경향이�있다는�건�<표�4>에서�이미�확인한�내용

이다.�<그림�2>의�예측확률�분석에서�나타난�특징은�크게�두�가지이다.�먼저,�북한주민

에�대한�태도의�일관성이�강해지면�남성과�여성의�통일필요성에�대한�긍정응답의�확률�

차이가�더�커지는�경향이�있다.�두�번째,�응답자의�태도가�상충적에서�일관적으로�변할�

경우�예측확률의�하락폭은�여성이�남성보다�훨씬�크게�나타난다.�응답자가�남성이고,�

북한주민에�대해�극단의�상충적�태도를�취할�때�통일에�지지하는�응답을�할�확률이�

60.8%인데�비하여,�이�남성이�극단의�일관적�태도를�취하게�되면�그�확률은�45.8%로�

감소한다.�약�15퍼센트�포인트�감소한�것이다.�여성�응답자에게�동일한�상황을�가정할�

경우,�상충적�54%,�일관적�29.4%로�24.6퍼센트�포인트�감소한다.�극단적�태도변화에�

따른�하락폭이�남성의�경우�약�4분의�1�정도(24.7%),�여성의�경우�거의�절반(45.5%)에�

달한다.14)�

14)�예측확률은�상충적�태도와�남성�변수를�제외한�다른�모든�변수의�값을�고정시켜�놓은�(평균
값에�놓고)�상태를�전제로�계산하였다.�

<그림 2> 북한주민에 대한 상충적 태도에 따른 통일지지 예측확률 변화: 성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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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은�북한주민에�대한�상충적�태도에�따른�통일지지�예측확률�변화를�연령대�

별로�구분하여�나타낸�것이다.�일관적�태도의�강화에�따른�통일지지�확률의�감소와�연

령대�별�통일지지�확률의�차이는�<표�3>를�통해�이미�확인된�바�있다.�20대,�30대에서

는�통일에�대한�지지응답의�확률이�(다른�세대에�비해)�낮고,�50대,�60대의�경우�지지

응답�확률이�높게�나타나는�점은�다시금�특기할�만하다.�<그림�3>의�예측확률�분석에

서�나타난�특징은�두�가지이다.�먼저,�북한주민에�대한�태도의�일관성이�강해지면�20대

와�그�외�응답자군,�60대와�그�외�응답자�군의�통일지지�확률의�차이가�더욱�확대되는�

경향이�나타난다.�반면,�30대�집단과�대조군,�50대�집단과�대조군�간에는�태도의�일관

성�강화에�따라�차이는�벌어지지만,�20대와�60대�집단의�경우처럼�크진�않았다.15)�

응답자가�20대고�북한주민에�대해�극단의�상충적�태도를�가질�때�통일�지지응답

의�확률은�49%인데�비하여,�동일�인물이�극단적으로�일관된�태도를�취하면�그�확률은�

19.7%로�감소한다.�약�29.3퍼센트�포인트�감소한�것이다.�반면�20대가�아닌�대조군�

응답자의�경우�통일지지�응답의�확률은�극단의�상충적�태도에서�59.2%,�극단의�일관

15)�30대�더미변수의�회귀분석�결과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았다.�

<그림 3> 북한주민에 대한 상충적 태도에 따른 통일지지 예측확률 변화: 연령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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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태도에서�41.8%로�나타났다.�이는�17.4퍼센트�포인트�감소한�것이다.�극단적�태도

변화에�따른�하락폭이�20대의�경우�약�60%�정도,�20대�외�응답자의�경우�약�29.4%�정

도다.16)�

응답자가�50대인�경우�극단의�상충의�태도를�취할�때�통일지지의�확률이�60.5%,�극

단의�일관적�태도를�취할�때�41.5%로�나타나,�19퍼센트�포인트�하락하였다.�50대가�

아닌�대조군에선�극단의�상충적�태도에서�56.7%,�극단의�일관적�태도에서�35.6%로�나

타났다.�21.1퍼센트�포인트의�하락이다.�극에서�극으로의�태도변화에�따른�하락폭이�

50대의�경우�31.4%�정도,�그�외�응답자에선�37.2%로�상대적으로�차이가�적었다.��

<그림�4>는�응답자의�북한주민에�대한�상충적�태도의�변화에�따라�적극적�통일인식

에�대한�긍정가능성의�분포가�어떻게�달라지는지를�나타낸�것이다.�먼저�통일필요성

16)�예측확률은�상충적�태도와�각각의�연령대�별�가변수를�제외한�다른�모든�변수의�값을�고정
시켜�놓은�(평균값에�놓고)�상태를�전제로�계산하였다.�

<그림 4> 응답자의 상충적 태도 변화에 따른 적극적 통일인식 긍정가능성 분포의 변화



134   한국정치연구 제24집 제1호(2015)

에�대한�응답가능성의�회귀함수(outcome�equation)를�추정하고,�이를�바탕으로�개별�

관측치의�회귀오차를�추정하여�<그림�4>의�자료로�활용한�것이다(분산함수(variance�

equation)의�종속변수이기도�하다).�오차의�표준편차(standard�deviation�of�errors)를�

응답자의�상충적�태도의�정도에�따라�나타낸�산포도(scatter�plot)이다.�X축은�북한주

민에�대한�응답자�태도의�상충성�정도를,�Y축은�회귀함수의�오차의�표준편차의�크기

를�나타낸다.�그�결과�두�가지�특징이�나타난다.�먼저,�응답자의�상충적�태도의�정도에�

따라�오차의�표준편차의�크기에�일정한�패턴이�나타난다.�무관심층(0)을�기준으로�응

답자의�상충성이�강화될수록(그래프의�왼편)�오차의�표준편차의�평균값이�1보다�커지

고,�일관성이�강해질수록(그래프의�오른편)�오차의�표준편차�평균이�1�이하로�줄어든

다.�두�번째,�북한주민에�대한�응답자�태도의�상충성이�강할수록(-),�오차의�분산이�상

대적으로�크게�나타나고,�일관적이�될수록�오차의�분포는�줄어든다.�변수의�부(-)의�선

형회귀관계가�나타나는�것이다.�프로빗�분석이�오차에�대한�가정(평균�0,�표준편차�1)

에�기초하고�있다는�점에서�이러한�결과는�‘왜�이분산프로빗모형이�더�적절했는가?’에�

대한�또�다른�근거를�보여준다.�

V. 맺으며

본�연구는�“누가�북한주민에�대해�상충적�태도를�보이는가?”와�“개인의�북한이슈에�

대한�상충적�태도는�통일필요성에�대한�긍정인식에�어떠한�영향을�주는가?”의�연구�질

문을�토대로�실증자료를�통해�답을�모색하였다.�이를�위해�국내에서는�정당·선거분야

에서�활발히�연구되고�있는�상충적�태도(ambivalent�attitudes)�이론에�주목하고,�이를�

적극�차용함으로서�북한에�대한�복합적·이중적�인식을�상충적�태도로�개념화하였다.�

상충성은�개인�인식의�평가기제로서,�정당과�후보자�차원을�넘어�다양한�정책이슈에�

적용하고�확장될�수�있다.�특히,�지난�반세기�한국정치의�가장�큰�고정변수로서의�북

한이란�대상에�대해�한국�국민이�갖는�중첩적�감정과�평가를�고려하면�상충적�태도�개

념의�차용은�관련�연구에�있어�의미�있는�기여가�될�것이다.�

연구�결과�북한주민에�대한�상충적�인식을�심화시키는�요인으로�이념의�약화와�교

육수준의�상승이�주목받았다.�나아가,�개인의�적극적�통일의식을�고양시키는�요인으로

서�이념의�약화,�교육수준의�상승은�물론,�상충적�태도의�강화가�중요하게�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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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혹은�북한이라는�대상이�갖는�무게를�고려하더라도,�(평가기준으로서의)�이

념의�약화,�교육의�증가,�상충적�태도의�강화는�북한주민에�대한�다층적�고려의�필요

성을�시사한다.�상충적�태도�자체를�‘잡음’이나�‘예외적인�경우’로�간주하던�과거의�시

각은�개개인의�대상에�대한�평가가�‘말이�되는’(make�sense)�혹은�논리적으로�일관되어

야�한다는�전제에�따른�것이다.�한�개인이�특정�대상에�대해�상충적인�인식을�갖고�있

을�때,�기존의�시각에선�그�개인의�인식이�일관되지�못하고�모순되어�있다고�판단하였

다.�하지만,�상충성이�‘일관되지�않은’,�혹은�‘모순된’의�의미일�수도�있으나�‘다층적인’,�

‘복합적인’의�다른�말일�수도�있다.�논리�이전에�말�그대로�대상이�갖는�복합·다층적�

특징에�대한�인식과�평가를�날것�그대로�담아내는�것일�수�있다.�주사위의�하나의�면

이�아니라,�여러�면을�살펴보고�이를�복합적�평가의�기저로�활용할�수�있는�것,�그것이�

상충적�태도이다.�상충적�태도는�대상에�대한�부정적�평가와�긍정적�평가를�포괄한다.�

특히,�북한�같은�중차대한�문제의�경우�일관된�사고보다는�상충적�사고가�일반적이고,�

넓은�사고를�의미한다.

1964년�미국의�정치심리학자�필립�컨버스(Philip�Converse)는�“대중의�신념체계의�

본질”(“The�Nature�of�Belief�Systems�in�Mass�Public”)이란�기념비적�논문을�통해�대

중의�정책판단능력에�대해�회의적인�결과를�발표하였다.�전체�대중의�단�10%�정도만

이�자신이�판단하는�다양한�정책�사안에�대해�일관된�평가를�할�능력이�있다는�주장이

었다.�어떤�개인이�세금�감면을�주장하면,�이러한�주장이�당연히�작은�정부나�복지혜택

의�축소로�연결된다는�것을�자연스레�추론할�수�있다는�식이다.�약�90%에�가까운�사

람들은�진보니�보수니�하는�말은�사용하면서도,�정책�사안들이�‘뭐가�어떻게�되는지’상

호�연결되어�있음을�이해하지�못한다고�주장한다.�상당한�파장은�당연했고,�민주주의

에�대한�회의적�시각도�제기되었다.�많은�후속�연구가�이어졌다.

한�개인의�다양한�정책�사안에�대한�판단이�서로�논리적�연결구조를�갖는�것이�중요

할�수�있다.�하지만,�자연스러운�것일까?�낙태라는�사안에�대해�내가�기본적으로�‘여성

의�권리’라는�시각을�옹호하고�있다면,�모든�낙태관련�세부사안에�대해�이러한�기조에�

일맥상통한�판단을�해야�하는가?�낙태�문제를�놓고�때로는�여성의�입장에서,�때로는�

아이의�생명권의�입장에서�판단을�하는�것이�일관되지�못하고�모순된�것일까?�상충적�

태도에�대한�연구는�대상에�대해�긍정과�부정의�평가가�혼재하는�경우가�매우�흔하며,�

이러한�개인의�태도가�잡음도�예외도�아님을�보여주었다.�나아가,�상충적�태도의�차이

가�개인의�다른�인식�및�행태의�변화도�이끌어�낼�수�있음�또한�보여주었다.�이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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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화가�평가기제의�부재를�보여주는�것일�수도�있으나,�혹은�복합적�사고의�가능성

을�열어주는�것이기도�하다.�특히,�북한주민에�대한�상충적�인식이�적극적�통일의식을�

고양한�결과는�후속�연구를�통해서�다시금�검증되어야�함은�물론,�시사하는�바가�크

다.��

국내에서는�정당·선거�분야에서만�제한적으로�논의되던�상충성�개념을�북한·통일

연구에�차용하여�활용한�만큼�우리�연구의�한계�또한�크고�명확하다.�우선,�북한주민

에�대한�일반인식과�그�부분집합으로서의�탈북자에�대한�인식�지표가�상충적�태도를�

측정하는�데�적합한�지에�대해�문제제기가�가능하다.�연구모형과�분석방법의�복잡성에

도�불구하고�결국�상충적�태도의�형성이�지적수준과�이념의�약화라는�다소�진부한�발

견으로�이어졌다는�비판도�있을�수�있다.�나아가,�상충적�태도의�영향을�통일필요성에�

대한�인식이라는�사고의�변화�정도에서�검증했을�뿐,�해당�개인의�행태변화까지는�검

증하지�못했다는�비판도�당연하다.�본�연구가�북한문제,�북한주민에�대한�상충적�사고

를�분석하고�그�함의를�실증적으로�파악하는�초기�연구라는�한계에�기인한�것이다.�더�

심화된�연구가�뒤따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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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Ambivalent Attitude 
toward North Koreans:

An Empirica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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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nalyze empirically the causes of ambivalent attitudes toward North Koreans 

and defectors and their effects of different attitudes toward unification. Specifically, 

we find the common features of ambivalent attitudes and what they think of how much 

unification is needed compared with those whose attitudes toward North Koreans are 

one-sided. Our empirical findings show that (1) older generations, people with the 

higher education, and ideologically centrists are likely to be ambivalent toward North 

Koreans, and (2) the ambivalent respondents tend to regard unification as needed. For 

empirical testing, ordered logit regression model and heteroskedastic probit model are 

applied. 

Keywords:�Ambivalence, Ambivalent Attitudes, North Koreans, North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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