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이익에대한차별적인식과통일의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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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은 크게 국가적 이익
과 개인적 이익 두 가지 차원이 존재한다. 이
두 가지 차원을 함께 고려한다면 통일이 가져
다 줄 이익에 대해 상이한 인식을 가지는 집
단은 낙관적 집단(통일이 국가적 이익과 개인
적 이익 모두 가져옴), 소외적 집단(국가적 이
익만 가능함), 이기적 집단(개인적 이익만 가
능함), 비관적 집단(두 이익 모두 불가능함)으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한국정치학
회가 2016년 4월 실시한 한국사회 내 갈등
요인과 통일에 대한 유권자 인식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어떠한 이유 때문에 통일의 이익에
대해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집단이 존재하는
지를 밝히고, 이와 같은 통일의 이익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궁극적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
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념성향, 통일세에 대한
인식, 미래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 통일의 민
족적 당위성, 대북문제에 대한 관심도, 한국
사회의 갈등 수준, 연령, 그리고 성별 등이 통
일의 이익에 대한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통일의 이익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수록 통일의 필요
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 역시 확인할 수 있
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결과에 입각하여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기 위
한 5가지 정책적 제안을 결론부분에 제시하고
있다.

핵심어: 통일의 이익, 이념, 통일세, 통일의 필요성, 북한

Ⅰ. 서론
통일은 왜 해야만 하는 것인가? 한 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이상
하게 느껴지던 시절이 있었다. 왜냐하면 통일은 반드시 성취해야만 하는 민족사적
과제라는 당위적 인식이 한국 사회 저변에 굳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위
성이란 당위적 목표의 절대성을 전제로 한다. 즉 당위적 목표는 상황의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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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변동되거나 조정되는 목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성취해야만 하
는 목표가 되는 것이다. 통일이 이와 같은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때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인이 이러한 통일의 당위성을 굳게 믿고 있다고 할 때, 통일을 해야
만 하는 이유 따윈 굳이 따져 물어볼 필요도 없다.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어떻게
하루라도 빨리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만이 중요할 뿐이다.
이와 같은 통일의 당위성은 민족주의적 관점에 입각하고 있다(권혁범 2000; 이
병수 2010). 우리 민족은 단군 이래 한반도를 중심으로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온
민족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천 번이 넘는 크고 작은 외적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의 혈통, 문화, 역사, 언어를 유지하고 있는 자랑스
러운 민족으로 우리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민족이 남북
한으로 분단되어 있는 현실은 분명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더구나 이와 같은
한민족의 분단은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강대국의 논리에 의해 억압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분단을 극복하고 다시 한민족이 하나가 되어 하나의 공동
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은 한민족의 유구한 역사적 전통에서 볼 때 너무나도 당
연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이와 같은 민족적 당위성에 입각한 통일의식은 우리 사회
에 매우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1994년에 진행된 한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결
과에 따르면 무려 91.6%에 달하는 응답자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민
족적 재결합’(59%)이나 ‘이산가족 고통해소’(11%) 등과 같은 민족적 정서가 통일
이 되어야만 하는 주된 이유로 간주되었다(최수영 외 1994). 그러나 2000년대 들
어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실시한 “통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2012년, 2013년
에 걸쳐 통일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각각 53.7%, 57.7%, 54.8%로
나타나 통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국인들의 수가 1990년대에 비해
매우 많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였는가? 남북한 분단체제가 70년에 걸쳐 지속되어
오는 과정에서 남한과 북한을 하나의 민족으로 생각하는 민족적 정체성이 심각하
게 약화되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조진만 ․ 한정택 2014). 특히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의 공산주의라는 서로 이질적인 체제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세대가 남북한 인구의 다수를 점하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들은 분단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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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에 비해 민족적 정체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통일에 대한 민족적
당위의식도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통일이 절대적인 민족적 과제라
는 인식이 약해지는 경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것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게 된 이유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민족주의에 입각한 통일의 당위성이 현저히 약화되어가는 상황에서 통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한 고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즉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야만 한다는 인식이 매우
약화된 상황에서 왜 남북한이 하나로 합쳐 통일국가를 이루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정당화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말이다.1)
통일에 경제적 논리를 접목시킨 실용주의적 관점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등장하게 되었다.2) 민족주의에 근거한 통일의 당위성이 더 이상 실효성을 지니기
어려운 상황에서 김대중 ․ 노무현 정권은 통일의 정당성을 경제논리에서 찾기 시작
했다(이병수 2010). 통일이 되면 인구수가 약 7,000만 명으로 증가하게 되어 내수
시장이 크게 확대되며,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값싼 노동력이 남한의 기술력 ․ 자본
과 결합하여 국제시장에서 통일한국의 경쟁력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으며, 남북한
적대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국방비를 크게 줄여 이를 복지비 등에 전환시킬 수 있
는 등 통일은 실로 막대한 경제적 실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 그 핵심 요지
이다. 통일에 대한 이와 같은 실용주의적 관점은 정권이 교체되었음에도 지속되어
왔으며,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제시하면서 이제는 거의 대세로
자리 잡은 것으로 판단된다.

1) 통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정당화가 절실하다는 점은 현 통일부의 슬로건인 “그래서 통일
입니다”에도 잘 나타나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를 참여형 슬로건이라고 칭하고 있는
데, 시민 각자가 “그래서 통일입니다”앞에 무슨 이유가 필요한지 스스로 생각해보라는 취지
에서 만들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슬로건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가 통일을 민족적 당위성
의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만 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어려워진 요즈음의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
하겠다.
2) 최동희(1999)는 이와 같은 실용주의적 관점 이외에도 통일이 필요한 또 다른 세 가지 차원
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통일은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인도주의적 차원에
서도 의미를 가진다. 둘째, 통일은 분단의 질곡 속에서 왜곡되어 왔던 남북한의 정치적 상황
을 개선시켜 민족의 정치발전을 담보해 낼 수 있다. 셋째, 통일은 불안정한 동북아 정세를
완화시켜 국제정세의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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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와 같은 통일의 실용주의적 관점에 대한 비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이병수(2010)는 실용주의적 관점을 “모든 것을 돈벌이의 관점에서 보고,
그 돈벌이 관점으로 세상일을 대처하는 자본주의 사회 특유의 가치관”으로 규정하
며, 이것이 통일을 목적이 아닌 도구적 수단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타당한 비판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민족적 정체성이 약화되어 통일
의 민족적 당위성이 지니고 있는 영향력이 심각하게 감소한 상황에서 왜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야만 하는가에 대해 경제적 유인만큼 강력한 설득력을 제공하는 것
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은 인정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당위적이기 보다는 실리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었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김병로 ․ 최경희 2012; 정은미 2013; 조진만 ․ 한정
택 2014). 이제 싫든 좋든 통일의 실용주의적 관점이 통일을 추동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 중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만 하는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이처럼 경제적 논리에 입각한 통일의 실용주의적 관점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한
국인이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경제적 논리란 이익과 비용에 입각하여 수지타산을 계산한
뒤 최저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선택지를 취하는 경제적 인간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인이 통일의 이익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점은 결국 통일이라는 선택지를 취할 것인지 혹은 취하지 않을 것인
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판단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통일의 이익에 대한
인식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은 크게 국가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인은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가? 통일의 국가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을 동일한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두 이익을 서로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가? 만약 두 이익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와 같은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그
리고 통일의 이익에 대한 그러한 인식의 차이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 연구는 한국정치학회가 2016년 4월 실시한 한국사
회 내 갈등요인과 통일에 대한 유권자 인식조사자료3)를 활용하여 이와 같은 질문
에 대한 답을 모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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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통일의 국가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 두
측면을 고려하여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해 상이한 인식을 가지는 네 가지
집단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그리고 통일의 이익에 대해 상이한 인식
을 지니는 네 집단이 어떠한 이유에 의해 형성되는지 살펴보고 이를 다항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경험적으로 검증해 본다. 또한 통일의 이익에 관해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네 가지 집단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
는지 일반 회귀분석을 통해 경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이 연구의
통계분석 결과에 입각하여 통일의 이익에 대한 인식적 갈등의 봉합 그리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강화를 위해 어떠한 정책적 대안이 가능한지 논의해 보도록
한다.

Ⅱ. 통일의 이익에 대한 두 가지 차원:
국가적 이익 대 개인적 이익
경제적 논리에 입각하여 통일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실용주의적 관점에 있어서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통일
이 가져다 줄 이익이 적고 또한 그 때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크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면 경제적 논리에 입각하여 통일의 정당성을 주창하기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통일의 이익에 대해 어떠한 생각
을 가지고 있을까?
일반적으로 통일의 이익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통일이 되었을 때 통일한국이 얻게 되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이익이다. 즉 통일이
되었을 때 국가 전체 차원에서 얼마나 큰 집단적 이익이 형성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통일이 나 자신한테는 얼마나 큰 사적 이득을 안겨줄 수
있는가라는 점과 연계된 개인적 차원에서의 이익이다.

3) 이 자료는 2016년 제20대 총선 이후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한 여론조사 자료이다. 전
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600명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한 대상에 대해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오차는 95% 유의수준에서 ±2.5% 포인트
이다. 본 연구에 활용된 구체적인 설문문항이 필요한 분은 저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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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국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은
곧 개인적으로도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즉 국가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그렇다면 통일
이 국가적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과 개인적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응
답자의 비율은 비슷하게 나타나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통일이 가져다 줄 국가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을 서로 다른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1> 통일의 이익에 대한 인식: 국가적 이익 대 개인적 이익
2011년

2012년

2013년

2016년

국가적 이익

50.7%

51.6%

48.6%

54.9%

개인적 이익

27.8%

26%

21.8%

29.8%

주) 2011년~2013년 결과는 정은미(2013, p. 86)의 연구에 나와 있는 것을 사용하였다. 2016
년 결과는 한국정치학회 조사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통일이 국가적(개인적)으로 이익
이 되는가라고 물어보는 설문에 대해 응답자는 매우 이익, 다소 이익,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음,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음 중 하나를 선택하였다. 위의 수치는 매우 이익 혹은 다소
이익을 선택한 응답자를 합한 비율이다.

<표 1>에 따르면 통일이 국가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략
전체 응답자의 50% 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통일이 개인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보다 훨씬 적은 20% 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한국인들이 통일의 국가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을 서로 일맥상통하는 개념으로 파
악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왜 그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일의 국가적 이익과 개인적 이
익을 평가하는 응답자를 좀 더 세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일이 국가적으로
이익이 될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익이 될 것인지 아닌지는 응답자에
따라 서로 차별적인 답변이 가능하다. 이 두 가지 차원을 조합하면 통일의 이익에
대하여 서로 차별적인 인식을 가지는 응답자를 다음의 <표 2>처럼 크게 네 가지
종류의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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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통일의 이익에 대한 차별적 인식 집단
국가적 이익

개인적 이익

이익

이익이 아님

이익

낙관적 집단: 28.6%

이기적 집단: 1.3%

이익이 아님

소외적 집단: 26.6%

비관적 집단: 43.5%

우선 첫 번째 집단은 통일은 국가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에서 모두 이익을 가져
다 줄 것이라 인식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통일이 두 차원 모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낙관적 집단이라 부를 수 있다. 두 번째 집단은 낙관
적 집단과는 정반대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통일이 국가와 개인 차원에서 모두
이익을 만들어 내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비관적 집단이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집단은 국가적 차원에서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통일
이 자기 자신에게는 직접적인 이익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집단이다. 이들은
통일 이후 국가적 차원의 이익형성 과정에서 자신은 배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소외적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 집단은 소외적
집단과는 반대로 통일이 개인적 차원에서는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는 그러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통일 이후 국가적 차원
에서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도 자신의 사적 이익만큼은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서 일종의 이기적 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전체 응답자에서 각각의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자. 2016년 조사자료를 활용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통일
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모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비관적 집단
이 43.5%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거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많다는 점이다.
반면에 이기적 집단은 단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에 의해 국가
전체 차원에서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자신만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쉽게 이해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따라서 이와 같이
대답한 응답자의 수가 매우 적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낙관적 집단과
소외적 집단은 각각 28.6%와 26.6%로 나타나 서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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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이익에 대해 이와 같이 차별적 인식을 하는 집단들이 형성되어 있는 데
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장에서 그 원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통일의 이익에 대한 차별적 인식: 원인
앞 장의 결과는 “귀하께서는 통일이 대한민국에(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질문 자체에
“금전적” 혹은 “경제적”이익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추상적인
차원에서 이익을 묻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응답자들이 이 질문에 대해 답변할
때 꼭 금전적이거나 경제적인 이익만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통일의 이익은 월수입, 취업 등과 같은 경제적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북한주민과 같이 살아야 하는 것에서 파생하는
사회환경의 변화 등과 같은 비경제적 비용이나 이익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이라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결국 통일의 이익에 대한 인식의 차이
를 설명하는 요인도 경제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영역에 걸쳐 고려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통일의 이익에 대한 차별적
인식은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이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원인들
을 크게 7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이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념은 일반적으로 좋은 사회가 무엇이며
아울러 그러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언어로 표현
된 이미지라 정의내릴 수 있다(Downs 1957). 서구에서 진보-보수의 이념은 일반
적으로 경제적 가치의 배분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강원택 2003). 그러나 한국에서 이념이 어떤 차원에 입각하여 형성되어
있는지 분석한 여러 연구들의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차원이나 사회가치적 차원에
비해 북한과 안보문제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차원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이 밝혀졌다(강원택 2003; 강정인 ․ 이지윤 2003; 김무경 ․ 이갑윤 2005; 윤성이
2006; 이현지 2003). 즉 한국의 경우 진보 대 보수의 이념적 대결은 주로 대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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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4)
한국인의 이념적 정향이 주로 북한이나 안보문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면
이념은 통일의 이익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즉 진보적/보수적 이념성향을 지니고 있는가에 따라
낙관적, 비관적, 소외적, 이기적 집단 중 하나에 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한편 이념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이념의 강도도 집단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비관적 집단이나 낙관적 집단처럼 통일의 국가적 이익이나
개인적 이익에 대해 일관된 인식을 하고 있는 집단은 두 이익 간 서로 상충되는
인식을 하고 있는 소외적 집단이나 이기적 집단에 비해 보다 강한 이념적 성향을
보일 여지가 있다.
두 번째로 생각해볼 수 있는 요인은 경제적 측면에 연계되어 있는 것들이다.
경제적 측면에 연관된 변수는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다. 우선 현재의 경제상황
대 미래의 경제상황이 고려될 수 있다. 통일은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
라 미래에 발생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의 경제상황은 통일의
이익에 대한 인식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반면
미래의 경제상황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미래의 경제상황
이 밝다고 생각한다면 통일이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할 가능성도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가 차원의 경제상태나 개인의 경제상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통일의 국가적 이익은 국가 차원의 경제상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와 연동되어 있을 수 있으며, 통일의 개인적 이익은 개인의 경제
상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 국가 차원의 경제상태와 개인 차원의 경제
상태를 각각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 통일의 이익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이 가
능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의 이익에 대한 인식에 연계된 또 다른 경제적 측면의 변수로 통일세에 대
한 인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은 8 ․ 15 경축사에서 통일세
4) 한편 최근 들어 이념적 갈등이 비단 북한문제뿐만 아니라 교육, 환경, 역사, 경제, 사회 등
전 영역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인의 이념적 정향을 구성하는 차원이 북한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적 차원이나 사회가치적 차원까지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라 주장하는 연구
도 존재한다(박경미 외 2012; 윤성이 ․ 이민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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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고, 이는 강력한 찬반논쟁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정은미 2013). 통일세는 개인이 부담해야만 하는 통일의 비용과 직접적으로 연결
되어 있는 것으로 통일의 이익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마지막 경제적 변수로 자신이 어떠한 계층에 속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통일은 그 자체로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다. 즉 통일이 이익을
가져다줄지 혹은 비용만을 만들어낼지 현 상황에서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이러한 통일의 불확실성을 전제로 했을 때 통일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지니고 있는 상위 계층은 통일의 위험부담에 대해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하위계층은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통일이 몰고 올지도
모르는 위험부담을 감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계층에 따라 나타나는
이와 같은 통일의 위험부담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이들의 통일의 이익에 대한 인
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의 이익에 관련된 세 번째 요인으로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들 수
있다. 통일은 전혀 다른 체제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남북한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
체를 이루어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남한 사람들의 입장
에서 볼 때 삼대에 걸친 세습이 이루어진 이질적인 독재체제 속에서 살아왔던 북
한 사람들과 과연 같이 살아갈 수 있을지 매우 염려스러울 수 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할수록 통일의 비용은 더욱 크게 느껴
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따라서 통일이 이익이 되지 못한다고 간주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 때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에서 살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의 존재
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남한 사람들이 이들과 접촉하면서 이들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된다면 통일이 되어 북한주민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걱정이 크게 해소될 수 있다고 보인다. 즉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 긍정적
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통일에 의해 사회적 환경이 급격히 바뀌는 것에 따
라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비용을 매우 낮게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은 통일이 이익이 될 것이라 생각할 경향이 높을 것이라 판단된다.
네 번째 요인으로 통일의 민족적 당위성을 들 수 있다. 전술한 것처럼 통일을
민족의 당위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의 민족적 당위성을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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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아직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통일이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통일의 이익에 연계된 다섯 번째 요인은 북한에 대한 관심도이다. 북한에 대한
지식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도
통일의 이익에 대한 기대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그리고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통일이 어떠한
이익을 가져올 것인지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요인으로 현재 한국의 집단 간 갈등의 수준에 대한 인식을 꼽을 수
있다. 현재 한국은 다양한 종류의 갈등이 중첩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치권 차원의 해결이 좀처럼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통일이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남북이 하나가 되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갈등의 수준은 그 범위와 강도의 측면에
서 남한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수준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남한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권이 과연 통일
된 한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강도 높은 갈등을 수습해 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현재 한국 내의 갈등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은 그와 같은 갈등이 통일 한국에서 더욱 증폭될 것이라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통일이 이익보다는 비용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통일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마지막 요인으로 연령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요즈
음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민족적 정체성이 약할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이해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으며 통일에 대해서도 무관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변종헌 2012). 그렇다면 이들 젊은 세대는 통일이 가져다줄 수 있는 이익에 대해
서도 무관심하거나 혹은 비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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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경험적 검증
지금까지 통일의 이익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인들이 실제로 그와 같은 차별적 인식을 만들어
내는지는 경험적으로 검증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사용하여 어떠한 요인들이 통일의 이익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지니는 네 가
지 집단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세 개 이상의 명목척도로 측정된 경우 사용되는데, 이 연구의 경우
종속변수는 낙관적 집단, 비관적 집단, 이기적 집단, 소외적 집단으로 측정되어
있다. 앞 장에서 논의되었던 일곱 가지의 카테고리에 관련된 요인들이 주된 독립
변수를 구성하고 있는데, 각각의 독립변수는 다음과 같이 측정되었다.
우선 이념 카테고리에 포함된 변수는 이념성향과 이념의 강도 변수이다. 이념성
향은 응답자가 0(진보)~10(보수)의 이념구간 중에 본인의 이념성향이라고 답한
값을 사용하였다. 이념의 강도 변수는 전술한 응답자 본인의 이념측정에서 4, 5,
6 중 하나로 답한 응답자는 중도적 성향의 응답자로 간주하여 0의 값을 주었고,
그 이외의 응답자는 진보적으로 혹은 보수적으로 강한 이념적 성향을 지닌 응답자
로 구분하여 1의 값을 주었다.
통일의 이익에 대한 경제적 요인은 앞 장의 논의에 따라 총 6개의 독립변수를
사용하였다. 우선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변수로 포함시켰다. 이
변수는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매우 만족하는 경우 4로,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경우 3으로, 다소 불만족인 경우 2로, 매우 불만족인 경우 1로 측정되었다. 두
번째 변수는 현재 본인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인데, 이 변수도 앞의 변수와 마찬
가지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세 번째 변수는 미래의 한국의 경제상황 변수로서 5년
후 한국의 경제가 지금보다 훨씬 나빠질 것이다(=1)에서 훨씬 좋아질 것이다(=5)
까지 5점척도로 측정되었다. 네 번째 변수는 미래의 개인적 경제상황 변수로서
본인의 자녀들이 본인의 나이가 되었을 때 생활수준이 훨씬 나빠질 것이다(=1)에
서 훨씬 좋아질 것이다(=5)까지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다섯 번째 변수는 통일세를 얼마까지 부담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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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원~1만원 미만 = 2, 1만원~5만원 미만 = 3, 5만원~10만원 미만 = 4, 10만원
이상 = 5로 측정되었다. 여섯 번째 변수인 계층수준에 대한 인식은 총 네 개의
변수를 합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가 사용하고 있는 조사자료는 응답자의
계층수준을 크게 월 소득수준, 보유 재산, 문화수준, 사회적 지위(가장의 직업)
등 네 가지로 물어보고, 각각에 대해 1(매우 낮음)~10(매우 높음) 사이에 응답하도
록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층수준 인식 변수는 네 개의 질문
에 대한 답을 더한 값을 사용하였는데, 높은 값일수록 자신이 속한 계층이 상위에
속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변수도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더하는 방식
으로 측정되었다. 조사자료는 북한 이탈주민들과 동네 이웃, 직장동료, 자신이나
자녀의 배우자 등의 관계를 맺는데 어떠한 느낌이 드는지를 묻고 있는데, 각각의
질문은 매우 불편하다(=1)에서 전혀 불편하지 않다(=4)까지 4점 척도로 측정되어
있다. 여기서는 이 세 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모두 합한 값을 사용하여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인식 변수를 측정하였다. 높은 값을 가질수록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
친근한 감정을 가진다고 해석될 수 있다.
통일의 민족적 당위성에 대한 변수는 이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을 같은 민족 또는 동포하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활용하였
다. 이 질문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까지 4점 척도로 측정되
고 있는데, 북한 주민을 같은 민족 또는 동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질수록
민족적 당위성의 차원에서 통일을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간주하였다.
북한에 대한 관심은 두 가지 변수를 사용한다. 우선 북한에 대한 지식수준 변수
를 포함시켰다. 조사자료는 북한에 대한 지식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북한에 관련된
네 가지의 설문을 포함시켰는데, 이 네 가지 질문을 모두 틀린 경우(=0)에서 모두
맞힌 경우(=4)까지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한편 북한에 대한 관심변수는 “통일을
포함한 대북관계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사용하였다. 전혀 관
심이 없다(=1)에서 매우 관심이 많다(=4)까지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한국의 갈
등 수준에 대한 인식 변수는 “한국 사회 내 다양한 집단 간 갈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귀하께서는 현재 한국사회의 집단 간 갈등의 수준이 5년 전에 비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사용하였다. 이 변수는 매우 심해졌다(=1)에
서 매우 약해졌다(=5)까지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연령변수는 20대,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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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가변수를 사용하였는데, 60대 이상을 기준변수로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앞 장에서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세 가지 변수를 통제변수로 모델에 추가시켰다. 우선 교육수준 변수를 포함시켰는
데, 무학(=1)에서 대학원 석사 이상(=8)까지 8점 척도로 측정되어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응답자가 주로 성장한 지역을 나타내는 가변수로, 서울지역이 기준변수가
된다. 마지막은 성별 변수로서 남자는 1로, 여자는 0으로 측정되었다.
이와 같은 변수들을 사용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의
<표 3>에 제시되어 있다.5) 우선 이념의 영향력을 살펴보도록 하자. 진보-보수의
이념적 성향은 낙관적 집단과 비관적 집단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95% 신뢰수준에
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적 입장을 견지한 사람은 통일
의 국가적 이익이나 개인적 이익을 그리 기대하지 않는 성향을 보이며, 그 반대로
진보적 성향의 사람은 통일이 국가적으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념성향은 이 이외에 다른 집단을 구
분하는데 있어서는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표
3>에 따르면 이념의 강도 역시 각각의 집단을 구분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의 국가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을 일치시키는데 있어
서 이념의 강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이념의 강도는 그리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된 것이다.
통일의 이익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들 중 가장 중요한 요인
은 통일세에 대한 인식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변수는 모든 집단 간 대조에 있어
서 99%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
세를 부담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형성될수록 비관적 집단보다는 낙관적 집단
이나 소외적 집단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통일세를 내야한다
고 생각할수록 통일의 국가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이 모두 높게 형성된다고 생각하
거나 또는 적어도 국가적 이익만큼은 증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한편 소외적 집단과 낙관적 집단을 구분하는데 있어서도 통일세를
더 많이 낼 수 있다고 할수록 소외적 집단보다는 낙관적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았
5) 이기적 집단과 다른 집단들 간의 대조는 이기적 집단에 속하는 응답자의 수가 너무 적은
관계로(전체 응답자의 1.3%) 적절한 통계적 분석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표 3>에서는
이기적 집단과 다른 집단 간의 대조를 분석한 결과는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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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통일의 이익에 대한 차별적 인식: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낙관 vs 비관
B

Exp(B)

소외 vs 비관
B

소외 vs 낙관

Exp(B)

-4.739***

B

Exp(B)

절편

-7.849***

3.110***

이념성향

-0.093**

0.911

-0.056

0.946

0.038

1.039

이념강도

0.062

1.064

-0.027

0.974

-0.089

0.915

현 한국경제

-0.071

0.932

-0.227

0.797

-0.156

0.855

현 개인경제

0.062

1.064

-0.025

0.975

-0.087

0.916

미래 한국경제

0.146***

1.157

0.097**

1.102

-0.049

0.952

미래 개인경제

-0.008

0.992

0.051

1.053

0.060

1.061

통일세

0.262***

1.299

0.134***

1.143

-0.128***

0.880

계층수준

-0.006

0.994

-0.002

0.998

0.005

1.005

북이탈주민인식

0.085**

1.089

0.054

1.056

-0.031

0.970

북한주민 민족/동포

0.605***

1.832

0.282***

1.326

-0.323***

0.724

북한지식 수준

-0.038

0.962

0.035

1.036

0.074

1.076

북한통일 관심도

1.027***

2.792

0.667***

1.948

-0.360***

0.697

한국 갈등수준

0.148

1.160

0.321***

1.378

0.173**

1.188

20대

-0.580**

0.560

-0.332

0.717

0.247

1.280

30대

-0.639**

0.528

-0.559**

0.572

0.080

1.083

40대

-0.114

0.892

-0.106

0.900

0.008

1.008

50대

-0.118

0.888

0.089

1.093

0.207

1.230

교육수준

0.228***

1.257

0.114

1.121

-0.114

0.892

인천경기

0.122

1.130

-0.168

0.845

-0.290

0.748

대전/세종/충청

0.044

1.045

-0.197

0.821

-0.240

0.786

광주전라

0.350

1.419

0.128

1.136

-0.222

0.801

대구경북

-0.075

0.928

-0.333

0.717

-0.258

0.773

부산/울산/경남

0.467

1.595

-0.202

0.817

-0.669***

0.512

기타지역

0.144

1.155

-0.410

0.664

-0.554

0.574

성별

0.499***

1.647

0.047

1.048

-0.452***

0.636

N

1,594

-2 로그 우도

3089.685

2

χ

509.827(p=0.000)
2

Nagelkerke R
** p < 0.05; *** p < 0.01.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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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낙관적 집단과는 달리 통일의 국가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소외적 집단에게 있어서 통일세에 대한 개인적 부담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즉 소외적 집단은 통일이 국가적으로 이익이
될 수는 있으나 자신이 통일에 대한 비용을 통일세를 통해 부담해야 한다는 측면
에서 통일의 개인적 이익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
럼 통일세에 대한 인식이 통일의 이익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난 상황에서 통일세에 관련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고 판단된다.6)
한편 미래의 한국 경제상태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을수록 비관적
집단보다는 낙관적 집단이나 소외적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의 한국 경제상태는 통일의 이익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지니는 집단을
가르는데 있어서 별 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미래의 한국 경제상태가 중
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이라 추정된다. 한편 개인의 경제적 상태는 그것이 현재
이건 미래이건 통일의 이익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통일의 이익에 대해
생각할 때 응답자 본인의 개인적 경제상태는 별로 고려되고 있지 못하며, 그 보다
는 국가적 차원의 경제상태, 그 중에서도 미래의 경제상태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
고 있다고 정리해 볼 수 있다. 이는 마치 투표결정에 있어서 본인의 경제상태보다
는 국가차원의 경제상태에 대한 평가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주장과 일맥상
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결과라 생각된다(Kinder and Kiewiet
1979; Feldman 1982; Markus 1988; Lewis-Beck 1988). 그러나 경제관련 변수
중 자신이 어떠한 계층에 속해 있는지에 대한 인식은 통일의 이익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변수는 낙관적 집단과 비관적 집단을 구분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6) <표 3>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통일세는 이기적 집단과 소외적 집단 그리고 이기적 집
단과 낙관적 집단을 구분하는데 있어서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세를 부담할 의지가 클수록 이기적 집단보다는 소외적 집단이나 낙관적 집단이 될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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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비관적 집단보다는 낙관적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북한
주민을 같은 민족이나 동포로 간주하고 있는가 하는 점은 통일의 이익에 대한 인
식적 격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수는 통일의 민족
적 당위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결과는 통일의 민족적
당위성을 굳게 믿고 있을수록 비관적 집단보다는 낙관적 ․ 소외적 집단이 그리고
소외적 집단보다는 낙관적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
될 수 있다. 민족적 정체성이 약해지면서 통일을 당위적 차원에서 생각하는 사람들
의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일단 통일의 당위성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통일은 국가적/개인적 이익을 동시에 혹은 적어도 국가적
이익만이라도 형성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통일을 비롯한 대북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통일의 이익에 대한 인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비
관적 집단보다는 낙관적 ․ 소외적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소외적 집단
보다는 낙관적 집단이 될 가능성 또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평소에
통일이나 북한에 대해 높은 관심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통일이 국가적 이익이나
개인적 이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지식수준은 통일의 이익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전혀 설명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북한 지식수준 변수가 지니고 있는
영향력이 통일이나 북한에 대한 관심도 변수에 흡수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평소에 대북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연
히 북한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의 갈등수준 변수는 소외적 집단과 비관적 ․ 낙관적 집단을 가르는 주
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즉 한국 사회의 갈등 수준이 과거에 비해 많이 약해졌다
고 생각할수록 비관적 ․ 낙관적 집단보다는 소외적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
이다. 현재 한국 사회의 갈등 수준이 과거에 비해 약해졌다고 평가한다는 것은
통일 한국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회적 갈등이 원만하게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
며, 따라서 통일의 비용이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현 한국 사회의 갈등 수준이 약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비
관적 집단이 되기보다는 소외적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낙관적 집단보다는 소외적 집단에 가까울 수 있다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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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왜 그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였는가? 여기
서 우리가 한 가지 타진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 국민들은 한국 사회의 갈등
수준을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만 고려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다. 그와 같은 갈등 수준이 국가적 차원에서만 고려되고 있다면 이를 개인적 이익
과 연동시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의 갈등수준이 약화되었
다고 생각할수록 낙관적 집단보다는 통일이 국가적 이익만을 형성시킨다고 생각하
는 소외적 집단이 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연령변수 중 20대와 30대 변수는 통일의 이익에 대한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에 비해 20대와 30대는 낙관적 집단이기 보다는
비관적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30대는 60대 이상에
비해 소외적 집단보다는 비관적 집단이 될 가능성도 높게 나왔다. 그러나 40~50대
는 60대 이상과 통일의 이익에 대한 인식의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노정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의 젊은 세대가 통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세간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은 단순히 민족적 정체성이 약한 세대일뿐만 아니라 통일의 이익에 대해서도 국가
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집단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에 포함된 성별변수도 통일의 이익에 대한 인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에 비해 남성은 비관적 ․ 소외적 집단보다는
낙관적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떠한 이유에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통일의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낮게 형성되어 있는지는 <표 3>의
결과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향후 통일의 이익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성별이
가지는 차이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교육
수준 변수도 낙관적 집단과 비관적 집단을 구분하는 의미 있는 요인이 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이 올라갈수록 비관적 집단보다는 낙관적 집단이 될 가
능성이 올라간 것이다. 그러나 교육수준은 다른 집단 간 차이를 설명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관적 집단보다는 낙관적
집단이 되는지 그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보인다.
다만 인지능력이 향상될수록 통일이 국가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을 상승시킬 수
있으며, 이 두 차원의 이익은 서로 연동되어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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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어떠한 요인들이 통일의 이익에 대한 인식적 격차를 만들어 내고 있는
지 살펴보았다. 이념성향, 통일세에 대한 인식, 미래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 통일
의 민족적 당위성, 대북문제에 대한 관심도,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한국 사회
의 갈등 수준, 연령, 그리고 성별 등이 통일의 이익에 대한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통일의 이익에 대해 서로 차별적 인식
을 지니는 네 가지 집단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서론에서 이미 논의한대로 통일의 실용주의적 관점은 통일의 필요성
을 강조하기 위해 경제논리를 적용한 것이다. 경제논리의 핵심은 결국 이익의 측
면으로 수렴된다고 할 때, 통일의 이익에 대한 인식이 통일의 필요성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통일의 실용주의적 관점의 효능성을 파
악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통일의 이익에 대해 차별적인 인식을 지니는 각 그룹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지니고 있는지는 일반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종속
변수는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
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필요하지 않음(=1)에서 매우 필요(=4)까지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는 독립변수
의 구성의 차이에 따라 크게 세 가지 통계모델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통일
의 이익에 대해 차별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는 집단들만 독립변수에 포함시킨 모델
1의 결과부터 살펴보자.
통일의 국가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 모두 발생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비관적
집단이 기준변수로 설정되어 있는데, 모델1의 결과는 이와 같은 비관적 집단에
비해 다른 세 그룹 모두 통일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모델1의 표준화계수를 살펴보면 낙관적 집단 0.536, 소외적 집단 0.369, 이기
적 집단 0.05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일이 국가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낙관적 집단)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으며, 개인적 이익은 몰라도 적어도 국가적 이익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소외적 집단)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강도에 있어서 그 다음
순서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국가적 이익보다는 개인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
하는 이기적 집단도 통일의 필요성의 측면에서 비록 미약하나마 비관적 집단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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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통일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2는 모델1에 통일의 당위성과 대북 관심도 변수를 포함시킨 결과를 보여준
다. 이 두 변수는 앞의 <표 3>에서 이미 사용된 변수인데 통일의 필요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모델에 포함시켰다. 두 변수 모두 통일의 필요성
과 양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북 관심도 변수는 표준화
계수(=0.440)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모델2에 포함된 독립변수 중 통일의 필
요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모델2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점은 이들 새로운 변수들의 영향력이 아니다. 우리가 초
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새로운 변수들이 포함되었을 때 통일의 이익
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지니는 집단들의 영향력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선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기적 집단 변수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상실했다는 점이다. 즉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했을 때 통일의 필요성의 측면
에서 이기적 집단은 비관적 집단과 실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말이다.
그러나 낙관적 집단과 소외적 집단 변수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여전히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변수의 표준화 계수는

<표 4> 통일의 이익에 대한 인식의 격차가 통일의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낙관적 집단
소외적 집단
이기적 집단
북한주민 민족/동포
북한통일 관심도
이념성향

모델1
비표준화
표준화
계수
계수

모델2
비표준화
표준화
계수
계수

모델3
비표준화
표준화
계수
계수

1.017***
0.716***
0.400**

0.559***
0.431***
0.123
0.223***
0.459***

0.522***
0.411***
0.144
0.189***
0.430***
0.002

0.275
0.212
0.019
0.156
0.412
0.005

-0.205***

-0.091

0.536
0.369
0.053

0.295
0.222
0.016
0.184
0.440

20대
30대
북한 적대대상
북한 협력대상
절편
2.387***
2
R
0.269
** p < 0.05; *** p < 0.01.

0.659***
0.495

-0.152***
-0.068
-0.001
-0.003
0.031***
0.085
0.773***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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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0.295와 0.222로 나타나 통일의 당위성 변수(=0.184)보다 오히려 더 큰 영향
력을 종속변수에 대해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통일의 이익에 대한 인식이 통일의 당위성 차원보다
더 중요해졌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매우 흥미로운 결과라 할 수 있다.
모델3은 모델2에 포함된 독립변수 이외에 이념성향, 연령, 북한의 이미지(적대
대상 vs 협력대상) 변수를 추가한 것이다. 모델3에서 추가적으로 더 많은 독립변수
들을 포함시켰음에도 낙관적 ․ 소외적 집단의 통계적 유의미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변수들은 표준화계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대북관심도 변수에 이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두 번째와 세 번째
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했음
에도 불구하고 이 두 변수들이 통일의 필요성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은 통일의 이익에 대한 인식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그만큼 중대한 영향
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통일을
정당화하기 위해 경제논리를 접목시켜 왔던 통일의 실용주의적 접근방법이 통일의
필요성을 증대시키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의 이익에 대해 비관적인 생각을 지니
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응답자의 거의 과반수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은 통일에 대
한 실용주의적 접근방법이 통일에 대한 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이라는 점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만들 수 있는가?

Ⅴ. 결론: 정책적 함의
앞 장의 결과는 통일이 국가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을 모두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낙관적 집단) 적어도 국가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
람들은(소외적 집단)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통일이 필요하다고 느낄 가능성
이 높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이는 통일의 이익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통일의 필요
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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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이익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합의는 아직 요원하기만 한 상황이
다. 낙관적 ․ 소외적 ․ 이기적 ․ 비관적 집단에서 확인되는 통일의 이익에 대한 인식
적 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통일을 둘러싼 이들의
인식적 갈등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표 4>에 나타난 결과를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표 4>에 따르면 통일이 국가적으로 그리고 개인
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낙관적 집단과 개인적으로는 힘들지만 국가적으로는 이익이
된다는 소외적 집단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더 높은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외적 집단보다는 낙관적 집단에서 통일의 필요
성을 더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점 역시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낙관적 집단이 될
수 있도록,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소외적 집단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기적 집단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때 이는 결국 비관적 집단을 어떻게 낙관적이거나 소외적인 집단으로 변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통일이 국가적으로나 개인
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비관론자들을 어떻게 변모시켜 나갈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은 <표 3>의 경험적 결과로부터 유추해 볼 수 있으며, 여기서
는 총 5개의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보수적 이념성향을 지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통일의 이익에 대해 적극적으
로 홍보할 필요가 제기된다. <표 3>의 결과에 의하면 보수주의자들은 통일이 국가
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들이 통일의 이익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관점을 지닐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보수주의자들은 진보주의자들에 비해 국가나
민족과 같은 개념에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통일의 개인적 이익보다는 국가적 이익에 좀 더 친화성을
띨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통일의 국가적 이익을 포용
할 수 있도록 통일의 국가적 이익을 단순히 경제적 차원에 국한시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하고 입체적인 차원에서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20대 ․ 30대와 같은 젊은 세대를 위한 맞춤형 통일 이익론이 만들어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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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3>의 결과에 나타난 것처럼 이들은 비관적 집단에 소속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집단이다. 민족적 정체성도 약하고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관심도 없고, 따라서 통일의 이익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만약 이들이 전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성세대로 성장해 나간다면 향후 한국을
이끌어 갈 중추세력이 통일을 원치 않는 상황까지 갈 위험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이러한 위험성이 현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일이 이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구체성을 띤 청사진이 제시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요즈음 20대의 상당수는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30대는 보다 나은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고달픈 삶을 살아가
는 이들에게 있어서 통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부담은 매우 크게 느껴질 수 있으
며, 따라서 이들은 통일의 이익을 평가절하 하여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들
이 통일의 이익을 평가절하 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통일이 이들의 삶을 어
떻게 긍정적으로 변모시킬 수 있을지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게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단순히 통일이 고용창출을 이끌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는 부족하다. 어떤 분야에서 얼마만큼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혹은 통일이 특정한 직업군을 어떻게 발전
시킬 수 있으며 통일한국에서는 어떠한 직업군이 유망해질 수 있다라는 구체적
설명이 뒷받침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될 때 통일이 되면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제시된 직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그와 같은 취업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들은 통일이 자신에게 매우 큰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통일세에 대한 국가적 합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표 3>의 결과에 의하
면 네 가지 집단을 구분하는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변수 중 하나가 바로 통일세
부담의 의지로 나타났다. 통일세를 부담할 의지가 강할수록 비관적 집단보다는
낙관적 집단이나 소외적 집단이 될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통일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가적 차원에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
황이다.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이 8 ․ 15 경축사에서 통일세 문제를 제기했을 때
강력한 찬반논쟁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갈등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한 논의
를 진척시키기는 어려워진 상황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통일의 이익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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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왜 통일세
가 필요한지 그리고 얼마 정도까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수의 국민이 동의하
는 합의안이 만들어진다면, 통일의 이익에 대한 인식적 격차도 많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다시 한 번 반복하지만 통일의 이익에 대한 인식은 궁극적으로 통일
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통일세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진척되
지 못한 채 갈등의 씨앗으로 남아 있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통일의 이익에 대한
인식의 격차도 여전히 남아 있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
식을 높이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넷째, 민족적 과제로서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한다.
통일의 실용주의적 관점이 득세하면서 통일의 민족적 당위성을 언급하는 것은 마
치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앞 장의 결과는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믿음이 강할수록 통일의 이익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일의 당위성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민족적 정체성이 약화되면
서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이 지니는 효과는 과거에 비해 많이 약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는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통일로
이끄는 강력한 엔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통일의 경제
적 논리와 통일의 민족적 당위성을 하나로 융합시킨 통합논리가 제시될 때 보다
강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통일이나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필요성도 있다. 통일이나 북한에 대한 관심도는 통일의
이익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국민들 차원에서 통일이나 북한에 대한 관심이
올라갈 수 있도록 통일부 등 관계부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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