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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과거: 매해 이탈주민의 추세를 보아옴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경봉쇄

• 10여 년치 데이터 분석
– 눈덩이 표본모집(snowballing sample) vs. 

모집단(population)

– 로짓(문항의 선택지가 2개)과 순위형
로짓(문항의 선택지가 3개 이상)

• 추세 → 어떠한 변수들이 대남인식에 영향을
끼치는가?



북한주민의대남인식

•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이
북한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북한주민의대남인식



북한주민의대남인식



협력대상(sk01의 2) 적대대상(sk01의 5)

교육수준 0.154 -0.415**

(0.164) (0.150)

여성 0.135 -0.195

(0.113) (0.152)

연령그룹 -0.0923 -0.0414

(0.0656) (0.151)

장사경험 -0.0573 0.476*

(0.157) (0.206)

당원 -0.374 0.587*

(0.207) (0.290)

장마당세대 -0.470** 0.199

(0.182) (0.249)

남한친척 -0.134 0.229

(0.0836) (0.178)

공식소득 0.00771 0.0430*

(0.0142) (0.0211)

비공식소득 0.00661 -0.0185

(0.0129) (0.0147)

상수 0.222 -2.095***

(0.149) (0.215)

관측치 1069 1069

="* p<0.05 ** p<0.01 *** p<0.001"



북한주민의대남인식

• 협력대상

– 장마상 세대가 아닐수록(85년생 이전 출생) 
남한을 협력대상으로 바라봄

• 적대대상

–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장사경험이 있을수록, 
당원일수록, 그리고 북한에서의 공식소득이
높았을수록 남한을 적대대상으로 바라봄



북한주민의대남인지도

• ‘4.19 혁명’, ‘5.18 광주항쟁’, ‘88 
서울올림픽’, ‘2002 월드컵’, ‘쇠고기
반대시위,’ ‘세월호’, ‘개성공단 운영’ 등
남한의 중요 정치 사회적 이벤트를 알고
있는지 질문



4.19혁명(sk02a)
5.18 광주항쟁(sk02

b)

88 서울올림픽(sk02

c)
2002월드컵(sk02d)

쇠고기 반대시위

(sk02e)
세월호(sk02f)

개 성 공 단 운 영

(sk02g)

교육수준 0.907*** 0.773*** 0.420* 0.355 0.749** 0.663*** 0.576***

(0.183) (0.188) (0.166) (0.187) (0.242) (0.115) (0.152)

여성 -0.690*** -0.799*** -0.821*** -0.812*** -0.926*** -0.459* -0.320

(0.120) (0.123) (0.0477) (0.0956) (0.194) (0.186) (0.254)

연령그룹 0.281*** 0.160* 0.237** -0.172 0.0311 -0.110 0.189*

(0.0390) (0.0714) (0.0898) (0.139) (0.115) (0.114) (0.0742)

장사경험 0.0629 0.186 0.311 0.255 -0.104 0.220 0.396

(0.203) (0.185) (0.184) (0.136) (0.300) (0.153) (0.214)

당원 0.0594 -0.200 0.155 0.346** -0.228 0.182 0.0304

(0.172) (0.187) (0.172) (0.133) (0.405) (0.121) (0.246)

장마당세대 -0.298* -1.079*** -0.171 -0.295 -0.572** -0.158 0.0569

(0.116) (0.240) (0.148) (0.191) (0.219) (0.343) (0.255)

남한친척 0.198* 0.0822 -0.184* -0.119 -0.239 0.0429 -0.104

(0.0884) (0.115) (0.0921) (0.109) (0.179) (0.146) (0.0666)

공식소득 -0.00836 0.00997 -0.0174 -0.0163 0.0205 0.00287 -0.00307

(0.00930) (0.0183) (0.0105) (0.00836) (0.0270) (0.0188) (0.0278)

비공식소득 0.00857 -0.00808 -0.00361 0.00505 -0.0233 0.00158 0.00762

(0.0101) (0.00625) (0.0117) (0.0150) (0.0126) (0.0198) (0.0120)

상수

관측치 1053 1058 1037 1037 404 643 653

="* p<0.05 ** p<0.01 *** p<0.001"



북한주민의대남인지도

•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남성일수록 더 잘
알고 있음

• 연령대가 높을수록 과거의 이벤트를 더 알고
있음

• 개성공단 운영만이 성별에 따른 효과가 없음

– 상대적으로 더 잘 알려진 결과? (남성 92.54%, 
여성 90.44%)



북한주민의남한문화인식

• 북한은 통제사회

–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간접적으로 북한주민에게
유일하게 끼칠 수 있는 영향



북한주민의남한문화인식



북한주민의남한문화인식



남한문화경험(sk03) 남한문화호감도변화(sk03c)

교육수준 0.673*** -0.263

(0.186) (0.231)

여성 -0.789*** 0.0828

(0.108) (0.239)

연령그룹 -0.364*** -0.234

(0.0799) (0.148)

장사경험 0.840*** 0.851***

(0.185) (0.182)

당원 -0.335** -0.653*

(0.111) (0.280)

장마당세대 0.0905 -0.473

(0.210) (0.315)

남한친척 -0.0790 0.331

(0.172) (0.238)

공식소득 0.00378 0.0491

(0.0193) (0.0265)

비공식소득 0.0161 -0.0352**

(0.0172) (0.0135)

상수

관측치 1070 337

="* p<0.05 ** p<0.01



북한주민의남한문화인식

• 남한문화를 접해본 경험

–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연령대가 낮을수록, 장사
경험이 있을수록, 당원이 아닐수록 접해본
확률이 높음

• 남한문화를 접한 후 호감도 변화

– 장사 경험의 경우 긍정적, 당원의 경우 부정적

– 장사 경험의 경우 남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변수. 문화경험 후 어떻게 되는가?



남한을 적대대상으로 본 장사 유경험자들의 호감도 변화



남한을 적대대상으로 보지 않은 장사 유경험자들의 호감도 변화



남북간이질성에대한인식

• 제한된 남북 간 사회교류로 인해 많은 수의
북한주민이 남북 간 이질성이 높다고 느낌

– 특정한 패턴이 있는가?

– 남한문화 경험은 이질성을 줄이는가?



선거방식(s
k04a)

생활수준(s
k04b)

역사인식(s
k04c)

언어사용(s
k04d)

생활풍습(s
k04e)

가치관(sk0
4f)

가족중시(s
k04g)

사회복지(s
k04h)

돈에 대한
중시 (sk04i)

교육수준 0.315 0.294 0.171 -0.0175 -0.159 0.448 -0.272* 0.359 -0.543**

(0.240) (0.272) (0.176) (0.180) (0.126) (0.313) (0.137) (0.349) (0.200)

여성 0.0324 -0.154 0.435*** 0.378** 0.113 0.178 -0.540* -0.150 -0.0813

(0.247) (0.342) (0.101) (0.124) (0.0893) (0.106) (0.227) (0.308) (0.245)

연령그룹 0.104 0.124 0.0591 -0.0887* 0.0397 0.0406 -0.0674 0.0134 0.0412

(0.0934) (0.101) (0.0538) (0.0392) (0.0682) (0.0766) (0.119) (0.0580) (0.166)

장사경험 0.642** 0.803 -0.116 -0.0670 -0.135 0.291 0.209 0.504 -0.00365

(0.238) (0.414) (0.237) (0.222) (0.187) (0.152) (0.161) (0.371) (0.204)

당원 0.583 0.115 0.0239 0.108 -0.0718 0.281* 0.0120 0.0373 0.407

(0.355) (0.311) (0.183) (0.121) (0.109) (0.124) (0.156) (0.231) (0.350)

장마당 세대 -0.0373 -0.0559 -0.266* 0.235 0.0524 0.0119 -0.116 0.0307 0.00716

(0.193) (0.365) (0.131) (0.135) (0.158) (0.159) (0.466) (0.269) (0.467)

남한친척 0.459* 0.302 -0.128 0.0399 0.0492 -0.0593 -0.0410 0.0267 0.250

(0.225) (0.259) (0.0701) (0.163) (0.121) (0.141) (0.173) (0.143) (0.146)

공식소득 0.00923 -0.000278 -0.00442 0.00461 -0.0125 -0.0201 -0.0567** -0.0340 -0.0533

(0.0318) (0.0222) (0.0166) (0.0243) (0.0185) (0.0158) (0.0213) (0.0479) (0.0312)

비공식소득 0.0102 0.00705 -0.00517 -0.00383 -0.00158 -0.0177 -0.00162 -0.0122 0.0232***

(0.0112) (0.0311) (0.0206) (0.0109) (0.00952) (0.0275) (0.00697) (0.0239) (0.00304)

상수

관측치 1064 685 679 1060 1057 679 378 379 378

="*
p<0.05

** p<0.01
***
p<0.001"



선거방식(sk0
4a)

생활수준(sk0
4b)

역사인식(sk0
4c)

언어사용(sk0
4d)

생활풍습(sk0
4e)

가치관(sk04f)
가족중시(sk0
4g)

사회복지(sk0
4h)

돈 에 대 한
중시(sk04i)

남한문화경험 0.0909 0.109 -0.0849 0.00695 -0.135 0.121 0.134 -0.0956 -0.0685

(0.209) (0.265) (0.204) (0.119) (0.164) (0.138) (0.172) (0.0539) (0.173)

교육수준 0.292 0.260 0.196 -0.0189 -0.130 0.413 -0.289 0.368 -0.533**

(0.220) (0.317) (0.190) (0.178) (0.143) (0.331) (0.151) (0.354) (0.199)

여성 0.0560 -0.118 0.412*** 0.380** 0.0810 0.211 -0.517* -0.170 -0.0915

(0.251) (0.341) (0.0881) (0.121) (0.106) (0.116) (0.211) (0.310) (0.260)

연령그룹 0.118 0.137 0.0490 -0.0879 0.0235 0.0548 -0.0426 0.000753 0.0276

(0.0921) (0.102) (0.0523) (0.0478) (0.0772) (0.0754) (0.138) (0.0502) (0.185)

장사경험 0.621* 0.788 -0.102 -0.0690 -0.0944 0.272 0.157 0.546 0.0249

(0.257) (0.424) (0.263) (0.221) (0.206) (0.157) (0.141) (0.382) (0.170)

당원 0.593 0.138 0.0178 0.109 -0.0809 0.291* 0.0194 0.0305 0.403

(0.348) (0.290) (0.179) (0.119) (0.109) (0.118) (0.168) (0.226) (0.354)

장마당 세대 -0.0344 -0.0611 -0.262 0.235 0.0568 0.00431 -0.0981 0.0257 -0.00418

(0.194) (0.364) (0.136) (0.134) (0.151) (0.166) (0.476) (0.268) (0.483)

남한친척 0.462* 0.312 -0.135 0.0401 0.0465 -0.0484 -0.0530 0.0336 0.255

(0.224) (0.262) (0.0731) (0.161) (0.118) (0.139) (0.186) (0.141) (0.150)

공식소득 0.00912 0.000403 -0.00514 0.00459 -0.0121 -0.0192 -0.0593* -0.0320 -0.0521

(0.0322) (0.0224) (0.0153) (0.0243) (0.0183) (0.0161) (0.0246) (0.0468) (0.0299)

비공식소득 0.00941 0.00510 -0.00371 -0.00388 -0.000978 -0.0202 -0.00109 -0.0128 0.0227***

(0.0116) (0.0299) (0.0189) (0.0109) (0.00923) (0.0290) (0.00641) (0.0240) (0.00256)

상수

관측치 1064 685 679 1060 1057 679 378 379 378

="* p<0.05 ** p<0.01 *** p<0.001"



남북간이질성에대한인식

• 제한된 남북 간 사회교류로 인해 많은 수의
북한주민이 남북 간 이질성이 높다고 느낌

– 특정한 패턴이 있는가? → 찾기 어려움

– 남한문화 경험은 이질성을 줄이는가? →
부정적인 결론



한반도안보와대북지원에대한인식

• 남한의 대북한 무력도발, 북한의 핵위협, 
남한의 대북지원 및 경제투자에 관한 견해



한반도안보와대북지원에대한인식



한반도안보와대북지원에대한인식



한반도안보와대북지원에대한인식

• 남한의 대북한 무력도발

– 2017년 이후부터 낮아짐

• 북한의 핵위협

– 2013년 이후부터 ‘많이 있음‘ 응답은 줄고 ‘약간
있음‘ 응답으로 대체되는 경향



무력도발가능성(sk05) 핵무기 위협(sk06)

교육수준 -0.424** -0.312

(0.156) (0.213)

여성 0.229* -0.111

(0.115) (0.171)

연령그룹 0.0973 0.130

(0.0739) (0.0825)

장사경험 0.00828 0.0652

(0.202) (0.268)

당원 0.326* 0.115

(0.149) (0.304)

장마당세대 0.134 -0.0108

(0.226) (0.168)

남한친척 0.0576 0.432*

(0.0967) (0.168)

공식소득 -0.000350 0.0189*

(0.0156) (0.00931)

비공식소득 -0.0107 0.0285*

(0.0141) (0.0124)

상수

관측치 1069 1068

="* p<0.05 ** p<0.01 *** p<0.001"



한반도안보와대북지원에대한인식

• 남한의 대북한 무력도발

–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여성일수록, 그리고
당원일수록 크게 봄

• 북한의 핵위협

– 남한에 친척이 사는 경우 위협이 된다고 봄

– 북한의 핵역량의 개발을 저지하려는 목적의
대북한주민 여론 설득 작업은 민족주의적 수사를
동원해야 할 가능성?



한반도안보와대북지원에대한인식



한반도안보와대북지원에대한인식



한반도안보와대북지원에대한인식



한반도안보와대북지원에대한인식

• 북한주민의 절반 이상이 꾸준히 대북지원에
대해 안다고 대답

• 대북지원의 규모에 관해서는 늘려야 한다는
답이 다수

• 대북지원 중단도 상당한 숫자이나 2016년
이후부터 하강 추세



대 북 지 원
인식(sk07)

대 북 지 원
효용성(sk0
8)

대 북 지 원
규모(sk09)

대 북 경 제
투 자
효용성(sk1
0)

남 한 의
대북지원(s
k11a)

남 한 의
대북경제투
자(sk11b)

개성공업지
구(sk11c)

교육수준 0.0303 -0.371*** 0.0979 0.212** 0.127 0.312 -0.107

(0.108) (0.103) (0.124) (0.0768) (0.225) (0.175) (0.145)

여성 -0.535*** 0.580* 0.312*** -0.254 0.384** 0.373*** 0.748***

(0.114) (0.246) (0.0644) (0.183) (0.121) (0.104) (0.118)

연령그룹 -0.0279 0.228* -0.124* 0.143 0.107 0.0927 -0.0540

(0.0770) (0.115) (0.0572) (0.188) (0.118) (0.0991) (0.144)

장사경험 -0.0585 -0.249 -0.142 -0.201 0.201 0.209 0.411

(0.105) (0.265) (0.177) (0.275) (0.233) (0.203) (0.272)

당원 0.231 -0.288 0.143 -0.265 -0.0678 -0.151 0.357**

(0.210) (0.260) (0.147) (0.356) (0.233) (0.183) (0.120)

장마당세대 -0.778*** -0.0866 0.313 -0.290 0.478* 0.572*** 0.331

(0.138) (0.0898) (0.161) (0.255) (0.231) (0.165) (0.337)

남한친척 -0.00671 -0.152 0.174 -0.295 0.350* 0.356** 0.255*

(0.135) (0.223) (0.171) (0.227) (0.160) (0.116) (0.106)

공식소득 0.0108 0.0135 -0.0216 0.0411 0.00561 0.0350*** 0.00795

(0.0185) (0.0274) (0.0146) (0.0309) (0.0118) (0.00927) (0.0216)

비공식소득 0.0212* 0.0137 -0.0169 0.0106 -0.0358 -0.0351* -0.0231

(0.0105) (0.0125) (0.0141) (0.0209) (0.0198) (0.0140) (0.0153)

상수

관측치 1069 411 1049 413 653 653 654

="*
p<0.05

** p<0.01
***
p<0.001"



한반도안보와대북지원에대한인식

•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은 성별

– 남성이 더 잘 알고 있으나 여성일수록
대북지원의 효용성을 긍정적으로 보며 규모도
늘려야 한다고 생각. 남한의 대북한 경제투자와
개성공단 운영도 긍정적으로 바라봄

• 또한 남한에 친척이 있을수록
대북지원/경제투자/개성공단 운영에
긍정적으로 반응



남한문화경험과한반도관계

• 접촉이론(contact theory)

– 적대적인 집단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동등한 지위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협력해야
함

– 남한문화 경험은 유일하게 우리가 북한주민과
간접적으로 접촉할 기회

– 대남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협력대상 적대대상 무력도발가능성(sk05) 핵무기 위협(sk06)

남한문화경험 0.383*** -0.526*** -0.393*** 0.136*

(0.110) (0.136) (0.0830) (0.0656)

교육수준 0.0690 -0.304 -0.341* -0.345

(0.184) (0.185) (0.159) (0.216)

여성 0.232 -0.327* 0.144 -0.0775

(0.131) (0.139) (0.124) (0.180)

연령그룹 -0.0440 -0.108 0.0501 0.147

(0.0689) (0.158) (0.0790) (0.0821)

장사경험 -0.165 0.642** 0.131 0.0216

(0.162) (0.208) (0.211) (0.266)

당원 -0.350 0.557 0.299* 0.123

(0.211) (0.299) (0.148) (0.307)

장마당 세대 -0.483* 0.206 0.134 -0.0152

(0.191) (0.249) (0.217) (0.165)

남한친척 -0.128 0.230 0.0567 0.435*

(0.0902) (0.186) (0.0994) (0.169)

공식소득 0.00738 0.0448* 0.00106 0.0185*

(0.0135) (0.0194) (0.0145) (0.00946)

비공식소득 0.00434 -0.0166 -0.00861 0.0283*

(0.0115) (0.0139) (0.0127) (0.0126)

상수 -0.266 -1.496***

(0.235) (0.336)

관측치 1069 1069 1069 1068

="* p<0.05 ** p<0.01 *** p<0.001"



남한문화경험과한반도관계

• 남한문화 경험은 남한을 더욱 협력대상으로
바라보게 만들며 덜 적대대상으로 바라보게
만듦

• 남한의 대북무력도발 가능성을 낮게 봄

•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에 더 위협이 된다고
느끼게 함



대 북 지 원
인식(sk07)

대 북 지 원
효용성(sk08)

대 북 지 원
규모(sk09)

대북경제 투자
효용성(sk10)

남 한 의
대북지원(sk11a)

남 한 의
대북경제투자(sk1
1b)

개성공업지구(sk1
1c)

남한문화경험 0.539*** 0.226 -0.104 0.232 0.167 0.251* 0.270*

(0.113) (0.144) (0.0691) (0.181) (0.136) (0.127) (0.120)

교육수준 -0.0989 -0.434*** 0.120 0.132 0.0943 0.269 -0.148

(0.0944) (0.0861) (0.121) (0.0794) (0.211) (0.177) (0.150)

여성 -0.418*** 0.645** 0.287*** -0.192 0.421*** 0.437*** 0.816***

(0.0999) (0.202) (0.0697) (0.129) (0.102) (0.0833) (0.114)

연령그룹 0.0450 0.253* -0.135* 0.171 0.130 0.129 -0.0168

(0.0694) (0.121) (0.0554) (0.173) (0.124) (0.101) (0.138)

장사경험 -0.210 -0.280 -0.116 -0.239 0.142 0.128 0.327

(0.109) (0.253) (0.174) (0.269) (0.222) (0.187) (0.276)

당원 0.263 -0.258 0.137 -0.242 -0.0630 -0.142 0.374**

(0.204) (0.261) (0.150) (0.369) (0.233) (0.183) (0.123)

장마당세대 -0.798*** -0.0969 0.321* -0.304 0.484* 0.584*** 0.336

(0.124) (0.0721) (0.163) (0.278) (0.224) (0.150) (0.314)

남한친척 0.00766 -0.157 0.172 -0.305 0.357* 0.368** 0.257*

(0.134) (0.230) (0.170) (0.228) (0.159) (0.126) (0.106)

공식소득 0.00918 0.0155 -0.0214 0.0436 0.00378 0.0331*** 0.00507

(0.0175) (0.0281) (0.0147) (0.0312) (0.0110) (0.00866) (0.0206)

비공식소득 0.0180 0.00803 -0.0162 0.00507 -0.0360 -0.0356* -0.0235

(0.0113) (0.0126) (0.0138) (0.0217) (0.0200) (0.0145) (0.0147)

상수

관측치 1069 411 1049 413 653 653 654

="* p<0.05 ** p<0.01 *** p<0.001"



남한문화경험과한반도관계

• 대북지원에 관한 인식에만 긍정적 영향; 
나머지 문항들에게는 영향이 없음



소결
• 압도적으로 남한을 협력대상으로 봄

–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장사 경험이 있을수록, 
당원일수록 적대대상으로 봄

• 교육 수준이 높고 남성일수록 남한의 중요
정치사회적 이벤트를 알고 있음

• 북한주민의 대다수가 남한문화를 한번이라도
접해보았으며 친숙도 또한 높게 나옴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젊을수록, 장사 경험이

있을수록, 당원이 아닐수록 접해본 경험이 있음
– 문화경험 후: 장사 경험=호감도 증가, 당원=호감도

하락



소결
• 남북간 이질성이 높다고 느끼나 어떤 변인이

결정짓는지는 나타나지 않음
• 2017년 이후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낮게 봄

–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여성일수록, 당원일수록 높게
봄

– 남한친척 유무에 따른 북한의 핵무기 위협 증가

• 여성이 대북지원과 투자에 대해 긍정적
• 남한문화 경험: 남한을 더욱 협력대상으로

바라보며 덜 적대대상으로 바라봄,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을 낮추며 북한의
핵무기가 더 위협적이라고 느낌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