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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북한 호감 지수 개발 

- 현 수준 및 개선 방안 도출 -

통일교육전공 오 용 섭 

지도교수 구 갑 우

북한 호감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인자들 중에 정량화가 가능한 것들

을 찾았으며, 없으면 표준화하여 통일부에서 관리하는 주요 통계자료와 남북관

계 주요일지에서 42개의  'x'인자를 발굴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북한 호감 지수'를 ‘y'하여 수학공식 y=f(x)가 성립되는 함

수 ’f'를 찾아 들어갔다. 42개 인자중에서 인자간 다변량 분석과 지수와의 상

관분석으로 20개로 1차 줄였으며 2차로 6개, 마지막으로 4개의 핵심인자를 찾

았다. 선박운항횟수, 탈북민인원수, 경제IT 분야와 남북합의 점유율을 가지고 

북한 호감 지수를 계산하는 방정식을 만들었다. 2017년 실적을 대입하여 적합

성을 검증한 결과, 예측치 52.9점, 실적 54.9점으로 2.0점의 차이를 보였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방정식의 정확도를 높이는 활동들을 병행해 갈 것이다.

이번 논문은 제목에서처럼 어떻게 하여 북한 호감 지수를 올릴 것인가였다. 

4개 핵심인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들을 모니터링하여 개선대책을 마련

해 보았다. 선박운항 횟수를 늘이기 위해서는 UN안보리 국제 대북 제재가 해

소되어야 한다. 탈북민 인원수 역시 탈북민 생활안정과 중국/동남아 탈북자 입

국 지원이 활성화될 때 증가하리라 본다. 또한 경제IT 분야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5.24조치 해제/개성공단 재개 확대가 불가피하며 남북합의에 의한 다

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이 이루어져야 지수 개선이 가능하다.

지난 2007,8년 Best수준으로만 돌아가도 북한 호감 지수가 82.8점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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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최근 평창동계올림픽 북한의 참여로 남북교류의 물꼬가 터졌다. 연이은 

북중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과정이 가시화되

어 남북의 경제협력이 재개되고 사회문화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올해 통일의식 

조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다만 통일의식조사를 7월초에 하다보니 해당년도 1~6월사이에 발생한 인자

들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분석의 한계는 있지만 대북정책에 큰 변곡점이 없

는 기간에는 의미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매년 1월초 북한 신년사에

서 대북관계를 판가름 할 수 있듯이 통일의식 조사 시기를 한해를 결산하는 의

미에서 12월로 옮기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 주제어 : 북한 호감 지수, 식스시그마, 잠재인자, 핵심인자, P-값, 

           상관분석, 다변량분석, 회귀분석, 회귀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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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귀하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이는 국민통일

여론조사 문항중 하나이다. 지원대상인지, 협력대상인지, 경쟁대상인지, 경계대

상인지, 적대대상인지를 백분율로 조사하였으며 2007년부터 매년 동일한 질문

으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통일의식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관심가지는 부분은 북한에 대한 인식을 지원대상과 협

력대상으로 보는 비율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을 경계, 적대대상이 아닌 지원, 

협력대상으로 본다라는 비율이 높아지면 북한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리라 판

단하였다. 

북한에 대한 호감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면 

국가정부가 해야 할 부분과 사회민간단체가 해야 할 부분을 가려 추진할 수 있

고 어디에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하여 본 연구를 시작

하게 되었다. 

제2절 연구범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통일의식조사’는 전국 16개시

도 만 19세이상 74세 이하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통일연구원보다  

200명 더 늘였다. 

실시기간은 7월초에 실시하여 7월말경에 끝나는데 1:1개별 면접조사1)로 진

1) 1,200명(유효표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에 표본 오차는 ±2.8% (95% 신뢰
수준)이며 표본 추출방법은 다단계 층화 계통 추출법임을 알려드린다.



- 2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지원대상 21.8% 21.9% 17.4% 19.3% 16.8%

협력대상 56.6% 57.6% 50.7% 44.7% 47.0%

경쟁대상  3.3%  3.8%  2.3%  3.3%  2.3%

경계대상 11.8% 11.3% 20.6% 20.7% 17.2%

적대대상  6.6%  5.3%  9.0% 12.0% 16.7%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지원대상 15.8% 16.4% 13.5% 17.3% 11.6%

협력대상 47.1% 40.4% 45.3% 35.2% 43.7%

경쟁대상  4.8%  5.6%  4.6%  7.9%  8.2%

경계대상 21.3% 21.2% 22.8% 23.1% 21.6%

적대대상 10.9% 16.4% 13.9% 16.5% 14.8%

행한다. 매년 동일한 질문으로 2017년까지 조사하였으며 이번 연구대상은 

2016년2)까지로 함을 알려 드린다.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13)‘OO님은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지원 대상이다.

  2.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3. 우리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4.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5.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 대상이다.’

< 표1-1 > 매년 북한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

                   출처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통일의식조사 

2) 2017년 설문조사 결과는 2018년 3월경에 해당 연구원 홈페이지에 등록되었으며 연구
를 시작할 당시에는 2016년 자료까지만 제공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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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이론적 논의

북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인자(factor)를 무엇으로 가져가느냐에 대

해 기존 연구들을 알아 보았다. 이상신(2014)은 북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한국사회 정치적 갈등의 중요한 축이며 한국인들이 가진 북한의 이미지 차이에 

이념과 정당일체감, 지역주의는 북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통일

효용성, 특히 통일이 자기 자신의 이익에 미치는 정도는 북한 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또 다른 하나는 우파 권위주의적 성향, 혹은 반민주주의적 성격

은 부정적 영향으로 드러났다.3) 

 최근 발표한 통일의식조사4)에서 한국인의 대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群으로 남북한 타결된 합의, 북한 당대회, 남북한 마라톤 회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처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군사분야에서 찾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에서 실시한 통일여론5) 자료에 의하면 인자에 의한 영향보다는 세대별, 이념

별로만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통일부에서 발행되는 통일백서6)에서는 크게 대북정책, 남북 교

류협력, 인도적 문제해결, 남북대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통일교육으로 분류

하였고 남북관계 주요일지, 남북관계 주요통계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매년 통일의식조사를 해 온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조차도 남

북관계의 사건이 북한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효과와 강도는 어느 정

도인지 통계적으로 엄밀하게 검증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사건이 미친 영향을 개괄적으로 파악하는데 독립변수로 다루는 것으로 북한이 

주도적으로 일으킨 북한발 사건과 남북협력 사건으로 나누고 있다.7) 

3) 이상신, 북한 이미지 결정요인 연구 : 북한에 대한 인식과 남남갈등, 21세기 정치학회
보 제24집 3호 2014, pp. 205-209  

4) 정근식외, 2016 통일의식조사(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년), pp.  
60-66 

5) 김영수외, 2017 통일여론 1/4분기(서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17년), pp.  
40-42 

6) 조명균, 2018 통일백서(서울: 통일부, 2018년), p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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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김병로(2017)가 다루는 독립변수로써의 개개의 사건도 핵실험

과 천안함·연평도 사건, 금강산관광객 피살사건, 대남구도 위협, 남북정상회담, 

남북공동행사등으로 나누고 있다. 대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8)은 당해년도 

발생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방송과 신문에 여과없이 보도되면서 변화를 가져

온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앞에서 알아본 몇몇 연구에 의하면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로 

통일효용성, 남북한 타결된 합의, 세대/이념, 남북 교류협력, 북한발 사건과 남

북협력 사건등 범주형태9) 사건을 가지고 정성적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을 독립변수 인자로 

구성하여 이렇게 도출된 인자들을 가지고 계량/계수형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여 

인자별 북한에 대한 인식변화 상관분석을 통해 영향도가 큰 순으로 선택과 집

중이 가능한지를 알아 보려고 한다.

  1. 연구방법

이번 연구방법은 지금껏 매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분석해오던 

방식10)과 주를 이루던 정성적 분석과 달리 제조현장에서 불량개선이나 수율향

상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식스시그마를 대부분의 회사에서 지금도 

7) 김병로, 남북관계의 사건이 통일의식에 미치는 효과, 통일과 평화 9집 2호 2017, 

    pp. 158-159
8) 김재기, 대학생들의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인식과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한국시민윤 

     리학회보 제26집 2호,  pp. 81-83
9) 남자,여자로 조사대상 분류, 질병의 치료 결과를 악화, 현상유지, 호전등으로 분류.
10) 해당 조사년도 기간동안의 남북관계 주요행사를 나열식으로 정리하였으며 이로 인

    해 전년도대비 증감하였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영향을 미치는 유관변수로 설

    문대상자의 지역, 종교, 연령, 가구소득, 가구소득계층, 사회계층(상/중/하), 도시화(대
도시/중소도시/읍면), 정치성향, 지지정당을 가지고 상관분석을 하였다. 이들 변수의 산
포는 매년 오차범위내에서 차이가 없다라는 가설이 성립할때만이 설문조사로써의 신뢰
성을 가져 갈 수 있다. 따라서 조사년도별 차이정도 만큼 이들 변수에서도 보인다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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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고 있다. ‘측정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개선할 수 있다.라는 명제로 접근

하는 것으로 제조현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문제해결방법을 사회인문학, 특히 

남북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였다. 식스 시그마에 

대한 기본 로드맵11)을 따라 이번 연구를 추진한다.

통일의식조사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중에서 지원, 협력대상에 대한 점유율 합

(合)을‘북한에 대한 호감(好感)12) 지수(줄여서 북한 호감 지수)’로 정의하

며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북한 호감 지수(%) = (지원대상 점유율 + 협력대상 점유율)

북한 호감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이론적 논의에서 나온 주요 인자들

로는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기에 한계가 있어 이를 측정가능한 인자로 변환를 

시도하였다. 우선 ‘통일효용성’은 남북한 경제/문화교류협력과 연관성이 있어 

분야별 주요 통계자료로 변환하였고 ‘남북한 타결된 합의’는 국가간으로 넓

혀 국제관계로 보아 남북관계 주요일지 자료를 가지고 계수화 전환하였다.‘세

대/이념’은 결국 정치/사회영역에서의 인자로 구분하고 ‘북한발 사건’은 군

사안보 측면에서 고려될 분야이며 ‘남북협력 사건’은 통일부에서 관리하는 

주요통계 자료와 관련지을 수 있다.

따라서 통일부에서 정리된 연도별 월별 ‘남북관계 주요일지’와 ‘주요통

계 자료’를 근거로 지수와 인자별 상관관계를 통해 핵심인자를 찾아가는 방법

을 택했다.

먼저 통일부에서 정리한 연도별 남북관계 주요일지를 7개 분야, 8개 국가대

11) 제품/서비스 및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정의, 측정,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는 다섯 단계를 
의미하며 문제를 정의하는 define단계, 문제의 현수준과 개선목표, 잠재적 원인을 파악
하는 Measure단계,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잠재인자를 찾아가는 Analze단계, 해결책과 
개선결과를 도출하는 Improve단계, 어떻게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인가 Control단
계로 각 단계 앞머리글자를 따서 DMAIC라고 한다.

12) 좋게 여기는 감정, 호감정과 같은 말이며 북한어로 좋게 여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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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분야 국가대상 주요통계 자료

2007년 ~ 

2016년

(상반기, 하반기)

정치통일 남한 탈북민 입국

법행정 북한 방북인원

군사안보 미국 금강산/개성관광

경제IT 중국 이산가족 상봉

사회문화언론 일본 남북회담 횟수

통일교육 러시아 대북지원

사람 EU(유럽연합) 남북선박운항횟수

- UN(국제연합) 남북차량운항횟수

상별로 분류하였으며 주요통계 자료는 수치화 할 수 있는 것으로 간략하게 정

리하면 표1-2와 다음과 같다.

< 표1-2 > 잠재인자 개략적 정리

       출처 : 통일부 홈페이지 > 남북관계 주요일지, 주요사업 통계 자료

 본 연구는 계량/계수형 정량적 분석으로 계량형태 독립변수로서의 통계자

료와 계수형태 독립변수로서의 분야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에 행정입법, 

군사안보를 추가하였으며 사람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귀순, 탈북, 월남등을 

별도의 카테고리로 가져가며 국가대상은 주요 국가와 국가간 상호작용(남북한, 

북미, 한중, 북러 等) 을 감안하여 지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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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북한 호감 지수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제1절 북한 호감 지수 추이

  

  1. 북한 호감 지수 추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2007년부터 실시한 통일의식 조사 결과를 

가지고 북한 호감 지수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그림 2-1 > 북한 호감 지수 추이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지나 2008년에 정점을 찍고 이후 매년 감소

하여 60%대를 유지해 오다가 2013년도에는 50%대로 떨어진다.

북한 호감 지수 80%라는 의미는 국민 10명중 8명은 북한을 지원, 협력대상

목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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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본다라는 것이며 북한 호감 지수 40%는 역으로 국민 10명중 6명은 북한

을 경쟁, 경계, 적대대상으로 간주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호감 지수 목표는 100%이다. 이는 국민 모두가 북한을 지원, 협력대

상으로 본다는 것인데 1차 목표는 80%로 잡고 이를 위한 인자 발굴과 개선전

략을 수립코져 한다.

제2절 지수 영향 인자 발굴 및 데이터 분석

  1. 영향인자 발굴(통계자료/분야별/국가별) 

잠재인자를 크게 미시적, 분야별, 국제관계를 구분하였다. 미시적은 남북한 

주요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하였으며 미시하게 관리가능하며 분야별과 국제관계

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남북관계 주요일지를 분석하여 계층화하였다.

미시적 잠재인자는 통일부에서 취합하는 통계자료중에서 정량화가 가능한 

항목으로써  인원수, 횟수, 물동량, 지원금액관련 인자들로 선별하였으며 

분야별과 국제관계 잠재인자는 2007년부터 매년 매월 진행된 남북관계 주

요활동을 정리한 일지를 분석하여 층별화하여 선별하였으며 잠재인자를 최대한 

많이 꺼집어 내었다.

분야별 잠재인자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행정, 군사안보에 통일교육과 사

람을 추가하여 계층화하였으며 국제관계는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남북한포

함 주변 6개국의 국제관계, EU, UN까지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미시적 17개, 분야별 7개, 국제관계 18개, 총 42개의 잠재인자를 

발굴하였으며 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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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적 분야별 국제관계

방북인원 정치통일 남한단독

방남인원 법행정 북한단독

방북/방남인원합계* 군사안보 남북합의

탈북민인원 경제IT 한미관계

선박운항횟수 사회문화 북미관계

금강산관광인원 통일교육 한중관계

개성관광인원 사람 북중관계

관광인원합계* - 한일관계

가족상봉인원 - 북일관계

남북회담횟수 - 6자회담

대북지원금액 - UN안보리

경의선운행횟수 - 한러관계

동해선운행횟수 - 한미일관계

운행횟수합계* - EU(유럽연합)

경의선물동량 - 한중일관계

동해선물동량 - 북러관계

물동량합계* - 남북미관계

- - 미중관계

< 표 2-1 > 1차 발굴한 잠재인자 

미시적 잠재인자는 관광인원, 방문인원, 운행횟수, 물동량에 대해서는 

개별분석과 합계(4개인자)를 추가하여 분석하였으며 국제관계는 주요일지상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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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자간 데이터 분석(다변량 분석)

북한 호감 지수와 잠재인자간의 상관성을 파악하기에 앞서 우선 잠재인자간  

다변량 주성분분석13)을 통해 회귀분석의 오류를 감소시켜 검증의 정합성을 높

이고저 하다. 

    가. 미시적 잠재인자(주요통계 자료) 

                출처 : 미니탭 18 > 통계분석 > 다변량 > 주성분분석

첫 번째 주성분이 전체 분산의 67.6%를 나타내며 첫 번째 주성분(PC1)과 

13) 주성분 분석은 일련의 분석 단계 중 한 단계로 다중 공선성을 피하거나 관측치에 

     비해 예측 변수의 수를 줄이기 위해 회귀 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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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상관 관계가 높은 변수는 동해선물동량(0.331), 선박운항(0.329), 동해선 

운행횟수(0.328), 대북지원(0.327) 및 금강산관광(0.326)이다. 첫 번째 주성

분은 이 다섯 변수 모두와 양의 상관 관계가 있으며 이들 값을 증가시키면 첫 

번째 주성분의 값이 증가하며 처음 다섯 주성분이 데이터 변동의 98.9%를 설

명한다.

    나. 분야별 잠재인자(정치/경제/사회문화외) 

           출처 : 미니탭 18 > 통계분석 > 다변량 > 주성분분석

첫 번째 주성분이 전체 분산의 37.4%를 나타내며 첫 번째 주성분(PC1)과 

가장 상관 관계가 높은 변수는 경제IT(-0.565), 법행정(-0.528), 사람

(0.394), 군사안보(0.386) 및 정치통일(0.289)로 처음 다섯 주성분이 데이터 

변동의 96.5%를 설명한다.

미시적 분석결과는 달리 주요 변수군이 음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져감으로 

주성분 영향은 없지만 ‘경제IT’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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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국제관계 잠재인자(남북/주변국가외) 

국제관계 인자 18개중에서 해당년도에 데이터가 없는 인자들이 있어 총 10

개중에 6개이상 있는 인자만을 가지고 계산하였다.

               출처 : 미니탭 18 > 통계분석 > 다변량 > 주성분분석

첫 번째 주성분이 전체 분산의 35.6%를 나타내며 첫 번째 주성분(PC1)과 

가장 상관 관계가 높은 변수는 남북합의(-0.588), 북한단독(0.553), 북중관계

(0.491), 북미관계(0.285) 및 남한단독(0.150)으로 처음 다섯 주성분이 데이

터 변동의 98.4%를 설명한다.

국제관계 분석결과도 분야별과 마찬가지로 주요 변수군이 음과 양의 상관관

계를 가져감으로 주성분 영향는 없지만 ‘남북합의’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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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분야별 & 국제관계 잠재인자(주요일지 자료) 

분야별 / 국제관계 인자는 남북관계 주요일지 내용만을 근거로 층별 구분하

였기에 합쳐서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출처 : 미니탭 18 > 통계분석 > 다변량 > 주성분분석

첫 번째 주성분이 전체 분산의 38.1%를 나타내며 첫 번째 주성분(PC1)과 

가장 상관 관계가 높은 변수는 남북합의(-0.426), 경제IT(-0.409), 북한단독

(0.409), 법행정(-0.390) 및 북중관계(0.150)로 처음 다섯 주성분이 데이터 

변동의 92.9%를 설명한다.

분야별/국제관계 분석결과도 주요 변수별로 음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져감으

로 주성분 영향은 없지만 ‘남북합의’,‘경제IT', '북한단독’순으로 높게 나타

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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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수/인자간 데이터 분석(상관분석)

잠재인자 분석은 북한 호감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별 그래프 분석과 상

관분석을 실시하며 그래프 분석은 데이터의 중심 성향, 분포 형태, 비율, 변화

추이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주며 상관분석은 두 개의 변수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를 판별하는 분석 방법이다.

    가. 미시적 잠재인자(주요통계 자료) 

      (1) 방북 인원 현황

방북인원수가 2008년 정점을 찍으면서 2009년 연 7만명정도 감소한 상태

로 유지되어 오다가 2016년 2월 개성공단폐쇄이후 극감함.

< 그림 2-2 > 방북 인원 현황과 북한 호감 지수 추이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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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도 북한 호감 지수가 2009년 갑자기 큰 폭으로 감소한 시점과 동

일한 유형을 가진다. 

상관계수14)가 0.69로 나오며 2015년까지를 분석하면 0.74정도로 높고 나

타난다. 이는 방북 인원수가 증가하면 북한 호감 지수도 함께 증가한다라는 것

을 의미한다.

      (2) 탈북민 입국현황

탈북민은 그림 2-3에서처럼 2011년을 기점으로 천명이상 감소하였다.   

북한 호감 지수가 2008년을 기점으로 감소한 것을 보면 3년정도 후행함을 알 

수 있다. 

 

< 그림 2-3 > 탈북민 입국 현황과 북한 호감 지수 추이

14) 상관분석에서 나오는 값으로 표본으로부터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의 크기를 나타내

    며 절대치가 0 ~ 1사이이며 1에 가까울수록 두 변수에 상관관계가 높다.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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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계수는 0.8정도로 북한 호감 지수가 나빠지면 탈북민들의 입국에 영향

을 준다라고 볼 수 있다.

      (3) 금강산관광/개성관광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2008.7.11일)으로 개성관광까지 폐쇄되면서 2009

년 이후 북한 호감 지수 감소에 직접적인 영항을 미쳤으며 상관관계 지수는 가

장 높게 나타나는데 금강산 관광과는 0.82이며 개성관광과 합친 경우에는 

0.86이다. 북한관광으로 매년 30만명이상이 북한땅을 밟았으며 이는 전체 인구

의 0.6%이지만 관광 다녀온 사람들의 주변 가족까지 생각한다면 파급력이 크

다라고 판단된다.

< 그림 2-4 > 금강산/개성관광과 북한 호감 지수 추이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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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산가족 상봉(정부/민간차원 포함)

이산가족 상봉 인원수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가족상봉에 함께 화상

상봉15)까지 포함된 수치이다. 

상관계수는 0.47로써 전체 이산가족들의 상봉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

은 상황에서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 그림 2-5 >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 호감 지수 추이

15) 이산가족중 거동이 불편해 대면상봉이 어려운 고령의 이산가족들에게 화상으로

    나마 상봉의 기회를 마련해주고자 실시한 행사로써 2005년 8월 15일 제1차 화상

    상봉을 시작으로 2007년 11월 15일 제7차 화상상봉에 이르기까지 총 7차례에 

    걸쳐 3,748명의 이산가족이 만남을 가졌다. 화상상봉의 의미는 상봉인원의 증대 

    및 재상봉의 기회 등으로 이어짐으로써 이산가족 상봉의 새로운 풍속도를 제시함은

    물론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유의미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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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남북회담 횟수(정치/군사/경제/인도/사회문화 포함)

남북회담 역시 이산가족상봉처럼 간헐적이면서 이벤트성 행사에는 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상관계수는 0.46이다.

< 그림 2-6 > 남북회담 횟수와 북한 호감 지수 추이

남북회담 역시 2008년이후 급격히 감소하다가 2013년 새정부이후 조금 증

가하다가 개성공단 폐쇄이후 전무하다.

(단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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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대북지원(일반구호/농업복구/보건의료포함)

대북지원과 북한 호감 지수는 그림상으로도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며 상관

계수가 ‘0.72’로 상관관계가 다소 높다라고 할 수 있다.

< 그림 2-7 > 대북지원과 북한 호감 지수 추이

대북지원도 2008년 MB정부로 바뀐 이후 식량차관은 전무16)하며 무상지원

도 급격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16) 통일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0년 1,057억원으로 시작하여 2007년 1,505억원을 마
지막으로 지원하였음.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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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남북선박운항횟수 

남북선박 왕래운항횟수도 2007년을 기점으로 매년 급격히 감소하다가 

2016년도에는 1건도 운항되지 않았다. 상관계수가 0.88로 강한 상관관계를 가

진다.

< 그림 2-8 > 남북선박운항횟수와 북한 호감 지수 추이 (단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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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차량운행 횟수(경의선/동해선포함)

아래 그림에서처럼 차량운행과 북한 호감 지수와는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난

다. (상관계수 = 0.43)

< 그림 2-9 > 차량운행 횟수와 북한 호감 지수 추이

여기서 개성공단과 관련있는 경의선을 빼고 동해선부분만 파악하면 그림

2-10과 같다. 즉 상관계수가 0.84로써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단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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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0 > 동해선 차량 운행 횟수와 북한 호감 지수 추이

동해선의 경우 금강산관광이 폐쇄된 2008년이후 차량운행은 급속도로 감소

하여 2010년 5.24조치이후에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차량운행이 대부분이며 

2016년 2월 개성공단폐쇄이후에는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중단되어 차량운행이 

없다.

(단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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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물동량(경의선/동해선포함)

아래그림에서처럼 물동량과 북한 호감 지수간 상관계수는 0.76으로 강한 상

관관계를 보인다. 차량운행과 마찬가지로 2016년 2월이후 물동량이 급격히 감

소함에 2015년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 그림 2-11 > 물동량과 북한 호감 지수 추이 (단위: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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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미시적 잠재인자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각 인자별 년도별 실적과 상관계수를 정리하면 아래 표2-1과 같다.

< 표 2-2 > 미시적 잠재인자별 실적 및 상관계수

출처 : 통일부 홈페이지 > 주요사업 > 주요사업 통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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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야별 잠재인자(정치/경제/사회문화외) 

분야별 잠재인자들은 미시적 잠재인자 달리 북한 호감 지수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해당년도에서 발생한 남북관계 주요일지에 기록된 활동중에

서 인자(분야)별로 영향도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통일의식조사가 7월초에 시작하여 7월말까지 이어지다보니 년도별 8월이후 

남북관계 활동이 차년도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조사년도는 전년도 8

월부터 해당년도 7월까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표 2-3 > 조사년도별 남북관계 주요일지내 분야별 내용 횟수

이번 분야별 잠재인자 분석은 (7개) 인자별 내용 점유율과 북한 호감 지수

와의 상관관계로 알아보았다.

점유율로 가져가게 된 이유는 위의 표에서처럼 년도별 남북관계 주요일지 

내용이 10년사이에 8배(2007년 102건 → 2016년 809건) 가까이 증가하였으

며 이는 정치통일과 군사안보 분야의 내용 증가가 눈에 띄인다.

이는 2차례 보수정권(2008~2016년)이 이어지면서 교류협력보다는 잦은 

군사도발 (핵실험포함)로 제재압박이 주를 이룬 것과 맥이 이어진다.

따라서 내용건수17)는 추이만 보고 지수와의 상관분석은 해당년도 분야별 점

유율로 전환하여 분석하였다. 

17) 남북관계 주요일지에서 한 단락을 1건으로 인정하여 집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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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통일

정치통일은 정부부처에서 발표한 성명, 담화등을 의미하며 상관계수가 

-0.67로써  점유율이 높아지면 북한 호감 지수는 감소 추세를 보인다.

< 그림 2-12 > 정치통일 점유율과 북한 호감 지수 추이

정치통일은 전체 내용중 30%대를 유지해 오다가 2013년도에는 60%까지 

상승한 뒤 40~50%대를 이어오고 있다. 조사년도 2013년도는 정권교체기로써 

남북이 주고받는 말폭탄18)이 특히 심했던 해이기도 하다.

18) 1.외교통상부 대변인, 미사일 발사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철회 요구(121201)

    2.‘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한 엄중한 도발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

    3.北 조평통 서기국, 박근혜 후보의 대북정책 선거공약 관련 ‘공개 질문장‘ 발표

      ①6.15, 10.4선언 이행, ②자유민주주의질서下의 통일, ③先핵포기, ④한미동맹 

      강화,  ⑤北 인권법 제정, ⑥5.24조치 해제, ⑦現정부 대북정책 승계 여부 등

   4.北 국방위 대변인 담화 "오늘 남북관계는 지난 5년처럼 또다시 대결과 전쟁이냐 

    대화와 평화냐 하는 엄숙한 기로에 놓여있다"고 주장(130102)

   5.北 조평통 대변인 성명 △‘동족대결에 매달리면 전쟁을 피할 수 없다.(130102)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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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행정

상관계수가 0.56로써 법행정 점유율이 낮아지면 북한 호감 지수는 감소 추

세를 보이는데 횟수가 적어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 그림 2-13 > 법행정 점유율과 북한 호감 지수 추이

2007년도에 점유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남북경협관련 내용19)이 대부분이다.

19) 1.개성공단 출입 승인절차 간소화(출입신청 30일전-> 7일전) (060831)

   2.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치범 제재 철폐’‘이주 

     자유 보장’ 등 10개항 권고(060927)

   3.미, 국가정보국 ‘북 핵실험 맞다’ 공식 확인(061016)

   4.금강산 관광사업 지원 정부보조금 중단 결정(청와대 송민순 안보정책실장 브리핑)

   5.북 인권결의안 정부 첫 찬성 투표(061116)

   6.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북한주민의 인권상황 파악차방한(12.14~18)

   7.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와 대북 전략물자(기술포함) 사전판정 업무위탁 협약체결

   8.『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수정·보충합의서』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채택(070418)

   9.『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제정·공포(070427)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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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군사안보

군사안보는 군사적 도발, 사건사고, 실험등이 포함되며 상관계수가 -0.34로

써 군사안보 점유율과 북한 호감 지수간에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 그림 2-14 > 군사안보 점유율과 북한 호감 지수 추이

군사안보는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2009년(2차 핵실험), 2010년(천안함 피격사건), 2016년(4차 핵실험)  

주요 사건20)이 점유율 증가로 이어진다.

20) 1.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 통지문, 12.1부터 개성공단 관광 차단, 열차운행 불허

      등을 포함한 ‘중대조치’ 실시 통보(081124)

    2.11:30 北, 장거리 미사일 발사(함경북도 무수단리 발사장)(090405)

    3.北, 2차 핵실험(090525)

    4.천안함 피격사건 발생(100326)

    5.北 함경북도 길주군 북쪽 49km 인근에서 4차 핵실험(160106)

    6.北, 동창리에서 장거리 미사일 1발 발사(160207)

    7.北,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로 단거리미사일 6발 발사(160303)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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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경제 IT

상관계수가 0.80로써 경제 IT 점유율과 북한 호감 지수와의 상관관계는 상

당히 높은 수준이다. 다시 말해서 경제IT 관련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을수록, 점

유율이 높을수록 북한 호감 지수는 증가 추세를 보인다.

< 그림 2-15 > 경제 IT 점유율과 북한 호감 지수 추이

조사년도 2008년은 2007년 8월 ~ 2008년 7월까지로 참여정부에서 MB정

부로 바뀌는 시기로 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시기라 경제IT가 가장 활발한 

때21)이기도 하다.

21) 1.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개성)(071120)

    2.남북농업협력(양돈)사업 북한 현장답사(평양)(071127)

    3.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개성)(071128)

    4.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제1차 회의(개성)(071201)

    5.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제1차 외의(서울)(071204)

    6.제3차 기술지원단 북한 경공업 현장방문 및 기술지원(평양 소재 4개공장)(071204)

    7.경의선(도라산)물류센터 준공식(071201)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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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회문화

상관계수가 0.11로써 사회문화 점유율과 북한 호감 지수와의 상관관계는 작

은데 이는 사회문화 내용은 2007년이후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그림 2-16 > 사회문화 점유율과 북한 호감 지수 추이

점유율 측면에서는 2011년(2010년 8월 ~ 2011년 7월)이 가장 왕성했던 

해로써 주요 내용22)은 이산가족 상봉관련 이다.

22) 1.<제3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개최>(101001)

    2.10.20~11.5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키로 합의

    3.※ 상봉 정례화 등 인도주의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해10.26~10.27 개성

      에서 적십자회담 개최(101001)

    4.<통일부 명의 통지문(→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101012)

    5.적십자회담 및 이산가족상봉 행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금강산관광문제 논의를 

     위한 당국간 회담 관련 입장 추후 통보하겠다는 의사 전달(101012)

    6.남북적십자회담 (→ 11.25 적십자회담 개최 합의)(101026)

    7.이산가족 상봉행사 (1차 : 10.30~11.2, 2차 : 11.3~11.5)(101030)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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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통일교육

상관계수가 0.22로써 통일교육 점유율과 북한 호감 지수간 상관관계는 횟수

가 적어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 그림 2-17 > 통일교육 점유율과 북한 호감 지수 추이

교육과 관련해서는 남북관계 주요일지상에 많지 않은데 이는 남북이 함께 

진행해야 할 부분이 적다.23)

23) 1.통일부,새터민 취업지원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취업연계프로그램 업무협약 

      체결(노동부 안양지청, 현대호텔관광직업전문학교, CJ푸드빌)(071213)

    2.北 조평통 서기국 보도, 「2008 통일교육지침서」 비난(080524)

    3.통일부장관, 민주평통 운영·상임위원회 강연(081205)

    4.대통령, 통일교육원 통일정책최고위과정 강연(120402)

    5.- ‘국민들이 통일을 생각해야 함.‘ ‘통일항아리를 만든 자체가 의미‘

    6.통일교육원 개원 40주년 기념식(정부청사별관)(120501)

    7.'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발기인 총회(120619)

    8.'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발대식 및 통일항아리 토크쇼 개최(120712)

    9.대통령, 통일항아리에 금일봉 기부(120716)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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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사람(귀순, 탈북, 월북等)

상관계수가 -0.71로써 사람관련 점유율이 높아지면 북한 호감 지수는 감소 

추세를 보인다. 이 역시 조사년도 초기에는 횟수가 적어 상관관계 분석하기에

는 어려움이 있다.

< 그림 2-18 > 사람 점유율과 북한 호감 지수 추이

교류협력이 이루어지던 시기에는 귀순, 탈북등 사람관련 내용이 줄다가 제재

압박이 이루어지던 시기에는 급증24)함을 알 수 있다. 

24) 1.北, 억류중인 美 관광객(매튜 토드 밀러)에게 6년의 노동교화형 선고(140914)

    2.北, 억류 미국인 2명(케네스 배, 매튜 토드 밀러) 석방(141108)

    3.정부,억류 미국인 석방을 환영하며, 북한이 김정욱 선교사 석방·이산가족상봉 등 

    4.남북간 인도주의적 문제해결에도 적극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외교부대변인논평)

    5.정부, 독도 근해서 표류하다 구조(12.19)된 北 어선을 북측으로 송환(141223)

    6.北, 불법 입북한 우리측 주민을 판문점을 통해 인도(141226)

    7.정부, 북한의 우리 국민 억류 및 북한의 주장에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즉각

      송환 등을 촉구(통일부 대변인 성명)(150327)

    8. 이러한 내용의 대북통지문을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북한은 수령을 거부(3.27)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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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분야별 잠재인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표 2-4 > 분야별 잠재인자별 점유율 및 상관계수 

북한 호감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별 잠재인자에는 경제IT 분야로써 

상관계수 0.8로서 경제IT 이슈가 많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남북 경제협력(경

협), 개성공단관련 내용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사람(r = -0.71)이나 정치

통일(r = -0.67)은 (-)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 역시 남북관계가 좋은 시기

에는 정치적 이슈나 탈북, 월북에 대한 이슈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추정이 가

능하다. 

그런데 사회문화 이슈와 북한 호감 지수와의 상관계수가 0.11로써 사회문화 

역시 경제IT처럼 유사추이를 보일거라 생각했는데 완전 딴판의 결과를 보였다. 

이는 사회문화 교류가 남북관계와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반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산가족상봉이나 스포츠교류가 한 예가 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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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국제관계 잠재인자(남북/주변국가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반도 운전자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주변 국가들

과의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이번에는 남북을 포함, 6

자회담 당사국과 EU, UN까지 포함시켜 분석해 보기로 하였다.

이번 국제관계 잠재인자별 북한 호감 지수와의 상관관계 역시 분야별 잠재

인자 분석방법과 동일하게 분석하였으며 대상별 점유율과 북한 호감 지수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 표 2-5 > 조사년도별 남북관계 주요일지내 국가별 행동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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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남한단독

상관계수가 -0.42로 남한단독으로 추진한 것만으로는 북한 호감 지수에 미

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다.

< 그림 2-19 > 남한단독 점유율과 북한 호감 지수 추이

조사연도가 2011년은 2010년 8월 ~ 2011년 7월까지인데 천안함 피격사

건이후 남북한간 말폭탄과 연평도 해전이 일어났던 시기로 남한 단독으로 성명

서, 정부입장등이 많았다.25)

25) 1.<통일부 대변인 브리핑, 정부입장 발표>(110109)

    2.△1.5 北 연합성명의 연장선, △형식등으로 볼 때 진정성 있는 대화 제의로 보기

     어려움, △구체적 상항 일부 포함되어 있어 향후 북한 태도 보면서 대응방향 검토

    3.<통일부 대변인 논평> : 북한의 대화제의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110101)

    4.△남북간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대한

     책임있는 조치 및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 ②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이

     필요하고, 우리는 이를 위한 남북 당국간 만남을 제안, △북한이제안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려면, 위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남북 당국간 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110101)     

(단위:%)



- 36 -

      (2) 북한단독

상관계수가 -0.64로써 합의안 된 상태로 북한단독으로 추진한 것이 남한단

독으로 추진한 것보다 북한 호감 지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즉 북한

단독이 많을수록 북한 호감 지수는 감소함을 추이에서 알 수 있다.

< 그림 2-20 > 북한단독 점유율과 북한 호감 지수 추이

2009년, 2010년, 2013년도에는 2,3차 핵실험과 천안함 피격사건26)으로 

남북관계가 최악일때로 오히려 남한단독보다는 상관계수 절대치가 높게 나타나 

북한 호감 지수에 악영향을 더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6) 1.北, 2차 핵실험(090525)

    2.北, 김대중 전 대통령 유가족에 김정일 조전 발송 보도(중통)(090819)

    3.북한 경비정 서해 대청도 해상 NLL 침범, 퇴거조치(대청해전)(091101)

    4.천안함 피격사건 발생(100326)

    5.北 이산가족면회소 등 5개 시설 동결, 면회소 관리인원 추방(100413)

    6.北 함북 길주군 풍계리 지역에서 3차 핵실험 강행(130212)

    7.北, 동해안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5기 발사(130518)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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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남북합의

상관계수가 0.81로써 남북이 함께 합의한 것이 북한 호감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즉 남북합의 점유율이 높을수록 북한 호감 지수가 증가함을 알 수 있

다.

< 그림 2-21 > 남북합의 점유율과 북한 호감 지수 추이

남북합의가 많은 때가 북한 호감 지수가 높게 나타난다라는 것은 예측이 가

능한 부분이다. 그래프에서처럼 2007년, 2008년에는 주요일지의 50%전후로 

점유27)하다가 이후 10%내외로 급격히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27) 1.제6차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070813)

    2.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및 분야별 실무접촉(개성)(070814)

    3.대북 수해복구 긴급구호물자 및 자재·장비 지원 착수(070823)

    4.남북정상회담 제1차 선발대 방북(070918)

    5.남북정상회담(평양)(071002)

    6.『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발표(071004) 

    7.『9.19 공동성명』이행을 위한『10.3합의』(제2단계 조치)발표(071003)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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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미관계

  

상관계수가 -0.19로 한미관계로 추진한 것만으로는 북한 호감 지수에 미치

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다.

< 그림 2-22 > 한미관계 점유율과 북한 호감 지수 추이

2007년과 2016년을 제외하면 행동28)자체가 남북관계 주요일지상에는 많칠 

않았다.

28) 1.통일부장관, 美 부루킹스연구소 소장 면담 계기 북한의 핵실험 관련 한국과 국제

     사회가 긴밀히 협력해 확실한 제재를 통해서 잘못된 행동임을, 이 같은 행동

     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북한에 분명히 인식시켜야함을 강조.(160126)

    2.美, 대통령 5자회담 언급 관련 지지 표명(토너 美 국무부 부대변인 정례브리핑)

    3.韓美 외무장관, 북핵문제 관련 향후 대응방안 및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 대비에 

     대해 유선협의(160129)

    4.韓美, 북핵·미사일발사 공조 협의(韓美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 전화통화)(160207)

    5.국방부 장관, 한미연합사령관·주한 美대사와 긴급대책회의(160207)

    6.韓美,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 관련 한미 공동 발표문｣ 발표(160207)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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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북미관계

상관계수가 -0.33로 북미관계로 추진한 것만으로는 북한 호감 지수에 영향

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

< 그림 2-23 > 북미관계 점유율과 북한 호감 지수 추이

2007년부터 1~3%대를 유지하다가 2016년 6%로 급증하는데 5차 핵실험

과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와 무관치 않다.29)

29) 1.美, 북한의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유엔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 규탄(美 백악관 대변인 정례브리핑·국무부 동아태국 160415)

    2.美, 북한의 5차 핵실험 준비 징후 관련 북한이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동을 

     중단하고 6자회담으로 복귀할 용의가 있음을 보여주길 촉구(美 국무부 160418)

    3.美, 북한과의 대화재개 가능성 관련 핵이슈에 대한 의미있는 협상에 문을 열어놓

     고 있으며, 그 기초는 2005년의 9.19 공동성명이라고 역설(러셀 美 국무부 동아

     태 차관보,  스탠퍼드대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세미나 160421)

    4.美, 北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관련 북한이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美 국무부 대변인 논평)(160423)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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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한중관계

상관계수가 -0.65로 한중관계로 추진한 것이 남북을 제외한 다른국가와의 

관계에서는 북한 호감 지수에 영향을 가장 높게 주는 걸로 나타났다.

< 그림 2-24 > 한중관계 점유율과 북한 호감 지수 추이

남북관계 주요일지상 내용중에서 한중관계가 2011년까지는 전무하다가 

2012년부터 보이기 시작하며 2016년 급증30)한다.

30) 1.주한 中대사, 野 더불어민주당 대표 면담시 ‘한 가지 문제(사드) 때문에 한중 

     관계가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고 주장(160223)

    2.韓中, 북핵문제에 있어 지금이 의미있는 전환점이라는 공동의 인식 하에 유엔

     안보리 결의의 전면적 이행을 통해 북한에 핵개발의 출구가 없음을 분명히 인식

     시키고 이를 통해 북한의 생각과 행동이 질적으로 변화해야한다는데 공감

      (韓中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서울)(160228)

    3.韓中, 안보리 결의 충실이행 협력 논의 및 북한의 핵위협 고조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 교환(韓中 외교장관 통화)(160314)

    4.韓中,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반적 대응방안 협의(160318)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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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북중관계 

상관계수가 -0.50이나 P-값이 0.14로 0.05보다 크므로 북중관계로 추진한 

것만으로는 북한 호감 지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 그림 2-25 > 북중관계 점유율과 북한 호감 지수 추이

북한 김정은 세습이후 중국과의 정상회담은 차치하고 핵실험이후 유엔안보

리 제재로 인해 북중관계 기류가 냉랭함31)을 남북관계 주요일지상에서의 횟수

가 미미함으로도 유추할 수 있다.

31) 1.中, 北 4차 핵실험 관련 공식 비판성명,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발표에 대하여 

    ‘결연한 반대’를 표명하면서 “北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상황을 악화하는 그 

     어떤 행동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中 외교부대변인 160106)

    2.中 관영매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관련 강한 비난(환구시보 사설)(160130)

    3.中,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 관련 북한에 반대입장 전달(우다웨이 6자

     회담 수석대표 평양 방문)(160202)

    4.中,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 통보 관련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 ‘신중히 

      행동할 것’ 경고(中 외교부 정례브리핑)(160203)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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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한일관계

상관계수가 -0.32로 한일관계로 추진한 것만으로는 북한 호감 지수에 미치

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다.

< 그림 2-26 > 한일관계 점유율과 북한 호감 지수 추이

그래프에서처럼 2007년이후 2016년까지 주요일지상에 내용32)이 거의 없음

을 알 수 있다.

32) 1.日 민주당 마에하라세이지 의원, 통일부 장관 예방 및 통일준비 성금 전달(120716)

    2.한·일정상회담, 북핵·북한관련 한·일 및 한·미·일 협력중요성 재확인(151102)

    3.韓日정상 전화통화, 북핵대응 논의(160107)

    4.韓日 국방장관 ‘北 핵실험 대응’ 전화통화(160108)

    5.韓日, 북한 핵실험 등으로 야기된 한반도에서의 안보상황에 대한 상호인식을

      공유하고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대북 제재 채택 이후의 대북압박 공조

      방안 논의(韓日 정상회담)(160331)

    6.韓日,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 한일간 긴밀한 협력은 물론 한미일 3국간

      공조체제를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韓日 정상회담)(160907)

(단위:%)



- 43 -

      (9) 북일관계

상관계수가 -0.54이나 P-값이 0.11로 0.05보다 크므로 북일관계로 추진한 

것만으로는 지수에 영향은 미치지만 Data가 적어 추가 분석 필요하다.

< 그림 2-27 > 북일관계 점유율과 북한 호감 지수 추이

2011년까지는 전무하다가 2012년이후 간헐적33)으로 나타나고 있다.

33) 1.일본 표류(9.13) 탈북자 9명, 인천공항 통해 입국(111004)

    2.- 일본: 후지무라 관방장관, 개인 자격으로 애도 표명(121219)

    3.北 조선중앙통신, 북-일 정부간 회담 발표(11.15~16, 울란바토르)(121109)

    4.北 조선중앙통신, 북-일 회담 개최계획 발표(12.5~6, 베이징)(121127)

    5.日 정부, 북-일 회담(12.5~6, 베이징) 연기 발표(121201)

    6.日 이지마 이사오(내각 위기관리 특별담당 보좌관) 방북(130514)

    7.북-일간 국장급 회담(5.26~28) 결과, 일본인 납치피해자 재조사 및 이에 따른 

     일부 대북제재 완화 등에 합의(140529)

    8.- (북한) △행불자 등을 포함한 납북 일본인 문제에 대한 전면 재조사 실시(「특

     별조사위원회」 설치 등) △재북 일본인 유골 조사(북한 내 일본인 유골·묘지 처

     리, 성묘방문 지속 협의 등)(140529)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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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6자회담

 

상관계수가 0.73로써 남북합의 다음으로 6자회담이 북한 호감 지수에 큰 영

향을 미친다. 대신 횟수가 미미한 이유로 직접적 연관성을 갖기에는 보다 많은 

Data가 필요하다.

< 그림 2-28 > 6자회담 점유율과 북한 호감 지수 추이

2007년이후 2016년까지 총 횟수 14회로 주요내용은 아래34)와 같다.

34) 1.한성렬 유엔주재북한대표부,‘마카오 자금동결해제시 6자회담복귀’시사(060707)

    2.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베이징)(070208)

    3.-『9.19 공동성명』이행을 위한『2.13 합의』 (초기조치)발표(070208)

    4.제6차 6자회담 1단계 회의(베이징)(070319)

    5.6자회담 비핵화 실무그룹회의(선양)(

    6.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 개최(베이징)(070927)

    7.6자회담 경제·에너지협력 WG 남북실무접촉(판문점)(080327)

    8.6자회담 10주년 기념 1.5트랙 세미나(베이징) 개최(130918)

    9. 북한, 중국과의 공조체제 구축 노력 및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 주장(130918)

    10. 미국,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 북한비핵화 사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재확인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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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UN안보리

상관계수가 0.12로 UN안보리로 추진한 것만으로는 북한 호감 지수에 미치

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다.

< 그림 2-29 > UN안보리 점유율과 북한 호감 지수 추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UN안보리관련 내용은 남북한 단독/합의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다.35) 

35) 1.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160323)

    2.-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북한의 책임 소재

       를 규명하는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기로 합의(160323)

    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4월 초 추가 지정한 대북 금수품목 공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60414)

    4.- 화학·생물학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민감품목으로 대북 교역이 금지되는 신규

       품목 목록(핵·미사일 민감품목 12개, 화학물질 14종)을 안보리 공식 문서로 공지

    5.스리랑카, 북한인 2명이 운반하던 16만 8천달러 적발(160414)

    6.유엔 안보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며 추가 도발

     때 중대한 조처를 하겠음을 발표(유엔 안보리 언론 성명)(160415)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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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한러관계

상관계수가 -0.50이나 P값이 0.14로 0.05보다 크므로 한러관계로 추진한 

것만으로는 북한 호감 지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통계적으로는 볼 수 없다.

< 그림 2-30 > 한러관계 점유율과 북한 호감 지수 추이

2011년까지는 전무하다가 2012년이후 간헐적36)으로 나타나고 있다.

36) 1.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 개최(131113)

     2.- △나진-하산 물류사업, 조선·북극 협력 등 실질적 협력 강화방안, △양국간

       인적·문화 교류 증진 방안,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하고 35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131113)

     3.한·러 6자 수석대표 회담 개최, 북핵문제 협의(150224)

     4. ｢나진-하산 프로젝트｣3차 시범운송 실시(11.17~30)(151117)

     5. 포스코와 코레일, 현대상선 등 우리측 기업3사 참여, 러시아산 유연탄 12만t과 

        컨테이너 10개 분량의 중국산 생수 운송(151117)

     6.한·러 정상회담, ‘북한 핵 불용’ 원칙을 재확인하고 나진·하산 물류협력 등 

      남·북·러 3각 협력사업 심화에 합의(151130)

     7.韓러 외교장관 전화통화, 북한 4차 핵실험 관련 논의(160113)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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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한미일관계

상관계수가 -0.59이나 P-값이 0.07로 0.05보다 크므로 한미일관계로 추진

한 것만으로는 지수에 영향은 미치지만 Data가 적어 추가 분석 필요하다.

< 그림 2-31 > 한미일관계 점유율과 북한 호감 지수 추이

2011년까지는 전무하다가 2012년이후 간헐적으로 나타나다 2016년 핵실

험이후 급증37)하였다.

37) 1.제2차 韓美日 외교차관 협의회(도쿄), “철저하고 포괄적인 대응”을 통해 실질

      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한다는데 합의하고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을 함께 촉구(160116)

    2.韓美日,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 철회를 위한 공조 입장 확인(韓日, 美日 

      6자회담 수석대표 전화회담)(160204)

    3.韓美日, 北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대응 방안 논의(3

     국 국방당국 화상회의)(160205)

    4.韓美日,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제재와 별도로 양자 및 다자차원에서 강력한 제재 및 압박 조치를 

     취해 나가자는 입장 확인(韓美·韓日 정상 연쇄 양자통화)(160209)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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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EU(유럽연합)

상관계수가 -0.14로 EU내 국가관계로 추진한 것만으로는 북한 호감 지수

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다.

< 그림 2-32 > EU 점유율과 북한 호감 지수 추이

2007년부터 간헐적으로 진행38)되었으며 점유율이 1%내외로 저조하다.  

38) 1.EU 의원단 8명 개성공단 방문(061003)

    2.2.23~3.1 통일부장관, 독일․EU 고위정책협의(120223)

    3.한독 정상회담,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기위해 독일과 사회·경제통합, 국제협력 등 

     분야에서 다면적 통일협력체계를 구축해 통독 경험을 효과적으로 공유하기로 합의

    4.EU,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형태의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해 국제사회와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EU 대외관계청(EEAS) 성명)(160204)

    5.EU,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추가 제재 단행

      (EU 각료이사회 성명 발표)(160304)

    6.EU, 대북 추가 제재 발표(EU 각료이사회 성명)(160527)

    7.韓·EU, 대북제재 공조방안과 북한 핵문제등 북한 문제 전반에 관해 협의(160607)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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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한중일관계

상관계수가 -0.49이나 P값이 0.15로 0.05보다 크므로 한중일관계로 추진

한 것만으로는 북한 호감 지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 그림 2-33 > 한중일관계 점유율과 북한 호감 지수 추이

2007년부터 간헐적으로 진행39)되었으며 점유율이 1%미만으로 저조하다.   

39) 1.<한·일·중 정상회담 개최, 공동발표문 채택>(151101)

    2. △일본과 중국 정상은 한국과 국제합동조사단에 의해 수행된 공동조사와 각국의

       반응을 중시, △3국 정상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하고 동 문제를 적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음.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6자회담 과정을 통해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음.(151101)

    3.3국 외교장관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의 의미 있는 재개’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한다는 입장 표명(한중

        일 외교장관회의 공동 발표문)(150321)

    4.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채택(151101)

    5.△한반도 비핵화 입장 재확인 △관련 UN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 충실 이

       행 △한반도 긴장조성 및 UN안보리 결의 위반 행동 반대 △의미있는 6자회담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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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북러관계

상관계수가 -0.24로 북러관계로 추진한 것만으로는 북한 호감 지수에 미치

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다.

< 그림 2-34 > 북러관계 점유율과 북한 호감 지수 추이

2011년까지는 전무하며 이후 간헐적으로 진행40)되었으며 횟수는 적다.     

40) 1.김정일 방러. 8.24 북러 정상회담(김정일·메드베데프)(110820)

    2.北 원유공업성 대표단(단장: 김희영 원유공업상), 러시아 방문(110913)

    3.김정일, 10.13 러 이타르타스 통신 질문 대답(111019)

    4.-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며 北의 시종일관한 입장

    5.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을 하루빨리 재개하고, 9.19공동성명을 동시행동의 원칙

       에서 전면적·균형적으로 이행해야 등(111019)

    6.北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방러, 김성남 당 국제부 부부장 방중(130702)

    7.북·러, 나진-하산 철도 개보수 구간 개통식(나진항)(130922)

    8.- 전길수 북한 철도상, 알렉산드르 티모닌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등 참석(130922)

    9.북-러 양측 군대 간 우발적 군사충돌 예방하기 위한 ｢위험 군사행동 방지 

        협정｣ 체결(평양)(151112)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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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남북미관계

상관계수가 -0.04로 남북미관계로 추진한 것만으로는 북한 호감 지수에 미

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다.

< 그림 2-35 > 남북미관계 점유율과 북한 호감 지수 추이

 조사년도 2012년도(2011년 8월 ~ 2012년 7월)를 제외하고는 내용41) 자

체가 전무하다   

41) 1.남북미 3자 민간 학술회의(조지아대, 2011년 10.17~20)(111017)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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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미중관계

상관계수가 -0.33로 미중관계로 추진한 것만으로는 북한 호감 지수에 미치

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다.

< 그림 2-36 > 미중관계 점유율과 북한 호감 지수 추이

조사년도 2016년(2015년 8월 ~ 2016년 7월) 이전에는 내용42)이 전무하

다.     

42) 1.美·中, 북한의 수소폭탄 보유 주장에 대하여 북한 정권의 역내 불안정 야기 

      행위 및 정책에 대하여 우려 표명·비판(151210)

    2.케리 美 국무장관 방중, 北 4차 핵실험 관련 미중 외무장관 회담 개최(160127)

    3.美中 6자회담 수석 비공개 접촉, 대북제재 논의(1.28~29, 베이징)(160128)

    4.美中,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중대한 진전” 도출(美中 외교장관 회담)

    5.美中, 미중관계와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논의(美中 

     외교장관 전화통화)(160309)

    6.美中, 북한 핵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책 의지를 

      재확인(美中 정상회담)(160331)

    7.美中, 북한의 제5차 핵실험에 대해 강력 반대입장 공유 및 도발저지 공조 논의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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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제관계별 잠재인자에 대한 북한 호감 지수 영향도를 알아보았으

며 이를 표로 정리하였다.

<표 2-6 > 국제관계 잠재인자별 점유율과 상관계수 

위의 표에서처럼 남북합의가 북한 호감 지수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특히 6자회담의 경우에는 상관계수는 높으나 실제 횟수가 적어 

연관성을 판단하기에는 Data가 더 필요하다.

북한 호감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43)는 북한단독이 많을 때이며 주로 군사

도발(핵실험, 천안함 사건, 미사일도발等)에 기인함을 알 수 있었다.

43) 상관계수가 (-)이며  절대치가 클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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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지수에 영향 미치는 핵심인자 선정

  1. 잠재인자 우선순위화 

미시적 잠재인자 17개, 분야별 잠재인자 7개, 국제관계 잠재인자 18개로 총 

42개 잠재인자를 가지고 다변량 주성분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이

를 토대로 상관계수 절대치44)로 인자를 우선순위화 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 표 3-1 > 잠재인자별 상관계수 우선순위화

44) 상관계수에는 -1 ~ +1까지 가질 수 있으며 (+)는 두 변수가 정비례형태를 띄며

    (-)는 반비례 형태를 갖는다. 따라서 두 변수간의 상관계수는 절대치가 높을수록

    강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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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미시적 17개, 분야별 7개, 국제관계 18개 잠재인자별 북한 호감 

지수와의 상관분석을 통해 상관계수를 알아보았다.

여기서 한걸음 더 들어가서 상관계수만을 가지고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를 

결정하기에는 통계적 오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통계패키지 미니탭45)을 

이용하여 추가로 P-값46)을 구해서 북한 호감 지수와의 상관성을 알아보았다.

< 표 3-2 > 잠재인자별 P-값 (미니탭 통계분석 > 기초통계 > 상관분석)

45) 미니탭(Minitab)은 1972년 펜실베이니아 주립 대학교에서 Barbara F. Ryan,

    Thomas A. Ryan, Jr., Brian L. Joiner 연구원들이 개발한 통계 패키지이다. 

    통계 도구 교육과 품질 개선을 위한 이러닝 패키지이며, 식스 시그마와 군살 없는 

    제조를 관리하기 위한 도구이다. 
46) P-값은 연구자가 설정한 진위의 귀무가설(상관관계가 없다)에서 검정통계치를 

    희소 또는 극한 값으로 얻을 확률 값을 말한다. 산출된 p 값이 낮을수록(0.05미만)

    표본자료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증거가 강하다는 것이다. 즉 ‘두 변수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할 수 없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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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적 분야별 국제관계

선박운항횟수* 경제IT 남북합의

동해선운행횟수* 사람 6자회담

금강산관광* 정치통일 한중관계

탈북민인원 - 북한단독

동해선물동량* - -

경의선물동량 - -

대북지원* - -

방남인원 - -

방북인원 - -

개성관광 - -

P-값의 의미는 신뢰구간 95%에서 0.05미만일때만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표3-2에서 P-값이 0.05미만인 인자가 (+)상관계수그

룹에서 16개, (-) 상관계수 그룹에서 4개가 있다. 인자중 ‘합계’는 ‘개

별’과 유사성이 있어 미시적 잠재인자 3개를 제외한다. 

이것을 층별로 구분하면 미시적 10개, 분야별 3개, 국제관계 4개가 유의미

한 상관관계를 보여 북한 호감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인자 후보군으로 정

했다. 여기서 주성분 분석에 따라 동해선물동량, 선박운항, 동해선 운행횟수, 대

북지원, 금강산관광 5개 인자는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변동의 98.9%를 

설명할 수 있어 회귀분석시 인자의 수를 줄여 적용한다.

    < 표 3-3 > 1차 핵심인자 후보군

     ※ ‘*’표시는 주성분 분석결과 다중공선성 예측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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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핵심인자 선정(선박운항,탈북민인원,경제IT,남북합의)

핵심인자 선정기준을 다변량 주성분분석과 상관분석 결과를 토대로 상관관

계가 있다는 잠재인자중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위해 상관계수가 0.8이상만 가져

가기로 하며 이들 인자들에 대해 상관회귀분석47)을 실시키로 하였다. 또한 

Data수가 부족한 관광48)관련 잠재인자(개성관광, 금강산관광)제외, 주성분 분

석 결과를 근거로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선박운항 횟수’로만 가져갔다.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화한 잠재인자기준으로 핵심인자를 선정, 정리하면 아

래와 같다.

2차 핵심인자 : 선박운항횟수, 탈북민인원, 경제IT, 남북합의

이들 핵심인자간 인자간 종속성을 분석해 보면 탈북민인원을 제외하고는 인

자간에도 일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 미니탭 통계분석 > 기초통계 > 상관분석     

이를 통한 북한 호감 지수 개선전략을 추진하였다.

47) 입력변수(X축, 독립변수, 잠재인자)의 변화에 따라 출력변수 (Y축, 북한 호감 

     지수)가 심각하게 변화하는지, 얼마나 변화하는지 검토한다.
48) 금강산관광은 1998~2008년까지 1,934,662명이 다녀왔으며 2008년 7월11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이후 전면 중단되었으며 이후 재발방지에 대한 남북협의가 

    성사되질않아 2008년 7월13일 전원 철수후 2018년 지금까지 전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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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지수 개선전략 수립 및 핵심인자 최적안 결정

  1. 핵심인자 특성에 따른 지수 개선전략 수립 

  

핵심인자로 선정된 ‘선박운항횟수’, ‘탈북민인원’, ‘동해선물동량’은 

미시적 인자이며 ‘경제IT’는 분야별 인자이고 ‘남북합의’는 국가관계 인자

다. 앞의 분석결과 위의 4개 인자는 계량형 데이터이며 망대특성49)을 가진다.

핵심인자들을 가지고 상관회귀분석(줄여서 회귀분석)으로 개선전략을 수립

하기로 하였다

최종 4개 핵심인자를 가지고  회귀분석으로 진행하였다.

 - 우선 독립변수 핵심인자 4개 개별로 회귀분석(단순50))을 실시하고,

49) 값이 클수록 좋은 특성으로 강도, 수명 등의 특성
50) 한 개의 종속변수 Y와 한 개의 독립변수 X사이의 선형관계를 파악하거나, 한 개의    

독립변수의 일정한 값에 대응되는 종속변수의 값을 예측하기 위한 방법이다. 예를들면, 
제품의 가격과 수요 간의 관계를 일차식으로 알아보고, 가격이 변함에 따라 수요가 어느 
정도가 될지를 예측하는 것이다. 종속변수는 언제나 연속변수라고 가정하고, 독립변수는 
연속변수가 아니어도 된다. 단순회귀분석의 모형은 Yi＝a＋bXi＋ei이며, 회귀식은 다음
과 같다. (는 Yi의 추정치, a는 절편, b는 기울기, ei는 오차) 어떤 자료에서건 회귀식은 
구할 수 있다. 그러나 회귀식이 얼마나 두 변수간의 관계를 잘 설명하는가가 중요하다. 
만일 회귀식이 두 변수간의 관계를 완전하게 예측한다면 모든 측정값은 회귀선
(regression line)상에 놓여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 변수의 관계가 강하지 않으면 측정
값들은 회귀선 부근에 흩어져 있게 된다.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적합도
(goodness of fit) 지수인데,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결정계수 r2과 추정오차 Se가 있다.

      

     만일 회귀식이 모든 편차를 완전히 설명한다면, SST에 대한 SSR의 비율은 1이     
되면 SSE＝0이 된다. 추정의 표준오차인 Se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어떤 자료에서든지 r2은 0~1의 범위에 있으므로 크기를 서로 비교하고 해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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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운항 탈북민인원 경제IT 남북합의

선박운항 단순1 - - -

탈북민인원 다중1 단순2 - -

경제IT 다중2 다중3 단순3 -

남북합의 다중4 다중5 다중6 단순4

 - 두 번째는 핵심인자 2개에 대한 총 6회 회귀분석(다중51))을 실시. 

< 표 4-1 > 핵심인자 회귀분석 Matrix

 - 마지막에는 핵심인자 3개, 4개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각각의 경우의 수가 4번, 1번에 대해 회귀분석(다중)을 실시한다. 

총 단순회귀분석 4번, 다중회귀분석 11번을 통해

P-값이 0.05미만이면서 R-제곱값(결정계수52))이 100%에 근접한 회귀방

정식을 찾는 것이다. 

이번 논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핵심인자 조합에 따른 다중회귀분석은 P-값

이 너무 커 회귀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없었다.

쉽다는 장점은 있지만 오차의 실제값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Se    는 
크기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해석이 어렵지만 오차의 실제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51)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인 추정식을 이용하는 회귀분석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개개인의    
매월 소비액은 단순히 월수입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재산 상태·이자    
율·부양 가족수 등의 영향도 받는다고 할 때, 이러한 많은 변수를 가진 추정식을    만
들어 분석하는 회귀분석을 다중회귀분석이라 한다.

     마찬가지로 북한 호감 지수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1개가 아니라 여러 개일 경우    
(핵심인자) 산정하여 추정식을 만들어 분석하는 것이다.

52) 회귀식(回歸式)의 적합도를 재는 척도이다.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 Y(북한 호감 지수)
의 데이터 yi에 대하여, yi의 총변동합에 대한 변동합의 비율을 나타낸다. 

     결정계수는 그 값이 1에 가까울수록 회귀식의 적합도는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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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핵심인자별 단순회귀 적합모형

      (1) 선박운항 횟수 

 출처 : 미니탭 18 > 통계분석 > 회귀분석 > 회귀분석 > 적합회귀 모형

회귀분석에서 회귀방정식에서 북한 호감 지수와 '선박운항횟수'간의 인과관

계를 분석하는 것이며 이들 변수간에 유의미한 관계인지는 P-값이 0.05미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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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된다. 다만 R-제곱값(결정계수)가 78.21%인데 이는 북한 호감 지수 변동

의 78.21%는 '선박운항횟수'로 설명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설명할 수 없는 나

머지 부분 21.79%는 아마도 다른 변수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따

라서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독립변수를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하는 

이유다. 다중회귀분석에서 분산분석53) 결과도 결국 P-값이 0.05미만일 때만 

회귀방정식이 유의미하다.

53) 두 집단 이상의 평균 간의 차이를 검증하는 것으로 t검정을 일반화한 분석 방법이    
다. 독립변수가 한 개일때 일원분산 분석, 독립변수가 두 개 이상일 때 다원분산 분석이
라고 한다.  분산 분석은 각 집단의 분산을 분석하나 실제로는 각 집단의 평균이 동일하
다는 가설을 검정하는 것이 된다. 분산 분석은 각각의 모집단은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있  
  으며 분산은 모두 같은 값을 가진다고 가정하고,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비교 검증    
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의 사회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경우 가족유형을 양부모 가정, 편부편모 가정,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등으로 구분하여 
분산 분석을 통해 집단별 아동의 사회성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이때 t검정은 두 집단만
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세 집단 이상을 비교할 경우에는 F 분산 분석을 사용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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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탈북민 인원

출처 : 미니탭 18 > 통계분석 > 회귀분석 > 회귀분석 > 적합회귀 모형

북한 호감 지수와 '탈북민 인원'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P-값이 0.05

미만임으로 회귀방정식은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다만 R-제곱값(결정계수)가 63,94%인데 '선박운항횟수'보다는 낮은 수치로

써 이는 북한 호감 지수 변동의 63,94%는 '탈북민 인원'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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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제IT

출처 : 미니탭 18 > 통계분석 > 회귀분석 > 회귀분석 > 적합회귀 모형

북한 호감 지수와 '경제IT'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P-값이 0.05미만임

으로 회귀방정식은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다만 R-제곱값(결정계수)가 63.32%인데 선박운항횟수보다는 낮은 수치로

써 이는 북한 호감 지수 변동의 63.32%는 '경제IT'로 설명할 수 있다는 의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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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남북합의

 출처 : 미니탭 18 > 통계분석 > 회귀분석 > 회귀분석 > 적합회귀 모형

다른 인자들과 달리 비정상적 관측치에 대한 적합치 및 진단이 별도로 있는

데 이는 2번째 관측 (2008년)의 북한 호감 지수가 79.50인데 위의 회귀방정

식으로 했을때 80.14가 적합치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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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핵심인자군별 다중회귀 적합모형

      (1) 탈북민 인원 & 남북합의

인자(독립변수) 2개이상을 가지고 회귀분석하는 경우를 다중회귀분석이라 

하며 마찬가지로 독립변수 1개보다 R-제곱의 값이 100%에 더 가까워지는데 

이럴수록 회귀방정식의 적합도는 높아진다.

북한 호감 지수와 '탈북민인원',‘남북합의’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P-값이 0.05미만임으로 회귀방정식은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R-제곱값(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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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가 92.08%인데 다중회귀분석에 의한 회귀방정식이 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2) 탈북민 인원과 선박운항

출처 : 미니탭 18 > 통계분석 > 회귀분석 > 회귀분석 > 적합회귀 모형

북한 호감 지수와 '탈북민인원',‘선박운항’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P-값이 0.05미만임으로 회귀방정식은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R-제곱값(결정

계수)가 90.82%인데 앞의 경우(탈북민인원 & 남북합의)보다는 조금 낮은 결

과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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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탈북민 인원과 경제 IT

북한 호감 지수와 '탈북민인원',‘경제IT’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P-

값이 0.05미만임으로 회귀방정식은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R-제곱값(결정계수)가 88.29%인데 앞의 2인자 다중회귀분석에서는 가장 

낮은 결과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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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 예측치 2012년도를 빼고 재계산한 결과인데 모형의 적합도가 8%

이상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R-제곱 : 88.29% → 96.30%로 상승)

북한 호감 지수와 '탈북민인원',‘경제IT’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P-

값이 0.05미만임으로 회귀방정식은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R-제곱값(결정계수)가 96,3%인데 핵심인자 2개를 이용한 회귀분석에서는 

가장 높은 값을 얻었지만 이는 2012년 결과를 빼고 재계산한 결과이기 때문에 

결정계수가 높다하더라도 적합도측면에서는 이 모형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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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탈북민 인원, 남북합의와 선박운항

북한 호감 지수와 '탈북민인원',‘남북합의’,‘선박운항’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선박운항’P-값이 0.05초과함으로 회귀방정식은 적합하지 않

다. 다만 비정상적 관측치 결과가 함께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검증해 볼 필

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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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비정상적 관측치 2012년도을 빼고 회귀분석을 통해 재계산한 결과

인데  모형의 적합도가 한층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출처 : 미니탭 18 > 통계분석 > 회귀분석 > 회귀분석 > 적합회귀 모형

북한 호감 지수와 '탈북민인원',‘남북합의’,‘선박운항’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P-값이 0.05미만임으로 회귀방정식은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R-제곱값(결정계수)가 98.8%인데 지금까지의 분석결과 가장 높은 값을 얻

었지만 이는 2012년 결과를 빼고 재계산한 결과이기 때문에 결정계수가 높다

하더라도 적합도측면에서는 이 모형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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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탈북민 인원, 선박운항와 경제IT

북한 호감 지수와 '탈북민인원',‘경제IT’,‘선박운항’간의 인과관계를 분

석한 결과 ‘선박운항’P-값이 0.05초과함으로 회귀방정식은 적합하지 않다. 

다만 비정상적 관측치 결과가 함께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검증해 볼 필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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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비정상적 관측치 2012년도을 빼고 회귀분석을 통해 재계산한 결과

인데  모형의 적합도가 한층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출처 : 미니탭 18 > 통계분석 > 회귀분석 > 회귀분석 > 적합회귀 모형

북한 호감 지수와 '탈북민인원',‘경제IT’,‘선박운항’간의 인과관계를 분

석한 결과  P-값이 0.05미만임으로 회귀방정식은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R-제곱값(결정계수)가 99.1%인데 지금까지의 분석결과 가장 높은 값을 얻

었지만 이는 2012년 결과를 빼고 재계산한 결과이기 때문에 결정계수가 높다

하더라도 적합도측면에서는 이 모형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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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탈북민 인원, 남북합의, 선박운항과 경제IT  

출처 : 미니탭 18 > 통계분석 > 회귀분석 > 회귀분석 > 적합회귀 모형

북한 호감 지수와 '탈북민인원',‘남북합의’,‘선박운항’,‘경제IT'간의 인

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P-값이 0.05초과함으로 회귀방정식은 적합하지 않다. 

다만 비정상적 관측치 결과가 함께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검증해 볼 필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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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비정상적 관측치 (2012년)를 제외하고 재계산한 결과 R-제곱값이 

99.57%는 적합도는 높지만 일부인자에 대해 P-값이 0.05을 초과하여 이 식

으로도 모형을 추정 할 수는 없다.

재계산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북한 호감 지수와 '탈북민인원',‘남북합의’,

‘선박운항’,‘경제IT'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P-값이 0.05초과함으로 

회귀방정식은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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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인자 북한 호감 지수 회귀식 R-제곱

단순 선박운항 59.29 + 0.001987*선박운항 78.21%

다중
탈북민인원,

남북합의

43.00 + 0.00753*탈북민인원 

       + 0.2774*남북합의
92.08%

다중
탈북민인원,

경제IT

38.34 + 0.00832*탈북민인원 

       + 0.5298*경제IT
96.30%

다중

탈북민인원,

남북합의,

선박운항

43.93 + 0.007015*탈북민인원 

      + 0.1629*남북합의 

      + 0.000768*선박운항

98.80%

다중

탈북민인원,

선박운항,

경제IT

42.32 + 0.000743*선박운항

      + 0.007058*탈북민인원

      + 0.3203*경제IT

99.13%

  2. 지수 개선을 위한 핵심인자 최적안 결정

  위의 회귀분석을 통해 다양한 인자별로 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보았으며 핵

심인자의 개수별로 최고의 모형 적합도를 비교 정리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 표 4-2 > 핵심인자군별 북한호감 지수 회귀식과 R-제곱값 

 핵심인자 3개로 했을 경우, P-값이 0.05미만인 회귀방정식은 없으나 ‘선

박운항’ 비정상적 관측치(2012년)를 제외했을 경우, 모형을 추정할 수 있는 

회귀방정식이 있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핵심인자 4개이상에서는 모형을 

추정할 수 있는 회귀방정식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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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2017년 지수 기준 회귀방정식 적합모형별 검증

  1. 적합모형별 최적안 검증(2017년 기준)

   

통일부 주요통계자료와 남북관계 주요일지 2017년(2016년 8월 ~ 2017년 

7월)를 가지고 핵심인자별 실적을 회귀방정식에 대입하여 북한 호감 지수를 계

산한 결과와 2017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실적과 비교하여 최적안을 검

증해 보았다.

2017년 탈북민 인원수는 남 188명, 여 939명, 총 1,127명이다

선박운항 실적은 없다. 

분야별, 국제관계 잠재인자별 행사 건수는 다음과 같다,

< 표 5-1 > 2017년 분야별/국제관게 잠재인자별 행사 건수

경제IT는 8.3(= 24/288)이며, 남북합의는 4.2(= 12/288)다.

    가. 핵심인자 1개(선박운항) 

결정계수가 가장 높은 '선박운항'만을 가지고 북한 호감 지수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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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호감 지수1 = 59.29 + 0.001987*선박운항

  ⇒ 북한 호감 지수1 = 59.29 + 0.001987*(0) = 59.3점

    나. 핵심인자 2개(탈북민 인원외) 

      (1) 탈북민 인원 과 남북협의 

마찬가지로 결정계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온 핵심인자로 

'탈북민인원'과 '남북합의'를 가지고 북한 호감 지수를 계산해 보았으며 결과

는 아래와 같다.

북한 호감 지수2= 43.00 + 0.00753*탈북민인원 + 0.2774*남북합의

    ⇒ 북한 호감 지수2 = 43.00 + 0.00753*(1,127) + 0.2774*(4.2) 

                        = 43.00 + 8.49 + 1.17  = 52.7점

      (2) 탈북민 인원 과 경제IT 

두 번째로 비정상적 관측치(2012년)를 제외했을 경우, 가장 높은 결정계수

를 보인  '탈북민인원'과 '경제IT'인데 북한 호감 지수를 계산한 결과 아래와 같

다.

북한 호감 지수3 = 38.34 + 0.00832*탈북민인원 + 0.5298*경제IT

    ⇒ 북한 호감 지수3  = 38.34 + 0.00832*(1,127) + 0.5298*(8.3)

                        = 38.34 + 9.38 + 4.40 = 52.1점

      ※ 북한 호감 지수3는 2012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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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핵심인자 3개(탈북민 인원, 선박운항외)  

     핵심인자 3개의 경우, 전체Data를 가지고는 유의미한 핵심인자를 구할 

수가 없었다. 다만 비정상적 관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할 경우에는 핵심인자 

‘탈북민인원’,‘선박운항’를 가지고 유의미한 회귀방정식으로 찾을 수가 있

었다 (2012년 제외) 

      (1) 탈북민 인원, 선박운항 과 남북협의 

북한 호감 지수4 = 43.93 + 0.007015*탈북민인원 + 0.1629*남북합의 +  

                      0.000768*선박운항

⇒ 북한 호감 지수4 = 43.93 + 0.007015*(1,127) + 0.1629*(4.2) + 

   0.000768*(0) = 43.93 + 7.91 + 0.68 = 52.5점

      (2) 탈북민 인원, 선박운항 과 경제IT 

북한 호감 지수5 = 42.32 + 0.007058*탈북민인원 + 0.3203*경제IT +  

                      0.000743*선박운항

⇒ 북한 호감 지수5 = 42.32 + 0.007058*(1,127) + 0.3203*(8.3) + 

   0.000743*(0) = 42.32 + 7.95 + 2.66 = 52.9점

위의 단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검증된 북한 호감 지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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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회귀 다중회귀분석

핵심인자 .선박운항
.탈북민인원

.남북합의

.탈북민인원

.경제IT

.탈북민인원

.남북합의

.선박운항

.탈북민인원

.경제IT

.선박운항

북한호감 

지수
59.3 52.7 52.1 52.5 52.9

< 표 5-2 > 회귀방정식을 통한 최적안 검증 결과

최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년 통일의식조사 결과 2017년도 북

한 호감 지수는 54.9점 (협력 41.9 + 지원 13.0)으로 나왔다.

핵심인자 1개인 단순회귀분석 결과보다는 2개이상의 다중회귀분석 결과가 

실적치에 가까운 결과를 보였으며 가장 근소한 차이는 5번째 52.9점으로 2.0

점정도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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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8년 

Best실적
2017년 실적 Gap 차이

선박운항 11,891회 0 회 11,891회

탈북민 인원 2,803명 1,127명 2,803명

경제IT 점유 34.1% 8.3% 25.8%

남북합의 점유 61.8% 4.2% 57.6%

  2. 지수 목표달성을 위한 핵심인자 관리계획 수립

북한 호감 지수 80%이상을 위해 우선 핵심인자에 대해서는 2007,8년 실적

에서 양호한 결과를 목표로 잡았으며 2017년 실적54)과의 Gap분석을 통해 관

리계획을 수립하였다.

2007,8년 Best실적과 2017년 사이 핵심인자별 변화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

와 같다.

   < 표 5-3 > 핵심인자별 2007,8년 실적과 2017년 실적 비교

2007,8년 실적중 양호한 경우를 취했을 때 예상 북한 호감 지수는 핵심인

자 3개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회귀방정식을 가지고 계산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북한 호감 지수 = 43.93 + 0.007015*탈북민인원 + 0.1629*남북합의 +  

                     0.000768*선박운항

     ⇒ 43.93 + 0.007015*2,803 + 0.1629*61.8 + 0.000768*11,891 

        = 43.93 + 19.66 + 10.06 + 9.13 = 82.8점.

54) 정근식외, 2017 통일의식조사(서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8), p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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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북한 호감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인자들 중에 정량화가 가능한 것들

을 찾았으며, 없으면 표준화하였다. 통일부에서 관리하는 남북간 경제교류, 사

회협력,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남북회담, 관광등 주요 통계자료와 매일, 

매월, 매년 꼼꼼히 정리하는 10년치 남북관계 주요일지 총 3,500여개되는 내

용들을 분야별로, 국가관계별로 층별화하여 42개의  'x'인자를 발굴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북한 호감 지수'를 ‘y'하여 수학공식 y=f(x)가 성립되는 함

수 ’f'를 찾아 들어갔다. 우선 42개 x인자중에서 20개로 1차 줄였으며 2차로 

6개, 마지막으로 4개의 핵심인자를 가지고 북한 호감 지수를 계산하는 방정식

을 만들었다. 2017년 실적을 대입하여 적합성을 검증한 결과 예측치 52.9점, 

실적 54.9점으로 2.0점의 차이를 보였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방정식의 정확도를 

높이는 활동들을 병행해 갈 것이다.

2017년 통일의식조사55)에서도 북핵 실험과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대북 적

대의식이 강화되고 협력의식은 약화된다고 하더라도 ‘협력대상’이라는 응답

이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남한 주민의 인식이 기본적으로 

우호적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다중회귀방정식의 상수값이 40수준 인 것과 일맥

상통하다.

앞으로도 이번 연구 활동을 통해 나온 핵심인자 4개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들을 관련 정부부처나 시민사회단체들이 하는 업무들로 개선대책을 마련해 

보았다.

- 선박운항횟수 : UN안보리 국제 대북 제재/압박. 금강산관광 재개

- 탈북민 인원 : 탈북민 생활안정 지원 , 중국/동남아 탈북자 입국 지원

- 경제 IT : 개성공단 재개, 5.24조치 해제

55) 위의 책, pp.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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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합의 : 남북 경제사회문화예술 교류/협력 활성화

지난 2007,8년 Best수준으로만 돌아가도 북한 호감 지수가 82.8점으로 나

왔다. 최근 평창동계올림픽 북한의 참여로 남북교류의 물꼬가 터졌다. 연이은 

북중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과정이 가시화되

어 남북의 경제협력이 재개되고 사회문화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올해 통일의식 

조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다만 통일의식조사를 7월초에 하다보니 해당년도 1~6월사이에 발생한 인자

들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분석의 한계는 있지만 대북정책에 큰 변곡점이 없

는 기간에는 의미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매년 1월초 북한 신년사에

서 대북관계를 판가름 할 수 있듯이 통일의식 조사 시기를 한해를 결산하는 의

미에서 12월로 옮기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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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North Korean favorable Index 

- Draw current levels and improvement measures  -

 

                         Oh, Yong Sub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Directed by Prof. Koo, Kab-Woo

Among the numerous factors affecting the North Korean favorable 

index, we found one that can be quantified, and if not, we standardized 

it to find the key statistics managed by the Unification Ministry and 42 

elements from the main journals of inter-Korean relations.

Using this method, he used the " y " to find the function " f " in 

which the mathematical formula " y = f(x) " is formed. Out of the 42 

factors, multivariate analysis among the factors and correlation with the 

index decreased the first to 20, followed by six second and four last. 

With the number of ships operating, the number of North Koreans 

deserting from the North, the IT sector of the economy, and the share 

of inter-Korean agreements, the South has created an equation that 

calculates the North Korean favorable index.  Based on 2017 data, its 

forecast was 52.9 and its performance was 54.9, which is a 2.0 point 

difference. The paper was on how to raise tthe North Korean favorable 

index. Specific improvement measures were devised for the four key 

factors in the conclusion. The recent participation of North Korea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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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has created a breakthrough in 

inter-Korean exchanges. If the process of denuclearizing the Korean 

Peninsula from successive rounds of inter-Korean summits, 

inter-Korean summits, and North Korea's summit with the U.S. is 

realize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social 

and cultural exchanges are resumed, this year's survey on reunification 

will produce good results. However, there is a limit to the analysis that 

factors that occurred between January and June of the year will 

significantly affect North Korea in early July, but there is no significant 

inflection point in the period. However, just as North Korea's New 

Year's speech in early January can determine its relationship with the 

North, it would be a good alternative to move the period of the 

investigation to December to settle the year.

* key words : North Korean favorable index, Six Sigma, potential 

factors, key factors, P-values, Correlation, Multivariate, Regression, 

Regres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