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 이 책자는 統一院의 政策sF究計副에 의거한 用役課題 硏究報告書임 雌

o 이 책자는 統一問題에 관련된 硏究 및 政策樹立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

으로, 수록된 內容은 筆者의 見解일 뿐 當院의 公式意見과 無關함 출

統-識策關聯

社會指標開發 基礎硏究

硏流責任者 :盧化俊(서울大)

南富種(慶尙大)

國土統-院





目 次

I . 序 論 5

l. 硏究 目的 5

2. 硏究範圍와 方法 7

l) 硏究漆圍 7

2) 硏究方法 7

駱.統-政策관련 社會指標開發의 필요성과 接近方法 8

l. 統一政策관련 社會指標開發의 필요성 8

l) 指標의 의의와 統-政策관련 社會指標 8

2) 政策指標의 政策過程에서의 활용 1 0

3) 統一政策관련 社會指標開發의 필요성 1 4

2. 統一政策決定狀況의 특성과 指標開發의 接近方法 1 5

l) 統-政策決定狀況의 特性 1 5

2) 統-政策관련 指標開發의 接近方法 1 7

3) 게임의 성격과 指標의 開發 2 1

理. 統-政策관련 社會指標體系와 指標作成을 위한

행정체계 28

- J -



l . 統一政策관련 社會指標體系의 모색 28

l) 基本前提 28

2) 社會的 역량과 社會的 융합 29

3) 指標체계에 포함되어야 할 槪念들의 優先順位의 漫定 4 6

4 ) 指標槪念의 優先順位決定을 위한 경험적 分析 48

5) 統一政策관련 社會指標體系에 포함될 槪念들 64

2 . 統-政策관련 社會指標體系 構成團子의 槪念化 및

操作化 67

l) 기여변수와 測定指標의 意味 67

2) 보편적 목적가치 및 槪念의 寄與變數와 測定指標 71

3. 統-政策관련 社會指標 開發.作成을 위한 행정조직과

역할 .93

린. 統-政策관련 社會指標의 妥當性과 信賴度 99

l. 社會指標의 妥當化 方法과 信賴度 檢證方法 99

l) 社會指標의 要當性의 意味와 妥當化 方法 99

2) 社會指標의 信賴度의 意味와 妥當化 方法 102

2. 예시적 統一政策 관련 社會指標의 測定 102

l) 槪觀 102

2 ) 우리 사회의 社會的 安定의 측정 104

- 2 -



3) 相互交流의 寄與變數로서 甫北對話의 種類 및

접촉번도의 측정. ................................................ lll

y . 要約 뫼 結論 115

부록 1:1970년대 이후 북한의 주요 대남제안.제의 .주장 123

부록 2:통일정책관련 사회지표의 체계

주요개념? 기여변수 및 측정지표(-lj ********)**)***)***** U2'7

참고문헌 ........................................................................ 犯8

- 3 -





I . 序 論

1. 硏究目 的

政府는 그동안 여러 출野에서 統一에 직접 간접으로 影響을 미

치는 여러가지의 政策들을 樹立하여 執行해 왔다. 이들 政策들 가

운데 어떤 政策들은 명시적으로 政府의 統一政策이라고 천명되어

執行된 것들도 있고 또 어떤 政策들은 명시적으로 統一政策이라고

천명되지는 않았으나 統一을 위한 社會的 與件을 造成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政策들도 있다. 이들 政策들이 과연 우리 社會의 統

一여건을 造成하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또 그 影

響은 얼바나 큰 것이었는가? 政府의 노력은 우리나라 社會의 統-

與件을 조성하는데 얼마나 긍정적으로 기여하였으며 그러한 效果

는 투입된 노력에 비추어 보아 과연 효을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

가?

이러한 질문들은 統一政策을 形成하고 執行하며 評價함에 있어

서 가장 核心的이면서도 또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인 것이다.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한 情報들을 산출해 별 수 있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도 먼저 統一과 關聯된 우리나라 社會의 政治.經濟.社

會的 與件의 성숙도를 나타별 수 있는 社會指標의 開發이 先行되

어야 한다 출

또한 統二與件의 성숙과 같은 社會的 여건의 造成은 統一院과

같은 특정한 어느 한 政策部處의 政策에 의하여만 영향을 받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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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政府의 여러 部處가 遂行하는 政策의

影響을 받아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統一政策은 汎部處的인 調整

政策的인 성격이 강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政府의 어떤 Nt漆이

統一與件의 조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효과적인 調整을 위한 필요성을 認知하고 調整의 方向을 設

定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이다 蓼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統一政策과 관련된 社會的

與侍의 變化를 나타낼 수 었는 社會指標의 開發은 國內外的으로

아직까지 시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것을 槪念化하여 計量的인

指標로 나타낼 수 있는지 .與否도 不確實한 상태인 것이다 출

본 硏究는 統-政策 關聯 社會指標開發의 必要性과 指標開發 可

能性의 不確實性을 감안하여

(가) 政治.經濟.社會的인 여러 측면에서 統一與件의 성숙도를

나타낼 수 있는 槪念들을 摸索하여 槪念化하고?

(나) 이들을 操作化하여 社會指標를 開發할 수 있는지 與否를

檢討하며 )

(다) 만일 指標開發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形態의 指標들이 開

發 가눙한가를 檢討하고)

(라) 한정된 分野의 指標들을 예시적으로 開發 提D함으로써

전면적인 統一關聯 社會指標들을 開發할 수 었는 基礎를 마련하자

는데 硏究의 目的을 두고 있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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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硏究範圍와 方法

1) 硏究範圍

본 硏究의 複雜性? 指大性) 繼續性을 감안) 多年度 事業으로 추

진하며? 今年度에는 硏究方向 設定을 위한 方法論? 基礎硏究 둥 論

理定立에 중점을 두되> 가능한 範圍내에서 한정된 分野에 대한 指

標開發을 試圖할 것이다 출

2 ) 硏究方法

(가) 指標開發과 統一關聯 硏究에 대한 각종의 文獻을 調査하고?

(나) 槪念의 導出과 操作化 및 指標選定 過程에 있어서 관계

분야의 專門家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

(다) 작성된 試案을 중심으로 한 워어t 할의 開催를 통하여

개선방향을 摸索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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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統一政策관련 社會指標 開發의

必要性과 接近方法

1 . 統-政策관련 社會指標開發의 필요성

1) 指標의. 의의와 統-政策관련 社會指標

왜 統-政策과 관련된 社會指標를 開發하여 활용할 필요성이 있

는가 하는 것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指標란 무엇이고 그것이 政策

過程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면 統一政策관련 社

會指標를 開發하여야 할 펼요성에 대한 논의가 한결 수월하게 될

것이다.

指標란 용어는 社會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합의된

定義는 내려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指標

란 어떤 한 體制(system)의 조건과 면화에 대한 간결하초 포괄적

이떠 균형있는 판단을 제공하는 규범적인 公共統計(public stat -

istics)로 定義되고 있다.l)

위의 指標에 대한 定義에서 公共統計란 政府機關에서 간행한 政

1) Kenneth C.Land, "Theories, Models and Indicators of Social Change," In-

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vol. 27, no. 1(1975), pp. 7 - 37;

Raymond Bauer, "Direction and Anticipation of Impact: the Nature of the

Task," in Raymond Bauer(ed.), Social Indicators (Cambridge, Mass.:The

M I T Press, 1966), P.11;E.B. Sheldon and W.E. Moore(eds.) Indicators of

Social Change: Concepts and Measurement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68), P.4

- 8 -



府統計들과 政府機關 이외의 다른기관에서 발행한 統計들을 포함

한 일반대중들에게 이용가눙한 統計들을 발한다. 이러한 公共統計

의 槪念을 사웅하여 넓은 의미의 指標를 公共統計 시스템에 정당

하게 포함된 하나의 測定手段으로 定義하고? 指標統計(indicator

statistics)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指標에 기초를 둔 統計들로서

定義할 때 흔히 사용하고 있는 指標라는 용어는 바로 指標統計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경우 指標統計들은 종합적인

測定手段들(aggregate measures) 이다. 일인당 국민소득(per capita

G N p )이 指標統計의 좋은 예이다 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指標들은 經濟指標) 社會指標?

環境指標둥인데 이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등과 같은 어느 한 체

제의 經濟) 社會福祉) 環境둥의 실태와 조건들의 變化를 나타내는

指標統計들이다. 이들 指標統計들은 모두 그 주된 관심이 어떤 한

시스템의 變化를 시계열적으로 나타내는데 있다. 그러므로 이 指

標들은 어떤 윤리적인 가치(ethical value)가 포함될 수도 있고 배

제될 수도 있으며> 또한 政策選擇過程에서 찰용하기에 적합한 것

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다출

이와같은 經濟指標나 社會指標 또는 環境指標 이외에도 政策指

標(Policy indicator)라는 용어도 최근에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이 때 政策指標는 政策問題를 定義하고 윤리적인 가치라는 관계에

서 政策代案들 가운데 公共選擇 (public cohice) 을 가이드 하기에 적

합한 指標를 말한다.2)

2) Duncan MacRae, Jr., "Democratic Information System," in William N .

Dunn(ed.), Policy Analysis: Perspectives, Concepts, and Methods

(Greenwich, Connecticutt:JAI Press Inc., 1986), pp.13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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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指標와 經濟指標) 社會指標? 環境指標들은 상당한 부분이 중

복되고 또 이들 經濟) 社會, 環境指標들이 그대로 政策指標로서 활

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주된 관심이라는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다

면 政策指標는 일차적인 관심이 政策選擇에 적합한 公共統計量들

인데 비해서 기존의 經濟? 社會? 環境指標들은 일차적인 관심이 社

會變化模型(models of social change) 을 기술하는데 적합찰 .公共統

計들이라고 할 수 있다출

指標에 대한 이상과 같은 槪念定義들을 토대로 해 볼 때 統一政

策관련 社會指標는 넓은 의미에서 남북한 社會體制의 조건과 변화

에 대한 간결하고 포괄적이떠 균형있는 판단을 제공해 글 수 있는

규범적인 公共統計量들로서 統一政策의 選擇을 가이드 하기에 적

합한 指標라고 할 수 었다출

2) 政策指標의 政策過程에서의 활용

政策指標들은 政策過程에서 (l) 政策問題定義와 目標選擇을 위

한 分析過程; (2) 政策代案의 分析과 選擇過程? (3) 政策執行의 a .

니터링過程) (4) 政策執行 결과에 대한 評價와 問題의 再定義 및

調整過程등에서 활용된다.3)

(가) 政策問題의 定義와 目標選擇을 위한 分析過程에서의 활용

政策問題들은 대부분의 경우 국내외적인 狀況變化로부터 발생하

3) 盧化俊, "政策分析에 있어서 政策指標의 활용," 政策分析論(서울: 박영사,

1989), pp.397-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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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狀況이나 여건의 變化는 대부분의 경우

指標統計의 變化로부터 인지되게 된다. 대부분의 問題들은 관련된

분야의 公共統計의 變化를 시계열적으로 검토하거나 사전에 設定해

두었던 표준) 그 이전에 設定한 계획目標) 유사한 조건의 다른 모

집단의 관련된 公共統計量둥과 비교함으로서 인지될 수 있으며4)

問題의 제기는 이해관계 당사자인 시민? 이익집단? 정당t 社會團

體 또는 政府둥 다양한 主體들에 의하여 다양한 경로들을 통해서

이루리지 게 된다.

政策目標는 특정한 기간동안에 問題가 되고 있는 指標統計量들

을 어느정도나 變化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데 대한 최종적인

決定이 이루어짐으로서 設定되게 된다.5)

(나) 政策代案의 分析과 選擇過程에서의 활용

일단 제기된 問題에 대한 定義가 내려지고 目標가 設定되고 나

면 이 問題를 처리하기 위한 여러가지 行動代案들이 모색되고 최

적行動代案의 모색이 시작된다. 이 過程에서 구두 또는 공식적인

수리모형으로 표현되는 인과관계에 관한 인식이 개입되게 된다.

이 인과관계모형에서 독립변수는 行動代案으로 표현되고 종속변수

는 政策指標統計量으로 測定되는 政策目標가 된다綠

4) Duncan MacRae, Jr., Policy Indicators,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5), P.21 - 2 4

5) John P.Van Gigch, Applied General System Theory(New York: Harper &

R o w Publishers, 1974), p.192 ; Mancur Olson, Jr., "Social Indicators and

Social Accounts," Socio-Economic Planning Science, vol.Z, no.2 -4(April,

1969), P.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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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選擇에 관한 대부분의 園果的 판단은 전문가들의 경험과 일

반국민들의 믿음에 기초를 두고 있다. 政策分析蒙들은 일반적으로

政策硏究 특히 과거에 執行했던 政策에 대한 評價硏究를 통하여

이러한 國果關係모형을 개선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이러한 評

價硏究를 통하여 目標와 政策手段들간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團果

關係를 밝혀내는 것을 기다릴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인 불가적하게 전문가들의 경험적 판단에

의하여 設定된 目標와 政策手段들 간의 가설적인 團果關係에 따라

政策指標로 표현된 政策目標에 유효하게 영향을 미치리라고 판단

되는 行動代案을 選擇하게 되는 것이다 출

여기서 유의하여야 할 점은 政策目標와 手段들 간의 관계를 나

타내는 인과모형에 포함된 독립현수들이 모두 政策代案들로 開發

되거나 政策으로 選擇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 가운r11에서도

政策決定者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통제 또는 조작(manipulation) 될

수 있는 변수들로 구성된 行動代案들이 높은 價先順位를 갖게 된

다.6)

(다) 政策執行의 모니터링 過程에서의 활용

政策指標로 표현된 政策目標는 政策執行의 모니터링過程에서도

활응된다. 政策決定者나 政燎分析家들은 政策執行의 效果를 오랜

기간 동안 시계열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 政策效

6) Eugene J. Meehan, "Social Indicators and Policy Analysis," in Frannk P .

Scioli, Jr. and Thomas J.Cook, Methodologies for Analyzing Public Policies,

(Lexington, Mass.: D .C Heath and Company, 1975), pp.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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果가 어떤 團禮나 政策執行 대상집단의 變化로서 나타나고 이 변

화가 指標統計로 표현된 것이라고 한다면? 政策效果는 政策을 執

行하는 대상 모 집단에 일어나는 變化들을 장기간동안 관련된 指

標들을 시계열적으로 관찰하거나 또는 政策執行의 대상이 되는 모

집단에 일어나는 변화를 다른 통제집단에 일이나는 변화와 비교하

므로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출

(라) 政策執行의 결과에 대한 評價와 問題의 再定義 및 政策

調整過程에서의 활용

政策이 執行되고 나면 그것이 원래 계획했던 政策目標를 얼마나

달성하였으며 제기되었던 問題는 어느정도나 해결되었는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評價하고? 이 過程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r l

政策을 종결하거나 또는 政策問題를 再定義하기도 하고? 때로는

政策目標나 手段들을 再定義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종합적인

評價는 政策指標에 나타난 變化를 검토함으로서 응이하게 이루어

질 수도 있다 출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政策은 한번의 종합적인 評價로서 종결되

지 않는다. 그 중요한 이유는 첫째로 한 政策은 최초의 問題 가운

데 오직 일부분만을 다룬 경우가 많고t 둘째, 政策이 對象母集團

이외의 다른 집단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천을 경우도 있으며 f

셋째? 政策이 對象母集團 이외의 다른 집단들에게 긍정적인 영향

을 미쳤을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7) 그 뿐만 아니라 처음에 의도하

7) MacRae, Jr., op. cit.(1985),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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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던 效果나) 긍정적 또는 부정적 效果들은 政策決定 당시에

는 고려하지 않았던 다른 政策指標에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실제로 政策決定過程에서 사용하였던 政策指標

이외의 다른 政策指標들을 시계열적으로 검토하므로서 발견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眞實驗的 方法이나 準實驗的 方法과 같은 정

교한 評價硏究設計에 의한 評價硏究를 逐行하므로서 발견할 수도

있다.

어떠한 이유이든 政策이 執行되고 나면 政策이 미친 템향을 政

策이 執行된 대상집단은 발할 것도 없고 政策이 執行되지 않았던

대상들 까지를 포함한 일반 모 집단들에 대해서 까지도 逐行하였

던 政策의 效果가 무엇이었고 또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는가 하는

데 대해서 계속해서 탐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政策效果 誇價의 過

程에서 만일 政策效果들이 政策指標의 變化로서 測定되어질 수 있

다고 한다면 政策效果는 좀 더 용이하게 파악될 수 있고 意思疏通

(communication) 이 좀 더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政策問題

의 再定義와 政策調整의 過程에서도 그 의사전달은 좀더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3 ) 統-政策관련 社會指標開發의 필요성

앞에서 살펴본 指標에 대한 定義와 政策過程에서 政策指標가 어

떻게 활용될 수 있으며 또 활용되고 있는가 하는데 대한 논의를

통하여 統一政策관련 社會指標開發의 필요성을 어느정도 추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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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政策관련 社會指標는 社會指標 앞에 붙은 統一政策이라고

하는 수식어에서 보듯이 政策指標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社會指標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바꾸어 말하면 統一政策 관

련 社會指標는 社會變化模型을 기술하기에 적합한 公共統計量의

성격도 띠겠지만 그 보다도 統一政策選擇을 가이드하기에 적합한

公共統計量의 성격이 더 강한 社會指標가 되어야 할 것이다 출

統一政策관련 社會指標가 이와같이 政策指標로서의 성격을 더

강하게 떨 것이기 때문에 이 指標는 統一政策의 形成? 執行? 評價

둥의 政策過程에서 統一政策問題의 定義와 目標選擇을 위한 分析)

統一政策目標達成을 위한 政策代案들의 分析과 檢討> 統一政策執

行의 모니터링 및 統-政策執行결과에 대한 評價와 이러한 評價를

토대로 한 統一政策의 修正> .補完? 調整둥을 위한 시계열적 정보를

제공하는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統一政策관련 社會指標가 이와같이 統一政策을 形成) 執行) 評價

하는 政策過程에서 시계열적인 정보를 제공하므로서 統-이라는

國家目標를 즘더 효과적으로 딸성할 수 있도록 統一政策目標의 形

成과 戰略代案들의 開發 및 選擇을 가이드해 주는 일종의 신호둥

(signal)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統一政策관련 社會指標

開發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2 . 統-政策 決定狀況의 特性과 指標開發의 接近方法

1) 統-政策 決定狀況의 特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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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一政策決定이 다른 政策決定과 다른 몇 가지의 중요한 特性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특성은 첫째y 統一政料決定은

外交政策決定으로서의 성격과 國內政策決定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과 둘째? 統一政策決定은 南韓과 北韓이라

는 두 개의 政策決定主體에 의하여 상호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대

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政濯決定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종래에 統一政策決定에 대한 硏究는 주로 外交政策決定으로서의

측면에 중점을 두어 온 감이 있었다. 그러나 獨逸統一의 指近方法

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단된 국가의 統-은 외교적인 政策遂

行의 성공 분만 아니라 대내적인 政策遂行의 성공없이는 바람직한

결실을 기대하기 어렴다고 하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8) 그러면 統

一과 관련 대내적인 政策은 무엇이며 이 政策의 성공적인 遂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過程에서 어떤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우리가 開發하고자 하는 統

一政策관련 社會指標이 다출

즉 統一政策관련 社會指標는 統一이라고 하는 국가적 目標를 달

성하는데 우리 社會의 强點은 무엇이며) 안고 있는 심각한 問題가

무엇인가를 진단할 수 있게 해주고? 각각의 統一政策 戰暗代案들

8) 朴 聖祥교수는 독일 통일의 3대 원동력으로 서독의 성공적인 민주주의 V

서독의 경제력, 서독의 사회문화단체들의 활약을 들고 있는데 이것은 통

일에 있어서 대내적인 정책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조선일보, 1990. 9. 3

p.l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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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들 社會指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하는 상대척

인 효과성을 검토가능하게 하여 줌으로서 統一政策目標의 選擇과

戰略代案의 評價에 유효한 手段을 제공해 줄 수 있을 분만 아니라

政策過程에서 참여자들간의 의사전달을 용이하게 하여 줌으로서

상호간에 이해를 높힐 수 있다고 하는 이점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대부분의 政策들은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決定하여

執行하게 되고 그 政策의 效果도 국민들의 福祉增進이라든지 공익

의 증진둥과 같이 國內의 대상집단에 일어나는 變化로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統一政策은 비록 그 政策이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하

여 決定하고 執行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效果는 그것이 統-이

라고 하는 國家屬標에 얼마나 기여하였느냐 하는 것으로 評價된

다. 다시 말하면 그 政策의 效果는 國內의 대상집단의 變化로서만

測定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主禮인 北韓의 政策決定主禮의

統一政策代案選擇의 變化에 유효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으로

서 測定되는 것이다. 이것은 統一政策決定은 南漆과 北韓이라고

하는 두개의 政策決定主體에 의하여 상호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대

응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政策決定의 특징에 연유하고 있다출

2 ) 統-政策관련 指標開發의 接近方法

統一政策관련 社會指標를 開發하는 擴近方法에는 여러가지 接近

方法이 있을 수 있겠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統一政策決定

狀況의 特性) 그 가운데에서도 두번째 특성인 統一政策決定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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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政策決定主體에 의하여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대응

적으로 이루어지는 政策決定의 성격을 띠t 있다고 하는데 그 기

초를 둔 接造方法을 택한다면) 統一政策決定의 狀況을 반영하여

統一政策의 目標와 戰略開發過程에서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는 社

會指標를 開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출

統-政策決定이 南韓政府와 北韓政府라는 두개의 政拓決定主體

에 의하여 상호영향을 받으면서 대응적으로 이루어지는 政策決定

이라고 하는 사실은 統-政策決定이 일종의 2人게임 (tv?o p e r s o n

game)의 狀況하에서 이루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9) 執一政策決

定은 일종의 2人게임이면서도 零和게임 (zero-sum game)의 성격

보다는 非零和게임 (non zero-sum game)의 성격을 면 :i인게임이

라고 할 수 었다. 물른 統一政策의 決定과 執行으로 南緯이 이득

을 보게 되면 北韓이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고> 北韓이 이득을 보

면 南韓이 손실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관점에서 零

和게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한 쪽이 얻

은 이득이 반드시 다른 한 쪽이 입은 손실과 정확하게 f다고 하

는 것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기도 어렵고 또한 南韓과 北濯이 選譯

9) 통일문제를 게임이른의 시각에서 접근한 연구들은 다수 있으나 이들은

대부분 남북한협상에 게임모델을 적용한 것들이없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가 다루는 연구주제는 협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협상의 전제가 되

는 국내의 통일정책에 게임이른적 접근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데 기본적

인 차이가 있다. 게임이른을 남북한의 협상에 적용한 대표적인 연구로서

는 마리오 보냐노(Mario F . Bognanno), 양성철, "남북한 통일협상모델의

새 시도," 양성철(없음), 남북통일이른의 새로운 전개(경남대하교 극동문

제연구소, 1989), pp.307-341 및 김종림, 김기태, "남북한 협인조건의 이

론적 연구," 상게서 , PP.343-380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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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執行한 統一政策들에 따라서는 양측이 모두 이익을 보거나

양측이 모두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 즉 양측

이 모두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그 손실의 정도는 각기 다를 수도

있으며) 양측이 모두 이득을 본 경우에도 그 이득의 정도는 각기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 경

우가 非零和게임에 속한다고 하는데는 이른의 여지가 없다.

南韓과 北韓의 두 意思決定主體에 의하여 決定되는 統一政策決

定에 있어서 게임의 pay-off들은 사전에 미리 決定되어 었는 것

이 아니라 두 意思決定主體가 각기 어떠한 戰略目標와 代案들을

選擇하느냐 하는데 따라 決定되며 또한 양측은 각기 자기측의 p a y

-off는 극대화하고 상대측의 pay-off는 극소화하고자 하는 戰略

代案들을 마련하고 選擇하고자 할 것이다. 統一政策決定이 이와같

이 그 政策決定에 따른 pay-off가 두 意思決定主禮의 戰略代案選

擇에 따라 決定되고 또 양측은 각기 자기측의 pay-off는 극대화

하면서 상대측의 pay-off는 극소화시키고자 하는 戰略代案들을

마련하고 또 選擇한다고 할 때 그들은 각기 어떠한 方法으로 戰略

代案들을 마련하고 또 戰略代案들은 選擇하여 왔는가? 이에 대한

추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체냐하면 남북한 두 意思決定

主禮들은 統一戰略代案들을 마련하고 選擇함에 있어서 당분간은

과거의 그들의 형태를 크게 바꾸리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대로

답습할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 統-政策決定에 대한. 과거의 행태를 추른할 수 있게되면 이를

토대로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의 統一政策決定에 대한 행태를 예측

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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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決定에 있어서 問題狀況을 어떠하다고 보느냐 하는 基本前

提(basic assumptions)들은 政策目標와 政策代案作成에 있어서 기

본방향을 決定한다고 하는 것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논리이

다.lo) 이러한 논리에 비추어 볼 때 統一政策을 決定함에 있어서도

남북한 양측은 問題狀況이 어떠하냐고 보느냐 하는 基本前提) 다

시 말하면 서로 자기측의 社會는 어떠하며 상대측의 社會는 어떠

하다고 보느냐 하는 가정적인 전제하에 統一政策目標와 設略代案

들을 마련하고 選擇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출

統一政策目標를 設定하고 戰略代案들을 開發하며 이들 가운데

어떤 戰略代案을 選擇한다고 할 때 자기측의 社會와 상대측의 社

會에 대하여 전제하였던 가정적인 社會狀況?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른하고자 하는 社會狀況이며 이러한 추른을 를 더 타당성이 높

고 신뢰성이 높은 方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手段開發의

하나가 여기서 우리가 開發하고자 하는 統-政策관련 社修指標인

것이다.

그러므로 統-政策관련 社會指標는 南韓社會와 北韓社會體制의

변동들을 기술하는 모든 公共統計들이 아니라 이들 가운if1에서도

남북한 두 意思決定主體들이 그들의 統一政策證標와 戰略代案들을

모색하고 選擇함에 있어서 有意流하다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추정

되는 公共統計量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社출指標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가지 公共統計量들 가운데 어느 것들이 統一政

策관련 社會指標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가를 決定하는 판단기준이

10) lan I.Mitroff and Frederick Betz, "Dialectical Decision Theory:A Meta Theory

of Decision Making," Management Science, vol. 19, no. 1(1972), pp.ll - 12.

- 2 o -



될 것이다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일차적으로 開發하고자 하는 것은 南韓의

統一政策관련 社會指標이다. 그러므로 경험적으로 좀 더 타당성이

높은 統一政策관련 社會指標를 開發하기 위하여는 과거 北韓이 南

韓社會가 어떠하다고 하는 기본전제하에 그들의 統-政策目標로

設定하고 戰略代案들을 마련하였으며 選擇하였는가 하는 것을 경

험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分析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南韓 역시 우

리社會를 어떠한 社會라는 기본전제하에 統一政策目標를 設定하고

戰略代案들을 작성하였으며 또한 戰略代案들을 選擇하였는가 하는

것을 역시 경험적 자료들을 토대로 分析하여야 할 것이다 燎

3) 게임의 성격과 指標의 開發

위에서는 남북한을 두개의 독립된 意思決定主禮로 하는 2인 비

영화게임의 狀況으로 파악할 때 統-政策決定過程에서 활용하기에

有意味한 統一政策관련 社會指標를 開發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

였다. 그러나 開發된 社會指標의 統一政策決定過程에서의 有意味性

과 活用性은 게임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게임의 성격과 관련

지어서 指標를 開發할 때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ll)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게임의 성격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

ll) 사회지표는 동태적 사회과정에 대한 최적의 개념과 이른에 기초를 두고 주

의깊게 선택되고 설계될 때 그 유용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한다. 통일정책관

련 사회지표도 역시 이러한 일반적인 정책지표개발의 논리에 따를 때 ri.

활용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에 대하여는, Judith Innes de

Neufville, Social Indicators and Public Po1icy(New York:E1seview Scientific Pub-

lishing Company, 1975), pp. 68-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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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게임의 성격이란 남북한 두 意恩決定主體들이 2인 비영화게임

의 狀況하에서 統一政策目標들을 設定하고 戰略代案들을 開發.選

擇함에 있어서 상대측을 어떠한 게임의 파트너로 파악하느냐 하는

것이다. 게임의 狀況하에서 政策目標를 設定하고 戰略代錢들을 開

發.選擇함에 있어서 상대측을 假想(assume)하는 方法은 여러 유

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예컨대f 라포포트가 제시한 양자간 갈둥의

세 유형인 鬪爭(fights), 競爭(震亂mes) 그리고 論爭(debates)을 원

용하여 적대자? 경쟁자 그리고 협조자의 세 유형으로 간류해 볼

수 있다. 라포포트는 양자간의 갈둥이 불합리하고 걷잡을 수 없는

경지에 이르는 경우가 鬪爭(fight)이며> 外交게임과 같은 함축적인

合意(implicit agreements) 에 의한 통제하의 갈둥관계가 競爭

(game)이며? 마지막으로 더 합당한 입장을 궁극적으로 찾아내기

위하여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인정하는 갈둥관계를 論爭(debate) 이라고 정의한다.l2) 이와같

은 관점에서 보면) 게임의 상대방을 적대자로 본다는 것은 상대방

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 파괴? 분쇄) 발살하여야 할 대상

(적)으로만 파악하는 것이떠) 경쟁자로 본다는 것은 상매방의 존

재를 인정할 뿐 아니라? 競爭過程에서 일정한 규범을 피켜야 할

상대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을 협조자핀 간주한

다는 것은 상대측을 이해하면서 서로 만족하는 어떤 합t품을 만

12) A .Rapoport, Fights, Games and Debates(Ann Arbor:University of Michi-

gan Press, 1960). 양성철 "학문외적 통일논의 총점검 및 새 정책방향모

색"? 양성철(없음) 남북통일 이른의 새로운 전개,(서울: 경남대학교 극동

문제연구소, 1989) P.138에서 재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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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별 수 있는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남북한의 統-政策決定의 主體들이 상대측을 가상하는 方法을 적

대적 경쟁자와 협조적 경쟁자의 두가지로 구분하고자 한다. 그 이

유는 오늘날 남북한의 統一意思決定主體들이 묵시적으로나마 서로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쟁자로

간주하는 입장을 중심으로 적대자로 보는 쪽에 가까울 경우에는

敵對的 競爭者로) 반대로 협조자로 보는 쪽에 가까울 경우에는 協

調的 競를者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출

여기서 말하는 敵對的 競爭者란 게임의 상대측을 말살하여야 할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이며> 協調的 競爭者란 상대측을 양즉이 협

력하므로서 조화를 이룬 가운데 서로 만족하는 어떠한 합작품을

만들어 낼 수 었는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2인 비영화게임에

서는 양축이 동시에 상대축을 敵對的 競爭者로 파악하거나 協調的

競爭卷로 파악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어느 한쪽은 상대측을 敵對

的 競爭者로 파악하고 있으나 다른 한쪽에서는 상대측을 協調的

競爭者로 파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출

그러므로 게임의 당사자들인 양측이 서로 상대측을 어떻게 간주

하느냐 하는데 따라 게임의 狀況은 [표 2- l ]에 제시된 것처럼

I )적대적 경쟁자 . ..적대적 경쟁자) II)적대적 경쟁자 . 협조적

경쟁자, 班)협조적경쟁자 - 적대적 경쟁자? 그리고 新)협조적 경

쟁자 - 협조적 경쟁자 둥의 네가지 狀況이 가능하게 된다. 게임

狀況에 대한 이러한 유형화에서 또 한가지 주목하여야 할 점은 게

임의 狀況이 I )의 狀況에서 린)의 狀況으로 이행하면 항상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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狀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라도 다시 I )의 狀況이나

II) 또는 麗)의 狀況으로 반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i )의 게임狀況에서도 財)의 게임적 狀況이 다소간 잠재되어 있을

수도 있고5 財)의 게임狀況에서도 I )의 게임狀況이 다소간 잠재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며? 단지 우리가 어떠한 統一敵策決定

의 狀況을 어떠한 유형으로 분류할 때에는 지배적인 게임의 狀況

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의하여 분류하게 되는 것이다 출

c표 2- 1 ] 게임의 상대방에 대한 가정에 따른 게임狀況의 분류

적대적 경쟁자 l 적대적 경쟁자

적대적 경쟁자 l 협조적 경쟁자

9 z f o출小. T.출zr출 출즉.

적대자 경쟁자 l 협조적 경쟁자

이들 네 가지의 게임狀況들 가운데 과거 남북한 두 統一政策決

定 당사자들의 상대측에 대한 상호간의 인식이 어떠한 유형에 속

했었는가 하는 것은 경험적 질문(question) 에 속한 問題조서 과거

의 統一政策決定의 狀況들을 체계적으로 分析하므로서 밝혀별 수

있는 것들이다. 예컨대) 양성철 교수는l3) 해방이후 오늘날에 이르

기까지 남북한 當事者간의 게임狀況의 變化에 관한 경험리인 分析

을 시도한 바 있다. 해방이후 l95o년대말까지는 남과 북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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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게임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서로를 부정> 파괴> 분쇄f

발살하려는 자세를 보였고? l96o년대와 l97o년대에 접어들면서 서

로가 어느정도까지는 상대방을 競爭의 상대로 인정하면서) 자기체

제의 政治的 力量) 社會避集力 그리고 經濟體制의 우위를 입증하

여 보임으로서 상대방을 압도하겠다는 자세를 보여 I )의 게임狀

況이 지배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l98o년대에는 남북이 서로

를 보는 눈이 불신과 혐오와 위협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부리로 하

면서도 한편으로는 건설적이고 평화적인 교류의 대상으로 인식하

기 시작함으로서 財)의 게임狀況의 모습이 어느정도 잠재하여 있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해방이후 l98o

년대까지의 기간동안에 남북한 당사자간의 상호인식의 變化가 단

선적인 過程을 밭아왔다고 볼 수는 없다. 예컨대> 河)狀況에서 갑

자기 I )의 狀況으로 퇴보하는 경우도 있었고) 일정 시점에서 여

러 게임狀況들이 중첩적으로 나타난 경우도 있었다는 점이다 출

統一政策決定의 過程에서 한쪽의 意思決定主體가 다른 상대측을

적대적 경쟁자나 협조적 경쟁자로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이것이 統一指標開發에 주는 함의(implication)는 무엇인가?

첫째로) 상대측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統一政策目標 및

戰略代案들의 開發 및 選擇이 발라지게 되며> 따라서 統-政策指

標開發에 있어서 指標禮系에 포함될 指標項目이 달라질 수가 있

다. 統一政策 決定過程에서 상대측을 적대적 경쟁자로 파악하는

경우에는 상대측 社會의 弱點들) 예컨대 不安定과 混亂) 분열과 반

목 둥과 같이 社會的 力量을 약화시키는 要因들> 즉 社會的 弱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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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최대한 이용하고) 자기측 社會의 社會的 力量을 강화시키는

强點? 즉 힘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상대측이 우리측을 이러한 적대적 경쟁자로 파악한다고 간주할 수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

리측社會의 社會的 力量을 강화시키는 强點들과 약화시키는 弱點

들에 대한 分析과 이러한 强點과 弱點의 시계열적 변화를 파악하

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것을 다른 발로 바꾸어 말하인 만일 상

대측이 우리측을 적대적 경쟁대상자로 간주하고 자기측社會의 强

點과 우리측社會의 弱點을 최대한 이용하고자 하는 統一戰略을 세

우리라고 생각되는 경우 統一政策관련 社會指標의 開發은 우리측

社會의 弱點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제 측면) 예컨대 체제에 대한

불통합? 社會的 혼란과 불안정둥의 시계열적 현화가 대응책을 마

련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들이 핵심적인 統.-政策관련

社會指標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燎

그러나 統一政策 決定過程에서 상대측을 협조적 경쟁자로 파악

하는 경우는 게임의 상대측을 말살하여야 할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조함으로서 합의(concensus)를 바탕으로 서

로 만족하는 어떠한 합작품? 즉 상대의 말살에 의한 統一이 아니

라 상호공존과 공영에 바탕을 둔 합의에 의한 統一에 이르는 길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統一政策 決定過程에.서 한쪽의

意恩決定主體가 다른 상대측을 협조적 경쟁자로 파악한다는 것은

우리측 社會의 强點과 상대측 社會의 弱點에 대한 戰略的 이용보

다는 상대측 社會와 자기측 社會가 서로 화합하고 융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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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一政策 目標와 統一戰略 代案들을 開發하고 選擇하려고 노력하

게 될 것이다 를

그러므로 협조적 競爭이라는 게임狀況하에서의 統一政策관련 社

會指標開發은 우리측 社會와 상대측 社會의 융합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 예컨대 양측 社會의 제도적, 기눙적 차이나 非同質性등이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심화되어가고 있으며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

한가를 파악하는 것이 統-政策決定過程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

며 이것들이 핵심적인 統一政策관련 社會指標體系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措標開發과 관련하여 이와같은 논의가 주는 두번째의 함의는 상

대측의 우리측에 대한 기본가정을 유형화해 봄으로서 상대측이 우

리를 적대적 경쟁자나 협조적 경쟁자등의 어느 쪽으로 간주하는가

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統一政策

指標를 開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도식적이며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統一政策에서 및어나 國內.國際狀況의 變化? 특히 北韓

統-政策 決定當局의 우리측에 대한 기본가정이 變化함에 따라 달

라지는 戰略變化에 다각적으로 대처.대응할 수 있는 統一政策을

추진할 수 있기 위하여는 이와 같은 다양한 가정을 전제로 한 指

標세트들의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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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統-政策관련 社會指標體系와

指標作成을 위한 行政體系

1 . 統-政策관련 社會指標體系의 摸索

1) 基本前提

우리는 남북한 두 意思決定空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綠一戰略

選擇은 2인 비영화게임의 狀況하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러

나 2인 비영화게임의 狀況하에서 이루어지는 남북한 양록의 統-

政策目標의 設定과 戰略代案의 開發과 選擇들은 이미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상대측을 적대적 경쟁자로 간주하느냐 또는 협조적

경쟁자로 간주하느냐 하는데 따라 달라지게 된다雌

그런데 남북한 양측이 상대측을 어떻게 간주하느냐 5 적대적

경쟁자로 간주하느냐 아니면 협조적 경쟁자로 간주하느냐 하는 것

은 각기 자기측의 社會狀況 상대측의 社會狀況 및 한반도를 둘러

싼 국제적 환경 둥이 어떠하다고 인지하느냐 하는데 따라 달라질

수 었으며 그들 가운데서도 특히 자기측과 상대측 社會然況에 대

한 인지내용이 統一政策관련 社會指標의 開發과 직접적으로 관련

되어있다. 남북한 양측이 서로 상대측을 어떠한 게임의 상대로 간

주하느냐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서로 자기측 社會와 상대른 社會에

대한 인지가 어떠하느냐 하는데 따라 決定된다고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북한 양측이 서로 상대측을 어떠한 게띤의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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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간주하느냐 하는데 따라 社會를 인지하는 視角이 발라질 수 있

다. 즉 상대측을 적대적 경쟁관계로 간주하는 게임의 狀況하에서

는 자기측과 상대측 社會를 파악하는 視角은 政治的 力量과 經濟

的 力量들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社會的 力量이 주가 되고 남

북한 社會의 융합가능성의 정도는 부차적인 것이 될 것이다. 그러

나 반대로 상대측을 협조적 경쟁관계로 간주하는 게임의 狀況에서

는 자기측과 상대측 社會를 파악하는 視角은 양社會의 융합가능성

의 정도가 주된 것이 되고 넓은 의미의 社會的 力量은 부차적인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

統一政策관련 社會指標의 開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에는

남북한 양측이 統一戰略 選擇과 逐行過程에서 별이는 게임들의 성

격을 규정하는 자기측과 상대측 社會를 바라보는 주된 視角이 어

느 것이고 부차적인 視角이 어느 것이냐 하는 것보다는 社會的 力

量과 社會的 응합이라고 하는 槪念들이 統一政策관련 社會指標의

開發에 있어서 주축을 이루는 핵심적인 槪念들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統一戰略의 選擇과 遂行이라고 하는 남

북한 두 意恩決定主體들이 벌이고 있는 게임의 狀況하에서 두 主

體들이 社會狀況을 인지하는 핵심적인 槪念들은 社會的 力量과 社

會的 융합이라고 하는 대전제하에서 統一政策관련 社會指標體系를

모색하고자 한다 출

2) 社會的 力量과 社會的 融合

(가) 社會的 力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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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的 力量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물른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으나 社會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볼 때 시스

템 전체로서의 하나의 社會가 발휘하는 합성력 (synergy)는 의미하

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社會的 力量을 이와같이 하나의 시스

템으로서 발휘하는 합성력이라고 定義한다고 할지라도 피러한 합

성력의 근원이 무엇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른들이 있

다.

이들 여러가지 합성력의 근원에 관한 이른들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지고 있는 것은 시스템 기능이른과 추구가치이른이다. 이들

이론들 가운데 시스템 기능이론은 하나의 시스템으로서의 하나의

社會가 社會的 力量을 확대하고 이것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下位시스템들이 각기 제 機能들을 원

활히 逐行하여야 하며) 그 기능수행의 정도에 따라 전체 社會의

社會的 力量의 크기가 決定된다고 하는 이른이다. 이에 비해서 추

구가치이론은 하나의 시스템이 .그 社會的 力量을 확대하고 그것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社會가 규범적으로 추구하여야 할

제가치들을 충실하게 실현하여야 하며) 그 실현의 정도에 따라 社

會的 力量의 크기가 決定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출

社會的 力量의 決定要國으로서의 社會시스템 이론들 가운데 가

장 널리 알려지고 있는 것은 Talcott Parsons의 社會 시스템기능

이른이다. 이 이른에 의하면 하나의 社會시스템을 구성하는 네개

의 下位시스템들이 遂行하는 機能들? 즉 적응기눙(adaptation func-

tion), 목표달성 기능(goal attainment function), 통합기능 (integ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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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 function) 및 잠재형유지와 긴장관리기능(latent pattern main -

t e n a n c e and tension management function) 둥을 제대로 遂行할 때

그 社會的 力量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l4)

하나의 시스템이 遂行하는 이들 네가지의 機能들은 다른 각도에

서 보면 한 社會가 가지고 있는 네가지의 力量을 나타낸다. 적응

기능은 적응역량을 나타내고? 目標達成機能은 시스템의 目標達成

역량을 나타내며) 통합기능은 시스템의 통합역량을? 그리고 긴장관

리와 잠재형유지기능은 긴장관리와 잠재형유지역량을 나타낸다 출

하나의 시스템이 逐行하는 주요기능들 가운데 적응기능은 目標達

成에 필요한 도구를 조달하는 기능? 즉 일반적 편의들 (facilities)을

조딸하는 기능으로서 흔히 이것은 經濟하위시스템이 수행하는 기

능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에 비해서 國標達成기능은 시스템 5르

유의 目標추구라는 目標達成 활동을 수행하는 기능이고) 통합기능

14) Talcott Parsons는 약4o년간에 걸쳐서 그 이른적 체계를 발전시키면서
그 생각이 보완되었기 때문에 그의 생각을 간단히 요약하기는 힘들다 燎

또한 Holt 둥의 학자들이 제안한 기능른은 상당히 다른 점이많다. 여기
서는 사회적 역량의 세부적인 구성개념을 추출한다는 측면에서 그들의

이론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 엄성의 소개에는 다소소홀하다
는 점을 밝혀 두고자 한다. 를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 문헌을 참조하시
오 . Talcott Parsons, The Social System(New York:The Free Press,

1951);Ta1coU Parsons & Neil J. Smelser, Economy and Society, ( N e w

York, The Free Press, 1956) ;Ta1cott Parsons, Politics and social Structure

(New York:The Free Press, 1969);Ta1cott Parsons, "The B 7 r 7
pects ofSocial Structure and Process," in David Easton, (ed.), Varieties o f

르찬l:5z그브트ry.(Eng1ewood Cliffs, N.J.:Prentice-Hall, Inc., 1966). T 言
Parsons의 구조.기능른을 적절히 설명한 국내서적으로는 강신택, 사회과

학연구의 논리, (서울, 박영사, 1981), 31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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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구성원들의 활동을 원활하게 유지하며 재조직하고 활동의 統合

.調整을 촉진하는 기눙이다. 어떤 논자들은 目標達成기능은 政治

하위시스템의 기능으로) 그리고 통합기능을 행정하위시스템의 기

능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l5) 그러한 구분은 명확한 것

으 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잠재형유지 및 긴장관리기눙은 세대

로부터 세대로 문화를 전수하고 교육하며 또한 육체적? 생신적피

로와 긴장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社會的 안정을 유지하고) 지배적

인 가치전형을 保持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들을 촉진시키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일탈의 위험을 수반하는 긴장을 처리하는 기능들

로서 교육.문화. 례크례이션 둥의 활동들로 나타난다 출

그러므로 이러한 社會的 力量決定의 이른을 토대로 해 를 때 적

응? 목표달성? 사회적 통합> 잠재형 유지와 긴장관리 둥이 社會指

標體系開發을 위한 중요한 槪念들이라 할 수 있다출

한편 社會的 力量의 決定要因으로서의 추구가치이른의 경우 가

장 중요한 쟁점은 한 社會가 추구하는 목적가치 (end-value)를 어

떻게 選定하느냐 하는 것이다. 麗主社會에서는 어떤 한 사람의 전

문가나 또는 전문가집단이 그 社會가 추구해야할 목적가치를 選定

하거나 選定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選定하는 것이다 출

각 社會의 구성원인 국민들이 각기 자기 社會가 추구해야할 목

적가치들을 選定하기 때문에 각 社會들마다 그들이 選定한 구체적

인 목적가치들은 서로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목적가치 (specific end-value)에 있어서는 각 국가마다 다소간에 차

i5) 박문옥, 개발행정론(1967), P.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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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 社會가 추구해 나아가야 할 보편성이

높은 목적가치 (general end value)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은가 생각

된다. 그리고 각 社會가 추구해 나아가야 할 목적가치들을 어느정

도 실현했느냐 하는데 따라 각 社會의 社會的 力量이 決定된다고

할 때 의미하는 목적가치들이란 여러 社會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

여야 할 보편성이 높은 목적가치들이 아닌가 생각된다 출

社會指標의 開發과 관련하여 제시된 목적가치의 체계들 가운데 대

표적인 것이 미국의 보건.교육.복지부(HEw)가 제시한 목적가

치영역을 들 수 있다. HEw는 社會政策 및 經濟政策에 관한 국가

적인戰略的 意思決定을 가이드하기 위한統計量들을 산출함에 있

어서 그 토대가 되는 추구해야할 가치영역들로서 보건과 질병) 社

會的 이동? 물리적 환경> 소득과 빈곤, 社會秩序와 안전? 학습.과

학 및 예술? 참여와 소외둥 일곱개의 추구해야 할 가치영역들을

제안하였다.l6) 이들은 oEcD가 社會的 관심영역으로 분류한 것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서, Carley가 社會的 目標領域이라고 부르

는 것은 그에 대한 좋은 예이다.l7)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i979년

이래우리국민들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 소득.소비? 고용.인력, 교육? 보건? 주택.환경, 社會) 공안

둥 8개 분야의 일반적인 관심영역을 중심으로 하여 社會指標를 開

16) 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Toward a Social R e -

끄브츠(Ann Arbor:The University ofMichigan Press, 1970), pp. xi-xiii.

17) 0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프9rl_프찬cators(0ECD, 1976);Michael Carley, Rational Techniques in
Policy Ana1ysis(London:Heineman, 1980), pp.18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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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하여 작성해 오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H E w가 제시했던 7개 분야의 목적가치

들은 [S3-1]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이들 각 영역별 목적가치들

가운데에는 형평성과 같이 여러 목적가치 영역에 중복되리 나타나

는 것들도 있다. 이것은 이들 목적가치가 그만큼 더 중요함을 나

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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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社會指標관련 추구가치영역과 목적가치들

영 역 목 적 가 치 들

保健과 疾病 o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강

o 壽命

o 인간다운 생활을 한 기간(생활의 질)

o 選好의 充足

社會的 移動 o 비용(經濟的 편익과 비용)

o 자유

o 經濟的 능률

o 주관적 인 복지

物理的 環境 o 衡平性

o 인간다운 생활을 한 기간

o 주관적 인 복지

o 選好의 充足

o 패적한 환경

o 다른 종들의 복지

所得과 貧困 o 經濟的 또는 물질적 복지

호衡平性

o 욕구, 권익, 및 최저생활보장

公共秩序와 安全 o 주관적인 생찰의 질

o 經濟的 복지

o 衡平性

o 범죄에 대한 처벌

o 收監者들의 생활의 질과 양

學習> 料學 및 藝術 o 생산

o 生活의 質

o 衛平性

o 美的인 創造와 應想

參與와 疎外 o 短期的 福祉

o 體制變動과 관련된 장기적 복지

자료:Duncan MacRae, Jr., Policy Indicators, (Chapel Hill: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5),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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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일곱가지 영역의 목적가치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기여면수적 성격을 면 것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변수들은 주된 목적가치의 성격을 면 것들도 있다. MacRae는 政

策指標의 開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經濟的 能率性) 主觀的

福祉 主觀的 生活의 質을 감안한 壽命) 인간 완성이라고 하는 槪

念에 비추어 바람직한 능력의 開發에 상응하는 成熟價値(per.

fectionist value), 自由? 다른 種의 福a? 所得 .基率欲求充足 .權

益 둥을 포함하는 제 價値配分에 있어서의 衡平性둥이 주된 目的

價値들이라고 주장하고 었다.l8) 그러나 이러한 分析은 미국이라고

하는 좀 더 民主化된 社會를 대상으로 한 分析이고) 한즉과 같이

民主化되어 가고 있는 社會에서는 參與와 소외의 극복의 問題를

포함한 民主化가 또한 社會가 추구해야할 주된 목적가치가 아닌가

생각된다 출

따라서 H E w 가 제안한 일곱개의 가치영역 가운데서 MacRae가

추출한 일곱개의 주된 목적가치에 참여를 추가한 여및개의 목적가

치들을 社會가 추구해야할 주된 목적가치들로 분류할 수 있을 것

61ct.

그러면 이들 여需개의 목적가치들 가운데 남북한 두 意思決定主

體가 적대적 경쟁자로서 2인 비영화게임을 하는 狀況하에서 統 -

戰略을 수립하고 選擇하는 過程에서 자기측 社會와 상대록 社會를

릿.析한다고 할 때 어떠한 가치들을 더 중요한 목적가치들로 고려

18) Duncan MacRae, Jr., Policy Indicators(Chape1 Hill: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5), pp.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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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보이는가? 그러한 판단의 기준은 어떠한 목적가치들의

실현이 그 社會의 社會的 力量을 높이는데 더 직접적으로 기여하

는가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출

이러한 社會的 力量向上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라고 하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앞에서 살펴 본 여범가지 목적가치들 가운데서도 특

히 經濟的 능률성5 주관적 복지? 자유5 소득 .기본욕구충족 .권익

등을 포함하는 제 가치배분에 있어서의 형평성? 참여와 소외의 극

복을 포함한 民主化 둥 다섯가지가 더욱 중요한 r추구해야할 목적

가치들J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우리는 社會的 力量을 決定하는 시스템이른과 추구가

치이론의 分析을 통하여 統一政策관련 社會指標開發을 위한 몇가

지 중요한 槪念들을 도출하였는데 社會的 力量을 決定하는 要國들

에 관한 이와같이 서로 다른 이론적 토대위에서 식별된 이들 槪念

들이 과연 統一政策관련 社會指標들을 開發하는 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다음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

다. 즉 시스템기능이른과 추구가치이른들은 社會的 力量決定에 관

한 서로 경쟁적인 이른들인 데 이와같이 서로 다른 경쟁적인 이론

들에서 도출된 槪念들이 서로 같은 수준의 槪念들로서 社會指標開

發을 위한 槪念體系에 포함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

이다.

사실 統一政策관련 社會指標의 開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에는 어떤 한 이른이 社會的 力量決定에 대하여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이상 더 바람직한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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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이들 두 이른들은 社會的 力量決定을 완벽하게 설명한

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들 시스템

기능이른과 추구가치이른은 社會的 力量決定에 관하여 부분적으로

설명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력 주는 보완적인 관계에 없다고 볼

수도 있다.l9) 예컨대 어떤 한 社會가 社會的 가치배분에 있어서 형

평성을 높일 수 있다면 그만큼 社會的 통합은 촉진될 수 있고) 經

濟的 능률성이 높아지면 한 社會의 목표달성역량은 더욱 향상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추구가치이론에서 식별된 槪流들은 부

분적으로는 시스템기눙이른에서 발전시킨 槪念등에 대한 기여변수

적 성격을 띠면서 또 부분적으로는 시스템 기능이른에서 발전시킨

槪念들을 직접적으로 操作化를 통하여 指標化하기 어려분 측면에

대한 指標作成을 가눙하게 하므로서 보완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다.

이와같이 시스템기눙이론과 추구가치이른은 한편으로는 社會的

力量決定에 관한 경쟁적인 이론들이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社

會的 力量決定에 관한 要園들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을 서로 보완

하여 줌으로 이들 두가지 接近方法들에 의하여 발전된 槪念들이

서로 조화를 이룬 가운데 社會的 力量決定에 관한 要團들은 좀 더

폭넓게 포괄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어느 한

接近方法에 의하여 발전된 槪念들을 사응하기 보다는 이들 두 가

l9) 원칙적으로 시스템이론과 추구가치이른은 원래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적

역량의 결정요인으로 전개된 것이 아니고, 각각 독립적이고 나름대로의

완전성을 추구한 자족적인 이론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들을 상호보완적으로 보는 관점은 엄격하게 말하면 무리가 있음을 밝

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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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서로 다른 接近方法에 의하여 발전된 槪念들을 사용하는 것이

統一政策 관련 社會指標體系를 設定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출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해 볼 때 시스템기능이른에 대한 分析을

통하여 도출된 槪念들인 적응? 목표달성? 사회적 통합) 긴장관리와

잠재형 유지? 그리고 추구목적가치딸성이른에 대한 分析을 통하여

도출된 槪念들인 經濟的 能率性? 주관적 복지) 자유) 소득 .기본욕

구충족 .권익 둥을 포함하는 제 가치배분에 있어서의 형평성) 참

여와 소외의 극복을 포함한 民主化 둥이 社會的 力量을 測定하는

統一政策관련 社會指標體系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槪念들임을

알 수 있다출

(나) 社會的 融合

南北韓이 統一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異質化된 南北韓社會가 하

나의 사회로 社會的 融合을 이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히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社會的 融合

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어사전에 보면 r融合J이란 r녹아서 하

나로 합침J) r응해하여 화합함J 등으로 나와 있다. 이 말의 뜻은

서로 다른 물질이 서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가 됨을 의미

하는 것이라 하겠다. 물리학에서 核融合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의 融合이란 두 개의 原子核이 합하여

하나의 原子核으로 轉換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응되고 있

다. Karl W.Deutsch도 Et治的 統출(Political integration)의 형태를

非融合的 形態의 共同體와 융합적 형태의 共同體로 유형화하면서

融合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融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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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독립되어 있던 2개 또는 2개 이상의 사회단위가 하나의

政府를 가진 단위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

의 독립된 洲들이 모여서 하나의 융합적 安全共同體를 이룬 것은

하나의 社會的 融合을 이룬 統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

나 미국과 카나다가 결합하여 하나의 복합적 安全共同料를 이룬

것은 社會的 融合을 이루지 못한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다.2o)

南韓과 北韓의 統一은 비융합적 통합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

나의 政府를 가진 社會的 融合을 이룬 통합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내의 몇개의 國家들이 형성하는 漂濟共同

體的 性裕을 면 통합과는 다른 것이다. 물른 南北韓이 料一을 이

룩하는 과정에서 그 戰略으로서 여러가지 統合의 형태를 모색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韓國은 수천년동안 여러차례 몇개의

국가로 분열되어 存續한 적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국가

로 통합되었었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들을 토대로 해 볼 매 南北韓

도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사회로 융합되어 하나의 政府를 가진 단

일국가로 통합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南北綠이 統一을 이룩하는 것은 하나의 過程이면서 또간 結果이

다. 그러나 社會的 融合과 南北韓의 統一을 관련지워 생각할 때

社會的 融合이 統一을 향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統一은

20) Karl W .Deutsch,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Jersey:Prentice

-Hall, Inc., 1968), 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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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的 融合의 과정을 거쳐 이룩한 結果라고 하겠다. 그러한 점에

서 社會的 融合은 통합이 이룩된 결과의 한 형태라고도 할 수 있

지만 통합이 되어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일종의 통합의 배경조건이

라고 할 수 있다. 즉 지난 45년간 分斷되어 서로 다른 정치 .諒제

체제하에서 서로 異質化된 사회가 하나의 사회로 통합되기 위하여

얼마나 融合되어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統一의 과정이고 또한 배

경조건인 것이다.

社會的 融合에 관한 배경조건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없으

나 통합에 관한 배경조건을 제시한 연구들은 몇 가지 나와있는데

그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지고 있는 것이 Jacob가 제시한

機能主義 統合理論에 토대를 둔 통합의 조건과 Deutsch가 제시한

多元主義 統合理論에 토대를 둔 통합조건이다.2l)

Jacob는 기눙주의 통합이른을 토대로 통합의 조건으로서 지리적

인접성? 동질성) 상호교류) 상호인지) 機能的 利益? 社會的 特性) 구

조적 형태? 주권-증속지위5 政府의 능률성? 통합의 경험둥 lo가지

를 제안하였다. 이들 槪念들 가운데 몇가지 槪念들은 이해를 위하

여 數術說明이 필요하다.

여기서 機能的 利益이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각오가 되어 있는 이익이며) 社會的 特性은

사회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태도) 가치관5 行爲類型 둥의 분포형

태이다. 또한 構造的 濯態란 共同體內의 권력구조이고? 주권-종속

2l) 이문규, "남북한 통합의 이른적 모색," 통일연구논충, 제8권 제i호

(1988), pp.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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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sovereignty-dependency status) 란 共同禮사이에서의 절대적

인 분리독립의 정도를 나타낸다.22)

Deutsch는 機能主義 統合을 완전한 통합이 아년 부분적인 통합

이라고 비판하고 완전통합인 融合安全共同體(amalgamated 湯출-

curity communities)를 주창하였으며 ) 이러한 完全한 統各을 위한

배경조건으로서 주요가치의 一致度(compatibility of main values),

相互親熟度(mutual familiarity), 다른사회와 구분되는 공G의 생활

방식(distinctive way of life), 핵심지 역과 그들의 눙력? 핵심지역의

경제성장의 우위? 共同의 經濟報償의 期待? 相互交流漆麗의 擴大)

엘리트의 充員範圍의 확대>.社會的 커뮤니케이션의 개방? 대중동원

의 확대(greater mobility of persons), 同族相殘戰에 대한 염증t 외

부의 군사위협? 강력한 경제적 유대t 민족과 언어의 同和作재둥 l 4

가지의 조건들을 제시하였디-.23)

Deutsch의 통합을 위한 배경조건들은 Jacob의 통합조천들을 를

더 보완한 것으로서 非融合的 形態의 통합 분만 아니라 融合形態

의 統合까지도 포괄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좀 더 包括的인 統合

을 위한 배경조건들이라고 할 수 있다찰

그러나 南北韓의 統一이 궁극적으로는 社會的 融合을 이룩한 상

태에서의 통합이라 할지라도 그 統一의 過程에서는 기능적인 부분

적인 통합의 과정을 거쳐서 社會的 融合을 이룩하게 될 가능성도

22) 이상우, 기능주의 통합이른과 남북한관계 개선방안 연구, (국토통일원 ;

1976), pp.26-29.

23) Karl W . Deutsch, Political Community and North Atlantic Area(Pri-

nceton: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8), pp.46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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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배제하기 어렴기 때문에 통합의 背景條件들을 검토함에 있어

서는 어떤 統合論理가 더 설득력이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社會的 融合의 정도를 보다 妥當性이 있고 信賴性이 있

게 측정할 수 있는 包括的인 背景條件의 識別이 더욱 중요하다 聾

왜냐하면 어떤 한 統合理論이 다른 통합이른보다 통합의 과정을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統合過程에서 社會的 融合의

어느 한 측면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지 못한 채 남겨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이른을 기초로 한 통합을 위한 背景條件은 社會的

融合의 정도를 완전하게 나타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출

그러한 점에서 拉能主義 統合理論에서 제시한 통합을 위한 조건

들과 多元主義 統合理論에서 제시한 통합을 위한 배경조건들은 모

두 일단은 指標體系設定을 위한 槪念모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W .

우리는 앞에서 社會的 力量을 측정하기 위한 指標體系를 設定하

기 위한 주요 槪念들을 식별하였고? 그들 槪念들 가운데 어떤 槪

念들이 우선적으로 指標로 개발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과거

南北韓의 統一戰略選擇과 집행의 행태를 分析하므로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한 바 있다. 그러나 南北韓社會의 社會的 融合의 정

도 를 나타낼 指標體系의 設定을 위하여 식별된 槪念들 가운데 어

떤 槪念들이 우선적으로 指標로 개발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경험적 분석을 토대로 결정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南韓과 北韓이라고 하는 두 意思決定主體들에 의하여

遂行되고 있는 2인 비영화 게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적대적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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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서의 입장에 선 南北韓 統一戰略選擇과 집헝만 있었는 뿐이지

협조적 경쟁자로서의 입장에 선 統-戰略 選擇의 게임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槪念들이 우선적으로

指標體系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指標開發過程에서 일

반적으로 적용하는 원칙들을 적응하여야 할 것이다 출

일반적으로 指標開發에 있어서 적용하는 주요원칙들은 (l) 多次

元的이어야 한다. (2) 린.理되어 설명되어야 한다. (3) 時系列로 비

교가능해야 한다. (4) 地域的으로 比較可能하여야 한다. (5) 計量

化가 可能하여야 한다. (6) 가범성이 높아야 한다. (7) 출意可能性

이 높아야 한다는 것 둥이다.24)

위에서 살펴본 지표개발의 一般原則들에 비추어 볼 때 Jacob가

제안한 통합의 조건들 가운데 동질성 ? 상호교류5 相互認拓) 社會的

特性둥이 指標體系에 포함되어야 할 우선순위가 높은 槪念들인 것

으 로 판단된다. 한편 Deutsch가 제안한 통합의 배경조건c 가운데

에서는 주요가치의 일치5. 상호친숙도> 他地域과 구별되근 공동의

생활방식> 共同經濟補償의 기대? 상호교류팀위의 확대? 社會的 커

뮤니케이션의 개방> 同族相殘戰에 대한 염증t 경제적 유대 둥이 指

標體系에 포함되어야 할 우선순위가 높은 槪念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위에서 식별된 l2개의 槪念들 가운데 同質性과 주요가치

의 일치는 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또한 共同經濟補船의 기대

와 經濟的紐帶 둥도 서로 접히 관련되어 있다. 물론 동질성은

24) 안병영, 사사회지표", 박동서외 저 발전행정론(서G:법문사, 1986), p p .

244-273 ;노화준, "계획지표", 김신복.노화준 공저, 개발기적른(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 1989), . 143-158.

- 4 4 -



여러가지로 操作的 定義를 할 수 있겠지만 主要價値의 일치 여부

는 동질성의 정도를 결정하는 寄與變數들 가운데의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표의 개발에 있어서는 주요가치의 일치도는 동질성

을 측정하는 하나의 下位槪念으로 파악하여 操作化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共同經濟的補償의 기대와 經濟的 繼帶도 서

로 접히 관련된 槪念으로서 經濟的 織帶가 현재의 상태를 나타

낸다면 共同經濟的補償의 기대는 미래의 경제적 유대를 결정짓는

要因의 하나이기 때문에 共同經濟的補償의 기대는 경제적 유대의

寄與變數의 하나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상호교류와

상호교류범위의 확대도 역시 相互交流範圍의 擴大가 상호교류의

미래의 방향을 말하는 것으로 상호교류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f

他와 구별되는 공동의 생활방식도 사회적 특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下位槪念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相互認知와 상호친숙도 역

시 접히 관련된 槪念들로서 상호인지의 단계를 거쳐서 상호친숙

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社會的 融合을 측정하는 槪念

으로서는 상호친숙도를 上位槪念으로 보고 그의 하나의 下位槪念

으로서 相互認知度를 측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聾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相互交流와 相互親熟度와의 관

계이다. 일반적으로 相互交流가 빈번해질수록 相互親熟度는 높아

질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호교류를 상호친숙도를 결정하는

하나의 寄與變數로도 파악할 수 있으나 상호교류는 상호친숙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교류는 經濟的 紐帶를 강화

하는데 기여하는 둥 相互交流의 내용에 따라 상호친숙도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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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的 融合程度의 다른 측면들을 측정가능하게 해줄 수 있기 때

문에 독림된 槪念으로 指標體系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

로 보인다 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社會的 融合의 정도를 나타내는 指

標體系에 포함되어야 할 撚念들 가운데 서로 관련된 槪念들을 下

位槪念들로 를어서 통합한다면 동질성 > 상호교류? 상호핀숙도? 경

제적유대? 社會的 커뮤니케이션의 개방5 同族相殘戰에 대한 염증

둥 여섯가지 槪念들의 社會的 融合을 측정하는 指標體系에 포함되

어야 할 槪念들이라고 할.수 있다 識

3 ) 指標體系에 포함되어야 할 指標槪念들의 우선순위의 設定

앞항에서는 社會的 力量리 결정요인에 대한 이른들과 社會的 統

合의 배경조건들에 대한 검토들을 통하여 統一政策관련 社會指標

開發을 위하여 社會指標體系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槪念들을 식

별하였다. 이들 식별된 槪念들은 모두 統-政漆관련 社料指標開發

을 위한 社會指標體系에 포함시킬 수도 있으나 社會指標의 개발에

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t副諒讀發에 대한 우선순

위를 設定하여 순차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출

식별된 槪念들 가운데 統一政策관련 社會指標를 개발하는 우선

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떤 槪念들을 操作化하여 指標를 개발

할 경우 統一政策을 形成하고 집행 .평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n

活用度가 가장 높은가 하는 것이다 출

이러한 우선순위의 결징은 만일 과거에 南北韓의 게임상황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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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統一戰略을 선택하고 집행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경

험적 사실 등에 대한 자료들을 體系的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들에

토대를 둔다면 그러한 優先順位의 결정은 妥當性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른 이 경우 기본적인 전제는 南北韓 두 意恩決定

主禮들에 의한 과거의 統一戰略 선택과 집행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그대로 계속될 것이라고 假定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基

本假定이 들어맞는 한에서 여기서 設定한 指標開發의 우선순위는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南北韓의 국내외적인

여건의 변동에 따라 南北韓 두 意思決定主體들에 의한 統-戰略의

선택과 집행은 바꾸어 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 우

선순위가 낮게 設定된 槪念들도 다음절에서 제안하는 바와 같은

統一政策관련 社會指標 開發 .作成을 위한 行政禮制에서 곧 統-

政策관련 社會指標體系에 포함시켜 社會措標를 개발하여야 할 것

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출

우리는 앞항에서 統-政策관련 社會指標體系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槪念들을 도출함에 있어서 南北韓 社會의 社會的 力量과

社會的 融合을 社會指標體系가 측정하여야 할 대상으로 전제하였

초L 이러한 전제하에 指標體系에 포함시켜야할 基本槪念들을 도출

하였다.

그런데 이들 社會指標體系가 측정하여야 할 대상들 가운데 社會

的 力量은 南緯과 北韓 두 意思決定主體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統

一戰略의 선택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敵對的인 게임상황과 관련되

어 있고 社會的 融合은 協調的인 게임상황과 관련되어 있다함은

- 4 7 -



이미 앞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그런데 이들 淸韓과 北轉 두 意

思決定主體들에 의한 게임상황들 가운데 과거에 경험하諒,거나 현

재에 경험하고 있는 상황들은 敵對的인 게임상황들이었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敵對的 게임상황과 관련하여 社會指標를 개발하여

야 할 대상인 社會的 力量의 경우에는 그러한 力量을 촉정할 수

있는 것으로 식별된 槪念들을 과거와 현재의 統-戰略選濯과 집행

행태에 관한 자료들을 분석함으로써 社會指標개발의 우선순위를

設定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協調的인 게임상황의 경우에는 南

北韓 두 게임 당사자들에 의하여 이룩된 과거와 현재의 리험적 자

료가 없기 때문에 協調的인 게임상황과 관련하여 측정할 대상인

社會的 融合度를 기술하기 위한 槪念들의 경우에는 社會指標개발

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에 비추어 개발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밖

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앞의 항에서 社會的 융합도를 측정

하기 위한 槪念들을 식별하였고 그들 가운데 社會指標體流에 포함

시켜야 할 우선순위가 높은 여섯가지 基本槪念들을 선택한 바 있

다. 따라서 이들 社會的 융합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선택된 여섯가

지 槪念들은 다음에 指標體系設定에 그대로 採擇하기로 하고 여기

서는 과거의 경험적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社會的 力量을 축

정하기 위한 槪念들 가운데 우선순위가 높은 槪念들을 치별해 보

고자 한다 燎

4 ) 指標槪念의 優先順位 決定을 위한 經驗的 分析

指標槪念의 優先順位를 決定하기 위한 基礎資料로 여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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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의 과거 統一政策에 나타난 우리측 社會의 취약점에 해당하는

要園들> 그리고 우리 國民들의 의식에서 나타난 우리 社會의 상대

적인 강점과 취약점에 관하여 고찰하키로 한다. 이와같은 두 가지

종류의 經驗的 資料의 分析을 통하여 社會的 力量의 決定要因중에

서 指標體系에 포함시켜야 할 槪念의 優先順位가 어느정도 設定될

수 있을 것이다 출

(가) 北韓의 統-政策에 나타난 우리 社會에 대한 基本認識

본항에서는 과거에 南北緯의 統一政策決定이 敵對的인 게임의

狀況에서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서) 北韓側이 그들의 統一戰略 선

택과 집행에 있어서 惡礎로 했다고 보여지는 南韓의 社會的 狀況

에 관한 가정들을 經驗的 資料를 토대로 分析해 보고자 한다. 우

리는 앞에서 敵對的인 게임의 狀況下에서 北韓側은 우리측 社會의

弱點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제 측면들을 최대한 이용하고자 할 것

이라고 가정하였다. 다시 말하면 北韓側 統一政策決定 당사자들은

우리측 社會狀況에 관한 分析을 토대로 하여 특정한 政策을 제안

하거나? 우리측의 제안을 受容하거나? 이를 修조하여 제의하거나)

또는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北韓側이 우리측의

社會狀況을 어떻게 認知하는지의 문제를 할혀내는 작업은 社會的

力量에 기여하는 槪念들 중에서 統一政策관련 社會指標體系에 포

함필 槪念들의 優先順位를 設定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와

같은 分析을 통하여 우리측이 보환해야 할 社會的 弱點은 무엇이

고) 또한 우리측이 좀 더 伸縮性 있는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할

부문들이 무엇인지가 밝혀지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물른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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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經驗的인 資料를 토대로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을 것이나) Z L

들의 제안 및 우리측 제의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토대로 어느 정

도는 類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

이와같은 基本前提 하에서 여기에서는 北韓側의 제안? 우리측

제안에 대한 北韓側의 반응? 그리고 南北韓간의 各種 對話中에 나

타난 北韓側의 주장을 分析함으로써 그들이 統一戰略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토대로 하고 있는 우리측의 社會狀況에 대한 基率假定

들(basic assumptions)을 밝혀 보고자 한다. 본 절에서의 分析에

사용된 北韓側의 주요 제의 .제안 및 주장들은 國土統一院에서 발

행한 r南北韓 統- .對話 認議比較J 제l권 및 제2권에 수록된 資

料를 토대로 하였으며 ?25) 본항의 分析에 사용된 北漆側의 발표내용

은 r부록 iJ에 수록하였다. 여기서 分析에 포함된 기간은 l97o년

부터 l989년말까지의 2o년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北韓側이 우리측에 대하여 제기한 非梁, 會談의 前題條侍

으 로 제시한 사항> 그리고 會談中斷의 사유로 제시한 사함들을 分

析하여 보았다. 여기서 分析에 포함된 내용들은 이 기간동안에 北

韓側에 의해 발표된 統-에 관련된 제의 .제안 .주장들 가운데 )

첫째로 우리측 내부의 실정에 관하여 비난한 사항) 둘째로 特定會

談의 前提條件으로 제시한 우리측 내부 관련 사항) 셋째를 특정회

담을 중단하면서 그 이유로 언급한 우리측 내부 관련사항 둥에 관

한 것이다 차

25) 국토통일원, 南北韓 統一 .對話 提議比較(1945-1987), (서만:국토통일

원 남북대화 사무국, 1987);그리고 南北韓 統一 .對話 提議比較(II)

(1988-1990.2), (서울 :국토통일원 남북대화 사무국,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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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2] 北緯의 우리측에 대한 비난, 희담의 전제조건) 희담중단

등의 사유 (1970-1989)

분9 항q |70-74|75-79|80-84]85-8리 합계

민주인사석 방 5 | 5 | 2 | 4 | 16

민주단체와 民主化 운동 6 | 2 | 3 | 1 | 12

a l탄압중지

治 .친미.독재정권비난 l 2 1 1 1 1 2 | 6

社 l반공법 .국가보안법 폐지 l 2 0 | 3 | 3 | 8

.w. l반공단체해체) . 3 5 ] 2 | 2 | 12

反共政策포기

소 계 18 | 13 | 11 | 12 | 54

Tam玲핀 군사훈련비난 j o 1 | 0 | 24 | 25

軍 l미군또는 핵무기 철수 l i6 5 | 7 | 12 | 40

군비경쟁중지? 군사력 j i4 3 | 1 | 5 | 23

事 l감축

소 계 3o l 9 8 | 41 | 88

두개 조선책동) l 4 4 | 3 | 3 | 14

對 l교차승인 반대

자주적 입장 견지? l i 0 1 1 1 1 1 3

外 l외세의존발피

소 계 5 l 4 4 | 4 | 17

합 계 | 50 | 26 | 23 | 57 | l 5 9

資料 :r부록 iJ에 수록된 北韓側 제안의 內容分析결과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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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北韓側의 우리측에 대한 非難) 회담의 전제조건? 또는 회담

중단의 사유로 제시된 사항을 분류하는 데 사용될 범주는 관련문

헌을 검토하여 예비리스트를 작성한 다음>26) 이들 예비리는트에 포

함된 항목별로 頻度數를 조사한 資料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3개

분야) io개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이들 분야와 항목은 [a 3-2]에

제시된 바와 같이? (l)國內의 政治 .社會狀況에 관련된 분야에서

는 민주인사의 석방, 민주단체와 民主化운동 발압의 중지, 친미 출

독재정권의 非難)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의 폐지) 反共政料 포기와

반공단체 해체의 요구등의 5개 항목 (2) 군사문제와 관린된 분야

에서는 팀스피리트와 군사훈련 非難) 미군(기지 ) 또는 핵주기철수)

군비경쟁중단과 군축둥 3개 항목) 그리고) (3)對外政策 분야에서는

두개의 조선책동과 남북한 교차승인 반대? 외세의존 발피둥의 2개

항목들이 다.

Ca 3-2]에는 北韓側이 우리측에 제기한 非難을 위에서 말한

lo개 템주별로 분류한 다음? 7o년 -74Ud, 75-79U1, 80-84년? Z L

리고 85.89년의 5년 단위로 기간을 구분하여 頻度數를 초사한 결

과를 제시한 것이다. ca 3-2]에 제시된 것처럼? l97o년에서

l989년의 기간동안에 우리측의 政治 .社會的 狀況을 이유로 北韓

側이 우리측을 非難하거나? 이를 회랄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또

는 회담을 중단한 사례가 54회에 달하여 전체 l59건의 33.9%에

이른다. 이들항목들을 頻度數가 높은 순서로 살펴보면) 민주인사의

26) 최평길, "북한의 남북대화 정책분석 :계량예측모형을 중심으로?" 통일논

료 l권 2호 (서울 :국토통일원, 1981), pp.59-98 ;유석렬* 남구한관계른
(서울 :정음사,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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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l6회 )) 민주단체와 民主化운동의 탄압중지 (i2회 )) 반공단체의

해체 및 反共政策의 포기(l2회)? 반공법과 국가보안범의 폐지(8

회)? 그리고 친히 독재정권비난(6회) 둥으로 되어 있다. 전체적으

로 볼 때 이들 우리측의 政治 .社會的 狀況과 관련된 문제가 거론

된 횟수는 7o년대의 3l회에 비하여 8o년대에는 23회에 그쳐 相對

的으로 減少하는 추세이다 출

軍事問題를 문제로 삼은 사례는 전체적으로 88회에 이르러 전체

l59개 사례의 過半數를 上圖하는 55.3%를 점하고 있다. 이들 항

목들을 頻度數가 높은 순서로 살펴보면 미군기지 또는 핵무기철수

를 주장한 경우가 4o회로 가장 많았고> 팅스피리트 둥 軍事訓鍊

을 비난한 것이 25회? 軍備競爭中止과 軍事力減縮에 관한 주장이

23회둥이다. 앞에서 살펴본 우리측의 政治 .社會問題를 거른한 것

과는 달리 이들 군사관련문제를 제기하는 頻度數는 전체적으로

l97o년대의 4l회에서 l98o년대에는 49회로 증가하여 軍事問題에

관한 北韓側이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출

특히 팀스피리트를 포함하는 軍事訓鍊 문제에 대하여는 l985년 -

l989면의 기간에만 언급한 頻度數가 lo개 항목중에서 가장 많은

24회를 기록하고 있다燎

마지막으로 對外部門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한 사례는 l7회에 n

쳐 전체 l59회의 lo.6%에 불과한 數値를 보여준다. 이들을 세분

하여 보면 南北韓 교차승인둥 두개의 조선책동과 관련시켜서 비난

한 것이 l4회) 그리고 外勢依崙을 탈피하고 自主的 입장을 견지하

라는 비난이 3회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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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2]에 의하면 北韓側이 統一政策을 수결하고 집謂하는 데

있어서 指摘하고 있는 우리측 사회의 弱點의 대부분이 政治 .社會

的 狀況 및 軍事問題에 관련된 항목들이며 상대적으로 對外的인

問題를 언급하는 비중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北韓側이 우리측

을 諒難할 때) 特定會談의 전제조건으로) 또는 會談을 중단하면서

그 이유로 제시한 내용들은 c표 3- 2 ]에 나타난 바와같이 대부분

이 l97o년대부터 계속하여 주장되어온 것들이라는 점에서> 우리

社會가 보환해야 할 社會的 弱點이기도 하며) 또한 우리측이 를

더 伸縮性있고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되는 부문들이라

고 볼 수 있다 零

이어서 [a 3-3]에서는 北韓側이 l97o년 이후에 提詰한 각좀

의 交流 및 會談을 分野別로 분류하여 제시했다. 이들 北韓側이

제안한 교류 및 회담 제의의 분류범주를 決定하는 데 있어서도 앞

의 c표 3.2]에서와 같이 關聯文獻을 검토하여 예비리스트를 작상

한 다음? 이들 예비리스트에 포함된 項目別로 料度數를 弟사한 資

料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6개 분야에 25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이들 6개분야는 (l) 政治? (2) 軍事? (3) 經濟? (4) U:(L (5) 對

外> 그리고 (6) 統一方案. 등의 분야들인 데> c표 3-3]에는 이들

분야에 관한 제의를? 7o년 .74U., 75-79'd, 8 0 - 8 4 U , 85-89년의

5년 단위로 기간을 구분하여 頻度數를 제시하였다 출

北韓側이 제안한 회담 및 교류내용을 번도수가 높은 근야 순서

로 살펴보면 전체 l2l회의 제안중에서 정치분야가 46회) 다음으로

는 군사분야가 22회이며? 다음이 統一과 女化에 관한 分諦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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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회? 대외분야 6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교류의 분야가 5회로

나타나 있다. 그러면 각 分野別로 이들 提案內容을 살펴보기로 하

겠다.

(l) 政治分野에 관한 제안은 64회로 전체 提案件數 i2i건의 절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데) 多方面的인 출作과 相互交流(l8회 ))

總理會談 제의를 포함하여 政治 .軍事面에서의 高位級會談(l8회 )

을 제안한 頻度數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政治協商會議(9회 )> 政黨

社會團體 연석회의 (6회 )5 汎民族會議(4회 )) 國會會談(3회 )? 勞動者

代表會議(l) 둥의 순서이다 출

(2) 군사분야에서는 南北韓간에 불가침 또는 平和協定締結 제안

(l3회)? 對美 평화협정 제 안 ( W , D M Z 평화지대화 제의(3회) 둥

모두 22회에 걸쳐 제안하였다 출

(3) 統一方案 관련 제안은 l2회로) 여기에는 聯邦f&.J 統一방안을

제안한 것이 lo회로 가장 많고 기타 自由 總選擧 實施(l회)? 讓主

的) 平和統一(l회 ) 둥을 제안하였다 準

(4) 文化部門의 교류제의도 i2회로서? 學術(2회 ) 및 藝術分野의

교류(4회 )? 宗敎人 교류(4회 ) 및 歷史學者會談 제안(2회 )을 포함

한다.

(5) 이어서 對外問題에 관한 제안은 6회인 데) 單一國號 uN가

입(5회)과 외국과의 조약 및 협정의 폐기(i회)를 주장했다 출

(6) 마지막으로 각종의 경제교류에 대한 제의는 5회에 불과한

데) 資源共同開發(2회 )> 物資提供) 물자교류(2회 )> 그리고 共同理措

작업(l회 )이다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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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 北諒이 제의한 각종 교류 및 회의 (1970-1989)

提 議 |70-74|75-79|80-84]85-8리 합계

多方面的 合流 相互交流 6 1 3 1 0 1 9 1 18

高位經會談(정치 군사? 2 l o 1 1 15 1 18

총리회 랄)

R .大(汎)民族大會 2 l 2 l o l . 4

政治協商(統一協商)회의 | 3 | 1 | 3 2 . 9

治 l政黨社會단체연석회의 | 3 | 0 | 1 2 . 6

國會會談 0 | 0 | 0 | 3 | 3

學生會談 0 1 0 | 0 1 5 | 5

勞動者代表會議 . o 0 1 0 1 1 1 1

小 計 l6 . 5 5 | 38 | 64

南北韓(불가침 )평화 . 5 2 l l 5 . l3

軍 .對美평화협정 o l 2 l l l . 4

D M z 평화지대화 0 1 0 1 0 1 3 1 3

事 l直通電話架設(무 력충 0 | 0 | 0 | 2 | 2

돌방지 )

소 계 5 | 4 | 2 | 11 | 22

資源共同開發 . o o . l l . 2

物資提共) 物資交流 0 1 0 1 2 | 0 | 2

濟 l共同燎擦作業 0 1 0 1 1 1 0 1 1

小 計 0 1 0 1 4 | 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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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 ]70-74|75-79|80-84|85 -8이 합계

言語) 교육) 과학? 역 0 | 0 | 0 | 2 | 2

文 .사?學術交流

영화t연극)예술단교류 l i . o o l 3 . 4

化 l宗敎人會談 1 1 0 | 0 1 3 1 4

歷史學者會談 . i 0 | 0 | 1 | 2

小 計 3 | 0 | 0 | 9 | 12

외국과조약 .협정폐기 1 1 0 | 0 | 0 ] 1

단일국호 uN가입 2 | 1 ] 0 | 2 | 5

소 계 3 | 1 | 0 | 2 | 6

自由總選實施 (統一政 l . o l o o l l

統 l府수립)

自主的 平和統 - 1 1 0 | 0 | 0 1 1

聯邦制 6 | 0 | 2 | 2 | 10

小 計 8 | 0 | 2 | 2 | 12

合 計 35 | 10 | 13 | 63 1 121

資料 :r부록 lJ에 수록된 北韓側 제안의 內審分析결과 雌

전체적으로 볼 때 [a 3-3]에 분류된 北漆側이 제시한 南北韓

간의 교류 및 會談提議의 내용은 Ca 3-23에 우리측 社會를 非難

한 내용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U CS 3-3)에 의하면

政治 .軍事部門과 관련된 대남교류 및 會談提議가 압도적으로 많

다는 점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절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c표 3 -

2]에 제시된 우리측 사회에 대한 非難들중에 우리의 政治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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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非難한 내용이 많은 것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한편 非政治

的인 분야인 經濟交流와 支化交流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초여서 北

韓이 문화부문' 및 경제부문의 교류를 제의한 회수는 비교적 적은

데) 이는 [표 3.2]에 제시된 바와 같이 北韓刻의 우리록 社會에

대하여 非難한 내용들 가운데 우리측의 문화 및 경제와 간련된 문

제는 한 항목도 없는 것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출

敵對的 競爭이라는 게임상황과 관련시켜서 북한측의 우리측 사

회에 대한 非難 및 對南交流 제의의 유형을 分析한다면) 北韓側이

자기측의 상대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분야가 경제 및 문화둥의

부문이며? 우리측의 상대적 취약점이라고 가정하는 분야가 政治 譽

軍事 .社會部門이라고 推論할 수 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린.析이 統一政策 관련 社會指標開發아 대하여 갖는 含意(im-

plications)는 이들 政治的? 軍事的? 그리고 社會的 狀況해서의 弱

點을 보완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統一政策

관련 社會指標를 優先的으로 開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燎

(나) 統一關聯 輿論調査에 나타난 우리 社會狀況의 認識

前項에서는 北韓側의 統-政策에 나타난 우리측의 社會狀況에

관한 基本認識을 分析하였다. 여기에서는 우리 社會가 가지고 있

는 강점과 약점에 관하석 우리 國民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를 알아 보고자 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와같은 고간의 목적

은 社會的 力量의 決定要園으로 식별된 槪念들의 優先順位를 設定

하는 데 참고할 基礎資料를 얻기 위한 것이다. 한편 社料的 力量

의 構成槪念들간의 優先順位를 設定하기 위한 방법으로 政策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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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技法둥의 전문적인 分析技法을 사용할 수도 있겠다.27) 그러나

이들 技法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한 상태이므로? 여기에

서는 최근에 실시된 몇가지의 統一관련 여른조사의 결과에 의존하

여 社會的 力量을 決定하는 槪念들간의 優先順位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최근에 실시된 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528) 統一을 이룩하기 위

하여 우리나라가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답면한 것은

o政治的 安定(30.4%), (2)經濟的 優位確保(25.5 %), (3)政治的 民

主化(19.9%), @국민적 자신감의 고취(6.6%), (5)軍事的 우위확보

(4.1%), (6)國民福祉의 증진(4.3%) 둥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응

답항목들에 대한 응답의 頻度數를 우리 사회의 社會的 力量을 결

정하는 개념들간의 우선순위로 본다면t 우리 국민들은 政治的인

安定) 경제적 역량의 강화 및政治的 民主化둥을 우선순위가 높은

개념들로 보았다고 볼 수 있다출

이와 같은 응답은 2년전에 실시한 유사한 조사에 대한 응답과

비교된다. l987년에 실시된 한 國民意識調査에 따르면)29) 우리 國

民들이 統一을 이루기 위해 가장 重點을 두어야 할 일로 답변한

것은@ 經濟優位 確保(36%), (2) 南北關係 改善(28%), (3) 民主化

의 달성(20%), (4) 軍事優位 確保(12%), (5) 共産圈 交流의 擴大(4

27) 정책델파이 기팀을 포함한 정책문제 규명을 위한기법들에 관하여는, 盧

化俊, 政策分析論, (서울 :법문사, 1989)참조 출

28) 중앙일보사가 l99o년 8월중에 조사한 결과를 i99o년 9월 23일자에 보
도한 내용에서 인용함 출

(서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8).

- 5 9 -



%)의 순이었다. 따라서 이들 응답을 토대로 한다면 統一을 위한 우

리 사회 내부의 社會的 力量에 관하여는 경제력의 강화? 敢治의 民

主化) 그리고 군사력의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들 두 조사에 사용한 응답의 範疇가 약간 다편기 때문

에 정확한 비교는 어렴다고 볼 수 있겠으나? 지난 2년 동안에 우리

국민들의 의식구조속에서 政治的 安定 및 政治的 民主化괴 相對的

重要性이 증가한 것으로 인식된 반면에) 經濟的 및 軍事的 力量이

갖는 重要性은 상대적으로 諒少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

tt.

統一을 위한 社會的 力量의 결정요인으로서 政治的 安定과 政治的

民主化와 같은 目的價値들의 중요성은 국민들 뿐만 아니라 많은 전

문가들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朴東緖 교수M 는 統一을 위해서

준비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서 政治面쉐서의 民主性과 正當

性의 向上을 들고 있다. 한편 앞항의 분석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측 사회의 政治的 安定과 政治的 民主化둥의 분야는 북한측이

각종의 對南非難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하고 또한 이응차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최근에 북한측이 제 ll차 남를한 국회

회담 준비접촉을 일방적으로 延期한다고 通報하면서 r귀추를 알 수

없는 貴國會의 위기상황을 만에 두고 'J 라고 표현하여 우리 야당

의원들의 議員職 辭遲書 제관둥으로 蒸起된 우리사회의 政治的 不安

을 이유로 國會會談 準備接理을 일방적으로 연기시켰던 것이다.3l)

3o) 朴東緖, "시평", 매일경제신문 제 3U, 1990년 8월 6 자 .

3l) 동아일보, l99o년 7월 l9일자 보도 참조 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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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政治的 安定과 政治的 民主化둥이 統- -

政策關聯 社會指標禮系에서 포함될 우선순위가 높은 槪念들로 선

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뒤에서 상세히 논의되겠지만 여기

에서는 政治的 安定이라는 개념 대신에 및은 의미의 社會的 安定

이라는 개념을 社會的 統合의 下位槪念으로 사응하려고 하기 때문

에 社會的 安定을 포함하는 r社會的 統合J과 r政治的 民主化J를

우선순위가 높은 개템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한편 政治的 民主化

와 접하게 관련된 목적가치의 하나인 r자유J라는 가치 또한 높

은 우선순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앞에서 인용한 l 9 8 7

년의 국민의식조사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정치발전을 위해 필요한

要園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優先順位가 높은 정치발전의 要團으

로 지적된 것은, @ 言論自由(26%), (D 人權保障(16%), (3) 社會

正義實現(8%), @ 安保强化(10%), (5) U-(9%), (6) 三權分立犯

%)) @ 政黨政治實現(8%.), (8) 政治意識湯藝(7%) @ 公조分認(6

%)순으로 나타나서) 우리 국민들은 r自由J라는 目的價値와 관련

된 言論自由와 인권보장의 要團에 높은 優先順位를 부여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출

한편 經濟的 優位의 확보는 앞에서 인용한 두 國民意識調査에서

공통적으로 重要度가 높은 것으로 우리 국민들이 지적한 요인이었

다. 이와 같은 經濟的인 力量의 强化가 統-을 달성하기 위한 핵

심적인 요건이라는 관점은 l96o년대 이래 우리정부가 一貫되게 견

지해온 觀點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가 選定한 主要槪念들과 결부

시켜서 생각해 보면? 社會의 經濟的 力量이란 社會시스템이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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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한 적응역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적

역량과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될 수 었는 r適應力量J도 또한 優先順

位가 높은 槪念으로 選定할 수 있다. 한편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目的價値理論에서 추출한 경제적 눙률이라는 槪念 역시 適應力量

에 기여하는 寄與變數的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고 여기애 統合시

킬 수 있을 것이다 출

한편 많은-전문가들이 統一을 위한 社會的 力量을 증진시키기

위하여는 社會的 安定과 葛漆의 解消> 그리고 출配의 公正性 둥의

社會的 要素들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32) 朴東緖교수는 지역y

계충 및 세대간의 격차 완화를 통한 共同禮 意設의 함양차 교육 출

매스컴의 질적인 향상을 統一을 위하여 준비해야 할 중초한 사회

적 과제로 들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한 언론인33)은 綠.國社會가

北韓과 비교하여 상대적으초 撚弱하다고 지적될 수 있는 분야는

우리 社會에 여러가지 葛齋이 심각하다는 것이라고 지작하고 있

다. 구체적으로 우리 社會에 심각한 갈둥으로는 勞셧間의 대림? 빈

부의 격차? 도시 .농촌간의 격차? 與野 및 영호남의 지극감정? 학

력차별) 정치이념의 대립둥론 들고 있다.

이와 같이 본다면> 앞서 政治的 安定의 논의차 관련하여 지적한

것처럼 여러 社會 集團들 사이의 갈둥의 해소 및 社會不漆의 해소

32) 예를 들면, 이영호 교수는 출일 역량을 결정하는 요소의 리스트 9가지중

의 하나로서 사회적 요소를 열거하면서, 구체적으로는 a) 계급적 조화,

b) 지역적 동질성, 그리고 c) 종교적 조화를 들고 있다. 이영호, "남북역

량평가에서 본 통일전망計 f일논총, 제2권 제4호, (서울 :국토통일원

1971), pp.127 -141.

33) 이채주, "한반도 평화와 마치막 황제," 1990년 9월 9일, 동아인보 칼럼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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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는 r社會的 統合J이 優先順位가 높은 槪念으로 선정되어

야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社會正義의 실현과 公正分配라는 要

因과 관련하여 추구가치이른에서 확인된 r價値配分의 衡平性J도

또한 優先順位가 높은 槪念으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諒

앞장에서 이론적 :린燎을 통하여 社會的 力量의 決定要團으로 선

정한 適應) 目標達成t 社會的 統合) 潛在形 維持) 경제적 눙률성 t

주관적 福祉) 自由) 가치배분의 衡平性) 참여를 포함한 등의 9가지

의 槪念 또는 추구가치들을 경험적 자료의 분석과 대비하여 간략

하게 논의해 보고자 한다. 北韓의 統-政策決定者와 우리 國民들

의 우리 社會狀況에 대한 인식에 관한 經驗的 資料를 앞장의 이른

적 分析에서 선정한 9개의 주요가치 및 槪念들을 대비한 결과) @

標達成, 潛在形의 維持? 그리고 주관적인 福祉는 깊이 논의되지 않

았다. 따라서 이들은 일단 經驗的인 資料와 대비하여 볼 때에 優

先順位가 낮거나 또는 다른 槪念들과 중복되는 槪念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중 社會시스템에서의 目標達成機能은 社會體制 및

하위체제의 目標를 성취하는 조직 능력에 공헌하는 政體(Polity)의

기능을 나타내는 바? 여기에서는 自由와 참여를 포함한 정치의 民

主化라는 政治的인 槪念으로 대체하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출 또

한 主觀的인 福祉의 槪念은 優先順位는 높다고 생각되나 r價値配

分의 衡平性J과 같이 측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潛在形의 維持는 社會시스템의 制度化된 가치체계의 保全과 유지

기눙) 主要價値의 世代間 傳達) 價値規範의 위반시에 이에 대한 制

裁둥을 의미하는 槪念인데 經驗的인 資料와 대비시켜 볼 때 優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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順位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들 潛在形 維持에

기여하는 下位槪念들 및 이들 槪念들을 구체적으로 측정차는 指標

들은) 다음에 살펴볼 社會的 융합의 조건으로 제안된 동친성> 상호

친숙도 둥을 측정하는 下位槪念들 및 指標들과 중복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배제시키고자 한다출

5) 統-政策관련 社會指標體系에 포함될 槪念들

우리는 제 2장에서 南北韓 두 意恩決定主體들이 별이고 있는 게

임 狀況下에서 게임의 두 主體들이 社會狀況을 認s 하는 核心槪念

들이 社會的 力量과 社會的 融合이라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統 -

政策관련 社會指標體系에 포함시켜야 할 槪念들을 모색하였다. 社

會的 力量의 決定要團으로서는 Talcott Parsons의 社會시스템기능

이른에 基礎하여 適應) 目標達成) 社會的 統合) 潛在形의 維持 둥

의 네 가지 槪念들을 추출하였고, MacRae의 추구가치이5에 입각

하여 경제적 능률성9 主觀的 福祉) 自由) 가치배분의 형평성? 참여

를 포함한 民主化둥의 9가지 追求價値를 식별하였다. 한편 社會的

융합의 背景條件으로는 Ja c o bU Deusch가 제시한 統合의 조건들

중에서 동질성5 상호교류> 상호친숙도5 經濟的 撚帶) 그리고 전쟁회

피심리틀 선택하였다.

한편 社會的 力量의 決定要團으로 선정된 9가지의 槪流들 중에

서 북한의 統-政策에 나타난 우리측 사회의 社會狀況에 대한 인

식과 우리 국민들의 우리 社會狀況에 대한 인식에 관한 理驗的 資

料와 대비하여 指標體系에 포함될 槪念으로 최증적으로 流定된 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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念은 5가지로서 適應? 統合? 自由) 價値配分의 衡平性) 그리고 참여

를 포함한 民主化등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統一政策 관련 社會

指標體系에 포함될 개념들로 선정된 것들은 이들 5가지의 사회적

역량의 결정개념들과 社會的 웅합의 槪念중에서 동질성> 상호교류)

상호친숙도) 經濟的 緩帶) 戰爭回避心理의 5가지 撚念들을 포함한

lo가지 개념들이다. 최종적으로 指標體系에 포함될 이들 개념들과

다른 개템들간의 관계? 그리고 이들 개넘들에 관한 간략한 개념정

의가 Ua 3-4J에 요약되어 있다燎

c표 3- 4 ] 統-政策관련 社會指標에 포함될 主要槪念들

觀點j主要槪念l) 構成槪念的 定義 備 考

適應* .社會目標를 支援하기 위한 도구?

자원을 調達하는 기눙) 경제체제

의 생산> 자원배분> 자원관리 둥

社 l麗標達成 l社會體制 및 하위체제의 目標를 .自由>麗主化

會 l l성취하는 조직 눙력에 공헌하는 l로대체함

的 . .正禮(Polity)의 기능

力 l統절" .社會體制의 상호의존적 단위인

量 l l역할과 구조의 統合기능) 規範同

調? 통신 및 강제기능

긴장관리와 l社會의 제도화된 價値體系의 보전 .동질성? 相互

潛在形維持 l과 유지기눙 주요가치의 세대간 l親熟度에 포함

전달) 價値規範의 위반의 제재

l) *표시가 있는 槪念은 최종적으로 指標體系에 포함될 槪念을 말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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觀點j主要槪念l) 擺成槪念的 定義 前 考

經濟的 선호를 출족시키고 福祉를 G 진 l적응역 량에

能率性 시키는 수단으로서 特定政策의 l포함

經濟的 便益과 費用의 비율

社 l自由* 언른? 출판을 통한 표현 및 집회 f

會 결사의 自由둥 政治的 自由

的 l主觀的 主觀的으로 측정되는 福祉 衛 平 性 으 로

力 l福祉 統合

量 l가치배분의 소득) 基本欲求充足) 權益둥을 포

複河인r 함하는 리價値의 배분에 있어서

의 형평성

政治參與 政治의 民主化 및 政策決定에 영

및 |定斷를 향을 미치려는 政治體制構成員들

의 參與行爲

同質理J 共同體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社

會的) 경재적) 문화적 유사성

相互交流* 기능적 .撚存性의 확대에 필요한

社 코뮤니케이션> 人的 物的 資標의

會 교류

的 l相互 .社會構撚崙들이 서로를 동류로

融 l親熟度* .느끼는 主觀的인 의식의 정도

合 l經濟的 l經濟的 交流의 결과로 발생하는

緩帶* l經濟的 利益과 그에 대한 기데

戰爭回避 l상대방과의 전쟁을 피하려는 性

心理* 向 및 態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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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統-政策 관련 社會指標體系 構成因를의 槪念化 및

操作化

1) 寄與출數와 測定指標의 意味

앞절에서 統一政策관련 社會指標의 體系에 포함될 주요개념들을

규정하였으므로 이들普遍的인 目的價値 또는보편적인 槪念에 영

향을 미치는 寄與變數들(contributory variables) 또는 寄與槪念들

(contributory concepts)을 選定하여야 .한다. 동시에 이들 寄與變數

또는 기여개념들을 경험적으로 測定할 수 있는 測定手殺(measu-

res) 또는 測定指標들을 개발함으로써 指標體系를 .완성시킬 수 있

다.그러기 위해먼저寄與變數와 寄與槪念? 그리고 測定指標의 槪

念에 관한 敷術說明이 필요하다고 본다출

目的價値를 실현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할색함에 있어

서 우리는 明示的이든 默示的이든 團果關係의 모형들(causal

models)을 사용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寄與變數(또는 槪念)

는 어떤목적가치(또는 槪念)의 직접적인 또는간접적인 원인이라

고 생각할 수 있다.34) 다시 말하면 寄與變數란 學問指向的 연구

(discipline-based research)에서의 原因變數 또는 說明變數(expla-

n a t o r y variable)와 유사한 槪念인데? 寄與變數라는 용어는 寄與變

數가 목적가치의 實現手段이라고 하는 정책지향적인 성격(Policy-

oriented character)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따라서 團果關係

34) Duncan MacRae, Jr., op. cit.



의 관념? 즉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고 하는 관념이 寄與避數와 目

的價値間의 관계를 연결하는 핵심이다.

그렇다면 원인이란 무엇인가? 사실 團果關係의 認識論은 科學哲

學分野의 주요한 연구대상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으

며? 많은 哲學者들 사이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35) 어떤 연구자는

과학자들이 쓰는 원인이라는 말의 차장 핵심적인 요소는 <생산하

는 것(producing)'이라는 槪念이며 ) 이는 f일으키는 것(forcing)'이

라는 槪念과 유사하다고 말하고 있다" 를편 원인이 되는 현상 프L

는 사건과 그 결과 사이4 구체적으로 어터한 조건이 를추어 결을

때 因果關係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느냐에 관하여는 여리가지 견

해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과학자들 사이에 널리 받아들여 지

고 있는 團果關係 推論의 條件은 J.S.Mil씨 제시한 가응과 c 은

세 가지 원칙이다. 첫깨) 原團은 結果보다 時間的으로 앞서야 하며

둘째) 원인과 결과는 공동으로 變化해야 되고 셋째? 결과는 원인이

되는 變數들로서만 說明되어져야 하며 다른 變數에 의를 說明可能

性은 排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원칙은 원인이 되t 사건이

나 현상은 결과 토다도 時絹的으로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것으로

<時間的 先行性(temporal precedence)의 原則t이.라고 불린다. 두번

째는 원인이 되는 현상이 變料하면 結果的인 現狀도 를상핀이 變

化해야 장다는 원칙이다. 마지막 원칙은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변

35) 이와같은 인과관계에 관한 관념의 변천에 관한 적절한 요약으로는 다음

문헌을 잠조. Cook, T . D . and D . T . Campbell, Quasi-Experimentation,

(Rand McNa11y,1979),; 노화준, 정책평가론, (서울 :법문사, 1985).

36) Bunge, M .Causality,(Cambridge, Mass. :Havard University Press,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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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결과라고 생각되는 변수의 양자? 또는 結果的 現狀을 설명하

는 제 3 의 外在的 要園에 의한 설명가능성을 배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競爭假誘(rival hypothesis) 의 하除原則이라고도

불린다.

위와 같은 團果關係의 推論의 原則을 적용시켜 밝혀진 특정현상

의 편인들 중에는 사람들이 조작할 수 있는 원인(Manipulable

causes) 이 있고 그렇지 못한 원인도 있다. Collingwood, Casking,

suppe 등 園果關係의 行動理論家(activity theorists) 들에 의하면 )

경험적으로 밝혀진 國果關係에 관한 지식들 가운데 操作可能한 原

B (manipulable cause)에 대한 지식만이 人間生活의 .향상에 큰 가

치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食事

를 조절하고) 어떻게 環境을 바꾸어야 하는가에 관한 지식은 현실

적으로 有用하게 쓰여질 수 있지만) 암의 원인에 관한 새로운 지

식이 실제로 암의 치료에 適用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면 이와같

은 지식은 無意味하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논리는 政策指標로 활용가능한 寄與變數들의 선정에도

적용된다. 序論에서 말한 것처럼 政策指標는 政策問題의 定義, 政

策代案의 選擇 및 執行結果의 모니터링) 그리고 또다시 政策問題

의 定義로 되돌아가는 政策循環 過程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指標로 測定될 寄與變數가 政策過程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 변

수 또는 槪念 자체가 좋은가 나쁜가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선행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그 변수로부터 목적가치에 이르는 園果

關係가 肯定的인가 .아니면 否定的인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확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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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5 목적가치에의 寄與라는 관

점에서 볼 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寄與變數를 政策指標로 활용하는 것은 적결하지 못한다고 볼

수 긴다.

또한 政策問題 定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寄與變數는 정치공동

체가 有用한 措置(action)를 취할 수 있도록) 劉民들이 괌심을 가

지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면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利用可能

한 수단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에 따라 措置를 취할 可

能性이 달라진다. 우선순위가 높은 寄與變數가 되기 위하여는 = L

寄與變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에 관하여 .알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寄與變數가 목적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

.여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寄興變數와 目的價値間치 團果關

係가 분명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하떠 더 큰 理信을 가

질 수 있다. .따라서 政策過程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었는 寄與

變數는 政策決定者가 통제할 수 있어서 政策手段으로 활장이 가능

한 것들이어야 한다.

한편 이좌같은 寄與變數f을 구체적인 統計量으로 측정하기 위

를 수단이 測定手段(contributory measures) 또는 測定指標이며 f

이들 중 일부가 - 주로 政策決定子가 통제가능한 測業J등漂들이 -

政策指標(Policy indicators) 로 선정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寄與變數

들을 실제 社會現狀에서 구체적으로 즉정할 수 있도록 관찰가능한

형태로 定義하는 것을 操料化(operationalization) 라고 부른다. 즉)

操作化란 변수를 어떻게 測定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제.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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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操作的 定義는 게념 또는 변수를 現實世界의 현상과

연결시켜 주는 빠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3 .

런데 어떤 개념을 실제 현상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

지가 있을 수 있으며? 어떠한 操作的 定義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

념을 간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지의 평가는 쉽지 않다. 왜냐하

면 社會現象을 설명하는 槪念은 매우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어서 특정한 操作的 定義가 이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의 槪念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操作的

인 定義를 할 수 있으며? 여러가지의 操作的 定義로 구성된 측정

수단들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동일한

槪念을 測定하기 위한 操作的 定義들 간에는 측정상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 問題는 앞으로 測定의 신뢰성과 타당성의 F3

題에서 더 깊이 언급하기로 하겠다 출

이와같은 논의를 기초로 하여) 다음에는 統一政策 관련 社會指

標體系에 포함될 보편적이 목적가치 또는 槪念들 하나 하나에 관

하여 그 意味를 좀 더 분명하게 槪念化하면서) 이들 목적가치 조도

는 槪念의 실현에 寄與하리라고 생각되는 복수의 寄與變數들을 선

정한 다음) 이들 寄與變數들을 操作化함으로써 구체적인 測定指標

들을 모색하여 보기로 하겠다.

2) 普遍的 目的價値 및 槪念의 寄與變數와 測定指標

(가) 適應(Adaptation)

앞에서도 설멍한 바 같이適應이란 환경으로부터 충분한 便益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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備(facilities)를 확보하여 이들을 體系에 배분하는 기능이다. 社會

體系내에서 이좌같은 適應機能을 담당하는 下位體系 (subsystem)는

경제(economy)로? 經濟資源을 동원하여 ? 生産過程에 투입하고, 생

.산된 財貨와 서비스를 公共 및 民間의 소비자들에게 배만하는 기

능을 말하는 것이다. Talcott Parsons에 의하면 社會體制의 적응기

능을 수행하는 경제의 상징적인 交換媒體(generalized symbolic

media of exchange)는 화폐(money)"U이기 때문에 이들의 측정결과

도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貨情單位로 핀산될 수 있다. 이차같은 관

점에서 본다면 社會的 力量의 결정요인의 기나로 槪念化천 社會의

適應力量을 높히는 데 寄與한다고 생각되는 寄與變數들은 l) 사회

의 노동과 자본등 生産要素의 生産力 2)국민의 所得.消費能力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구체적인 測進指標들로서는 社會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여러가지의 經濟xU(economic indicators)들이 사용되어

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사실 어떤 社會의 총채적인 社兪的 力量

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의 경제력 (또는 적응능력)리 중요성

은 오래 전부터 인식되어 찰다. 남한과 북한간의 게임상황에서도

이와같은 經濟的 力量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오래전부터 를자들38)

37) Talcott parsons, "The Political Aspect of Social Structure and Process," m

David Easton (ed.), Varieties of Political Theory,(N. J.:Prentice-Hall

Inc., 1966), p.111.

38) 남북한체계의 경제역량 비교에 관한여 연구한 학자들은 이영호, "남북역

량평가에서 본 통일전망," 통일논총 2 :4,(국토통일원, 1971), pp. l 2 7 -

l 4 l : 이병룡, "남북한 경제력차의 현황과 전망", 통일논총, (구토통일원,

1983), pp. 1 1 2 - 1 4 5 ;윤일출, "남북한 경제역량 비교에 관한 연구," 로
일문제연구 제6 집,(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1977), pp. 43-78 참조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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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서 그리고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南北韓의 經濟力量을 비교

할 수 있는 指標의 개발을 모색하여 찰다.

예를 들면 어떤 硏究者는39) 남북한간의 經濟力을 총량(GNp)부

문? 농업부문) 社會間接資率과 産業能力 ) 그리고 國際收支와 수출

입 무및규모 등의 4개 부문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부분별로 여러가

지의 指標들을 - 예를 들면 총량부분의 경우에 인구? GNp) 일인

당 GNp ? 經濟成長率5 農業部門의 경우에 주요생산물들의 耕地面

積과 생산량 등 사용하여 時系列的인 측정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또 .다른 연구자는 4o) 남북한간의 經濟力量을 비교하기 위하여 국

토, 인구? 總生産量> 산업구조) 농업? 광업? 공업) 社會間接資本> 무

역 등의 분야로 범주를 좀 더 세분하여 역시 각 範疇別로 여러가

지 指標들을 사용하여 比較統計値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 연구

자는 독자적으로 경제의 총체적인 生産能力을 測定하기 위하여 生

産를數의 요인이 되는 자본과 토동을 두 가지 요인으로 택하고 이

것의 곱에 平方根을 취하여 일차식으로 표현한 經濟能力指數(Eco-

nomic potential Index) 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한편 國土統-院에서는 남북한의 經濟力量의 비교자료를 정기적

-2_ f . 발간하고 있다. 최근에 國土統一院에서 .발간된 자료에 의하

면4l)) 經濟現況을 부문별로 구분하여 비교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경제현황을 출량부분? 재정) 농수산업> 광공업? 수송.통

39) 이병롱, 전개논문

4o) 윤일흡, 전개논문 출

4l) 국토통일원, 남북한 경제현황비교 - l987년말 기준, (서울: 국토통일원 ,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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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주민의 생활수준의 6게 영역으로 분류하여 각 영역별로 구체

적인 測定指標들을 사용하여 남북한의 현황을 時系列的으로 비교

하고 란다. 구체적으로는

(i) 總量部門의 境遇 :.가) 인구 및 영토 나) 국민생산으로 구

분하고? 주요 총량지표로 인구> 人口增加率? 經淸活動人口? 경제활

동참가울> 면적, GNP, 1인당 GNp? 경제성장을? 군사비/GNp를 사

용하고 있다.

(2) 財政部門의 境遇 :차) 세출 나) 세입으로 구분하고) 주요

財政指標로 재정규모) 재정부담율? 軍事費支出) 군사비/경제규모)

전년비증가을을 사용하고 있다출

(3) 農水産業 部門의 境遇 :가) 農業構造의 비교 나) 농업생

산의 비교 다) 식량작물 생산 라) 畜産業 實態 마) 수산인 실태로

구분하고? 영농부문 주요지표로 경지면적; 농업인구? 戶當滯地面積?

농가인구/총인구? 段步當 찰생산량? 농기계 보유대수 등o 사용하

고 있다.

(4) 鑛工業 部門의 境遇 :가) 鑛工業資源 틴 에너지 나) 重化

學工業 가) 輕工業 라) 기술수준으로 구분리고) 이 부문좌 주요지

표 로 에너지 현황) 철강 및 非鐵金屬> 主要機械製品? 화박. 건재공

업 생산능력) 주요 경공업 流設能力 등의 지표를 활용하고 장다.

(5) 輸遲.通信部門의 境遇에는 철도 및 도로의 총연장) 자동

차 보유대수? 港潛荷役能力) 장공기보유량? 電話圖線數) 우편물접수

량 등을 주요 측정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6) 對外去來部門의 境遇 :가) 貿易規模 나) 貿易料造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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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으로 분류하고 수출입액과 무역구조에 관한 測進指標를 핀용

.하고 있다. 對外去來部門에 관하여는 이들 경제적인 거래 이외에

도 在外公館의 수? 차입한 국제기구의 수 등 外交關係와 관련된

指標들도 료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7) 住民의 生活水準체 關하여는 南北韓의 일인당 消費支出

規模와 소비지출 구조 등의 指標를 논의하고 있으나, 남북한 주민

의 소득 및 消費支出 構造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統計量을 계산하

여 時系列資料로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출

그러면 이들 經濟的인 力量을 나타내는 指標들 가운데 좀 더 核

心的인 指標들이란 어떤 것들인가? 核心的인 指標들은 戰略的으로

중요한 자원의 생산 및 消費能力을 중심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이

다. 國際社會에서 국력의 槪念을 操作的으로 定義하고 이의 체계

적인 측정을 시도한 cline 교수42)는 經濟禮制의 강점과 약점을 나

리낼 수 있는 전략적인 요소들로 (l) 에너지 자원 (2) 非燃料 主

要鑛物 (3) 工業生産力 (4) 식량 (5) 對外貿易을 들고 있다.

구체적으로 (l) 에너지 .자원의 경우에는 석유? 석란? 천연가스

및 핵 에너지 등의 생산, 소비? 수를> 輸入量들이 戰略的으로 경제

적으로 중요한 지표들이다. (2) 非燃料 主要鑛物의 경우에는 철광

석> 동? 보크사이트) 크로마이트) 우라늄 등의 생산t 소비? 수출? 수

입.량들이 戰略的으로 經濟的으로 중요한 指標들이다. (3) 工業초

産力의 경우에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基礎工業力을 나타내

42) Ray S.Cline, World Power Trends and U .S.Foreign Policy for the 1980s,

(Westview Press, Boulder, Colorado, 1980). 안보문제 연구소 역?국력분석

全,(서울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1981). pp. 6 1 - 9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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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물자의 생산능력이 戰略的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표들이다 출

(4) 식량의 경우에 찰? ) 찰곡 등 주요곡물의 自給能力이 戰略的

J느료L 중요한 지표가 긴다. 여기에 관하여는 敷熊說明이 찬요하다.

오늘날 식량을 수입해야 차는 경우에 주요곡물의 國際市場價格의

불안정으로 많은 시련을 결을 수 있고) 경우에 가라서는 식량이

유력한 무기로 .사용될 수 었기 때문에 식량의 自給能力을 나타내

는 생산량> 소비량) 수출장) 수입량 등의 지표들이 戰略的으로 중

요한 지표들이.다.

이들 (i) 에너지 자원 (漂) 非燃料 主要鑛物 (3) 공업생산력 (4)

식량 등의 對外依存度가 5을수록 그 나라 경제체제의 약점이 큰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찰편 cline교수는 (5) 번째의 對外貿易을

.국제경제 핀계에서 행사하는 힘 또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좋은 지

표 로 보 고 있어서43)? 세계무역에서의 占有率이 높을 수록 경제적

역량이 강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對外貿易에 있어서 交易物品

이나 交易相對國이 偏重된 경우에는 經濟體制가 취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들 물품 친 상대국의 偏重度를 나타내는 지수들도

중요한 戰略的 指標들로 괴려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들 지표들 외에도 컴퓨터> 通信機器) .반도체) 소프트웨어

둥 첨단정토산업 분야의 生産能力을 나타내는 지표들도 전학적으

로 중요한 지표로 고려하여 야 한다출

여기까지의 論議를 료악하여 보면 適應力量에 대한 寄與槪念들

과 그 구체적인 測定指標G에 관하여는 잠정적으로 현재 國土統 -

43) Cline, op. cit.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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院에서 발행하는 남북한 경제력 비교에 포함된 槪念들과 測定指標

들을 중심으로 統-政策 관련 指標體系를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이들 經濟力量을 나타내는 指標들 중에서 核心的인

指標들을 선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하여 政策意味報告書를 작성하

여야 찰 것이다. 이 때 核心的인 政策指標로 고려하여야 할 것들

은 (l) 에너지 자원 (2) 非燃料 主要鑛物 (3) 工業生産力 (4) 식

량 (5) 尖端 情報産業 생산물 등의 생산.소비에 관한 지표들과

(6) 對外貿易에 관한 주요 지표들이다.

(나) 價値配分의 衡平性

衡平性이란 원래 소득) 權益> 漆率欲求 충족 등을 포함하는 諸

價値를 배분하는데 있어서의 公平性을 意味한다. 이와같은 衡平性

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각 사회계충간의 不平等이 강소되어야 한

다. 衡平性의 실현에 寄與하는 下位寄興變數들은 배분되어야 할

가치에 따라서 (l) 所得分配의 公正性 (2) 취업기회의 公正性 (3)

社會的地位 획득기회의 公s性 (4) 사회복지의 향상 등으로 구분

할 수 란다고 본다.44)

이들 寄與變數들의 예시적 測定指標들로 (l) 所得配分의 公 正 性

44) 여기서 가치배분의 형평성 이라는 목적가치의 실현에 기여한다고 생각
되는 기여변수와 이들을 즉정하는 지표를 선정하는 데에는, oEcD에서
개발한 사회지표 중에서 목표영역 I의 사회적 기회와 참여(social o p .

portunity and participation), 그리고 일본 국민생활 심의회에서 개발한
r사회지표체게J중에서 계층과 사회이동 부문을 참고하였다. OECD,
Measuring Social Well-being :A Progress Report on the Development of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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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는 학력별 소득격기 기업규모별 소득격차> 지텍별 소득

격차) G # 의 경제력 集中朧의 係數(G4係數)) 그리고 영세민의

수 및 비을 (2) 就勞機會의 公正性에 관하여는 를력별; 지역별) 연

령층별 求人比率 격차 (3) 社會的 地位獲得의 공정성에 관하여는

.학력별 管理職의 비을 (4) 社會福祉의 향상에 괌하여는 연금수준?

취로기회) 시설서비스 등의 測定指標들이 긴디

(다) 統 合

社會的 統合이란 원래 사회시스템의 相互依存的인 를위들을 결

속시키는 기능을 意味한다. 다시 말하면 社會構成員들간의 결집력

리 응집력을 확보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社會的

不安과 社會構成員들간의 갈등이 지나치게 되면 社會 全船的인 結

束.統合能力이 沮害받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社會的 不

安과 社會的 葛漆이 없는 상태가 統合에 유리한 차황이 된다. 가

라서 우리는 社會的 安定과 社會的 葛薦의 解料를 社會的 統合을

달성하는데 寄興하는 寄與變數들로 選定할 수 있다. 한편 Deutsch

는 社會的 動員(social mobilization) 의 확대가 사회구성 를위들 긴

의 統合에 寄與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회적 동원 역시 사회적

통합을 달성하는 기여변수의 하나로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출

社會的 安定이라고 하는 寄與變數를 測進하는 구체적인 測定指

標들로는 @각종의 시위에 관련된 指標들 즉> 시위의 규포를 나타

내는 총 示威侍數, loo명 이상이 참가한 示威件數, 시위의 방법을

나타내는 非暴力的 示威의 건수? 秩序破壞 시위건수5 폭력적인 시

위건수> 그리고 시위에서의 主張內容 등 @勞催紛糾에 관련된 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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標들 즉? 勞組組織率> 總 勞使紛糾의 圖數) 參加延人員 등 @社會

的인 폭력행사에 관한 指標들? 예컨대 强力犯罪數) 강력범죄로 인

한 사망자 수 등을 사용할 수 있다.

社會的 葛讓程度를 구체적으로 測定하기 위하여는 사회계층간)

도시와 농촌간? 中央과 地方간 등 여러가지 대립되는 세력들간의

갈등 정도를 測定할 수 있는 指標를 開發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들 각 집단간의 갈등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測定할 수 있는 指標들

을 선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들 集團間의 갈등 정도를 測定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低所得層? 농촌지역 주민) 그리고 地方居住

住民 등 相對的으로 혜택받지 못한 주민들이 느끼는 相對的 訓奪

感이나 主觀的인 葛薦의 정도를 파악하는 意識調査를 실시할 필요

가 있다고 본다출

Deutsch는 社會的 動員化를 <사회구성원들이 찰은 社會的> 경제

적? 그리고 심리적 慣行에서 벗어나 새로운 유형의 사회화 및 행

태에 접촉하는 과정?이라고 定義한 다응에? 다응과 같은 指標들로

측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들 測定指標들은 (l) 近代的 生活

方式을 영위하는 사람의 비을 (2) 매스미디어를 접하는 사람의 비

율 (3)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의 비율 (4)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의

비율 (5) 농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 (6) 일인당

GNp등이다.45) 그리나 구체적인 測定指標에서 (i) 의 근대적인 생

활방식을 영위하는 사람의 비율은 客觀的인 측정이 어렵고? (6)

45) Karl W .Deutsch, "Social Mobiliza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A m e r i -

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5 :3,1961, pp. 4 9 1 - 5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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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인당 G N p 는 適應力藍을 測定하는 措標와 중복되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기다고 생각한다 그 외에 매스미머

어 보급출) 社會的 移動率? 都市化率) 제 2>3 차 産業從誇者 비율

등도 社會的 動員을 測定하는 指標로 쓰일 수 있다고 본다.

(라) 自 由

차유라는 槪念은 여러가지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한가피로 규정

하기는 지극히 곤란하다.. 여기에서는 주로 政治的인 自由를 지칭

하는 槪念으로 사용 하겠다. 政治學 大辭典에 의하면?46) 政治的 自

由란 소극적으로는 外部로부터의 拘東을 받지 .아니한 린태 또는

他律的인 강제로부터 벗어난 상태(소극적 자유)인 것이띠> 積極的

으로는 어떠를 目的을 선택해서 그것을 실현하는 行動에리 領斜를

보이고 .자기의 욕망에 따라 創造的인 능력을 전개해 나가는 능력

이라고 한다.

傳統的으로 政治的 自由에 해당하는 것은 언른.출판을 통한 정

치적 표현의 자유) 政黨活動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등의 집회 및

결사의 차유가 긴다. 따라서 이들 표현의 차유) 그리고 집회 및 결

사의 자유 등이 자유라는 目的價値의 寄與變數的 성격을 淸는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외에도 憲法上에 保障된47) 身體의 自由? 거주. 이

전의 차유, 職業選擇의 自由) 주거의 자유) 私生活祝密의 차유? 通

46) 이영재, "정치적 자유," 증보 정치학대사전? (서울 :박영사, 1983), p p .

1 3 6 0 - 1 3 6 1 .

47) 이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김철수, 헌법학게론, (서울박 :영사, 19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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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의 自由) 財産權의 自由? 양심의 자유) 종교의 차유? 를문과 예술

의 .자유 등이 上位槪念인 自由槪念에 기여하는 寄與變數들(또는

기여개넘들)로 생각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들 전부를 고리하지 않고> 古典的인 정치적 자유의 범주에 해당

되는 言論의 自由와 集會.結社의 自由를 寄與變數的 성격을 갖는

것으로 제한하고f 를다. 따라서 이들 두 寄與變數 즉) 언른의 자

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測定하는 測定指標들을 選定할 필요가

있다.

이들 언른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측정하는 測定指標들을

선정함에 있어) 우리는 북한측이 우리측을 비반할 때 또는 會談의

前提條件으로? 그리고 會談 中斷時에 그 사유로 제시하는 내용들

에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c표 3-2]에 제시한 바와

같이 民主人士의 釋放T 民主團體의 彈壓禁止) 反共政策5 反共法t 國

家保安法의 廢止 등이 이에 해당한다. 빠라서 우리사회가 북한측

에 비하여 相對的으로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도? 이들 反共法이나 國家保安法 등의 存在 및 이들 법를의

違反者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북한측에 대한 우리측의 流弱点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과 관련된 자료> 예컨대 反共法이나 國

家保安法 등의 위반자의 수 등에 관한 차료 수집이 가능하다면 ?

言論 出版에 의한 표현의 자유를 측정하는 指標들로 활용할 수 있

다고 생각한다. 또한 集會.結社의 자유와 관련하여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자 수 등의 .자료가 入手可能하다면 指標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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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參與 뫼 民主化

민주화는 .아주 여러가지 뜻으로 쓰이고 있는 槪念인데 D .Ler-

nerS[ R .W .Jackman 등 政治學者들은 민주주의의 核心的인 槪念

은 참여와 경쟁이라고 본다.48) 政治參與란 社會構成員이 지료자의

선택과 公共政策決定에 참여하는 행위를 意味한다.49) 정치적 참여

는 투표> 政治集會5 선거운동 등에 참가하는 參與行爲라는 측면과

이들 參與行爲를 가능하게 하는 참여기회라는 측면으로 나누어 G 츠

찰하여야 한다. 巨視的인 水準에서 이들 政治參與를 測流하는 指

標로 흔히 사용되는 것들은 투료기회의 수) 투표로 선출하는 公職

者의 數) 投票參與率> 與黨 漂席數의 비을 등이다. 를편 點視的 水

準에서 개인적인 참여행위의 水準을 測定하기 위해서는 정치학자

인 yerba와 Nie가 개발한 參與指標5o)등이 있다. 이와같E 微視的

水準의 정치참여의 水準을 測定하기 위하여는 verba와 料e가 개

발한 指標項目등을 원용하여 國民意識調査를 실시하여야 한다.

를편 民主化의 寄與變數의 하나로서 국민들의 의식조사에 나타

48) Daniel Lerner, The Passing of Traditional Societies, (Glencoe, 111. : The

free Press, 1969) ; R . W . Jackman, Politics and Social Equality : A Com-

parative Analysis, (New York :John Wiley & Sons, 1975).

49) 한편 사회구성원이 상당한 수준의 정치참여 욕구가 있응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또는 그 성과가 너무 작기 때문에 가지게되는

정치체제에 대한 부정적 인지f 감정? 평가가 정치적 소외이다. 따라서 사

회구성원의 심리적 차원에서 본다면 정치적소외는 정치적 잠여와 접

한 관련이 있다출

50) Sidney Verba and Norman H . Nie, Participation in America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 N e w York : Harper and Row, 1972), p p .

8 2 -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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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政治 民主化의 정도) 그리고 地方自治의 실시를 포함한 分權化

를 들 수 있다. 이외에도 政府와 政策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가한다. 政治學者인 D .Easton에 따

르면) 국민들의 정치적 신뢰의 대상에는 政策을 담당하는 기관) 政

策을 담당하는 사람) 그리고 정치적 산출물로서의 政策 자체가 포

함된다고 본다. 統一政策과 .관련한 국민의 信賴水準을 測定하기

위하여는) 國土統-院을 포함하여 統一政策의 결정을 담당하는 기

관들) 統-院長官을 중심으로 하는 統一政策 決定擔當集團 및 구

체적인 統-政策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意識調査

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측이 우리측을 비난

하거나) 회담의 前提條件으로 제시하는 중요한 사항들인 保安法을

포함한 反共政策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信賴度는 어느 정도인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바) 同質性(homogeniety)

統合의 조건으로서의 同質性의 문제는 統合에 참가하는 단위들

사이에 共同體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社會的? 經濟的? 文化的 類似

性이 높으면 높을수록 政治的 統合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는

것이다. 남북한 社會의 統合에 관하여 어떤 屬性이 남북한의 주민

들간에 同質性 또는 同類意識을 느끼는데 寄與하는 寄與變數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여기서는 Jacob과 T e u -

ne이 統合에 참가하는 단위들간에 同質性을 확보하는데 寄與한다

고 주장한 lo가지의 속성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5l) 이들

51) P . E . Jacob & H . E . Teune, "The Integration Process :Guideline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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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은 統合에 참여하는 단위들 사이에 富 또는 소득) 社育정도?

.사회계충? 종교) 종족? 언어> 人種的 同質性5 태도(충성심? 기대? 恐

情 등에 대한 心理的 反應)> 價値觀? 특성(어떤 사회집단치 고유한

성격) 등의 측면에서 同質性이 차할수록 統合이 용이해 천다고 보

았라 좌연 이들이 제안한 lo가지 속성이 남북한 사회의 社會的

融合이라는 구체적인 상황에 寄與할 수 있는지 個別的으르 검토하

여 보기로 하겠다.

l945년 분단이후 지난 45년간 남북한 社會는 獨自的인 社會化

過程을 거쳐서 敎育) 종교? 언어) 태도) 價値觀 등의 면에서 同質性

은 기당히 파괴되어 異質化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가라

서 남북한 社會의 融合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들 제 측던에서 同

質性을 團復하는 것이 중요한 統출의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있다諒

따라서 남북한 주민들의 사회계층? 敎育) 종교> 언어) 태도! 가치관>

社會的 특성 등을 동질성의 정도를 결정하는 寄與變數들초 채택하

여야 할 필요가 장다.

먼저 敎育에 .관하여는 남북한 주민들의 敎淸程度? 敎育內答의

同質性의 정도를 測定하여야 기는데) 敎育程度에 관하떠는 평균

교육연수) 각급학교 취학율> 교원 및 학교현황) 학급당 학생수) 연

긴 교육비 지출울5 교육예산의 비을 등의 測定指標들이 라용될 수

있다. 를편 敎育內容은 이들을 計量料하여 指標化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문가들의 연구를 반영하는 절적인 f副流들이 절

Analysis of the Bases of Political Community," in P . E . Jacob & J. V .

Toscano(eds.) Th e Integration of Political Communities, (LippincoU Com-

pany, N e w York : 1964), pp. 18-19.

- s 4 -



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限定的으로 통일 및 안보교육의 효과에

관한 조사는 실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를교부문에서는 각

宗派別 敎役者數> 信徒數 등에 관한 계량적인 指標들로 同質性의

정도가 비교될 수 있다. 한편 남북한간의 언어의 異質化의 정도

및 그.주요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국어학자들을 포함한 專門家들의

연구를 통해指讓를 개발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남북한 國民의 태도 또는 주요한 價値觀의 특성에 있어서

의 同質性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全國民을 대상으로 한 태

도조사가 필료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태도에 관한 意識調査에 .s.

함될 항목으로서는 통일가능성) 통일가능시기) 통일이 되고 있지

많은 이유) 남북한 주민들간이 서로 를국인으로서의 一禮感(ident-

ity)을 느끼는 정도 등이고려될 수 있는 것이다 출

한편 Jacob-U- Teune이 제시한 lo가지 同質性의 기준 중에서 種族

및 人種的 側面의 두가지 기준은 오렛동안 강한 同質性을 유지하여

왔고 지난 45년간의 分斷過程에서도 전혀 變化가 없었던 常數(con-

stant)의 성격을 차지므로 寄與變數에서 제외시켜야 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이들 JSicobsb- Teune이 주장한대로 統合에 참가하는

정위들간에 富 또는 소득의 同質性이 클수록 정치적인 統合이 쉬

워진다고 볼 수 있는 .가에 관하여는 연구자들의 見解가 일치하지

않는다. Deutsch는 統合에 淸가하는 核心地域이 현저를 경제성장

을 이룩하면 그것이 統合促進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小대로 核心地域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거나 퇴보하면 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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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에 불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52) 더 나가서 그는 강한 핵심지역이

있을 때5 그리고 그러한 핵심지역의 권력기반? 경제적 역량, 그리

고 行政的 效率性이 강할 때 統合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본

다. 따라서 統출에 참가하는 를위들 사이에 富 또는 所料의 同質

性이 統출에 寄與한다는 Ja.cobSb- Teune의 견해는 Deutsch의 견해

.와는 상반된다. 또한 東面獨間의 統一을 촉진시킨 배경의 하나로

獨逸統一의 핵심지역인 서독의 東獨에 대한 현지한 經濟力의 우위

가 지적되고 있는 現實을 갇안할 때; 이 부문에 관한 한 D e u t s c h

의 견해가 좀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 富 된 所得에

관하여는 社會的 力量의 결정요인의 d나로 適應能力 또7 經濟的

力量을 논할 때 상세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여기에서는 더 이상 논

의하지 않겠다. 社會階層에 관하여도 社會的 力量의 결정요인들에

료함된 社會的 統合과 가치tif분의 衡平性을 논할 때 언급하였으므

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燎

이상의 논의를 료약하면? 동질성의 확보에 寄與한다고 Jacob과

Teune이 제안한 lo가지의 弱性들 .가운데에서> 할북한 주던들의 敎

育? 종교) 언어9 태도f 가치관) 社會的 특성 등 6가지 屬&을 동질

성의 정도를 결정하는 寄與變數들로 채택하고) 이들 屬熊별로 남

북한 社會의 동질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測定指標들을 선겅해야 할

필요성 이 긴다.

52) K . W .Deutsch, "Political Community and the North Atlantic Area," o p .

cit. p.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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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相互交流(transactions)

統合의 조건으로서 相互交流(transactions) 또는 거래는 社會간

의 기능적 의를성을 높혀서 社會的 融合에 寄與한다는 것이다. J .

런데 어떤 분야의 相互交流가 남북한 社會의 融合에 寄與할 것인

가에 관해서는 주로 K .W .Deutsch를 중심으로 한 코뮤니케이션이

른 主唱者들에 의.하여 제안된 다음과 같은 3분야에서의 相互交流

의 확대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생각하고자 장다. 이들은 (l) 코뮤

니케이션 메시지의 교류 (2) 상품과 서비스 등의 貿易交流 (3) 사

람들간의 人的交流들이 다.

이와 같이 여리 분야에서 相조交流가 확대되면 統合이 용이하여

질 것이라는 사실은 東西獨의 統合 過程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동서독간의 교류 및 協力形態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53) 戰後

雨獨間의 交流는 l95l년부터 계속된 이른바 內獨交易形態의 무역

거래를 시작으로 通信.交通交流(l97o년)? 人的交流(1972), 환경문

제 공동해결 (1975), 鑛物採鑛(1976), 文化交流(1979), 민간단체교

류(1982), 借款供與(1983) 등으로 交流範圍를 확대하여 왔으며 ;

l987년 이후에는 科學技術) 環境保護) 문화교류 등의 분야에 관한

협력이 이루어쳤다. 이들 여러 분야에서의 東.西獨間의 교류의 확

대차 오늘날의 獨逸 統一에 寄與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단다를

南北漆間에는 이와같은 형태의 交流가 거의 실현되지 못하고 있

는 현실이다. 그러나 東西獨의 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다양

53) 박성조, "동서독간의 교류 및 협력형태와 남북한 교류에 주는 시사점,"

통일문제연구, 제 l 권 제 4 호, (서울 :국토통일원, 1989.). PP.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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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야의 交流와 協力의 漆續이 蓄積되면 결국은 南北韓間의 融

출에 寄與하리라고 생각된다. 相互交流의 분야를 앞에서와 같이

(l) 코뮤니케이션 메시지의 交流 (2) 商品과 서비스 등의 貿易交

流 (3) 人的交流 등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이들을 測定할 수 있

는 測定指標들을 選定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人的交流의 특수한

형태로서 f 종 社會團體의 交流를 분리시킬 수 있다.

(l) 남북한간의 코뮤니케이션의 양을 측정하기 위하여는 남북

한간에 교류되는 서신> 전화) 전보> 신문? 집지? 서적) T v 및 라디

오 프로그램 둥의 수량들을 測定指標로 사용한다. 이들 분야에서

의 교류가 民間次元에서 公漆的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없다는 사

실 차체가 이 분야에서의 統一與件이 성숙되어 있지 못하다는 증

거이기도 하다. 현재에는 南北韓 當局間의 實務接觸을 위한 직통

전화가 개설되어 있는데 이들 전화의 사용회수를 측정 料標의 하

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남북한간의 상품과 서비스의 交易範圍와 양을 측정하기

위하여는 주요 품목별 무역량이 指標體系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

들 남북한간의 交易量이 전례 무역규모에서 차지하는 比핀도 測定

指標에 죠함시킬 필요가 있가. 이것 역시 .아직리지는 실긴이 미미

.한 분야이다. 그러나 현재 非公式的으로 진행중인 物物交換 形態

의 南北間의 商品交流도 指標統計에 로함시켜야 할 것이다.

(3) 人的 交流는 매년 남북한간의 旅行客? 訪問者數 및 방문

.차량수를 測定指標로 한다. 이 분야의 경우에도 民間次元의 교류

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많다. 한편 南北韓 當局者들간의 공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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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교류는 각종의 南北對話를 위한 準備會談) 실무회담) 예비회담?

그리고 本會談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같은 공

식적인 남북회담의 종류 및 그 接觸頻度 등은 중요한 指標統計로

활용될 수 있다.

(4) 社會團體의 교류는 매년 교류하는 社會團體의 數) 그리고

교류에 참가하는 인원수 등이 指標統計로 쓰일 수 있다.

(아) 社會親熟度

社會構成員들이 서로를 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社會的 融

合은 어려워진다. 따라서 個人 또는 集團 相互間의 이해와 상대방

에 대한 지식은 그들이 政治的 共同體를 이루어 效果的으로 기능

하는 데 있어서 必要不可缺하다는 假定이 성립한다. 가령 同質性

이 統合에 유리한 조건이 된다는 논의가 妥當하다고 하더라도 구

성원들 차체가 서로 비슷하다는 사실을 認識하지 못한다면 同質性

도 統合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先入見이 社會的 融合에 큰 영향을 주

며?상호간의 認識의 距離(cognitive distance) 가 근접할수록 融合이

쉽다는 것이다.54)

여기서는 南北韓 社會의 社會的 融合에 寄與하기 위하여 어느

분야에서 相互理解와 親熟性이 필요한가 하는 것과 어떠한 를동들

이 이와같은 相互親熟性 및 相互理解의 증진에 寄與할 것인가 하

는 점이 이 분야에서의 寄與變數 선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출 z L

54) 이상우, 국제관계이론, (서울 :박영사, 1979), p.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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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니케이션 이른가들은 코뮤니케이션 네트워조가 빠양해지고 이들

코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통하여 상호교류가 증가하면 차료간의

이해(mutual understanding) 가 더욱 증진될 수 있다고 본다.55) 이

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남북한간의 社會構成員들의 相互親熟度를

增進시키기 위하여는 앞의 相互交流에서 논의된 각종 통신매체들)

예를들면 書信) 전화) 전보) 신문) 잡지) 書籍? T v 및 라터오 s . f .

그램 등의 채널을 통한 코뮤니케이션 量과 旅行) 親知訪問 등의

機會를 통한 對人接觸) 그리고 상품과 서비스 구의 物資諒流 활동

등의 증진을 통하여 相互親熟度와 相互信賴를 확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논의한 相互安流에 寄興하는 변수들이 또찬 상호친

숙도의 寄與變數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본다.

한편 이와같이 客觀的으초 測定될 수 있는 相互親熟度 및 상호

이해의 증진의 寄與變數 이외에 주관적) 心理的 차원에서 상대방

에 대한 이해 및 親熟度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測流하여 볼

필요가 있다. 社會集團들 사이에 존재하는 社會的 거리감(social

distance) 또는 社會的 '受容性(social acceptance)을 측정차기 위해

게발된 指標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토가더스 척도이다.56) 이 척

도는 집단과 집단 또는 民族과 民族간의 社會的 거리를 測定하기

위하여) 것대방 집단구성원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를 7개 항목으로

나누어 測定한 것아디 이 항목들은 @結婚하여 近親으고 받아들

55) E . M . Rogers and D . L . Kincaid. Communication Networks : Towards a

N e w paradigms for Research, ( N e w York : Free Press, 1981).

56) Em e r y S . Bogardus, Immigratioms and Race Attitudes, (Boston, Heath,

1928) : 김해동? 조사방법른t (서울 :법문사, 1986), pp. 44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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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개인적인 친구로서 具樂部 회원으로 받아들임 @같은 동리에

사는 이웃으로 받아들임 @같은 직장에 근무함 @우리나라 市民으

로 받아들임 @우리나라 訪問客으로 받아들임 @우리나라에서 追

放시킴 등의 7개 항목의 질문에 대한 응담을 토대로 社會集團間의

社會的 거리 또는 親密度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한편 최근에 개발된 것으로는 하고엘(Lee Hagoel) 이 개인간의

親熟度(friendship)의 정도를 네가지 차원 - @친숙감의 강도(in-

tensity) 의 차원 @宗敎) 人種的 背景? 政治的 見解 등의 同類意.識

(homophily)의 차원 @感情的이고 情誰的인 친숙도인가의 또는 어

떤 目的達成의 수단으로서의 친숙도인가의 感情性- 手段性(em.

otionality-instrumentality)의 차원 @개인적인 정보의 共有라는 측

면에서의 親近感(intimicy)의 차원. 으로 분류하여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를 들 수 있다.57) 하고엘의 척도는 이들 네 차원의 친

도를 測定하기 위해 親熟感의 강도의 .차원에 관한 6개 항목을

포함하여 모두 3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출

남북한 주민간의 相互親熟度를 測定하기 이하여 이들 좌가더스

척도와 하고엘의 尺度를 수정하지 誇고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적절히 수정.보완하게 되면 南北韓 住民間의

친숙도의 尺度를 개발하는 데 有用한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鵬

예를 들면 남북한 주민들간에 차대방에 대한 受客性(acceptabili諒)

의 정도? 親熟感의 정도) 신뢰의 정도) 同類意識의 정도 등을 묻는

57) Delbert C.Miller, Handbook of Research Design and Social Measurement

(4th ed.), (New York, Longman : 1984), pp. 3 3 5 -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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質問項目을 작성하여 매년 國民意識調査로 실시할 수 및.을 것이

.다.

(자) 經濟的 紐帶

Deutsch는 統合에 를인하는 같위들간에 강력한 經濟的 綠帶가

존재할 경우에 이들 단위들간에 社會的 融合이 審易할 것아라고

본다. 남북한 사회의 統合에 寄撚하는 조건으로서의 經料的 緩帶

라는 槪念은 두 가지의 서로 가른 측면에서 考漆되어치 를다. 하

나는 남북한간의 實質的인 經濟的 經帶에서 얻는 성과라는 측면이

J 토, 빠른 하나는 이와같은 經濟的 緩帶가 가져 올 이익을 기대하

는 心理的.主觀的인 측면이 다.

첫째로 南北韓間의 經濟的 交流의 실질적 성과라는 측인을 살펴

보면 현재까지 남북한간에는 물자 및 서비스분야의 經濟的인 交流

.가 微微한 형편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經濟的 紐帶는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측면에서의 經濟的 綴帶는 남북한간의

經濟交流의 종류와 양으로 측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

그 測定指標들이 앞의 (7)항에서 논의된 차호교류를 측치하는 指

標들과 중복된다 識

둘깨로 남북한간에 社會的 融合이 이루어지면 共同의 維濟的 利

益이 증가할 것이.라고 期待(expectation) 하는 主觀的 .心긴的 측면

에 대하여는 남북한 주민들의 기대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파

.악하여 볼 필요가 있다. 빠라서 南北韓 社會의 融合이 이루어질

경우에 발생하게 될 經濟的 利益에 대한 心理的인 期待와 .아울러

社會的 融合에 소요되는 비용의 크기와 이의 負擔意思에 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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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긴다출

(차) 戰爭回避心理

Deutsch는 統合에 린가하는 당사자들이 戰爭을 싫어할 때 統 -

이 할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南北韓間에는 과거 同族相殘

의 전쟁을 경험한 바 있고) 현재에도 여전히 전쟁의 위협이 존재

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같은 치황은 남북한간의 社會的 融合에

도움이 죄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우리 국민은 歷史的으로

전쟁을 릴어하고 平和를 애호하는 국민으로 알려져 漆고 또린 과

거 同族相殘의 戰爭의 참흑한 피해를 .겪있기 때문에 戰爭을 圖避

하려는 心理가 매우 강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國民意識調査를

통하여? 남북한 주민들의 相對方에 대한 .敵對感의 程度? 전쟁에 대

한 據惡感의 정도) 戰爭再發의 기능성 및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등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출

이상에서 논의된 사항을 주요개념별로 그 寄興變數들과 測定指

標들을 료약하여 r부록 2 J에 제시하였다.

3 . 統-政策 관련 社會指標 開發.作成을 위한 行政絹織

과 役割

社會指標는 社會變化를 기술하기 위한 共同統計들로 時系列的으

로 작성되어야 社會變化의 특성을 차악할 수 있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社會指標는 時系列的으로 작성될 때 社會變化의 성격을 차

악하는데 有用한 情報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정부의 政策問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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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義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政策을 분석하고 評價하며 修祀하고 c 를

정하는 등 제 政策活動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좌같이 統一政策 관련 社會指標의 開發과 作成이 一關的인 課

業이 아니고 계속적이며 반복적인 과업이기 때문에 必然的으로 이

러한 과업을 담당할 行政組濯의 문제가 대두되게 된다.

그러면 統一政策 관련 社會指標는 어떠한 조직에서 指當하여야

하겠는가? 이에 대한 代案으로서는 세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현재 經濟企劃院의 외국인 調査統計局에서 韓國社會에 관

를 社會指標를 開發.作成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社會指標출 작성하

는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의 사회통계과에서 한국의 社會指標를

작성하는 과업의 일환으로씨 統一政策 판련 社會指標를 개발하고

작성하는 방안을 들 수 긴라 둘깨는 외부의 硏究機關으츠 기여금

매년 統一政策 간련 社會指標를 개발하고 작성하는 방만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統一政策을 형성리고 집행하는 主務部處

인 統一院 政策室에서 調整業務의 일환으로 統-政策관련 社會指

標를 개발하고 작성하는 .방안을 들 수 긴다.

(가) 經濟企劃院 調査統計摘 社會統計課에서 開發.作成하는 方案

이 대안은 새로운 조직을 신설함이 없이 사회통계과에서 l개 係

정도를 신설하여 한국의 社會指標와 관련하여 統一政策 환련 社會

指標를 재발할 수 있다는 데 利點이 있다龜

그러나 조사통계국 사회통계차에서 리성하는 社會指標들은 하드

데이.U-(hard data), 즉 統計數字로 표현되는 指標作成에 置重하고

있는 데 비해서 統一政策 괌련 社會指標는 .앞절의 指標體系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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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바와 f 이 (l) 객관적인 統計數字로 測定되는 資料 뿐만 아

니라 주관적인 認知나 態度 등에 대한 調査(survey)결과로 측정되

는 자료들을 수집해야 하고) (2) 南韓社會 뿐 아니라 北韓社會의

變化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하여야 한다는 난점을 가지고 있다. 뿐

만 아니라 현재 조사통계국 사회통계과에서는 社會指標 작성에 필

요한 모든 차료들을 自體的으로 수집하여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敎育5 보건? 가학 등은 關聯部處에서 해당되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이송해 오면 이것들을 받아서 가공정리하여 指標형태로 전환하여

指標를 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만일 조사

통계국에서 統-政策 관련 社會指標를 개발하게 된다면 指標開發

에 필요한 자료들은 대부분 統-院 해당 室이나 局.課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통계국에 이송하여야 하는 二重的인 負擔을 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조사통계국 사회통계과에서 統一政策관련 社會指標를 개

발하고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利點보다도 불리함이 더욱

많아서 빠람직스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디

(나) 外部의 硏究機關에서 開發.作成하도록 하는 方案

이 방안은 현재 敎育指標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리성하고

있는 방안과 유사한 代案이다. 그러나 文敎部의 경우에는 率下인

교육 전문 연구기관인 韓國敎育開發院이 있기 때문에 敎育指標의

개발. 작성이 가능하나 統一院의 경우에는 를국교육개발원에 버금

.가는 전문 연구기관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실현하기 어려운

代案인 것으로 찰단된다.

- 9 5 -



(다) 統 -院 政策室에서 開發.作成하는 方案

이미 위에서 세 기지 대.안들 기운데 조사통계국에서 統-政策

관련 社會指標를 개발.작성하는 대안과 외부 연구기관에서 개발출

.작성하는 대안들이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代案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차장 實現可能하고 현실적인 강안은 統-院

政策室에서 統一政策 핀련 社會指標를 개발.리성하도록 리는 방안

일 것이다燎

이 대만은 統一院 政策室에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여야 .한다고

기는 단점이 있으나 國土統一院이 우리나라의 統一關係 敵策을 전

담하는 조직이며) 北韓社會에 찰한 차료들에 대온 접근이 가장 용

이하고? 또한 개발. 작성된 統一政策 찰련 社會指標의 가차 중요한

활용 주체가 긴다고 하는 점에서 統一院 政策室에서 핀간된 조사

업무의 일환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

겠다.

그러면 統一政策 관련 社會指標를 개@하고 자성하는 차업을 를

당할 조직의 규모는 어느정도가 되어s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

당은 統-政策 판련 社會指標를 개발하고 를성하는 업무G 를당하

는 조직이 어떠한 役割까지를 수행하는가 하는 것과 피한 관련

을 차진다. 統一政策 관련 社會指標의 개발과 작성의 産料은 경제

기획원 조사통계국이 를성를 社會指標와는 를리 주요 使用顧客은

바로 統一院 차신이 될 기능성이 기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 빠라

서 統-院에서 統一政策 관련 社會指標를 개발.작성할 법무를 담

.당할 조직은 정순히 指標를 개발하고 를성하는 업무를 강당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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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그러한 指標作成의 결과로 파악된 남북한의 사회변화에

대한 해설과 그것이 주는 政策的 意味를 밝히는 일종의 政策意味

報告書(Policy implication paper) 인 社會報告書(Toward A Social

Report)를 병행하여 작성하여야 한다출

그런데 현재 조사통계국에서 한국의 社會指標를 작성하는 과정

에서는 조사통계국의 9개과와 8개 통계사무소의 지원을 받으면서

사회통계과 내에 l게 係에서 6명의 人員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통계과에서 이와같이 少數의 인원으로 한국의

社會指標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은 기초가 되는 자료들의 수집에 있

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른 課 및 통계사무소들의 지원

을 받으며? 주로 수집된 .자료들에 대한 가공업무에 置重할 수 있

기 때문이 다警

또한 l984년부터 발간되는 .한국의 敎育指標의 경우 처음 創刊號

發刊時에는 교육발전부에 소속된 연구원들 중에서 指標作業을 위

하여 7-8명이 따로 모여 指標硏究委員會를 결성하여 부문별 연구

를 수행하는 를편 서로 긴 한 논의를 거쳐 硏究業務를 수행하였

으며 처음 .발행시의 敎育指標의 출량은 l36페이지 정도였다. 그러

나 제2 호부터는 指標發刊作業을 교육발전부에 소속된 교육계획실

에서 담당하였다. 교육계획실에서는 室內에 소속된 4명 내외의 연

구원들이 전년도의 指標 발간 경험을 바탕으로 r敎育指標J에 수록

된 내용들을 수정.보완하여 왔다. 교육계획실에서 指標作業을 몇

년 동만(1985-1989)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현재는 3oo여 페

이지 분량에 비교적 풍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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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획실애서 指標作業이 체계화.표준화된 이후에 料標作業은

指標硏究 전임연구원 l인이 .담당하게 되었으며 ? l99o년부터는 J 료

육발전부 교육계획실에서 교육자료부 교육정부연구실로 指標作業

이 이관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볼 때) 統一政策 판련 社會

指標의 게발. 작성을 담당할 조직은 차료수집에 있어서는 統一院내

의 관련된 室.局.課들의 支援을 @는다는 전제하에서 최소한 5 - 6

명으로 구성되는 l개 係정도가 되어야 하며? 이와 아울리 이 조직

은 統一政策 핀련 社會報告書를 작성하는 좌업도 담당하여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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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統-政策 관련 社會指標의 妥當性과 信賴度

1 . 社會指標의 妥當化방법과 信賴度 檢證方法

1) 社會指標의 妥當性의 意味와 妥當化 방법

일반적으로 社會現狀의 연구에서 측정의 妥當性이란 測定指標들

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측정하였느냐 하 는 것으로 定義된다.

社會現狀의 연구에서는 측정하려는 개범들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가 어렴고 간접적으로 측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현

상을 측정할 때에는 測定指標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얼마나

확실하게 측정했느냐 하는 妥當性의 문제가 중요시된다. 즘 더 구

체적으로 妥當性은 (l) 內客的 妥當性(content validity) 또는 論理

的 妥當性(lagical validity) (2) 經驗的 妥當性(empirical validity)

또 는 基準關聯妥當性(criterion- related validity) (3) 構成的 妥當

性(construct validity)의 세 종류로 구분되기도 한다.58)

이러한 妥當性에 대한 일반적 定義에 비추어 보면 政策指標의

58) 이들 타당성의 종류에 관하여 좀 더 상세한 논의에 관하여는 다음 문헌

참조. 김해동, s사방법른-이른과 기법, (서울 :법문사, 1982), PP.303 -

337; Richard A .Zeller and Edward G .Carmines, Reliability and Validity

Assessment, Sage University Paper series on Quantitative Applications in

the Social Sciences, 07-017, (Beverly Hills and London: Sage Publi-

cations, 1979), and; Richard A .Zeller and Edward G .Carmines, Measure-

ment in the Social Sciences: The Link Between Theory and Data (Cam-

bridge :Cambrige University Press, 1980), pp.78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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妥當性이란 政策指標에 포함되어야 할 올바른 指標가 포딴되었고)

이것이 올바르게 操作化되었느냐 하는 것으로 定義될 수 있을 것

이다. 만일 궁극적인 目的價値變數 또는 目的價値槪念들이 올바르

게 식별되지 않아 이들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政策指標세트에 포함

되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이것은 政策問題의 선텍이나 定恭에 잘못

된 信號(signal)를 보팀으로서 政策問題의 進義 방향과 政策選擇을

그르치게 하는 결과를 가져좌 정책문제 定義와 정책선핵各 가이드

해야 한다는 政策指標의 7 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출 또

한 만일 寄與變數들이 제대로 식별되지 않아 이들의 政策指標들이

政策指標세트에 포함되지 못한다면 역시 政策選擇) 모니터링) 政策

의 事後評價와 정책문제 再定義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없도록 하

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두가지 경우의 어느 것

이든 이러한 문제의 발생은 政策指標 활용의 유용성을 크게 저하

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政策을 誤導함으로써 政策誤謬를

增加시키 게 된다養

政策指標의 妥當化(validating policy indicators)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들 가운데 하나는 理論的 妥當化 또는 論理

的 妥當化이고? 다른 하나는 經驗的 妥當化이다.59) 論理卽 妥當化

는 지표들을 선택하는 데 이용하고 있는 理論朧型이 타간한가 하

는 것을 검증함으로써 政策指標세트에 포함될 政策指標핀택의 토

대가 된 궁극적 價値槪念과 寄與變數 선택의 妥當性을 입증하는

59) Judith Innes D e Neufville, "Validating Policy Indicators," Policy Sciences,

vol. 10, no. 2(1978), pp.17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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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좀 더 일반화시켜서 발하면) 論理的 妥當性은 내용상의 妥

當性이라고도 블리는 것으로서 ) 測定措標들이 論理的으로 연구자

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 또는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느냐를 말하

는 것이다. 測定指標들이 論理的 妥當性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토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9 측정대상과 관련된 旣存知識이나 이른

둥을 판단기준으로 사응하는 방법) 패널토의> 워어크 를 둥을 통하

여 關係專門家들의 의견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출

한편 經驗的 妥當化는 일반적으로 基準關聯妥當化(criterion- re-

lated validation) 라고 指稱를기도 하는데)政策指標세트에 포함되도

록 선택된 개념들이 操作的 定義를 통하여 지표화되는 경우) Z L

지표가 원래의 개념을 측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에 비추어

입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經驗的 妥當化는 이미 그러한 개념을 측

정하는 것으로 밝혀진 기존의 측정방법과 이 지표에 의하여 측정

된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을 할힘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같은 政策指標의 妥當化 방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볼 때)

본 보고서에서 논의된 統一指標관련 社會指標의 시안을 토대로 를

더 論理的 要當性을 확보할 수 있는 指標體系를 완성하기 위하여

는> 관계전문가들이 시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워크

숍이나 심포지움둥의 기회가 마련되어 그들 전문가들의 참여와 합

의를 기초로 한 指標體系를 구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지표들을 측정하기 위한 시계열적인 자료들이 수집된 이후에

는 이들의 經驗的 妥當性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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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社會指標의 信賴度의 意味와 檢證方法

일반적으로 측정에 있어서 信賴度란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

는 현상을 일관성있게 측정하는 눙력을 말한다. 다시 말차면 어떤

측정도구들을 동일한 현상에 반복하여 적용할 때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는 정도를 그 측정도구의 信賴度라고 한다. 이러찰 信賴度

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말로 安定性(stability), 一貫性(consistency),

豫測性(predictability), 正確性(accuracy) 둥이 있다. 일반적으로

信賴度의 측정방법으로는 崙檢査法(test- retest method), 複數樣式

法(multiple forms technique), 半分法(spilt-half method), 內的-貫

性의 方法(internal consistency method) 둥이 쓰이고 있다.6o)

본 보고서에서 제안한 統一政策 관련 社會指標議系의 경우에도

指標體系에 포함된 測定指標들에 관한 자료가 수집된 후에는 앞에

서 말한 검증방법들을 활용하여 測定指標들의 信賴度가 검증되어

야 할 것이나? 상세한 논의는 다음 기회에 이틀의 測定作業과 관

련하여 논의하기로 한다출

2. 例示的 統-政策관련 社會指標의 측정

1) 槪觀

6o) 이들 신뢰성의 종류와 검증방범에 관하여는 다음문헌참조. 김해동, 르

zi린, 그리고 Zeller & Carmines, 브t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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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報告書에서 작성한 시안을 기초로 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수

렴절차 둥을 거쳐서 統一政策 관련 社會指標禮系에 포함될 指標項

目들이 결정되게 되면) 이들 指標들에 관한 時系列的인 자료를 수

집하여 정책과정에서 활용하게 된다. 앞에서 논의된 것처럼 이들

자료들은 (l) 객관적인 統計數字로 측정될 수 있는 자료들도 있

고? 주관적인 인지나 태도둥에 관한 조사결과로 측정되는 자료들

도 있으며? (2) 정부내의 다른 部處나 公共機關들에서 수집된 자

료를 이송받아서 정리하면 되는 자료들도 있고) 기존의 각종조사

에서 수집되지 않은 자료들이기 때문에 指標作成機關에서 統計調

査를 통하여 새롭게 수집하여야 할 자료들도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체적인 자료의 수집) 指標의 作成 및

發理業務는 이들 업무들을 담당하게 될 行政組織에서 遂行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 행정조직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상당부문

의 자료들은 통일원의 각室.局들을 포함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들에서 조사. 발간하고 있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適應能力에 대한 寄與變數들

및 그 測定指標들에 관하여는 통일원에서 이미 조사.발표하고 있

는 r南北韓 經濟現況 比較J라는 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들을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존의 각종조사에서 수집되지 않은 자료

들은 指標作成기관에서 統計調査둥을 실시하여 수집하여야 한구

여기에서는 주요개념들 및 이들 개념들에 대한 寄與變數들의 測

定指標들 중에서 예시적으로 몇 가지 測定指標들에 관하여 시계열

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보겠다. 먼저 넓은 意味의 社會的 力量의

결정요인의 하나로 선정된 <社會的 統출?이라는 목적가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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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변수들 중의 하나인 <社會的 安定9의 구체적인 測定指漂세트에

포함된 각종의 示威指標들에 관하여 例示的인 측정자료를 수집.제

시하고자 한다. 한편 넓은 意味의 사회적 융합을 위한 전쎄조건의

하나로 선정된 남북한간의 i相互交流?의 구체적인 測定指料들의 하

나로 사용될 수 있는 남북한간의 공식적인 대화의 種類 및 圖數에

관한 측정자료도 제시하고자 한다.

2) 우리 사회의 社會的 安定의 측정

앞에서 우리는 넓은 意味의 社會的 力量을 결정하는 요인의 하

나로 '社會的 統合力量;이 統一政策관련 社會指料體系에 포함될 주

요개널들 중의 하나라고 보았다. 이와같은 社會的 統출에 대하여

기여현수적인 성격을 가진 변수들로는 社會的 安定> 社장的 葛薦

의 解消? 그리고 社會的 동원을 지적한 바 있다. 여기에좌는 이들

중에서 社會的 安定을 측정하는 測定指標들에 관하여 생각하여 보

기로 한다. 우리는 앞에서 社會的 安定이라고 하는 기여변수를 측

정하는 구체적인 測定指標들로 @시위에 관련된 지표들? 騷노사간

의 분규에 관련된 지표들? 그리고 @사회적 犯罪에 관한 지표들을

지적하였다. 이들 중에서 를와 鐘의 범주에 속하는 測定社會들의

자료들은 각각 勞動部와 大檢寮廳둥 다른 政府部處에서 이미 수집

하고 있는 統計資料들은 활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러나 @

의 범주에 속하는 시위에 관련된 地標들에 관한 자료의 경우에는

이용가눙한 자료가 없는 것 같다. 석기에서는 例示的으로 이들 시

위 관련지표들에 대한 時系列的인 자료를 수집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같은 시위관련지표들의 측정에 있어서 각각의 사건(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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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단위로 하였다.6l) 여기에서의 사건이란 특정한 시간에 특정

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葛薦行爲를 말한다. 그 촉정에 있어서는 같은

시간에 이러한 葛薦行爲(시위)가 발생했다면 서로 다른 發生場所의

數를 葛薦行爲의 수(즉) 사건)로 보았으며, 같은 장소에서도 수일간

에 걸쳐서 葛薦行爲가 발생하였다면 날자수를 葛讓行爲(사건)의 빈

도수로 보았다. 이와같은 葛漆行爲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총 시

위건수이외에도? 시위의 방법? 시위의 주동자) 시위의 主張內審둥의

社會的 安定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여 지표체제에 포함시켰다.

(l) 示威의 規模를 測定하기 위해서는 시위의 總件設와 이들

을 loo명이상이 시위에 參與한 件數와 ioo명 미만이 시위에 참여

한 건수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2) 示威의 方法은 3가지로 나누었는데 o非暴力的 方法) @

秩序破壞的 方法) 그리고 @暴力的 方法 둥이다. 유인물 배부 구

두시위) 祈薦會? 集團辭退? 集團拒否 둥은 비폭력적 방법으로 분류

하였고) 連坐데모> 聲討大會) 횃불데모? 斷食鬪爭) 농성) 파업 둥은

질서파괴적 방법으로 분류하였으며) 투절) 방화 둥은 폭력적 방법

으로 분류하였다.

(3) 示威의 主動者로서는 학생이 주도한 시위의 건수와 근 로

자가 主動한 시위 건수) 그리고 기타로 區分하였는데 여기에서 기타

의 팀주에는 在野勢力) 宗敎團體 둥에서 주도한 시위둥이포함된다.

6l) 최근 사회현상의 국가간 비교연구의 분야에서 사건을 분석단위로 한 데이

타 베이스의 구축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Ar t h ur S .

Bank, Cross-Polity Time-Series Data (Cambridge, Mass: MIT Press, 1971);

Charles lewis Taylor and David A .Jodice, World Handbook of Political a n d

Social Indicators(3rd ed.) volume 2 Political Protest and Govemment Change,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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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위에서 주장된 내용으로는 正統性과 관련된 내誇) 勞動問

題 및 配分問題와 관련된 내용) 統一問題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기

타로 구분하였다. 여기에서 기타의 範疇에는 선거) 美軍撤料5 輸入開

波,學圍問題> 종교둥에 관련한 내응을 포함시켰다.

이들 示威指標들을 측정하기 위한 자료의 蒐挑源으로서는 동아일

보를 이응하였는데 l97o년부터 l989년 사이의 등아일보를 분석하여

사건별로 分類基準에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자료를 수집한 다음 이

들을 각각 l년 단위로 集計하여 測定값을 정하였다. 이와 같은 국내

의 資料添 이외의 Arthur S.BanksUl- Charels Lewis TalyorU- David A .

Jodice가 편집한 국제적인 데이타 세트들에서도 우리나라의 社會.政

治的 安定에 관련된 사건들? 즉 政治的 示威> 정치적 스트라이크) 폭

동? 암살 둥의 사건에 관한 자료가 수집되고 있디-. 이들 자료를 活用

하면 별도로 資料諒集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유리한 점도

있으나)K) 資料源이 주로 외국의 신문들이기 때문에 자료의 包括性이

制約받는 약점이 있다. 예를 들면 Taylor와 iodice-&1 data set는 뉴욕

타임스지를 資料葉集의 근거로? 뉴델리에서 간행되는 아.L1안 리더

(Asian Recorder)를 보조근거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資料源

을 이용하는 경우보다도 기록된 사건의 수가 적어지게 된디.. [표 4 -

l]에는 동아일보를 분석하여 얻는 示威關聯指標들의 測定값을 제시

하고 있다.

62) Charles Lewis Taylor 를理d David A .Jodice, World Handbook of Political 출理d

Social Indicators (3rd ed.) volume 2 Political Protest and Government Change,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3): 그리고 Arthur S.

Banks, Cross-National Time-Series Data Archive,(Binghamton, N e w York:

Center for Comparative Political Research, State University ofN e w York, 1976).

이들 data set들은 magnetic tape으로 매년 보완되기 때문에 새츠운 자료를

쉽게 보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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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4-1] 사회적 안정도를 측정하는 시위관련지표들의 측정값o
(1970-1989)

참 가 자 수 시 위 방 법 주 둥 자 주 장 내 웅

시 위외
iooig 11oo'a | 비 .질시출건수 .목력적 l학생l근로자. 통일計l기 타.
이 상 .미 만l복력적 l파괴적 "i e .

1971 | 152] 127| 25| 11| 67) 74| 130| 7 | 15| 0 | 12|
(83.리 (l6.씨 (7.피 (44.씨 (48.리 (85.미 .(q치 . 9.9)] (0.0)| (7.린

1972 | 4 3| 1| 0| 3| 1| 0| 1| 3| 0| l
(75.피 (25.미 (o.리 (75.리 (25.리 (o.리 (25.0) |(75.0)| (0.인 (25.0) (75.0)

52| 48| 4| 0| 27| 25| 44| 3| 5| 34| 2

620| 580| 40| 6| 600] 14| 115| 3| 2 | 41| 3|

(93.5)1 (6.5)| (1.0)| (96.a)| (2.3) |(18.5) | (0.5)1 (0.3)| (6.6)] (0.3); (92.9)

44| 29| 15| 5 | 20| 19| 39| l| 4| 3l| 1
(2z?訓

5| 2| 3 | 1| 2 | 2| 2 | 2 | 1| 0 | 1
(c ÷L.

39) 38| 1| 34| 4 | 1| l| 1| 37| 0 | 1

20| 13| 7 | 1| 19| 0| 7 | 10| 3 | 0 ] 7|
(65.0)1

1979 | 31 19| 12| 6| 17| 8| 10| 11| 10| 5| 11
(61.3)1 (38.7)1 (19.4)1 (54.8)| (25.8)| (32.3)| (35.5)| (32.3)| (16.1)| (35.5) (48.4)1

603| 591| 12| 4 | 543| 56) 316| 23| 264| 255| 20|
(54.4)

14| 4 | 10| 10| 4 | 0| 6 | 3 | 5 ] 6 | 3
(35.7)

7 1 2 | 5 | 1: 6 1 0 | 1 | 2 | 4 | 1 | 4 |

( 9 . 6

1983 | 20| 5 | 15| 18| 2 | 0| 19| 0 | 1| 17| 0|
i 5.0)1 (75.0)1U90011그9브L브린그q.0)1 (0.0)1 (5.0친브2빈산르c : 15.0)

231| 208| 22| 15| 114| 102| 219| 7 | 5 | 45| 27|

933| 571| 362] 37| 517| 379| 784| 52| 97| 470| 151

263| 186| 77] 109| 50| 104| 173| 29| 6l| 144| 28|

37l| 323| 48| 149| 70| 152| 183| 116| 72| 155| 116| 0] 90|

360| 256| 104| 137| 124| 99| 143| 165| 52| 95| 154| 14| 97|
(7i.치 (28.7)1 (38.5)| (34.차그r5止4를i (45.8)1 (14.5)1 (26으止4L린J9친5한4

327| 222| 105| 106) 88| 133| 190| 76| 6l| 124| 7l| 33| 99|
(67.9)1 (32.1)| (32.4)] (26.9)| (40.7)| (58.1)| (23.2) |(18.7) |(37.9)| (21.7) |(10.1) |(30.2)

l) 활호안은 당해년도 출 시위건수에 대할 백분비를 나타템 .

2) 1970년에서 l985년도까지의 자료에서는 롱일출 주장하는 시위는 법도의 범주로 분류하지 찰았음 .

그러면 統一政策과 관련하여 [a 4 - 1 ]에 제시된 시위관련 측정

값들이 갖는 意味는 무엇인가? 우리는 社會的 安定이 社會的 統合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하였고? 이는 궁극적으로 統 - 을 위한 社會

的 力量의 배양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볼 때에 시위

- i o 7 -



의 규모가 크고) 시위방법이 과격할 수록 社會的 不安이 큰 것으

로 볼 수 있어 결국은 統一을 위한 社會的 力量이 손상되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a 4 - 1 ]에 시계열리으로 측

정하여 제시된 시위관련 지표들의 측정값들이 갖는 意味틀 간략하

게 살펴 보도록 하겠다.

(l) 먼저 시위의 규모에 관한 것으로 시위의 총건수는 l985년

에 985U, 1974년에 62o건? 그리고 l98o년에 6o3건의 순으로 발생

하여) 이 기간동안에 우리사회의 不安程度가 아주 높았등을 示峻

하고 있다. 최근에는 l985년에 933건이라는 최고의 시위건수를 기

록한 이후에 시위건수는 약간 감소하는 趨勢를 보이고 있으나5 최

근 3년 동안에 매년 3oo건 이상의 시위가 發生하여 우리 사회가

여전히 상당한 정도의 社會不安을 經驗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

다. 한편 參加者數를 기준으로 할 때? 참가자수가 loo명 이상인 시

위가 많아서 대체로 우리나라의 示威規模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loo명 이상이 參加하는 시위의 비출은

l984년도에는 총 23l건중에서 2o8건으로 90.4%, 그리고 l989면도

에는 총 327건중에서 222건으로 67.9%에 달하여서 최근 5년동안

에 過半數를 초과하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출

(2) 다음은 示威의 方法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시위의

방법으로 유인물 배부) 口頭示威5 기도회) 집단사퇴) 集團熊否 둥의

비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社會的인 不安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반면에) 연좌데모t 성토대회) 친불데모) 斷食鬪爭) 농성? 파업

등의 질서파괴적 방법이나> 投石? 방화 둥은 暴力的 方法글 사용하

게 되면 社會的 不安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진다. c표 4- l ]을

- J o s -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非暴力的인 方法보다 오히려 秩序破壞的이거

나 폭력적인 示威方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와 같은 경향은 특히 시위의 총건수가 많았던 1974, 1980년 )

그리고 l985년의 경우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l985

년의 경우에 총 시위건수 933건중에 非暴力的 示威方法을 사용한

경우는 37건으로 4.o%에 불과한 반면에) 秩序破壞的인 示威는

5l7건에 55.4%, 폭력적 시위는 379건에 44.l%에 달하였다. 또한

l974년에는 총 시위건수 62o건중에 비폭력적인 시위는 6건에 l.o

% ? 秩序破壞的 示威는 6oo건에 96.8%, 그리고 폭력적 시위건수는

l4건에 2.3%였다. 총 시위건수가 6o3건이었던 i98o년에는 非暴力

的인 示威件數가 4건쉐 o.7% 에 불과하였고? 秩序被壞的인 示威件

數는 543건에 90.3%, 暴力的 示威件數는 56건에 9.3%에 달하였

다. 따라서 l974U1, 1980Ud, 1985년의 경우에는 총 시위건수가 많

았을 뿐만 아니라? 示威方法도 아주 過激한 것으로 나타나서 社會

的 不安이 심했던 것을 알 수 있다를

비교적 최근인 l986년 이후에는 非暴力的인 示威方法을 使用하

는 비을이 4o%내외로 높아져서 시위방법면에서의 사회불안의 정

도는 적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l984년 이래 폭력적인

시위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4o%내외에 달하고 있어 여전히 社會

不安의 문제가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4년간의 기록을 초

면 示威方法面에서, 非暴力的인 方法과 暴力的 方法을 사용하는 비

을이 큰 대신에 秩序漆壞的인 示威方法의 비을은 작아서 대체적으

로 시위방법의 兩極化 現狀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출

(3) 시위의 主動者로서는 학생이 주도한 경우가 가장 많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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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점하고 있다. 최근에는 勤勞者가 주동한 시위의 비을이 l 9 8 7

년에는 31.2%, 1988년에는 45.8%, 그리고 l989년에는 23.2%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動勞者가 主動한 시위의 경우에 流張內審들

은 주로 勞動 및 配分問題와 관련되고 있어서) 우리 사회의 社會

的 力量을 약화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고 하겠다 출

(4) 시위에서 주장한 내용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시위

의 주요주장내응이 정권의 正統性과 관련되는 시위가 l98o년에

255건으로 총 6o3건중에 42.3%의 비을을 차지하였고 i989년에도

정통성과 관련된 시위건수가 l24건으로 총 327건의 37.9%에 이르

고 있다. 이러한 수치들은 6共和國이 出視한 이후에도 정권의 정

통성과 관련한 政治.社會的 不安이 계속되어 우리 사회의 통일역

량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고 있다. 한편 최근

에 勞動 및 配分問題를 제기하는 시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시위의 비중은 l986년에 10.6%,

l987년에 31.3%, 1988년에 42.8%, 그리고 l989년에 2l.7%를 점

하고 있어서? 우리 사회의 社會的 安定을 통한 社會的 :)3量을 배

양하기 위한 政策의 중점이 주어져야 할 곳을 지적하여 주고 있다

고 하겠다. 한편 統一問題가 이슈로 둥장한 시위의 건수도 최근에

增加하고 있음에 留念하여야 한다. [3. 4-1]에 의하면 統一問題

를 주장하는 건수가 l988년의 l4건에서 l989년에 33건으로 증가

하였고) l989년의 경우 총 시위건수의 lo.l%나 된다는 사실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統一問題에 대한 國民의 關心度가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나타내며? 다른 한편으로는 統一政策을 어떻게 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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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하고 執行하느냐 하는 것이 社會的 不安이 원인이 될 수도 있음

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출

3) 相互交流의 寄與變數로서의 南北對話의 종류와 接觸頻度

의 측정

앞에서 우리는 相互交流 範圍의 확대가 南北韓間의 社會的 融合

을 달성하기 위한 核心的인 要件의 하나라고 보았다. 이러한 觀點

에서 남북한간의 (l) 코뮤니케이션의 量> (2) 상품과 서비스의 交

易範圍와 量)그리고 (3) 인적인 교류의 팀위 및 수량둥을 나타내

는 測定指標들을 제시하였고? 이들에 관한 測定資料를 體系的으로

수집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民間次元에

서 앞의 세 가지 종류의 南北交流 實績은 미미하다. 이와 같은 민

간차원의 교류가 가눙하려면 먼저 남북한의 책임있는 當局者들간

에 民間交流의 許容료圍와 方法에 관한 合意가 先行되어야 한다출

따라서 남북한 당국자들 사이에 공식적인 회담 및 대화통로를 통

한 접촉등의 政府間 交流의 實績이 相互交流의 확대에 기여하는

寄與變數的인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출

이와 같은 관점에서 [표 4-2]에 l97o면부터 l989년까지 남북

한간의 공식적인 대화채널의 種類와 接觸頻度에 관한 자료를 제시

하였다. 여기에서는 l97o년대 이후 오늘날 까지의 남북대화 채널

의 종류 및 이들 각 채널을 통한 공식적인 접촉이 갖는 意味에 관

하여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63)

63) 이들 남북대화의 평가에 관하여는, 김달술, 't남북대화의 평가와 남북관

계의 재정럽", 統一硏究論叢, 제 8 권 l호, (국토통일원, 1988), pp.63-

l o o .

- J J 7 -



CB 4 - 2 ) 년도인 남북대화의 종류 및 접촉빈도l)

적십자 고위급 <l) 8 경 재
q N

회 담 회 담" 회 담 회 찰 회 담

1971 |29(실i6,애 i3)

i6(본 4,"U2) |4(-? 3,2 1)

1973 | 4(본 3,-a 1) |4(U- 2,2 2)

i974 ] 6(-a 6) |9(부 2,기 7)

1975 | 8(실 8)

1976 | 6(십 6)

1977 | 5(실 5)

1978 | 1(실 i)

4(학구 4 )

lo (실lo )

1984 | 1M 1) 3 ( L A 3) l(본l)

1985 | 6(.& 3,실 3) 2 (예 2) 4 (본4 )

4(로잔 4 )

5 (를 5)

1989 | 7(설 7) 4(S. 4) |5(글 5) 9(북경 9 )

TIl | 89 | 31 12 | 20 | 5 | 157

l) 접촉빈도에는 준비접촉, 애비접촉 그리고 실무접촉을 포함시誰음. 표애서 를은 를비집축, 애는 애

비접촉, 실은 실무접촉 그리고 본온 본회담출 나타범. 비 접촉은 포함되지 않았출 .

2 ) 고위급희담에는 l97o년대의 남북조걸위원피피담, l98o년의 출리피담, l988년 이후의 고위급피담이

포함됨. 조는 조절위원회회담, 부는 부위원장회담, 공은 공통위원장회담 그리고 기는 기타를 나타냄 .

(l) [& 4.2]에 제시된 것처럼 남북한간의 공식적인 대화는

l97l면에 南北赤+字會談이 열리면서 시작되었다. 南北赤 +字

會談은 l97l년 8월 l2일에 大韓赤十字社가 l천만 이산가족의

재결합을 주선하기 위하여 개최할 것을 제의한 것을 北韓赤+

字社측에서 받아들이는 形態로 이루어졌다. 7l년 8월 2o일에

첫 實務接觸이 이루어진 후에 7l년에서 73년사이에 25차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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豫備會談과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7차례의 本會談이 開催되었

다. 이와 같은 7차례의 회담에서 r이산가족과 親戚들의 生死와

주소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J를 포함한 5가지의 議題에 合意

하기도 하였으나) 73년 8월에 本會談은 中斷되었다. 그 이후에

l978면에는 實務會談마저 中斷되었다가) l984년 9월에 북한측

의 水害物資 提供 提議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제2기의 적십

자회담이 재개되었으라 곧 l985년에 중지되었고; 89년에 다시

實務會談이 시작되고 있는 現實이다. c표 4.2]에 의하면 적십

자회담은 남북한간에 가장 먼저 시작된 회담일 뿐만 아니라

l97l년에서 l989년에 이르는 동안 남북한간의 公式接觸(실무접

촉? 예ti1접촉) 본회담을 포함함)의 총계 i57회중 56.7%를 차지

하는 89회에 찰하여 가장 번번하게 접촉한 회담이기도 하다출 r L

러나 현재까지 남북적십자회담은 民間次元쉐서 이산가족들간의

自由往來 및 接觸의 문제에 관하여 실행가능한 合意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2) 남북한의 高位經會談은 72년 7월 4일에 발표된 南北共同

聲明에서 합의한 남북한간의 政治的인 문제를 協議解決하기 위

한 南北調節要員會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이와같은 정치회담에

임하는 남북한의 기본입장이 판이하게 달라 구체적인 합의가

없이 l973년 8월에 북한측이 金大中事件과 6.23선언을 구실로

대화중단을 선언하여 중단되며) 그 이후 몇차례의 변칙적인 對

坐마저 l974년에는 중단되기에 이른다. 이어서 高位級會談은

l989년의 준비회담을 거쳐서 l99o년도 9월 현재에 진행중인 남

북한간의 總理會談에 이르러 제 2기를 맞고 있다고 볼 수 있다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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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70년대에는 남북한간의 대화 채널이 漆구宇會談과 調節

委員會會談의 두개에 불과하였으나> l984년 lo월 북찬측이 제

공한 수재물자의 인수. 인도를 계기로 재개되어 오늘때 이르는

8o년대 후반에는 赤+字會談과 高位級會談이외에도 國會會談?

體育會談) 經濟會談 둥이 추가되어 회담의 채널이 麥樣化되었

다. 이것은 남북한간의 .대화의 通路가 그만를 다양해졌다는 것

을 意味하고? 따라서 남북한간의 관계도 그만큼 進步하였다는

것을 意味한다고 보겠다. 또한 l98o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l987년을 제외하면 매년 어떤 形態로든 公式的인 接賜이 이루

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鼓舞的인 事實이라고 하겠다 출

우리 정부는 이들 多樣한 對話의 채널이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實質的인 교류의 성과를 얻어 별 수 있도록 政策的인 努力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앞의 Ca 3-2]에씨 분석된

바 있는? 북한측이 대화 및 회담의 先決條件 내지 前捻條件으로

제시한 사항들에 대하여 유연하고 신축성있는 對應方讓을 강구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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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要約 및 結論

본 연구의 목적은 統一政策과 관련된 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나

타낼 수 있는 統一政策 關聯 社會指標의 개발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l) 정치.경제.사회적인 측면에서 통일

여건의 成熱度를 나타낼 수 있는 개념들의 모색 및 개념화 (2) 이

들의 操作化를 통한 政策指標開發可能性의 검토 (3) 측정가눙한

政策指標의 類型과 項目들의 검토 (4) 한정된 분야의 지표들의 예

시적 개발 둥을 통하여 전면적인 統一政策 關聯 社會指標들을 개

발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統-政策관련 社會指標가 필요한 이유는 統-이라는 國家目標를

즘더 효과적으로 딸성하기 위하여는 統一政策目標의 형성과 戰 略

代案들의 開發 및 選擇을. 가이드해 주는 일종의 信號燈(Signal)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政策指標體系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데 있

다. 統一政策관련 社會指標가 개발되면 골二로. 策긴形成? 執行? 評

價둥의 政策過程에서 統一政策問題의 定義와 目標選擇을 위한 分

析)統一政策 目標達成을 위한 政策代案들의 分析과 檢討> 統-政

策執行의 모니터링 및 統一政策執行결과에 대한 評價와 이러한 評

價를 토대로 한 統一政策의 修正? 補完? 調整둥을 위한 시계열긴

정보를 제공하는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출

통일정책 관련 사회지표개발에 있어서 統-政策의 決定이 남한

과 북한이라는 두개의 政策決定 主體에 의하여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대응적으로 이루어지는 政策決定의 성격을 띠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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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는 데 그 기초를 둔 接近方法을 택한다면? 統一政策決進의

狀況을 반영하여 統一政策의 目標와 戰略의 開發過程에서 유효하

게 활용될 수 있는 社會指標를 開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

다. 統一政策決定이 南韓政府와 北韓政府라는 두 개의 政策決定主

體에 의하여 상호영향을 받으면서 대응적으로 이루어지2 政策決

定이라고 하는 사실은 統一政策決定이 일종의 2人게임 (tvyo p e r s o n

game)의 狀況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隋發된 社

會指標의 統一政策 決定過程에서의 활출성은 게임의 性格을 분명

히 하고 이러한 게임의 성격과 관련지어서 指標를 開發할 때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게임의 성격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

는 게임의 성격이란 남북한 두 意思決定主禮들이 2인 비영화게임

의 狀況하에서 統一政策目標들을 設定하고 戰略代案들을 開發 .選

擇함에 있어서 상대측을 어떠한 게임의 파트너로 파악하느냐 하는

것이다. 게임의 狀況하에서 政策團標를 設定하고 戰略代諒들을 開

發 .選擇함에 있어서 상대측을 假想(assume)하는 方法은 여러 유

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남북한간의 게임상황에서는 상대방을 敵

對的 競爭者로 간주하는 방법과 協調的 競爭者로 간주하는 방법으

로 구분하기로 하였다 聾

統一政策決定過程에서 상대측을 적대적 경쟁자로 파악하는 경우

에는 상대측 社會의 弱點들? 예컨대 不安定과 混亂> 분면과 반목

등과 같이 社會的 力量을 약화시키는 要國들) 즉 社會的 弱點들을

최대한 이용하고) 자기측 社會의 社會的 力量을 강화시키는 强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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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힘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자 한다고 보았다. 그러프로 만일 상

대측이 우리측을 이러한 적대적 경쟁자로 파악한다고 간주할 수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인저,

우리측社會의 社會的 力量을 강화시키는 强點들과 약화시키는 弱

點들에 대한 分析과 이러한 强點과 弱點의 시계열적 변화를 파악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만

일 상대측이 우리측을 적대적 경쟁대상자로 간주하고 자기측 社會

의 强點과 우리측社會의 弱點을 최대한 이용하고자 하는 統一戰略

을 세우리라고 생각되는 경우? 統一政策관련 社會指標의 開發은

우리측社會의 弱點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제 측면) 예컨대 禮制에

대한 統合의 결여) 社會的 혼란과 불안정둥의 시계열적 변화가 대

응책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들이 핵심적인 統- -

政策관련 社會指標를 구성하게 된다고 보았다 출

한편 統一政策 決定過程에서 상대측을 協調的 競爭者로 파악하

는 경우는 게임의 상대측을 말살하여야 할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

이 아니라) 서로 협조함으로서 合意(concensus)를 바탕으로 서로

만족하는 어떠한 합작품) 즉 상대의 말살에 의한 統一이 아니라

相互共存과 共營에 바탕을 둔 합의에 의한 統一에 이르는 길을 찾

아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統一政策決定過程에서 한 쪽의 意

思決定 主體가 다른 상대측을 협조적 경쟁자로 파악한다는 것은

우리측社會의 强點과 상대측 社會의 弱點에 대한 戰略的 이용보다

는 상대측 社會와 자기측 社會가 서로 和合하고 融合할 수 있는

統一政策 目標와 統-戰略代案들을 開發하고 選擇하려고 노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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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협조적 競爭이라는 게임狀況하에서

의 統一政策관련 社會指標開發은 우리측社會와 상대측社兪의 융합

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 예컨대 兩側社會의 제도적> 기능적차이나

非同質性둥이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심화되어가고 있으며 그 정도

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파악하는 것이 統一政策決定過程애서 중요

한 의미를 가지며 이것들이 핵심적인 統一政策관련 社會指標體系

를 구성하게 된다고 보았다 출

남북한 양측이 서로 상대측을 어떠한 게임의 상대로 간주하느냐

하는 것은 서로 자기측 社찰와 상대측 社會에 대한 인지가 어떠하

냐 하는데 따라 決定된다고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북한

양측이 서로 상대측을 어떠한 게임의 상대로 간주하느냐 하는데

따라 社會를 인지하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상대f을 敵對

的 競爭關係로 간주하는 게임의 狀況하에서는 자기측과 상대측 社

會를 파악하는 시각은 政治的 力量과 經濟的 力量들을 프함한 넓

은 의미에서의 社會的 力量이 主가 되고 남북한 社會의 출합 가능

성의 정도는 부차적인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상대측을

協調的 競爭關係로 간주하는 게임의 狀況에서는 자기측과 상대측

社會를 파악하는 시각은 양 社會의 融合可能性의 정도가 주된 것

이 되고 넓은 의미의 社會的 力量은 부차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統一政策관련 社會指標의 開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c 때에는

남북한 양측이 統一戰略 選擇과 遂行過程에서 벌이는 게임들의 성

격을 규정하는 자기측과 상대측 社會를 바라보는 주된 시각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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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것이고 부차적인 시각이 어느것이냐 하는것 보다는> 社會的 力

量과 社會的 융합이라고 하는 槪念들이 統-政策관련 社會指標의

開發에 있어서 주축을 이루는 핵심적인 槪念들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두 意恩決定主禮들이 벌이고 있

는 게임의 狀況하에서 두 主體들이 社會狀況을 인지하는 핵심적인

槪念들은 社會的 力量과 社會的 融合이라고 하는 대전제하에서 統

一政策관련 社會指標體系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聲

제3장에서는 南北韓 두 意思決定主體들이 별이고 있는 게임狀況

下에서 게임의 두 主體들이 社會狀況을 인지하는 核心槪念들이 社

會的 力量과 社會的 融合이라는 것을 대전제로 하여? 統-政策관

련 社會指標體系에 포함시켜야 할 槪念들) 이들 개넘들에 대한 寄

與變數들 및 測定指標들) 그리고 指標開發 .作成을 위한 行政體系

를 모색하였다 출

統一政策關聯 社會指標禮系에 포함될 핵심개념중의 하나인 社會

的 力量의 決定要因으로서는 Talcott Parsons의 社會시스템機能이

른에 基礎하여 適應) 目標達成? 社會的統合? 潛在型의 維持 둥의

네 가지 槪念들을 추출하였고, MacRae의 追求價値理論에 입각하

여 經濟的 能率性, 主觀的 福祉, 自由? 價値配分의 衡平性? 參與를

포함한 民主化 등의 9가지의 추구가치를 식별하였다. 社會的 力量

의 決定要團으로 선정된 9가지의 槪念들 중에서 북한의 통일정책

에 나타난 우리측 사회의 사회상황에 대한 인식과 우리 국민들의

우리 사회상황에 대한 인식에 관한 經驗的 資料와 대비하여 指標

體系에 포함될 우선순위가 높은 개념들로서 최증적으로 決定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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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5가지로서 適應) 統合) 自由) 價値配分의 衡平性> 그리고 參與를

포함한 民主化둥이다. 한편 社會的 融合의 배경조건으로는 Jacob

과 Deusch둥 機能主義 統合理論家들이 제시한 여러가지 統合의

조건들 중에서 同質性5 相互交流) 相互親熟度) 經濟的 縱帶? 그리고

戰要圖避心理를 선택하였다 출

따라서 최종적으로 統一政策 관련 社會指標體系에 포함될 개념

들은 사회적 역량의 결정개념들중에서 5가지> 社會的 융합의 배경

조건들중에서 5가지 둥 lo개의 개념들이다. 이들 槪念들 하나 하

나에 관하여 그 意味를 분명히 하고) 이들 槪念의 實現에 기여하

리라고 생각되는 寄與變數들을 選定한 다음? 이들 寄興濯數들을

조작화하여 구체적인 測造指標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씨하였는

바) 이들 기여변수들 및 측정지표들을 개발함으로서 통일정책 관

련 社會指標體系는 완성되게 된다출

한편 統一政策 관련 社會指標의 작성 . 개발을 담당할 조직으로

서는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에서 담당하는 대안? 외부연구기관에

서 담당하는 대안) 그리고 統一院 政策室에서 개발 .작성하는 대

안을 비교 검토한 결과> 가장 실현가눙하고 現實的인 方案은 統 -

院 政策室에서 담당하는 방안이었다. 이와 같은 통일정책 담당조

직의 규모는 자료수집에 있어서는 統-院內의 관련된 塞 .局 .課

들의 지원을 받는다는 전제하에서 최소한 5-6명으로 구성되는 l

개 係 정도가 되어야 하며? 이 조직은 統一政策 관련 社會報告書

를 작성하는 과업도 담당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출

4장에서는 통일정책관련 사회지표의 妥當性 및 信賴性의 검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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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政策指標의 妥當化(validating Policy indi-

cators)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들 가운데 하나는

理論的 妥當化 또는 論理的 妥當化이고) 다른 하나는 經驗的 妥當

化이다. 理論的 妥當化는 지표들을 선택하는 데 이용하고 있는 이

른모형이 타당한가 하는 것을 검증함으로써 政策指標세트에 포함

될 政策指標選擇의 토대가 된 궁극적 가치개념과 기여변수 선택의

妥當性을 입증하는 것이다. 測定指標들이 論理的 妥當性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測定對象과 관련된 기존지

식이나 이른둥을 판단기준으로 사용하는 방법? 패널토의? 워크숍

둥을 통하여 關係專門家들의 의견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經驗的 妥當化는 政策指標세트에 포함되도록 선택된 개념

들이 操作的 定義를 통하여 지표화되는 경우) 그 지표가 .원래의

개념을 측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에 비추어 입증하는 것이

다. 이러한 經驗的 妥當化는 이미 그러한 게념을 측정하는 것으로

할혀진 기존의 측정방팀과 이 지표에 의하여 측정된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을 할힘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같은 政策指標의 妥當化 방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볼 때f

본 보고서에서 논의된 統一政策관련 社會指標의 시안을 토대로 좀

더 論理的 妥當性을 확보할 수 있는 指標體系를 완성하기 위하여

는? 關係專門家들이 시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워크

숍이나 심포지움둥의 기회가 마련되어 그들 專門家들의 參與와 合

意를 기초로 한 指標體系를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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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들을 측정하기 위한 시계열적인 자료들이 수집된 이不에는 이

들의 經驗的 妥當性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출

또한 統一政策 관련 社會指標體系에 포함된 測定指標틀에 관한

자료가 수집된 후에는 여러가지 검증방법들을 활용하여 測定指標

들의 信賴度가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예시직으로 우

리 사회의 社會的 安定度와 상호교류의 기여변수로서의 南北對話

의 種類와 接觸頻度의 측정자료를 제시하고 그 의미에 관하여 간

략하게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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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1970년대 이후의 북한의 주요 대남제안. 제의 .주장

일. 시 내 용

1 9 7 0 . 6.22 주한미군철수 및 남북교류주장

ll.2 j통일방안(조건)제시

1 9 7 1 . 4.12 l평화통일 8개방안 제의

1972. 10.23 - 2 6 .제3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1 1 . 2 2 - 2 4 .제4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11.30-12.1 j남북조절위 제i차 회의

1 9 7 3 . 3 . 1 4 - 1 6 .남북조절위 제2차 회의

4.5 .남북평화협정 체결(조건)제시

6.12 - 1 4 .남북조절위 제3차 회의

6.23 조국통일 5대 강령 제시

8 . 2 8 남북대화 일방적 중단선언

l 2 . l 9 남북조절위 제2차 부위원장 회의

1 9 7 4 . 1.30 남북조절위 제3차 부위원장 회의

3 . 2 5 최고인민회의 제5기 3차 대회(조 .미 평화협정

제의)

l l . 2 8 남북정치협상회의? 대민족회의 협의내용제시

1 9 7 5 . 2.28 남북적십자 제8차 실무회의

3.l4 남북조절위 제lo차 부위원장 회의

lo .2 3 남북적십자 제l3차 실무회의

1 9 7 6 . 3.28 통일방안 6개항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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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내 용

1 9 7 7 . 1 . 2 5 남북정치협상회의 준비위한 예비실무회의 치의

2 . 8 남북군사 당국자 회담 제의

lo. 4 남북적십자 제24차 실무회의

1 9 7 9 . 1 . 2 3 전민족대회 소집제의

3 . 7 남북변칙 대좌(제2차)

1 9 8 0 . 1 . 1 1 남북정치刊상회의 및 남북당국자 회담 을의 표

명(제의 )

9 . 2 4 남북총리회담 절차준비를 위한 실무대표단 인명

lo . l o 노동당 제6차대회 김일성 연설

1 9 8 1 . 1 . 1 9 l.l2제의' 비난> 대화의 전제조건 제시

1 9 8 2 . 1 . 2 6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거부

2 . l o 조국평화통일 위원회 성명

(<2o개 시범설천사업)제의 비난9 거부)

(8.l5 광복 경축사 비난> 거부)

1 9 8 3 . 1 . 1 8 남북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소집제의

l . 2 l 노동신문논평

(국정연설-남북당국자최고책임자 회담T 제안 비난)

7 . 2 4 남북적십자 회담 재개 거부

9 . 9 r9.9절 J 35주년 김일성 연설

1 9 8 4 . 1 . 1 0 남북한 및 미국 3자 회담 제의

5 . 2 5 제3차 남북한체육회담-실질문제 토의 회피 및

공전책 임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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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내 용

9 . 8 대남 수재물자 제공 제의

ll .l 5 제l차 남북경제 회담

1 9 8 5 . 1 . 9 남북적십자 제8차 본회담 연기

l . 9 제2차 남북淸제회담 연기

4 . 9 남북국회회 를 제의

5.27 - 3 0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개최

7 . l 5 r고향방문단? 예술공연단J 관련 제i차 남북적

십자 실무접촉

lo .l 8 유엔총회 4o주년 기범총회 - 연방제/단일국호하

에 유엔가입

1 9 8 6 . 1 . 1 김일성 신년사

l . l l 남북한 상호 군사연습 중지 제의

l . 2 o 남북대화 연기입장 표명(북측 회담대표단장 공

동성명)

4 . 6 외교부 성명

4 . 9 대화중단 책임 남측에 전가

4 . 2 4 남북대화 거부입장 재표명 (북측 회담대표단장

공동성 명)

6 . l 7 한국 .미국 .북한의 3군사 당국자 회담 제의

6 . 2 3 한반도의 비핵 .평화지대 창설협상 제의

7 . l 4 한 .미측의 군사회담거부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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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내 용

8 . l o 군사당국자 회담의 조속 수락으로 대화재개 분

위기 마련축구

8 . l 4 주한미국철수 및 군사회담 무조건 호응촉구

9 . 9 조선(한)반도에서의 비핵 .평화를 위한

평양국제회의 선언 7개항

l 2 . 3 o 김일성 시정연설

1 9 8 7 . 1 . 1 1 남북고위급 정치 .군사회랄 재의

l . 2 8 남북회담 북측대표단 공동성명

3 . 3 o 남북총리회담 예비회담 개최 제의

7 . 2 3 단계별 군축 실현위한 다국적 군축협상 제의

8 . 6 외교부 대변인 성명

l l . l l 민족단합방안 5개항 제시

ll . 2 o 남북한 uN동시가입 반대

1 9 8 8 . 1 . 1 김일성 신년사

l . l 4 남북연석회의 소집제의

4 . 4 남북학생회담 찬동 판문점 개최 제의

5 . 2 o 남북학생회담 실현주장

7 . l l <7.7특별선언 비방>

7 . 2 l 불가침문제 해결위한 남북국회연석회의 개최

제의

9 . 8 김일성> 북한정권수림 4o주년 경축사

lo .l 3 남북국회회담 제5차 준비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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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내 용

lo.l4 조국 평화통일 위원회 성명

l o . l 9 남북정상회담 전제조건 제시

ll. 7 포괄적 평화 방안 제의

ll.l 6 남북고위급 정치 .군사회담 제의

l2.2 6 평양집회 관련 남북학생회담 제의

l2 .2 9 남북국회회담 제7차 준비접촉

1989. 1. 9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요구

2 . l 5 남북적십자 회담 재개 거부

3 . 2 남북고위당국자 회담 제2차 예비회담

3 . l 5 남북대학생 교류회담 조건부 추진 용의

3 . 2 7 남북대화 다방면적 발전에 대한 5개항 제의

3 . 3 l 남북 노동자대표회담 제의

4 . 2 조국평화통일위 허담 .문익환 목사 공동성명

4 . l 7 남북고위당국자 회담 제3차 예비회담 연기통보

4 . l 7 제3차 남북체육회담 제의

5 . 2 출 남북역사학자 회담 제의

5 . 3 l 제2차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을 위한 적

십자 실무대표접촉제의

6 . 2 남북중교인회 담 제의

6 . 2 2 남북적십자 ll차 본회담 개최거부

lo. 3 민족통일협상회의 소집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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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내 응

lo. l 2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제3차 예비회담

lo. 2 5 남북국회회 담 제8차 준비접촉

ll. 9 외교부 성명

ll. l 5 남북고위 당국자회담 제4차 예비회담

ll. 2 9 남북고위회 담 제9차 준비접촉

l2. l 4 민족통일협상회의 예비회담 개최제의

자료 :국토통일원, 남북한 통일 .대화제의비교(1945-1987, 서울, 국토통일

원 남북대화 사무국, 1987) ;그리고 남북한 통일 .대화제의비교(K) (1988

-1990.2) (서울, 국토통일원 남북대화 사무국, 1990).

위의 출처에 수록된 북한측의 제의와 제안중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배제시켜서 분석대상에 포함 시키지 않았음 출

l) 전화통지문은 원최적으로 제괴시킴

2) 선행제안에 관한 지지 및 촉구는 원칙적으로 제외시킴 찰

(단, 거부와 비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포함시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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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부록 2] 통일정책관련 사회지표의 체계

주요개념> 기여변수 및 측정지표(안)

목적가치
관점 기 여 변 수 구체적인 측정지표

(목적 개념)

적응눙력 총량부분 주요총량지표

가.인구 및 영토 * 인구

* 인구증가출

나. 국민생산 * 경제성 장율

* 경제활동인구

* 경제활동참가율

사 * 면적

* G N p

* l인당 G N p

漆 군사비/GNp

회 l l다.저축눙력 * 저축성 향

is l인당 저축액

재정부분 주요재정지표

적 * 재정규모

가. 세출 * 재정부담출

* 군사비지출

나. 세입 * 군사비/재정규모

* 전년비증가을

역 l l농수산업부분 영농부문 주요 지표

가.농업구조의 비교 * 남북한의 경지면적

나.농업생산의 기반 * 경지면적
량

* 농업인구

* 호당경지 면적

- J 2 9 -



목적가치
관점 기 여 변 수

(목적 개념)
구체적인 측정지표

다.식량작물의 생산 * 농가인구/총인구

* 단보당 찰생산

* 농기계 보유대수

* 남북한 식량작물생산량

라. 축산업 실태

마. 수산업 실태 * 수산물 생산량

(해면어업)

(양 식)

* 어선보유수

광공업부분

가. 광공업자원 주요 지하자원 부존비을

및 에너지 * 금 . 은광

* 철 광

* 중석? 수연광

* 흑 연

* 무연탄 .

주요에너지 현차

* 발전설비용량

(수 력)

(화 력)

(원자력 )

* 발전량

(수 력)

(화 력)

(원자력 )

* 정유능력

* 원유 도입량

* 석란 생산량

나. 중화학공업 철강 및 비철금속 세산능력

* 선 철

* 제 강

* 압연강재

* 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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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가치
관점 기 여 변 수

(목적개념)
구체적 인 측정지표

* 동

* 알루미늄

주요 기계제품 생산능력

* 자동차

* 조 선

* 공작 기계

* 트책터 (경운기 )

주요화학 .건재공껍 생산능력

* 화학비료

* 농약

* 주요 합성수지

* 판유리

* 시멘트

* 마그네샤크링카

다. 경공업 주요 경공업 시설능력

* Tv수상기

* i5 장고

* 섬유

* 직물

* 신발

* 손목시 계

라. 첨단산업 주요첨단산업생산능력

첨단산업 기술수준

수송 . 통신부분 * 철도총연장

(전철화구간)

* 객차

* 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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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가치
관점 기 여 변 수 구체적인 측정치표

.(목적 개념)

* 지하철

* 도로총연장

(고속도로)

* 자동차보유대수

* 항만하역능력

* 외항선보유

* 자국선적취출

* 항공기보유

* 국제항공노선

* 우편물접수량

* 전화회선수

대외거래부분

가. 무역규모 * 수출액

* 수입액

* 무역액

나. 무헐구조 * 교역상대국집중도

* 교역상품집중도

다. 외교관계 * 가입한 국제기구수

* 대외공관수

형평성 소득배분의 공정성 * 학력별 소득격차

* 기업규모별 소특격차

* 지역별 소득격차

* 경제력집중도(지니 계

수t 로렌츠곡선 )

* 영세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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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가치
관점 기 여 변 수 구체적인 측정지표

(목적 개념)

취업기회의 공정성 * 학력별 구인배을격차

* 지역별 구인배율격차

* 중 .고연령충 구인배

출격차

사회적 지위획득 l* 학력별 관리직비출
기회의공정성

사회계충에 대한평가l* 학력및취업에 대한
사회적 평가

사회복지 사회보장

* 연금가입자수 및 비을

* 의료보험가입자수 및 비을

* 산재보험가원자수 및 비을

* 고용보험가입자수 및 비출

노인복지

* 요보호노인에 대한

시설서비스

* 취업노인임금

* 연금수준

* 취업기회

장해자복지

* 후생원호시설

* 교육기회

* 취로장해자임금

* 연금수준

사회적통합 l사회안정 각종시위에 관련된 지표

* 학생시 위건수

* 총시위건수

* 犯o명이상이 참가한

시위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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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가치
관점 기 여 변 수 구체적인 측정지표

(목적 개념)

* 질서파괴적 시위건수

* 폭력적인 시위건수

노사분규에 관련된 지표

* 노사분규건수

* 참가연인원

사회적 폭력행사에 관련

된 지표

* 강력범죄수

* 강력범죄로인한 사망자수

사회적동원 * M a s s media 보급출

* 인구이동을

* 도시화을

* 2 .3차산업 중사자비을

사회적갈둥해소 상대적 박탈감이나 주관

적 갈둥의 정도파악 의식

조사

계층간 * 조직화된 근로자비을

* 계층별 소득수준차

지역간 * 지역간이질감-의식조사

자유 언른의자유 * 신문?Tv둥 언른매체수

* 정보원천에 대한 접근도

- 정부발표건수 등

집회결사의 자유 * 집시법위반자구

* 집회신고건수

* 인건위제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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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가치
관점 기 여 변 수

(목적 개템) 구체적 인 측정지표

참여 및l참여 주요지 표- 의식조사

민주화 * 투표참여을

* 투표기회의 회수

* 투표로 선출된 공직자 수

* 여당의석수의 비을

* 선거운동활동정도

* 지역활동정도

* 정치집회5 대회참가정도

* 정치자금기부

* 정치토른

민주화 * 민주화의식조사

분권화 * 지방자치지표

신뢰도 주요지표- 의식조사

* 정부와 통일정책신뢰도

- 제도

- 담당자

- 정책

* 반공정책에 대한 태도

동질성 l교육정도 교육지표

사 * 국민평균 교육년수

* 교원 및 학교현황
회 * 학급당 학생수

* 방송통신교육 보급을 .

적 * 연간 교육비 지출출

* 정부예산 대 문교예산
융 * 취학을

증교 * 각 종파별 신도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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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가치
관점 기 여 변 수 구체적 인 측정피 표

(목적 개법)

언어 언어는 전문학자로 하여

금 이질화정도를 조사하

도록 함

의식조사
태도

* 통일가눙성

* 통일이불가능한 이유

* 통일가능시 기

* 통일정책추진에 대한 시각

* 남북교류가 통일에

기여하는 지에 대한 태도

* 남북교류전망

* 남북합작에의한 공동개발

* 남북교류관련 매초컴의

보도태도에 대한 생각

* 민족대교류 실현전망 등

상호교류 코뮤니케 이션교류 * 전화둥 이용회수

* 북한에관한 잡지9 서적f

Tv프로그램 상영회수 등

경제교류 * 상품 및 서비스 교류의

종류 및 양

인적교류 * 남북한 찰문자수 및 방문

차량수 둥

* 남북대화의 종誇 및

접촉번도

사회단체교류 * 사회단체접촉번도

* 교류인원수

의식조사
상호친숙도 * 친숙감의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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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가치
관점 기 여 변 수 구체적 인 측정지표

(목적 개념)

* 동료의식

* 감정적 수용성

* 친근감

* 일체감의 정도

* 상호신뢰의 정도

경제적유대 의식조사

* 통일후 경제적 이익의

기대

* 통합의 비용에 대한

평가

* 통합비용부담의 의사

전쟁회피 의식조사

심리 * 전쟁재발가능성

* 전쟁의 원인

* 상호적대의식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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