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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신뢰에 대한 기존 연구를 보면 정부신뢰가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데에는 대체로 동의하나 정책지지 및 수용에 어떤 경로로 어

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주거지

역내 CCTV 설치정책 사례를 통하여 정부신뢰 및 정책 자체의 효능성이 정책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

거지역내 CCTV 설치 정책에 대한 국민의 행태적 특성을 조사하고, 구조방정

식 모형을 사용하여 연구모형 분석 및 가설 검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상과는 달리 정부에 대한 신뢰

가 정책지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우회적인 경로를 통

하여 정부정책을 지지하는데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신뢰는 우호적인 여론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정책 결과의 불확실

성으로 발생하는 부정적 신념인 정책우려를 낮춰주어 우회적으로 정책지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셋째, 개인이 인지하는 정책 효능성이 정책지지에 영향

을 미친다. 인지된 정책혜택과 정책우려 모두가 정책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상대적으로 인지된 정책우려가 정책지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  -0.080, p=0.072)보다는 인지된 정책혜택이 정책지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0.410, p=0.000)이 절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우호적인 여

*   본 연구는 공동저자 신정희의 석사 학위논문인 “정부신뢰와 전자감시(2009)”의 내용

을 부분적으로 축약하고 발전시킨 논문임을 밝힙니다.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dearpark@snu.ac.kr)
***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보(sjhee0129@assembly.go.kr)
논문접수일(2010.6.29), 수정일(2010.8.23), 게재확정일(2010.9.2)



2 ∙ 행정논총(제48권3호)

론은 정책지지에 가장 큰 직접 영향을 미치며, 개인이 인지하는 정책혜택과 

정책우려를 매개로 하여 우회적으로도 정책지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론이 다른 어떤 요인들보다도 정책지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주요 기제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정부신뢰, 정책효능성, 정책지지, 정책수용모형, CCTV】

Ⅰ. 서 론

국민의 정부신뢰는 합리적인 정책대안 선택과 원활한 정책집행을 위한 전제

조건이며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순응을 이끌어 내어 정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

는 주요한 요인이다(Easton, 1965; Newton, 2001). 특히 정책 환경과 정책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 정부신뢰는 정책의 성공가능성을 가늠하는 핵심 열쇠이며, 역으

로 정부신뢰의 감소는 정책집행상의 지지 감소로 이어진다(Chanley, 2000). 일반

적으로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는 정부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기제로 작동한다(Barber, 1983; Fukuyama, 1995; Rudolph & Evancs, 
2005; Mukherjee, 2007). 또한 거버넌스 시대에 정부가 행정의 모든 일을 감당하

기에는 이미 한계에 이른 바 사적 부문과의 협치가 불가피하며, 신뢰는 협치행

정의 바탕이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2006)의 보고

서는 시민들의 정당, 정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10점 만점대

비 4점 이하의 평균 점수를 기록해 한국사회가 총체적인 불신의 늪에 빠졌다고 

진단한 바 있다. 
정부신뢰에 대한 이전 연구를 살펴보면 정부신뢰가 성공적인 정책 집행을 위

한 전제조건이라는 가정 하에 주로 정부신뢰가 왜 중요한가에 대한 이론적 논

의, 정부신뢰를 구성하는 하위개념과 측정에 대한 연구, 그리고 정부신뢰에 영

향을 주는 선행 요인들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룬다(박희봉 외, 2003; 손호중･채
원호, 2005; 박순애, 2006; 양건모, 2007). 하지만 전제조건이었던 정부신뢰가 정

책 집행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실증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

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신뢰가 정책집행에 미치는 영향을 주거지역내 

CCTV 설치 정책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고자한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정부신뢰가 

정책 자체의 특성인 정책 효능성의 인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들 요인들

이 해당 정책의 지지 여부에는 어떠한 경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

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경로 분석을 통하여 정부신뢰가 정책 집

행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기존 학계의 담론적 수준의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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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 사례인 주거지역내 CCTV 설치 정책은 주거지역 내에서의 

강력 범죄 급증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2002년에 급물살을 타게 되었

고, 서울특별시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지역에 CCTV가 처음으로 설치되었

다. 2003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시민단체의 거센 항의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으로써 CCTV 등의 영상물에 대한 개인의 정보보호 장

치가 어느 정도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

은 여전히 개인의 정보결정권과 접근권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는 여론이 

비등하였다. 이후 CCTV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시민단체, 언론, 법
조계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주거지역내 CCTV 설치 정책은 잠시 정체 상태를 보

였다. 하지만 최근에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주거지역내 CCTV 설치가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서 활발하게 

확산 되고 있다. 
고도의 정보사회로 진입 할수록 개인의 정보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더욱 심

각해 질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 사례로 다룰 주거지역내의 CCTV 설치 정책

에서 가장 큰 사회적 쟁점이 되는 것도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장치인 개인의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03; 이민

영, 2004). 즉 CCTV를 통해 수집된 개인의 정보를 개인 스스로가 통제 할 수 

없다. 그렇기에 어느 정책보다도 신뢰의 문제가 중시된다. 정보사회는 호혜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CCTV를 통해 수집된 불특정 다수의 불법적 행동

을 정부가 법적근거로 사용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행동

에 대한 정보까지 정부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기술적인 차원

을 넘어 정부신뢰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된다(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6). 또한 

여전히 정책의 효능성에 대한 논쟁이 있고 정책 결과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정책이므로 정부신뢰의 문제가 더욱 중요시된다. 
본 논문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성공적인 정책수행의 전제조건이라는 

인식하에 정부신뢰 및 개인이 인지하는 정책 효능성이 주거지역 내 CCTV 설치

정책의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즉 정부에 대한 개인의 신뢰 수준이 높

을수록 주거지역내의 CCTV 설치 정책의 효능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는 

정책지지 및 정책수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정부신뢰, 정책효능성, 정책지지

간의 연관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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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정부신뢰와 정책지지

기존 연구를 보면 정부신뢰가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평가적 정

향으로 정치적 태도의 일종이라는 점에서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정부 신뢰의 구

체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Barber, 1983; Mayer et 
al., 1995; Kramer et al., 1999). 정부신뢰는 일반적으로 다차원적 개념으로 규정

되고 있으며 그 구성개념을 구체적으로 어떤 차원으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는 학자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 이전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대체로 정부신뢰

는 특정한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형성된 신뢰, 국가 통치체제로서의 신뢰, 그리

고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다

(Miller, 1974; 손호중･채원호, 2005). Chanley(2000)는 정부신뢰를 정부가 국민으

로부터 부여받은 신탁책무를 국민을 위해 올바로 유능하게 수행할 것이라는 기

대로 정의하면서 정부가 국민의 신탁업무를 제대로 수행 할 도덕적 및 기술적 

능력이 있다고 판단 될 때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거지역내 CCTV 설치정책 사례의 경우는 개인의 정보프라이

버시에 민감한 정책으로 정부의 능력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윤리적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성공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영삼, 1998; 국
가인권위원회, 2003;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6; 이민영, 2006). 따라서 본 연구

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정부신뢰를 정부에 대한 국민의 감정적･ 평가적 정향

으로 정부의 능력에 대한 기대 및 윤리적 믿음으로 정의한다. 
정부신뢰의 중요성은 호혜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 사회의 진전으

로 더욱 부각되고 있다(Fukuyama, 1995; Kim, 2005). 불확실성이 높은 첨단기술

사회로 환경이 변모 할수록 변화 관리자로서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더욱 중요

해 진다. 또한 전통적인 정부 중심의 국정운영이 한계에 부딪치면서 등장한 다

양한 참여자로 구성된 네트워크 방식의 국정운영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Kaase(1999)는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가 약한 경우 비합법적이며 비제도권적인 

형태의 참여가 일어나며, 정부신뢰가 강한 경우에는 정치 참여 자체에 대한 필

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부신뢰가 높은 사람은 정부 

정책의 과정과 결과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으며, 정부신뢰가 높을 때 정부는 신

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을 수행할 수 있고 보다 많은 지지를 획득할 수 있

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정부신뢰는 정부 성과를 제고하

는 역할을 한다(Krishna, 2001; Kim, 2005).
정부신뢰와 정책지지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체로 선순환적

인 긍정적 관계이며, 역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및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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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지지 저하로 이어져 정책집행 전반의 능률성을 떨어뜨린다고 설명한다(Miller, 
1974; Nye, 1997; Orren, 1997; Chanley, 2000; Hetherington & Globetti, 2002; 신정

희, 2009).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정부신뢰가 정책지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지만 상반된 주장도 있다. Hetherington & Globetti는 일반

적으로 정부신뢰가 정책지지로 이어지지만, 분배정책 즉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정책에서는 정부신뢰가 정책지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정부신뢰와 저항 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Citrin(1974)은 약하지만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Miller(1974)는 정

부신뢰가 저항 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상반된 연구결과를 내 놓

았다. Useem(1982)은 메타분석을 통해 정부신뢰와 정책지지나 정치적 저항 간의 

상관관계가 일관적이지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부 신

뢰에 대한 측정개념의 다양성과 시대적인 상황 및 통제변수가 상이하였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주거지역내 CCTV 설치정책에 관한 논의

정보화의 급진전과 맞물려 국민안정 및 사회질서 유지, 행정의 효율성 제고 

등의 목적으로 CCTV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CCTV는 특정한 수신자만 서비스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텔레비전 전송시스템을 지칭하는 화상통신 용어이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제 2조에 의하면 CCTV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

의 순간적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 등을 특정인이 수신 할 수 있는 장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 의료 및 지역정보 서비스 등 산업분야 전반에 이용되고 

있는 CCTV는 송신 측에서 수신 측까지 유선 또는 특수 무선전송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 대중은 마음대로 수신할 수 없으며 산업용 텔레비전(ITV)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는 촬영자가 없이 행해지는 무인 카메라, 또는 무인 

단속장비로 통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CCTV 등 무인 단속장비는 관련 정책이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기관에서는 행정의 목적에 따라 사회안정, 환경개

선, 시설관리, 교통안전, 특수목적 등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고 있다. 최근에

는 버스전용차선 단속, 화상회의, 터미널의 각종 불법행위 감시, 수배차량 감시, 
시스템 운영 모니터링 등 특정 세부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그 사용목적을 더욱 

세분화하고 있다(노홍래, 2005; 신영진, 2008). 
본 연구에서 정책사례로 다루고 있는 주거지역내 CCTV는 국내 최초로 강남

구청이 방범용으로 2002년에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 5대를 설치한 것이 시초이

다. 이후 2006년 현재 서울 지역에만 800여대가 설치되었고 전국적으로는 1800
여대가 설치되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경찰청,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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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의 도입목적이 일정부분 달성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감시사회의 확산에 대한 우려는 높아지고 있다

(Bernnett & Glesthorpe, 1996; 고영삼, 1998; Whitaker, 1999; 국가인권위원회, 
2003;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6).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CCTV를 적

극적으로 규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는 CCTV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CCTV에 

대해서 관리･통제 책무를 가진 구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는 CCTV 설치･ 운
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실태조사 및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한 바 있

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촬영권한의 오남용 및 개인정보침해 등

으로 인한 정보관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신영진, 2007). 방범용 CCTV와 관련

된 최초의 논의는 국가인권위원회 주관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이
라는 주제로 2003년 12월 12일 개최된 토론회에서 진행되었다. 이 논의에서 

CCTV 설치의 장점으로 주로 행정의 효율성, 주민의 편의성, 안전성 차원에 관

한 내용이, 문제점으로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초상권 등의 권리 침해에 관한 내

용들이 제시되었다. 이후에 주거지역내 CCTV의 설치 확대에 따라 다양한 연구

가 이루어졌다. 이민영(2006)은 방범용 CCTV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

와 규제 방안 및 법률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주거지역내 CCTV 설치정책의 성

과와 관련하여 이상원 외(2006)는 CCTV 설치 목적을 중심으로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범죄 예방과 안전성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고, 최응렬･김연수(2007)
는 절도 범죄와 강도의 발생 추이를 방범용 CCTV 설치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

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Ⅲ. 연구설계

1. 정책수용모형 및 가설 설정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연구모형인 정책수용모형은 Ajzen(1985, 1991)의 계획

된 행동 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과 Davis(1998)의 기술수용모형

(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을 바탕으로 한다. Ajzen은 주관적 규범

(subjective norm), 인지된 행동통제 자신감(perceived behavioral control), 태도

(attitude), 그리고 행동에 대한 실천의지(behavioral intention)라는 4가지 개념으로 

개인의 계획된 행동(planned behavior)을 설명하고 있다. 계획된 행동 이론에서 

주관적 규범은 행동의 실천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사회적 압력 또는 의무감을 

의미한다. 행동통제 자신감은 행동을 실천으로 옮기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를 통

제하고 쉽게 성취할 수 있는 행동인가 아닌가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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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는 특정 행동에 대한 평가로 개인의 선호도를 의미한다(Ajzen & Fishbein, 
1980). 계획된 행동 이론은 이러한 세 가지 요인이 행동으로 옮기려는 실천의지

에 영향을 미치고, 실천의지는 행동에 대한 제약과 더불어 인간의 행동을 결정

짓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Davis의 기술수용모형은 새로운 신기술이

나 혁신 수용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로 인지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인지된 사용의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1>에 제시된 연구모형인 정책수용모형은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 

이론과 Davis(1998)의 기술수용 모형을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결합하여 수정한 

모형이다. 본 연구의 정책수용모형에서 주요 개념인 여론형성, 인지된 정책우려, 
정책지지, 정책수용은 계획된 행동 이론에서의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 

자신감, 태도 및 실천의지, 행동 요인을 각각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수정한 요

인들이다. 인지된 정책혜택은 기술수용 모형에서 혁신 수용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인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사용의 용이성을 변형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인지하는 정책혜택 및 정책우려를 정책효능성으로 규정한다. 정부신뢰는 

여론형성, 개인이 인지하는 정책 효능성, 정책지지 및 수용 등에 전반적으로 영

향을 주는 선행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림 1> 정책수용모형: 정부신뢰, 정책효능성, 정책지지 및 수용 간의 경로모형

정책효능성

정부신뢰

여론형성

정책지지
국민의

정책수용

인지된

정책혜택

인지된

정책우려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정부신뢰는 정책에 대한 지지와 밀접한 관계

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정부신뢰 수준이 높은 개인일수록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

로 지지할 것으로 예측된다(Gamson, 1968; Sears et al, 1978, Useem, 1982). 이와 

상충되는 견해로 Hetherington & Globetti(2002)는 분배정책의 경우, 즉 개개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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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정책에서는 정부신뢰가 정책지지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거지역내 CCTV 
설치정책은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분배정책의 측면도 있지만 

반대급부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도 상존하기 때문에 Hetherington 
& Globetti의 연구에서 다룬 분배정책 사례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신뢰란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평가적, 감정적 정향으로 정부가 개인의 이익

을 상당부분 알아서 책임져 줄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한다. 국가가 시행하는 주

거지역내 CCTV 설치정책의 경우는 정책 결과의 불확실성과 프라이버시 침해라

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들의 이익을 존중하여 책임

감을 가지고 수행할 것이라는 믿음인 정부신뢰는 정책지지에 긍정적으로 작용

할 것으로 예상된다.

H1: 정부신뢰는 주거지역내 CCTV 설치정책 지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민이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해 줄때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정책을 집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우호적인 여론은 정책과정 속에서 정책의 정당성을 인정

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정부신뢰가 낮은 사회일수록 돌발적 사건

이나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급격한 쏠림현상

을 초래하기 쉽다. 정부신뢰의 부재로 발생하는 여론의 쏠림현상은 합리적인 정

책대안 도출을 어렵게 하고 극단적인 경우 사회적 아노미 현상을 초래할 수 있

다.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국가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여 해당 

정책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사회적 믿음이 조성되어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H2: 정부신뢰는 우호적인 여론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Mayer et al.(1995)는 정부신뢰를 ‘정부를 감시 또는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는 

상관없이, 국민이 정부로 인해 피해를 볼지도 모르는 데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며 정부를 지지하는 심리적 태도’라고 정의한바 있다. Mayer et 
al.의 정의에는 정부에 대한 기대, 그 기대에 입각한 피해감수성, 정부의 능력과 

선의에 대한 믿음과 순응이라는 요소들이 정부신뢰에 내포됨을 시사한다. 이러

한 정의의 연장선에서 일반적으로 정부신뢰는 기능적 측면과 윤리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정부신뢰의 기능적 측면은 업무수행 능력과 역할에 대한 기대의 

충족에 관한 것이고, 윤리적 측면은 정부의 도덕적 자세와 의도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정의를 따르면 정부신뢰가 높을수록 정부의 CCTV 설치정책에 대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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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지식과 능력에 대한 믿음이 조성되어 국민이 인지하는 정책혜택은 높을 것

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신뢰가 높을수록 윤리적 측면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

책의 선의적 의도에 대한 믿음이 조성되어 국민이 인지하는 정책우려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H3: 정부신뢰는 인지된 정책혜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정부신뢰는 인지된 정책우려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책지지의 영향요인으로 정책의 목표와 효과가 소망스러워야 하며 정책수단

이 실현 가능하며 바람직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논의는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되어왔다. 정책이 성공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지와 순응이 필수

적인데 이러한 지지와 순응은 정책의 혜택과 비용은 무엇인가에 의해 결정된다

(정정길 외, 2003). 더 나아가 정책으로 인한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이며 비

용은 누가 부담하게 될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진다. 이러한 논의와 동일한 맥락

에서 국민이 정책의 혜택을 크게 인지할수록 정책을 지지할 것이고, 정책의 우

려를 크게 인지할수록 정책을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H5: 인지된 정책혜택은 정책지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인지된 정책우려는 정책지지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시민과 대중의 요구를 중시하는 여론 민주주의는 언론의 자유와 정보 접근

권,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Lascoumes & Gales, 2007). 이러한 행정환경 속에서 

여론은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Easton(1965)의 정책

결정 모형은 국민의 요구와 지지가 정책결정에 투여되어 하나의 정책으로 집행

되는 과정 속에서 우호적인 여론형성은 정책을 지지하는 원동력임을 시사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주장하는 촛불집회 등 다양한 

사회 현상을 통해 표출되었듯이 여론의 영향이 지대하며 여론의 움직임에 국민

들이 민감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국민적 요구의 합의로 형성된 

여론은 국민이 인지하는 정책의 효능성, 정책지지 등 정책집행 과정의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H7: 우호적인 여론형성은 정책지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8: 우호적인 여론형성은 인지된 정책혜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9: 우호적인 여론형성은 인지된 정책우려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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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개념적 정의 및 측정

정부신뢰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평가적･감정적 반응이다. 여기서 정부의 범

위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포괄하는 정부체제로 보는 관점과 행정수반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로 한정해서 보는 관점이 있다(이시원, 1993). 정부에 대한 

신뢰는 종종 정부체제에 대한 지지를 측정하는데 사용되어 왔다(Miller, 1974). 
그러나 Citrin(1974)은 정부에 대한 신뢰의 대상이 정부체제가 아니며 오히려 현 

당국이라고 주장 하였다. 실질적으로 국민이 민주적인 정치체제는 신뢰 하지만 

현 정부에 대해서는 신뢰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Muller & Jukam(1977)도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정부체제에 대한 지지보다는 현 당국에 대한 지지와 더 관

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정부신뢰는 주거지역내 CCTV 설치

와 관련하여 국민의 현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이므로 정부의 범위를 대통

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

는 Barber(1983)를 참고하여 정부신뢰를 현 정부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윤리적 

신뢰로 구분하여 8개의 항목으로 측정한다. 
여론형성은 Ajzen(1985, 1991)의 계획된 행동 이론에서 주관적 규범에 대응되

는 구성변수이다. Ajzen은 주관적 규범을 개인이 특정행동을 실행하는 것을 다

른 사람들이 어떻게 지각할 것인가에 대하여 개인이 갖는 사회적 압력이나 인

식이라고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여론은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사회구성원들이 

가지는 공통된 의견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론형성을 사회적 평가로 얻어

지는 인식체계로서 특정 정책에 대해 개인이 인지한 사회적 압력, 또는 우호성 

수준으로 정의하고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특정 정책에 대한 주변인들의 평판과 

개인이 인지하는 여론의 우호성 정도로 측정한다.
정책혜택이란 관련 정책의 집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인지된 유용성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혜택을 특정 정책의 집행으로 인해 개인이 인지하는 유

용성으로 정의하고, 연구의 맥락에 맞게 범죄예방, 주민안전강화, 치안서비스 품

질향상, 범인 검거율 증가 정도로 측정한다. 정책우려는 정책혜택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책의 결과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정책결과에 대하여 개인이 인지하

는 위험성 정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우려를 연구의 맥락에 맞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개인정보가 악용될 가능성, 국가의 감시･통제 가능성 정도로 

측정한다.
정책지지는 정책도입과 관련한 개인의 감정적 반응으로, 전반적인 정책수용

에 대한 호의적 행동의도로 정의한다. 계획된 행동 이론은 개인이 행동 대상들

에 대한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는 성향으로 형성된 태도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행동의도를 결정한 다음에 실제 행동을 수행한다고 설명

한다. 이러한 개인의 행동을 설명하는 심리 이론에 따르면 행동의도인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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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지는 장기적으로 정책수용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지지를 정책도입의 찬성 정도, 정책 확대의 바람직성 정도, 나의 주거지역

에 우선 설치 선호도, 부작용이 발생해도 지지할 용의 등으로 측정한다.
변수를 측정하는 문항은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두 리커트(Likert) 7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각 변수 값은 해당 변수를 구성하는 문항들에 대한 응답자 

점수의 평균값으로 구하였다. <표 1>은 각 변수의 개념적 정의와 측정 문항을 

요약한 것이다. 

<표 1> 변수의 개념적 정의 및 측정 도구

변 수 개념적 정의 측정 문항

정부신뢰

(Trust)

현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적, 평가적 정향

T1 권한의 신중한 사용

T2 국민의 요구에 민감한 반응

T3 예산 사용의 효율성

T4 능률성

T5 업무 수행의 전문성

T6 올바른 정책 시행

T7 도덕성

T8 청렴성

여론형성

(Norm)

주거지역 내 CCTV 설치 정책에 대해 개

인이 인지한 사회적 압력

N1 주변인들의 평판

N2 인지된 여론의 우호성 정도

정책혜택

(Benefit)

주거지역 내 CCTV 설치 정책으로 개인이

인지하는 혜택

B1 범죄 예방 정도

B2 주민안전 강화 정도

B3 치안서비스 품질 향상 정도

B4 범인 검거율 증가 정도

정책우려

(Concern)

주거지역 내 CCTV 설치 정책으로 개인이

인지하는 정책결과에 대한 우려

C1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정도

C2 개인정보가 악용될 가능성 정도

C3 국가의 감시 통제 가능성 정도

정책지지

(Support)

주거지역 내 CCTV 설치 정책에 대한 수

용

S1 도입 찬성 정도

S2 확대의 바람직성 정도

S3 나의 주거지역에 우선 설치 희망

S4 부작용이 발생해도 지지할 용의

 

3. 표본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거지역 내 CCTV 설치 정책에 대한 국민의 

행태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설문조사는 550여명에 대해 시행되었으며 실제 분석

에는 결측치가 없는 500명에 대한 자료가 표본으로 사용되었다. 응답자의 연령

대는 20대부터 60대까지이며 20대와 30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성별은 남과 

여가 각각 280명, 220명이며 결혼여부는 미혼이 237명, 기혼이 263명이다. <표 

2>는 유효 설문 응답에 대해서 성별･연령별･결혼여부별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적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성별 및 결혼 여부와 관련한 응답자 수는 대체로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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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게 분포하고 있어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으나, 연령별 분포는 20대, 30대
가 65%를 차지하고 있어 응답자가 젊은 층으로 편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
반적으로 20-30대 젊은 층의 사회참여가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활발

한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의 특성 및 분석 결과도 이러한 측

면이 반영되었음을 한계점으로 밝힌다. 또한 개인 수행연구의 비용 및 시간상의 

제약으로 편의 표본이 사용되었으며,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에 편

중되어 설문이 진행되었음을 한계점으로 밝힌다. 

<표 2> 설문 응답자의 특성

응답자의 특성 구분 응답자 수 비율(%)

성별
남 280명 56

여 220명 44

연령별

20대 153명 31

30대 172명 34

40대 90명 18

50대 65명 13

60대 20명 4

결혼 여부
미혼 237명 47

기혼 263명 53

Ⅳ. 분석 및 토론

연구모형 분석 및 가설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을 이용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은 요인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결

합한 다변량 통계기법이며, 실제 분석에는 AMOS(version 6.0) 프로그램을 이용

하였다.
<표 3>, <표 4>, <그림 2>는 모형의 적합도와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를 요약

한 것이다. 모형의 적합도(goodness-of-fit)란 공분산 구조모형이 가정에 얼마나 

적합한가를 평가한 것이다. 즉 적합도란 표본 자료의 특성과 이론적 특성이 어

느 정도 일치 하는가에 대한 판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적합도 평가는 절대

적합도 지수(absolute fit indices)와 증분적합도 지수(incremental fit indices)를 이

용한다. 절대적합도 지수는 연구 모형을 다른 모형과 비교하지 않고 그 자체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χ2, GFI(goodness-of-fit index), AGFI(adjusted goodness-of-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R(root means 
residual), SRMR(standardized root means residual) 등이 있다. 증분적합도 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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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모형이 모든 측정 변수들이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가정한 기초

(null) 모형에 비하여 얼마나 적합도가 높은가를 평가하는 지수로 NFI(normed fit 
index)와 CFI(comparative fit index) 등이 있다.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은 χ2 검증의 p값=0.000, GFI=0.941, RMSEA= 
0.079, RMR=0.045, NFI=0.953, CFI=0.976로 모형이 적합하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χ2 통계량은 표본의 크기가 크거나 측정 변수가 많으면 모형의 적

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한계점이 있다(이학식･임지훈, 2007). 본 연구에서

도 χ2(p값=.000) 검증 결과는 모형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으나 다른 적합

도 지수가 모두 이상적으로 나와서 전반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

조방정식 모형이 실제 자료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3> 연구모형의 적합도 분석

적합도 지수 적합도 인정범위 분석모형

절대 적합도

지수

χ2 p값이 0.05 이상 0.000

GFI 0.9 이상 0.941

RMSEA 0.08 이하 바람직, 0.10 이하 수용 가능 0.079

RMR 0.05 이하 바람직, 0.10 이하 수용 가능 0.045

증분 적합도

지수

NFI 0.90 이상 0.953

CFI 0.90 이상 0.976

<표 4>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로계수

가설 경로 경로계수 S.E. p 값

H1 정부신뢰 → 정책지지 .052 .048 .278

H2 정부신뢰 → 여론형성 .224 .045 .000

H3 정부신뢰 → 정책혜택 .024 .048 .613

H4 정부신뢰 → 정책우려 -.145 .055 .009

H5 정책혜택 → 정책지지 .410 .056 .000

H6 정책우려 → 정책지지 -.080 .044 .072

H7 여론형성 → 정책지지 .980 .084 .000

H8 여론형성 → 정책혜택 .760 .065 .000

H9 여론형성 → 정책우려 -.243 .066 .000

정부신뢰가 정책지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 가설 1은 경로계수

가  0.052(p=0.278)로 나타나 지지되지 않았다. 선행 연구를 보면 정부신뢰가 

정책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

데(Useem, 1982), 본 연구의 결과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Hetherington & Globetti(2002)의 연구에서 분배정책, 즉 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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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정책에서는 정부신뢰가 정책지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와 조직신뢰와 행동의도간의 관계를 연구한 Tang & 
Chi(2005)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정부신뢰가 묵시적 정책지지에 

해당되는 정책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박정훈(2008)의 

연구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림 2>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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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신뢰가 우호적인 여론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 가설 2는 

지지되었다( 0.224, p=0.000). 즉 정부신뢰가 높을수록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

책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합의인 여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반대로 정부신뢰가 낮을수록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초래된 촛

불시위 사례에서와 같이 우호적인 여론형성에 나쁜 악 영향을 주게 되고 이는 

낮은 정책지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신뢰가 높을수록 개인이 인지하는 정책혜택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 가설 

3은 지지되지 않았다( 0.024, p=0.613). 이는 개인의 정부신뢰 수준과 특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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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 대해 개인이 인지하는 정책혜택은 별개임을 시사한다. 반면에 정부신뢰가 

높을수록 개인이 인지하는 정책우려는 낮을 것으로 예상한 가설 4는 지지되었

다(  -0.145, p=0.009). 가설 4의 검증 결과는 정부신뢰를 ‘정부를 감시 또는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는 상관없이, 국민이 정부로 인해 피해를 볼지도 모르는 

데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며 정부를 지지하는 심리적 태도’라고 

정의한 Mayer et al.(1995)의 주장과 일치한다. 즉 높은 정부신뢰는 정부의 선의

적 의도에 대한 믿음과 순응을 내포하며 이는 정책의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한 

부정적 신념인 정책우려를 상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신뢰 변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가설1-가설4의 검증결과를 종합하면, 정

부신뢰는 정책지지나 개인이 인지하는 정책혜택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

지만, 우호적인 여론형성과 정책우려를 매개변수로 하여 정책지지에 우회적으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신뢰는 우호적인 여론형성에 도움을 

주며, 정책 환경과 정책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개인이 인지하는 위험인 정

책우려를 낮춰주어 성공적인 정책집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정부신뢰의 중요성은 관련 학계에서 담론적 수준의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가설 설정과 분석을 통해서 정부신뢰의 영향 경로를 실증적

으로 검증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가설1과 가설3에서의 예상과는 달리 정부신뢰가 정책지지 및 인지된 정

책혜택에 직접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검증 결과는 많은 점을 시

사한다. 첫째, 개인이 인지하는 정책혜택 수준과 정책지지 강도는 정부신뢰 수

준과는 무관하게 개별 정책의 특성 및 다른 영향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개

인의 정부신뢰 수준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우호적인 정책평가나 정책지

지를 하기보다는 다른 요인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국민 스스로가 어느 정도 

합리적인 행동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정부신뢰가 정책지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우회적으로 간접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부신뢰와 정책

지지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은 이유(Useem, 1982)를 

부분적으로 설명해 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정부신뢰와 정책지지간의 

관계 연구에서 매개변수의 설정 유무와 연구모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서 직접 영향관계가 나타날 수도, 아닐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중

요한 점은 정부신뢰가 직접적이던, 간접적이던 궁극적으로 정책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개인이 인지하는 정책혜택 수준이 높을수록 정책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한 가

설 5는 경로계수  0.410(p=0.000)로 지지되었고, 개인이 인지하는 정책우려 

수준이 높을수록 정책을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가설 6도 경로계수  

-0.080(p=0.072)로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 정책의 지지여부는 국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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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로 느끼는 정책의 혜택 여부가 중요함을 보여 준다. 또한 관련 정책에 대한 

결과의 불확실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경우 국민은 정책지지를 철회함

으로써 위험기피적인 행동을 보일 것이라는 원론적 수준의 주장이나 가설이 타

당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책지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정책의 목

표가 소망스러워야 하며 정책 수단이 실현 가능하며 바람직해야 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비용과 혜택이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앞선 지적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우호적인 여론형성이 정책지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 가설 7은 

경로계수  0.980(p=0.000)로 지지되었고, 우호적인 여론형성이 개인이 인지하

는 정책혜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 가설 8은 경로계수  

0.760(p=0.000)로 지지되었고, 우호적인 여론형성이 개인이 인지하는 정책우려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 가설 9는 경로계수    -0.243(p=0.000)로 지

지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론이 정책지지에 가장 결정적인 직

접 영향을 미치며, 우회적으로도 개인이 인지하는 정책혜택과 정책우려를 매개

로 하여 정책지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의 자유와 정보 접

근권, 참여를 기반으로 한 행정환경 속에서 여론은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

완하는 기제라는 주장처럼 여론이 미치는 영향력은 다른 어떤 요인들보다도 정

책지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설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은 구조방정식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지지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표 5>는 정책지지 영향요인의 효과를 

직접효과(경로계수  )와, 타 요인을 매개로 한 우회적인 간접효과로 분리하여 

분석한 것이다. 간접효과의 크기는 유의미한 우회 경로상의 경로계수를 곱한 값

으로 계산된다. 정부신뢰는 정책지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우호

적인 여론형성과 개인이 인지하는 정책의 위험성을 상쇄하여 우회적으로 정책

지지에 정의 영향(간접효과  0.305)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호적인 여론

형성은 정책지지에 가장 큰 직접적인 영향(직접효과  0.980)을 미치며, 개인

이 인지하는 정책혜택을 증가시키고 정책우려를 상쇄하여 우회적으로도 정책지

지에 정의 영향(간접효과  0.331)을 미침으로써 정책지지의 결정적인 영향(전
체효과  1.311) 요인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인지하는 정책혜택과 정책우려가 

정책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상대적으로 정책혜택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책우려가 정책지지에 부정적인 영향(직접효과 

  -0.080, p=0.072)을 미치기는 하지만, 정책혜택이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직
접효과  0.410, p=0.000)이 절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정책지지를 이끌어 내어 성공적인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인지를 실증적으로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6>은 가설검증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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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정책수용모형 경로분석 결과 

정책효능성

정부신뢰

여론형성

정책지지
국민의

정책수용

인지된

정책혜택

인지된

정책우려

.224

.760

-.243

-.145 .980

.052

.024

-.080

.410

<표 5> 정책지지의 영향요인 효과 분석

영향요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정부신뢰 - 0.305 0.305

여론형성 0.980 0.331 1.311

정책혜택 0.410 - 0.410

정책우려 -0.080 - -0.080

<표 6> 가설검증의 결과

가설(영향관계) 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여론형성 정책혜택 정책우려 정책지지

H1: 기각

H2: 채택

H3: 기각

H4: 채택

H5: 채택

H6: 채택

H7: 채택

H8: 채택

H9: 채택

정부신뢰 H2(+) H3(+) H4(-) H1(+)

여론형성 H8(+) H9(-) H7(+)

정책혜택 H5(+)

정책우려 H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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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시사점

정부신뢰가 정책의제 설정, 정책결정, 집행, 평가 등 정책집행의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주장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연

구들은 실증적인 분석보다는 대체로 담론적인 수준의 연구가 많았다. 본 연구는 

정부신뢰가 정책과정에서 핵심적인 원동력인 된다는 기존의 담론적인 연구에 

기초하여 정부신뢰를 선행변수로 하여 정부신뢰가 개인이 인지하는 정책효능성 

및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주거지역 내 CCTV 설치정책 사례를 통해 실증적

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정책지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정부

신뢰가 다양한 우회적인 경로를 통하여 정부정책을 지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요약한 <그림 3>을 보면 정부신뢰는 우호적인 여

론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정책 환경이나 결과의 불확실성으로 발생하는 

부정적 신념(belief)인 정책우려를 낮춰주어 우회적으로 정책지지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신뢰가 정책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성

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핵심적인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과 일치한

다. 또한 정부신뢰는 정부의 선의적 의도에 대한 믿음과 순응을 내포하며 정부 

정책으로 인해 혹 피해를 볼지도 모르는 데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것을 감수

하며 정부를 지지하는 심리적 태도라고 주장한 Mayer et al.(1995)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최근 우리 사회가 겪은 미국산 쇠고기 파동, 대운하 및 4대강 사업, 
세종시 이전, 그리고 서해안 천안함 침몰 등 일련의 사건 진행과정에서 치루고 

있는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나 비용은 상당 부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 기

인함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민의 정부신뢰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정책지지로 이어지는 지를 실증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많은 정책적 시사

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본 연구의 결과만 보면 정부신뢰가 정책지지

에 직접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신뢰에 대한 초기 

연구로 Useem(1982)은 메타분석을 통해 정부신뢰와 정책지지 간의 상관관계가 

일관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주장 한 바 있다. 이는 연구들마다 변수의 측정이 

상이하거나, 연구모형에서 고려된 잠재변수나 통제변수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처럼 정부신뢰가 정책지지에 우회적인 경

로로 간접 영향을 미친다면 Useem의 결과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이 일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정부신뢰와 정책지지간의 관계 연구에서 매개변수의 설정 유

무와 연구모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직접 영향관계가 나타날 수도, 아
닐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정부신뢰가 직접적이던, 간
접적이던 정책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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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책의 개별적인 특성인 정책 효능성이 정책지지에 영향을 미친다. 개
인이 인지하는 정책혜택과 정책우려 모두가 정책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지만, 상대적으로 정책우려가 정책지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0.080)보다

는 정책혜택이 정책지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0.410)이 절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정

책지지를 이끌어 내어 성공적인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신중하게 고

려되어야 할 것인지를 실증적으로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어떤 정책이던 정

책결과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즉 정책우려는 언제나 상존한다. 국민은 정책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게 인지할수록 일반적으로 위험기피적 행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정책 환경이나 정책 자체의 특성이 불확실할수록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은 한정적이게 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우려보다 국민

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혜택이 크다면 국민의 정책지지를 이끌어 내어 성공적인 

정책집행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즉 장이 주는 유익함을 위해 구더기가 생길 위

험을 감수한다는 옛 말에 담긴 선조의 지혜처럼, 정책집행 과정에서도 정책우려

보다 정책혜택이 충분히 크다면 전반적으로 국민들은 정책을 지지할 것으로 예

상된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주거지역내 CCTV 설치정책 사례의 경우도 초기에

는 정책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논란 및 우려로 정책집행이 잠시 소강상태로 있

다가, 이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일련의 범죄 사건과 CCTV의 탁월한 범

죄예방 효과를 인지하면서부터 국민적 지지를 받으며 주거지역내 CCTV가 전국

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정책집행 과정에서 여론의 영향이 지대하다는 원론적

인 사실을 다시 재확인할 수 있었다. 여론은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사회구성원

들이 가지는 공통된 의견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론이 정책지지에 가장 큰 

직접 영향을 미치며, 개인이 인지하는 정책혜택과 정책우려를 매개로 하여 우회

적으로도 정책지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론이 다른 어

떤 요인들보다도 정책지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대의 민주주의의 한

계를 극복할 수 있는 주요 기제임을 시사한다. 또한 정부가 특정 정책을 수행할 

때 관리적인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지 않고 정부만의 

독단적 결정을 행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치룰 수도 있음을 보여 준다.
넷째, 예상과는 달리 정부신뢰가 정책지지 및 국민이 인지하는 정책혜택에 

직접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이 인지하는 

정책혜택 수준과 정책지지 강도는 정부신뢰 수준과는 무관하게 개별 정책의 특

성 및 다른 영향요인에 의해 결정됨을 의미한다. 즉 개인의 정부신뢰 수준이 높

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우호적인 정책평가나 정책지지를 하기보다는 다른 요

인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국민 스스로가 어느 정도 합리적인 행동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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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정부신뢰가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주거지역 내 CCTV 설치정

책 사례를 통하여 실증적인 규명을 시도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정부신뢰는 동태성을 지닌 개념으로 통제할 수 없는 역사적 요인에 영향

을 받는다. 또한 정부신뢰에 대한 개념의 모호성과 측정의 다양성 문제로 실증

연구에서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적 혼란은 정

부신뢰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타당성과 관련 연구의 축적을 저해한다. 따라서 

정부신뢰의 개념적 명확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의 특성

에 따라 정부신뢰와 정책지지간의 영향 관계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정책 유형별로 정부신뢰가 정책지지에 미

치는 영향을 동시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인구 통계학적인 

요인인 성별, 지역별, 소득별, 학력별 등의 변수를 조절변수로 활용한 연구를 진

행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 셋째,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20-30대 연령층에 편중되어 있다. 또한 표본

추출의 비용과 편의성 문제로 비확률 표본추출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한계점으

로 인해 표본의 대표성과 분석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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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overnment Trust, Policy Efficacy, and Policy 

Support: Residential Area CCTV Policy in Korea 

J. Hun Park ･ Jung-hee Shin 

Most previous studies agree that government trust plays a crucial role for 
successful policy implementation. However there are few empirical studies that show 
how government trust leads to policy support and acceptance by citizens. This paper 
investigates possibl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government trust, perceived policy 
efficacy, and policy support by citizens in the case of residential CCTV policy in 
Korea.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analyze citizens' behavior towards the 
CCTV policy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s were adopted for analysis.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results. First, government trust does not have 
direct effects on policy support. However, trust indirectly affects policy support. 
Second, government trust has positive effects on public opinion and negative effects 
on perceived policy concern. Consequently, government trust has indirect positive 
effects on policy support through the mediating variables of public opinion and policy 
concern. Third, perceived policy benefit and perceived policy concern have significant 
effects on policy support with path coefficients ß= 0.410 and ß= -0.080, respectively. 
Fourth, public opinion has the most significant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policy 
support.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on the role of government 
trust for successful policy implementation based on this analysis. 

【Key words: Government Trust, Policy Efficacy, Policy Support, Policy Acceptance 
Model, CC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