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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신뢰수준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 신뢰가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추가적 납세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손동영

 본 논문은 ‘일반적 신뢰(generalized)' 개념을 소개하고, 이를 한국인

들의 복지태도를 설명하는데 활용한 복지정치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타자에 대한 개개인의 이타적 태도를 포착하기 위해 일반적 신뢰라는 개

념에 주목한다. 나아가 이해관계 요소에 대한 고려만으로는 설명하기 힘

든 한국인들의 정책선호 양상을, 일반적 신뢰 개념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음을 밝히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우슬라너와 크레파즈에 따르면, 어린 시절부터 타인의 선의에 대한 믿음

의 자세를 익혀온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할 것

이라 기대하는 낙관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 이들은 일면식도 없는 미지의 

대상에게조차 기본적으로 신뢰를 표하며, 나아가 동료 구성원들에게 연대

감과 공동의 정체성을 느낀다. 그래서 일반적 신뢰자들은 설령 자신의 기

여분이 일면식도 없는 대상에게 복지혜택으로 주어진다 하더라도, 긍정적

으로 복지비용 부담을 수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종합사회조사 2011년 자료를 활용하여 우슬라너와 크

레파즈의 이론적 논의가 건강보험제도를 둘러싼 한국인들의 복지태도를 

설명하는 데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다. 특히 

이해관계 요인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에서는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복지비

용부담 수용성의 차이를 일반적 신뢰 변수를 활용하여 설명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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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일반적 신뢰의 반대항으로 복지지위론에 의거하여 이해관계요

인 변수들을 우선적으로 통제변수로 투입하고, 이어서 일반적 신뢰변수를 

투입하여 그 추가적 설명력을 확인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예상대로 일반적 신뢰자들이 친복지적 태도를 보이며 적극

적인 납세부담의사를 밝힌다는 점을 확인했다. 일반적 신뢰 변수의 영향

력은 주요 이해관계 변수뿐만이 아니라, 주요 가치·규범 변수들을 통계

적으로 통제한 상황에서도 추가적인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반적 신뢰는 다른 이해관계 변수들의 영향력을 조절하는 방식으

로도 구성원들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복지수급자로서의 지위가 납세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일반적 신뢰가 조절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셋째, 조세 부담이 큰 고소득층일수록 오히려 높은 복지비용부담 수용성

을 보이는 이유가 일정 부분 그들의 높은 일반적 신뢰수준에 연유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러한 도식에 따르면 한국에서 고소득층이 높은 조세부

담수용성을 보이는 이유는 일정 부분 고소득층의 높은 일반적 신뢰 수준

에 기인한다. 반면, 저소득층은 반복지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다른 사회구

성원들을 경계하고 적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본 연구의 최종적인 목표는 일반적 신뢰라는 사회심리학적 특성에 주목

함으로써 이해득실의 요소만으로는 헤아리기 힘든 한국인들의 복지태도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본 연구는 친복지

태도의 근원으로서 일반적 신뢰의 가치를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

니지만, 독립변수 구성의 한계와 분석범위의 제약으로 인해 그 결과를 한

국 복지정치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는 제약이 있었다. 따

라서 일반적 신뢰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의 한계들을 극복한 

후속연구의 수행이 요청되며, 이러한 작업을 통해 한국인들의 복지태도에 

대한 보다 섬세한 설명이 가능해지리라 기대된다. 

주요어 : 일반적 신뢰, 이타주의, 복지태도, 국민건강보험, 경제적 이해관계
학 번 : 2012-2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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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복지태도 연구자들은 이해

관계 변수를 주요 설명변수로 취급하여 논의를 진행해왔다. 요컨대 복지

급여가 세금부담보다 큰 집단은 복지국가에 찬성하고, 세금부담이 복지급

여보다 큰 집단은 복지국가에 반대한다는 것이다(안상훈, 2000; 노대명·

전지현, 2011). 가령, 권력자원론자들은 복지정치의 주요 동력으로서 계

급단위로 경제적 자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동자 계급의 투쟁력에 주목한

다(Korpi, 1998; 이성균, 2002; 김영순·여유진, 2011). 복지지위론으로 

대표되는 신정치 이론가들 또한 각 주체의 복지태도는 복지제도와 결부되

는 물질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한다(Pierson, 1994; 안상훈, 

2000). 신정치이론의 접근방식은 계급이 아닌 복지제도 내 구조적 위치를 

살핀다는 점에서 권력자원론과 구분되지만, 이해득실에 따라 각 주체의 

복지태도가 달라진다고 보는 점에서는 전자와 동일한 가정을 공유한다

(Larsen, 2008).

 하지만 이해관계 요인만으로 복지태도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

가 있다. 무엇보다도 합리적 인간관으로는 복지경험의 한 축인 조세부담

의 수용 문제에 대해 설득력 있는 해석을 제시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자

기 이해관계 증진을 지상의 목표로 두는 개인 혹은 집단을 상정할 경우, 

이들에게는 조세부담 회피 행위가 그 자체로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행위로 비추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즉, 이해관계의 변인만

으로는 왜 어떤 구성원들은 합리적으로 조세부담을 거부 혹은 회피하고자 

하는데, 왜 어떤 구성원들은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세부담을 긍정적

으로 수용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분별력 있는 설명을 제시하기 힘들다1). 

1) 실제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개인을 가정하는 경제학계에서는 낮은 발각가능

성과 관대한 처벌 수준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낮게 나타나는 조세회피 수준과 

복지 부정수급 문제가 중대한 연구물음으로 제기된다. 개인의 위험회피 성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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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복지태도의 이중

성’ 문제2)는 결코 이해불가한 대상이 아니다. 전체 구성원의 25-40%가 

복지지출 확대에는 찬성하면서도 조세부담 확대에는 반대하는 모습(김영

순·여유진, 2011; 최균·류진석, 2000)은, 오히려 자기이익 극대화를 고

려하는 매우 합리적인 태도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연구들에서 합리적 인간관을 상정하고 복지태도 연구를 

진행해왔다면,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지적하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만한 

대상은 비일관적인 복지태도를 보이는 자기이해관계에 충실한 구성원들이 

아니다. 오히려 비용부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조세부담을 수

용하고자 하는 그 ‘헌신’의 태도가 다른 차원의 이론과 변수에 의거하

여 우리가 해명해야 할 대상이다. 조세부담 수준이 높은 중산층들이 경제

적 부담의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

는 사례나(노대명·전지현, 2011; 주은선·백정미, 2007), 면세혜택을 누

리고 조세부담을 적게 지는 저소득계층이 오히려 세율인상에 반대하는 현

상(김영순·전지현, 2011)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요인의 작용을 

상쇄하거나 조절하는 원인변수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이 지점에서 복지국가의 필수 구성요소로서 ‘신뢰(trust)’를 꼽은 데

이비드 러의 주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러(Miller, 1995)는 복지태

도 형성에 있어 이해관계 요인만이 작용한다면 복지국가가 정치적 지지를 

획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경제적 능력에 따라 구성원들 

간에 복지제도의 작용에 대한 이해득실이 확연하게 갈리며, 특히 복지국

가로부터 얻는 것보다는 잃는(을) 것이 많은 중·상위층의 시민들이 복지

제도 확대에 반발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회구성원들이 경쟁

적으로 소득과 자산을 축소하여 신고하고 납세행위를 회피한다면 복지국

이해득실에 대한 고려만으로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조세 복종률을 설명하기 

힘들다는 것이다(Elster, 1989; Halla & Schneider, 2008).

2) 여러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한국인들이 “국가 복지 확대에 대해서는 막연

하고 추상적 지지를 보내면서도 비용부담 의사에 있어서는 소극성을 보이는 이

중적인 태도”를 나타낸다고 지적한다(최균·류진석, 2000, 김영순·여유진, 201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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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크게 위협받을 것이다. 러는 다수의 국민이 복

지에 찬성하는 이유로, 공동의 정체성에서 연유하는 구성원 간에 공유되

는 연대와 신뢰를 꼽는다. 즉,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상대방에게 

애착을 느끼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더라도 복지확

대에 찬성하고, 납세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이다. 즉 러는 이해관계의 

분열로 인한 구성원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상호부조와 자선을 국가 단위

로 제도화할 수 있게 하는 근원적인 동력으로 ‘사회구성원 간의 연대의

식’을 꼽았다(Miller, 1995, 1999).

 러 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복지국가 지지를 이끄는 근원으로서 연대와 

정체성 문제에 주목했다. 가령, van Oorschot는 동료 시민들을 신뢰하고, 

연대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일수록 적극적인 복지 기여의사를 밝힌다고 

주장한다(van Oorschot, 2002; Wong et al., 2006). 유사한 맥락에서 카

바예는 시민들이 복지수급자에게 사회적 친화성(social affinity)을 느낄 

때 이해관계를 초월한 친복지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수

의 복지대상자에게 이질감이나 적대감을 느낄 때에는 설령 자신 또한 수

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지라도 반복지적인 태도를 표출한다(Cavaillé, 

2014; Cavaillé & Trump, 2015). 나아가 관련 논의를 정리한 크레파즈에 

따르면, 개개인의 복지태도는 각 개인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의 타자를 신

뢰하고 연대감을 느끼냐에 따라 달려있다. 특히 크레파즈는 일면식도 없

고 유사성도 없는 추상적인 타자를 신뢰하는 구성원일수록 이해관계 논리

를 초월하여 친복지적인 태도를 보임을 강조한다(Crepaz, 2008).

 이해관계 요인의 영향력을 상쇄하거나 조절하는 동기와 계기로는 무엇이 

있는가.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일반적 신뢰

(generalized trust)' 개념에 주목하고자 한다. 동료시민들에 대한 연대

감과 이타주의의 집약체로서 일반적 신뢰 변수가 갖는 의미에 대해 정리

하고, 일반적 신뢰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경험적 데이터를 활용

하여 평가할 것이다. 특히 다수 구성원들이 보이는 자기중심적이고 기회

주의적인 복지 태도를 표출하는 것과 대비하여(김영순·여유진, 2011; 권

승, 2012), 일반적 신뢰자들이 높은 복지부담 수용성을 보이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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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제도라는 개별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일반적 

신뢰가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토하고자 한다. 

논의의 대상을 건강보험 제도로 좁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

가 오래되었고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실생활에서 납세와 수급을 경험하는 

건강보험제도를 평가대상으로 삼을 때, 이해관계 변수의 영향력에 대해 

보다 정교한 분석을 기할 수 있다. 둘째, 국민건강보험은 ‘연대의 원리

(Ullrich, 2002)’가 강하게 작동되는 제도이며, 운영원칙 면에서 수직적 

재분배적 요소가 강하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복지태도 분석으로

부터 일반적 신뢰 변수의 영향력을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진수 외, 2012; Ullrich, 2002). 셋째, 의료복지 영역은 그 

자체로 한국의 복지제도 중에서도 추가 재원 부담 방법에 대한 논의가 가

장 이슈가 되는 부문이다. 따라서 분석결과가 사회복지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추론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에 

대한 분석결과 그 자체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서남규, 2009; 

이혜경, 2014). 

 본 연구에서는 추상적 동료 시민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은 개인일수록, 

즉 일반적 신뢰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복지지출 관련 납세의 의무를 성

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고 그 경험적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전술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이러한 연

구가설이 경험적으로도 타당성을 지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관련 

선행연구 결과(주은선·백정미, 2007; 안상훈, 2009; 서남규·이용갑, 

2010; 서남규, 2014)들을 참조하여 연구모델을 구성하며, 연구자료는 

2011년 한국종합사회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중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차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이론적 배경을 다룬 2장에서는 먼저 1절에서 광범한 신뢰 연구의 흐름 

안에서 신뢰와 복지국가에 관계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개괄하고, 본 연구가 그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확인한다. 2절에서

는 친복지태도의 원천으로서 일반적 신뢰의 형성원인에 대해 살피고, 일

반적 신뢰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일반적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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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의 작용과 대비되는 이해관계 요인들의 작용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경

험적 연구들을 살피고, 더욱 구체적으로 의료 부문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의 목록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제 4절에서는 2절과 

3절에서의 논의를 종합하여 구체적인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제 3장에서는 2장에서 제시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본 연구에서 선택한 

연구 자료와 연구방법론에 대해 소개한다. 분석자료로서 활용하는 2011 

한국종합사회조사에 대해 소개하고, 이론적 배경에서 검토한 요인들을 구

체적인 변수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는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본격적인 분

석 파트인 4장에서는 한국종합사회조사 2011년 데이터를 활용한 변수구성 

방식에 대해 소개하고 나아가 분석결과를 소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5장

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에 대해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그 함의를 살핀다.

 



- 6 -

  연구문제 1. 일반적 신뢰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추가적 납세부담의

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2. 이해관계 요인들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추가적 납세

부담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은,  일반적 신뢰 수준에 따라 어떻게 변화

하는가?

 본 연구에서는 타자에 대한 개개인의 이타적 태도를 포착하기 위해 ‘일

반적 신뢰’라는 개념에 대해 주목한다. 나아가 이해관계 요소에 대한 고

려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한국인들의 복지태도를, 일반적 신뢰 개념을 

활용하여 새롭게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특히 건강보험을 둘러싼 한국

인들의 복지태도를 구체적인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여, 이해관계 요인에 초

점을 둔 선행연구에서는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복지 관련 조세부담수용성

의 차이를 일반적 신뢰 변수를 활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즉, 경제적 자

기이해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거나 혹은 상쇄하는 요인으로

서 일반적 신뢰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연구 물음을 도식화하여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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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 신뢰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

석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복지 제도와 정책에 대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입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제 3절에서 후술하겠지만, 특히 이해관계 변수

에 따른 영향과 대비하여 연대의 가치를 담아내는 신뢰의 태도가 복지국

가에 대한 입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면, 역설적으로 선행연

구에서 보고하는 이해관계 변수들의 영향력을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복지태도에 대한 연구 흐름에서 다수의 연구들이 복

지태도의 비일관성과 모순성에 대해 보고한다(최균·류진석, 2000; 류진

석, 2004; 노대명·전지현, 2011; 김영순·여유진, 2011; 권승, 2012). 

가령, 최균·류진석(2000)은 “한국인들이 국가 복지 확대에 대해서는 막

연하고 추상적 지지를 보내면서도 비용부담 의사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

인 이중성을 가진다”고 지적한다(최균·류진석, 2000, 김영순·여유진, 

2011 재인용). 이처럼 재분배 원칙에 대한 태도의 일관성을 가정하기 어

렵고 이해관계 변수 등의 영향력이 불분명하게 나타난다면 연대적 가치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취지는 크게 퇴색

된다.  

 본 연구에서는 복지태도의 대상범위를 건강보험제도라는 개별 영역 혹은 

개별 제도로 축소시킴으로써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자 한다. 

 태도는 기본적으로 특정한 대상에 대한 평가적 반응이기 때문에 평가대

상, 곧 태도의 대상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사현, 2010). 왜

냐하면 일차적으로 실체, 곧 태도의 대상이나 혹은 평가 대상에 대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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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규명이 있어야, 다음 단계에서 그 대상을 평가함에 있어 어떠한 요

소들이 작용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김사현, 

2010). 그런데 몇 가지 추상적인 질문 문항을 통해 복지태도를 확인한다

고 하면, 응답자들이 그 설문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답변을 일

관되게 유지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설문 문항이 정책패키지에 

대한 지지 여부에 대한 물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그것이 자신에게 어떠한 비용을 초래하고 혜택을 제공할 지에 대해 명확

하기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처럼 주요 언론매체가 복지국

가에 대한 상반된 해석을 제시하며 담론의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환이라

면, 이러한 측정의 비일관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박영환, 

2012; 노대명·전지현, 2011). 

  그런데 만약 구체적인 복지제도에 대한 복지태도를 묻는다면 위의 문제

는 일정 수준 해소될 여지가 커진다. 특히 건강보험제도와 같이 오랜 역

사를 가지고 있으며, 거의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실생활에서 납세와 수급

을 경험하는 제도를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측정의 비일관성 문제와 

정보제약의 문제가 상당 부분 극복되리라 기대된다(서남규·이용갑, 

2011; 서남규, 2014). 더구나 국민건강보험은 기여자의 능력과 연동하여 

기여수준이 결정되고 수급자의 욕구수준에 따라 급여가 배분되는 연대의 

원리가 강하게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김진수 외, 2012), 한국인들의 

복지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연대와 이타주의의 가치를 확인하고자 본 연구

의 취지에 크게 부합한다.

 분석의 초점을 건강보험으로 좁히는 이유를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3). 첫

3) 복지태도 연구를 그 분석대상 범위에 따라 총체적 방식(Holistic approach)과 

프로그램 특수적 방식으로 구분한 김사현(2010)은 프로그램 특수적 방식의 

단점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한다. “프로그램 단위로 접근할 경우, 제도

적 이해관계만 지나치게 부각되어 프로그램에 대한 기여자와 수혜자 간의 갈

등만이 과도하게 포착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복지 프로그램들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기준은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김사현, 

2010).” 하지만 건강보험제도는 강제 가입 규정을 두는 보편적 제도이며 모

든 사회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며, 2011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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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한국의 건강보험은 대상범위 측면에서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가장 강

하며 전 국민이 기여와 수급의 형태로 해당 제도를 일상에서 경험한다4). 

뿐만 아니라 1977년부터 실시된 이후 제도의 역사가 30년 이상 축적되었

기 때문에 국민들의 인지도와 제도 이해 수준이 높다. 따라서 복지태도 

연구에서 나타나는 정보제약과 측정의 비일관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둘째, 건강보험은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지만, 가입

자들이 모두 동등한 건강보험 급여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연

대의 요소가 강하다. 이러한 건강보험의 특성은, 4대 보험 중에서도 국민

연금과 같이 수급량이 기여수준과 긴 하게 연동되며 보험수리적인 공정

성이 중시되는 타 제도와는 대비를 이룬다. 다시 말해, 건강보험은 기본

적으로 동질적인 자원을 가진 사람들 간에 연대를 추구하기보다는, 저소

득 혹은 위험수준이 높은 잠재적인 수급자들에 대한 연대를 체계화한 제

도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건강보험의 운영 원칙에 대한 수용은, 나아가 

건강보험의 확대개편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다른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강

력한 연대의 의지를 담아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Ullrich, 2002). 

러(Miller, 1999)가 말했듯이, 만약 중상층 이상의 시민들이 자신의 이해

관계만 고려한다면 그들은 한국의 건강보험과 같은 복지프로그램은 지지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태도 연구는 복지정치에

서 연대와 이타주의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취지에 매우 

부합하는 연구 주제다. 

 셋째, 건강보험제도는 한국의 복지제도 중에서도 추가적 재원 확보에 대

인구의 96.8%가 건강보험 가입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건강보험 연구에 대해

서는 김사현(2010)의 비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건강보험은 강제가입의 원칙을 두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엄 하게 말

하면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

한 벌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료보호

를 받는 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이혜경, 2014). 2011년 건강보험 통계

연보에 따르면 전체 의료보장 대상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는 96.8%(약 4,929

만 명), 의료급여 대상자는 3.2%(약 161만 명)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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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논의가 가장 쟁점이 되는 부문이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제도의 재정

위기가 지속되어왔으며, 이것이 강력한 계기가 되어 공적인 재원마련 방

식과 의료체계를 두고 국가·시민단체·의사·의료 자본 등 여러 사회세

력들이 오랫동안 날선 논쟁을 벌여온 바 있다(서남규, 2009). 일례로 

2012년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에서 발간한 『실천적 건강복지 플

랜』에서는 의료비 급증, 보험재정의 불안정성 문제와 더불어 그로 인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공정성 문제를 제도의 주요개선과제로 제시하고 

있다(이혜경, 2014). 즉, 건강보험제도의 재원 확대 방안이 계속적인 정

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복

지 태도를 파악하는 작업은 사회복지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추

론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여론의 결정요인

에 대한 분석이 함의를 가진다. 특히 조세부담 수용성에 대한 연구는 연

구가치가 크다.

 일반적 신뢰자들은 설령 자신의 기여분이 자신이 모르는 추상적 동료시

민에게 혜택으로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충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

자 한다. 즉, 개인·가족 단위를 초월한 친복지적 태도를 보인다고 설명

된다(Uslaner, 2002; Crepaz, 2008). 이처럼 주요 논자들은 복지태도에 

대한 일반적 신뢰의 영향력을 이해관계 변수와의 접한 관계 속에서 파

악한다. 따라서 일반적 신뢰의 영향력을 면 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역설

적으로 이해관계 요인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요인을 우선적으로 면 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요 신정치이론인 안상훈

의 복지지위론(안상훈, 2000; 안상훈, 2009)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에 근거

한 미시적 복지정치의 윤곽을 그려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해관계 중심 접

근법의 한계를 살펴보고, 그 한계로부터 일반적 신뢰를 위시한 가치·규

범 요인에 대한 검토 작업의 필요성을 확인할 것이다.

 복지정치에서 개인과 집단의 복지태도를 갈라놓은 핵심적인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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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vage) 지점은 무엇인가. 권력자원론으로 요약되는 구정치(old 

politics) 이론에서는 계급에 따라 복지태도가 상이하게 나타남을 강조한

다. 왜냐하면 계급에 따라 복지국가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관계가 달라지

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노동자 계급은 복지국가 확대를 통해 탈상품화 

효과를 누릴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 자체를 계급 투쟁의 성과물로 받아들

인다. 복지제도가 노동자 계급에게 유보임금의 형태로 혜택을 제공해주리

라는 점을 알기 때문에 이들은 추가적 조세부담 또한 긍정적으로 수용한

다. 반면, 자본가 계급 혹은 상층 계급은 사회지출 확대가 초래할 비용부

담의 증가, 노동자의 자본의존성 약화 문제에 대해 우려한다. 그래서 복

지서비스가 시장화되길 희망하며, 납세부담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도 적

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한다(Korpi, 1998; 이성균, 2002; 김영순·여유

진, 2011).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많은 학자들은 계급론적 설명에 대해 심각한 의문

을 제기한다. 특히 신정치(new politics) 이론에서는 경제 체제의 변화를 

근거로, 대량생산 경제 체제가 축소됨에 따라 노동계급도 감소하였으며 

그 정치적 의미도 퇴색하였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현상을 설명

하는 데 있어 계급론의 설명력과 사회적 의식과 행동을 규정하는 틀로서

의 계급의 중요성도 함께 감소해왔다고 주장한다(안상훈, 2000). 더구나 

사회권의 발전과 복지국가의 발달은 계급갈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따라서 복지국가 발달 이후의 사회까지 계급론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타

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 또한 제기된다(안상훈, 2000).

 위와 같은 비판의 연장선상에서 복지국가의 균열을 계급 밖에서 찾는 탈

계급론적 시각이 대두된다. 가령, 제도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피어슨

(Pierson, 1994)은 개인의 복지태도는 해당 개인이 속한 계급이 아니라, 

복지제도와 결부된 자신의 물질적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한다. 

즉, 복지제도에 대한 개별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해당 사회의 복지제도가 

작동하는 그 사회적 맥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시민들은 그 구조 속

에서 결정되는 자신의 이해득실에 따라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찬반 여부

를 결정한다(Pierson, 1994, 주은선·백정미, 2007 재인용). 

 나아가 안상훈(2000)은 구체적인 제도 내에서 작동하는 다중적인 이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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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분리 양상을 ‘복지지위’라는 개념으로 정 하게 포착하고자 한다. 

안상훈(2000)에 따르면, 각 주체는 자신이 복지국가로부터 얻는 복지 혜

택(복지수급자 지위)이 많으면 많을수록 친복지적인 태도를 보인다. 반대

로 일반조세·사회보장기여금 납부 등 비용부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행

해야 하는 납세 의무(복지납세자 지위)가 클수록 해당 주체는 복지국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다(안상훈, 2000; 안상훈, 2009)5).

 복지지위론은 합리적 인간관을 전제하면서도 개개인의 복지비용부담 수

용성 문제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다. 안상훈에 따르면 사회구성원들은 자

신이 복지국가로부터 어떤 급여와 혜택을 받을 수 있냐에 따라, 조세부담

의 문제를 다르게 받아들인다(안상훈, 2000; 안상훈, 2009). 즉, ‘비용

부담은 무조건 회피하는 것이 좋다’는 식의 자기본위적 인간관이 노정하

는 바와는 달리, 조세회피가 각 주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행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신 (예비적) 복지수급자는 장기적인 자기이

익의 문제를 헤아린다. 미래의 복지혜택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복지수급권

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조세부담의 확대와 연결된다는 점을 인지하기 때문

에 납세 의무의 확대 또한 상대적으로 덜 부담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이

다. 즉, 합리적인 개인은 단기적인 비용만을 고려하여 무조건적으로 납세

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부담 수준과 함께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복

지정책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내린다(안상훈, 2000; 안상훈, 2009). 

 그렇다면 조세부담 수용성에 대한 복지지위론의 논의는 경험 분석을 통

해서도 확인되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상반된 답이 제시될 

5) 안상훈(2000)은 복지수급자 지위, 복지납세자 지위와 함께 또 다른 차원의 

복지지위로 ‘복지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지위’에 대해 소개한다. 공공부문에 직간

접적으로 고용된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적 이익을 위해 복지국가의 유지 혹은 

확대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

는 의료서비스 부문의 경우 서비스제공기관(병원)의 약 95%가 민간 자본에 의

해 설립·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부문의 서비스제공자를 공공부문의 근

로자로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복지지위

론(안상훈, 2000)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복지지위 중 복지제공자로서의 지위 

부문은 이론적 논의 및 분석과정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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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먼저, 일련의 복지태도 연구에서는 복지지위론을 직·간접적으

로 지지하는 증거들을 제시한다. 가령, 노대명·전지현(2011)은 미시적 

차원의 복지비용부담 수용성의 결정요인으로 복지혜택 가능성, 조세부담 

형평성, 복지 예산 관리 효율성, 세 개 변수의 영향력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복지혜택의 수혜가능성이 개인의 조세부담 의사를 결정짓는 가장 설

명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복지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적극적인 기여의사를 표한다(노대명·전지현, 2011).

 하지만 복지지위론의 설명에 대해 강력한 반대 주장도 제기된다. 다수의 

국내 연구들에서 한국사회에서의 복지태도의 모순성 문제에 대해 지적하

는데(김영순·여유진, 2011; 최균·류진석, 2000; 류진석, 2004; 권승, 

2012), 이러한 태도의 불일치 양상은 통합적인 복지태도를 가정하는 복지

지위론의 핵심가정을 공격한다. 가령, 최균·류진(2000)에 의하면 복지예

산을 늘려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71.3%인 반면, 지출 확대를 위해서 세금

부담을 더 내야한다는 견해에 대한 찬성률은 3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지출 확대에는 찬성하면서도 증세 확대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전체의 약 35%에 달하는 것이다. 이는 복지확대를 통한 이익을 취하면서

도 비용 부담의 수용은 거부하겠다는 이기적인 태도로 해석될 수 있는 부

분이다. 혹은 복지지출 확대 시에는 조세부담의 확대가 필연적으로 뒤따

른다는 전제가 한국적 상황에서는 보편적으로 수용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

한다. 이러한 모순적 복지태도의 양상은 비교적 최근에 수행된 김영순과  

여유진의 연구(김영순·여유진, 2011)에서도 확인된다.

 또 다른 차원의 경험적 비판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주은선과 백정미가

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추가적 조세부담 의사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에 따르면, 납세부담 수준이 높은 고소득 계층일수록 오히려 다른 계층보

다 적극적인 납세 의사를 밝힌다(주은선·백정미, 2007). 뿐만 아니라 소

득지위와 접히 연관되는 교육 수준 역시 추가적 조세부담 수용성과 정

적인 관계가 있다는 점이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다(김영순·여

유진, 2011; 노대명·전지현, 2011; 이훈희 외, 2011). 이와 같은 고소득

층·고학력자들의 높은 조세부담 수용성은 복지납세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나아가 현실적 설명을 위해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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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계 중심 접근 외에 새로운 방향의 접근이 필요함을 강력하게 시사한

다.

 결국 한국에서는 복지지출 확대에는 조세부담의 확대가 필연적으로 뒤따

른다는 견해가 보편적으로 수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구성원들의 복지태도를 제도 속의 이해관계 요소만으로는 설명하는 데는 

다분히 한계가 존재한다. 요컨대, 우리는 이해관계 변수만을 검토할 경우 

왜 어떤 구성원들은 조세부담을 거부 혹은 회피하고자 하는데, 왜 다른 

구성원들은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기꺼이 조세부담을 수용하고자 하

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해관계와는 다른 차원의 독립변

수 혹은 조절변수에 대한 탐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 지점에서 본 연구

는 이해관계 변수의 작용과는 대비되는 친복지 태도의 결정요인으로 일반

적 신뢰에 주목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본 파트에서는 이해관계 변수가 복지비용부담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의 논의들을 정리해보고, 이해관계 중심 접근의 한

계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그 설명력의 한계를 고려할 때, 일반적 신뢰

를 위시로 한 가치·규범 변수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함을 확인

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부문에서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총괄적인 복지태도 연구(김사현, 2010)만을 검토한 위

의 논의로는 부족하다. 엄 한 변수선정을 위해서는 의료부문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구체화된 변수와 그에 기반한 선행연구들에 대한 검

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 파트에서는 건강부문에 특화된 보다 구체화

된 논의들을 정리하고 나아가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복지태도 결정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이해적 관점에 따르면, 복지혜택을 받고 있거나 복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위험에 직면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친복지적

인 경향을 보인다(안상훈, 2000; 노대명·전지현, 2011; Sumino,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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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복지수급자로서의 지위와 복지납세자로서의 지위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는 복지지위론에서는 복지국가 확대에 찬성하는 사람일수록 추가적 

조세부담 의사도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라 가정한다(안상훈, 2000). 같

은 맥락에서 의료비 지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주체일수록 사회적 위험

의 분산을 요구하고, 조세부담 수용성도 높으리라 기대된다. 

 선행연구들에서는 건강 부문에서의 복지수급자로서의 지위를 측정하기 

위해 의료서비스 이용량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거나 혹은 그 대안으로 의료

서비스 필요도를 측정하여 활용했다. 의료서비스 필요도를 측정하기 위해

서는 주관적 건강상태, 가구구성원 중 요보호자(만성질환자, 장애인, 영

유아, 노인) 존재 여부, 본인의 만성질환·장애 유무 등의 변수를 활용해

왔다(서남규·이용갑, 2010; 서남규, 2014; 이훈희 외, 2011). 또한, 의

료서비스 이용량을 자체를 변수화하여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입원횟수 혹

인 진료횟수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사용하였다(이훈희 외, 2011; 서욱

영, 2014). 

 급여 수급 외에 중요한 이해관계 요인으로는 복지납세자로서의 지위가 

있다(안상훈, 2000). 건강보험은 기여자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보험

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높은 기여 부담으로 연결되

는 소득·자산 변수는 반복지적 태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그런데 흥

미로운 점은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는 고소득자 집단(혹은 상층 계급)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오히려 의료복지부문의 지출 부담확대에 찬성하거나, 

본인이 강한 기여의사를 표명한다고 점이다(서남규·이용갑, 2010; 서남

규, 2014; 김영순·여유진, 2011; 서욱영, 2014). 이와 같은 상층계층의 

‘계몽된 이타성’(김영순·여유진, 2011)은 가치·규범 변수의 영향력을 

살피는 데 있어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 주은선·백정미(2007)는 고소득층의 조세부담 수용성 수준이 경

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이들에 따르면 소득계층이 높아

질수록 추가적 조세부담수용성이 높아지는 양상은 오직 보편적 복지를 상

정했을 때만 나타난다. 다르게 말해, 잔여적 복지를 가정할 때는 소득 계

층에 따른 조세부담 수용성의 차이가 거의 없거나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된다(주은선·백정미, 2007)6). 그렇다면 선행연구들에서 보고하는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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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층·고학력층의 계몽된 이타성 또한 보편적 복지 프로그램을 상정할 때

만 확인되는 양상일 수도 있다. 즉, 선별적 복지를 전제할 때는 소득변수

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건강보험은 능력에 따라 기여하고 필요에 따라 수급하는 연대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이다. 즉 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동질적인 자원을 가

진 사람들 간에 연대를 추구하기보다는, 저소득 혹은 위험수준이 높은 잠

재적인 수급자들에 대한 연대를 제도화한 사회적 구성물이다. 이러한 맥

락에서 이해관계 변수 외에 가치·규범 변수들의 영향력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선행연구들에서는 본 연구에서 관심을 집중하는 일

반적 신뢰 변수 외에도 이미 다른 가치·규범 변수에 주목한 바 있다. 그 

예로는 이데올로기, 평등주의 성향, 복지에 대한 정부 책임의 인식, 의료 

6) 주은선·백정미(2007)에 따르면 각 주체의 조세부담 수용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는 각 주체의 복지수급자로서의 지위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각 주체의 납세부

담 능력도 함께 헤아려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보편적 복지를 상정할 

때 고소득층일수록 재정부담 의향이 큰 이유는 자신의 가족을 포함한 모든 국

민이 급여대상으로 포함된다고 할 때, 재원부담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적극

적인 기여의사를 표하기 때문이다(주은선·백정미, 2007). 이로부터 잔여적 복

지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이 부담 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한 이유에 대해

서도 추리가 가능하다. 하위계층은 설령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복지프로그램

이 도입·확충된다고 기대된다 할지라도 재정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기여의사를 표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소득수준의 의미를 ‘재정 부담 능력’의 문제로 환원하는 것은 편협한 

접근이다. 왜냐하면 사회보장기여금·일반조세 등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부담 

방법을 고려할 때,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납세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결코 무

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료 수준이 기여자의 경제적 능력에 연동하

여 결정되는 국민건강보험의 설계방식을 고려하면 이러한 소득수준 변수의 

의미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즉, 소득수준이 곧 보험료 부담 수준에 대한 

근사치라고 할 때,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납세자로서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

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고려해야한다. 그러므로 납세자로서의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주은선·백정미(2007) 소득변수의 영향력에 대한 해석은 보편적

인 설득력을 지니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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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대한 평가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데올로기는 제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변수로서 진보적인 

입장을 지닐수록 정부의 사회복지에 긍정적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되

어왔다. 반면 보수적인 사람일수록 정부개입보다는 시장 메커니즘의 작동

을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되어왔다(최유석, 2011; 서남규·이용갑, 2010). 

가까운 예로, 서욱영(2014)은 의료복지 부문에서도 진보적인 사람일수록 

친복지적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검증했으며, 더불어 평등을 지향하는 이

념을 지닌 사람일수록 추가적 조세부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추상적인 복지태도와 의료부문에 대한 복지태도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도 존재하는데, 가령 사회구성원들의 복지에 대한 책임의 주체로 정

부를 강하게 지목하는 사람들일수록 보건의료 부문의 정부 지출이 확대되

기를 기대한다(허순임, 2008). 이와 대조적으로 제도에 대한 평가가 복지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서욱영

(2014)의 연구에서  의료제도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는 조세부담 수용성

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인 평가는 오히려 낮은 조세부담수용성과 연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해관계, 가치·규범 변수 외에도 성별, 교육수준, 그리고 소속지역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은 이해관계, 가치·규범 변수를 매개하여 복지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된다(노대명·전지현, 2011). 이 중에

서도 성별 변수의 효과는 중층적인데, 정부의 역할이나 지출 확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친복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

고된다(이훈희 외, 2011). 여성일수록 수명이 길고, 가족에 대한 책임이 

크기 때문에 지출확대에 찬성의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세금추가 부담 의

향에 있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적극적인 기여의사를 표하는 것으로 분석

되며, 이러한 남성의 친복지적 태도가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보고된다

(주은선·백정미, 2007; 권승, 2012; 김윤태 외, 2013; 서욱영, 2014). 

그리고 남성의 조세부담 여력이 크다는 점이 남성이 높은 복지부담 수용

성에 대한 가설적 설명으로 제시된다(권승, 2012)7). 

 교육 변수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지출 확대에 동의하는 입장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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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출 확대에 따른 조세부담의 확대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다. 이는 일정 정도 소득지위가 중간층 및 중상층인 집단에게서 긍정적인 

조세부담 의사가 나타난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고 풀이된다(노대명·전

지현, 2011; 이훈희 외, 2011; 서욱영, 2014). 

 마지막으로 언급해야 할 주요 인구사회학적 변수로는 거주 지역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도농 간,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에 의료접근성 격

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관련한 이해관계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거주민

일수록 조세부담 수용성이 낮게 나타나리라 기대된다(서남규·이용갑, 

2010; 서남규, 2014).

7) 이러한 권승(2012)의 설명방식에 대해서는 각주 6에서 주은선·백정미(2007)

에 가한 비판과 동일한 비판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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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주체가 자기이익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타자의 이해관심을 배려할 

수는 없을까? 현대의 사회과학자들은 자기본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

을 이타적이고 사회적인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

했고, 그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신뢰(trust) 개념을 고안해냈다(낸 린, 

2003; 윤민재, 2004). 가령,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이론가들은 

신뢰의 관계가 형성된 개인들 간에는 서로의 행위를 통제하는 일종의 규

범이 작동하는데, 이 규범은 개개인의 기회주의적 행위를 제약하고 이타

적 행동을 촉진하는 효과를 지닌다고 보았다(Coleman, 1998; Putnam, 

1995). 사회심리학 전통 위에 서 있는 일군의 연구자들 또한 자기 이해관

계를 초월하여 불우한 사람들에게 선의를 표하는 사람들의 특성으로, 타

인을 기본적으로 신뢰하는 낙관주의적 성격을 꼽았다(Uslaner, 2002; 

Crepaz, 2008). 

 이처럼 선행 연구자들은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 이익의 조화 문제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신뢰’라는 주제에 대해 관심을 표했다. 그러므로 

자기본위적인 요소와 대비되는 이타주의적 요소로서 신뢰의 문제에 천착

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신뢰 연구의 전통적인 흐름 위에 위치한다. 그 중

에서도 본 연구는 사회구성원들의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일반

적 신뢰의 가치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우슬라너

(Uslaner, 2002)의 사회심리학적 논의를 참조하여 일반적 신뢰수준을 개

인의 성격적 특질(trait)의 하나로서 파악하고, 개인 단위의 일반적 신뢰

수준에 따라 복지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그런데 신뢰에 대한 연구는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의 조화라는 공통되는 

주제를 다루면서도, 그 분석단위에 있어서는 연구자들에 따라 그 스펙트

럼이 크게 대비된다. 가령 스펙트럼의 한 쪽 끝에 위치하는 학자들은 신

뢰를 국가 단위의 혹은 한 사회 단위의 특성으로 파악한다. 반면, 스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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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의 다른 극점으로 분류되는 일군의 학자들은 신뢰를 개인 단위의 특질 

혹은 성향으로 파악한다. 전자가 신뢰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국가 단위

의 관계망 특성을 분석하거나 국가제도의 작동 방식을 고찰한다면, 후자

는 개인의 사회화 과정을 유심히 관찰하고 어린 시절에 형성된 개인의 성

격적 특질이 어떠한지에 대해 주목한다(Delhey & Newton, 2003; 

Uslaner, 2002; 윤민재, 2004). 이 중에서 본 연구는 후자의 접근법을 택

하여 2010년대 한국의 사회·경제적 맥락 속에서 일반적 신뢰가 복지태도

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거시적 차원에서 수행된 연구들을 간

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련 연구로는 국가적 차원의 높은 신뢰 수

준과 관대한 복지국가의 발달 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한 일련의 연구들을 

꼽을 수 있다(Rothstein, 2000; Bergh & Bjørnskov, 2011;  Bjørnskov 

& Svendsen, 2013; Algan et al., 2014; 김태성, 2000). 이들에 따르면 

고신뢰 사회일수록 동료 구성원들이 세금을 정직하게 내고, 복지급여를 

오남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가진 개별 

구성원들도 자신에게 주어지는 시민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다르게 

말해, 다른 구성원들의 선의(goodwill)에 대한 기대가 곧 나 자신 또한 

상대방의 이해관계를 배려해줘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

러한 선순환 속에서 고신뢰사회  구성원들은 사회적 지출 범위의 확장과 

그에 따른 납세부담의 확대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Bergh & Bjørnskov, 2011). 이와 같은 경험적 연구들은 다른 저신뢰 

사회와 대비하여 고신뢰 국가의 복지제도 발전과 성숙을 설명하는 데 많

이 활용되어왔으며, 특히 북유럽 국가의 경우를 설명하는데 경험적 타당

성을 지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Bergh & Bjørnskov, 2011; Algan et 

al., 2014).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개별 구성원들이 동료 시민들을 믿기 때문에 

사회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실제 다른 구성원들이 주어지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때문에 사회 차원의 신뢰수준이 높다는 설명방식은 순환

론적 속성을 띤다는 점이다. 그래서 ‘의무 이행-신뢰 강화-의무이행’의 

긍정적 순환고리가 아닌 ‘의무 불이행-신뢰 약화-의무 불이행’의 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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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고리가 형성된 저신뢰 사회에서는 어떻게 구성원들의 친복지적 태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실천적 지침도 제공하지 못한다. 복지국

가와 관련되는 부정부패와 조세회피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냐는 러시

아 조세당국 관료의 질문에 대해 “좋은 국가에 태어나는 수밖에 없다”

라고 답변하는 로스스타인의 모습(Rothstein, 2000)은 이러한 접근법의 

한계를 집약적으로 드러낸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는 한국 또한 국내외적으로 저신뢰 사회로 

평가받는 국가이다. 한국 사회는 전반적으로 내집단에 대한 애착은 강한 

반면, 타집단을 강하게 배척하는 집단주의 문화로 인해 사회적 차원의 신

뢰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받는다(Fukuyama, 1995; 이재열, 1998). 

따라서 러시아의 경우와 같이 신뢰의 선순환 고리가 작동하지 않으며, 그 

결과로서 복지국가 발전의 지체를 언급하는 것 외에는, 신뢰의 문제를 한

국의 복지정치와 연관시켜서 풀이할 수 있는 부분은 그리 넓지 않아 보인

다. 신뢰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고 검토한 Delhey & 

Newton(2003) 역시 저신뢰 사회를 분석할 때는 중범위 혹은 거시적 이론

에 근거한 모델의 설명력이 낮게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대신 본 연구에서는 타자에 대한 신뢰의 문제를 개인 단위의 성격적 특

질 혹은 경험에 연유하는 문제로 파악함으로써, 저신뢰 사회인 한국 내에

서 이타주의 혹은 사회적 연대에 근거한 복지정치의 가능성을 살피고자 

한다. 이러한 미시적 접근법은 저신뢰 사회에서도 일반적 신뢰자가 존재

함을 긍정하기 때문에, 저신뢰 사회인 한국적 상황에서 연대주의에 근거

한 복지정치의 가능성을 탐색하는데 매우 적합한 접근법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신뢰의 유형을 형성 동기 측면에서 전략적 신

뢰(strategic trust)와 도덕적 신뢰(moral trust)로 구분하고, 신뢰 대

상범위의 측면에서 개별적 신뢰(particularized trust)와 일반적 신뢰

(generalized trust)로 구분할 것이다(Nannestad, 2008; Uslaner, 2002; 

Crepaz, 2008). 나아가 신뢰수준과 신뢰의 유형에 따라 사회구성원들의 

복지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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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trust)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회과학계 내부에서도 아직 신뢰의 

의미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논자에 따라 구체적인 정의방식 

또한 상이하다. 따라서 신뢰의 의미는 고정된 어떤 개념으로 포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어떤 논자가 어떤 유형의 신뢰에 대해 말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Nannestad, 2008). 이 지점에서 본 파트에서는 이해

의 편의를 위해 신뢰의 의미에 대해 예비적으로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김은미 외(2012)의 예를 참조하여 논의를 시작하면, 신뢰란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관계에서 발생하며, 서로 상대의 행위를 통제하거나 완벽

하게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 즉 위험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

대의 행위가 반규범적이거나 본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일종의 

기대감”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불확정한 위험 상황 속에서 내가 아

는 사람 또는 모르는 누군가가 나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동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최소한 나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우리는 신뢰라 부르는 것이다(김

은미 외, 2012).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서 타자를 신뢰 혹은 불신하는가? 

우리는 흔히 과거 경험이나 상대방에 대한 평판에 의거해서 상대방에 대

한 신뢰 여부를 결정한다. 신뢰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예로 개인 간의 구

두 약속을 꼽을 수 있는데 이 때 우리는 경찰이나 법정과 같은 외부적인 

강제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언약한 사항을 이행할 것이

라 믿는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과거에 약속을 잘 지켜온 전력이 있거나 

그 외에 상대방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 여길 만한 정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신뢰는 상대방이 약속을 지킬 가능성에 대

한 추정의 결과이며, 동시에 여러 정보에 근거하여 당신이 믿음직한 사람

인지에 대한 판단 내용에 해당된다. 나아가 상대방이 나를 배신하지 않고 

호의를 베풀 거라 믿을 때 나 또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고 협력의 태도를 보일 것이다. 이처럼 상대방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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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상대방과의 교류 경험에 의거하여 형성되는 신뢰를 우리는 ‘전략적 

신뢰(strategic trust)’라 부른다(Gambetta, 1988; Hardin, 1992, 

Uslaner, 2002 재인용; Stolle, 2002)8).

 전략적인 신뢰 개념을 정립한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러셀 하딘을 꼽을 수 

있다9). 하딘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될 때

만이 상대방에게 신뢰를 표한다고 말한다(Hardin, 1992, Stolle, 2002 

재인용). 개인들은 특정 대상에 대한 신뢰 여부를 결정할 때, 과거 거래

내용·성과·행적 등 상대방에 대한 평판을 크게 참조한다. 즉, 상대방이 

배신할 확률이 낮다는 판단되고 상대방과의 협력관계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될 때에만 상대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희생하기로 결정을 내

린다는 것이다(Stolle, 2002; Uslaner, 2002). 전략적 신뢰 개념을 강조

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결국 각 개인은 상대방에 대한 정보, 신호, 그리

고 명성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상대방과의 협력 여부를 결정한다. 이것

이 외부적인 강제적 메커니즘 없이, 서로에 대한 감시비용·거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사회구성원 간에 협력적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신뢰의 핵심적인 동기이다.

 반면, 그 형성동기 측면에서 볼 때 ‘도덕적 신뢰(moral trust)'는 전략

적 신뢰와는 크게 대비되는 신뢰의 또 다른 유형이다. 1950-60년대 일군

의 사회심리학자들이 발전시킨 이론에 따르면 타자에 대한 신뢰의 태도는 

특정한 타자나 대상에 대한 정보·신호에 의거하여 판단을 내리는 문제가 

아니다. 이들에 따르면 신뢰는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성

격적 특성이다. 어린 시절부터 내재화되는 타자의 선의에 대해 믿음 그 

자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Erikson 1950; 

8) 본 연구에서는 신뢰의 유형에 대한 그 형성 원인에 따라 전략적 신뢰(혹은 합

리적 신뢰)와 도덕적 신뢰(혹은 가치지향적 신뢰)로 나눈다. 그리고 신뢰대상의 

범위 측면에서 개별적 신뢰와 일반적 신뢰로 구분한다. 이러한 신뢰의 개념분

류 방식은 Nannestad(2008), Uslaner(2002) 등의 예를 참조한 것이다.

9) 야마기시 부부가 제시한 ‘지식기반적 신뢰’(Yamagishi & Yamagishi, 1994) 

개념과 오페(Offe, 1999)가 제시한 ‘신뢰’ 개념은 모두 하딘(Hardin, 1992)이 

말하는 전략적 신뢰와 매우 유사한 의미를 담아낸다(Uslan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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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port 1961; Rosenberg 1956, Uslaner, 2002 재인용). 이러한 사회심

리학적 연구의 전통은 ‘도덕적 신뢰(moral trust)' 개념을 제시한 우슬

라너에 의해 한층 정교화되었다(Uslaner, 2002). 

  도덕적 신뢰는 인간 본성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이며, 대다수의 사람들

이 당신과 핵심적인 도덕적 가치를 공유한다고 믿는 태도를 의미한다

(Uslaner, 2002). 이처럼 신뢰를 개인의 성격으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타

자를 신뢰할 만한 대상이라고 간주하는 이유는 타자가 믿음직하다고 여겨

져서가 아니다. 바로 상대방이 나 자신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그 자체 때문이다(Selingmen, 1997; Uslaner, 2002). 다르게 말해, 도덕

적 신뢰자는 남이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기대와 상관없이 미지의 타자

에게도 도덕적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 도덕적 신뢰자들은 심지어 자신과 

인종·종교·학력·소득계층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대한 태도를 보

이며, 불우한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풀고자 하는 이타적 성향을 보인다

(Uslaner, 2002; Crepaz, 2008).

 이처럼 도덕적 신뢰는 종합적인 세계관의 일부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부

정적 경험으로 인해 타자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변화하는 일은 드물며 어

린 시절 부모와 학교에서 익힌 신뢰의 태도는 성인이 되어서도 안정적으

로 유지된다(Flanagan & Stout, 2010, 김은미 외, 2012 재인용; Katz & 

Rotter, 1969; Dohmen et al., 2008, Bergh & Bjørnskov, 2011 재인용; 

Uslaner, 2002; Stolle & Hooghe, 2004). 경험적 차원에서도 다수의 연

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대상이라는 믿음의 태도는 생애 

전반에 걸쳐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을 적시하는데(Flanagan & 

Stout, 2010; Putnam, 1995; Crepaz, 2008; Uslaner,2002), 이러한 분석

은 개별 대상에 대한 정보·신호에 기초하여 형성되는 전략적 신뢰와 대

비하여, 전반적인 가치관·세계관의 문제에서 연유하는 신뢰가 실재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다10)11).

10) 이러한 맥락에서 개별 구성원·단체에 대한 신뢰의 태도(전략적 신뢰)와 대부

분의 타자에 대한 신뢰의 태도(도덕적 신뢰)의 변화 양상을 추적한 플라나간과 

스타웃(Flanagan & Stout, 2010)의 연구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들은 청소년 패널을 활용한 시계열 분석을 통해 전략적 신뢰(개별적 신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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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신뢰

형성 동기
특정한 대상에 대한 정보에 의거한 종합

적인 판단

형태

상대방과의 협력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 판단될 때 혹은 상대방이 고의

적으로 자신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때 형성되는 관계

도덕적 신뢰

형성 동기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학습하는 

낙관주의적 세계관

형태
상대방이 자신과 핵심적인 도덕적 가치

를 공유할 것이라는 믿음

<표 2-1> 신뢰의 유형 1 : 형성동기에 따른 구분

 참고: Nannestad(2008), Uslaner(2002), Crepaz(2008)

 

도덕적 신뢰(일반적 신뢰)의 관계를 추적하였는데, 연구 결과 두 신뢰는 전체

적으로 약한 관련성이 있었고, 더구나 연령이 많아질수록 전략적 신뢰와 도덕

적 신뢰의 연관성이 약해지는 패턴이 관찰되었다. 이는 주변들 사람과의 관계

와 개인적 경험이 도덕적 신뢰의 토대가 될 수도 있으나, 개인적 경험의 세계

와 추상화된 사회에 대한 기대 간의 구별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차 뚜렷해짐

을 뜻한다(Flanagan & Stout, 2010, 김은미 외, 2012 재인용)

11) 덧붙여 Uslaner(2002)는 도덕적 신뢰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

으로 부모로부터의 문화적 이전과 부의 불평등 수준을 꼽는다. 어린 시절의 경

험은 부모의 태도를 학습하는 것이기에 일정 부분 문화적으로 이전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해당 사회의 불평등 수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명된다. 부의 불

평등 문제가 심각한 사회에서는 구성원 간의 연대성이 낮고, 이질감에서 상호 

간의 불신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Putnam, 1993; Rothstein, 2001, 

박종민·김왕식, 2006 재인용). 때문에 부의 불평등은 각 개인의 성격형성과 도

덕적 신뢰 형성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Seligman, 1997; Uslaner, 2002; 

Uslan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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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컨대, 전략적 신뢰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믿음직

한 사람인지에 대한 판단을 통해 형성되는 신뢰이며, 도덕적 신뢰는 상대

방이 나 자신과 일정 수준의 도덕적 가치를 공유할 것이라 믿음 그 자체

에서 연유하는 신뢰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신뢰의 유형이 ‘미지의 타자

에 대한 신뢰’를 가리키는 일반적 신뢰의 형성동기가 되는가. 만약 우리

가 전략적 신뢰의 경우에서처럼, 신뢰의 근거를 상대방에 대한 정보나 평

판에서만 찾는다면 일반적 신뢰라는 것은 형성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

냐하면 미지의 타자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상대방을 신뢰할 만한 증거나 

정보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12). 따라서 현실적으로 전략적 신뢰는 

신뢰의 대상 범위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거나 인종·종교·소득·거주 지

역 등 인구경제사회학적 특징을 공유하는 사람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범위가 특수자·특수집단으로 한정되는 신뢰를 일반적 신뢰와 대

비하여 ‘개별적 신뢰(particularized trust)’13)14)라 부른다. 

 반면, 도덕적 신뢰의 대상은 구체적인 사람이나 집단 구성원에 한정되지 

12) 같은 맥락에서 일각에서는 일반적 신뢰는 ‘상상적 개념’에 불과하다고 말한

다(김용학·손재석, 1998; 류석춘 외, 2008). 예컨대, 김용학·손재석(1998)에 따

르면 익명인 사람의 의도까지 믿을 수 있다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하며, 

그런 점에서 사람에 대한 신뢰는 그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즉, 우리는 

우리가 아는 사람들만 선택적으로 믿기 때문에 일반적 신뢰란 존재할 수 없다

(김용학·손재석, 1998, 류석춘 외, 2008 재인용). 우슬라너의 설명에 따르면, 

이와 같은 주장은 일반적 신뢰의 형성원인을 전략적 신뢰에서 찾는 데서 기인

하는 잘못된 결론이다(Uslaner, 2002).

13) 이러한 분류 방식은 신뢰의 유형을 신뢰대상의 범위 측면에서 구분한다는 

점에서 신뢰의 유형을 ‘결속형 신뢰(bonding trust)’와 ‘연계형 신뢰(bridging 

trust)’로 구분한 Putnam(1995), ‘내집단 신뢰’와 ‘외집단 신뢰’로 구분한 

Delhey et al.(2011)과 매우 유사하다(Crepaz et al., 2014).

14) 우슬라너(Uslaner, 2002)와 크레파즈(Crepaz, 2008) 등은 맥락에 따라 개별

적 신뢰를 ‘특정 개인에 대한 신뢰’와 ‘특정 집단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다시 

세분화하여 파악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일반적 신뢰의 작용에 초점을 두는 본 

연구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양자 모두 ‘개별적 신뢰’, 하나의 개념으로 한 

데 묶어서 설명하고자 한다.



- 27 -

개별적 신뢰

대상 범위 구체적인 개인 혹은 집단

형성 동기 전략적 신뢰

일반적 신뢰

대상 범위 일면식도 없는 미지의 동료 시민

형성 동기 도덕적 신뢰

<표 2-2> 신뢰의 유형 2 : 대상 범위에 따른 구분

않으며, 반대로 대면적 접촉경험도 없고 유대감을 느끼지도 못하는 추상

적 타자가 신뢰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도덕적 신뢰는 전략적 신뢰와 대

비하여 그 신뢰의 대상범위가 광범하며, 무엇보다도 추상화된 보통 시민

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일반적 신뢰(generalized trust)’의 도덕적 

근원(foundation)이 된다(Uslaner, 2002). 도덕적 신뢰자는 일면식도 없

는 미지의 타자에게도 자신이 도덕적 의무를 다해야한다고 느낀다는 점에

서 동시에 일반적 신뢰자가 되는 것이다.

 참고: Nannestad(2008), Uslaner(2002), Crepaz(2008) 

 그런데 개별적 신뢰는 그 의무감을 느끼는 대상이 구체적인 개인 혹은 

집단으로만 제한되며, 개별적 신뢰자는 상대방이 내집단의 구성원인지 아

닌지를 구분하기 위해 집단의 범주를 사용한다. 내집단 구성원들에게는 

연대와 협조의 태도를 보이지만 본인과 대면 접촉이 없는 혹은 공유하는 

가치가 없는 개인과 집단에 대해서는 때때로 적대적인 태도를 표출하며, 

이러한 배타성이 집단 간 교류와 연대를 봉쇄하는 원천이 되고는 한다. 

집단 간에 경쟁적·갈등적 관계는 사회전체 차원에서 화합과 연대를 촉진

하기보다는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Stolle, 2002; 

Uslaner, 2002; 이재열, 1998; 윤민재, 2004).

 반면, 일반 신뢰자들은 내집단과 외집단 구성원 모두에게 대해 긍정적 

시각을 가진다. 그들 또한 내집단에 대해 애착을 느끼나, 그들은 개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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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자들처럼 자신이 속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에 지

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즉 미지의 동료시민들이 모두 같은 도덕공동체

의 구성원으로 여겨지고, 이들에게 도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

을 느끼는 것이다(Uslaner, 2002). 이러한 맥락에서 일반적 신뢰는 국가

라는 큰 단위의 사회적 연대를 제도화한 복지국가와 친연성을 지니며, 다

른 동료구성원들과 공통의 정체성을 느끼는 일반적 신뢰자들은 공동체주

의적 방식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우

호적인 태도를 보일 개연성이 크다.

 일반적 신뢰자들은 미지의 동료 시민에게 애착과 연대감을 느끼며, 그러

므로 연대의 관계를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화한 복지국가(Miller, 1995)에 

대해서도 친화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것이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잠

정적 가설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제 1절에서 소개한 복지지위 

변수와 대비하여 일반적 신뢰 변수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피고

자 한다. 만약 이러한 가설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 일반적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미지의 동료 시민들에게 애착을 느끼고, 공통의 정체성

을 느낀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 둘째, 개인들이 복지수급자에게 친

감을 느끼고 동일한 정체성을 공유할 때, 그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초월

하여 친복지적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 규명되어야 한다. 앞의 파트에서 첫 

번째 전제를 중심으로 관련 이론적 논의들를 정리해보았다면, 본 파트에

서는 사회구성원들이 느끼는 정체성 문제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지점에서 우선적으로 주목할 연구는 van Oorschot(2000)이다. van 

Oorschot는 각 국에서 진행된 다양한 복지태도 연구를 검토한 후, 지역과 

국가를 초월하여 복지급여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대상의 

특성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했다. 구체적으로 사회구성원

들이 특정 대상이 복지 수급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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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통제가능성, 욕구, 태도, 상호호혜성의 기준과 함께 정체성의 기준

을 중요하게 참조한다는 점에 주목한다15). 다시 말해, 각 국의 시민들은 

수급자 집단이 자신들과 동일한 정체성을 공유한다고 여길수록 수급자 집

단에 대한 복지 프로그램에 찬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van 

Oorschot, 2000). 우리는 van Oorschot(2000)가 강조하는 공동의 정체성

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풍부한 경험연구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각 개인들은 소득, 인종, 직업, 종교 등 자신과 유사한 타자일수

록 그들의 복지 수준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보고된다(Kristove et al., 

1992; Finseraas, 2012, Cavaillé & Trump, 2015 재인용). 특히 개인 차

원의 인종적 정체성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가장 대표

적인 예로 소수의 인종들이 잠재적인 수혜자의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여길수록, 사회구성원들이 재분배 정책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보고된다(Alesina & Glaeser, 2004; Gilens, 2000, 

Cavaillé, 2014 재인용). 즉 자신과 공통점이 적은 이질적인 구성원은 복

지수급의 대상자에서 배제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Alesina & Glaeser(2004)의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순수 

기여자인 사회·경제적 상층 계급의 시민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수급자 그

룹이 될 가능성이 높은 하층 계급의 시민까지도, 이주민이나 타인종이 복

지급여를 수급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공공부조 정책의 축소에 찬성

의 태도를 표한다는 점이다. 이는 곧 자신의 복지수급자로서의 지위(안상

훈, 2000)를 초월하는 반목의 정서가 생김을 뜻하며, 그만큼 복지국가를 

15) van Oorschot(2000)가 제시한 각 기준에 맞추어서 수급 자격을 갖춘 것으

로 간주되는 대상자들의 특성을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통제가능성: 개인

적 노력으로는 저소득 상황을 극복하기 힘들다. ② 욕구: 욕구가 크다 ③ 정체

성: 기여자와 공통의 정체성을 공유한다. ④ 태도: 제도적 지원에 감사하고 순

종하는(docile and compliant) 자세를 보인다. ⑤ 상호호혜성: 적극적으로 구

직활동에 나서거나, 직업교육에 성실히 참여한다. 혹은 과거에 ‘우리(us)' 집단

에 헌신한 공로가 있거나, 미래에 그러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van 

Oorscho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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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함에 있어 정체성의 문제가 중요하게 작용함을 시사한다(Alesina & 

Glaeser, 2004, Cavaillé, 2014 재인용). 

 여기서 나아가 루푸와 폰투슨(Lupu & Pontusson, 2011)은 임금불평등 

악화에 따라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복지태도 분화가 나타나는 이유 또한 

사회구성원 간 유대감의 소멸에서 찾는다. 임금수준의 격차 확대는 단순

히 구성원들 간의 물질적 격차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종교와 언어 양식

으로 대표되는 생활방식 면에서의 격차를 확대시키며, 결국 상층 구성원

과 하층 구성원이 서로 간에 사회적 거리감을 크게 느끼게 만든다는 것이

다. 이처럼 루푸와 폰투슨의 연구는 표면적으로 단순히 복지국가를 둘러

싼 이해관계의 충돌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 속에도, 실제 사회구성원 간

의 유대·연대감의 이슈가 중요하게 작용함을 잘 보여준다(Lupu & 

Pontusson, 2011, Cavaillé & Trump, 2015 재인용).

 위 연구들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자와 수급자 집단의 엄

한 분리를 가정하고 있으며, 특히 잔여적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복지태도

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연구 대상자의 위치를 

기여자 혹은 납세자로 상정하고, 이들이 복지대상자들이 수급 자격을 갖

추고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의 문제로 연구의 틀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설정은 수급자와 기여자가 분리되는 공공부조의 경우, 수

급자의 구분이 상대적으로 분명하고 자격적합성 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판

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응답자들이 스스로를 납세자로 위치 지을 

때, 그들의 복지태도는 타자에 대한 이타적 태도 혹은 적대적 태도를 확

인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지침이 된다(Cavaillé, 2014; Cavaillé & 

Trump, 2015).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언급되어야 부분은 위의 연구들이, 수급자 

집단과 납세자 집단이 얼마나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는지를 살필 때 양자 

간의 사회적 친화감 혹은 정체성 공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점이다(Cavaillé, 2014; Cavaillé & Trump, 2015). 다르게 말해, 위의 

연구들은 개별적 신뢰가 정체성 형성의 핵심기제가 된다고 본다고 가정하

고 있다. 앞서 개별적 신뢰자들은 내집단 구성원들에게는 연대와 협조의 

태도를 보이지만 외집단에게는 때때로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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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Stolle, 2002; Uslaner, 2002; 이재열, 1998; 윤

민재, 2004).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Alesina & Glaeser(2004)를 위시한 

연구들은 개별적 신뢰자들의 타자 집단에 대한 배타적 태도에서 연유하는 

충돌과 분열이, 복지국가와 복지태도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핀 연구로 맥락화하여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던질 수 있는 의문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대부분의 동료시민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공통의 정체성을 느끼는 이

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하는 문제이다. ‘정체성이 복지태도에 영

향을 미친다’는 명제의 경험적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신뢰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 신뢰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위의 경험연구들은 분석대상을 복지 대상자들을 가난

하고 궁핍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잔여적 복지프로그램으로만 한정시켰다. 

하지만 개인이 느끼는 정체성이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러한 영향

력은 공공부조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도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대다수의 국민들에 대한 신뢰수준을 묻는 일반

적 신뢰 변수를 활용한다면, 정체성이 이해관계 요인의 작용을 상쇄·조

절하는 가운데 보편적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검증할 수 있는 가능

성이 생긴다. 다음 파트에서는 위의 두 질문, 특히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하면서 선행연구의 논의와 분석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 신뢰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론적 분석을 시도한 대

표적인 학자로는 데이비드 러(David Miller)와 마르쿠스 크레파즈

(Marcus Crepaz)를 꼽을 수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다른 동료구성원에 

대한 신뢰의 태도를 개별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복지국가에 재정적 기여

를 하게 하는 주요한 동기로 꼽았다. 그리고 양자 모두 다른 시민들에게

서 느끼는 연대감이 친복지적 태도의 근원이라고 보았다(Miller, 1995, 

1999; Crepaz, 2008). 하지만 두 학자는 정체성의 문제와 신뢰의 태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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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 혹은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관점이 갈

린다.  

 러(Miller, 1999)는 일반적 신뢰와 정체성 이슈에 주목하는 계기로 복

지국가를 둘러싼 사회구성원들의 이해관계 갈등 문제에 대해 지적한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부의 수준에 따라 구성원들의 복지제도의 작용에 대한 

이해득실이 갈리며, 특히 복지국가로부터 얻는 것보다는 잃는(을) 것이 

많은 중·상위층의 시민들은 복지제도 확대에 반발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

다. 가령, 부유한 시민이 자신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그

(녀)는 기여금은 개인의 위험 수준에 맞추어서 결정되고 급여 수준은 보

험료 수준에 맞추어서 결정되는 복지 프로그램16)만을 지지하고자 할 것

이다(Ullrich, 2002; Miller, 1995). 더구나 수직적 재분배 요소가 강한 

공공부조나 실업급여와 같은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즉 자신이 수급자로서

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부유한 시민이 해당 제도를 

지지하거나 적극적으로 기여할 유인 동기를 찾기 힘들다. 즉, 제도의 작

용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복지제도는 계급 초월적인 지지를 

획득하기 힘들다(Miller, 1999).

 그러나 러는 국가 구성원 간에 신뢰와 연대가 공유되기 때문에 위의 

갈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나아가 국가 구성원들이 다른 구

성원들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애착을 느끼는지에 따라 각 국가별로 

고유한 분배의 원칙이 정립된다고 말한다(Miller, 1995, 1999). 러에 

따르면 동일한 정치체제 속에서 삶을 영위한 시민들은 서로 간에 일체감

과 동료애를 공유하고, 소속된 공동체에 대한 감정적 애착, 즉 애국심을 

느낀다. 다르게 말해, 강한 애국심을 느끼는 시민들은 대면 관계를 초월

하여 동료시민들에게 일체감을 느끼고, 동료 구성원들의 삶에 문제에 깊

은 관심을 갖는다. 공동의 정체성이 이타주의적 태도로 연결되는 것이다. 

16) Ullrich(2002)는 이러한 특성의 복지제도 구성원리를 ‘보험의 원리’라고 요약

했다. 반면, 보험의 원리에 대비되는 사회복지 제도의 구성원리로는 ‘연대의 원

리’를 꼽을 수 있다. 연대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복지제도에서는 기여수

준은 기여자의 능력(소득, 자산)에 맞추어서 산정되는 반면, 수급여부와 그 수

급량은 수급자의 욕구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Ullrich,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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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동료 시민에게 연민을 느끼는 시민은 곧 자신의 복지지위를 초월

하여 공공부조, 실업수당과 같은 잔여적인 복지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지지

를 표시한다(Miller, 1999; Soroka et al., 2007; Johnston et al., 

2010; 데이비드 러·곽준혁, 2009).

 그런데 여기서 러가 강조하는 점은, 이와 같은 동료 시민에 대한 호의

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미래에 보답을 할 것이라는 믿음과 동반될 때만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연결될 것이라 말한다는 점이다. 분명 공동의 정체성

이 이러한 호혜적 태도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지만, 상대방이 보답을 

할 것이라 여기지 않으면 아무리 동료 시민에게 애착을 느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제 도움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시민들이 자발

적으로 복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역시 자신의 이해관심을 배려

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17). 이처럼 러는 친복지 

태도의 결정요인으로 신뢰와 함께 국가적 정체성을 꼽는다(Miller, 

1999). 

 러의 논의를 담아내는 대표적인 경험연구로 Soroka et al.(2007)을 꼽

을 수 있다. 저자들은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강한 

국가적 정체성이 일반적 신뢰의 증가로 여겨진다는 점을 확인했다. 나아

가 일반적 신뢰 수준이 높은 개인일수록 실업자와 빈자가 복지 남용을 하

지 않을 것이라 평가하며, 또한 공공부조와 의료보험의 평등주의적 개혁

에 찬성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반면 국가적 정체성 자체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Soroka et 

al., 2007).

 러의 주장(Miller, 1995, 1999)은 개인의 친복지적 태도를 신뢰, 정체

성의 문제와 연관시켜서 설명한다는 점에서, 전술한 Uslaner(2002)의 논

의와 궤를 같이 한다. 하지만 일반적 신뢰의 의미를 대다수의 동료시민들

이 상대방이 자신의 호의에 보답할 것이라는 기대로 해석한다는 점에서 

후자와 명확히 구분된다. 대신에 국가에 대해 느끼는 소속감, 애정이 곧 

17) 앞서 소개한 van Oorschot(2000)의 도식에 따르면, 러는 일반적 신뢰의 

문제가 ‘정체성’ 기준보다는 ‘상호호혜성’ 기준에 대한 평가와 접하게 연관

된다고 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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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동료 국민들에 대한 연대감, 공감의 정서와 연결될 것이라 파악한

다. 요컨대, 우슬라너가 일반적 신뢰의 광범한 효과로 파악한 부분을, 

러는 정체성과 신뢰의 효과로 따로 분리해서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 학자들은 Miller(1999)의 이론적 주장에 부합하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관련 연구자

들이 일반적 신뢰가 이해관계 요인을 초월하여 복지태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정작 이론의 

핵심부인 국가적 정체성 자체가 복지국가에 대한 친화적 태도로 연결된다

는 가설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Martinez-Herrera, 

2004; Shayo, 2009; Soroka et al., 2007; Johnston et al., 2010). 따

라서 뚜렷한 국가적 정체성이 미지의 동료 시민들에 대한 강한 연대감, 

일체감으로 이어진다는 러의 설명방식은 충분한 설득력을 확보하기는 

힘들다고 판단된다. 

 러와 대비하여, 우슬라너는 신뢰 그 자체가 연대의 정서가 긴 하게 

결합된다고 본다. 이러한 견지에서 일반적 신뢰자들은 상대방이 설령 개

인적으로 모르는 상대일지라도 강한 연대의 감정을 보인다고 말한다

(Uslaner, 2002; Crepaz, 2008). 우슬라너는 신뢰가 연대의 정신과 긴

하게 연결된다는 증거로, 몬테그라노(Montegrano) 지역 주민의 태도를 분

석한 밴필드의 고전적 연구를 인용한다(Banfiled, 1959, Uslaner, 2002 

재인용). 극빈과 불신의 도시 몬테그라노에서는 모든 타자가 적대적인 존

재로 받아들여지고, 경쟁의 대상이 된다. 이 곳에서는 다른 가족에게 만

약 호의를 베풀 경우 자기 가족의 자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

려와 자선이 곧 무익한 희생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몬테그라노 사람들은 

그러한 이타주의적 실천을 행할 동기가 없으며, 심지어는 도시에서 자신

들이 감당해야 할 의무조차 방기하는 모습을 보인다(Banfield, 1958, 

Uslaner, 2002 재인용).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불신이 타

자의 이해관계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진다면, 신뢰는 상대방의 삶에 대

한 관심과 배려와 긴 하게 연결될 수 있으리라는 점이다(Uslaner, 2002; 

Crepaz, 2008).

 몬테그라노의 예에서도 사람들은 최소한 가족에 대해서는 개별적 신뢰의 



- 35 -

태도를 보이며, 도덕적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점에 주

목하여 크레파즈(Crepaz, 2008)는 개별적 신뢰자의 태도와 대비할 때, 일

반적 신뢰자들이 보이는 이타적 태도 혹은 친복지적 태도의 의미를 정확

히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18). 전술했듯이 개별적 신뢰자들 또한 타자

에게 연대와 협조의 태도를 표하지만, 그 대상 범위가 특정 개인이나 내

집단으로 제한되는 경향이 강하다. 개별적 신뢰자들의 신뢰 대상이 필연

적으로 특정 집단으로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들을 경계하는 태도를 보인다(Stolle, 2002; Uslaner, 2002; 이재

열, 1998; 윤민재, 2004). 따라서 개별적 신뢰자들은 복지프로그램으로 

요약되는 재분배 정책에 찬성하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 개별적 신뢰자들

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의 복지 상태만 고려한다. 이들은 자신이 

복지국가에 납세를 하더라도, 그 혜택에 가족이나 친 한 지인에게만 제

공되지 않으며 심지어 다른 종교, 지역, 민족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에

게도 제공되리라는 점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별적 신뢰자들은 복

지국가에서 요구되는 기여의 의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Crepaz, 

2008). 

 반면, 일반적 신뢰자들은 강한 공감 능력을 갖고 있으며, 자신과 다른 

이질적인 특징을 가진 대상이나 집단일지라도 타자를 배려하고 상대방의 

삶을 걱정하는 태도를 보인다. 다르게 말해, 일반적 신뢰 수준이 높은 사

람들은 추상화된 보통 시민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 배에 타고 있다’라

는 공동의 정체성의 느낀다. 그러므로 일반적 신뢰자들은 설령 자신의 기

18) 우슬라너와 크레파즈는 공통적으로 일반적 신뢰자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

과 하나의 도덕적 공동체에 속하고 그들 운명에 대해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는 점에서 평등주의적 이상을 갖는다고 보았다. 하지만 미시적 단위에

서 일반적 신뢰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크레파즈(Crepaz, 2008)는 일

반적 신뢰가 친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면, 우슬라너

(Uslaner, 2002)는 일반적 신뢰가 봉사활동과 자선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보

다 주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슬라너 역시 일반적 신뢰를 집계변수로 활

용한 연구에서는 일반적 신뢰와 복지국가의 발전수준의 정적관계에 대해 확인

한 바 있다(Rothstein & Uslaner,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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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신뢰자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그 수급대상이 친 한 대상(가족, 동류집단 

등)으로만 한정되지 않으며, 심지어 자신과 

공통점이 거의 없는 타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혹은 프로그램

복지비용 

부담 수용성
납세의 의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임

대표적 

경험연구
Alesina & Glaeser(2004), Lupu & Pontusson(2011)

일반적 

신뢰자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한 배에 타고 있는’동료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혹은 프로그램

복지비용 

부담 수용성
납세의 의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임

대표적 

경험연구
Crepaz(2008), Nagayoshi & Sato(2014)

<표 2-3> 신뢰 유형에 따른 복지태도

여분이 복지 혜택이 자신이 모르는 대상에게 주어진다 여기더라도, 충실

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한다. 자신의 복지지위를 초월하여 친복지적 태

도를 보이는 것이다. 실제 Crepaz(2008)는 유럽권 국가들의 시민들을 대

상으로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 자료를 활용하여 일반적 신뢰

가 친복지적 태도에 미친다는 위의 가설을 경험적으로도 확인하였다

(Crepaz, 2008).

 

 Crepaz(2008) 외에도 일반적 신뢰가 친복지태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증거는 여러 연구에서 제시된다(Nagayoshi & Sato, 2014; Sumino, 2014; 

van Oorschot, 2002; Wong et al., 2006). 대표적인 연구들을 개괄해보

면 다음과 같다. Nagayoshi & Sato(2014)와 Sumino(2014)는 일반적 신뢰

가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이타주의와 연대의 태도로 이어진다는 우슬라너

와 크레파즈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수행된 연구들이다. 이 두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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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으로 일본인들의 복지태도를 분석한 경험 연구들로, 복지태도를 예

측하는 설명변수로 이해관계 변수들과 함께 일반적 신뢰 변수를 투입한 

후 일반적 신뢰가 친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그 작용양상을 분석하였

다. 다른 한편, van Oorschot(2002)와 Wong et al.(2006)은 각각 네덜란

드와 중국을 대상으로 이해관계 변수 외에 복지부담 수용성에 미치는 연

대의 변수들을 탐색한 연구다. 분석 결과, 두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사회

적 연대와 다른 사회구성원에 대한 신뢰의 태도가 사회보장세를 흔쾌히 

지불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동기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van 

Oorschot, 2002; Wong et al., 2006).

 특히 수미노(Sumino, 2014)는 복지태도를 담아내는 종속변수를 “정부가 

저임금 가구와 고소득 가구 간의 소득격차를 줄일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

까?”로 설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수미노는 일본판 종합사회조사

(2008 Japanese General Social Survey)를 자료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분석을 통해 수미노는 독립변수로서의 일반적 신뢰의 효과뿐만이 아니라 

이해관계 변수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반적 신뢰 변수의 조

절효과 또한 확인하였다. 즉, 일반적 신뢰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사회경

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친복지적 태도를 보이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반복지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반면, 

일반적 신뢰자들에 한해서는 이해관계 변수가 친복지적 태도에 미치는 영

향력이 미미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일반적 신뢰자들이 자신의 이해관

계를 초월한 친복지적 태도를 보임을 의미한다(Sumino, 2014).

 나가요시와 사토(Nagayoshi & Sato, 2014) 또한 수미노(Sumino, 2014)

와 마찬가지로 이해관계 변수가 재분배 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일반적 신뢰 변수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했지만, 그 영향력을 

부분적으로만 확인했다19). 재분배 원칙에 대해 찬성 여부를 종속여부로 

19) 수미노(Sumino, 2014)와 나가요시와 사토(Nagayoshi & Sato, 2014)는 일

반적 신뢰 변수와 대비하여 이해관계 요인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

석하였지만, 본 연구에서와 같이 이해관계 요인을 ‘복지수급자로서의 지위’와 

‘복지납세자로서의 지위’로 크게 세분화하여 파악하지는 않았다. 대신 두 연

구는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재분배를 위한 사회적 지출에 대해 반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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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분석을 수행했을 때는 Sumino(2014)와 유사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

났으나, 잔여적 복지에 대한 찬성여부를 종속여부로 분석했을 때는 상호

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20). 하지만 Nagayoshi & 

Sato(2014) 또한 Sumino(2014)와 마찬가지로 두 연구모형에서 모두 일반

적 신뢰가 독립변수로서 재분배 정책에 대한 지지를 강화시킴을 확인했다

(Nagayoshi & Sato, 2014).

  요컨대, 일반적 신뢰로 요약되는 연대지향적인 가치와 믿음은 경제적 

자기이해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거나 상쇄하는 효과를 지닌

다. 다르게 말해, 일반적 신뢰자들은 자신의 복지지위(안상훈, 2000)를 

초월하여 복지태도에 찬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의 일반

적 신뢰자들 또한 이타주의적 태도를 보이며, 이러한 이타주의적 태도가 

복지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기여 의사로 연결되는가? 선행연구자들의 논의

를 참조할 때, 이러한 가설은 충분한 개연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한국적 상황에서 연대와 이타주의에 근거한 복지정치의 가능

성을 탐색하는 작업의 일환으로서 본 연구는 큰 가치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제 1절에서 전술한 이해관계 변수와 인구·사회학적 변수

를 통제할 때에도, 친복지적 태도의 근원으로서 일반적 신뢰의 효과가 나

타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복지지위론에 의거해서는 설명하

기 난해한 변수들의 작용을, 일반적 신뢰의 조절효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통계적 분석을 통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는데, 이러한 접근법은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복지수급자로서 기대할 수 있는 혜택은 작아지고, 복지납세

자로서의 부담분은 커진다는 단순한 가정에 근거하는 것이다.

20) Nagayoshi & Sato(2014)는 2012년 사회계층화와 사회 심리학에 대한 조사

(Survey about Stratification and Social Psychology)를 자료로 분석을 수행

하였으며, “설령 불우한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정부는 불우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복지를 위해 보다 많은 지출을 해야 한다”와 “경쟁의 자유

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두 개 문항을 종

속변수로 활용하였다. 두 개의 종속변수에 대한 의견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

정되었다(Nagayoshi & Sato,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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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문제 1. 일반적 신뢰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추가적 납세부담의사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2. 이해관계 요인들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추가적 납세부

담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은,  일반적 신뢰 수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

는가?

 

 [연구 가설 1] 일반적 신뢰 수준이 높은 개인일수록 의료복지서비스 확

대에 따르는 추가적 납세부담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것이

다.

 

 

 [연구 가설 2] 이해관계 요인이 의료복지부문의 추가적 납세부담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은 일반적 신뢰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

다. 

 본 연구에 선정한 연구 문제에 따라 구성한 연구모형은 아래 <그림 1>, 

<그림 2>와 같다. 참고로 ‘조절효과 연구모형’에서는 이해관계요인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반적 신뢰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변수로 납세부담 수준과 관련되는 소득변수를 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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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효과 연구모형

<그림 2> 조절효과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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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신뢰 수준이 건강보험 부문의 비용부담 수용성(류

진석, 2004)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종합사회조사 2011년 자

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한국종합사회조사는 한국사회의 구조와 가치관 변

화를 파악하기 위해 매 년 수행되는 횡단 조사로,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

서치센터에서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카고 대학 NORC(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의 종합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를 기

본 모형으로 설계되었으며, 다단계 지역집락 표본추출(multi-stage area 

probability sampling) 방법 활용하여 표본을 선정하여 전국적 대표성을 

띠는 데이터를 제공한다. 특히 ‘건강’ 부문이 주제모델로 선정된 2011

년 자료의 경우, 건강 욕구 및 의료서비스 이용실태 그리고 의료복지 지

출에 대한 다수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어 건강 부문의 복지태도를 연구하

는 데 매우 적합한 자료라 판단된다. 2011년 조사의 경우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535명이 응답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2011년 자료의 전체 응

답 인원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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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슬라너(Uslaner, 2002)에 따르면 도덕적 신뢰의 어법은 단순히 ‘A는 

믿는다.’이다. 즉, 어떠한 B와 X에 대해서도 A는 B가 X라는 행동을 할 

것이라 믿는다(Uslaner, 2002). 하지만 아무리 낙관적이고 타인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일부 사람들은 당연히 믿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도덕적 신뢰자라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모

든 사람을 믿는 무모한 행위는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 현실

에서 구성원들이 보이는 일반적 신뢰의 대상 범위(B)와 신뢰의 영역(X)은 

도덕적 신뢰보다 제한적이다(Uslaner, 2002).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일반적 신뢰 개념은 모리스 로젠버그(Morris 

Rosenberg, 1956)가 고안한 측정문항에 잘 요약돼 있다. ‘일반적으로 당

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상대방을 

대할 때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은 일반적 신뢰 수준을 측

정하는 최적의 문항이다. 왜냐하면 이 문항은 ‘모든 사람들’이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한 신뢰의 태도를 적절한 언어로 묻고 있기 때

문이다. 그럼으로써 현실적으로 응답자가 자신이 속한 도덕적 공동체의 

범위를 얼마나 폭넓게 설정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Uslaner, 2002). 즉, 

만약 응답자가 자신이 친분 있는 사람들만을 신뢰하고 자신이 잘 모르는 

사람을 경계한다면 그는 이 문항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변할 것으로 기대

된다. 반대로 일면식도 없는 미지의 타자도 최소한의 도덕적 가치관을 자

신과 공유할 것이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는다고 

답할 것이다(Uslaner, 2002; Nannestad, 2008). 

 로젠버그가 고안한 위의 문항은 전미오피니언연구센터(NORC)의 일반사회

조사(American General Social Survey)에 포함되어 1972년부터 매 년 측

정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뿐만 아니라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 유럽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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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조사(European Values Survey), 그리고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s)와 같은 여타 대표적인 설문조사에서도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 통계학적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위의 문항과 더불어 동

일한 개념을 담아내는 두 개 문항을 추가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21). 요

컨대, 이 문항은 일반적 신뢰 측정을 위한 학계의 수 십 년의 노력을 반

영하는 가장 표준적인 문항으로 받아들여진다. 대다수의 관련 연구자들이 

일반적 신뢰의 측정을 위해 이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혹은 약간 변형

된 문항을 사용한다(Nannestad, 2008; Uslaner, 2002).

 그러나 표준적 측정 문항의 활용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의 비판

이 제기된다. 첫째,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는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수준을 측정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반

적 신뢰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다른 특징을 지니는 사람에 대

한 개인의 신뢰 수준을 확인해야 한다. 즉, 문항에 담긴 ‘대부분의 사람

들’이 응답자가 모르는 미지의 대상을 가리킨다고 할 때만이 표준적 문

항은 측정의 타당성을 확보할 것이다. 그런데 응답자들이 문항에 표현된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한 신뢰의 문제를 지인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받아들인다면, 해당 문항을 통해서는 응답자의 일반 신뢰 수준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Delhey et al., 2011; Sturgis & Smith, 

2010).

 둘째, 표준적 문항에서는 신뢰의 영역에 대한 언급이 없다. 사람들은 누

구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신뢰하지는 않는다. 그런 점에서 특정대상에 대

한 신뢰수준은 어떤 영역에 대한 신뢰를 묻느냐에 따라 그 응답내용이 상

당히 달라질 소지가 있다. 가령, A는 B가 10만원을 빌려줬을 때 기한 내

에 상환할 것이라 믿을지는 몰라도, 자신의 신용카드를 무턱대고 B에게 

맡기지는 않을 개연성이 크다. 그런데 표준적 측정 문항에서는 이러한 신

뢰 영역의 문제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영역의 문제를 무시한

21) 그 두 개 문항이란 ‘귀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남을 도우려 한다고 생각하십니

까, 아니면 자신만을 위한다고 생각하십니까?’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회만 

있으면 귀하를 이용하려 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공정하게 대할 것

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을 가리킨다.



- 44 -

다. 이 지점에서 응답자는 신뢰의 영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된다. 따

라서 만약 응답자들이 고려하는 신뢰의 영역이 동일하다는 전제조건이 일

정 수준 충족되지 않는다면, 개인·집단 간 응답치의 비교 작업은 무의미

해진다(Nannestad, 2008). 요컨대, 비판자들은 표준적 문항이 신뢰의 대

상(B)과 신뢰의 영역(X)을 명시하지 않고 개방형 질문으로 설계된 점이 

표준적 문항의 한계로 지적되는 것이다. 위의 두 가지 문제는 측정문항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소지가 있다(Delhey et al., 2011; 

Sturgis & Smith, 2010; Nannestad, 2008). 

 하지만 표준적 문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문헌이 존재하는 만큼, 표준적 

문항의 활용을 옹호하는 문헌 역시 다수 존재한다. 일례로 Ciriolo(2007)

은 세계가치조사/유럽가치조사와 유럽사회조사에서 파악된 국가적 차원의 

신뢰수준을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표준적 문항에 의거한 측정방식이 높

은 신뢰성(test-retest stability)를 갖추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Ciriolo, 2007, Nannestad, 2008 재인용). 서구권에서 뿐만이 아니라 

국내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표준적 신뢰척도의 높은 신뢰도가 확인된다

(Lee, 2008).

 뿐만 아니라 옹호자들은 신뢰와 접한 관련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집계 변수들이 국가 단위의 일반적 신뢰 수준과 접한 연관성을 보인다

는 점을 가리킨다. 가령, 국가별 지갑떨어뜨리기 실험에서의 회수율

(Bjørnskov, 2007), 부패 수준(Uslaner, 2002), 폭력범죄 발생율

(Lederman et al., 2002)은 모두 해당 사회의 일반적 신뢰 수준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Nannestad, 2008 재인용).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공통적으로 표준적 신뢰문항을 활용함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의 일반적 신뢰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집계변수로 활용할 때는 신

뢰대상(B)과 신뢰영역(X)의 누락 문제가 신뢰 측정에 큰 하자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Nannestad, 2008).

 나아가 Reeskens & Hooghe(2008)와 Delhey et al.(2011)은 미시적 단위

에서 분석할 때도 신뢰대상(B)과 신뢰영역(X)의 누락 문제가 일반적 신뢰 

척도의 활용에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유럽사회

조사의 두 개 웨이브에서의 국가 간·개인 간 신뢰 수준을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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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skens & Hooghe(2008)는 비록 측정내용의 비일관성 문제로 인해 신뢰 

수준의 국가 간 비교는 부적절해보이지만, 개별 국가 내에서는 구성원들

이 상정하는 신뢰대상(B)과 신뢰영역(X)이 동질적이라는 점을 확인하였

다. 이와 유사하게 Delhey et al.(2011) 역시 각 국가마다 구성원들이 상

정하는 ‘대부분의 사람들’(B)의 범위가 상이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한 국가 내에서는 구성원들이 해석하는 신뢰 대상(B)의 범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요컨대, ‘일반적으로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아니면 상대방을 대할 때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은 공신력 있을뿐더러 일정 수준 이상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표준적 문항을 

활용하여 한국인들의 일반적 신뢰 수준을 측정하고자 한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항상 신뢰할 수 있다’,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 ‘대체로 

조심해야 한다’, ‘항상 조심해야 한다’, 네 개 항으로 구성된다. 응답

결과는 해석의 편의를 위해 역코딩하여 활용한다.

  많은 이들이 사회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건강보험의 제도적 성숙을 기해

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서

로 상반되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가령, 서남규과 이용갑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개혁 방향은 ‘형평성 원칙’의 적용 수준에 따라 크게 세 가

지 방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하

거나 고소득층의 보험료 납부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연대성의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그 반대 방안으로 둘째,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더 많

은 혜택을 제공하는 식의 형평성 원칙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로

는, 현재와 같은 형평성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반적으로 급여수준 및 범위 

확대-납세 부담 확대를 동시에 꾀하는 방식이 있다(서남규·이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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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건강보험 발전에 따른 추가 조세

부담수용성’을 응답자들에게 동일하게 묻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응답자

가 어떤 개혁 방안을 상정하느냐에 따라 그 응답내용은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참고할 만한 예로 주은선·백정미(2007)는 ‘가난한 사람

들을 위한 복지 확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지 확대’ 중 어떤 정책

방향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복지비용부담 수용성의 결정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보다 직접적인 예로 서남규(2014)는 사

회구성원들이 선호하는 건강보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그

의 분석결과는 재정조달안의 내용에 따라 각 개인들의 답변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령 저소득층은 다른 부문의 예산을 줄여서 

건강보험 부문에 더 충당하는 방식의 재원조달 방안을 선호한다면, 고소

득층은 다른 방안보다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해 재원 확보 분을 늘리는 방

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견 차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을 확충해야 한다는 전제를 두고 질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차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즉, 건강보험제도의 개편에 따른 조세부

담수용성을 측정한다고 할 때에도 어떤 방식의 급여체계 변화를 상정하는

지에 따라서, 어떤 재원조달방식을 제안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자의 선호여

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제도의 확대에 따른 추가

적 조세부담수용성을 두 가지 변수로 나누어서 측정하고자 한다. 

 첫 번째 종속변수로는 형평성의 원칙을 유지하되 전반적인 급여수준을 

확대하는 안을 제안하고, 이러한 제도변화에 따른 복지비용부담 수용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관련해서 ‘한국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더 많은 세금을 낼 의향이 귀하는 얼마나 있습니

까?’ 문항을 활용하며, 답변 항목으로는 ‘의향이 많이 있다’, ‘의향

이 다소 있다’, ‘보통이다’, ‘의향이 별로 없다’, ‘의향이 전혀 없

다’, 다섯 개의 선택치가 제시된다. 해당 문항은 단순히 사회적 차원의 

조세확대 필요성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응답자 본인의 조세부담 수용의사 

묻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의 조세부담 수용 의사를 측정할 최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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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라 판단된다. 

 두 번째 종속변수로는 형평성 원칙의 강화를 전제한 후, 각 개인의 추가

적 조세부담에 대한 수용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더 많은 세금

을 낼 의향이 귀하는 얼마나 있습니까?’ 문항을 활용하는데, 해당 문항

은 첫 번째 문항과 마찬가지로 ‘의향이 많이 있다’, ‘의향이 다소 있

다’, ‘보통이다’, ‘의향이 별로 없다’, ‘의향이 전혀 없다’, 다섯 

개의 선택치로 구성된다.

 이처럼 본 연구자는 건강보험의 개편방안의 차이에 따라 조세부담수용성 

변수를 두 개로 구성하고자 한다. 두 개의 변수만으로 건강보험의 개편방

안을 포괄적으로 담아내는 데는 다분히 한계가 존재하지만, 상정하는 개

편안의 차이에 따라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관찰할 수 있다는 이점만은 분명하다. 선행연구에서 보고하는 바대로, 상

정하는 제도 개편안의 차이에 따라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이해관계 변수

의 작용에도 일정 부분 차이가 나타나리라 기대된다. 그렇다면 과연 통제

변수들의 효과가 달라지는 중에서도, 일반적 신뢰 변수가 친복지적인 태

도에 미치는 효과는 일관되게 나타날 것인가. 이 물음이 제 4장에서 본격

적인 분석을 통해 본 연구자가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 질문이다.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그리고 거주지역을 인구·

사회학적 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들 변수는 해석 시 각기 고유한 방

식으로 이해관계 변수 혹은 가치·규범 변수를 매개하여 종속변수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①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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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을 기준집단으로 하여 더미 변수로 활용한다.

 ② 연령

 측정된 연령 값을 그대로 분석에 활용한다. 

 ③ 교육수준

 초졸 이하(1), 중졸 이하(2), 고졸 이하(3), 대졸 이하(4), 대학원 재학 

이상(5)으로 나누어서 변수를 구성하며 연속변수로 활용한다. 그러므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단, ‘서당한학’으로 

응답한 사람은 초졸 이하자로 간주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④ 소속 지역

 ‘귀하는 다음 중 어느 지역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답변으로는 큰 도시(1), 큰 도시 주변(2), 작은 도시(3), 

시골마을(4), 외딴 곳(5), 다섯 가지 항목이 제시되었다. 해당 변수의 값

이 클수록 대도시권에서 거주함을 의미하도록 해당 문항은 역코딩하여 활

용한다. 

 
 

 의료비 지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주체일수록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많이 누리고, 따라서 조세부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리라 기

대된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선행연구들에서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를 크게 의료서비스 필요 부문과 실제 의료서비스 이용량으로 측정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서비스 이용량 변수로는 ‘의료서비스 이용횟

수’를 측정한다. 그리고 의료서비스 필요 부분은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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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장애 유무, 그리고 가구 내 노인 존재 여부로 측정하고자 한다. 

 ① 의료서비스 이용횟수

 직접적인 의료서비스 이용량을 측정하기 위해 의료서비스 이용횟수 변수

를 사용한다. 건강보험의 급여가 실제적으로 당사자의 서비스 이용에 대

한 보조금 형태로 지불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료횟수 변수는 복지수급 

수준을 가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지표이다. 2011 한국종

합사회조사에는 의료서비스 이용 빈도에 관한 변수로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은 경험, 한의사·한약사로부터 치료를 받은 경험, 두 개의 변수가 제

시되며 두 변수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

서는 전자가 보다 정규성을 띠는 것으로 판단하여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은 경험’만을 측정 변수로 활용한다. 측정문항은 ‘지난 1년간, 귀하

는 얼마나 자주 의사 또는 대체 의료(한방 등) 서비스 제공자를 찾으셨습

니까? (의사)’이며, 답변은 ‘전혀 안 찾아갔다’, ‘별로 안 찾아갔

다’, ‘가끔씩 찾아갔다’, ‘비교적 자주 찾아갔다’, ‘매우 자주 찾

아갔다’, 5개 선택치로 구성된다. 즉 해당 변수의 값을 클수록 의료서비

스 이용횟수가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변수를 가공 없이 그

대로 활용한다. 

 ② 주관적 건강상태

 우리는 이용횟수에 대한 정보를 통해 의료서비스 이용량을 어느 정도 근

사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용횟수에 대한 정보만으로 각 주체의 복

지수급자로서의 지위를 완연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횟

수에 대한 정보만을 참고한다면, 질병의 종류를 비롯한 수술, 입원, 요양 

등 의료서비스의 세부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금종예, 

2014). 즉, 치료내용에 따라서 회당 건강보험급여의 혜택 수준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의료부문의 복지수급자로서의 지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의료기관 방문 시에 치료받는 내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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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2011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는 치료내

용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안적으로 서비스 이용횟수와 함께 ‘서비스 필요’ 수준을 추가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측정의 한계에 부분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대안적으로 의

료서비스 필요수준을 측정한다는 것은 곧 의료서비스 필요수준이 높을수

록 기대하는 의료서비스 이용횟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22), 보다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는 전제를 기반으로 한다. 다르게 말해, 회당 

건강보험으로부터 얻는 혜택이 많을 것이다.

 의료서비스 필요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서남규·이용갑(2010)의 예를 

참고하여, 관련 변수로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및 장애유무, 가구 내 

노인 존재여부를 활용한다. 의료서비스 필요 수준의 첫 번째 변수는 ‘주

관적 건강 상태’이다. ‘전반적으로, 귀하는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라는 문항으로 질문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매우 좋다’, ‘다소 

좋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다소 나쁘다’, ‘매우 나쁘다’, 

5개 문항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설문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연속

변수로 활용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 변수의 값이 클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③ 만성질환·장애 유무

 의료서비스 필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두 번째 변수는 응답자의 만성질

환·장애 유무이다. 일반적으로 소비활동의 단위가 가구임을 감안하면

‘가구구성원 내 만성질환·장애자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수요 측정이나, 관련 변수가 없어 대안적으로 응답자에게 직접적으로 만

22) 의료서비스 필요 부문의 변수들은 의료서비스 이용횟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의료서비스 이용횟수와 각 의료서비스 필요수준 간의 피어슨 상관계

수 값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며(p <.001) 구체적인 값은 다음과 같다: 주

관적 건강상태(r=.367), 만성질환-장애 유무(r=-.372), 가구 내 노인 존재 여

부(r=.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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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환·장애 유무를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귀하는 오래

된 질병이나 만성질환, 장애가 있습니까?’라는 물음으로 측정하였고, 응

답값은 ‘그렇다’, ‘아니다’로 구성된다. ‘만성질환-장애가 없음’을 

기준집단으로 설정하여, 더미변수로 활용한다.

 ④ 가구 내 노인 존재 여부

 의료서비스 필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세 번째 변수는 의료서비스 욕구 

큰 연령집단인 ‘노인의 가구 내 존재 여부’이다. 이 변수는 가구 내 65

세 이상 구성원의 존재여부로 측정하였다.

 건강보험에서는 가입형태에 따라 상이한 보험료 부과 기준을 적용한다. 

직장가입자는 표준보수월액(소득세법상 비과세근로소득을 제외한 보수총

액)라는 단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는 주택·자동차·가구 구성원 수와 같은 다양한 기준을 둔다. 따라서 각 

응답자의 세금 부담 수준을 정 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가입형태에 대한 

정보와 소득·재산 수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이혜경, 2014).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소득 수준에 따라 부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부담수준 측정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더구나 자영업

자의 경우에도 임의사업장을 개설할 경우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방법이 

존재하고, 연금소득자가 피부양자로 전환하여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는 등

의 무임승차 행위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건강보험료의 측정은 

매우 난해한 작업이 된다(신현웅·여지영, 2014).

 이러한 측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 가구 단위

의 경상소득을 보험료 부담을 측정하는 대리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 구

체적으로 가구원 1인당 납세부담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가구소득 원 값이 

아닌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가구균등화소득’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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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다.

 건강보험은 능력에 따라 기여하고 필요에 따라 수급하는 연대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가치·규범 변수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분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선행연구에서는 관련 변수로 정

치적 이념, 평등주의 선향, 복지에 대한 정부 책임의 인식, 의료제도에 

대한 평가 등의 영향력을 검토한 바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이 연대와 이타성을 담아내는 변수로서 일반적 신뢰의 효

과를 측정하는 것이니만큼, 새로운 변수에 대한 탐색을 의의를 두기보다

는 영향력이 분명한 것으로 검토된 변수들을 선택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에서는‘정치적 이념’

과‘복지에 대한 정부 책임의 인식’ 두 개 변수를 이념·가치 부문의 통

제변수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① 정치적 이념

 전통적으로 진보적인 이데올로기는 일반적 신뢰와는 상관관계가 크지 않

으면서도, 평등주의·연대 등의 가치와 접하게 관련되는 변수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표명하는 진보성 수준을 정치

적 이념 수준으로 파악한다. 측정문항은 ‘귀하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어

느 정도 진보적 또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매우 

진보적’(1), ‘다소 진보적’(2), ‘중도’(3), ‘다소 보수적’(4), 

‘매우 보수적’(5), 다섯 개 답변으로 구성된다. 연구의 편의상 연속변

수 형태로, 역코딩하여 분석에 투입한다. 즉, 정치적 이념 점수가 높을수

록 해당 개인은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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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형태 측정

종속변

수

모든 사람들의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위해 세금 더 낼 의향

연속

의향이 전혀 없다(1)

의향이 별로 없다(2)

보통이다(3)

의향이 다소 있다(4)

의향이 많이 있다(5)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위해 세금 더 낼 의향

연속

의향이 전혀 없다(1)

의향이 별로 없다(2)

보통이다(3)

의향이 다소 있다(4)

의향이 많이 있다(5)

독립변 일반적 신뢰 연속 항상 조심해야 한다(1)

<표 4-1> 변수의 종류 및 측정 방법

 ② 복지책임의 주체에 대한 의견

 사회구성원들의 복지에 대한 책임의 주체로 정부를 강하게 지목하는 사

람들일수록 보건의료 부문의 정부 지출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허순임, 

2008). 복지책임의 주체에 대한 의견 역시 넓게 보면 복지태도의 하위 항

목이나(류진석, 2004), 건강보험에 대한 추가적 조세부담수용성과 대비하

면 복지태도에 대한 보다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의견을 담아내는 문항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건강보험이라는 구체적인 제도에 대한 적극

적인 찬성의 의지를 담아내는 복지부담 수용성 변수와는 크게 대비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 문항으로 구성원들의 복지 책임 주체에 대한 의견을 

측정한다. ‘귀하는 다음 각 의견 중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가깝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표시해 주십시오. {정부가 복지에 더 책

임을 져야한다(1), 자신이 각자의 생계에 책임을 져야 한다(10)}. 이 변

수는 연속변수로 활용하며, 해석의 편의를 위해 역코딩하여 분석에 투입

한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표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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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대체로 조심해야 한다(2)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3)

항상 신뢰할 수 있다(4)

통제변

수

인구·

사회학

적 

특성

성별 더미 남자(0), 여자(1)
연령 연속

교육수준 연속

초졸 이하(1)

중졸 이하(2)

고졸 이하(3)

전문대 진학 이상(4)

소속 지역 연속

외딴 곳(1)

시골 마을(2)

작은 도시(3)

큰 도시 주변(4)

큰 도시(5)

복지수

급자로

서의 

지위

의료서비스 

이용 빈도
연속

전혀 안 찾아갔다(1)

별로 안 찾아갔다(2)

가끔씩 찾아갔다(3)

비교적 자주 찾아갔다(4)

매우 자주 찾아갔다(5)

주관적 

건강상태 
연속

매우 좋다(1)

다소 좋다(2)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3)

다소 나쁘다(4)

매우 나쁘다(5)

가구 내 노인  

 존재여부
더미 없음(0), 있음(1)

만성질환·장

애 유무
더미 없음(0), 있음(1)

복지납 가구균등화 연속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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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로

서의 

지위

소득
제곱근 값’으로 나눔

(단위: 백 만 원)

가치·

규범

주관적 

정치이념
연속

매우 보수적(1)

다소 보수적(2)

중도(3)

다소 진보적(4)

매우 진보적(5)

복지 책임 

주체에 대한 

의견

연속

자신이 각자의 생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1)

-

정부가 복지에 더 책임을 

져야 한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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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 연구방법을 사용한

다.

 첫째, 일반적 신뢰 수준이 두 종속변수에 미치는 주효과 분석을 위해 위

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첫 번째 단계로는 이해관계 관련 변수 

및 인구·사회·경제학적 변수들만을 투입한다. 이 작업은 일반적 신뢰를 

위시한 가치·규범 변수들의 설명력을 확인하기에 앞서 이해관계변수들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한 선행 작업이다. 이어서 가치·규범에 관한 변수

를 넣어서 분석함으로써 첫 번째 모델과 설명력을 비교한다. 그리고 마지

막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일반신뢰 변수를 넣어서 일반적 신뢰가 복지태

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주요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에도 추가적 설명

력을 지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이해관계 변수가 두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일반적 신

뢰 변수의 조절효과 작용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서 조절회귀 분석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조절효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위계적으로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단계에서   변화량과 상호작용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한다. 

이 점에 유념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절효과 투입 전후의 설명력과 상호작

용항의 효과에 집중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복지납세자로서의 지위와 복지납세자로서의 지위, 두 개 영역의 변수들

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조절효과 여부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항 또한 두 개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복지납세자로서의 

지위의 경우에는 단일한 문항(가구균등화 소득 수준)으로 측정하였기 때

문에 상호작용항 구성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된다. 반면, 복지수급자

로서의 지위의 경우에는 총 네 개의 변수를 활용하여 측정하였기 때문에 

상호작용항 구성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네 개의 변수를 합산하여 

하나의 문항으로 구성하거나, 혹은 일부 문항만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지점에서 본 연구자는 ‘의료서비스 이용횟수’ 변수에 

대해서만 조절효과 여부를 검증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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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이용횟수 변수가 복지수급자로서의 지위를 측정하는 데 있어 

가장 측정의 타당성을 지니는 변수라는 판단에 근거를 둔다. 왜냐하면  

나머지 의료서비스 필요 부문의 변수들은 의료서비스 이용량을 직접 측정

하는 변수라기보다는 의료서비스 이용량 확대와 관련되는 원인변수에 가

깝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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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도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일반적 

신뢰

항상 조심해야한다 171 11.1

2.39 .75
대체로 조심해야 한다 668 43.5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 597 38.9

항상 신뢰할 수 있다 81 5.3

<표 4-1> 독립변수의 특성

 독립변수인 일반적 신뢰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표 4-1>과 같다. 불특

정 타자를 불신하고 경계하는 사람이 54.6%로 절반을 넘는 비율을 차지하

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또한 44.2%로 그 비

율이 작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강한 염세주의자(Rosenberg, 

1956, Uslaner, 2002 재인용)와 강한 신뢰자의 비율은 각각 11.1%와 

5.3%로 미미하다. 그 결과 분포가 전체적으로 종 모양을 띤다.  

 일반적 신뢰 수준이 높은 개인일수록 복지와 관련되는 추가적 납세부담

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는 가설은 일반적 신뢰자일수록 다른 동료시

민들에게 애착을 갖고, 연대감을 느낀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Uslaner, 2002; Crepaz, 2008). 그렇다면 일반적 신뢰수준은 이타주의 

변수들과도 긴 한 연관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를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예비적으로 ‘2011 한국종합사회조사’에 포함된 이타

주의 문항들을 활용하여 해당 문항들에 대한 응답과 일반적 신뢰 문항에 

대한 응답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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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활용하는 문항은 첫째, ‘귀하의 평소 생각이나 감정에 대한 다

음의 각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보다 불행한 사람을 보

면 동정심이 생기고 걱정이 된다’라는 물음을 제시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다섯 개의 답변으로 구성된다. 두 번째 문항에서는 ‘귀하의 

평소 생각이나 감정에 대한 다음의 각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끔 이용당하는 사람을 보면 그들을 보호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라고 물으며, 첫 번째 문항과 동일한 답변들로 응답치가 구성된다. 마지

막으로 세 번째 문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 찬

성 또는 반대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사람들은 자기보다 불행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라고 질문하고, ‘매우 찬성’, ‘다소 찬성’, ‘찬성도 

반대도 아님’, ‘다소 반대’, ‘매우 반대’가 선택치로 제시된다.

 세 개 문항은 공통적으로 불우한 상황에 처해있거나 곤경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지원 의사에 대해 

묻고 있다. 비록 이 세 개 문항에서는 질문 속 ‘불우한 누군가’가 응답

자가 아는 지인 중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인지 혹은 응답자가 알지 못하는 

추상적인 동료 시민을 상정하는 것인지 명시하지 않는 한계가 있지만, 응

답자의 연대에 대한 태도와 타자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적

절한 지표라 판단된다.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결과 세 개 변수 모두 일반적 신뢰 수준과 정적 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피어슨 r의 절댓값이 순서대로 .080, 

.097, 0.062로 크다고는 말하기는 어렵지만, 세 개 변수 모두 일반적 신

뢰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05). 여기서 낮은 상관계수 값은 일반적 신뢰가 불특정 타자에 대한 이

타주의의 자세와는 무관함을 보여주는 방증일 수도 있지만, 해당 문항의 

대상 범위의 모호함에서 기인하는 문제일 가능성도 무시하기 힘들다. 즉, 

추상적 동료시민에 대한 이타주의 수준을 해당 문항으로는 측정하기 어려

운 데서 기인하는 문제일 가능성도 크다. 그러므로 위의 상관관계 분석으

로부터 높은 일반적 신뢰 수준이 이타주의적 태도를 매개해서 친복지적인 

태도로 연결된다는 명제가 참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내기는 어렵지만,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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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도 비율 평균
표준

편차

모든 사람들의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

의향이 전혀 없다(1) 205 13.4

2.84 1.11

의향이 별로 없다(2) 382 24.9

보통이다(3) 493 32.1

의향이 다소 있다(4) 355 23.1

의향이 많이 있다(5) 99 6.4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

의향이 전혀 없다(1) 116 7.6

3.24 1.05

의향이 별로 없다(2) 206 13.4
보통이다(3) 556 36.2

의향이 다소 있다(4) 501 32.6

의향이 많이 있다(5) 156 10.2

<표 4-2> 독립변수의 특성

한 인과관계의 작동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지점에서 본 

연구는 일반적 신뢰와 이타적 태도 간의 관계에 대해 섣불리 결론짓기보

다는 다음 절에서 진행되는 다중회귀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해당 명제의 

경험적 타당성에 대해 평가내리고자 한다.

 종속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표 4-2>와 같다. 두 변수의 값

을 비교해보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확대 상황보다는 ‘가

난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확대 상황에서 세금부담 의향이 강한 

사람의 비율이 약 10%p 정도 높게 나타나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전자의 

경우, 조세납부에 부정적인 의향을 보이는 사람의 비율은 37.3%에 달하는 

반면, 긍정적으로 기여의사를 밝히는 사람은 29.5%에 불과하다. 이와 대

비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납세 의사를 밝히는 사람이 21.0%로 

오히려 소수이고, 긍정적으로 기여의사를 밝히는 사람이 42.8%로 두 배 

이상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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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도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성별
남자(0) 689 44.9

여자(1) 846 55.1

연령 45.98 16.42

교육수준

초졸 이하(1) 208 13.6

3.15 1.04
중졸 이하(2) 116 7.6

고졸 이하(3) 455 29.6

전문대 진학 이상(4) 756 49.3

소속 지역

외딴 곳(1) 16 1.0

3.75 1.05

시골 마을(2) 159 10.4

작은 도시(3) 517 33.7

큰 도시 주변(4) 344 22.4

큰 도시(5) 494 32.2

<표 4-3> 인구·사회학적 특성

 통제 변수 중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과 관련되는 변수들의 빈도 분

포와 기술통계치를 살펴보면 <표 4-3>과 같다. 이 중 특기할 만한 점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과다 표집되었다는 점이다. 

  통제 변수 중 이해관계 요인에 해당되는 복지수급자로서의 지위 및 복

지납세자로서의 지위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치를 살펴보면 <표 4-4>와 

같다. 전술하였듯이, 소득변수의 경우 가구원 1인당 납세부담 수준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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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구분 빈도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수급

자 

지위

의료서비

스 이용 

빈도

전혀 안 찾아갔다(1) 239 15.6

2.70 1.11

별로 안 찾아갔다(2) 429 27.9

가끔씩 찾아갔다(3) 522 34.0

비교적 자주 찾아갔다(4) 238 15.5

매우 자주 찾아갔다(5) 107 7.0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다(1 203 13.2

2.65 1.03

다소 좋다(2) 508 33.1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3) 520 33.9

다소 나쁘다(4) 238 15.5

매우 나쁘다(5) 66 4.3

만성질환

·장애

유무

없음(0) 1115 72.6

있음(1) 419 27.3

가구 내 

노인존재 

여부

없음(0) 1152 75.0

있음(1) 383 25.0

납세

자

지위

가구균등

화소득

(단위: 

백 만원)

4.03 3.69

<표 4-4> 이해관계 변수 : 복지수급자로서의 지위와 복지납세자로서의 지위

정하기 위해 가구소득 원 값이 아닌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가구균등화소득’ 값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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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도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주관적 

정치이념

매우 보수적(1) 70 4.6

3.01 1.00

다소 보수적(2) 420 27.4

중도(3) 434 28.3

다소 진보적(4) 432 28.1

매우 진보적(5) 71 4.6

복지 책임 

주체에 대한 

의견

자신이 각자의 생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1) 

- 

정부가 복지에 책임을 

져야 한다(10)

6.90 2.46

<표 4-5> 가치 및 규범 변수

 일반적 신뢰 변수와 함께 검토할 가치·규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살

펴보면 <표 4-5>와 같다. 주관적 정치이념의 경우 ‘중도’를 중심으로 

고르게 분산되어있다면, 복지책임 주체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개인 책

임을 강조하는 사람들보다는 정부 책임을 강조하는 사람이 보다 많은 점

이 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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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문제 1. 일반적 신뢰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추가적 납세부담의

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가설 1] 일반적 신뢰 수준이 높은 개인일수록 의료복지서비스

 확대에 따르는 추가 납세부담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신뢰가 복지부담 수용성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상이한 

급여원칙을 담고 있는 두 종속변수 중 먼저 ‘모든 사람들의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위해 세금 더 낼 의향’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통계분석을 

수행해보면 <표 4-6>과 같다. 분석 결과, 가치·규범 변수를 제외한 통제

변수를 투입한 [모형 1-1], 일반적 신뢰 변수 외 가치·규범 변수들을 투

입한 [모형 1-2], 그리고 일반적 신뢰를 추가적으로 투입한 [모형 1-3] 

모두 F 검증 결과 p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모형 1-2]와 [모형 1-3], 양자 모두 이전 모형과 대비해 추

가된 변수의 종속변수의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p < .05). [모형 1-1]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부터 차례대로 구

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과 대비하여 남성의 뚜렷한 조세부담 의사가 확인된다(주은

선·백정미, 2007; 권승, 2012). 성별 변수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

할 뿐만 아니라(p < .001) 모형 전체에서 표준화 회귀계수가 가장 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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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확인된다. 즉, 남녀 간의 격차는 사회구성원 간의 조세부담 격차를 

설명하는 가장 큰 균열지점으로 확인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높은 납세부담수용성을 보이는 이유로 남성의 우월한 재정부담 능

력을 꼽은 바 있다(권승, 2012). 즉, 여성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가구 내에서 경제적 결정권이 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세를 납

부할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각주 6에서 주은선·백정미(2007)의 유사 주장을 비판하면

서 논하였듯이, 소득의 증가는 경제적 부담능력의 증가와 함께 납세부담 

수준의 증가를 초래한다. 다시 말해, 설령 여성과 남성 간에 소득 격차 

혹은 경제적 처분능력의 차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남성이 높은 

복지비용부담 수용성을 보이는 이유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더구나 [모

형 1-1]에서의 성별 변수의 회귀계수는 소득변수가 통제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조세부담 의사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에서의 면 한 검토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연령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조세부담 의사를 표한다. 비록 [모형 

1-1]과 [모형 1-3]에서는 그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구

성방법상 상관관계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연령’ 변수(r=.599. p < 

.001)를 식에서 제거할 경우 [모형 1-1]과 [모형 1-3]에서도 α=.05 수준

에서 정적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고연령층의 높은 

조세부담의사는 다른 연령층과 대비되는 고연령층의 의료복지에 대한 강

한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며(노대명·전지현, 2011; 금종예, 2014; 서남

규·이용갑, 2010), 그런 점에서 연령변수의 효과는 곧 복지수급 경험(에 

대한 기대)을 간접적으로 담아내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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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1 모형 1-2 모형 1-3

 S.E. t  S.E. t  S.E. t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323 .063 -5.156*** -.327 .062 -5.233*** -.318 .062 -5.115***
연령 .004 .003 1.378 .005 .003 1.725 + .004 .003 1.540

교육수준 .153 .042 3.681*** .153 .041 3.692*** .141 .041 3.398**
소속지역 .064 .030 2.131* .068 .030 2.276* .066 .030 2.199*

이해

관계 

변수

수급자

지위

의료서비스 

이용빈도
.074 .031 2.411* .074 .031 2.391* .071 .031 2.320*

주관적 건강상태 -.046 .035 -1.315 -.045 .035 -1.290 -.041 .035 -1.187
만성질환- 장애 

유무
.101 .081 1.246 .089 .081 1.104 .097 .081 1.205

가구 내 노인 

존재여부
.071 .090 .786 .071 .090 .793 .081 .089 .904

납세자

지위
가구소득 .023 .015 1.519 .023 .015 1.524 .020 .015 1.381

가치·규범
주관적 정치이념 .073 .031 2.361* .069 .031 2.246*
복지 책임주체 .028 .012 2.280* .030 .012 2.416*

독립변수 일반적 신뢰 .149 .041 3.661***
n 1298 1298 1298

  .055 .064 .073

  Change .009** .010***

Adjusted   .049 .056 .065

F 8.364*** 7.959*** 8.483***

+ p < .1, * p < .05, ** p < .01, *** p < .001

<표 4-6> 건강보험에 대한 추가적 조세부담 수용성 결정요인 : 형평성 원칙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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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지출 확대에 따른 조세부담의 확대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고학력층일

수록 복지국가에 대한 높은 조세부담 의사를 보인다는 선행연구의 보고

(노대명·전지현, 2011; 이훈희 외, 2011)와 부합한다. 소득수준이 교육

수준과 강한 정적 관계(r=.611, p <.001)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학력층

이 적극적인 조세부담 기여의사를 보이는 점은 흥미로운 지점이다. 같은 

맥락에서 [모형 1-1]에서의 정적 효과는 소득변수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통제한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라고 추측할 수 있을지도 모르나, 실제 소득

변수를 [모형 1-1]에서 제거할 경우에는 오히려 교육수준의 정적 효과가 

증폭된다. 즉, 한국 사회에서 고학력-고소득으로 요약되는 상층 계층들은 

다른 계층에 비해 높은 조세부담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영순·

여유진(2011)은 이처럼 상층 계층(급)에서 ‘계몽된 이타성’이 나타나는 

이유로 민주화 세대 고학력자들이 지니는 진보적 세계관을 꼽은 바 있다.

 넷째,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일수록 높은 조세부담 수용성을 보인다. 

반면, 농·어촌이나 벽지에 사는 사람들은 추가적으로 조세부담을 하는 

데 불편한 의향을 표출한다. 이러한 도농 간 복지태도의 차이는 도농 간 

의료접근성의 격차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농촌에서는 

대도시 지역에 비해 의료접근성이 떨어지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농촌에 사는 주민들은 의료서비스보조금 형태로 

제공되는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서남규·

이용갑, 2010; 서남규, 2014).

 다음으로는 ‘복지수급자로서의 지위’와 ‘복지납세자로서의 지위’로 

요약되는 이해관계 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자. 복지지위론에 다르면 복지

혜택을 받고 있거나 복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위험에 

직면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높은 복지비용부담 수용성을 보인다(안상

훈, 2000). 실제 분석결과 상에서도 <표 4-6>을 보면 의료서비스의 이용

횟수가 많은 사람, 즉 건강보험의 혜택을 많이 얻는 사람일수록 전반적인 

복지서비스 개선에 따른 조세부담의 증가 또한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경향

성을 보인다(p <.05). 이는 복지지위론의 설명에 정확히 부합하는 결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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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대조적으로 ‘의료서비스 필요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투입한 세 

개의 변수들은 모두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다. 전술한 바와 같이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장애 유무, 가구 내 노

인 존재여부를 측정하는 이유는 이용횟수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치료내

용 및 의료비 부담수준(혹은 건강보험 급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의료서비스 필요수준’은 의료서비스 이용횟수와도 접한 관련

을 가지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이용횟수와 함께 회귀식에 설명변수로 투

입할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로 인해 그 효과가 불분명하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

 실제 의료서비스 이용횟수를 회귀식에서 제거하면, 만성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일수록 높은 복지비용부담 수용성을 보이며, 그 효과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된다(p < .05). 가구 내 노인 존재여부 변수의 

경우에도 그 구성방법상 상관관계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연령’ 변

수(r=.599. p <.001)를 식에서 제거할 경우, 노인과 동거하는 사회구성원

들은 그렇지 않은 구성원들에 비해 높은 기여의사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

된다(p < .1). 정리하면 의료서비스 필요 관련 변수 중 오직 주관적 건강

상태 변수만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도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다23). 

따라서 <표 4-6>에서 관찰되는 의료서비스 필요수준 변수들의 불분명한 

효과는 해당 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약한 상관관계에 연유하는 것이기보다

는, 연구모형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문제라 보는 것이 적절하다.

 하지만 납세부담(건강보험료 지출) 수준에 해당되는 소득 수준과 납세의

사 변수 간에 부적인 효과가 관찰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기존의 이론적 

논의만으로는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하기 어렵다. 더구나 소득변수가 

교육수준 변수와 강한 상관관계(r=.611, p < .001)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

하면,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가능성하여 소득변수의 효과가 과소추정되

었을 우려가 있다. 실제 교육변수를 제거하고 회귀분석을 수행할 경우, 

이론적 예상과는 정반대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조세부담 의향

23) 뿐만 아니라 해당 변수는 종속변수와 약한 부적 관계를 보인다(r=.-.055, p 

<.05). 즉, 주관적 건강수준이 나쁜 사람일수록 낮은 복지비용부담 수용성을 

나타내는 경향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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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아지는 경향성이 확인된다(p < .05)24). 이 같은 고소득층·고학력

층의 자기희생적인 복지태도는 이해관계 요인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부

분이며, 따라서 가치·규범의 요소를 동원한 다른 차원의 설명이 절실히 

필요한 지점이다. 이 지점은 이론적 설명과 모순되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지점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다음 파트에서 추가적인 분석을 기하기로 한

다.

 [모형 1-2]에서는 [모형 1-1]에서 활용한 인구·사회학적 변수, 이해관

계 변수와 함께 가치·규범 변수들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모형 1-1]에

서 투입했던 통제변수들의 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나는 가운데 가치·규범 

변수들이 추가적인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다. 모형의 설명력이 

5.5%에서 6.4%로 0.9%p 증가하였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p < 

.01).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면, 선행연구(최유석, 2011; 주은선·백정

미, 2007; 허순임, 2008)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진보적 이데올로기를 가

진 사람일수록(p < .05), 복지의 책임 주체로 개인보다는 국가를 지목할

수록(p < .05) 전반적인 제도 확충에 따른 추가적 납세부담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치·규범 변수로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모형 1-3]에서 나

타나는 일반적 신뢰수준의 강한 정적 효과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들, 복

지지위로 대표되는 이해관계 변수들, 이데올로기와 복지책임 주체에 대한 

의견과 같은 여타 가치·규범 변수들을 모두 통제한 상황에서도 일반적 

신뢰수준은 복지비용부담 수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p <.001). 특히 [모형 1-2]에서 이미 다른 가치·규범 변수들의 효과

를 통제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변수를 투입하였음에도 모형의 설명력이 

1.0%p 증가한 점은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다. 이는 일반적 신뢰수준이 높

은 사람일수록 가족과 내집단 범위를 초월하여 이타주의와 연대의 정서를 

24) 교육수준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소득변수의 효과가 과소추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역으로 <표 4-6>에서의 교육수준 변수의 강한 정적효과는 

티핑효과(tipping effect)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나

타나는 상황에서 (소득변수보다) 종속변수와 더 높은 상관성을 갖는 교육변수

의 영향력이 확대·과장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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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출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게 해주는 부분이다(Uslaner, 2002; Crepaz, 

2008). 요컨대, <표 4-6>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일반적 신뢰 수준이 높

은 개인일수록 건강보험제도 확대에 따르는 추가적 납세부담을 긍정적으

로 수용할 것이’라는 [연구가설 1]은 경험적인 차원에서도 지지된다.

 

 이어서 [연구 가설 1]을 다각도로 검토하기 위해, <표 4-6>과는 다른 건

강보험 개혁안을 제시할 때에도 일반적 신뢰의 정적 효과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표 4-6>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의

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을 물어서 종속변수를 구

성했다면, 이어지는 분석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서비스 수준의 향

상을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을 종속변수로 활용한다. 즉, 형평성원칙

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을 개혁한다고 할 때에도 일반적 신뢰

자들이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이해관계를 초월한 친복지 태도를 보이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의 의지를 물음으로써, 약자를 

대하는 일반적 신뢰자들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 신뢰자들이 보

이는 미덕에 대해 소개하는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일반적 신뢰자들이 특

히 불우한 상황에 처한 동료 시민들에게 강한 연민을 느끼고, 지원의사를 

보인다는 주장한다(Miller, 1995; Soroka et al., 2007; Uslaner, 2002; 

Crepaz, 2008). 만약 선행연구의 지적이 타당하다면, 일반적 신뢰자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가난한 동료 시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자 할 것이다. 즉, 형평성 원칙의 강화

를 전제할 때에도 높은 추가적 복지비용부담 수용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

된다.

 그런데 <표 4-6>과 동일한 방식으로 모형을 구성하는 데는 큰 난점이 존

재한다. 우선 ‘모든 사람을 위한 의료서비스 향상’이 아닌 ‘가난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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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향상’을 정책적 목표로 제시하고 응답자의 복지

비용부담 수용성을 묻는다고 할 때, 해당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급자의 

범위가 큰 폭으로 축소되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표 4-6>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급자로서의 지위 변수들을 활용한다면, 해당 정책에 

대한 수급자로서의 지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복지지위

론에 부합하는 연구모형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

람 중 ‘가난한 사람’만이 형평성 강화 정책의 수혜 대상이 된다는 점을 

면 히 고려하여 변수를 재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혼선 문제이다. 즉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라고 할 

때에는 해당 표현은 건강보험의 형평성 강화 정책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를 가리키는 말로도 해석

될 소지가 크다. 그런데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정부로부터 보험료 지

원을 받기 때문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부담금 비중이 매우 작

으며, 의료서비스를 무상에 가까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고 있다(김진

수 외, 2012). 즉 의료급여는, 경제적 능력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

고 의료서비스 이용 시 자기부담금을 지불하는 건강보험과는 상이한 부담

원칙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제도인 것이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가 건강보험 제도로 해석되느냐, 의료급여로 해

석되느냐에 따라 각 제도의 가입자(대상자)는 추가적 조세부담의 문제에 

대해서도 상이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만약 상황이 그러하다면 각 

개인의 복지수급자로서의 지위가 납세부담 의사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명

료하게 설정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본 연구

자는 두 번째 종속변수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때는 복지수급

자로서의 지위 변수는 투입변수 목록에서 제외시키고자 한다. 

 <표 4-7>는 복지수급자로서의 지위 변수들은 제외시키되, <표 4-6>과 동

일한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를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위

한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전제하는 복지비용부담 수용성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적합도를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이해관

계 변수를 투입한 [모형 2-1], 일반적 신뢰 외 가치·규범 변수를 투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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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2-2], 그리고 일반적 신뢰 변수를 추가 투입한 [모형 2-3] 모두 F 

검증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즉 우리는 

세 개의 분석모형 모두 그 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의 모

형적합도를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의 영향력을 먼저 살펴보면 형평성 원칙의 유지를 

전제한 경우, 즉 <표 4-6>과 매우 유사한 결과치들이 확인된다. 즉, 여성

보다는 남성이, 저학력층보다는 고학력층이, 그리고 저연령층보다는 고연

령층이, 그리고 소지역 거주민보다는 대도시 거주민이 보다 긍정적으로 

복지비용부담을 수용함을 알 수 있다. 

 성별변수와 교육변수의 경우 <표 4-6>와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으리라 판단된다. 하지만 거주지역 변수와 연령변수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가령, 대도시 거주민일수록 농·어

촌이나 벽지 거주자보다 높은 소득수준을 보이며(r=.145, p < .001), 대

도시 거주민일수록 빈곤 상황 – 임의로 가구균등화소득 하위 5% 이하 여

부로 계산함 - 에 처해있을 가능성도 작다는 점(r= -.112, p < .001)을 

감안할 때 대도시 주민들의 높은 복지비용부담 수용성은 이해관계의 틀로

는 설명하기 힘든 지점이다. 이는 의료서비스 접근성 격차로만 도농 간 

복지태도의 차이를 설명하는 기존의 접근법(서남규·이용규, 2010; 서남

규, 2014)에는 일정 수준 재고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 연령변수의 정적 효과(p < .01)는 <표 4-6>에서처럼 노인 집

단의 경제적 결핍상황과 높은 의료복지서비스 수요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

으로 보인다. 그 근거로 한국사회에서 노인집단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의료복지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노대명·전지현, 2011; 금

종예, 2014; 서남규·이용갑, 2010), 높은 빈곤율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

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형평성 강화를 전제할 때에도 고연령

자일수록 높은 복지비용부담 수용성을 보이는 것은, 그 만큼 고연령자들

이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스스로 의료복지서비스 수혜량이 많다고 판단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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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2-1 모형 2-2 모형 2-3

 S.E. t  S.E. t  S.E. t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277 .058 -4.771*** -.283 .057 -4.929*** -.279 .057 -4.851***
연령 .007 .002 2.763** .008 .002 3.376*** .008 .002 3.306***

교육수준 .132 .038 3.440*** .133 .038 3.506*** .127 .038 3.335***
소속지역 .048 .028 1.693 + .054 .028 1.942 + .053 .028 1.895 +

이해

관계 

변수

납세자

지위
가구소득 .025 .014 1.807 + .025 .014 1.831 + .024 .014 1.742 +

가치·규범
주관적 정치이념 .112 .029 3.897*** .110 .029 3.834***

복지 책임 주체 .043 .011 3.763*** .044 .011 3.832***

독립변수 일반적 신뢰 .070 .038 1.856 +

n 1298 1298 1298

  .045 .068 .071

 
 Change .023*** .002 +

Adjusted   .045 .066 .067

F 12.267*** 13.501*** 12.206***

+ p < .1, * p < .05, ** p < .01, *** p < .001

<표 4-7> 건강보험에 대한 추가적 조세부담 수용성 결정요인 : 형평성 원칙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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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이해관계 변수인 소득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표 4-6>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득수준이 높은 개인일수록 적극적인 조세부담의사를 보이는 

양상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p < .1). 빈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상황, 즉 자신이 해당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고소득자들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조세부담 의사를 표

하는 것이다. 더구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보험료 부담수준이 증가한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개인·가족 단위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고소득층이 이

타주의적 태도를 표하는 양상은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다. 재차 강조하듯

이 고소득층·고학력층의 자기희생적인 복지태도는 이해관계 요소로는 설

명하기 힘든 부분이며, 가치·규범 요소에 의거한 대안적 설명이 덧붙여

야 할 지점으로 사료된다.

 [모형 2-2]에서는 [모형 2-1]에서 투입한 인구·사회학적 변수, 이해관

계 변수에 덧붙여 두 개의 가치·규범 변수들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모형 2-1]에서 투입했던 통제변수들의 효과가 유사하게 나타나

는 가운데 가치·규범 변수들이 추가적인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

다. 모형의 설명력이 4.5%에서 6.8%로 2.3%p 증가하였으며 그 차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다(p < .001).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면, <표 4-6>에서

와 마찬가지로 진보적인 정치이념을 가진 사람일수록(p < .001), 복지책

임의 주체로 개인보다는 국가를 지목하는 사람일수록(p < .001), 건강보

험 개혁에 동반되는 추가적인 세금 부담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형 2-3]을 살피면서 동료 시민에 대한 이타적 태

도의 집약으로서 일반적 신뢰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볼 수 있다. 인

구·사회학적 특성과 이해관계 변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치·규범 변수

들이 특정 값으로 고정된 상황에서도 일반적 신뢰는 조세부담 수용성에 

정적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p < .1). 종속변수의 의미를 헤아릴 

때, 일반적 신뢰 수준이 높은 사회구성원들은 설령 일면식도 없는 동료시

민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경제적 곤경에 처해있다고 판단될 때, 적극적

으로 도우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일반적 신뢰 

수준이 높은 시민일수록 불우한 상황에 처한 동료 시민들에게 연민을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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껴, 그들을 적극적으로 돕고자 한다는 선행연구의 지적에도 부합한다

(Crepaz, 2008). 요컨대, 우리는 <표 4-7>에 담긴 결과들을 살펴보면서, 

<표 4-6>과 상이한 개혁안을 제시할 때에도 일반적 신뢰자가 자신의 이해

관계를 초월한 이타주의의 실천 의지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르게 

말해, <표 4-7>을 통해서 우리는 일반적 신뢰 수준이 높은 개인일수록 건

강보험제도 확충에 따르는 추가적 납세부담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것이라

는 [연구가설 1]이 경험적 자료로 지지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본 파트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수, 이해관계 변수, 그리고 가치·규범 

변수들이 복지비용부담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대부분의 

변수들이 선행연구의 검토결과와 부합하는 효과를 보임을 확인했다. 예컨

대 일반적 신뢰 수준인 높을수록, 남성일수록,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혹은 

복지수급자로서의 지위가 클수록, 복지납세자로서의 지위가 클수록 해당 

주체가 긍정적인 납세의사를 밝힘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선행연구에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아왔던, 친복지태도의 근원으로서 일반적 신뢰의 가치를 

발견한 점은 특기할 만한 부분이다.

 하지만 일반적 신뢰를 위시로 한 가치·규범 변수들의 효과를 확인하고 

선행연구에 대체적으로 부합하는 결과들을 얻었다고 해서 다음 물음에 대

한 의문이 완연히 해소된 건 아니다, ‘왜 어떤 구성원들은 조세부담을 

거부 혹은 회피하고자 하는데, 왜 특정 사람들은 기꺼이 조세부담을 수용

하고자 하는가.’ 특히 고소득층·고학력층의 높은 복지비용부담 수용성

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다. 이 지점에서 본 연구자는 ‘이처럼 

이론적 고려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소득 변수의 효과 중 일부를 가치·

규범 변수들의 조절효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지 않을

까?’ 하는 의문을 던져본다. 예를 들어, 고신뢰자들은 소득 수준이 높아

질수록 오히려 높은 조세부담 수용성을 보이는 것은 아닐까. 반대로 저신

뢰자들은 전반적인 경향성과는 별개로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낮은 조세

부담 수용성을 보이는 것이 아닐까. 다음 파트에서는 이러한 물음을 바탕

으로 복지지위와 일반적 신뢰 변수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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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문제 2. 이해관계 요인들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추가적 납세부담

  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은,  일반적 신뢰 수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연구 가설 2] 이해관계 요인이 의료복지부문의 추가적 납세부담

  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은 일반적 신뢰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앞 파트의 분석 내용 중 가장 불가해한 부분은 소득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정적효과로, 이해관계 요인만을 고려한다고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제시하기 힘들다. 이 지점에서 본 연구자는 소득변수의 

정적 효과가 가치·규범 변수의 조절효과가 반영된 결과가 아닌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의 핵심 변수인 일반적 신뢰변수 수준에 

따라, 소득수준의 상승이 복지비용부담 수용성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령, 신뢰 수준이 

높은 시민은 다른 동료시민들에 대한 애정이 크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높

아질 경우 오히려 보다 적극적인 비용부담의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만약 복지납세로서의 지위 변수인 소득변수에 대해서 조절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복지수급자로서의 지위에 대해서도 조절효과가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복지수급자로서의 지위의 대표 변수인 의료서비스 이용횟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일반적 신뢰 변수의 조절효과가 나

타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두 개의 복지지위부문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효과를 검토하는 것은 분석의 완결성을 기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모형 1-3>에 대한 추가적 분석을 진행한다25).

25) <모형 2-3>은 배제하고 <모형 1-3>의 연장선상에서만 선택적으로 조절과

를 검토하는 이유는 <모형 2-3>에서는 복지수급자로서의 지위 변수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 부재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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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3 모형 1-4 모형 1-5

 S.E. t  S.E. t  S.E. t

인구·사회학

적 특성

성별 -.318 .062 -5.115*** -.318 .062 -5.115*** -.318 .062 -5.122***
연령 .004 .003 1.540 .004 .003 1.544 .004 .003 1.540

교육수준 .141 .041 3.398*** .141 .041 3.399*** .138 .041 3.342***
거주지역 .066 .030 2.199* .066 .030 2.194* .065 .030 2.166*

이해

관계 

변수

수급

자

지위

주관적 건강상태 -.041 .035 -1.187 -.041 .035 -1.191 -.039 .035 -1.140
만성질환- 장애 

유무
.097 .081 1.205 .097 .081 1.208 .096 .081 1.187

가구 내 노인 

존재여부
.081 .089 .904 .080 .090 .897 .081 .089 .911

가치·규범
주관적 정치이념 .030 .012 2.416* .030 .012 2.412* .030 .012 2.442*
복지 책임 주체 .069 .031 2.246* .069 .031 2.244* .068 .031 2.220*

독립변수

가구소득 (a) .020 .015 1.381 .020 .015 1.365 .022 .015 1.454
의료서비스 

이용빈도 (b)
.071 .031 2.320* .071 .031 2.322* .067 .031 2.193*

일반적 신뢰 (c) .149 .041 3.483*** .149 .041 3.657*** .156 .041 3.813***
a * c -.003 .017 -.147
b * c -.057 .035 -1.654 +

n 1298 1298 1298

  .073 .073 0.75

 
 Change .000 .002+

Adjusted   .065 .064 .066

F 8.483*** 7.827*** 8.052***
+ p <.1, * p <.05, ** p <.01, *** p <.001

비고: ‘ 
 Change’은 <모형 1-3>과 해당 모형의  

 값 차이를 가리킴.

<표 4-8> 건강보험에 대한 추가적 조세부담 수용성 결정요인: 형평성 원칙의 유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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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7>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 신뢰의 조절효과는 수급자로서

의 지위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p < .1). 다시 말해, 소득변수

가 복지비용부담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나며, 이는 개인의 일반적 신뢰 수준에 상관없이 높은 소득수준이 

높은 조세부담의사로 연결된다는 점을 말해준다. 서남규는 상층계층이 건

강보험료 부담을 적극적인 수용하는 이유로 상층계층이 조세 및 건강보험

료에 대한 부담을 그리 심각한 것으로 느끼지 않는 점을 꼽았는데(서남

규, 2014), 이러한 여유와 헌신의 자세는 적어도 일반적 신뢰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다. 

 반면, 의료서비스 이용횟수가 복지비용부담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서는 일반적 신뢰 변수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다(p < .1). 구체적으로 일반적 신뢰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료서

비스 이용량, 건강보험으로부터의 혜택 수준과는 상관없이 조세부담의사

를 표하는 반면, 일반적 신뢰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많을수록 높은 조세부담 수용성을 보인다. 즉, 일반적 신뢰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납세의사를 밝힘에 있어서 자신의 이해관계 문제를 중요하게 고

려하지 않는 반면, 신뢰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납세문제를 대함에 있어서 

자신의 이해득실 문제를 면 하게 고려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일

반적 신뢰 수준에 따라 이해관계 요인이 복지비용부담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조절된다는 점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요약하면 ‘이해관계 요인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추가적 납세부담의사

에 미치는 영향력은 일반적 신뢰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두 번째 

연구가설은 위의 경험 분석에서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다. 즉 수급자로서

의 지위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조절효과를 확인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보다 큰 관심을 보인 납세자로서의 지위가 복지태도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서는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26).  

 그렇다면 한국사회의 역사적 특성을 감안할 때 혹시 소득변수가 복지태

26) <모형 2-3>의 연장선상에서 ‘소득수준이 복지비용부담 수용성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일반적 신뢰의 조절효과를 분석했을 때에도, 해당 경로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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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층 중층 상층

주관적 

이념수준 평균
2.94 3.00 3.08

참고: 이데올로기 점수는 1점에 가까울수록 보수적 정치이념을 5점에 

     가까울수록 진보적인 정치 이념을 의미함. 

<표 4-9> 소득계층별 주관적 이념수준 

도에 미치는 영향은 이데올로기 변수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일례로 김영순·여유진(2011)은 조세부담 수준이 큰 상층계층이 오히려 

다른 계급보다 강한 조세부담의사를 표하는 이유로 민주화 과정을 경험한 

고소득·고학력 그룹의 진보적 정체성을 꼽았다. 다시 말해, 소위 ‘386

세대’에 해당되는 고학력자 그룹들이 높은 경제적 지위를 성취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진보적이고 친복지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성

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만약 그러하다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진보적인 

성향인 사람이 많이 나타나야 한다.

 하지만 소득수준과 진보적 정치이념 변수의 피어슨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062로 비록 정적 관계가 나타나기는 하지만(p < .05) 그 상관성이 미약

하다. <표 4-9>은 소득수준에 따라 동등한 비율로 저소득, 중소득, 고소

득, 세 개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의 평균 이데올로기 점수를 정리한 것

이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경제계층이 높을수록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그룹 간의 차이는 그다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다. 실제, 일변량 분산분석(One-way ANOVA)를 수행했을 때에도 세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 = 2.299, d.f.=2, 

1293, p > .1). 결국 김영순·여유진(2011)의 설명은 본 연구에서는 활용

하는 데이터에서는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김영순·여유진(2011)이 설명한 양상을 이데올로

기 변수가 아닌 일반적 신뢰 변수로 일정 부분 포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고소득층일수록 높은 일반적 신뢰 변수를 보이며, 이들은 자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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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층 중층 상층

일반적 신뢰 

수준 평균
2.26 2.40 2.52

참고: 일반적 신뢰 점수는 1점에 가까울수록 강한 불신을 4점에 가까울수록 

     강한 신뢰를 의미함.

<표 4-10> 소득계층별 일반적 신뢰 수준

해관계를 초월하여 적극적인 복지 기여의사를 표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자의 상관관계는 .148으로 상대적으로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며(p < 

.001),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일변량 분산분석을 수행했을 때에도 소득계

층별 일반적 신뢰 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F=16.031, d.f.=2, 1366, p <.001). 소득계층 간 일반적 신뢰 수준의 

구체적인 차이는 <표 4-1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김영순·여

유진(2011)이 설명하고자 한 한국 고소득층의 계몽된 이타성은 그들의 높

은 일반적 신뢰 수준으로 일정 부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27). 반대로 

저소득층이 낮은 조세부담을 짐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납세의사를 보이

는 이유는 일정 부분, 이들이 다른 사회구성원들을 불신하며, 경계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 신뢰 변수의 작용을 중심으로 위의 검토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예상대로 일반적 신뢰자들은 친복지태도를 보이며, 적극적

인 복지비용부담 수용의 태도를 보임을 확인했다. 일반적 신뢰 변수의 영

향력은 주요 이해관계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했을 때 분명하게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가치·규범 변수와 함께 투입했을 때에도 추가적인 설

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이한 정책개혁안을 제시한 상황

27) 선행연구에서 소득수준과 함께 계층을 함축하는 변수로 거론되는 교육수준 

변수 역시 일반적 신뢰 수준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r=.11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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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친복지적 태도의 근원으로서 일반적 신뢰의 효과는 일관되게 나타

났다. 이로부터 우리는 한국 사회 내에서도 연대의 감정과 이타적 정서에 

기반한 복지정치가 일정부분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일반적 신뢰는 직접적인 경로를 통해서도 복지국가에 대한 우호적 

태도로 연결되지만, 동시에 다른 이해관계 변수들의 영향을 조절하는 방

식으로도 구성원들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부분적으로 확인

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복지수급자로서의 지위 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일반적 신뢰가 조절효과를 갖는다는 사실을 확인하

였다. 일반적 신뢰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이 의료서비스를 자주 이용

하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많이 받을 때에는 건강보험료의 인상을 긍정적으

로 수용하는 반면, 자신이 해당 제도로부터 혜택을 크게 얻지 못한다고 

여길 때에는 건강보험료의 인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자신의 세금 문제를 대함에 있어 자기 이해관계 문제를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일반적 신뢰수준이 높은 사

람들은 의료서비스 이용량과는 무관하게 조세부담 의사를 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세금 부담 문제를 대함에 있어 자신과 가족의 이해관계 

요인보다도 다른 요인을 보다 중시하는 하는 것이다.

 셋째, 여러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건강보

험에 대한 납세부담의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자의 강한 

납세의사는 그들의 이해관계에 크게 모순된다. 그런 점에서 고소득층의 

높은 조세부담수용성은 가치 및 규범과 같은 대안적인 개념과 논리를 통

해 그 근원을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이 지점에서 본 연구자는 상위계층일

수록 ‘계몽된 이타성’을 보인다는 김영순·여유진(2011)의 주장에 주목

하였다. 실제 일반적 신뢰수준과 소득수준의 관계를 살핀 결과, 고소득층

일수록 일반적 신뢰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에서 고소득층

이 높은 복지비용부담 수용성을 보이는 이유는 일정 부분, 고소득층의 높

은 일반적 신뢰 수준에 연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다른 사회구성

원들에게 애착과 연대를 강하게 느끼며, 상대방을 위해 베풀고자 하는 이

타주의적 태도를 보인다. 반대로 저소득층의 조세부담 수용성 역시 일정 

부분 일반적 신뢰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저소득층들은 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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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에 비해 다른 사회구성원들을 협력·연대의 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상대방에게서 이질감을 크게 느끼며 경계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적

은 조세부담에도 불구하고 추가적 조세부담에 대한 요청을 거부하는 태도

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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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타자에 대한 개개인의 이타적 태도를 포착하기 위해 ‘일

반적 신뢰’라는 개념에 주목했다. 나아가 이해관계 요소에 대한 고려만

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한국인들의 복지태도를, 일반적 신뢰 개념을 활용

하여 새롭게 이해해보고자 시도했다.

 우슬라너(Uslaner, 2002)와 크레파즈(Crepaz, 2008)에 따르면, 어린 시

절부터 타인의 선의에 대한 믿음의 자세를 익혀온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

서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할 것이라 기대하는 낙관적인 성격을 갖게 된

다. 이들은 일면식도 없는 미지의 대상에게조차 기본적으로 신뢰를 표하

며, 나아가 동료 구성원들에게 연대감과 공동의 정체성을 느낀다

(Uslaner, 2002; Crepaz, 2008). 그래서 일반적 신뢰자들은 설령 자신이 

일면식도 없는 대상에게 복지혜택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충실한 자세로 

자신에게 주어지는 납세의 의무를 수행하고자 한다(Crepaz, 2008). 

 본 연구에서는 한국종합사회조사 2011년 자료를 활용하여 크레파즈

(Crepaz, 2008)의 가설이 건강보험제도를 둘러싼 한국인들의 복지태도를 

설명하는 데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했다. 특히 이해관계 

요인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에서는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사회구성원 간 

복지 비용부담 수용성의 차이를 일반적 신뢰 변수를 활용하여 설명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복지지위론(안상훈, 2000)에 의거하여 이해관계요인 변

수들을 우선적으로 통제변수로 투입하고, 이어서 일반적 신뢰변수를 투입

하여 그 추가적 설명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

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보험 부문에서 일반적 신뢰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적극적인 복지 기여의사를 표명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일반적 신뢰 변수의 영향력은 주요 이해관계 변수뿐만이 아니라, 주요 가

치·규범 변수들을 통계적으로 통제한 상황에서도 추가적인 설명력을 지

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반적 신뢰는 다른 이해관계 변수들의 영향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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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구성원들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부분적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복지수급자로서의 지위 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서 일반적 신뢰가 조절효과를 갖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일

반적 신뢰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이 의료서비스를 자주 이용하고 건강

보험의 혜택을 많이 받을 때에는 건강보험료의 인상을 긍정적으로 수용하

는 반면, 자신이 해당 제도로부터 혜택을 크게 얻지 못한다고 여길 때에

는 건강보험료의 인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납세 문제를 대함에 있어 자기 이해관계 문제를 중요한 고려사항

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일반적 신뢰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의

료서비스 이용량과는 무관하게 조세부담 의사를 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세금 부담 문제를 대함에 있어 자신과 가족의 이해관계 요인보다

도 다른 요인을 보다 중시한다.

 셋째,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험분석을 통해 한국의 고소득·고학

력 계층이 보이는 계몽된 이타성을 일정 부분 일반적 신뢰 개념으로 포착

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소득수준 및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일반적 신뢰수

준이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경향성은 상위계층의 높은 복지비용부

담 수용성을 일정 부분 설명하는 것이다. 반면, 저소득층의 낮은 조세부

담수용성은 다른 사회구성원들을 경계하고 적대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

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로부터 우리는 한국인들이 표출하는 복지태도를 설명하

기 위해서는, 그들이 동료시민에게 느끼는 연대감, 적대감과 같은 감정적 

요소와 그와 접히 관련되는 가치·규범의 요인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통찰을 얻을 수 있다. 복지국가가 국가 단위로 연대를 제도화한 

구성물이라고 한다면, 각 개인의 복지태도가 결정되는 데는 이해관계 요

인 외에도 이념과 가치관의 문제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기존의 논의에서도 이미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같은 대표적인 가

치·이념 변수를 복지태도의 결정요인으로서 폭 넓게 분석에 활용하고 있

다(최유석, 2011; 주은선·백정미, 2007).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본 연

구의 의의는 친복지태도와 연관되는 가치·규범 변수의 목록에 일반적 신

뢰라는 항목을 새로이 추가한 것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더구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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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신뢰가 이미 여러 경험연구에서 그 효과를 검토해 온 평등주의적 가치

관과 긴 히 관련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반적 신뢰가 복지태도에 미

치는 작용을 살핀 본 연구는 그 의미가 크게 퇴색된다.

 그러나 설령 위의 비판이 모두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친복지태도의 원천

으로서 일반적 신뢰의 작용에 대한 연구 관심은 보다 심도 있는 복지태도 

연구를 가능하게 해주리라 기대된다. 왜냐하면 기존의 복지태도 연구들은 

가치·규범’요소가 복지태도 형성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을 확

인하는 수준까지만 진행되었을 뿐, 왜 특정 개인·집단이 그러한 가치관

과 이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까지는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이다. 가령, ‘진보적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일수록 친복지적 태도를 보

인다’는 설명은 왜 동일한 사회 내에서도 특정 사람은 진보적 이데올로

기를 갖는 반면, 다른 사람은 보수적인 이데올로기를 갖는지에 대한 새로

운 연구 질문을 던지게 한다. 혹은 이해관계 변수와 가치·규범 변수를 

연결시켜 설명하고자 할 때에도, 계급정치가 미발달한 한국적 상황에서 

왜 어떤 사람은 자기이익에 반하는 가치관을 갖는 반면, 왜 어떤 사람은 

계급이익에 부합하는 가치관을 갖는지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그 형성원인에 대한 논의가 상당 수준 누적되어 있

는 일반적 신뢰는 친복지태도와 관련되는 가치·규범 변수 중에서도 특별

한 가치를 지닌다. 일반적 신뢰와 관련해서는 본 연구에서 인용한 우슬라

너(Uslaner, 2002) 외에도 그 형성원인과 작동방식을 설명하는 수많은 이

론들이 축적되어왔다. 뿐만 아니라 관련 논의는 계속적인 비판과 검토를 

통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발전되고 있는 추세이다(Delhey & Newton, 

2003; Nannestad, 2008; 윤민재 2004). 따라서 일반적 신뢰에 대한 연구 

관심은 단순히 친복지태도의 근원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즉, 그 일반적 신뢰의 뿌리를 추적하고 탐색함으로써 보다 근원

적인으로 시민적 연대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작업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다른 가치·규범 변수의 작용에 대한 연구와 대비하여, 일반

적 신뢰의 작용에 대한 탐구 작업은 보다 장기적이고, 깊이 있는 복지태

도 연구를 가능하게 해주리라 기대된다.

 요컨대 본 연구는 친복지태도의 근원으로서 일반적 신뢰라는 개념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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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시키고, 일반적 신뢰 개념을 활용하여 이해득실의 문제로 헤아리기 힘

든 한국인들의 복지태도를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여

러 방법론상 문제로 인해 일반적 신뢰 개념을 활용하여 한국인들의 복지

태도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몇 가지 한계가 있었음을 밝히고자 한

다. 또한, 경험 분석의 진행과정에서 일반적 신뢰의 작용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추가적으로 탐구할 만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차후 연구에서 극복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맞이한 한계점들을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의 구성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적 측정문항

(Rosenberg, 1956; Nannestad, 2008; Uslaner, 2002)을 활용하여 일반적 

신뢰수준을 측정하였지만, 표준적 측정문항을 활용한 측정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차원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신뢰대상과 신뢰범위의 모호

성은 측정의 일관성을 크게 위협하는 것으로 지적되기도 한다(Delhey et 

al., 2011; Sturgis & Smith, 2010; Nannestad, 2008). 따라서 측정의 

타당성에 대한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한계를 반영하여 변수

를 신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가령, Delhey et al.(2011)과 Crepaz 

et al.(2014) 등은 표준적 신뢰문항과 함께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 

‘가게 점원에 대한 신뢰’, ‘외국인에 대한 신뢰’, ‘이웃에 대한 신

뢰’, ‘가족에 대한 신뢰’, ‘친구에 대한 신뢰’ 등 구체적인 신뢰의 

대상을 명시하는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성분분석에 기반하여 

변수를 구성함으로써, 신뢰대상의 모호성 문제를 크게 해결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일반적 신뢰의 측정에 대한 보다 발전된 논의는 친복지태도의 

근원으로서 일반적 신뢰의 효과를 분석하는 경험연구에도 큰 활력을 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개별적 신뢰와의 대비를 통해 일반적 신뢰를 정의

내렸으나(Uslaner, 2002), 실제 분석과정에서는 일반적 신뢰 변수에 대해

서만 그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일반적 신뢰의 부재, 즉 불신의 태

도를 개별적 신뢰의 태도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논의의 완결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신뢰자의 복지태도에 대

한 분석도 동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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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구나 한국 사회에서는 지연·혈연·학연 등의 연고 집단이 배타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협력보다는 경쟁·적대적인 문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많다(이재열, 1998; 김태성, 2000; Fukuyama, 1995). 이런 점에서 볼 때 

한국적 상황에서 개별적 신뢰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은 

일반적 신뢰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대비해보는 데서도 가치를 지

니지만, 개별적 신뢰의 효과를 분석하는 작업 그 자체로도 한국 복지정치

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확인한 변수들을 통제한 가운데 일

반적 신뢰가 복지비용부담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확

인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로 인해 여타 통제변수들의 작용을 살필 

때에는 선행연구에서 보고하는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여부를 확인

하는 데서 만족했으며, 각 변수가 복지비용부담 수용성에 각기 고유한 효

과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작업을 진행시키지 못하였다. 

특히 성별, 소득의 경우 강한 영향력이 여러 연구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보고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득력 있는 해석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향후 복지태도 연구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가치를 지니

는 부분이며, 이러한 논의의 공백을 채울 때 한국 복지정치에 대한 이해

도 보다 풍성해지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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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Trust on Welfare 
Attitudes

: Focusing on the effects of generalized trust on 
the willingness to pay higher taxes toward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Sohn, Dong-young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treatise is a study on welfare politics, explaining ordinary 

Koreans welfare attitude based on the concept of "generalized 

trust". This study focuses on the generalized trust to understand 

altruistic attitude of individuals. Furthermore, this study aims to 

validate that the generalized trust can explain the policy prefer-

ences of ordinary Koreans, which cannot be fully understood by 

solely considering individual interests.

According to Uslaner and Crepaz, the ones who learn to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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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ir childhood, tend to be optimistic about the motivations 

of others in their adulthood as well, that they presume that most 

people are trustworthy. They even trust the people with no ac-

quaintance, furthermore, share solidarity and common identity with 

fellow citizens. That is why the ones with the 'strong generalized 

trust dutifully pay their taxes even though the benefits go to peo-

ple they will never meet.

This study intends to ascertain whether the theory of 

Uslaner and Crepaz can be effectively applied to explain the wel-

fare attitude of ordinary Koreans with regards to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NHI), by using the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the KGSS) data in 2011 as a basis. In particular, 

this study endeavors to explain the differences in the afford-

ability of welfare cost, which the precedent studies focusing on 

the interest factors could not fully understand. Methodologically, 

a hierarchia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first by inputting 

interest factors as a control variance, an opposite item to the 

generalized trust, then by inputting generalized-trust factor to 

find out whether the concept can further explain the policy prefer-

ences shown in the data.

The summary of the analysis is as follows:                   

                                                             

   Firstly, the ones with generalized trust have 

pro-welfare attitude and high affordability of welfare cost, 

which is in line with the expectation. Moreover, even when 

the value and norm factors are statistically controll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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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ized trust proved to be effective in explaining the 

policy preference.

Secondly, the generalized trust affects the welfare 

attitude of social members by adjusting influences of other 

interest factors. In particular, the correlation between 

one’s status as a welfare recipient and affordability of 

welfare cost is adjusted by the generalized trust.

Thirdly, the high affordability of welfare cost by 

high-income bracket with large tax burden stems from their 

high level of generalized trust. In Korea, the high-income 

bracket has high affordability of welfare cost, and accord-

ing to this causality, it is attributed to their high level 

of generalized trust; on the other hand, the low-income 

bracket has anti-welfare sentiment, attributed to their wa-

riness and hostility to other members of society.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xplain in a comprehensive man-

ner ordinary Koreans’ welfare attitude by focusing on the general-

ized trust, a social-psychological characteristic. The precedent 

studies focusing on interest factors has not been effective enough 

to fully understand ordinary Koreans’ welfare attitude. In this 

regard,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in that it noted the gener-

alized trust as a source of pro-welfare attitude; but, to be ap-

plied to Korea’s welfare politics as a whole, this study has its 

own limits due to the selection process of independent variance and 

its small scope of analysis. Therefore, following studies sh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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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ucted to clarify the influence of the generalized trust, and it 

is expected that these studies will provide more detailed ex-

planation on ordinary Koreans’ welfare attitude.

Keywords : generalized trust, altruism, welfare attitude,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economic self-interest

Student number : 2012-2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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