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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한국인의 사회이동가능성 인식에 대한 대인신뢰와 공

적신뢰의 효과에 대해 논의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개인의 계층이

동 경험과 경제적 기회구조에 대한 판단이 사회이동가능성 인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해왔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객관적

이동가능성과 주관적 이동가능성 인식의 괴리를 인지적 편향이나

정보의 부족의 결과 내지는 정치적 태도에 종속되는 것으로 해석

해왔다.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공공영역의 다양한 제도적 환경

적 요인을 포함하는 사회적 기회구조에 대한 논의는 간과되어 왔

다. 한국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계층구조의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고는 시민사회의 구성원에 대한 신뢰,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조직적 제도적 자원에 대한 신뢰와 사회이

동가능성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를 제기한다.

본고는 2019년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를 사용하여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OLS 회귀분석과 도구변수를 포함한 2SLS

회귀분석을 통해 한국인의 사회이동가능성 인식에 대한 일반신뢰

와 공적신뢰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기관신뢰에 대한 탐색적 주요

인분석을 통해 공적신뢰를 ‘정부영역 기관신뢰’와 ‘민간영역 기관신

뢰’로 대별하여 두 영역의 기관신뢰가 사회이동가능성 인식에 미

치는 영향을 살폈다. 일반신뢰는 고정절편 다층모형을 활용하여,

한국인의 신뢰의 반경을 측정해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나아가

공적신뢰와 대인신뢰가 서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

적신뢰와 대인신뢰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대인신뢰와 공적신뢰는 사회이동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대인신뢰는 공적신뢰 수준

이 보장되지 않아도 사회이동가능성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

쳤다. 둘째, 공적신뢰는 서로 다른 영역의 기관신뢰가 일정 수준

이상 보장되어야지만 사회이동가능성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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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간영역의 기관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거나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은 경우, 민간과 정부 어느 한 영역의 공적신뢰는

그 자체로 사회이동가능성 인식을 증가시키지 않았다. 셋째, 대인

신뢰의 효과는 민간기관 신뢰에는 영향을 받지만, 정부기관 신뢰

와는 독립적으로 발생했다.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을 때 대인

신뢰가 이동가능성 전망을 높이는 효과가 증가하지만,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의 정도는 대인신뢰의 효과를 변화시키지 않았다.

논문의 분석결과는 한국인의 사회이동 전망에 대해 몇 가지 함의

를 갖는다. 첫째, 사람과 기관에 대한 신뢰는 중요하다. 둘째, 신뢰

가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른 신뢰 유형 간에 보완적이다. 셋째, 시

민사회 구성원과 민간영역에 대한 신뢰는 정부신뢰보다 보편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인의 사회이동에 대한 전망은, 낮은 정부신뢰

와 좁은 신뢰의 반경에 대한 높은 신뢰를 특징으로 하는 한국인의

신뢰 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 사회이동, 사회이동가능성, 대인신뢰, 신뢰의 범주, 공적신

뢰, 기관신뢰

학 번 : 2018-2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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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들어가며

한국의 계층이동에 대한 최근의 경험연구들을 검토하면, 현재의 한국

사회의 이동성(mobility) 추세는 과거에 비해 닫혀 있지 않다고 보고된다

(김창환 신희연, 2020; 정인관 최성수 황선재 최율, 2020). 반면, ‘수저계

급론’, ‘N포 세대’, ‘개천룡’ 등 계층구조의 고착화에 대한 담론에서 드러

나듯 한국인의 계층이동 희망은 근 10년 사이에 급속히 비관적으로 변화

해왔다. 최근에 이루어진 사회조사 결과는 오늘날 한국인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자녀에 대한 사회이동가능성을 모두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준다(박선경 이내영, 2019).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결과의

불평등과 기회의 불평등, 그리고 사회전반에 대한 불공정성 인식의 악화

는 높아지는 경제지표들 속에서 현실과 인식의 괴리를 낳고 있다(황선재

계봉오, 2018).

한국에서 상대적 박탈감과 희망의 상실이 사회적 문제와 정책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식과 현실 사이의 괴리의 원인이 무

엇인지를 설명하는 연구는 빈약하다. 그간 계층구조에 대한 경험연구들

은 대부분 객관적 이동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왔으나, 점점 희미

해지고 있는 한국인의 희망의 원인을 탐구한 연구는 부족하다. 특히, “계

층적 분단구조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는 경제적 지표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영향요인을 규명-검증하는 것이 요구(이병훈, 2017)”되지

만,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서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이러한 연구는

공백으로 남아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의 상향이동에 대한 인식

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공적신뢰와 대인신뢰를 제안한다. 대인신뢰는

타인이 선, 정직성, 호혜성과 같은 인격특성을 갖고 있다고 믿는 사회구

성원들의 동료시민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태도이다. 대인신뢰는 신뢰

의 원주(radius of trust)를 변수로 사용하였다. 공적신뢰는 우리 사회의

주요 기관에 대해서 대중의 규범적 기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정부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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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회 기관들이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개인들의 평가이다.

공적신뢰는 공공영역의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confidence in public

institutions)와 민간영역의 비정부기관에 대한 신뢰(confidence in

private institutions)를 변수로 사용하였다. 즉 대인신뢰는 타인에 대한

신뢰, 공적신뢰는 제도 및 조직에 대한 신뢰로써, 각각 사회의 시민영역

(civil area)과 공공영역(public area)의 합리성과 규범에 대한 기대가 반

영된 주관적 평가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공적신뢰와 대인신뢰가 한국 사회의 이동가능성 인식을 설명

하는 변수라고 주장한다. 개인의 사회이동 경험과 사회의 기회구조에 대

한 평가는 미래의 사회이동 인식을 구성하는 주요 변인으로 알려져 있

다. 한국의 상향이동 경험은 정부와 시장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의 공공 영역과 시민 영역은 한국인의

상향이동에 시대마다 서로 다른 영향을 미쳤다. 그러한 개인의 경험을

통해 사회적 기회구조에서 얼마나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지, 그러한 자

원이 효과적인지, 즉, 직업지위 획득이나 교육수준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

는지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평가와 태도가 공적신뢰와 대인신뢰에 반영

되어 있다고 본다. 분석 결과를 통해, 이 연구는 미래의 계층이동성 전망

과 시민들의 신뢰 유형이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이동가능성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는 이론적 측면과 경험적 측면

에서 미싱 링크를 갖고 있다. 1995년에 피케티(Piketty)가 인지적 학습자

모형이라는 최초의 사회이동가능성 인식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제시한

이후로, 후속 연구는 이론의 정교화나 경험적 자료로 이를 발전시키지

못해 왔다. 사회이동가능성 인식의 결정모형에는 사회적 자원 내지는 심

리적 자원 등을 동원할 수 있는 사회적 기회구조에 대한 경험연구나 이

론적 논리가 비어 있었다. 따라서 개인의 인식을 객관적인 사회이동가능

성에 대한 인지적 오류 내지는 정보의 부족으로 해석하였고, 개인이 사

회적 기회구조에 대한 인식이나 비경제적 기회구조가 어떻게 사회이동가

능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점은 고려되지 않았다. 본고

는 한국인의 상향이동의 꿈이 좌절되고, 기회의 불평등과 결과의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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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인식이 나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사회이동가능성 인식에 영

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으로써 신뢰의 의미가 무엇인지 탐색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첫째, 대인신뢰와 공

적신뢰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고정절편 다층모형이 적용된 신뢰의 반

경 변수를, 기관신뢰 변수에 대한 주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기관신뢰의

잠재변수를 추출하였다. 둘째, 추출된 대인신뢰와 공적신뢰가 상향이동인

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효과와 함께 추정하였다. 셋째, 역인과관계로 인

한 내생성을 해결하기 위해 도구변수를 추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대인신뢰는 공적신

뢰의 조절효과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사회이동가능성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공적신뢰는 정부 신뢰와 민간기관 신뢰 두 영역이

모두 일정 수준 이상 보장되어야지만 사회이동가능성 인식에 정(+)의 영

향을 미친다. 셋째, 대인신뢰의 효과는 민간기관 신뢰에는 영향을 받지

만, 정부기관 신뢰와는 독립적으로 발생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2장에서는 선행연구와 이론

을 살피며 사회이동가능성 인식의 결정 요인과 이론적 한계를 논의한다.

3장에서는 공적신뢰와 대인신뢰의 개념적 조작화와, 독립변수로써 사회

이동가능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논리적 설명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인과관계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대인신뢰와 공적신뢰의 효과에 대해

기술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연구의 결론과 함의에 대해서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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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사회이동가능성 인식의 설명요인

사회학에서 ‘사회이동’은 보통 지리적 이동과 계층이동 두 가지 의미

로 활용된다. 본고의 연구대상인 사회이동가능성 인식은 지리적 이동이

아닌 계층이동, 즉 사회구조에서 위계적 자리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일

컫는다. 사회이동가능성 인식은 본래 상향 이동과 하향 이동을 모두 포

괄하는 개념이지만, 사실상 많은 연구에서 상향 이동을 의미하는 계층상

승가능성(prospect of upward mobility: POUM)과 동일한 개념으로 취급

된다(Day & Fiske, 2019). 계층상승가능성이란 "자신의 사회계층이 세대

내 혹은 세대 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Kelley

& Kelley, 2008)"를 의미한다.

사회이동은 세대간 이동과 세대내 이동을 구별하여 측정된다. 계층이

동 연구에서 세대내 이동은 개인의 직업이나 경력의 출발점과 현재의 지

점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일자리 혹은 경력이동, 소득이동을 대상으로

하며 성취지위를 측정한다. 이와 달리 세대간 이동은 개인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계층적 지위, 즉 귀속지위와 성취지위 간의 변화를 의미한다

(한준, 2016). 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사회이동가능성 인식이란 “실제 계

층 이동 여부가 아닌 미래에 대한 전망적 평가(김동훈 하상응, 2020)”이

며, 사회이동성 인식으로 자주 사용되는 또 다른 변수인 “객관적 계층

이동에 대한 주관적 평가” 변수와는 개념적으로 다르다. 실제 계층이동

이 아니라 미래 전망인 이동가능성 인식에서 세대간 이동과 세대내 이동

에 따라 각각 귀속지위와 성취지위의 개념이 명백히 구별되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식적 차원의 이동가능

성을 논하는 선행연구의 일반 경향을 따라, 세대간 계층상승가능성만을

종속변수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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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동가능성 인식에 대한 설명변수나 결정모형에 대한 선행연구는

제한적이다. 특히 한국에서의 사회이동가능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에 대한 연구는 희박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와 해외 연구

를 망라하면 이동성인식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경제학, 정치학, 정책학,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이동성인식의 결정 인자를 설명하는 연구들이 존재

한다. 정리하면, 다음 네 가지의 설명요인으로 요약된다.

첫째는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개인의 이동성 전망에 반영된다

는 것이다. 많은 연구들은 이동성 인식이 실제 국가의 이동성 수준과 얼

마나 일치하는지를 두고, 누가 이동성을 과대평가하는지, 또는 과소평가

하는지를 분석해왔다(Swan et al, 2017).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계층에

대한 결정요인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에 노출되면 이동성에 대한 과대평

가 혹은 과소평가가 없어질 것이라고 예측한다(Varnum, 2013).

Day & Fiske(2017)는 미국의 저소득층이 사회의 현상유지 내지는 실

력주의(meritocracy)에 반대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미래에 계층이 상

승하게 되면 부의 재분배 정책이 그들의 미래의 이해관계에 반할 것이라

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연구자들은 실험을 통해 그들에게 사

회이동성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하면, 사회이동가능성에 대한 과

대평가가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현 체제와 실력주의를 정당화하는 시각은

감소한다고 분석하였다. 반대로, 높은 계층의 가정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연구는, 그들의 계층적 배경이 높은 수준의 교육 성취로 이어지게

되며, 이에 따라 실제 사회 계급 이동성에 대한 정보에 더 많이 노출되

어 사회이동가능성 예측을 낮은 계급의 사람들보다 더 정확하게 전망한

다고 보고한다(Kraus & Tan, 2015).

또한 다른 연구들은 현재 국가경제의 상황과 같은 객관적 경제상황이

이동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왔다. 주로 국가경제 성장률

(Kelley & Kelley, 2008) 또는 사회적 불평등 수준(Benabou & Ok,

2001; Kluegel & Smith, 1986; 정해식 송치호 백승호, 2021)이 이동성 인

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Kelley & Kelley(2008)는 국가 간 비교연

구를 통해, 직업이동성, 교육이동성, 경제성장률과 같은 객관적인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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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개인의 이동성 인식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즉,

개인의 이동성 전망은 그가 속한 국가 및 사회의 경제상황을 반영한다고

본다.

둘째는 개인의 정치성향을 이동가능성 인식에 주요한 설명요인으로

제시하는 일련의 연구들이다. 정치성향과 이동가능성 인식에 대한 연구

들은, 이념성향이 이동가능성 인식을 매개하여 궁극적으로 정부의 재분

배 정책 등 복지제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계층상승가능성 가

설(POUM hypothesis)을 중심으로 정리되어 왔다. Benabou & Ok(2001)

는 미국의 저소득층이 재분배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또는 재분배정

책에 적대적인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이유)를 저소득층이 미래에 자신 혹

은 자녀의 계층상승가능성을 과대추정함으로 인해, 고세율 재분배 정책

에 의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기인한다는 POUM 가

설을 제시하였다.

뒤를 이은 여러 연구들은 POUM 가설을 지지하는 경험적 근거들을

확인하였다(Alesina & La Ferrara, 2005; Cojocaru, 2014; Corneo &

Gruener 2002; Rainer & Siedler, 2008; Ravallion & Lokshin, 2000).

Alesina & La Ferrara(2005)은 1972-1992년 동안 미국의 패널 데이터를

사용해 개인의 사회이동 경험, 개인의 주관적 미래의 생활수준, 그리고

객관적으로 측정된 미래예상소득을 변수로 사용해 재분배정책에 대한 태

도를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의 실제 이동성뿐만 아니라 주관적 이

동가능성이 재분배정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특히

높은 미래소득과 생활수준을 예측하는 개인에게 있어 재분배정책에 반대

하는 태도가 두드러졌다.

POUM 가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개변수인 이동가능성 인식에 정

치성향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함께 축적되어 왔다. 미국을 포함한

몇몇 서구권 국가에서 대체로 좌파 성향의 사람들은 계층상승가능성에

있어 비관적인 태도를 견지하며, 반대로 우파 성향의 사람들은 낙관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점을 밝혀왔다(Alesina et al., 2018; Chambers et al,

2015; Davidai & Gilovich, 2015; Laméris et al, 2020). Buscha(201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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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실제 계층이동경험보다 계층상승가능성이 유권자의 이념성향을

예측하는 데 더 유의미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일부 연구들에

따르면, 사회이동성의 경험 내지는 사회의 공정성 인식이 이동가능성 인

식 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암시하지만, 이런 변수들은 세대 간 사

회이동성이 복지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논리적 전

제로만 사용될 뿐, 이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거나 이론적 전거를 든 연구

는 드물다(Bar-Haim, 2018).

셋째는 사회심리학적 연구들로,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새로운 설명변

수를 제시하기보다는 기존의 설명변수들이 어떤 인지적 편향(cognitive

bias) 과정으로 인해 객관적 사회이동가능성과 주관적 사회이동가능성의

차이가 발생했는지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즉 기존의 연구들이 사

회이동가능성 인식을 실제 이동가능성에 비해 과대추정하거나 과소추정

하는 심리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계층이동 경험이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으로

인해 계층이동 가능성의 과대추정을 낳는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사

람들은 본인의 성공적이고 긍정적인 경험의 원인은 내부로, 그리고 부정

적이고 실패경험의 원인은 외부로 귀인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Frank, 2016).

예컨대 Weber(2020)는 계층하락을 경험한 사람들은 계층상승가능성

을 낮게 평가하지만, 계층상승을 경험한 사람들은 계층상승가능성에 대

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으며 대신 정치적 이념과 계층상승

가능성 간의 상관관계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제시하며 인지

적 편향이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Davidai(2018) 또한 실험설계

를 통해 객관적 불평등 상황에서 인지적 귀인 오류가 발생하며, 이것이

미국의 과대평가된 계층 전망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은 기초인구학적 변수들로 사회이동가능성 인식을 설명하는 연

구들이다. 미국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인종이 사회이동가능성

인식과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었다고 제시한다(Alesina et al, 2018;

Kesler & Churchwell, 2020)은. 또한 한국의 연구에서는 연령, 세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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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지위, 교육수준, 결혼상태, 주관적 계층, 경제활동상태 등이 변수가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이왕원·김문조, 2015; 이왕원·김문조·최

율, 2016; 정해식 송치호 백승호, 2021).

이왕원 김문조 최율(2016)은 한국에서 세대효과(cohort effect)와 기간

효과(period effect), 그리고 생애주기(life-cycle)에 따른 연령효과(age

effect)가 사회이동가능성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 이중 연령

효과가 가장 두드러지는데, 한국에서 세대 내 이동성인식의 경우 20대

초반에 가장 높고 30대 중반에 최저점을 기록한다고 제시한다. 세대 간

이동성인식은 나이가 들수록 하락하나 특히 자녀의 대입 전후에 바닥권

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대학 서열에 따른 자녀세대의 상향이동에 대한

비관적 태도가 크게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한다.

정해식 송치호 백승호(2021)는 2009년 국세사회조사의 불평등 모듈 자

료를 분석하여, 개인의 소득지위가 낮을수록, 젊을수록, 독신일수록, 고학

력일수록 세대간 사회이동을 비관적으로 인식한다고 분석한다. 이를 통

해 인구학적 변수들로 측정된 객관적인 불평등 정도와 그러한 불평등을

바라보는 주관적 인식의 차이가 세대 간 사회이동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연결된다고 지적한다.

상기한 선행연구들은 이론적 차원에서 두 가지 한계를 가진다. 하나는

사회이동가능성 인식의 결정모형에 사회적 기회구조에 대한 정보를 결여

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학적 접근에서는 생애기대소득과 현재소득, 그

리고 객관적 경제상황과 그에 대한 정보라는 변수만이 고려될 뿐, 개인

의 경력이동, 인적자본 형성, 경제적 선택 등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사회적 자원을 배제시키고 있다.

다른 하나는 사회이동가능성 인식을 객관적인 사회이동성의 불완전한

인지 결과로 여긴다는 점이다. 사회심리학적 접근은 사회이동가능성 인

식이 객관적인 사회이동성을 과소추정하거나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사회

이동가능성 인식의 측정에서 발생한 분산을 인지적 오류로 인해 발생한

오차(error term)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러한 오류가 발생하는 메

커니즘만을 규명하고자 한다. 계층적 분단구조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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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경제적 지표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영향요인을 고려해야 함에

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명방식은 사회이동성 인식을 객관적 조건의 항등

함수로 간주하고 있다.

현실의 이동가능성 인식은 실제의 값으로 수렴하지 않고 응답치의 분

산을 갖고 있는데, Piketty(1995)의 이론적 모델에 따르면 그러한 분산의

원인은 정보의 부족뿐만 아니라 합리적 학습자(rational learners)들이 사

회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의 기회구조와 개인의 역량 요인에 각기 다

른 가중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 사회의 기회구조는 결정되

어 있는 반면에 개인의 노력은 다양한 개인적 동기(incentives)에 의해

좌우되므로, 이동성 인식은 결정론적 요인(기회구조)과 의지적 요인(개인

의 역량)에 대해 각각 어느 정도의 인지적 가중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정해진다고 본다. 인지적 가중치는 사회이동에 대한 개인적 경험에서 측

정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경제학과 사회심리학에서는 사회이동성 인식을 객관

적인 사회이동가능성에 대한 인지적 편향(Davidai, 2018) 또는 정보의 부

족(Varnum, 2013)의 결과로 보았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개인이 사회이동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기회구조의 객관적 조건은 연구되었지만

(예컨대, Kluegel & Smith, 1986; 정해식 송치호 백승호, 2021), 사회이동

에 있어서 어떤 사회적 기회구조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개인

의 판단이나 평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사회심리학 연구에서는 대

부분 이를 합리적 판단이나 평가가 아니라 감정적 또는 피할 수 없는 인

지적 오류라고 해석한다. 정치학 내지 정책학에서 정치 이념(political

ideology)과 관련하여 공정성 인식이나 재분배 태도 등을 설명하여 사회

적 기회구조에 대한 인식을 연구한 유일한 사례라고 할 수 있지만(예컨

대, Laméris et al, 2020), 다른 사회적 요인은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다음 절에 소개될 대인신뢰와 공적신뢰를 연구의 설명변수

로 사용한다. 나아가 대인신뢰와 공적신뢰는 계층이동에 영향을 주는 다

양한 종류의 사회적 기회구조에 대한 ‘인지적 가중치(Piketty, 1995)’로써

개인의 사회이동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사회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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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구조는 경제적 기회구조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공공영역의 다양한

제도적 환경적 요인을 포함한다. 대인신뢰와 공적신뢰라는 개념은 그와

같은 시민영역과 공공영역의 성과와 가능성에 대한 인지적 평가이기 때

문에 사회이동가능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사회의 사회이동가능성 인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물음에 답해야 한다. 정리한 바와 같이 사회이동가능성 인식에 대한 선

행연구들에 따르면, 사회이동가능성 인식의 결정요인은 사회적 기회구조

(structural opportunity)와 사회이동 경험이다. 첫 번째 물음은 다음과

같다. 한국인의 사회이동 경험은 어떠했는가? 한국인의 사회이동 경험을

살펴보는 이유는 개인의 계층이동 경험에 그가 겪어온 사회변화와 생애

주기 속에서의 기회구조에 대한 경험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Piketty,

1995). 또한 상술한대로, 사회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기회구

조와 그 인식체계를 어떻게 측정할지는 블랙박스로 남아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경제적 기회구조로서 거시적인 경제 지표나 기술발전, 교

육과 인적자본 등 객관적인 변수들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Blau & Duncan, 1967; Polachek, 1981; Scherer, 1965). 두 번째

물음은 다음과 같다. 사회이동의 기회구조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

경제적 지표 뿐 아니라 사회적 영향요인으로 무엇을 살펴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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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대인신뢰와 공적신뢰

신뢰의 유형과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연구자들의

목적과 시각에 따라 신뢰를 정의하는 방식에서는 차이가 존재하지만, 많

은 연구자들이 공유하는 신뢰의 유형 분류는 그 대상에 따라 대인신뢰와

공적신뢰, 또는 대인 신뢰와 제도 신뢰로 구분하는 것이다. 대인신뢰는

대인관계에서의 신뢰를 지칭하며, 공적신뢰는 제도나 규범에 대한 신뢰

를 말한다(이재열, 1998). 일반적으로 대인신뢰는 대인 신뢰와, 공적신뢰

는 제도 신뢰와 동일한 개념으로 취급된다. 학자들에 따라서 신뢰의 개

념 자체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신뢰(trust)와 기관 및 제도를 대상으로

하는 신임(confidence)으로 구별하기도 하지만, 이런 구별은 엄밀하게 적

용되지 않으며, 특히 제도나 기관에 대한 신뢰는 신임이라는 용어와 혼

용된다(Earle, 2009; Siegrist, 2010).

대인신뢰와 공적신뢰를 아울러, 신뢰를 정의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존

재한다. 첫째로 신뢰를 심리유형의 하나로 정의하는 접근법이 있다.

Erikson(1993)에 따르면, 개인의 선함, 타인에 대한 신뢰, 낙관주의

(optimism)는 ‘근본적 신뢰 성향(basic trust personality)’으로써 서로 연

관되며, 어머니의 자녀 양육 과정에서 형성되는 초기 단계의 심리적 성

격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영아 발달 초기에 형성된 심리

적 성격은 한 사람의 생애 동안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존재하며, 다른 여

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Cattell & Kline, 1977). 이러한 접

근방법과 유사하게 정치적 신뢰에 대한 분석에서 Gabriel(1995)은 ‘신뢰

하는 사람’과 ‘냉소적인 사람’은 사회심리학적으로 대척점에 위치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주로 설문조사 자료에서 수집되는 신뢰도

가 비슷한 문항끼리 상관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에 의해 지지되

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긍정 응답 편향에 의한 것인지, 개인의 심리적

성향에 의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기관신뢰와

같이 여러 대상에 대한 신뢰 문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한 응답자의

신뢰도가 각각의 문항별로 차이가 큰 경우에 설명력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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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사회문화적 시각으로, 타인에 대한 믿음은 개인의 사회적 경험

과 사회화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접근방법이다. 고전적으로

Toquevile(1835)은 자발적 결사체의 활동과 사회적 참여 경험이 민주주

의의 시민적 훈련장이 된다고 말한다. 현대에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연구자들이 그러한 시각을 이어 받아, 신뢰는 시민 문화

와 마찬가지로 연결망과 결사체에서 습득된다고 본다(Coleman, 1988;

Putnam, 1995). 이러한 신뢰는 시민들 간의 호혜성(reciprocity)과 조직

구조와 문화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Fukuyama, 1995). 사회적

자본 이론가들 사이에도 신뢰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상이하고, 몇몇 연

구자들은 신뢰를 사회적 자본의 결과 또는 기제로써 엄밀한 의미의 사회

적 자본 개념과 분리한다(Bourdieu, 1986; Portes, 1998). 사회적 자본 이

론에서 협소하게 정의된 신뢰는 일반적으로 대인신뢰를 지칭한다. 여기

서 대인신뢰는 타자의 선심(善心), 정직성, 호혜성과 같은 인격특성을 전

제하는 시민들에 대한 평가나 태도라고 정의된다(Newton, 2001).

셋째는 기관행위자의 성과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로써 신뢰를 정의하

는 관점이다. 주로 정부와 정치기관에 대한 정치학 행정학에서의 연구에

서 이 같은 관점을 견지한다. 사회문화적 시각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나

조직에서 형성된 개인과 개인의 신뢰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 모델에서는

정부기관과 제도의 성과가 대중의 집합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

다. 정부가 효율적이며 공정한 정책을 수행할수록,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상승한다(Freitag & Buhlmann, 2009). 이러한 관점은 제도중심적

관점(institution centered model)이라고도 정의된다(Rothstein & Stole,

2008). 몇몇 연구자들은 단순히 신뢰의 대상이 기관인 점을 넘어서서, 이

러한 기관에 대한 신뢰가 사회문화적 시각에서 정의된 규범과 문화로서

의 신뢰, 즉 타인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측정 수준에서 대인신뢰는 일반화된 신뢰(generalized trust)나 신뢰의

반경(radius of trust)으로 조작화된다. 일반화된 신뢰는 대인신뢰를 측정

하기 위해 가장 널리 쓰인 변수로써, “일반적으로, 귀하는 다른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와 같이 단일 문항으로 시민 간의 신뢰를 측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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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화된 신뢰 개념은 ‘특정화된 신뢰(particularized trust)’와 대비되

는 개념으로, 직접적인 정보가 없다고 가정한 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물

음으로 표현된다(Yamagishi & Yamagishi, 1994). 대인신뢰에 대한 정의

는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대인신뢰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처음 보는 사람에게서도 합리적 이익이나 문화적 규범에 대한 기대를 가

질 수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문항이므로(Nannestad, 2008), 이 ‘직접적

인 정보가 없다’는 가정은 대인신뢰의 측정에 있어서 핵심적이다.

하지만 몇몇 연구는 일반화된 신뢰의 측정 문항이 반드시 낯선 사람

을 지칭하지만은 않는다는 경험적 근거를 보고해왔다(Freitag & Bauer

2013; Reeskens & Hooghe, 2008). 또한 Hardin(2002)에 따르면, “신뢰는

직접적으로는 지속되는 상호작용에 의해서, 간접적으로는 평판의 효과나

제3의 중간자에 의해서, 당사자 간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신

뢰의 당사자는 특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Fukuyama(1995)가 개인주의

-집단주의 문화와 신뢰의 관계에서 신뢰 대상의 범주에 대한 논의를 촉

발시켰고, Putnam(2000) 또한 얇은 신뢰(thin trust)와 두터운 신뢰(thick

trust)에 대한 개념적 분리를 시도한 이후, 대인신뢰의 다른 측정 방식으

로 특정화된 신뢰의 범위를 계산하는 신뢰의 반경(trust of radius)의 측

정방식이 고안되어 왔다.

한편, 기관신뢰(Confidence in institutions)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정부 또는 정부의 주요 기관에 대한 정치적 신뢰(political trust) 또는 정

부 신뢰 변수(trust in government)에 대한 관심이 주를 이뤄왔다. 포괄

적으로 정의하면, 정치적 신뢰는 ‘정부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 정향

(Hetherington, 1998)’이며, 구체적으로는 ‘대중의 규범적 기대에 부합하

는 방식으로 정부 청사 및 기관들이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유

권자 개인들의 평가(Miller & Listhaug, 1990)’이다. 여기서 ‘대중의 규범

적 기대’가 의미하는 바는, 정부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의 효율성과 공정

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경험적 연구들이 축적되어

왔다(Freitag & Buhlmann, 2009; Rothstein & Stolle, 2008; Sondorskov

& Dinesen, 2016; You, 2012). 정치적 신뢰의 측정 수단으로 국가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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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신뢰도를 사용한 연구들은 측정 수준에서 기관신뢰는 사법부, 입법

부, 행정부를 포함하는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언론, 기업, 종교기관, 노동조합, 국제기구 등의 비정부기관을 포함한다.

이러한 측정수단은 1950년대 말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관한 설문조사

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처음 등장하였다(Schyns & Koop, 2010). 미국의

1975년부터 실시된 GSS(General Social Survey)의 기관신뢰 문항을 필

두로 초기 기관신뢰의 측정 개념은 사회 주요 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신

뢰 정도를 묻지 않고 기관의 장에 대한 신뢰를 묻는 방식으로 제시되었

으며, 기관의 종류나 선택지 범주에 있어서도 통일된 기준이 없었다. 이

러한 측정 방식에 따라 수집된 기관신뢰 문항들을 1980년대 미국의 몇

개의 설문조사를 통해 비교 분석한 결과, 기관신뢰의 측정 대상을 조직

의 장이 아닌 기관으로 바꾸거나, 응답 항목의 범주를 이항에서 다항으

로 바꾸는 것이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보고되었다(Lipset &

Schneider, 1987).

하지만 Hibbing & Theiss-Morse(1995)는 이러한 초기의 기관신뢰 측

정 방식이 “협소하고 결함이 있다”고 비판한다. 첫째, 주요 정부 기관은

각자 정책결정의 책임과 권한이 각기 다르며, 따라 각각의 기관에 따라

응답자의 신뢰 수준은 다를 수 있다. 둘째, 기관의 리더와 기관 자체에

대한 선호 및 태도는 각기 다른데, 특히 전자의 경우는 특정 기관장의

임기와 관련되어 있다. 셋째, 질문의 단어 선택과 응답지의 항목 구성이

설문마다 이질적이다. 설문문항의 경우 신임(confidence), 신뢰(trust), 존

경(respect), 지지(support) 등의 표현들의 의미가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

고 같은 변수로 취급되고, 선택지의 개수 또한 일관성이 없어 조사마다

응답 분포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저자들은

정부신뢰를 행정부, 의회, 대법원의 기관신뢰로 구분하고, 여기서 대법원

장, 국회의원,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별도의 개념으로 분리한다.

정부영역의 기관신뢰에 대한 측정도구가 발전하면서 각국의 정부신뢰

의 변화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 또한 축적되어 왔다. 정부기관을 신뢰한

다고 응답한 응답자 비율 또는 기관신뢰도의 평균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 15 -

보고되어 왔지만 비교의 준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량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불명확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기관신뢰의 개념이 정부

영역을 넘어서 정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Cook & Gronke, 2001).

정부기관 외에 공공 영역과 시민사회 영역의 기관들을 어떤 차원성

(dimensionality)으로 범주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관된 합의는 없지만,

연구자들은 몇 가지 범주를 제안해왔다. Lipset & Schneider(1987)는

1980년대 미국의 GSS를 비롯한 몇 가지 자료의 기관신뢰에 대한 요인

분석과 주성분분석을 실시한 결과, 단 하나의 요인(정부신뢰)이 기관신뢰

변수들의 전체 변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기관신뢰를 단일차원으

로 정의하였다(정부-그 외). 이 연구는 주로 정치학에서 기관신뢰 변수

와 정부신뢰 변수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는 이후의 경향성에 영향을 미

쳤다.

Lipset과 Schneider의 연구 이후, 기관신뢰에 대한 국제비교 자료들이

축적되어 가면서 이후의 연구들은 기관신뢰가 정부신뢰라는 단일차원으

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기관신뢰를 두 개 이상

의 차원으로 분류하는 연구는 기관의 조직구조를 강조하는 입장과 국가

-시민의 영역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나누어진다.

Listhaug & Wiberg(1995)는 열 넷의 서유럽 국가들의 자료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기관신뢰를 두 개의 잠재변수로 압축하였고, 군대/

경찰/교회를 한 요인으로, 노동조합/언론을 다른 한 요인으로 분류한다.

유사하게 Doring(1992) 또한 유럽가치관조사(European Value Survey)를

통해 군대/경찰/교회에 대한 신뢰를 ‘구체제(established order)’ 신뢰라는

잠재변수로, 교육계/언론/노조에 대한 신뢰를 ’시민사회(civil society)‘ 신

뢰라는 잠재변수로 개념화한다. Inglehart(1999)또한 1981-97년 기간에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WVS)의 조사대상국의 경찰, 군

대, 교회의 신뢰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면서 이를 ’위계적 기관

(hierarchical institutions)‘에 대한 신뢰의 감소로 해석한다. 이와 같은

기관신뢰의 분류는 조직구조를 기준으로 삼는다. 기관신뢰 변수는 위계

적 권위적 구조의 기관에 대한 신뢰와 민주적 수평적 구조의 기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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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뢰로 분류된다고 본다.

Norris(2000)는 세계가치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17개의 민주주의 국

가들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기관신뢰는 공공 영역 기관(public-sector

institutions), 후자를 사적/비영리 기관(private/non-profit institutions)이

라는 두 차원으로 분석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10개의

주요 사회기관(경찰, 사법계, 군대, 의회, 행정기관, 교육계, 종교기관(교

회), 기업, 언론, 노조)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 앞의 5개 기관(경찰,

사법계, 군대, 의회, 행정기관)과 뒤의 5개 기관(교육계, 종교기관, 기업,

언론, 노조)은 서로 다른 차원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전자를 공공 영역

기관, 후자를 사적/비영리 기관으로 정의한다. Lee & Glasure(1997)은

한국의 기관신뢰를 정치기관(political institutions)에 대한 신뢰와 사적기

관(private institutions)에 대한 신뢰로 구별하며, 전자에는 군대, 사법계,

경찰, 국회, 행정기관을, 후자에는 종교기관, 언론, 노동조합, 대기업을 구

성요소로 포함하여 분석한다.

본고에서는 사회문화적 시각과 정치제도적 시각을 함께 고려하여, 전

자를 측정하는 변수로 대인신뢰를, 후자를 측정하는 변수로 공적신뢰를

독립변수로써 사용한다. 대인신뢰는 시민사회의 사회적 관계망, 자발적

결사체의 경험에서부터 형성된 타 시민들에 대한 평가나 태도로써, 시민

사회의 관계적 네트워크 속에서 자원을 동원하여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

는 가능성을 전제한다. 이에 대한 측정 수단으로 신뢰의 반경 변수를 사

용하였다. 공적신뢰는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이 대중의 규범적 기대에 부

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시민 개인들의 평가로

써,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의 조직적 기회구조에 대한 신뢰를 내포한다. 공

적신뢰에 대한 측정 수단으로 정부기관 신뢰와 민간기관 신뢰의 변수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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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한국의 사회이동경험과 신뢰

계층 또는 계층의식에 대한 전통적 연구들을 살펴보면, 마르크스는 구

조적 위치에 따른 결과물로 계급의식을 받아들이거나 개인들의 의식 및

행위가 계급구조와 분리되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Marx,

2008[1847]). 하지만 구조화된 계급질서 형성은 그에 상응하는 행위자들

의 생활경험과 의식적 재해석 과정을 경유해 이루어진다는 시각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어 왔다(이왕원 김문조 최율, 2016). 예컨대, 일찍이

베버는 사회계층을 시장상황에서 유사한 생활조건 및 기회를 공유하는

집단으로 규정하였다(Weber, 1947). 이러한 개념에 따르면 계층이동은

단지 개인의 소득 변동이나 직업지위의 이동을 넘어서 사회적, 제도적

영역의 기회구조에 대한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개인이

인식하는 상향이동의 가능성 또한 사회의 기회구조에 달려있으며, 이러

한 기회구조는 제도적 이동경로의 유무와 같은 사회적 개방성이나 사회

불평등의 정도를 포괄한다(신광영, 1994).

2000년대 이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한국인의 사회이동을 추적할 수

있는 조사 자료의 한계로 그 내용이 제한적이다. 때문에 2000년대 이전

의 사회이동에 대한 추적 연구들은 대부분 거시경제지표인 GDP, 실업

률, 실질임금의 상승률, 직업과 직종에 관한 제한된 자료들, 임금불평등

과 빈곤에 대한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개인 단위의 소득자료 등

은 제한된 형태로만 존재하여서, 개인 수준의 사회이동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 시행된 민주화 정책은 노

동의 질의 개선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된다. 이정우 황성현

(1998)은 1980-90년대에 걸쳐 임금 불평등이 상당히 감소했다고 지적한

다. 고용인의 노동임금을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동안 노동소득의 분배

에 있어 큰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한다. 이러한 임금격차의 감소는 같은

기간 동안 높아진 교육수준에 따른 인적자본 향상과도 무관하지 않았다.

1980년 대졸자의 임금은 고졸자의 임금의 2.17배였으나, 1995년에 그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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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1.47배로 좁혀졌다. 적어도 이런 임금격차의 감소 추세는 1998년

IMF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속된 것으로 추산된다. 마찬가지로 이

기간동안 절대적 빈곤율은 또한 크게 감소하였다고 지적된다(황덕순,

2001).

이와 같은 경제성장은 1998년 이전까지 국민 대다수의 상향이동을 낳

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 박세일(2002)은 1970년대

까지는 정부-기업 연합(Government-Business Coalition)의 발전전략, 즉

수출확장과 사기업 육성이 유효했고, 1980년대 이후는 정부의 시장 민주

화 정책에 힘입어 시장에서의 자생적 성장이 주효했다고 설명한다. 이

시기 한국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를 거치면서 높은 세대 간, 세대 내의

절대적 이동을 경험했으며, 특히 상승이동이 하강이동을 압도하고 있었

다.

2000년대 이후에는 사용 가능한 경험 자료가 크게 증가하면서, 사회이

동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들 또한 상당히 미시적 차원의 변화를 이

해할 수 있게 되었다. 소득이동과 직업지위 이동에 대한 상세한 분석들

이 실시되었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최근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에 따르

면 한국에서 근래의 세대 간 소득의 상향이동은 국제적으로 평균적인 정

도임을 보고하고 있다(Kim, 2017). 마찬가지로 직업지위로 측정한 상향

이동의 경우 절대적 이동성은 과거에 비해 감소했으나 상대적 이동성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된다(Chung & Park, 2019).

민주화 이전과 이후 한국인의 계층이동 경험을 요약하면, 민주화 이전

정부주도의 산업화 정책은 산업구조 재편과 국민 전체의 교육수준 향상

에 힘입어 절대적 빈곤층과 교육 격차로 인한 노동임금 격차를 감소시켰

다. 민주화 이후에는 87년 이전까지의 정부의 역할을 상당 부분 시장의

자생적 역량에 이양함으로써 사기업의 급속한 팽창을 낳았고, 민주정치

제의 확립과 함께 시장과 시민사회의 성숙기를 맞았다. 즉, 20세기 후반

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상승이동의 기회구조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의 행위자들과 기관의 역할 분배 과정과 일치한다. 따라서 한국인의 계

층이동, 특히 상승이동의 경험을 고려할 때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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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행위자에 대한 신뢰는 현재 한국인의 상향적 사회이동가능성 인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날 한국인은 사적 및 공적 영역에서

다양한 자발적 결사체에 참여하여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고 목적을 추구

하기 때문이다(임자은 김석호, 2018).

시민사회의 연구자들은 우리 사회의 영역 구분에 대한 몇 가지 이론

적 틀을 제시한다. 고전적인 예로, 마르크스는 시민사회를 자본주의적 이

해관계를 둘러싼 계급적대의 공간으로 파악했다. 이와 달리 토크빌은 민

주주의의 토대로서 자발적 결사체의 성장과 시민적 교양이 숙달되는 곳

으로 시민사회를 이해하였다. 이와 같은 고전적 모델은 시민사회 내부에

시장이라는 개념을 포함하여, 국가-시민사회의 이분법적 구분이라고 볼

수 있다.

보다 이후에는 서구사회의 경험을 중심으로 국가-시장-시민사회라는

3분 모델(Cohen & Arato, 1994), 국가-정치사회-경제사회-시민사회라는

4분 모델(Linz & Stepan, 1995)이 제시되었다. 이중 린츠와 스테판의 개

념틀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이

들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장치에 의해 작동하며 시민사회로부터 규범적

지지를 받고 강제력을 독점하는 관료체계이다. ‘정치사회’는 국가로부터

구별되는, 국가의 권위와 조직에 대한 합법적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는 공식적인 영역이다. ‘경제사회’는 시장을 대상으로 작동하는 규

범, 규율, 정책의 영역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는 자발적 결사체와 개

인들이 이해관계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자신의 이해와 가치를 실현하는

공간이다.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의 역사적 과정을 고려하면, 한국의 민

주화 경험은 서구사회처럼 시민사회로부터 정치사회가 자연스럽게 발아

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속박되어 있는 정치사회를 자율화시키는 복

원 과정이었다(임현진, 2009). 또한 앞의 절에서 살펴보았듯 경제발전 과

정에서 한국의 시민사회는 국가로부터 통제되는 강력한 경제사회 복잡하

게 착종되어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의 계층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기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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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전통적인 공공 영역-사적 영역의 잠재적 이

분(二分) 틀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사회이동가능

성 인식은 개개인의 사회이동 경험 속에서 형성된 이러한 두 가지 공공

영역과 사적 영역의 기여와 역량에 대한 판단을 반영할 것이라고 예측한

다.

신뢰는 사회구성원의 기대에 의하여 타인이나 제도, 또는 제도적 행위

자에 대하여 가지는 긍정적인 평가적 태도로 정의된다(Stark, 1978). 이

중 타인에 대한 신뢰는 대인신뢰, 제도나 조직에 대한 신뢰가 공적신뢰

이며. 다시 공적신뢰는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와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신뢰는 신뢰의 주체인 개인이 타인 또는 제도에 대

해 가지는 심리상태로서의 태도이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태도의 구성요

소를 평가적 요소(가치), 인지적 요소(사실), 감정적 요소(감정)으로 구분

한다(김상돈 전계영, 2007).

예컨대 정부기관(행정부, 국회, 경찰, 검찰, 법원 등)에 대한 신뢰의 영

향요인을 탐색한 연구들을 보면, 정부의 수행력(강우진, 2020), 정부에 대

한 당파적 내지 정서적 지지(하상응 길정아, 2020), 공정성 인식(박종민

배정현, 2011; 신상준 이숙종, 2016), 청렴성 인식(윤건 서정욱, 2016), 사

회단체참여 및 정치관심도(박희봉 이희창 조연상, 2003) 등의 요인에 영

향을 받거나 상관관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를 위에 제시한 태도의 구

성요소에 적용하면, 정부신뢰에 대한 연구에서 평가적 요소(가치)로 공정

성, 청렴성을, 인지적 요소(사실)로 효율성, 수행력을, 감정적 요소(감정)

으로 당파적 지지, 정서적 지지 등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언론,

금융기관, 대기업, 시민단체 등 더욱 다양한 사적 기관에 대한 신뢰를 구

성하는 요인은 더욱 복잡하지만, 정부기관에 대한 연구를 고려했을 때

시민사회와 시장기구에 대한 평가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

다.

즉, 한 사회의 제도, 조직, 행위자들이 도덕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

고 있을 거라는 믿음은 곧 사회 각 영역의 기회구조에 대한 신뢰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한국 사회의 공적 영역(public area)과 사적 영역(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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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의 성과와 역량에 대한 주관적 평가이다. 전자는 공적신뢰로 측정

되며, 후자는 대인신뢰로 측정된다.

공적 영역의 성과와 역량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진 사람들은,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나 공공기관의 국가기반산업, 또는 기업이나 시민단체의

역량, 각 영역을 포괄하는 제도적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대해 높게 평가

하여 미래의 사회이동가능성을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적 영역에서의 사민들의 호혜성과 규범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진 사람

들은, 자발적 결사체와 네트워크에서 동원 가능한 자원에 대해 높게 평

가하여 미래의 사회이동가능성을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 있다. 즉 사회이

동가능성 인식의 낙관적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회적 기회구조에

대한 높은 신뢰 때문이며, 사회이동가능성 인식이 낮아지는 것은 사회적

기회구조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앞서의 논의를 적용하여 기관신뢰를 공적신뢰와 대인신뢰

라는 잠재적 인식 틀로 대별하고, 공적신뢰와 대인신뢰는 각각의 영역에

있어서의 사회적 기회구조에 대한 인식적 평가가 반영되어 있다고 예측

한다. 따라서 이러한 대인신뢰와 공적신뢰가 계층이동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 사적신뢰가 높으면 세대 간 사회이동가능성 인식은

높을 것이다.

가설 2 : 공적신뢰가 높으면 세대 간 사회이동가능성 인식은

높을 것이다.

가설 2-1 : 정부기관 신뢰가 높으면 세대 간 사회이동가

능성 인식은 높을 것이다.

가설 2-1 : 민간기관 신뢰가 높으면 세대 간 사회이동가

능성 인식은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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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공적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자들은 공적신뢰가 대인신

뢰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반면, 대인신뢰

와 공적신뢰가 이론적으로 관련 없거나 또는 그러한 관계는 경험적 근거

가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 또한 존재한다(Coleman,

1988; Putnam, 1993; Newton, 1999). 양자 간에 밀접한 관계가 존재한다

고 주장하는 이들은 기관 신뢰가 대인신뢰를 함양한다는 주장과, 반대로

대인신뢰가 기관에 대한 높은 신뢰를 야기한다는 주장이 병립한다

(Lipset & Schneider, 1987; Newton & Norris, 2000, 박희봉 이희창 조

연상, 2003; 이수인, 2010). 공적신뢰가 대인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

은 기관 또는 제도가 사회의 공정한 룰을 확립하고 사회통제에 성공한다

면 시민들 사이의 신뢰 또한 증진될 것이라고 보며, 반대로 대인신뢰가

공적신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타인에 대한 신뢰가 일정

수준 보장되면 집합적 수준의 신뢰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다. Rothstein & Stolle(2002)은 나아가, 정부 형태에 따라서 높은 정부

신뢰는 오히려 대인신뢰를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각각의 신뢰의 교호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은

신뢰가 사회이동가능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필요

하다. 신뢰와 사회이동가능성 인식과의 관계만을 살펴보는 것에서 나아

가, 대인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적신뢰만으로 상향이동인식이 나타나

는지, 또는 공적신뢰가 부재한 상태에서 대인신뢰만으로도 상향이동인식

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은 한국 사회의 계층이동인식에 대해 새로운

연구 질문을 제시한다. 또한 공적신뢰에서 정부영역에 대한 신뢰와 민간

영역에 대한 신뢰는 상호작용이 있는지, 각각이 대인신뢰와 관계할 때

어떤 패턴으로 사회이동성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 또한 중

요한 주제이다.

개인의 상향이동에는 시민 개인의 호혜성과 시민성, 정부의 제도적 기

반, 민간영역의 조직적 기반이 모두 필요하다. 한국인의 경제적 기회구조

에 있어서 경험 또한 인맥 혈연 지연 중심의 네트워크와 결사체(남은영

이재열, 2008; 임자은 김석호, 2018), 시장 중심의 민간조직의 역능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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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의 정책과 제도는 모두 중요하게 작용해왔다. 따라서 공적신뢰

와 대인신뢰가 사회이동성 인식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면, 서로 다른

수준의 신뢰 간의 상호작용은 상충적 작용이 아닌 상보적 작용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3 : 대인신뢰와 공적신뢰 간의 조절효과는 양(+)의 값

을 가질 것이다.

가설 3-1 : 대인신뢰와 민간기관 신뢰 간의 조절 효과는

세대 간 사회이동가능성 인식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 대인신뢰와 정부기관 신뢰 간의 조절 효과는

세대 간 사회이동가능성 인식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한국인의 사회이동 경험을 고려하면 상향이동을 가능하게 했던

역사적 배경은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의 강력한 연대였다. 특히, 1987년 이

후 시민사회의 성장에 잇따라 확대된 사회적, 제도적 기회구조는 2000년

이후 한국인의 사회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한국인은 공공기관

과 민간기관 중 어느 한 쪽에 대한 신뢰가 크게 결여될 경우, 상향이동

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품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수록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짐에 따라 사회

이동가능성 인식이 높아지는 효과성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마지막 가설은 아래와 같다.

가설 4 : 정부기관과 민간기관 신뢰 간의 조절 효과는 세대

간 사회이동가능성 인식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부의 연구는 역인과관계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한다.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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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주체에 대한 신뢰가 사회이동가능성 인식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사회이동가능성 인식이 미래의 취득지위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하게 만

들기 때문에 타인이나 사회기관을 낙관적으로 평가하게 한다는 것이다

(김인영, 2002; 이재완, 2013). 또는 객관적 경제상황으로부터 사회이동가

능성 인식이 생겨나고, 개인의 경제적 환경이 안 좋을수록 사회이동가능

성 인식도 낮아지므로 사회기관을 비관적으로 평가하게 만든다는 설명도

존재한다(Birdsall & Graham, 2000). 또, 정부에 대한 신뢰의 경우 당파

적 지지에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지지는 특정한 정권이 들어서기 이전

부터 가지고 있던 정치성향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길정아, 2019).

이와 같은 설명논리의 차이는 시간적 선후관계에 대한 서로 다른 가

정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서로 다른 인식 내지는 가치관의 선

후관계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방법

론적으로 도구변수를 사용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재귀적 영향력

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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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자료

분석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의 ‘2019 사회통합실태조사(KSIS: Korea

Social Integration Survey)’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국가 승인통계

자료로, 행정연구원은 2012년 ‘사회갈등, 사회통합에 대한 실태조사', '공

정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이후 2013년부터 두 조사를 통합하여 ’

사회통합실태조사‘를 매년 조사 및 공표하고 있다. 본 설문자료는 2019년

9월 1일에서 10월 31일 사이 국내 거주중인 만 19∼69세 이하 성인 남녀

를 대상으로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표본의 수는 총 8,000

명이다.

표본추출단위는 1차적으로 각 시 도 내에서 조사구를 추출하며, 2차

추출단위는 조사구 내의 가구, 3차 추출단위는 가구 내 조사대상 개인으

로 선정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계통추출방법인 다단계층화확률비례 추

출을 사용하였다. 자료의 표본추출틀은 2017년 등록센서스(통계청) 전체

조사구 중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외국인 조사구를 제외

한 조사구로 설정되어 있다.

사회통합실태조사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 및 태도 등의 변화추이를 파

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한다. 설문조사는 주관적 웰빙 및 역능성(권리부

여), 사회 참여, 정치 참여, 사회적 소통, 신뢰, 거버넌스, 공정성, 관용성

(사회적 포용), 사회보장에 대한 문항을 포함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

구 질문과 적절히 관련된 변수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모집단인 한국

의 전체가구를 대표하는 자료이며 표본의 수도 충분히 크기 때문에 타당

성과 신뢰성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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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의 정의 및 조작화

이 논문의 종속변수는 ‘사회이동가능성 인식’이다. 이 변수는 “나는 내

자녀가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

다고 생각한다”는 항목에 대해 동의의 정도를 나타내는 ‘전혀 그렇지 않

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는 네 가지 선택지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이동은 상향이동과 하향이동이 있고 마찬가지로 사

회이동가능성 인식 또한 상향이동인식과 하향이동인식이 분별될 수 있으

나, 현실적으로 국내외 많은 조사에서 상향 이동을 의미하는 계층상승가

능성이 사회이동가능성 인식을 측정하는 조사방법으로 활용된다(Day &

Fiske, 2019). 또 해당 변수는 4점 척도로 서열형 척도라고 볼 수 있지

만, 선행연구에서 대부분 이를 연속변수로 취급하고 있고, 필자 또한 서

열형 프로빗 함수로 예측확률을 계산했을 때와 일반적인 OLS로 예측값

을 계산했을 때를 비교하였더니 해석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어 이 연구

에서는 연속변수로 취급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의 독립변수인 ‘대인신뢰’는 신뢰의 반경 변수를 사용하

였다. 신뢰의 반경은 측정 수준에 따라 집합적 변수와 개인적 변수로 나

누어진다. 본 연구의 분석 단위는 개인이므로, 개인 수준의 신뢰의 반경

변수를 활용하였다. 개인 수준의 신뢰의 반경은 “귀하는 다음 집단들(가

족, 이웃, 지인, 낯선 사람, 외국인)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문

항에 대해서, 총 5개의 사회적 거리감 문항에 대한 개인 별 회귀직선을

추정한 후 그 기울기를 활용하였다. 사회적 거리감 문항으로부터 신뢰의

반경을 추정하는 회귀직선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층모형을 활용한

Hu(2017)의 무작위 절편 모형과 Lim et al(2021)의 고정 절편 모형이 있

다. 회귀직선의 기울기를 추정할 때는 집단들 간의 일반적인 신뢰 서열

을 X축으로 삼고, 가장 높은 평균 신뢰를 보이는 집단(가족)에서부터 가

장 낮은 평균 신뢰를 보이는 집단(외국인)까지의 신뢰도를 Y축으로 삼

아 선형 회귀선을 계산한다. 무작위 절편 모형과 고정 절편 모형은 Y축

의 절편값을 변량과 고정값 중 어떤 값으로 둘 것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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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자료를 사용하여 신뢰의 반경을 계산한 Lim

et al(2021)의 고정 절편 모형을 적용하였다.

‘공적신뢰’는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결

과 추출된 두 개의 요인을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특성 상, 두

변수는 범주 내의 실수 값을 가지는 연속형 변수로 취급될 수 있다. 요

인 추출에 사용된 원 변수는 한국의 주요 국가 및 사회 기관에 대한 신

뢰도를 4점 척도로 묻는 17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중 요인적재치가

낮은 3개의 기관이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추출된 두 개의 요인에는 총 14

개의 기관에 대한 신뢰도 정보가 압축되어 있다.

도구변수는 정부기관 신롸와 사적신뢰 각각 ‘행정서비스 이용 만족 경

험’과 ‘사회적 지지도’를 사용하였다. ‘행정서비스 이용 만족 경험’은 총

10개의 행정서비스 이용 경험에서, 지난 1년 간 1개 이상의 행정서비스

를 이용하였으며 이에 대해 ‘약간 만족한다’ 또는 ‘매우 만족한다’를 응답

한 경우 1로,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처리하였다. ‘사회적 지지도’의 경

우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십니까?

(1)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2) 몸이 아파

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3) 우울하거나 스트레스

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문항에 대해서, 각각의 응답지

“(1) 없다”, “(2) 1~2명”, “(3) 3~4명”, “(4) 5~9명”, “(5) 10명 이상” 5점

척도의 범주를 연속형 변수로 취급하여 세 문항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는 일반적인 기초인구학적 변수들 중 성별, 연령,

가구소득, 교육수준, 결혼 여부, 고용상태가 포함되었다. 또한, 선행연구

에서 정치성향이 사회이동성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되어 왔

으므로 추가적으로 정치이념을 추가하였다.

이왕원 김문조 최율(2016)은 한국에서 연령은 세 가지 방식, 세대효과

(cohort effect)와 기간효과(period effect), 그리고 생애주기(life-cycle)에

따른 연령효과(age effect)로 사회이동가능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

고, 그 중 가장 분명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연령효과라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만 나이를 연령으로 통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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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sina et al(2018)은 미국 사회의 경우 성별, 소득, 교육수준이 사회이

동가능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밝혔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해당 변수들을 통제하였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의 이분변수로 사용했다.

가구소득은 100만원 단위의 7개의 범주를 가진 서열척도로 측정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속변수로 취급하였다. 교육수준은 원 조사에서는 ‘초졸

이하-중졸-고졸-대졸 이상’ 네 범주로 측정되었으나 초졸 이하 및 중졸

의 누적분포가 매우 적어(9.6%) 초졸 및 중졸 이하를 하나의 범주로 합

하여 총 세 개의 범주를 지닌 명목변수로 취급하였다. 또한 정해식 송치

호 백승호(2021)는 비혼자가 기혼자에 비해 사회이동가능성 인식을 비관

적으로 전망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므로, 결혼여부를 이분변수로 포함하였

다. 고용상태는 상용직, 임시직, 임시직/일용직/자영업 세 개의 범주형 변

수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계층상승전망 가설(POUM hypothesis)에

근거하여 정치성향을 통제변수에 추가하였다. 정치성향은 ‘매우 진보-다

소 진보-중도-다소 보수-매우 보수’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정치학계

의 관행에 따라 보수를 5점으로, 진보를 1점으로 코딩하였다. 이는 연속

변수로 취급하였다.



- 29 -

제 3 절 분석 방법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론적인 논리 단계를 지닌다. 첫째, 탐색적

요인분석(Explanatory Factor analysis: EFA)을 통해 기관 신뢰 변수의

잠재변수를 귀납적으로 확인하고, 이것이 이론적 배경에 제시했던 공적

신뢰의 개념에 부합하는지 판별하였다. 둘째, 사회이동가능성 인식과 사

적/공적신뢰의 상관관계를 보고하고, 이것이 서로 다른 신뢰의 수준에

따라 조절되는지 분석하기 위해 상호작용항이 포함된 OLS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종속변수로 설정된 사회이동가능성 인식이 독립변수인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인과관계(reverse casuality)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독립변수를 내생적(endogeneous) 변수로 간주하고 도구변수를

활용하여 2단계 최소자승(Two-stage Least Squares: 2SLS) 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의 회귀계수의 편의(bias)를 조정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변수의 차원을 압축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통계적 방법은 요인분석

(Factor Analysis)과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s Anaylsis: PCA)

이 있다. 여러 개의 변수를 유사한 요인 내지는 성분인 연속적 변인으로

전환시켜준다는 점은 두 분석이 동일하다. 그런데 주성분분석으로 추출

된 주성분은 원래의 변수벡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손실하지 않고 효율

적으로 축약하는 것이 핵심인 반면, 요인분석은 기존의 변수벡터를 관측

되지 않은 m개 요인의 선형결합함수 형태로 압축된 변인을 잠재변수

(latent variable)로 간주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이론적인 차

원이기도 하지만 실제 관측 데이터의 처리에서 중요한 차이를 불러일으

키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된다(Jain & Shandiya, 2013). 본 연구의 독립

변수인 공적신뢰는 선행연구검토 결과 민간영역(private sector)과 공적

영역(public sector)의 각각의 역량에 대한 인지적 차원의 종합적 평가

내지는 태도가 개인의 의식 속에 있다고 가정한다. 즉 단순히 기관신뢰

를 요약하는 효율적인 결합변인을 찾아내는 것을 넘어서서 개념적인 잠

재 변수의 필요성을 요한다.

요인분석은 다시 잠재변수를 연구자가 가정하고 출발하는 확인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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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x 

        
 × max 

        
 × max 

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과 귀납적인 방식으로 잠재

변수를 발견하는 탐색적 요인분석(Explanatory Factor Analysis: EFA)

으로 나누어진다. 이론적 논의에 충실하자면 기관신뢰 변수에 대한 확인

적 요인분석(CFA)이 요구된다. 하지만 두 가지의 현실적인 이유에 의해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택했다. 첫째, 이론적으로 정부기관 신뢰와 민

간기관 신뢰를 대별하는 연구는 존재하지만 이를 경험적으로 증명한 연

구는 흔치 않다. 둘째, 요인 내지는 주성분을 추출하는 기관신뢰 변수의

측정 방식이 다양하다. 기관신뢰는 설문조사에 따라 기관(조직), 기관의

사람(기관장), 기관이 작동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신뢰로 나누어진다. 이

러한 조사대상의 차이가 복합적인 사회 신뢰를 구성하는 데 같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기관신뢰의 하

위 항목에 열거되는 기관도 설문조사나 국가마다 상이한 실정이다. 이런

이유를 고려하면 한국의 기관신뢰에 대한 유형분류는 우선 탐색적인 방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음으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 특히 대인신뢰가 공적신

뢰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와 민간기관 신뢰와 정부기관 신뢰 간의 상호

작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조절효과가 포함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with interaction term)을 실시한다. 이에 대한 회귀식은 아래

산식과 같다.

마지막으로는 도구변수를 활용한 2단계 최소자승 회귀분석(2SLS

regression)을 사용한다. 역의 인과관계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으므로,

신뢰와 사회이동가능성 인식 간에 내생성의 문제로 인하여 추정된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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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 값이 과대추정(overestimate)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독립변수와 종

속변수 간에 역의 인과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편의(bias)를

내포하고 있지 않은 연구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도구변수를 포함한 추정

치를 제시한다. 도구변수로는 정부기관 신뢰에 대해서 ‘행정서비스 만족

경험’을, 대인신뢰에 대해서 ‘사회적 지지도’ 변수를 사용하였다. 이를 산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max  

 ×       ×   max  

   

           max  

1단계 추정식(First Stage Model)에서 식(1)의 pbt는 공적신뢰를, ins

는 도구변수인 공공정보 공개 필요성 인식을 의미한다. Controls는 2단

계 추정식에서 사용되는 통제변수들을 의미한다. 여기서 pbt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생적 설명변수이다. 2단계 추정식에서 종속변수인

사회이동성 인식은 내생적 설명변수인 pbt와, 조절변수인 prt(대인신뢰)

의 상호작용항에 의해 설명된다. 만약 공적신뢰(pbt)가 내생적이라면, 상

호작용항인 (pbt × prt) 또한 내생적이다. 따라서, 식(2)는 다른 내생적

설명변수인 (pbt × prt)에 대한 두 번째 1단계 추정식을 나타낸 것이다.

식(2)에서 (pbt × prt)는 두 개의 도구변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도구

변수인 ins와 도구변수에 2단계 추정식의 조절변수인 대인신뢰(prt)를 곱

한 새로운 도구변수를 추가해야 한다.

2단계 추정식은 위의 다중회귀분석의 산식과 같지만, 여기서 독립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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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공적신뢰(pbt)와 상호작용항(pbt × prt)은 내생적 설명변수로 취급되

어 1단계 추정식에서 계산된 값이 투입되었다. 따라서 변수의 내생성을

가정했을 때, 2단계 추정식에서 도출된 회귀분석 결과는 일반 다중회귀

분석결과와는 달리 편의를 내포하지 않는 결과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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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사례수
평균
(비율)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변수
이동가능성

인식(세대간)
8,000 2.665 0.748 1 4

독립변수

공적신뢰

(정부기관)
8,000 0 1 -2.980 3.585

공적신뢰

(민간기관)
8,000 0 1 -3.316 3.409

대인신뢰

(신뢰의 반경)
8,000 0 1 -1.091 -0.273

도구변수

행정서비스

만족 경험
8,000 58% 0 1

사회적

지지도 평균
8,000 2.250 0.601 1 5

< 표 1 :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

제 4 장 분석 결과

제 1 절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먼저 앞의 3장 2절에 제시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도구변수의 기술통

계량을 위의 <표 1>에 정리하였다. 통제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다음

<표 2>에 기재하였다. 분석에서 연속형 변수로 취급한 경우는 관찰개수

와 최댓값과 최솟값, 그리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록하였다. 명목형 변수

로 취급한 경우는 빈도와 비율을 보고하였다. 명목형 변수의 경우 표준

편차와 최솟값, 최댓값은 보고하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들에 대한 상관관계 행렬을 보고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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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사례수
평균
(비율)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연속변수

연령 8,000 2.991 1.365 1 5

가구소득 8,000 4.753 1.752 1 7

정치이념 8,000 2.955 0.857 1 5

명목변수

성별 8,000 100%

남 4,011 49.86%

여 3,989 50.14%

교육수준 8,000 100%

중졸 이하 770 9.63%

고졸 3,235 40.44%

대졸 이상 3,995 49.94%

고용 상태 8,000 100%

비고용 2,444 30.55%

상용직 4,003 50.04%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

1,553 19.41%

결혼 상태 8,000 100%

기혼 2,624 32.80%

미혼 5,376 67.20%

< 표 2 : 통제변수의 기술통계 >

다. 표의 간명성을 위해 3개 이상의 범주를 가지는 명목변수(교육 수준,

고용 상태)는 이항변수로 전환하여 포함시키지 않고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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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 계층이동가능성인식 1.000

(2) 공적신뢰(정부) 0.094 1.000

(3) 공적신뢰(민간) 0.191 0.000 1.000

(4) 대인신뢰 0.182 0.074 0.189 1.000

(5) 행정서비스 만족 경험 0.057 0.097 0.114 0.021 1.000

(6) 사회적 지지도 0.093 -0.015 0.064 0.138 0.027 1.000

(7) 연령 -0.029 -0.047 0.036 0.023 0.030 -0.091 1.000

(8) 가구 소득 0.033 0.030 -0.023 0.010 -0.020 0.115 -0.167 1.000

(9) 정치 성향 -0.041 -0.006 -0.058 -0.030 -0.036 0.030 -0.028 -0.072 1.000

(10) 성별 (1=남성) 0.005 -0.009 -0.021 0.027 -0.012 0.030 -0.028 0.004 -0.006 1.000

(11) 결혼 (1=기혼) 0.007 -0.013 0.024 0.019 0.041 0.031 0.470 0.185 0.089 -0.033 1.000

< 표 3 : 변수 간의 상관관계 행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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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공적신뢰 :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공적신뢰는 원자료에서 14개의 기관(정부부처,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노조, 시민단체, TV 방송사, 신문사, 교육기관,

의료기관, 대기업, 종교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로 각각 측정된다.

이 경우 각각의 변수들을 모두 연구 모델에 투입하게 되면 기관신뢰들

간의 높은 상관성으로 인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발생

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들을 압축할 수단으로 탐색적 주요

인분석(Explanatory Principle Factor Analysis: EPFA; EFA)을 실시하

였다.

상관행렬 는 EFA 분석을 통해 얻어진다. 만약 각각의 기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독립적이라면, 변수들의 공분산행렬은 항등행렬과 일치하

게 된다. 공분산행렬이 항등행렬과 일치한다는 영가설(null hypothesis)

을 검정하기 위해 바틀렛 검정(Bartlett’s test of sphericity)을 사용하였

다(Bartlett, 1951). 검정 결과, χ²값은 45678.62로 99.99% 유의수준에서

영가설을 기각할 수 있 분석을 통해 주요인 변수를 추출하였다.

요인의 수가 2개 이상일 경우, 각 요인 간 상관성 여부에 따라 회전방

식을 선택한다. 직각(orthogonal)회전은 요인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다

는 가정 하에 서로 독립적으로 회전하는 방식인 반면, 사각(oblique)회전

은 요인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여 비독립적으로 회전하는 방식이

다(서원진 이수민 김제중, 2018). 공적기관 신뢰와 민간기관 신뢰는 서로

상관이 있다고 여겨지므로 직각회전을 선택했다.

EFA는 일반적으로 변수의 평균을 0, 표준편차를 1인 값으로 표준화

하므로 추출된 각각의 주요인 변수는 최솟값으로 음수(-)를, 최댓값으로

양수(+)를 가지는 연속변수로 취급되어 회귀분석에 포함되었다. 변수의

범위는 위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 <표 4>는 요인변수의 고윳값(eigenvalue)과 설명력을 제시하고

있다. 요인변수의 유효한 숫자를 선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카이저

(Kaiser) 기준을 따른다. 카이저 기준에 따르면 고윳값이 1보다 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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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고윳값

(eigen

value)

비율
누적

비율

1 5.414 0.604 0.604

2 1.175 0.131 0.735

3 0.674 0.075 0.810

4 0.564 0.063 0.873

5 0.344 0.038 0.911

6 0.280 0.031 0.943

7 0.163 0.018 0.961

8 0.153 0.017 0.978

9 0.112 0.012 0.990

10 0.049 0.006 0.996

11 0.193 0.002 0.998

12 0.012 0.001 0.999

13 0.003 0.000 1.000

14 0.000 0.000 1.000

< 표 4 : 고윳값과 설명력> < 그림 1 : 스크리(Scree) 도표 >

의 요인점수를 선택할 수 있다. 세 번째 요인(F3)의 고윳값이 1보다 낮

고, 누적설명력이 7%만 증가하였기 때문에 설명력이 높지 않다. 또한 본

연구의 이론적 검토를 고려했을 때, 두 개의 요인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래 <표 5>은 선택된 두 개의 요인에 대한 투입 변수들의 요인 적

재값(factor loadings)을 보여준다. 요인 적재값은 각 변수와 요인 간의

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추출된 두 개의 요인을 살펴보면, 요인 1

은 정부부처, 국회, 법원, 검찰, 경찰 이라는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변수

가 포함되어 있으며, 요인 2는 노조, 시민단체, TV방송사, 신문사, 교육

기관, 의료기관, 대기업, 종교기관, 금융기관 등 주로 민간기관에 대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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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 변수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2장에서 제시한 이론적 배

경을 바탕으로 이를 각각 '공공기관 신뢰‘와 ’민간기관 신뢰‘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해석하여 회귀모형의 설명변수로 투입한다.

요인 적재치 (factor loading > 0.4)

요인1 : 공공기관 신뢰 요인2 : 민간기관 신뢰

정부부처 0.4490 노조 0.5488

국회 0.5153 시민단체 0.6109

법원 0.7958 TV방송사 0.6080

검찰 0.7816 신문사 0.5731

경찰 0.6256 교육기관 0.6254

의료기관 0.6150

대기업 0.5529

종교기관 0.6173

금융기관 0.6907

< 표 5 : 기관신뢰의 요인 별 구성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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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조절효과 검증 : OLS 회귀분석 결과

이 절에서는 두 개의 요인 변수인 공적신뢰와 대인신뢰를 사회이동가

능성 인식을 예측하는 회귀모형에 투입하여 효과를 살펴본다. 이하에서

는 기관신뢰가 사회이동가능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 영향

력을 각각의 신뢰수준에 따라 추정하기 위해서 상호작용항과 통제변수를

포함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진단 결과, Breusch-Pagan 검정과

White 검정 후 잔차의 이분산성이 발견되어서 강건(robust) 표준편차를

이용해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그 외에 잔차의 정규성 위반이

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종속변수를 세대 간 사회이동가

능성 인식으로 모델을 설정하여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통제변수의 효과

를 판별한 결과는 아래 <표 6>와 같다.

Model 1은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으로, 독립변수인 대인신

뢰와 민간기관 신뢰, 공적기관 신뢰가 별도의 독립변수로 포함되었다.

Model 2는 대인신뢰와 민간기관 신뢰의 상호작용을, Model 3은 대인신

뢰와 정부기관 신뢰의 상호작용을, 마지막 Model 4는 민간기관 신뢰와

정부기관 신뢰의 상호작용을 포함하였다. 각각의 칸은 회귀계수와 강건

표준오차가 기록되어 있다.

결과를 살펴보면, 상호작용항의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공적신뢰와 대

인신뢰는 모두 사회이동가능성 인식과 정(+)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Model 4의,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는 양(+)의 값이 보

고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계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Model 2

와 Model 3의 상호작용항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공적신뢰의 두 영역

모두 대인신뢰와의 조절 효과가 보고되지 않았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듯, 신뢰와 종속변수인 사회이동가능성 인식은 변수 간 내생성

이 일반 OLS 회귀 모형에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독립변수 간의

상호작용항은 제 4절, 도구변수를 활용한 2단계 회귀분석에서 논의한다.

이외에 통제변수로 포함된 변수들은 연령과 연령의 제곱, 가구소득,

기혼 여부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다른 조건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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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 이동가능성 인식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대인신뢰 0.817*** 0.814*** 0.819*** 0.808***

(신뢰의반경) (0.065) (0.064) (0.065) (0.065)

공적신뢰 0.118*** 0.046 0.118*** 0.125***

(민간기관) (0.008) (0.050) (0.008) (0.009)

공적신뢰 0.058*** 0.059*** 0.038 0.054***

(정부기관) (0.008) (0.008) (0.049) (0.008)

대인신뢰 -0.096

×민간기관 (0.065)

대인신뢰 -0.028

×정부기관 (0.064)

 정부기관 0.020**

×민간기관 (0.008)

연령 -0.137*** -0.138*** -0.137*** -0.137***

(0.034) (0.034) (0.034) (0.034)

연령×연령 0.020*** 0.020*** 0.020*** 0.020***

(0.006) (0.006) (0.006) (0.006)

성별(남성=1) 0.008 0.007 0.008 0.008

(0.017) (0.017) (0.017) (0.017)

가구소득 0.012* 0.012* 0.012* 0.010*

(0.005) (0.005) (0.005) (0.005)

고졸 -0.040 -0.040 -0.041 -0.040

(0.031) (0.031) (0.031) (0.031)

대졸 이상 0.009 0.009 0.008 0.009

(0.034) (0.034) (0.035) (0.034)

< 표 6 : 조절효과를 포함한 OLS 회귀분석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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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0.044* 0.045* 0.044* 0.045*

(0.022) (0.022) (0.022) (0.022)

이념 성향 -0.017 -0.017 -0.017 -0.017

(0.010) (0.010) (0.010) (0.010)

상용직 -0.025 -0.025 -0.025 -0.025

(0.019) (0.019) (0.019) (0.019)

임시직 0.002 0.002 0.002 0.001

(0.025) (0.025) (0.025) (0.025)

상수 3.348*** 3.351*** 3.350** 3.338**

(0.074) (0.074) (0.075) (0.075)

R Squared 0.07 0.07 0.07 0.07

 * p<0.05, ** p<0.01, *** p<0.001                    N = 8000 (Model 1-4)

제되었을 때, 연령이 올라갈수록 세대 간 이동가능성 인식은 하락하며,

특히 연령의 제곱항이 유의미하기 때문에 고령층에서는 오히려 연령이

올라갈수록 세대 간 이동성이 약간 증가하는 U자형 패턴을 보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사회이동가능성 인식은 높아지

며, 기혼은 미혼보다 사회이동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이왕원

김문조 최율(2016)의 분석과 대부분 일치한다. 그러나 성별과 이념 성

향, 직장의 지위는 다른 경험적 연구와는 다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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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인과관계 검증 : 도구변수를 이용한 2SLS 결과

이론적 검토 과정에서 고려되었듯 신뢰와 사회이동가능성 인식 간의

역의 인과관계(reverse casuality) 문제가 존재하는 경우 일반적인 다수

준 회귀분석으로는 설명변수 값들을 엄밀하게 추정하기가 어렵다는 한계

를 안고 있다. 즉, 사회이동가능성 인식이 높아서 신뢰가 높은 것인지,

신뢰가 높기 때문에 사회이동가능성 인식이 높은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

다. 때문에 제3절의 OLS 추정결과는 선행연구에 의해 제기되는 변수의

내생성을 해소하지 못한 결과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해석에 한계가 따른

다. 따라서 분석결과의 연구가설 지지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2단계 최소

화자승기법을 사용하였다.

아래 <표 7>은 2단계 추정결과와 검정결과를 보여준다. 첫째, 변수의

내생성이 관측되는지를 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내생성 검정은

Hausman의 chi squared 검정을 사용하였다. 이 검정의 영가설은 내생변

수로 취급된 공적신뢰와 상호작용항이 외생적(exogeneous)이라는 것이

다. 검정 결과, Model 5, Model 6, Model 7 모두 관측된 유의수준이 5%

보다 작은 값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Hausman 검정의 영가설이 기각되

어, 독립 변수인 공적신뢰와 대인신뢰는 종속변수인 사회이동가능성 인

식에 내생적인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내생성 검정의 귀무가설을 기

각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위의 다변량회귀분석의 회귀계수 추정에 편의

가 있으며 도구변수를 사용한 모델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변수의 과대식별(over-identification) 검정, 과소식별

(under-identification) 검정, 약한 도구변수(weak-identification) 검정결

과를 <표 7>의 하단부에 표기하였다. 검정 결과, 세 모델 모두 F 통계

량은 Stock-Yogo의 약한 도구변수 검정의 임계값보다 일관되게 큰 값

을 가져, 도구변수는 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다음으로 소식별 검정의

Anderson canon LM 통계량은 0.05 유의수준보다 낮은 P-value 값을 보

고하여, 세 모델에서 모두 과소식별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마지막으

로 세 모델에서 모두 내생적 변수의 개수와 적합한 도구변수의 개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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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 이동가능성 인식

Model 5 Model 6 Model 7

대인신뢰 3.265*** 0.746*** 0.639***

(신뢰의반경) (0.528) (0.090) (0.085)

공적신뢰 0.826** 0.121*** 0.247***

(민간기관) (0.248) (0.008) (0.034)

공적신뢰 0.033** -0.480 -0.027

(정부기관) (0.010) (0.424) (0.023)

대인신뢰 1.012**

×민간기관 (0.327)

대인신뢰 -0.982

×정부기관 (0.552)

 정부기관 0.400***

×민간기관 (0.102)

연령 -0.147*** -0.122** -0.131**

(0.038) (0.036) (0.039)

연령×연령 0.022*** 0.017** 0.020**

(0.006) (0.006) (0.006)

성별(남성=1) -0.010 0.014 0.007

(0.019) (0.018) (0.019)

가구소득 0.010 0.011* 0.017**

0.006 (0.005) (0.006)

고졸 -0.052 -0.056 -0.033

< 표 7 : 2SLS 추정모형과 모형 검정 결과값 >

정확히 일치하였기 때문에 과대식별 검정인 Sargan 검정과 Hansen J

검정 통계량은 자동으로 추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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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4) (0.033) (0.036)

대졸 이상 0.010 -0.032 0.022

(0.038) (0.038) (0.039)

기혼 0.036 0.043 0.054*

(0.024) (0.022) (0.025)

이념 성향 -0.004 -0.019 -0.148

(0.106) (0.010) (0.011)

상용직 -0.008 -0.044 -0.017

(0.022) (0.023) (0.023)

임시직 -0.147 0.005 -0.016

(0.028) (0.026) (0.028)

상수 5.144*** 3.332*** 3.146***

(0.405) (0.094) (0.099)

Under-ID
Anderson-
cacon LM

136.044*** 73.244*** 56.606***

Over-ID
Sargan &
Hansen J

omitted
(identified)

omitted
(identified)

omitted
(identified)

Cragg-Donald
Wald F 69.069 36.886 18.965

Stock-Yogo
Critical Values
(10-15-20-25%)

7.03 7.03 13.43

4.58 4.58 8.18

3.95 3.95 6.40

3.63 3.63 5.45

Endogenity
Hausman 43.588*** 9.512** 21.972***

 * p<0.05, ** p<0.01, *** p<0.001                    N = 8000 (Model 5-7)

Model 5는 대인신뢰와 민간기관 신뢰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모델이

다.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가 양(+)의 값을 가지며, 조절효과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다. 대인신뢰와 민간기관 신뢰가 사회이동가

능성 인식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어느 한 쪽이 높아질수록 사회이

동가능성의 증가 효과가 더 커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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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 대인신뢰와 민간기관 신뢰의 선형 예측값 >

대인신뢰(IV) ×

민간기관 신뢰(MV)

민간기관 신뢰(IV) ×

대인신뢰(MV)

β(대인신뢰 ×

민간기관 신뢰)
1.012***

β(민간기관 신뢰

× 사적신뢰)
1.012***

β(대인신뢰) +

β(민간_최소)
-0.085

β(민간기관) +

β(대인신뢰_최소)
-0.277*

β(대인신뢰) +

β(민간_평균)
3.265***

β(민간기관) +

β(대인신뢰_평균)
0.070***

β(대인신뢰) +

β(민간_최대)
6.707***

β(민간기관) +

β(대인신뢰_최대)
0.553**

* p<0.05, ** p<0.01, *** p<0.001

< 표 8 : 선형결합 검정(linear combination test) 결과_Model 5 >

<그림 2>는 Model 5의 분석 결과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끔 각

각 종속변수에 대한 대인신뢰의 민간기관 신뢰의 선형 예측값(linear

prediction)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아래 <표 8>은 조절변수의 변화

에 따른 독립변수의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선형결합 검정

(linear combination test) 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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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5의 분석 결과는, 대인신뢰와 민간기관 신뢰가 사회이동가능성

에 미치는 영향이 상보적이라는 점을 제시한다. 위 선형예측 그래프와

선형결합 검정 결과를 종합하면, 대인신뢰와 민간기관 신뢰의 조절효과

를 알 수 있다. 좌측 그래프는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가 아주 낮은 경우,

사적신뢰와 사회이동성인식의 회귀계수는 0과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다.

반면,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가 일정 수준 이상 보장되면, 사적신뢰가 증

가함에 따라 사회이동성인식이 증가하게 되며, 이러한 정(+)적 효과는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

지로, 우측 그래프에서도 대인신뢰가 아주 낮은 경우(신뢰의 반경이 매

우 좁은 경우),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도 사회이동가능성 인식

은 높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인신뢰가 일

정 수준 이상 높아지면, 민간기관 신뢰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이동가능성

인식도 높아지는 효과가 커진다.

Model 6은 대인신뢰와 정부기관 신뢰의 상호작용항을 분석한 모델이

다. Model 6은 OLS 회귀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두 변수의 상호작용효

과가 유의미하지 않음을 보고한다. Model 6에서 대인신뢰는 정부기관

신뢰와 무관하게 사회이동가능성 인식을 증가시킨다. 즉, 한국인의 사회

이동가능성 인식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 대인신뢰와 정부 신뢰는 서로 영

향을 주고받지 않는다.

Model 7은 공적신뢰 간의 상호작용을 측정한 모델로, 민간기관에 대

한 신뢰와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의 상호작용은 양(+)의 회귀계수 값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그림 3> 과 <표

9>는 Model 7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선형 예측값과 선형결합 결과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기관에 대한 신뢰는 서로 상보적이

다.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 대한 신뢰수준이 어느 하나 일정수준 이상으

로 하락하면, 공적신뢰가 높아짐에 따라 사회이동가능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부(-)의 효과를 발생시켰다. 이는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 및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가 일정수준 이상 함께 담보되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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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 신뢰(IV) ×

공적기관 신뢰(MV)

공적기관 신뢰(IV) ×

민간기관 신뢰(MV)

β(민간기관 ×

공적기관 신뢰)
0.400***

β(공적기관 ×

민간기관 신뢰)
0.400***

β(민간신뢰) +

β(공적_최소)
-0.941***

β(공적기관) +

β(민간_최소)
-1.353***

β(민간신뢰) +

β(공적_평균)
0.247***

β(공적기관) +

β(민간_평균)
-0.278

β(민간신뢰) +

β(공적_최소)
1.681***

β(공적기관) +

β(민간_최대)
1.333***

* p<0.05, ** p<0.01, *** p<0.001

< 표 9 : 선형결합 검정(linear combination test) 결과_Model 7 >

< 그림 3 : 민간기관 신뢰와 공적기관 신뢰의 선형 예측값 >

한국인의 사회이동성 인식에 낙관적인 사사회이동성 인식에 긍정적 효과

를 산출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인신뢰는 공적신뢰 수

준이 보장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사회이동가능성 인식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 둘째, 공적신뢰는 서로 다른 영역의 기관신뢰가 일정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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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번호 가설 내용 결과

H1
대인신뢰가 높으면 세대 간 사회이동가능성 인

식은 높을 것이다.
지지

H2
공적신뢰가 높으면 세대 간 사회이동가능성 인

식은 높을 것이다.
지지

H2-1
정부기관 신뢰가 높으면 세대 간 사회이동가능

성 인식은 높을 것이다.
지지

H2-2
민간기관 신뢰가 높으면 세대 간 사회이동가능

성 인식은 높을 것이다.
지지

H3
대인신뢰와 공적신뢰 간의 조절효과는 양(+)의

값을 가질 것이다.

부분

지지

H3-1
대인신뢰와 민간기관 신뢰 간의 조절효과는 양

(+)의 값을 가질 것이다.
지지

H3-2
대인신뢰와 정부기관 신뢰 간의 조절효과는 양

(+)의 값을 가질 것이다.
기각

H4
정부기관과 민간기관 신뢰 간의 조절 효과는 양

(+)의 값을 가질 것이다.
지지

< 표 10 : 연구가설의 지지 여부 >

이상 보장되어야지만 사회이동가능성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민

간영역의 기관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거나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은 경우, 민간과 정부 어느 한 영역의 공적신뢰는 그 자체로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셋째, 대인신뢰의 효과는 민간기관 신

뢰에는 영향을 받지만, 정부기관 신뢰와는 독립적으로 발생한다. 민간기

관에 대한 신뢰가 높을 때 대인신뢰가 이동가능성 전망을 높이는 효과가

증가하지만,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의 정도는 대인신뢰의 효과를 변화시

키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연구가설의 지지여부를 판별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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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마치며

사회이동가능성 인식에 미치는 사회적 요인은 무엇인가? 일반신뢰와

공적신뢰는 한국인의 사회이동가능성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러

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2019년 한국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기관신뢰가 사회이동가능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

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기관신뢰에 대한 주요인분석 결과, 한국인의 기관에 대한 신뢰

는 ‘정부기관 신뢰’와 ‘민간기관 신뢰’ 두 요인으로 분별될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둘째, 앞의 과정에서 도출된 공적신뢰와 신뢰의 반경으로 측정

된 일반신뢰를 조절항을 포함한 회귀분석 모형에 투입하여 사회이동가능

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폈다. 셋째, 신뢰와 사회이동가능성 인식이

반대의 인과관계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도구변수를 사용한

회귀분석을 추정하였다. 검정 결과, 독립변수의 내생성(endogeneity) 문

제가 검출되어서, OLS 분석과 2SLS 분석의 추정치가 일관되지

(consistent) 않음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2SLS의 분석 결과를 해석하여,

공적신뢰와 일반신뢰는 각각 사회이동가능성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일반신뢰는 공적신뢰 수준과 별개로 사회

이동가능성 인식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는 반면, 공적신뢰 수준은 다른

영역의 기관신뢰가 일정 수준 이상 보장된 경우 내지는 일반신뢰 수준이

일정 수준 보장된 경우에만 사회이동가능성 인식에 정(+)적 영향을 미쳤

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상향이동에 대한 꿈은 공적신뢰와 일반신뢰가

일정 수준 이상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사적 영역에 대한 믿음과 평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그간 사회이동가능성 인식의 결정모형

에 사회문화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사회적 기회구조에 대한 경험연구

나 이론적 논리가 부족했다. 따라서 개인의 인식을 객관적인 사회이동가

능성에 대한 인지적 오류 내지는 정보의 부족으로 해석하였고, 개인이

사회적 기회구조에 대한 인식이나 비경제적 기회구조가 어떻게 사회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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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점은 고려되지 않았다. 본

고는 한국인의 신뢰를 연구하여 한국인의 상향이동의 꿈이 좌절되고, 기

회의 불평등과 결과의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나날이 높아지는 상황에

서 사회이동가능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이 무엇인지 밝힌

것은 시의적 함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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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focuses on the effects of interpersonal trust and public

trust on Koreans' perceptions of social mobility. Previous literatures

have analyzed that an individual's social mobility experience and

judgment on economic opportunity structure affect the formation of

social mobility perception. This studies interpreted the gap between

objective mobility and subjective mobility perception as a result of

cognitive bias, lack of information, or political attitudes. However,

discussions on social opportunity structures including va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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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in civil society and the public

sector have been overlooked in their studies. In the context of

growing concerns about economic inequality and the adhesion of

hierarchical structures in Korea,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rust in members of civil society, trust in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resources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social

mobility perception.

This paper analyzed the effects of interpersonal trust and public

trust on Koreans' perception of social mobility through OLS and

2SLS regression analysis with interaction terms using the 2019 Social

Integration Survey data in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hrough an exploratory major factor

analysis on institutional trust, public trust was divided into

'government sector institutional trust' and 'private sector institutional

trust' to examine the effect of trust in each sector on the perception

of social mobility. Generalized trust was measured as the radius of

trust, which was estimated by a fixed-intercept multi-layer model.

Furthermore, given the possibility that public trust and interpersonal

trust may influence each other, analysis included an interaction term

between public trust and interpersonal trust.

It was found that interpersonal trust and public trus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social mobility perception. First,

interpersonal trust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perception of social

mobility even if the level of public trust is not guaranteed. Second,

public trust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social mobility perception

only when trust in different sectors must be guaranteed over a

certain level: nearly the mean. When trust in institutions in the

private sector is very low or trust in government institutions is very

low, public trust in either the private sector and the government d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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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by itself increase the social mobility perception. Third, the effect

of interpersonal trust was affected by trust in private institutions, but

occurred independently of trust in government institutions. When trust

in private institutions is high, the effect of personal trust on

increasing mobility prospects increases, but the degree of trust in

government institutions does not change the effect of interpersonal

trust.

The analytical results of this paper have several implications for

the social mobility perception of Koreans. First, trust in people and

institutions are important. Second, the effect of trust on the mobility

perception is complementary between different types of trust. Third,

trust in civil society members and the private sector has a more

universal effect than trust in government. The hope for upward

mobility of Koreans is related to the trust structure of Koreans,

which is characterized by low trust in government and high trust in

a narrow radius of trust.

keywords : mobility, mobility perception, interpersonal trust,

radius of trust, public trust, institutional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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