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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정부신뢰는 시민의 선호와 인식되는 실제 정부 작동의 일치를 의
미한다(Trust in government indicates congruence between
citizens' preferences and the perceived actual functioning of
government.)
- Bouckaert and Van de Walle, 2003, p.336.

정부를 신뢰하는 시민은 세금 징수 등 정부의 자원 차출에 대
해서 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더 많은 지지와 관심을 보이며, 일시적 실패에 대해서도 관용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정책 시차로 인한 부작용을 줄인다. 정부신뢰
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개념이지만 가장 주요하
게 다뤄지는 결정 요인 중 하나는 정부의 성과이다. 정부의 성과
를 높이면 더 많은 신뢰를 보내줄 것이라는 ‘성과-신뢰 연결
(performance-trust link)’은 행정학자들의 오랜 연구 주제가 되어
왔다. 성과가 신뢰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여 1980년대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NPM)
개혁이 시행되었고, 다양한 층위의 정부들이 체계적인 성과 관리
를 시작하였다. 이는 기술과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객관적인 정부
성과 지표의 향상으로 이어졌다. 객관적 성과와 함께 주관적 성과
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 하에 시민의 만족도와 정부에 대한 성과
인식 조사 역시 활발히 이뤄져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정부 기관과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지속적으로 줄어드
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성과-신뢰 연결’에 대하여 시민이 정부에 갖고 있는
기대와 기대불일치(expectancy-disconfirmation)의 역할을 탐구하
고자 진행되었다. 시민의 기대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책 결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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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정치인들이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정보 중 하나이다. 기대란 시민이 정부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낼 것
인지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
는 기대의 종류는 예견적 기대(predictive expectation)와 규범적
기대(normative expectation)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 중립적 예측
과 당위적인 미래상을 의미한다.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 행정
학 분야에서 시민의 기대는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
소로 여겨져왔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정부신뢰가 저하된 원인 중
하나는 민주주의가 확산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기대 수준이 증가하였기 때
문에 정부신뢰가 낮아진다는 주장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먼저, 기대 자체가 정부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 둘째
로, 높은 기대에 못미치는 성과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는 기대불일치 개념과 관련이 있다. 즉, 기존 ‘성
과-신뢰 연결’에서 기대의 역할을 강조한 배경에는 암묵적으로 그
불일치를 가정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기존 문헌의 정부신뢰에 대한 접근을 Easton(1965)의
정치적 지지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Easton(1965)의
프레임워크는 정치공동체, 체제(regime), 정부기관을 포함하는 정
부신뢰의 객체 차원과 특정적 지지(specific support)와 분산적 지
지(diffuse support)를 포함하는 정부신뢰의 성 차원으로 구분된
다. 정부신뢰의 객체가 정치행위자인지 은 행정부의 정책 성과
인지에 대한 Miller vs. itrin
과 정부신뢰가 시민사회부
되는지 은 정부 성과에서 연유하는지에 대한 Putnam vs. Nye
을 해 정부성과가 지속적으로 정부신뢰의 주요요인이 되어
왔 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근 지 정부신뢰 의의 심 에도
불구하고 아
지 탐 적 연구의 중이 상당하였다. 일반 신뢰
이 과
을 때 정부신뢰 이 의 발 은 미 한 이었다.
선행문헌을 검토한 결과, 행정학 분야에서 기대와 기대불일치는
대부분 주관적 성과에 대한 영향 차원에서 다뤄졌으며, 특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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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서 스에 주로 적용되어 왔다.
기대와 기대불일
치를 행정학 분야에 소개한 Van yzin(200 ) 등의 기 연구에서
기대, 성과인식, 만족도로부 정부신뢰 지의 연결성을 이 적으
로
것과 대조적으로 근 기대불일치 연구는 정부신뢰에
대한 고려가 적은 이었다. 이는 정부신뢰의 복잡한 성 과 더불
어 근 체계적인 문헌을 갖 가고 있는 기대 연구가 기대를 어
게 조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결정요인 탐구 으로 그 향
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
기대, 기대불일치, 정부신뢰의 관계에 대한 실증은 적었으며, 행
정학은 전 적으로 낮은 정부신뢰에 대한 진단으로 시민 기대의
증가에
정부
과중을 원인으로 고 있었다. 일부 학자들
은 기대에 대한 조정, 구체적으로 기대를 낮출 것을 주문하고 있
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정부신뢰를 시민의 기대 자체로 정
의하기도 하였다. 라서 정부신뢰와 기대의 관계는
리
는 의가 존 하는 것으로
되었다. 기존 기대불일치 문헌에
서 신뢰는
구 의도와
라인
에 관련되어 있었으며,
근
전자정부 문헌에서 기대불일치 개념을 차용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
었다. 반면 정부신뢰 문헌에서 기대불일치는 정부신뢰의 개념적
정의에 다수 사용되어 왔다. Nye (1998 2001)는 시민의 기대와
성과의 불일치에 주목하며 예견적 기대와 규범적 기대의 역할을
구분하였다. 기대불일치 문헌에서 의되는 기대는 대부분 예견적
기대임에 반해 정부신뢰 문헌에서 의되는 기대는 대부분 규범적
기대라는 특징이 있었다.
이 연구는 정부가 어느 정도로 높은 성과를 미래에 성할 것
인지에(will) 대한 기대와 어떤 성과를 중요시 해야하는지(should)
에 대한 기대가 정부신뢰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였
다. 구체적으로, 예견적 기대는 신뢰자에 대한 신뢰자의 가에
기 한 신뢰성(trustworthiness)에 근 한다. 신뢰자인 시민 는
신뢰자 정부 가 공공서 스의 공공가치(  )를 성할 적 한
행정 력(
)이 있다고 고 정적인 예견적 기대를 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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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정부를 신뢰할 것이다. 반면 규범적 기대는 ‘신뢰 결과’와 관련
되어 있다. 문
자들이 규범적 기대에 대한 질문에 할 때,
예견적 기대와 리 경 에 기반하지 고 이상적(idealistic)인 가
상의 상 에 대한
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즉 공공 영역에서
의 규범적 기대는 정부가
히 목표로 해야 하는 가치, 선
위, 중요도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규범적 기대가 정부신뢰에 부정
적 영향을 미 다는 시각 중 일부는 높아진 기대와 이에 부 하지
못하는 정부의 성과, 즉 기대불일치를 상정하고 있 을 고 어
필요가 있다. 일부 학자들이 국민의 정부에 대한 규범적 기대
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러한 불일치의 가정이 자
리하고 있다. 규범적 기대 자체의 영향은 시민이 인식하는 정부의
력, 제도신뢰로서 정부신뢰의 성 , 시민의 이상적(ideal) 상태에
대한 정의와
정도 등에 라
수 있다.
예견적 기대불일치는 예견적 기대와 시민이 인지하는 성과 정
도와의 차이로, 규범적 기대불일치는 규범적 기대와 해당 성과에
만족하는 정도에 대한 불일치로 보는 것이 정부신뢰를 종속으로
하는 연구에서 보다 리적인 접근으로 각된다. 시민이 정부의
향후 역 에 대하여 중립적으로 예측하는 예견적 기대에 대한 불
일치는 신뢰의 요소 중 불확실성과 연결되어 있다. 불확실성은
경 와 신뢰자 가 신뢰자 에게 줄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해당 확 을 한 으로 계산해 수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정부가 사 보다는 공 을 구하며, 시민을 해치지 을 것이라
는
을 포함하고, 정부의 미래 행동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취 성(vulnerability)를 수반한다. 라서 예견적 기대불
일치가 소하는 경 시민은 정부 신뢰를 높일 것이라 예상된다.
정부가
히 수행해야 할 기준에 대하여 시민이 라는 규범적
기대불일치는 신뢰의 요소 중 ‘ 신뢰자와 신뢰자의 관계’에 관련
되어 있다. 신뢰자 는
신뢰자 에게 자신의
한을 위임
(delegation)하고, 를 해서 자신의 목표 를 성하고자 한다. 대
의민주주의원 에 라 선 를 한 시민 한의 위임이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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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원에게 이 어지고, 시 구 을 구성하는 기관과 공 원들도
예 는 아 다. 민주사회에서 규범적 기대불일치는 정부의 대 성
(responsiveness)과 관련되어 있다. 대 성은 시민의 요 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대
력을 의미한다. 라서 규범적 기대와 만족
도가 일치할수 정부신뢰가 높아질 것이라 여겨진다.
연구 대상
단은 201 년부 2016년 지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 한 226개 기 자치단체와 해당 지역에 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
시민이다. 분 에 사용하는 시민 표 은 다단계층
표 을 이용하여 각 연도 로 실시된 대규
문조사를
해 수 되었다. 서 대학
서 이연구
에서 실시한 201 년
정부 역할과 의 질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이하 인식 조
사 )와 2015-16년 지 자치단체 행정서 스 만족도 조사 (이
하 만족도 조사 )는 각각 시도
시 구
등배분 과 확
크기
출 을 적용하여
단을 적 히 반영하고 있다. 기
자치단체는
단이 그대로 사용되었다.
분
은 반 표면분 , 립표 T-검정, 다층
을 사용하
였다. 째, 시민의 기대와 주관적 성과의 일치 여부와 정도가 정
부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반 표면분
(response surfac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반 표면분 은 기대불
일치를 단일 수 하여 정보를 소실하지 고 두 개의 수가 종
속 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유용한 접근
이다. 둘째,
기대불일치의 향과 정도에 라 구분한 단이 정부신뢰에 대하
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 하기 위해서 기존 기대불일치와
만족도
에서 사용해왔 접근 식인 더미 수를 활용하여
립표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째, 이러한 기대불일치 과가 객
관적 성과 등 개인
기 자치단체 단위의 제 수를 입한 후
에도 동일한지
보기 위해서 다층
으로서 위계적 선 회
분
을 실시하였다. 예견적 기대불일치와 규범적 기대불일치
의 과가 다 지를
보기 위해서, 예견적 기대불일치에 대해
서는 201 년 인식 조사 에서 예견적 기대와 정책에 대한 성공

니

응
따

응능

청

응

록
모집
4 터
까
외
초
거
남녀
석
본
화집락 집
별
모설
통
집
울 교 베 센터
4
「
삶
」 「
」
「 방
비
」
「
」
및 군 별균 법 률
비례추 법
모집
절
초
모집
석방법 응 석 독 본
모형
첫
응 석
응 석
변 화
않
변
변
살펴 데
방법
방
따
집
석
모형
던 방
변
독
본
셋
효
및 초
통 변 투
살펴
모형
형 귀
석 모형
효
른 살펴
4 「
」
- v -

「
방 따 집

」

인식, 규범적 기대불일치에 대해서는 2015-16년 만족도 조사
에서 규범적 기대와 만족도의 일치 정도와 향에 라 단을 구
분하고 정부신뢰가 라지는지 분 하였다.
분 결과, 반 표면분 과 다층
분 에
면 예견적 기
대, 성공도, 만족도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 지만 규
범적 기대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다. 예견적 기대와 성공도
는 두 정부신뢰에 대하여 양(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과 지역 수준의 제 수를 산입한 다층
에서도 지
지되었다. 각각의 기대불일치의 정도와 일치 수준에
정부신
뢰는 서로 다
양을 나
다. 예견적 기대와 성공도는 반 표
면분 에서는 일치 과가
었지만 다층
분 에
면 일부
일치 과가 존 하는 것으로 나
다. 규범적 기대와 만족도가
일치할수
정부신뢰가 높아졌다.
한 일정 수준에 이 기 지
만족도가 규범적 기대보다 높을 때 정부신뢰가 높 지만, 그 이후
에는 규범적 기대가 만족도보다 높을 때 더 높은 정부 신뢰를 보
였다. 이후, 립표 T 검정에 라
여 개의 기대불일치
단을 나 어
결과, 예견적 기대불일치의 경 기대가 성과
보다 높을 때 정부신뢰가 오히려 더 높 다. 반면, 규범적 기대불
일치의 경 , 예상대로 성과가 기대보다 높을 때 정부신뢰가 높
다. 이러한 결과는 다층
에서도 지지되었다.
이 연구의
째 의의는 주관적 성과와 정부신뢰의 연결성이
객관적 성과를 고려한 이후에도 유지 을 보였다는 것이다. 구체
적으로, 만족도와 성공도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지 정부수
준의 산출 성과를 제한 상태에서도 유의미함을
다. 즉, 오랜
기
의 대상이 되어왔 ‘성과-신뢰 연결’을 증
다는 의
의가 있다. 국내 문헌 두에서 한 국가의
지 자치단체에
대해 주관적 성과와 객관적 성과를 아
는 ‘성과-신뢰 연결’ 연
구는 의 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인식조사 와 만족도
조사 는 두 서 대학 서 이연구
에서 다년 많은 예산
을 자하여 226개 기 자치단체에 유의미한 표 수를 확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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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로서 정부신뢰를 조사한 국내 서베이 자료중에 유일하게 기초자
치단체 단위까지 특정되어 있다. 국외 문헌의 경우 한국과 같이
정리된 형태로 하나의 국가를 아우르는 지방정부산출데이터 세트
를 적용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희소성을 갖는
다. 국내 문헌의 경우 지방정부성과 간 비교 연구는 다수 이루어
졌으나, 객관적·주관적 성과를 아울러 정부신뢰와의 연결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두 번째 의의는 정부신뢰와 기대의 논의에 존재하는 혼란을 기
대의 유형을 구분함으로서 일부 해결했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정
부신뢰 문헌에서 기대는 그 다차원성이 거의 논의되지 않은 채로
혼재된 사용이 이뤄지고 있었다. 정부신뢰가 시민의 기대에서 비
롯하는지 혹은 기대불일치에서 비롯하는지마저도 확실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면, ‘기대가 높아서 신뢰도 높다’와 ‘기대가
높아서 신뢰가 낮아진다’는 다소 상 적인 표 이 이 적 실증적
검증 이 정부신뢰 문헌에서 다수 사용되고 있었다. 정부신뢰와
기대의 관계에 대해
리는 의가 존 해왔 것이다. 이 연구
는 정부신뢰가 그에 대한 정의로써 의되어 왔듯, 예견적 기대와
규범적 기대불일치의 함수임을 확인하였다. 예견적 기대는 선행연
구와 이 정부신뢰와 정적 관계를 갖고 있었지만, 규범적 기대
는 제 수를 입하였을 때에는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있지
다.
한 선행연구와
가지로 규범적 기대불일치의 수준이
낮아질수
정부신뢰가
라가는
과를 보였다. astelfranchi
and alcone(2010)의 신뢰 함수 신뢰 f( , , ,τ,)를 정부신뢰 의
에 적용해보 을 때, 이러한 과가 발 하는 이유는 예견적 기대
는 신뢰자에 대한 신뢰성(trustworthiness)에 기반하고 있고, 규
범적 기대불일치는 대 성(responsiveness)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
인 것으로 측된다.
세 째 의의는 정부신뢰가 은
스의 지표로 함께 히
는 만족도와 다 특성을 갖고 있 을 보였다는 점이다. 정부신뢰
는 예견적 규범적 기대불일치가 줄어들수 높아지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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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의 Bouckaert and Van de Walle 인용문에서 나
이 적
인 신뢰의 정의를 증 하였다. 이는 기존 소 자학 경영학에서 다
뤄지 기대불일치 관련 연구들이 성과가 기대를 지를수 더
높은 만족도로 이어진다는 실증을
해왔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이 연구의 로 발견은 예견적 기대불일치의 소 역시 정
부신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 문헌에서
예견적 기대불일치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의
었다. 근 정부신뢰의 소 요인을 사회적으로 만연한 불확실
성에서
되었다고 보 을 때, 자신이 예측한 정부 행동에 대한
확인은 기 이 자신의 취 성을 정부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과로
나
것이다. 기대불일치이 을 심 하여 보 을 때, 인지부조
의 소 역시 예견적 기대의 일치 과에 기여한다고 해 할 수 있
다. 즉, 예견적 기대와 성공도가 불일치하는 경 인지부조 라는
부정적 경 으로 인해 신뢰자에 대한 신뢰를 결정하지 못한 상
일 수 있다.
째 의의는 예견적 규범적 기대불일치의 서로 다 속성을
발견하였다는 점이다. 서 의한 정부신뢰와 만족도의 서로 다
특성이 ‘기대-성과 일치 과’라면, 여기서 발견한
다 특
성은 ‘기대 성과’일 때 오히려 더 정적인 결과가 나 수도 있다
는 점이다. 예견적 기대불일치가 일어 경 기대가 성공도보다
높을 때 오히려 정부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
다. 이는 기존 소
자학 경영학에서 의되었 기대불일치 이 과 정반대되는 결
이다. 즉, 정부의 해결 력에 대한 기대가
상태에 대한
가보다 높을 때 정부신뢰가 높 다. 근 문제되고 있는 로나19
이 에 적용해보면, 지 정부가 으로
나 역을
하고, 적
한 경제적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인지되는 역
은 경제 성과보다 더 중요하다. 이는 자신의 취 성을 신뢰자
에게 기는 신뢰의 속성 상
보다 미래지향적인 수에 보다
중점을 두는 신뢰자의 태도가 원인일 것이라 각된다.
이 연구의 정책적 의의는 다 과 다. 째, 정부신뢰를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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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노력으로 문 성과를 정책 선 위로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중요도-만족도 분 ’의 심 를 해 기대불일치 단을 구분하여
민주적 성과관리를 도 할 수 있다. 째, 구체적인 성과 정보 제공
보다는 이미지와 기대상 중심의 보가 더 적 할 수 있다.
연구의 한계는 다 과
다.
째, 지 정부신뢰와 국가단위
정부의 신뢰를
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기대불일치를
다 행정학 문헌이 지 정부에 치중하고 있고, 기대불일치와 정
부신뢰 관계를
접적으로
의한 선행문헌이 적었기 때문이다.
라서 정부신뢰의 질이 다는 취지하에 두 가지 신뢰를 용
하여 선행연구의 검토 등이 이 어졌다. 후속 연구에서는 해당 수
준 정부에 대한 보다
한 문헌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층
분 에서 보고된 계수 의 실질적 유의미성이 낮을 수
있다. 다만
연구의 다층
분 부분은 기대불일치 단의 구
분을 하여 정부신뢰에 대한 일치 과의 존 여부와 불일치 하
는 경 의 향성을 분 하고자 한 기 연구이다. 이후 패 조사
은 문실 기 을 적용한 연구로 확장하여 실질적 과를 분
할 필요가 있다. 지 으로, 201 년 인식 조사 와 2015-16년
만족도 조사 는 두 연구자가 문 자인부
여한 문조
사가 아 다. 라서 해당 연구자 는
연구를 목적으로 구성되
지
기 때문에 문 의 사용에 있어서 전체 문 자인에
의도치 은 영향을 을 수 있다. 한 사용하는 개념과 조사된
목이 정확히 일치하지 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성과, 기
대, 신뢰와 은 문 을 접 개발하여 문 자인 단계부 연구
자가 여할 수 있도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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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초 평가적 태도로서 정부신
뢰는 정부와 시민 간의 협력 비용을 감소시키고 정부 실패를 방지한다.
시민의 기대와 정부의 성과의 연계에 기 한

정부를 신뢰하는 시민은 세금 징수 등 정부의 자원 차출에 대해서 덜 부

외, 1998/2001),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김필·한익현, 2021; Levi & Stoker,

정적인 태도를 보이고(Nye
서 더 많은 지지와
2000

; Lee & Schachter,

2019), 일시적 실패에 대해서도 관용적인 태도

G

;

를 보임으로써 정책 시차로 인한 부작용을 줄인다( ambetta, 1988 전영

환·목진휴·김병준,

순 효과로 인해 학계와 실무에서는 정
부신뢰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
2016). 이러한

어왔다. 정부신뢰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개념이지만
(Bouckaert et al., 2002), 가장 주요하게 다뤄지는 결정 요인 중 하나는

광

정부의 성과이다(정 호, 2011). 즉, 정부의 성과를 높이면 더 많은 신뢰
를 보내줄 것이라는 ‘성과-신뢰 연결(performance-trust link)’은 행정학

Y

자들의 오랜 연구 주제가 되어왔다( ang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에

& Holzer, 2006).

입각한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NPM) 개혁 이래 다양한 층위의 정부들이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시작하였고, 이는 기술과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객관적인 정부

좋은 성과를 내
어야 하고, 그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인식은 보다 보편화되는 추
성과 지표의 향상으로 이어졌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더

세이며(Misztal, 2001), 객관적 성과와 더불어 주관적 성과도 고려해야
- 1 -

한다는 취지 하에 시민의 만족도와 정부에 대한 성과 인식 조사 역시 활
발히 이뤄져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정부 기관과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L

;

( uhmann, 1999 Misztal, 2001). 즉, 정부의 성과와 이에 대한 시민의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이론적·실증적 연
구가 거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신뢰 연결’의 실제 존재 여부는
아직도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사안이다(Easton, 1975; 박종민, 1991; 서
문기, 2001; Bouckaert & Van de Walle, 2001; Bouckaert et al. 2002;
Vigoda & Yuval, 2003a; 2003b; Yang & Holzer, 2006; Van Ryzin
2004; 2007; 강혜진, 2018; Berg & Johansson, 2020, He & Ma, 2020).
더 좋은 성과를 내는 정부에 대하여 시민들이 더 많은 신뢰를 보낸다는
가설은 직관적이지만, 성과와 신뢰의 관계를 다룬 다수의 연구들은 이러
한 가설을 부분적으로, 혹은 전혀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더 이상
의 진전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민이 인지하는 정부성과와 정부에게 보내는 신뢰
를 연결하는 개념으로서 시민이 정부에 갖고 있는 기대의 역할을 분석하
는 것이다. Nye 외(1998/2001)는 정부신뢰를 결정하는 기대 요소가 ‘정부
인식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가 국민을 위해 해주었으면’ 하는 규범적 기대와 ‘정부가 해줄 것’이라고

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정광호(2011)는
정부신뢰에 관련한 연구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무엇보다 정부신뢰가 정
부성과와 정부에 대한 기대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시민의
기대는 정부신뢰 문헌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된 실증 연구가 적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성과-신뢰 연
결’에 대해 최근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활발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
는 ‘기대불일치(expectancy-disconfirmation)’ 이론 관점에서 실증해보고
예상하는 예견적 기대로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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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처음 기대불일치를 행정학 분야에 소개한 초기 연구에서 기대, 성과인
식, 만족도로부터 정부신뢰까지의 연결성을 이론적으로 언급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최근 기대불일치 연구는 정부신뢰에 대한 고려가 적은 편이
다. 이는 정부신뢰의 복잡한 성격과 더불어 최근 체계적인 문헌을 갖춰
가고 있는 기대 연구가 기대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결
정요인 연구 쪽으로 그 방향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성
과-신뢰 연결’에서 기대의 역할에 주목한 배경에는 암묵적으로 그 불일

완성품
이라기보다 과정적 성격을 띠고, 따라서 시민은 한정된 경험으로부터 축
적된 제한된 정보에 자신의 기존 기대를 덧붙인 평가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의 기대불일치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Huseby, 2000; Yang & Holzer, 2006; Levi
& Stoker 2000; Bouckaert et al., 2002).
특히 시민이 정부의 향후 역량에 대하여 중립적으로 예측하는 예견적
기대불일치와 정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기준에 대하여 시민이 바라는
규범적 기대불일치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
부가 어느 정도로 높은 성과를 미래에 달성할 것인지(will)에 대한 기대
치를 가정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 성과는

와 어떤 성과를 중요시 해야하는지(should)에 대한 기대는 성과가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구성하는 서로 다

른

요소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

다. 나아가 예견적 기대불일치는 예견적 기대와 시민이 인지하는 성과
정도와의 차이로, 규범적 기대불일치는 규범적 기대와 해당 성과에 만족
하는 정도에 대한 불일치로 보는 것이 정부신뢰를 종속으로 하는 연구에

합리적인 접근으로 생각된다. 이는 예견적 기대불일치는 현실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대한 불일치로서 정부성과의 성공도가 갖고 있는 정
서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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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신뢰의

변량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 규범적 기대불일치는 현실과 이

괴리에 대한 주관적 불일치로서 시민이 인식하고 있는 정부성과의
적절성과 관련되어 있는 정부신뢰의 결정 요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
상의
다.

음 같다. 정부성과는 정부신뢰를 높이는가? 정
부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과연 시민의 어떤 기대를 높여야 혹은 낮춰야
하는가? 기대와 성과의 일치 정도는 정부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기대불일치의 방향과 정도에 따라 구분한 집단은 정부신뢰에 대하여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는가? 이러한 효과는 객관적 성과의 영향력을 고려한
이후에도 동일한가? 이상의 질문들에서 예견적 기대불일치와 규범적 기
대불일치의 차이는 무엇인가?
주요 연구 질문은 다 과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모집단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세종시와 제주
도를 제외한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시민이다. 분석에 사용하는 시민 표본은 다단계층화집락
표집을 이용하여 각 연도별로 실시된 대규모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
다. 서울대학교 서베이연구센터에서 실시한 2014년 「정부 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이하 「인식 조사」)와 2015-16년 「지방자
치단체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이하 「만족도 조사」)는 각각 시도
및 시군구별 균등배분법과 확률크기비례추출법을 적용하여 모집단을 적
절히 반영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모집단이 그대로 사용되었다.
2014-16년의 전국 만 19세 이상 시민이 이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4년 10월부터 2016년 10월은 중간에 지방
이 연구의 연구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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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총선·대선 등 선거가 없었던 기간으로서, 정부 성과의 연속성이 담
보되고 시민의 인식에 정치변수가 미치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둘
째, 각 기초자치단체 단위에 최소 20 표본에서 최대 360 표본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층 모형을 통해 객관적 성과를 통제한 후에도 기대
불일치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한지 살펴볼 수 있다. 셋째,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2014년에 출범한 특별자치시로서 그 형태가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다르며 연혁이 짧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하위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두 개의 행정시인 제주도와 서귀포시만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세종시와 제주도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선

제 3 절 연구의 방법
앞서 열거한 이 연구의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을 채택한다. 첫째, 시민의 기대와 주관적 성과의 일치 여부와 정도
가 정부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반응표면분석
(response surface analysis)을 실시한다. 반응표면분석은 기대불일치를
단일변수화하여 정보를 소실하지 않고 두 개의 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유용한 접근방법으로서, 최근 다양한 차이 척도
를 사용하는 사회과학 연구에 활용되고 있는 분석방법이다. 특히 다차항
회귀방정식을 시각화하여 해석을 보다 직관적으로 돕는다는 장점이 있
다.

방향과 정도에 따라 구분한 집단이 정부신뢰에 대
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기존 기대불일치와 만
족도 모형에서 사용해왔던 접근방식인 더미변수를 활용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다. 독립표본 T 검정은 모집단의 추정량을 알지 못할 때
둘째, 기대불일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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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추정량을 이용하여 두 집단의 평균 차이가 유의미한지 검증하는
보편적인 통계방법이다. 집단의 구분은 기대불일치의 차이를 보다 자세
히 살펴보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네 집단 구분 방식이
아닌 여섯 집단 구분 방식을 사용하였다.
셋째, 이러한 기대불일치 효과가 객관적 성과 등 개인 및 기초자치단
체 단위의 통제변수를 투입한 후에도 동일한지 살펴보기 위해서 다층모
형으로서 위계적 선형 회귀 분석 모형을 실시한다. 다층모형은 위계적
자료를 사용하는 사회과학 연구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연구 방법
으로서, 1종 오류의 가능성을 낮추고 보다 적확한 추정량을 제공한다는
표 의

장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예견적 기대와 규범적 기대, 주관적 성과로서

살펴보고, 앞서
산출성과 등 통제변수를

성과인식과 만족도가 각각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을

독립표본 T-검정의 분석 결과가 기초자치단체
투입한 이후에도 유효한지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예견적 기대불일치와 규범적 기대불일치의 효과가 다른지
를 살펴보기 위해서, 예견적 기대불일치에 대해서는 2014년 「인식 조
사」에서 추출한 변수인 예견적 기대와 주관적 성과로서 정책에 대한 성
공도와의 일치 정도와 방향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정부신
뢰가 달라지는지 분석한다. 같은 분석을 2015-16년 「만족도 조사」에서
추출한 규범적 기대와 주관적 성과로서 만족도에 대해서도 실시한다. 즉,
각 분석은 두 가지 상이한 데이터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나란히 제시하는
것이며, 둘은 다른 시기에 수집된 서로 다른 표본에 대한 결과로서 예견
적 기대불일치와 규범적 기대불일치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함을 밝혀
둔다. 다만 이후 분석 결과의 논의 과정에서 독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각
기대불일치의 함의가 병렬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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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이 장의 목적은 정부의 ‘성과-신뢰 연결’에 있어서 어떤 주요한 문헌

색

떠

이 있었는지를 탐 하고 어 한 한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함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정부신뢰에 대한 기존의 접근을 Easton(1965)의 정

통해 검토한다. 정부신뢰의 객체가 정치행위자인
지 혹은 행정부의 정책 성과인지에 대한 Miller vs. Citrin 논쟁과 정부
신뢰가 시민사회부터 비롯되는지 혹은 정부 성과에서 연유하는지에 대한
Putnam vs. Nye 논쟁을 통해 정부성과가 지속적으로 정부신뢰의 주요
요인이 되어왔음을 밝힌다. 최근 정부신뢰 연구가 확장되며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온 바에 비해서 이론적인 발달이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음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후 정부성과와 정부신뢰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현재 논
의되고 있는 정부성과의 유형을 분석하고 ‘성과-신뢰 연결’에서 주관적
성과의 중요성과 객관적 성과의 한계를 설명한다. 이어 정부성과-정부신
뢰 연결에서 기대의 역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기대의 종류를 살피고
치적지지 프레임워크를

기대불일치 개념을 제시한 후 기대불일치와 정부성과 관계, 기대불일치
와 정부신뢰 관계에 관한 주요 선행문헌의 함의

및 기존 가설 테스트 결

과를 제시한다. 기대불일치와 정부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만족도를 중심

축적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다음으로, 기대불일치
와 정부신뢰의 관계에 대해서 이론적 논의는 많았지만 구체적인 실증은
적었다는 점을 밝힌다.
으로 문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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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정부신뢰연구
모든 결정을 할 때, 강압이나 무력의 사용에 의존할 필
요 없이 행동할 수 있게 한다(Gamson, 1968). 민주적 시스템의 효과성은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에 의존하고 있다(Nye 외, 1998/2001;
Hibbing & Theiss-Morse, 2001; Chanley et al., 2000). 정치적 무관심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는 당위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
로 중요한 요소이다(Im et al., 2014). 최근 새로운 정책을 설계하는 것보
다 정당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작동시키는 것이 더 어려운 정책환경
으로 인해 정부신뢰가 갖고 있는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시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때 정책 순응도가 높아지고 보다 용이하게 소기에 책정되
었던 정책 목적과 이에 포함된 공공가치를 달성할 수 있다(임도빈, 2018:
489). Goodsell(2006: 633)은 행정목표의 계층적 구조를 산에 비유했을
때, 그 정상에는 궁극적 목표인 정부신뢰가 있다고 보았다. 이하에서는
정부신뢰 연구에서 주요 문헌과 최근 지적되고 있는 정부신뢰의 개념적
혼란을 살핀다.
신뢰는 정부가

1. Easton의 정치적 지지 프레임워크
학술적으로 정부 신뢰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시작된 시기는 제2차 세

료

·

계대전이 종 되고 세계 각국이 정치적 경제적

C

안정을 찾아가던 1960년

대이다( hanley et al., 2000). Easton(1965)은 정치적 지지(political

괄

했

support)와 관련하여 두 가지 차원의 포 적인 프레임워크를 개발 다.
이 프레임워크는 정치 공동체, 체제(regime), 정부기관을 포함하는 정부

- 8 -

신뢰의 객체 차원과 특정적 지지(specific support)와 분산적 지지(diffuse

격

support)를 포함하는 정부신뢰의 성

차원으로 구분된다. Easton(1965)

비록 직접적으로 정부신뢰에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이
후 정부신뢰의 주요 논쟁과 관련이 깊으므로 자세히 소개하도록 한다.
첫 번째 차원인 정부신뢰의 객체 차원에서 정치공동체는 정치적 역할
의 분업이 이뤄지는 사회로서 커뮤니티 소속감을 필수요건으로 하지 않
는다. 체제는 시스템이 운용되는 작동 방식을 의미하고 정부기관은 실제
현실에 존재하는 공적 권위를 갖춘 조직을 의미한다. 이에 더하여
Gamson(1968)은 정부신뢰의 객체가 현직 정치인, 정책 기관, 공공 철학,
정치 공동체 총 4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Bouckaert and Van de Walle(2001)는 공공 철학의 경우 냉전 시대에 한
정하여 유효한 기준일 수 있다고 보았다. 이후 Norris(1999)는 정부신뢰
의 객체가 정치공동체, 체제 원칙, 체제 성과, 체제에 소속된 공적 제도,
정치적 행위자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보았다.
Easton(1965)의 프레임워크 두 번째 차원인 정부신뢰의 성격 차원에
서 특정적 지지는 시스템의 산출에 의해서 결정되며, 시민의 수요가 충
족되었음을 의미한다. 특정적 지지는 정부기관의 성과를 시민들이 어떻
게 인식하고 이에 만족하는지와 관련이 깊다. 반면 분산적 지지는 정치
체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호의를 의미한다. 정부의 성과는 분산적
지지와 단기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분산적 지지는 이데올로기적
원칙, 정치체제의 구조적 정당성, 정치인 개인의 정당성 등에 의해 결정
의 프레임워크는

된다. 이에 대해 Bouckaert and Van de Walle(2001)는 분산적 지지 역

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정서적 지지의 하락이 정부 기관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성과
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이 신뢰할 만한 가
시 장기적으로는 정부 성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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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데 기반하기 때문이다.

2. 정부신뢰의 객체 관련 논의: Miller vs. Citrin
논쟁 중 하나는 정부신뢰가 정책성과 혹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한 Miller(1974)와 Citrin(1974)
의 논쟁이다. 이 논쟁은 앞서 논의한 정부신뢰의 객체, 즉 피신뢰자가 누
구인지와 관련이 깊다. Miller(1974)는 정부의 정책이 시민의 기대에 부
합하지 않을 때 정부에 대한 불신이 증가한다고 보았다. 그는 미시간 서
베이 연구센터(The University of Michigan Survey Research Center)의
1964년, 1966년, 1968년, 1970년의 설문 결과를 활용하여 흑백 통합정책
에 대한 평가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다. 이에
Citrin(1974)은 1964년부터 1972년까지의 National Election Study의 분석
을 통해 정부에 대한 신뢰는 대통령이라는 현시성이 높은 현직 정치인에
서 비롯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신뢰에 대한 예측변
인으로 대통령 후보자 선호가 가장 강했다.
이들의 논쟁은 1990년대까지 이어졌으며, 대통령의 대중적 인기, 당면
정책 과제를 해결하는 행정부의 능력, 주관적 정책 평가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쟁점 토론이 심화되었다(Miller & Borrelli, 1991).
Citrin and Green(1986)은 National Election Study의 1980년, 1982년,
1984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정부신뢰를
좌우한다고 주장하였다. Miller and Borrelli(1991)는 동일 자료를 1988년
까지 확장하여 분석한 결과,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정부신뢰가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는 결과로 이를 다시 반박하였다.
Miller 대 Citrin의 논쟁은 정부신뢰 연구의 초기 논쟁으로서 신뢰의
정부신뢰 연구에서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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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가 정치 체제나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반영하는 것인지 혹은
현 정치 지도자에 대한 불만을 반영하는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 정부신뢰의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자 한
논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시민이 정부를 신뢰하는가에 대해서 답할
때 어떤 주체를 가정하는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우 정부신뢰 개념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민주화 이후에 이
루어졌기 때문에 초기에는 대부분 서구의 이론을 빌려와 사용하였다. 정
부신뢰의 피신뢰자와 관련하여 논의해야 할 대표적인 연구로서 박종민
(1991)이 분석한 ‘정책산출이 정부신뢰에 주는 영향’ 이 있다. 그는 정부
한국의 경

성과가 민주정치체제에의 지지에 기여한다는 주장에 대한 실증을 하고자

권위주의 정부의 사례로서 한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는 Citrin의 논
의를 따라 정부에 대한 신뢰의 대상이 정부체제가 아니고 현당국이며,
다만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정부체제와 당국 간의 구별이 가능하지 않음
을 짚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정부체제에 대한 지지를 측정
하는 대용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지 모른다고 보았다. 이후 민주화가 진
행되며 국내 행정학계의 정부신뢰 논의는 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행정집행기관 등 공공부문 신뢰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3. 정부신뢰의 성격 관련 논의: Putnam vs. Nye
냉전이 종식되면서 정부신뢰 관련 논의는 보다 깊고 다양해
졌다. 먼저 피신뢰자 뿐만 아니라 신뢰자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들이 출
현했으며(Putnam et al., 1994; Fukuyama, 1995; Levi, 1996; Inglehart,
1997). 이후 정부신뢰를 결정하는 정책 성과 및 정치적 요인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19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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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는 Putnam et al.(1994)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 관련 논의와 Nye 외(1998/2001)를 중심으로 한 정부성과 관련
논의로 양분해볼 수 있다. 먼저 정부신뢰가 정부의 속성보다는 시민사회
의 속성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이 등장하였다. Putnam et al.(1994)은 정부
신뢰가 구성원이 소속된 사회와 문화로부터 비롯되는 사회적 자본의 일
종으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은 경제 발전, 교육 수준의 증
가, 낮은 범죄율의 발생, 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Putnam et al.(1994)은
사회적 자본이 다양한 모임, 단체 활동의 참여를 촉발하고 이는 시민 간
의 대인신뢰를 증진시켜 정부에 대한 신뢰로 전파될 것이라고 여겼다.
Fukuyama(1995)는 신뢰가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집단행동의 딜레마의
해결 가능성을 증진시킨다고 보았다. 그는 종국적으로 개인 간 신뢰가
건전한 참여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여 정부신뢰를 높인다고 주장했다.
Levi(1996)는 정부신뢰가 홀로 높아지기보다는 개인 간의 신뢰 가능한
헌신, 공정한 절차, 상호호혜성에 기반하여 다른 여러 신뢰와 함께 높아
진다고 보았다. Inglehart(1997)는 제도적 신뢰는 개인간 신뢰의 확장형
이며, 유년시절에 학습되어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고 주장하
였다. 다만 탈물질주의 가치관이 대두함에 따라 제도적 성과에 대한 평
가가 낮아지고 따라서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고 보았다.
시민사회로부터 정부로 신뢰가 전이된다는 Putnam et al.(1994) 중심
의 논의는 Easton(1965)이 논의한 분산적 지지 차원과 맞닿아 있다. 즉,
1990년대 정부신뢰 관련

시민과 정부의 관계를 규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정부신뢰의 중심이 된

논의할 때 성과 명제
와 대립각을 세우는 주요 이론인 정서적 차원의 정부 신뢰 논의와 맥락
을 같이 한다.
반면 Nye 외(1998/2001)는 국가 단위에서 정부신뢰가 시민의 정부에
다는 것이다. 이는 이후 정부성과-정부신뢰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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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 기반해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따르며, 다만 이러한 요인이
도출되는 영역을 경제 영역과 사회문화적 영역으로 나누었다. 그들은 추
가적으로 시민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요인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친다
고 보았다. 거시 경제 성과가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 정책피
드백이론(policy feedback theory)에 기반하고 있다(Mettler & SoRelle,
2018). 정책피드백이론은 정책을 정치적 과정의 결과로 보지 않고 기존
정책을 정책 결정 과정의 입력으로 통합하는 이론이다. 거시 경제 정책
이 정부신뢰를 포함하는 정치 환경을 재구성하고 후속 정책의 결과를 결
정한다는 것이다. 다만 Nye 외(1998/2001)의 논의 이후 보건, 사회, 복지
와 같은 대체 분야의 정책 결과는 정부신뢰와 관련하여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de Blok et al., 2020). 반면 시민들이 더 이상 자
유에 대한 억압, 공산주의의 위협, 핵무기로부터의 안전을 걱정하기보다
교통 체증과 같은 미시적 성과를 기준으로 정부신뢰를 결정한다는 주장
이 힘을 얻기도 하였다(Yankelovich, 1991).
Nye 외(1998/2001)의 논의는 다양한 정부 성과의 구체적 수치를 통해
신뢰와의 연결성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이후 ‘성과-신뢰 연결’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연구 중 하나이다. 이는 Easton(1965)이 논의한 특정적 지
지와 관련이 깊다. 즉, 정부는 시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특정 성과를 창
출해야한다. 이때 시민의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Nye 외
(1998/2001)의 연구는 여전히 시민의 정치적 정체성을 주요 요인으로 꼽
았다는 점에서 특정적 지지와 다른 측면이 있다. 특정적 지지의 차원에
서 시민은 정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식을 습득하거나 특정한 정치적 정
체성을 형성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자신에게 주어진 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를 할 뿐이다(Easton, 1965).
한국의 맥락에서 정부신뢰 구조와 성격을 파악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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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1998/2001)의 논의를 따라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신뢰 결정 요인을 살핀 결과, 한국의 맥락에서
는 국가 역할의 변화와 사회갈등의 추이를 중심으로 정부신뢰의 인과관
계를 추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한국에서 개발주도형 권위주
의가 지속되어 오다가 민주화가 되며 정부역할의 위상이 변화했고, 이에
따라 성장위주의 발전전략으로 억눌려왔던 갈등 구조가 현실적으로 첨예
화되면서 정부신뢰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서문기(2001)는 공공정책의 목
표에 따른 수단의 정당화, 정부 조직의 폐쇄성, 시민 사회와 정부의 밀월
관계가 정부의 효율성과 이에 기반한 정부신뢰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그
러나 민주화 이후 30년 이상 시간이 흐른 현재, 대부분의 국내 정부신뢰
연구는 국외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변수와 이론을 사용하고 있다. 예
를 들면 시민문화와 정부성과(박희봉·이영란, 2012), 정책이해도와 정책
선호(황성수·윤광재, 2018), 정책홍보, 정책수단, 정책산출에 대한 국민
만족도(황창호·김태형·문명재, 2015) 등의 변수를 사용한다.
서문기(2001)가 있다. 그는 Nye

4. 정부신뢰의 개념적 혼란과 이론적 발달의 부진
2000년대 이후 다수의 정부신뢰 연구가 여러 분과 학문에서 수행되었

망

다. 정부신뢰를 구성하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조 되며 개념이 확장되

추구해야 할 방향 혹은 지침으
로 작용하며, 가치의 구현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에 정부의 노력이 부응
할 때 높은 수준의 정부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는 논의가 전개되었다(고
명철, 2018). 이후 정부신뢰 연구는 학자마다 그 강조점을 다르게 두고
었다. 공공가치 하나하나가 정부 활동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신뢰라는 개념을 신뢰할 수 있는가(Gambetta, 1988)” 라는 오래된 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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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정부신뢰의 개념적 혼란을 반영한다. 정
부신뢰는 시민의 관점에서 측정된다는 점에서 만족도와 함께 좋은 거버
넌스의 지표로 사용될 가능성이 종종 논의되지만(Van de Walle et al,
2002; Bouckaert & Van de Walle, 2003; Van Ryzin, 2007) 만족도는 실
무의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 만들어진 개념인 반면 신뢰는 학계에서 출발
한 개념이기 때문에 덜 직관적이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정책을 설계하
는 것보다 정당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작동시키는 것이 더 어려운 정
책환경으로 인해 정부신뢰가 갖고 있는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00년대 이후의 연구는 정부신뢰에 대한 세분화가 이뤄졌다는 특징
문은

이 있다. 정부에 관련된 신뢰는 정치적 신뢰와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로

뉜

권

나 다. 정치적 신뢰는 정치인과 정 에 한정된 신뢰인 반면 공공부문에

료

대한 신뢰는 공공기관 전반의 관 제 등에 대한 신뢰이다. 정치학 연구

누 않고 정치적 신뢰로 통합
하여 사용하기도 한다(Rahn & Rudolph, 2002; Hetherington & Rudolph,
2008; Weinschenk & Helpap, 2015). 반면 행정학에서는 선출직 공무원
과 직업 공무원을 구분하여 후자를 보다 연속성 있는 정부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수를 이뤄왔다(Grimmelikhuijsen, 2012; 이현국·김윤호, 2014).
최근 연구는 공공부문 신뢰를 세분화하여 공공서비스 자체에 대한 신뢰
에 대한 개념화를 시도하기도 하였다(Bigley & Weniger, 2020).
정부신뢰의 모호성에 대한 지적도 이뤄졌다. 정부신뢰가 철학이나 심
리학에서 다루는 일반적인 신뢰 개념과 달리 정부에 대한 태도, 정부에
대한 인식에 가까운 의미로 사용되는 측면이 있다(Bouckaert et al.,
2002). 일부 학자들은 신뢰라는 용어가 정치적 담론에서 ‘인플레이션’과
같이 남발되는 현상이 정부신뢰에 대한 학술적 접근을 어렵게 한다고 지
적한다(Van de Walle & Bouckaert, 2003). 또한 ‘정부’가 의미하는 대상
자들은 정치적 신뢰와 공공부문 신뢰를 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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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고위직 공무원, 일선 공무원 등
다양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Bouckaert et al., 2002).
정부신뢰에 대한 논의가 심화됨에 따라 유사 개념과의 구분이 필요하
다는 논의도 전개되었다. 첫째, 정부의 신뢰성(trustworthiness of
government)은 정부신뢰와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논의이다(류태건·
차재권, 2020). 정부의 신뢰성을 살펴보면, 신뢰 대상에 대한 평가와 기
대는 신뢰 대상의 속성, 상태, 행위, 역할, 정체성과 같은 특징적 요소들
을 근거로 형성된다. “A trust B to do X”에서 신뢰성은 B의 고유 속성
중 하나이고, 정부신뢰는 정부의 신뢰성의 종속변수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다수의 연구들이 정부의 신뢰성을 대표하는 전문성, 효과성, 대응
성, 일관성, 공정성, 형평성, 청렴성 등의 규범적 가치로 정부신뢰를 측정
하고 있다(김관보 외, 2012; 고명철, 2018).
둘째, 정부에 대한 지지와 정부신뢰를 구분해야 한다는 논의이다
(Bouckaert et al., 2002). 민주화 이전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정부 체제에
대한 지지가 정부신뢰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면 박종민
(1991)은 정부성과와 정부신뢰 간에 부분함수 관계를 밝히며 정부신뢰를
역시

일정한 정책분야의 정부성과에 대한 지지정도로 측정하였다. 즉, 정부신

본 것이다. 그러나 민주화 이
후의 정부신뢰는 정부 자체에 대한 지지와 구분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셋째, 만족도와 정부신뢰를 구분해야 한다는 논의이다(Bouckaert et
al., 2002). 두 개념 간의 혼란은 Nye 외(1998/2001)가 반복적으로 만족도
와 정부신뢰를 혼용하여 사용하였고, 만족도와 정부신뢰가 이론적·실증
적으로 강한 연결을 보이고 있는데서 비롯한다. Bouckaert and Van de
뢰가 정부지지와 동일한 심리적 태도라고

Walle(2003)는 정부신뢰가 시민들이 갖고 있는 주관적인 기준으로서 시

화

민들이 개인적인 내부 요인과 각 나라의 정치문 에 의해 결정하는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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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

긴
서비스

이 있다고 보 다. 반면 만족도는 동일하게 주관적인 기준이

하지만

급
간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인식 차이와
중요도
및 접근성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 그들에 의하면 만족도는 측정
하기가 어렵고 서비스마다 다르지만, 정부신뢰는 측정하기가 쉽다. 그러
나 Bouckaert and Van de Walle(2003)는 정부신뢰가 실제 좋은 거버넌
스와 관련이 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Beeri et al.(2019)은 정부성
과관리가 좋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며 시민의 만족도와 정
부신뢰를 주요 결과변수로 사용하였다.
이상 정부신뢰의 중요성과 이에 비례하는 개념적 혼란을 종합하여, 연
공 자와 수요자

구자는 해당 개념이 갖고 있는 다차원성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거

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이 무엇인지
에 한정하여 접근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이에 맞추어, 2000년대 이후 정
부신뢰 연구의 흐름은 어떤 다차원성이 존재하는지 파악하는 탐색적 연
구(Christensen & Laegreid, 2003; 박희봉 외., 2003; 양건모, 2007;
Weinschenk & Helpap, 2015; 류태건·차재권, 2020; Christensen et al.,
2020) 혹은 성과(Van de Walle & Bouckaert, 2003; Vigoda & Yuval,
2003a; 2003b; Yang & Holzer, 2006), 성과관리(Beeri et al,, 2019), 만족
도(Van Ryzin, 2007)와 같은 특정 변수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접근하 나, 신뢰의 특정 차원에 관심

합

락

종 해보면 정부신뢰 연구는 1960년대 이후 정부신뢰의 하 세로부

터

낀 정치학자들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정부신뢰의 객체
및 정부신뢰의 메커니즘에 대한 진지한 논쟁이 있어왔다. 또한 최근까지
정부신뢰 논의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탐색적 연구의 비중이 상
당하다. 일반 신뢰 이론과 비교했을 때 정부신뢰 이론의 발달은 미흡한
문제의식을 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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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다.

논의에서부터 Miller, Citrin, Nye,
Putnum, 그리고 최근 논의에 이르기까지 정부 성과 혹은 정치적 요인과
의 관련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더하여, Easton(1965)의

제 2 절 정부성과-정부신뢰 관계
1. 정부성과의 유형
최근 30년간의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NPM)에 입각한
행정 개혁은 대부분 정부 성과를 높이기 위한

K & Im, 2019; Coggburn & Schneider, 2003). 정부의 성과 역시 민
간과 마찬가지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관리주의(managerialism)에
( im

입각한 성과관리시스템은 전세계 정부에 적용되어 왔으며 어떤 요인이

효과적인 성과관리 및 성과의 산출에 기여하는지에 대하여 방대한 양의
문헌이 축적되어 왔다(Ingraham & Donahue, 2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부성과의 정의는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Kim & Im,
2019). 이는 신뢰와 마찬가지로 정부성과 역시 어떤 맥락에서 논의되는
가에 따라 다른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1) 거시적 성과와 미시적 성과
먼저, 정부의 성과는 거시 수준과 미시 수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물가상승률, 실업률, 경제성장률과 같이 국가 단위의 경성 지표 형태로
나타나는 성과를 거시 성과라고 한다. 국가 간 성과 비교의 경우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MD), 세
- 18 -

럼

Forum, WEF), 서울대학교 정부경쟁력 센
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지표를 생산하고 있다. 만약 국가 단위로 정부
신뢰가 차이가 난다면 이는 실업률과 같은 거시적 성과에 일정부분 연유
한다 볼 수 있다. 반면 미시 성과는 정부의 공공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성과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판단의 주체는 상위 정부가 될 수도
있고, 정부의 자체 평가일 수도 있고, 시민이 될 수도 있다(Bouckaert et
al., 2002). 누가 성과를 평가하게 되더라도 미시 성과의 측정 이면에는
가치의 문제가 자리하게 된다. 예를 들면 미국의 정부재창조(reinvention
movement) 흐름에서 효율성이 최우선 가치로 여겨졌었는데, 만약 효율
성만을 추구하게 된다면 지나치게 큰 정부가 될 가능성도 있다.
Klingemann(1999)는 정부 성과에 대한 평가가 정부를 도구적으로 바라
보는 태도로서, 정부에 대한 도덕적·감정적 결부와 구분되는 특징이 있
계경제포 (World Economic

다고 지적하였다.

2) 과정적 성과와 결과적 성과
다음으로 정부 성과는 과정적 성과와 결과적 성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시민이 성과를 통해 정부 신뢰를 결정한다는 말에는 산출물로서의
성과와 과정물로서의 성과가 혼재되어 있다. 정부 성과는 최종 완성품이
라기보다는 현재진행형인 과정으로 인지되기 마련이다. 최종 완성품으로
서의 성과는 “오늘 내가 시청에서 원했던 서류 등을 발급받았다”가 되겠
지만, 과정적 성과는 “오늘 나는 시청 직원들이 잘 대응하고 친절하다고
느꼈다”가 될 것이다. Easton(1975)은 산출물로서의 성과가 더 중요하다
고 보았으며, 이 역시 정부 성과라는 특성상 완전히 분리된 산출물이라
기 보다는 상징적인 만족과 해당 결과를 이끌어내기까지의 과정이 결부
된 성과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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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관적 성과와 객관적 성과
또한 정부성과는 주관적 성과와 객관적 성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미
시적 성과로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성과를 측정할 때, 객관적 성
과를 강조하는 관점은 정부 내부의 관리역량, 산출(output) 성과, 결과
(outcome) 성과 등 계량화가 가능한 성과를 강조한다. 반면 주관적 성과
는 시민 등 정부 성과의 이해관계자가 인식하는 정책의 성공도 혹은 만
족도 등으로 성과를 측정한다. 객관적 성과와 주관적 성과는 각각 정부

능률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긴장 관계에 있어왔다.
주관적 성과와 객관적 성과의 연결성은 세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객관적 성과는 실제 세계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재량에 대한 최소
화를 가능케하기 떄문에 성과를 보여주는 최적의 지표라는 가정하에 개
관적 성과를 높이면 주관적 성과 역시 올라간다는 관련성이 있을 수 있
다(Andrews et al, 2006). 같은 맥락에서 Coffé and Geys(2005)는 지방
정부 성과에 대해서 분석할 때 객관적인 지표만을 사용하고, 주관적인
평가는 사회적 자본 수준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Swindell
and Kelly(2000)은 충분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객관적인 지표와 주관적
인 지표 88개를 이변량쌍으로 제시한 결과, 총 27개만이 0.1 수준에서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상관관계의 방향에만 초
점을 맞추면 75개(85%)가 예측한 방향성을 나타냈다.
하지만 만약 주관적 성과인식이 실제 성과와 관련이 없다면 정부가
실제 성과를 증진시키더라도 시민의 태도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Kelly(2003)은 화재와 경찰 서비스 성과에 대해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의 상관성을 조사한 결과, 주관적 지표는 시민의 상황적 평가에 좌
우되고 객관적 지표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공공관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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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품질의 차원과 수량화 할수 있는 생산성의
측면을 혼동하지 말아야한다고 제언하였다.
둘째, 분석 단위 별로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공공조직의 성과
와 관련해서는 소속된 구성원의 인식으로 측정한 조직성과와 객관적 성
과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보고되고 있다. Whitford et al. (2010)은 개
인이 인식한 성과 수준을 종속 변수로 취했을 때와 다른 객관적 성과 측
정 결과를 종속 변수로 취했을 때 회귀 분석 결과의 큰 차이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 단위에서 시민에 의한 주관적 평가와 정책결
정자의 정책목표에 관련된 평가는 객관적 성과 지표와 시민 만족도 조사
의 결과를 비교하는 연구에서 종종 다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Parks,
1984). 정부성과에 대한 시민의 인식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객관적 성과
와 주관적 성과인식 간의 관계성을 찾지 못한 연구가 다수이다(Brown
& Coulter, 1983; Kelly & Swindell, 2002).
셋째, 정책 영역별로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거리 청결도와 같
은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객관적 성과와 주관적 성과의 연결성이 발견
된 바 있다(Van Ryzin et al., 2008). 만약 객관적 성과와 주관적 성과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려면 동일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지방정부들이 두 가지 지표를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기 때
문에 동시에 동일한 공공서비스의 동일한 성과 측면을 측정하는 객관적·
주관적 지표의 공존 가능성은 낮다(Andrews et al., 2006).
공공부문에 과연 객관적 성과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Brewer(2006)는 공공조직의 성과는 모두 주관적이라는 전제 하에 유효
성, 신뢰성, 민감성의 세 가지 기준으로 구성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
다. 정부의 광범위한 정책 활동과 종종 상호 충돌하는 정책 목표, 자신의
편에 유리한 정책 의제 설정을 위해 분투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는
자가 시민에게 중요한 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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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환경

직

하에서 공공조 의 성과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개념이라는

간의 상호 이해관계에 의해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합리적인 수단보다는 정치적인 융화를 통해 그 분
쟁을 해결하는 공공부문에서 순수한 ‘객관적 성과’는 마치 ‘아름다움’과
같이 누구도 찾기 힘든 개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객관적 성과 혹은 주관적 성과 중 어떤 측정이 더 우월한가라는 접근
보다는 정부성과의 특정 측면을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측정 방식이 더
적절한가라는 접근이 보다 타당하다. 공공 성과는 다양한 측면이 존재하
는데, 이는 공공기관이 서로 상충할 수도 있는 다양한 목표를 다루기 때
문이다(Andrews et al., 2006). 즉, 민간부문에서는 재정적 성과가 가장
중요한 성과이지만 공공부문에서는 이해관계자마다 성공과 실패에 대한
해석이 크게 다를 수 있다. Boyne(2002)는 정부 성과에 총 18개의 측면
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객관적 성과로 정부 성과의 복잡성을 모두 포섭
하기란 쉽지 않다. 객관적 성과는 정량적이고 과학적이어 보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객관적’이어 보이지만, 이 역시 사회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것이다. 저자는 특히 대립하는 정치적 세력

그러나 주관적 성과로 이를 전부 대체하는 것도 주의가 필요하다

A

설문조사로 도출될 경우에
동일 방법 편향(common method bias)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ndrews et al, 2006). 주관적 성과는 일회성

2. 주관적 성과와 정부신뢰 관계
1) 주관적 성과의 중요성
수요자 중심의 성과관리, 즉 민주주의 하에서 정부가 시민들의 선호를
고려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주관적 성과가 주목받고 있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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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는 관점에 의하면 공공서 스 만족도, 성과에

DH
된다. 현재

; 명철, 2018)이 진정한 의미
의 정부성과가
대부분의 정부성과평가는 객관적 정량평가에
더하여 이해관계자로서 고객(customer), 소비자(consumer), 민원인
(clients), 시민(citizens)라는 C4의 조합을 고려한 주관적 인식조사를 병
행하는 편이다(임도빈, 2018).
이러한 인식 변화는 신공공관리 패러다임에 기반한 정부재창조
(Reinventing Government)학파의 입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정부재창조
학파는 베버식 관료주의 모델이 경직성, 절차주의, 비효율성, 권위주의라
는 단점을 갖고 있으며, 관료 중심의 내부지향적 정부 운영을 고객 중심
의 외부지향적 정부 체제로 변화시켜야한다고 본다. 시민의 주관적 성과
인식을 강조해야한다는 주장의 이면엔 민간조직이든 공공조직이든 서비
스 수혜자의 요구를 만족시켜야한다는 가정이 깔려있다. 따라서 정치적
차원에서 공평한 배분과 관련되어 있는 형평성(equity)과 대응성
(responsiveness)도 주관적 성과와 관련이 깊다(송건섭·이종수·윤종갑,
대한 시민들의 인식( e oog et al., 1990 고

2005).
주관적 성과와 정부신뢰의 관계는 정부신뢰로 이어지는

평가메커니즘

초 형성한다. 성과-신뢰 연결을 탐구하는 대부분의 연구는 성과
정보 또는 기관 성과에 대한 시민의 견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기관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를 통한 신뢰 구축, 즉 신뢰
의 계산적 또는 합리적 메커니즘에 기반하고 있다. 시민의 행동은 객관
적 사실에 기초하기보다 그들이 인식하는 무언가에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관적 성과와 정부신뢰를 연결하는 근본적인 심리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정부와의 관계에 따른 인식적 편향과 성과
정보 등을 해석하는 프레임이 그러한 심리 과정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
의 기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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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Van Slyke & Roch, 2004).
2) 만족도와 정부신뢰
주관적 성과 지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는 시민의 만족도

좋다고 판단될 때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는 정
부신뢰로 이어진다는 오랜 논의가 존재한다(Bouckaert & Van de Walle,
2001; Morgeson & Petrescu, 2011; Weber et al., 2017; He & Ma,
2020). 이는 ‘성과-만족-신뢰(Performance-Satisfaction-Trust)’ 모델로
불린다. 만족도는 민간 영역에서 먼저 고객 중심적 성과 지표를 구축하
기 위하여 사용되어온 주요 지표로서(Fornell et al., 1996) 이후 공공영
역에서 시민이 공공서비스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널리 사용되어 왔다. 정부를 혁신하고 정부기관을 기업처럼 운영
하는 데 필요한 핵심 성과 평가 도구로써 만족도측정은 민간의 성과 측
정 및 벤치마킹을 제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Kelly & Swindell, 2002).
이제 전 세계 대부분의 정부들이 지역 공공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측
정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민 조사를 시행한다. 학계에서도 역시 최근
정부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급증하면서 정부 성과
측정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되었다(James, 2009; Poister &
(satisfaction)이다. 성과가

Thomas, 2011).

비

시민의 공공서 스에 대한 만족도를

형성하는

두 가지 차원은 크게

인식적 차원(cognitive nature)과 정서적 차원(affective nature)로 구분하
여

볼 수 있다(Moliner et al., 2007). Spreng(1999)이 만족도를 특성 만

족(attribute satisfaction)과 정보 만족(information satisfaction)으로 구분

같은 맥락이다. 인식적 차원의 만족도는 본래 시민이 갖고 있던
기대와 성과 인식에 비교하였을 때의 결과물을 의미하고, 정서적 차원의
한 것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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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그 중에서도 서비스 이용시의 기쁨, 즐거움 등 긍
정적 감정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정서적 차원과 관련하여, 공공서비스
의 성과를 만족도로 측정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방식인지에 대한 논의도
존재한다(Lee & Kim, 2016). 개인의 만족이 감정의 영역이라면 지역 공
동체인 집단을 위한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 자료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
이다(이지은 외., 2020).
또한 특정 서비스의 미션이나 성격에 따라 만족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시민이 공공서비스 제공 기관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때 만
족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데, 이는 시민이 인식하는 서비스의 중요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Schmidt & Strickland, 1998). 즉, 해당 서비스의 제
공이 다른 영역과 중복되어 꼭 필요하지 않거나, 서비스 전달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 서비스
의 중요도는 또한 시민들이 서비스를 인지하는 빈도와 결부되어 만족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당 공공서비스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앞으로도 사용할 일이 별로 없는 시민이라면 굳이 나쁜 평가를 내
리려 하지 않을 것이다는 견해가 있다(Schmidt & Strickland, 1998). 반
대로 해당 공공서비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확률이 높은 시민이라면 보
다 적극적으로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와 달리
서비스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시민들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역할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더 낮은 만족도를 보일 가능성도 존재한
다(Bouckaert & Van de Walle, 2001).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가 높은 경우,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시민의 서비스 이용 빈도와 이용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ouckaert et al., 2002; Lyons & Lowery 1989;
Van Ryzin, 2007). Kampen et al.(2006)은 만족도가 정부신뢰를 높이며
만족도는 시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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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락 긍정적인 경험으로 인한

다만 부정적인 경 으로 인한 만족도의 하 이

승

만족도의 상 보다 정부신뢰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

Christensen and Lægreid(2002)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정부신뢰
간 상관성을 찾은 것과 마찬가지로, Christensen et al.(2020)은 공공서비
스에 대한 주관적 성과가 일본과 노르웨이 모두에서 정부 신뢰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다. 이는 정치적·문화적 요인에서는 부분적으로
밖에 지지되지 않는 것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Van Ryzin(2007)은 ‘이탈,
항의, 충성, 무시 모형(Exit, Voice, Loyalty, Necglect, EVLN)’을 기초로
서비스에 대한 만족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 켄터키주 주민들
을 대상으로 실증하였다. 이는 기존의 미국소비자만족도인덱스
(American Customer Satisfaction Index, ACSI)가 소비자 만족 이후의
고객 증가 혹은 감소를 중시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EVLN 모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순애(2006)는 행정서비스의 만족도가 정부신뢰에 상당
한 비중으로 영향을 미치며, 정부신뢰의 제고를 위해서는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강화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의 만족도는 정부신뢰와 상관없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반면 정부신뢰는 낮은 수준이라는 보고가 반복되고 있다(Goodsell, 2006;
Kelly & Swindell, 2003). 또한 만족도와 정부신뢰 간의 관계는 약하거나
의문을 가질 만 하다는 주장도 존재한다(Berg, 2005). Van de Walle et
al.(2002)은 만족과 신뢰의 관계가 매우 약하고 약 30%의 응답자가 신뢰
에 대해서 동일한 수준으로 보고하고 있어 측정의 타당성이 낮다고 보고
하였다. 하지만 해당 연구는 장학금 관리 서비스에 한정된 것으로 일반
화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Van de Walle et al.(2002) 역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통합되어 사용되는 경우 ‘만족-신뢰’ 관계를 증
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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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공도와 정부신뢰
다양한 환경에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뿐만 아니라 인식된 성과는
정부신뢰와 긍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Christensen and Laegrid, 2005;
Kumlin, 2004; Van Ryzin, 2007; 박순애, 2006). 다수의 연구에서 성과
인식은 만족도의 선행변수로만 한정될 뿐 단독효과가 없다고 여겨져 왔
지만, 최근 성과 인식의 단독 효과 및 다차원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성과 인식은 서비스의 성공도라고 볼 수 있다. 만족도는 서비스 품
질에 대한 사후 평가인 반면, 성공도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중립적인 인
식이다. 성과 인식에 대하여 Jiang and Wang(2006)은 고객이 서비스 성
과에 대한 평가를 하여 그들의 기대와 비교하였을 때 어떠한지를 측정하
는 것이 성과 인식이라고 하였으며, 따라서 해당 서비스의 특성보다는
고객이 서비스를 경험할 때 어느 정도의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지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논의하였다. 이는 Parasuraman et al.(1988, p17)이 정의
한 “성과 인식이란 소비자의 인식과 기대 사이 어느 정도에 위치한다”는
말과도 맥락이 같다.
Spreng(1999)은 성과 인식(perceived performance)의 차원을 비평가적
차원(perceptaul performance)와 평가적 차원(evaluative performance)로
나누었다. 그는 후자의 경우 ‘매우 나쁨’ 혹은 ‘매우 좋음’으로 평가된다
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만족도와 별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측정된 성과 인식 변수의 경우 실질적으로 만족도를 두 번
측정하여 모형에 반영하는 것과 같다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
부 연구는 성과인식과 만족도를 동일한 개념으로 보기도 한다. 예를 들

Han et al.(2011)은 정부 성과에 대한 인식을 거버넌스, 안전관리, 부
패, 전반적인 삶의 질 등 다섯 가지 항목으로 측정하였는데, 그 중 일부
는 만족도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성과인식은 만족도와 분명히 구분되는
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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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로서, 다만 측정시 평가적 차원보다 비평가적 차원을 고려할 수 있
도록 설계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방정부신뢰에 관련하여 시민이 인식하는 정책의 성공도와 만족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다. 높은 정부 성과
와 낮은 정부 성과를 묘사한 시나리오를 제시한 설문실험을 수행한
James(2010)는 지방정부가 좋은 성과를 낸다는 시나리오에서 시민의 성
과 인식과 만족도가 동시에 향상된다는 점을 설문실험을 통해 실증하였
다. 반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투표하겠다는 시민의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뚜렷하지 않았다. 그는 공공성과정보시스템이 시민에게 행정적
신뢰를 줄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Han et al.(2011)은 거버넌스의 품질
평가에 대한 일반 대중과 지방 공무원의 인식 차이를 중국농촌민주주의
거버넌스 프로젝트(China Rural Democracy and Governance Survey,
CRDGR)을 통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4개 마을에 대해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성공도는 정부에 대한 신뢰의 강력한 예측 변수였으며, 중앙
정부보다 지방정부에서 더 높은 효과를 보였다. 특히 안전재난관리 정책
의 성공도는 지방정부신뢰에만 주요한 효과를 보였다. 이는 지방정부가
주민들이 경험하는 공공서비스 결정의 핵심 구현자로서 거버넌스 프로세
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중
앙정부보다 주민과 밀접한 접촉을 하고, 따라서 반응성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편이다. 또한 정부에 대한 불신이라는 전형적 이미지에서 지방정부
는 중앙정부보다 자유롭다(Van de Walle et al., 2002).

3. 객관적 성과와 정부신뢰 관계
1) 객관적 성과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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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객관적 성과는 미시적 성과 중에서도 산출 의 객관적 지표를 중시하

효과성(administrative effectiveness)에 초점을 맞춘 성과이다.
정부의 실제 산출물에 초점을 두는 관점으로서 공급자 중심의 성과 관리
이다. 능률성(productivity)과 효율성(efficiency)은 객관적 성과와 관련이
깊다(Brudney & England, 1982).
객관적 성과 관련 연구는 보통 산출(output)과 결과(outcome)로 나누
어 접근한다(Boyne, 2002). 산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의도한 활동을 통
해 발생한 1차적 산물, 예를 들면 쓰레기 수거량으로 측정되며, 결과는
행정의 가치 실현에 미친 영향으로서 예를 들면 거리의 청결도로 측정될
수 있다. 성과측정의 선발주자인 영국과 뉴질랜드는 산출 위주의 지표를
선호하고, 미국, 캐나다, 호주는 산출과 결과를 모두 고려한다(박재완,
1999). Hatry(2006, pp.16-17)은 산출 성과(output performance)란 단순히
정책 담당자가 수행한 작업으로서, 행정 조직 바깥에 존재하는 시민들에
게 변화를 일으킬 것을 필요조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그에
따르면 결과 성과(outcome performance)는 정책의 미션과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서 정책 집행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한 시민의 생활 변화,
태도 변화, 또는 행태 변화를 가리킨다. 산출은 재화와 서비스 단위, 공
급능력, 고객의 수 등에 의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측정할 수 있다. 그러
나 결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며 외부 요인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측정
하기 어렵다. 따라서 산출을 결과의 대리변수(proxy)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잦다(박재완, 1999). 미시적 성과(micro performance)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정부의 산출 지표를 중시하는 흐름을 꾸준히 보여왔
다(Bouckaert & Van de Walle, 2001).
그러나 2000년을 전후로 하여 산출성과는 직접적인 성과로서 사용되
기보다는 다른 변수 간 관계 혹은 현실에 대한 비교를 위하여 사용되어
는 관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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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과 달리 공공 성과가 민간과 비교되는 특징으로서 투명
성, 책임성, 지속가능성과 같은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이유로 산
출 성과보다 결과 성과가 중시되었기 때문이다(Boyne et al., 2006;
Moynihan, 2008). 임도빈(2018:136)은 보이는 재화가 아닌 보이지 않는
공공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의 질이 중시된다고 지적하며 서비스의 질 중
에서도 유형성(tangibles), 신뢰(reliability), 반응성(responsiveness), 보장
성(assurance), 공감성(empathy) 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소개하였다. 공
공서비스 성과를 논의할 때 산출 차원에만 한정한다면, 공공부문의 핵심
적 가치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산출 성과를 다시 중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는 시민이 받
왔다. 이는

아들이는 성과 정보의 영향력 측면에서 오히려 산출 성과가 결과 성과보

우월할 수 있음이 반복적으로 입증되기 시작한 까닭이다. Grosso et
al.(2017)은 일반 시민이 인식하는 결과 성과와 산출 성과의 영향력을 검
증한 결과, 오히려 시민들이 보다 의미있는 결과 성과보다는 비록 의미
는 불분명하더라도 더 높은 수준의 산출 성과를 선호함을 밝혔다. 이후
Grosso et al.(2017)의 연구를 미국의 맥락에서 되풀이(replicate)해본
Van Ryzin et al.(2020) 역시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였다1). 또한 장기적
목표의 달성을 의미하는 결과 성과의 측정이 민간 부문과의 상호작용으
로 인해 타당성을 잃기 쉽기 때문이기도 하다. Rajala et al.(2017)은 정
부 결과성과를 도출하여 환류하고자 하는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
질적 소득이 없었음을 지적하며, 상황에 따라 정치인과 정책결정자들이
다

산출 성과를 사용하여 성과 관리를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더

좋은 결과(outcome) 성과와 산출(output) 성과가 정부신뢰로 이어

편견(output bias)이 일부 반사실적 사고
움 겪는 응답자의 휴리스틱스에서 비롯될 수

1) 다만 그들은 이러한 산출 성과
(counterfactual thinking)에 어려 을
있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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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직관적이지만, 이 관계는 전체적으로는 유의해도 그 영향
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앞서 논의한 Miller vs. Citrin 논쟁
과 Putnam vs. Nye의 논쟁은 모두 객관적으로 상승하거나 변화가 없는
정부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낮아지는 정부신뢰의 요인을 찾으려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예를 들면 Nye 외(1998/2001)는 정책영역을 경제 및 교
육, 복지, 평등, 시민안전, 가치관으로 나누어 1960년대 초와 1990년대를
비교하며 더 빠른 발전 혹은 퇴보의 둔화가 이뤄진 영역이 훨씬 더 많음
을 지적하고 있다. 공공관리자는 정부의 객관적 성과에 초점을 맞출지
모르지만, 이러한 결과를 시민들이 늘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Van de
Walle and Bouckaert(2003)는 “시민들은 좋은 성과를 낸 정부에 더 많은
신뢰를 보낼 것이다”라는 성과 명제가 많은 논리적 오류를 갖고 있으며,
평가의 대상, 평가의 기준, 그리고 평가의 인과관계라는 특정 맥락의 조
건이 갖춰질 때만이 정부성과가 정부신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진다는 가 은

2) 객관적 성과의 측정에 따른 영향력과 외생변수의 가능성
객관적 성과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도해한 대표적
연구로 Van Ryzin(2007)이 있다. 그는 ‘객관적 성과-주관적 성과-만족신뢰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의 모형에서는 먼저 관리 전략(A)이 행정
결과(B)에 영향을 미치고 A와 B는 객관적 성과로 여겨진다. 이후 행정
결과(B)는 시민이 인식하는 주관적 성과(C)에 영향을 미치고, C는 시민
의 만족도(D)에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만족도(D)는 정부신
뢰와 이탈, 항의, 충성, 무시(Exit, Voice, Loyalty, Neglect, EVLN) 등에
영향을 미친다. A로부터 E로 가는 인과관계에는 외생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며, C, D, E는 상호 영향을 미친다는 특성이 있다. 그의 논리에 따
르면 행정 결과(B)가 시민이 인식하는 주관적 성과(C)로 넘어가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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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외생 요인들이 개입하여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가정해 볼 수 있

다.
[그림 2-1] 성과와 신뢰의 관계

출처: Van Ryzin(2007, p.523)

량 등 산출 성과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
향을 측정하여 긍정적 상관관계를 밝혔다(Beeri et al., 2019;
Vigoda-Gadot & Yuval, 2003a; 2003b). 먼저 Beeri et al.(2019)의 연구
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성과관리와 만족도, 정부신뢰의 연결성을 탐구
하였다. 지역의 전문가에게 설문을 하여 성과관리의 수준을 측정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객관적 특성을 통제하여 만족도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결과, 관리 전략(A)이 시민의 만족도(D)와 정부신뢰(E)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다만 이러한 영향은 외생요인인 지방정부의 사회
다수의 연구들이 관리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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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전
략(A)의 측정은 관리자의 주관적 인식에 기반해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Vigoda-Gadot and Yuval(2003a; 2003b)은 관리 전략(A)를 관리의 질
(managerial quality), 즉 인적 전문성, 투명성과 책임성, 도덕성, 혁신성
이라는 4가지 차원으로 포섭하였다. 첫 번째 연구에서 2001년 345명의
이스라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연구자료로 하여 구조방정
식 모델링을 하였다. 그 후 후속연구에서 그들은 2002년 502명의 이스라
엘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자료에 대해서 이 전의 연구를 되
풀이(replicate)하였다. 분석 결과 4가지 차원의 관리의 질이 모두 정부신
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 역시 관리 전략(A)의 측정이
시민의 주관적 인식에 기반해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정부신뢰가 주관적·인지적·감정적·행동적 차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
제 데이터로 측정된 객관적 성과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
인다(Yang & Holzer, 2006). 특히 지방정부단위의 공공서비스에서 구체
경제적수준이 낮을 때

적인 수치로 측정된 객관적인 성과는 시민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성과와

타남이

도 연결성이 낮게 나

실증된

바

S

있다( windell

& Kelly,

2000

;

Kelly, 2003). 시민들이 신뢰의 증거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할 때 일회적
인 소스에 기반하여 정부신뢰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
우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시민의 삶
과 서비스 영역 자체가 무관할 수 있다(Yang & Holzer, 2006).
객관적 성과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대표적인 외생변수
로 꼽히는 것은 먼저 시민의 기대가 있다. 기대와 성과 사이의 격차가
클수록 정부에 대해 실망하고 정부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논의가 지속되
어 왔다(Huseby, 2000; Nye 외, 1998/2001; 정광호, 2011). 학자들은 수십
년간 정부의 거시적·미시적인 객관적 성과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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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신뢰가 하 하는가에 대해서 기대의 역할을

;

찾고

있다(Bouckaert

&

외, 1998/2001; 정광호, 2011). 그 다음으로 성
과 정보의 부족이 있다. 시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성과의 경우 정부성
과를 쉽게 체감할 수 있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장기적 성과의 경우
인식이 어렵다. 따라서 정부성과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공하고(Bok,
1997) 적극적 소통을 하여 성과를 제대로 알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한
다는 논의가 존재한다(Shaw & Reinhart, 2001; 정광호, 2011).
Van de Walle, 2003 Nye

제 3 절 정부성과-정부신뢰 관계에서 기대의 역할
1. 기대의 종류와 기대불일치
1) 기대의 종류: 예견적 기대와 규범적 기대
시민이 정부에 보내는 기대는 예견적 기대(predictive expectation)와
규범적 기대(normative expectation)로 구분해

볼

수 있다(Boulding et

al. 1993). 예견적 기대는 영어로 ‘will-expectation’이라고 불리며, 정부의

비

될 것이다’라는 의미로 통용된다. 규
범적 기대는 영어로 ‘should-expectation’이라고도 불리는데, 공공서비스
혹은 다른 유형의 정부성과가 ‘어느 정도 수준은 되어야 하는데’라는 당
위에 기초한 기대를 의미한다.
Kalamas and Laroche(2002)은 두 가지 기대에 연결된 요인들이 다름
을 지적하며 구분되어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소비자학에서는
이 두 기대의 효과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예견적 기대와
규범적 기대의 가장 큰 차이는 성과 인식에 대한 서로 다른 영향이다.
공공서 스 등이 ‘어느 정도 수준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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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킬 때 성과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규범적
기대는 성과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Tse
& Wilton, 1988). 이는 직관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보여줄 것이라는 예
견적 기대는 소비자가 스스로 갖고 있는 예측 능력과 관련이 깊은 반면,
더 나은 성과를 내야한다는 규범적 기대는 피신뢰 제품 혹은 서비스가
보여주어야 할 역량과 관련이 깊다는 점에서 같은 기대이지만 근거하고
있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소비자학에서 관리
예견적 기대를 상 시

자는 대체로 예견적 기대를 높게, 규범적 기대를 낮게 관리해야 할 필요

박 실증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Boulding et al., 1993; Parasuraman et al., 1994).
예견적 기대는 규범적 기대보다 변동성이 높다(Parasuraman et al.,
1994). 이는 예견적 기대가 소비자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다양한 제품
의 속성에 의해 형성되는 반면, 규범적 기대는 소비자가 갖고 있는 제품
의 당위에 따라 형성되기 때문이다. 또, 예견적 기대는 규범적 기대보다
대부분 낮게 측정된다( 예견적기대 ≤ 규범적기대 )(Kalamas & Laroche,
2002). 이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서비스 공급자가 보여주는 성과는 늘 당
위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성과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의 성과를 원하는가’라고 묻는다면 그의 대답은 대부분 상위
극단값, 예를 들면 9점 리커트 척도 중 9점(매우 좋아야 한다)에 집중되
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Kalamas & Laroche, 2002).
정부신뢰와 성과, 시민의 기대와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성이 있다고 여겨지지만, 이에 대한 반





이뤄져왔지만 행정학 분야에서 예견적 기대와 규범적 기대의 구분이 이
뤄진 것은

최근의

일이다(Bouckert

&

; James,

Van de Walle, 2001

2009). 예를 들어 Bouckert and Van de Walle(2001)은 기대가 정부성과

달

까

인식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나아가 정부신뢰에 도 하기 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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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커

니즘을 심도있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대의 예견적 요소와 규범적 요소
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James(2011)가 규범적 기대와 예견적 기대
의 형성 과정이 다를 수 있다고 언급한 이래로 다수 연구들은 예견적·규
범적 기대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 예견적 기대

재

와 규범적 기대의 구분에 의문을 갖는 연구도 존 한다. Petrovsky et

7 멕시코의 경우, 정부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규범적 기대는 정
책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했으나, 두 기대의 차이
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Hjortskov(2020)은 시민들에게 ‘기대’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민간부문과 달리 공공부문에
서는 정부에 갖고 있는 기대의 규범적 성격이 더 두드러짐을 밝혔다.
al.(201 )은

2) 기대불일치 개념
기대불일치이론(Expectancy Disconfirmation Theory)은 기대 확정이
론(Expectation-Confirmation Theory)라고도 불리는 심리학 이론으로서,
경영학에서 소비자의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며 고객의 만족
은 구매 전에 가졌던 제품에 대한 기대와 성과 결과가 얼마나 일치하는
가 하는 주관적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여긴다(Oliver, 1980). 즉 제품
에 대한 기대에 의해 인지하는 주관적 성과가 달라지고, 따라서 기대와
실제 성과의 차이를 만족도와 같은 주요 관심 결과 변수에 미치는 하나
의 변수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대와 주관적 성과 인식간의
차이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만족도를
상대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대불일치이론은 기대를 뛰어넘
는 품질에 만족한 소비자들이 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재구매의도를 갖
게된다는 가정을 한다. 기대불일치 이론에 대해서는 이론적 논의에서 보
다 자세히 소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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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대, 기대불일치, 정부성과
이 연구는 기대와 주관적 성과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위함이고, 주관적 성과를 종속으로 두지

변

살펴보기

않는다. 그러나 행정학계에서 만

족도를 종속 수로 한 연구가 중심적으로 진행되어왔기에 해당 선행문헌
들을 일부 소개하기로 한다.

방

비
주로 적용되어왔다. 기대불일치 개념2)은 2004년 Van Ryzin이 뉴욕시 공
공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인
식된 품질과 기대의 차이를 변수화하면서 처음 행정학계에 소개되었다.
그의 연구에서 예견적 기대불일치는 주관적 성과인 만족도에 가장 큰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3)였다. 흥미롭게도 예견적 기대가 주관적 성
과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학에서 예견적 기
대가 제품의 품질을 높게 인식하도록 한다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Fornell et al., 1996). 그는 공공관리자들에게 성과를 높이는 것과 동시
에 시민의 기대를 높게 형성하도록 촉진하는 것을 권장하였다. Van
Ryzin(2006)은 이후 연구에서 기대불일치를 직접 질문하여 측정한 문항
과 ‘인식된 성과-기대’로 측정한 문항 간의 비교를 위해 2003년 미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후자가
더 높은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을 증명하였다. 인식된 성과는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인식된 성과-기대’로 측정한 기대불일치에도
먼저, 기대, 기대불일치, 정부성과의 관계는 지 정부의 공공서 스에

2)
속
서
3)

독

해당 장에서는 기대불일치 개념을 사용하지만 기대를 단 으로 측정하여 종
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연구도 다수 소개하고 있다. 기대불일치의 측정에
보다 자세히 다 예정이다.
성과-기대로 측정되었다.

변

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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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예견적 기대가 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한 또 다른 연
구로 Petrovsky et al.(2017)가 있다. 그들은 개발도상국인 멕시코 지방정
부에서도 Van Ryzin(2004; 2006)과 같이 예견적 기대가 만족도와 긍정
적인 영향을 맺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낮추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바
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 부족 자체가
만족도를 낮추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들의 연구는 서비
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적 태도가 만족감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정서적인 요소임을 암시하였다.
이후 중앙정부 수준에 적용된 기대, 기대불일치, 정부성과에 관련된
연구는 정치적 변수를 통제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Morgeson(2012)은 예
견적 기대를 사용하여 지방정부가 아닌 연방정부로 기대불일치 모델을
확장하였다. 또한 시민들의 기대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정치
적 이념, 정당 정체성, 정부신뢰 등의 변수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변수를
추가한 이유는 지방정부 수준의 서비스는 폐기물처리, 경찰, 화재 관리
등 일상적 서비스인 반면, 연방정부 수준의 서비스는 사회보장국이 분배
한 혜택, 세금 징수 방법 등 보다 거시적이고, 따라서 정치적 변수들이
기대 형성에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온라인 웹패널을
통해 수집된 총 784 표본에 대한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연구는 지방 정
부 서비스에 적용된 기대불일치 모델이 연방 정부 수준에도 무난하게 적
용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기대는 성과인식, 기대불일치, 만족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성과인식은 기대불일치, 만족도에 긍정적 영
향을 미쳤으며, 기대불일치는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Van
Ryzin(2006)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예견적 기대와 달리 규범적 기대가 정부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연구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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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엇갈리는 편이다(Favero & Kim, 2021; James, 2007). 이는 규범적
기대가 개인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는 변수로서 잘 변화하지 않고 대부
분의 경우 항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4) 또한 경험재로서의 성과 인식과
는 별로 관련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James(2011)에 따르면 성
과 정보의 제공은 예견적 기대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규범적 기대에는

않았다. Favero and Kim(2021)의 연구에서도 비교 성과
정보 중 역사적 비교 성과정보가 규범적 기대보다 예견적 기대에 더 많
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범적 기대는 성과인식에는 영향이 없지만, 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James(2011)는 높은 수준의 규범적 기대는 성과 인
식에 영향을 미치고, 낮은 수준의 규범적 기대는 성과 인식에 영향이 없
음을 밝혔다. Favero and Kim(2021)은 예견적 기대와 규범적 기대를 동
시에 측정하여 각 기대의 특성을 밝히고자 아마존 MTurk를 통해 972명
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실험을 통한 기대불일치의 효과를 분석하였
다. 해당 연구는 측정의 문제로 인해 기대불일치를 따로 측정하지 않고
영향을 미치지

기대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각각의 기대에 성과정보가 미치는 영향

론

석 결과, 예
견적 기대는 만족과 약한 부정적 관계(규범적 기대를 통제하지 않은 경
우 유의미하지 않은 정도)를 나타내고, 규범적 기대는 만족에 강하고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그들은 공공영역에서는 민간과 달리 경쟁
이 없기 때문에 예견적 기대와 만족의 관계가 모호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을 조사하였지만 기대불일치이 에 입각하여 서술되었다. 분

4) 기대불일치 이론이 처음 등장한 소비자학에서도 규범적 기대의 이러한 성격
때문에 예견적 기대로 측정을 바꾼 바 있다. Parasuraman et al. (1991)이 제안
한 SERVQUAL 모형은 규범적 기대와 성과 인식의 차이에 초점을 두고 있는
데, 이러한 측정 방식이 지나치게 높은 기대치로 이어짐에 따라 사용 단어를
‘해야한다(should)’에서 ‘할 것이다(will)’로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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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2021)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들은 예견적 기대가 공공관리자가 관리하기 더 쉬운 기대이지만, 궁극
적으로 만족도에 약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리 유인(incentive)이 적
다는 결론을 내렸다. 규범적 기대 역시 성과정보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만족도에 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종합해보면 공공관리자들에게 ‘기
대의 관리’를 하라는 지시는 무의미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같은 맥락의 국내 연구로서 Park and Hwang(2010)은 기대불일치이론
을 사용하여 정책만족도를 측정했다. 특정 공공서비스가 아니라 정책 영
역별 만족도에 대하여 기대불일치이론을 적용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하
며, 다만 규범적 기대의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서 정부신뢰를 사용
했다5). 분석 결과, 신뢰로 측정된 기대는 오히려 정책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설명력이 낮았다.
기대의 관리에 대해서

Favero

and

규범적 기대와 규범적 기대불일치가 성과인식과 만족도에 부정적 영

친

재
얼마나 잘

향을 미 다는 연구결과도 존 한다. Poister and Thomas(2011)과

James(2009)는 서비스가

수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규범적

기대를 사용하였으며, 이때 규범적 기대불일치는 ‘기대-성과’가 아

항

닌별

도의 문 으로 측정되었다. 그 결과, 규범적 기대는 기대불일치와 만족도

모두에 반비례하였다. Zhu et al.(2018)은 기대불일치 이론을 사용하여
관광과 접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문화, 기부금, 경쟁강도, 규제, 세계
화, 정치적 배경 등의 거시적인 환경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질적으로 설
명하였다. 해당 연구는 기대를 따로 측정하지 않고 문화 등의 대리 변수
를 통해 질적으로 분석했지만, 이러한 대리 변수들이 규범에 깊이 관련
되어 있음을 논의하였기 때문에 규범적 기대 연구로 볼 수 있다. 연구자

앞서 논의하였듯 기대와 신뢰는 대별되는 개념으로서 특히 성과와 정부신뢰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경우 신뢰는 기대와 지원과 같은 정서적 측면보다 평가
와 이해관계와 같은 인지적 측면이 부각된다고 볼 수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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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른 국가에서 문화적으로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서로 다른 성과 인식과 만족도가 기대불일치 이론에 따라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었다. 관광과 접대 서비스는 선진 시장과 신
흥 시장에서 각각 다른 기대를 받게 되고, 따라서 다국적 기업들은 그들
의 서비스 품질이 어떻게 영향받고 인식될지에 대해 해당 시장의 거시환
들은 서 스 제공자들의 기대가 서로 다

경적 요인을 반영한 기대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규범적 기대불일치, 즉 성과인식이 규범적 기대를 초과하는
경우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다. Petrovsky et
al.(2017)은 맥시코의 대도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서비스 성
과인식이 규범적 기대를 초과할 때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보았다. Zhang
et al.(2021)은 규범적 기대와 예견적 기대를 구분하지 않고 기대로 측정
한 메타 분석을 통해 Petrovsky et al.(2017)의 연구 결과를 다시 한번
지지하였다. 즉, 성과인식이 기대를 초과할 때 혹은 성과인식이 기대와
일치할 때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특히 Zhang et al. (2021)은 규
범적 기대는 공공서비스가 갖춰야 할 자질로서 만족도 조사에서 포착되
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비

국내 연구는 서 스의 만족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보다는 지역에

거주의사, 정주의식 등에 기대불일치 개념을 적용했다는 특
징이 있다. 먼저, 지역에 대한 만족도와 거주의사에 규범적 기대불일치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강혜진(2018)의 연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는 지방정부서비스에 대한 기대불일치가 지역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며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의 조절 효과를 추가하였다. 이때 기대는
규범적 기대로서 시민이 생각하는 서비스의 중요도로 측정되었고, 성과
는 만족도로, 기대불일치는 ‘기대-성과’6)로 측정되었다. 분석 결과, 기대
대한 만족도,

6) 국내 문헌에서는 기대불일치를 주로 ‘기대-성과’로 측정하지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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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문헌에

불일치는 지역만족도와

방

거주의사에

부정적 관계는 지 정부신뢰가 높을수

형

Peterson(1981)의 정책유 분류를

쳤

부정적인 영향을 미 으며, 이러한

록 완화되는

추가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 분야,

경향을 보였다. 그는

비
치안·재난방지, 보육 및 교육

사용하였으며, 서 스에 대한
등

비 우선순위를 고려해야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규범적 기대불일치가 지역정주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특기할만 하다. 이지은 외(2020)는 공공서비스 기대불일치를
교육문화복지, 안전·거버넌스, 생활환경으로 유형화하여 전체 공공서비스
기대불일치 및 공공서비스 유형별 기대불일치가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
을 단계적 회귀분석으로 살펴보았다. 기대, 성과, 기대불일치는 모두 강
혜진(2018)과 동일하게 측정되었다. 시민참여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해당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지속적 거주를 위해서 기대에 부합하는 공공서비
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유형별 기대불일
치 크기에 따라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서 스의

두 가지 기대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공공부문 연구는 기

순 효과가 일관되지 않고, 그 효과 또한 낮은 편이라는 특징이 있
다. Favero and Kim(2021)은 민간부문과 달리 공공부문의 경우 시민이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의 대안이 제한되어 있고, 따라서 상
품에 대한 규범적 기대는 이미 기존에 충성하던 고객들이 주로 형성한다
는 선택 편의(selection bias)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반면 정부 서비스에
대한 규범적 기대는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단위에 소속된 모든 시민이
형성하는 것으로서, 본래 갖고 있던 정치적 성향,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
대의

언 혹

화

터
긍 +
돕

서는 ‘성과-기대’로 측정하고 있다. 이는 어 은 문 의 차이로부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에서는 ‘성과-기대’를 측정하며, 이는 정적( ) 기대불
일치와 부정적(-) 기대불일치의 단어 사용에 보다 관적인 이해를 는 이유에
서이다.

본

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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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등이 영향을 미치는 보다 가치지향적인 개념일 수 있다.

3. 기대, 기대불일치, 정부신뢰
1) 기대와 정부신뢰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정부신뢰
가 저하된 원인 중 하나는 민주주의가 확산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시민의 기대는 민주주
의 체제에서 정책 결정자와 정치인들이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자 할 때

Hj

“

가장 먼저 고려하는 정보 중 하나이다( ortskov, 2020). 기대는 개인이

집단이 특정한 상황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일어나야 한다
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판단”(James, 2009, p.109)로 정의된다. 즉, 기대
나

란 시민이 정부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낼 것인지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Van

Ryzin, 2007; James, 2011). 기대 수준이 증가하였기 때문

에 정부신뢰가 낮아진다는 주장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먼저, 기대

데 성과가 낮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이후 다룰 기대불

가 높은

일치 개념과 관련이 있다. 둘째로, 기대 자체가 정부신뢰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수 있다.
Bouckaert and Van de Walle(2003)은 신뢰와 만족도가 성과 지표로

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며, 주요 연구 패러다임에 따라 신뢰의 하락
요인과 회복하기 위한 처방을 다르게 보고 있음을 밝혔다. 먼저, 관리 이
론(Management)에 의하면 낮은 신뢰는 낮은 성과로부터 기인하며 따라
서 성과를 높이면 신뢰가 회복된다. 다음으로, 행정 이론(Public
Administration)에 따르면, 낮은 신뢰는 정부의 책임이 커졌기 때문이며
기대를 조정하면 신뢰가 회복된다. 사회학(Sociology)에서 논의하는 낮은
사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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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획득하면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경제학(Economics)에서 바라
보는 낮은 신뢰는 주인-대리인 이론에 의해 대리인을 신뢰하기 힘들기
때문이며 시민 참여를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각 패
러다임에 따른 정부신뢰 진단과 처방은 [표 2-1]에 정리되어 있다.
신뢰는 사회적으로 불신이 만연하기 때문이며 사회적 자 을

[표 2-1] 연구 패러다임에 따른 정부신뢰 진단과 처방

낮은
연구 패러다임

신뢰를

정부신뢰에

시민의 반응

회복하기

이탈/항의/충성

위한 처방
질 좋은

(Exit/Voice/loyalty)

공공서비스

이탈/항의/충성

기대에 대한

(Exit/Voice/loyalty)

조정

이탈/항의/충성

사회적

(Exit/Voice/loyalty)

자본, 규범,

아노미 현상
협력

정체성

대한 진단
관리 이론
(Management)
행정학

성과 실패
정부 업무

(Public

과중에 따른

Administration)

성과 실패

사회학

사회적 불신

(Sociology)

만연

경제학

주인-대리인

(Economics)
문제
양극화
출처: Bouckaert & Van de Walle(2001, p.3)

참여

이와 대조적으로 정부신뢰를 시민의 기대 자체로 정의하는 연구들도

재

른 사람들이 예측 가능한 방식으
로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Luhmann, 1979).
Thomas(1998)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신뢰는 기대보다는 믿음에 기초하
며 그 이유로 기대는 상대방이 특정한 행동을 추구할 확률을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신뢰
존 한다. 신뢰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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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보다는 기대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한 이유로 정부
가 시민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그 과정에서 정부행위자들의 사익을 제쳐
둘수록 신뢰를 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논의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손호중·채원호(2005)는 정부신뢰를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국민이 정부
의 정책에 대해 취하는 긍정적인 기대나 심리적 지지”라고 정의한다. 서
문기(2001)는 기대를 바탕으로 한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의 태도로
정부신뢰를 정의한다. 이창원·조문석(2016)은 정부신뢰는 정부가 국민들
이 기대하는 바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는 믿음이나 태도, 정부가 어떤 행
동을 취하거나 취해야 한다라는 예측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기대가 상승하면 정부신뢰 역시 상승하는 것이 타당하다.
종합해보면 정부신뢰 문헌은 기대에 대해서 중의적인 의미를 적용하고
를 서술할 때

있다.

2) 기대불일치와 신뢰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기존
기대불일치 문헌에서 신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비자학에서 기대불일치 모형에 신뢰가 추가되는 경우, 신뢰는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며 구매자의 취약성을 이용
하지 않고 기대를 충족시킬 것이라는 믿음이다(Qin, 2007). 따라서 신뢰
는 소비자의 재구매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정되어왔다. 특히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신뢰의 구축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 소비자는 오프라인에서보다 더 큰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떠안게
기대불일치와 정부신뢰의 관계를

되기 때문이다.

비 온라인환경을 신뢰할 때 지속적인 이용을 한다는 기본
아이디어를 차용하여 기술에 대한 신뢰(trust in technology)를 다

이후 소 자가
적인

4

- 5 -

루는 연구에서 기대불일치 이론이 활발히 사용되기 시작했다(Lankton &
McKnight, 2006; Lankton et al., 2014). Lankton et al.(2014)는 기술 신
뢰 기대(기술에 바람직한 속성이 있다는 기대)와 기술 신뢰 의도(기술에
의존하려는 의지)를 기대불일치 이론에 통합하여 정보시스템 사용에서
신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기술 신뢰 기대가 인지
된 성과, 기대불일치, 만족을 통해 기술 신뢰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기술에 대한 신뢰가 기대불일치 이론에서 주
로 사용되는 종속변수인 만족도보다 시스템의 지속적 사용 의도에 더 높
은 설명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Lankton et al.(2013)의 연구
는 기대불일치 이론에 신뢰의 개념을 최초로 통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들은 신뢰의 발달이 기본적으로 기대불일치의 개념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도가 자연스러운 것이며, 신뢰와 기대의 작동
방식을 함께 검토할 때 둘 다에 대한 보다 완벽한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
고 있다.

편 기대불일치 이론을 적용하여 신뢰를 분석한 연구와 별개로, 보다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전자정부 문헌에서도 기술에 대한 신
뢰와 정부신뢰를 묶어서 이용자의 지속적인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Teo et al.(2008)은 214명의 싱가포르 전자정부 웹사
이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기술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전자정부 웹사이트에 대한 신뢰와 긍정적으로 연관
되어 있음을 보였다. 이는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생성만으로 시민들의 이
용을 보장할 수 없는 현실에서 초기 사용 의도와 지속적인 사용 의도로
단계를 구분하여 정부신뢰의 역할을 규명했다는 의미가 있다.
종합해보면, 기존 기대불일치 문헌에서 신뢰의 역할은 주로 기술
(technology)과 관련되어 사용자의 지속적인 이용 의도를 규명하는데 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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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얻은 일부 전자정부 문헌에서도 기술에 대
한 신뢰와 더불어 정부신뢰가 성공적인 전자정부웹사이트 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는 추세이다.
용되어 왔으며, 이에 영 을

3) 기대불일치와 정부신뢰

타난다.

기대불일치와 정부신뢰의 관계는 정부신뢰 문헌에서 나

석

정부

핵심은 바로 기대와 주
관적 성과인식 간의 차이를 보는 것이다(Bouckaert et al., 2002). 이론
적·추상적 접근은 다수 이뤄진데 반해 계량화된 방법론을 사용한 실증적
신뢰에 대한 정부 성과의 영향을 분 하기 위한

접근이 적었다는 특징이 있다.
먼저 정부신뢰의 개념적 정의에 기대불일치의 개념이 주로 사용되어

비해 성과가 낮으면 정부신뢰가 낮아진다는 논의(Gamson,
기본적으로 기대불일치 개념에 입각해있다. Levi and

왔다. 기대에
1968)는

Stocker(2000)은

정부의 성과가 낮더라도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수

준보다 높으면 정부신뢰가 높아지지만, 정부의 성과가 높더라도 국민들

능

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정부의 신뢰는 낮아질 가 성이 높다고

았 Hetherington(1998)은 정부신뢰가 정부의 산출성과에 대한 평가
또는 정부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 정향으로 보고 있다. 즉 시민의 기대와 실제 정책 내용이 일치해야
정부신뢰가 올라간다(Hetherington, 1998). 이숙종(2006)은“정부가 공익에
기반을 둔 공공정책을 집행하고 있다는 믿음”이 정부신뢰라고 보고 있
다. 즉, 정부 성과와 기대의 괴리가 정부신뢰를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것
이다. 오경민·박흥식(2002)은 정부가 성과를 달성하는지 여부와 정부의
도덕적 태도 혹은 의도가 적합한지 여부가 각각 기능적 측면과 윤리적
측면에서 시민의 기대를 충족하는지로 정부신뢰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보 다.

-

47 -

74

Miller(19 )는 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정부가

추진하지 않을

때 시민은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끼게 되고 결과적으로 정부신뢰가
하락한다고 보았다.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유능하게 잘 하고 있다
고 판단한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올라간다. 반대로 정부가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성과가 높더라도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
(Uslaner, 2002:222).
정부신뢰의 개념적 정의에서 나아가 별도로 시민의 기대와 성과의 불
정부의 노력이

일치 역할에 주목한 연구로는 Newton and Norris(2000), Thomas(1998),
Nye

외(1998/2001)이

있다. Newton and Norris(2000)는 ‘성과-신뢰 연

=

결’에서 기대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그들은 ‘정부신뢰 (정부 성과

거

/ 시민

의 기대)’ 라는 공식을 제시하며, 시민의 주관적 성과를 높이 나, 기대

겼
투
줄여 성과에 대한 시민의 기대를 낮추는 방법과 아니면 더 많은 예산투
입을 통해 제도의 유효성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다. Thomas(1998)는 시
민의 주관적 인식이 정부 성과에 대한 판단을 좌우하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시민의 기대 수준을
낮추는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Nye 외(1998/2001)는 정부신뢰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부 성과가 얼마나 되는지의 비율로 나타난다고 보았
다. 따라서 그들의 논의에 따르면 성과가 내려가거나 기대가 올라갈 경
우 혹은 두 가지 현상이 연계될 때 정부신뢰의 하락이 발생한다. ‘만족=
(정부에 대한 인식/국민의 기대)’에 따라 정부신뢰가 결정된다고 보고 있
다. 해당 공식은 기대불일치이론의 식과 유사하다.
흥미롭게도 Nye 외(1998/2001)는 기대의 의미를 원한다(want)와 예측
한다(anticipate)로 구분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에서 한발짝 더 나아
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각각 규범적 기대와 예견적 기대에 대응하는
를 낮출 때 정부신뢰가 제고

될

수 있을 것이라 여 다. 즉, 예산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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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는 서비
지난 반세기 동안

차원이다. 먼저 요구(want)로서의 기대는 더 낮은 세금과

항목의 증가로 볼 수 있다. Nye 외(1998/2001)는
요구 성격의 시민 기대가 크게 상승했음을 지적한다. 예측(anticipate)으
스

로서의 기대는 정책의 성공도와 관련되어 있으며, 저자들은 요구로서의

달리 이 예측으로서의 기대가 떨어지고 있다고 본다. 1996년에
민주당과 클린턴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약속을 적게 함으로서 기대 수준
을 낮추려고 한것도 이러한 예견적 기대를 낮추려고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시민의 예견적 기대가 실제로 하락했다. 즉 “많은 공공서
비스들이 결코 폐지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국민의 열렬한 요구”(규
범적 기대의 상승)와 “행정부가 어떤 혜택을 가져다 줄수 있을까 의심하
는 국민의 비관적인 전망”(예견적 기대의 하락)이 정부신뢰의 위기를 가
져왔다는 것이다(Nye 외, 1998/2001, p.159). 이에 대한 처방으로서 저자
들은 기대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 보다는 주관적 성과를 높이는 데 주력
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정부신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정부 성과 가설’과 ‘정부 기대 가설’을
제시한 정광호(2011)는 규범적 기대로 기대를 한정하여 보고 있다. 그는
먼저 시민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보낼 때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정부
성과와 정부에 대한 기대를 꼽고 있다. 즉, 정부신뢰는 “정부성과를 어떻
게 측정하고, 주관적으로 인식된 또는 객관적으로 수치화된 각종 정부
성과를 시민이 어떤 기대를 갖고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이다(정광호, 2011, p.57). 그는 ‘정부 기대 가설’이라는 장을 통해 ①정부
역할 범위(최소한의 정부, 케인즈 주의, 도덕성 고양) ②정부와 같은 공
식적 권위를 가진 제도를 바라보는 태도 ③정부에 대한 관점이나 정향이
이러한 기대를 형성한다고 보고 있다. 즉, 이러한 세 가지 요소로 유추해
보았을 때, 그는 정부신뢰를 형성하는 기대로 규범적 기대를 상정하고
기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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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좋은
성과를 거두더라도 정부가 일을 잘 못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관점 역시
정부신뢰 문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규범적 기대와 정부신뢰의
음(-)의 관계에 대해 시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 행정학계에 기대불일치 이론을 처음으로 정식으로 소개한 Van
Ryzin et al.(2005)은 이러한 정부신뢰 문헌과 기대불일치 문헌의 이론
및 ‘미국 소비자 만족 인덱스’ 모델을 적용하여 이후 다수 학자들이 따르
는 연구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즉,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만족을 거쳐
지역 거주 의사 및 지방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구
체적으로 그는 학교, 경찰, 소방, 도서관, 공원, 도로, 대중교통(버스, 지
하철), 청결도와 같은 다양한 요인이 공공서비스의 질을 형성하고, 이러
있다. 정 호(2011)는 기대 수준이 높은 시민이 정부가 객관적으로

한 주관적 성과인식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로 과정에서 기대가 두

변수 모두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이후 만족도는 지역을 이탈할 의사
혹은 정부 신뢰로 이어진다.
예견적 기대는 정부 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Van Ryzin et al.(2005)의 연구에서 2000년과 2001년 모두 예견적 기대
는 만족을 거쳐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Chanley
et al.(2000)은 1980년부터 1997년까지 미국 연방정부에 대한 분기별 시
계열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경제 분야에 대한 예견적 기대가 긍정적이
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같은 맥락에
서 Han et al.(2011)은 재난상황에서의 중국 지방정부신뢰를 다룬 연구에
서 지방공무원이 외부로의 네트워크가 발달되어 예견적 기대가 높은 경
우 마을 주민들이 정부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보았다. 재난상황에서는
외부네트워크가 자원을 수급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예견적
기대불일치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오히려 정부신뢰가 떨어질수 있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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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통하여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었다는 결과를 도출한, 여러 변수를 포괄적으로 사용한 대표적인
연구는 Badri et al.(2015)이다. 그들은 예견적 기대를 사용하여 구조방정
식을 통해 아부다비 도시 정부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 성
과인식, 신뢰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아부다비 시민 만
족도 조사(Abu Dhabi Citizen Satisfaction, ADCS) 기본 모형인 ‘기대→
만족→신뢰’에 기반하여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였다. 기대는 성과인식과 만
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만족은 정부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서비스 유형을 구분하고 시민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한 세 번째 모
델이 가장 설명력이 좋았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비스는 전기와 수
도, 고속도로와 도로 청결, 경찰 서비스였지만 만족도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서비스는 택시 서비스, 고속도로 상황, 주차 시설로 나타
났다. 즉, 시민들이 성공도를 높게 평가하는 공공서비스와 실제 만족도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서비스 유형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연
구는 예견적 기대만을 사용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예견적 기대가 정부신뢰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지만 정책 성과에
대한 인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서라벌·성욱준
(2020)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청탁금지법이라는 단일 정책에 대한
기대불일치를 구조방정식을 통해 살펴보았다는 특징이 있다. 공직자의
투명성 및 책임성 인지, 청탁자와 공직자의 행위변화에 대한 인지가 정
부신뢰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정책에 대한 기대는
정부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기대는 청탁금지법
의 성과와 공직자의 투명성 및 책임성 인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반부패정책은 정부신뢰를 구성하는 정책 성과와 정부 도
이후 예견적 기대는 만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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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 등에 대한 정치적 평가가 종합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좋은 사례 연
구로 볼 수 있다.
규범적 기대는 정부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양(+)의 규범적 기
대불일치는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다.
Seyd(2011)은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규범적 기대와 인지된 성과의 차이를
기대불일치로 보고 정치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는 기대
불일치를

량



 인지된 성과  기대 로

 





보고, 기대는 정치인이 갖고 있어야

석 결과, 주관적
성과인식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기대불일치를 거쳤을 때
더욱 강한 영향력을 보였다. 이는 기대와 성과인식을 각자 바라보는 것
보다 기대불일치로 엮어서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목
할 만한 점은, 기대와 성과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고, 기대
가 신뢰에 미치는 음(-)의 영향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의 규
범적 기대불일치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음(-)의 규범적 기대불일치는 정부신뢰에 부정적인 영
향을 준다는 연구가 존재한다. Kang and Park(2018)은 기대불일치 이론
과 접촉 이론을 사용하여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대불일치가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시민참여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때
기대불일치는 이상적인 정부의 역할과 개인의 역할 비중을 구분한 문항
(규범적 기대)으로부터 개인이 경험한 공공서비스 만족을 측정한 문항을
빼는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분석 결과, 시민이 원하는 정부의 역할과 실
제 정부가 하는 일의 차이가 클수록 정부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
며, 시민참여는 그러한 영향력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보였으나 이는 선출
직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에 한정되었다.
할 역 으로, 성과는 실제 정치적 행위로 측정하였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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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도 기대, 기대불일치, 성과, 신뢰에 관련된 실증연구들이 다수
이뤄졌지만 정부신뢰에 대한 논의는 적거나 기대에 대한 선행변수
(Morgeson, 2012), 혹은 매개변수(강혜진, 2018)로 사용되었다.
Morgeson(2012)은 연방정부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는데, 지방정부의 경
우 정부신뢰가 최종 변수로서의 성격을 띠어온 반면(Van Ryzin, 2005)
연방정부의 경우 기대를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연방정부에 대한 기대에는 정치적 요인이 작용하지만,
Easton(1965)의 특정적 지지에서부터 내려온 지방정부단위의 미시적 성
과 이론에서는 정치적 요인이 최소화되어온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강
혜진(2018)은 정부신뢰가 높은 집단에서 규범적 기대불일치가 지역만족
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완화되었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이는 정부신뢰
가 국민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지역에 대한 만족도 간에 사회적 자본으로서 정부신뢰가 갖고 있는 영향
력에 집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2-2]는 이상 국내·외 행정학계
기대불일치 관련 주요 연구를 요약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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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국내·외 행정학계 기대불일치 관련 주요 연구 요약
연구

기대의 종류

기대불일치

결과

측정

비고

국외 연구
Van Ryzin
(2004)

예견적 기대

성 과 인 식 - 기대불일치가 만족에 미치는 영 행정학계에 기대불일치의 개념
기대
성과인식-

Van Ryzin
(2006)

기대
예견적 기대 기대불일치
단일문항으
로 측정

향이 긍정적

을 선구적으로 소개

기대가 증가할 때 단일문항으로
측정한 기대불일치는 감소하며,
이는 감산 방식으로 측정된 결과
와 반대임

James

예견적 기대 성 과 인 식 - 서비스 불만족(dissatisfaction)에

(2009)

규범적 기대 기대

Poister
(2011)

기대불일치
규범적 기대 단일문항으
로 측정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

어떤

방향으로든

기대불일치가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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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가 기대불일치에 미치는 영
향은 기대불일치가 측정되는 방
식에 따라 달라짐을 밝힘

성과 정보가 예견적 기대에는
영향 미치지만 낮은 규범적 기
대에는 영향 미치지 못함
규범적 기대와 예견적 기대의
방향성 엇갈리는 이유에 대한
함의 논의

Seyd(2011)

Morgeson
(2012)

규범적 기대

기대

예견적 기대 단일문항으
로 측정

예견적 기대

성과인식이정부신뢰에긍정적

영

향 미침
기대불일치를 거쳤을 때 더욱 강

기대불일치

Van Ryzin
(2013)

성과인식-

있어야 할 역량으로 측정

력한 영향
정부신뢰가 예견적 기대에 영향
미침

정부 신뢰를 예견적 기대에 영

기대불일치에 기대와 성과가 모 향을 주는 변수로 설정
두 양(+)의 영향 미침
설문실험방법 적용

기 대 * 성 과 2004 연구와 같음
인식

규범적 기대를 정치인이 갖고

예견적 기대자체는 영향력 없음

기대와 성과의 차이에 따른 더
미변수 활용

Grimmelikh
uijs en&

기대*성과

Porumbesc 예견적 기대 인식

달라질 수 있음

u(2017)

F a v e r o & 규범적 기대
Kim(2021)

예견적 기대

따로

설문실험조작화에

따라

결과가 Van Ryzin(2013) 연구를 다양한
관점에서 Replicate

측정 비교 성과 정보가 규범적 기대보 기대와 기대불일치가 함께 사용

하지 않음

다 예견적 기대에더 많은 영향을 되는 경우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미침

있음을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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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
제갈돈
(2013)

예견적 기대

Park &
Hwang

규범적 기대

(2010)
강혜진
(2018)

규범적 기대

규범적 기대

규범적 기대

(2020)

준(2020)

념을 최초로 소개함
규범적 기대의 대리변수(proxy

높은 기대가 더 높은 만족도로 variable)로서 정부신뢰를사용

하지 않음

이어짐

정책 분야별 기대불일치의 효과

중요도-만
족도

지역만족도와 거주의사에 부정적
영향 미침

기대-성과
인식

정부신뢰에

긍정적

영향 미침
기대불일치가

정부신뢰에부정적

영향 미침

이지은·이승

서라벌·성욱

국내 행정학계에 기대불일치 개

따로 측정

성과인식이

(2018)

종·이혜림

으로 측정

기대불일치는 만족에영향 미침

를 검토함

Kang &
Park

단일 문항

예견적 기대

중요도-만
족도
측정하지
않음

기대불일치가 정주의식에 부정적
영향 미침
기대는 간접적으로만 정부신뢰에
영향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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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신뢰가 조절효과 가짐
규범적 기대를 정부와 개인 역
할 비중 구분한 문항으로 측정
시민참여가 조절효과가짐
시민참여가 조절효과가짐
교육문화복지, 안전거버넌스, 생
활환경으로 유형화
정책만족을
청탁금지법효과로
나타나는 공직자의 투명성 및
책임성 인식으로 측정

제 4 절 소결
선행연구의 검토 결과, 정부신뢰에 대한 두 가지 주요

논쟁은 정부의

정책 성과가 정부 신뢰의 결정 요인인지와 관련되어 있었다. 정부신뢰의

색
비중이 높고 정부의 신뢰성, 정부에
대한 지지, 만족도 등과 혼용된 사용이 존재하는 등 이론적으로 미흡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탐 적 연구의
부분이 있었다.

형 중에서도 최근 강조되고 있는 주관적 성과가
정부신뢰와 관련성이 높았다. 만족도의 경우 정부신뢰와 대체적으로 긍
정적 관계를 맺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이론적·실증적 반박이 있었지만 다
수의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공도의 경우 최근에 주목되기 시작한 주관적 성과로서 특히 지방정부
정부성과의 다양한 유

수준에서 정부신뢰에 대하여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객관

최근 산출성과가 주목되고 있으며 다만 주관적 인식을 바탕으
로 한 객관적 성과 외에는 지방정부단위의 광범위한 실증연구는 드물었
다. 객관적 성과가 정부신뢰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해
학자들은 시민의 기대와 기대불일치가 작용하고 있음을 꼽고 있었다.
적 성과는

기대의 종류는 예견적 기대와 규범적 기대로, 각각 중립적 예측과 당
위적인 미래상을 의미하였다. 기대와 성과의

섭

괴리를

기대불일치 개념으

최근의 일로(Van Ryzin, 2004),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기대, 기대불일치,
정부성과의 관계는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에 주로 적용되어 왔다. 예견
적 기대, 예견적 기대불일치는 ‘성과-기대’로 측정된 경우에 만족도와 대
체적으로 긍정적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규범적 기대는 만족도와 성과인
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로 포 하여 행정학계에 적용이 된 것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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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립하고 있었다. 후자의 경

우 규범적 기대를 정부신뢰로 측정했다는

한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규범적 기대는 주관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볼 수 있다. 규범적 기대불일치는 ‘기대<성과’인 양(+)의 규범적
기대불일치인 경우에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국외 연
구와 달리 국내 연구는 ①예견적 기대불일치보다 규범적 기대불일치 개
념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②기대불일치를 ‘성과-기대’가 아닌 ‘기대-성과’
로 측정하고 있었고 ③서비스의 만족도를 종속으로 하지 않고 지역 만족
도, 거주의사, 정주의식 등에 기대불일치 개념을 적용했다는 특징이 있었
다. ③의 경우 국외 문헌에서 증명된 규범적 기대, 규범적 기대불일치와
만족도의 관계와 유의미한 방향성이 동일하였다.
기대, 기대불일치, 정부신뢰의 관계에서 행정학은 전통적으로 낮은 정
부신뢰에 대한 진단으로 정부업무 과중에 따른 성과 실패를 원인으로 꼽
고 있었다(Bouckaert and Van de Walle, 2003). 따라서 기대에 대한 조
준다고

정, 구체적으로 기대를 낮출 것을 주문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

논의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정부신뢰와 기대의 관계는 현재 엇갈리는 논의가 존재하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
기존 기대불일치 문헌에서 신뢰는 재구매의도와 온라인쇼핑에 관련되
어 있었으며, 최근 전자정부 문헌에서 기대불일치 개념을 차용한 연구가
으로 정부신뢰를 시민의 기대 자체로 정의하고 있는

이뤄지고 있었다. 반면 정부신뢰 문헌에서 기대불일치는 정부신뢰의 개
념적 정의에 다수 사용되어 왔다. Nye

외(1998/2001)는

시민의 기대와

성과의 불일치에 주목하며 예견적 기대와 규범적 기대의 역할을 구분하
였다. 기대불일치 문헌에서
해 정부신뢰 문헌에서

논의되는 기대는 대부분 예견적 기대임에 반

논의되는 기대는 대부분 규범적 기대라는 특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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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
다. 규범적 기대의 경우 이론적 논의가 주를 이루며 실증적으로는 소수
의 문헌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공공부
문 신뢰가 아닌 정치적 신뢰로 측정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예견적 기대
불일치의 정부신뢰에 대한 영향력은 실증적인 증명이 거의 없었다. 양
(+)의 규범적 기대불일치는 정부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이 역시 정치적 신뢰에 국한되어 있거나, 효과 크기가 낮다는 한계가 존
재했다.
종합해보면 정부신뢰 문헌에서 성과-신뢰 연결은 초기부터 강조되어
왔다. 이후 주관적 성과와 정부신뢰, 객관적 성과와 정부신뢰 모두에서
기대의 역할이 조명되었다. 그러나 정부신뢰 문헌에서 기대는 그 다차원
성이 거의 논의되지 않은 채로 혼재된 사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신뢰가 시민의 기대에서 비롯하는지 혹은 기대불일치에서 비
롯하는지마저도 확실하지 않다. 나아가 소비자학·경영학에서 기대불일치
문헌은 최근 신뢰를 포섭하고 있고, 정치학에서 정치적 신뢰를 다루는
연구는 기대불일치 개념을 포섭하고 있는 와중에 행정학계에서는 Van
Ryzin(2004)이 기대불일치-신뢰 연결을 초기에 주창한 이래로 논의가 실
예견적 기대는 정부신뢰에 대체적으로

종되었다. 행정학이 정부신뢰 연구에서 기대의 역할을 중시한다는
Bouckaert and Van de Walle(2003)의 주장이

무색할 정도이다. 특히 지

방정부 단위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기대와 성과를 측정하여 기
대불일치가 지방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것은 Easton(1965)의 특
정적 지지에서부터 출발한 ‘성과-신뢰 연결’의 증명을 위해 필요한 작업
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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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이론적 논의
타당성을 밝혀 주관적 성과가 정
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정부신뢰의 이론적 논의를 심화하여 기
대, 기대불일치와 정부신뢰의 연결성을 찾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성과-신뢰 연결’을 대립 가설인 사회적 연결성과 정
체성을 중심으로 한 정부신뢰 논의와 심화하여 비교한다. 나아가 지방정
부신뢰와 중앙정부신뢰의 비교를 통해 ‘성과-신뢰 연결’이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성과 단위에서 보다 타당할 수 있음을 밝힌다.
이후 신뢰 이론과 기대불일치 이론을 상세히 소개한다. 이론에 바탕하
여 기대, 기대불일치가 정부신뢰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
한 가설을 세운다.
이 장의 목적은 ‘성과-신뢰 연결’의

제 1 절 정부성과-정부신뢰 연결의 타당성
1. 성과 명제의 타당성
1) 성과 명제 vs. 정치적 정체성
냉전 체제의 붕괴 이후 정부의 성과, 그 중에서도 미시적 성과가 정부
신뢰를 결정한다는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Bouckaert et al, 2002; 최지
민·김순은, 2014). 점점 더 많은 학자들이 서비스의 질 혹은 공공부문 성
과를 정부 신뢰로 연결시키고 있는 추세이다(Christensen & Lægreid,
2003; Kampen et al., 2006). 이러한 흐름을 “성과 명제(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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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n de Walle, 2003;
Heintzman & Marson, 2005; Van Ryzin, 2007).
성과 명제란 개인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공공서비스가 긍정적일 때, 시
민이 정부의 역량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게 되고 따라서 신뢰를 하게 된
다는 논리이다. 이를 ‘성과-신뢰 연결(Performance-Trust Link)’라고도
한다. 성과가 신뢰에 선행한다는 논의는 직관적으로 성과 개선이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이뤄
지고 있다(Yang & Holzer, 2006; He & Ma, 2020).
이러한 ‘성과 명제’와 대립하는 정부신뢰 결정 요인은 사회적 연결성
(social bond) 내지 정치적 정체성(political identity)으로 볼 수 있다. 즉,
정부신뢰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개인이 인지하는 정부 성과에 따른 정부
신뢰 정도와 사회적 연결성(social bond)에 근거한 정부 신뢰 정도를 강
조하는 연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Bouckaert et al.(2002)은 정부신뢰 결
정 요인을 성과와 정체성(identity)으로 구분하며, 전자의 경우 인식에 기
반한 정부신뢰인 반면, 후자의 경우 정서에 기반한 정부신뢰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대인신뢰에서 유대감과 이해관계로 나누어 신뢰를 바
라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Levi, 1996). 이 구분은 합리적 선택 관점
(Kramer, 1999)과 사회관계적 관점(Williamson, 1993)으로 대변되기도
thesis) 로

정리할

한다.
이러한 구분을

수

있다(Bouckaert

따라 또 다른 이론을

재

적용한 연구들이 존 한다.

Choudhury(2008)은 행정에 대한 신뢰의 조건을 기관 이론(agency
theory)과 스튜어드십이론(stewardship theory)로 구분해볼 수 있다고 하
였다. 전자의 경우 시민들은 기관의 성과에 기반하여 전략적 계산을 통
해 신뢰를 결정하고, 후자의 경우 도덕적 기질이나 윤리적 규범에 기반
하여 신뢰를 결정한다. 이 역시 성과에 근거한 합리적 선택과 정서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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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한

사회관계적 관점에 기반한 구분으로

론

볼

수 있다.

De

Blok et

투입(input)관점에서 정부신뢰는 유권자
의 이념적 차이가 의회에서 정확히 표현되는지 여부, 과정(process) 관점
에서 정부신뢰는 정치인들의 신뢰도, 부패관행, 스캔들 등이 일어나는지
al.(2020)은 체제이 을 적용하여

여부, 산출(output)관점에서 정부신뢰는 정책과 이에 대한 주관적 성과
인식의 차이 여부에
결성

달려있다고 보았다. 투입과 과정 관점은 사회적 연

및 정치적 정체성에 기반한 정부신뢰를, 산출 관점은 성과에 기반

한 정부신뢰를 의미한다.

별 론
않고 정부신뢰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묶음
으로 설명한 연구들도 기본적으로는 ‘정부성과 vs. 정치적 정체성’논의를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Christensen et al.(2020)는 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첫
번째는 도구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부분으로서 실제로 정치-행정 시스템
이 어떻게 역할하고 있는지와 관련이 깊다고 주장하였다. 두번째는 정치
적·문화적 부분으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일반적 인식, 정당 정치에 대한
태도, 정치적인 행위에 대한 참여 등이 포함된다. 세 번째는 각각의 개인
이 갖고 있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서, 성별, 나이, 교육수준 등이 포함
특 한 이 을 사용하지

된다.

명

타당성을 밝히기 위해 사회관계적 관점과 문화적 접근방
법의 한계를 논의하도록 한다. 먼저 사회관계적 관점을 정서에 근거한
신뢰(affect-based trust)로 볼 때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먼저,
정서에 기반한 정부신뢰에 보다 초점을 두는 학자들은 정부신뢰가 특정
정책성과와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시민이 정부를 감정적으로 좋아하는지
여부가 정치적 사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Gabriel, 1998;
Easton, 1965). 정서에 근거한 신뢰는 문화적 접근방법(cultural
성과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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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법(social capital approach)에 가깝다(김
이수, 2018). 문화적 접근방법은 가족과 교육시스템이 정부를 신뢰하게
만든다는 접근이다. 그러나 해당 접근을 따랐을 경우에는 정부신뢰의 변
동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발생한다. 문화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정서로서 그 사회의 일반적인 행동이 어떻게 취해지는지를 결정하고 단
시간 내에 잘 변화하지 않기 때문이다(Hofstede, 1980).
사회자본적 접근방법은 선행연구에서 논의한 Putnam et al.(1984)의
논의와 맥락을 같이하며, 성과-신뢰 연결에 대해 역의 인과관계를 취한
다는 한계가 있다. 이 접근방법은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가 거시적
신뢰 혹은 사회 신뢰로서 발생한 이후 중범위적 신뢰인 제도 신뢰로 이
전한다는 접근이다. 즉, ‘사회적 신뢰→정부 신뢰→정부성과’라는, 성과
명제와 반대의 인과관계로 정부신뢰와 정부 성과의 관계를 설명한다. 예
를 들면, Pierce et al.(2002)는 정부신뢰를 포함시킨 신뢰를 사회적 자본
으로 측정하고 정부 성과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영향
력을 보임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역의 인과관계의 가능성은 정부신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신뢰의 선순환’을 논의하며 정부신뢰가 포괄적인 관
점에서 대의민주정체의 정부 내지 사회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요인
이라고 일컫는 데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다(류태건·차재권, 2020).
비록 정치적 엘리트들이 정책을 생산하고, 정책에 만족하는 시민으로부
터 신뢰를, 실망하는 시민으로부터 냉소를 받는 메커니즘이 행정학·정치
학 영역에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명제이지만(Citrin, 1974), 신뢰
에 대해서 정서적 접근을 한다면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김이수,
approach)과 사회자 적 접근

2018).

논쟁은 ‘신뢰의 선순환’이라
진지하게 대응해온 것과 관련이 깊

성과가 신뢰에 선행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는 사회적 표어에 대해 연구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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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논리의 오류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이기 떄문이다. 그러한
연구 중 하나는 Vigoda-Gadot and Yuval(2003a; 2003b)로서, 소비자로
서의 시민과 참여자로서의 시민에 대한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들의
논의에 따르면, 시민이 소비자로서 역할할 때에는 성과에 대한 태도 표
출로서 신뢰를 결정하지만, 참여자로서 역할할 때에는 신뢰에 기반한 행
위로서 성과를 평가하게 된다. 그들은 1960년대 이후 객관적으로 좋아지
고 있는 거시성과지표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정부신
뢰가 과연 정치적인 실망때문인지, 아니면 보다 미시적인 성과에 집중하
게 된 시민의 태도 때문인지에 대해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시민은 참여자라기보다 소비자로서 행태를 보이고 있었고, 정부
의 성과가 정부신뢰에 선행함을 거듭 확인하였다. 그러나 두 연구 모두
대응성과 만족이 정부신뢰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모델 2보다 정부성과가
대응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후 만족도와 정부신뢰로 이어지는 모델 3의
설명력이 더 높다는 특징이 있었다. 두 연구는 ‘정부성과-정부신뢰’의 관
계를 민주주의-관료주의 패러독스(the paradox of bureaucracy and
democracy)로 치환하여 이론적·방법론적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다. 이는

는 의미가 있다.

렇

명제의 한계는 무엇일까? 정부신뢰에 대한 합리적 선
택 관점은 합리적 효용에 근거한 선택적 신뢰로서 인식에 기반한 신뢰
(cognition-based trust)와 맥락을 같이 한다(McAllister, 1995). 정부신뢰
가 정부성과에 대한 평가에 의해 움직인다고 주장하는 이러한 접근에 따
르면, 시민들은 정책 결과에 대해 처벌과 보상의 원리(mechanism of
그 다면 성과

punishment and reward)를 적용하여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신뢰를 제공

거

H

; Kumlin & Haugsgjerd, 2017). 평가적
접근은 중범위적 제도신뢰로서 정부신뢰에 접근하는 방법 중 제도 성과
하 나 보류한다( useby, 200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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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접근

방법(institutional

법(political

performance approach)과 정치성과적 접근

깝 김

방

performance approach)에 가 다( 이수, 2018). 행정학에서

볼 때는 주로 제도성과적 접근 방법을 취
하며, 다만 성과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신뢰가 장기적으로 하락하
는 현상에 대한 설명력이 떨어지는 점을 극복해야 한다.
정부의 성과와 신뢰의 관계를

2) 성과-신뢰 연결에 대한 대안 가설
‘성과-신뢰 연결’에 대한 다양한 대안 가설이 존재한다. 시민이 정부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신뢰를 결정함에 있어
서 성과가 중요 변수가 아니거나, 실제 성과와 주관적 성과 간에 괴리가
너무 크거나, 주관적 성과를 인식할 때 다른 요인들이 실제 성과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Van de Walle and Bouckaert(2003)은 ‘성과-신뢰 연결’에 대하여 대

안적인 다섯 가지 모델을 제안한다. 첫 번째는 단선(disconnection) 모델
로서, 시민들이 공공서비스 성과를 높게 인식하더라도 각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관을 정부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모델
은 지배적 효과(dominant effect) 모델로서, 시민들이 특정 기관의 성과
만을 정부의 성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특정 기관의 스캔들
등으로 인해 성과가 낮게 인식될 때, 시민들은 정부 전체의 성과를 낮다
고 인식한다는 주장이다. 세 번째 다층적 효과(multiple influence)모델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기관들의 성과 말고도 정체성과 같은 다른 인식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다. 네 번째 모델은 역의 인과관계(reversed
causality)로서, 정부에 대하여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는 시민들이 성과
에 대한 평가도 좋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완화된 역의 인
과관계(moderated reversed causality)모델은 정부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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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태도가 일반적인 성과에 대한 평가를 결정할 수는 있지만, 정부
라는 개념이 보다 구체적으로 주어진 경우에는 역의 인과관계가 나타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해당 다섯 가지 모델은 [그림 2-2]에 도식
화 되어 있다.
[그림 2-2] 성과와 신뢰의 관계에 대한 대안적 설명

출처: Van de Walle & Bouckaert(2003)

Van de Walle and Bouckaert(2003)의 주장은 정부성과와 정부신뢰의

무엇을 정부로 인식하는지에 주로 초점을 맞춘 논의이
다. 따라서 하나의 기관이 하나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한다는 가정에 바탕
을 두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집권적 체제 하에서
동일한 공공서비스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중복적으로 공급하는 경
우가 많고(임도빈, 2004), 시민의 정부성과에 대한 인식은 기관을 중심으
로 형성되기보다 특정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 타
당하다. 또한 객관적으로 높아지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낮아지는 정부신
뢰는 일정 부분 시민들이 인식하는 정부성과가 당초의 기대에 근거하여
관계에서 시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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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없기 때문일 수 있다. 주관적 성과인식과 객관적
성과의 불일치는 정보의 부족에서 기인할 수도 있지만, 인식이란 언제나
일정 수준의 편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과정보의 제공만으로는 성과인
식을 변화시키기에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Bouckaert & Van de
있 나, 실제와 관련이

Walle, 2001).

받

황

정부성과는 정부신뢰와의 관련성이 지속적으로 의심 는 상 에서,

Yang and Holzer(2006) 역시 성과-신뢰 연결이 불분명한 이유를 지적하
는 다섯 가지 선행 이론을 정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성과가
중요한 이유에 대하여 역설하고 있다. 첫째, 기대(expectation)와 주관적
성과 인식의 차이가 신뢰와의 연결성을 저해한다는 이론이 있다
(Huseby, 2000). 그러나 이는 오히려 정부가 시민의 기대를 관리하거나,
기대를 고려한 성과지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보여준다(Yang &
Holzer, 2007; Van Ryzin, 2007). 둘째, 실제 성과와는 관련없이 인식에
따라 변화한다는 입장이 존재한다(Miller & Borrelli, 1991; Pew
Research Center, 1998) 이는 앞서 논의한 정서적 기반에 근거한 정부신
뢰에 대한 논의라는 점에서 성과-신뢰 연결 논의에서는 관련성이 떨어
진다. 셋째, Van de Walle and Bouckaert (2003)은 여러 공공기관들이
정부 성과를 생산하며 그 중 일부가 정부 이미지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정부신뢰에 가까워진다고 보았다. 넷째, 성과가 정부 신뢰를 형성하는 여
러 기준 중 하나일 뿐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Sims,
2001; Van de Walle & Bouckaert, 2003). 다섯째, 쓰레기 수거, 실업률,
인플레이션과 같은 나쁜 성과는 인식되기 쉽지만 좋은 성과는 인식되지
못하고 지나치게 된다는 입장이 있다. 즉, 불신과 신뢰는 서로 다른 영향
요인으로 구성되며, 성과는 주로 불신을 구성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H

( useby, 2000).

Yang

and

Holzer(2007)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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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신뢰의 관계를 유의미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의 수요와 만족에 보다

충실한

성과지표

(citizen-oriented performance indicator)를 사용하여 성과의 의미를

바꿔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시적 성과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시민들은

건 안전과 같은 가치에 보다 비중을 두고 기대에 부응하는지를
살피는 반면, 정부 기관은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괴리가 생길 수 있다(Privy Council Office and CCMD,
자유, 보 ,

1996).

합

음

종 해보면, 객관적 성과가 높 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신뢰가 장기적

락

현상에 대하여 기대의 역할이 부각된 바 있다. 또한 ‘성과
-신뢰 연결’에 대한 다양한 대안가설의 근저에도 역시 시민이 정부 성과
으로 하 하는

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기대를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행정학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문제의

본질이다

(Bouckaert et al., 2002).

2. 정부성과-정부신뢰 연결의 지방정부에 대한 적용 가능성
1) 지방정부신뢰와 중앙정부신뢰의 관계
정부신뢰의 중요한 구분 중 하나는 중앙과 지방이다. 지역적으로 중앙
정부신뢰는 국가를 단위로 하는 반면, 지방에 있는 정부에 대한 신뢰는
해당 행정구역을 단위로 한다. 행정구역이란 중앙정부가 통치의 편의를
위하여 나눈 지리적 단위로서, 지역 공동체가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
는 단위인 자치구역과 구분된다. 현대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큰 행정
구역단위는 대부분 자치구역 단위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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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달

우

지 자치가 발 한 미국의 경

방

시민들은 연 정부보다 주정부나 지

방자치기관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Nye 외,
1998/2001). 이는 지방으로 정부의 단위가 내려올수록 시민이 정부에 대
해 갖고 있는 거리감이 완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즉 지역커뮤
니티의 연장선 상에서 지방정부를 바라보고, 잘못을 하더라도 ‘우리와 같
은 사람들’의 실수로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한편 한국은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인 국가로서, 중앙정부가 지방을
세분하여 통치하며 기본적으로 국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해왔다(임도빈, 2004: 372). 그러나 1990년대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다회의 지방선거 등을 거치면서 지역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특
히 최근에는 코로나-19사태에서 중앙정부보다 먼저 기초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재난지원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한익현·김필,
2020). 이에 국내 학계에서도 최근 지방자치단체 신뢰의 결정 요인과 중
앙정부 신뢰와의 차이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지방정부 신뢰와 중앙정부 신뢰의 연결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
외 연구의 경우 지방정부 신뢰는 중앙정부 신뢰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
나(Hetherington & Nugent, 2001) 그 방향성에 대한 결과는 엇갈린다.
즉, 중앙정부 신뢰가 떨어지면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함께 감소하기도
하지만(Rahn & Rudolph, 2002) 반대로 중앙정부 불신에 대한 반작용으
로 지방정부 신뢰가 오히려 상승하기도 한다(Hetherington & Nugent,
2001) 국내 연구의 경우 정광호·이달곤·하혜수(2011)은 지방정부 신뢰가
국가기관(행정부, 국회)의 신뢰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밝혔
다. 차재권·류태건(2018)은 대인신뢰 중 일반신뢰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을 보였다.
중앙정부신뢰와 대별되는, 지방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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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나(2016)는 지역소속감, 사회
적 이타성, 타인신뢰, 청렴성, 소통이 지방정부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김이수(2018)는 공공가치와 지방정부의 신뢰를 분석한
연구에서 기회균등요인, 지방정부와 주민간 소통, 공공서비스 만족도, 투
명성, 지역 소속감, 공동체 이익 지향성이 지방정부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지방정부 사무에 대한 인지적 역량
이 부족할수록 지방정부를 덜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까지도 우리
나라에서는 정책이해도가 지방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차재권·류태건(2018)은 일반신뢰 중 특수신뢰가 지방정부신뢰에만
영향을 미치며, 국가소속감과 국민자긍심은 중앙정부신뢰에만, 지역소속
감과 주민자긍심은 지방정부신뢰에만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2) 지방정부신뢰에서 주관적 성과의 중요성
한국 역시 전반적인 정부신뢰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신뢰수
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정광호 외, 2011). 하지만
그 지방정부신뢰 역시 그 절대적인 수준은 낮아서 마찬가지로 신뢰 하락
이라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들의 고질적인 문제인 단체
장의 전횡, 비효율적 재정운영, 파산 위험 증가는 정부신뢰의 위기를 초
래했다. 지방정부신뢰에서 성과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의 경우 지역 정책에 대한 이해가 국가 단위 거시적 정
책에 대한 이해보다 쉽다. 따라서 시민의 주관적 성과로서 성공도와 만
족도가 보다 유의미하다. 주민이 일상적으로 지방정부와 접촉하는 일이
많고, 실제 서비스 기관에 대한 현저성이 높기 때문이다(Rahn &
Rodulph, 2004). 현승숙·이승종(2007)은 시민과 지방정부의 전통적 접촉
은 그 경험 자체만으로는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7

- 0 -

촉 통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정부신뢰에 강한 긍
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둘째, 지방정치인이 아닌 지방행정기관의 경우 정부신뢰에 정부성과가
미치는 영향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차재권·류태건(2018)은 국가경제,
지역경제, 가정경제 중 지역경제의 성과가 중앙·지방정부 신뢰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다. 정광호 외(2011)는 시청·군청·구청과 같
은 지방관청의 신뢰요인 분석결과, 효율성(세금낭비 방지 정도)과 형평성
(특정계층에 대한 호의를 제한하는 정도)에 대한 인식과는 연관성이 없
고, 청렴성과 유능함(시군구청이 일을 잘하는 정도)에 대한 인식만이 유
의미한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밝혔다. 그들은 정책결정이나 정치성과 연
관된 형평성 지표의 경우 집행기구인 시군구청의 업무와 연관성이 떨어
지기 때문인 것으로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였다.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신
뢰를 측정하는 것은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신뢰에 가깝다.
셋째, 기존 성과-정부신뢰 연구에서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분석단위
가 지방정부이므로(Van Ryzin, 2004; 2006; 2007; Badri et al, 2015). 한
국의 경우에도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성과-신뢰 연결을 검정하는 것이
이론적 기여를 더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특히 기대, 기대불일치와
관련된 가설 검정은 대부분 지방정부단위에서 이뤄져왔다(Petrovsky et
al, 2017; James, 2009; Poister & Thomas, 2011). 왜 ‘성과-신뢰 연결’에
대한 실증이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는지는 Bouckaert and Van
de Walle(2001)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그들은 ‘성과 명제’가 충족하
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접 을

l 해당 공공서

비스가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거나 정부의 일부라고 받아

들여질 것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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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해당 공공서

비스를 공급하는 기관이 정부신뢰에 대한 독립적인 영향

력을 행사할 것
l 성과 기준이

평가자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질 것
앙

비교했을 때 공공서비스의 공급자가 확실
하고, 시민과 직접적 접촉을 통해 공급되며, 따라서 성과 기준에 대한 시
민의 평가가 유효하게 작동하는 지방정부 단위에서 적실성을 띤다고 여
이상의 기준은 중 정부에

겨진다.

3) 지방정부신뢰와 산출성과
이 연구는 객관적 성과를 통제한 후 ‘성과-신뢰 연결’을 확인하고자
하기 때문에 타당한 객관적 성과의 획득이 필수적이다.
먼저,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산출성과는 국가단위의 산출성과에 비해서
측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박재완, 1999; Pollitt et al., 1994). 성과
는 늘 상대적으로 측정될 수 밖에 없는데, 기초자치단체단위의 산출성과
측정을 하는 경우 국가 단위와 달리 동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비교대상
이 많다. 또한 서비스의 단위가 비교적 명확하고 정형화·표준화된 집행
업무가 대부분이다.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정부와 시민은 국가 단위보
다 서로에 대한 현저성(salience)이 높은 상태로 의식하게 된다. 이는 지
방자치단체 사무 중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되는 사무가 많고, 현장 및
고객과의 근접성이 높으며, 행정성과가 시현되는 시차가 짧아서 성과를
측정하기 유리하기 때문이다(박재완, 1999). 물론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산출성과의 유용성에 의문도 존재한다(박재완, 1999; Pollitt et al., 1994).
지방정부는 여러 중앙행정기관과 위임-대리관계에 의한 공동생산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서 성과를 계층과 부문간에 배분하기 곤란하다. 민간에 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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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맡기는 경우에도(contracting-out) 계량이 어려워진다. 또
한 교육·문화·보건의료·안전재난관리 등 다양하고 이질적인 서비스를 제
공하므로 일괄적인 순위를 매기기가 힘들다. 그러나 이 연구의 목적은
순위를 매기거나 객관적 성과의 영향력을 검정하고자 함이 아니므로 이
러한 의문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장점으로,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산출성과는 그 측정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있어왔기 때문에 참고가 가능하다. 박재완(1999)은 자치
단체의 성과측정을 위하여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이론이 필요하다는 문
제의식 하에 이와 관련된 논점을 분석하고 33개의 총괄지표, 64개의 일
상관리지표 및 51개의 기능별 지표를 예시하였다. 송건섭 외(2005)는 성
과관리를 위한 모델을 구축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성과평가에 타당한 시사
점을 얻고자 객관적 평가를 위한 모형과 주관적 평가를 위한 모형을 제
시하였다. 임승빈(2009)은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수준의 측정을 일반, 지
역경제, 교육문화, 환경, 복지로 나눠서 측정하였다. 박지영·조정래(2019)
는 회고적 투표 이론을 이용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의 재선 득표율을 결정
하는 성과 요인 중 지방정부 서비스의 질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복지 성과 요인으로서 복지시설수, 복지예산비중, 합계출산
율을, 문화 성과 요인으로서 문화시설 수가 현직 후보자 재선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정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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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대, 기대불일치와 정부신뢰 연결의 타당성
1. 신뢰 이론과 정부신뢰
형

정부신뢰도 신뢰의 한 유 이기 때문에 먼저 일반적인 신뢰를

살펴본

다. 신뢰(trust)란 개인의 인지적(cognitive), 정서적(affective), 행태적

괄

Rousseau et al.(1998)은
다양한 학문 분야의 신뢰 개념을 종합하여 상대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취약성을 감내하고자 하는 의지가 공통적 요소임을 밝혔다.
Deutsch(1973)은 사회 갈등의 해소제 역할로서 신뢰에 접근하였으며, 신
뢰가 상대에게서 두려운 결과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찾을 수 있다는 믿음
이고, 우리의 가장 강한 희망과 가장 깊은 걱정이 혼재된 결과라고 정의
하였다. 신뢰에 반드시 포섭되어야 할 개념으로 Gambetta(1988)는 확신,
예측가능성, 기대를, Mayer et al.(1995)는 위험성을, Coleman(1994)은 합
리적 효용을, Lewis and Weigert(1985)는 공식적·비공식적 사회관계 속
에 내재한 규범과 의무를 꼽았다.
신뢰를 규정짓는 요소는 [표 3-1]에 나와있듯, 크게 미래 예측, 신뢰
결과, 신뢰자와 피신뢰자의 관계, 불확실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Castaldo(2002)는 조직학, 마케팅, 심리학, 사회학 전반에 걸쳐 1960년대
부터 1990년대까지 신뢰를 정의할 때 출현하는 단어를 유형별로 정리하
였다. 그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Castelfranchi and Falcone(2010)7)는 5
개 이상의 빈도를 보인 단어 30개 중 의미가 있는 단어 17개를 유형화였
(behavioral) 측면을 포 하는 다층적 개념이다.

7) 신뢰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집대성한 연구로는 Castelfranchi and
Falcone(2010)의 ‘신뢰 이론(Trust Theory)’을 들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주로 이
책의 논의를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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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래 예측은

피신뢰자가 신뢰자가 예상하는 대로 행위할 것임을 의

미한다. 여기서 기대는 미래에 대한 중립적 예측을 의미하고, 결과는 이

합

따진다. 신뢰 결과는 피신뢰자가 신뢰자의 이해관계
에 부합하는 행위 혹은 결정을 할 것임을 의미한다. 신뢰자와 피신뢰자
의 관계는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인 요소와 서로에게 어느 정도로 의존하
는지 여부를 반영한다. 불확실성은 신뢰자와 피신뢰자를 둘러싼 환경의
에 대한 부 성만을

불확실성과 관련이 있다.
[표 3-1] 신뢰와 관련된 요인들
주요 내용

출현단어

1

미래 예측

~할 것이다, 기대, 믿음, 결과, 태도

2

신뢰 결과

행위, 결정

신뢰자와

기대, 결과, 의존하다, 긍정적, 착취하다,

피신뢰자의 관계

충족하다

불확실성

맡기다, 수용하다, 위험, 취약한

3
4

출처: Castaldo(2002), Castelfranchi & Falcone(2010)에서 변형함

신뢰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에

Castelfranchi

대해서

Falcone(2010)는 다음의 다섯가지를 제시했다.
l

신뢰자(trustor) X:

신뢰자는 반드시 ‘지적인 주체’로서 신념, 목표,

의도 등을 갖고 있어야 한다.
l

l

and

피신뢰자(trustee) Y: 외부 환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체로서 X가 기대하고 있는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어야 한다.
인과적 과정과 결과: Y의 행동 α는 결과 p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
다. 이는 X가 Y를 신뢰하는 목표인      를 포함하거나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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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이다. 이를 Y의 과제 τ라고 부른다. τ는 (α,p)
의 조합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때 g는 p에 포함되어 있고, 어느 경우
에는 g≡p이다.
     : X의 목표는 신뢰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종종 누
락된다.
환경 C: X가 Y를 평가하거나 선택하는 상황적 맥락으로서 Y가 수행
하기로 되어 있는 작업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이다.
해당하기 때문에

l



l

이에



따르면,

= XYC

신뢰 f( , , ,τ,  )가 된다. 즉,

X는 Y를 환경 C하에서

행동 α를 하여 과제 τ를 수행할 것이라고 신뢰하며, 결과 p를 인지하고
여기에 자신의 목표인      가 포함되어 있는지
를 판단한다. 신뢰는

혹은 일치하는지

X가 Y에게 갖고 있는 심리적 태도에 그칠수도 있

X가 Y에게 의지하기로 결심하는 행위일수도 있다. 신뢰는 이러한 정
서적 태도(예측과 평가), 피신뢰자에게 자신의 권위를 위임함으로서 갖게
되는 취약성, 나아가 정서적 태도에 기초한 실질적인 행위 등을 포함한
다. 이를 도해하면 [그림 3-1]과 같다.
고,

[그림 3-1] 신뢰자, 피신뢰자, 신뢰의 관계

출처: Castelfranchi and Falcone(2010)에서 변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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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피신뢰자는 정부 Y이
며, 환경 C는 사회라고 볼 수 있다. 시민은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
는 행동 α를 하여 대의민주주의를 달성하는 과제 τ를 수행할 것이라고
신뢰한다. 이후 서비스에 대한 성과로서 결과 p를 인지하고 자신의 목표
인 대응성, 효율성, 민주성 등의 공공가치       가 포함되어 있는
지 혹은 일치하는지를 판단한다. 정부신뢰는 대인신뢰와 달리 신뢰자와
피신뢰자의 직접적 접촉이 상시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 태
도로 측정되지만, 민주주의 사회의 특성상 신뢰자는 늘 피신뢰자에게 자
신의 권위를 위임한 상태로서 취약성을 띠고 있다. 대인신뢰와 달리 신
뢰자는 피신뢰자에 대한 선택 권한이 매우 제한적으로 주어지며, 따라서
정서적 태도에 기초한 실질적인 행위는 정부신뢰와 시민참여 논의로 이
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정부신뢰에 적용해보면 신뢰자는 시민





1) 예견적 기대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신뢰를 X가 Y에 갖고 있는 믿음(beliefs)의 조합으로서 심리적 태도라고
볼 때 믿음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l

l

l

평가 차원: X는 Y가 능력이 있고 필요한 행동 α를 하고 싶어 한다
고 믿는다
기대 차원: X는 Y가 자신의 원하는 바에 따른 적절한 행동 α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불확실성 차원: X는 Y가 위험하지 않고 따라서 Y의 관계에서 안전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스스로를 덜 방어적이고 보다 취약하게 만
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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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피신뢰자의 자질에 따른 신뢰자의 신뢰성 판단

출처: Castelfranchi and Falcone(2010)

평가 차원을 살펴보면, 신뢰란 피신뢰자 Y가 과제 τ를 수행하기
에 적절한 피신뢰자인 것만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다. Y가 필요한 자질
(qualities)나 미덕(virtues)에 대한 믿음의 집합이다. 평가 차원은 Y의 긍
정적 자질과 부정적 자질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Y가 갖고 있는
신뢰성(trustworthiness)를 의미한다. 즉, 피신뢰자 Y는 신뢰자 X의 목적
인       을 달성하기 위해 X를 대리하여 행동 α/과제 τ8)를 수행
할 능력이 있을 때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즉, 신뢰자 X가 피신뢰자 Y를 신뢰하면 Y가 τ를 수행할 수 있는 능
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긍정적인 예견적
기대를 형성함을 의미한다. [그림 3-2]에서 집합 Q는 행동 α/과제 τ를
위해 필요한 능력의 집합이고, 결과   를 도출한다. 만약 Y가 집합 Q
에 있는 능력을 모두 소유하고 있을 때 X는 Y가  를 달성할 것이라고
먼저









‘신뢰한다’.
이를 정부신뢰에 적용해보면 신뢰자인 시민

/

8) 행동 α 과제 τ는
이다

X는 피신뢰자

정부

Y가

Y가 자신의 행동 α를 통해 과제 τ를 달성할 수 있는 비중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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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달성할 적절한 행정 능력(집합 Q)이 있다
고 믿고 긍정적인 예견적 기대를 형성할 때 정부를 신뢰한다. 집합 Q에
소속되는 행정 능력으로 성과 관리의 수준(Beeri et al., 2019), 공무원의
전문성과 유능함(정광호 외., 2010), 정부관리의 질(Vigoda-Gadot &
Yuval, 2003a; 2003b) 등이 있을 수 있다. 정부가 집합 Q에 소속된 능력
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시민이 여길수록 정부의 신뢰도가 높아진
다. 이때 정부신뢰는 시민이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않는 ‘암묵적이고 간접
적인 평가(implicit and indirect evaluations)’에 따라 구성된다. 이를 이
성에 기반한 신뢰라고 볼 수 있으며, ‘정부성과-정부신뢰 연결’의 타당성
에서 살펴본 합리적 선택 관점이다. 즉, 정부의 신뢰성(trustworthiness)
를 토대로 피신뢰자인 정부의 성과에 대한 예측을 하고 예견적 기대를
쌓게 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신뢰와 신뢰성의 구분이다. 신뢰는
X의 속성이고 신뢰성은 Y의 속성이다. 다만 신뢰가 Y와 관련되어 있는
X의 속성이기 때문에 많은 혼돈이 초래된다.
신뢰 이론에 바탕하여 보았을 때, 예견적 기대는 시민이 갖고 있는
지식에 기반하여 형성된다. 이를 경험적 기대(empirical expectation)이라
고 하기도 하는 이유이다(Petrovsky et al., 2017). 다른 이론에서의 예견
적 기대 개념의 근원을 살펴보면 경제학자들이 논의하는 ‘이성적 기대
패러다임(rational expectations paradigm)’(Grossman, 1981)과 ‘기대 이
론(expectancy theory)’(Tse & Wilton, 1988)에 있다. 해당 이론에 따르
면 시민들은 미래의 서비스 수준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예견적 기대를 표
현한다. 즉, 시민의 수요(demand)와 관계 없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인 것이다(Hjortskov,
2020). 따라서 예견적 기대는 시민들이 예측하는 성과가 실제 시민들이
원하는 성과인 것을 필요조건으로 하지 않는다(James, 2011).
공공서 스의 공공가치(  )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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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적 기대는 시민의

합리적 선택

행위(rational-choice behavior)을

통하여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Lewicki et al.(2006)
또한 신뢰 형성 과정을 행태적 접근과 심리적 접근으로 나누며, 심리적
접근에서도 1차원적인 접근은 신뢰가 상대방의 신뢰성에 기초한 예견적
기대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예견적 기대가 높다는 것은 정부가
적절한 행정능력을 통해 능력(competence), 자비(benevolence), 비폭력성,
청렴성, 시민의 권리에 대한 존중 등 신뢰성(trustworthiness)을 갖춘 피
신뢰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Ruscio, 1996). Choudhury(2008) 역시
시민과 정부간의 신뢰가 신뢰자-피신뢰자 간 관계와 관련된 예견적 기
대, 취약성 및 위험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힘 또는 정보의 비대
칭성에 기초하여 형성된다고 보았다.
주목할만한 점은, 신뢰와 관련된 요인들 중 ‘미래 예측’에 대한 부분이

데 이는 피신뢰자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에 근거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신뢰는 신뢰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만 볼 수 없
다. X가 Y를 신뢰하는 정신적 태도에는 평가 이상의 것이 있기 때문이
다. 예를 들면 기대와 같은 다른 종류의 믿음도 존재한다. 이때, 기대는
규범적 기대에 가깝게 사용된다. 이는 예견적 기대가 미래에 대한 중립
적 예측에 가까운 반면 규범적 기대는 피신뢰자 Y가 특정 행동을 ‘해야
한다’는 당위로서 신뢰자 X와 피신뢰자 Y의 관계에 보다 집중하기 때문
이다. 신뢰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서 예견적 기대는 신뢰의 가능성과
잠재력만을 의미하고, Y에 대한 완전한 신뢰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
하에서는 규범적 기대와 신뢰의 관계를 살펴본다.
예견적 기대를 의미하는

2) 규범적 기대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예견적 기대가 ‘미래 예측’에 관련되어 있다면, 규범적 기대는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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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elfranchi and Falcone(2010)은 기대는 단순
한 예측과 동의어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미래에 대
한 인식론적 표현인 ‘예측’은 가능성(possibility)이지만 기대는 개연성
(probability)이다. 이는 기상청의 슈퍼컴퓨터가 날씨를 예측하지만 기대
하지는 않는 이유이다. 예견적 기대는 이를 형성하는 신뢰자가 어떤 정
보를 갖고 피신뢰자의 이미지를 인식하는지와 관련이 깊다. 반면
Castelfranchi and Falcone(2010)이 논의하는 기대의 형성에서 피신뢰자
결과’와 관련되어 있다.

는 이러한 예측이 과연 검증되는지를 기다리게 된다. 이 연구는 기대를
예측을 의미하는 예견적 기대와

Castelfranchi and Falcone(2010)이 논의

하는 당위적 요소가 포함된 규범적 기대로 구분하였다.

X가 형성하는 규범적 기대는 과연 예측된 결과 p가 실제로 일어나는
지 여부를 X가 기다리거나 혹은 고대한다는 점에서 예견적 기대와 구분
된다. 이는 Y의 행동 α는 결과 p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는 신뢰의 구
성요소를 반영한다. 이는 목표인      를 달성하기 위해 Y가 과
제 τ를 수행하는지 여부와 관련되어 있다. 앞서 논의했듯, τ는 (α,p)의
조합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때 g는 p에 포함되어 있고, X가 바라는 가장
바람직한 경우는 g≡p이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  로서 즉, 피신뢰자
Y의 행동 α는 신뢰자 X의 목표만이 아닌 다른 작용도 포함하고 있다.
즉, 신뢰자 X의 목표  가 달성되는지 여부는 Y가 얼마나 X의 요구에
충실했는가를 반영한다.
규범적 기대에 대한 다른 논의들 역시 규범적 기대를 g≡p의 상황에
기초하여 정의하고 있다. 규범적 기대는 Prakash(1984)의 기대 범주화에
따라 처음 정의된 기대로서, 소비자가 완전히 만족하기 위해서 어느 정
도의 성과를 내야 하는지에 관련되어 있다. 설문 응답자들이 규범적 기
대에 대한 질문에 답할 때, 예견적 기대와 달리 경험에 기반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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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답변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Johnson & Mathews, 1997). 민간 영역에서는 규범적 기대가 제품의 품
이상적(idealistic)인 가상의 상 에 대한

질과 관련되어 있는 반면, 공공 영역에서는 시민이 보다 중요도를 갖고

형성된다는 특징이 있다. 즉 공공 영역에서
의 규범적 기대는 정부가 마땅히 목표로 해야 하는 가치, 우선순위, 중요
도에 관한 것이다(Petrovsky et al., 2017). 즉, 규범적 기대의 이면에는
시민의 필요·욕구·욕망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들어있다.
규범적 기대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세우는 일은
예견적 기대보다 까다롭다. 이는 규범적 기대가 신뢰자 X가 피신뢰자 Y
의 진정성에 기반하여 g가 p에 포함된 정도를 설정하지만, 상시적인 상
호작용에 의해서 긍정적 효과를 미칠수도, 부정적 효과를 미칠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먼저, 규범적 기대가 정부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 중 일부는 높아진 기대와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부의
성과, 즉 기대불일치를 상정하고 있음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일부
있는 공공 가치에 기반하여

학자들이 국민의 정부에 대한 규범적 기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
는

데엔

이러한 불일치의 가정이 자리하고 있다(Miller

1999). 그러나 규범적 기대 자체의

효과는 다를 수 있다.

& Listhaug,

첫째, 규범적 기대는 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성과
에 상관없이 정부의 잠재된 능력이 크고, 미래 역할 및 책임 역시 커야
한다고 인식하는 시민이 정부에 대한 규범적 기대가 높을 수 있다. 이는

최종 결과(outcome)에 대한 책임이 높다는 인식이다. 공
공서비스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인지하는 시민들은 심지어 한번도 받아
보지 않은 공공서비스에 대해서까지 높은 규범적 기대를 갖고 있을 수
있다(Park & Hwang, 2010). 지방정부 수준에서 해석해보면, 공공서비스
의 제공에 있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
정부가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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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적 차원에서 Y가 현실에 적용 가능한 강한 권력
이 있다고 여기고 따라서      를 달성할 수 있다는 데 기인한다.
이다. 이는 신뢰의





둘째, 규범적 기대는 정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신뢰

달리 신뢰자와 피신뢰자의 접촉이 낮고
법과 규정 등 중간적 메커니즘을 통해 형성된다(Zucker, 1986). 따라서 g
≡p, 즉 시민의 목표가 정부의 결과물과 일치하기 어렵다. 이는 행정학에
서 논의해온 정부신뢰에서의 기대의 역할, 즉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업
무를 수행함에 따라 다양한 시민들의 상충하는 요구와 기대를 소화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논의와 맞닿아 있다(Bouckaert and Van de Walle,
2003). 이는 비단 정부기관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기관에 대한 신뢰에
서도 나타날 수 있다. Rogach et al.(2018)은 교육 기관에서 학부모들의
규범적 기대와 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기대를 갖고 있는 학부모들이 가장 낮은 신뢰를 보이고 있음을 보
였다. 이는 학부모들이 교육기관에 갖고 있는 g≡p의 기대에 반해, 다수
의 신뢰자 X의 기대가 상충하고 피신뢰자 Y는 이를 현실적으로 다 반
영하기 힘들다는 데 기인한다. 같은 맥락에서 Thomas(1998)는 규범적
기대는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다는 믿음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정부신뢰
의 수준을 더 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셋째, 규범적 기대는 정부신뢰와 관련이 없을 수 있다. X가 Y에 자신
의 권한을 위임할 때 Y가       를 달성하기 위한 의지와 능력을
갖춘 가장 적합한 피신뢰자라고 가정한다. 즉, X는 다수의 대리인 중에
서 Y를 선택한다고 가정된다. 민간과 달리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독점적
제공자로서 시민은 어차피 향후 같은 공급자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가능
성이 높다. 따라서 규범적 기대는 시민이 불확실성 혹은 취약성에 노출
될 염려와는 별개로 그저 이상적인 수준을 묘사하는 기대일 수 있다. 규
는 제도 신뢰로서 대인 신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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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잘 변화하지 않으며(Favero & Kim,
2021), 다만 정부신뢰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자주 변화하는 변수임을 고
려했을 때, 이러한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이상의 가설을 종합해보았을 때, 규범적 기대가 정부신뢰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여부는 탐색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첫째와 둘째 요인이 상쇄되어, 혹은 셋째 요인으로 인해 규범적 기대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범적 기대는 예견적 기대에

3) 기대불일치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이상 예견적 기대와 규범적 기대의 성격을 살펴본 바, 예견적 기대는
중립적 예측으로서 기초자치단체 공공서비스의 성공도와, 규범적 기대는
피신뢰자의 당위적 행동에 대한 믿음으로서 기초자치단체 공공서비스의
만족도와 매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다룬
성공도와 만족도의 특성에 기인한다. 즉, 성공도는 성과인식으로서 정책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중립적 평가이고, 만족도는 시
민이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긍정적 정서를 느꼈는지에 대한
관계적 평가이기 때문이다.
이 어느 정도로

예견적 기대와 성공도가 일치할수

록

정부신뢰가 높아질 것이라 예상

된다. 예견적 기대불일치는 신뢰의 요소 중 불확실성과 연결되어 있다.

형성하는 환경 C는 X가 Y를 평가하거나 선택하는 상황적
맥락으로서 Y가 수행하기로 되어 있는 과제 τ(α,p)의 성공에 영향을 미
치는 환경적 요인이다. 불확실성은 환경 C와 피신뢰자 Y가 신뢰자 X에
게 줄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해당 확률을 곱한 값으로 계산해볼 수 있
다. 가능성 있는 부정적 영향과 확률이 높을수록 불확실성이 높아진다.
불확실성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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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신뢰의

감소

요인은 사회적으로 만연한 불확실성에 기인한다

익

익 추구하

(Baier, 1986). 즉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정부가 사 보다는 공 을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포함하고, 정부의 미래 행동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취약성(vulnerability)를 수반한다. 제
도에 대한 신뢰 외에도 현대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신뢰가 불확
실성에 기초해있다는 논의는 설득력이 있다. Luhmann(2018)는 신뢰를
보여주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으로, 마치 미래가 확실한 것처럼 행
동하는 것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Gamson(1968)은 정부신뢰가 시스템에
대한 시민의 감시가 없이도 선호되는 결과를 낳을 확률이라고 보있다.
정부신뢰가 중요한 이유는 모든 것이 확실치 않은 현대 사회에서 시민이
정부에게 기꺼이 자신의 취약성을 맡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예견적 기대불일치가 감소하는 경우 시민은 정부 신뢰를 높일 것이라
며, 시민을 해치지

예상된다.
규범적 기대와 만족도가 일치할수

록

정부신뢰가 높아질 것이라 예상

피
Y에게 자신의 권한을
 를 달성하고자 한다.

된다. 규범적 기대불일치는 신뢰의 요소 중 ‘ 신뢰자와 신뢰자의 관계’
에 관련되어 있다. 신뢰자

X는 피신뢰자

Y를 통해서 자신의
의 종류는 세 가지가 존재한다.
(delegation)하고,

l

목표



위임
위임

약한 위임: Y는 X가 자신의 행동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이다.

l

온건한 위임: X가 Y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
는 상태이다.

l

강한 위임: Y는

사회적

합의 혹은 약속에 의해서 X의 목표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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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로 하고

X가 자신을 통해서 목표를 이루려 한다는 점을 늘 인식

하고 있는 상태이다.

물

이 중 정부신뢰는 강한 위임의 결과 에 해당된다. 대의민주주의원

칙

따라 선거를 통한 시민 권한의 위임이 선출직 공무원에게 이루어지
고, 시군구청을 구성하는 기관과 공무원들도 예외는 아니다. 강한 위임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Y가 X의 목표를 충족시킬수록 신뢰는 높아진다.
민주사회에서 규범적 기대불일치는 정부의 대응성(responsiveness)과
관련되어 있다. 대응성은 시민의 요청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대응 능력
을 의미하며(Huang et al., 2020) 정부커뮤니케이션, 정부성과, 정부 정책
의 확산 과정에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공공가치이다. 대응성은 정부
혁신운동의 일환으로서 고객지향적 행정이 강조되기 시작한 1990년대부
터 행정의 민주성 제고를 위해서 주목받아왔던 가치이다(박천오, 1998).
대응성의 준수는 시민들이 스스로의 권위를 정부의 기구에 위임하고 공
공기관은 그들의 대리인으로서 활동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원칙
이라 할 수 있다. 규범적 기대와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제도적인 대응 성
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공의 기대에 부응하고 관계를 구축하고 발전시키
에

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규범적 기대불일치가 낮아진다는 것은 정부

응

의 대 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규범적 기대와 만족도가 일치할

록 정부신뢰가 높아질 것이라 여겨진다.

수

2. 기대불일치 이론
론 통해 기대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기대>성과’일
‘기대<성과’일 때를 비교하여 어떤 경우에 정부신뢰가 높아지는지

기대불일치 이 을
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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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고자 한다.
기대불일치 이론은 본래 소비자학에서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발달하기
시작한 이론이지만 최근 정부신뢰 및 거주의사(Van Ryzin et al., 2004),
정주의식(이지은 외, 2020), 지역만족(강혜진, 2018), 정부신뢰(Kang &
Park, 2018), 정책만족도(Park & Hwang, 2010), 정치적 신뢰(Seyd,
2011)에서도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다만 여기서는 소비자학, 경영학
등에서 논의되는 기대불일치 이론의 본류를 먼저 심도있게 논의해보고자
를

한다.

1) 재구매의도 형성 프로세스
기대불일치이론이 가정하는 소비자9)의 재구매의도 형성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 소비자들은 구매 전에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초기 기대치를 형성한다. 즉, 소비자가 예상되는 성과를 가지고 상
품과 서비스를 구매한다고 가정한다(Yüksel & Yüksel, 2001). 예견적 기
대는 이전의 경험, 기존 지식, 다른 소비자와의 상호작용 등을 통해서 합
리적으로 형성된다. 규범적 기대는 소비자가 중시하는 요소, 소비자의 브
랜드에 대한 정서 교감, 대중 매체 채널 등을 통해 형성된다. 따라서 동
일한 제품이라도 예상되는 혹은 규범적으로 기대되는 품질은 개인에 따
라 다를 수 있다. 특히 정보 자체가 잘못 소개되거나 지나치게 과장되는
경우 기대는 비현실적일 수 있다.
까 비
닌 비
람
비

논

론

품
매

매
품

9) 지금 지 소 자학에서 의된 기대불일치 이 은 상 의 구 자(customer)
가 아 소 자(consumer)에 점을
고 있다. 구 자는 상 을 구 하는
사 이지만, 소 자는 상 을 실제로 소 하는 사 이다. 이를 정부와 시민의
관계에 적용하면 시민을 세자(tax-payer)보다 고객(client)로 라보는 관점이
다. 한 정부가 제공하는 상 은 대부분 경
인 공공서 스라는 측면에서 사
전적 기대와 사후적 기대가 두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또

품
납

초

맞추
비

품
모

람

험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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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바

매

품
비
비
받아들이고, 구매하고, 사용한다. 초기 소비 기간 이후에 소비자들은 해
당 제품 혹은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인식을 형성한다.
3단계에서 소비자들은 최초의 기대치에 기초하여 제품 혹은 서비스의
인식된 성과를 평가하고 기대치가 확인된 범위를 결정한다. 주관적 성과
가 기대보다 크면 양(+)의 기대불일치가, 기대가 주관적 성과보다 크면
음(-)의 기대불일치가 발생한다. 예상과 일치한다면 단순한 기대일치
(confirmation)이 이루어진다.
4단계에서 기대치를 확인한 결과 소비자는 만족도를 형성한다. 양(+)
의 기대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만족도가 높다(Oliver & DeSarbo, 1988).
시장에서 품질이 좋다는 것은 “고객의 기대치를 충족하거나 초과”(Kong
& Mayo, 1993, p.6)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그러나 음(-)의 기대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약화되고 불만족을 형
2단계에서 제 이나 서 스가 유용할 것이라 예상한 소 자들은 이를

성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에서 만족한 소비자는 재구매의도를 형성하지만 불만족한
소비자는 후속 사용을 중단하거나 다른 제품을 검색하게 된다. 그러나
만족한 소비자가 재구매하지 않거나, 불만족한 소비자가 다른 대안을 찾
지 못해서 재구매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Brady & Cronin, 2001).
2) 기대불일치 이론의 확장: 정부신뢰에의 적용
기대불일치를 정부신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구매의도로 연결성을
찾아볼 수 있다.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 IS)에 기대불일치 이론
을 적용한 연구는 사전적 기대보다 사후적 기대에 더 중점을 두는 기대

모델(Expectation-Confirmation Model)로의 진화가 필요하다고 논
의하였다(Bhattacherjee et al., 2008; Hossain & Quaddus, 2012). 이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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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소 자가 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면서 기존의 기대를 수정해나

매

재구매의도에 대해 탐구하는 기대
불일치 이론이 한계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시스템과 기
가기 때문에 일회성 구 를 가정하고

술에 대한 신뢰(trust in technology)에 대한 문헌은 더 이상 기대를 사

형성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때마다 재
구성되는 맥락(context)에 가까운 개념으로 보고 있다(Hossain &
Quaddus, 2012). 이후 전자정부(e-government) 관련 문헌에서 신뢰를
논의할 때 기대불일치 모델이 사용되어 왔다(Teo et al., 2008;
Nawafleh, 2020). 즉, 기대불일치이론이 본래 상정하는 종속변수인 만족
도가 재구매의도로 이어지고 이는 신뢰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기대불
일치 이론을 정부신뢰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전적으로

3) 기대불일치의 방향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효과
기대불일치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먼저 기대와 성과의 일치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기대불일치
이론을 적용한 마케팅 연구는 비슷한 기대치를 갖고 있는 소비자 군을
구별하여 시장 세분화 전략을 세우기도 한다(Johnson & Mathews,
1997). 예를 들면 하나의 제품에 고급 모델과 보급형 모델을 동시에 공
급함으로써 적절한 품질이 적절한 고객에게 전달되도록 기대 수준에 맞
춰 품질을 일치시키는 식이다.
또한 기대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양(+)의 기대불일치가 긍정적 영향
을 줄 것이다. 기대불일치 이론에 따르면 서비스 공급자는 ‘낮은 약속
(under-promise)’과 ‘과도한 제공(over-deliver)’을 통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은 기대불일치의 다른 효과로 인해 선명하지 않을
정부신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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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erson(1973)은 기대와 주관적 성과인식의 관계를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인지적 부조화(cognitive dissonance) 효과가 존재한
다. 이는 개인이 기대와 주관적 성과인식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려고 시
수 있다.

도할 것이라는 입장으로서, 기대를 조정할 수도 있고, 성과인식을 조정할

화

번째는 대조 이
론(contrast theory) 이다. 이는 동화와 반대의 메커니즘으로, 만약 성과
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아예 기대가 없었을 때보다 성과를 더
나쁘게 인식한다는 이론이다. 세 번째는 일반화된 부정적 영향
수도 있다. 즉, 동 (assimilation)가 일어나는 것이다. 두

(generalised negativity)이다. 기대와 성과 인식 사이에 어떤 불일치가

재
쁘
론 네 번째는 동화-대조
이론(assimiliation-contrast theory)로서, 불일치가 극대화되거나 최소화
되는 특정 기준점이 존재하며, 이러한 기준점은 최종 산출물에 대한 애
착 등에 의해 영향받는다는 이론이다.
인지적 부조화가 일어나는 경우, 기대불일치는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기대를 조정하거나 성과인식을 조정하는 동
화(assimilation) 상태에 있을 수 있기 떄문이다. 반면 대조 이론에 따르
면 양(+)의 기대불일치가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일반화된
부정적 영향은 기대와 성과가 일치할 때 가장 높은 정부신뢰를 나타내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동화-대조 이론의 경우 기대불일치와 정부신뢰
간의 비선형적 관계를 상정한다.
존 하더라도 성과를 나 게 인식한다는 이 이다.

제 3 절 연구의 프레임워크
합

[ 림 3-3]과 같다. 먼저 주관
적 성과인 성공도와 만족도는 성과명제의 타당성 논의에 기반하여 정부
이상을 종 한 이 연구의 프레임워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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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의 기대의 경우, 예
견적 기대는 피신뢰자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정부신뢰에 긍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규범적 기대는 피신뢰자가 신뢰자의 이해관계
를 어느정도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당위에 기초하고 있지만, 피신뢰자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로서의 측면과 제도신뢰로서의 정부신뢰의 성격 측면
이 경합하여 그 방향성이 특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견적 기대
불일치 정도가 낮아질수록 불확실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규범적 기대불
일치의 정도가 낮아질수록 대응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부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기대불일치 이론에 따라
‘기대<성과’인 양(+)의 기대불일치가 정부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
신뢰에

로 예상된다.
[그림 3-3] 연구의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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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소결
론 논의에서 다룬 ‘성과 신뢰 연결’은 주관적 성과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가설을 수립하고자 함이었다. 첫 번째 쟁점
은 과연 ‘성과 명제(performance thesis)’가 정치적 정체성 내지 사회적
연결성으로 대표되는 정서적 관점 보다 설명력이 높은지에 관한 것이었
다. 사회관계적 관점 중 문화적 접근 방법은 정부신뢰의 변동을 설명하
기 힘든 한계가 있고, 사회자본적 접근 방법은 현대 시민이 참여자라기
보다 소비자로서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한계가 있
었다. 성과 명제의 한계는 제도적 신뢰가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에
대한 설명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를 기대의 역할을 고려해 풀어나
가고자 한다. 성과-신뢰 연결에 대한 다양한 대안 가설과 이론 역시 기
대의 역할을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성과-신뢰 연결’의 두 번째 쟁점은 과연 ‘성과 명제’가 지방정부 단위
에도 적용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이었다. 한국의 지방정부는 최근 자율성
이 높아지는 추세였고 정부신뢰정도는 중앙정부에 비해 높은 편이었지만
여전히 낮았다. 지방정부에서 주관적 성과는 지역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고, 특히 지역정치인보다 지방행정기관의 경우 공공서비스의 질에 대
한 평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행 연구 역시
대부분 지방정부단위에 몰려있어 Easton(1965)의 특정적 지지에 관련된
성과-신뢰 연결성을 증명하고자 하는 학술문헌의 흐름에 기여할 수 있
다고 보았다. 또한 한국의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산출성과를 획득하
기가 용이하여 한 국가내에서 모든 지방정부의 주관적·객관적 성과를 아
우르는 초기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후 신뢰이론과 기대불일치 이론에 의한 기대, 기대불일치, 정부신뢰
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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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의 관계에 대한 가 을 수립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론

살펴보았던

정부신뢰

착안하여 기존 신뢰 이론을 집
대성한 Castelfranchi and Falcone(2010)의 신뢰 함수를 빌려와 정부신뢰
에 적용하였다. 신뢰=f(X,Y,C,τ,  )로 표현될수 있다. 즉, 신뢰자 X는 피
신뢰자 Y를 환경 C하에서 행동 α를 하여 과제 τ를 수행할 것이라고 신
에 대한 이 이 결여되어있다는 문제점에



뢰하며, 결과 p를 인지하고 여기에 자신의 목표인      가 포함되
어 있는지

혹은 일치하는지를 판단한다.

이를 정부신뢰에 적용하면 신뢰자인 시민

비

X가 피신뢰자인

정부

Y를

신뢰한다는 것은 자신의 목표인 공공서 스의 공공가치      를

달성할지 여부에 대한 능력과 의지(trustworthiness)를 갖고 서비스 제공
α를 하여 좋은 주관적 성과 달성 τ을 한다는 의미였다. 예견적 기대는

미래 예측, 규범적 기대는 신뢰 결과, 예견적 기대불일치는 불확실성, 규

피신뢰자의 관계에 근거하여 각각 정부신뢰
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되었다. 기대불일치 이론을 재
구매의도를 통해 정부신뢰로 확장하였다. 기대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기
대<성과’일 때 더 높은 정부신뢰가 발생할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요약하면, 정부신뢰 문헌에서 초기부터 강조되어 온 성과-신뢰 연결
의 타당성을 밝히고, 지방정부 단위에서 공공서비스의 종합적 성과에 대
한 논의가 필요함을 밝혔다. 다차원성이 거의 논의되지 않았던 정부신뢰
에 대한 기대의 역할을 예견적·규범적 기대로 나누어 전자는 정부의 신
뢰성에, 후자는 신뢰의 결과에 더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이론적 논의에
따르면 정부신뢰는 시민의 예견적 기대에서 비롯하지만 규범적 기대불일
치를 주요 구성 요소로 삼는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학·경영학에서 기대
불일치 문헌 논의를 재구매의도를 통해서 포섭하여 기대불일치의 방향성
에 따른 정부신뢰에 대한 영향을 가정하였다.
범적 기대불일치는 신뢰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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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설계
제 1 절 연구 모형 및 분석 전략
효과를 정리한 본 연구의 분
석전략은 [그림 4-1]과 같다. 첫 번째 분석전략은 기대불일치 여부와 수
준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반응표면분석의 모형이다. 두 번째 분
석전략은 기대불일치의 방향과 정도에 따라 구분한 집단이 정부신뢰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한 모형이다. 집단의 구분
은 여섯 집단 구분 방식을 사용하였다. 세 번째 분석전략은 기대불일치
효과가 개인 및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통제변수, 그 중에서도 특히 산출
성과를 투입한 후에도 동일한지 살펴보기 위한 모형이다. 먼저 예견적
이상의 기대불일치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기대와 규범적 기대, 주관적 성과로서 성과인식과 만족도가 각각 정부신
뢰에 미치는 영향력을

형

살펴본다. 네 번째 분석전략은 세 번째 분석전략

의 확장 으로, 예견적 기대불일치와 규범적 기대불일치가 정부신뢰에

석

미치는 영향을 분 하기 위함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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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연구 분석 전략

반응표면분석

독립표본
T-검정

다층모형-1

다층모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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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가설
본 연구는 먼저 기대와 주관적 성과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반
응표면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예견적 기대는 정부가 더 나은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하는 기대로서 피신뢰자인 정부의 신뢰성
(trustworthiness)을 높게 인식하는 기대이기 때문에 정부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규범적 기대는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
와 제도신뢰의 특성에

따른 상쇄 작용과 고정적인 성격으로 인해 정부신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동일한 내용을 다
층모형-1을 통해 가설을 검증한다.
뢰에

H 1: 기대와 주관적 성과는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1-1: 주관적성과(성공도)는 정부신뢰를 높일 것이다
H 1-2: 주관적성과(만족도)는 정부신뢰를 높일 것이다
H 1-3: 예견적 기대는 정부신뢰를 높일 것이다
H 1-4: 규범적 기대는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반응표면분석을 통해서 기대불일치의 정도를 살펴본다. 중
립적 예측인 예견적 기대의 경우 기대와 주관적 성과(성공도)가 일치할
수록 불확실성 감소와 인지조화로 인해 정부신뢰가 높아질 것이라 예상
된다(H2-1). 가치에 기반한 예측인 규범적 기대와 주관적 성과(만족도)
가 일치할수록 정부의 대응성 증가로 인해 정부신뢰가 높아질 것이라 예
상된다(H2-2). 이후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층모형-2를 통해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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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2: 기대불일치의 정도에 따라 정부신뢰가 변화할 것이다.
H 2-1: 예견적 기대와 주관적 성과(성공도)가 일치할수록 정부신뢰가
높아진다

H 2-2:

규범적 기대와 주관적 성과(만족도)가 일치할수

록 정부신뢰가

높아진다

기대불일치의 경

<

우

합

았

>
[표 4-1]과

이를 일종의 적 성(fit)으로 보 을 때, 기대 성

과, 성과 기대 등의 차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같은 기대불일치 구분 방법을 사용하여 집단을 나누었다.

키

예견적 기대와 주관적 성과(성공도)는 정부신뢰를 향상시 고, 예견적
기대불일치는 그 정도가 작아질수

록 불확실성을 줄이기 때문에 ‘높은 기

대, 높은 성과’일 때 가장 높은 정부신뢰를 보일 것으로 여겨진다.
규범적 기대는

별

않지만

영향을 미치지

+

만족도는 정부신뢰에 정( )

의 영향을 미치고, 규범적 기대불일치 역시 그 정도가 작아질수

록 시민

절 충족되고, 정부의 대응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높

의 요구가 적 히

은 기대, 높은 성과’일 때 가장 높은 정부신뢰를 보일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H1과 H2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기대불일치가 일어나는 경우, 규범적·예견적 기대불일치
모두 ‘기대<성과’일 때 ‘기대>성과’일때보다 더 높은 정부신뢰가 관찰될
것이라 예상된다. 이는 성과가 기대를 초월할 때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진
다는 기존 기대불일치 이론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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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기대불일치 집단 구분 기준
예견적

규범적

기대불일치

기대불일치

집단
A1

집단
B1

A2

H 3:

B2

기대불일치
(=성과-기대)

기대와 성과의 정도
높은 기대> 높은 성과

음(-)의
기대불일치

높은 기대> 낮은 성과

A3

B3

A4

B4

양(+)의

높은 기대<높은 성과

A5

B5

기대불일치

낮은 기대<높은 성과

A6

B6

기대불일치의

낮은 기대> 낮은 성과

낮은 기대< 낮은 성과

방향에 따라 구분된 집단 간에 정부신뢰에 유의미

생
H 3-1: 양(+)의 예견적 기대불일치일 때 음(-)의 예견적 기대불일치일
때보다 정부신뢰가 높아진다 (A4>A1, A6>A3)
H 3-2: 양(+)의 규범적 기대불일치일 때 음(-)의 규범적 기대불일치일
때보다 정부신뢰가 높아진다 (B 4>B1, B6>B3)
한 차이가 발 한다

제 3 절 변수의 측정과 출처
1. 자료 출처와 표본추출방식
석 대상 자료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베이조사센터에서 2014년,
2015-16년에 조사한 설문조사자료와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수집한 정
책산출성과 자료이다. 구체적인 자료에 대한 정보는 [표 4-4]에 기술하
였다. 각각의 데이터는 공통적인 서비스 영역에 대한 기대, 주관적 성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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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실제 성과를 측정하고 있다.

「인식 조사」의 경우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조사 수행기관이 되어
2014년 10월 2일부터 11월 24일까지 약 6주간 다단계층화집락표집을 통
하여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노소 시민에 대한 표본을 추출하였다. 1단
계로 시도 및 시군구별 균등배분법을 적용하였으며, 이때 시도별 80표본
씩 균등배분을 하고 시군구별 20표본씩 균등배분을 하였다. 2단계로 시
군구별 할당표본 수를 기준으로 인구수 기준 확률크기비례추출법(PPS)
으로 동읍면을 추출하고, 선정된 각 동읍면 내에서 표본지점(통/리) 추출
하였다. 3단계로 선정된 표본지점(통/리)에서 10가구를 계통추출법으로
선정하였다. 4단계로 가구내 적격 대상자를 생월법을 통해 선정 조사하
였다. 유효 사례는 5,940 표본이며, 이 중 제주도와 세종시를 제외한
5,720 표본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만족도 조사」의 경우 ㈜메트릭스가 조사 수행기관이 되어 2015년
10월 7일부터 11월 1일까지 약 3주간, 2016년 10월 15일부터 11월 19일
까지 약 5주간 시행되었다. 2015년에는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경남･제주 지역의 123개 기초자치단체(일반시와 군지역), 2016년에는 서
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시･군, 특별 및 광역･일반
시의 구지역)의 9개 지역의 106개 기초자치단체를 나눠서 조사하였다.
표본 수집 방법은 마찬가지로 다단계층화집락표집을 사용하였고, 시도
및 시군구별 균등배분법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지역별 인구수 기
준으로 우선 할당하고, 지역별 인구수 기준 5개 범주 구간을 설정한 후,
구간별 최소 10표본, 최대 200표본씩(2016년 조사는 230) 추가 배분하여
지역 규모별 구간별 140표본에서 330표본(2016년 조사는 360)으로 표본
오차를 최소화하고 인구비례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유효 사례는 2015년
19,760명, 2016년 22,150명으로 총 41,910명이다. 이중 제주도와 세종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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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4

본

석

제 한 1,300표 이 분 에 사용되었다.

모형에 산입하기 위하여, 2021년 기준으
로 국내에서 수집 가능한 데이터 중 기초자치단체 단위를 특정한 자료는
서울대학교 서베이연구센터의 2014년 「인식조사」와 2015-16년 「만족
도 조사」 데이터가 거의 유일하다. 해당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1개 국
가 내에 있는 모든 기초자치단체를 포괄하는 외적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다. 즉,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산출성과지표를 통제하는 경우에도 여전
히 성과-신뢰 연결 및 기대불일치의 효과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 성과로서 산출성과를

수 있다.

[표 4-2] 사용 데이터에 대한 설명
사용 데이터

총 샘플 수

실시
연도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인식 조사

실시 기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5,940 명

2014

19,760(`15)

2015-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2,150(`16)

2016

서베이조사센터

(이하 「인식조사」)

서베이조사센터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이하
「만족도조사」)
지방자치단체 산출
성과

226개
기초자치단

20142016

중앙부처, 통계청

체
* 「인식조사」와 「만족도조사」는 모두 226개 기초자치단체 단위 전
부에서 표본을 추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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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합의
된 측정 방식이 존재하지 않는다(Gershtenson & Plane, 2007). 대부분의
정부신뢰 측정은 미국 국가선거연구(National Election Studies, NES)에
서 만든 5개 문항을 재조합하여 사용하거나, 혹은 단일 문항 측정 방식
을 사용한다. NES의 5개 문항은 ①정부 행동에 대한 신뢰 ②특정 이익
세력이 정부를 작동시키는지 여부 ③정부가 세금을 낭비하는 규모 ④현
정권이 부도덕한지 여부 ⑤현 정권이 유능한지 여부이다. Citrin(1974)과
Miller(1974)이래로 정치학 분야에서는 ⑤현 정권이 유능한지 여부를 제
외한 네 가지 문항을 주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다수의 문항을 사용하여
정부신뢰를 측정하는 방식은 지속적으로 정부신뢰가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 혹은 다른 변수로부터 받는 영향을 과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Gershtenson & Plane, 2007). 이는 다수문항으로 측정된 정부신뢰가 정
부의 능력 혹은 청렴성과 같은 인접 변수와의 상관성이 높아질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NES의 설문문항은 ‘현 정부’에 초점을 맞춤으
로써 여러 정치 기관에 대한 서로 다른 신뢰 정도를 측정하지 못한다는
정부신뢰는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중시되는

한계가 있다(Bouckaert and Van de Walle, 2003).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 다수의 문항으로 정부신뢰를 측정하는 경우 타
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하며 “당신은 정부가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
다고 신뢰하는 경우가 얼마나 잦습니까?”라는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고
있다(Alford, 2001). 또한 스웨덴 사회·여론·미디어 기관설문(The
Swedish Society, Opinion and Media Institute Survey, SOM)은 “(의회/
정당 등 정부 기관)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당신은 얼마나 신뢰하십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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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라는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고 있다.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는
“전체적으로 당신은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만
족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정부신뢰를 측정하는데, 이는 단일 문
항이지만 인지적인 평가요소와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정서적 지지를
포괄해서 묻고 있다.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는 것은 신뢰도가 낮아질 우려가 있지만, 우선적
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신뢰도보다는 타당성이라는 점에서 보다 적합하
다(양건모, 2007: 184). Bouckaert and Van de Walle(2003)는 정부신뢰를
적절한 주어 및 ‘신뢰하고 계십니까’라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는 단일 문
항으로 묻는 방식이 정부신뢰의 인지적·정서적 요소를 모두 포괄하는 방
식으로서, 정부에 대한 지지도, 정책에 대한 만족도, 체제에 대한 만족도,

같은 유사 개념과 중복되지 않도록 측
정할 수 있는 방식이라 주장한 바 있다. 즉, 여러 문항을 합하여 묻는 정
부신뢰는 정부신뢰의 다차원성을 측정하기보다는 정부신뢰가 아닌 것을
측정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단일 문항 측정 방식이 보편화되는 경우
시·공간적으로 확장되어 있는 정부신뢰 연구의 외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이는 World Value Survey, Harvard
University Survey Project 등이 정부신뢰에 대한 단일 문항 측정을 선
택하고 있는 이유이다. 이 연구에서 「인식조사」와 「만족도조사」의
정부신뢰는 각각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신뢰 정도를 직접적으로 묻는 방
정부의 신뢰성(trustworthiness)와

식으로 측정되었다.

2) 독립변수

항

예견적 기대의 측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 은 두 가지 이다.
공공영역에서 ‘기대’라는 용어를

첫째,

직접적으로 사용한 예견적 기대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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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우려가 있다(Hjortskov, 2020). 2014 「인식 조
사」는 예견적 기대를 정부가 해당 정책에 대하여 얼마나 성공적으로 해
결할 것인지를 묻고 있다. 이때 규범적 기대는 별도로 동시에 측정되지
않았으나, Hjortskov(2020)은 두 기대를 동시에 물어본다고 하여 상호
개념에 대한 혼란 효과가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음을 밝힌 바 있다. 둘
째, 기대를 현재형으로 측정할 것인지 혹은 회고형으로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Van Ryzin(2004)는 예측적 기대를 회고적으로 측정하지
않고 현재형으로 측정했으며, 이후 연구(Van Ryzin, 2013)에서 회고형으
로 측정했을 때 동일한 결과값을 도출하였다. 또한 Badri et al.(2015) 역
시 예견적 기대의 측정에 있어서 몇 년 전에 자신이 가졌던 기대를 회고
하는 문항과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기대에 대한 문항을 동시에 사용하
였는데,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0.9를 상회하였다. 따라서 예견적 기대
를 현재형 혹은 회고형 중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은 규범적 기대로 오인

고 여겨진다.

편 전통적인 서비스 영역의 측정에서 규범적 기대는 시민들이 기대
하는 이상적인 서비스 수준을 의미해왔다(Poister, 2011). 그러나 정치적
신뢰(Seyd, 2011), 정책 만족도(Park & Hwang, 2010), 정부 신뢰(Kang
& Park, 2018)를 다루는 다수 연구에서 규범적 기대는 시민들이 정부에
게 기대하는 특정 역할의 비중 등으로 정의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이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적 기대를 정의
함에 있어서 이상적 서비스 수준 외에도 이상적인 정부의 책임 영역에
대한 인식을 측정해야 한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
다(강혜진, 2018; 송건섭, 2018; 이지은 외,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시민이 인식하는 중요도로 규범적 기대를 측
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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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주관적 성과 중 성과인식은 정책의 성공도에 대한 문 으로, 만족도는

항

항목에 대
한 만족도를 합쳐서 사용할 수 있고, 혹은 한 가지 질문으로 축약된 형
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시민에게 특정 분야의 서비스에 대한 사용에 관
련된 만족도를 묻는 경우 전체적인 만족도를 묻는 것보다 더 후한 점수
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있다(Goodsell, 2006). 만족도의 다른 척도가 개발
되었지만, 여기서와 같이 다차원 누적 개념으로 측정되는 경우, 일반적으
로 시민의 경험에 대한 만족감의 합계를 반영하기 위해 사용된다
(Fornell et al., 1996). 보다 자세한 사항은 [표 4-3]에 제시하였다.
만족 정도에 대한 문 으로 측정되었다. 만족도는 여러 가지

3)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다층모형 분석에서 사용된다. 기초자치단체 산출성과는 통
계청과 지방재정365에서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수집될 수 있는 변수 중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선별하였다.
교육 성과는 ①교원 1인당 학생 수 ②학급당 학생수 ③대학교 수 ④
유치원 수 ⑤초등학교 수로 측정하였다.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재적학생
수를 총교원수로 나눈 값으로, 학생수와 교원수는 유치원, 초등, 중등, 고
등, 대학교 학생수의 합으로 측정되었다. 이때 대학교는 일반대, 전문대,
교육대, 산업대 모두를 포괄한다. 교원 1인당 학생수는 교육여건의 수준
을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적을수록 교사와 학생 간의 긴밀
한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교원1인당 학생수 수치가 낮을수록 교육여건이 상대
적으로 좋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통계청, 2021). 학급당 학생수 역시
교원 1인당 학생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지표의
수준이 낮을수록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것이라 예상된다. 대학교 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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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수는 교육 성과를 측정하는 다수 연구에서 사용된
바 있다(임승빈, 2008).
보건의료 성과는 ①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②인구 천명당
의료기관병상수 ③요양기관수로 측정되었다. 국가단위 보건의료 성과는
결과 지표의 구성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잘 구축되어 있는 편이지만, 기
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산출성과를 주로 계량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때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며 인구 천명당 의
료기관 종사 의사수, 의료기관 병상수와 같은 지표들이 부각된 바 있다.
복지 성과는 ①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 ②노인 천명당 노인여
가복지시설수 ③유아 천명당 보육시설수를 수집하였다. 사회복지시설에
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
애인복지시설, 부랑인시설이 포함된다. 해당 지표는 일반적인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자를 포함하고 있어 복지 성과를 나타나기에 적절해보인다
(박재완, 1999; 임승빈, 2008; 박지영·조정래, 2019). 노인여가복지시설10)
의 경우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의미한다. 유아 천명당 보육시
설 수의 경우, 유아는 0~5세 인구11)를 의미한다. 이때 보육시설에는 국
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어린이집이 모두
유치원 수,

해당된다.

화 성과는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로 측정되었으며, 이때 문
화기반시설이란 「도서관법」상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종전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회관) 및
문

법

칙

4

따

설별

10) 이용대상자 기준이 노인복지 시행규 제2 조에 라 시
로 60세 이
상(노인복지관
노인 실) 는 65세 이상(경로당)으로 정의되어 있어, 노인
기준 연 을 60세 이상 인구로 일 적으로 적용한 지표이다 ( 계 , 2021)
11) 6세 이상이면서 어 이 에 다 는 경 가 일부 있으나, 그 수가 미미해 대
상 연 에서 제 한 지표이다 ( 계 , 2021)

령

령

및

외

교 또
괄
린 집 니
통 청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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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청

「지방문화원진흥법」상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을 의미한다. 문화시설은
해당 시설이 갖는 가시적인 효과가 크고 해당 지역의 전반적인 문화 인
프라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지영·조정래, 2019).
박재완(1999)는 문화전시공간, 공공도서관, 체육시설 등을 문화 성과로
포함한 바 있다. 송건섭 외(2005) 역시 공공체육시설수와 문화예술시설
수를 기초자치단체의 효율성 지표로 포괄하여 DEA 방법을 적용한 바
있다.

환경 성과는 ①일반폐기물재활용률 ②폐수배출업소수 ③노후주택비율
④도로포장율 ⑤상수도보급률 ⑥하수도 보급률로 측정되었다. 일반폐기
물재활용률은 총재활용량을 총발생량으로 나눈 비율로서, 일반폐기물에
는 가정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 포함된다. 박재완(1999)역시
기초자치단체의 환경 성과 지표로서 쓰레기 수거와 재활용, 쓰레기 소각,
매립 등을 포함하였다. 폐수배출업소수는 산업계에서 발생·처리되는 오
염물질에 대한 현황 파악으로서 오염물질 배출원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
및 공공수역 보호에 대한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되는 지표이다. 해당
지표는 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Water Emission Management System:
WEMS)에서 관리하고 있다. 도로포장율, 상수도보급률의 경우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권-비대도시권, 일반시-군, 대도시권-군 등의 기초자치
단체 단위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 지표이다(임승빈,
2008). 상수도보급률과 하수도보급률은 하수처리율과 함께 기초자치단체
의 환경 성과에서 꾸준히 언급되는 지표이다(박재완, 1999; 송건섭 외,
2005)

안전재난관리성과는 기초자치단체단위별로 매겨지는 지역안전도 지
표12)의 합계를 사용하였다. 해당 지표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자연재해,
터 생산되어, 2014년도의 경우 2015년 지역안

12) 다만 해당 지표는 2015년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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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항목에 대한 지역의 안전등급을 보여줌으로써 국
민들에게 자신이 거주하거나 거주하려고 하는 지역의 안전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고, 지역별 관련 정책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하고자 제작된 지
표이다(통계청, 2021). 지역안전등급은 상대적으로 책정되며, 1등급(10%),
2등급(25%), 3등급(30%), 4등급(25%), 5등급(10%)으로 부과된다. 지역안
전도는 0에 가까울수록 안전하다고 여겨진다.
추가적으로 논의할 부분은 공공정책분야와 공공서비스분야에 대한 설
명이 혼용되어 있는 측정을 공공서비스분야에 대한 측정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공공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로는 Park and

Hwang(2010)이 있으며, 이들은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성과 측정이 다
른 많은 요인에 의해서 오염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외 연구의 경우
경찰서비스, 소방서비스, 교통서비스와 같이 서비스로 특정한 문항으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성과인식 및 만족도를 측정한 반면(Van
Ryzin, 2004), 본 연구와 동일한 구조의 설문 문항을 사용한 이지은 외
(2020)와 강혜진(2018)은 정책 영역이라 설문된 문항을 무리 없이 서비
스 영역으로 보고 있다.

3. 기대불일치 측정
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단일 설문 문항으
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응답자에게 서비스 경험이 기대치를 초과·충족·미
달하는 정도를 직접 물어보는 방식이다. 직접 접근법(direct approach)
혹은 주관적 접근법(subjective approach)로 불리며, 실제 소비자가 생각
하기에 제품의 성과가 자신의 기준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기대불일치는 다양하게 측정

전도 지표를 사용하였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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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심리 구조를 측정한다. 이는 기대와 성과가 각각 기대불일치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단순히 차이를 물어보는 질
문을 설계한 경우 Poister and Thomas(2011)의 연구에서와 같이 기대불
일치의 방향성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Poister
and Thomas(2011)는 주관적 성과가 기대보다 높거나 낮은 정도를 측정
하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어떤 방향으로든 기대불일치
가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기대와 성과를 곱하는 방식으로(Grimmelikhuijsen &
Porumbescu, 2017; Van Ryzin, 2013), 실질적으로 낮은 기대, 높은 기대,
낮은 성과, 높은 성과의 기준으로 집단을 2×2 형식의 총 네 집단으로 나
눠서 보는 방식이다. 최근 설문실험(survey experiment) 방법론을 사용
하는 연구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성과정보의 제공과 같은 외부
변수에 의한 효과를 볼 때 시나리오 작성이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질적으로 기대불일치가 기대, 성과와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
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방식이다. [그림 4-2]의 왼쪽 칸에서 볼 수 있
듯, Van Ryzin(2013)은 설문실험기법을 사용하여 횡단면적 설문연구가
갖고 있는 역의 인과관계 가능성을 낮추어 분석한 결과, 높은 기대를 갖
도록 처리받은 응답자들이 좋은 성과에 대해서 더 높은 점수를 주었음을
밝혔다. 다만, [그림 4-2]의 오른쪽 칸에서 확인할 수 있듯, 후속 연구에
서는 나쁜 성과에 대해서는 높은 기대를 가진 응답자들이 더 낮은 점수
미치는 영향을

를 주었다.

빼거나 성과에서 기대를 빼는 방식으로
측정하는 것으로서(강혜진, 2018; 전대성･김장회, 2019; Grimmelikhuijsen
& Porumbescu, 2017; James, 2009; Petrovsky et al. 2017) 가장 일반적
이다. 이는 유추적 접근법(inferred approach) 혹은 감산적 접근법
세

번째는

기대에서 성과를

- 108 -

항

(substractive approach)로 불리며, 기대치에 대한 문 과 인지된 성과에

항

물어본 후 연구자가 자체적으로 세 번째 변수를 만든
다는 특징이 있다. James(2009)는 ‘성과인식-규범적 기대’로 기대불일치
를 측정하여 서비스 불만족(dissatisfaction)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
며, 이 경우에는 기대불일치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 문 을 각각

[그림 4-2] 기대×성과로 측정한 기대불일치에 따른 만족도

출처: Van Ryzin(2004)

방

출처: Van Ryzin(2013)

절

갈리는 편이다. 양연조·
윤성욱(2003)은 행정서비스 품질의 측정에 있어서 첫 번째 방식과 성과
만을 측정하는 방식을 비교한 결과, 기대를 고려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보고 있다. Lankton and McKnight(2012)는 첫 번째 방식과 같이 기대불
일치를 직접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두 번째, 세 번째 방식과
같이 기대, 성과, 기대불일치를 따로 측정하는 것이 기대불일치이론의 설
명력을 높인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Favero and Kim(2021)은 세
번째 방식으로서 기대와 성과인식에 기반한 기대불일치가 동시에 측정될
때 기대의 계수값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이후 논의
할 반응표면분석(response surface analysis)의 문제 의식과 맥락을 같이
어떤 측정 식이 더 적 한지에 대한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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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최근 기대를 단독으로 측정하며 기대불일치 개념을 사용하
는 경우가 있다(Favero & Kim, 2021; 서라벌·성욱준, 2021). 이는 기대
불일치가 ‘기대→종속변수’에 미치는 음(-)의 영향으로 설명된다고 바라
보는 방식이다. 최근 기대불일치 문항 측정이 다양한 방식으로 비판받으
며 보다 단순화된 접근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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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변수의 측정
유
형

개념

측정

척도

종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의 정도

속

(2014)“귀하께서는 지방행정기관(시군구청)에 대해 얼마나

1(전혀 신뢰하지

신뢰하고 계십니까?”

않는다)~

(2015-16)“귀하는 귀하가 사는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인

5(매우 신뢰한다)

변

정부신뢰

수

자료출처

연도

인식조사,

2014

만족도조사

-16

OO시/OO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예견적 기대

시민이 인식하는 서비스 영역별 성과 예상

1(전혀해결하지

“귀하께서는 아래에 열거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못할 것이다)-5

문제를 정부13)가 앞으로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

(매우 잘 해결할

라고 생각하십니까?”

것이다)

시민이 인식하는 서비스 영역별 성과 평가
독

주관적 성과

“귀하께서는 ‘지난 1년동안’ 각 분야의 정책에서 정부가

립

(성공도)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

다)-5(매우성공했

수

시민이 인식하는 서비스 영역별 중요도

0(전혀 중요하지

“각각의 공공서비스는 귀하가 거주하는 OO시/군의 발전

않다)-10(매우 중

을 위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이 인식하는 서비스 영역별 만족도

요하다)
0(전혀 만족하지

“귀하가 거주하는 OO시/군에서 제공하는 각각의 공공서

않는다)-10(매우

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족한다)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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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다)

고 평가하십니까?”

주관적 성과

인식조사

1(매우실패했

변
규범적 기대

2014

2015
-16
만족도조사
2015
-16

교육: 교원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대학
교수, 유치원수, 초등학교수
보건의료: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병상수, 요양기관수
복지: 인구 십만명당사회복지시설수,노인 천명

통
제

기초자치단체

변

산출 성과

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 유아천명당보육시설수
문화: 인구 십만명당문화기반시설수(도서관, 박

정책영역별

통계청

2014

표준점수화

E-지방지표

-16

국가통계포

2014

털

-16
2014

물관, 미술관, 문예회관,지방문화원, 문화의집)
환경: 일반폐기물재활용률, 폐수배출업소수, 노

수

후주택비율 ,도로포장률, 하수도 보급률
안전재난관리: 지역안전등급(교통사고, 화재,
범죄, 자연재해,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인구규모

Ln(당해연도기준 주민등록상 인구)

경제수준

Ln(당해연도기준 실질GRDP)

재정수준

당초예산기준 자체수입/ 총수입(%)

정치적 지지

2014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득표율(%)

시군구 여부

1=시 2=군 3=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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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지방재정
365
선거관리위
원회 통계

-16
2014
-16
2014

성별

남성(0)/ 여성(1)

연령

만나이

학력

고졸이하(0)/ 대재이상(1)

인식조사,
만족도 조

소득

월 300만원 미만(0)/ 월 300만원 이상(1)
(표본 중위소득 기준)

취업상태

취업상태(0)/무직(1)

공공부문 종
사여부

기타(0)/정부및 공공부문 종사자(1)

정치적 성향

1=매우 진보적 2=진보적 3=중도 4=보수적 5=매우 보수적

중앙정부신뢰

1=전혀 신뢰하지 않음~5=매우 신뢰함

사

2014
-16

1) 서비스영역은 교육, 보건의료, 복지, 문화, 환경, 안전재난관리 총 6개이다. 「만족도 조사」의 경우 복지
영역은 보육과 노인복지를 합산하였고, 안전재난관리 영역은 재난방지와 치안을 합산하였다.

초

않았

4 「

」

우
%

응답으로
% 간에 주
설명력인

13) ‘정부’는 기 자치단체정부를 특정하지
지만, 201 년 인식조사 의 경 ‘정부의 의미’에 대하여 복수
체크하는 문 에 대한 N V 검정을 해 ‘자 행정기관’을 선 한 시민(60.19 )과 그 지 은 시민(39.81 )
요 수
의 유의미한 차이가
을 확인하였다. 한 기 자치단체단위가 해당 수에 대해 갖고 있는
내상관계수(
)를 분 한 결과, 예견적 기대(19.98 ), 성공도(23.88 )로 높은 수준이었다.

항
변 간 응답
급
ICC

AOA
석

통
없음

방

%

또

택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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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 않
변

2) 기초자치단체 산출성과 중 교원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폐수배출업소수, 노후주택비율, 지역안전등급
은 역코딩 하였다
3) 정책영역별 표준점수화는 정부경쟁력센터 , World Government Index 등 다양한 정부성과지표에서 사용하
는 방법이다
4) 지역 안전등급은 2015년도부터 생산된 지표로서 2014년의 경우 2015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5) 경쟁상대가 없이 당선된 경우 100으로 코딩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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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분석방법론으로 반응표면분석(response surface analysis)와
두 표본 t검정(t-test),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다층
모형(multilevel analysis)을 적용하고자 한다.

1. 반응표면분석
독립변수 간 관계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왔다(Edwards & Perry,
1993). 시민의 기대와 주관적 성과라는 두 가지 변수를 이용하여 측정되
차이 점수는 두 개의

는 기대불일치에 대한 접근 역시 차이 점수에 대한 활용이 이뤄져 왔다

; 혜
;
외,
2020). 그러나 Favero and Kim(2021)은 이러한 방식이 지속적으로 기대
와 기대불일치 변수가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는 방향으로 작용했으며, 결
과적으로 기대가 결과변수에 미치는 효과가 0에 가까운 한계효과가 되었
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차이 점수를 구조방정식의 매개변수로 사용한
경우에도 기대가 기대불일치와 만족도에 약한 직접적 효과만을 보였으며
(Van Ryzin, 2016; Poister & Thomas, 2011), 이는 이하 논의할 다차항
회귀식의 제약조건과 관련이 깊다(Favero & Kim, 2021).
반응표면분석은 다차항 회귀분석의 개발과 해석에 유용한 수학적 기
법으로서 반응을 보고자 하는 변수(Z)에 대하여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것
으로 추정되는 2개 이상의 독립변수(예: X와 Y)가 있는 상황에서 유리
하다(Ximénez & San Martín, 2000). 각 독립변수 X와 Y의 각 값에 대
(Van

Ryzin,

200

4; James,

2009

; Se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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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강 진, 2018 이지은

응

하여 상 하는

Z의 값이 있고, 이러한 Z의 값을 X축, Y축, Z축의 3차원

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각적으로 유용한 관점을 제공한다. 반
응표면분석은 개인-조직 적합성(person-organization fit)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Ximénez & Martín, 2000) 그 주된 이유중 하나는 기존의 차이점
수들이 지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하에서는 유태용·현
희정(2003)의 논문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반응표면분석에 관련된 수식을
표면에 그

소개한다.

=X-Y)를 하나의 예측변인으로 활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먼저, 차이점수(d

           --- (1)

이 식에서

X 와 Y는

Z는 결과
다음과 같다.
내고,

타

차이점수(d)를 구성하는 두 개의 측정치를 나

항

타낸다.

측정치, e는 오차 을 나

이

방정식을

전개하면

           ---(2)

따르면 식(1)은 ① X와 Z간에는 정적관계가 존재하고 ② Y
와 Z간에는 부적관계가 존재하고 ③ X와 Y의 회귀계수는 크기가 같지
만 ④ 부호가 반대라는 제약조건을 가지고 있다. 다음의 식은 이러한 제
약조건을 풀고 X와 Y의 회귀계수가 어떤 값을 가지든지 상관없이 이
방정식이 Z를 설명하는 변량을 최대로 하는 회귀계수를 추정하도록 해
식 (2)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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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없는 모수의 집합으로서  과  는 서로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다. 앞서 논의한 ①~④의 제약조건은 사라지게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식 (3)을 제약이 없는 회귀식이라고 한다. 이를 주요 효과 모델
(main effect model)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독립변수의 주요 효과만 다루
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복잡한 방정식은 식 (4)와 같이 두 측정치간 차
이의 제곱(       )을 사용하는데, 이는 차이의 절대값이 종속변수
이때

 는

알 수









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고자 함이다.

4

           ---( )

이

방정식을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5)

방정식은 차이점수의 제곱값이 ① 과  의 회귀계수가 같은 크
기의 정적인 값을 지니고 ②XY의 회귀계수는 이들 계수보다 두 배 크
고 ③부적인 값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④X나 Y와 같은
적절한 하위항은 없다는 것(X의 회귀계수=Y의 회귀계수=0)을 보여주고
있다. 적절한 교호작용항과 제곱항을 넣은 제약조건이 없는 2차 회귀식
은 다음과 같다.
이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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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ison(1993)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관계의 대부분이
식 (3)과 같은 1차식이나 식 (6)과 같은 2차식을 사용하여 표현될 수 있
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반응표면분석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식 (6)은
차이 점수가 일반적인 일치 효과에 해당하는 패턴에서 벗어날 때 회귀계
수의 해석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Edwards, 1994). 즉, 차이점수에 부과
된 제약조건에 대한 가정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다차항 회귀분석 자체는
2차식에서의 회귀계수 자체를 해석하는 정보를 거의 제공해주지 못한다.
따라서 반응표면분석은 3차원 표면을 통해서 다차항 회귀방정식을 해석
Edwards and

하기 위한 체계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약 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차이 점수(  ,  )와 결과변수(Z)의 상관관계와 독립변수(X, Y)와 결과변
수(Z)와의 상관관계를 비교한다. 둘째, 각 회귀식에서의 변량(  )간의 차
이 검증을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제약조건이 있는 식과 없는 식을 구분
하여 비교해보았을 때 대부분 후자가 더 설명력이 높은 편이다(Edwards
& Harrison, 1993).
제약조건이 없는 회귀식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응표면에
대한 해석은 크게 세 가지 특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방향에서
표면의 기울기가 0인 정점(stationary point), 정점에서 서로 직각을 이루
면서 교차되는 두 개의 주축(principal axis), 일치선(line of congruence:
LOC)와 불일치선(line of incongruence: LOIC)에서의 표면 기울기와 굴
곡도이다. 먼저, 정점을 가로지르는 주축을 통해서 가장 높은(낮은) Z값
이 어디에 위치해있는지 알 수 있다. 추정된 회귀 모형의 그래프가 돔이
나 안장 모양(∩)일 때, 첫 번째 주축(first principal axis)은 표면의 능선
(ridge)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X와 Y의 어떤 조합이 가장 높은 Z를 이
끌어내는지 결정할 때 이 능선을 고려해야한다. 반면 추정된 반응표면이
먼저 제 조 에 대한 가정을 검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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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자형을 그릴 때 두 번째 주축(second principal axis)는 표면의 골짜기
(valley)로서 가장 낮은 Z를 이끌어내는 조합으로 여겨진다.
일치선(LOC)의 기울기를 통해 낮은 수준에서 두 독립변수(X,Y)가 일
치할 때보다 높은 수준에서 일치할 때 결과변수의 수준을 예측할 수 있
다. 식 (6)에 X=Y를 대입함으로써 다음 식 (7)을 얻을 수 있다.
                         
                  

Y=X선

울

굴곡도는      이다.
이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영과 유의하게 다른 값을 나타내면 Y=X선
상에서 표면이 편평하다는 가설은 기각된다. 마찬가지로 Y=-X선 상에서
표면의 기울기와 굴곡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해볼 수 있다.
상에서 표면의 기 기는

   이고







                       
                  

약

만

      가

영보다 유의하게 작으면

Y=-X선상에서 돔이나 안
다르지 않으면 이 표면은

모
또한    가 영과 유의하게
X=0, Y=0인 점에서 편평한 모양이 된다.    ,      ,   ,
     과 같이 회귀계수의 선형적 조합을 나타내는 값이 0과 유의하
게 다른 값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무선변인(random variable)의 선형
적 조합(linear combination)의 변량을 계산하는 일반적인 법칙을 사용하
여 표준오차 및 t값을 구한다(<부록-1> 참조).
일치선(LOC)의 기울기(      )는 두 독립변수(X, Y)가 낮은 수준
장 양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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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때보다 높은 수준에서 일치할 때 결과변수(Z)의 수준이 어
떤지를 알려주고, 굴곡도(        )는 이러한 독립변수가 극단적인
수준 혹은 중간 수준에서 일치할 때 더 높은 결과값을 나타내는지 알려
준다. 불일치선(LOIC)의 기울기(      )는 X와 Y 중 어떤 변수값이
높을 때 결과변수가 높아지는지 알려주고, 굴곡도(        )는 두
독립변수가 일치될수록 결과변수(Z)가 높아지는지(낮아지는지)를 알려준
다. [표 4-4]는 일치선과 불일치선의 기울기와 굴곡도에 대한 보다 자세
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에서 일치























[표 4-4] 반응표면분석 해석 설명
기울기/굴곡도

부호

반응표면

해석
X와 Y가 낮은
수준보다 높은

(+)

수준에서 일치할 때
Z가 더 높음

      

X와 Y가 높은
수준보다 낮은

(-)

수준에서 일치할 때

일치선

Z가 더 높음

(LOC)

X와 Y가 중간
수준보다 더
(+)

극단적인 수준에서
일치 할 때 Z가 더

        

높음
X와 Y가 극단적인

(-)

수준보다 더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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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서 일치 할
때 Z가 더 높음

Z는 Y가 X보다
높을 때보다 X가

(+)

Y보다 높을 때 더
높음

      

Z는 X가 Y보다
높을 때 보다 Y가

(-)

X보다 높을 때 더
높음

불 일
치 선
(LOIC)

X와 Y가 서로 더
(+)

많이 벗어날수록
Z가 더 높음

        

X와 Y가 더 많이
(-)

일치할수록 Z가 더
높음

* 출처: Barranti et al.(2017) 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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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 표본 T-검정
독립 표본 T 검정(Two Sample T-test)이란 모집단의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알지 못할 때 표본으로부터 추정된 분산이나 표준편차를 이용하
여 두 집단의 평균 차이가 유의미한지 검증하는 보편적인 통계방법이다
(고길곤, 2014). 흔히 검정통계량이 귀무가설 하에서 Student’s t-분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Student’s t-test, 줄여서 T 검정이라고도 부른다. t-분
포는 평균이 0이고 좌우 대칭을 이루며, 자유도 (n-1)에 의해서 규정되
는 수리적 분포로서 t값이 커질수록 표준 정규분포와 같은 형태를 띤다.
T 검정의 귀무가설(  )는 “두 집단의 평균 차이는 없을 것이다”이고, 대
립가설(  )은 “두 집단의 평균 차이가 있을 것이다”이다. 검정통계량인 t
값은 다음과 같다.






  

  



  




 
 

 








독립 표본



---(9)



T 검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정규성, 등분산성이

독립성의 위반이란 동일한 대상에게서 치료 전과 후를
비교하는 것과 같이 측정치 간에 관련성이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정규
성은 표본 크기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중심극한정리에 의해 만족된다
고 가정한다. 등분산성은 Levene의 등분산검정을 통해 F값의 유의확률
을 확인해서 판단할 수 있다. 이때 귀무가설(  )은 “두 집단의 분산이
같다”이고, 대립가설( )은 “두 집단의 분산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것
이다. 검정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만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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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본 평균절대편차,  는 표본2의 평균절대편차,
표본 1과 2의 평균절대편차의 평균을 의미한다.
이때,  은 표 1의



 는

3. 다층모형
모형은 집단의 정보와 개인의 정보를 혼재하여 해석하는 생태학
적 오류을 극복하기 위하여 발달되기 시작한 연구방법론으로, 다층자료
에서 모든 관찰값은 집단 내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므로 독립이 아니
고, 집단 간 등분산성도 충족되지 않는다(강상진, 2003). 전통적인 회귀분
석모형을 통해 개인 수준을 분석하면 집단 내 개인들이 서로 상관될 가
능성이 높고, 이는 표준오차를 과소 추정하게 되어 검정통계량의 값이
부풀려져 1종 오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층분석에서 사용되는 다층자
료는 예를 들면 학생이 소속된 학교 수준의 자료(2 수준 자료)와 학생
수준의 자료(1 수준 자료)를 조합하여 사용하게 되며, 내재적 자료
(nested data)로 지칭된다. 본 연구에서 반응표면분석, 독립표본 T-검정
을 통하여 개인 단위에서 정부에 대한 기대, 성과에 대한 인식, 정부신뢰
의 관계를 살펴본 후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에도 동일
한 결과가 도출되는지 알아보는 데 유용한 방법으로 보인다.
일반 회귀모형과 구별하여 다층모형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로는 급
내상관계수(Inter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가 있다. 급내 상관계
수는 위계적 선형 모형을 사용할 때 각 집단이 설명하는 변량으로서, 다
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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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이 표현된다.

 
---(11)
  

료 잔차(residual)에 대한 분산이고,  은 1 수
준 자료 잔차에 대한 분산을 의미한다. 즉, ICC는 전체 설명되지 않는
분산에서 집단 변수가 차지하는 분량을 의미한다.
다층모형에서 예측 변수에 대한 전체평균중심화(grand-mean
centering)을 해야하는지, 혹은 집단평균중심화(group-mean centering)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갈린다(Enders & Tofighi, 2007). 텍사스 대
학의 통계데이터부서는 연구질문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찾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보고 있다(The University of Texas, 2015). 본 연구에서는 집
단평균중심화 방식을 채택하며 이는 예측변수에 존재하는 기초자치단체
단위 간의 집단 간 효과를 제거하고, 이를 통해 기대불일치와 정부신뢰
의 관계를 명확히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연구질문에 보다 적합한 방법으
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다층모형에서 최대우도 추정법(maximum likelihood, ML)을 사용해야
하는지, 혹은 제한된 최대우도추정법(restricted maximum likelihood,
REML)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도 갈린다. ML은 일반회귀모형
을 사용할 때에 비교하였을 때 다층모형 사용의 우월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고, 데이터에 불균형이 존재할 때 유리하다. REML의 추정량은 불
편성을 보다 잘 충족하다고 알려져 있다. 두 가지 추정방법 모두 고정효
과에 대하여 동일한 추정량을 제시하지만, 랜덤효과의 추정량은 서로 다
르다고 알려져 있다(Albright & Marinova, 2010). 본 연구는 일부 데이
이 때,

 는

2 수준 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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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ICC14)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귀모형 사용에 비교
했을 때 다층모형의 사용 여부가 보다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ML을 사용한다.

4

료

석
ICC값
없
논 따르 ICC값 %
귀모형 비교

1 ) Barcikowski(1981)은 다층구조의 자 를 분 할 때에는
에 관계 이
다층
을 적용해야한다고 의하고 있다. 그의 의에
면
이 1 에
불과해도 다층
을 사용할 때 일반회
에
하여 유의미한 정도로 1종
오류가 줄어들 수 있다.

모형

모형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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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 결과
제 1 절 기초통계 분석결과
[표 5-1] 2014 「인식조사」 기술통계량
변수명

관측
치수

기초자치단체 신뢰 5,720
예견적 기대
주관적
성과(성공도)
교육
보건의료
복지
환경
문화
안전재난관리
교육
보건의료
복지
환경
문화
안전재난관리
연령(만나이)
교육수준(=1: 대학
이상)
개인소득수준(=1:
300만원 이상)

평균

표준편
차

최소값

최대값

2.84

0.83

1

5

5,712

18.27

3.60

6

30

5,716

17.56

2.95

6

30

1
1
1
1
1
1

5
5
5
5
5
5

<예견적 기대>
5,720
2.95
0.83
5,720
3.20
0.84
5,718
3.19
0.93
5,718
3.03
0.79
5,717
3.19
0.75
5,719
2.70
0.93
<주관적 성과(성공도)>
5,719
2.85
0.77
5,720
3.15
0.79
5,720
3.13
0.94
5,719
2.96
0.72
5,720
3.12
0.69
5,718
2.34
0.86
<인구통계학적 특성>
5,720 48.19
15.43

1
1
1
1
1
1

5
5
5
5
5
5

19

88

5,720

0.41

0.49

0

1

5,720

0.60

0.49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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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상태(=1:무직)
공공부문
종사여부(=1)
중앙정부 신뢰

5,720

0.04

0.20

0

1

5,720

0.02

0.13

0

1

5,720

2.80

0.85

1

5

[표 5-2] 2015-16 「만족도 조사」 기술통계량
변수명
기초자치단체 신뢰
규범적 기대
주관적
성과(만족도)
교육
보건의료
복지
환경
문화
안전재난관리
교육
보건의료
복지
환경
문화
안전재난관리
연령(만나이)
교육수준(=1: 대학
이상)
개인소득수준(=1:
300만원 이상)
취업상태(=1:무직)
공공부문
종사여부(=1)
중앙정부 신뢰

관측치

평균

표준편

수
41,300
41,300

3.25
25.71

차
1.02
3.40

41,300

19.82

4.23

최소값

최대값

1
1.25

5
30

0

30

0
0
0
0
0
0

5
5
5
5
5
5

<규범적 기대>
41,300
4.34
0.88
41,300
4.39
0.83
41,300
4.19
0.73
41,300
4.37
0.80
41,300
4.04
0.93
41,300
4.38
0.70
<주관적 성과(만족도)>
41,300
3.21
1.09
41,300
3.43
1.11
41,300
3.09
0.88
41,300
3.65
1.11
41,300
3.25
1.17
41,300
3.19
0.94
<인구통계학적 특성>
41,300
48.87
16.71

0
0
0
0
0
0

5
5
5
5
5
5

19

96

41,300

0.42

0.49

0

1

41,300

0.48

0.50

0

1

41,300

0.11

0.31

0

1

41,300

0.01

0.09

0

1

41,300

2.81

1.24

1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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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데이터와 비교의 용이성을 위해 규범적 기대와 주관적 성과(만
족도)는 0~10 척도를 0~5로 수정하였음

4 「인식조사」 데이터에서 예견적 기대와 주관적 성과는 각각
6개 서비스영역의 응답을 합산한 값으로 측정되었다. 예견적 기대(18.27)
가 주관적 성과(성공도)(17.56)보다 약간 높은 평균값을 갖고 있다. 분야
별로 살펴보면, 예견적 기대의 경우 보건의료가 3.20로 평균값이 가장 높
았고, 이후 문화(3.19), 복지(3.19), 환경(3.03), 교육(2.95), 안전재난관리
(2.70) 순서였다. 주관적 성과(성공도)의 경우 보건의료가 3.15로 평균값
이 가장 높았고, 이후 복지(3.13), 문화(3.12), 환경(2.96), 교육(2.85), 안전
재난관리(2.34) 순서였다.
2015-16년 「만족도조사」 데이터에서 규범적 기대(25.71)는 주관적
성과(만족도)(19.82)보다 높은 평균값을 갖고 있었다. 분야별로 보았을
때, 규범적 기대의 경우에도 예견적 기대와 마찬가지로 보건의료가 4.39
로 평균값이 가장 높았다. 이후 안전재난관리(4.38), 환경(3.37), 교육
(4.34), 복지(4.19), 문화(4.04) 순서였다. 주관적 성과(만족도)의 경우 환
경이 3.65로 평균값이 가장 높았고, 이후 보건의료(3.43), 문화(3.25), 교육
(3.21), 안전재난관리(3.19), 복지(3.09) 순서였다.
예견적 기대-주관적 성과와 규범적 기대-주관적 성과의 히스토그램
분포를 나타낸 [그림 5-1]을 보면, 둘 다 기대가 성과보다 약간 높은 값
을 보이는 가운데 예견적 기대는 정규분포에 가까운 분포를 보이지만 규
범적 기대는 오른쪽에 치우친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비
록 같은 기간에 측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는 예견적 기대는 규범적 기대
보다 대부분 낮게 측정된다는( 예견적기대 ≤ 규범적기대 ) Kalamas and
Laroche(2002)의 실증과 맥락을 같이 한다.
20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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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기대와 주관적 성과의 분포

2014 「인식조사」

2015-16 「만족도 조사」

예견적 기대

규범적 기대

주관적 성과(성공도)

주관적 성과(만족도)

* 그래프의 빨간색은 기대, 회색은 주관적 성과를 나타냄

통
우 만 나이(48세), 교육수준(대졸자 비율 약
40%), 중앙정부신뢰(2.8)은 2014년 인식조사와 만족도조사가 비슷했으며,
소득과 취업상태, 공공부문 종사자의 비율은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동안 기초자치단체 산출 성과는 전체적으
로 소폭 상승하였다. 이는 정부의 객관적 성과가 상승하는 추세라는 선
행연구에 부합하는 결과였다(Nye 외, 1998/2001; 정광호, 2011). 교육 성
과는 평균값을 분석하였을 때, 교원 1인당 학생수(15.03→14.24), 학급당
학생수(22.79→21.62), 유치원 수(38.26→38.6), 초등학교 수(25.53→25.61)
로 성과가 좋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의료성과의 평균값도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수(2.48→2.59),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병상수(14.33
→14.83), 요양기관수(376.41→388.83)로 성과가 상승하였다. 복지성과의
평균값은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17.54→18.66), 노인 천명당 노인
여가 복지시설수(14.41→14.32),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수(10.72→10.14)로
성과가 상승하였다. 환경 성과의 경우에도 노후주택비율(25.42→25.48)을
인구 계학적 특성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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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일반폐기물재활용률(53.5→54.24), 폐수배출업소수(217.35→
224.55), 도로포장률(92.38→92.82), 상수도 보급률(88.96→90.41), 하수도
보급률(81.88→83.29)로 성과가 상승하였다. 다만 지역안전등급의 경우
상대평가로 매겨지는 등급이기 때문에 평균값에 변화가 없었다.
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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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기초자치단체 기술통계량15)

2014
평균
기초자치단체장

표준

최소

최대

편차

값

값

평균

표준

최소

최대

편차

값

값

0.54

0.12

0.25

1.00

0.54

0.12

0.25

1.00

11.83

1.04

9.24

13.98

11.83

1.04

9.23

13.98

11.83

1.04

9.21

13.99

15.16

1.12

12.54

17.90

15.17

1.12

12.54

17.95

15.19

1.12

12.51

17.95

26.11

14.27

7.60

71.60

25.60

13.38

7.40

66.20

26.49

13.32

9.60

65.20

15.03

4.79

4.99

28.98

14.63

4.68

4.88

27.43

14.24

4.59

4.98

26.74

학급당 학생수

22.79

4.61

10.25

29.57

22.20

4.54

10.28

29.09

21.62

4.44

10.17

28.59

대학교수

1.47

1.80

0.00

12.00

1.45

1.79

0.00

12.00

1.45

1.79

0.00

12.00

당초예산 기준
기

교

재정자립도
교원 1인당

초

육

학생수

자

값

평균

13.98

Ln(GRDP)

보

값

최대

0.25

인구규모)

정

소

0.12

Ln(당해연도기준

초

편차

최

2016

0.54

지지율

기

표준

2015

치
단

15) 관측치수는 동일하게 226개로서 결측치는

최대 3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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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산

보

출

건

성

의

과

료

유치원 수

38.26

32.18

3.00

193.00

38.36

32.74

3.00

192.00

38.60

33.47

4.00

196.00

초등학교 수

25.53

16.72

4.00

105.00

25.52

16.85

4.00

106.00

25.61

17.08

4.00

108.00

2.48

2.28

0.80

22.00

2.53

2.29

0.80

22.00

2.59

2.35

0.80

22.60

14.33

9.00

0.30

56.10

14.45

9.20

0.30

61.20

14.83

9.45

0.30

64.90

376.41

388.88

10.75

2753.75

382.44

394.96

11.00

2813.5

388.83

402.40

11.00

2871.5

17.54

10.91

2.10

65.60

17.92

10.92

2.20

69.50

18.66

11.49

2.20

67.60

14.41

3.86

6.10

26.00

14.22

3.56

6.30

26.00

14.32

3.36

6.50

27.30

10.72

7.95

1.40

33.40

10.41

7.86

1.40

32.70

10.14

7.78

1.50

32.50

9.25

8.64

1.00

69.70

9.44

8.80

1.00

69.60

9.65

9.14

1.00

74.90

53.50

16.81

5.00

90.90

53.32

17.88

4.90

54.24

17.30

6.30

93.60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병상수
요양기관수

복

인구 십만명당

지

사회복지시설수
노인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
설수
유아 천명당

문

보육시설수
인구 십만명당

화

문화기반시설수

환

일반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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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0

경

재활용률
폐수배출업소수

217.35

264.09

7.00

1870

217.55

264.67

7.00

1870

224.55

269.68

9.00

1929

노후주택비율

25.37

15.49

1.50

69.90

25.37

15.49

1.50

69.90

25.48

14.88

1.70

69.60

도로포장률

92.38

9.33

56.80

100

92.58

9.01

57.60

100

92.82

8.88

58.10

100

상수도 보급률

88.96

13.97

43.60

100

89.80

13.20

44.10

100

90.41

12.69

44.10

100

하수도 보급률

81.88

19.22

1.30

100

82.57

18.74

1.40

100

83.29

18.19

1.70

100

지역안전등급

21.09

4.60

10.00

33.00

21.09

4.60

10.00

33.00

21.09

4.76

10.00

33.00

(시도/시/군/구)

안
전
재
난
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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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반응표면 분석결과
1. 반응표면분석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응
석 적용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해서 먼저 상관관계 값
을 비교한 후  를 비교한다.
반 표면분



[표 5-4] 각 변수의 정부신뢰와의 상관관계
2014

2015-16

변수

예견적 기대,

규범적 기대,

(1) 정부신뢰

주관적성과(성공도)
1.000

주관적성과(만족도)
1.000

(2) 기대

0.343

0.026

(3) 주관적성과

0.340

0.109

<시민의 기대>
(4) 교육

0.264

-0.004

(5) 보건의료

0.227

0.022

(6) 복지

0.241

0.019

(7) 환경

0.275

0.032

(8) 문화

0.222

0.019

(9) 안전재난관리

0.241
<주관적 성과>

0.024

(10) 교육

0.261

0.051

(11) 보건의료

0.180

0.079

(12) 복지

0.208

0.074

(13) 환경

0.227

0.059

(14) 문화

0.196

0.065

(15) 안전재난관리

0.209

0.1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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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차이 점수와 정부신뢰와의 상관관계

전체

2014

2015-16

예견적기대,

규범적기대,

주관적성과(성공도)
             
0.0787*
0.0044

주관적성과(만족도)
    
       
-0.0785
-0.093

교육

0.0203

0.0059

-0.0455*

-0.0569*

보건의료

0.0562*

0.0028

-0.0547*

-0.0609*

복지

0.0321

0.0075

-0.0492*

-0.0658*

환경

0.0654*

-0.0272

-0.0317*

-0.0437*

문화
안전재난

0.0396

-0.0153

-0.0434*

-0.0478*

0.0449*

0.0272

-0.0860*

-0.0957*

관리
* p<0.001

[표 5-5]에서 차이 점수와 정부신뢰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예견적
기대불일치의 경우       는 0.08,        는 0.004로 각 기대
와 성과인식과의 상관관계(0.34, 0.34)보다 작았다. 규범적 기대불일치의
경우       는 -0.08,        는 -0.09로서 가 각 기대와 성과
인식과의 상관관계(0.02, 0.10)계수의 절대값보다 비슷하거나 컸다. 따라
서 예견적 기대불일치의 경우       , 또는        이라는 차
이점수 측정방식으로 만들면 각 변수의 예측력이 혼돈될 수 있다. 그러
나 규범적 기대불일치의 경우 1차항 차이점수       의 결과변수 기
초자치단체 신뢰와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추가적 분석이 요구












된다.

[표 5-6]을 살펴보면 예견적 기대불일치의 경우      를 적용한
제약조건이 있는 회귀식과 없는 회귀식을 비교하였을 때 14.1%의  차
이가 나타났다.        을 적용한 제약조건이 있는 회귀식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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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비교하였을 때에도 비슷한 규모의 차이(14.8%)가 나타났다. 규
범적 기대불일치의 경우        를 적용한 1차 회귀식에서 0.6%의
차이,       를 적용한 2차 회귀식에서 0.5%의 차이가 나타나 상
대적으로는 약 2배의 차이가 났으나 절대적으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
다. 예견적 기대불일치는 제약조건이 있는 회귀식과 없는 회귀식 간에
각 서비스 영역별로도 약 6~10%의  차이가 나타났지만 규범적 기대불
일치는  의 절대값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부록-2> 참조). 이는
Edwards and Harrison(1993)의 실증과는 거리가 있는 결과로 보인다.
결과변수와의 상관관계와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1차항 분석을 활
용하는 경우 규범적기대불일치는 차이 점수를 사용하는 방법과 반응표면
분석을 사용하는 방법 간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조절항 및 제곱항을 추가한 다차항 회귀식의 분석을 시도하
며,        에 비교했을 때 본래 변수의 상관관계 계수와 회귀식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따라서 규범적
기대불일치에 대해서도 반응표면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회 식을



















- 136 -

[표 5-6] 제약된 회귀식과 제약이 없는 회귀식 간   의 비교

d Index

2014

2015-16

예견적 기대

규범적 기대

주관적성과(성공도)
t value
p value
13.780
0.000
13.350
0.000
14.020
0.000

  (상수항:절편)
  (기대)
  (성과)

전체
0.884
0.048
0.061

  unconstrained

0.146

  (constant)
  (기대-성과)

2.835
0.020

  constrained

0.005

0.006

0.141

0.006

제약 유무에 따른
  차이

전체
2.737
0.000
0.013

주관적성과(만족도)
t value
p value
67.850
0.000
-0.110
0.914
21.690
0.000

0.012
257.690
5.450

0.000
0.000

3.349
-0.008

423.150
-16.070

0.000
0.000

d
square

  (상수항:절편)

1.463

7.290

0.000

2.517

14.820

0.000

  (기대)
  (성과)

-0.012
0.051
0.001
0.002

-0.560
1.960
1.170
1.210

0.577
0.050
0.242
0.225

-0.006
0.033
0.000
0.000

-0.960
6.540
-0.280
2.850

0.338
0.000
0.780
0.004

Index

  (기대 제곱)
  (기대*성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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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제곱)

-0.001

  unconstrained

0.148

  (constant)

2.843

228.630

0.000

0.000

0.040

0.972

  ((기대-성과)의

제곱)
  constrained

제약 유무에 따른
  차이

N

-0.480

0.631

0.000

-9.480

0.000

3.323

532.870

0.000

0.000

-19.240

0.000

0.014

0.000

0.009

0.148

0.005

5,720

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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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응표면분석 결과
응

변 X, Y는 같은 척도로 측정되
어 있어야 한다16). 기대와 주관적 성과 변수는 각각 6개 서비스 영역에
대한 응답을 합산한 값을 이용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역시 대
부분 요인적재량 0.5 이상을 기록하였다(<부록-3> 참조). 이후 예측변수
X, Y의 전체 평균값(grandmean)으로 각 변수를 평균중심화 하여  와 
를 만들고, 해당 변수로      를 계산한 후, 다중공선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 회귀식에서 각 변수의 vif 값이 5미만임
을 확인하였다17)(Humberg & Nestler & Back, 2019) 반응표면은 붉은색
일수록 낮은 정부신뢰, 녹색일수록 높은 정부신뢰를 의미한다18). X-Y축
을 X자로 가로지르는 파란색 선은 각각 일치선(Line of Congreunce:
LOC), 불일치선(Line of Incongruence: LOIC)를 의미한다. 일치선과 불
일치선은 반응표면 상에 투영(project)되어 있다.
반 표면을 그리기 위해서 먼저 예측 수





본





비

연구에서 사용하는 예견적기대, 주관적성과(성공도)는 각 서 스분야에
대하여 0 5점 도로, 규범적기대,주관적성과(만족도)는 0 10점 도로 측정되었
다
1 ) 예견적 기대 불일치의 경  가 5.38로
높 으나, 나 지 vif 은
두 5 미만이었다. 규범적 기대불일치의 경 역시 vif 이 두 5 미만이었다.
18)
을 위해
하면,예견적 기대불일치의 경
,
의 소 이 자
리하는 서리 이 은 , , , 의 대 이 자리하는 서리 이
이
다. 규범적기대불일치의 경
의 대 , , 의 소 이 자리하는 서리
( 하 )이 은 , , , 의 대 이 자리하는 서리 족이
이다
16)

~

척

~

척
7
우
약간 았
머
값 모
우
값 모
흑백본
설명
우X YZ 최 값
모 쪽 붉 색 X Y Z 최 값
모 쪽 녹색
우X 최 값 Y Z 최 값
모 쪽
우 방 붉 색 XYZ 최 값
모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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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2014 「인식조사」예견적 기대불일치 다차항 회귀모형 계수와 반응표면 계수19)
첫 번째

다차항회귀모형 계수
반응









주축의 위치








LOC(X=Y)

LOIC(X=-Y)









표면
전체
교육
보건

2.828* 0.049* 0.063*
2.852* 0.222* 0.216*

0.001
0.012

0.002 -0.001 21.135 0.481 0.112* 0.002 -0.014 -0.001
-0.002 -0.034 3.263 -0.021 0.438* -0.024 0.005 -0.02

의료
복지
환경
문화
안전

2.849* 0.175* 0.097*

0.035

-0.041 -0.034

-0.04

0.078

0.043

2.838* 0.151* 0.108* 0.001 -0.035 0.021 20.631 -1.71 0.259* -0.013
2.851* 0.232* 0.149* -0.009 0.049 -0.032 0.026 0.635 0.381* 0.009
2.852* 0.193* 0.149* 0.029 -0.013 -0.05 1.639 -0.085 0.341* -0.034

0.042
0.082
0.044

0.057
-0.09
-0.007

22.915 -0.959 0.352* -0.015 -0.016

0.015

재난

2.847* 0.168* 0.184*

0

-0.015

0

1.848

-0.276 0.273*

관리
* p<0.001

데 터
G

재

우 (변수별로 최대 3개) 총 관측치(5,720)의 5% 미만이기 때문

19) 예견적 기대불일치 이 에 존 하는 일부 결측치의 경
에 제 하고 분 하였다( raham, 2009).

외

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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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2015-16「만족도조사」규범적 기대불일치 다차항 회귀모형 계수와 반응표면 계수
첫번째 주축의

다차항 회귀모형 계수
반응

위치

LOC(X=Y)

LOIC(X=-Y)

























3.315*

0.003

0.005*

0

0

0*

4.435

0.274

0.008*

0

-0.002

-0.001*

3.273*

0.005

0.006

0.001

0.006* -0.004*

0.302

0.492*

0.011

0.003

0

-0.009*

3.284*

0.008

0.027*

-0.001

0.001

-0.002

4.685

0.378

0.035*

-0.002

-0.018

-0.004

3.28*

0.018*

0.008

0.002

0.008*

-0.01*

0.109

0.313*

0.026*

0

0.01*

-0.016*

환경

3.268*

0.016*

0.018*

-0.003

0.002

-0.002

-1.068

1.565

0.033*

-0.002

-0.002

-0.006

문화
안전

3.267*

0.007

0.019*

0.002

0.002

-0.003*

3.251

0.19

0.026*

0.001

-0.012

-0.003

재난

3.324*

0.011

0.04*

-0.002

0.002

-0.007*

2.864

0.176

0.051*

-0.006

-0.029

-0.01

표면
전체
교육
보건
의료
복지

관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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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2014 「인식조사」예견적 기대불일치 반응표면

응

울

예견적기대불일치 반 표면에서 일치선의 기 기(  )와

르

+ 방향을 띠고

유의미하게 0과 다 고 양( )의

굴곡도(  )는


있다. 이는 예견적 기대와

주관적 성과가 낮은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일치할 때 정부신뢰가 높으

간

극단적인 수준에서 일치할 때 정부신뢰가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 불일치선의 기울기(  ), 굴곡도(  )가 0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일치될수록 신뢰가 증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첫 번째 주축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상자 바깥쪽으로 밀려나 있다
(  =21.135,  =0.481). 그러나 일치효과가 없으므로 이때 주축의 위치는
큰 의미가 없다.
예견적기대불일치의 효과를 각 서비스 영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교육
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기대와 주관적 성과가 일치하는 경우, 낮은 수
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정부신뢰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 보
며, 중 수준보다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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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료

우 극단적인 수준에서 일치할 때 보다 중간 수준에서
일치할 때 정부신뢰가 높았다(  <0). 보건의료분야와 환경 분야는 예견
적 기대>주관적 성과(성공도)일 때 정부신뢰가 높았다(  >0). 유일하게
일치효과가 발생한 분야는 환경분야로서, 기대와 주관적 성과가 더 많이
일치할수록 정부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0).
분야의 경







[그림 5-3] 2015-16「만족도조사」규범적 기대불일치 반응표면20)

응

규범적기대불일치 반 표면은 불일치선의

굴곡도( )가


유의미하게 0

른 것으로 나타나 일치효과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즉, 규범적 기대
와 주관적 성과가 일치할수록 정부신뢰가 높아진다. 일치선의 기울기(  )
과 다



램

살펴 았

른쪽
평균

우친

20) 히스토그 에서
보 듯, 규범적 기대는 오
으로 치
(right-skewed) 분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측 수의 전체
중심 이후
일치선과 불일치선이 차하는 지점이 상자의 오
위 서리에 가 다

변
른쪽

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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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깝

화

과

굴곡도(  )는 유의미하게 0과 다르고 양(+)의 방향을 띠고 있다. 이는


규범적 기대와 주관적 성과가 낮은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일치할 때

간

정부신뢰가 높으며, 중 수준보다는

극단적인

수준에서 일치할 때 정부

까운 값으로서
중간수준과 극단적인 수준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주축은 X<Y인 표면에서 X>Y인 표면으로 낮은 기울기를 보이며 흐르고
있다(  =4.435,  =0.274) 이는 일정 수준에 이르기까지 주관적 성과(만
족도)>규범적 기대일 때 가장 높은 정부신뢰가 나타나다가, 일정 수준이
지나면 주관적 성과(만족도)<규범적 기대일 때 정부신뢰가 높다는 것을
신뢰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의

우

경

0에 가



의미한다.

우 모든 서비스 영역에서 기대와 주관적 성과
가 일치하는 경우, 낮은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정부신뢰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 안전재난관리분야는 규범적 기대와 주관적 성과
가 극단적인 수준보다 중간 수준에서 일치할 때 더 높은 정부신뢰를 보
였다. 각 서비스영역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보건의료, 문화를 제외하고
모두 일치효과가 발생하고 있었다( <0). 보건의료와 문화의 경우 주관
적 성과(만족도)>규범적 기대일 때 더 정부신뢰가 높았다(  <0).
규범적 기대불일치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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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각 서비스분야별
예견적기대불일치와 규범적기대불일치 반응표면
2014

2015-16

예견적 기대,

규범적 기대,

주관적 성과(성공도)

주관적 성과(만족도)

교육

보건
의료

복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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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문화

안전
재난
관리

4

- 1 6 -

제 3 절 독립 표본 T-검정 분석결과
응

석 통하여 예견적·규범적 기대불일치가 정부신
뢰에 미치는 영향을 일치 정도에 따라 논의하였다. 이 장에서는 기대불
일치에 대한 집단 구분을 통해 불일치의 방향에 따른 정부신뢰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설문실험 등을 활용하여 기대불일치를 더미 변수로 측
정하는 경우 ‘높은 기대, 높은 성과’, ‘낮은 기대, 높은 성과’, ‘높은 기대,
낮은 성과’, ‘낮은 기대, 낮은 성과’ 등 네 개의 집단으로 설문응답자를
분류한 바 있다(Van Ryzin, 2013; Grimmelikhuijsen & Porumbescu,
2017).
그러나 앞서 반응표면분석의 결과에서 유추할 수 있듯, 높은 성과와
높은 기대, 낮은 성과와 낮은 기대를 인식하고 있는 시민 간에도 기대불
일치의 방향이 양(+)혹은 음(-)인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정부 신뢰를 갖
고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
에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평균값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 [그림 5-4]와 같이 기대불일치 집단을 분류하고자 한
이상에서 반 표면분 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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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기대와 성과의 정도에 따른 기대불일치 집단 구분

1) X축: 6개 서비스 영역별 예견적 기대의 합(1~30), 규범적 기대
(0~30)각각에 대하여 평균중심화
2) Y축: 6개 서비스 영역별 성공도의 합(1~30), 만족도의 합(0~30)
각각에 대하여 평균중심화
3) 규범적 기대불일치 집단의 경우 알파벳 A 대신 B를 사용함

독립 표본 T 검정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조건은 독립성, 정규성, 등분
산성이다. 기대불일치에 따라 구분한 각 집단 간 상관계수는 예견적 기
대불일치의 경우 최대 0.236, 규범적 기대불일치의 경우 최대 0.205이하
로 나타나 독립성이 충족된다고 보인다. 등분산검정을 위해 Levene’s
test를 시행한 결과는 대부분 등분산성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부록
-4> 참조). 따라서 이분산성에 기초하여 Satterthwaite's degrees of
freedom을 사용하는 독립 표본 T 검정을 실시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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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기대불일치 집단 구분에 따른
정부신뢰 평균과 타 집단과의 차이21)
2014
기대와
성과의
정도
음(-) 높은 기대>
의
높은 성과
기대
불일
치

높은 기대>
낮은 성과
낮은 기대>
낮은 성과

양(+) 높은 기대<
의
높은 성과
기대
불일
치

낮은 기대<
높은 성과
낮은 기대<
낮은 성과

2015-16

예견적 기대 불일치
정부
집 관측
차이
신뢰
단 치수
(0-1)
평균

집

A1 1403

0.296

-0.392

B1

4744

0.038

-0.043

A2

678

0.028

-0.032

B2

10377

-0.076

0.102

A3

792

-0.302

0.350

B3

4646

-0.110

0.124

A4

779

0.229

-0.265

B4

8633

0.116

-0.147

A5 1031

-0.005

0.007

B5

7523

0.040

-0.049

A6 1037

-0.354

0.433

B6

5377

-0.034

0.039

단

규범적 기대불일치
정부
관측치
차이
신뢰
수
(0-1)
평균

1) 정부신뢰 평균은 평균중심화하였다
2) 예견적기대불일치 A2, A5 집단을 빼고 A1~A6, B1~B6 모두 정부신
뢰의 평균값 차이가 0.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초
화
록 >

집 간효

변
르 않았

집 평균
<

21) 기 자치단체 단위의 단
과를 고려하기 위해 예측 수에 단
중심 (group-mean centering)을 한 결과 역시 크게 다 지
다. 이는 부
-5 에 제시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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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기대불일치 집단 구분에 따른 정부신뢰 평균

2014

2015-16

예견적 기대불일치

규범적 기대불일치

우 집단 A1의 정부신뢰 평균이 가장 높았다.
이는 ‘높은 기대>높은 성과’인 경우가 ‘높은 기대<높은 성과’인 경우보다
더 높은 정부신뢰를 보여준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보통 ‘인
지된 성과> 기대’ 일 때 결과변수가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다. 성과
와 기대가 모두 낮은 집단인 A3과 A6을 비교해보았을 때 역시 ‘낮은 기
대>낮은 성과’인 경우에 ‘낮은 기대<낮은 성과’인 경우보다 더 높은 정
부 신뢰를 보였다. 이는 또한 예견적 기대의 경우, ‘높은 기대> 낮은 성
과’인 A2, ‘낮은 기대<높은 성과’인 A5 집단은 타 집단에 대해서 신뢰가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았고, 그 정도도 낮았다.
규범적 기대불일치의 경우 집단 B4의 정부신뢰 평균이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집단 B5, B1이 따랐다. 이는 예견적 기대불일치와는 달리 ‘높은
기대<높은 성과’,‘낮은 기대<높은 성과’,‘높은 기대>높은 성과’ 순서대로
예견적 기대불일치의 경

더 높은 정부신뢰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성과가 기대보다 높

운데 기대보다는 성과가 정부신뢰를

을 때 더 높은 정부신뢰를 보이는 가

좌우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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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다층모형 분석결과
본

초
효과를 검증
하기 위해 다층분석으로서 위계적 선형 모형을 적용하였다. 위계적 선형
모형은 개인과 지역의 다층 연구에서 각 수준에 소속된 변수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기대와 기초자치단체 신뢰, 주관적 성과와 기초자치단체
신뢰는 같은 기초자치단체 내에 소속된 시민들 간에 더 유사할 것이라
예상된다. 즉, 동일 기초자치단체 내에 존재하는 공유분산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다층모형이 적합할 것이라 여겨진다.
본 연구의 위계적 선형 모형은 원칙적으로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먼
저, 상수항과 오차항만으로 구성된 무조건적 평균모형(unconditional
means model)을 추정하여 지역별 기초자치단체 신뢰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정한다. 무선효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with Random Effects)를 실시하여 위계적 선형모형 적용의 필요성 확인
을 위한 급내상관계수(interclas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조건 무선절편모형을 추정하여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 요인을 검증(모형 1)한 다음, 개인수준과 지역수준 요인
을 동시에 검증(모형 2) 하고자 한다. 다만, 본문에서는 보다 용이한 모
형 간 비교를 위하여 각 위계적 선형 모형 추정 결과 중 모형 2만을 제
시하며, 모형 적합도에 관련된 표는 <부록-6>에 추가하였다.
이하 모든 모형은 개인수준에서 중앙정부신뢰, 정치적이념, 성별, 연
령, 학력, 소득, 취업상태, 공공부문종사여부를, 기초자치단체수준에서
시·군·구 여부, 인구, GRDP, 재정자립도, 기초자치단체장 지지율을 통제
연구는 기 자치단체 정부신뢰에 대한 기대불일치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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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대와 주관적 성과의 효과
효과를 분석하기 전에, 먼저 기대와 주관적 성과가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추정할 위계적 선형 모형은 기타 통제변수를 제외하면
식 (12)의 분산성분모형(variance component model)과 1수준 회귀모형
(single level regression model)을 합친 식 (13)의 무선절편모형(random
intercept model)과 같다.
기대불일치의

  ∼   
  ∼    
       Exp               ∼    
          

--- (12)

       Exp                  ∼   
  ∼    

--(13)

무선절편모형은 예측변수가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과정
에서 다층자료를 분석할 때 사용되는 모형으로서, 무선계수모형(random
coefficient model)과 달리 기초자치단체별로 예측변수의 서로 다른 기울
기를 기대하지 않는다22).
단계별로 추정한 모형의 적합도는 [표 5-11]와 같이 나타났다. 1단계
에서 적용하는 기초모형은 수준별 독립변수가 설정되지 않은(fully
무

모형

론

집

22) 선계수
은 이 적으로 기대불일치 단 소속여부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기 자치단체 단위로
한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지 한 국가의
전체 지 정부에 대한 다수 서 스영역의 기대불일치에 대한 연구가 존 하지
아 탐 적인 측면이 있다. 한 선기 기
을 정해 결과 계수
유의성은 크게 라지지
으나 전반적으로
, B
이 더 높게 나왔다.

않

초
방
색

달

않았

변화
비
또 무

현재까

울 모형 추 본
AIC IC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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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값및

초
간
분산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결과, 지역수준의 무선효과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나타나 기초자치단체 신뢰에 개인 요인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
단체 수준의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2014년도 인식조사의
경우, ICC값은 0.175로 나타나 기초자치단체 신뢰에 대한 총 분산 중 약
17.5%가 기초자치단체 간 차이로 설명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15-16년
만족도 조사의 경우, ICC값이 0.01로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인식조사와
만족도 조사 모두 비조건부평균모형에 대한 LR 검정결과
(likelihood-ratio test), 유의미한 카이스퀘어 값을 보여주었다
  
  ). 이에 따라 일반회귀모형에 비해 위
(


계적선형모형의 적용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식조사」, 「만족도
조사」 모두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통제변수를 산입한 모형 2가 가장 낮
은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을 갖고 있어, 유의미한 적합성의
unconditional)

모형으로서


인식조사

변

결과 수인 정부신뢰에 대한 기 자치단체


만족도조사

차이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11] 모형의 적합도
2014
예견적 기대, 주관적
성과(성공도)
기초모형
모형1
모형2
ICC
LR
test
vs.

2015-16
규범적 기대, 주관적
성과(만족도)
기초모형
모형1
모형2

0.175

0.085

0.071

0.017

0.021

0.015

683.040

215.040

158.890

355.750

375.910

230.510

96417.490
96527.550

95273.630
95484.990

OLS
13373.18 9715.808 9476.609 118225.2
AIC
13393.14 9802.253 9642.364 118251.1
BIC
LR test 결과는 모두 0.000 수준에서 유의미했음
1) 모형1: 개인수준 통제변수 산입

2) 모형2: 개인수준과 기초자치단체 단위 통제변수 모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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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조건무선절편무형의 추정: 시민의 기대와 주관적 성과
2014
예견적 기대,
주관적성과(성공도)

2015-16
규범적 기대,
주관적성과(만족도)

기대

.013***(-0.003)

.013***(-0.003)

0.002(-0.002)

0.002(-0.002)

주관적 성과

.011***(-0.004)

.011***(-0.004)

.017***(-0.001)

.018***(-0.001)

교육

0.081(-0.25)

-0.196(-0.184)

보건의료

0.045(-0.166)

-0.143(-0.128)

복지

0.115(-0.164)

0.188(-0.127)

문화

.351**(-0.156)

.245**(-0.114)

환경

0.131(-0.233)

0.005(-0.184)

안전재난관리

0.072(-0.091)

0.002(-0.069)

중앙정부 신뢰

.652***(-0.01)

.659***(-0.01)

.233***(-0.004)

.232***(-0.004)

정치적
성향(보수적)

-.017*(-0.009)

-.02**(-0.009)

-.023***(-0.00
5)

-.024***(-0.00
5)

성별(1=여성)

-0.022(-0.015)

-.027*(-0.015)

.035***(-0.01)

.033***(-0.011)

나이(만나이)

0 (-0.001)

0(-0.001)

.001***(0)

.001***(0)

교육수준
(1=대재이상)

0.003(-0.019)

0(-0.019)

-.025**(-0.011)

-.027**(-0.011)

소득(1=월
300만원 이상)

-0.027(-0.018)

-0.016(-0.018)

.021*(-0.011)

.019*(-0.011)

취업상태
(1=무직)

-0.008(-0.038)

-0.012(-0.038)

-0.019(-0.017)

-0.027(-0.017)

공공부문
종사여부(=1)

0.091(-0.061)

0.074(-0.061)

-0.03(-0.058)

-0.023(-0.058)

군 (시 대비)

-0.025(-0.057)

0.068(-0.044)

구 (시 대비)

-0.01(-0.047)

.154***(-0.037)

ln인구

-0.011(-0.044)

.082**(-0.034)

ln실질GRDP

-0.014(-0.034)

-.043*(-0.025)

재정자립도

-0.002(-0.002)

.004**(-0.002)

2014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득표율

-.266**(-0.114)

-0.048(-0.086)

상수항(절편)

1.075***(-0.05
3)

1.374***(-0.43
9)

2.579***(-0.02
9)

2.103***(-0.32
3)

Observations

5708

5598

35113

34692

var(_cons)23)

0.028(0.004)

0.023(0.003)

0.019(0.002)

0.014(0.002)

0.305(0.006)

0.302(0.006)

0.903(0.007)

0.904(0.007)

var(Residual)
2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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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식조사」에서

먼저 201 년

+

예견적 기대는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동일하였다

초

(Badri et al., 2015). 이러한 결과는 예견적 기대가 기 자치단체의 신뢰

바탕을 둔 시민의 정서적 태도로서 정부신뢰를 구성한다는 신뢰이
론의 논의와 맥락을 같이한다. 2015-16년 「만족도조사」에서 규범적 기
대는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규범적 기대의
상승이 정부신뢰를 낮춘다는 이론적 논의(Nye 외, 1998/2001; Bouckaert
and Van de Walle, 2003)와 실증적 연구(Seyd, 2011)은 본 연구의 설정
에서는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2]에서 2014년 「인식조사」와 2015-16년 「만족도 조사」의
중복되는 변수의 계수가 대부분 같은 방향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6개의 공공서비스 영역 산출 성과는 객관적 성과였음에도 불구하고
문화 성과가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행정기관의 객관
적 성과가 시민에게 잘 인식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
였다(Yang & Holzer, 2006; Swindell & Kelly, 2000; Kelly, 2003).
통제변수의 경우 중앙정부신뢰가 강한 유의미한 정(+)의 영향력을 미
치며 지방정부신뢰와의 연결성을 입증하였다(Rahn & Rodolph, 2002).
정치적 성향의 경우 보수적일수록 낮은 기초자치단체 신뢰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지지정당에 따
른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었던 류태건·차재권(2020)의 연구,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한나라당을 지지할수록 높은 지방정부신뢰를 나타낸
박정호(2014)의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표본 수의 차이로 인해 「인
성에

23)

4

2 )





 







초

덤효과의 합을 의미한다

, 기 자치단체 단위의 랜

항

개인수준에서 전체 오차 의 분산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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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나머지 변수가 대부분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기초자치
단체 단위 변수 중 2014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득표율이 음(-)의 유의미
성을 띠고 있었다. 이는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 얼마 되지 않았던 2014년
10월에 해당 설문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영향력인 것으로 보인
다. 정치적 지지와 정부신뢰를 혼용하여 사용하던 일부 연구(박종민,
1991)과 달리 현재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시민들은 지방행정기관과 지
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구분을 하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
「만족도조사」의 경우 여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낮
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를 보였다.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공공기관 신뢰가 높다는 일반적 경향이 존재한다
(정광호 외, 2011). 교육의 경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지방정부신뢰를 높
인다는 연구(최예나, 2018)와 관련이 없다는 연구(최예나, 2016; 현승숙·
이승종, 2007; 류태건·차재권, 2020)로 나뉜다. 소득의 경우에도 높을수록
지방정부신뢰가 높다는 연구와(최예나, 2018) 관련이 없다는 연구(박정
호, 2014; 최예나, 2016; 현승숙·이승종, 2007; 류태건·차재권, 2020)로 나
뉜다. 높을수록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변수에서는 시에 대비하였을 때 자
치구가, 인구가 높을수록, 실질GRDP가 낮을수록, 재정자립도가 높을수
록 더 높은 기초자치단체 신뢰를 보였다.
한계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예견적 기대의 한계 효과는 약 0.25, 정책
의 성공도는 0.14, 규범적 기대는 0.01, 만족도는 0.44였다. 만족도의 한계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문헌과 일치하였다(Van de Walle
식조사 의 경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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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시민의 기대와 주관적 성과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한계효과

예견적 기대 (2014)

성공도 (2014)

규범적 기대 (2015-16)

만족도(2015-16)

7

- 15 -

[표 5-13] 조건무선절편무형의 추정:
2014 「인식조사」분야별 예견적 기대와 성공도
보건
의료

복지

문화

환경

안전
재난
관리

.038***
(-0.011)
.031***
(-0.012)
0.136
(-0.218)
.671***
(-0.01)
-0.015
(-0.009)
-0.021
(-0.015)
0.001
(-0.001)
0.004
(-0.019)
-0.014
(-0.018)
-0.01
(-0.038)
0.08
(-0.061)
-0.003
(-0.048)
-0.018
(-0.038)
-0.011
(-0.031)
-0.033
(-0.031)
0
(-0.002)

.038***
(-0.011)
-0.008
(-0.011)
0.071
(-0.156)
.679***
(-0.01)
-0.012
(-0.009)
-0.02
(-0.015)
0.001
(-0.001)
0.002
(-0.019)
-0.016
(-0.018)
-0.006
(-0.038)
0.078
(-0.061)
0.01
(-0.044)
-0.037
(-0.034)
0.001
(-0.029)
-0.035
(-0.031)
-0.001
(-0.002)

.032***
(-0.01)
.02**
(-0.01)
0.068
(-0.162)
.674***
(-0.01)
-0.012
(-0.009)
-0.021
(-0.015)
0.001
(-0.001)
0.003
(-0.019)
-0.016
(-0.018)
-0.01
(-0.038)
0.077
(-0.061)
0.007
(-0.045)
-0.024
(-0.041)
0.001
(-0.029)
-0.035
(-0.031)
0
(-0.002)

.032***
(-0.012)
.04***
(-0.013)
.362**
(-0.15)
.675***
(-0.01)
-0.011
(-0.009)
-0.018
(-0.015)
0.001
(-0.001)
0
(-0.019)
-0.018
(-0.018)
-0.007
(-0.038)
0.077
(-0.061)
-0.002
(-0.044)
-0.028
(-0.033)
0.03
(-0.031)
-0.03
(-0.031)
-0.001
(-0.002)

.049***
(-0.011)
.038***
(-0.012)
0.078
(-0.204
.671***
(-0.01)
-.016*
(-0.009)
-0.023
(-0.015)
0.001
(-0.001)
-0.001
(-0.019)
-0.018
(-0.018)
-0.01
(-0.038)
0.072
(-0.061)
0.012
(-0.048)
-0.037
(-0.039)
-0.011
(-0.033)
-0.027
(-0.032)
-0.001
(-0.002)

.044***
(-0.01)
.025**
(-0.011)
0.053
(-0.085)
.669***
(-0.01)
-0.012
(-0.009)
-0.021
(-0.015)
0.001
(-0.001)
-0.001
(-0.019)
-0.015
(-0.018)
-0.006
(-0.038)
0.066
(-0.061)
-0.008
(-0.051)
-0.033
(-0.033)
-0.012
(-0.035)
-0.027
(-0.033)
-0.001
(-0.002)

2014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득표율

-.276**
(-0.113)

-.286**
(-0.113)

-.276**
(-0.113)

-.288***
(-0.113)

-.272**
(-0.113)

-.277**
(-0.113)

상수항(절편)

1.752***
(-0.361)

1.657***
(-0.347)

1.643***
(-0.352)

1.23***
(-0.381)

1.663***
(-0.37)

1.718***
(-0.349)

Observations

5659

5690

5688

5687

5637

5687

0.023
(0.003)
0.306
(0.006)

0.023
(0.003)
0.308
(0.006)

0.023
(0.003)
0.307
(0.006)

0.022
(0.003)
0.307
(0.006)

0.024
(0.003)
0.304
(0.006)

0.024
(0.003)
0.306
(0.006)

교육
예견적기대
성공도
기초자치단체
산출성과
중앙정부 신뢰
정치적
성향(보수적)
성별(1=여성)
나이(만나이)
교육수준
(1=대재이상)
소득(1=월
300만원 이상)
취업상태
(1=무직)
공공부문
종사여부(=1)
군 (시 대비)
구 (시 대비)
ln인구
ln실질GRDP
재정자립도

var(_cons)
var(Residual)

Standard errors are in parentheses(*** p<.01, ** p<.05, * p<.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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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 조건무선절편무형의 추정:
2015-16「만족도조사」분야별 규범적 기대와 만족도
보건
의료

복지

문화

환경

안전
재난
관리

재정자립도

0.001
(-0.006)
.033***
(-0.005)
-0.141
(-0.16)
.237***
(-0.004)
-.023***
(-0.005)
.036***
(-.0.011)
.002***
(0)
-.03***
(-.0.011)
0.017
(-.0.011)
-0.025
(-.0.018)
-0.013
(-0.058)
.076**
(-0.037)
.124***
(-0.029)
.057**
(-0.023)
-.045**
(-0.023)
.004***
(-0.001)

.014**
(-0.006)
.042***
(-0.005)
-0.106
(-0.123)
.236***
(-0.004)
-.023***
(-0.005)
.034***
(-.0.011)
.001***
(0)
-.029***
(-.0.011)
.019*
(-.0.011)
-0.025
(-0.017)
-0.017
(-0.058)
.059*
(-0.034)
.137***
(-.0.025)
.048**
(-0.022)
-.043*
(-0.023)
.004***
(-0.001)

.017**
(-0.007)
.047***
(-0.006)
0.178
(-0.125)
.236***
(-0.004)
-.023***
(-0.005)
.033***
(-.0.011)
.001***
(0)
-.03***
(-.0.011)
0.018
(-.0.011)
-0.022
(-0.017)
-0.022
(-0.058)
.056*
(-0.034)
.161***
(-0.031)
.051**
(-0.022)
-.05**
(-0.023)
.004***
(-0.001)

0.009
(-0.006)
.037***
(-0.005)
.198*
(-0.111)
.237***
(-0.004)
-.022***
(-0.005)
.035***
(-.0.011)
.002***
(0)
-.031***
(-.0.011)
0.017
(-.0.011)
-0.025
(-0.017)
-0.021
(-0.058)
0.055
(-0.034)
.137***
(-.0.025)
.066***
(-0.024)
-.046**
(-0.023)
.003***
(-0.001)

.014**
(-0.007)
.038***
(-0.005)
0.056
(-0.161)
.237***
(-0.004)
-.022***
(-0.005)
.034***
(-.0.011)
.002***
(0)
-.031***
(-.0.011)
0.018
(-.0.011)
-0.024
(-0.018)
-0.014
(-0.058)
.068*
(-0.037)
.129***
(-0.031)
.046*
(-0.024)
-.045*
(-0.024)
.004***
(-0.001)

0.011
(-0.008)
.088***
(-0.006)
0.008
(-0.066)
.232***
(-0.004)
-.022***
(-0.005)
.038***
(-.0.011)
.001***
(0)
-.029***
(-.0.011)
0.016
(-.0.011)
-0.028
(-0.017)
-0.027
(-0.058)
0.06
(-0.039)
.133***
(-.0.025)
.045*
(-0.027)
-.044*
(-0.025)
.004**
(-0.001)

2014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득표율

-0.065
(-0.086)

-0.065
(-0.086)

-0.052
(-0.086)

-0.077
(-0.085)

-0.065
(-0.086)

-0.072
(-0.086)

2.468***
(-0.271)
34692
0.014
(0.002)
0.908
(0.007)

2.523***
(-0.262)
34825
0.014
(0.002)
0.906
(0.007)

2.493***
(-0.262)
34825
0.014
(0.002)
0.906
(0.007)

2.331***
(-0.285)
34825
0.014
(0.002)
0.906
(0.007)

2.514***
(-0.277)
34692
0.014
(0.002)
0.908
(0.007)

2.597***
(-0.26)
34825
0.014
(0.002)
0.902
(0.007)

교육
규범적기대25)
만족도
기초자치단체
산출성과
중앙정부 신뢰
정치적
성향(보수적)
성별(1=여성)
나이(만나이)
교육수준
(1=대재이상)
소득(1=월
300만원 이상)
취업상태
(1=무직)
공공부문
종사여부(=1)
군 (시 대비)
구 (시 대비)
ln인구
ln실질GRDP

상수항(절편)
Observations
var(_cons)
var(Residual)

*** p<.01, ** p<.05, * p<.1 (Standard errors are in parentheses)

응
석
따라 제곱항을 넣어보았지만, 모형의 적합도를 보여
통 량 AIC IC 현재 모형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5) 반 표면분 의 결과에
주는 계 (
, B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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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살펴보았을

4 「인식조사」의 경우 모든 분야에
서 예견적 기대가 유의미한 기초자치단체신뢰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
을 미치고 있엇다. 다만 성공도의 경우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코로나19사태에 대한 대응에서 알 수 있듯, 한국의 보건의
료서비스가 중앙집권화되어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나머지 통제변수의 영향력은 전체 모형과 별반 다르지 않아 모형이 견고
분야 로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때에도 201

」

우 건 료

환경에서 규범적
나타났다. 보건의료와

반면 2015-16 만족도조사 의 경 , 보 의 , 복지,

+

기대가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재분배정책에 가까운 유형으로서 형평성이 두드러지는 정책 영역
이라는 특징이 있다(Peterson, 1981). 재분배정책의 수혜자는 납세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지방재
정에 이롭지 않다. 따라서 해당 서비스 영역에 대한 규범적 기대가 정부
신뢰에 미치는 유의미성은 정부가 추구해야 하는 공공성과 관련이 있다
고 볼 수 있다. 나머지 통제 변수의 영향력은 역시 전체 모형과 별반 다
르지 않아 2014 「인식조사」와 마찬가지로 모형이 견고함을 확인할 수
복지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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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견적 기대불일치의 효과
집

총 6가지로 나누어지며, 하나의 변수
(Disconfirmation)로 표현되었다. 예견적 기대불일치 집단은 각각 A1~A6
으로, 규범적 기대불일치 집단은 각각 B1~B6으로 표현되었다.
기대불일치 단은

  ∼    
  ∼     
               ∼   
          

                  ∼    
  ∼   

A1~A6, B1~B6까지의 집단은 기초자치단체 단위 간의 집단 간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집단평균중심화(group-mean centering)를 거친 각 기
대와 주관적 성과에 대한 기대불일치 값을 통해 만들어졌다(Craig &
Davood, 2007)26). 예를 들어 집단 A1에 소속된 시민은 다음과 같은 기
대(  ′ )와 주관적 성과(  ′ ) 값을 가지게 된다.








 



 

   ⋯  

 



  ⋯  

      ′   ′     



(단, 이때

X= 시민의 기대, Y=주관적 성과, N=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소속된 응답자의 수)

평균 화 평균
집 평균 화
떨
값

평균 화 척
집 평균 터

변

26) 전체
중심 는
을 0으로 만드는
중심 로서 도의 기준을
경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단
중심 는 해당 단의
으로부 관측 이
어느 정도로 어져 있는지에 대한 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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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표 5-15] 조건무선절편모형의 추정:
2014 「인식조사」예견적기대불일치 집단 구분27)
음(-)의 기대불일치 집단
A1

A2

A3

높은 기대>

높은 기대>

낮은 기대>

높은 성과

낮은 성과

낮은 성과

기대불일치

.104***(-0.019)

0.003(-0.021)

-.048**(-0.024)

교육

0.086(-0.247)

0.08(-0.246)

0.078(-0.246)

보건의료

0.069(-0.164)

0.054(-0.163)

0.055(-0.164)

복지

0.101(-0.162)

0.126(-0.161)

0.121(-0.162)

문화

.348**(-0.155)

.357**(-0.154)

.359**(-0.154)

환경

0.151(-0.23)

0.156(-0.229)

0.152(-0.229)

안전재난관리

0.074(-0.09)

0.079(-0.09)

0.081(-0.09)

중앙정부 신뢰

.68***(-0.01)

.688***(-0.01)

.686***(-0.01)

정치적 성향(보수적)

-.016*(-0.009)

-0.013(-0.009)

-0.014(-0.009)

성별(1=여성)

-.029*(-0.015)

-0.023(-0.015)

-0.024(-0.015)

나이(만나이)

0.001(-0.001)

0.001(-0.001)

0.001(-0.001)

교육수준(1=대재이상)

-0.004(-0.019)

-0.005(-0.019)

-0.006(-0.019)

-0.017(-0.018)

-0.017(-0.018)

-0.016(-0.018)

-0.007(-0.038)

-0.011(-0.038)

-0.012(-0.038)

소득
(1=월 300만원 이상)
취업상태(1=무직)
공공부문
종사여부(=1)
군 (시 대비)

0.072(-0.061)

0.072(-0.061)

0.071(-0.061)

-0.025(-0.057)

-0.025(-0.057)

-0.026(-0.057)

구 (시 대비)

-0.014(-0.047)

-0.014(-0.047)

-0.013(-0.047)

ln인구

-0.011(-0.043)

-0.01(-0.043)

-0.01(-0.043)

ln실질GRDP

-0.014(-0.033)

-0.01(-0.033)

-0.011(-0.033)

재정자립도

-0.002(-0.002)

-0.002(-0.002)

-0.002(-0.002)

-.266**(-0.113)

-.276**(-0.112)

-.274**(-0.112)

1.25*** (-0.434)

1.16*** (-0.432)

1.18*** (-0.432)

2014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득표율
상수항(절편)
Observations

5610

5610

5610

var(_cons)

0.022(0.003)

0.022(0.003)

0.022(0.003)

var(Residual)

0.304(0.006)

0.306(0.006)

0.306(0.006)

7

집단은 더미변수화 하여 총 6개의 모형에 산입되었음. 예를 들면, 첫 번
건무선절편모형에서 A1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은 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다
른 모든 시민에 대하여 정부신뢰가 유의미하게 높았음(.104). 따라서 6개의 모형
2 ) 각
째 조

에서 관측치 수는 5,610개로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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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기대불일치 집단
A4

A5

A6

높은 기대<

낮은 기대<

낮은 기대<

높은 성과

높은 성과

낮은 성과

기대불일치

0.03(-0.022)

-0.018(-0.02)

-.076***(-0.02)

교육

0.077(-0.246)

0.077(-0.246)

0.089(-0.247)

보건의료

0.058(-0.163)

0.057(-0.163)

0.044(-0.164)

복지

0.127(-0.161)

0.125(-0.161)

0.13(-0.162)

문화

.357**(-0.154)

.355**(-0.154)

.354**(-0.154)

환경

0.155(-0.229)

0.155(-0.229)

0.159(-0.23)

안전재난관리

0.08(-0.09)

0.081(-0.09)

0.074(-0.09)

중앙정부 신뢰

.687***(-0.01)

.688***(-0.01)

.681***(-0.01)

정치적 성향(보수적)

-0.014(-0.009)

-0.014(-0.009)

-0.015(-0.009)

성별(1=여성)

-0.023(-0.015)

-0.023(-0.015)

-.025*(-0.015)

나이(만나이)

0.001(-0.001)

0.001(-0.001)

0.001(-0.001)

교육수준(1=대재이상)

-0.005(-0.019)

-0.005(-0.019)

-0.003(-0.019)

-0.017(-0.018)

-0.017(-0.018)

-0.016(-0.018)

소득
(1=월 300만원 이상)
취업상태(1=무직)

-0.012(-0.038)

-0.011(-0.038)

-0.013(-0.038)

공공부문 종사여부(=1)

0.071(-0.061)

0.071(-0.061)

0.076(-0.061)

군 (시 대비)

-0.024(-0.057)

-0.025(-0.056)

-0.024(-0.057)

구 (시 대비)

-0.014(-0.047)

-0.014(-0.046)

-0.013(-0.047)

ln인구

-0.01(-0.043)

-0.011(-0.043)

-0.011(-0.043)

ln실질GRDP

-0.01(-0.033)

-0.01(-0.033)

-0.013(-0.033)

재정자립도

-0.002(-0.002)

-0.002(-0.002)

-0.002(-0.002)

-.272**(-0.112)

-.275**(-0.112)

-.27**(-0.113)

1.161*** (-0.432)

1.165*** (-0.432)

1.243*** (-0.432)

2014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득표율
상수항(절편)
Observations

5610

5610

5610

var(_cons)

0.022(0.003)

0.022(0.003)

0.022(0.003)

var(Residual)

0.306(0.006)

0.306(0.006)

0.305(0.006)

*** p<.01, ** p<.05, * p<.1 (Standard errors are in parenthe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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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식조사」의 음(-)의 기대불일치 집단을 먼저 살펴보면, ‘높
은 기대>높은 성과’ (A1) 집단이 정부신뢰에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같은 음(-)의 기대불일치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기대>낮은 성과’(A3) 집단은 오히려 정부신뢰에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높은 기대>낮은성과’(A2) 집단
의 경우 기대불일치 이론에 의하면 정부신뢰에 음(-)의 관계를 가져야하
지만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 「인식조사」의 양(+)의 기대불일치 집단을 살펴보면, ‘높은 기
대<높은 성과’(A4) 집단, ‘낮은 기대<높은 성과’(A5) 집단은 정부신뢰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고, 다만 ‘낮은 기대<낮은 성과’(A6) 집단만이 정부
신뢰와 유의미한 음(-)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
종합해보면 ‘낮은 기대>낮은 성과’(A3) 집단과 ‘낮은 기대<낮은 성
과’(A6) 집단이 모두 정부신뢰에 음(-)의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
어, 기대불일치 이론보다는 예견적 기대와 신뢰의 관계를 설명하는 신뢰
이론이 더 타당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오직 ‘높은 기대>높은 성
과’(A1) 집단만이 정부신뢰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는 예견
적 기대불일치가 나타나는 경우에 정부신뢰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Han et al., 2011)과는 반대되는 논리이다. 다만 지금까지 예견적 기
대불일치에 대한 직접적인 실증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와 상
반되거나 일치한다는 의의는 없다.
앞서 시민의 기대와 주관적 성과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독립적
으로 검정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산출 성과 중에서는 문화 성과만이 유의
미한 정(+)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머지 통제변수
201

의 영향력 역시 동일하게 도출되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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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2014 「인식조사」예견적 기대불일치 집단 구분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한계효과

A1(높은

기대> 높은 성과)

A2(높은

기대> 낮은 성과)

A3(낮은

기대> 낮은 성과)

A4(높은

기대<높은 성과)

A5(낮은

기대<높은 성과)

A6(낮은

기대< 낮은 성과)

A1 집단의 한계효과는 약 0.104로 다른 기대불일치집단에 비하여 가
장 높은 효과를 보였다. 다만, 독립표본 T-검정과 달리 A2, A5 집단 뿐
만 아니라 A4 집단 역시 유의미하지 않은 한계효과를 보였다. A3의 한
계효과는 약 –0.048, A6집단의 한계효과는 약 –0.076으로 독립표본 T
검정에서와 같이 A6 집단과 타 집단과의 차이가 더 높았다. 즉, 기대와
성과의 차이가 클 때보다 낮은 기대를 갖고 있을 때 더 낮은 정부신뢰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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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범적 기대불일치의 효과
[표5-16] 조건무선절편모형의 추정:
2015-16「만족도조사」규범적기대불일치 집단구분
음(-)의 기대불일치 집단
B1
높은 기대>

B2
높은 기대>

B3
낮은 기대>

높은 성과

낮은 성과

낮은 성과

기대불일치

.038**(-0.016)

-.058***(-0.012)

-.084***(-0.016)

교육

-0.199(-0.184)

-0.196(-0.184)

-0.205(-0.184)

보건의료

-0.141(-0.128)

-0.139(-0.128)

-0.142(-0.128)

복지

0.189(-0.127)

0.191(-0.127)

0.187(-0.127)

문화

.244**(-0.114)

.243**(-0.114)

.243**(-0.114)

환경

0.016(-0.183)

0.018(-0.183)

0.006(-0.184)

안전재난관리

0.006(-0.069)

0.004(-0.069)

0.007(-0.069)

중앙정부 신뢰

.239***(-0.004)

.238***(-0.004)

.238***(-0.004)

정치적 성향(보수적)

-.022***(-0.005)

-.022***(-0.005)

-.022***(-0.005)

성별(1=여성)

.034***(-0.011)

.036***(-0.011)

.034***(-0.011)

나이(만나이)

.002***(0)

.002***(0)

.002***(0)

교육수준(1=대재이상)
소득

-.032***(-0.011)

-.031***(-0.011)

-.031***(-0.011)

(1=월 300만원 이상)
취업상태(1=무직)

0.017(-0.011)

0.018(-0.011)

0.018(-0.011)

-0.024(-0.018)

-0.026(-0.018)

-0.025(-0.018)

공공부문 종사여부(=1)

-0.009(-0.058)

-0.007(-0.058)

-0.012(-0.058)

군 (시 대비)

0.066(-0.044)

0.066(-0.044)

0.066(-0.044)

구 (시 대비)

.155***(-0.036)

.155***(-0.036)

.154***(-0.037)

ln인구

.082**(-0.033)

.081**(-0.033)

.083**(-0.034)

ln실질GRDP

-.042*(-0.025)

-.042*(-0.025)

-.043*(-0.025)

재정자립도
2014년

.004**(-0.002)

.004**(-0.002)

.004**(-0.002)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0.048(-0.086)

-0.049(-0.086)

-0.045(-0.086)

득표율
상수항(절편)

2.025***(-0.322)

2.059***(-0.322)

2.048***(-0.322)

Observations

34692

34692

34692

var(_cons)

0.014(0.002)

0.014(0.002)

0.014(0.002)

var(Residual)

0.909(0.007)

0.909(0.007)

0.909(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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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기대불일치 집단
B4

B5

B6

높은 기대<

낮은 기대<

낮은 기대< 낮은

높은 성과

높은 성과

성과

기대불일치

.092***(-0.013)

.029**(-0.013)

-.031**(-0.015)

교육

-0.194(-0.184)

-0.199(-0.184)

-0.196(-0.184)

보건의료

-0.14(-0.128)

-0.139(-0.128)

-0.139(-0.128)

복지

0.187(-0.127)

0.19(-0.127)

0.189(-0.127)

문화

.243**(-0.114)

.242**(-0.114)

.243**(-0.114)

환경

0.01(-0.184)

0.015(-0.183)

0.016(-0.183)

안전재난관리

0.005(-0.069)

0.007(-0.069)

0.007(-0.069)

중앙정부 신뢰

.237***(-0.004)

.239***(-0.004)

.239***(-0.004)

-.022***(-0.005)

-.022***(-0.005)

-.022***(-0.005)

성별(1=여성)

.033***(-0.011)

.036***(-0.011)

.034***(-0.011)

나이(만나이)

.001***(0)

.002***(0)

.002***(0)

-.031***(-0.011)

-.032***(-0.011)

-.032***(-0.011)

0.018(-0.011)

0.018(-0.011)

0.017(-0.011)

-0.025(-0.018)

-0.025(-0.018)

-0.024(-0.018)

-0.017(-0.058)

-0.008(-0.058)

-0.01(-0.058)

군 (시 대비)

0.066(-0.044)

0.065(-0.044)

0.065(-0.044)

구 (시 대비)

.155***(-0.037)

.155***(-0.036)

.155***(-0.036)

ln인구

.081**(-0.034)

.081**(-0.033)

.081**(-0.033)

ln실질GRDP

-0.041(-0.025)

-0.042(-0.025)

-0.041(-0.025)

재정자립도

.004**(-0.002)

.004**(-0.002)

.004**(-0.002)

-0.049(-0.086)

-0.047(-0.086)

-0.048(-0.086)

상수항(절편)

2.033***(-0.322)

2.026***(-0.322)

2.033***(-0.322)

Observations

34692

34692

34692

var(_cons)

0.014 (0.002)

0.014 (0.002)

0.013 (0.002)

var(Residual)

0.908 (0.007)

0.909 (0.007)

0.909 (0.007)

정치적
성향(보수적)

교육수준
(1=대재이상)
소득
(1=월300만원이상)
취업상태(1=무직)
공공부문
종사여부(=1)

2014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득표율

*** p<.01, ** p<.05, * p<.1 (Standard errors are in parenthese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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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의 기대불일치 집단을 먼저 살펴보
면, ‘높은 기대>높은 성과’(B1) 집단은 정부신뢰와 양(+)의 유의미한 관
계를 맺고 있는 반면, ‘높은 기대>낮은 성과’(B2), ‘낮은 기대> 낮은 성
과’(B3) 집단은 정부신뢰와 음(-)의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
2015-16 만족도조사 에서

할 수 있다.

+

집단은 ‘높은 기대<높은 성과’(B4), ‘낮은 기
대<높은 성과’(B5)가 정부신뢰와 양(+)의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있엇고,
‘낮은 기대<낮은 성과’(B6) 의 경우 정부신뢰와 음(-)의 유의미한 관계를
반면 양( )의 기대불일치

갖고 있었다.

론

합

이는 전반적으로 기대불일치 이 에 부 하는 결과로서,

음(-)의 기대

집단은 정부신뢰가 낮고, 양(+)의 기대불일치 집단은 정부신뢰가
높은 가운데, 높은 기대와 높은 성과를 인식하는 집단과 낮은 기대와 낮
은 성과를 인식하는 집단에 한해서 반대의 결론이 도출되는 것으로 파악
할 수 있다. 이는 집단구분을 한 분석에 한해서 강한 위임이 이루어진
시민과 정부의 관계에서 주관적 성과가 대응성보다 더 강력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기대불일치 집단의 구분보다 만
족도가 높고 낮음에 따른 정부신뢰의 결정을 암시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불일치

있다.

앞서 시민의 기대와 주관적 성과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독립적
으로 검정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산출 성과 중에서는 문화 성과만이 유의
미한 정(+)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머지 통제변수
의 영향력 역시 동일하게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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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2015-16「만족도조사」규범적 기대불일치 집단 구분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한계효과

B1(높은 기대>

B2(높은 기대>

B3(낮은 기대>

높은 성과)

낮은 성과)

낮은 성과)

B4(높은 기대<

B5(낮은 기대<

B6(낮은 기대<

높은 성과)

높은 성과)

낮은 성과)

효

집단은 B4 집단(0.092)으로, 인지된 성과
가 기대보다 높을 때 타 집단에 비해서 높은 정부신뢰를 갖고 있었다.
반면 양(+)의 기대불일치 격차가 더 높은 B5 집단(0.029).의 경우 B4 집
단보다는 낮은 한계효과를 갖고 있었고 이는 음(-)의 기대불일치를 갖고
있는 B1집단(0.038)보다도 낮은 효과이다. 반면 타 집단에 비해서 더 낮
은 정부신뢰를 갖고 있는 집단 가운데에서는 음(-)의 기대불일치가 더
강력한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3(-0.084)<B6(-0.031)).
가장 높은 한계 과를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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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소결
첫째, 정부에 대하여 시민이 갖는 예견적 기대, 규

이 연구의 목적은

범적 기대, 주관적 성과로서 성공도와 만족도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석

을 분 하는 것이다. 둘째, 시민의 기대와 주관적 성과의 차이인 기대불
일치가 정부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그 정도와

석

집단 간

차이를 분 하는 것이다. 먼저, 정부가 어떤 성과를 보일 것인지에 대한

평가의 차이인 예
탐구하였다. 또한 정부가

중립적 예측인 예견적 기대와 주관적 성과로써 성공도
견적 기대불일치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효과를

어떤 성과를 내야되는지에 대한 중요도에 관련된 규범적 기대와 주관적
성과로서 만족도의 차이인 규범적 기대불일치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를 탐구하였다.

응

효과

석

모형분석에 따르면 예견적 기대, 성공도, 만
족도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했지만 규범적 기대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H1-1~4의 충족) 예견적 기대와 성공도는 모두 정부
신뢰에 대하여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대불일치의 정도와 일치
수준에 따른 정부신뢰는 서로 다른 모양을 나타냈다. 예견적 기대와 성
공도는 반응표면분석에서는 일치효과가 없었지만 다층모형분석에 따르면
일부 일치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2-1). 규범적 기대는 정부
먼저, 반 표면분 과 다층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만족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규범적 기대와 만족도가 일치할수

H

록

정부신뢰가 높아졌

또한 일정 수준에 이르기까지 만족도가 규범적 기대보다 높을
정부신뢰가 높았지만, 그 이후에는 규범적 기대가 만족도보다 높을

다( 2-2).
때

때 더 높은 정부 신뢰를 보였다.
이후,

독립표본 T 검정에 따라 총 여섯 개의 기대불일치 집단을 나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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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 결과, 높은 성공도와 그보다 더 높은 예견적 기대를 인식하는
집단(A1, 높은 기대> 높은 성과)이 가장 정부신뢰가 높고, 낮은 성공도
와 그보다 낮은 예견적 기대를 갖고있는 집단(A6, 낮은 기대< 낮은 성
과)이 가장 정부신뢰가 낮았다. 이는 양(+)의 기대불일치일 때 더 높은
정부신뢰를 보여줄 것이라는 가설 H3-1과 불일치하는 결과였다. 반면,
규범적 기대불일치의 경우, 가설 H3-2이 만족되었다. 즉, B4(높은 기대
<높은 성과)인 집단이 가장 높은 정부신뢰를 보였고, B3(낮은 기대>낮
은 성과)인 집단이 가장 낮은 정부신뢰를 보였다. 기대와 성과의 인식이
반대일 때 예견적 기대불일치 집단은 모두 정부신뢰에 대해 유의미한 효
과가 없었다. 한편 규범적 기대불일치의 경우 기대와 성과의 인식이 반
대일 때 유의미하긴 했지만, 다른 집단에 비해서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후 다층모형 중 위계적 선형 모형 검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단위
의 산출성과 및 개인 수준·지역수준의 통제변수를 넣고 시민의 기대와
정부성과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통제변수를 적용한 이후에도 예견적
기대와 성공도의 영향력은 유효했으며, 예견적 기대의 한계효과가 약간
더 높았다. 규범적 기대는 여전히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만족도는 5점 척
도로 설문된 정부신뢰에 대하여 약 0.5에 가까운 한계효과를 보였다. 따
라서 가설 H1-1~4는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위계적 선형 모형에서 각
기대불일치 집단의 효과를 검증해본 결과, 대부분 독립표본 T-검정과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H3-1의 기각과 H3-2의 검증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다만, 예견적기대불일치 집단 중 ‘높은 기대<높은 성
과’(A4) 집단이 갖고 있는 정부신뢰에 대한 유의미한 효과는 사라졌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5-17]과 같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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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7] 가설 검정 표
지
No.

가설

지
여
부

H1

기대와 주관적 성과는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
다

H1-1

예견적 기대는 정부신뢰를 높일 것이다

○

H1-2

주관적성과(성공도)는 정부신뢰를 높일 것이다

○

H1-3

규범적 기대는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

H1-4

주관적성과(만족도)는 정부신뢰를 높일 것이다

○

H2

기대불일치의 정도에 따라 정부신뢰가 변화할 것이다.

H2-1

예견적 기대와 주관적 성과가 일치할수록 정부신뢰가 높

○

아진다
H2-2

규범적 기대와 주관적 성과가 일치할수록 정부신뢰가 높

○

아진다
H3

기대불일치의 방향에 따라 구분된 집단 간에 정부신뢰에 유의
미한 차이가 발생한다

H3-1

양(+)의 예견적 기대불일치일 때 음(-)의 예견적 기대불
일치일때보다 정부신뢰가 높아진다 (A4>A1, A6>A3)

H3-2

양(+)의 규범적 기대불일치일 때 음(-)의 규범적 기대불
일치일때보다 정부신뢰가 높아진다 (B4>B1, B6>B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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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장 결론
제 1 절 이론적 의의
이 연구는 성과-신뢰 연결에 대하여 시민의 기대, 그리고 그 기대와
주관적 성과의 일치 여부라는 ‘기대불일치’ 개념을 적용하여

설명하고자

했다. 특히 기존 ‘성과-신뢰 연결(performance-trust link)’에서 암묵적으
로 가정되었지만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기대의 역할을 예견적 기대
와 규범적 기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구의 의의는 이론적 의의와 정
책적 의의로 나누어 토론하도록 한다.

1. 정부성과-정부신뢰 연결의 재증명
이 연구는 먼저 주관적 성과와 정부신뢰의 연결성이 객관적 성과를

탄탄히 유지됨을 보였다는 의의가 있다. 이는 기대불일
치이론이 행정학계에 처음 적용된 연구 중 하나인 Van Ryzin(2007)이
기대라는 개념을 통해 객관적 성과와 주관적 성과의 연결을 시도했던 것
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 연구는 오랜 기간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던 성
과-신뢰 연결을 재증명했다는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만족도와 성공
도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지방정부수준의 산출 성과를 통제한 상
태에서도 유의미함을 밝혔다.
국내외 문헌 모두에서 한 국가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주관적
성과와 객관적 성과를 아우르는 ‘성과-신뢰 연결’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인식조사」와 「만족도조사」는 모두 서울대학교
고려한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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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

센터에서 다년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유의미한 표본수를 확보한 자료로서 정부신뢰를 조사한 국내 서베이 자
료중에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 단위까지 특정되어 있다. 국외 문헌의 경
우 한국과 같이 정리된 형태로 하나의 국가를 아우르는 지방정부산출데
이터 세트를 적용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희소성을 갖
는다. Kelly(2003)가 소수 지방정부에 대해서 경찰과 소방 서비스에 대한
객관적 성과와 주관적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이래 다수 지방정
부 간 여러 공공서비스에 대한 성과 비교 연구는 드물었다. 국내 문헌의
경우 지방정부성과 간 비교 연구는 다수 이루어 졌으나, 객관적·주관적
성과를 아울러 정부신뢰와의 연결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
는 또한 직접 구축한 산출 성과 데이터 세트를 통해 정부신뢰문헌에서
강조되어온 객관적 성과의 상승 추세를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 연구는 Easton(1965)의 특정적 지지와 Citrin 및 Nye의 논의를 따
른 연구이다. '성과-신뢰 연결'에 대한 문헌은 Easton(1965)의 분산적 지
지와 특정적 지지에서부터 발달되어 Miller vs. Citrin 논쟁, Putnam vs.
Nye의 대립되는 관점에 이르기까지 정부신뢰문헌의 한 축을 담당해왔
다. 이 연구는 Easton(1965)의 특정적 지지를 이어받은 연구로서, 정부는
시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특정 성과를 창출해야하고 이때 시민의 수요
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미시적 성과 명제에 입각하여 수행되었다.
특정적 지지의 차원에서 시민은 정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식을 습득하
거나 특정한 정치적 정체성을 형성할 필요는 없고 다만 자신에게 주어진
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를 할 뿐이므로 정치적 요인에 대한 설명은 최
소화되었다. Miller vs. Citrin 논쟁은 정부신뢰가 현저성이 높은 정치인
에 대하여 형성되는지 혹은 행정부의 정책 평가에 근거하여 형성되는지
에 대한 논의였다. 분석 결과, 선거가 시행된 2014년에는 오히려 기초자
서 이연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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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초

치단체장의 지지 이 기 자치단체신뢰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보이

타
초
물었을 때 시민들이 이를
구분해서 응답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정책의 성공도 인
식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투표하겠다는 의도가 별개라는
James(2010)의 논의와 맥락을 같이 한다. Putnam vs. Nye의 논쟁에 대
해서는 이 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반박하기보다 문화적 관점과 사회자
본적 관점을 비판하고 이를 실증한 Vigoda-Gadot and Yuval(2003a;
2003b)를 자세히 소개함으로서 반박하였다.
는 것으로 나 나, 한국의 기 자치단체신뢰를

이 연구는 정부의 정책 성과가 과연 정부신뢰의 결정요인인가에 대하

깊이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종합적인 접근을 했다는 의의가 있다. 선
행문헌은 객관적 성과와 주관적 성과를 혼재하여 사용해왔으며, 전자의
경우 경제성과는 정책피드백이론에 집중되었고 나머지 분야의 성과에 대
해서는 유의미한 연결성이 지속적으로 부정되어 왔다(Nye 외, 2001; 정
광호 외, 2011). 후자의 경우 만족도와 정부신뢰, 성공도와 정부신뢰 간
에 대체적으로는 긍정적 관계가 관찰되었으나(Christensen et al, 2020,
Kampen et al., 2006), 일부 연구자들은 그 관계에 대해서 의심을 품어왔
다(Berg, 2005). 일부 만족도가 정부신뢰와 관련이 없다는 논의도 있었지
만 이는 기술통계분석에 근거하거나(Goodsell, 1994; Kelly & Swindell,
여

2003) 소수의 정책에 국한된 조사였다는(Van de Walle et al., 2002) 한

비

계가 있었다. 이 연구는 여러 공공서 스 대한 만족도와 성공도를

합하여

조사한 결과, 주관적 성과 부문에서 ‘성과-신뢰 연결’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최근

모두

재확인

강조되고 있는 산출성과와 더하여 한 국가를

우르는 광범위한 실증을 한 결과, 문화 산출 성과가 정부신뢰와 맺고
있는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였다. 이는 2014년 인식조
사와 2015-16년 만족도 조사에서 모두 나타난 견고한(robust)효과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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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는 정책적 함의에서 자세히

논의하도록 한다.

2. 정부신뢰에 대한 예견적 기대와 규범적 기대의 역할 확인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성과-신뢰 연결에서 기대의 역할을 고려하는

논의에 존재하는 혼란을 기대의 유형을 구
분함으로서 일부 해결했다는 의의가 있다. 기대의 유형 구분은 소비자
학·경영학에서 주로 논의되는 기대불일치 이론과 정부신뢰에서의 기대의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룬 Nye 외(1998/2001)의 구분을 참고하였다. 대다
수의 정부신뢰 문헌에서 기대는 그 다차원성이 거의 논의되지 않은 채로
혼재된 사용이 이뤄지고 있었다(Gamson, 1968; Hetherington, 1998;
Levi and Stocker, 2000). 정부신뢰가 시민의 기대에서 비롯하는지 혹은
기대불일치에서 비롯하는지마저도 확실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것이었다. 정부신뢰와 기대의

들면, ‘기대가 높아서 신뢰도 높다’와 ‘기대가 높아서 신뢰가 낮아진다’는

투

현

론 ·

없이 정부신뢰 문헌에서 다수
사용되고 있었다. 정부신뢰와 기대의 관계에 대해 엇갈리는 논의가 존재
해왔던 것이다.
이 연구는 정부신뢰가 그에 대한 정의로써 논의되어 왔듯, 예견적 기
다소 상 적인 표 이 이 적 실증적 검증

대와 규범적 기대불일치의 함수임을 확인하였다. 예견적 기대는 선행연

긍정적 관계를 갖고 있었지만(Van Ryzin et al.,
2005; Badri et al., 2015; 서라벌·성욱준, 2020), 규범적 기대는 통제변수
를 투입하였을 때에는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규범적 기대
에 대한 실증은 정치적 신뢰에 한정하여 이뤄졌는데, 이때 규범적 기대
는 정치적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Seyd, 2011). 또한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규범적 기대불일치의 수준이 낮아질수록 정부신뢰가 올라가
구와

같이

정부신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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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효과를 보였다(Seyd, 2011; Kang & Park, 2018).
이 연구는 정부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예견적 기대를 높이는 것이 중

론 논의를

켰
Castelfranchi and
Falcone(2010)의 신뢰 함수 신뢰=f(X,Y,C,τ, )를 정부신뢰논의에 적용하
여 예견적 기대는 피신뢰자에 대한 신뢰자의 평가에 기초한 신뢰성
(trustworthiness)에 근거한다. 신뢰자인 시민 X는 피신뢰자 정부 Y가
공공서비스의 공공가치(  )를 달성할 적절한 행정 능력(집합 Q)이 있다
고 믿고 긍정적인 예견적 기대를 형성할 때 정부를 신뢰한다. 집합 Q에
소속되는 행정 능력으로 성과 관리의 수준(Beeri et al., 2019), 공무원의
전문성과 유능함(정광호 외, 2010), 정부관리의 질(Vigoda-Gadot &
Yuval, 2003a; 2003b) 등이 있을 수 있다. 정부가 집합 Q에 소속된 능력
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시민이 여길수록 정부의 신뢰도가 높아진
다. 이때 정부신뢰는 시민이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않는 ‘암묵적이고 간접
적인 평가(implicit and indirect evaluations)’에 따라 구성된다.
이 연구는 정부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규범적 기대가 아니라 규범적
기대불일치를 줄이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규범적 기대는
신뢰의 결과와 관련되어 있는 반면, 규범적 기대불일치는 신뢰자와 피신
뢰자의 관계에 관련되어 있다. 정부신뢰는 대의민주주의원칙에 따라 선
거를 통한 시민 권한의 위임이 선출직 공무원에게 이루어지고, 시군구청
을 구성하는 기관과 공무원들도 예외는 아니다. 강한 위임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피신뢰자 Y가 신뢰자 X의 목표를 충족시킬수록 신뢰는 높아
요하다는 이 적

발전시 다. 구체적으로,




진다. 다수의 정부신뢰 연구가 기대에 대한 조정, 구체적으로 기대를 낮

추

받아들일 수 있
다(Newton and Norris, 2000; Thomas, 1998; Nye 외, 1998/2001). 그러
나 신뢰 이론을 정부신뢰에 적용해보면, 피신뢰자의 기대를 낮추는 것은
출 것을 주문할 때 이는 규범적 기대를 낮 라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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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이후 위임이 이뤄진 상태에서 적절치 않은 전략임을
알 수 있다. 다층모형의 분석 결과는 낮은 규범적 기대와 낮은 만족도가
존재하는 경우 기대불일치의 방향에 상관 없이 정부신뢰에 음(-)의 영향
을 보여, 성과를 높이는 것이 아닌 기대를 낮추라는 처방은 위험할 수
있음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지방정부 공공서비스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행
정학의 기대불일치 문헌과 정부신뢰 문헌을 연결시켰다는 의의가 있다.
기대, 기대불일치, 정부신뢰의 관계에서 행정학은 전통적으로 낮은 정부
신뢰에 대한 진단으로 정부업무 과중에 따른 성과 실패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Bouckaert and Van de Walle, 2003). 최근 소비자학·경영학에서 기
대불일치 문헌은 최근 신뢰를 포섭하고 있고, 정치학에서 정치적 신뢰를
다루는 연구는 기대불일치 개념을 포섭하고 있는 와중에 행정학계에서는
Van Ryzin(2004)이 기대불일치-신뢰 연결을 초기에 주창한 이래로 논의
이미 목표가

가 실종되었다. 행정학이 정부신뢰 연구에서 기대의 역할을 중시한다는
Bouckaert and Van de Walle(2003)의 주장과
있었

던 것이다.

현 문헌의 주소는 괴리가

3. 정부신뢰에 대한 기대-성과 일치 효과 발견
했

신뢰는 기대가 일치 을 때 강력해지고, 기대가 불일치되었을 때

약해

진다(Trust can be strengthened when expectations are met and
harmed when expectations are violated)
이 연구는 정부신뢰가 함께

Lankton et al., 2016, p.197

좋은 거버넌스의 지표로 꼽히는 만족도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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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특성을 갖고 있음을 보였다. 정부신뢰는 예견적·규범적 기대불일치
가 줄어들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위의 인용문에서 나타난 이론적
인 신뢰의 정의를 증명하였다. 이는 기존 소비자학·경영학에서 다뤄지던
기대불일치 관련 연구들이 성과가 기대를 앞지를수록 더 높은 만족도로
이어진다는 실증을 거듭해왔던 것과 대조적이다. 반응표면분석결과, 규범
적 기대와 만족도의 경우 일치 효과가 존재했다. 예견적 기대와 성공도
의 경우 일치효과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동일하게 증가할 때 정부신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예견적 기대와 성공도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일
치 효과는 독립표본 T검정과 다층모형을 통해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높은 기대> 높은 성과’(A1) 인 집단과 ‘높은 기대<높은 성과’(A4)
인 집단이 가장 높은 정부신뢰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했던 ‘낮은 기대<높
은 성과'(A5)인 집단보다 높은 정부신뢰를 보이는 것에서 부분적으로 확
인되었다. A5 집단의 경우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오히려 정부신뢰가
감소했다. 규범적기대불일치의 경우에도 다른 집단에 비해 그 효과가 크
지 않았다.
이 연구의 새로운 발견은 예견적 기대불일치의 감소 역시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 문헌에서 예견적 기대불
일치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예견적 기
대불일치와 관련이 깊은 불확실성을 형성하는 환경 C는 X가 Y를 평가
하거나 선택하는 상황적 맥락으로서 Y가 수행하기로 되어 있는 과제 τ
(α,p)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이다. 예견적 기대와 성공도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일치 효과는 먼저 불확실성의 감소로 설명할 수 있
다. 최근 정부신뢰의 감소 요인을 사회적으로 만연한 불확실성(Baier,
1986)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을 때, 자신이 예측한 정부 행동에 대한 확
인은 기꺼이 자신의 취약성을 정부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효과로 나타난
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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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화
았
화 감소 역시
예견적 기대의 일치효과에 기여한다. 예견적 기대와 성공도가 불일치하
는 경우 인지부조화라는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 피신뢰자에 대한 신뢰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일 수 있다. 인지부조화를 경험하는 시민은 예견적
기대의 조정 혹은 성공도에 대한 평가 조정을 통해 정부신뢰를 특정 방
향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다. 특히 예견적 기대불일치 집단 구분에서 '
낮은 기대<높은 성과'(A5), '높은 기대>낮은 성과'(A2) 집단의 정부신뢰
값이 전체 정부신뢰값의 평균에 수렴하고, 나머지 집단의 정부신뢰와 비
교하였을 때에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불일치 상태에서 정
부에 대한 신뢰 여부를 유보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규범적 기대와 만족도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효과는 시민의 수요
(demand) 충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신뢰는 담합된 이익으로서 피신뢰자
(Y)가 단순히 신뢰자(X)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 매커
니즘과 의도까지 반영할 때 형성된다(Hardin, 2002). 시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하여 만족감을 주는 정부의 행태는 신뢰자가
피신뢰자의 욕구를 충족해준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규
범적 기대의 일치효과는 시민에 대한 대응성(responsibility)의 충족으로
볼 수 있다. 즉, 시민들이 자신의 대리인(authorized agents)을 선발하여
통치하도록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 하에서 비선출직 관료제도 마찬가지
로 시민에 대한 대응 책임을 갖고 있다(박천오, 1998).
것이다. 기대불일치이 을 심 하여 보 을 때, 인지부조 의

4. 정부신뢰에 대한 예견적·규범적 기대불일치의 서로 다른
속성 발견
생

우

·

이 연구는 기대불일치가 발 하였을 경 , 예견적 규범적 기대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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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속성을 발견하였다. 앞서 논의한 정부신뢰와 만족도의 서
로 다른 특성이 ‘기대-성과 일치 효과’라면, 여기서 발견한 또 다른 특성
은 ‘기대>성과’일 때 오히려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이
다. 기대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기대<성과’일 때 더 높은 정부신뢰가 발
생할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였지만, 예견적 기대불일치가 일어날 경우
기대가 성공도보다 높을 때 오히려 정부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소비자학·경영학에서 논의되었던 기대불일치 이론과 정반대되
는 결론이다. 즉, 정부의 해결능력에 대한 기대가 현재 상태에 대한 평가
보다 높을 때 정부신뢰가 높았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코로나19이슈에
적용해보면, 지방정부가 앞으로 얼마나 방역을 잘 하고, 적절한 경제적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현재 인지되는 방역 혹은 경제 성과보
다 더 중요하다. 이는 자신의 취약성을 피신뢰자에게 맡기는 신뢰의 속
성 상 현재보다 미래지향적인 변수에 보다 중점을 두는 신뢰자의 태도가
원인일 것이라 생각된다.
의 서로 다

이 연구는 규범적 기대와 규범적 기대불일치가 갖고 있는 복잡성을

했

날 경우 만족도
가 규범적 기대보다 높을 때 정부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기
대불일치 이론을 적용한 연구들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즉, 규범적
기대에 대한 잉여적 만족이 정부신뢰 형성에 중요하다. 다만 ‘높은 기
대>낮은 성과' 일 때 ‘낮은 기대<낮은 성과' 보다 더 낮은 정부신뢰를
보여 만족도가 똑같이 낮을 때에는 규범적 기대가 높은 시민들이 상대적
으로 더 낮은 정부신뢰를 보였다. 특기할만한 점은, 일정수준까지는 '만
족도>규범적 기대'일 때 가장 높은 정부신뢰가 나타났지만, 일정수준을
넘어가면 '만족도<규범적 기대'일 때 가장 높은 정부신뢰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신뢰가 가장 높은 집단에 한해서 각 공공서비스의 중
발견 다는 의의가 있다. 먼저, 규범적 기대불일치가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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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는 것이 더 높은 정부신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규범적 기대가 대체로 극단값에서 잘
변동하지 않는 특성을 보임을 감안했을 때, 이는 선행연구에서 논의하였
던 규범적 기대가 갖고 있는 양면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인다. 규범적
기대가 높은 것은 정부의 잠재된 능력이 크고 따라서 정부의 역할이 커
야한다는 당위성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지만, 제도 신뢰의 특성상 시민
의 목표가 정부의 결과물과 일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신뢰를 하락시
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신뢰가 가장 높은 집단에 한해서 높은 규
범적 기대는 정부의 능력과 역할이 커야한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인 것으
로 짐작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규범적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상충
되는 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기대불일치 이론을 재구매의도를 통해 정부신
뢰로 확장하고, 신뢰 이론과 결합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기대불일치 이론
이 행정학계에서 주로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연구에 사용되어 왔고
(Favero & Kim, 2021; James, 2007; Petrovsky et al, 2017; Van Ryzin,
2004; 2007), 정부신뢰 역시 간간이 변수로 산입되어 연구되었지만(Badri
et al., 2015; Kang & Park, 2018) 기대불일치가 정부신뢰에 어떻게 연결
되는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없었다. 이 연구는 사전적 기대보다 사후
적 기대에 더 중점을 두는 기대 확정 모델(Expectation-Confirmation
Model)을 통해 기대가 재구매의도를 통해 피신뢰자에 대한 신뢰로 연결
될 수 있다는 기술 신뢰 문헌을 차용하였다.
요도를 일정수준보다 높게

제 2 절 정책적 의의
1. 기초자치단체 문화 성과에 대한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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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문

4 「인식조사」와

산출 성과는 201 년

2015-16년

+

「만족도조사」

에서 정부신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견고한 양( )의 영향력을 보였다.

초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일이다. 문화 성과는 인구 십만명당 문
화기반시설수로 측정되었으며, 이때 문화기반시설이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등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로 해석해볼 수 있다. 첫째, 문화정책에서 기초
자치단체의 역할이 크다. 문화시설 제공서비스는 다원성과 창의성을 바
탕으로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구조보다는 자율적이고 지역적
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방정부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채원호·
허만용, 204). 이는 많은 기초자치단체 정부가 문화 정책을 제1의 슬로건
으로 삼는 이유이다. 둘째, 문화시설이 갖는 성과의 가시성이다. 문화 시
설이 하나 갖춰지면 해당 지역의 전반적인 문화 인프라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기초자치단체는 정부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문화 성과를 정책
우선순위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성과-신뢰 연결을 탐구하
는 연구는 성과 측정에 있어서 정부의 수준에 따른 역할과 성과의 가시
성에 따라 객관적·주관적 지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 자치단체 산출성과가 대부분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2. 기대불일치 집단 구분을 위한 민주적 성과관리 도구 도입
·

집

절
가능하다.

예견적 규범적 기대불일치 단을 적 히 분류하기 위해서 민주적 성
과

I

관리

도구의

활용

( mportance-Performance

확대가

'중요도-만족도

분

석

Analysis)'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IPA는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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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석 법

비

정부성과 가부문에서 활용되는 분 기 으로 시민에게 공공서 스의 중

물어 해당 영역에 대해 특정 전략을 취하는 방식이다. 구
체적으로, [그림 6-1]는 IPA의 기본 프레임워크를 보여주는데, 제 1 사
분면은 성공 영역을 나타내며 지방정부는 시민들이 중시하는 서비스를
잘 수행하고 있다. 제 2 사분면은 시민들이 가치있게 여기고 있지만 낮
은 성과를 보여주는 서비스로서, 지방정부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는 영
역이다. 제 3 사분면에는 중요도와 성과가 모두 낮은 서비스가 나타나
우선 순위가 낮은 서비스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제 4 사분면은 중요도
가 낮지만 성과가 높은 서비스를 보여주는데, 지방정부의 적절한 자원
배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요도와 성과를

[그림 6-1] 중요도-만족도 분석틀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출처: Van Ryzin & Immerwahr (2007, p.217)

방

비
의 고저에 따라 사분면으로 나누어 각각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전략적 접
근을 취한다. 시민들이 평가하는 서비스의 중요성(stated importance)는
다양한 서베이의 가이드북에서 소개되고 있는 중요도 평가 방식이다
해당 성과측정 식은 시민이 인식하는 공공서 스의 중요도와 만족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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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zin & Immerwahr, 2007). 다만 시민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방식
은 국내에 한정한 방식으로 보이며, 국외 문헌에서는 '성과 인식'을 측정
(Van

하여 종국적으로 시민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있다. 이러한

번역은 성과인식과 만족도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생각한 실무진의 착각
일 수도 있고, 국내 컨텍스트에서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
고 여긴 의역일 수도 있다. 후자로 볼 때, 중요도-만족도 분석은 시민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성을 추구할 수 있는 민주적 성과관리
도구이다.

집단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
다. 먼저 공공정책 영역에서 기대불일치 집단을 고려할 때, 성공도와 만
족도를 따로 측정해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요도-만족도 분석'에
서와 같이 시민의 만족도만을 측정하기보다는 성공도와 만족도를 함께
측정하여 예견적 기대불일치 집단과 규범적 기대불일치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기존의 기대불일치이론에서의 접근과 달리, 예
견적 기대불일치 집단 중 '기대<성과'인 집단에 대하여 왜 그러한 것인
지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해야 할 것이다. 민간 영역에서의 관리 기법
과 같이 기대 수준에 맞추어 서비스를 세분화하여 공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Johnson & Mathews, 1997). 나아가, 성공도와 만족
도에 대응하는 객관적 성과의 측정을 통해 정부 성과의 다양한 측면을
포섭하고 성과 개선으로 이어갈 수 있다(Andrews et al., 2006; Brewer,
공공관리자는 예견적 기대불일치

2006).

3. 예견적 기대에 초점을 맞춘 정책 홍보

떻

통

예견적 기대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민과 어 게 소 하는가

건

가 관 이 된다. 정부 개혁

혹은 정부 현대화는 시민의 정부에 대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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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험
비
나아가 정부 성과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진다는 논의가 있긴 하지만, 여
전히 시민이 경험할 수 있는 정부의 성과는 한정적이다. 따라서 정부 홍
보 활동을 통해 정부의 실제 성과가 무엇인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투명하고 성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정책 시행
전엔 정책 시행으로 변화될 기대상 중심의 홍보를 하고, 정책 시행 후에
는 성과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기 보다는 이미지 중심의 홍보
를 해야 한다. 기대와 성과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이 공공관리자에게
성과 홍보 및 정부에 대한 기대를 관리하라는 처방을 내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Van Ryzin, 2004; 2013).
이상은 예견적 기대가 규범적 기대보다 변동성이 높다는 점에서 현실
화 가능성이 높은 처방이다. 예견적 기대는 이성적 기대 패러다임에 근
거하여 시민이 경험하는 정보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견적 기대를 높인다. 일부 공공서 스에 대한 경 이 전체 공공서 스,

공공관리자들은 예견적 기대의 속성이 시민이 예측하는 성과가 실제 시

없다는 점에 착안해야 한다. 따라서 예견
적 기대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능력, 자비, 비폭력성, 청렴성, 시민의
권리에 대한 존중 등과 같은 신뢰성을 갖춘 ‘믿음직한 정부'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들이 원하는 성과일 필요가

제 3 절 연구의 한계
1. 중앙정부신뢰와 지방정부신뢰의 혼재된 사용
앙

방

정부신뢰 연구는 중 정부신뢰와 지 정부신뢰에 관련한 것으로 나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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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성과-신뢰 연결’에 관련된 연구 역시 양분되어있으나,

최근 분

권화의 흐름에 맞춰 보다 밀접한 접촉이 가능한 지방정부성과와 관련된
연구들이 다수를 이루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기대불일치와 정부신뢰문
헌에서 아직 다루지 않은 연결성을 논의하고자 하여 해당 관계를 직접적
으로 논의한 선행문헌이 적었다. 따라서 정부신뢰의 본질이 같다는 취지
하에 두 가지 신뢰를 혼용하여 선행연구의 검토 등이 이루어졌다. 후속
연구에서는 해당 수준 정부에 대한 보다 엄밀한 문헌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다층모형 결과의 실질적 유의미성
현재 다층모형분석에서 보고된 계수는 표준화되지 않은 값으로 직접
적인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효과 크기(effect size)의
측면에서 ±3표준편차임에도 불구하고 0.1정도의 차이가 나는 한계효과가
존재하는 등, 실질적 유의미성이 의심된다. 다만 본 연구의 다층모형 분
석 부분은 기대불일치집단의 구분을 통하여 정부신뢰에 대한 일치효과의
존재 여부와 불일치 하는 경우의 방향성을 분석하고자 한 초기 연구이
다. 이후 패널조사 혹은 설문실험기법을 적용한 연구로 확장하여 실질적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3. 연구 자료의 구성
4 「인식 조사」와 2015-16년 「만족도 조사」는 모두 연구자가
설문디자인부터 참여한 설문조사가 아니다. 따라서 해당 연구자료는 본
연구를 목적으로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항의 사용에 있어서 전체 설
201 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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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따른 의도치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용하는 개념
과 조사된 항목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성과,
기대,신뢰와 같은 문항을 직접 개발하여 설문디자인 단계부터 연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하는 연구 자료의 구성부터 참여하
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한계점을 적고자 한다.
문 자인에

1) 기대불일치에 대한 축약된 모형 사용
본래 기대불일치 모형은 ‘성과인식-기대’의 차이를 보는 방식이었지만,
이 연구에서는 정부신뢰의 다차원성을 고려하여 예견적 기대와 규범적

른 주관적 성과를 적용하였다. 즉 예견적 기대에
대해서는 보다 중립적인 주관적 성과로서 서비스의 성공도를, 규범적 기
대에 대해서는 보다 정서적 측면에 관련된 주관적 성과로서 서비스에 대
한 만족도를 설정하였다. 다만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각각의 기대에 대
하여 성공도와 만족도와의 차이를 살펴보지 못했다. 또는 전통적 모형에
서 ‘성과인식-기대’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만족도의 조절 혹
은 매개효과와 비교하지 못했다. 기대불일치를 단독으로 따로 측정하여
비교하지 못했다. 이상의 자료의 한계로 인해 시민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수 있는 등 다양한 혼란 요
인이 존재한다. 변수가 갖춰진 데이터를 사용하는 후속 연구에서 확인함
이 바람직하다.
기대에 대해서 서로 다

2) 2014년 「인식 조사」와 2015-16년 「만족도 조사」의 표본수 차
이
「인식 조사」의 경우 유효표본수가 5,720 표본이고 「만족도 조사」
의 경우 유효표본수가 41,300 표본이었다. 기초자치단체 별로도 관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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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이는 다층모형을 추정했을 때 계수의 유의미성에 대
한 차이로 귀결될 수 있다. 「인식 조사」로 분석한 예견적기대불일치의
효과는 일부 유의미하지 않은 집단(A2, A4, A5)가 나타나는 반면, 「만
족도 조사」로 분석한 규범적 기대불일치의 효과는 모두 유의미하다. 그
러나 규범적 기대의 경우 모든 분석에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표본
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변수의 영향력 계산이 제대로 이뤄진 것으로 평
가된다. 후속 연구에서는 표본수의 격차 없이 단일 조사를 통해 예견적
기대불일치와 규범적기대불일치를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
수가 차이가

다.

제 4 절 연구의 종합
이 연구는 정부의 성과를 높이면 더 많은 신뢰를 보내줄 것이라는 ‘성
과-신뢰 연결(performance-trust link)’에 대하여 시민이 정부에 갖고 있
는 기대의 역할을 탐구하고자 진행되었다. 정부신뢰 연구는 성과와의 연

축

괄

결성을 하나의 주 으로 하여 진행되어 왔으며, 다양한 요인을 포 하는

론

달

했

이 적 발 이 부족 다. 정부신뢰 연구에서 기대의 역할이 강조되어

온

바에 비해 실증적 연구는 거의 없다시피 했다.
이 연구는 성과 명제의 타당성을 파악한 후, 신뢰 이론을 정부신뢰에
적용하고, 기대불일치 이론을 정부신뢰로 확장시켜 논의를 진행하였다.
주관적 성과는 성공도, 만족도로 시민의 기대는 예견적·규범적 기대로
나누어 객관적 성과인 산출 성과를 통제한 후 정부신뢰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성과-신뢰 연결’은 타당함이 재증명되었다. 예견적 기대는
정부신뢰를 높이는 반면 규범적 기대는 영향력이 없어, 정부신뢰에 대한
기대의 역할을 논할 때 예견적 기대와 규범적 기대를 구분할 필요성을
- 189 -

명

·

감소는 정
부신뢰를 상승시킨다. 따라서 ‘기대가 높아 신뢰도 크다’는 정부신뢰 논
의와 ‘기대에 맞춘 성과를 제공해야 한다’는 성과처방은 적절하다. 그러
나 분석 결과, 시민의 기대를 낮춰야 한다는 처방은 적절치 않았다.
향후 연구로는 규범적 기대의 복잡성을 파악하는 이론적 연구와 이
연구에서 2개 설문으로 나누어 분석한 전체 변수를 단일 시점에 고려하
증 하였다. 예견적 기대의 증가, 예견적 규범적 기대불일치의

는 실증적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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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반응표면분석의 계수값 계산 방법
같이 회귀계수의 선형적 조
합을 나타내는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즉, 영과 유의하게 다른 값인
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무선변인(random variable)의 선형적 조합
(linear combination)의 변량을 계산하는 일반적인 법칙을 사용하여 이러
한 회귀계수 선형 조합의 표준오차를 먼저 알아내야 한다.
   이 통계적으로 0과 유의하게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      ,     ,       과





                      ---㉠

X와 Y의 회귀계수인  과  의 값,  의 변량,  의 변량,
 간의 공변량을 구해야한다. 이후    의 표준오차는 다음의 공

식
 과

㉠에서















식에 의해 구한다.
 
 의 변량   의 변량   ×  과  간의 공변량 


㉡

---

통계적으로 영과 유의하게 다른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는 다음을 통해 t값을 구한다
이후

    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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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X선

울

타

상에서 표면의 기 기를 나 내는

른

    가

모

영

㉢에서    대신    를
표준오차는 다음의 공식에 의해

과 유의하게 다 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대입하면 된다. 이때 분 에 사용되는

통계적으로









구한다.
 
 의 변량   의 변량   ×  과  간의 공변량 


마찬가지로, Y=X선

상에서 표면의

㉣

---

굴곡도를 나타내는

     

가

통계적으로 영과 유의하게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다차항 회
귀분석을 실시하여 식㉠에서  , XY,  의 회귀계수인  ,  ,  의 값,
각각의 변량,  과  간의 공변량,  와  간의 공변량,  과  간의 공변
량을 구해야한다. 그다음,      의 표준오차는 다음의 공식에 의해




























구한다.
의 변량  의 변량   의변량   × 과 간의 공변량 --  
  과 간의 공변량    와 간의 공변량 



㉤

Y=-X선 상에서 표면의 굴곡도를 나타내는      가 통계적으로
영과 유의하게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에      대신
      를 대입하면 된다. 이때 표준오차는 다음과 같다.


















의 변량  의 변량   의변량   × 과 간의 공변량 --  
  과 간의 공변량    와 간의 공변량 



=

㉥

t분포에서 a .05수준에서의 임계치인 1.96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즉

값

계산된 t 이 1.96보다 크면

Y=X나 Y=-X선 상에서의 표면의 기울기나
- 220 -

굴곡도가 0와 유의하게 다르다고 결론 내리고 이러한 형태의 표면을 해
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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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반응표면분석: 제약된 회귀식과 제약이 없는 회귀식의 분야별  값 비교


1. 예견적 기대, 주관적 성과(성공도)
교육

  (상수항

t값

p값

보건
의료

안전
t값

p값

복지

t값

p값

환경

t값

p값

문화

t값

p값

재난

t값

p값

관리

1.708

36.860

0.000

1.930

38.460

0.000

2.014

47.480

0.000

1.700

33.960

0.000

1.746

30.610

0.000

2.096

56.720

0.000

  (기대)

0.192

14.030

0.000

0.177

12.650

0.000

0.159

12.100

0.000

0.226

15.590

0.000

0.192

12.570

0.000

0.166

13.490

0.000

  (성과)

0.199

13.610

0.000

0.110

7.370

0.000

0.103

7.910

0.000

0.155

9.780

0.000

0.155

9.310

0.000

0.127

9.510

0.000

  uncon

0.099

:절편)

0.059

0.067

0.090

0.064

0.072

strained
d
Ind
ex

  (consta

2.842

258.47

0.000

2.841

259.96

0.000

2.842

259.72

0.000

2.839

259.22

0.000

2.841

259.20

0.000

2.829

243.14

0.000

0.019

1.500

0.134

0.050

3.950

0.000

0.026

2.220

0.027

0.065

4.870

0.000

0.043

3.180

0.001

0.039

3.520

0.000

23.970

0.000

nt)

  (기대성과)


constraine

0.000

0.003

0.001

0.004

0.002

0.002

0.099

0.057

0.066

0.086

0.062

0.070

d
제약
유무에
따른

  차이
d
squ

  (상수항

1.642

12.350

0.000

1.585

11.390

0.000

1.895

17.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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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13.080

0.000

1.432

8.390

0.000

2.067

:절편)

  (기대)

0.066

0.880

0.379

0.082

1.050

0.293

0.252

3.730

0.000

0.137

1.770

0.077

0.053

0.620

0.535

0.158

2.690

0.007

  (성과)

0.379

4.950

0.000

0.441

5.460

0.000

0.086

1.280

0.200

0.193

2.430

0.015

0.505

5.560

0.000

0.171

2.730

0.006

0.023

1.770

0.076

0.035

2.620

0.009

0.001

0.100

0.923

-0.009

-0.660

0.512

0.029

2.040

0.042

-0.003

-0.310

0.757

-0.005

-0.250

0.799

-0.041

-2.380

0.017

-0.035

-2.350

0.019

0.049

2.560

0.011

-0.013

-0.660

0.512

0.012

0.860

0.392

-0.029

-2.010

0.044

-0.034

-2.330

0.020

0.021

1.750

0.080

-0.032

-2.140

0.032

-0.050

-3.170

0.002

-0.016

-1.260

0.209

  (기대
제곱)

  (기대*
성과)

  (성과
제곱)


are
Ind
ex

unconstrai

0.100

0.062

0.068

0.091

0.066

0.072

ned

  (consta

2.839

220.73

0.000

2.839

224.90
0

0.000

2.839

224.89

0.000

2.857

227.69
0

0.000

2.848

227.77

0.000

2.832

224.44
0

0.000

0.006

0.680

0.497

0.005

0.620

0.533

0.005

0.680

0.494

-0.019

-2.090

0.037

-0.006

-0.660

0.510

0.011

1.900

0.058

nt)

  ((기대성과)의
제곱)


constraine

0.000

0.000

0.000

0.001

0.000

0.001

0.100

0.062

0.068

0.090

0.066

0.072

5715

5720

5718

5717

5717

5718

d
제약
유무에
따른

  차이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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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범적 기대, 주관적 성과(만족도)
교육

t 값

p값

보건의
료

t값

p값

복지

t값

p값

환경

t 값

p값

문화

t값

p값

안전재
난관리

t값

p값

3.149

115.05
0

0.000

2.958

102.17

0.000

2.951

93.660

0.000

2.947

99.330

0.000

3.043

125.71

0.000

2.813

83.510

0.000

  (기대)

-0.007

-2.300

0.021

0.006

1.890

0.059

0.004

1.280

0.201

0.014

4.400

0.000

0.004

1.290

0.198

0.004

1.210

0.227

  (성과)

0.025

10.710

0.000

0.035

15.660

0.000

0.042

14.770

0.000

0.025

10.970

0.000

0.028

12.750

0.000

0.063

23.530

0.000

  uncon

0.003

  (상수
항:절편)

0.006

0.006

0.004

0.004

0.014

strained
d
Inde
x

  (const

3.290

499.96
0

0.000

3.292

527.97
0

0.000

3.302

457.91
0

0.000

3.268

569.94
0

0.000

3.276

567.51
0

0.000

3.346

454.37

0.000

-0.018

-9.320

0.000

-0.022

-11.21
0

0.000

-0.024

-10.08
0

0.000

-0.013

-6.500

0.000

-0.016

-8.880

0.000

-0.041

-17.67

0.000

ant)

  (기대성과)


constraine

0.002

0.003

0.002

0.001

0.002

0.007

0.001

0.003

0.003

0.003

0.002

0.006

d
제약
유무에
따른

  차이
d
squa
re
Inde
x

  (상수

3.370

40.200

0.000

2.902

31.660

0.000

3.106

25.770

0.000

2.863

30.140

0.000

3.126

43.800

0.000

2.571

19.830

0.000

-0.053

-2.770

0.006

0.011

0.500

0.614

-0.067

-2.490

0.013

0.040

1.870

0.062

-0.030

-1.740

0.081

0.022

0.750

0.454

항:절편)

  (기대)

4

- 22 -

  (성과)
  (기대

0.016

1.150

0.251

0.052

3.550

0.000

0.090

4.570

0.000

0.027

1.860

0.063

0.043

3.680

0.000

0.125

6.260

0.000

0.001

0.690

0.490

-0.001

-0.550

0.585

0.002

1.030

0.303

-0.003

-1.740

0.082

0.002

1.400

0.162

-0.002

-0.820

0.413

0.006

4.570

0.000

0.001

0.970

0.331

0.008

4.060

0.000

0.002

1.530

0.126

0.002

1.570

0.116

0.002

0.890

0.372

-0.004

-4.880

0.000

-0.002

-3.020

0.003

-0.010

-8.530

0.000

-0.002

-2.130

0.033

-0.003

-3.620

0.000

-0.007

-6.620

0.000

제곱)

  (기대*
성과)

  (성과
제곱)


unconstrai

0.004

0.006

0.007

0.004

0.005

0.015

ned

  (const

3.291

540.77

0.000

3.290

-12.50

0.000

3.301

527.58

0.000

3.274

577.58
0

0.000

3.279

565.34

0.000

3.324

535.42

0.000

-0.003

-11.67

0.000

-0.004

556.27

0.000

-0.006

-13.50

0.000

-0.003

-8.960

0.000

-0.003

-9.800

0.000

-0.007

-19.69

0.000

ant)

  ((기대성과)의
제곱)


constraine

0.003

0.004

0.004

0.002

0.002

0.009

0.000

0.003

0.003

0.002

0.002

0.006

41910

41910

41910

41910

41910

41910

d
제약
유무에
따른

  차이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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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기대와 주관적 성과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요인적재값
예견적 기대
교육
보건의료
복지
환경
문화
안전재난관리

0.618
0.733
0.710
0.608
0.487
0.592

주관적 성과
(성공도)
0.497
0.629
0.588
0.470
0.379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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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기대
0.601
0.564
0.697
0.589
0.537
0.697

주관적 성과
(만족도)
0.559
0.517
0.683
0.452
0.570
0.680

<부록-4> 예견적·규범적 기대불일치
각 집단에 대한 Levene’s test 결과
예견적 기대 불일치
상위5%

규범적 기대불일치
상위5%

와 하위

와 하위

평균

A1
A2
A3
A4
A5
A6

0.005
0.003
0.000
0.000
0.000
0.000

중앙값

7
4

0.25
0.01
0.000
0.006
0.000
0.000

5%를

평균

중앙값

5%를

제외한

제외한

평균값

평균값

0.101
0.00
0.000
0.000
0.001
0.000

0.039
0.000
0.000
0.000
0.000
0.000

4

7

- 22 -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부록-5> 변수별 집단평균중심화를 실시한
기대불일치집단구분의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예견적 기대불일치

규범적 기대불일치

기대
불일

기대와

치(=성

성과의

과-기

정도

대)
음(-)

높은 기대>

의기
대불

높은 성과
높은 기대>

일치

낮은 성과
낮은 기대>
낮은 성과

양(+)

높은 기대

의기
대불

<높은 성과
낮은 기대

일치

<높은 성과
낮은 기대<
낮은 성과

관측치
수

정부
신뢰
평균

차이

관측치

(0-1)

수

정부
신뢰
평균

차이
(0-1)

1180

0.249

-0.314

4804

0.037

-0.042

914

0.031

-0.037

10009

-0.076

0.101

656

-0.243

0.274

4857

-0.102

0.115

808

0.168

-0.195

8453.

0.108

-0.136

1030.

-0.001

0.001

7832

0.043

-0.053

1015

-0.292

0.355

5313

-0.033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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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6> 서비스 분야별 모형 적합도 비교
1. 예견적 기대, 주관적 성과(성공도)
교육

보건의료
모형1
모형2
0.081
0.070

683.040

208.070

164.240

204.240

9764.81

9644.44

환경

안전재난관리
모형1
모형2
0.083
0.072

모형1
0.081

모형2
0.068

모형1
0.083

모형2
0.072

161.100

207.030

163.260

204.800

155.170

209.490

166.630

209.030

165.930

9777.38

9720.27

9766.10

9708.09

9762.50

9700.56

9741.13

9560.74

9750.89

9694.29

9851.28
9777.26
9863.85
4
LR test 결과는 모두 0.000 수준에서 유의미했음

9853.20

9852.57

9841.01

9848.96

9833.48

9827.60

9693.48

9837.36

9827.21

vs.

모형2
0.071

문화
모형2
0.071

test

모형1
0.082

복지
모형1
0.082

ICC
LR

기초모형
0.175

OLS
AIC
BIC

13373.1
8
13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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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범적 기대, 주관적 성과(만족도)
교육
ICC
LR
test

기초모형
0.017

모형1
0.021

모형2
0.015

355.750

379.590

239.870

보건의료
모형1
모형2
0.021
0.015

복지

문화

환경

모형1
0.021

모형2
0.015

모형1
0.021

모형2
0.015

모형1
0.021

모형2
0.015

안전재난관리
모형1
모형2
0.021
0.016

375.150

242.270

376.100

240.730

380.830

242.230

379.490

243.610

375.990

248.740

OLS
AIC
118225.2 96575.86 95427.71 96529.59
BIC
118251.1 96685.92 95596.79 96639.65
LR test 결과는 모두 0.000 수준에서 유의미했음

95708.15
95877.32

96544.49
96654.55

95721.41
95890.57

96545.73
96655.79

95718.17
95887.33

96545.84
96655.91

95399.43
95568.51

96364.20
96474.26

95540.84
95710.00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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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erformance-Trust Link:

An Expectancy-disconfirmation Perspective
Phil

Kim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rust in government indicates congruence between citizens'
preferences and the perceived actual functioning of government.
- Bouckaert and Van de Walle, 2003, p.336

Citizens' trust

CG

in government ( T ) reduces the side effects of
policy time-lag through increased public support, interest, and
tolerance of temporary failures. T , a complex concept affected by
various factors, is critically determined by a government's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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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erformance.
dministrative scholars have long studied this
performance-trust link, finding that higher government performance
yields higher T . n the 1980s, the New Public Management (NPM)
reform, based on neo-liberalism, was founded on this assumption, as
various levels of government began systematic performance
management. This administrative reform, together with advancements
in technology and society, led to the improvement of ob ective
government performance indicators, as well as sub ective measures,
such as surveys of citizens' satisfaction and awareness of
government performance.
owever, despite these efforts,
T
continues to decline worldwide.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role of citizen
expectation-confirmation in government performance-trust links.
itizens' expectations are top considerations for policymakers and
politicians when implementing a policy in a democratic system.
Expectations, or citizens' advance udgements on the success of
government initiatives, can be divided into categories of predictive
(how things will be) and normative (how things should be), and,
according to public administration scholars, have ma or implications
for T . n particular, some argue that the decline in T since the
1990s is due to an increase in public expectations for government as
democracy spreads, for two reasons. irst, expectations themselves
can harm T . econd, there may be a negative recognition of
performance
that
falls
short
of
high
expectations,
or
expectancy-disconfirmation. n fact, the emphasis on the role of
expectations in the existing performance-trust link implicitly

"

CGI

"

j

j

H

CG

C

j

j

CGI

F

CG S

I

- 232 -

CG

presupposes that discrepancy.
The current work considers T within Easton's (1965) political
support framework, which is divided into T ob ect dimensions,
including political communities, regimes, and government agencies,
and the nature of T , including specific and diffuse support. ebate
on T centers on two uestions Miller vs. itrin asks whether the
ob ect of T is a political actor or an administration's policy
performance, and Putnam vs. Nye disagrees on whether T
originates from civil society or government performance. espite
these intensifying discussions, the amount of exploratory research
remains insignificant, and the development of
T
theory is
insufficient compared to that of general trust theory.
Prior literature has addressed expectancy-disconfirmation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mostly in terms of its impact on
sub ective performance, especially on public services of local
governments.
Van
yzin
introduced
the
concept
of
expectancy-disconfirmation to the field and theoretically connected
T with expectations, performance recognition, and satisfaction.
owever, recent related research has overlooked T the uestion is
too complex, and the expanding study of expectancy-disconfirmation
looks past it to identify determinants of expectations.
ittle research exis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ctations,
disconfirmation, and T . t the same time, public administration
scholars have traditionally blamed low T on excessive government
work resulting from the increase in civic expectations. ome scholars
called for lowered expectations, while others defined T as these

CG

j

CG

CG

CG

q

CG j

:

D

C

D

CG

j

R

CG
H

C G:

L

CG A

CG

- 233 -

q

S
CG

CG

I

expectations themselves. n existing expectancy-disconfirmation
literature, trust has been related to repurchase intentions and online
shopping. n the other hand, T literature uses disconfirmation in
its conceptual definition. Nye et al. (1998 2001) distinguished the roles
of predictive and normative expectations, noting the inconsistency
between citizen expectations and performance. While most of the
expectations discussed in the expectancy-disconfirmation literature
were predictive, T literature mostly covered normative ones.
This study assumes that predictive and normative expectations
of government will impact T differently. pecifically, predictive
expectations center on trustworthiness, based on the trustors'
assessment of the trustees. itizen , the trustor, believes that
overnment , the trustee, has the proper administrative capacity ( )
to achieve the public value in uestion. Normative expectations, on
the other hand, relate to 'results of trust.' When survey respondents
answer uestions about normative expectations, the situations are
hypothetical, allowing for idealistic answers. n other words,
normative expectations in the public domain are the accumulation of
values and priorities that governments should aim for. owever, some
claims that normative expectations negatively affect T assume
increased expectations and government performance that fails to meet
them, namely, disconfirmations, and positions the lowering of
expectations as the only solution. The effects of normative
expectations themselves can be influenced by recognized
government's capacity, the nature of T as institutional trust, and
the degree of longing for citizens' ideal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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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sconfirmation of predictive, neutral expectations about the
government's future capabilities is linked to uncertainty among the
influencing factors of trust.
ncertainty can be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corresponding probability by the negative effects of
environment
and trustee
on trustor . T relies on the belief
that the government seeks public rather than private interest and will
not harm its citizens uncertainty on these uestions leads to
vulnerability. Therefore, if the predictive expectation-disconfirmation
decreases, citizens are expected to increase T . The normative
expectation-disconfirmation is relate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rustor and the trustee' among the determinants of trust. Trustor
intends to delegate his authority to trustee
and achieve his goals
through . ccording to the principle of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delegation of citizens' rights through elections is made to elected
officials, and the institutions and public officials that make up the
municipal and municipal offices are no exception. Normative
disagreement in a democratic society is related to government
responsiveness, or its willingness and ability to respond to citizens'
re uests.
onse uently, when prescriptive expectations match
satisfaction, T will increase.
The population for this study consists of 226 outh orean local
governments (excluding e ong ity and e u sland) from 201 to
2016, and adult citizens aged 19 or older living in the area. t the
individual citizen level, the sample was collected through a
large-scale annual survey using multilevel stratified sampling (sample
size ,020). The 201
urvey on overnment oles and ual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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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and the 2015-16 Survey on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ve
Service Satisfaction cover all 226 basic local districts.

The methodologies included response surface analysis, T-test,
and multilevel analysis.
irst, response surface analysis was
conducted to determine how the consistency of citizens' expectations
with sub ective performance affects T . econd, a T-test was
performed using dummy variables, an approach used in the existing
expectation-disconfirmation literature, to analyze whether groups
separated by direction and degree of expectation-disconfirmation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in T . Third, a hierarchical linear regression
model, conducted as a multilevel model, checked whether these
expected disconfirmation effects were the same across control
variables, such as ob ective performance, at the individual and local
level.
This study makes several contributions. irst, the connection
between sub ective performance and T remained solid even after
considering ob ective performance.
pecifically, the impact of
satisfaction and perceived performance on T was significant even
when controlling for local government-level output performance,
reconfirming the validity of the long-debated performance-trust link.
ew studies on T cover sub ective and ob ective performance for
all local governments in one country this study's extensive
population was made possible by a large investment in the eoul
National niversity urvey esearch enter.
econdly, some of the confusion in the discussion of T and
expectation has been resolved by separating the types of expec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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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ultidimensionality of expectations left it unclear whether T
originated
from
citizens'
expectations
or
from
expectancy-disconfirmation. or example, expressions such as 'high
expectations lead to high trust' and 'high expectations lead to low
trust' appeared in T literature without theoretical or empirical
verification. This study confirmed that
T
is a function of
predictive expectations and normative expectancy-disconfirmation. s
discussed in previous studies, predictive expectations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 , but normative expectations did not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when the control variables were
included. The lower the level of normative expectations, the higher
the T .
dditionally, this study identifies an element of
T
distinguished from satisfaction. T has been shown to rise as
predictive and normative disconfirmation decrease, demonstrating the
definition of theoretical trust shown by Bouckaert and Van de Walle.
This refutes consumer and management studies related to
disconfirming expectations, which have repeatedly demonstrated that
the more performance exceeds expectations, the higher the satisfaction
level. n particular, it shows that a decrease in predictive
expectancy-disconfirmation could also have a positive impact on T ,
adding to a literature that largely overlooks this dynamic. iven that
the recent decline in
T
stems from socially-widespread
uncertainty, the confirmation of predicted government behavior can
lead to a willingness to rely on the government despite vulnerability.
The decline in cognitive dissonance might also contribute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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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ive-disconfirmation effect on
T .
f the predictive
expectations and performance are inconsistent, the cognitive
dissonance may delay deciding whether or not to trust the trustee.
s a final academic contribution,
have discovered different
properties of predictive and normative disconfirmation. f a predictive
disconfirmation occurs, the government's credibility is relatively high
when expectations are higher than the perceived performance, in
contrast to the expectation-disconfirmation theory discussed in
consumer behavior literature. T was high when expectations for
government resolution capabilities were perceived to be higher than
the assessment of the current state. or example, with the recent
issue of coronavirus, expectations of how well local governments will
uarantine and provide ade uate economic support in the future
matter more than perceptions of current performance, as T
emphasizes future-oriented variable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rst,
cultural performance can be considered as a policy priority in an
effort to increase T . econd, democratic performance management
tools, like importance-performance-satisfaction analysis, can be
promoted to separate the disconfirmation groups. Third,
image-oriented and expected-oriented promotion may be more
appropriate than providing specific performance information.
This work poses a few limitations. irst, both trust in local
government and trust in national government were used, possibly
leading to mixed perceptions. This is because most of the limited
public
administration
literature
dealing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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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ctancy-disconfirmation and T focuses on local governments.
uture studies should conduct a more rigorous literature review
across multiple levels of government.
econd, the practical
significance of the coefficient values reported in the multilevel
analysis may not be high enough. owever, the multilevel analysis
part of this study is one of the first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disconfirmation and T . inally, the surveys were not
explicitly designed for this study. n future work on this topic,
researchers are encouraged to participate from the survey design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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