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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지출(정책)지지에 있어서 정부신뢰의 역할을 이념적 희생이론(ideological

sacrifice theory)을 바탕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념적 희생이론은 정부

지출 지지에 대한 정부신뢰와 이념적 희생의 교환논리를 바탕으로, 정책으로 인해 개인이 받는

이념적 희생에도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높은 신뢰수준에서 찾는다.

시민인식도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2009년도와 2010년도 자료에서 보수성향

의 집단에서 이념적 희생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정부신뢰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었

다. 이를 통해 정부신뢰에 대한 규범적 중요성과 함께 성공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과제라는 시사

점을 찾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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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책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이 갖는 정부에 대한 신뢰(이하 정부신뢰)는 정책의 안정성과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Dahl, 1956; Pennock, 1979; Miller, 1974)으로 간주된

다. 또한 그 결여는 집행과정상의 순응(compliance)을 저해하는 요인(박정훈, 2008)이자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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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부정책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Sears & Citrin, 1982). 실

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파동은 정책과정에서 정부신뢰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

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논란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 자체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지만, 이후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도리어 문제

를 악화시키면서 초기 이명박 정부의 정책운영기조를 변화시킬 정도의 저항(촛불집회 등)을 

유발하였다. 당시 언론들은 “일관성 없는 대응, 무너진 신뢰”(내일신문, 2008.7.15), “신뢰 못

주는 정치, 촛불로 질타 받아”(동아일보, 2008.6.12) 등으로 이를 지적하였다. 따라서 성공적 

정책수행을 위해서는 정책자체의 적절한 설계뿐 아니라 그 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정부신뢰

에 대한 이해와 그 제고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물론 정부신뢰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주로 정부신뢰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었는데, 이는 식별된 영향요인에 

대한 조정(manipulation)을 통해 정부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도구적 목적에 기초하였다. 더

욱이 지난 30년간의 정부신뢰의 감소현상이 여러 국가에서 동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

(Nye et al, 1997)은 보다 일반화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영향요인 파악에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에 대한 만족정도(Miller, 1974; King, 1997), 정부정책(특히 경제정책) 성

과에 대한 평가정도(Stoke,1962; Citrin & Green, 1986; Sears & Citrin, 1982), 의회와 정치인

의 행태에 대한 인식정도(Hibbing & Theiss-Morse, 1995), 그리고 정치적 참여수준(Putnam, 

1995) 등은 이러한 연구노력으로 밝혀낸 대표적인 영향요인들이다.  

한편, 정부신뢰가 어떤 요인에 의해 그 수준이 결정되는지 보다는 이의 변화로 인하여 어

떤 정책적 변화가 발생하였는지에 관심을 두는 시각도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정부신뢰

를 정부정책에 대한 태도(attitudes), 선호(preference) 또는 지지(support)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보는 것이다(Chanley, 2000; Hetherington & Globetti, 2002; Erikson, Mackuen & Stimson, 

2002; Hetherington, 2005; Rudolph & Evans, 2005; Rudolph, 2009). 사실 정책에 대한 지지 메

커니즘, 즉, 누가(who), 어떤(what) 정책에, 어떤 이유로(why) 특별한 선호 또는 지지를 표출

하는지를 파악하려는 노력은 정치학, 행정학의 오랜 관심사이다. 일반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나 지지는 후보자의 공약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가 일치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Krosnick, 1988:196, 1991), 이때 지지의 정도는 후보자의 공약이 유권자

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물질적 이익의 크기나 유권자의 이념적 성향과 일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상징적 일체감의 크기에  따른다는 연구결과들이 다수 있다. 따라서 후보자는 유권자

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유권자에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공약을 제시하고자 하거

나(Goggin et al,1990), 동일한 이념적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에 집중적인 지지호소를 하게 된

다(Riggle, 199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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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매커니즘 속에서 정부신뢰의 역할을 강조하는 학자들의 주장은 정부신뢰수준이 

다른 전통적인 영향요인들 즉, 물질적 이해관계 또는 이념적 일체감과 구별되는 고유한 영

향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시각은 정치체제에 대한 지지를 형성하는데 정

부신뢰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Easton(1975)의 이론과도 연결될 수 있지만 정부신뢰를 

정책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독립적 요인으로 그 성격을 보려한다는 점에서 구별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연구들에서 주목할 부분은 정부신뢰가 갖는 다른 전통적 영향요인(물질적 이

해관계 또는 이념적 일체감)과의 동태적 상호관계이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보수적 이념

성향의 개인은 시장의 역할을 중시하고 정부의 소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반면, 진보적 이념

성향의 개인은 시장실패에 대해 주목하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사회문제 해결과 정부기능 확대를 위한 정부지출(정책)에 대해 보수적 이념성

향의 개인은 소극적인 지지(또는 반대)를 표출할 것이며, 진보적 이념성향의 개인은 긍정적

인 지지를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정책상황에서는 정부지출확대에 보수성향의 개인

이 지지를 표현하거나 진보성향의 개인이 반대를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예를 들

어, 새로운 재정지출이 요구되는 복지정책에 대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보수성향의 집단이 

지지를 표출하거나 또는 감세정책에 대해 적극적 정부를 희망하는 진보성향의 집단이 반대

를 표출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 정책지지가 이념적 성향에 

따라 또는 물질적 자기이해에 따라 달리 발생한다는 해석은 환상(illusion)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개별 정책이슈에 따라 각기 다른 영향관계를 갖는 것인가? 이에 대한 설명 중 하나

가 희생이론에 기초한 정부신뢰와 물질적 가치 또는 정부신뢰와 이념적 가치간의 교환논리

이다(Hetherington, 2005; Rudolph & Evans, 2005). 즉, 정부신뢰가 높은 경우 자신의 정치적 

이념성향 또는 물질적 이익을 희생하면서도 해당정책에 지지(또는 반대)를 표출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정책지지(선호)를 설명하는데 있어 이러한 희생이론의 적용 가능성은 우리의 정책현실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정책현실은 과거와

는 달리 정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편익과 비용에 매우 민감한 대상집단(target group)을 

갖고 있다. 또한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적 이념의 양분화(이현출, 2005:338)와 이에 따른 (복

지)정책지향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이 실증적으로 밝혀지고 있다(김신영, 2009; 류만희 외, 

2009; 이승희 외, 2009). 더욱이 진보적 정부 하에서 친(親)기업정책이, 보수적 정부 하에서 

친(親)서민정책과 같은 정치적 이념지향과 정책지향이 상충하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여론의 향배 역시 지지와 반대가 혼재하면서 매우 복잡한 부침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물

질적 자기이해나 이념적 성향, 또는 정책의 규범성만으로 정책의 지지여부를 이해하고 설명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신뢰에 대한 이해는 일정부분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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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정책과정에서 정부신뢰의 중요성은 강조되면서도 그 정도가 어느 만큼이며, 어떤 분야

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실증분석을 시도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

다.1)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된 희생이론의 우리 현실

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즉, 정책지지에 대한 정부신뢰의 영향 메카니즘

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우리의 정책현실을 설명하는데 긍정적인 도움을 찾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먼저 정책지지(선호)의 결정요인에 대한 그동안의 논쟁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새로운 대안적 요인으로서 정부신뢰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살펴본다. 그리고 비

교적 최근에 제시되고 있는 희생이론에 따른 정부신뢰와 정책지지(선호)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실증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의 검토

1. 정책지지와 정부신뢰

정책지지(support)의 개념은 기존문헌들에서 정책선호(preference), 정책에 대한 태도

(attitude) 또는 정치적 지지 (political support)와 혼용되고 있는데(Eismeier, 1982; Sears, 1991; 

Jacoby, 1994; Gilens, 2001; Hetherington, 2002, Weatherrford, 1987; Easton, 1975),2) 일반적으

로 해당 정책에 대한 개인적 평가를 통해 표출하는 호의적 또는 긍정적 태도나 행동으로 

정의된다(Ajzen, 1991:180; 박정훈, 2008:97). 

정책지지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각 개인이 갖는 평가의 기반 또는 근거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크게 합리적 선택에 근거한 물질적 자기이해(material 

self-interest)요인을 강조하는 입장과 정치적 이념(political ideology)과 같은 상징적 태도

(symbolic attitude)요인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먼저 자기이해요인은 개인

1) 국내의 정부신뢰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 정부신뢰의 결정요인 파악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이시

원,1994; 손호중 외,2005; 박순애 외,2006), 정부신뢰의 결과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김현

구 외,2009). 후자의 경우로 박정훈(2008)은 정부신뢰와 정책지지간의 관계를 전자주민카드 도입정책 

사례를 이용하여, 김대욱 외(2009)는 정부신뢰정도에 따른 투표참여를 정도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

다. 

2) 연구자에 따라서는 정책 지지(policy support) 또는 정책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라는 측면에서는 공

공태도(public attitudes)라는 용어도 사용된다.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정부 혹은 정책에 대한 지지나 선

호여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주로 정책지지 혹은 정책선

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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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삶에 있어서 물질적인 행복(material well-being)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특별한 태

도라고 정의(Sears et al, 1980:671)할 수 있는데, 정책지지에 있어서 자기이해요인을 강조하

는 입장은 정치적 선택이 시장에서의 선택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물질적 이득을 증진할 수 

있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는 가정3)에 기초한다(Citrin et al, 1990; Sears & 

Citrin, 1982; Green & Gerken, 1989; Dixon, Lowery, Levy, & Ferraro, 1991; Crowe & Bailey, 

1995; Wolpert & Gimpel, 1998; Chong at al, 2001).  

한편, 정책지지의 결정요인으로 이념적 성향을 나타내는 상징적 태도(symbolic attitude)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상징적 태도가 생애초기에 형성되어 성인기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

면서, 새롭게 마주하게 된 문제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

다(Eismeier, 1982; Jacoby, 1994, 2000; Lupia et al, 2007). 물론 상징적 태도의 개념에 대해서

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4) 대체로 정당 일체감(party identification), 정치적 이념(political 

ideology), 인종편견(racial prejudice)등이 이러한 상징적 태도를 구성하는 중요요소들로 간주

된다(Sears at al, 1979, 1980; Jacoby, 1994, 2000). 특히 Sears et al(1980)은 실업정책, 건강보

험, 공립학교 통학버스, 범죄라는 문제에 대해 자기이해지수(self-interest index)와 상징적 태

도가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자기이해지수

는 응답자들의 정책지지 결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상징적 태도는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업정책, 건강보험, 통학버스, 범죄예방정책 등에 대해 진

보주의자들(liberals)은 보수주의자들(conservatives)에 비해 더 높은 지지성향을 보일 뿐 아니

라, 민주당(Democratic)과 정당일치감을 보이는 사람들에 있어서 그 지지정도는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책지지에 대한 물질적 자기이해와 상징적 태도(특히 정치적 이념)의 영향관계는 

많은 실증연구를 통하여 입증되고 있지만 그 관계의 양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

한다. 대부분의 연구들에 있어서 물질적 자기이해 또는 상징적 태도의 독립적인 선형관계를 

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에 대한 개념, 측정, 추정모형 및 추정방법에 따라 그 특

3) 예를 들어 Sears & Citrin(1982)는 1978년에 있었던 미국 California의 재산세인하에 관한 주민발의 13
호(Proposition13)에 대한 투표결과가 자기주택소유(self-owned)여부와 매우 깊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

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주택소유자들이 해당 발의가 자신들에게 크고, 직접적이며, 지속적인 재정적 

이득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4) Sears(1983)는 정치적 태도를 가장 상징적인 태도에서부터 비상징적인 태도로 6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가장 상징적인 태도부터 나열하면 1) 정당 일체감(political party identification), 2) 진보-보수 정치이념 

(liberal-conservative ideology orientation), 3) 사회집단에 대한 태도(attitudes towards social groups), 4) 
인종관련 정책에 대한 태도 (attitudes on racial policy issues), 5) 비인종적 정책에 대한 태도 (attitudes 
on nonracial policy issues), 6) 정치적 효율성과 정부신뢰를 고려한 태도 (attitudes regarding political 
efficacy and trust i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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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달리 나타나고 있음은 이를 반영한다. 실제 자기이해와 상징적 태도의 효과가 모든 정

책영역에 있어서 그리고 다양한 집단들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정 정책영역

에 있어서는 자기이해 요인이, 어떤 집단에 있어서는 상징적 태도 요인이 보다 강력하게 또

는 보다 약화된 양상의 영향관계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영향관계의 양상은 크게 

(1) 어떤 조건에서, (2) 자기이해와 상징적 태도 중 어떤 요인이, 그리고 (3) 얼마나 큰 영향

력을 미치는 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분석의 편의를 위한 것이

며 실제 그 관계를 살펴보는데 상호 배타적일 수는 없다. 문제는 이러한 분석에 있어서 정

부신뢰의 역할이 두드러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정책지지의 결정요인으로서 정부신뢰의 역할에 주목하는 입장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경향

이다. 정부신뢰에 대한 개념은 대체로 윤리적 측면과 국민의 기대에 대한 부응정도라는 측

면에서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Miller(1974b:989)는 정부신뢰를 “시민의 규범적 기대에 

따라 정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신념”으로 보는 반면, Heatherington(1998:792)은 성

과와 연계하여 “정부의 산출물에 대한 혹은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반응하고, 부응하는지에 

대한 평가”로 정의한다. 한편, Stokes(1962:63)는 시민들의 규범적인 정부활동에 대한 기대에 

근거를 둔 일반적인 정부에 대한 지향(orientation)으로 정의하며 정부관료의 효율성과 능력, 

잘못된 결정에 대한 수정 등을 포함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정부신뢰 개념의 다

양성은 결국 그 측정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한 접근들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Miller, 

1974; Citrin, 1974; Nye et al,1997; Hibbling & Theiss-Morse, 2001).5) 

최근 들어 이러한 정부신뢰의 개념과 형성에 대한 관심보다 정책과정에서 정부신뢰의 독

립적 역할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크게 증가하였는데(Chanley, 2000; Hetherington & 

Globetti, 2002; Erikson, Mackuen & Stimson, 2002; Hetherington, 2005), 정부신뢰를 정치적 지

지 중 분산된 지지의 하위 구성요소6) 또는 구체적 정책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해

당정책을 지지할 수 있게 하는 정부에 대한 보편적 인상(Heatherington, 2002:254)으로 간주

하거나, 투표와 같은 정치참여를 증진시키며(Almond & Verba, 1963), 정부정책에 대한 순응

을 확보하고(Scholz, 1996), 나아가 특정집단이 정부에 대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를 예

측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요인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들이 그 예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의 

5) 이승종(2010)은 구조적 관점에서 정치행정적 요인과 개인적 관점에서 사회심리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배경 등을 정부신뢰 형성의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으며, Miller(1974)는 정책결과에 대한 불만족을, 
Citrin(1974)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가 정부신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하였

다.

6) Easton(1975)은 정치체제에 대한 지지를 특정한 지지(specific support)와 분산된 지지(diffuse support)로 

구분하면서, 특정한 지지는 정부정책과 정부기관에 대한 성과에 대한 만족도로, 분산된 지지는 정치

체제에 대한 국민의 태도로 정의하고 있다(배귀희, 200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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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의의는 기존의 물질적 자기이해나 상징적 정치이념과는 구별되는 정부신뢰 자체의 

정책지지(선호)에 대한 영향력을 인정하였다는 점이다.  

 

2. 정부신뢰와 희생(sacrifice)

정책지지에 대한 정부신뢰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 중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점

은 희생이론(sacrificed-based theory)이다. Hetherington(2005)은 정부신뢰와 정책지지의 관계에 

있어서 정책유형에 따라 인지된 물질적 희생(perceived material sacrifice)에 차이가 있음을 강

조한다. 이때 인지된 물질적 희생이란 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물질적 비용(세금)이 물

질적 편익(서비스)에 비해 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정책지지를 표방할 수 있게끔 하는 

용의(willingness)를 의미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정책유형에 따라 비용과 편익의 귀착범위

와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정책에 대한 지지여부에 따라 개인들은 일정부분 편익보다 

비용이 큰 상황 즉, 희생을 부담할 수 있고, 이때 이러한 희생을 부담하고자 하는 성향은 

바로 개인이 갖고 있는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배분정책은 비용과 편익이 넓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정부서비스

의 증가는 넓은 수혜집단에게 비용과 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재분배정책의 경우 비용은 넓

게 분산되지만 편익은 좁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Wilson,1995). 따라서 재분배정책을 지지

하는 경우 다수의 비용부담으로 소수만이 수혜집단이 되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하는 다수는 

물질적 희생을 부담하게 되는 반면, 배분정책을 지지하는 경우 다수의 비용으로 다수가 혜

택을 받기 때문에 비대칭적 물질적 희생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개인 수준에서 자기

이해와 관련한 정책지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배분정책과는 달리 재분배정책에 대한 다수의 

지지, 즉 물질적 편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의 수보다 많은 수의 지지는 자신의 물질적 희

생을 감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있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희생을 가능하게끔 하는 

역할을 정부신뢰 수준이 담당하게 된다고 본다. 즉, 정부신뢰가 높은 경우 자신의 이해에 

반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지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Hetherington(2005)은 이러한 논리에 대한 증거로 두 가지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사회보장(social security)제도, 범죄예방, 환경보호, 국방정책과 같은 배분정책의 지출

증가에 있어서 정부신뢰에 따른 정책지지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지만, 복지정책, 푸드스탬프

(food stamp), 아동보호정책, 공립학교, 보건 의료, 외국원조정책, 빈민구제정책과 같은 재분

배정책의 지출증가에 대한 지지에 대해서는 정부신뢰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며, 둘째는 해당정책으로 인해 인지된 희생이 큰 집단(비수혜집단 또는 비용부담집단)에서 

정부신뢰에 의한 희생효과가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재분배정책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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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집단에게는 정부신뢰의 정도가 정책지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재분배정책의 비용부

담집단의 경우 정부신뢰가 높은 집단으로부터 해당정책에 대한 지지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

난다는 것이다.  

희생에 근거한 정책지지의 논리는 물질적 희생에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Rudolph(2005, 2009)는 정부신뢰와 정책지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앞에서 살펴본 물질적 희생

과 대비되는 이념적 희생(ideological sacrifice)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념적 희생

은 해당 정책의 이념적 지향과 개인이 갖고 있는 이념성향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정책지

지를 표명할 때 발생하는 희생을 의미한다(Sears et al, 1980; Huckfeldt et al, 1999; Lupia et 

al, 2007). 많은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정치적 이념은 다양한 정책에 대한 지출선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일반적으로 보수적(conservatives)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진보적

(liberals) 이념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정부지출증가에 부정적이다7). 이러한 현상은 미국

적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보수주의자들은 연방정부를 개인과 주(state)의 자유에 대한 잠재적 

위험으로 여기며 그 역할의 제한을 강조하는 반면, 진보주의자들은 대체로 사회･경제적 평

등의 증진을 위한 연방정부 프로그램의 증가를 지지한다는 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보수주의자들이 정부지출의 증액에 지지를 표출한다면 이는 그들의 핵심적인 이념적 

가치(연방정부의 역할 축소)와는 대치되는 것인 반면 감세정책 혹은 상속세 폐지와 같은 정

책에 대해 진보주의자들이 지지를 한다면 이는 그들의 핵심적 이념적 가치(사회･경제적 평

등 증진 등)에 대한 희생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개인들이 부담하는 희생은 앞에서 

살펴본 물질적 희생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이념적 희생이며 이를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바

로 정부신뢰의 수준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념적 희생의 논리는 비용과 편익의 범위와 크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물질적 희생과는 사뭇 다르다. 이 경우 정책(정부활동)의 성격과 개인이 갖는 정치적 이념성

향(정부역할에 대한 기대)간의 차이에 따라 희생의 발생가능성이 달라질 것이다. 실제 관련

한 해외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기능의 확대를 위한 지출 증가에 대한 정부신뢰의 효

과는 정책유형(재분배정책과 배분정책)에 상관없이 이념적 희생이 요구되는 보수주의자들로

부터 주로 나타나며8), 반대로 정부간섭의 축소를 위한 감세정책의 경우에는 보다 큰 이념

7) 이승종 외(2006)은 한국에서의 정책결정자의 정책지지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입장 차이에 대한 설명

에서 진보의 경우 복지국가강화, 재정규모의 확대, 분배우선주의의 입장을, 보수의 경우 복지국가의 

축소, 재정규모의 축소, 성장우선주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Rudolph et 
al(2005)등이 구분한 coservatives와 liberals의 연방정부에 대한 입장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liberals을 “진보주의자”로 conservatives를 “보수주의자”로 보고자 한다.  

8) Rudolph(2005)의 경험적 연구는 사회보장, 환경, 노인의료보험, 국방정책과 같은 분배정책과 교육, 의
료서비스, 저소득층 의료보험, 저소득층 모자녀지원 정책등과 같은 재분배정책에 대한 지지여부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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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희생을 요구하는 진보주의자에게서 정부신뢰의 효과가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Rudolph et 

al, 2009).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러한 이념적 성향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정

책을 지지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정부신뢰의 역할여부에 대한 실증적 근거이다. 과연 정부

기능의 확대와 지출증가에 대해 시장을 강조하고 정부간섭의 축소를 지향하는 보수성향의 

개인들이 지지를 표명할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그때 그들이 갖는 정부신뢰 수준은 어느 정

도이며, 그 지지수준은 어느 정도나 될지를 최근에 실시된 서베이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Ⅲ. 자료 및 분석모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 한국정책지식센터와 한국갤럽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
공분야에 대한 시민인식도 조사｣(이하 시민인식도 조사)를 사용하였다. 시민인식도 조사는 

행정서비스 및 공공정책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행정서비스, 사회현상 

및 정책, 언론분야, 정치 분야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약 1,200명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매년 묻고 있다.

시민인식도조사 자료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본 연구에 장점이 있는데, 먼저 조

사의 내용이 매년 거의 동일하다는 점이다. 물론 매년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나, 주요 분야

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한 질문을 반복적으로 묻고 있기 때문에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시민

들의 정부정책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시계열적으로 비교평가할 수 있다. 또한 본 연

구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지지, 정부신뢰정도, 정치적 이념성 정도에 관한 

문항을 모두 포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들이 주로 기반하고 있는 NAES(National 

Annenberg Election Survey)나 NES(National Election Studies)와 유사한 질문 형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된 문항에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9) 

그 중 2007년, 2009년, 2010년의 자료를 본 연구에서 활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

부신뢰의 관계를 밝히고 있는데, 정책유형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정부지출의 증대를 반대하고 따라

서 이념적 희생이 발생할 수 있는 보수주의자들에 있어서 정부신뢰의 정책지지에 대한 효과가 발견

되었다.  

9)Http://www.electionstudies.org/studypages/2002prepost/2002prepos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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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고려 때문이다. 먼저 2007년도 조사 자료와 2009년 조사 자료는 조사당시의 정치적 환경

이 매우 상이하다. 즉, 10년간의 진보적 정권에서 보수적 정권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 자료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치적 환경변화에 따른 관심변수들의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도 조사의 경우 설문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 기존

의 설문에서는 정부지출에 대한 지지정도를 “각(정책별로) 정부정책을 시행하는데 정부가 

국가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고 있는 것에 비해, 2010년도 

조사에서는 각 설문에 “예산의 증액은 세금인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제약조건을 명시적으

로 제시하여 응답자들이 인지하는 정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한 후, 정책지지의 정도

를 질문하였다. 즉 2009년도 자료와 2010년도 자료의 비교는 Bartel(1996, 2005) 등이 강조하

는 응답자들의 인지된 정보차이에 따른 정책지지 정도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2.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정책지지의 정도는 정부지출에 대한 지지 수준을 이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10) 이는 해당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을수록 해당정책에 대한 정부지출증대

를 지지할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인데, 조사에서는 개별 정책에 대한 정부예산을 삭감 혹

은 증액해야 하는지를 5점 척도를 이용하여 묻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7, 2009, 2010년도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10개 정책영역(<표 1>참조)에 대한 응답을 이용하였다. 

정부신뢰정도는 그 측정방법 자체가 주요 관심사로 그 동안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어왔

다. 예를 들어, 정부신뢰를 외부신뢰와 내부신뢰로 분리하여 측정하거나(김현구 외, 2009), 

기관신뢰와 대인신뢰를 합산하여 사용하거나(김대욱 외, 2009) 혹은 정부공정성, 투명성 등

과 같은 다양한 정부신뢰의 개념적 측정요소들을 이용하여 통합적인 신뢰정도를 측정(박순

애, 2006; 오경민 외, 2002)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신뢰를 정부에 대한 

일반적인 지향으로서 규범적 기대와 이에 대한 대응에 대한 시민들이 갖는 태도

(Heatherington, 2005; Stokes, 1962; Coleman, 1990)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년 설문을 

통해 묻고 있는 대인신뢰(대통령, 고위관료, 시장군수)의 수준과 기관신뢰(중앙행정부처, 지

방행정부처)의 수준을 함께 고려하여 사용하였다.  

정치적 이념성향은 응답자들이 스스로 밝히고 있는 진보적 또는 보수적 정치성향 정도를 

10) 물론 정책지지의 대상이 정부지출확대인지 또는 축소인지에 따라, 해당 정책영역이 배분, 재분배, 
대외정책 중 어떤 영역인지에 따라, 그리고 희생의 대상이 이념적인지 또는 물질적인지에 따라 그 

선호 또는 지지에 대한 정부신뢰의 역할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

출확대에 대한 지지에 한정해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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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였다.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정치적 이념성향이 보수적인지 혹은 진보적인지 여부를 5

점 척도를 이용하여 묻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이항변수(binary variable)로 바꾸어 사

용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지출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먼저, 

정부의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는 정부지출에 대해 긍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Rhodebeck, 1993). 조사에서는 10개의 정책영역에 대한 정부정책의 성공과 실패정도에 대

해 응답자로 하여금 평가하도록 질문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였다11). 

<표 1> 주요변수의 측정

변수 측정 구성요소

지출선호 정책영역별로 표준화후 합산

외교 안보 통일정책, 교육정책, 보건의료정책,

복지정책, 환경정책, 부동산정책, 문화예술정책,

노동정책, 경제정책, 과학기술정책

정부신뢰도 정책영역별로 표준화 후 합산
대통령, 고위관료, 시장/군수

중앙행정부처, 지방행정부처(시군구청)

정치이념 (0) ↔ (1)
진보적 정치이념(1), 그 외(0)

보수적 정치이념(1), 그 외(0)

정부성과

평가
정책영역별로 표준화 후 합산

빈부격차감소, 지역갈등해소, 법질서유지

고용기회확대, 노사갈등해소, 기업규제완화

대북정책, 과세공정성 확보

여성고용확대, 부정부패방지

사회문제

책임도
정책영역별로 표준화 후 합산

빈곤, 소득양극화, 노후생활보장

개인의 의료비용, 자녀양육

정부정책

이해도
정책영역별로 표준화 후 합산

외교 안보 통일정책, 교육정책, 보건의료정책,

복지정책, 환경정책, 부동산정책,

문화예술정책, 노동정책, 경제정책,

과학기술정책, 조세정책

교육수준 (1)점 ↔ (5)점
(1) 초등졸이하, (2) 중졸, (3) 고졸

(4) 전문대졸, (5) 대졸이상

소득수준 (1)점 ↔ (10)점
(1) 99만원이하 (2) 100~149만원 ……

(9) 450~499만원 (10) 500만원 이상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는 정부역할범위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것으로 이 역시 정부지

출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Huseby(1998)에 의하면 정부지출에 대한 태도는 

정부개입 정도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사회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정부역할을 강조

하는 경우 정부개입을 위한 정부지출의 증대에 관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인식도조사에

11) 2009년도의 조사자료에서는 정부성과평가에 대한 설문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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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7년
(N=1,215)

2008년
(N=913)

2009년
(N=1,212)

평균(SD) 최소,최대 평균(SD) 최소,최대 평균(SD) 최소,최대

지출선호
33.70

(5.69)
10,50

33.55

(5.48)
10,50

33.72

(4.73)
10,50

정부신뢰도
12.37

(3.06)
5,22

12.31

(3.17)
5,24

13.23

(3.01)
5,21

진보적 정치이념
0.25

(0.44)
0,1

0.24

(0.43)
0,1

0.28

(0.45)
0,1

보수적 정치이념
0.29

(0.45)
0,1

0.28

(0.45)
0,1

0.26

(0.44)
0,1

정부성과평가
24.28

(5.59)
10,42

23.47

(5.29)
10,38

사회문제책임도
17.02

(3.25)
5,25

17.09

(2.88)
5,25

16.38

(2.94)
5,25

정부정책이해도
25.89

(7.57)
10,50

26.60

(7.15)
10,50

28.54

(6.97)
10,50

연령
40.97

(13.08)
19,76

40.94

(13.35)
19,77

43.62

(14.42)
19,80

교육수준
3.37

(1.12)
1,5

3.47

(1.11)
1,5

3.32

(1.15)
1,5

가구소득
5.20

(2.41)
1,10

5.2

(2.44)
1,10

5.25

(2.51)
1,10

성별
0.49

(0.50)
0,1

0.49

(0.5)
0,1

0.51

(0.50)
0,1

서는 빈곤, 소득양극화와 같은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게 있는지 아니면 개인에게 

있는지를 5점 척도로 묻고 있는데, 개인보다는 정부에 있다고 보는 응답자들은 정부지출에 

대해 보다 긍정적 태도를 갖는다고 예상할 수 있다.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정도 역시 정책지지를 결정하는 중요요인으로 간주된다. Bartels 

(2005)은 미국 부시행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한 지지결과를 예로 들면서 정부정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자기이익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잘못된 선호가 표출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들이 자기이해과 정책을 연계하여 평가할 수 있는 정치적 정보(political 

information), 즉 정책에 대한 이해정도가 정책지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0개 정책영역에 대한 정부정책의 이해도 정도를 활용하였다. 

<표 2> 주요변수들의 기초통계량(표준화 이전 원점수)

주의할 점은 앞서 살펴본 지출선호, 정부신뢰도, 정부성과평가, 사회문제책임도, 정부정책

이해도 등 5개의 변수는 여러 개의 하위 정책 혹은 구성개념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 구성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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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들에 대한 평가정도(분포)가 모두 상이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포상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합산 내지 평균을 구하여 쓰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상이한 분포에 따라 의도

하지 않은 차별적 가중치를 부여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각 구성개념들에 대한 평가

점수를 표준화한 후 합산하여 단일한 측정지표를 생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령, 성별, 교육수준, 소득 등의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고려하였는데, 이는 사

회경제적 변수들이 일종의 자기이해에 대한 측정지표들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Achen, 

1992). 예를 들어 연령의 경우 정책영역에 상관없이 연령이 많을수록 낮은 지출선호를 보이

는 것이 일반적인데(Eismeier,1982), 이는 그들이 일반적으로 지출증대의 원천이 되는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계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성별의 경우 보육과 교육정책 

등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들에 비해 보다 민감하기 때문에 지출증대에 보다 긍정적인 태도

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Rudolph,2005). 한편, 가구소득의 경우 정부지출선호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Evans,1992), 대체적으로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세금부담의 가능성은 

높은 반면 정부정책의 필요성을 낮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지출선호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Sears,1980; Eismeier,1982). 교육수준의 경우 어떤 정책에 대한 선호인지에 따라 그 영

향력에 대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책

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Elliott et al, 

1997).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적인 요인이 지출선호의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지역에 따른 지지정당의 차이가 있고, 정당에 따른 

정책지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지역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지금까

지 설명한 주요 변수들에 대한 측정방법은 <표 1>에, 기초통계량은 <표 2>에 정리되어 있

다. 

3. 분석모형

본 연구의 분석전략은 정부신뢰의 직접적인 효과를 가정하면서도, 정치적 이념성향에 따

른 이념적 희생(비용)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부신뢰와 정치적 이념정도간의 교호작용

(interaction)항을 이용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만약 스스로 보수적이라고 밝힌 응답자들이 정

부지출에 대해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교호작용항의 추정계수가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면 이

는 이념적 희생(비용)의 발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만 그 활용에 약간의 주

의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어느 한 변수의 효과가 다른 변수에 의해 조건(contingent)지워지

는 경우 개별 추정회귀계수와 해당 표준오차만으로 그 효과의 크기와 통계적 유의미성을 

판별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즉, 본 연구에서와 같이 정부지출지지에 대한 정부신뢰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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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효과(marginal effects)의 크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부신뢰와 교호항(정부신뢰*정치이념)

의 개별 추정회귀계수뿐 아니라 이들의 선형조합(Linear combination)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

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의 두 식을 비교해 보자. 

     
      

식 (1)은 일반적인 선형모형으로 교호항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식 (2)는 동일한 선형모형

이지만 교호항을 포함한 경우로 본 연구의 기본모형이다. 이때 각 식에서 변수 X의 한계효

과(marginal effect)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만약 변수 X를 정부신뢰라고 한다면, 교호항이 없는 경우의 정부신뢰의 한계효과는 식 

(3)과 같이 추정회귀계수 자체로 파악될 수 있으며 그 통계적 유의미성 역시 추정회귀계수

의 표준오차(S.E.)를 통해 판단할 수 있는 반면, 교호항이 있는 경우의 정부신뢰의 한계효과

는 식(4)와 같이 정부신뢰 자체의 추정회귀계수와 함께 특정이념(여기서는 보수성향)의 응답

자들이 갖는 추가적인 정부신뢰의 효과(교호항이 내포)를 포함한 { 보수성향}을 통

하여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때, 보수성향의 측정을 연속(continuous) 척도로 측정한 경우 정

부신뢰의 한계효과는 보수성향의 정도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지는 비선형적(non-linear) 영향

력으로 추정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와 같이 보수성향의 측정이 이항척도(binary indicator)

로 이루어진 경우 정부신뢰의 한계효과는 보수성향 여부에 따른 부가적(additive) 영향력으로 

추정될 수 있다. 또한 그 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개별 추정회귀계수

가 갖는 표준오차와 함께 두 추정회귀계수의 공분산( )을 이용해 다음과 같이 새

롭게 추정된 표준오차가 필요하다. 

         




이때 식(4)를 통해 추정된 정부신뢰의 한계효과가 식(5)를 이용해 새롭게 계산된 표준오

차에 비해 대략 2배 이상 큰 경우 정부신뢰의 효과는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추정을 조사년도별로 반복적으로 적

용하였는데, 이는 2007년과 2009년의 조사시점이 지배정권의 정책기조가 서로 상이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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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지출선호의 결정요인으로서 정치적 이념과 정부신뢰의 역할의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며, 2009년과 2010년의 경우 세금비용에 대한 인지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Ⅳ. 분석결과

1. 정책지지, 이념성향, 그리고 정부신뢰 

먼저 개별정책에 대한 연도별 정책(지출)지지의 변화는 <그림 1>에 나타나있다. 외교안보

정책과 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서만 작지만 지속적인(monotonic) 정부지출에 대한 지지 증가를 

보일 뿐 나머지 8개 영역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12). 유의할 점은 

<그림 1> 정책별 정책(지출)지지의 변화

12) 정부지출에 대한 증액선호는 본 연구의 자료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의 다른 설문조사에서도 유사

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07년도 조사 자료에 의하면 환경(70.1%), 보건의료(64.9%), 
치안(60.7%), 교육(51.7%), 국방(32.0%), 노령연금(60.5%), 실업급여(40.8%) 등의 모든 분야에서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서성아, 2007) 또한 한국복지패널의 2007년도 복지 인식부가

조사 자료에 의하면 환경(56.7%), 건강 보험 및 보건(52.3%), 국민연금(45.5%), 교육(58.5%), 주거지

원(53%), 국방(26.6%), 치안(49.8%), 빈곤층생활지원(75.1%), 노인생활지원(82.1%), 장애인(82.3%), 양
육(66.7%), 실업대책(55.7%)로 문화예술(22.4%)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정부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한국복지패널,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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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지지의 수준에 있어서 8개의 정책영역이 크게 두 집단(cluster)으로 나뉘고 있다는 점이

다. 즉 복지, 보건의료, 경제, 교육,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지출지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노동, 외교안보, 문화예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출지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그 수

준이 유지되고 있다. 

Jacoby(1994)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정부지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복지 관련 정

책과 그 외의 정책으로 양분할 수 있으며, 전자의 경우 상당히 일관된 수준을 유지하면서 

낮은 변동성을 갖는데 반해, 후자의 경우 정책별로 매우 다양하면서도 서로 독립된 지출선

호를 갖는다고 한다. 시민인식도조사에서 나타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지출에 대한 지

지수준이 복지 관련 정책과 그 이외의 정책으로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복지 관련 이외의 정책에 있어서도 그 변동성은 높지 않고, 일관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는 진보와 보수, 그리고 중립적이라는 정치적 이념성향에 따라 정부지출에 대한 

지지정도를 비교한 것이다. 이를 통해 연도별로 보수적 정치성향을 갖는 응답자들에 비해 

진보적 정치성향을 갖는 응답자들이 정부지출에 대해 더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고 그 차이

도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 즉, 노무현 정부 하에서는 보수성향집단과 

진보성향집단간의 정책(지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0.60, t=1.26),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9년과 2010년도 자료에서는 그 차이가 각각 1.2 (t=1.99), 1.65 (t=3.67)로 

신뢰수준 9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해외의 연구(Sears et al, 

1980; Eismeier, 1982; Jacoby, 1994)와 상당히 일치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지

출에 대한 지지에 있어 이념적 성향이 중요한 설명요인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뿐 아니

 
<그림 2> 연도별 이념성향에 따른 정책(지출)지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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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과거 진보정권으로부터 보수정권으로의 변화 속에서 그 경향이 좀 더 명확해지고 있음

을 시사해준다. 

정치적 이념성향에 따른 정부신뢰수준의 변화는 <표 3>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2007년

에는 진보성향의 집단이 갖는 정부신뢰수준은 보수성향의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할 만큼 높은데 반해, 2009년과 2010년의 경우 보수성향의 집단이 진보성향의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정부신뢰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의 경우 그 차이는 2009년에 비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정권의 이념적 성향과 개인의 정치적 이념성향이 일치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는 증가한

다는 Rudolph et al.(2005)의 주장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정 부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표 3> 연도별 이념성향에 따른 정부신뢰의 차이

　 보수 진보 t값

2007 -0.36 (3.60) 0.22 (3.64) -2.06**

2009 0.49 (3.54) -0.26 (3.61) 2.26**

2010 0.50 (3.76) -0.66 (3.65) 3.99***

* p<0.1, ** p<0.05, *** p<0.01 (괄호)안은 표준오차

한편, <그림 3>은 정책(지출)지지와 정부신뢰수준의 변화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조

사된 10개의 정책영역에 대한 정책(지출)지지정도의 평균과 5개 부분의 정부신뢰정도에 대

한 평균을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정책(지출)지지의 수준은 평균적으로 5점 척도에서 3점 

이상의 증액선호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부신뢰의 정도는 3점 이하의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그림 3> 정책(지출)지지와 정부신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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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조사 기간 동안 정책(지출)지지의 수준은 2007년에 

비해 2009년은 감소하였지만 2010년에는 다시 종전수준으로 회복하는데 그쳤지만 정부신뢰

수준은 2010년의 경우 그 이전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조사기간 동안의 정책(지출)지지와 정부신뢰간의 상관관계는 각각 0.17(2007년), 

0.09(2009년), 그리고 0.01(2010년)로 그 선형성을 파악하기에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정부지출과 정부신뢰간의 상관관계를 정치적 이념성향집단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매우 

상이한 점을 알 수 있다. 즉 보수성향의 집단에서는 정책(지출)지지와 정부신뢰의 상관관계

가 3개년에 걸쳐 각각 0.16, 0.29, 그리고 0.15로 모두 양(+)의 방향이면서 통계적 유의미성

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진보성향의 집단에서는 각각 0.23, 0.02, 그리고 -0.04로 진보적 정권

하(2007년)에서는 그 상관성이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데 반해, 보수정권하(2009년과 2010

년)에서는 그 유의미성을 잃었을 뿐 아니라 급기야 부(-)의 상관관계(2010년)를 보였다. 따라

서 정책(지출)지지와 정부신뢰와의 관계는 보수성향의 집단에 있어서는 일정수준의 일관성

을 찾아볼 수 있으나 진보성향의 집단에서는 그러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정책(지출)지지와 정부신뢰 그리고 정치적 이념성향간의 이변량관계

(bivariate relationship)를 간략히 요약해 보면, 정부지출 증가에 대해 보수성향의 집단은 상대

적으로 낮은 지지를 보이고 있고, 그들의  정부신뢰수준은 정권기조와 동향성(co-direction)을 

보이며, 정부신뢰정도와 지출증가에 대한 지지 정도는 이들 집단에서만 식별할만한

(noticeable)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는 점은 보수성향

의 집단은 정부지출 증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정부신뢰도를 갖고 있

는 경우 결과적으로 정부신뢰와 이념적 성향의 동태적 관계에 따라 정부지출 증가에 대한 

지지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정부지출 증가에 대한 정치적 이념성향의 효

과가 정부신뢰 수준에 의해 변화한다면 또는 정부신뢰의 효과가 이념적 성향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면 이는 앞서 논의한 이념적 희생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보수적 그리고 진보적 정치성향과 정부신뢰간의 

교호항(interaction term)을 포함한 다중회귀모형(multiple regression model)을 구성하였다. 특기

할만한 점은 이념적 희생은 보수성향의 집단과의 교호항에서만 유의미(significant)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보수적 성향의 집단은 정부지출증가에 부정적이지만, 정부신뢰로 인해 어

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정부지출증가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진보성향의 집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부지출증가에 긍정적이어서 이념적 희생을 부

담할 여지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정부지출의 증가가 아니라 감세정책에 대한 지지

여부의 경우라면 정부지출증가와는 반대로 진보성향 집단의 이념적 희생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영향력이 추정될 수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시민인식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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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이념비용과 정부신뢰가 지출선호에 미치는 영향

정부지출선호 2007년 2009년 2010년

정부신뢰도
0.219*** 0.064 0.007

(0.079) (0.094) (0.071)

진보적
0.424 0.308 0.614

(0.430) (0.502) (0.395)

보수적
0.901** -0.456 -0.373

(0.417) (0.484) (0.398)

정부신뢰*진보
0.105 0.099 -0.058

(0.120) (0.141) (0.108)

정부신뢰*보수
0.000 0.534*** 0.220**

(0.116) (0.138) (0.107)

정부성과평가　
0.060* -0.097** 　

(0.032) (0.039) 　

사회문제책임도　
0.248*** 0.022 0.115**

(0.052) (0.064) (0.048)

정책이해도　
0.156*** 0.156*** 0.123***

(0.023) (0.028) (0.024)

연령　
-0.050*** -0.042** -0.025*

(0.015) (0.017) (0.013)

교육수준　
-0.059 0.361* 0.298*

(0.183) (0.207) (0.170)

가구소득　
0.235*** -0.135 0.066

(0.078) (0.088) (0.069)

성별　
-0.123 -0.055 -0.265

(0.355) (0.402) (0.331)

충청　
-0.365 -0.837 0.260

(0.603) (0.703) (0.503)

호남　
0.081 1.642** -0.556

(0.595) (0.690) (0.497)

경상　
-1.256*** 0.039 -0.629

(0.411) (0.486) (0.394)

절편
1.085 1.105 -0.006

(1.095) (1.226) (1.082)

N 1208 900 1203

R-sq 0.120 0.097 0.074

adj. R-sq 0.109 0.082 0.063

* (괄호)은 표준오차 크기
*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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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설문이 없어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표 4>는 다중회귀모형의 추정결과이다. 먼저 진보정권이 집권하고 있던 2007년의 경우 

다른 관련요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하였을 때 정부신뢰는 예측한 바와 같이 정책(지출)지지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수성향의 집단이 이념적으로 중립

적인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의 정책(지출)지지를 보이는 다소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났

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신뢰와 정치성향간의 교호

항의 경우 예측한 바와 같은 주목할 만한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진보

성향의 집단이 정부신뢰의 수준이 높을수록 정부지출증가에 대해 좀 더 지지의 정도가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 유의미성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한편, 보수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2009년도와 2010년도의 경우 정부신뢰수준은 정부지출

지지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보수성향의 응답자들은 중립을 표방한 응답자들에 비

해 정부지출에 대해 낮은 지지정도를 보였지만 두 추정계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정부신뢰와 보수성향간의 교호항에 대한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정부신뢰와 진보성향간의 교호항과는 대비되는 결과이

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보수성향의 집단이 정부지출증가에 대해 기본적으로 중립성향의 집

단과 유사한 수준의 낮은 지지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신뢰수준이 높아질수록 지출증가에 대

한 지지정도가 높아지는, 즉 자신들의 보수적인 이념적 원칙(정부역할의 축소, 정부지출의 

감소 등)의 희생(비용부담)을 감수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지출증대에 대한 지지에 있어서 발생하는 이념적 희생의 간극을 정부신뢰가 채워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13)  

한편,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교호항으로 인한 부가적(additive) 효과를 고려했을 때, 추정

된 보수성향의 집단이 갖는 정부신뢰의 한계효과와 표준오차는 2009년의 경우 0.60 

(s.e.=0.114, t=5.26), 그리고 2010년의 경우 0.227(s.e.=0.084, t=2.70)로 각각 나타났다. 이때, 

2009년에 비해 2010년의 경우 그 크기가 작은 이유를 2010년도 설문이 정부지출증가가 세

금인상을 유발한다는 정보를 사전 제공함에 따라 나타난 희생크기의 감소로 볼 것인지 아

니면 이명박 정부초기의 정권교체에 따른 강한 보수성향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소 완화

되어 가면서 나타난 결과로 볼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이러한 이념적 희생이 2007년 

13) 지면제약상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추가적인 분석으로 10개의 개별 정책에 대한 모형을 추정해 보았

을 때에도 정부신뢰와 보수성향간의 교호항에서는 유의미한 값들이 많이 발견되는 반면 정부신뢰와 

진보성향간의 교호항은 그렇지 못했다. 또한 이러한 발견도 2009년과 2010년에 집중되었다. 또한 독

립변수간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가능성은 검토 결과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

다. 즉, 독립변수간의 단순 상관회귀계수값도 매우 낮은 편이었고, VIF는 물론 개별 독립변수를 여

타 독립변수들에 대해 회귀시킨 경우에도 그 결정계수가 0.1-0.3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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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진보정권)에서의 개별 회귀계수에서는 나타나지 않어 정부신뢰의 형성에 있어 정권기

조(또는 정권의 성격)와의 동향성 정도를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림 4>는 위에서 살펴본 회귀모형의 추정결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해 본 것이다. 즉, 정

부신뢰정도와 추정된 정책(지출)지지(predicted value)간의 관계를 이념성향별로 나누어 표현

하였다. 2007년의 경우 전체적으로 정부신뢰가 증가하면서 정책(지출)지지 수준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치적 이념성향으로 인한 특이성은 살펴볼 수 없다. 그러

나 2009년의 경우에는 정치적 이념성향에 따라 상이한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보수성

향의 집단에서는 정부신뢰의 정도에 따라 정부지출에 대한 지지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

다. 즉, 2007년과는 달리 2009년에는 보수성향의 집단은 정부신뢰가 낮은 경우 명확하게 정

부지출의 증가를 지지하지 않지만 정부신뢰가 증가함에 따라 감축지향에서 증액지향으로 

가파르게 선호가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정부신뢰가 이념적 희생을 극복할 수 있는 요

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진보성향의 집단에서는 이와 같은 일관된 경향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그림 4> 정부신뢰와 이념성향에 따라 예측된 정책(지출)지지수준의 변화

2007년도 2009년도

한편, 분석에 포함된 여타 통제변수들에 대한 추정계수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연령의 경우 모든 모형에서 일관되게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

출증가에 대한 선호가 낮아지고 있으며(Eismeier,1982; Hetherington,2005; Rodolph,2005),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Elliott et al,1997), 그리고 정부의 사회문제책임정도(Huseby,1998)를 높게 인

식할수록 지출증가에 지지하는 경향이 높아 이 역시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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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가구소득과 지역변수의 경우 다소 일관성 있는(consistent) 결론을 추정하기 곤란하여, 

이 역시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14)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정부신뢰와 정치적 이념성향이 정책지지 미치는 영향을 최근 주목받고 있

는 이념적 희생이론(ideological sacrifice theory)에 기초하여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

도는 그동안의 정부신뢰의 중요성에 대한 규범적 판단과는 구별하여 정부신뢰가 정책과정 

또는 정치과정에 있어서 왜 중요한지, 특히 정책지지에 있어서 어떤 메커니즘의 영향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려는 의도였다. 

2009년과 2010년 조사 자료를 통하여 정책지지에 있어서 이념적 희생이 보수성향의 집단

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신뢰가 이러한 이념적 희생을 가능하게끔 하는 요인임을 추

정해 볼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이념적 희생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이념지향을 갖고 있는 

2009년과 2010년 자료에서만 일관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또 다른 논리적 가능성을 제

공한다. 즉, 상대적으로 진보적 이념성향을 갖는 정부(2007년)에서 정부지출의 확대는 정권

의 이념적 가치와 상치되지 않지만, 보수적 이념성향을 갖는 정부(2009년과 2010년)에서의 

정부지출의 확대는 집권정부의 정치적 이념성향과 상치되는 정향이다. 따라서 보수적 집권

정부의 지지기반인 보수적 정치이념을 갖는 대중들의 입장에선 정부지출의 증가는 이념적 

희생을 강하게 요구하게 되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념적 희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친시장적 보수적 이념성향을 표방하고 있는 현 정부에게 중요한 정책

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는 해방이후 처음으로 진보와 보수정권의 교체

를 경험하면서 정치 및 정책과정에서 이념적 정치성향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또

한 교육수준의 향상과 IT기술의 생활화로 과거와는 달리 정부역할의 범위와 정도에 대해 

개인들의 다양한 견해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표출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정책에 대한 지

지확보는 성공적 정책수행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 정부가 비록 친시장주의적이고 친기업적인 정책을 표명하며 출발하였다 하더라도 동

14) 한 가지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이러한 결과가 보수적인 집단이 지출선호에 있어서 

절대적인 감축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앞선 분석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정치적 이념

성향에 상관없이 증액에 대해 우호적인 지출선호를 갖고 있다. 따라서 회귀분석의 결과는 상대적으

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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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중산층 및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과 같은 친서민적정책의 수행 역시 중요

한 과제이다. 다시 말해 한편으로 정부(비단 현정부 뿐만 아니라)는 집권정당의 정치적 이념

에 근거한 정책을 펼쳐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념적으로 상치되는 정책을 포용함으로

써 보다 넒은 정치적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안정과 정당성을 유지하는 것 

역시 중요한 정치적 가치이다. 그러나 집권정부가 자신들의 지지기반과 정치적 이념성향이 

다른 정책을 펴고자 하는 것은 지지기반으로부터 도리어 정치적 반대를 불러올 수 있으며, 

이는 정부의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정책수행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대중들이 정부에 대해 일반적 차원에서의 신뢰

수준이 높은 경우 자신들의 이념적 성향과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나름 희생을 감수하며 지

지를 표명할 수 있다는 점은 정부신뢰의 확충이 규범적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책과

정에서 성공적인 정책수행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과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물론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구체적이 정책영역이 아닌 통합적인 지출증가에 대한 지지에 

기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다소 그 해석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념적 희생의 

발생에 따른 정부신뢰의 효과를 파악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 물질적 희생(material 

sacrifice)의 발생에 따른 정부신뢰의 효과와 그 상대적 크기와의 비교 등은 자료상의 한계로 

인하여 다루지는 못하였다. 더욱이 정부신뢰와 정책지지간의 내생성 문제의 가능성에 대해

서도 명쾌히 검토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 있는 정책지지가 정부지출 

증가라는 다소 구체적인 개념을 이용하고 있어 보다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정책지지와는 구

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신뢰와의 인과적 순환관계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

로 보인다. 앞으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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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deology, Political Trust and Policy Support 

Hyunsub Kum & Seungju Baek 

This article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ideology, political trust, and public 
support for government spending. Based on the sacrifice theory originated by 
Heatherington (2005) and Rudolph and Evans (2005), it was hypothesized that there 
is ideological sacrifice spurred by political trust in support for government spending. 
Consistent with the theory,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the effects of political trust 
are significantly more pronounced among conservatives than among liberals, which 
means the effect of ideology on support for government spending is moderated by 
political trust. This finding suggests that political trust has a normative importance as 
well as practical consequences in understanding the policy process. 

【Key Words : Policy Preference (Policy Support), Political Trust, Sacrifice Theo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