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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의미 있게 발견된 사실은 한국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는 서구와는 다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신뢰를 결정하는 차원적 요인들 3가지 ― 반

응성, 효율성, 공정성 ― 는 서구 국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대적 중요성에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얼마

나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이며, 그 계수 값의 크기는 

다른 두 요인들에 비하여 3배 이상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시민참

여의 활성화라는 시각에서 본다면 아직도 시민들은 활성화된 정치참여와 그에 대한 정

부의 수용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방법론적으로 이러한 결과를 

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의 두 가지 다른 분석기법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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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서구민주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정치도 이제 제도적 민주화를 넘어 국민들

의 기대에 부응하여 만족을 줄 수 있는 질 높은 좋은 정부(good government)를 추구

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더 이상 국민들이 군사쿠데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준의 

민주주의는 달성했지만 정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없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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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은 여전히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행정부의 과도한 권한과 낮

은 정치반응성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정부에 대한 만족수준이 낮은 것

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민주주의 역사가 깊고 경험이 많은 유럽국가들 대부

분에서도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

한 만족도가 상승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Castillo 2006; Ezrow 

and Xezonakis 2014; OECD 2013). 이러한 현상에 대한 연구 중 하나가 ‘좋은 정부

(good government)’ 개념을 통한 민주주의 질의 향상 연구이다.

이 글은 한국적 맥락에서 ‘좋은 정부’의 관련 개념들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즉, 한국인들의 정부평가에 대한 인식은 어떤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경험적

으로 검토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 글에서는 일반 국민대상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국인들의 ‘좋은 정부’를 구성하는 주요 개념들이 서구 선진국에서 논의되어 온 개념

들과 어떻게 차별적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좋은 정부’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는 월드

뱅크(World Bank)의 리포트와 ‘정부의 질(Quality of Government)’이라는 프로젝트 하

에서 일군의 유럽학자들에 의해서 축적되어 왔다. 선행연구들은 각국의 전문가 조사를 

기초로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 각국 정부의 질을 비교·측정함으로써, ‘좋은 정부’에 대

한 연구의 기초를 다졌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과 다른 역사경험과 사회조건을 가진 한

국에서 유럽국가 중심의 지표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경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

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선행연구가 개발한 지표들의 한국적 적실성을 검토하고

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좋은 정부’의 개념인식과 지표개발에 있어서 한국과 같이 권

위주의 통치를 경험하고 단기적으로 민주화를 이룬 국가와 쿠데타의 경험 없이 장기적

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서구민주주의 국가 사이의 차이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국가에 따라 좋은 정부에 대한 평가요인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은 국가마

다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질이 중요한데 이를 구성하는 중요한 가

치들 중 어떠한 가치를 상대적으로 더 우선시할 것인지가 달라질 것이라는 논리에 따

른 것이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정부의 질은 대체로 반응성, 공정성, 효율성이라는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 서구유럽 국가에서는 이들 세 가지 요인들 중 공정성이 중요

한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Rothstein and Teorell 2008: 2012). 구체적으로 공무원들

의 행정집행 과정에서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민주주의 만족도 향상에 가장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적 결론이 한국에

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서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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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부의 질을 측정하는 변수로 정부신뢰를 설정하였다. 이렇게 한 이유에

는 두 가지 점이 있다. 하나는 정부신뢰와 정부의 질이 매우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

이다. 정부의 질이 높다는 인식 혹은 좋은 정부라는 인식을 갖는다면 정부를 신뢰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몇몇 경험연구들에 따르면, 정부에 대한 공중의 신뢰는 경제

에 대한 시민의 평가와 같은 경제적 요인, 범죄율이나 아동빈곤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

소, 그리고 현 정부나 제도에 대한 평가와 같은 정치적 요인들로 구성된다(Chanley et 

al. 2000). 결국 정부신뢰는 정부의 경제적 혹은 사회적 정책성과, 제도로서 민주주의

의 작동 정도, 그리고 정부의 집행과정에 대한 평가 등을 포함하며, 이는 정부의 질의 

구성요소와 맞닿아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질을 측정함에 있어서 정부신뢰의 개념을 사

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비교연구에 초점을 두어 온 서구의 기존 연구와는 달리, 이 연

구가 일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험 자료에 기초해 정부의 질에 대한 인식의 구성요

소를 밝히고자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질에 대한 최근 서구의 연구들은 정부의 

질의 측정변수를 부패의 수준, 관료의 효과성, 불편부당성과 같이 이미 권력의 행사와 

정책집행에 한정해 놓고, 이들 변수와 사회경제적 혹은 제도적 변수들과의 연관성을 

규명해 왔다. 그러나 이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서 그동안 논의되어 온 정부의 

질에 대한 경쟁적 개념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를 탐색한다. 따라서 정부의 질을 측

정하는 변수로 부패 수준과 같이 정책과정의 산출에 한정된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정

부의 민주성, 효율성도 모두 포괄될 수 있는 정부신뢰를 사용하였다. 

논문의 구성은 처음에 기존의 ‘좋은 정부’와 관련 연구를 소개하고, 이론적 측면에서 

좋은 정부의 정의와 구성요소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한다. 다음으로 설문자료를 바탕

으로 한국에서 좋은 정부 개념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검토한다. 그리고 좋은 정부 평가

에 구성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분석하도록 한다. 이 연구에서

는 설문조사 결과를 지표로 묶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설문항들의 잠재변인에 대한 타

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다. 그리고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정부의 질 개념의 측정

변인인 정부신뢰를 설명하는 수준을 검토한다. 아울러 그 결과를 다시금 검증하기 위

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설문항 간의 공변량을 고려한 잠재변수를 구성하고 

정부신뢰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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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선행연구: 정부의 질

‘좋은 정부’와 관련된 집단적 연구로 대표적인 것은 세계은행(World Bank)의 연구기

관과 스웨덴의 ‘정부의 질 연구소(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의 지속적인 프로

젝트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관들은 기초자료의 축적에서부터 지속적인 국제회의를 통

한 학문적 소통 등에 있어 모범을 보이고 있다. 세계은행은 1989년 최초로 ‘좋은 정부’

라는 개념을 정의한 이후 ‘좋은 정부’의 개념을 꾸준히 발전시켜왔다. 세계은행은 1996

년에 ‘세계 거버넌스 지표 연구(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Project)’라는 프

로젝트에 착수하여 본격적으로 ‘좋은 정부’에 대한 조사연구를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2008년까지 세계은행의 ‘거버넌스 지표 연구팀’에서 구축한 자료는 212개 국가를 포괄

하였고, 이 자료들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는 2년에 한 번씩 갱신되다가 2002년부

터 2008년까지는 해마다 갱신되었다. 이 연구팀은 2008년의 경우, 33개의 국제적 조

직으로부터 생산된 35개의 자료로부터 정부를 인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441개의 변

수를 선정·집합하였고, 이들 개별 측정치들을 거버넌스의 6가지 차원에 포함되는 범

주에 지정하여 총량적 계측방식을 구축하였다(Kaufmann et al. 2009, 2). 자료의 출처

는 주로 국제 기구, 기업 리스크 평가 기관, 싱크탱크, 비정부기구 등이며, 자료는 기업

정보제공자, 비정부기구, 공공기관들이 수행해 온 전문가 설문자료와 정부에서 실시한 

기업과 가계에 대한 설문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통해 세계은행

은 ‘좋은 정부’의 6가지 범주에 대한 국가 간 차이, 범주들 간의 연관성 등을 분석하여 

정부개선의 전략과 관련된 정보를 각국 정보에 제공해 왔다. 

세계은행 연구팀은 그들의 이전 연구들의 거버넌스에 대한 정의로부터 6개의 집합적 

지표를 구축하였다. 거버넌스는 한 국가에서 권위가 실행되는 전통과 제도라고 정의

되었다. 이것은 1) 정부가 선출되고 감시되며 교체되는 과정과, 2) 정부가 좋은 정책을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집행하는 능력, 그리고 3) 시민과 국가 사이에 사회·경제적 활동

을 통할하는 제도에 대한 시민과 국가의 믿음을 포함한다(Kaufmann et al. 1999, 4). 

연구자들은 거버넌스 정의의 첫 번째 영역을 대상으로 두 가지 범주를 설정하였다. 그 

첫 번째는 ‘참여와 책임성(voice and accountability)’으로서 그 안에 정치과정, 시민적 

자유, 정치적 권리의 다양한 측면을 측정하는 많은 변수들을 포함하였다. 이 변수들은 

정부 선출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도, 정부를 감시하고 미디어의 독립성 정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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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다. 두 번째 지표는 ‘정치적 안정성(political stability)’으로 정부가 불안정하게 

되거나 비관습적 혹은 폭력적 수단에 의해 전복될 개연성에 대한 인지를 측정하는 지

표들을 포함한다.

또 다른 영역은 두 가지 지표로 구성되는데 정부가 건전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 그 첫 번째 지표는 ‘정부의 효과성(government 

effectiveness)’이란 개념으로 설정된다. 이 지표는 공공 서비스의 질, 관료의 질, 공

무원의 역량, 정치적 압력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독립성, 정부의 정책 약속에 대한 신

뢰 등을 측정하는 변수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두 번째 지표로 ‘규제의 질(regulatory 

quality)’은 정책 자체에 더 많은 초점을 둔다. 이 지표는 무역과 사업개발 같은 영역에

서 지나친 규제에 의해 가해진 부담에 대한 인지를 비롯해서 물가 통제, 은행에 대한 

부적절한 감독 등과 같은 시장-비친화적 정책의 여부와 정도를 포함한다.

제도에 대한 시민과 국가의 믿음과 관련된 거버넌스의 지표는 ‘법의 지배(rule of 

law)’와 ‘부패의 통제(control of corruption)’의 개념으로 구성된다. ‘법의 지배’는 행위

자들의 법 준수에 대한 확신을 의미한다. 이 지표는 폭력과 비폭력 범죄의 발생, 사법

부의 효과성과 예측성, 그리고 계약의 강제성 정도에 대한 인지를 포함한다. 이들 변

수들은 사회가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규칙으로 사회·경제적 소통의 기초를 발전시키

는데 성공한 정도를 측정한다. 거버넌스의 마지막 지표는 ‘부패의 통제’이다. 이 지표

는 ‘사적 이득을 위한 공권력의 행사’로 정의되는 부패에 대한 평가를 측정한다. 이 변

수는 부패의 측면들은 무언가가 되도록 하기 위한 부가적 지불로부터 기업환경에 대한 

부패의 정도, 그리고 국가 장악과 관련된 정치영역에서의 커다란 부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부패의 존재는 거버넌스의 실패를 의미한다.

정부의 질에 관한 집단연구로 대표적인 다른 한 기관은 ‘정부의 질 연구소’다. 연구

의 주요 대상은 높은 질의 정치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

론적 그리고 경험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며, 또 다른 연구 대상은 의료, 환경, 빈곤 

같은 정책 영역에 정부의 질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 연구진은 세계은행

의 ‘세계 거버넌스지표 연구팀’의 ‘좋은 정부’ 개념이 환원론적이며 개념의 과도한 확장

으로 인해 적용범주가 모호해져서 정부를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준거틀이 되지 못

한다고 비판한다. 그들에 따르면 월드뱅크는 그들의 이론을 확인하기 좋은 정의의 한 

측면을 강조하면서 연구마다 임의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은행 연구팀의 ‘좋은 정부’ 개념에는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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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다른 영역들이 연역될 수 있는 “근본적 규범”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

판하고 있다(Rothstein and Teorell 2008, 169-173). 그들에 따르면 ‘정부의 질’을 정

확히 측정하고 사회경제적 발전 상태와의 연관성을 올바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부

의 질’ 개념에 선거민주주의에 해당하는 권력접근의 측면을 배제하고 권력행사의 측

면만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몇몇 연구자들은 민주주의가 안착될수록 정부가 경

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위한 효율적 집행을 해 왔다고 주장한다(Helperin et al. 2004; 

Deininger and Mpuga 2005; Isham et al. 1997). 그러나 다른 연구자들은 대의민주

주의는 공권력 행사 측면에서의 정부의 질과는 뚜렷한 연관이 없다는 것을 주장한다

(Montinola and Jackman 2002; Sung 2004; McMillan and Zoido 2004).

민주화가 성공적으로 출발한 나라에서도 부패와 권력남용 등이 발생하는 것을 지

적하면서, 래리 다이아몬드(Larry Diamond 2007)는 나쁜 정부의 병폐가 더 많은 민

주적 장치를 통해 억제된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제도가 후견인주

의와 지속적 부패가 만연한 사회의 정치문화를 넘어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쁜 정부

(bad governance)’는 그들만의 전통적이고 특수한 정치문화와 결합하기 때문에 제도

를 통해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Munggui-Pippidi 2006). 문제의 본질은 정치

문화에 ‘보편주의 규범’이 부재하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보편주의란 ‘시민에 대한 동등

한 대우’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공권력 행사에서 공정성(impartiality)’으로 측정된다

(Rothstein and Teorell 2008).  

‘정부의 질’ 연구에서 공정성이란 “법률이나 정책을 수행할 때 정책이나 법이 대상으

로 하지 않은 시민이나 사례 등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다. 이러한 정의는 측

정가능하며 보편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부패나 정실주의, 차별 혹은 특별한 이익집단

에 대한 혜택이 발생할 때 공권력의 남용이 무엇인지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정의가 전적으로 공권력 행사의 절차에 관한 것이기 때

문에 정부의 정책성과가 높으면 좋은 정부라는 동어반복적 오류를 피할 수 있다는 사

실이다.

‘정부의 질’ 연구자들은 2011년에 135개국의 1,053명의 전문가들의 평가를 취합

한 통합자료를 구축하고 있는데, 최소한 3명 이상이 응답한 107개국의 자료가 신뢰

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설문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개별 국가단위로 공정

성을 측정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 국가 간에 공정성에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Rothstein and Teorell 2012). 뿐만 아니라 이 연구소의 성과를 보면 공평성으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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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정부의 질이 경제성장, 제도적 신뢰, 삶의 만족도와 연관성이 있음을 밝혔고, 세

계거버넌스 지표 중 권력행사의 측면에 해당하는 정부효율성, 부패, 법의 지배가 이들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과도 크게 차이가 없음을 발견하였다(Teorell 2009). 또한 연

구자들은 과세와 복지정책과의 관계를 연구하여 공정성이 복지국가의 정통성을 결정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밝혔다(Svallfors 2012). 나아가 정부의 정통성을 유지

시키는 것은 정당이나 의회가 아니라 정책을 집행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제도(행정부)

에 대한 인식이라는 결론을 통해 정부의 질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였다(Rothstein 

2009). 정부의 질은 행복지표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빈곤국가뿐만 

아니라 부유한 OECD 국가에서도 정부의 질과 행복지표 간의 관계가 강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Samanni and Holmberg 2010). 또한 ‘정부의 질’ 연구자들은 민주주의와 정

부의 질 사이의 관계는 조건적이라는 것을 주장하는데 경제성장이 바로 그 조건이다

(Charron and Lapuente 2009). 민주주의가 무조건적으로 정부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

니라 경제성장이 상당 수준에서 이루어졌을 때 정부의 질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이

다.1)

III. 이론적 검토

1. 공정성과 정부능력 논란

 

이 장에서는 ‘정부의 질 연구소’가 공정성을 중심으로 제기해 온 권력행사 측면에서

의 정부의 질 개념과 이에 대한 비판적 논의들을 살펴봄으로써 ‘좋은 정부’의 개념을 

구성하는 주요한 영역들과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를 검토한다. 공정성에 중점을 둔 정

 1) 정부신뢰는 거버넌스와 비교되는 개념이다. 이숙종(2006)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정부신뢰의 

하락이 민주적 거버넌스의 쇠퇴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될 수 없다. 정부신뢰는 다원적 의

미를 함의하는데 정부가 공익에 충실하며 정책수행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한다는 의미로 해

석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능력이나 역량 혹은 부패하지 않는 투명한 공무

원 집단을 지칭하기도 한다. 반면에 거버넌스는 정부신뢰의 하락에 대한 대안으로 민주적 

거버넌스가 거론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거버넌스는 민주적 시민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공공

문제에 관한 시민들의 참여와 상호작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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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질 개념에 대한 비판은 절차적 규범만으로 정부의 질을 평가하기 때문에 정부의 

질이 담고 있는 많은 중요하고 실질적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그나포스(Agnafors 2013, 436)는 로스타인과 터렐(Rothstein and Teorell 2008)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정성의 절차적 규범만을 강조하는 것은 공정성의 의미를 협소

화하는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정책적 투입과 결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법

만 준수하면 된다는 논리로 심각한 부도덕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가한다. 민주

적인 선거로 등장한 나치 체제가 법과 정책을 불편부당하게 집행한다면 그 체제는 좋

은 정부인가라고 묻는 것이다. 선(善)을 지향하는 정부의 질의 개념에 근거할 때 도덕

적으로 부패한 법과 정책이 수행된다면, 그러한 정부는 결코 선이 될 수 없으며 오히

려 악의 정당화에 이르게 된다. 나치의 집단캠프에서 도덕적 기반 없이 오로지 행정적

으로 공평하게 사람들을 죽이면 그것을 좋은 정부의 상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그나포스는 정부의 질에 대한 산출 측면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어떤 

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는 정의의 보편성을 추구한다. 첫째, 최소한의 도덕성(minimal 

morality)의 개념이 그것이다. 아그나포스(Agnafors 2013, 437-8)는 로스타인의 절차

적 공정성이 부도덕함과 양립할 수 있는 오류를 피하기 위하여 정부의 질 개념에 도덕

성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보편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도

덕성이란 권위의 행사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금지와 의무의 

집합을 의미한다. 최소한의 도덕성의 개념에는 ‘살인, 사기, 고문, 억압과 폭정’의 금지 

그리고 ‘곤란한 지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의무 또한 포함한다.2)

민주주의 제도의 정착이 반드시 정부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민주성을 

좋은 정부의 개념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정치체제는 민주적이지 않지만 

절차적 규범으로서 공정성이 높은 정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국가인 싱가포

 2) 이에 대해 로스타인과 터렐(Rothstein and Teorell 2008)은 나치와 같은 비민주적인 체제

는 연고주의, 후원주의 등이 지배하는 체제로서 공평하지 못한 정책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

는 것이다. 즉 비민주적인 사회에서는 공평한 정책집행을 할 수 없지만 민주적인 사회에서 

정책집행은 공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실 정부의 질 연구자들이 

도덕성 혹은 민주성을 배제하고 절차적 규범을 정부의 질 개념의 중심에 두는 것은 그들의 

관심이 민주주의가 이미 진척된 사회에서의 정부의 질 개선에 있기 때문이었다. 로스타인은 

민주화된 국가(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회경제적 지표가 민주화되기 이전보다 더 못하다

는 경험적 증거를 보면서 국민이 정책결정에 목소리를 내고 참여한다고 해서 잘사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권력접근의 민주성이 좋은 정부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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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의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싱가포르의 정치체제를 민주적이라고 볼 수 없다. 국민들

의 관심이 온통 경제에만 쏠려 있는 이 나라는 ‘인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이

라는 정당이 지배적인 일당우위의 정당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얼마전까지 이콴유라

는 한 사람의 카리스마적 지도자에 의해 통치되어 왔다. 언론은 국영기업에 의해 지배

되고 그 결과 정부 비판이 제한되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고 볼 수 없

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부패가 없는 나라로 인정받고 있다. 관료사회의 

청렴도가 높으며 아시아의 어느 국가보다도 경제발전의 속도와 수준이 높다. 공정성이

라는 절차적 규범의 잣대로 보면, 싱가포르는 높은 정부의 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서구적 가치일 뿐이며 그것이 없이도 아시아적 가치를 바탕으로 잘 

살 수 있다는 이콴유의 정부는 ‘좋은 정부’라고 평가할 수 없다.3)

이러한 이론과 실제평가 사이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정부’의 개념에 민주

성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선진민주주의국가부터 권위주의체제를 경험한 신생민주

주의국가까지 모든 국가를 일관된 기준에서 정부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포괄적 기준

이 마련되어야 한다. 권력이 가치의 권위적 배분과 관련된 것이라면(Easton 1965), 권

력에 대한 민주적 접근은 사회적 가치 배분에 대한 대중적 참여를 의미하며, 다수 국민

들의 의사에 대한 정부의 반응성(responsiveness)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에 대한 평

가에 있어 민주성이란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참여 혹은 정부 반응성이라는 범주로 

국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정부가 정책결정에 있어 이해당사자 집단이나 일반 국민

들의 의사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정부의 질에 대한 판단에 중요한 기

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4)

공정성이 ‘좋은 정부’의 유일한 근본 가치라는 주장에 대한 두 번째 비판은 정부 효

율성과 관련되어 있다. 공정성을 강조하는 연구자들은 주요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할 

 3) 정부의 질을 판단함에 있어서 민주성을 배제한다면 박정희 유신체제와 같은 권위주의체제

도 높은 정부의 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실제에 있어서 유신체제가 후

원주의나 연고주의에 이끌려 공정성이 높은 정부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부의 질 연구자

들의 개념적 정의에 따르면, 민주적이지 않은 정부도 높은 정부의 질을 가질 수 있는 개연성

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4) 권력접근의 측면을 정부의 질 개념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세계은행이 거버넌스 지표 중

의 하나인 ‘참여와 책임성’의 개념이 기준지표로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의 질을 평

가할 때 선거 공정성, 표현의 자유, 인권과 같은 기준들은 개념상 포괄적이라는 내재적 특

성이 있어 실제 평가기준으로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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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갖춘 정부는 좋은 정부의 결과이지 좋은 정부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정

부의 개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좋은 정부란 사람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

결해야 된다고 느끼는 심각한 사회적 과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인데, 과제해결 능력을 

좋은 정부의 요소로 놓으면 동어반복에 빠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정책의 목표

를 성취함에 있어 한 양식의 통치가 엄격한 공정성의 규범을 지켰지만 성과가 전혀 없

는 경우와 반면에 공정성의 원칙에서 벗어남이 있지만 또 다른 양식의 통치가 성과제

로를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을 가정하자. 결과가 좋기 때문에 공정성이 잘 지켜지지 않

았어도 좋은 정부라고 간주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공정성의 규범을 잘 지켰기 때문에 

성과가 좋지 않아도 좋은 정부라고 판단하는 것도 애초의 좋은 정부의 개념과 일치하

지 않는다. 

정부의 질 연구자들이 정부의 성과를 정부 평가에서 배제하려고 한 이유는 GDP와 

같은 정부의 객관적인 성과 지표가 ‘좋은 정부’의 속성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지표들은 ‘좋은 정부’의 결과일 뿐이다. 그들에게는 ‘좋은 

정부’의 속성인 집행의 공정성이 정부의 성과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의미 있는 작업이다. 그러나 정부의 수행능력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정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과를 낸다. 수행능력은 성과와 가

깝지만 결과는 아니며 정부의 집행 영역에 해당한다. 세계은행의 ‘거버넌스 지표 연구

팀’에서도 효율성은 ‘공공 서비스의 질과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된 정도, 정책을 형

성하고 수행하는 능력과 신뢰’라고 정의하였다. 아그나포스(Agnafors 2013, 440)도 성

과와 관련한 효율성보다는 수행(performance)의 측면을 강조한다. 즉 ‘사회적으로 요

구되는 재화에 관심을 두는 지속가능한 긍정적 수행(positive performance)’을 정부의 

효율성이라고 정의한다. 정책을 형성하고 수행하는 능력으로서의 효율성은 정책 집행

의 절차적 공정성이나 정책 결정의 책임성과는 또 다른 속성으로 정부의 질 개념에 포

함해야 한다. 

2. 국내 정부신뢰 연구 검토

정부의 질이나 정부신뢰의 개념이 서구국가에서 개발되었지만 그 개념의 이론적 타

당성과 경험적 적실성에 관한 연구는 한국에서도 다수 이루어졌다. 서문기(2001)는 본

격적으로 정부신뢰구조에 대한 담론적 논의를 제시하였는데, 집합적 자료를 통한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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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은 생태적 오류(ecological fallacy)의 위험성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규범적 수준을 넘어 공정성의 결핍을 지적하고 사회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국

가역량의 부족이 정부신뢰 수준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은 그 시사점이 큰 것이었다. 경

험분석을 통한 정부신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 박종민(1991)은 정책산출면을 중심

으로 살피고 있다. 그의 중요한 발견은 경제적 성과나 안보분야의 성과를 통해서 정부

의 신뢰수준을 높일 수 없다는 것이다. 정치적 자유화와 사회적 형평성의 수준향상 없

이는 권위주의 국가의 신뢰도를 상승시킬 수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경

제적 업적을 대안으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권위주의 정권은 본질적인 한계가 있음을 보

여주는 것으로 결국 민주화를 통해서만 정부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

다.5)

대다수의 정부신뢰에 대한 연구가 정치적·사회심리적 평가에 중심을 두었기 때문

에 정부의 능력부분이 소홀하였다는 비판과 함께 경제모형을 도입한 연구가 있다(김

병곤·이곤수 2009). 순서화 로짓모형(ordered logistic model)을 이용한 이들의 경험

분석은 국가경제상태, 경제악화의 원인 그리고 경제평가 등의 경제적 요인들이 정치적 

변수들 이외에도 유의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경제투표 모형의 기초논리인 보상과 처

벌의 기재(reward and punishment mechanism)가 정부신뢰 함수에도 적용될 수 있다

는 것이다. 경제적 여건에 대한 평가가 선거뿐만 아니라 정부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주장은 설득적이다. 분석결과는 흥미로운데 경제상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

수록 정부신뢰가 높아진다. 반면에 경제상태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조건적인데, 경제악화의 책임이 국회나 정당 혹은 기업에 있다고 평가한 

경우에는 정부신뢰 저하에 미치는 정도가 매우 낮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신뢰에 영향

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비교해 보면 경제에 대한 평가가 가장 크다는 것이다. 필

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상태의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앞의 박종민(1991)의 연구와 비교하면 김병규·이곤수(2009)의 주장은 매우 상이하

 5) 이후 박종민·김왕식(2006)은 서구사회와는 달리 개인의 사회적 자본이 증가되어도 사회신

뢰가 증가하지 않으며, 오히려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사회신뢰가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아쉽게도 이 연구에서는 사회신뢰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

해서는 추가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사회신뢰와 정부신뢰 사이의 양방향적 관계는 확

인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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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박종민은 민주적 절차를 통한 권력의 정통성을 강조한데 비하여 김병규·이곤수는 

경제적 여건이라는 정부의 산출적 측면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기

본적으로 시대적 여건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박종민이 사용한 자

료는 권위주의 정권이었던 1991년인데 비하여 김병규·이곤수의 연구는 이후 18년이 

지나면서 진보세력이 정권을 잡은 경험도 있으며 동시에 1997년 IMF와 2008년 서브

프라임이라는 금융위기를 겪는 시기였다. 연구시기의 차이가 국민들의 국가와 정부에 

대한 역할과 기대의 차이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다. 김병규·이곤수의 연구는 서구국

가의 선거에서 발견되는 경제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거

버넌스나 정부의 질이라는 새로운 화두는 경제적 요인을 넘어서 정부의 정책 산출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연구는 현재의 질 높은 민주주의를 논하는

데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의 두 가지 요인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배타적일 이

유는 없다. 김왕식(2011)의 연구가 이들 두 요인을 하나의 모델 속에서 검토하고 있

다. 김왕식은 두 가지 요인이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단기적 정부신뢰를 위해서는 경제

적 방안을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증대시키는 방안을 마련

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그러나 그의 회귀분석모델을 보면 다른 연구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는 정치관심이나 민주주의 수준평가 등이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치관심이 많고 적음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현재 민

주주의 수준에 대한 평가수준이 정부신뢰와 관계가 없다는 결과는 의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필요하다.

본격적으로 서구의 정부신뢰 모델을 도입한 연구는 박종민·배정현(2011)의 연구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이들은 정부신뢰 평가의 구성요소로서 정부대우의 공정성, 정책과

정의 절차공정성 그리고 효율성에 포함되는 국가경제상황을 상정한 경험분석을 시도

하였다. 정책의 일련의 과정인 정책결정과 정책수행과정 그리고 정책결과라는 산출 측

면을 모두 포함하여 정부신뢰 구성모형을 분석한 결과 상대적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 즉 현재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의 정도가 아니라 이전과 비교하여 정부

혜택이 늘어났다고 생각하는가의 여부가 중요하다. 또한 정책결정과정의 공정성과 정

부정책 수행이 공정한가의 여부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는 이전의 연구들과 차별적으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라는 세분화된 개념을 통해 

좀 더 세련된 경험모형을 제시한 것이다. 이후 정부신뢰에 대한 경험분석은 집단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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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심을 두어 세분화된 모델들을 제시하였다. 이수인(2013)은 정부신뢰에 대한 원

인변인들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남성집단에서는 국가경제와 정

치적 자유권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데 비하여 여성집단에서는 가계경제와 사회권

의 영향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별에 의한 차이는 남성은 공적

영역 담당자이고 여성은 사적영역 담당자라는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물론 남녀

집단에서 공통적인 현상으로 정치적 성과가 경제적 성과보다 정부신뢰에 더 중요하다

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성차에 따른 상이한 모형이 필요하다는 연구는 기존연구에서는 

논의되지 않은 부분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정부신뢰에 대한 연구들은 그 시대의 환경을 반영하는 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정치참여 요구가 정부의 업적보다 중요하다

는 데 동의하고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가 이제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서구 국가들에서 민주주의 만족도가 낮아지고 정책수행의 공정성이 강조되는 

이유가 정부의 정책능력이 일정수준에 이르면서 시민들은 정책결과 그 자체보다는 어

떠한 과정을 거쳐서 정책이 결정되고 정책수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가에 좀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정부신뢰의 평가요인

을 반응성, 공평성, 효율성의 세 차원으로 구분하고, 각 차원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경

험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이전 연구들과 차별적으로 세 가지 차원들이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공변량을 고려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제시

한다. 

IV. 경험분석

‘좋은 정부’의 개념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이 연구는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 2014년 10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6)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는 국민들의 ‘정부신뢰’로 설정하였다. 그리하여 조사는 ‘좋은 정부’의 경쟁

적 속성들이 어떻게 정부신뢰와 연관되고 있는지를 비교함으로써 한국 국민들의 인식

 6) 설문은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정부의 질’의 경쟁적 개념들을 측정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

계되었다. 표본은 1,500명이며,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따라 비례 할당하여 추

출하였다. 개별 면접조사로 실시한 이 조사의 표집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2.5%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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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리잡고 있는 ‘좋은 정부’의 상을 포착할 것이다.7) 조사에서 정부신뢰는 매우 불신

을 0, 매우 신뢰를 10으로 하는 11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1. 신뢰도 분석

이 분석에서 다룰 ‘좋은 정부’의 경쟁적 속성은 선행연구의 이론적 논의에서 도출하

였다. 첫째, 투입의 측면에서 정부 반응성이다. 세계은행의 ‘거버넌스 지표 연구팀’은 

정부의 민주성을 좋은 정부의 주요한 개념의 하나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선거 공정성과 같은 민주주의 제도의 작동 정도는 설문을 통한 정부평가 측정치로서는 

너무 추상적이라는 문제로 인해 정부의 정책결정에 보다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국

민 의사에 대한 정부 반응성’으로 대치하였다. 정부의 반응성은 5가지 설문항으로 개

념을 구성하였다.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선택된 문항들은 (1) 정부가 정책결정 

시 국민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여부, (2) 이해당사자와 관련 집단의 의사를 표명

할 기회를 보장하는 여부, (3) 그러한 의사를 공평하게 잘 반영하는 여부, (4) 일반 국

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여부, 그리고 (5) 선거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여부에 대

해서 공감하는 정도를 4점 척도로 측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의 반응성에 대해 개

인이 느끼는 정도(반응성 지표)는 5개 문항의 평균 점수로 측정하였다. 이들 문항 간의 

개념의 일관성을 알려주는 크론바흐 알파 값은 0.76으로 사용가능한 기준치를 충분히 

넘을 정도로 높았다.

두 번째는 집행의 측면에서 공정성이다. 정부의 질 연구자들은 정부를 평가함에 있

어서 투입과 산출의 측면보다는 집행의 측면에 주목하였고, 집행의 공정성을 ‘좋은 정

부’의 핵심적 속성이라고 보았다.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이 조사에서는 (1) 혜택의 

공평한 제공, (2) 의무의 공정한 부여, (3) 법의 공평한 집행과 관련된 다섯 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들 설문항 역시 각각의 주제에 대해 공감하는 정도를 4점 척도로 측정

하였다. 그리하여 정부의 공정성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정도(공정성 지표)는 이들의 평

균 점수로 나타냈다. 이들 문항 간의 크론바흐 알파는 0.54로 하나의 개념으로 사용하

는데 큰 무리가 없다.

 7) 유사한 의미의 거버넌스 측정에 관한 논쟁은 코프만과 크레이(Kaufmann and Kraay 2008)

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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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정부 효율성 또한 ‘좋은 정부’의 주요한 속성이다. 정부의 수행능력은 일

반적으로 사람들이 정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효율성은 정부가 ‘정책을 형성하고 수

행하는 능력과 신뢰’ 혹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재화에 관심을 두는 지속가능한 긍정

적 수행’을 의미한다. 이 논문이 사용한 자료에서 효율성을 가리키는 변수는 정부가 주

요한 과제를 해결할 능력을 나타내는 변수 하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효율성은 지표 

작업을 하지 않고 하나의 설문으로 대체하였다. 

통제변수로 ‘좋은 정부’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배경변수를 고려

하였다. 먼저 연령을 들 수 있다.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 든 사람들이 정부에 대한 긍정

적인 평가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가정할 수 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보

다 이상과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현실과 안정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기존질서를 존

<표 1> 좋은 정부 구성지표

지표 설문항 변수명 Cronbach α

반응성

정부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한다 반응1

0.76

정부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해당사자나 관련 집단이 의

견을 표명할 기회를 적절히 보장한다
반응2

정부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해당사자나 관련 집단을 공

평하게 고려한다
반응3

정책결정 시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반응4

정책결정이 국민 여론을 중요하게 반영한다 반응5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반응6

공정성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이나 혜택이 국민에게 공평하

게 돌아가고 있다
공정1

0.54

우리나라 정부와 경찰은 보통 사람들이나 약자들에게 법을 

더 잘 지키라고 강조한다
공정2

정부는 세금납부나 병역의 의무 등을 국민에게 공정하게 부

여한다
공정3

정부는 법을 집행할 때 돈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관대하다
공정4

나와 주변사람이 법을 어길 때, 경찰 혹은 검찰이 법을 공정

하게 집행한다
공정5

효율성 정부가 10년 내에 주요한 과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효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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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하는 속성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로는 학

력이다.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또한 한편으로는 더 많은 

정치 정보를 가지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 높을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 

조사에서 학력은 전문대 졸업과 대학원 이상을 넣어 5점 척도로 하였다. 세 번째로 ‘정

부의 질’에 대한 인식에 연관될 수 있는 변수로 계층을 꼽을 수 있다. 자신이 하층이라

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삶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 클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조사에서 주관층 계층은 3점 척도(상-중-하)로 측정하였다.

또 다른 통제변수군으로 정치성향을 꼽을 수 있다. 먼저 개인의 이념성향이다. 일반

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진보적인 사람이 안정을 추구하는 보수적인 사람보다 정부

에 대한 신뢰가 낮다. 이념은 매우 진보를 0으로 하고, 매우 보수를 10으로 하는 11점 

척도로 측정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두 번째 정치성향 변수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

정지지도이다. 이 분석이 초점을 두고 있는 반응성과 공정성 그리고 효율성은 모두 현 

정부가 아니라 일반적인 정부에 대한 인식이다. 그러나 응답자의 정부 인식에는 현 정

부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다. 따라서 이 분석의 목적상 일반적인 정부 

인식과 정부신뢰와의 실질적인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응답자의 현 정부에 대한 평가

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신뢰와 연관될 수 있는 변수로 국가경제 사정에 대한 평가와 복지 

만족도이다. 일반적으로 국가 경제가 나아졌다고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정부에 대한 신

뢰가 높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복지는 정부가 정책을 통해 직접 제공하는 것이

기 때문에 복지 만족도는 정부신뢰와 연관성이 클 것이다. 그리하여 복지에 대한 만족

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정부를 더욱 신뢰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2. 회귀분석

아래의 <표 2>는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정치성향 그리고 경제상황과 복지 인

식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정부의 반응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 평가 등 국민인식이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모델 1>을 해석해 보면, 사회경

제적 배경변수에서는 학력과 계층 변수가 유의도 0.1 수준에서 정부신뢰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고학력자일수록 정부신뢰가 낮아진다는 가

설을 확인해 준다. 학력과 계층은 같은 방향성을 갖는다. 따라서 사회경제적으로 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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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수록 정부신뢰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정부신뢰에 대한 기대가 다른 

집단보다 높은 것이 원인 중 하나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독립변수 이념성향은 정부

신뢰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수 값을 해석해 보면 보수적일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념적으로 보수적인 응답자들은 질서

와 권위에 비중을 두는 성격이 있으므로 국가운영을 책임지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

게 나타나는 것은 이미 기대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념성향의 효과가 다른 한편으로는 

집권당의 성격에 따른 조건적인 관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보수적인 응답자

들의 정부신뢰가 높은 것이 응답자의 특성뿐 아니라 현재 집권당이 보수적 성격이라는 

이유로 보수이념과 정부신뢰사이의 정관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연령은 정부신뢰와 인과적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평가도 정부신뢰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수

행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정부신뢰는 높았다. 정책의 산출측면에서 경제상황에 

<표 2> 정부신뢰도 구성요인 회귀분석

모델 1 모델 2

B 베타 유의확률 B 베타 유의확률

(상수)

연령

최종학력

계층

이념성향

국정운영

반응성

공정성

효율성

국가경제

복지만족

박근혜 투표여부

-1.381
-.018
-.065a

-.114a

.114a

.311c

1.121c

.218b

.215c

.124a

.204c

-

 
-.013
-.035
-.032
.043
.345
.256
.044
.076
.036
.170

-

.000

.543

.098

.092

.053

.000

.000

.045

.000

.074

.000
-

-1.521
.002
-.057
-.075
.090
.302c

1.097c

.318c

.167c

.137a

.204c

-.044

 

.001
-.031
-.021
.034
.341
.251
.064
.059
.040
.172
-.011

.000

.964

.195

.312

.172

.000

.000

.008

.006

.074

.000

.663

R2=0.48, N=1508 R2=0.47, N=1272

* a<.1; ** b<.05; *** c<.01
종속변수: 정부 신뢰도(매우 불신 0점, 보통 5점, 매우 신뢰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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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식과 복지정책 만족도 역시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복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정부

를 신뢰하였다. 이들 변수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하기 위해 표준화된 계수 값을 확인

해 보면 국정운영 평가가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며 국가경제 평가보다 복지만족 정도

가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좋은 정부’의 경쟁적인 세 지표가 정부신뢰에 미

치는 영향을 비교하는 것이다. 앞의 <표 1>에서 검증한 반응성, 공정성 그리고 효율성

의 세 지표들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면,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 값

을 보여준다. 표준화 계수를 통해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해 보면 정부의 반응성(β=.26)

이 정부신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율성(β=.08)은 그 다음이

었다. 세 지표 중 공정성(β=.04) 역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

향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의 능력은 정책결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정

운영, 국가경제 상태 그리고 복지수준 등에 관한 평가를 통해 정부신뢰와의 인과관계

를 확인해 보았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에서 국가경제에 대한 평가는 이념과 밀접한 관

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보적인 유권자들은 진보정당이 집권당인 경우 경제

평가가 보수정당이 집권한 경우보다 좀 더 긍정적이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Evans and Anderson 2004: 2006; Bartels 2002; Johnston et al. 2010). 이 같은 정

당 편향적 정부업적 평가성향은 경제상태 평가뿐 아니라 다른 평가영역에도 마찬가지

로 적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표 2>의 <모델 2>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를 선택했는지 여부를 더미변수로 추가한 모델이다. 만일 응답자의 지지정당이 집권당

인지 여부가 정부신뢰도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면, 과거투표 성향을 분석모델에 포함시

켜야 하기 때문이다.  

<모델 2>의 결과를 보면 우선 통제변수로 추가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8) 이는 정부신뢰에 대통령 선

택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델 2>의 각 변수의 계수 값과 유

 8) 이변량 분석결과를 보면 지난 대선에서 박후보 투표선택 여부에 따라 현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점수는 각각 6.23점과 3.86점으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t-test 값 21.5(d.f. 983.3), 

p<.00). 그리고 정부신뢰 점수 역시도 각각 5.4점과 4.2점으로 차이가 있다(t-test 값 11.0(d.
f 1009.1), p<.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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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를 <모델 1>의 계수 값과 비교해 보면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의 유의도가 조금 더 

낮아졌을 뿐 다른 관심변수들의 변화는 거의 없다. 모델의 설명력을 보여주는 R2의 값

을 비교해도 변수를 추가한 <모델 2>에서 더 높아지지 않는다. 결국 지난 대선에서 후

보선택과 정치적 지지성향이 신뢰도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받아들여지

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다중회귀식에서 독립변수는 이름 그대로 설명변수들이 상호독립적이라는 가정을 의

미한다. 그러나 독립변수들 사이에 상당한 수준의 상관성을 갖는 경우에도 다중공선

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야기할 수준의 상관성이 아니라면 회귀분석 기법을 사

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표를 만들

고 이 지표들이 정부신뢰라는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방식은 구조방정식 

모형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구조방정식의 특징은 잠재변인(latent variable)의 측

정과 그 잠재변인들 사이의 관계규명이 하나의 모델 안에서 측정 가능하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앞의 회귀모형에서는 신뢰도 분석을 통해 확인된 설문항들의 값의 평균을 

구해서 지표로 사용하였다. 이 때는 각 지표에 포함된 설문항들은 동일한 개념을 측

정한 값들이며 동시에 가중치(weight)가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산술평균을 산출한 것

이다. 여기서 잠재변인 값을 구성하는 몇 개의 설문항들이 모두 같은 정도의 가중치를 

갖는다고 가정하는 것은 우리가 각각의 가중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택

한 전략일 따름이다. 회귀분석에 따르면 본 연구의 관심변수인 공정성, 효율성 그리고 

반응성이라는 세 가지 지표들 사이의 관계가 독립적이라는 가정 하에서 분석이 이루어

진 것이다. 이들 변수들 사이에는 상관성이 존재하며, 통계적으로 변수들 사이의 공변

량을 통제한 이후에 각 변수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분석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상에서 지적한 회귀분석의 잠재적 문제점과 구조방정식의 장점을 바탕으

로 아래 <그림 1>과 같은 분석결과를 얻었다.  

이 모델의 결과를 간략히 정리해 보면 우선 반응성과 공정성은 잠재변수로 신뢰도 

분석을 통한 설문항들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구해졌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잠재변수에 측정변수인 설문항의 값들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차별적이다. 이 값은 

앞의 회귀분석에서 해당 설문들을 이용하여 지표 값을 산술평균으로 구한 것과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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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며 좀 더 내적타당성(internal validity)이 있다고 하겠다. 회귀분석과 두 번째 차별점

은 구조방정식 모델에서는 독립변수들 사이에 상관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에서 호(arc)로 표시되는 부분은 공분산(covariance)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

어 공정성과 효율성 사이의 공변량은 0.24로 상당한 수준의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업적을 평가하는 국가경제, 복지만족도 그리고 국정운영이라는 세 변

수 사이에도 통제해야 할 수준의 공변량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은 위의 그림을 통계적 유의도를 포함하여 표시한 결과이다. 이 결과를 앞의 

<표 2>에서 제시된 회귀분석 결과와 비교해 보면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연령, 학력, 계

층 등 인구통계적 변수들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점이다. 회귀식에서도 

학력과 계층변수가 p<0.1 수준에서만 유의했다는 점에서 두드러진 결과의 차이는 아

니다. 한편, 반응성과 공정성은 잠재변인으로 설문항의 값들을 측정변인으로 하여 구

성하였는데 각 설문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잠재변인의 구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반응성, 공정성, 효율성의 세 지표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역시

<그림 1> 정부신뢰 구조방정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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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앞의 회귀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상대적 영향력을 보아도 반

응성이 가장 영향이 큰 변수이며 공정성과 효율성 순서로 나타난다. 

이상의 경험적 분석은 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의 두 기법을 사용하여 경험적 결과의 

안정성을 살펴보았다. 분석치를 비교한 결과 각 변수의 통계적 유의도나 계수 값의 방

향성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 중요한 세 가지 지표 변수들도 공

정성과 효율성의 상대적 크기가 다를 뿐 비표준화 계수 등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두 가지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유사한 결과를 도출했다

는 것은 결과치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표 3> 구조방정식 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P

반응2
반응3
반응4
반응5
공정1
공정3
공정4
정부신뢰

정부신뢰

정부신뢰

정부신뢰

정부신뢰

정부신뢰

정부신뢰

정부신뢰

정부신뢰

정부신뢰

반응1
반응6
공정5

←

←

←

←

←

←

←

←

←

←

←

←

←

←

←

←

←

←

←

←

반응성

반응성

반응성

반응성

공정성

공정성

공정성

연령

최종학력

계층

정치이념

국가경제

복지만족

국정운영

반응성

공정성

효율성

반응성

반응성

공정성

1.008
0.938
0.57
0.641

1
0.57
0.335
-0.014
-0.056
-0.108
0.048
0.169
0.22
0.343
0.81
1.159
0.166

1
0.591
1.002

0.753
0.746
0.435
0.418
0.388
0.213
0.103
-0.011
-0.033
-0.034
0.046
0.054
0.202
0.403
0.218
0.152
0.064
0.726
0.407
0.34

0.041
0.039
0.038
0.045
　

0.152
0.198
0.03
0.039
0.068
0.025
0.067
0.025
0.021
0.09
0.448
0.066
　

0.042
0.309

***

***

***

***

　

***

0.09
0.64
0.16
0.11
0.06
0.01
***

***

***

0.01
0.01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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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요약 및 함의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인식 조사에 대한 분석의 결과는 서구의 정부의 질 연

구자들의 선행연구 결과와 상당히 달랐다. 즉, 한국민의 의식 속에는 정부의 반응성이 

정부신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권위주의체제를 경험한 나라에

서는 국민의 의식 속에 정책결정에 대한 민주성이 정부신뢰에 대한 제일 기준이 될 만

한 이유가 있다. 한국은 정부의 정책결정이 시민사회의 주도성보다는 정부의 주도성이 

강한 나라다. 정책의제는 여야의 정치적 동기나 정부의 과제해결의 동기에 의해 제기

되고, 정부 차원의 의제설정 이후 국민적 설득 과정을 밟는 경향이 여전히 강하다. 이

러한 맥락에서 국민의 정부신뢰 인식에는 자원의 공평한 배분이나 의무의 공정한 부담

보다 정책결정에 나를 포함한 국민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측면이 더욱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사에서 정부 효율성은 ‘10년 내에 주요한 과제를 해결할 가능성’으로 조작화되었

다. 분석 결과, 효율성은 정부신뢰와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연

관성은 반응성보다 낮았다. 효율성이 중시될 수 있는 까닭은 역사적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 IMF 위기 이전까지 국민들이 정부주도의 수출전략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경

험한 한국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 노년층을 중심으로 정부가 조금 부패하고 조금 공정

하지 못하더라도 경제성장을 통해 성과를 내는 정부를 신뢰하는 경향성을 볼 수 있다. 

반면에 경제성장의 절실함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층의 가치관은 서구적 민주주의의 가

치관에 영향을 받아 효율성보다는 공정성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의 민주화 속도는 상당히 빠른 편이었다. 선거의 공정

성과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념 등은 서구민주주의 국가들과 큰 차이를 보

이지 않는다. 민주주의 역사가 긴 서구민주국가들의 현재적 고민은 정부의 성과에 대

한 만족도가 낮아지고 그러한 현상이 지속되면서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신뢰가 감소하

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정부의 질을 향상

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체제의 유

지가 가능토록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일군의 학자들의 경험적 연구는 정부의 질을 향

상시키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차원적 요인이 공정성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정부

의 정책집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때 정부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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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은 정책결정이 이미 민주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가정할 때 그 의미

를 가질 수 있다. 만일 집행 이전에 정책결정이 국민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인식된다면 그러한 정책의 공정한 집행이 의미를 가질 수는 없다. 따라서 유럽민주국

가들의 연구결과를 한국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한국적 특수성이 감안된 모델이 제시되

어야 한다. 본 연구가 갖는 장점 중 하나는 직접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의 질을 향상시

키는데 중요한 요인을 분석했다는 것이다. 유럽국가들의 연구는 비교연구의 프로젝트 

속에서 각 국가의 민주주의를 평가한 소수의 전문가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전

문가들이 국민들의 정치적 성향과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연구의 

신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의미 있게 발견된 사실은 한국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는 서구와는 다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신뢰를 결정하는 차원적 요인들 3가지 ― 반

응성, 효율성, 공정성 ― 은 서구 국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대적 중요성에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얼마

나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이며, 그 계수 값의 크기는 

다른 두 요인들에 비하여 3배 이상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시민참

여의 활성화라는 시각에서 본다면 아직도 시민들은 활성화된 정치참여와 그에 대한 정

부의 수용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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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asurement and Korean Implication of Trust in 
Government: 

Responsiveness, Efficiency and Impartiality

 Ji Ho Lee | Sogang University

 Hyeon-Woo Lee | Sogang University

This research found that the composition of trust in government in Korea is 

different from that in Western countries. Three factors – responsiveness, efficiency 

and impartiality – influence the extent of trust in government as Western countries. 

However,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factors is different distinctively in Korea. 

Responsiveness that implies reflection of public opinion on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is found the most critical factor to determine the level of trust in government. 

The magnitude of the coefficient of variable responsiveness is more than three 

times of that of the other factors. Based on the perspective that invigoration of civic 

participation contributes to democratic development, it is still needed to improve 

civic participation and government responsiveness. For methodology, both multiple 

regression model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confirm the results. 

Keywords: good government, Quality of Government, trust in government, 

responsiveness, efficiency, impartia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