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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식 한국인과 미국인은 다른가: ?
Beliefs about Welfare: 

Are Koreans different from Americans?
 

(Preliminary version)

이우진1) 하솔잎  2)

서론. Ⅰ

지난 대 대선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복지 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18 ‘ welfare state’
다 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몇 차례의 경제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부자로부터 . 1990 , 
빈자로의 소득 재분배 및 양극화 해소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년 , 2011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계기로 복지국가 담론이 커다란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복지정책을 핵심 전략으로 상정하고 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최근에 올수록 정부의 소득 재분배 기능에 .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비 사회복지지출, GDP

은 년 에서 년 정부 총지출 대비 사회복지(social expenditure) 1990 2.8% 2010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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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은 에서 년 로 비록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그 절대적 수준은 높지 14.4% 2010 29.0% , 
않으나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로 해당기간에 국가들 중 가장 높은 6.1%, 3.7% OECD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렇듯 한 사회의 재분배 수준은 그 구성원들의 복지의식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즉 각 사회구성원들의 재분배 선호도가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표출. , 
됨으로써 그 사회의 자원배분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때 각 개인들의 재분배에 대, 
한 선호는 연령 학력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 뿐 아니라 경험 사회 내에서의 상대적 지, , 
위 그리고 사회 문화적 배경 등의 복합적인 요인들을 통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 · . 
리고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 각 개인의 선호 와 믿음체계(preference)

가 그 사회의 재분배 정책으로 연결되는 바 그 정책이 경제학적으로 최적이라고 (belief) , 
할지라도 국민들의 선호와 믿음에 동떨어진 복지정책은 그 실현가능성이 낮고 장기적으

로 유지되기도 어렵다 강성진 이우진 따라서 개인의 재분배에 대한 선호도의 ( · , 2010). ‘
차이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 사회의 경제적 이슈에 대한 ?’
이념적 선호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결정되는지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연구들에서 많이 거론되었던 소득이나 교육수준 

등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외에 개인의 미래의 경제수준의 전망 복지정책 및 복· , , 
지수급자에 대한 견해 등 다양한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재분배 선호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그 규모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이러한 국. 
내 분석 결과를 미국인들의 복지의식 분석 결과와 함께 비교함으로써 양국 간에 재분배 , 
선호도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다음 장에서는 개인의 재분배 선호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고, ,  
장에서는 개인의 재분배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실증 분석을 위한 연3
구방법 및 모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장에서 앞서 살펴보았던 여러 가지 결정요인들에 . 4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의 재분배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그 

방향에 대해 검토한 후 미국과 한국의 분석 결과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장, . 5
에서는 추정결과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논의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재분배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이론적 검토. Ⅱ

개인의 재분배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크게 보아 개인적 수준에서의 요인들

과 각 사회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요인들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분류방식이 어, 
떠하던 소득 혹은 재산 수준 공정성에 대한 인식 개인의 경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준( ) , , , , 
거집단과의 상대적 비교 성별 인종 종교 교육수준 연령 등이 많은 연구들에서 기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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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설명변수로 제시되었다. 
이 중 개인의 소득수준은 많은 연구들에서 관심을 가졌던 주요한 설명변수들 중 하나

이다 많은 연구들은 소득수준이 재분배 정책에 대한 선호와 부 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
고 가정하고 논의를 전개한다 예컨대 조(Romer, 1975; Meltzer and Richard, 1981). 
세부담의 증가 등 소득에 따른 개인적인 이해관계의 차이에 따라 개인의 재분배선호가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는 이를 호모 에코노미쿠스 효. Corneo and Gruner(2002) ‘ ’ 
과 라고 부르고 있다(homo economicus effect) . 
그러나 소득수준과 복지의식 간에 부의 상관관계만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저소득층 중에도 재분배에 반대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존재할 수 있으며 고소득층이라

고 하더라도 재분배 정책을 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저소득층의 경우에 과도한 재분배가 가져올 역효과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을 , 

수 있다 이러한 우려에는 적어도 몇 가지 근거가 있다. (Lee, 2007). 
하나는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지나친 과세는 경제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1) 

향을 미침으로서 저소득층의 소득에도 종국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소득이 낮은 사람도 과도한 재분배에 대해 부정적 인(trickle-down effect), 
식을 가질 수 있다.   

현재소득 뿐 아니라 미래소득에 대한 전망도 재분배에 대한 선(2) (current income)
호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소득이 낮은 개인이라 하더라도 본인 . 
혹은 자녀 세대가 미래에 경제적으로 상향 이동할 가능성(Prospect Of Upward 

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현재의 재분배 정책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Mobility) , 
우 미래의 본인 혹은 자녀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재분배 정책에 대해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Benabou and Ok, 2001).3) 
앞의 과 에서 말한 효과들이 현실에서 거의 미약하더라도 부유층들은 자신(3) (1) (2)

들이 통제하는 미디어 등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효과가 매우 크다는 믿음‘ ’
을 심어줄 수 있다 는 유권자들이 경제의 작동방식에 대해 잘 모를 경우 . Roemer(1994)
이념논쟁 경제의 작동방식에 대한 논쟁 이 갖는 전략적 효과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 .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이 벌어들인 소득이 정당한 소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따라(4) 
서 정당한 소득에 지나치게 과세하는 것은 윤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고소득층. 
이 벌어들인 소득이 정당한가에 대한 인식은 그 사회가 얼마나 공정한가에 대한 인식과 

연계되어있다 즉 각 개인들이 재분배 정책에 대한 태도를 결정할 때 사회적 이동성 뿐 . , 
아니라 기회의 균등에 관한 믿음도 함께 고려하게 되는데 이는 다른 모든 조건이 동‘ ’ , 

3) 이러한 개념을 확장하여 보면 경제적으로 이동성 의 수준이 낮은 사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mobility)
사회와 비교하였을 때 재분배 정책에 대한 지지가 더욱 강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강성진이우( ·
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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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고 가정할 때 사회에서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 
우 모든 사람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없거나 가정환경이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 
있다는 등의 이유로 소득 이동성에 있어 기회의 불평등 때문에 나타나는 사회적 편의- 

를 바로잡아 나갈 수 있는 방편으로서 재분배 정책에 대해 호의적일 수 있다(bias)
(Alesina and La Ferrara, 2005). 
이에 대하여 또한 개인의 공적 가치관 즉 공공의 가치Corneo and Gruner(2002) , 

에 부합되도록 행동하려는 욕구가 재분배정책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

급하였다 이를테면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성공을 이(‘public value effect’). 
루기 위해 노력과 운 중 운이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경우 정‘ ’ ‘ (luck)’ ‘ ’ , 
부의 재분배 정책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하겠지만 노력이 더 큰 역할을 한다고 믿는 ‘ ’
사람은 재분배 정책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개인의 공정성에 대한 믿. 
음은 그가 속한 사회의 문화적 배경이나 공공의 가치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 
각 사회의 가치관의 차이가 그 사회의 복지제도 혹은 재분배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례로 는 미국과 유럽의 복지제도의 차이Alesina, Glaeser, and Sacerdote(2001)

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로 사회의 공적 가치관의 차이를 들었다 즉 미국에서는 인종. , 
적 편견 과 연결되어 빈자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에 (racial stereotype) ‘ ’ 
처하게 된 것으로 인식 유권자들이 빈곤층에 물질적 지원을 해주는 것을 꺼려할 수 있, 
다 그러나 유럽인들은 대부분 빈곤층이 운이 좋지 않아 가난해졌다고 인식하기 때문. ‘ ’ 
에 유럽과 미국의 복지제도의 규모와 범위의 차이를 이러한 사실이 어느 정도 설명할 , 
수 있다고 한다. 
둘째 고소득층 중에도 재분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 
우선 교육에 양 의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이다 에 (1) (+) . Alesina and Giuliano(2009)

따르면 한 사회의 평균적인 교육수준이 그 사회의 총생산성, (aggregate productivity)
을 증가시키는 경우 교육에는 양의 외부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그 사회의 불, . 
평등도 상승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없을 정도의 저소득층에 속하

게 된다고 하면 가정 고소득층이라 하더라도 사회 (imperfection of credit markets ), 
전체의 평균 교육 수준을 끌어올림으로써 발생하는 긍정적 효과를 위해 재분배 정책에 

어느 정도는 찬성할 수 있다. 
또한 사회의 불평등도가 상승하면서 더 많은 범죄가 발생하게 된다면 고소득층(2) , 

의 경우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보안 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security)
다 따라서 이 때 보안에 드는 비용보다 재분배 정책으로 인한 부담이 더 적을 경우 고. , 
소득층에 속한 개인들은 재분배 정책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셋째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을 막론하고 개인의 경험이 재분배에 대한 선호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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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줄 수 있다 실업 등 . 경제적으로 실패했던 경험이나 과거의 계층 이동경험이 미래 전

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Piketty, 1995).
는 현재 소득 뿐 아니라 미래 소득 전망 개인의 경Alesina and La Ferrara(2005) , 

험에 의한 위험 회피도 학력 및 연령 등을 개인의 재분배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 
요인으로 포함시켜 실증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장래 기대 소득과 소득계층 상향 이동 . ( )
가능성이 재분배 정책에 대한 선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이러. 
한 미래의 소득 전망에 있어 과거의 불운했던 혹은 경제적으로 실패했던 경험이 그 사, 
람으로 하여금 더욱 위험 회피적이고 미래의 상향 이동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이지 않도

록 만들어 재분배 정책 즉 사회구성원들의 소득을 평등하게 하는 정책을 더욱 선호하, , 
도록 만들 수도 있다고 한다 에서 재인(Piketty, 1995; Alesina and La Ferrara, 2005
용).  
넷째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재분배 정책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예, , 

를 들어 실업자와 취업자 사이에 재분배 선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실업으로 인해 소. 
득이 감소하거나 경제적 지위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경우 재분배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인다 또 피고용자와 고용주사이에도 재분배 선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고. . 
용주들은 재분배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노동비용에 상승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상대적

으로 더 낮은 선호를 보일 수 있다 이승희권혁용 에서 재(Cusack et al., 2008; · , 2009
인용). 
다섯째 한 개인의 소득수준이 그가 생각하는 준거집단 예를 들어 동료근로자나 친, ( , 

구 혹은 지역주민 등 의 평균보다 낮은 경우 그 사람은 재분배 정책에 더욱 강한 지지, ) , 
를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환경이 개인의 후생(Clark and Senik, 2009). 
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분배 정책으로 인해 본인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 , 
혹은 높은 계층이 자신의 소득계층에 유입됨에 따라 일어날 변화까지 함께 고려할 것이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social rivalry effect’: Corneo and Gruner, 2002). 
지금까지 우리는 소득수준이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와 같은 경제적 변수들 혹은 그 

경제변수들에 대한 믿음이 재분배에 대한 선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 
하에서는 성 인종 종교에 대한 태도와 같은 비경제적 변수들이 재분배 선호에 대해 갖, , 
는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성 인종 종교 등 비경제적 변수들과 복지의식 간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이, , 

론적 구명이 기존의 이론들에서는 거의 없었다 이 변수들은 통상 회귀분석에서 통제변. 
수로만 사용될 뿐 재분배 선호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서는 깊이 있게 연구되지 않았다. 
최근 과 은 이러한 비경제적 변수Lee and Roemer(2007, 2008) Roemer et al.(2007)
들이 경제적 변수들과 맺는 상호작용을 통해 복지의식 및 정치적 경쟁의 균형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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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하의 논의에서는 주로 여성에 대한 보수적 . 
태도에 국한하여 논의를 전개하겠지만 인종이나 종교에 대한 태도에 대한 논의도 마찬가

지이다.  
시민들의 선호가 재분배에 대한 선호와 여성문제에 대한 태도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되면 여성문제에 대해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 중에. 
도 재분배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에서 반대까지 다양한 입장들이 존재할 수 있게 되고, 
마찬가지로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 중에도 재분배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에서 반대까지 다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제 이 사회의 정치세력들 혹은 정당들 은 진보와 보수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 , 

진보세력은 재분배 선호 여성문제 진보적 의 입장을 취하고 보수세력은 재분배 반대( , ) ( , 
여성문제 보수적 의 입장을 취한다고 해보자 이러면 부자들 중에 여성문제에 진보적 입) . 
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재분배를 선호하는 정치세력을 지지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 중에도 여성문제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재분배를 반대

하는 정치세력을 지지하게 된다.     
교육수준이 재분배 선호에 대해 갖는 관계는 좀 더 복잡하다 무엇보다도 교육변수. 

는 경제적 변수이면서 동시에 정치문화적 변수이기도 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소득이나 기타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는 점에서 

교육변수는 경제변수로 고려될 수 있지만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은 정치의식이나 문화에 , 
대한 이해가 높다는 점에서 교육변수는 정치문화적 변수로 간주될 수도 있다 특히 교. ․
육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인종이나 성에 대한 편견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 교육수준이 . 
낮은 사람이 보수정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은 현상은 미국에서도 관찰되고 있다(Frank, 
2004).  
연령이 재분배 선호에 대해 갖는 관계 역시 복잡하다 연령이 재분배 선호에 대해 . 

갖는 관계에는 두 가지 설명이 혼재한다 한 가지 설명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 
보수성이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이것이 연령 가설이다 또 다른 설명은 식민지경험 전. ‘ ’ . , 
쟁 그리고 고도성장 이후 빠른 속도의 민주주의 정착 등으로 세대마다 상이한 경험을 , , 
해왔고 이것이 세대별 정치적 태도에 서로 다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소

위 말하는 또래집단 가설이다‘ ’ . 
그런데 연령가설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한 가지는 사회학적 설명. 

이라 불릴 수 있는 것으로 사람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중함과 사리판단력이 늘어 

보수화된다는 것이다.4) 우리는 이를 연령의 원숙함 효과라 부르겠다 다른 한 가지는  ‘ ’ . 

4) 대에 자유주의자가 아니면 가슴이 없는 것이고 대에 보수가 아니면 머리가 없는 것 ‘20 40 ’(“If you're 
not a liberal at twenty, you have no heart; if you're not a conservative at forty, you have 

이라는 말이 이러한 가설에 대한 예로 흔히 인용되곤 한다no bra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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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적 설명이라 불릴 수 있는 것으로 나이가 듦에 따라 경제력이 향상되어 보수성이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우리는 이를 연령의 경제력 효과라 하겠다 하지만 이 설명은 경. ‘ ‘ . 
제력을 무엇으로 측정하느냐 따라 나이와 보수성의 상관관계가 달라진다 만일 경제력을 . 
소득수준으로 간주하면 연령과 보수성의 관계는 소득이 가장 높은 나이인 세 중반40 -50
세 중반을 기준으로 역 자형의 모양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경제력에 부동산 금융자U . , 
산 연금자산 등 다른 것까지 포함하면 나이와 보수성의 상관관계는 단조 증가하는 패턴, 
을 띌 수도 있다.    

연령별 재분배선호의 차이가 단순한 연령효과인지 아니면 또래집단 효과인지 그, 
리고 연령효과 중에서도 원숙함 효과와 경제력 효과 중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 등은 좀 

더 정밀한 경험적 분석을 요구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아주 간단한 모델을 통하여 살펴보자.
우선 개인의 효용이 기와 기의 소비 사회의 평등지향성 혹은 연대성1 2 , (!"), 

그리고 여성문제에 대한 보수성과 같은 비경제적 이슈(# 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
하자 그리고 선형소득세 가 기의 시점부터 . (linear income tax) 1 $의 세율로 부과되

며 정부가 이렇게 거둬들인 세입을 다시 각 개인들에게 정액 으로 분배, (lump sum)
한다 이 때 각 기의 평균소득은 . %로 동일하다 조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 
여 개인들이 받는 복지혜택의 양은 &'$%(가 되며 &')(는 단조증가함수이고 오목함

수이다 사회의 연대성 . !"는 $의 단조증가함수이고 오목함수인데 사회의 연대성이 

효용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여성문제에 대한 보수성이 클수록 작아진다고 가정한

다 한편 연대성이 효용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이 클수록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 
도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여성문제에 대한 보수성과 정부가 취하는 여성문제에 . 
대한 보수성의 정도(* 의 차이가 작을수록 효용은 커진다고 가정한다) .

이 때 효용함수는 다음의 식 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1) .
 

+, - './$(0, 12&'$%(1 '3413.0, /32#,(!"'$( /5'* /#,(
2       (1)

단, 0,≡0,. 1!'0,2(이고 347 32 8 4이다.

그러면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적 세율($,9 은 다음의 식 에 의해 결) (2)

정된다.

      0, /2&′'$%(%- '34 13.0,/32#,(!"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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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좌변의 0,/2&
′'$%(%는 $의 증가함수이고 우변의 '3413.0, /32#,(!"

′'$(는 

$의 감소함수이므로 개인의 최적세율은 의 구간 상에 존재한다 우리는 최적[0,1] . 
세율이 내부해로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최적세율은 개인이 선호하는 재분배의 수준. 
을 나타낸다.

$,9 $

0,/2&′'$%(%

'34 13.0./32#.(!" ′'$(

<Determination of the ideal tax rate>

$

3. :4

↑

↓

← $

3. 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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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income(0) on the ideal tax rate>

$

↓

<Effect of gender role(#) on the ideal tax rate>

앞의 식 에 따르면 개인의 소득이 높아질수록 (2) , 0, /2&
′'$%(%는 상방이동 한다. 

반면 '3413.0,/32#,(!"
′'$(는 3.의 부호에 따라 상방이동 할 수도 있고 하방이동 할 

수도 있다. 3. ≤4이면 '3413.0, /32#,(!" ′'$(가 하방이동하거나 불변이므로 최적세율

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 반면 . 3. 8 4이면 '3413.0, /32#,(!"
′'$(가 상방이

동 하므로 소득변화에 따른 최적세율의 변화방향은 불분명해진다 한편 여성에 대. 
한 보수적 태도가 강할수록 개인이 선호하는 재분배수준은 낮아지게 된다 마지막. 
으로 사회의 연대성이 증가하면 $,9는 상승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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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Ⅲ

본 연구는 재분배 선호도의 국제비교를 위하여 한국과 미국의 종합사회조사(General 
를 기본자료로 이용하여 두 국가 간 국민들의 복지의식 차이에 관해 분Social Survey)

석해 보았다 한국종합사회조사는 미국의 종합사회조사를 기본 모형으로 하여 매년 .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조사가 중국 일본 대2,500 , , , 

만 영국 호주 등 다양한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이 , ,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복지패널자료도 보완적으로 이용하였다. . 
우선 재분배 선호에 있어 전반적으로 미국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재분배 선호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년 기준 미국의 경우 해당 설문에 대한 찬성률이 (2010
한국은 로 약 배 이상임 우리는 각 국의 국민들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30.3%, 69.0% 2 ), 

치는 요인들은 무엇이고 그 방향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 

표 한국과 미국의 전반적인 재분배 선호도의 차이< 1>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gov to reduce the differences in income between 
people with high incomes and those with low incomes”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3
US GSS 37.4 30.3

KOR KGSS 75.1 69.0 64.7

KOWEPS 73.9 69.9 69.6

구체적으로 개인의 재분배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앞 장에서 살펴본 한국종합사회조사 년 와 한국복지패널(2009, 2010, 2011 ) (2007, 

년 그리고 미국의 자료 년 를 이용하2010, 2013 ) General Social Survey (2008, 2010 )
여 다음과 같이 모형을 추정하였다. 

먼저 개인의 재분배 선호도, (0,9 에 대해 다음과 같은 회귀모형을 가정하였다) .

0,
9 - <=1>51?@1A31BC1D                       (3)

위의 식 에서 (3) <는 개인의 연령 성별 혼인상태 인종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 , , 
과 관련된 변수들의 벡터이고, >은 교육수준 및 종사상 지위 가구 소득 미래의 , , 
생활수준 전망과 같은 개인의 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변수로 이루어진 벡터이다. ?
는 종교 자녀 유무 이타심 아버지와 응답자의 학력 차이 및 사회적 지위의 차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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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비경제적 요인들의 벡터이며, A는 거주지역더미, B는 연도더미로 포함시켜 추정
하였다.  

이 때 종속변수인 0,
9는 관찰되지 않는 잠재변수 로 관찰가능한 (latent variable) , 

복지의식 변수인 0,는 다음과 같이 에서 까지의 값을 가진다1 5 . 

0, - E ,F GE/. : 0,
9 ≤ GE FH* E - .727I7J7K               (5)

GE(G. ∼GJ 는 절사점 으로 모형 내에서 추정되어야 할 모수이고) (cutoff point) , 

오차항(D, 의 누적분포함수를 정규분포로 가정하는 순서형 프로빗모델) (ordered 

을 이용하여 각 개인probit) (, 이 가지의 선택 가능한 범주를 선택할 확률을 추정) 5
하였다. 

Dependent variables
KOR. (KGSS) GOVEQINC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소득차이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

책임이다."
(KOWEPS) EQINCOME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

부의 책임이다"
U.S. (GSS) GOVEQINC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gov to reduce the 

differences in income between people with high 
incomes and those with low incomes"

 

에는 재분배 선호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질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 우리GSS , 
는 의 연구를 따라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소득 차이Alesina and La Ferrara(2005) "
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라는 설문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첫 (GOVEQINC)" . , 
번 째로는 한국종합사회조사 의 같은 변수 를 종속변수로 하여 한국(KGSS) (GOVEQINC)
인의 복지의식 결정요인에 대해 추정하였는데 이 때 독립변수는 다음의 표와 같다 응, . 
답자의 교육년수의 경우에는 년 이하 고졸 이하 년 이상 대졸 이상 의 더미 변수 12 ( ), 16 ( )
형태로 가구 소득은 각 가구의 년 기준 실질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 2000
어 모형에 포함시켰다 또한 부모세대에 비하여 본인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는지 여부를 . 
더미 변수 로 포함시켜 추정하였다(Standard of Living father'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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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anatory variables(KOR_KGSS)
Age  연령

Marital Status  혼인상태 유배우 미혼 이혼 사별 별거(1: , 2: , 3: · · )
Female  성별 여성 남성(1: , 0: )
Education 교육년수 고졸 이하 대졸 이상( , )
Children 자녀 유무

ln(real income) 가구 균등화 소득 년 기준 실질소득ln( ) (*2000 )
Work Status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1: , 2: · , , 3: 

실업)
Religion 종교 개신교 천주교 불교 기타( , , , )
Standard of Living＞
father's

부모세대 대비 생활수준 향상 여부 향상 같거나 하향(1: , 0: ) 

Educ.-father's 본인과 아버지의 교육년수 차이

Expect better life 년 내 가계 경제상태 전망 향상 현재와 같거나 하향10 (1: , 0: )
Age*Expect 연령과 장래전망의 상호작용항

Region  거주지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청 대구 부(1: , 2: / , 3: , 4: / , 5: /
산 울산 경상 광주 전라 제주/ / , 6: / / )

Year time dummy(2009, 2010, 2011)

또한 향후 년 내 응답자의 가계경제상태 전망 향상 여부 도 모10 (Expect better life)
형에 포함하였는데 이는 연령과 큰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 연령과 미래 전망의 , , 
상호작용항 도 모형에 함께 포함하였다 아래의 그림은 연도별로 연령과 미(Age*Expect) . 
래 소득 전망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관측치 수가 적기 때문에 , 
편차가 커지기는 하지만 년 내 가계경제상태가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는 비율이 , 10
연령에 따라 점차 낮아짐을 알 수 있다.  

<The Relationship of Age and the Prospect of Future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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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는 미국 자료에서 같은 변수 를 이용하여 분석 한국의 결GSS (GOVEQINC) , 
과와 비교해 보았는데 이 때 모델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다음과 같다 자료를 이용하. GSS
여 분석한 의 연구와 비교를 위해 변수의 정의는 해당 Alesina and La Ferrara(2005) , 
연구와 가능한 같도록 하였고5) 종사상 지위에 있어서 미국 의 경우에는 자영업자 , GSS
여부와 함께 지난 년 간 실업 경험 여부도 함께 포함하였다 부모 세대와의 생활수준10 . 
의 차이는 미국의 경우 아버지와 비교 했을 때 응답자 본인의 직업 지위(occupational 

향상 여부를 독립변수로 추정하였고 미래 prestige scores) (Job prestige father's), ＞
전망에 대하여서는 미국에서 본인과 같은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될 기회가 있다고 생

각하는가(Expect better life : “The way things are in America, people like me 
여and my family have a good chance of improving our standard of living”) 

부가 재분배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추정하였다. 

Explanatory variables(US_GSS & KOR_KGSS)
Age  연령

Marital Status  혼인상태 기혼 미혼(1: , 2: )
Female  성별 여성 남성(1: , 0: )
Black 인종(1: African American, 0: other races)
Education 교육년수 년 이하 년 이상(12 , 16 )
Children 자녀 유무

ln(real income) 실질소득 미국 년 기준 한국 년 기준 실질소득ln( ) (* -1986 , -2000 )
Work Status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1: , 2: · , , 3: 

지난 년 간 실업경험 미국 실업 한국10 ( )/ ( )) 
Religion 종교 개신교 천주교 유대교 미국 불교 한국 기타( , , ( )/ ( ), )
Job prestige father's＞ 아버지와 비교 시 본인의 직업지위 향상 여부 미국( ) 

부모세대 대비 생활수준 향상 여부 한국( )
Educ.-father's 본인과 아버지의 교육년수 차이

Expect better life 생활수준 향상 기회 여부 미국 년 내 가계 경제상태 전망 한국( ) / 10 ( )

Region  거주지역

미국( - 1: New England, 2: Middle Atlantic, 3: East North 
Central, 4: West North Central, 5: South Atlantic, 6: 
East South Central, 7: West South Central, 8: 
Mountain, 9: Pacific)

한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청 대구 부산( - 1: , 2: / , 3: , 4: / , 5: / /
울산 경상 광주 전라 제주/ , 6: / / )

Year 미국 한국time dummy( -2008, 2010 / -2009, 2010, 2011)

5) 의 변수 정의는 해당 논문의  Alesina and La Ferrara(2005) Working paper version(Alesina and 
을 참고La Ferrara,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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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데이터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토해보기 위

해 한국종합사회조사 와 복지패널 에 대해 같은 모델을 추정하여 그 결(KGSS) (KOWEPS)
과를 비교해 보았다 복지패널의 경우 부가조사 시 년 에는 년 후 . (2007, 2010, 2013 ) 5
생활상태 전망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전년도의 조사결과가 변함, 
이 없다고 가정하고 모형을 추정하였다. 

Explanatory variables(KOR_KGSS & KOWEPS)
Age  연령

Marital Status  혼인상태 유배우 미혼 이혼 사별 별거(1: , 2: , 3: · · )
Female  성별 여성 남성(1: , 0: )
Education 교육년수 년 이하 년 이상(12 , 16 )
ln(real income) 가구 균등화 소득 한국 년 기준 실질소득ln( ) (* -2000 )
Work Status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1: , 2: · , , 3: 

실업) 
Expect better life 년 내 가계 경제상태 전망 년 후 경제적 생활상태 전망10 (KGSS) / 5

(KOWEPS)
Age*Expect 연령과 장래전망의 상호작용항

Region  거주지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청 대구 부(1: , 2: / , 3: , 4: / , 5: /
산 울산 경상 광주 전라 제주/ / , 6: / / )

Year time dummy(KGSS-2009, 2010, 2011 / KOWEPS-2007, 2010, 
2013)

위와 같은 모형들에서 주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설명변수는 우선 현재 소득과 교육

수준 미래 생활수준에 대한 전망 등 경제적 변수의 영향이 양국에서 차이가 있는가이, 
다 앞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개인의 소득수준이 재분배 선호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 
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가 많이 있지만 그 방향 에 대한 의견은 일치하지 않는 부(sign)
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Meltzer and Richard, 1981; Benabou and Ok, 2001), 
나라에서는 재분배 선호도와 소득수준 간의 관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또 미국의 결, 
과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현재의 소득 뿐 아니라 장래 소득. 
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개인의 재분배 정책에 대한 선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검증해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부모세대와의 생활수. 
준의 차이도 함께 포함하여 추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서는 부모세대보다 본인의 생활수, 
준이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개인들의 경우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부모세대에 비해 더 나은 삶을 영위하게 된 본인의 경험에 비. 
추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데에 정부의 지원과 같은 외부의 환경적 요인이 아닌 자신의 

노력 여하가 중요하다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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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지역 간 문화나 정치적 성향 혹은 상대적 생활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점, 
을 고려 지역 더미를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그 결과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 이에 더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재분배 정책 선호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시간 연도 더미도 함께 모형에 포함하여 추정하였다, ( ) .

연구 결과 . Ⅳ

한국인의 복지의식  1.

우선 한국종합사회조사 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의 재분배 선호도에 관해 (KGSS)
분석한 결과 표 소득수준이나 교육수준과 같은 경제적 변수들의 유의성이 높게 나타( 2), 
났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정부의 재분배 정책을 더욱 지지할 .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육수준의 효과는 비선형인 것처럼 보인다 고졸이. . 
하의 교육의 받은 사람들 뿐 아니라 대졸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대학교육을 받

은 사람들에 비해 재분배정책을 더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분배선호와 교. 
육수준은 자형의 모습을 띠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U . 
이에 반해 자녀 유무나 종사상 지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재분배 선호에 유의

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종교 역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  
또한 부모세대에 비하여 본인의 생활수준이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정부

가 재분배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 반대할 확률이 높게 보인다 즉 앞서 언. 
급하였던 바와 같이 부모세대에 비해 더 나은 삶을 영위하게 된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데 외부의 환경적 요인이 아닌 자신의 노력 여하가 중요하다고 인

식한다면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대해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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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한국인의 복지의식 결정요인 분석 결과< 2>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Dependent Var. : " ."

Variable KOR.(KGSS)
[1] [2] [3] [4] [5]

Age 0.001 0.001 0.001 0.002 0.000 
(0.002) (0.002) (0.003) (0.003) (0.003)

Single 0.071 0.072 0.030 0.039 0.041 
(0.075) (0.075) (0.098) (0.098) (0.098)

Partnerless -0.001 0.000 0.133 0.141 0.141 
(0.078) (0.078) (0.103) (0.105) (0.104)

Female 0.065* 0.063* 0.051 0.059 0.056 
(0.037) (0.037) (0.047) (0.048) (0.048)

Educ 12≤ 0.153*** 0.152*** 0.142** 0.144** 0.143** 
(0.051) (0.051) (0.069) (0.070) (0.070)

Educ 16≥ 0.061 0.063 0.124** 0.134** 0.134** 
(0.049) (0.050) (0.063) (0.063) (0.063)

Children 0.023 0.024 -0.000 0.003 -0.001 
(0.049) (0.049) (0.064) (0.064) (0.065)

ln(real income) -0.059** -0.058** -0.066** -0.073** -0.075** 
(0.024) (0.024) (0.030) (0.030) (0.030)

self-employed -0.023 -0.026 -0.016 -0.024 -0.026 
(0.050) (0.050) (0.065) (0.066) (0.066)

Unemployed 0.047 0.047 0.057 0.051 0.050 
(0.040) (0.040) (0.053) (0.053) (0.053)

Protestant -0.002 
(0.044) 

Catholic -0.012 
(0.063) 

Buddhist 0.037 
(0.047) 

Other religion 0.000 
(0.145) 

Standard of Living＞
father's

-0.146*** -0.141** -0.140** 
(0.055) (0.056) (0.056)

Educ.-father's -0.001 -0.002 -0.002 
(0.006) (0.006) (0.006)

Expect better life 0.001 -0.134 
(0.048) (0.153)

Age*Expect 0.003 
(0.004)

No. obs. 3,890 3,890 2,285 2,252 2,252
R²M&Z 0.016 0.016 0.018 0.020 0.020
R²Count 0.415 0.416 0.389 0.390 0.391

Household income is equivalised by the number of total household members.
Robust standard errors are in parentheses.
R²M&Z is McKelvey and Zavoina’s R² ; R²count is the proportion of correct predictions.
All regressions include year and regional dummy variables.
(covered year : 2009, 2010, 2011)
*** p 0.01, ** p 0.05, * p 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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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미국인의 복지의식 분석 결과 비교  2. 

이번에는 한국인의 재분배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미국의 경우가 어떻게 다

른지를 보기 위해 우리는 표 에서 두 국가 간 추정결과를 비교하여 보았다 이 때 < 3> . 
비교를 위하여 가 미국에 대해 사용한 모형을 이용하였Alesina and La Ferrara(2005)
다 미국의 경우 소득이나 교육수준 같은 경제적 변수 뿐 아니라 연령과 성별 인종 종. , , 
교와 같은 인구학적 특성들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는 앞, 
서 언급하였던 것과 같이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 부모세대와의 생활수준 차이 등의 경, 
제적 요인들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의 경우 그 방향은 두 국가에서 같은 결. 
과를 보인다 하지만 교육의 경우는 두 나라가 다른 결과는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자형. U
의 모습을 보이는 반면 미국은 단조감소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연령에 대해서도 양국. 
은 다른 양태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연령이 높을수록 재분배선호가 감소하는 반면 우리. 
나라는 연령과 복지의식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
다음으로 우리는 미국과 한국의 차이가 양국 국민들의 선호도 차이 때문인지 아니면 

데이터 수집의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를 검토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으로 조사하고 있는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자료를 이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해보았다 분석 결과 표 에 따르KOWEPS) . KOWEPS ( 4)

면 연령이나 종사상지위 미래 가계소득전망과 같은 변수들도 재분배 선호도에 유의한 , ,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즉 미국의 경우와 같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 
임금 근로자보다는 고용주의 경우 미래에 가계경제상태가 현재보다 더 나아질 것으로 ,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재분배 선호도가 낮을 것으로 보인

다 고용주의 경우에는 재분배 정책 확대로 인한 노동비용의 증가 등의 이유로. (Cusack 
그리고 미래 소득전망이 긍정적일 경우에는 재분배 정책 확대로 인해 본et al., 2008), 

인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

로 판단된다 이 때 연령과 그 상관관계가 높을 것 반비례 으(Benabou and Ok, 2001). ( )
로 예상되어 연령과 전망의 상호작용항을 포함시켜 분석한 결과 유의한 양 의 부호를 , (+)
보였다 즉 연령과 전망 모두 선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이나 미래전망. , , 
이 긍정적인 사람의 경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재분배 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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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미국인과 한국인의 복지의식 결정요인 분석 결과 비교< 3> 

Dependent Var. :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gov to reduce the differences in 
income between people with high incomes and those with low incomes”

Variable U.S.(GSS) KOR.(KGSS) 
[1] [2] [1] [2]

Age -0.007*** -0.009*** 0.000 0.003 
(0.002) (0.002) (0.002) (0.002)

Married 0.024 -0.004 -0.032 -0.089 
(0.055) (0.064) (0.053) (0.070)

Female 0.204*** 0.229*** 0.057 0.064 
(0.047) (0.055) (0.036) (0.047)

Black 0.426*** 0.534*** 
(0.068) (0.091)

Educ 12≤ 0.179*** 0.219*** 0.152*** 0.150** 
(0.056) (0.067) (0.051) (0.069)

Educ 16≥ -0.012 -0.044 0.061 0.129** 
(0.064) (0.073) (0.050) (0.063)

Children -0.029 -0.019 0.017 0.038 
(0.059) (0.070) (0.043) (0.056)

ln(real income) -0.194*** -0.179*** -0.053** -0.063** 
(0.027) (0.031) (0.023) (0.030)

Employer -0.132 -0.128 -0.026 -0.024 
(0.083) (0.093) (0.050) (0.066)

Unemployed¹⁾ 0.110** 0.161** 0.041 0.050 
(0.055) (0.067) (0.040) (0.053)

Protestant -0.172** -0.207** -0.002 
(0.070) (0.081) (0.044)

Catholic -0.145* -0.206** -0.011 
(0.076) (0.087) (0.063)

Jewish 0.074 0.159 
(0.183) (0.209)

Buddhist 0.037 
(0.047)

Other religion 0.244* 0.315** 0.003 
(0.139) (0.158) (0.145)

Job prestige＞
           father's

-0.051 -0.143** 
(0.056) (0.056)

Educ.-father's 0.024*** -0.002 
(0.008) (0.006)

Expect better life -0.108* 0.001 
(0.058) (0.048)

No. obs. 2,118 1,592 3,890 2,252
R²M&Z 0.154 0.169 0.016 0.019
R²Count 0.358 0.384 0.415 0.390

1) In GSS(U.S.), ‘Unemployed’ is dummy for whether the respondent has been unemployed in 
the last 10 years.

Robust standard errors are in parentheses.
All regressions include year and regional dummy variables.
(covered year - U.S.: 2008, 2010, Kor.: 2009, 2010, 2011)
*** p 0.01, ** p 0.05, * p 0.1＜ ＜ ＜



- 19 -

표 한국종합사회조사와 복지패널 분석 결과 비교 한국< 4> ( )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Dependent Var. : " ."

Variable
KOR.

KGSS KOWEPS
[1] [2] [3] [4]

Age 0.001 0.003 -0.006*** -0.007*** 
(0.002) (0.002) (0.002) (0.002)

Single 0.058 0.083* -0.073 -0.041 
(0.049) (0.049) (0.073) (0.081)

Partnerless -0.010 -0.007 -0.069 -0.112 
(0.064) (0.066) (0.066) (0.070)

Female 0.049 0.059* -0.043 -0.036 
(0.035) (0.035) (0.039) (0.042)

Educ 12≤ 0.137*** 0.130*** 0.101 0.106 
(0.049) (0.050) (0.069) (0.074)

Educ 16≥ 0.051 0.053 0.021 0.013 
(0.048) (0.048) (0.072) (0.077)

ln(real income) -0.056*** -0.065*** -0.079** -0.085** 
(0.022) (0.023) (0.036) (0.039)

self-employed -0.028 -0.026 -0.108** -0.110** 
(0.048) (0.048) (0.051) (0.054)

Unemployed 0.036 0.040 -0.030 -0.015 
(0.038) (0.039) (0.144) (0.155)

Expect 
       better life

-0.119 -0.611*** 
(0.108) (0.194)

Age*Expect 0.002 0.013*** 
(0.002) (0.004)

No. obs. 4,281 4,194 3,384 3,031
R²M&Z 0.015 0.018 0.026 0.032
R²Count 0.409 0.411 0.526 0.526

Household income is equivalised by the number of total household members.
Robust standard errors are in parentheses in column [1] and [2].
Robust standard errors clustered at the individual level are in parentheses in column [3] and 
[4].
All regressions include year and regional dummy variables.
(covered year - KGSS: 2009, 2010, 2011, KOWEPS: 2007, 2010, 2013)
*** p 0.01, ** p 0.05, * p 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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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Ⅴ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한국과 미국인들의 재분배 선호에 있어 경제적 변수들 교육, (
수준 소득수준 의 경우에는 그 방향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연령이나 성별, ) , , 
종교 등의 비경제적 변수나 미래 소득전망과 같은 요인들에 있어서는 한국의 경우 자료

에 따라 그 유의성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우리나라 국민들의 재분. 
배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 
한 유럽 국가들의 경우도 함께 포함시켜 한국과 미국 유럽의 재분배에 대한 선호를 형, 
성하는 요인들 및 그 영향의 차이를 실증분석 뿐 아니라 국민성 혹은 역사적 관점에서 , 
연구해 본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to be written)



- 21 -

REFERENCES

강성진이우진 중산층의 추이 이탈원인과 대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 , 2010, , , 『 』
총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한국교육개10-25-05, · ·
발원한국노동연구원· .

이승희권혁용 누가 언제 재분배 정책을 선호하는가 한국의 거시경제 상황과 · , 2009, ? : 「
정책무드 국가전략 제 권 호, , 15 3 , 147-173.」 『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 년, (2009-201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차 자료· , 2, 5, 8 .

Alesina, A., E. Glaeser, and B. Sacerdote, 2001, “Why doesn’t the United 
States have a European-style welfare state?,”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2, pp.187-278.

Alesina, A. and E. La Ferrara, 2001,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in the 
land of opportunities,” NBER Working Paper 8267.

Alesina, A. and E. La Ferrara, 2005,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in the 
land of opportuniti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9, pp. 
897-931.

Alesina, A. and P. Giuliano, 2009,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NBER 
Working Paper 14825.

Benabou, R. and E. Ok, 2001, “Social mobility and the demand for 
redistribution: The POUM hypothesi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6(2), pp.447-487.

Clark, A. and C. Senik, 2009, “Who compares to whom? The anatomy of 
income comparisons in Europe, IZA Discussion Papers 4414.

Corneo, G. and H. P. Gruner, 2002, “Individual preferences for political 
redistribut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4, pp.83-107.

Cusack, T., T. Iversen, and P. Rehm, 2008, “Economic shocks, inequality, 
and popular support for redistribution,” In Pablo Beramendi and 
Christopher J. Anderson eds., Democracy, Inequality, and 
Representation: A Comparative Perspectiv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Lee, W., 2007, “Political competition and democratic distributive politics”, 



- 22 -

Review of Social and Economic Studies 29(2). 

Lee, W. and J. E. Roemer, 2006, “Racism and redistribution in the United 
States :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American exceptionalism”,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0, pp.1027-1052. 

Meltzer, A and S. Richard, 1981, “A rational theory of the size of 
govern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9, pp.914-927.

Piketty, T., 1995, “Social mobility and redistributive politic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0, pp.551-584. 

Romer, T., 1975, “Individual welfare, majority voting and the properties of a 
linear income tax,”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 pp.163-1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