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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 우리는 우리 국민의 재분배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실

증분석을 수행한다. 실증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는 한국복지패널(KOWEPS)과 한국노

동패널(KLIPS)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외에 개인의 소득수준

과 미래 생활수준 전망과 같은 경제적 요인, (소득 불평등도나 또래집단과의 소득 차이 

등으로 측정되는) 사회적 동질감, 그리고 복지정책 및 복지수급자에 대한 견해 등 다양

한 요인들을 고려하였다. 추정 결과를 보면, 개인의 현재 소득 뿐 아니라 미래 소득 전

망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또 개인이 인식하고 있는 사회의 불평등도 및 준거그룹

과의 소득 차이와 같은 사회적 동질감, 그리고 빈자나 복지제도에 대한 인식과 같은 비

경제적 요인들도 선호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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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80년대 이래 전세계적으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심화되어 왔으며 분배구조는 양

극화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초반부터는 전세계적으로 부자로부터 가난한 사람

에게로의 소득 및 부의 재분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개진되어 왔다. 우리나

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계기로 촉발된 경제민주화 

및 복지국가 담론이 커다란 정책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각 정당들 역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복지정책과 경제민주화를 핵심 전략으로 상정하고 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정부의 소득 재분배 기능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가운

데, 우리나라의 GDP대비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은 1990년 2.8%에서 

2010년 9.2%로 증가하였고, 정부 총지출 대비 사회복지지출도 14.4%에서 29.0%로 증

가하였다. 비록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그 절대적 수준은 아직 높지 않으나 연평균 증가율

이 각각 6.1%, 3.7%로 해당기간에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민주주의 사회의 복지지출이나 재분배의 정도는 그 구성원들의 재분배 선호

(preference for redistribution)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각 사회구성원들의 분배에 대한 선호는 정치적 의사결정 과

정을 통해 집계되며, 이러한 정치적 집계과정은 그 사회의 자원배분 방향의 대강을 결정

하게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재분배선호가 어떤 특성을 지니며 어

떠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검토하려는 시도이다. 어떤 정책이 경제학적으로 최

적이라고 할지라도 국민들의 선호(preference)와 믿음(belief)에 동떨어진 정책은 그 실

현가능성이 낮고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도 어렵다(강성진·이우진, 2010). 따라서 ‘개인의 

재분배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 사회

의 경제적 이슈에 대한 이념적 선호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결정되는지를 설명하는데 매

우 중요하다. 

통상 개인들의 재분배에 대한 선호는 연령이나 학력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 뿐 아니

라 개인의 경험, 사회 내에서의 상대적 지위, 그리고 사회·문화적 배경 등의 복합적인 

요인들을 통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기존 연구들에서 많이 거론

되었던 연령이나 교육수준 등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외에, 개인의 소득수준과 미

래 생활수준 전망과 같은 경제적 요인들과 소득 불평등도나 또래집단과의 소득 차이 등 

사회적 동질감, 그리고 복지정책 및 복지수급자에 대한 견해 등 다양한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재분배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그 규모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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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우리는 한국복지패널조사(KOWEPS, Korea Welfare Panel Study)와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를 활용하여 개인의 

재분배 선호도(전반적 복지확대 및 정책분야별․대상별 정부지출확대에 관한 선호도)에 대

해 주요 변수들의 영향을 추정해 보았는데, 개인의 소득수준, 미래 소득 전망과 같은 경

제적 요인들과 함께 개인이 인식하고 있는 사회의 불평등도 및 준거그룹과의 소득 차이

와 같은 사회적 동질감, 그리고 빈자나 복지제도에 대한 인식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들도 

선호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기존연구에서 소득수준이 재분배 선호에 미치

는 영향과 그 방향에 대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의 분석 결과 개인은 현

재 본인의 소득수준 뿐 아니라 미래 전망을 함께 고려하여 재분배에 대한 선호를 형성

하고, 일반적으로는 미래 경제적 상태에 대해 전망이 좋을수록 고부담․고복지 사회로의 

이행을 찬성할 확률이 높지만, 극빈층의 경우에는 미래 전망이 좋을수록, 그리고 미래 

전망이 좋지 않은 그룹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복지사회로의 이행에 대한 선

호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사회적 동질감의 측면에서 개인이 인식하고 있는 

사회의 소득격차가 크거나 또래집단에 비하여 본인의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복지확대를 

지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반대로 빈자에 대한 편견이 있거나 복지확대에 대해 

부정적 인식(근로의욕 저해 등)이 있는 경우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나 정부지출 증가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II절에서는 개인의 재분배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본다. III절에서는 본격적인 실증분석에 앞서 한국복

지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인식과 전반적인 분포 

등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IV절에서는 앞서 살펴보았던 여러 가지 결정요인들에 대한 

실증분석모형에 대해 간략히 기술한다. V절은 추정결과를 기술하고 우리의 결과를 기존

의 연구결과와 비교한다. VI절은 결론이다.    

Ⅱ. 재분배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이론적 검토

개인의 재분배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크게 보아 (i) 개인적 수준에서의 요인

들과 (ii) 각 사회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요인들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분류방식

이 어떠하던 간에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소득이나 재산의 크기(로 측정되는 개인의 경제

력), 사회가 얼마나 공정한가에 대한 인식, 개인의 경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준거집단

과의 상대적 비교, 성별(gender), 인종(race), 종교(religion), 교육수준, 연령 등을 기본

적인 설명변수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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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중 개인의 소득(/재산)수준은 개인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많은 연구들이 

주목하였던 주요한 설명변수들 중 하나이다. 많은 선행 연구들은 소득(/재산)수준이 재분

배 정책에 대한 선호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가정하고 논의를 전개한다(Romer, 

1975; Meltzer and Richard, 1981). 예컨대 조세부담의 증가 등 소득(/재산)에 따른 

개인적인 경제적 이해관계의 차이에 따라 개인의 재분배선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

데, Corneo and Gruner(2002)는 이를 ‘호모 에코노미쿠스 효과’(homo economicus 

effect)라고 부르고 있다.1)  

그러나 소득(/재산)수준과 재분배 선호 간에 부의 상관관계만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도 재분배에 반대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존재할 수 있

으며 부유층이라고 하더라도 재분배 정책을 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가난한 사람들 중에도 과도한 재분배가 가져올 역효과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

을 수 있다. 이러한 우려에는 적어도 몇 가지 근거가 있다(Lee, 2007). 

(a) 소득이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지나친 과세는 경제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서 가난한 사람들의 경제상황에도 종국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trickle-down effect)는 생각을 하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도 과도

한 재분배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다.   

(b) 현재소득(current income)이나 현재의 재산뿐 아니라 미래소득이나 미래재산에 

대한 전망도 재분배에 대한 선호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소득(/재

산)이 낮은 개인이라 하더라도 본인 혹은 자녀 세대가 미래에 경제적으로 상향 이동할 

가능성(Prospect Of Upward Mobility)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현재의 재분배 정책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 미래의 본인 혹은 자녀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재

분배 정책에 대해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Benabou and Ok, 2001).2) 

(c) 앞의 (a)와 (b)에서 말한 효과들이 현실에서는 거의 미미하더라도 부유층들은 자

신들이 통제하는 미디어 등을 통해 이러한 효과가 매우 크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 Roemer(1994)는 유권자들이 경제의 작동방식에 대해 잘 

모를 경우 이념논쟁(경제의 작동방식에 대한 논쟁)이 갖는 전략적 효과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d)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층이 벌어들인 소득이나 재산이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따라서 정당하게 벌어들인 소득이나 재산에 지나치게 과세하는 것은 윤리적이지 않

1) 호텔링-다운스 정치경제 모형을 이용하는 논문들은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의 비율로 불평등도를 정의하고 
불평등이 증가하면 재분배선호가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각도에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는 
Jaeger(2013), Kerr(2014), Olivera(2015), Pittau et al.(2013), and Yamamura(2012)등이 있다. 

2) 이러한 개념을 확장하여 보면 경제적으로 이동성(mobility)의 수준이 낮은 사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사회와 비교하였을 때 재분배 정책에 대한 지지가 더욱 강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강성진·이우
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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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할 수 있다. 고소득층이 벌어들인 소득이나 재산이 정당한가에 대한 인식은 그 

사회가 얼마나 공정한가에 대한 인식과도 깊이 연계되어있다.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재

분배선호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둘째, 부유층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 재분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a) 우선 교육에 양(+)의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이다. Alesina and Giuliano(2011)에 

따르면, 한 사회의 평균적인 교육수준이 그 사회의 총생산성(aggregate productivity)

을 증가시키는 경우, 교육에는 양의 외부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신용시장의 

불완전성 가정 하에) 그 사회의 불평등도 상승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되어 버리면, 부유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사회 전체

의 평균 교육 수준을 끌어올림으로써 발생하는 긍정적 효과를 위해 재분배 정책에 어느 

정도 찬성할 수 있다. 

(b) 또한 사회의 불평등도가 상승하면서 더 많은 범죄가 발생하게 된다면, 부유층의 

경우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보안(security)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보안에 드는 비용보다 재분배 정책으로 인한 부담이 더 적을 경우, 부유층에 속

한 개인들은 재분배 정책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2) 공정성에 대한 인식도 재분배선호에 영향을 미친다.3) 예컨대 개인들이 재분배 정

책에 대한 태도를 결정할 때 사회적 이동성 뿐 아니라 ‘기회의 평등’에 관한 믿음도 함

께 고려하게 되는데, 이는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사회에서 기회의 평

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 - 모든 사람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없거나 가정환경이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 소득 이동성에 있

어 기회의 불평등 때문에 나타나는 사회적 편의(bias)를 바로잡아 나갈 수 있는 방편으

로서 재분배 정책에 대해 호의적일 수 있다(Alesina and La Ferrara, 2005; Benabou 

and Tirole, 2006). 

이에 대하여 Corneo and Gruner(2002) 또한 개인의 공적 가치관, 즉 공공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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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하였다(‘public values effect’). 이를테면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성공을 

이루기 위해 ‘노력(effort)’과 ‘운(luck)’ 중 ‘운’이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경우,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하겠지만, ‘노력’이 더 큰 역할을 한다

고 믿는 사람은 재분배 정책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개인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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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에서 공정성 규범에 대한 실증분석은 강성진.이우진(2010)과 황수경(2015)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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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Alesina, Glaeser, and Sacerdote(2001)는 미국과 유럽의 복지제도의 차이

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로 사회의 공적 가치관의 차이를 들었다. 즉, 미국에서는 인종

적 편견(racial stereotype)과 연결되어 빈자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으로 인식하여 유권자들이 빈곤층에 물질적 지원을 해주는 것을 꺼

려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인들은 대부분 빈곤층이 ‘운이 좋지 않아’ 가난해졌다고 인식

하기 때문에 재분배 정책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고, 이러한 사실이 유럽과 미국의 

복지제도의 규모와 범위의 차이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3) 소득이나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개인의 경험이 재분배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업 등 경제적으로 실패했던 경험이나 과거의 계층 이동경험이 미래 전망

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Piketty, 1995).

Alesina and La Ferrara(2005)는 현재의 경제력 뿐 아니라 미래의 경제력에 대한 

전망, 개인의 경험에 의한 위험 회피도, 학력 및 연령 등을 개인의 재분배 선호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포함시켜 실증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장래 기대 소득과 소득계층 

의 상향이동 가능성이 재분배 정책에 대한 선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

다. 또한 이러한 미래의 소득 전망에 있어 과거의 불운했던, 혹은 경제적으로 실패했던 

경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위험 회피적이고 미래의 상향 이동 가능성에 대해 낙

관적이지 않도록 만들어, 재분배 정책, 즉 사회구성원들의 소득을 평등하게 하는 정책을 

더욱 선호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고 한다(Piketty, 1995; Alesina and La Ferrara, 

2005에서 재인용).  

(4)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재분배 정책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실업자와 취업자 사이에 재분배 선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실업으로 인해 소득

이 감소하거나 경제적 지위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경우 재분배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인다. 또 피고용자와 고용주 사이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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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ack et al., 2008; 이승희·권혁용, 2009에서 재

인용). 

(5) 한 개인의 경제력이 그가 생각하는 준거집단(예를 들어, 동료근로자나 친구, 혹은 

지역주민 등)의 평균보다 낮은 경우, 그 사람은 재분배 정책에 더욱 강한 지지를 보일 

수 있다(Clark and Senik, 2009).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환경이 개인의 후생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분배 정책으로 인해 본인보다 경제력이 낮은 계층, 혹은 높은 

계층이 자신의 계층에 유입됨에 따라 일어날 변화까지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social rivalry effect’: Corneo and Gruner, 2002). 

(6) 지금까지 우리는 소득(/재산)수준이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와 같은 경제적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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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혹은 그 경제변수들에 대한 믿음이 재분배에 대한 선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

펴보았다. 이하에서는 성, 인종, 종교에 대한 태도와 같은 비경제적 변수들이 재분배 선

호에 대해 갖는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성, 인종, 종교 등 비경제적 변수들과 재분배 선호 간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구명은 호모에코노미쿠스 효과에 초점을 맞추는 전통적 정치경제 이론들에서는 

거의 없었다. 이 변수들을 고려하는 연구들도 통상의 경우에는 회귀분석에서 통제변수로

만 사용할 뿐이고 이론적 수준에서는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았다(Alesina, Glaeser, 

and Sacerdote, 2001). 반면 Lee and Roemer(2006)와 Roemer et al.(2007)은 이

론적 수준에서의 연구를 통해 이러한 비경제적 변수들이 (경제적 변수들과 맺는 상호작

용을 통해) 재분배 선호 및 정치적 경쟁의 균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

이고 있다. 이하의 논의에서는 주로 여성에 대한 보수적 태도에 국한하여 논의를 전개하

겠지만 인종이나 종교와 관련된 태도에 대한 논의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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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눌 경우,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진보세력은 (재분배 선호, 여성문제 진보적)의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고 보수세력은 (재분배 반대, 여성문제 보수적)의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러면 부자들 중에 여성문제에 진보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재분배를 선

호하는 정치세력을 지지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 중에도 여성문제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재분배를 반대하는 정치세력을 지지하게 된다.     

(7) 교육수준이 재분배 선호에 대해 갖는 관계는 좀 더 복잡하다. 무엇보다도 교육변

수는 경제적 변수이면서 동시에 정치․문화적 변수이기도 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

다.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소득이나 기타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는 점

에서 교육변수는 경제변수로 고려될 수 있지만,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은 정치의식이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점에서 교육변수는 정치․문화적 변수로 간주될 수도 있다. 

특히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인종이나 성에 대한 편견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이 보수정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은 현상은 미국을 비하여 여러 나라들

에서 관찰되고 있다(Frank, 2004).  

(8) 연령이 재분배 선호에 대해 갖는 관계 역시 복잡하다. 연령이 재분배 선호에 대

해 갖는 관계에는 두 가지 설명이 혼재한다. 한 가지 설명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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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수성이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이것이 ‘연령 가설’이다. 또 다른 설명은 식민지경험, 

전쟁, 그리고 고도성장, 이후 빠른 속도의 민주주의 정착 등으로 세대마다 상이한 경험

을 해왔고 이것이 세대별 정치적 태도에 서로 다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또래집단 가설’이다. 

그런데 연령가설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한 가지는 사회학적 설명이

라 불릴 수 있는 것으로 사람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중함과 사리판단력이 늘어 보

수화된다는 것이다.4) 우리는 이를 ‘연령의 원숙함 효과’라 부르겠다. 다른 한 가지는 경

제학적 설명이라 불릴 수 있는 것으로 나이가 듦에 따라 경제력이 향상되어 보수성이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우리는 이를 ‘연령의 경제력 효과‘라 하겠다. 하지만 이 설명은 경

제력을 무엇으로 측정하느냐 따라 나이와 보수성의 상관관계가 달라진다. 만일 경제력을 

소득수준으로 간주하면 연령과 보수성의 관계는 소득이 가장 높은 연령대인 40세 중반

에서 50세 중반을 기준으로 역 U자형의 모양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경제력에 부동산, 

금융자산, 연금자산 등 다른 것까지 포함하면 나이와 보수성의 상관관계는 단조 증가하

는 패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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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진(2014)은 2002년에서 2012년간의 대선 및 

총선자료를 집적한 자료(pooled data)를 이용하여 한국의 선거에서 연령효과와 또래집

단 효과를 식별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정리하기 위해 아주 간단한 모델을 통하여 살펴보자.

우선 개인의 효용이 1기와 2기의 소비, 사회의 연대성(solidarity, ), 그리고 

여성문제에 대한 보수성과 같은 비경제적 이슈(), 이 네 가지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

하자. 그리고 선형소득세(linear income tax)가 1기의 시점부터 의 세율로 매기 부과

되며, 정부는 이렇게 거둬들인 세입을 다시 각 개인들에게 정액(lump sum)으로 매기 

분배한다. 이 때 각 기의 평균소득은 로 동일하며, 정부재정수지는 매기 균형을 이룬

다. 조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여 개인들이 받는 복지혜택의 양은 이라고 

가정하는데 여기서 는 단조증가함수이고 오목함수이다. 우리는 를 세율이라 부르고 

있지만 이는 동시에 재분배정책의 수준을 나타내기도 함에 주목하자. 

사회의 연대성 는 의 단조증가함수이고 오목함수인데 사회의 연대성이 효용

4) ‘20대에 자유주의자가 아니면 가슴이 없는 것이고 40대에 보수가 아니면 머리가 없는 것’(“If you're 
not a liberal at twenty, you have no heart; if you're not a conservative at forty, you have 
no brain.”)이라는 말이 이러한 가설에 대한 예로 흔히 인용되곤 한다. 이 말은 윈스턴 처칠경이 한 말
이라고 통상 알려져 있는데 이는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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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여성문제에 대한 보수성이 클수록 작아진다고 가정한다. 한편 

연대성이 효용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이 클수록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다. 마지

막으로 개인의 여성문제에 대한 보수성과 정부가 취하는 여성문제에 대한 보수성의 정도

()의 차이가 작을수록 효용은 커진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효용함수는 다음의 식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

단, ≡인데 여기서 는 1기의 소득이며 는 2기소득의 기댓값이

다. 여기서 ∈max 이고 ∈minmax 이다. 또    이며, 의 부호는 미정, 

하지만  이다. 

식 (1)에서 개인이 가장 선호하는 재분배 수준을 나타내는 최적 재분배선호도()

는 다음의 식 (2)에 의해 결정된다. 

      ′  
′                   (2)

여기서 좌변의 ′ 는 의 증가함수이고 우변의 
′는 의 

감소함수이므로 개인의 최적재분배선호도는 [0,1]의 구간 상에 존재한다. 우리는 최적재

분배선호도가 내부해로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최적 재분배선호도는 [그림 1]에서 두 곡

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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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최적 재분배선호도의 결정

식 (2)에 따르면, 개인의 소득이 높아질수록 ′ 는 상방이동 한다. 반면 


′는 의 부호에 따라 상방이동 할 수도 있고 하방이동 할 수도 있

다. 만일  ≤이라면 
′가 하방이동하거나 불변이므로 최적 재분배

선호도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 반면  이면 
′가 상

방이동 하므로 소득변화에 따른 최적 재분배선호도의 변화방향은 불분명해진다. ([그림 

2] 참조.) 차후에 경험적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소득변화에 따른 최적 재분배선호의 변

화방향은 불분명하다. 

[그림 2] 소득()의 변화가 최적 재분배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의 연대성이 증가하면 는 상승하게 된다. 하지만 여성에 대한 보수적 태도가 

강할수록 개인이 선호하는 재분배수준은 낮아지게 된다. ([그림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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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여성에 대한 태도()가 최적세율재분배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Ⅲ. 한국인의 재분배 정책 선호도

재분배선호도를 경험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으로는 실험을 이용하는 방법과 여론조사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2006년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

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으로 조사·생산하고 있는 한국복지패널(KOWEPS, 

Korea Welfare Panel Study)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반적인 복지인식

을 살펴보고자 한다.5)

복지패널에서는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복지수준)에 대한 개인의 선호를 1차

(2006년)부터 4차(2009년), 7차(2012년)로 3년마다 조사하고 있다. 또한 2차 및 5차, 

8차 조사 시 부가조사로 복지인식에 대한 조사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는데, 이는 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과 태도와 더불어 복지재원 및 대상범위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7차(2012년)와 8차(2013년)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재분배 선호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재분배 선호도에 대한 척도로 이

용할 설문들은 다음과 같다. 

(1, 4, 7차) (1) 우리나라가 미래에 어떤 사회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2, 5, 8차) (2)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한다

(3)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5) 실험적 방법을 사용한 연구로는 Kuziemko et al.(2013)과 Cruces et al.(2013)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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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7차의 조사에서 설문한 첫 번째 질문(‘우리나라가 미래에 어떤 사회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은 양 극단에 ‘세금 부담이 높고, 복지수준이 높은 

사회(1)’와 ‘세금 부담이 낮고, 복지수준이 낮은 사회(5)’를 제시하고, 1에서 5까지의 범

주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응답자의 복지수준 확대에 따른 

물질적 부담과 함께, 미래 소득이동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

이다. 

한편 2차와 5차, 8차 부가조사에서의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한다’는 질문은 부자로부터 빈자로의 소득 재분배에 대한 견해보다는 일차적으로 응답자

로 하여금 세부담을 우선으로 두고 범주를 선택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으며, 복지재원에 

대한 질문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다음으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라

는 진술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은 소득격차 해소에 대한 책임이 개인에게 있느냐, 아

니면 정부에 있느냐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정부의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에 대한 선호

도를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의 질문에 비하여 정부의 재분배 정책으로 인

한 응답자 본인의 경제적 부담에 대하여서는 직접적으로 주지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먼저 7차 조사자료 상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표본의 특성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복지패널 7, 8차 조사 상 복지 선호도에 대한 설문에 응답한 개인들의 기

본적인 인구, 사회·경제적 특성은 [부표 1]을 참고). 

[표 1] 우리나라가 미래에 어떤 사회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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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응답값  저부담·저복지 
사회(1~2, %) 중도(3, %)  고부담·고복지 

사회(4~5, %)

전체 8.6 30.0 61.4

성별 (1.13)

남성 3.82 8.9 28.3 62.9

여성 3.80 8.4 31.6 60.0

교육수준 (6.24)*

6년 이하 3.78 7.8 35.8 56.4

7~12년 3.77 9.7 30.9 59.5

12년 초과 3.85 7.9 27.4 64.7

혼인상태 (3.33)*

미혼 3.82 9.4 29.6 61.0 

기혼 有배우자 3.76 8.4 29.8 61.8 

기혼 無배우자(이혼․사별․별거) 3.83 8.1 31.9 60.0 

소득분위(가구 균등화소득) (6.17)*

1분위 3.82 7.9 34.0 58.1

2분위 3.69 10.5 32.9 56.5

3분위 3.83 7.6 30.4 62.0

4분위 3.81 8.6 29.0 62.4

5분위 3.85 8.6 27.6 63.8

종사상 지위 (4.24)*

상용직 3.87 8.6 24.5 66.8 

임시직 3.78 8.6 31.8 59.6 

일용직․자활․공공근로 등 3.89 7.4 27.8 64.8 

자영업자․고용주․무급가족종사자 3.76 8.7 33.7 57.6 

실업 3.80 8.5 27.5 64.0 

비경제활동인구 3.78 8.8 32.6 58.6 

 주: 괄호 안은 그룹 간 평균 차이의 F통계량, *: p＜0.05

전반적으로 보아 응답자들 중 저부담·저복지 사회를 선호하는 비율은 8.6%로 상당히 

낮고, 전체의 3분의 2 정도가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상으로써 고부담·고복지 사회를 선

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성별로 선호 수준을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다만 여성의 경우에는 특히 중도성향의 비율이 남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면 교육년수가 길어질수록 고부담·고복지 사회에 대

한 선호도가 더욱 높게 나타나는데, 교육수준과 큰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

득수준의 경우에도 (2분위를 제외하고)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고복지 사회에 대한 

선호 비중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혼인상태의 경우에는 미혼이거나 기혼이지만 배

우자가 없는 경우에 고부담․고복지 사회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 마지막

으로 종사상 지위에 따라 선호도를 살펴본 결과, 여섯 가지 그룹 중 자영업·고용주 그룹

의 고부담․고복지 사회 선호도가 가장 낮았고, 일용직·자활·공공근로 그룹이나 상용직 그

룹의 경우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2]는 향후 경제적 생활수준 전망에 따른 복지수준 선호도를 보여 주고 있는데, 

미래 소득수준 전망이 낙관적일수록 고부담·고복지 사회를 선호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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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표 2] 지향하는 사회상과 미래 생활수준 전망(2012년)

“우리나라가 미래에 어떤 사회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구분 평균 응답값  저부담·저복지 
사회(1~2, %) 중도(3, %)  고부담·고복지 

사회(4~5, %)

5년 후
생활
수준
전망

가난 3.84

(17.19)*

8.0 31.8 60.2

보통 3.76 8.6 31.1 60.3

부유 3.91 9.5 24.0 66.5

 주: 괄호 안은 그룹 간 평균 차이의 F통계량, *: p＜0.05

물론 이러한 소득수준의 영향은 그 통계적 유의성을 검토해보아야 하나, 이렇게 현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또 미래 소득전망이 낙관적일수록 높은 수준의 복지사회를 선호하

는 현상은 기존의 Romer(1975)나 Meltzer and Richard(1981)의 연구에서 상정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 효과와는 다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하

였던 바와 같이 재분배 정책으로 인한 양(+)의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등의 상황에서 고소

득층이 재분배를 선호할 수도 있고, 저소득층이나 미래 소득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사람

들의 경우 복지 확대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거나, 지나친 과세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결과를 보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는 8차 복지인식 부가조사의 질문 중 하나인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

금을 더 거두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았다. ([표 

3] 참조, 복지패널 7, 8차 조사 상 복지 선호도에 대한 설문에 응답한 개인들의 기본적

인 인구, 사회·경제적 특성은 [부표 1]을 참고) 

우선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위 질문이 응답자로 하여금 현재의 ‘세부담’에 대하여 좀 

더 직접적으로 생각하도록 하여, 미래 지향하는 사회상에 대한 질문에서는 고부담·고복

지 사회에 대한 찬성이 약 60%에 육박하는 데 반해, 이 질문에 대해 동의, 혹은 매우 

동의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43%에 그친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앞의 질문의 결과와 유사

하게 여성의 경우 동의하는 사람의 비율이 남성보다 적으며, 교육 및 소득수준의 경우에

는 해당 질문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선형적으로 증가 혹은 감소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룹별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혼인상태의 경우에는 그룹별로 유의한 차

이는 존재하지 않으나 앞의 고부담·고복지 사회에 대한 선호도와 마찬가지로 미혼이거나 

기혼이지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평균 응답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사상지위

의 경우에도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으나, 실업의 경우 중도의 비율이 가장 

낮고 반대와 동의하는 비율이 다른 그룹들보다 높아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양극단으로 나누어진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제외하고는 임시직의 경우 증세에 반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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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일용직 등과 상용직의 경우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3]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한다(2013년)

구분 평균 응답값 반대(1~2, %) 중도(3, %) 동의(4~5, %)

전체 27.5 29.5 43.0

성별 (53.77)*

남성 3.28 24.0 26.4 49.6 

여성 3.07 30.5 32.2 37.3 

교육수준 (3.21)*

6년 이하 3.23 23.4 30.6 46.0

7~12년 3.13 28.2 31.7 40.1

12년 초과 3.18 28.2 27.3 44.5

혼인상태 (2.46)

미혼 3.18 30.8 28.7 40.6 

기혼 有배우자 3.11 27.1 29.1 43.8 

기혼 無배우자(이혼․사별․별거) 3.20 24.1 32.9 43.0 

소득분위(가구 균등화소득) (3.11)*

1분위 3.25 24.1 28.0 47.9 

2분위 3.16 27.6 28.0 44.4 

3분위 3.07 32.3 29.9 37.8 

4분위 3.19 24.6 32.6 42.8 

5분위 3.18 27.8 27.8 44.4 

종사상 지위 (1.37)

상용직 3.20 27.5 27.2 45.3 

임시직 3.10 28.3 33.6 38.1 

일용직․ 자활․ 공공근로 등 3.23 24.7 29.6 45.7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3.17 27.7 28.2 44.1 

실업 3.17 32.7 21.1 46.1 

비경제활동인구 3.15 27.3 30.6 42.1 

주: 괄호 안은 그룹 간 평균 차이의 F통계량, *: p＜0.05

[표 4]는 동일한 질문에 대해 개인의 복지인식에 따른 선호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

는데, 현재 소득이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동의하는 비율

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의 확대가 근로의욕을 저해한다고 생각

할수록, 수급자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경우 증세에 동의하는 비율이 낮아진다. 

[표 4]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견해와 복지인식(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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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한다”

(%) 평균 응답값 반대(1~2, %) 중도(3, %) 동의(4~5, %)

‘우리나라가 소득이나 재산이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는가’

평등 3.10

(5.28)*

30.6 30.6 38.8 

중도 3.07 25.5 41.4 33.1 

불평등 3.19 27.6 26.9 45.5 

‘사회복지를 늘리면 근로의욕이 떨어진다’

반대 3.25

(13.35)*

25.8 24.9 49.3 

보통 3.15 21.7 42.3 36.0 

동의 3.09 31.2 28.8 40.0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빈곤층은 대부분 게으르다’

반대 3.26

(13.14)*

25.6 24.8 49.6 

중도 3.12 26.1 38.1 35.9 

동의 3.10 30.9 27.2 42.0 

주: 괄호 안은 그룹 간 평균 차이의 F통계량, *: p＜0.05

[표 5]는 재분배 정책 선호도에 대한 세 번째 질문(‘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에 대해 개인적 특성에 따른 분포를 보여 주고 있

다. 

전반적으로 이 질문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70%이상으로 매우 높고, 교육수준의 경

우에는 선형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지는 않지만, 교육수준이 6년 이하

인 경우보다는 그 이상인 사람들의 동의 비율이 더욱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종사상 지

위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로는 상용직의 평균 응답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세부 그

룹별로 해당 설문에 대한 동의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6]은 소득격차 완화가 정부의 책임이라는 주장에 대한 견해와 복지인식 간의 관

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의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의 경우와 유사하게 소득 불평등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경우 해당 설문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났고(73.7%), 복지확대가 근로의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동

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수급자에 대한 편견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

들보다 소득격차 완화가 정부의 책임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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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2013년)

(%) 평균 응답값 반대(1~2, %) 중도(3, %) 동의(4~5, %)

전체 11.3 18.4 70.3

성별 (0.08)

남성 3.73 11.6 18.4 69.9 

여성 3.72 11.0 18.3 70.7 

교육수준 (1.88)

6년 이하 3.66 11.4 22.8 65.8

7~12년 3.74 12.1 15.9 71.9

13년 이상 3.74 10.6 19.0 70.4

혼인상태 (1.01)

미혼 3.73 13.0 16.8 70.3 

기혼 有배우자 3.74 10.8 18.4 70.8 

기혼 無배우자(이혼․사별․별거) 3.68 11.2 21.0 67.8 

소득분위(가구 균등화소득) (2.96)*

1분위 3.72 10.4 21.0 68.5

2분위 3.73 11.9 18.0 70.1

3분위 3.77 10.9 18.7 70.5

4분위 3.78 9.4 18.5 72.1

5분위 3.67 13.1 17.4 69.5

종사상 지위 (3.78)*

상용직 3.80 9.5 17.9 72.5

임시직 3.75 9.3 18.4 72.2

일용직․자활․공공근로 등 3.78 12.0 16.2 71.8

자영업자․고용주․무급가족종사자 3.70 12.9 16.0 71.1

실업자 3.68 16.0 16.9 67.2

비경제활동인구 3.66 12.8 20.3 66.8

주: 괄호 안은 그룹 간 평균 차이의 F통계량, *: p＜0.05

[표 6] 소득격차 완화가 정부의 책임이라는 주장에 대한 견해와 복지인식(2013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 평균 응답값 반대(1~2, %) 중도(3, %) 동의(4~5, %)

‘우리나라가 소득이나 재산이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는가’

평등 3.49

(28.12)*

21.7 18.4 59.9 

중도 3.57 11.1 30.5 58.4 

불평등 3.78 10.4 15.9 73.7 

‘사회복지를 늘리면 근로의욕이 떨어진다’

반대 3.81

(21.77)*

10.3 14.5 75.2 

보통 3.80 5.2 22.2 72.6 

동의 3.63 14.5 20.4 65.1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빈곤층은 대부분 게으르다’

반대 3.78

(4.29)*

10.9 15.2 73.8 

중도 3.70 8.1 24.3 67.6 

동의 3.69 14.6 16.7 68.7 

주: 괄호 안은 그룹 간 평균 차이의 F통계량,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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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 정치의식이나 문화에 대한 이

해가 높고, 인종이나 복지 수급자에 대한 편견이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표 7]에서

는 교육수준에 따른 복지인식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표 7]에 의하면, 교육년수가 높아질

수록 복지를 확대하면 근로의욕이 떨어진다거나 빈곤층이 대부분 게으르다는 의견에 대

해 동의하는 비율과 평균 응답값이 점차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즉, 교육년수가 6년 이하

인 경우 수급자가 게으르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46.1%인 반면, 교육년수가 13년 이

상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23.8%이고, 빈곤층이 게으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약 절

반(45.1%)에 가까울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표 7] 교육수준과 복지인식(2013년)

(%)
교육년수

6년 이하 7~12년 13년 이상

‘사회복지를 늘리면 근로의욕이 떨어진다’

평균 응답값
2.27 2.14 1.90

(50.19)*

반대(1, %) 25.6 35.5 47.1

보통(2, %) 22.2 15.8 15.5

동의(3, %) 52.1 48.7 37.4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빈곤층은 대부분 게으르다’

평균 응답값
2.19 2.07 1.79

(79.77)*

반대(1, %) 27.7 32.2 45.1

중도(2, %) 26.2 28.3 31.1

동의(3, %) 46.1 39.4 23.8

주: 괄호 안은 그룹 간 평균 차이의 F통계량, *: p＜0.05

앞서 Corneo and Gruner(2002)의 연구에서 지적한 재분배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가치 효과(public values effect)에 따르면, 경제적 성공, 혹은 실패의 원인이 개

인의 노력이나 근면성과 같은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재분배 정책에 반대

할 수 있고, 반대로 경제적 실패의 원인이 불운하였기 때문이거나, 낮은 임금 수준, 일

자리 부족 등의 사회·구조적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소

득격차 완화 정책에 지지를 보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8차 복지패널 부가조사에서는 빈곤의 원인에 대한 의견을 11가지로 

세분하여 조사하였는데, [표 8]과 같이 11가지 항목을 제시하면서 각 항목들이 우리 사

회의 빈곤 원인에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4점 척도로(1: 매우 중요함, 2: 약간 

중요함, 3: 별로 중요하지 않음, 4: 전혀 중요하지 않음)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

적인 책임감 및 자기규율의 부족’이 빈곤에 처하게 된 원인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

들의 비율이 전체 중 90.2%로 아주 높게 나타났고, 반면 ‘개인적인 불행과 불운’이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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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에 빠지게 되는 원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65.5%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항목들을 개인의 노력과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나누어 관측치들을 합산한 결

과, 빈곤의 원인으로 개인의 노력부족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1.4%, 사

회·구조적 요인들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1.6%로 나타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인

의 노력뿐 아니라 운(luck)이나 사회·구조적 요인도 개인의 경제적 성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8] 빈곤의 원인(2013년)

다음 각 항목들의 우리 사회의 빈곤 원인에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개인의 노력 ① 개인적인 절약과 적절한 가계(돈)관리 부족 85.3

(81.4%) ② 개인적인 동기와 스스로의 노력 부족 89.5

④ 개인적인 책임감 및 자기규율의 부족 90.2

⑥ 개인적인 학력수준의 미흡 60.8

운(luck), 
사회·구조적 요인

③ 개인적인 능력(타고난 재능)의 부족 58.1

⑤ 개인적인 질환(질병)과 신체적 장애 80.6

(71.6%) ⑦ 기업과 산업에서의 낮은 임금 85.7

⑧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의 부족 67.5

⑨ 좋은 일자리 공급의 미흡 79.4

⑩ 빈곤층 및 일부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 64.2

⑪ 개인적인 불행과 불운(불우한 가족배경 등) 65.5

빈곤의 원인에 대한 응답 중 두 번째 질문(‘개인적인 동기와 스스로의 노력 부족’)과, 

열한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개인적인 불행과 불운’)을 연령, 가구소득수준(균등화 소득, 

5분위), 교육수준(교육년수)에 대하여 합동 순서형 프로빗 모형(pooled ordered probit 

model)을 이용해 간단히 추정해 보았다(표 9). 종속변수는 응답값이 커질수록 해당 항

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변환하였고, 추정 결과 우선 젊은 층의 경우 빈곤의 

원인이 불운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았고,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이 높아질

수록 경제적 실패의 원인이 ‘노력’의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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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소득․교육수준과 빈곤의 원인(2013년)

Dependent variables : ② Effort ⑪ Luck
Age 0.001  -0.004** 

(0.001) (0.001)
Q_income    0.053***   -0.047*** 

(0.015) (0.014)
Education            -0.006   -0.013*** 

(0.005) (0.005)
No. obs. 4,185 4,185
R²count 0.509 0.464 

Robust standard errors are in parentheses.; R²count is the proportion of correct 

predictions.

 *** p＜0.01, ** p＜0.05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적 소득 이동성이 낮은 사회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회와 비교하였을 때 재분배 정책에 대한 지지가 더욱 강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강성진·이우진, 2010), 이와 관련하여서 한국노동패널 제1차(1998년)부터 17

차(2014년)까지 연도별 물가수준을 고려한 실질 가구균등화소득을 이용하여 전체 가구

의 소득 이동성(mobility)을 전이행렬(transition matrix)을 통해 살펴보았다. [표 10]의 

각 셀의 조건부 전이확률은 아래의 식과 같이 현재 소득분위( )가 로 주어졌을 때 다

음 기의 소득분위가 가 될 확률을 의미한다. 

                          Pr                               (3)

즉, [표 10]의 대각선 상의 값들은 해당 기간 동안 소득 분위에 변함이 없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하고, 이를 일종의 ‘비이동성(immobility)’의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1998년에서 2014년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득 분위에 변함이 없었던 가구의 비율

은 양 극단(1분위와 5분위)의 소득 분위에서 각각 약 67%, 63.6%로 높게 나타나고, 이

것이 중위소득 수준에 가까워질수록 점차 작아짐을 알 수 있다. 

[표 10] 가구 균등화 소득의 조건부 전이확률(%, 1998~2014년)

             1st 2nd 3rd 4th 5th

1st 66.99 20.20 6.74 3.58 2.49

2nd 19.72 46.24 21.62 8.89 3.54

3rd 7.21 22.36 41.47 21.92 7.03

4th 3.78 8.87 23.17 43.07 21.11

5th 2.62 4.45 7.69 21.61 63.63

자료: 한국노동패널 1~17차 가구용 데이터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 기간인 약 16년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시점에 1분위에 



- 21 -

속해있던 가구가 그 다음 기에 2분위로 상향이동할 확률은 약 19.7%이며, 3분위 이상

으로 상향이동할 확률은 약 7.2%로 절반 이하로 더 낮아진다. 또한 1998년에 3분위에 

속해있던 가구가 다음 기에도 3분위에 머물러 있거나 더 낮은 분위로 하향이동할 확률

은 69.8%이며, 4분위 이상으로 상향이동할 확률은 약 30.9%이다. 최고소득 분위(5분위)

에 속해있던 가구가 다음 기에 3분위 이하로 하향이동할 확률은 약 13.1%로 최저소득

분위(1분위) 가구가 3분위 이상으로 상향이동할 확률(13.6%)과 비슷한 수준이다. 

Ⅳ. 연구 방법

앞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재분배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방향을 개략

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단순상관관계를 위주로 살펴보았는데, 이 절에서는 다중 회귀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한국복지패널 

1, 4, 7차 조사자료와, 2, 5, 8차의 부가조사 자료, 그리고 해당연도의 한국노동패널조

사 자료를 함께 이용하여 모형을 추정하였다. 

먼저, 개인의 재분배 선호도(
 )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음과 같은 모형을 가정하였다.


                       (4)

앞의 식 (4)에서 는 개인의 연령, 성별, 혼인상태와 같은 인구학적 특성과 관련된 

변수들의 벡터이고, 은 교육수준 및 종사상 지위, 가구 소득, 미래의 생활수준 전망과 

같은 개인의 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변수로 이루어진 벡터이다. 그리고 는 거주지역더

미, 는 시간더미(연도)이다.  

종속변수 
 는 관찰되지 않는 잠재변수(latent variable)로, 다음 식 (5)에서 

( ∼)는 절사점(cutoff point)으로 모형 내에서 추정되어야 할 모수이며 관찰가능한 

재분배 선호도 변수인 는 1에서 5까지의 값을 가진다. 

      
 ≤                   (5)

본 연구에서는 (i)식 (4)의 패널 개체 간 오차항()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가정하

고 오차항의 누적분포함수로 정규분포를 가정한 합동 순서형 프로빗 모형과, (ii) 관측되

지 않는 패널 개체별 이질성을 고려하여 를 확률변수로 가정한 확률효과 순서형 프로

빗 모형, 그리고 (iii) 를 고정된 모수로 가정하고 에 대해 로지스틱 분포를 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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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효과 순서형 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각 개인()이 5가지의 범주를 선택할 확률을 추

정하였다. 고정효과 순서형 로짓 모형의 경우 (특별히 n(관측치 수)이 크고, T(기간)가 

작을 경우) 패널 개체의 더미변수가 포함되면서 추정계수의 갯수가 너무 많아져 추정치

에 편의가 커지는 따름모수 문제(incidental parameter problem)가 발생할 수 있는

데, 이의 해결을 위해 Chamberlain estimator, DvS(Das and van Soest) 혹은 BUC 

estimotor와 같은 추정방법들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Baetschmann, Stabub 

and Winkelmann(2011)에서 제시한 BUC(Blow-up and Cluster) 추정방법을 사용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 4, 7차 자료와 2, 5, 8차의 부가조사자료를 각각 이

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로 [표 11]과 같이 복지수준 선호도

(WELSTATE: 1, 4, 7차),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의견(INCFARE: 2, 5, 8차), 그

리고 소득격차에 대한 정부의 책임(EQINCOME: 2, 5, 8차)을 종속변수로 하여 같은 모

델을 추정하였다. 

[표 11] 사용된 종속변수들

Dependent variables

WELSTATE 미래 지향하는 사회상   저부담 저복지 ↔ 고부담 고복지

INCFARE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함

EQINCOME 소득격차에 대한 정부의 책임  소득격차를 줄일 책임이 정부에 있음  

독립변수의 구체적인 사항은 [표 12]와 같으며, 2차와 5차, 8차 조사 시에는 5년 후 

생활상태 전망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고 있어, 해당 차수의 경우 전년도의 조사결과가 변

함이 없다고 가정하고 모형을 추정하였다. 

[표 12] 사용된 설명변수들

Explanatory variables

age  연령

female  성별(1: 여성, 0: 남성)

education  교육년수

marr  혼인상태(1:유배우, 2:미혼, 3:이혼·사별·별거 등)

employ  종사상지위(1:상용직, 2:임시·일용직·자활·공공근로 등, 3:자영업자·고용

주·무급가족종사자, 4:실업자, 5:비경제활동인구)

ln(income) ln(가구 균등화 실질소득)

prospects 5년 후 경제적 생활상태 전망

income*prospects ln(income)*pro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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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추정모델에서 주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설명변수는 현재 소득과 미래 생활

수준에 대한 전망과 두 변수의 상호작용항과 같은 경제적 요인이다. 앞서 언급하였던 바

와 같이 개인의 소득수준이 재분배 선호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가 

많이 있지만 그 방향(sign)에 대한 의견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Meltzer 

and Richard, 1981; Benabou and Ok, 2001),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재분배 선호도

와 소득수준 간의 관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가구원 수를 고려한 

가구소득은 비소비지출(사회보험, 조세 등) 공제 전 소득인 경상소득 기준이며, 연도별로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표준화하였다. 또한 현재의 소득 뿐 아니라 장래 소득에 대한 긍정

적인 전망이 개인의 재분배 정책에 대한 선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검증하였다. 이에 더하여 현재 소득과 미래 생활상태 전망의 상호작용항

을 포함하여 소득계층별로 미래 전망에 따른 재분배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토해보

았다. 

또한 Clark and Senik(2009)에서와 같이 개인의 소득수준과 그가 생각하는 준거집

단의 평균소득수준과의 차이가 재분배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본 연

구에서는 개인의 소득과 기준그룹의 평균소득의 차이를 독립변수로 추가하였다(cohinc). 

상대 소득이나 소득 비교에 관한 변수는 주로 삶의 만족도(well-being or happiness)

에 관한 연구에서 많이 이용되었는데(Kapteyn and van Herwaarden, 1980; Clark 

and Oswald, 1996;  Kapteyn et al., 1997; McBride, 2001; Ferrer-i-Carbonell, 

2005; Ferrer-i-Carbonell, 2005에서 재인용), Clark and Oswald(1996)의 경우에는 

학력, 종사산업, 거주지역, 연령, 직업 등의 변수를 이용한 일반적인 임금 방정식을 이용

하여 임금수준을 추정, 이를 각 개인의 특성별로 비교 소득 변수로 포함시켰다. 

McBride(2001)는 개인이 속한 연령 그룹, 즉 본인연령에서 [-5세, +5세]의 범위를 개

인의 참조그룹(reference group)으로 하여 그 그룹의 평균소득을 독립변수로 추가하였

다. 또한 Ferrer-i-Carbonell(2005)의 경우에는 교육수준, 연령, 지역별로 참조그룹을 

정의하여 이 그룹들의 평균소득을 독립변수로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ohinc 참조그룹의 평균소득과 본인소득의 차이

pcineq
소득 불평등 인식정도(‘우리나라가 소득이나 재산이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는가’)(1:평등 ↔ 7:불평등)

wtwork
복지수준과 근로의욕의 관계에 대한 견해(‘사회복지를 늘리면 근로의욕

이 떨어진다’)(1:반대 ↔ 7:동의)

prejud
수급자에 대한 편견(‘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빈곤층은 대부분 게

으르다’)(1:반대 ↔ 5:동의)

metro  거주지역(1:서울, 광역시, 수도권 시, 0:수도권 외 시, 군, 도농복합군)

year time dummy(2006, 2009, 2013/2007, 20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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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Bride(2001)의 연구와 같이 각 개인이 본인 연령의 [-5세, +5세]의 범위의 사람들을 

준거그룹으로 생각한다고 가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연령 코호트별 평균소득은 한국노

동패널조사(KLIPS,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의 개인소득 자료를 이

용하여 산출하였고, 다음과 같이 한국복지패널에서 조사된 각 개인별 소득을 코호트 평

균소득으로 나누어 독립변수로 포함시켰다.

 





∈




는 각 개인()의 년도의 연령에 따른 참조그룹의 범위를 나타내며

( ), 는 년도에 해당 참조그룹에 속한 관측치의 수를 나타낸다. 

는 한국노동패널에서 조사된 참조그룹에 속하는 개인의 연소득(세전총연간근로소득)

을, 는 한국복지패널 상 개인의 연소득(세전근로소득)을 의미한다. 이 때 일반적으로 

소득활동이 가능한 만 20세 이상을 코호트 시작 연령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실증분석

대상은 만 25세 이상이며, 80세 이상부터는 80세의 참조그룹(75~85세)의 평균소득을 

적용하였다. 

두 번째로 사회적 동질감(homogeneity) 혹은 상대적 소득수준과 관련하여서, 기준그

룹과의 소득 차이, 개인이 인식하는 소득불평등 정도(‘우리나라는 소득이나 재산에 있어

서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와 같은 변수들도 종속변수가 부가조사에서 설문된 

항목인 경우(INCFARE, EQINCOME) 모형에 함께 포함하여 추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복지인식 및 빈자에 대한 인식이 재분배 선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복지패널의 부가조사에서 설문한 복지수준 

선호도(WELSTATE)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 변수(INCFARE, EQINCOME)를 종속변

수로 하여 수급자에 대한 편견(‘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빈곤층은 대부분 게으르

다’), 복지와 근로의욕에 대한 견해(‘사회복지를 늘리면 국민들의 일할 의욕이 떨어진다

는 주장에 대한 견해’)를 포함시켜 모형을 추정하였다. 

그 외 비경제적 요인 중 ‘종교’의 경우에도 개인의 재분배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여겨지는데(Lee and Roemer, 2006; Alesina and La Ferrara, 2005), 복지패

널조사에서는 응답자가 어떤 종교를 가지는지가 아닌 단순히 종교의 유무만을 조사하고 

있고, 이를 모형에 포함시켰을 때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아 모형에서 제외하였다. 또

한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 간 문화나 정치적 성향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 지역 더미

를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그 결과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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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우리 사회에서 재분배 정책 선호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시간(연도) 

더미도 함께 모형에 포함하여 추정하였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전반적인 재분배 선호도에 대한 응답 대신, 한국복지패널의 부가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각 복지정책의 영역별 정부지출 확대에 대한 의견을 종속변수로 하

여 같은 모델을 추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해당 조사에서는 보건, 연금, 교육, 주거지원, 

빈곤층 지원, 노인 지원, 가족지원 및 실업대책 등 복지정책을 각 분야와 대상별로 나누

어 (세부담을 전제로 한) 정부지출이 확대되기를 바라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 질

문들을 각각 종속변수로 추정한 결과를 통해 정책분야에 따라 어떻게 다른 결과가 나타

나는지, 혹은 전반적 재분배 선호도를 종속변수로 한 결과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

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Ⅴ. 연구 결과

앞서 설명한 모형 설계를 기반으로 하여 분석 대상은 한국복지패널 25세 이상의 2, 

5, 8차 부가조사에 1회 이상 응답한 사람들만을 포함하였으며, 실증 분석에 활용된 관

측 대상자들의 기본적인 인구, 사회·경제학적 특성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3] 분석 대상자의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연령 27,753 48.37 14.18 25 93

여성 27,765 0.53 0.50 0 1

교육년수 27,765 11.28 4.33 0 21

혼인상태

  미혼 27,746 0.10 0.30 0 1

  이혼·사별·별거 27,746 0.12 0.33 0 1

ln(실질 가구균등화소득) 27,679 7.65 0.68 0.75 10.64

종사상 지위

  임시·일용·자활·공공근로 등 27,765 0.19 0.39 0 1

  자영업·고용주·무급가족종사자 27,765 0.18 0.39 0 1

  실업 27,765 0.02 0.15 0 1

  비경제활동인구 27,765 0.33 0.47 0 1

거주지역

  수도권외 시, 군, 도농복합군 27,765 0.64 0.48 0 1

고부담 고복지 사회 지향 13,197 3.79 1.04 1 5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찬성 7,693 3.13 0.93 1 5

소득격차 해소가 정부 책임 7,614 3.77 0.90 1 5

소득 불평등 인식 7,700 5.30 1.24 1 7

복지-근로의욕 부정적 견해 7,693 4.07 1.58 1 7

수급자에 대한 편견 7,693 3.00 1.0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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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국복지패널 1, 4, 7차 조사의 미래에 지향하는 사회상에 대한 질문(WELSTATE)

에 대한 추정결과를 살펴보면([표 14]), 첫 번째와 두 번째 열의 합동 순서형 프로빗 모형

과 확률효과 모형의 경우 유사한 결과를 보이며, 경제적 요인에 관한 결과는 소득수준이나 

미래 전망이 좋을수록 고부담․고복지 사회에 대한 선호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현재 가구소득수준과 미래 전망의 상호작용항의 추정 결과를 함께 고려하면 현재 소득

수준에 따라 전망의 영향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6) 

[표 14] 개인의 경제적 지위와 재분배 선호도의 관계(WELSTATE)

Dependent variable: WELSTATE(‘우리나라가 미래에 어떤 사회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Ordered Probit(Pooled) Ordered Probit(RE) Ordered Logit(BUC)
Age  0.003***  0.007*** -0.307***

(0.001)  (0.001) (0.006)
Female   0.004  0.007

(0.027)  (0.028)
Education  0.006***  0.018*** -0.010

(0.004)  (0.004) (0.026)
ln(income) -0.104*** -0.290***  0.005

(0.063)  (0.062) (0.135)
Prospects -0.284*** -0.806*** -0.248

(0.162)  (0.158) (0.340)
Income*Prospects  0.041***  0.118***  0.055

(0.022) (0.022) (0.046)
Cohinc -0.003 -0.009 -0.027

(0.016)  (0.018) (0.026)
No. Observations 9,373 9,373 34,225

No. Clusters 4,613 - 3,858
R²count 0.359 - -

Notes: Marginal effects are calculated for pooled ordered probit model; Robust standard errors 

clustered at the individual level are in parentheses(except for random effect ordered probit model); 

No. Clusters denotes the number of groups on cluster-robust standard errors; R²count is the proportion 

of correct predictions; The analysis also controls for marital status, employment status, year dummies 

and region(metro) dummy.

*** p＜0.01, ** p＜0.05, * p＜0.1

[그림 4]를 살펴보면, 가구의 현재 소득수준(income)을 가로축으로 하고, 세로축은 현

재 소득과 미래 전망 변수의 한계효과만을 고려하여 계산한 고부담·고복지 사회에 대한 선

호 확률(WELSTATE)이다. 해당 그래프는 현재 소득수준에 따른 복지 사회 선호도를 미래 

전망 수준 그룹별로(pros 1: 매우 가난 ↔ pros 5: 매우 부유) 나타낸 것으로, 전망이 좋

지 않은 그룹(pros=1, 2)의 경우에는 현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재분배 선호도가 낮아지

고, 전망이 좋은 그룹(pros=4, 5)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선호도가 높아진다. 그

러나 현재 소득수준이 낮은 극빈층(income＜1,000)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이 같아도 미래 

6) 우리는 하우스만 검정법을 이용하여 내생성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지 여부를 검정하였는데 거
의 모든 경우에 있어 5%수준으로 귀무가설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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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이 좋을수록 선호가 더 낮아지며, 그 외 소득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현재 

소득수준이 같아도 미래 전망이 좋을수록 선호가 더 높아지는 패턴을 보인다.  

 이렇게 미래 소득전망이 낙관적일수록 높은 수준의 복지사회를 선호하는 현상은 기

존 연구들과 그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분

배 정책으로 인한 양(+)의 외부효과가 존재한다면 미래 전망이 좋을수록 재분배를 선호

할 수도 있고, 저소득층이나 미래 소득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복지 확대

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초점을 맞추거나, 지나친 과세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결과를 보일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 소득수준과 미래 전망에 따른 재분배 선호도의 차이(합동 순서형 프로빗 모형)

한편 참조그룹과의 소득 차이에 관한 변수는 세 가지 모형에서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

이지 않았고, 교육수준의 경우 고정효과 로짓 모형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모형에서는 양(+)

의 유의한 부호를 보여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복지 사회에 대한 선호가 높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14]의 추정결과에는 보고하지 않았으나 혼인상태의 경우에는 기혼이고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보다 미혼이거나 기혼이지만 배우자가 없는 사람들이 고부담․고복지 사회를 

선호할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강한 유대감을 가진 가정에 속한 사람일수록 시장과 

정부보다는 가족을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해주는 경제주체(economic unit)로서 더욱 의

존하게 되는데, 이러한 유대감이 약한 가정일수록 미래 목표로 하는 국가상으로써 높은 

세율의 고복지 사회를 찬성할 확률이 높다는 기존의 연구결과(Alesina and Giuliano, 

2007)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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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종사상지위의 경우 상용직에 비하여 자영업자나 고용주의 경우 고부담․고복지 

사회를 선호할 확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개인의 위치, 예

를 들어 고용주들의 경우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 확대되면 값싼 노동력의 공급이 방해받

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피고용인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재분배 정책에 더 

낮은 선호를 보인다(Cusack et al., 2008)는 연구결과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

다. 

다음으로 우리는 한국복지패널 2, 5, 8차 부가조사에서 설문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서는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한다(INCFARE)’를 종속변수로 하여, 주요 변수로 (i) 가계의 소

득수준 및 미래 전망에 대한 변수(ln(income), Prospects, Income*Prospects)만을 포함

한 경우와 (ii) 소득 불평등도나 준거그룹과의 소득 차이 등 경제적 요인과 관련된 일종의 

사회적 동질감에 관한 변수들(Cohinc, Pcineq)과 함께 복지인식에 관한 변수들(Prejud, 

Wtwork)을 포함한 경우를 세 가지 모형에 따라 추정하였는데 그 결과가 [표 15]에 정리되

어 있다.

경제적 요인과 관련하여 합동 순서형 프로빗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이 모두에서 앞의 고

부담․고복지 사회 선호도(WELSTATE) 추정결과와 같은 부호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동질감

과 관련된 변수들의 경우 참조그룹의 평균소득보다 본인 소득이 큰 경우 재분배 선호도가 

낮아지고 개인이 인식하는 소득불평등도가 높을수록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득과 미래 전망에 대한 변수들의 경우에는 앞의 결과와는 다르게 해당 설문(‘사

회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한다’)에 대해서는 모형의 내생성, 개인의 시

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특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복지인식의 경우에는 빈자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빈

곤층은 대부분 게으르다’)나 사회복지 확대가 근로의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진 사

람들의 경우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한다는 설문에 찬성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세 가지 복지인식과 관련된 변수들 중 사회복지 확대가 근로의욕을 

저해한다(Wtwork)는 인식은 고정효과 모형의 추정 결과에서도 재분배 선호에 유의한 영향

이 있음을 보여준다.

연령의 경우에는 모든 추정모형에서 유의한 양(+)의 결과를 보이고, 여성의 경우 남성보

다 해당 설문에 대해 긍정적 응답을 할 확률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16]은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설문을 종속변수로 하여 같은 모

형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 고부담․고복지 사회에 대한 선호나 사회복지지

출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한다는 설문을 종속변수로 활용한 결과와 비교할 때 

개인의 경제적 지위나 교육수준 등과 같은 변수들이 유의하지 않은 요인으로 보인다. 그러

나 개인이 인식하는 사회의 소득불평등도나 복지인식(‘복지확대가 근로의욕을 저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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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과 같은 변수들은 매우 유의한 결과를 보이며 그 방향은 앞의 추정결과와 유사하다. 특

별히 고정효과 모형을 포함한 모든 모형에서 개인이 인식하고 있는 사회의 소득 불평등도

(Pcineq)가 높을수록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의견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것이 재분배 선호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보여준다.

[표 15] 개인의 경제적 지위, 사회적 동질감 및 복지인식과 재분배 선호도의 관계(INCFARE)

Dependent variable: INCFARE(‘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한다’)
 Ordered Probit(Pooled) Ordered Probit(RE) Ordered Logit(BUC)
Age  0.000***  0.001***  0.007***  0.010***  0.527***  0.101**

(0.001) (0.002) (0.002) (0.002) (0.013) (0.047)
Female  -0.010*** -0.011*** -0.164*** -0.175***

(0.031) (0.036) (0.033) (0.038)
Education  0.001***  0.001***  0.012***  0.014** -0.546***  0.066

(0.004) (0.005) (0.005) (0.005) (0.029) (0.113)
ln(income) -0.014*** -0.012** -0.220*** -0.195**  0.053 -0.536

(0.067) (0.090) (0.071) (0.090) (0.134) (0.386)
Prospects -0.036*** -0.038** -0.587*** -0.625***  0.075 -1.709*

(0.169) (0.233) (0.180) (0.233) (0.333) (0.982)
Income*Prospects  0.005***  0.005***  0.081***  0.089*** -0.007  0.279**

(0.023) (0.031) (0.024) (0.031) (0.045) (0.131)
Cohinc -0.004*** -0.059** -0.167

(0.021) (0.024) (0.152)
Pcineq  0.003***  0.045***  0.069

(0.013) (0.013) (0.047)
Prejud -0.005*** -0.078*** -0.056

(0.017) (0.017) (0.072)
Wtwork -0.004*** -0.064*** -0.162***

(0.011) (0.011) (0.044)
No. Observations 6,783 5,196 6,783 5,196 53,444 2,044

No. Clusters 4,869 4,124 - - 4,734 602
R²count 0.392 0.405 - - - -

Notes: Marginal effects are calculated for pooled ordered probit model; Robust standard errors 

clustered at the individual level are in parentheses(except for random effect ordered probit model); 

No. Clusters denotes the number of groups on cluster-robust standard errors; R²count is the proportion 

of correct predictions; The analysis also controls for marital status, employment status, year dummies 

and region(metro) dummy.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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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개인의 경제적 지위, 사회적 동질감 및 복지인식과 재분배 선호도의 관계(EQINCOME)

Dependent variable: EQINCOME(‘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Ordered Probit(Pooled) Ordered Probit(RE) Ordered Logit(BUC)
Age -0.001*** -0.001** -0.005*** -0.004**  0.514*** -0.037

(0.001) (0.002) (0.002) (0.002) (0.015) (0.048)
Female  -0.015* -0.014 -0.064* -0.057

(0.032) (0.037) (0.033) (0.038)
Education  0.001  0.001  0.006  0.006 -0.481*** -0.027

(0.004) (0.005) (0.005) (0.005) (0.030) (0.135)
ln(income)  0.005  0.003  0.007  0.010  0.011 -0.150

(0.070) (0.087) (0.072) (0.090) (0.149) (0.459)
Prospects  0.021  0.025  0.068  0.100  0.316 -0.045

(0.176) (0.225) (0.184) (0.232) (0.367) (1.153)
Income*Prospects -0.005 -0.005 -0.017 -0.019 -0.049  0.004

(0.024) (0.030) (0.025) (0.031) (0.050) (0.154)
Cohinc -0.009 -0.037 -0.106

(0.023) (0.024) (0.106)
Pcineq  0.036***  0.145***  0.174***

(0.013) (0.013) (0.049)
Prejud -0.001 -0.003 -0.005

(0.017) (0.017) (0.074)
Wtwork -0.014*** -0.059*** -0.042

(0.011) (0.011) (0.046)
No. Observations 6,706 5,158 6,706 5,158 52,536 2,073

No. Clusters 4,840 4,107 - - 4,081 606
R²count 0.530 0.532 - - - -

Notes: Marginal effects are calculated for pooled ordered probit model; Robust standard errors 

clustered at the individual level are in parentheses(except for random effect ordered probit model); 

No. Clusters denotes the number of groups on cluster-robust standard errors; R²count is the proportion 

of correct predictions; The analysis also controls for marital status, employment status, year dummies 

and region(metro) dummy.

*** p＜0.01, ** p＜0.05, * p＜0.1

크게 세 번째로는 재분배 지출의 성격에 따라 선호도가 다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분배 선호도 대신, 사회복지정책의 각 분야별로 정부지출수준이 어떠한지에 

대한 설문들로 종속변수를 바꾸어 모형을 추정하였다(부표 2, 3 참고). [부표 2]에서는 

건강보험 및 보건, 국민연금, 교육, 주거지원의 사회복지 각 분야별로 위와 같은 모델을 

추정한 결과를 제시하였고, [부표 3]에서는 빈곤층 생활지원, 노인 생활지원, 양육 등 가

족지원,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과 같은 복지정책 대상별로 종속변수를 달리한 추정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각 분야별 추정결과(부표 2)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및 보건, 연금과 같은 분야에 

있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이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에 찬성할 확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반면 교육이나 주거지원과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젊은 연령층의 선호가 더욱 높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소득 및 미래 전망과 관련된 변수에 관해서는 연금과 주거지원 분야

에서만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그 부호는 앞서 전반적 재분배 선호도에 대한 추정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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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다. 

또한 우리사회의 소득, 재산의 분포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대부분의 

분야에서 정부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데에 찬성할 확률이 높으며, 빈자에 대한 편견이 있

거나 복지확대가 근로의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분

야에서 정부지출의 확대를 반대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복지정책의 대상별 추정결과를 살펴보면(부표 3), 노인 생활지원에 대하여는 

가구소득, 미래 전망 등의 변수가 앞의 결과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기준그룹보다 소

득수준이 높은 그룹의 경우 노인 생활지원에 대한 정부지출의 확대를 반대할 확률이 높

은 것으로 보인다. 빈곤층 생활지원에 대하여는 사회 불평등도에 대한 인식(Pcineq)과 

수급자에 대한 편견(Prejud), 복지확대에 대한 부정적 견해(Wtwork) 등이 주요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절의 결과를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개인은 사회의 재분배 수준에 대해 본인의 현재소득 뿐 아니라 미래 전망

까지 함께 고려하는데, 우리의 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같은 경우 미래전망이 

좋을수록 우리사회가 고부담․고복지의 사회로 발전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할 확률이 높지

만, 현재 소득수준이 매우 낮은 그룹은 미래 전망이 좋을수록 선호가 더 낮아지며, 전망

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선호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사회적 동질감 또한 개인의 재분배 선호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개

인이 인식하고 있는 사회의 불평등도가 높아질수록 재분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특

성 설문에 대해서는 기준그룹과의 소득차이도 재분배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별히 소득 및 재산의 불평등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빈자와 부자 간

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의견(EQINCOME)에 찬성할 확률이 세 

가지 모형 모두에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세 번째로 수급자에 대한 편견이나 복지확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 또한 개인의 재분배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전반적 재분배 수준에 대해 설문을 달리하였을 경우에

도, 또한 정책분야 및 대상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경우에도 해당 변수들은 대부분 매우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특별히 모형에 포함된 다양한 설명변수들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개인적 특성을 모두 통제하여 모형을 추정한 후에

도 복지확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근로의욕 저해 등)이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INCFARE) 

의견에 부(-)의 효과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각 사회복지 분야별로 추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분야별, 대상별로 조금씩 다른 결과

를 보이기도 하지만 경제적 요인에 관한 변수나 사회적 동질감, 복지인식에 대한 변수들

에서는 앞의 분석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특히 많은 정책 분야에서 사회적 동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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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복지인식이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Ⅵ. 결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 사회의 재분배 정책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정책에 대

한 선호도(Preference)와 믿음 체계(belief)가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표출되어 

형성되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강성진·이우진, 2010). 이 때 사회의 재분배 정책 

수준에 대한 연구는 각 개인의 선호가 형성되는 과정과 그것이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실현되어 가는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중 전자, 즉 각 개인의 

재분배 선호도가 형성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검토하여 보았

다. 

이에 대해 먼저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본 결과, 개인의 선호가 소득수준, 미래 소

득 전망과 같은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으로 개인적 경험, 그리고 사회 내에 기회

의 균등이 존재한다는 믿음, 교육수준 및 연령, 가족 구성, 노동시장에서의 위치 등 다

양한 요인들로 인해 형성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재분배 선호도

와 복지인식 등을 함께 조사한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선행연구들에서 언급된 요

인들이 우리나라의 경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분석해 보았다. 주요결과로

는, 우선 개인은 사회의 재분배 수준에 대하여 현재의 소득수준 뿐 아니라 미래의 전망

까지 함께 고려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단순히 소득수준에 따라 선호도가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일반적으로는 미래 경

제적 상태에 대해 전망이 좋을수록 고부담․고복지 사회로의 이행을 찬성할 확률이 높지

만, 극빈층의 경우 미래 전망이 좋을수록, 그리고 미래 전망을 긍정적으로 기대하지 않

는 그룹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복지사회로의 이행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짐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위와 같은 개인의 경제적 수준 뿐 아니라 소득격차나 상대적 소득수준 등도 개

인의 재분배 선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개인이 인식하고 있는 사회 내의 소득 불

평등도가 높아질수록 재분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특별히 횡단면 순서

형 모형 뿐 아니라 패널구조를 고려한 확률효과 순서형 모형 및 고정효과 순서형 모형 

모두에서 소득 및 재산의 불평등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빈부 격차를 줄이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데 찬성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Clark and 

Senik(2009)의 연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개인이 속한 준거그룹의 평균소득과 본인의 

소득 차이에 대해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함께 활용해 그 영향을 추정해 보았는데, 준거그

룹의 평균소득에 비해 본인의 소득이 더 높은 경우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반대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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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요인이나 상대적 소득수준 이외에 빈자나 복지확대에 대한 부정적 인

식 또한 재분배 선호도에 유의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는데, 전반적 재분배 수준에 대해 설

문을 달리한 경우나 복지정책의 분야와 대상별로 같은 모형을 추정하였을 때도 이러한 

복지인식에 대한 변수들은 대부분 매우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즉, 급여를 받는 빈곤층

은 대부분 게으르다는 의견에 동의하거나, 복지확대가 근로의욕을 저해한다는 데에 동의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나 각 복지정책 분야별 지출확대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전반적 재분배 선호에 대하여, 설문에 따라 추정결과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점에 대하여서는 우선 설문문항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는 데에 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재분배 선호도에 대한 세 번째 질문(“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의 경우 Alesina and Ferrara(2005)의 연구에서 이용된 

미국의 General Social Survey(GSS)에 유사한 문항이 존재하는데, GSS에서는 “정부가 

부자에 대한 세금을 올리고 빈자에 지원을 하는 등 부자와 빈자의 소득격차를 줄여야만 

하는가?(EQWLTH)”라고 질문, 소득사다리에서 부자로부터 빈자로의 재분배에 대한 아이

디어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다(Alesina and La Ferrara, 2005). 반면 복지패널의 해

당 설문은 부자와 빈자의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확대로 인한 응답자 본인

의 세부담의 변화 등은 언급되지 않고, 소득격차 해소에 대한 ‘정부의 책임’만을 강조하

게 되는 등 설문에 대한 개인적 해석에 따라 개별 독립변수의 유의성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앞의 전반적 재분배 선호도와 같은 모형을 개별 복지정책 분야별, 대상별로 나누어 

추정하였을 경우 그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지만 경제적 요인에 관한 변수나 소득

격차에 대한 인식, 복지인식에 대한 변수들에서는 앞의 분석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특별히 대부분의 정책 분야에서 그 지출수준의 확대에 대해 사회적 동질감이나 복지인식

이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하여 볼 

때, 최근에 올수록 점차 복지수준의 확대가 요구됨에 따라 우리사회에서 계층별, 세대별

로 크고 작은 사회적 갈등들이 유발되고 있는 가운데 의미 없는 낭비가 아닌 정부지출

의 생산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설계와 수행이 이루어진다면 정부의 

재분배 정책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좀 더 수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개인의 연령, 교육수준, 현재 소득수준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뿐 아

니라, 개인의 소득수준과 미래 소득수준 전망과 같은 경제적 요인, 소득 불평등도 및 또

래그룹과의 소득차이 등 사회적 동질감, 그리고 복지인식 등을 모형에 함께 포함하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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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재분배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추정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설문에서 나타난 소득수준이나 미래 전망, 혹은 개인

의 복지인식에 따른 개인의 재분배 선호가 실제 투표행위와 일관되게 연결되는가는 또 

다른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재분배 선호의 특

징을 밝혀보는 것 등도 향후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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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plores the question on what determines individual 

preference for redistribution in South Korea. We use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and the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As explanatory 

variables for individual preference for redistribution, we consider not only 

economic characteristics, such as current income and futute income 

prospects, but also other factors, such as social homogeneity and citizens’ 

perception on welfare recipients (measured by income inequality perception 

and relative income status com[ared to a reference group). Our results show 

that not only current income but also future income prospects shape 

individual preference for redistribution in South Korea. We also find that 

citizens’ perception on welfare recipients and social homogeneity are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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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표 1] 한국복지패널 7, 8차(2012, 2013년) 복지선호도 응답자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Variable

7차(2012년) 8차(2013년)

Obs.
Mean(s.d.)

(min., max.)
Obs.

Mean(s.d.)

(min., max.)
연령 10,805 45.37(16.19) 4,175 46.65(15.73)

(15, 104) (20, 93)

여성 10,808 0.52(0.50) 4,175 0.54(0.50)

(0, 1) (0, 1)

교육년수 10,808 12.14(4.16) 4,175 12.22(4.17)

(0, 21) (0, 21)

혼인상태

  미혼 10,794 0.23(0.42) 4,175 0.21(0.41)

(0, 1) (0, 1)

  이혼사별별거 10,794 0.12(0.32) 4,175 0.12(0.32)

(0, 1) (0, 1)

가구 경상소득 10,808 5,369.37(3797.47) 4,175 5,695.51(4528.20)

(0, 44820) (125, 72765)

종사상 지위

  임시·일용·자활·공공근로 등 10,808 0.21(0.40) 4,175 0.22(0.41)

(0, 1) (0, 1)

  자영업·고용주·무급가족종사자 10,808 0.15(0.36) 4,175 0.15(0.36)

(0, 1) (0, 1)

  실업 10,808 0.01(0.11) 4,175 0.01(0.12)

(0, 1) (0, 1)

  비경제활동인구 10,808 0.35(0.48) 4,175 0.32(0.47)

(0, 1) (0, 1)

거주지역

  수도권외 시, 군, 도농복합군 10,808 0.67(0.47) 4,175 0.67(0.47)

(0, 1)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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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사회복지 각 분야별 추정결과(‘다음 각 영역의 정부지출이 늘기를 바라는지 혹은 줄어들기를 바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Dependent variables: (1) HEALTH (2) PENSION (3) EDUCATION (4) HOUSING
Oprobit
(Pooled)

Oprobit
(RE)

Ologit
(BUC)

Oprobit
(Pooled)

Oprobit
(RE)

Ologit
(BUC)

Oprobit
(Pooled)

Oprobit
(RE)

Ologit
(BUC)

Oprobit
(Pooled)

Oprobit
(RE)

Ologit
(BUC)

Age   0.001***   0.005***   -0.190***   0.001***   0.011***   -0.138***   -0.001***   -0.009***   -0.182***   -0.001***   -0.008***   -0.144***
(0.002) (0.002) (0.047) (0.002) (0.002) (0.044) (0.002) (0.002) (0.050) (0.002) (0.002) (0.048)

Female   -0.010**   -0.071** 0.001 0.010 -0.008 -0.056 -0.003 -0.031
(0.036) (0.036) (0.036) (0.038) (0.036) (0.038) (0.036) (0.038)

Education 0.001 0.007 -0.068 0.000 0.000 -0.158 0.001 0.008 -0.053 0.000 -0.001  -0.254*
(0.005) (0.005) (0.120) (0.005) (0.005) (0.111) (0.005) (0.005) (0.118) (0.005) (0.005) (0.143)

ln(income)  -0.019* -0.140  -0.912**   -0.039***   -0.332*** -0.507 -0.020 -0.143  -0.891*   -0.026***   -0.261*** -0.253
(0.084) (0.086) (0.436) (0.079) (0.089) (0.462) (0.084) (0.091) (0.481) (0.084) (0.089) (0.463)

Prospects -0.036 -0.267 -1.436   -0.070***   -0.600*** -0.885 -0.027 -0.199 -1.955  -0.049**   -0.481** -0.891
(0.223) (0.222) (1.088) (0.203) (0.231) (1.169) (0.218) (0.235) (1.197) (0.213) (0.231) (1.197)

Income*Prospects 0.004 0.032 0.184   0.009***   0.080*** 0.098 0.003 0.025 0.254  0.006*  0.056* 0.099
(0.030) (0.030) (0.146) (0.028) (0.031) (0.155) (0.029) (0.031) (0.160) (0.029) (0.031) (0.160)

Cohinc -0.005  -0.041* -0.062 -0.002 -0.018 0.070  -0.007*  -0.044* 0.011  -0.004*  -0.040* -0.140
(0.028) (0.023) (0.073) (0.024) (0.024) (0.108) (0.022) (0.025) (0.102) (0.021) (0.024) (0.125)

Pcineq   0.005***   0.040***  0.090*   0.004***   0.034*** 0.041  0.005**   0.035***   0.130**   0.005***   0.046*** 0.045

(0.013) (0.012) (0.048) (0.013) (0.013) (0.048) (0.013) (0.013) (0.052) (0.013) (0.013) (0.049)
Prejud       -0.013***   -0.096*** -0.014   -0.005**   -0.042** -0.041   -0.007***  -0.043** 0.001   -0.011***   -0.104*** 0.029

(0.017) (0.016) (0.071) (0.017) (0.017) (0.073) (0.017) (0.017) (0.080) (0.017) (0.017) (0.077)
Wtwork   -0.007***   -0.056***  -0.078*   -0.007***   -0.057*** -0.068 -0.002 -0.013   0.126**   -0.005***   -0.052*** -0.072

(0.012) (0.011) (0.046) (0.011) (0.011) (0.045) (0.011) (0.011) (0.051) (0.011) (0.011) (0.047)
No. Observations 5,177 5,177 1,864 5,146 5,146 2,032 5,146 5,146 1,885 5,154 5,154 1,958

No. Clusters 4,119 - 593 4,109 - 612 4,110 - 573 4,113 - 615
R²count 0.502 - - 0.465 - - 0.497 - - 0.461 - -

Notes: Marginal effects are calculated for pooled ordered probit model; Robust standard errors clustered at the individual level are in parentheses(except for 

random effect ordered probit model); No. Clusters denotes the number of groups on cluster-robust standard errors; R²count is the proportion of correct predictions; 

The analysis also controls for marital status, employment status, year dummies and region(metro) dummy.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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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복지정책 대상별 추정결과(‘다음 각 영역의 정부지출이 늘기를 바라는지 혹은 줄어들기를 바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Dependent variables: (1) POORER (2) SENIOR (3) FAMILY (4) UNEMPLOYED
Oprobit
(Pooled)

Oprobit
(RE)

Ologit
(BUC)

Oprobit
(Pooled)

Oprobit
(RE)

Ologit
(BUC)

Oprobit
(Pooled)

Oprobit
(RE)

Ologit
(BUC)

Oprobit
(Pooled)

Oprobit
(RE)

Ologit
(BUC)

Age  -0.001**  -0.005***  -0.166***  0.001**  0.004**  -0.231*** -0.002*** -0.012*** -0.331*** 0.000 -0.002 -0.205***

(0.002) (0.002) (0.051) (0.002) (0.002) (0.055) (0.002) (0.002) (0.050) (0.002) (0.002) (0.047)

Female   -0.017***  -0.106***  -0.017***  -0.111*** -0.012* -0.071* -0.010** -0.078**

(0.037) (0.037) (0.037) (0.039) (0.036) (0.039) (0.035) (0.037)

Education 0.000 -0.003 -0.155 0.000 0.003 0.126 -0.001 -0.007 -0.170 -0.001 -0.008 0.042

(0.005) (0.005) (0.158) (0.005) (0.005) (0.118) (0.005) (0.006) (0.124) (0.005) (0.005) (0.133)

ln(income) -0.021 -0.131 0.271  -0.028*  -0.172* 0.326 0.003 0.009 -1.036** -0.013 -0.106 -0.880**

(0.087) (0.089) (0.469) (0.090) (0.091) (0.444) (0.088) (0.092) (0.451) (0.083) (0.087) (0.426)

Prospects  -0.060* -0.373 0.335  -0.080**  -0.498** -0.631 0.045 0.240 -2.728** -0.022 -0.175 -2.507**

(0.221) (0.230) (1.187) (0.228) (0.237) (1.169) (0.222) (0.239) (1.140) (0.213) (0.226) (1.101)

Income*Prospects 0.006 0.036 -0.055 0.009*  0.058* 0.073 -0.006 -0.034 0.336** 0.003 0.025 0.343**

(0.030) (0.031) (0.157) (0.030) (0.032) (0.156) (0.030) (0.032) (0.150) (0.029) (0.030) (0.147)

Cohinc -0.006 -0.037  -0.480**  -0.007**  -0.048*  -0.214* 0.001 0.009 -0.094 -0.006** -0.049** -0.086

(0.024) (0.024) (0.215) (0.019) (0.025) (0.111) (0.025) (0.025) (0.128) (0.022) (0.024) (0.110)

Pcineq  0.013***  0.082***  0.109**  0.007***  0.048*** 0.038 0.009*** 0.051*** 0.025 0.008*** 0.063*** 0.038

(0.014) (0.013) (0.055) (0.013) (0.013) (0.057) (0.013) (0.013) (0.054) (0.012) (0.013) (0.051)

Prejud  -0.036***  -0.222***  -0.288***  -0.014***  -0.089*** 0.014 -0.011*** -0.061*** -0.097 -0.005** -0.040** -0.103

(0.018) (0.017) (0.089) (0.018) (0.017) (0.099) (0.017) (0.017) (0.078) (0.017) (0.016) (0.078)

Wtwork  -0.019***  -0.120***  -0.098**  -0.020***  -0.127***  -0.225*** -0.012*** -0.068*** -0.015 -0.010*** -0.079*** -0.102**

(0.011) (0.011) (0.049) (0.012) (0.012) (0.054) (0.011) (0.011) (0.047) (0.011) (0.011) (0.048)

No. Observations 5,176 5,176 1,620 5,187 5,187 1,459 5,175 5,175 1,641 5,143 5,143 1,985

No. Clusters 4,115 - 528 4,121 - 496 4,114 - 546 4,111 - 607

R²count 0.571 - - 0.582 - - 0.535 - - 0.472 - -

Notes: Marginal effects are calculated for pooled ordered probit model; Robust standard errors clustered at the individual level are in parentheses(except for 

random effect ordered probit model); No. Clusters denotes the number of groups on cluster-robust standard errors; R²count is the proportion of correct predictions; 

The analysis also controls for marital status, employment status, year dummies and region(metro) dummy.

*** p＜0.01, ** p＜0.05, * p＜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