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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부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요인은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개인적 가치관

뿐 아니라 한 사회의 인센티브 구조, 사회문화적 요인, 조직형태 등 매우 다양한데, 본 

연구에서는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정부신뢰

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본다. 본 연구는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를 

이용하여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정부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미시계량적으로 

구명하였는데 조사대상 국가들 전체에 속한 모든 개인들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

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를 결정하는 요소들에 대해 추정해 보았다. 그 결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 그 중에서도 사회 내에서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반면 공정성에 대한 

인식중 소득분배의 불평등도에 대한 인식은 정부신뢰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그 외 (모형과 데이터종류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사회적, 

정치적 참여도, 정치이념, 성별, 나이등도 정부신뢰와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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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 단계 한국사회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는 것은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너무도 높다는 점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다른 OECD 국가

들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바, Gallup World Poll에 의하면 2012년 

현재 정부를 신뢰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OECD 평균이 40%인 반면 우리나라는 23%에 

불과하여 조사대상 146개국 중 135번째이다. 이는 인도네시아(67%), 중국(66%), 인도

(56%), 남아프리카 공화국(48%), 브라질 (47%) 등 BRICS국가들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

은 수준이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사회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

렇게 정부신뢰가 낮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정부

에 대한 깊은 불신은 지난 10여년간 집권한 정부의 무능 및 부패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험적으로 구명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복지수요에 대한 연구에도 중요하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한 

사회의 일반적 신뢰(대인 신뢰)와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일 것인바 이러한 점에서 한 사

회의 복지에 대한 수요 역시 한 사회의 불평등도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에도 크게 

의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신뢰에 대한 결정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지적되어 왔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민

들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즉 한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국민들이 많을수록 정부신뢰가 낮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신뢰에 대한 변수와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World Values Survey(WVS)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공정성에 

대한 인식 뿐 아니라, 불평등도와 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상관관계도 함께 고려한 바, 본 

연구를 통해 정부신뢰가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불평등에 어떤 정도로 의존하는지를 파악

할 수 있고,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를 구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정부신뢰에 대한 연구들 중 일부는 다음의 두 가지 요인을 강조하기도 한다. 

첫째는 유권자의 이념이나 당파성이 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로, 보수적 

유권자는 보수적 정부를, 진보적 유권자는 진보적 정부를 상대적으로 더 신뢰하는 경향

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 가설에 의하면 어떤 특정시기의 낮은 정부신뢰는 그 정부와 반

대되는 이념성향을 갖는 사람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정부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 신뢰와 같은 것은 허상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한국의 경우 2005

년(진보적 정부시기) 조사와 2010년(보수적 정부시기)의 두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하면 

테스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두 번째로는 유권자의 기대수준과 정부신뢰와의 관계인데, 유권자들의 정부에 대한 

기대수준이 지나치게 높으면 정부신뢰는 낮고 유권자들의 기대수준이 지나치게 낮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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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신뢰는 높다는 가설이다. 이 가설에 의하면 정부가 잘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기대

수준을 낮추는 것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개선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다. 이 가설은 경험적 

자료로 직접적 테스트는 불가능하며, 기대수준이 무엇인지 정의하기 어렵고 양화하기 어

렵다. 그러나 유권자의 당파성과 정부신뢰에 대한 함의는 위에서 제시한 가설과 정반대

로 나타날 것이므로 간접적 검증은 가능할 것이다. 즉, 보수적 유권자일수록 보수적 정

부에 대한 기대가 클 것이고 진보적 유권자일수록 진보적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클 것이

므로 이 가설이 맞다면 진보적 유권자일수록 진보정부를 덜 신뢰하고 보수적 유권자일수

록 보수정부를 덜 신뢰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타나야 할 것인데, 이는 앞의 가설과 모순

으로, 첫 번째 가설이 기각되지 않는다면 이 가설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절에서는 신뢰의 결정요인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연구들을 소개하고 비판적

으로 검토해 본다. 이어 3절에서는 세계가치관 조사에 나타난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적 분석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정부신뢰와 공정성의 관계를 검

증함에 있어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를 이용하여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정부에 대한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명하였는데, 조사에 참여한 전체 국가들

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부신뢰와 공정성 인식에 대한 실증분석을 

병행하였다. 4절은 결론이다.    

2. 신뢰의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이 절에서는 신뢰의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먼저 수행한다.

사회적 신뢰는 그 대상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개인이 다

른 개인에 대해 갖는 타인에 대한 신뢰와 두 번째는 개인이 정부, 법원, 경찰 등 제도나 

기관, 조직에 대한 신뢰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가 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주

로 두 번째 형태의 신뢰이지만 첫째와 둘째는 깊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인바 일단 이절

에서는 이 두 가지 형태의 신뢰를 함께 논의한다,

신뢰의 내용에 있어서는, 즉, 대상에 대해 무엇을 신뢰하는가에 있어서는 첫째, 신

뢰하는 대상의 능력(ability)일수도 있고 두 번째는 신뢰하는 대상의 동기(motivation) 

혹은 정직성(honesty) 일수도 있으므로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즉, 어떤 사람

(trustor)이 다른 사람이나 제도(trustee)를 신뢰한다(trusting)는 것은 ‘전자가 후자의 

행위에 의해 자신이 얻게 될 결과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도록 맡겨버릴 의향이 있음’

을 말한다. 한편 후자가 전자의 이러한 좋은 의도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혹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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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주의적으로 이용하려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후자는 ‘믿을만하다(trustworthy)’ 혹은 ‘신

뢰감을 준다’고 말한다. 전자의 후자에 대한 신뢰는 전자의 위험에 대한 선호(risk 

attitudes; Eckel and Wilson, 2004), 사회적 선호(social preference; Cox, 2004), 

배신에 대한 태도(attitudes towards the risk of betrayal; Bohnet and 

Zeckhauser, 2004) 등과 같은 전자의 선호체계 뿐 아니라 후자가 믿을만한지

(trustworthiness)에 대한 전자의 믿음에도 의존한다(Ahraf, Bohnet, and Piankov, 

2006). 한편 후자의 신뢰감(trustworthiness)은 후자의 사회적 선호에 의존하는데, 이 

경우 후자의 사회적 선호는 결과에 의존할 수도 있고(Cox, 2004; Ahraf, Bohnet, and 

Piankov, 2006), 전자의 행동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전자의 의도에도 의존한다

(Rabin, 1993; Fehr, Gachter and Kirchsteiger, 1997).      

한편, A가 B를 신뢰하는 이유는 반드시 A가 생각할 때 B가 신뢰할 만하기 때문만

은 아닌 경우도 있다. 예컨대 A는 B가 현재 신뢰할만해서라기보다 장래 신뢰할만한 사

람이 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신뢰할 수도 있다. 이를 ‘신뢰의 전략적 효과’라 

부른다. 즉 속는 셈치고 한번 믿어주는 것이다. 부모가 아이에게, 상사가 부하에게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또 A가 B를 신뢰하는 이유는 A가 신뢰하는 C가 B를 신뢰하

기 때문일 수도 있다. Elster(2007)는 이를 허구적 동의 효과(false consensus effect)

라고 불렀는데, 서론에서 지적한 유권자의 당파성에 따른 정부신뢰의 차이도 일종의 허

구적 동의효과로 볼 수 있다. 즉 나와 동일한 이념이나 당파성을 갖는 사람들이 신뢰하

는 정부나 정당의 정책을 나도 신뢰하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사회적 신뢰와 신뢰감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는 여

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인센티브이다. 즉, 신뢰로부터의 기대이익이 클수록 혹은 배신으로부터의 

기대비용이 작을수록 신뢰가 증가한다는 것이다(Bohnet, Hermann and Zeckhauser, 

2006). 그러나 인센티브가 신뢰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에는 반론도 존재한다. 예컨대 중

동지역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인센티브보다는 단지 상대방의 신뢰감만이 중요하였

고, 더욱이 인센티브가 행동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호체계에도 영향을 주게 되

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는 결과도 존재한다(Bohnet, Frey and Huck, 2001).

신뢰와 신뢰감에 영향을 주는 두 번째 요소로는 반복적 관계(repeated relations)

를 들 수 있는데, 일회성 관계보다 반복적 관계에서 신뢰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게임이

론에 의하면 이는 무한반복게임에서 성립할 뿐 유한반복게임에서는 성립하지 않고, 실험

결과는 일반적으로 무한반복게임에서 신뢰가 가장 높지만 유한반복게임에서도 일회성 게

임에서보다 높은 신뢰가 나타난다(Gachter and Falk, 2002).

세 번째로는 집단의 속성(group traits)을 들 수 있다. 즉, 여성이나 소수자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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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차별을 받아왔던 그룹일수록 타인이나 사회에 대한 신뢰가 낮다. 반면 이 그룹

에 속하지 않은 타인들은 이 그룹이 신뢰감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Alesina and 

LaFerrara, 2002; Buchan, Croson and Solnick, 2003; Eckel and Wilson, 2003) 

신뢰감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네 번째로는, 사회적 조직의 형태(forms of social organization)를 들 수 있는

데, 모르는 사람에 대한 신뢰는 집단주의적 사회보다 개인주의적 사회에서 더 높다는 연

구 결과도 존재한다(Bohnet, Hermann and Zeckhauser, 2006; Croson and 

Buchan, 1999).

다섯째로 대인 간 신뢰를 포괄하는 사회적 신뢰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사회 구성

의 이질성 혹은 유사성을 들 수 있다. 일례로 Alesina and La Ferrara(2002)는 인종적 

다양성과 소득분포의 불형평성이 사회적 신뢰를 감소시킨다고 하였고, Pickett and 

Wilkinson(2010)은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소득분배가 불평등할수록 신뢰가 낮아진다는 

것을 보였다(이우진(2014)에서 재인용). 이에 관해 이우진(2014)은 소득불평등과 사회적 

신뢰 간에 양방향 효과가 작동하며, 이는 다중균형을 유발하여 사회적 덫(social trap)이 

존재할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여섯째, 사회적 신뢰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호혜성 및 공정성을 들 수 있는데. 

You(2012)는 민주주의적 의사결정과정과 부패에 대한 공정한 처벌, 소득분포가 비교적 

형평한 사회인 경우 개인이 신뢰할만한 행동을 할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결과적으로 대

인간 신뢰도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혔으며, 이러한 사회의 공정성은 인종 구성과 같

은 구성원 간의 이질성보다 신뢰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Paul Whiteley 

et al.(2015)은 영국의 사례를 들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사회적 의사결정과정의 공정성 

인식과 정책적 성과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이렇듯 사회적 신뢰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다양한 

요인들 중 마지막으로 지적한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신뢰와 신뢰감을 측정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General Social 

Survey나 World Values Survey 등에서 나타난 태도(attitudes)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험에서 관찰된 행동을 통해 측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전자의 

방식으로 측정된 신뢰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한편 후자의 실험방식과 관련하여 신뢰에 

대한 태도(trust attitude)와 신뢰에 대한 행동(trust behavior) 사이에 상호 관련이 있

느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Glaeser et al.(2000)은 양자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Fehr and Schmidt(2002)는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이 양자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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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신뢰와 공정성에 관한 인식 

(1) 전반적 정부신뢰 추이와 사회적 신뢰와의 관계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을 논의함에 앞서, 신뢰의 대상(trustee)이 되는 정부의 ‘범

위’에 대한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조병구(2015)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정부의 

범위와 관련하여 청와대, 집권여당, 국회, 중앙부처, 법 집행부처가 각각 정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17.1%, 15.4%, 7.9%, 5.5%, 1.7% 순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 개별 기관 및 조직들의 결합으로서는 ‘청와대+집권여당+국회’가 정부라고 생각

하는 비율이 5.9%, 청와대, 집권여당, 국회, 중앙부처, 법 집행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법

원을 모두 포괄하는 전체를 정부로 생각하는 비율이 4.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World Value Survey에서 신뢰의 대상으로 조사되고 있는 중앙정부와 법

원, 공무원, 경찰, 의회를 각각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중앙정부 등 조직이나 기관에 대한 신뢰 설문은 다음과 같으며, 국가의 신뢰수준은 선택

지 중 그렇다(‘Quite a lot’)와 매우 그렇다(‘A great deal’)라고 응답한 사람의 전체 중 비율

로 정의하였다. 

tr_gov: “Could you tell me how much confidence you have in 

them(organization): is it a great deal of confidence, quite a lot of confidence, 

not very much confidence or none at all?”

우선 WVS에 따른 정부신뢰의 변화를 살펴보면(그림 1), 3차 웨이브(1994-1998)

의 중앙정부에 대한 전반적 신뢰수준은 조사대상 전체 국가 평균이 43.8%이었고, 6차 

웨이브(2010-2014)에서는 47.7%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6년 44%에서 2001

년 30.3%로 하락하였다가, 2005년 45.7%로 다시 상승하였고 2010년 49.6%로 전체 

국가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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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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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음영처리된 영역은 웨이브별 최대값과 최소값을 나타냄; 괄호 안은 웨이브별 관측치 수를 나타냄
자료원: World Values Survey(2005, 2015)

다음으로 세계가치관조사 2~6차 웨이브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 내의 대인신뢰와 정

부신뢰의 관계를 살펴본다. 우리는 대인신뢰변수로 다음의 네 가지를 활용하였다.

1. tr_acq: 지인(People you know personally)에 대한 신뢰; 

2. tr_str: 낯선 이(People you meet for the first time)에 대한 신뢰; 

3. tr_gen1: Generally speaking, would you say that most people can be 

trusted or that you need to be very careful in dealing with people?; 

4. tr_gen2: Do you think most would try to take advantage of you if 

they got a chance, or would they try to be fair? Please show your response 

on this card, where 1 means that “people would try to take advantage of 

you,” and 10 means that people would try to be fair”

1989년부터 2014년까지 조사대상 국가 내 개인들의 신뢰설문에 대한 응답결과를 

이용해 합동 순서형 프로빗 모델(pooled ordered probit model) 로 정부신뢰와 대인 

간 신뢰의 상관관계를 간단히 추정해 본 결과, 4가지의 대인 신뢰변수 모두에 대해 정부

신뢰가 양의 유의한 관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즉, 국가별로 혹은 문화권별로 대인 간 

신뢰 수준이나 정부 신뢰 수준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양자 간에 인과관계가 뚜렷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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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지지 않았으나, 사회적 자본의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되는 사회적 신뢰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부신뢰 또한 높거나, 정부신뢰가 높은 국가일수록 대인 간 신뢰수준이 높

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표 1> 정부신뢰와 대인신뢰의 관계

Dependent Variable: Confidence in government
Oprobit (1) (2) (3) (4)
tr_acq   0.144***

(0.026)
tr_str   0.147***

(0.022)
tr_gen1   0.211***

(0.036)
tr_gen2   0.247***

(0.038)
Obs. 148,860 146,328 277,149 148,235

Notes: Robust standard errors clustered at the country level are in parentheses; The 

analysis also controls for year dummies.

*** p＜0.01, ** p＜0.05, * p＜0.1

다음으로는 기회의 평등에 관한 인식 및 소득 불평등도에 대한 인식과 정부신뢰와

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그림 2~3) 기회의 불평등과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은 설문을 이용하였다.

기회의 평등에 대한 인식 (eop): "In the long run, hard work usually brings 

a better life(10)" vs. "Hard work doesn’t generally bring success—it’s more a 

matter of luck and connections(1)“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 (moreequal): "Incomes should be made more 

equal(10)" vs. "We need larger income differences as incentives for individual 

effort(1)"

우선 사회의 공정성(기회의 평등에 관한 인식)과 정부 신뢰와의 관계(그림 2)에 있

어 앞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부신뢰수준은 전체 국가 평균보다 약간 높으나 기회의 

평등에 관한 인식은 평균보다 낮았다. 또한 소득 불평등도에 대한 인식과 정부신뢰와의 

관계(그림 3)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나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소득이 더 공평해져야 한다

는 설문에 대해서는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는데, 독일이나 일본, 스페인의 경

우에는 소득이 노력하는 만큼 차이가 나기보다는 더 공평해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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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부터 2014년까지 조사대상 국가들에 속한 개인들의 정부신뢰와 기회의 평

등 인식, 소득불평등도 인식의 관계를 간단하게 추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장기적으로 운

(luck)이나 인맥(connections) 같은 요소들보다는 노력(hard work)이 더 나은 삶을 가

져다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 것임을 알 수 있고, 사회의 

소득분배가 더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신뢰수준이 낮을 것으

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림 2> 기회의 평등에 관한 인식과 정부신뢰(2010-2014)

<그림 3>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인식과 정부신뢰(2010-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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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정부신뢰와 기회의 평등 인식, 소득불평등도 인식의 관계

Dependent Variable: Confidence in government

Oprobit (1) (2) (3)

eop 0.030*** 0.030***

(0.004) (0.004)

moreequal -0.008 -0.007

(0.005) (0.005)

Obs. 225,376 278,199 221,426
Notes: Robust standard errors clustered at the country level are in 

parentheses; The analysis also controls for year dummies.

*** p＜0.01, ** p＜0.05, * p＜0.1

(2) 정부신뢰와 공정성, 이념적 선호의 관계: 전체국가 대상

이번에는 정부신뢰와 앞서 살펴본 사회 내의 공정성과 같은 주요 변수들이 갖는 상

호연관효과를 전체국가를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사용한 자료는 세계가

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2005년과 2010년 자료이다. 

우리는 개인의 정부신뢰도(
 )에 대해 다음과 같은 회귀모형을 가정하였다.


                       (1)

여기서 는 개인의 연령, 성별, 학력, 혼인상태, 소득수준 및 주관적 계층의식과 같

은 인구학적 특성과 관련된 변수들의 벡터이고, 는 기회의 평등에 관한 인식과 소득불

평등도의 인식정도 등 공정성과 관련한 변수들의 벡터이며, 은 개인의 사회참여도 및 

정치적 활동 참여도,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같은 변수로 이루어진 벡터이다. 는 연도

더미로 포함시켜 추정하였다.  

이 때 종속변수인 
는 관찰되지 않는 잠재변수(latent variable)로서 관찰가능한 정

부신뢰 변수인 는 다음과 같이 1에서 4까지의 값을 가진다. 

      
 ≤                   (2)

단 여기서 (∼)는 절사점(cutoff point)으로 모형 내에서 추정되어야 할 모수

이다.

본 연구에서는 식 (1)의 오차항의 누적분포함수를 정규분포를 가정한 합동 순서형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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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빗 모형을 이용해 정부신뢰와 관심변수들 간의 관계를 추정하였다. 

정부나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와 신뢰감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해서 전술한 내용

을 토대로 설명변수를 선정하였다. 우선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성별, 연령, 혼인

상태, 소득수준, 학력, 거주지역 등)과 함께 기회의 평등에 관한 인식, 소득 분배상태에 

관한 인식, 소득분배에 대한 정부의 역할, 공정성, 사회참여도 및 정치참여도, 개인의 정

치적 이념과 같은 변수들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변수는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eop)과 소득

불평등에 관한 인식(moreequal), 그리고 반부패 공정성과 같은 변수들로, 이들 변수 간

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어 두 변수를 독립적으로 모형에 포함한 결

과와 모두 포함한 결과의 3가지 모형을 추정하였다.  

설명변수
변수설명 변수명 변수 상세

기회의 평등 eop
1: 운과 배경이 좋아야 성공한다  ↔ 
                          10: 열심히 일하면 생활이 나아진다

소득이 더 
공평해져야한다

moreequal
1: 노력하는 만큼 소득에 차이가 나야한다  
                            ↔ 10: 소득이 더 공평해져야 한다

사회참여도 partc_soc 종교단체, 스포츠 단체, 노동단체, 정당 등 단체활동(회원) 여부　

정치참여도 partc_pol 정치적 행동 참여 경험

국가에 대한 자긍심 nationality 국가에 대해 얼마나 자긍심이 있는가?　

성별 female 1: 여, 0: 남

연령대 age 0: 30-39세, 1: 19-29세, 2: 40-49세, 3: 50-59세, 4: 60세 이상

학력 educ 학력수준(초졸 이하~대졸 이상)

혼인상태 married 1: 기혼(기혼, 동거), 0:  미혼(이혼, 별거, 사별, 미혼)

계층의식 socialclass 1: 하류 ↔ 5: 상류

소득수준 scale_incm 1: 저소득 ↔ 10: 고소득　

time dummy year 조사연도 더미변수

전체 조사국가를 대상으로 한 추정결과를 살펴보면(표 3), 우선 본인이 속한 사회

에 대하여 기회가 보다 평등하다고 인식(운이나 인맥보다 노력을 통해 성공을 거둘 수 

있다)하는 사람일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반면 소득분배

의 불평등도에 대한 인식은 정부신뢰와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외 사회참여도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참

여도는 정부신뢰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두 가지 변수의 방향

은 서로 반대이다. 사회참여는 정부신뢰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정치참여는 정

부신뢰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전자의 결과는 대인신뢰와 정부신뢰 간에 높

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고려하면 그리 놀라운 결과는 아니다. 대인신뢰가 높은 사람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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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사람들과의 섞임이 많은 사회참여가 활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자는 흥미로

운 추정결과라 할 수 있다. 이것의 해석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가능한데 정치적 활동에 

대한 참여가 높은 사람일수록 정부 신뢰가 낮은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여 정부신뢰가 낮은 사람일수록 정치참여가 높은 것인지는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

겨둔다.   

<표 3> 정부신뢰에 대한 합동 순서형 프로빗 모형 추정 결과

Dependent Variable: Confidence in government
Oprobit (1) (2) (3)

eop 0.004*** 0.004***

(0.004) (0.004)

moreequal -0.001 -0.001

(0.004) (0.004)

partc_soc 0.008*** 0.009*** 0.008***

(0.013) (0.013) (0.013)

partc_pol -0.005*** -0.006*** -0.005***

(0.010) (0.009) (0.010)

nationality 0.040*** 0.041*** 0.040***

(0.026) (0.025) (0.025)

educ -0.003* -0.002* -0.003*

(0.008) (0.008) (0.008)

socialclass 0.006 0.006 0.006

(0.022) (0.022) (0.022)

scale_incm 0.001 0.001 0.001

(0.008) (0.008) (0.008)

female + + +

age + + +

married +*** +*** +***

R² count 0.385 0.386 0.385

Obs. 152,586 152,779 150,557
Notes: Marginal effects are calculated; Robust standard errors clustered at the country level 

are in parentheses; R²count is the proportion of correct predictions; The analysis also controls 

for year dummies.

*** p＜0.01, ** p＜0.05, * p＜0.1

(3) 정부신뢰와 공정성, 이념적 선호의 관계: 우리나라 대상

WVS의 조사대상인 전체 국가에 대한 추정과 함께,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신뢰와 공

정성, 소득불평등도 인식 등과 같은 요인들의 관계도 추정해 보기로 한다. 여기서는 앞

의 추정모형에 이념과 정부의 당파성을 나타내는 더미 변수, 두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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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포함하여 분석하였다(2005, 2010년). 종속변수로는 각각 4점척도로 조사된 중앙정부

와 공무원, 경찰, 의회, 법원에 대한 신뢰도 응답값을 이용하여 순서형 프로빗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우선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추정한 결과(표 4), 기회의 

평등에 관한 인식과 사회 참여도,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같은 변수들이 양(+)의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운이나 인맥과 같이 개인의 노력과 관계없는 요

인들이 성공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개인의 정치적 이념(보수)은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으나, 보수정부(2010년) 

변수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보수정부와 개인의 이념의 상호작용항은 양(+)의 유

의한 결과를 보인다. 즉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개인의 경우 보수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에 비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보수적 성향을 가진 개인들의 경우 보수정당이 집권하는 정부에 대한 기대가 더 높

을 것으로 가정한다면, 정부신뢰수준이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기대수준에 반비례한다는 

설명변수
변수설명 변수명 변수 상세

기회의 평등 eop
1: 운과 배경이 좋아야 성공한다  ↔ 
                          10: 열심히 일하면 생활이 나아진다

소득이 더 
공평해져야한다

moreequal
1: 노력하는 만큼 소득에 차이가 나야한다  
                            ↔ 10: 소득이 더 공평해져야 한다

사회참여도 partc_soc 종교단체, 스포츠 단체, 노동단체, 정당 등 단체활동(회원) 여부　

정치 참여도 partc_pol 정치적 행동 참여 경험

이념 ideology 1: 진보 ↔ 10: 보수

우파 정부 gov_right 2005=0,  2010=1

우파 정부*이념
gov_right
*ideology

gov_right*ideology

국가에 대한 자긍심 nationality 한국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성별 female 1: 여, 0: 남

연령대 age 0: 30-39세, 1: 19-29세, 2: 40-49세, 3: 50-59세, 4: 60세 이상

학력 educ 학력수준(초졸 이하~대졸 이상)

혼인상태 married 1: 기혼(기혼, 동거), 0:  미혼(이혼, 별거, 사별, 미혼)

계층의식 socialclass 1: 하류 ↔ 5: 상류

소득수준 scale_incm 1: 저소득 ↔ 10: 고소득　

조사지역 region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 더미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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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이 성립되지 않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의 전체 국가에 대한 추정결과와 다른 점은 소득수준이 정부신뢰와 양의 관

계를 보인다는 점이며, 인구학적 요인 중 성별과 연령이 유의한 결과를 보인다는 점이

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높을 것으

로 보인다.

<표 4> 우리나라의 정부신뢰에 대한 합동 순서형 프로빗 모형 추정 결과

Dependent Variable: Confidence in government
Oprobit (1) (2) (3)

eop 0.003*** 0.003***

(0.010) (0.010)

moreequal -0.000 -0.000

(0.011) (0.011)

partc_soc 0.004** 0.004** 0.004**

(0.027) (0.027) (0.027)

partc_pol -0.001 -0.001 -0.001

(0.013) (0.013) (0.013)

ideology 0.000 0.000 0.000

(0.016) (0.016) (0.017)

gov_right -0.027** -0.028** -0.027**

(0.148) (0.147) (0.147)

gov_right*ideology 0.004** 0.005** 0.004**

(0.025) (0.025) (0.025)

nationality 0.023*** 0.025*** 0.023***

(0.047) (0.047) (0.048)

educ 0.000 0.000 0.000

(0.018) (0.018) (0.018)

socialclass 0.002 0.002 0.002

(0.041) (0.041) (0.042)

scale_incm 0.002* 0.003* 0.002*

(0.019) (0.019) (0.019)

female +*** +*** +***

age +(*-***) +(**-***) +(*-***)

married + - +

R² count 0.538 0.522 0.538

Obs 2,279 2,278 2,278 
Notes: Marginal effects are calculated;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R²count 

is the proportion of correct predictions; The analysis also controls for region 

dummies.

*** p＜0.01, ** p＜0.05, * p＜0.1

두 번째로 각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에 대해 추정한 결과를 살펴보면(표 5), 기회의 

평등에 관한 견해는 모든 기관에 대해 양(+)의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소득분포의 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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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견해는 공무원에 대한 신뢰에서만 유의한 결과를 보인다.

사회적, 정치적 활동 참여는 개별 기관에 대한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이념(보수성)은 법원과 공무원에 대한 신뢰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념과 보수정부 여부에 대해 기관별로 그 추정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법원이나 경찰에 대한 신뢰는 이념적 성향이 보수적인 사람일수록 신뢰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이고, 보수정부가 집권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해당 기관들에 대한 신

뢰수준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의회나 공무원에 대한 신뢰는 진보정당이 집권

하는 경우에는 보수성이 증가할수록 해당 기관들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며, 보수정당이 

집권하는 경우에는 보수성 정도에 따라 신뢰수준이 높아진다. 

개인의 경제적 배경에 대한 변수인 주관적 계층인식과 소득수준의 추정 결과를 살

펴보면, 주관적 계층인식은 신뢰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실제 소득수준 변

수의 경우 법원과 의회에 대한 신뢰와 양(+)의 유의한 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그 외 개인의 인구학적 특징에 대한 변수 중에서는 앞의 결과와 유사하게 남성보다

는 여성의 경우, 그리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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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정부기관신뢰(법원, 의회, 경찰, 공무원)에 대한 합동 순서형 프로빗 모형 추정 결과

Dependent Variable: The courts The parliament The police The civil service

Oprobit (1) (2) (3) (4)

eop 0.003*** 0.001*** 0.004*** 0.004***

(0.010) (0.010) (0.010) (0.011)

moreequal 0.001 0.000 -0.002 0.002*

(0.011) (0.011) (0.011) (0.011)

partc_soc 0.004 0.000 0.004 -0.002

(0.028) (0.025) (0.027) (0.028)

partc_pol 0.001 0.000 -0.001 0.001

(0.013) (0.013) (0.013) (0.013)

ideology 0.004** -0.001 0.003 -0.006***

(0.017) (0.018) (0.017) (0.018)

gov_right 0.055*** -0.010* 0.002 -0.012***

(0.152) (0.146) (0.145) (0.148)

gov_right*ideology -0.001 0.002* -0.001 0.010***

(0.025) (0.024) (0.024) (0.025)

nationality 0.018*** 0.008*** 0.030*** 0.023***

(0.047) (0.046) (0.044) (0.047)

educ -0.002 0.000 -0.003* 0.002

(0.018) (0.019) (0.018) (0.019)

socialclass 0.003 0.001 0.006 -0.005

(0.042) (0.040) (0.041) (0.042)

scale_incm 0.005** 0.002** 0.002 0.003

(0.020) (0.019) (0.020) (0.020)

female +*** +*** +*** +***

age +(**) +(***) +(*-***) +(*-***)

married - - - +

R² count 0.546 0.543 0.518 0.516

Obs 2,280 2,281 2,282 2,281
Notes: Marginal effects are calculated;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R²count is the 

proportion of correct predictions; The analysis also controls for region dummies.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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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정부에 대한 낮은 신뢰는 사회의 질서를 위한 법과 규제에 대해 낮은 순응을 유발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민과 기업들은 좀 더 위험 회피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며 투자

와 혁신, 고용 증대와 같이 국가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들이 저하될 수 있다(OECD, 

2013). 또한 정부신뢰가 낮은 경우 정부의 정책수행에 있어 많은 사회적 비용이 요구될 

수 있으며, 그 목적을 목표한 기간 내에 달성하기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정부 또한 장기

적 관점에서 국가발전을 염두한 정책 설계가 아닌 성과가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는 전

략을 선호하게 되면서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개인적 가치관 뿐 아니라 인센

티브, 사회문화적 요인 등 매우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회

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이 정부신뢰와의 갖는 관계에 대해 살펴보

았다. 본 연구는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를 이용하여 미시적 수준에서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정부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명하였는데, 첫 번째로 

1989년부터 2014년까지 조사대상 국가들에 속한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한 신

뢰를 결정하는 요소들에 대해 추정해 보았다. 그 결과, 사회 내에서 기회의 평등이 보장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을 것으로 보이며 소득분배의 불평등도 

인식은 정부신뢰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나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조사대상 국가 전체에 대한 추정 결과에서는 사회적, 정치적 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정부

신뢰와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적 활동에 대한 참여가 높은 사람일

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음을, 혹은 그 반대의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도 있음을 밝히

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부신뢰와 공정성 인식에 대한 관계를 추정해보았

는데,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수준 뿐 아니라 공무원, 경찰, 의회, 법원과 같은 관련 기관

과 조직에 대해서도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추정 결과, 기회의 평등에 관한 인식(운이

나 인맥보다는 노력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다)은 앞의 전체 국가에 대한 분석 

결과와 같은 결과를 보였으며, 소득분배의 형평성 인식에 관한 변수도 앞의 결과와 같이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간의 정부 신뢰에 관한 논의 중 정부에 대

한 신뢰는 국민의 기대수준과 반비례한다는 가설이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이념과 집권정당의 당파성(보수정당 여부) 변수, 두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모형에 포함하

여서 이를 간접적으로 검증해 보았다. 추정 결과, 정치적 이념을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보수정부 여부와 두 변수의 상호작용항

에 대한 한계효과를 함께 고려해 보면, 보수적 성향을 가진 개인의 경우 보수정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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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뢰도가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에 비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수적 성향

을 가진 사람들이 보수정당이 집권하는 정부에 대한 기대가 더 높을 것으로 가정한다면, 

정부신뢰수준이 그 기대수준에 반비례한다는 가설이 성립되지 않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법원과 의회, 공무원, 경찰과 같은 주요 정부기관에 대해 같은 모형을 추정한 

결과에서도 기회의 평등, 혹은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모든 기관에 대해 유의한 

양(+)의 결과를 보인다. 이념(보수성)과 보수정당의 집권여부를 함께 살펴보면, 법원이나 

경찰에 대한 신뢰는 보수적인 사람일수록 그 신뢰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이고, 이들

은 진보정부가 집권하는 경우보다 보수정부가 집권하는 경우 해당 기관들에 대한 신뢰수

준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의회나 공무원에 대한 신뢰는 진보정당이 집권하는 

경우에는 보수성이 증가할수록 신뢰가 낮아지며, 보수정당이 집권하는 경우에는 보수성 

정도에 따라 신뢰수준이 높아진다. 

본 연구에서는 미시적 수준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

보고, 개인의 공정성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았다. 그러나 개인적 

수준에서의 정부 신뢰 뿐 아니라, 거시적 수준에서 정부신뢰를 형성해가는 요인들을 파

악하는 작업 또한 거버넌스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추후 국제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거시적 수준의 정부 신뢰 결정요인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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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wrong with trust in government?: Fairness perception and trust in 

government

Woojin Lee* and Solleep Ha**

Abstract

Trust in government is explained by many factors: demographic factors 

(such as gender and age), individual values, incentives, socio-cultural factors 

(such as religion), forms of social organization, among others. In this study, 

we focus on the perception on fairness. We use data in the World Values 

Survey and carry out micro-econometric analysis of trust in government. 

Our regressions indicate that fairness perception is very important in 

explaining trust in government. Among others, perception on the equality of 

opportunity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perception on income inequality, on 

the other hand,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extent of social 

networking, the degree of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ideology, gender, 

and age are also found to be important as explanatory variables, although 

some variables are insignificant in some model specifications.      

Keywords: trust in government, perception on fairness, political 

ideology, expectation on government

JEL Code:  D3 D7 H2

*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Korea University. woojinlee@korea.ac.kr
** Senior Researc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olpha@kihasa.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