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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권자의 복지-세금 태도 결정요인 분석*
1)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에 한국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복지 문제와 관련하여 유권자들이 어
떠한 태도를 보이는지를 세금 문제와 연계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서 유권자의 복지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던
정치적 선호, 정치신뢰, 사회경제적 배경이 한국에서도 복지-세금 태도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 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한국의 복지-세금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
수는 정치적 선호(대통령선거 투표 후보), 연령, 소득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구 복지국
가에서 유권자의 복지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념성향, 정치신뢰도,
성별, 교육 수준은 한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에서 복지 문제가 서구 복지국가와는 다른 역사․문화적 경험 속에서 제기되었
고, 비교적 최근에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한국정치에서 복지-세금 문제를 둘러싼 논쟁과 정치적 경쟁은 서구 복지국가
의 경험과는 다소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
: 한국, 선거, 유권자, 복지, 세금

Ⅰ.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유권자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를
세금 문제와 연계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
(권혁용 2010; 2009; 김신영 2010; 김희자 1999; 이현우 2013; Blekesaune and Jill
2003; Hetherington 2005; Iversen and Soskice 2001; Pierson 1996; Razin and
Sadka 2005; Shapiro et al. 2008; Svallfors 1995; Wilensky 1975)에서 유권자의 복지
* 본 연구는 덕성여자대학교 2013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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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던 정치적 선호, 정치신뢰, 사회경제적
배경(연령, 소득 수준, 성별, 교육 수준)이 한국에서도 유권자의 복지-세금 태도를 결정짓
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에서 복지 문제는 중요한 화두이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 수준을 고려할 때
복지에 대한 공공지출이 적다는 비판1)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문제는 한국정치에서 상대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한국에서 복지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첫째, 해방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 위주의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복지와 관련한
분배 문제가 소홀이 다루어졌다(송호근·홍경준 2006; Yang 2013). 복지 문제는 기본적
으로 재분배적인 특징을 보인다. 그런데 국가적·국민적 차원에서 복지 문제가 제대로 논
의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복지 부담과 혜택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토대로
국가의 예산이 마련되고 재분배되어야 한다(정원호 2012). 하지만 과거 한국은 경제적으
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가 주도의 성장 위주 경제발전을 추진하다보니 복지 문제에 대
한 관심과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둘째, 자본과 비교하여 노동의 영향력이 약하였고,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이 정치권력
을 장악하지 못하였다.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어 노동 계급의 정치적 세력화와 정권
장악 여부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Allen and Scruggs 2004; Esping-Anderson
1990; 1985; Korpi 1983; Korpi and Palme 2003; Stephen 1979). 왜냐하면 고용주와
달리 소득이 원천이 고용 여부에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 정부가 복지(재분배) 정책을 통하
여 자신들을 보호해주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실정치에서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이 존재하고, 그 정당이 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의 문제는 복
지국가의 확립과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성장 위주 경제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노동계를 탄압하고 희생을 상당 수준 강요하
였다. 그리고 오늘날 노동자를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정당이 수권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셋째, 정치적인 측면에서 한국은 민주화된 지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았고, 정치제도적
으로도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국가는 자유로
운 선거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의민주주의 하에서(권혁용 2011; 김희자 2012, 88;
Alesina and La Ferrara 2005; Huber and Stephens 2001; Wilensky 1975), 그리고
정치제도적으로 다수결제보다는 합의제 하에서 용이하게 구축될 수 있다(최태욱 2011;
Alesina and Galeser 2004; Huber et al. 1993; Iversen and Soskice 2006). 왜냐하면
1) 대표적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속해 있는 회원국들 중 한국의 공적사회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비율이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마인섭 2011,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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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치환경 하에서 노동자를 대변하는 좌파 정당이 정치권력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우파 정당들도 좌파 정당들이 제시하는 복지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선거 경쟁에
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다수결제와 비교하여 합의제 하에서는 다양한 사회의
이해관계와 선호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복지정책을 추진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
하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은 대의민주주의가 확고하게 정립된 기간이 상대적
으로 길지 않고, 정치제도적으로도 다수결제에 기반한 선거제도와 정당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김재한·아렌트 레입하트 1997).2)
넷째, 한국의 근면, 책임성, 가족, 상부상조를 중시하는 유교주의의 영향으로 인하여 복
지의 공급을 국가가 아닌 가족과 기업이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다(안재흥 2013; 홍경준
1999). 특히 이와 같은 유교주의는 해방 이후 미국의 자유주의와 결합되어 복지가 개인
생활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개입을 이끌고 개인의 노동 윤리를 손상시킨다는 관념을 형성
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한국에서 복지정책은 사회의 극빈자들만을 대상으로,
그리고 경기 침체나 가족 위기와 같은 예외적 상황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관념이 강화되었다(윤광일 2014, 106-109).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민주화 이후 지속적으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민주
화 이후 노동에 대한 통제와 성장 위주의 경제개발이 가져온 문제점들이 본격적으로 부각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보수와 진보 정당들이 각자의 입장과 정책들을
제시하면서 선거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세계화의 여파 속에서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겪게 됨에 따라 사회적 안전장치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도 높아지게 되었
다(마인섭 2011; 정한범 2012; Garrett 1998; Iversen and Cusack 2000; Rodrik 1998).
뿐만 아니라 2004년에 실시된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1인 2표 병립제 도입의 효과로 노
동자를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민주노동당이 최초로 원내에 진출함에 따라 복지 문제가 본
격적으로 논의되게 되었다. 더욱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 곽노현 서울특별시 교육감 후보
를 비롯하여 진보 진영의 후보들이 전면 무상급식 등을 내세워 대거 당선됨에 따라 복지
문제는 생활밀착형 쟁점이 되었고, 복지국가 건설은 거역할 수 없는 하나의 명제가 되었
다. 그 결과 그 이후의 선거들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 모든 후보들이 복지를 중요한 선거
쟁점과 화두로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교육, 교통, 의료, 주거, 보육 등의 문제와
관련한 무상 시리즈가 범람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 하에서 최근에는 증세 없는 복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론과 저항들도 생겨나고 있다.3)
2) 이 외에도 의원내각제와 달리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운영되는 대통령제의 경우 대통령의 거
부권 행사, 분점정부 상황, 독립적인 사법부의 존재 등이 급진적인 복지정책의 도입을 막는 역할을 한
다는 지적도 존재한다(윤광일 2014).
3) 무상 복지정책에 대한 최초의 반발은 2011년 8월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신임 문제를 걸고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를 진행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결국 이 주민투표는 최종 투표율
25.7%를 기록하여 33.3% 이상 참여의 성립조건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오세훈 시장이 사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재정난을 이유로 급증하는 무상 보육과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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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유권자들이 복지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를 경험적으로 고찰하는 작업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복지국가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한국에 있어서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복지 문제는 세금 문제와 연계하여 정책의 이념적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갈등쟁
점(position issue)의 성격을 갖는다(강원택 2007; 전진영 2006; Quinn and Shapiro
1991).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복지 문제 자체는 합의쟁점(valence
issue)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Stokes 1963). 이것은 복지쟁점 자체만 놓고 보면 그 추진
과 확대를 거부하기 힘든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재분배적 성격을 보
이는 복지 문제는 다른 한편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는 세금 문제와 반드시 연계하여 고민
할 필요가 있다.4) 즉 세금에 대한 논의 없이 무상 복지를 강조하고 시행한 것에 대한 문
제점들이 최근에 불거져 나오고 있듯이 복지와 세금의 문제를 연동하여 경험적 분석을 진
행하는 것이 적실성을 갖는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유권자의 복지 태도를 경험적으로 분석한 기존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리고 기존 연구의 경우 세금 문제와 연동된 설문을 활용하여 유권자의 복지
태도를 분석하지 않아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복지 태도의 차이
가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결과들이 도출되었다(권혁용 2009; 김신영 2010; 김희자
1999; 이현우 2013). 복지 문제를 세금 문제와 연계하여 분석하지 않을 경우 복지는 유권
자 대다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원하는 합의쟁점적 성격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와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복지 태도의 차이가 덜 두드러
지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금과 연동된 복지 문제는 갈등쟁점적 성격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한국 유권자의 복지 태도를 세금 문제와 연동하여 경험적
으로 분석하고 있는 본 연구는 향후 복지 문제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나 정치권의 과
대한 선심성 복지 공약의 남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등에 대한 복지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며 복지 디폴트(지급 불능) 선언을 예고하기도 하였다(중앙일
보 2014/10/18~20).
4) 한국 유권자들의 경우 복지 문제와 관련하여 증세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 복지 확대에는 찬성하는 이
중적인 태도를 보인다(최균·류진석 2000). 예를 들어 한국의 유권자들은 복지예산 확충에 대해서는
71.3%가 찬성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복지를 위한 세금 납부 의사에 대해서는 단지 36.2%만이 찬성하
는 모습을 보여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이현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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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논의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됨에 따라 복지 문제가 뜨거운 화두로 제기
되고 있다(Kelly and Enns 2010; Luttig 2013). 그리고 한국도 동일한 차원에서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와 복지국가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복지 문제에 대
하여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기존
연구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김신영 2010; 김희자 1999; 권혁용 2009; 이현
우 2013; 최균․류진석 2000).
한국에서 유권자의 복지 태도에 대한 기존 연구는 서구 복지국가들에서 제시된 가설들
을 중심으로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 정치신뢰, 사회경제적 배경 등이 복지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분석하였다. 특히 앞서 지적한 바
있듯이 기존 연구들은 한국 유권자의 복지 태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 세금 문
제와 연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변수들의 조작화와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도
일률적이지 않아 제시된 결과들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모습도 보였다.5)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설문
에 대한 유권자의 입장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한국 유권자의 복지-세금 태도에 대한 이
론적 논의와 경험적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 한국 유권자의 복지 태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되었던 정치적 선호, 정치신뢰, 사회경제적 배경에 초점
을 맞추어 독립변수들을 구성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와 관련하여 이념성향과 투표 선택의 두 요인에
주목하고 있다. 첫째, 좌파(진보)와 우파(보수)로 대별되는 유권자의 이념성향은 이에 따
라 복지에 대한 입장이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김희자
2012, 89-93; Budge et al. 1987; Klingemann et al. 1994; Lakoff and Rockridge
Institute 2006; Quinn and Shapiro 1991; Robertson 1976). 일반적으로 우파(보수)는
빈곤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고, 복지가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입장을 보인다. 이
러한 이유로 우파(보수)는 복지와 같은 재분배 정책에 소극적인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반
면 좌파(진보)는 빈곤에 대한 개인적 책임과 더불어 사회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과 조화를 강조하는 입장을 보인다. 그러므로 좌파(진보)는 복지정책을 적극
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큰 정부를 선호한다. 종합하면 우파(보수)적 이념성향을 보이는 유
권자와 비교하여 좌파(진보)적 이념성향을 보이는 유권자의 경우 세금 부담을 더 하더라도
5) 예를 들어 김희자(1999)의 경우 유권자의 복지 태도와 관련하여 계급별·계층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김신영(2010)과 이현우(2013)는 유권자의 정치적 태도와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
라 복지 태도에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신영과 이현우의 경우에도 유권자의 복
지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정한 독립변수들이 많은 차이를 보이는 상황 속에서 유권자의 사
회경제적 배경이 복지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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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 유권자가 중요한 선거에서 어떠한 투표 선택을 하였는가의 문제도 복지-세금 태
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권자의 이념성향이 복지-세금에 대한 태도를
결정짓고, 선거에서도 투표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스스로 인식하는 이념성향은 그 기준에 있어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뿐만 아니
라 유권자의 이념성향에 따른 복지-세금에 대한 태도도 일률적이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
다. 다만 일반적으로 유권자들은 정당(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대략적이라도 인지하고 투표
를 한다는 점은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부분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떠한 정당(후보)이
선거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가의 문제가 선거 이후 복지와
세금 관련 정책들을 입안하고 수행하는 데 핵심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
러므로 대통령선거와 같이 중요한 선거에서 유권자가 어떠한 정당(후보)에 투표하였는가의
문제는 복지-세금에 대한 태도를 결정짓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요인은 정치신뢰의 문제이다. 정치신뢰는 정치행위
자가 유권자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바대로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는 주관적 인식으로 정의된
다(Gambetta 1988). 그리고 복지는 기본적으로 정치권의 결정에 의하여 소득이 재분배되는
것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 때 유권자들이 정치권을 불신할 경우 자신이 내
는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복지 문제에 대하여 소극
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이현우 2013; Hetherington 2005; Ruthstein
2009; Scholz and Lubell 1998). 그러므로 정치신뢰가 낮은 유권자와 비교하여 높은 유권
자의 경우 세금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복지정책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련하여 연령, 소득 수준, 성별, 교
육 수준에 주목하고 있다. 첫째, 연령은 복지 문제와 관련하여 혜택을 받을 연령대가 되
면 복지의 확대를 선호하고, 복지에 대한 세금 부담이 많아지는 연령대에 진입하면 복지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고 평가된다(김희자 2012, 107-108; 서복경·황아란
2012; Johnson et al. 1989; Kirkpatrick 1976). 그런데 문제는 복지 혜택을 받는 연령
대라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힘든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에 있다. 연금과 의료 등 대부
분의 중요 복지 혜택은 은퇴한 고연령층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인다. 하지만 교육, 보육,
주거 등과 관련한 복지 혜택은 노년층보다 청장년층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사회에 진출하여 직장을 구하기 이전까지의 젊은 세대는 자신이 이루어놓은 경제
적 토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의 문제보다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중심으
로 복지 확대의 문제에 더욱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높다.6) 그렇다면 연령에 따
6) 젊은 세대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미래에 부담하게 될 복지비용 증가에 저항하는 태도를 보인다
(Razin and Sadka 2005). 하지만 젊은 세대의 경우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반값 등록금과 같이
현재 직접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에 대하여 저항할 가능성은 상대
적으로 낮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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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일반적인 차원의 복지 태도는 사회에 진출하기 이전의 젊은 세대와 사회로부터 은퇴한
노년층에서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일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세대에 있어서는
개인이 처해진 상황에 따라 복지-세금에 대한 태도는 다양한 특징을 보일 가능성이 존재
한다. 그러므로 연령이 복지-세금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선형적인 관계가 아니라 U자 형
의 비선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경험적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더욱 적실
성을 가질 수 있다.
둘째, 소득 수준의 경우 세금 납부의 부담과 그에 따른 복지 혜택 간의 관계를 고려하
여 일반적으로 유권자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복지에 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
(Galbraith 1970; Gilens 1999; Svallfors 1995). 복지와 관련한 조세는 최하층 소득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민들이 차등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그러므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복
지비용에 대한 세금 부담은 큰 반면 복지 혜택은 상대적으로 적은 특징을 보인다. 특히
한국과 같이 복지국가의 진입 단계에 있는 경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이 가중
되고, 양질의 복지 수혜를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Esping-Anderson 1990). 즉 한국에서는 소득 수준이 높은 유권자들은 공적 복
지를 위한 세금 부담에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기보다는 가급적 이와 관련한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사적인 차원에서 자구적으로 복지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Kangas and Palme 1990). 이러한 이유로 소득 수준이 높은 유권자의 경우 소득 수준이
낮은 유권자와 비교하여 세금 부담을 감수하면서 복지정책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
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셋째, 성별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이 복지정책에 더 우호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
다(Svallfors 1995).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가사, 양육, 간병 등의 문제
에서 복지 수혜자로서의 위치를 점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
황에서 복지정책이 확대되면 여성이 독립적인 생활과 취업의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복지 문제에 대하여 더욱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이 높
다(김희자 2012, 107). 특히 한국의 경우 육아, 교육, 가사 등과 관련한 책임이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많이 부여되고, 남성이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이와 같은 경향은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남성은 가정활동을 책임지는 여성보다 복지를 위한 세금 부담에 더
욱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성별이 유권자의 복지
-세금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가설을 정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다만 경험적 분석의 결과,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여성 유권자와 비교하
여 남성 유권자들이 복지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강하게 보인다면 이것은 한국에서 사
회 전반적으로 복지 확대에 대한 요구보다는 복지비용에 대한 세금 부담 문제를 더욱 중시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한국에서 국민들의 자발적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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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을 통한 복지국가 건설이 현 단계에서는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암시한다.
넷째, 교육 수준의 경우 그 수준이 높을수록 복지정책에 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
(Alesina and La Ferrara 2005; Iversen and Soskice 2001).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는
상황 하에서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유권자의 경우 그렇지 않을 유권자와 비교하여
사회적 지위와 안정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교육 수준이 높은 유권자들의 경
우 자신이 수혜자가 될 확률이 떨어지는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은 모습을 보
일 수 있다. 또한 교육 수준이 높은 유권자들의 경우 복지 문제가 세금 문제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양자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지 못할 경우 사회적으로 어
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가능성도 높다. 그러므로 교육 수준이 높은 유권자들
의 경우 과도한 복지 확대와 조세 부담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다.

Ⅲ. 데이터, 연구모형, 조작화
본 연구는 한국 유권자의 복지-세금 태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정치학회
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에 의뢰하여 실시한 “제18대 대통령선거 관련 유권자
의식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7) 본 연구에서 이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이유
는 우선적으로 여타 선거와 비교하여 대통령선거가 가장 중요한 선거로 부각된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복지-세금 태도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서
대통령선거의 경우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선거와 달리 지역적 요인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
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유권자의 복지 태도를
세금 문제와 연계하여 파악할 수 있는 설문항이 이 설문조사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
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밖에도 유권자의 복지 태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경
우 최신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된 대통령선거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경험적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전개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 모델에 기반하여 한국 유권자의 복지-세금 태도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수행하고 있
다. 일단 본 연구의 종속변수(V1)는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
장에 대한 유권자의 동의 여부를 묻는 설문을 활용하여 조작화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
구는 이 설문에 대하여 “공감한다(복지 확대 찬성)”고 응답한 유권자들을 1로, 그리고 “공
감하지 않는다(복지 확대 반대)”고 응답한 유권자들은 0으로 코딩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
7) 이 설문조사는 2012년 12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200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조사 방식으로 구조화된 설문지에 기반한 대인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방식이 채택되었다. 표본의 추출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층화 추출(stratified random
sampling)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표집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8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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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종속변수는 유권자의 복지 태도 문제와 관련하여 세금 부담의 요인을 통제하면서 경
험적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측면이 존재한다.
❙연구모델: V1 = α + β1*이념성향 + β2*대통령선거 투표 후보 + β3*정치신뢰
도 + β4*연령 + β5*연령2 + β6*소득 수준 + β7*성별 + β8*중졸 이하 + β9*
대재 이상 + ε
다음으로 본 연구는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 정치신뢰 수준, 사회경제적 배경이 복지-세
금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총 9개의 독립변수들을 설정하고 있다. 구체
적으로 본 연구는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와 관련하여 이념성향과 대통령선거 투표 후보를,
그리고 정치신뢰 수준은 관련된 설문항을 조합하여 정치신뢰도 지수를 산출하여 독립변수
로 설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련해서는 연령, 연령2, 소
득 수준, 성별, 교육 수준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독립변수들
은 다음과 같이 조작화하였다.
먼저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와 관련하여 이념성향은 매우 진보 0점, 중도 5점, 매우 보
수 10점 사이에서 유권자가 자신의 이념적 성향을 평가한 설문을 사용하여 조작화하였다.
그리고 대통령선거 투표 후보는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선택한 유
권자들은 1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은 0으로 코딩하였다.
다음으로 정치신뢰도는 유권자의 정치신뢰 수준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설문항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 하에서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세 가지 설문을 조합하여 조작화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정치인들은 나같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하여 별로 관
심이 없다”, “일반적으로 정치인(대통령, 국회의원)은 당선된 후 선거 때 행동과는 상당히
다르다”, “정당들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보다는 표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질문한
설문들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매우 공감한다=1, 대체로 공감한다=2, 별로 공감하지 않는
다=3,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4로 되어 있는 설문항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택을 조합하여
정치신뢰도 지수를 산출하였다. 그러므로 정치신뢰도는 최소 3점에서 최대값 12점 사이에
분포하게 되며, 그 수치가 높을수록 정치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련하여 연령은 응답자의 설문조사 시점 나이
로 조작화하였다. 다만 앞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지적한 바 있지만 유권자
의 연령과 복지-세금 태도는 비선형적인 특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2차의 다항식을 고려한 연령과 연령2의 두 개 독립변수를 설정하였다. 앞서 전
개한 이론적 논의를 고려한다면 본 연구의 모델에서 회귀계수 β4는 음(-)의 값을, 그리
고 회귀계수 β5는 양(+)의 값을 갖게 될 것이다(Gujarati 1995, 217-221). 소득 수준은
한 달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100만원 미만=1, 100~149만원=2, 150~199만원=3, 20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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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4, 250~299만원=5, 300~349만원=6, 350~399만원=7, 400~449만원=8, 450~499
만원=9, 500~599만원=10, 600~699만원=11, 700만원 이상=12로 코딩하였다. 성별의 경
우 여성=0으로, 남성=1로 코딩하였다. 교육 수준은 설문조사상에서 중졸 이하, 고졸, 대
재 이상의 세 가지 수준에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졸을 기준변수로 설정하여
중졸 이하와 대재 이상의 두 개 가변수를 설정하였다.

Ⅳ. 경험적 분석
다음의 <표 1>은 앞서 제시한 연구모델을 토대로 한국 유권자의 복지-세금 태도에 대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일단 연구결과를 보았을 때
카이자승 값의 유의확률(p)이 0.00으로 나와 본 연구의 모델이 적합도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대통령선거 투표 후보와 소득 수준이 유의확률 0.01
이하 수준에서, 그리고 연령과 연령2이 유의확률 0.1과 0.05 이하 수준에서 한국 유권자의
복지-세금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념성향,
정치신뢰도, 성별, 교육 수준(중졸 이하, 대재 이상)은 한국 유권자의 복지-세금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세부적인 차원에서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미성과 승산비(odds ratio)를 중심으
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치적 선호 문제와 관련하여 이념성향은 유
권자가 진보적인 이념성향을 보일수록 복지 확대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경향은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복지-세금 태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0.001,
Exp(β)=0.999, p=0.975). 반면 대통령선거 투표 후보는 유권자의 복지-세금 태도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Exp(β)=0.609, p<0.01). 즉 다른 독
립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하였을 때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들의 경우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들과 비교하여 세금을 더 부담
하더라도 복지 수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승산비가 두 배에 좀 못 미치는 정
도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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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국 유권자의 복지-세금 태도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8대 대선
β
상수

1.371 (0.673)

0.041

3.941

이념성향

-0.001 (0.033)

0.975

0.999

대통령선거 투표 후보
정치신뢰도
연령
연령2
소득 수준
성별
중졸 이하
대재 이상
-2로그우도
카이자승
사례수
적중률

-0.495 (0.152)
-0.038 (0.035)
-0.052 (0.027)
0.001 (0.000)
0.071 (0.023)
0.217 (0.134)
0.215 (0.254)
-0.138 (0.165)

0.001
0.283
0.052
0.048
0.003
0.105
0.396
0.402
1315.834
29.969 (p=0.000)
990
60.1

0.609
1.039
0.950
1.001
1.073
1.242
1.240
0.871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한국의 경우 서구 복지국가와 달리 좌-우 이념에 따라 유권자의
복지-세금 태도가 분열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8)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한국의 유
권자는 대통령선거와 같은 중요한 선거에서 어느 정당(후보)이 정권을 잡게 되면 보다 복
지에 우호적 또는 적대적 정책들이 입안되고 시행될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갖고 있다는
점도 보여준다. 다시 말해 한국의 유권자들은 자신의 이념성향과 연계하여 복지-세금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기보다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후보)의 정책적 정체성
문제와 연계하여 복지-세금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고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음으로 정치신뢰도의 경우 유권자의 복지-세금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치신뢰도가 유권자의 복지-세금 태도에 미친 영
향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점은 기존 연구들에서 주장한 바와 달리 한국
에서는 정치신뢰도가 높은 유권자가 오히려 복지 확대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가
능성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에서 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특징을 보인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9) 그리고 본 연구가 가용할 수 있는 설문항
8) 한국의 경우 분단국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서구 민주국가에서 보편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좌-우 차원
보다는 진보-보수 차원에서 이념적 지형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하에서 대다수의 유권
자들은 중도적인 이념성향을 지향하고 있다. 실제로 18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이 자신의 이념성
향을 정확하게 중도(5점)로 평가한 비율이 36.8%에 달하였다. 그리고 범중도(4점~6점) 차원의 유권자
비율은 절반(55.7%)을 상회하였다. 중도적인 이념성향의 유권자들은 진보와 보수의 정책적 입장을 오
가는 이중개념자적 특징을 보인다(Lakoff and Rockridge Institute 2006)는 주장을 고려하면 이와 같
은 한국 유권자의 이념적 특징으로 인하여 복지-세금 태도에 이념성향이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결
과가 나왔다고도 볼 수 있다.
9) 실제로 정치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권자 집단(9점~12점)의 비율은 8.9%에 불과하였다. 반면 정
치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유권자 집단(3점~6점)의 비율은 68.4%에 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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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재로 인하여 재분배 정책과 관련된 복지 문제의 경우 일반적인 정치신뢰의 문제보다
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더 중요할 수 있다(이현우 2013)는 주장을
변수를 조작화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
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다만 정치적 신뢰가 높은 유권자들이
정치적 신뢰가 낮은 유권자들과 비교하여 복지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한국에서 복지-세금 관련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입안되고 시행되는 과
정에서 다양한 논란과 저항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련하여 첫째, 연령은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유권자의 복지-세금 태도와 관련하여 비선형적 관계를 형성하고,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연령의 회귀계수는 음(-)의
값을 갖고(B=-0.052, p<0.1), 연령2(B=0.001, p<0.05)의 회귀계수는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주 젊은 연령층과 노년층에서는 복지 확대에 대하여 우호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그 중간에 있는 연령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복지 확대에 대한 입장이 덜
우호적인 특징을 보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언급
하였던 것처럼 사회 진출 이전의 젊은 세대는 자신이 이루어놓은 경제적 토대가 부족하여
복지를 위한 세금 부담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이, 그리고 은퇴한 노
년층의 경우 복지의 최대 수혜자라는 점에서 복지 확대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어떠한 연령층에서 복지-세금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추후 이와 관련된 확률을
세부적으로 산출하여 그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소득 수준의 경우 서구 복지국가의 경험과 달리 한국에서는 유권자의 소득 수준
이 높을수록 복지 확대에 더욱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0.071, p<0.01). 한국의 경우 복지국가로 진입해야 하는 상황에
서 소득 수준이 높은 유권자들이 세금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복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복
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에 대하여
그 비용 부담자인 고소득층 유권자들의 거부감이 크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연구결과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복지비용에 대한 세금 부담이 서구 복지국가와 비
교하여 그다지 크지 않았던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복지 확대를 위한 누진
적 세금 인상의 추이에 따른 유권자의 태도를 좀 더 면밀하게 추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별의 경우 승산비를 고려할 때 여성과 비교하여 남성이 복지 확대에 1.24배 정
도 더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Exp(β)=1.242, p=0.105). 이 역시 서구 복지국가에서 통상 남성과 비교하여 여
성이 복지 확대에 더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과 비교하여 한국의 유권자들이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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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부분이다. 이것은 앞서 이론적 논의 부분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한국에서는 남
성이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아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즉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남성의 경우 복지 확대보다는 그에 따른 세금 부담의 문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
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성별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노력이 결실을 거둘 때 완화되거나 해소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러
기 위해서는 여성이 보다 많은 사회 진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복지정책에 대한
투자가 요구된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를 놓고 볼 때 향후 한국에서 복지 문제에 대한 논
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
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교육 수준과 관련하여 한국의 유권자들은 전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복지
확대에 대하여 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구체적으로 고졸 유권자들과 비교하여 중졸 이하의 교육 수준을
보인 유권자들의 경우 복지 확대에 동의할 가능성이 1.24배 높게 나타났다(Exp(β)=1.240,
p=0.396). 반면 고졸 유권자들과 비교하여 대재 이상 교육 수준을 기록한 유권자들의 경
우 복지 확대에 동의할 가능성이 0.87배 정도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Exp(β)=0.871,
p=0.402). 이것은 교육 수준이 높은 유권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고, 복지는 세금 문제와 연계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기인한 결과일 수 있다.
지금까지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회귀계수 통계적 유의미성과 승산비를 중심으로 한국 유
권자의 복지-세금 태도에 어떠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한국
유권자의 복지-세금 태도의 특징을 좀 더 세부적인 차원에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된 독립변수들을 중심으로 그룹을 형성하여 확률
을 구할 필요가 있다. 즉 다른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황에서 로지스틱 회귀분
석의 결과 한국 유권자의 복지-세금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된 대통령선거 투표 후보, 연령, 소득 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특정 유형의 유권자가
복지 확대에 대하여 동의하는 확률을 구할 필요가 있다.

확
률

α β 이념성향 β 대통령선거 투표 후보 β 정치신뢰도 β 연령 β 연령 β 소득 수준 β 성별 β 중졸 이하 β 대재 이상
α β 이념성향 β 대통령선거 투표 후보 β 정치신뢰도 β 연령 β 연령 β 소득 수준 β 성별 β 중졸 이하 β 대재 이상

이와 같은 확률은 위의 공식을 통하여 산출할 수 있다.10) 본 연구는 이념성향(56.5)과
10)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통하여 확률을 구하는 방식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리아오(Liao
1994, 10-18)의 저서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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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신뢰도(9.19)는 평균값에 고정시키고, 성별과 교육 수준은 남성(1)과 대재 이상(1)으로
설정하여 대통령선거 투표 후보, 연령, 소득 수준의 변화에 따라 복지 확대에 동의하는
확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11) 이렇게 산출된 주요 유권자 그룹별 복지 확대
찬성 확률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주요 유권자 그룹별 복지 확대에 찬성할 확률: 18대 대통령선거

20세

59.6%

70.7%

25세

58.7%

70.0%

30세

59.1%

70.3%

35세

60.6%

71.7%

40세

63.4%

73.9%

45세

67.1%

77.0%

50세

71.7%

80.6%

55세

76.7%

84.4%

60세

81.9%

88.1%

65세

86.7%

91.4%

100만원 미만

58.5%

69.8%

200~249만원

63.5%

74.1%

300~349만원

66.7%

76.7%

400~449만원

69.8%

79.1%

500~599만원

72.7%

81.4%

600~699만원

74.1%

82.4%

700만원 이상

75.5%

83.4%

이 표를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18대 대통령선거에
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의 경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유
권자들과 비교하여 분명하게 복지 확대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연령과 소득
수준을 통제한 거의 모든 그룹들에 있어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과 비교하여 대략 10% 정도 복지 확대에 더욱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한국에서 세금 문제와 연계된 복지 문제는 상당히 정치
적인 속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선거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싼 정당(후보)들 간의 경
11) 본 연구에서 성별은 임의적으로 남성으로 설정하였다. 반면 교육 수준은 대재 이상의 유권자 비율이
55.0%로 가장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연령별 확률을 구할 때에는 소득
수준을 평균값(6.02)에 맞추고, 소득 수준별 확률을 구할 때에는 연령을 평균값(44.62)에 맞추고 관
련 확률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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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은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연령 문제와 관련해서는 20대 초반의 젊은 유권자들이 복지 확대에 동의하는 모
습을 일부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30대 중반 정도까지는 복지 확대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
를 보이고, 40세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복지 확대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개인이 사회에 진출하고 가정을 꾸려서 안정을 유지하기 이전까지는
복지비용에 대한 세금 부담의 문제에 더욱 민감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이것
은 30대 중반 정도의 시기까지는 자신이 부담하는 세금과 비교하여 복지에 대한 혜택이
적다는 인식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한다. 다만 한국에서 세대별 복지와 세금에 대
한 태도와 입장은 향후 좀 더 질적인 차원에서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득 수준의 경우 유권자의 소득 수준대가 높아질수록 복지 확대에 동의하는 확
률이 거의 고르게 증가하고 있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복지의 수혜자가 되기 때문에 한
국처럼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유권자 집단에서 오히려 복지 확대에 가장 부정적인 입장
을 보였다는 점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국에 개인의 경제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유교주의 전통과 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복지를 요구하
는 것에 대한 심리적 위축감 등이 존재하여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자신의 경제적 성과를 개인적 차원으로만
환원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
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에 대해서는 향후 질적인 연구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모든 유권자 유형에서 세금을 더 부담하더라도 복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
에 동의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18대 대통령선거 당시만 해도 복
지국가 건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었고, 복지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새누리
당 박근혜 후보가 이념(정책)적으로 좌클릭을 하여 복지 확대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과도 무관해보이지 않는다. 다만 최근에 복지 확대에 대한 세금 부담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는 바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유권자들의 보여주었던 이와 같
은 입장이 오늘날 어떠한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만약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유권자의 복지-세금 태도가 유지되고 있다
면 누진적 증세에 대한 우려감에서 벗어나 복지 수준을 높이는 것이 유권자들에 대한 정
치권의 반응성을 높이는 것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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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2010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한국에서 복지 문제는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
만 오늘날 세금 문제와 연계하여 무상 복지 관련 정책들에 대한 우려감과 비판도 제기되
고 있다. 복지국가로의 진입을 목전에 둔 한국의 상황에서 복지 확대는 거역할 수 없는
하나의 명제가 되어 최근 선거들에서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이와 관련한 정책들을 쏟아내
고 있다. 하지만 복지는 기본적으로 재분배적인 특성을 보이는 정책 분야이기 때문에 그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조세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므로 복지-세
금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가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중
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향후 복지 문제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면서 적실
한 정책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복지국가로 진입하는 데 있어 이와 같은 작업이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복지 문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을 경험
적으로 분석한 기존 연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세금 문제와 연계한 기존 연구
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는 “세금을 더 부담하더라도 복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한국의 유권자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를 최근에 실시된 18대 대통령선거 설문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한국
의 복지-세금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정치적 선호(대통령선거
선택 후보), 연령, 소득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구 복지국가에서 유권자의 복지 문제
에 대한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념성향, 정치신뢰도, 성별, 교육
수준은 한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의 유권자들의 경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신뢰도가 낮을수록, 여성보다 남성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을 더 하더라도 복지를 확대해야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은 서구 복지국가의 경험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향후 좀 더 면밀한 논의와 분석이 필
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한국에서 복지 문제는 서구 복지국가와 다른 문화적 경험 속에서 제기되었고, 비교적
최근에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에 이러한
한국적 특수성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향후 한
국정치에서 복지-세금 문제를 둘러싼 논쟁과 정치적 경쟁은 서구 복지국가의 경험과는 다
소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확률을 산출한 결과, 주요 유권자 그룹 모
두에서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이 절반을 상
회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18대 대통령선거 시
기만 하더라도 복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보편적으로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을 의
미하기 때문이다.

한국 유권자의 복지-세금 태도 결정요인 분석 ▮ 129

하지만 오늘날 지방 재정 문제를 이유로 시․도 교육감들이 복지 디폴트를 예고할 정도로
합의쟁점적 복지 문제는 세금 문제와 연계하여 점차 갈등쟁점으로 변환되고 있는 실정이
다. 그러므로 향후 18대 대통령선거 시기에 유권자들이 보여주었던 복지-세금 태도가 오
늘날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상당한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를 경험적
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만약 오늘날 한국의 유권자들이 본
연구에서 분석한 18대 대통령선거 시기와 동일한 복지-세금 태도를 보인다면 정치권은 누
진적 증세에 대한 우려감에서 벗어나 복지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적 방향을 잡은
것이 유권자들의 요구에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짧은 시기에 한국 유권자의
복지-세금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였다면 정치권은 인기영합적인 복지정책
을 남발하기보다는 복지와 세금의 균형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복지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
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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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lfare-Tax Issue and the Korean Voters
Cho, Jinman
(Duksung Women's University)

Welfare issue has become a big topic in the Korean political sphere in these
days. In spite of its importance, it is difficult to find the empirical researches
on welfare issues linked with a tax burden in Korea. In this vein, this study is
to examine empirically on the voter's position (attitude) of the welfare-tax issue
in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To be more specific, this study maintains the
viewpoint that the voter's ideology, the choice in election, the level of political
trust, and the characteristics related with socioeconomic status (SES) influence
the position of the welfare-tax issue.
Utilizing the survey data of the voters in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in
Korea, this study employ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statistical result
shows that the vote choice in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age, income level
effected on the voters' position of the welfare-tax issue significantly. In addition,
this study calculates the probabilities of the voters' position to support of
expanding welfare policy in accordance with these three independent variables.
This study witnesse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voters' in western welfare
countries and the voters' in Korea regarding the position of welfare-tax issue. It
might result from the different historical experiences and the cultural background.
Therefore, the controversies related to welfare-tax issues in Korea will be
resolved differently comparing to the western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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