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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개인의 주관적 계층 의식이 불평등 인식에 매개되어 재분배 정책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

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통해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은 변수들이 각 국가에서 동일한 개념

을 측정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여러 변수 간 복잡한 인과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기에 국가 간 비교 연구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적 방법이다. 예측변수인 정책 선호도가 국가의 복지 체계 및 

이념에 많은 영향을 받기에, 본 연구는 Esping-Andersen(1990)의 분류 체계를 참고하여 스웨덴, 독일, 미

국, 한국을 대상으로 국가 별 비교를 수행했다. 주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관적 지위

가 불평등 인식을 통해 재분배 정책 선호도에 미치는 간접 효과는, 불평등 인식을 거치지 않은 직접 효과와 

동일한 크기를 보였다. 둘째, 개인의 주관적 지위가 낮을수록 기회 및 결과의 불평등 인식과 불공정성 인식

이 높았으며, 재분배 정책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주관적 지위의 영향력은 스웨덴에서 가장 크게 나

타났으며, 한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넷째, 미국은 기회 불평등 인식이 결과 불평등 인식 및 재분배 정

책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컸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공정성 인식이 결과 불평등 인식에 미치는 영

향력과 결과 불평등 인식이 재분배 정책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높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제

적인 맥락에서 한국의 특성을 이해하고, 추후 재분배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주관적 계층 의식, 불평등 인식, 재분배 정책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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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를 언급할 때, 경제적 불평등은 빠짐없이 등장하는 주제 중 하나다. 심

각한 경제적 격차가 사회적 통합, 안정성, 개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이견

이 없다. 국제 학계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의 해결책으로, 개인의 재분배 정책 선호도를 

연구해왔다(Brown-Iannuzzi et al., 2015; Finseraas, 2009). 결국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재분

배 정책이 가능케 하는 것은 재분배 정책에 대한 개인의 선호도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이러

한 재분배 정책 선호도의 예측 변수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노력하였다.

재분배 정책 선호도에 관한 연구의 출발점이 된 것은 Meltzer와 Richard (1981)의 중간 투표

자 이론(median voter theory)이다. 그들은 재분배 정책의 향방을 결정하는 것은 중간 소득자

라고 강조했다. 중간 소득자 보다 적게 버는 사람은 재분배 정책을 선호하고, 많이 버는 사람은 

불호하기 때문이다. 학자들은 이 모델에서, 실제 소득(actual) 분포와 재분배 선호도 사이의 관

계에 주목했다.

그러나 후속 연구들이 진행됨에 따라, 실제 소득 분포와 재분배 정책 선호도 간 관계가 반대로 

나오거나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들이 보고되기 시작했다(Dallinger, 2010; Newman, Johnston, & 

Lown, 2015). 이를 설명하기 위해 최근의 논의는, 재분배 정책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객

관적인 소득 및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지위 및 불평등 인식이라는 방향

으로 수렴되고 있다(Chambers, Swan, & Heesacker, 2014; Cruces, Perez-Truglia, & Tetaz, 

2013; Kuhn, 2019; Niehues, 2014). 

실제 정치 행위와 투표, 정책에 대한 수요는 개인의 심리 및 내면적 과정과 밀접한 연관을 갖

고 있다.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보다는, 그것을 개인이 어떻게 인지하고 해석하느냐가 

재분배 정책 선호도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의 중

간 투표자 이론과는 달리, 개인의 주관적 지위 인식과 그에 따른 사회의 불평등 인식을 고려하

는 것이 재분배 정책 선호도를 설명하는데 더 효과적일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은 주관적 지위

(Brown-Iannuzzi et al., 2015; Choi, 2019), 결과 불평등 인식(Gimpelson, & Treisman, 2018), 

기회 불평등 인식(Alesina, & La Ferrara, 2005), 공정성(García-Sánchez et al., 2019) 등이 재

분배 정책 선호도의 주요 예측 변수임을 주장했다.

한편, 주관적 지위와 불평등 인식, 재분배 정책 선호도 간의 관계가 국가 별로 어떻게 다른지

에 대한 다양한 비교연구가 진행되어왔다(Jacobsen, 2011; Niehues, 2014). 국가 별 차이의 원

인 중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국가의 복지 체계였다. 재분배 정책 선호도는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개인이 속한 국가의 복지 체계 및 이념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Esping-Anderson(1990)의 체계유형론에 따라 국가들을 북유럽의 사회

민주주의, 독일의 조합주의, 영미권의 자유주의 모델로 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하여, 각 체계 별 

재분배 정책 선호도에 차이가 있음을 주장했다(Jacobsen, 2011). 

국제 학계의 활발한 논의와는 달리, 국내 학계는 아직 주관적 지위, 불평등 인식과 재분배 정

책 선호도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조정인, 2014). 불평등과 재분배 정책 선호도의 관계

를 다룬 연구들은 대부분 예측변수로서 인식이 아닌, 실제 소득불평등의 효과에 집중하고 있

다. 특히 주관적 지위와 인지된 불평등, 또는 주관적 지위와 재분배 정책 선호도와 관련한 연구

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한국은 급속한 근대화를 통해 서구 국가들의 정치/경제 및 복지체계를 

정부 주도로 도입한 후발주자 국가다. 그 결과로 서구 국가와 달리 계급균열에 따른 정당 역사

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급 지위와 재분배 선호 간의 뚜렷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는 경향

이 주장되어왔다(강정희, 염동문, 2014). 따라서 한국에서의 주관적 지위와 불평등 인식, 재분

배 정책 선호도 간의 관계가 기존 국제 연구의 결과와 상이할 수 있기에 이를 분석하는 것이 중

요하다. 본 연구는 스웨덴, 독일, 미국, 한국에 대한 다집단분석을 통해 복지 체계 차이에 따른 

변수 간 연관 관계를 연구하고자 했으며, 한국의 독특한 성향을 분석했다.

2. 이론적 논의

1)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와 재분배 정책 선호도

Meltzer와 Richard(1981)가 제시한 중간 투표자 이론(median voter theory)에 따르면, 개인

의 재분배 정책 선호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득이다. 객관적인 소득이 적은 경우 

재분배 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합리적 행위자 이론에 입각하여, 민주

주의적 정책 결정은 다수가 이득을 얻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봤다. 사회의 소득 분포가 왼

쪽 방향으로 쏠려 있어 중간 소득자의 소득이 평균 소득보다 낮기 때문에, 대다수의 임금 소득

자는 평균보다 낮은 금액을 받게 된다. 자연스레, 개인들은 자신의 이해(self-interest)를 위해 

재분배 정책을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중간 투표자 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후속 연구들이 일관된 결과를 얻지 못한 가운데, 몇몇 연

구들은 중간 투표자 이론의 예측대로, 객관적인 실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재분배 정책에 대

한 선호도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했다(Finseraas, 2009; Gründler, & Köllner, 2017). 이와

는 달리, 개인의 소득 지위와 재분배 정책 선호도 간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거나, 소득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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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재분배 정책 선호도가 높다는 정반대의 결과도 제시되었다(Choi, 2019; Dallinger, 

2010; Newman, Johnston, & Lown, 2015). 객관적 소득이 재분배 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관되지 않은 연구 결과들이 누적되면서,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계층의 주관적 차원, 즉 계층에 개인의 주관적 인식 및 신념이 

미치는 효과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2)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와 재분배 정책 선호도

개인의 주관적 계층 의식을 다룬 연구자들은, 개인의 객관적인 소득 수준과 주관적인 소득 

수준의 불일치를 발견했다(Norton, & Ariely, 2011). 개인이 합리적인 ‘사회적 비교’에 실패함

에 따라 자신의 지위를 평균과 비슷하다고 여기는 경향(Evans, & Kelley, 2004)이 있으며, 자신

의 지위를 실제보다 더 낫다고 느끼는 ‘자기 강화 편향’ (Guenther, & Alicke, 2010)을 보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관적 계층 의식에 대한 연구가 누적되면서, 객관적인 소득 지표가 아닌, 개인의 주관적인 

소득 및 계층 인식을 재분배 정책 선호도의 예측변수로서 사용하는 연구들이 등장했다. Brown- 

Iannuzzi et al.(2015)에 따르면, 주관적인 지위가 높은 경우 재분배 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응답자들에게 그들의 인식보다 실제 지위가 낮다고 알려줄 경우, 재분

배 정책 선호도가 높아지는 경향도 발견되었다(Cruces et al., 2013; Karadja, Mollerstrom, & 

Seim, 2017). Choi(2019)는 객관적인 소득 수준과 주관적인 지위 인식을 모두 예측변수로서 활

용할 때, 객관적인 지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 주관적인 지위 인식은 재분배 정

책 선호도와 부정적인 관련을 맺는 것을 확인했다. 

주관적 계층 의식이라는 개인적 속성에 국가적 특성을 접목시킨 Duman(2019)의 연구는 불

평등한 사회일수록 주관적 계층 인식이 재분배 정책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다는 것을 발

견했다. 계층 간 격차가 클수록 갈등이 극화되고 사회적 응집력이 낮아져, 통일된 사회적 의견 

형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주관적인 지위 인식이 재분배 정책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해 관점으로는 재분배 정책 선호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 요인을 충분히 밝힐 수 없다는 

비판이 등장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인의 사회심리학적 측면을 고려한 연구들

이 촉발되었다.



3) 인지된 불평등과 사회적 신념

개인의 심리적 인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개인이 인식하는 사회의 불평등 수준 및 공정성 

개념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이뤄졌다. 단순히 주관적 지위의 격차와 재분배 정책 선호 간의 관계

를 관찰하는 것을 넘어, 주관적 지위와 정책 수요 사이를 매개하는 심리적 차원이 존재한다는 주

장이 제기되었다. 특히, 불평등에 대한 개인의 인식 즉, ‘불평등 인식(perceived inequality)’에 대

한 관심이 커졌다. 불평등 인식이란 사회 내에서 소득과 부를 포함한 경제적 자원들이 분배되어 

있는 양상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말한다(Kim et al., 2018). 불평등 인식의 구성 요소로 가장 주목

받는 것은 ‘결과 불평등’과 ‘기회 불평등’이다.

개인이 인식하는 ‘결과 불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재분배 정책 선호도가 높다는 여러 연구들

이 진행됐다(Gimpelson, & Treisman, 2018; Kuhn, 2019; Niehues, 2014). Kuhn(2019)은 주관

적 지위가 낮을수록 결과 불평등 인식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Niehus(2014)는 이러한 결과 

불평등 인식이 재분배 정책 선호도에 강한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연구

자들은 재분배 정책 선호도의 예측 변수로써 결과 불평등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더불어, 결과 

불평등 인식의 맥락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결과 불평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기회 불평등’은 공정성의 개념과 결부되어 연

구되어왔다. 연구자들은 ‘사회적 신념(social belief)’에 따라 개인의 결과적 불평등 인식이 다르

게 나타난다고 주장했다(Fong, 2001; Alesina, & La Ferrara, 2005). 만약 결과 불평등이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본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공정한 것으로 인식되어 재분배 정책에 대

한 높은 수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결과 불평등이 운, 부모의 경제력, 정치적 연

줄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불공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재분

배 정책에 대한 강한 수요를 가져올 것이다.

Dawtry, Sutton과 Sibley(2015)는 주관적 지위와 공정성의 관계를 사회 체계 정당화와 연관 

지어 설명한다. 사회적 지위가 높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sampling effect), 기존 사회 체계가 효율적이고 공정하다

는 인식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악순환의 결과로 나타난 사회 정당화 신념은, 사회 

내에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 있으며, 개인의 능력에 따라 성공할 수 있다는 능력주의 신념을 

발전시키게 된다고 본다. 결국, 불평등의 공정성 자체에 대한 개인의 평가 및 신념에 영향을 미

쳐 재분배 정책 선호도를 낮추는 결과가 초래된다(García-Sánchez et al., 2019).

그러나 ‘기회 불평등’과 ‘공정성’을 동일한 개념으로 제시하는 것은, 불평등이라는 현상 자체

를 개인이 공정하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관찰을 어렵게 한다. Bavetta, Donni와 Marino(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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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를 위해 불평등 자체에 대한 공정성을 독립된 변수로서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했으며, 

Kuhn(2019)은 개인의 주관적 지위 인식이 불평등에 대한 인내 및 공정성에 의해 매개되어 결과 

불평등 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주관적 계층 인식은 결과 불평등 인식과 역

의 관계에 있었으며, 공정성은 이러한 효과를 감소시켰다. 또한, 주관적 지위가 재분배 정책 선

호도에 미치는 영향 역시 역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주관적 계층 의식, 결과 불평등, 기회 불평등 및 공정성이 재분배 정책 선호도와 

갖는 복잡한 연관성,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연구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주관적 지

위와 재분배 정책 선호도 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불평등 

인식 변수들이 보여주는 매개효과에 주목하여 이를 검증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불평등 인식은 

결과의 불평등, 기회의 불평등, 공정성의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한다.

4) 국가 별 차이

기존 연구는 주관적 지위와 불평등 인식, 재분배 정책 선호도 간의 관계가 국가 별, 사회 복

지 체계 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Hong, Jin, & Koo, 2021; Jacobsen, 2011; 

Niehues, 2014). 재분배 정책은 사회 내의 계층 구조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기존에 시행 중

인 여러 사회 정책 및 국가의 기본적인 복지 정책 노선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국가적 맥락에 따라 개별 국가의 재분배 정책 선호에 차이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미국은 결과 불평등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이 발견된다(Alesina, & 

Glaeser, 2004). 결과 불평등 인식이 국가의 책임과 연관되는 재분배 정책 선호도에 미치는 영

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유럽 국가들은 불평등을 운, 부모의 경제력, 사회적 인맥 

등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결과 불평등이 재분배 정책에 대한 수요로 연

결될 확률이 미국에 비해 높다. 미국과 유럽 국가 간 이러한 차별적 양상은 주로 Esping- 

Andersen(1990)의 체계유형론에 의해 설명된다. 방임적 복지를 기반으로 한 자유주의 체계의 

미국이, 조합주의나 사회민주주의 체계를 채택한 유럽 국가들에 비해 불평등 인식과 재분배 선

호 간 연결이 약하다는 것이다. Jacobsen(2011)은 자유주의 체계를 채택한 국가일수록 공공, 

복지 정책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강한 공공, 복지 정

책을 추진한 것은 조합주의였으며, 사회민주주의는 중간 정도 수준에 머물렀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이 경험한 압축적 근대화, 급속한 경제성장과 후발 민주주의, 그로 인한 계층의 상

대적인 미분화 등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복치 체계를 Esping-Andersen의 분류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박선경, 2017; Jacobsen, 2011; Kim et al., 2018). 개인의 물질적 



이해관계를 강조한 권력자원론과 이를 바탕으로 한 체계유형론, 중간 투표자 이론은 모두 서구

의 민주정치 발전 과정을 반영한 설명 모형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민주주의를 정부 주도 하에 

급하게 수입함에 따라, 계급균열에 따른 정당 형성이 이뤄지지 않았으며(강정희, 염동문, 

2014), 낮은 노조조직률과 잔여적 복지제도를 경험해왔다(장승진, 2017). 따라서 한국의 연구

자들은 서구의 이론이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했으나, 크게 

두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주관적 계층 의식과 불평등 인식, 재분배 정책 선호도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가 부족하다. 주관적 계층 의식과 재분배 정책 선호(Hong et al., 2021; Kim et al., 2018). 

기회 불평등 인식과 재분배 정책 선호(김지영, 유민희, 최윤정, 2020; 조정인, 2014), 결과 불평

등 인식과 재분배 정책 선호(김지영 외, 2020; 조정인, 2014; 하솔잎, 이우진, 2016), 공정성 인

식과 재분배 정책 선호(하솔잎, 이우진, 2016) 등 개별적 관계에 대해서는 소수의 연구가 존재

하나, 이들 예측 변수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력 및 매개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그러나 

개인의 정책 선호와 관련하여, 이러한 변수들이 개인의 심리 내에서 복합적이고 순차적으로 작

용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Alesina, & Glaeser, 2004), 변수들 간 관계를 일련의 흐름으로서 파악

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둘째, 한국의 특성을 다른 국가와 비교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현재까지 진행된 국가 간 비

교 연구는 Hong et al. (2021)이 진행한 것이 유일하며, 이것 또한 한국과 중국에 대한 분석만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상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이 서구 민주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 

간 차이의 원인 중 하나로 체계유형이 언급됨을 감안할 때, 한국과 서구 국가들을 함께 비교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각 체계의 대표 국가인 스웨덴, 독일, 미국을 한국

과 비교하였다.

3. 연구 방법

1) 연구 가설 및 모형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가 인지된 불평등과 관련한 3가지 변수를 

거쳐 재분배 정책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 경로를 밝히고자 한다. 검증 대상의 연구 가설

은 다음과 같다.

가설 1부터 3은 개인의 주관적 계층 의식이 낮을수록 다양한 차원에서 사회가 불평등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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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 높아질 것이라는 비판 사회학적 전망을 반영한다. 가설 4는 개인의 주관적 계층 의식이 

낮을수록 재분배 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을 예측한다. 가설 5, 6은 불평등에 대한 다양한 

인식 수준 간의 관계를 다룬다. 기회 불평등 인식이 높으면 사회의 불평등을 더 불공정하다고 

느낄 것이고, 따라서 결과 불평등 인식 역시 높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가설 7은 기회 불평등이 

크다고 느낄수록 재분배 정책을 더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본다. 가설 8, 9는 불평등을 불공정

하다고 느낄수록 결과 불평등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재분배 정책에 대한 선호도 역시 높아질 

것을 시사한다. 가설 10은 결과의 불평등이 높다고 느낄수록 재분배 정책에 대한 더 강한 선호

도를 보일 것을 예측하고 있다. 

[그림 1] 연구 모형 및 가설

2) 연구 자료

본 연구는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ISSP)에서 발행된 2009년 Social Inequality 

IV를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했다. ISSP는 사회과학적 주제에 대한(OECD 국가를 포함) 약 50개 국

가의 설문 답변을 제공한다. 이 중 Social Inequality는 1999년 이후 10년을 주기로 발행되는데, 

2019년 자료는 아직 참여국들의 응답이 완벽하게 종합되지 않아 많은 국가가 누락되어 있다. 따

라서 온전하게 자료가 종합되어 완성된 2009년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연구 대상은 스웨덴(758)/독일(1,052)/미국(1,139)/한국(1,494)의 4 국가 응답자로, 총 4,443

명을 분석했다. 응답자 자료 중, 연구에 활용되는 변수들에 대한 결측치 및 모르겠다는 응답을 



하나라도 포함한 행은 모두 삭제했다.

3) 측정 변수

(1) 주관적인 계층 의식(Subjective SES)

주관적인 계층 의식은 “한국사회의 최하층을 1로 하고 최상층을 10으로 한다면 귀하는 어디

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와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특정한 계급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어느 사회적 계급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의 두 가지 문항을 이용했으

며, 각각은 SES1, SES2로 이름 붙였다. SES1은 하위 계층부터 상위 계층까지 10점 척도로 구성

됐다. SES2는 하위 계급부터 상위계급까지 6점 척도로 이뤄졌다. 두 문항 모두에서 모른다는 

답변과 무응답은 제거했다. 

(2) 불공정성 인식(Perceived Unfairness)

불공정성 인식은 “귀하는 고소득자들이 저소득자들보다 더 좋은 건강보험을 갖는 것이 얼마

나 공정하다고, 아니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와 “귀하는 고소득자들이 저소득자들보다 

자녀에게 더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얼마나 공정하다고, 아니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

까?”를 통해 측정됐으며, 각각 PUF1, PUF2로 이름 붙였다. 각 문항은 ‘매우 공정하다’에서 ‘매

우 정당하지 않다’까지 5점 척도로 이뤄졌으며, 모르겠다 및 무응답은 제외되었다. 

(3) 기회 불평등 인식(Perceived Inequality of Opportunity) 

기회 불평등 인식은 ISSP의 질문 중 “귀하는 인생에서 성공하는데, 부유한 집안/정치적 연고/

인종/성별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 4가지 문항을 통해 측정했으며, POP1~POP4

로 이름 붙였다. 각 문항은 ‘매우 중요하다’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까지의 5점 척도로 이뤄졌

다. 모르겠다는 응답과 무응답자의 경우 연구에서 제외했다. 부모의 부, 정치적 인맥, 인종, 성별 

등이 중요할수록 기회의 불평등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4가지 문항 모두 역 코딩해서 분석에 활

용했다. 이 중 인종과 성별에 관련한 기회의 불평등 간에 높은 상관이 나타났다. 잠재변수의 하위 

측정변수 중 특정 변수 간 상관이 높게 되면 잠재변수에 대한 타당도가 낮아지게 된다. 다른 측정

변수들과 공통점이 적고, 상관이 높은 측정변수들끼리 따로 변수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

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항의 내용이 인종과 성별로 인한 불평등을 측정한 것이 명확했기 때

문에, 두 변수 간 제3의 공통 특성을 통제한 후 다른 변수들과 한 잠재변수로 묶기 위하여, 인종

과 성별 변수 간 오차공분산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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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불평등 인식(Perceived Inequality of Outcome)

결과 불평등 인식은 “어느 나라에서나 사회 집단 간에는 차이나 갈등이 있습니다. 귀하가 생

각하기에 한국에는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가난한 사람

과 부유한 사람/노동자층과 중산층/경영자와 노동자/최상층과 최하층”의 4가지 문항으로 측정

했으며, POC1~POC4로 이름 붙였다. ISSP에는 직접적으로 결과 불평등 인식을 묻는 문항이 부

족하다고 판단하여,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층/집단 간 갈등(Esteban, & Ray, 2011)을 통해 

이를 간접적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심한 갈등이 있다’에서 ‘전혀 갈등이 없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모르겠다는 응답과 무응답은 제외했다. 4가지 문항 모두 비슷한 내용을 측

정하여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그 중 가장 겹치는 부분이 많았던 POC1(가난한 사람과 부

유한 사람)과 POC3(경영자와 노동자) 간 오차공분산을 허용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5) 재분배 정책 선호도(Attitudes toward Redistribution)

재분배 정책 선호도는 “귀하는 한국의 소득차이는 너무 크다는 주장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

대하십니까?”와 “귀하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소득차이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라

는 주장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를 통해 측정됐으며, 각 문항은 PR1, PR2로 이름 

붙였다. 두 문항 모두 ‘매우 동의한다’에서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모르겠다는 응답과 무응답자의 경우 연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본 연구에서는 재분배 정책 선호

도가 높을수록 숫자가 커지도록 두 문항을 역 코딩해서 분석에 활용했다. 

4) 분석 절차

본 연구는 R 4.1.0 버전의 Lavaan 패키지를 이용해 수행되었다. 분석은 크게 두 단계로 이뤄

졌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연구 가설 및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했다. 

우선 각 측정변수들이 5가지 잠재변수로 묶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수렴/판별타당도를 확

인했다. 그 후,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CFA)을 수행하여 측정변수 및 잠재변수가 응

답자의 답변을 적절하게 포괄하는지를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이러한 잠

재변수 간 인과관계의 방향, 크기, 및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했다. 변수 간 간접효과는 부트스트

랩 기법을 통해 추정되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 가설 및 모형을 국가 별로 나누어 관찰하는 다집단분석을 수행했

다. 스웨덴, 독일, 미국, 한국에서 각각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 불공정성 인식, 인지된 기회

의 불평등 수준, 인지된 결과의 불평등 수준, 재분배 정책 선호도 사이의 관계가 동일한 양상으



로 발견되는지를 연구했다. 또한, 차이가 있다면 어떠한 경로에서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관찰하

고 이를 해석했다.

4. 분석 결과

1) 탐색적 분석

연구 대상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과 관련한 표는 부록에 첨부했다. [부표 1]은 분석 대

상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다. 전체 대상의 성별은 남성이 2,211명(49.8%)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스웨덴 352명(46.4%), 독일 499명(47.4%), 미국 598명(52.5%), 한국 762명(51%)

으로 구성되었다. 전체 연령의 평균은 약 47세였고, 스웨덴 48세, 독일 49세, 미국 48세, 한국 

43세로 이루어졌다. 학력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집단은 고졸과 대졸 이상이었다. 응답자

들의 고용 상태는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가 모든 국가에서 가장 높았다(61.6%). 

[부표 2]는 각 나라 별 주요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에 대한 통계다. 주관적인 계층 의식의 

경우, 스웨덴 국민은 자신의 지위를 높게 판단하는 경향이 보였다. 반면, 한국 응답자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자신의 지위를 낮게 평가하였으며, 10점 척도 기준 4.55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상위 계층이 더 질 좋은 교육과 건강을 영위하는 것이 불공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3.23, 3.18)과 한국(3.51, 3.15)이 스웨덴(3.83, 3.87)과 독일(3.85, 3.93)에 비해 더 공정하

게 인식하였다. 이는 미국과 한국이 스웨덴이나 독일에 비해 사회적인 불평등 자체를 공정하게 

여긴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대로 기회의 불평등과 관련한 4가지 문항에서는 대체로 한국이 높

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한국인은 부모님의 경제적 부의 중요성을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

게 평가했다. 이외에도 한국 응답자는 정치적인 인맥에 따른 기회의 불평등과 여성이 겪는 차

별 등 전반적으로 기회의 불평등이 높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인종과 젠더에 관한 논쟁이 가장 

치열하다고 여겨지는 미국의 경우, 오히려 관련된 기회의 불평등 인식이 가장 낮았다(2.02, 

2.01). 또한, 한국은 계층 간 갈등 및 결과의 불평등 인식에 관한 4 문항 모두에서 가장 높은 수

치를 보여, 4 국가 중 가장 결과의 불평등이 심하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 반대로 스웨덴 응

답자들은 관련 문항 모두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 다른 나라에 비해 결과가 평등하게 분배

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분배 정책에 대한 선호도는 독일과 한국이 다른 두 

나라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은 관련한 2 문항 모두에서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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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요 변수들의 왜도의 절댓값은 .03에서 1.49, 첨도의 절댓값은 1.86에서 5.86이었다. 

일반적으로 측정변수의 왜도의 절댓값이 3, 첨도의 절댓값이 10 미만이면 변수들이 정규분포

를 이룬다고 받아들여지므로(Kline, 2016), 본 연구의 모든 주요 변수들은 정규분포 가정을 충

족함을 알 수 있다. 변수들의 정규성은 모수를 추정함에 있어 ML(최대우도법, Maximum 

Likelihood) 기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정규성이 충족되었으므로 ML 기법을 통한 분석이 

수행되었다.

문항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부표 4]), 불공정성에 대한 문항들과 기회 및 결과의 불평

등 문항들 간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가 관찰되었다. 이는 불평등이 불공정한가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불평등 수준에 대한 평가와 큰 관련이 없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 외의 변수들은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주관적인 지위는 불평등의 불공정성, 사회적인 기회 및 결과의 불평등 인식, 재분배 정책 선

호도와 부정적인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위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공정하고, 현재 

기회와 결과의 불평등 수준이 심각하지 않으며, 재분배 정책을 선호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불공정성과 불평등 인식, 재분배 정책 선호도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가 불평등과 관련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을 매개로 재분배 정

책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2) 측정모형 분석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기에 앞서, 각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로써 타당하게 묶일 수 있

는지에 대한 수렴타당도를 분석하였다. [표 1]은 각 잠재변수의 요인적재량, 복합 신뢰도, 크론

바흐 알파 및 분산추출지수를 보여준다.

[표 1] 측정변수의 수렴타당도

잠재변수 항목 요인적재량 복합신뢰도 크론바흐 알파 분산추출지수

Subjective SES
SES1 .966 .812 .635 .725

SES2 .519

Unfairness
PUF1 .837 .804 .804 .672

PUF2 .804

Opportunity

POP1 .665 .562 .668 .298

POP2 .636

POP3 .420

POP4 .388



Subjective SES=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 Unfairness=불공정성 인식, Opportunity=기회의 불평등 인식, Outcome=
결과의 불평등 인식, Redistribution=재분배 정책 선호도. 복합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 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AVE). 

복합신뢰도와 크론바흐 알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지만, 최소 0.6 이상이면 유

의한 것으로 판단하며(Hair et al., 2017), 0.7 이상이 권장된다(곽기영, 2019). 요인적재량도 마

찬가지로, 최소 0.6 이상을 만족하면 타당성이 인정되며, 0.7 이상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분산추출지수는 0.5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곽기영, 2019). 본 연구의 변수들은 위 기준을 대부

분 만족하나, 기회의 불평등 인식과 관련한 변수의 요인적재량, 복합 신뢰도, 분산추출지수가 

기준치에 미달했다. 이는 기회 불평등의 측정변수 중 성별(POP3)과 인종(POP4)의 적재량이 낮

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성별과 인종으로 인한 불평등 논의가 활발함을 고려할 때, 해

당 변수들이 기회의 불평등과 관련이 낮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불합리하다. 두 변수의 적재량

이 낮은 이유 중 하나로, 해당 변수 간 공통된 다른 특성이 존재하여 다른 기회의 불평등 변수

들과 연관성이 낮게 계산됐을 수 있다. 따라서 성별과 인종 간 오차공분산을 허용하여 제3의 공

통 특성으로 인한 영향을 통제했다.

[표 2]는 각 잠재변수들이 서로 유의미하게 구별되는지에 대한 판별타당도를 제시한다.

[표 2]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와 판별타당도

Outcome Opportunity Unfairness Subjective SES Redistribution

Outcome   .734

Opportunity   .312   .546

Unfairness   .018 -.055   .820

Subjective SES -.320 -.179 -.099   .851

Redistribution   .413   .294   .450 -.341 .695

판별타당도 검증은 각 변수의 분산추출지수의 제곱을, 다른 변수와의 상관계수와 비교함을 

통해 가능하다. 분산추출지수의 제곱이 다른 변수들과의 상관계수 절댓값보다 크다면, 해당 잠

재변수는 다른 잠재변수들과 구별되는 판별타당도를 확보한다고 간주된다. 본 연구의 5 가지 

Outcome

POC1 .856 .847 .798 .539

POC2 .621

POC3 .772

POC4 .660

Redistribution
PR1 .670 .647 .633 .484

PR2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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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수의 분산추출지수 제곱은 [표 2]의 대각선 항에 제시되어 있다. 5 가지 변수 모두 상관

계수들의 절댓값 보다 분산추출지수 제곱이 크므로 판별타당도를 확보하였다.

[표 3]은 측정변수들이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와 인지된 불평등, 재분배 정책 선호도 간

의 관계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검증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다. 

[표 3] 확인적 요인 분석 모형 적합도 검증

χ2 df p-value GFI CFI TLI
RMSEA 

(L90, H90)
SRMR

397.037 65 0.000 .987 .979 .970 .034 (.031, .037) .026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397.037, df=65, p-value<.01, GFI=.987, CFI=.979, TLI=.970, 

RMSEA=.034, CI [.031, .037]로 적합도 기준을 통과했다. (CFI=.95, TLI=.95, RMSEA<.05)

3) 구조 모형 분석

구조 모형의 적합도는 χ2=397.037, df=65, p-value<.01, GFI=.987, CFI=.979, TLI=.970, 

RMSEA=.034, CI [.031, .037]로 적합도 기준을 충족했다. 

[그림 2] 구조 모형 분석 결과

     * p <.05, ** p <.01, *** p < .001 



[그림 2]를 보면, 10가지 연구 가설 중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가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기각된 가설은 H5와 H8 두 가지다. 우선, 기회의 불평등 인식은 불공정성 인식과 

부정적인 연관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회의 불평등이 심하다고 생각할수록 현재 분

배 체계가 불공정하고 능력주의에 위배된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기존의 가설(H5)과 정반대의 

결과다. 그러나 이후에 진행된 국가 별 다집단분석 결과, 해당 관계는 스웨덴, 미국, 한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독일에서만 90% 수준에서 부정적인 관계가 유의했다. 따라서 

국가 별 구체적인 현황을 관찰해봤을 때, 기회의 불평등 인식과 불공정성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기회의 불평등과 능력주의 사상이 결합되어 체계 정당화

로 이어진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를 벗어난다. 다만, 주관적 지위가 높을수록 체계 정당화 경향

이 높아진다는 Dawtry et al.(2015)의 주장은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H8과 관련하여, 불공정성 인식 수준은 결과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불평등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이 현재 결과

적 불평등이 너무 심하다는 판단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H5와 달리, 이 관계

는 다집단분석 결과 스웨덴, 미국, 한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불공정성 인식이 높을수록 

현재 사회의 결과적 불평등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개의 가설들은 모두 채택되었다.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는 기회의 불평등, 불공

정성, 결과의 불평등 인식 및 재분배 정책 선호도와 부정적 관계를 보였다. 또한, 기회의 불평

등 인식은 결과의 불평등 인식 및 재분배 정책 선호도와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불공정성 인

식과 결과의 불평등 인식은 재분배 정책 선호도와 정적인 연관을 맺었다.

[그림 2]에서의 각 잠재변수들 간 관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모든 직/간접경

로에 대한 효과 분석을 수행했다([표 4]). 주관적 지위가 인지된 불평등의 세 변수와 재분배 정

책 선호도에 미치는 직/간접효과의 크기 및 유의성을 확인했다. 간접효과 분석은 부트스트래핑

을 통해 진행됐으며, 몇 가지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4] 효과 분해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SES

Redistribution -.069*** (.010) -.064*** (.007) -.133*** (.013)

Opportunity -> 
Redistribution

-.014*** (.003)

Unfairness -> 
Redistribution

-.020*** (.004)

Outcome -> 
Redistribution

-.032***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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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05, ** p <.01, *** p < .001 

Opportunity -> 
Unfairness -> 
Redistribution

.002** (.001)

Opportunity -> 
Outcome -> 
Redistribution

-.006*** (.001)

Unfairness -> 
Outcome -> 
Redistribution

.000 (.000)

Opportunity -> 
Unfairness -> 
Outcome -> 
Redistribution

.000 (.000)

Opportunity -.080*** (.010) -.080*** (.010)

Unfairness -.072*** (.014) .009** (.003) -.063*** (.014)

Opportunity -> 
Unfairness

.009** (.003)

Outcome -.112*** (.010) -.020*** (.003) -.131*** (.011)

Opportunity -> 
Outcome

-.019*** (.003)

Unfairness -> 
Outcome

.000 (.001)

Opportunity -> 
Unfairness -> 
Outcome

.000 (.000)

Opportunity

Redistribution .179*** (.021) .040** (.012) .219*** (.022)

Unfairness -> 
Redistribution

-.030** (.010)

Outcome -> 
Redistribution

.070*** (.008)

Unfairness -> 
Outcome -> 
Redistribution

.000 (.000)

Unfairness -.106** (.033) -.106** (.033)

Outcome .242*** (.020) .000*** (.001) .241*** (.020)

Unfairness -> 
Outcome

.000 (.001)

Unfairness

Redistribution .282*** (.017) .001 (.003) .283*** (.016)

Outcome -> 
Redistribution

.001 (.003)

Outcome .003 (.012) .003 (.012)

Outcome Redistribution .288*** (.023) .288*** (.023)



첫째로, 불공정성 인식과 인지된 결과적 불평등 간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직/간접효과는 통

계적으로 유의했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변수 간 직접효과 이외에도 최대 3번의 매개를 통한 간

접효과들이 존재한다. 총 26개의 직/간접효과 중, 불공정성과 결과적 불평등 간의 직접 경로를 

포함한 3가지 경우를 제외한 23개의 경로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각 변수들 사이의 관계

를 하나의 포괄적 경로 모델 내에서 다루고자 했던 본 연구의 시도가 적절했음을 시사한다.

둘째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재분배 선호도에 미치는 총 효과 중, 인지된 불평등 변수들을 통

한 간접효과의 크기(β=-.064, p<.001)가 직접효과의 크기(β=-.069, p<.001)와 거의 동일했다. 

이를 통해 주관적 지위와 인지된 불평등, 인지된 불평등과 재분배 선호도 간의 관계를 개별적

으로 분석했던 기존 선행연구들의 주장이 유효함을 재확인하는 것을 넘어, 이러한 관계들이 하

나의 포괄적인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다. 효과 분석 결과, 주관

적 지위는 재분배 선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 영향력 중 절반은 인지된 불평등 변

수들에 의해 매개되었다. 가장 큰 매개효과를 보인 변수는 인지된 결과적 불평등 수준이었다(β

=-.032, p<.001). 불공정성 인식(β=-.020, p<.001)과 기회의 불평등 수준(β=-.014, p<.001)은 결

과적 불평등 수준의 절반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재분배 선호도에 미치는 효과 크기는 결과적 불평등 수준(β=.288, p<.001) > 불공정

성 인식(β=.283, p<.001) > 기회의 불평등 수준(β=.219, p<.001) > 주관적 지위(β=-.139, 

p<.001)였다. 개인의 재분배 정책 선호도는 사회에서 결과 및 기회가 불평등하게 주어졌다고 

여겨질수록, 불평등한 상황을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할수록,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할수록 높아졌다. 그러나 주관적 지위가 미치는 영향력은 인지된 불평등 변수들의 영향력

의 절반 정도에 그쳤다. 따라서 재분배 정책 선호도는 단순히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는, 개인이 판단하는 사회의 불평등 수준과 공정에 관한 이념에 더욱 크고 직접

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지위가 이러한 불평등 및 공정성 이념에 유의

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모든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기회의 불평등 인식과 불공정성 인식 간 부정적인 연관성으로 인해, 기회의 불

평등 인식이 재분배 정책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축소되었을 수 있다. 국가 별 다집단분석

에서 두 변수 간 관계는 독일을 제외한 3 국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두 변

수 간 인과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기회의 불평등 인식의 재분배 정

책 선호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회의 불평등 인식과 불공정성 인식 간 부정적인 간접

효과에 의해 부분 상쇄되어 작게 추정되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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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 별 다집단분석(Multiple Group Analysis)

주관적 지위가 인지된 불평등 변수들을 거쳐 재분배 정책 선호도에 이르는 경로의 국가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분석을 수행했다. 다집단분석은 측정모형에 대한 국가 간 동일성 

검증과 구조모형에 대한 동일성 검증으로 나뉜다. 측정모형에 대한 동일성 검증은, 연구의 측

정변수들이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동일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으면, 측정모형이 각 집단에서 같은 개념을 측정하지 않았을 수 있다. 측정모형 분석에서 동

일성 검증은 크게 4단계로 진행된다. ① 형태동일성은 연구모형이 각 국가에서 동일한 정도의 

설명력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② 약한동일성은 각 국가에서, 측정변수들의 요인부하량이 모두 

동일한 경우를 가리킨다. 이는 측정변수들이 각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정도가 같다는 뜻이며, 

각 측정변수를 통해 잠재변수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정도가 국가 별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③ 

강한동일성은 측정변수들의 요인부하량과 절편이 모두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다. 이는 측정

변수가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요인부하량이 국가 별로 같을 뿐만 아니라, 측정변수들의 평균값

도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엄격한 동일성은 강한동일성 제약에 측정변수의 오차분산까

지 동일하다는 제약을 더한다. 보통 약한동일성 제약까지 충족되면, 측정모형이 각 집단에서 

같은 개념을 측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모형의 검증은 아무런 제약이 가해지지 않은 모형과 동일성 제약이 가해진 모형 간 카이제

곱검정을 통해 가능하다. 검정 결과가 유의하다면, 모형들 간 적합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는 것으로,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이 기각되고 측정모형이 국가 간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결

론 내릴 수 있다.

구조모형의 동일성 검증은 측정모형과 동일하다. 다만 측정모형에서는 잠재변수와 하위 측

정변수 간 요인부하량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것과 달리, 구조모형에서는 각 잠재변수 간 회귀

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다. 따라서 측정모형 동일성 검증의 해석은 측정변수들이 5가지 잠

재변수를 각 나라에서 똑같이 측정하는지에 관련되었던 것과 달리, 구조모형의 동일성 검증은 

5가지 잠재변수들이 각 나라에서 동일한 회귀관계 및 그 크기를 갖는지, 평균값이 같은지를 확

인한다.

본 연구는 스웨덴, 독일, 미국, 한국의 4 국가를 대상으로 다집단분석을 수행했다. [표 5]는 

측정모형 및 구조모형에 대한 국가 별 동일성 검증 결과다. 



[표 5] 측정모형 동일성 검증

Model χ2
M dfM p-value ⊿χ2 ⊿df p-value

RMSEA
(90% CI)

CFI SRMR

형태 
동일성

431.94 260 <.001*** .024
(.020, .028)

.988 .025

약한 
동일성

501.64 287 <.001*** 69.701 27 <.001***
.026

(.022, .030)
.984 .029

* p <.05, ** p <.01, *** p < .001 

측정모형의 국가 별 형태동일성 제약 결과, 적합도 지수는 χ2
M=431.94, dfM=260, p-value<.001, 

CFI=.988, RMSEA=.024, CI [.020, .028], SRMR=.025로 기준을 충족했다. 비제약모형의 적합도 χ
2=397.037, df=65, CFI=.979, RMSEA=.034와 비교 결과, 유의미한 적합도 저하가 발견되지 않았다

(⊿χ2=34.903, ⊿df=195, p-value=1).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각 국가 별로 최소한의 동일성 

가정을 만족했다. 그러나 약한동일성 가정은 충족되지 않았다. 적합도는 χ2
M=581.00, dfM=287, 

p-value<.001, CFI=.984, RMSEA=.026, CI [.022, .030], SRMR=.029로 우수했으나, 카이제곱검정 

결과, ⊿χ2=149.06, ⊿df=30, p-value<.001로 형태동일성 가정보다 설명력에서 유의미한 저하가 

있었다.

동일성 검증 과정에서, 위계적 모형 간 카이제곱검정 결과가 표본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왔다. Cheung, & Rensvold(2002: Kline 2016에서 재인용)는 이를 고

려하기 위해, 카이제곱검정에서 더 엄격한 모형이 기각되더라도, CFI가 0.01 이하로 감소하면 

동일성 가정을 기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엄밀한 기준이 아니므로, 카이

제곱검정 결과에 따라 약한동일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적합도가 높은 것

을 감안하여, 부분적으로 동일성이 충족될 수 있다고 보았다. 약한동일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았

으므로 강한동일성 이상의 분석은 결과에 포함하지 않았다(dfM=314, p-value<.001, CFI=.886, 

RMSEA=.067, CI [.064, .070], SRMR=.063).

[표 6]의 구조모형의 경우에도 χ2
M=431.94, dfM=260, p-value<.001, CFI=.988, RMSEA=.024, 

CI [.020, .028], SRMR=.025로 형태동일성 기준을 충족했다.

[표 6] 구조모형 동일성 검증

Model χ2
M dfM p-value ⊿χ2 ⊿df p-value

RMSEA
(90% CI)

CFI SRMR

형태 
동일성

431.94 260 <.001*** .024
(.020, .028)

.988 .025

약한 
동일성

581.15 290 <.001*** 149.21 30 <.001***
.030

(.027, .034)
.979 .039

* p <.05, ** p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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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제약모형의 적합도 χ2=397.037, df=65, CFI=.979, RMSEA=.034와 비교 결과, 유의미한 적

합도 저하가 발견되지 않았다(⊿χ2=34.903, ⊿df=195, p-value=1). 이는 연구의 5가지 변수 간 

회귀 경로가 각 국가에서 동일한 형태로 발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약한동일성 모형은 

χ2
M=581.15, dfM=290, p-value<.001, CFI=.979, RMSEA=.030, CI [.027, .034], SRMR=.039로 

적합도 기준은 통과했으나, 카이제곱검정 결과(⊿χ2=149.21, ⊿df=30, p-value<.001) 기각되

었다. 따라서 잠재변수 간 회귀계수의 크기는 국가 별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동일성 가정이 충족되는 경로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경로에서 국가 간 

차이가 나타났는지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했다. 

총 10개의 경로들에 개별적으로 동일성 제약을 가한 후, 형태동일성 모형과 카이제곱검정을 

수행했다. 동일성 검증 결과, H1(주관적 지위->기회의 불평등 인식), H5(기회의 불평등 인식->

불공정성 수준), H6(기회의 불평등 인식->결과의 불평등 인식), H7(기회의 불평등 인식->재분

배 정책 선호도)의 4가지 경로는 국가 간 동일하였으나, 나머지 6가지 경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1) 동일성 가정이 충족된 가설

[표 7]은 국가 별 동일성 여부와 각 경로의 회귀계수를 제시한다. 동일성 가정이 충족된 4가

지 경로의 경우, 주관적인 지위는 기회의 불평등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H1). 그러나 

스웨덴, 독일에서는 그 효과가 유의했으나 미국과 한국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이 

미국과 한국의 공통점 때문인지, 아니면 변수 간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탓인지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7] 국가 별 동일성 여부 및 회귀 계수

스웨덴 독일 미국 한국

H1: SES ->
Opportunity (O)

-.106*** (.035) -.048* (.027) -.063 (.041) -.011 (.017)

H2: SES ->
Unfairness (X)

-.391*** (.048) -.179** (.036) -.236*** (.064) -.099*** (.025)

H3: SES ->
Outcome (X)

-.117*** (.026) -.109*** (.023) -.142*** (.035) -.044*** (.014)

H4: SES ->
Redistribution (X)

-.238*** (.039) -.169*** (.026) -.133*** (.042) -.060*** (.015)

H5: Opportunity ->
Unfairness (O)

.024 (.066) -.124* (.066) -.001 (.071) -.046 (.063)

H6: Opportunity ->
Outcome (O)

.166*** (.037) .061 (.042) .186*** (.039) .080** (.038)



*p < .1, **p < .05, ***p < .01.

주관적 지위와 기회의 불평등 인식 간의 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경로(H5, H6, H7)는 모

두 기회의 불평등 인식의 영향력과 관련이 있었다. 기회의 불평등 인식과 불공정성 인식 간의 

관계(H5)는, 기회의 불평등과 능력주의 사상이 결합되어 체계 정당화로 이어진다는 기존 연구

와 반대되는 결과를 보였으며, 독일에서만 90% 수준에서 유의했다. 기회의 불평등 인식과 결과

의 불평등 인식 간의 관계는 스웨덴, 미국, 한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H6), 영향력의 크

기는 미국이 가장 크고 한국이 가장 작았다(미국(β=.186) > 스웨덴(β=.166) > 한국(β=.080)). 해

당 계수 값들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미국이 기회의 불평등 인식에 대한 반

응이 높다는 것, 한국은 반대로 기회의 불평등 인식의 영향력이 낮은 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미국의 강조는 재분배 정책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력(미국(β=.267) 

> 한국(β=.152) > 스웨덴(β=.143) > 독일(β=.122))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H7). 이는 미국이 결과

적 불평등을 개인의 책임 및 능력주의의 산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는 기존의 연구를 따른

다. 결과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려면, 그 기반에 있는 기회의 공정성은 확실하게 확보되어야 하

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은 기회의 불평등이 결과의 불평등 인식에 주는 영향력은 낮은 편이었

지만, 재분배 정책 선호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크게 나타났다. 이는 기회의 불평등 수준

이 높다고 인식하면, 결과의 불평등 수준과는 상관없이, 바로 재분배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동일성 가정이 위배된 가설

동일성 가정이 위배된 경로에서는 몇 가지 흥미로운 결과가 발견됐다. 첫째로, 주관적 지위

가 인지된 불평등 변수들과 재분배 정책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스웨덴에서 압도적으로 컸

다. 불공정성 인식(β=-.391)과 재분배 정책 선호도(β=-.238)의 경우, 4 국가 중 주관적 지위의 

영향이 가장 컸다. 결과의 불평등 수준(β=-.117) 역시 두 번째로 큰 효과를 보였다. 앞서 언급

되었던 기회의 불평등 수준(β=-.101)에서도 계수가 가장 컸던 것을 고려할 때, 사실상 대상 국

가 중 주관적 지위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평등한 사회일수록 주관적 지위

H7: Opportunity ->
Redistribution (O)

.143*** (.053) .122*** (.043) .267*** (.051) .152*** (.040)

H8: Unfairness ->
Outcome (X)

.050** (.023) .009 (.023) .044** (.019) .122*** (.025)

H9: Unfairness ->
Redistribution (X)

.309*** (.034) .218*** (.027) .247*** (.029) .139*** (.028)

H10: Outcome ->
Redistribution (X)

.336*** (.065) .261*** (.038) .144*** (.043) .304***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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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Duman(2019)의 주장을 재확인해준다.

반면, 주관적 지위에 가장 적은 영향을 받은 국가는 한국이었다. 스웨덴과는 정반대로, 주관

적 지위와 다른 변수들 간의 계수 크기가 가장 작았다. 불공정성 인식(β=-.099), 결과의 불평등 

수준(β=-.044), 재분배 정책 선호도(β=-.060) 모두, 주관적 지위의 효과 크기가 가장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기회의 불평등 수준(β=-.011)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가장 적은 

영향력을 보였다. 이는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한국의 계급 미분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다

만, 주관적 지위가 불평등 인식과 재분배 정책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했기 

때문에, 주관적 지위가 정책 선호도와 통계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Kim et al.(2018)의 주장과는 

다른 결론이 도출되었다. Duman(2019)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주관적 지위의 영향력이 가장 

작은 한국은, 4 국가 중 가장 불평등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주

의 체계를 채택하였으며, 불평등 수준이 높은 편으로 알려진 미국이 한국보다 더 높은 계수를 

보인 이유는, 부분적으로 Norton과 Ariely(2011)의 주장에서 찾을 수 있다. 그들은 미국인의 객

관적 소득 수준과 주관적 지위 인식 간의 불일치를 언급하면서, 미국인이 자국의 불평등 수준

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불평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 수준은 실질적인 불

평등 수준과 무관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따라서 한국과 미국의 객관적 불평등과는 상관없이, 

한국이 미국보다 사회의 불평등 수준을 더욱 심각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불공정성 인식의 영향력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는데, 결과의 불평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한국에서 가장 높았다(β=.122). 이는 불평등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할수록, 현재 결과

의 불평등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한국에서 가장 심하다는 것이다. 스웨덴(β=.050)과 

미국(β=.044)은 비슷했으며, 독일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불공정성 인식이 재분배 정책 선

호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한국에서 가장 낮았다(β=.139). 가장 높은 곳은 스웨덴(β=.309)이었으

며, 그 뒤를 미국(β=.247)과 독일(.218)이 따랐다. 한국과 다른 3 국가 간의 계수 차이가 큰 것을 

통해, 한국에서는 불공정성 인식이 실제 정책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는 경향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슷한 양상이 주관적 지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음을 고려할 때, 한국은 지위 및 

공정성이 실제 재분배 정책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널리 

퍼져 있는 인식과는 달리, 한국은 기회의 불평등 인식이 결과의 불평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

(β=.080)도 다른 국가(미국=.186, 스웨덴=.166)에 비해 약했다. 따라서 한국은 결과적 불평등이 

심한 원인을 기회의 불평등으로 돌리는 경향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적었다. 

그러나 재분배 정책 선호도에 미치는 기회 및 결과의 불평등 인식의 영향력은 4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편이었던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결과의 불평등의 영향력은 스웨덴(β=.336) > 

한국(β=.301) > 독일(β=.261) > 미국(β=.144)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4 국가 모두 영향력의 크



기가 높게 나타난 것을 통해, 결국 결정적으로 재분배 정책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과의 

불평등 인식임을 확인할 수 있다. 불공정성 인식이 결과의 불평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β

=.122)과 결과의 불평등 인식이 재분배 정책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력(β=.301)이 매우 높은 것

을 통해, 한국은 공정성 인식이 직접적으로 재분배 정책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결과

의 불평등 인식에 의해 매개됨을 추측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결과의 불평등이 정책 선

호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작았다. 이는 미국이 추구하는 자유주의 경제 체계의 단면을 보

여주며, 공산/사회주의에 대한 반발심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기회의 불평등이 재

분배 정책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국에서 가장 컸던 것도 자유주의 체제의 연장선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두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공정한 기회를 강조하는 대신, 이후의 결과의 불평등은 개

인의 책임으로 여기는 자유주의 이념과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어느 복지 체계

와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5. 결론 및 한계점

본 연구는 주관적인 계층 의식, 불평등 인식, 재분배 정책 선호도 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을 

통해 검증하고자 했다. 기존 연구들은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관찰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적 검증은 실제로 개인이 재분배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내면 과정을 통합적으로 

연구한 것이 아니라는 한계점을 지닌다. 또한, 연구자들은 개인의 주관적 지위와 인지된 불평

등을 측정 및 변수화 하는 방법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이라는 방

법을 통해 이러한 한계점을 모두 고려하고자 했다.

선행 연구들은 계층 의식과 불평등 인식, 재분배 정책 태도 간의 관계가 국가 별로 다르게 나

타나는 것을 발견했다(Hong, Jin, & Koo, 2021; Jacobsen, 2011; Jæger, 2006; Niehues, 

2014). 그들은 이러한 양상의 원인을 정치적 제도와 복지 체계에서 찾았다. 본 연구는 앞서 언

급된 개별적 관찰의 한계점을 극복함과 동시에, 국가 별 복지 체계의 차이 속에서 ‘중위 투표자 

이론’과 관련한 여러 논쟁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대상 국가 전체에 대한 분석 결과, 개인이 판단하는 주관적 지위가 낮을수록 재분배 정책을 

더 선호할 것이라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는 유효했다. 주관적 지위가 낮을수록 기회 불평등과 

결과 불평등 인식이 높아졌으며, 불평등한 결과가 불공정하다고 간주했다. 이러한 불평등 인식

이 높을수록 재분배 정책 선호도는 높아졌는데, 특히 결과 불평등 인식의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컸다. 기회 불평등은 운, 부모의 경제력, 사회적 인맥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소로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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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불평등 인식을 악화시켰으며, 동시에 재분배 정책 선호를 높였다. 불공정성 인식이 높은 응

답자는 현행 체계와 불평등 자체에 비판적 성향을 지녀, 재분배 정책 수요가 높았다. 종합하여 

볼 때, 주관적 지위와 인지된 불평등, 재분배 태도 간의 일련의 관계는 개인의 내면적 사고 흐

름 속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다집단분석 결과, 주목할 만한 점들이 발견되었다. 첫째로, 주관적 지위가 불평등 인

식 및 재분배 정책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스웨덴에서 가장 컸다. 즉, 스웨덴의 경우 개인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할수록 사회가 불평등하다고 여기며, 재분배 정책을 요

구하는 정도가 강했다. 이는 사회가 평등할수록 재분배 정책 선호도에 대한 주관적인 지위의 

설명력이 강하다는 Duman(2019)의 주장과 일치한다. 또한, 불평등 인식 변수들이 재분배 정책 

수요에 미치는 영향력도 4 국가 중 매우 높았다. 특히, 불평등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할수록, 결

과가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고 생각할수록 재분배 정책에 대한 수요가 매우 컸다. 이는 현

재 가장 진보적인 사회민주주의 복지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다. 불평등한 

상황에 직면할 시, 불만을 즉각적으로 복지 확대라는 정책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성향을 볼 

수 있었다.

다른 체계에 비해 사회민주주의 체계가 가지는 특징은 개별 변수의 평균에서도 드러났다. 

스웨덴 국민은 다른 국가에 비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

한 불평등을 불공정하다고 바라보는 인식 수준도 매우 높았다. 반면, 사회의 기회 및 결과 불평

등 인식은 가장 낮아,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추구하는 사회민주주의 체계의 영향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재분배 정책 선호도는 미국을 제외한 세 국가 중 가장 낮았는데, 이는 이미 많은 재

분배 정책이 시행 중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분배 정책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으

로 추측할 수 있다.

한국의 개별 변수 값의 양상은 스웨덴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한국인은 자신의 계층을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불평등한 상황에 다른 국가에 비해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사회의 기회 및 결과 불평등 수준은 4 국가 중 가장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인이 사회의 불평등 수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 속에서 자신을 낮은 계

층에 위치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에도 불평등 자체를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자유주의적 이념의 영향으로 보인다. 다만, 재분배 정책에 대한 선호는 가

장 높아, 자유주의 체제에 속한다고 섣불리 결론내리기 어려운 복합적 성향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국은 상대적으로 불평등 인식과 정책 수요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한국은 대체로 모든 경로에서 영향력이 낮았으나, 불공정성 인식



이 결과 불평등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의 불평등 수준이 재분배 정책 선호도에 미치는 영

향력은 매우 높았다. 이는 불평등을 불공정하다고 생각할수록 한국 사회의 결과적 불평등 수준

이 심하다고 판단하며, 이러한 판단이 재분배 정책에 대한 높은 수요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

한다. 즉, 국내에서 재분배 정책이 성공적으로 지원받기 위해서 정책 입안자들은 기회 불평등 

보다는, 불공정성 인식과 결과 불평등 인식에 대해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평등한 사회일수록 주관적 지위가 재분배 정책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Duman 

(2019)의 주장을 고려할 때, 가장 영향력이 작았던 한국은 4 국가 중 가장 불평등한 나라로 인

식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자유주의 복지 체계인 미국보다도 영향력이 작게 나타난 이유

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Duman(2019)의 주장대로 한국인들이 한국의 불평등 수준

을 높게 평가했을 수 있다. 다만, 미국인은 자국의 불평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감안

할 때(Norton & Ariely, 2011), 두 국가의 객관적 불평등 수준과는 상관없이 인식 수준에서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기회의 불평등이 재분배 정책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4 국가 중 가장 컸

던 반면, 결과의 불평등의 영향력은 가장 작았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강

조하기 때문에, 경쟁 과정에서 기회의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면, 결과의 불평등은 개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작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노력으로 인해 결과적 불평등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정당하다는 자유주의적 인식을 보여준다

(Alesina, & Glaeser, 2004). 실제로 미국은, 불공정성 인식이 매우 낮은 편에 속했으며, 기회 불

평등 인식도 낮았다. 미국 사회가 불평등에 대해 관대하며 기회도 비교적 공정하게 주어졌다고 

인식함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나 자유주의적 성향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재분배 정책 선호

도로, 4 국가 중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불평등과는 별개로 정부의 개입을 선호하지 

않는 미국의 경향을 보여준다. 조합주의 모델의 대표인 독일은 대부분의 경로에서 중간에 위치

하여 눈에 띄는 성향을 관찰하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을 통해 기존 연구들의 개별적 시도들을 통합하고자 했으나,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로, 연구에 사용한 자료의 특성 상 시간적 인과관계를 검증할 수 없었다.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ISSP)의 Social Inequality는 1999년 이후, 10년을 주

기로 발행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자료는 참여국들의 응답이 완벽하게 종합되지 않아, 연구

에 활용하고자 하는 국가가 누락된 경우가 존재했다. 따라서 2009년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또한, Social Inequality의 설문조사가 완벽한 추적조사가 아닌 관계로, 개인에 대

한 엄밀한 시간적 선후 변화를 연구하기가 어려웠다. 시계열 데이터를 통한 후속 연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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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로, 다집단분석 결과 통계적 유의성이 확실하지 않았던 경로가 존재했다. 주관적 지위가 

기회의 불평등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의 경우, 스웨덴과 독일에서는 유의했으나 미국과 한국에

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기회의 불평등 인식이 불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독일에서

만 유의했다. 반대로 기회의 불평등 인식이 결과의 불평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독일을 제외

한 3개 국가에서 모두 유의했다. 본 연구를 통해서는 해당 경로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에 대

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어렵다. 가령, 주관적 지위와 기회의 불평등 간의 관계는 실제로 스웨덴

과 독일에서는 유의하지만, 미국과 한국에서는 국가의 다른 특성으로 인해 유의하지 않게 나타

났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기회의 불평등 인식과 불공정성 인식 및 결과의 불평등 인식 간 관

계도 독일의 특수성이 작용하여 유의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위의 세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주관적 지위, 인지

된 불평등, 재분배 정책 선호도의 관계를 관찰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경제적 불평

등에 대한 담론은 한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

장 정책 실패와 부동산 가격 폭등 이후, 경제적 격차의 해결법에 대한 담론이 부재한 상태다. 

그 해답이 재분배 정책일지, 혹은 다른 방법일지는 알 수 없으나, 재분배 정책을 통한 격차 해

소를 고려하는 학자들에게는 본 연구가 하나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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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스웨덴, 독일, 미국, 한국 응답자의 기술통계

스웨덴 (N=758) 독일 (N=1,052) 미국 (N=1,139) 한국 (N=1,494) 총 (N=4,443)

성별 (남성=1) 352(46.4%) 499(47.4%) 598(52.5%) 762(51%) 2,211(49.8%)

연령 48.18(15.60) 49.00(17.97) 47.82(16.26) 43.03(15.00) 46.55(16.36)

학력

  초졸 이하 106(14.0%) 347(33.0%) 30(2.6%) 148(9.9%) 621(14.0%)

  중졸 212(28.0%) 388(36.9%) 69(6.1%) 154(10.3%) 823(18.5%)

  고졸 135(17.8%) 116 (11.0%) 366(32.1%) 452(30.3%) 1,069(24.1%)

  대학생/전문대졸 78(10.3%) 58 (5.5%) 318(27.9%) 347(23.2%) 801(18.0%)

  대졸 이상 227(30.0%) 143(13.6%) 356(31.3%) 393(26.3%) 1,119(25.2%)

고용 상태

  피고용자 549(72.4%) 570(54.2%) 704(61.8%) 916(61.3%) 2,739(61.6%)

  실업자 26(3.4%) 57(5.4%) 64(5.6%) 40(2.7%) 187(4.1%)

  은퇴자 114(15.0%) 285(27.1%) 177(15.5%) 110(7.4%) 686(15.4%)

  비경제인구 69(9.1%) 140(13.3%) 194(17.0%) 428(28.6%) 831(18.7%)

[부표 2] 국가 별 주요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스웨덴 (N=758) 독일 (N=1,052) 미국 (N=1,139) 한국 (N=1,494) 총 (N=4,443)

SES1 6.03, 1.50 5.76, 1.50 5.81, 1.53 4.55, 1.56 5.41, 1.65

SES2 3.60, 1.06 3.48, 1.09 3.15, 1.11 3.37, 1.13 3.38, 1.11

PUF1 3.83, 1.20 3.85, 1.06 3.23, 1.30 3.51, 1.16 3.57, 1.21

PUF2 3.87, 1.18 3.93, .99 3.18, 1.29 3.15, 1.20 3.47, 1.23

POP1 2.51, .97 2.92, 1.04 2.86, 1.07 3.38, 1.01 2.97, 1.07

POP2 2.06, .86 2.49, .92 2.62, 1.00 2.86, 1.02 2.57, 1.00

POP3 2.05, 1.00 2.35, 1.10 2.02, 1.00 2.11, .92 2.13, 1.00

POP4 2.11, .99 2.21, 1.10 2.01, .99 2.28, .94 2.11, 1.01

POC1 2.37, .64 2.69, .72 2.69, .75 3.21, .68 2.81, .76

POC2 2.01, .53 2.11, .59 2.15, .68 2.71, .71 2.30, .71

POC3 2.25, .58 2.52, .69 2.62, .70 3.34, .62 2.78, .78

POC4 2.76, .74 2.76, .74 2.97, .83 3.31, .80 3.00, .82

PR1 3.86, 1.04 4.35, .81 3.77, 1.13 4.32, .78 4.11, .97

PR2 3.46, 1.18 3.68, 1.18 2.66, 1.24 3.92, .96 3.46, 1.23



[부표 3]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SES1 SES2 PUF1 PUF2 POP1 POP2 POP3 POP4 POC1 POC2 POC3 POC4 PR1 PR2

SES1 1.00

SES2 .50*** 1.00

PUF1 -.10*** -.09*** 1.00

PUF2 -.05** -.08*** .67*** 1.00

POP1 -.14*** -.05*** -.02 -.06*** 1.00

POP2 -.11*** -.07*** -.03** -.05*** .41*** 1.00

POP3 -.00 -.01 .01 .02 .29*** .28*** 1.00

POP4 -.05*** -.01 .01 .00 .26*** .26*** .52*** 1.00

POC1 -.24*** -.13*** .06*** -.00 .17*** .17*** .04*** .08*** 1.00

POC2 -.24*** -.10*** .02 -.02 .17*** .18*** .06*** .11*** .51*** 1.00

POC3 -.27*** -.10*** .02 -.07*** .20*** .18*** .05*** .09*** .50*** .50*** 1.00

POC4 -.17*** -.10*** .06*** .01 .12*** .11*** .01*** .05*** .59*** .40*** .48*** 1.00

PR1 -.21*** -.16*** .26*** .23*** .16*** .12*** .08*** .08*** .24*** .16*** .21*** .21*** 1.00

PR2 -.24*** -.14*** .28*** .25*** .14*** .11*** .07*** .08*** .24*** .23*** .22*** .19*** .48*** 1.00

* p <.1, ** p <.05,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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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and Attitudes toward 

Redistribution Policy:

Mediation Effect by Perceived Inequality

Hae-Chang Lee*

1)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the individual’s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SES) to the attitudes 

toward the redistribution policy, mediated by the perceived inequality,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Since the countries’ welfare systems and ideologies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preference of policies, the cross-country analysis was conducted(Sweden, Germany, USA, and South 

Korea), referencing to the classification of the welfare states by Esping-Andersen(1990).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the size of the indirect effect of the subjective SES to the preference of redistribution was 

nearly half of the total effect. Secondly, the lower the individual’s subjective SES, the higher the level of 

perceived inequality of opportunity and outcome, the perceived unfairness of the inequality, and the 

preference of the redistribution. At third, the effects of subjective SES were biggest in Sweden and smallest 

in South Korea. At fourth, the perceived inequality of opportunity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perceived inequality of outcome and the preference of the redistribution in USA. Finally, the perceived 

unfairness showed the biggest effect on the perceived inequality of outcome in South Korea. Also, the 

perceived inequality of outcome had the biggest influence to the preference of the redistribution in South 

Korea. These results could contribute to the better understanding of the key factors on the preference of 

the redistribution in South Korea, reflecting the demands of Koreans to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the 

government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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