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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주의 vs 선별주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upon the Determinants of Welfare Attitudes 
on Universalism vs Selectivism

김신영*

Sin-Young Kim*

요 약 본 연구는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복지태도’를 개념적으로 정의한 후,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탐색해보

보자 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어 온 많은 변수들

중 대표적으로 응답자의 ‘경제적 지위’나 ‘교육수준’ 등은 연구의 종속변수인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복지태도’에는 영

향을 미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는 ‘정치적 지향’이나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등과

같은 정치사회적 의식 관련 변수들에서 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측정상의 오류를 포함한 여러 가지 원인에 대

한 추정이 가능하다. 하나의 가능성은 한국인이 보이는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구분은 학습 또는 경험된 논리나 의식

의 차원이 아닌 정치적 구호나 수사(修辭)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보편주의와 선별주

의 논쟁은 강단 학자들 중심의 이념형(ideal-type)적 차원과 현실 정치인들의 정치투쟁의 장(場)을 제외한 현실 사회

정책이나 제도 구현의 영역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을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보편주의, 선별주의, 위계적 회귀분석

Abstract This study purports to explore potential determinants of welfare attitudes toward universalism vs 
selectivism. For this purpose, literature review upon such subjects as definitions of universalism and selectivism 
and welfare attitudes has been done.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show several major results. First and 
foremost, the effects of those variables such as political orientation and attitudes toward free education and 
gratuitous child care, categorized as political-social stance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However, it was 
unexpected results that those variables which have been found signigicant in predicting welfare attitudes in 
previous literature, that is to say age, education and economic status especially were not to be found significant 
in predicting welfare attitudes toward universalism vs selectivism. There could be many underlying causes for 
this result including measurement errors, and this study strongly speculates that the division between 
universalism vs selectivism itself exists only both in purely conceptual level and in political rhetoric and 
therefore, universalism or selectivism as people’s consistent and logical attitudes or consciousness may simply 
not exist at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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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1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 무상급식에 대한 찬

반을 계기로 한국사회에 등장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에 대한 논쟁은 비단 학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선거철이 되면 진보와 보수 진영은 복지정책의

범위와 재원 등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고 이러한 논쟁

의 귀착점은 결국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추상적

이념이나 윤리적 관점 또는 ‘공짜점심, 재벌급식’ 등의

슬로건에서 드러나는 선동적 관점으로 빠져들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이러한 현실에서 저

자가 가져왔던 질문들은 첫째, 현 시대를 살아가는 한

국인들에게 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는 어떠한 상(象,

image)으로 다가오고 있을까? 둘째, 만약 한국인에게

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상(象,

image)이 존재한다면 한국인들은 보편주의 또는 선별

주의 등의 단어가 지시하는 정확한 의미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에 대한 지지

정도,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

가? 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먼저, 사

회정책 영역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과거 문

헌 검토 및 개괄적 설명이다. 다음으로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둘러싼 학계의 주요한 논쟁을 소개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담론 정치 측면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

의 논쟁에 대한 검토 및 복지태도에 대한 일반론적 고

찰이다.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논쟁을 정치적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통의

한국인들에게 보편주의 vs 선별주의의 구분이 정확한

개념적 토대와 정책의 구체적 실체에 기반하여 진행되

고 있는지 아니면 일종의 정치적 구호로 작동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경험적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한국인

들이 갖는 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에 대한 인식과 지지

정도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한

다. 분석에 쓰일 자료는 2019 복지패널 자료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개념적 정리는 과거 연

구들에서 비교적 잘 정리된 바 있으며 여기서는 보편주

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학계의 공통적 개념정의에서 출

발하고자 한다.

먼저 보편주의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 국민에게 보편

적으로 적용되는 사회정책 운용의 원칙 또는 모든 시민

을 사회정책의 대상으로 포괄하는 이념을 보편주의적

사회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추상적 선언 수준의 개

념 정의를 제외한다면 실제 어느 국가에서도 모든 국민

에게 어떠한 조건도 없이라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회

정책은 발견할 수 없다. 즉, 시민들 간의 차별을 제도화

하지 않으며 빈자를 포함한 욕구가 있는 사람을 다른

시민으로부터 분리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회정책의 수

급자격을 사회적 시민권으로부터 도출시키고자 하는

보편주의의 정의는 현실 속에서 사회정책 설계의 구체

적 원리라기보다는 일종의 선언 또는 정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보편주의가 사회복지 급여를 사회적 권리차원에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선별주의는 개인의 욕구에 기초한 복지급여를 강조한

다. 이 때 개인의 욕구는 정부의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조사에 기초하게 된다. 선별주의에 대한 선호는 복지급

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예컨대 저소득 가구 및

개인) 보다 많은 자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복지에

대한 수요를 줄임과 동시에 공공지출의 팽창을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자산

조사에 기반 한 복지급여 수급자격 부여를 선별주의로

칭하는 것으로 한다. 한국 정치사에서 보수와 진보간의

갈등은 2010년 이전에도 다양한 이슈들을 통해 진행되

어 왔으나 20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학교 무상급식으

로 발현된 복지체제 이슈가 마침내 한국의 보수 vs 진

보의 담론투쟁의 핵심에 자리 잡게 되었다. 이 과정에

서 보수와 진보 각 진영은 복지체제에 대한 자신들의

이해를 통합하고 유권자들로부터 지지와 정당성을 확

보하기 위해 정치적 상징과 수사 그리고 가치체계를 생

산해 내게 된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둘러싼 담론정

치의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지점은 언론이었다. 많은

매체들이 당시에 쏟아낸 기사제목, 기사, 사설 등에 나

타난 수사(修辭)들은 복지체제를 둘러싼 담론정치를 지

속적으로 확대 재생산하였으며 빈번하게 나타난 자극

적 표현들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둘러싼 논쟁의 지

점을 과연 언론이 제대로 파악하고 대중들에게 전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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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지 여부조차 의심케 하였다.

2. 복지태도 및 결정요인

복지태도에 대한 연구는 크게 복지태도 개념을 구성

하는 하위 요인들과 그것들에 대한 조작화에 대한 연

구, 그리고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주제의 경우 넒은 의

미에서 복지태도는 사회구성 및 운영원리에 대한 전반

적 가치,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이념적 성향, 사회 내 불

평등에 대한 태도, 복지책임의 주체, 복지실천의지, 복

지비용과 조세문제에 대한 태도, 소득재분배에 대한 태

도 등 개념적으로 일정 수준 구분되어 있는 다양한 하

위구성영역을 포함하고 있다[9].

다음으로 개인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은 크게 자기이해 요인, 자신의 계급 또는 계층 요인,

그리고 지지하는 사회적 규범과 가치 요인 등 세 가지

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자기이해 요인은 인간본성에

대한 전제를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관에 두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이익

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 존재이며 따라서 복지제

도에 대한 태도 역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전략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개인의 복

지태도가 자신의 속한 계급이나 계층적 지위에 따라 달

라진다는 주장에 따르면 복지제도란 시장경제의 작동

에 의해 파생된 계급 또는 계층적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국가의 정치적 개입이며 따라서 제도의 결과와 그

것에 대한 태도 역시 계급과 계층별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음에 주목한다. 마지막으로 복지태도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가치의 영향에 주목하는 입장에 따르면,

사회화 과정에서 학습된 평등주의와 사회적 연대의식

이 국가의 역할이나 불평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

며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도움을 집단적 이

해관계 또는 도덕적 의무로 받아들이는 일종의 계몽된

이타주의적 경향에 주목한다.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대

한 연구는 주로 사회인구학적 집단별 및 직업별 복지태

도의 차이를 규명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11]. 2000년대

이후 복지태도 연구는 사회계층 또는 계급이 복지태도

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 왔다[2, 14, 17, 8, 13, 10]. 전

반적으로 계급 또는 계층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계량 분석 결과들은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으나 2010년 이후의 연구결과들은 저소득층의 친복지

적 태도가 상대적으로 뚜렷해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

다.

복지태도의 집단별 차이에 대한 연구주제는 마르크

스주의류의 계급결정론 또는 계급정치의 약화에 따른

탈계급적론과 신제도주의적 접근을 시도하면서 이론적

으로 보다 정교화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2, 14, 1].

마르크스주의류의 계급결정론에 기반 한 연구들[14, 2,

8]에 따르면, 서구의 경우와[16, 19, 15, 3, 4, 5, 18] 달리

한국의 경우 개인의 계급적 지위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오

히려 계층지위가 높을수록 복지제도의 확대에 우호적

인 태도를 보이거나 구중간계급이 노동계급보다 국가

의 복지개입을 선호하거나 또는 경제적 계급이 복지태

도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 연령대별, 교육수준 등의 요

인들에 의해 매개되거나 또는 심지어 굴절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소위 이해관계 가설이 주

목하는 첫 번째 특성은 바로 연령이다. 일반적으로 노

령인구 집단은 노령연금을 포함한 높은 수준의 복지수

요를 보이며 따라서 복지확대에 우호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7]. 다음으로 개인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보

여주는 육체노동계층, 저소득층, 실업자, 그리고 은퇴자

집단 역시 유사한 이유로 사회복지 확대에 우호적인 태

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존재한다[12, 18, 5].

복지태도는 정치적 지향 측면에서도 연구되어 왔다.

좌파지향적(leftist)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경우 우파지향

적 가치에 비해 보편적 복지와 높은 수준의 국가개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잉글하트가 이름 붙인 물질주

의적 가치[6]를 가질 경우 타인의 복지에 대한 공감 보

다는 자기 자신의 물질적 행복의 추구를 지향하며 따라

서 보편지향적인 국가개입에 반대하는 경향을 보일 가

능성이 높다.

Ⅲ. 연구 방법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

지연구소가 공동으로 조사한 한국복지패널 2019년 14

차년도 조사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20세에서 80세까지의 응답자들만을 대상으로

자료 분석이 진행되었으며 최종 분석 대상자는 미응답

자를 제외한 1,982명이다. 복지패널의 경우 저소득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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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표집되어 있음으로 인해 모든 분석에 가중치가 부

여되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응답자의 보편주의 복지정책

에 대한 태도이며 조사 문항 가운데 사회서비스 대상을

묻는 질문을 통해 측정되었다. 다양한 독립변수들이 선

형회귀분석 모형에 투입되었으며 이들 독립변수들은

사전 문헌 검토를 통해 몇 개의 큰 범주들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범주에는 ‘성

별’, ‘연령’, 그리고 ‘교육수준’이 포함되었다. 둘째, 응답

자의 계층적 특성과 복지지위 범주는 ‘장애판정 여부’와

‘저소득층 여부’, 그리고 ‘가처분 소득 수준’이 포함되었

다. 셋째, 응답자의 정치적 태도와 관련된 변수들로 구

성된 범주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 ‘정치에 대한 일반적

관심 정도’, 그리고 ‘한국정치 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포

함되었다. 넷째, 세금과 관련된 응답자태도에 대한 범주

의 변수는 ‘복지위한 증세’, ‘조세 형평성’, ‘고소득층 세

금수준’, ‘중산층 세금 수준’, 그리고 ‘저소득층 세금 수

준’ 등에 관한 문항들이 활용되었다. 마지막으로 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은 무상복지에 대한 태도 변수들이다. 모

형에 투입된 변수들의 기술 통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변수 기술 통계
Table 1. Variable Descriptive Statistics

변수 범위 평균 표준편차

성별 0) – 1)* n.a n.a

연령대 1) - 6)** 3.26 1.32

장애판정 0) – 1)*** n.a n.a

교육수준 1) - 6)**** 2.78 1.11

저소득층 0)– 1)***** n.a n.a

가처분소득 1) - 6)* 3.57 1.43

정치적 성향 1) - 5)** 2.88 .86

정치상황 만족 1) - 5)*** 4.05 .88

정치에 대한 관심 1) - 5)**** 3.35 1.00

복지위한 증세 1) - 5)***** 3.88 1.57

세금 공정성 1) - 7)* 2.23 1.18

고소득층 세금수준 1) - 5)** 3.96 .88

중간층 세금수준 1) - 5)*** 2.73 .74

저소득층 세금수준 1) - 5)**** 2.60 .80

한국의 소득격차 1) - 7)***** 1.82 .67

대학까지 무상교육 1) - 5)* 3.12 1.15

무상보육 1) - 5)** 2.27 .96

Ⅳ.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위계적 회귀분석 기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추가되는 변수로 인한 R2 증가분은 새로운 예측변수

(들)의 설명력 기여 정도를 나타낸다. 문헌검토를 통하

여 모형에 투입될 독립변수들을 파악 한 다음 총 다섯

개의 모형 구축을 통해 독립변수(들)를 위계적으로 회

귀모형에 투입하였다.

모형 1은 인구사회학적 변수만을 투입한 것이다. 분

석결과에 따르면 유의수준 .05에서 모형은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개별 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다른

모든 조건들이 동일할 때 응답자의 성별은 보편주의 복

* 0) 여성, 1) 남성
**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6) 70대
*** 0) 비장애인 집단, 1) 장애판정 집단
**** 1) 중졸 이하, 2) 고등학교 졸업 이하, 3) 전문대학 졸업 이
하, 4) 대학교 졸업, 5) 대학원 석사, 6) 대학원 박사

***** 0) 저소득층 가구, 1) 비저소득층 가구
* 1) 2000만원 이하, 2) 2000–4000만원 미만, 3) 4000–6000 만원
미만, 4) 6000–8000만원 미만, 5) 8000만원 이상

** 조사문항은 “귀하는 자신이 어느 정도 진보적 또는 보수적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진보적, 2) 다소 진보적, 3) 중도,
4) 다소 보수적, 5) 매우 보수적

*** 조사문항은 “귀하는 한국의 정치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또는
불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다소 만족, 3) 만족도 불
만족도 아님, 4) 다소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 조사 문항은 “귀하는 개인적으로 정치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십니까?”, 1) 매우 관심, 2) 상당히 관심, 3) 다소 관심, 4)
별로 관심이 없음, 5) 전혀 관심이 없음

***** 조사 문항은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1) 매우 동의, 2) 동의, 3)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음, 4)
반대, 5) 매우 반대

* 조사 문항은 “나보다 돈을 많이 벌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
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잘
모르겠음, 4) 그렇지 않음, 5) 매우 그렇지 않음

** 조사 문항은 “귀하는 고소득층이 현재 내는 세금 수준이 어떻
다고 생각하십니까?”, 1) 지나치게 높음, 2) 꽤 높음, 3) 적절
한 편임, 4) 꽤 낮음, 5) 너무 지나치게 낮음

*** 조사 문항은 “귀하는 중간층이 현재 내는 세금 수준이 어떻다
고 생각하십니까?”, 1) 지나치게 높음, 2) 꽤 높음, 3) 적절한
편임, 4) 꽤 낮음, 5) 너무 지나치게 낮음

**** 조사 문항은 “귀하는 저소득층이 현재 내는 세금 수준이 어
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지나치게 높음, 2) 꽤 높음, 3) 적
절한 편임, 4) 꽤 낮음, 5) 너무 지나치게 낮음

***** 조사 문항은 “우리나라는 소득이나 재산에 있어서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범주는 7점 척도이며 1) 매
우 평등, 7) 매우 불평등만 제시되어 있다.

* 조사 문항은 “대학까지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
다”, 1) 매우 동의, 2) 동의, 3)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음, 4)
반대, 5) 매우 반대

** 조사 문항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
다” 1) 매우 동의, 2) 동의, 3)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음, 4)
반대, 5) 매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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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대의 경우, 응답자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선별주의적 복

지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복지태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장애판정여부의

경우 장애판정을 받지 않은 집단이 장애판정을 받은 집

단에 비해 보편주의적 태도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준화 회귀계수를 통해 연령대와 장애판정여

부의 효과의 상대적 크기를 살펴본 결과 유사한 수준으

로 나타났다.

모형 2는 모형 1에 응답자의 경제적 지위 관련 변수

를 추가한 것이다. R2값 증가분은 모형의 설명력이 충

분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 준다. 분석

결과, ‘저소득층 여부’와 ‘가처분소득’을 통해 파악한 응

답자의 경제적 지위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

수준 .05에서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

관적으로 저소득층이 보편주의를, 경제적 지위가 상승

할수록 선별주의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자료 분석의 결과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모

형 1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였던 연령대와 장애판정여부

는 통계적 유의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모형 3은 모형 2에 응답자의 정치적 지향 관련 변수

들을 추가한 것이다. 모델 2 대비 R2값 증가분은 모형3

의 설명력이 충분히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분석 결과,

정치적 지향 관련 변수들 가운데 ‘자신의 정치적 성향’

을 제외한 나머지 두 변수는 응답자의 보편주의 vs 선

별주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층 여부’와 ‘가처분소득’등의 응답자의 경제적 지

위 역시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였던 연

령대와 장애판정여부는 통계적 유의함을 계속해서 유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는 모형 3에 세금에 대한 응답자들의 관련 변

수들을 추가한 것이다. 모델 3 대비 R2값 증가분은 모

형4의 설명력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분석 결

과, ‘복지위한 증세’와 ‘세금 불공정성’, 그리고 ‘중산층

의 세금 수준’ 등은 응답자의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태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

형 3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였던 연령대와 장애판정여

부, 그리고 응답자의 정치적 지향 역시 통계적 유의함

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5는 모형 4에 한국사회 불평등 정도 인식과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 변수들을

추가하였다. 모델 4 대비 R2값 증가분은 모형5의 설명

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하였음을 보여

준다. 분석 결과, 추가로 투입된 모든 변수는 응답자의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 4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였

던 연령대와 장애판정여부, 응답자의 정치적 지향, 복지

증세, 세금불공정성, 그리고 중산층 세금 수준 등은 통

계적 유의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

미로운 사실은 연령대와 정치적 지향의 효과가 모형 5

에서는 사라진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효과의 상대적

크기를 살펴 본 결과,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변수의 효

과크기가 다른 변수들에 비해 훨씬 크게 나타났으며 다

음으로 세금 불공정성, 복지위한 증세 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총 5개의 모형을 분석하였

으며 기존 연구들에서 복지태도와 연관을 맺고 있는 것

으로 알려진 변수들이 모형에 순차적으로 투입되었음

을 고려할 때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성별, 교육수준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

수들이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수준 변수는 소위 ‘사회화

가설’에서 복지태도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알려진 바, 이번 분석의 결론은 다소 놀랍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경제적 지위 관련 변수들이 응답자들의

복지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결과 역

시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분석결과의 해석

에 매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복지위한

증세,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정치적 지향 등의 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나 방향은 상식적인 수

준에서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 특히 무상보육 및 무상

교육에 대한 태도는 어찌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구분과

액면 및 구성타당도 측면에서 공유하는 측면이 많을 것

을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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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복지태도 결정요인 분석
Table 2. Determinants of Universalism vs Selectivism Welfare
Attitudes

* p <.1, ** p <.05, ***, p < .001

Ⅴ. 결 론

이 연구는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복지태도’를 개념

적으로 정의한 다음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탐색

해보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분석 결과만을 놓고 보면,

기존 연구들에서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어 온 많은 변수들이 이 연구의 종속변수

인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복지태도’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

는 ‘정치적 지향’이나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등과 같은

정치사회적 의식 관련 변수들에서 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경제적 지위’나 ‘교육수준’ 등과 같은 기존 복

지태도 연구들에서 강건한(robust) 효과를 보여 온 변

수들이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분명

사후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장애판정

여부’ 변수의 일관되게 유의한 효과는 장애판정 집단들

이 스스로 표출한 자신들에 대한 선별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드러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으로 판단

된다.

사회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 가운데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논쟁은 전국 단위 선거 때마다 주요 이슈로

등장하였으며 보수와 진보 진영은 각자의 패러다임과

논리를 통해 논쟁에 임해왔고 따라서 한국인들에게 보

편주의 또는 선별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각인되어온

개념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보편주의 vs 선별주의의

구분은 한국인의 복지태도의 주요한 구성요인으로 자

리 잡았을 것이라는 전제에 이 연구는 기반하고 있다.

분석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그러나, 기존 연구들에서 한

국인의 복지태도를 유의하게 설명 및 예측하고 있는 변

수들의 상당수가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복지태도를 설

명해 내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는 측정상의 오류를 포함한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추

정이 가능하다. 연구자가 제기하고자 하는 하나의 가능

성은 한국인이 보이는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구분은

학습 또는 경험된 논리나 의식의 차원이 아닌 정치적

구호나 수사(修辭)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사회정책 영역에서 보편주의 vs 선별주의의 명

확한 구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미 자체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이미 논의된 바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사회보험은 외형적으로 보편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현실은 보편주의의 현실 적용의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

고 있으며, 자산조사를 통해 급여를 제공하는 공적부조

의 경우 보편주의적 급여로의 전환에 대한 현실적 논의

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에서의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논쟁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그리

1 2 3
b β t b β t b β t

상수 2.58 12.20*** 2.58 10.56*** 2.52 7.46
성별 -.02-.01 -.45 -.02-.01 -.40 -.01-.00 -.18
연령대 .05 .06 2.34** .05 .05 1.96** .05 .06 2.04**

장애판정 .27 .05 2.05** .35 .06 2.30** .39 .06 2.40**

교육수준 -.01-.01 -.37 .00 .00 .02 .00 .00 .031
저소득층 -.03-.01 -.32 -.11-.02 -.95
가처분
소득 -.01-.01 -.60 -.03-.03 -1.10

정치적
성향 .04 .03 1.99*

정치상황
만족 -.02-.01 -.64

정치에
대한
관심

.01 .01 .40

F 5.47** 5.55** 10.88**

수정된
R 제곱 .06 .07 .18

R 제곱
변화량 .01 .11***

N 1747 1463 1358

4 5
b β t b β t

상수 2.00 4.57 1.54 3.50
성별 -.00 -.00 -.11 -.00 -.00 -.03
연령대 .06 .06 2.10** .02 .02 .91
장애판정 .34 .05 2.00** .33 .05 2.02**

교육수준 .02 .02 .76 .01 .01 .37
저소득층 -.06 -.01 -.52 -.12 -.03 -.97
가처분소득 -.02 -.03 -.98 -.04 -.05 -1.75
정치적 성향 .06 .04 1.98* .04 .03 1.23
정치상황만족 -.03 -.02 -.97 -.02 -.01 -.61
정치에 대한 관심 .01 .00 .31 .00 .00 .09
복지위한 증세 .06 .08 2.92** .05 .06 2.23***

세금 공정성 -.06 -.06 -2.30** -.09 -.08 -3.03***

고소득층 세금수준 -.02 -.02 -.69 -.06 -.01 -.40
중간층 세금수준 .11 .06 2.33** .10 .06 2.21***

저소득층 세금수준 .02 .01 .65 .01 .01 .39
한국의 소득격차 .11 .06 2.24***

대학까지 무상교육 .11 .11 3.74***

무상보육 .11 .09 3.00***

F 23.52*** 24.88***

수정된 R 제곱 .23 .27

R 제곱 변화량 .05*** .04***

N 1298 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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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초연금과 같은 자산조사를 통해 저소득층이 아닌

고소득층을 걸러내는 사회정책들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발생하는 논란의 지점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자원을 할당하는 것과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적 급여 지급을 보편주의적 제도로 이해할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요약하자면, 한국에서의 보편주의와 선별주

의 논쟁은 강단 학자들 중심의 이념형적 차원과 현실

정치인들의 현실 정치투쟁의 장(場)을 제외한 실제 사

회정책이나 제도 구현의 영역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을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정치사회적 의식을 제외한 인

구사회학적 변수 또는 경제적 지위 관련 변수들이 ‘보

편주의 vs 선별주의’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효과적으

로 설명해 내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앞서 이러한 결

과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였으나 이 외에

도 종속변수 측정의 문제나 조사연구 시 소득파악의 어

려움 등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

지태도로서 보편주이나 선별주의는 현실에서 대응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념형에 가까우며,

오히려 정치적 수사나 구호로서 소모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는 사실이다. 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가 사회정

책 구성의 개념적 원리로서 실제 제도나 정책의 생산에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면 그것을 실제 조사에서 제대로

측정해 낼 수 있는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가 순수 이념형적

도구에 불과하거나 정치적 구호에 그친다면 복지태도

로서 보편주이나 선별주의 개념이 실증 분석의 영역에

서 얼마나 유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현실에 대응하지 못하는 개념은 공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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