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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주민들의 관점에서 본
사회적 자본과 행정가치가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청렴성과 민주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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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충북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과 행정가치가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이
들의 관계에서 청렴성 및 민주성이 조절변수로서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중앙정
부의 경우 사회적 자본 중 호혜성과 행정가치 중 대응성이 커질수록, 또는 정부의 청렴성이 증가하
면서 공동체 의식이 확대될수록 정부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경우 행정가
치 중 공정성이 커질수록, 또는 민주성이 증가하면서 공정성이 커질수록, 또는 민주성이 증가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치가 확대될수록 정부 신뢰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또한 모든 정부에서
정부와 주민간 소통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치가 증가할수록 정부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
쳤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중앙정부와 충청북도는 대응성을 제고
하기 위해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충북도민들의 행정수요를 파악하고, 민첩한 문제 해결과 주
요 정책에 대한 피드백 제공 등 적실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중앙정부와 충청북도는 청렴성
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행정 및 정책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감사관 등 시민의 관점을 반영한
감사·평가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와 충청북도는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참여제도
를 실효성있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사회적 자본, 행정가치, 정부 신뢰, 민주성, 청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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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변화는 사회적 자본과 행정가치, 정부신뢰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
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코로나 19라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우리사회는 이전과 완
전히 다른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정부신뢰가 중요한 이유는 코로나 19 등으로 정부불신이 높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신뢰는 정부의 정당성의 토대가 되는데, 이는 사회적 응집성을 구축하
고 유지하는데 중요하다. 또한 정부신뢰는 시민들의 행태적 반응에 의존하는 여러 공공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정부신뢰는 규제와 조세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순응을 유도하고,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정부신뢰는
COVID-19의 전염, 완화, 회복 단계에서 시민들의 지지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정부역량을 구비
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위기극복의 원동력으로서 정부신뢰를 활용하는 정부역량은
COVID-19 긴급사태에서 포용적 회복을 계획하고 집행하는데 중요하다.
KISTEP(2020)에 의하면, 포스트 코로나의 ‘뉴노멀’ 사회에서는 비대면 생활패턴 증가, 집단
주의 쇠퇴, 재택근무와 원격교육 일상화, 위험 및 감시의 일상화와 함께 이동제한령, 경기부양책
등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되고 이러한 변화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
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코로나 19 발생 초기에는 국내외에서 코로나 19에 대한 신속한 검사,
투명성, 정부와 민간의 협조체계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시민들의 정부신뢰가 증가하였지
만, 이후 코로나 19의 재확산, 코로나 19의 발생원인과 공공의료대학을 둘러싼 정부와 이해관계
자들 간의 갈등 등은 우리사회의 사회적 자본과 정부의 대응능력, 정부 신뢰를 모두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과거에 존재 및 현재 발생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2019년 기준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신뢰도는 39%로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중 22위
이다. 충청북도의 경우, 4점 척도를 기준으로 기관 신뢰(종합)를 조사한 결과, 시․군청이 2.67
점, 도청이 2.66점, 도의회가 2.45점, 시․군의회가 2.43점이었으며 도청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64.6%로 나타났다(충청북도, 2019).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정부신뢰가 매우 중요하며, 사회적 자본과 정부의 대응능력, 공공서비스 등을 제고
한다면 시민들의 만족과 함께 정부신뢰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Van de Walle & Bouckaert,
2003; Yang & Holzer, 2006). 예를 들면, 시민참여 등 사회적 자본은 시민들의 기대와 실제 성
과 간 격차를 축소함으로써 시민들의 정부신뢰를 변화시킬 수 있다(Beeri, 2013; Yang &
Holzer, 2006). 그리고 시민들의 정부신뢰는 공공서비스의 질과 효과성 등 정부역량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원칙인 행정가치와 관련이 있다(손호중 최원호, 2005; Vigoda-Gadot et al, 2010).
정부의 반부패역량, 즉 청렴성이 강화될 경우 정부신뢰가 증가하고(박진아, 2018), 시민에게 정
보를 제공하고 구체적·실질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참여 기회, 즉 민주성을 제고할수록 정
부신뢰가 높아진다(OECD, 2017).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볼 때, 사회적 자본 및 행정가치와 정부신뢰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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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에서 청렴성과 민주성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
회적 자본과 행정가치가 정부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관계에서 정부의 청렴성과
민주성이 어떠한 효과를 보이는지 등을 충북주민들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
론적 측면에서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정책적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지
방정부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충북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사회
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사회적 자본과 정부신뢰
1)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유형

사회적 자본의 개념은 모호하고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자본은 사회구성원들 간 일련
의 규범 또는 가치, 사회적 네트워크, 상호 관심, 신뢰(Fukuyama, 1995; Putnam, 1993), 경제적
행위자가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Coleman, 1988), 개인 및 집단간 네트워크를 형성 유지하
면서 신뢰와 협력으로 현실적·잠재적인 자원 획득(서혜숙, 2007) 등으로 규정된다. 이는 사회적
자본이 사회구성원들의 규범이자 자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본질은 연구자들마다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사회적 자본은 공동체의
사회적 연결(social connections), 네트워크(networks), 개인 간 신뢰(interpersonal trust) 등을
의미한다(Putnam 1993, 2000). Putman(2000)은 사회적 자본을 사회적 네트워크와 자발적 결사
조직에서 발생하는 상호호혜적 규범(norms of reciprocity)과 신뢰(trust) 등으로 규정하였다. 이
는 시민들은 스포츠클럽, 교회모임, 예술 클럽 등과 같은 자발적 결사조직에 참여함으로써 투철
한 공공심(public-spiritedness)과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집단적으로 행동하
는 방법을 학습하기 때문이다(Verba, Schlozman & Brady, 1995).
그리고 사회적 자본의 유형은 신뢰(Coleman, 1988; Putnam, 1993; Grootaert & van
Bastelaer, 2002; Brehm & Rahn, 1997), 도덕적 의무(Coleman, 1988), 정보채널(Coleman, 1988),
상호호혜적 규범 및 효과적 제재(Putnam, 1993; Coleman, 1988; Grootaert & van Bastelaer,
2002), 사회적 네트워크(Putnam, 1993), 집단적 행위(Grootaert & van Bastelaer, 2002), 참여
(Brehm & Rahn, 1997; Dinga, 2014), 사회적 이타주의(Brehm & Rahn, 1997), 관용(Brehm &
Rahn, 1997), 소통(Dinga, 2014)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2) 사회적 자본과 정부신뢰의 관계

이와 같이 사회적 자본은 사회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그 유형이
다양하다.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을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고 정부신뢰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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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첫째, 개인 간 신뢰와 정부신뢰의 관계이다. 시민참여는 개인 간 신뢰를 두텁게 하고 개인
간 신뢰가 낮은 이들은 타인과 제도를 불신하며, 개인 간 불신은 정부를 혐오하는 성향을 유발
한다(Brehm & Rahn, 1997; Lane, 1959; Moore & Wagner, 1985; Putnam, 2000). Bean(2001)에
의하면, 사회적 또는 개인 간 신뢰는 사회적 자본을 나타내는 지표이면서 정부신뢰의 전제조건
이 된다. 시민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개인
간 신뢰를 학습하기 때문에(Brehm & Rahn, 1997; Putnam, 1993), 개인의 공동체 관계와 개인
간 신뢰는 연결된다(Putnam, 2000). 사회적 신뢰는 정부의 효율성(efficiency), 관료제의 질
(bureaucratic quality), 낮은 부패(corruption)와 관련이 있고(La Porta et al., 1997) 정부의 관리
역량. 지방정부서비스의 성과와도 연계된다(Rice, 2001).
둘째, 공동체 의식과 정부신뢰의 관계이다. 공동체 의식(sense of community)은 공동체에서
시민들의 상호간 연계, 공동체의 구성원들 간 상호작용에 기반한 공동체로의 소속감(Buckner,
1988)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자본에 해당된다(Helliwell & Putnam, 2004).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시민들의 수입, 연령, 성별, 교육수준과 별개로 정부의 효능성과 개인 간 신뢰, 정부 신
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Anderson, 2010).
셋째, 호혜성과 정부신뢰의 관계이다. 호혜성은 상호 간에 비용과 혜택을 동일하게 분배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초기에 상호 간 불평등한 비용 등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Ring & Van
de Ven, 1994). 이러한 호혜성은 타인의 희생 하에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권리를 포기하는 상호
성(mutuality)을 의미하고(Powell 1990:303), 상대편에게 필요한 희소한 자원(기술, 전문가, 자금
등)을 서로 보유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이는 신뢰와 도덕적 의무에 관한 사회적 이해
(sociological understanding)에 근간을 두는 것으로서(Axelrod, 1984; Ostrom, 1990; Powell,
1990), 상황의존적 성격을 지니며 “공평한 거래(fair trade)”로 지칭될 수 있다. 호혜성의 협력적
측면은 시민들의 순응을 유도할 수 있고, 호혜성을 통해 시민들은 그들의 정당한 몫을 받을 수
있으며, 동일한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과 협력할 수 있다(Schedler, 2020). 이런 점에서 호혜성
이 높을 경우 시민들 간 신뢰를 제고할 수 있고 이는 직·간접적으로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넷째, 개인 간 소통과 정부신뢰의 관계이다. Dinga(2014)는 소통, 참여, 상호화, 자유, 신뢰,
균형을 사회적 자본으로 제시하였고, 이 때, 소통은 사회구성원들의 상호 간 관계 형성, 의사전
달, 공동행동의 수준과 질(quality)을 의미한다(김이수, 2017). 소통(communication)은 사회적 네
트워크를 구축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자본으로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구성원들의
참여를 촉진하며 신뢰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Dinga, 2014). 소통은 행위자의 성격에 따
라 사적 소통과 공적 소통으로 구분된다. 주민들 간 소통은 사적 소통으로서 주민참여의 성격이
강하며 민간영역의 서비스와 관련된 설득적 정보(persuasive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형성된다
(Bauer, Reichardt, Barnes, & Neumann, 2005). 소통이 시민들의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주
로 소통의 정보적 측면에 기인한다. 소통은 메시지를 통해 정부가 공익을 추구하고(Jorgensen
& Cable, 2002), 시민들에게 더 좋은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정부의 역량을 보여줌으로써
(Welch et al., 2005),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나 믿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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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간 소통은 사회적 지지로 인식되는데, 이는 사회적 이익과 지지를 통해 정부신뢰를
증가시킨다(Mitra, Reiss, & Capella, 1999).

2. 행정가치와 정부신뢰

1) 행정가치의 개념과 유형

가치는 사회에서 좋음, 바름, 바람직함에 대한 이상 또는 사회행위자들이 행위를 선택하고,
사람 및 사건을 평가하며 그들의 행위와 평가를 설명하는 방식을 판단하는 인식(conceptions)을
의미한다(Schwartz, 1999:24). 이러한 가치는 공공영역에서 여러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공
가치(public values)는 시민들의 권리, 편익, 특권 등으로서 정부와 정책의 근간이 되는 원칙이
고, 시민들의 사회 및 국가 등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의미한다(Bozeman, 2007:13). 이런 점에서
공공가치는 정부와 시민 모두가 준수해야 할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공공서비스가치
(public service values)는 공공에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공직자가 가져야 할 개인
적인 공직가치로서 공공가치의 수단적 가치이다(한국행정연구원, 2017). 그리고 정부가치
(government values)는 낮은 수준의 부패의 관점에서 정직의 규범, 고도의 책임성, 시민참여에
대한 정책과정의 공개성, 공정성 및 평등한 대우 등을 포괄한다(OECD, 2017).
행정가치는 정직, 효율성, 효과성, 중립성, 대응성, 책임성 등을 포함하며(Kernaghan, 2000),
공공가치와 공공서비스가치가 혼합된 정부가치로서 공공가치, 공공서비스가치의 개념들과 혼용
된다. 행정가치의 유형을 살펴보면, Vrangbaek(2009:525)은 행정가치로서 책임성, 대응성, 투명
성, 제도의 지속성, 전문적 기준을 설명하고, Tait(1997)는 효율성, 효과성, 혁신, 편익, 역량, 질
을 소개하며, Al-Hujran et al.(2015)은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포함한다. 또한, Brookes &
Wiggan(2009)은 행정가치로 과정 및 형평성, 사회적 성과, 자원, 효율성, 서비스의 질, 신뢰, 합
법성을 설명하고, Heeks(2008)는 서비스 전달, 성과달성, 공공기관 신뢰, 효율성, 민주적 정치적
가치(개방성, 투명성, 참여)를 나타내며, Karkin & Janssen(2014)은 접근성, 시민참여, 투명성,
대응성, 소통을 주장한다. 그 외 Meynhardt & Bartholomes(2011)는 행정가치 유형으로 서비스
및 전달, 공정성(평등한 기회보장, 평등한 대우), 소속감, 응집성, 연대의식을 서술하며,
Moore(2013)는 고객만족도, 효율성, 공정성 등을 제시하였다(김이수, 2018).

2) 행정가치와 정부신뢰의 관계

행정가치는 정부신뢰에서 매우 중요한데, 이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정부제도가 시민들이 타인
들을 신뢰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Tabellini, 2008; Herrmann et al., 2008; OECD, 2017).
행정가치 중에서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첫째, 대응성과 정부신뢰의 관
계이다. 대응성은 정부가 시민들의 수요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하느냐를 의미한다
(Vigoda, 2000). Thomas & Palfrey(1996)에 의하면, 대응성은 정부가 시민들의 요구에 반응하는
속도와 정확성이다. 즉, 대응성은 정부가 시민들의 수요와 기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520「한국자치행정학보」제34권 제4호(2020 겨울)

정부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가능성이 높고, 시민지향적이며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공급
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응성은 정부가 시민들의 수요를 확인하고 이를 정책과 프로그램에 내재
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응성이 높은 정부는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촉진한다(Vigoda,
2000).
둘째, 공정성(fairness)과 정부신뢰의 관계이다. 공정성 인식과 정부신뢰는 긴밀한 관계를 가
진다. 공정성은 사회적 정의의 한 유형으로 여기서 정의는 기본권, 자유, 개인 및 집단 등의 사
회적 보호, 인간존중의 분배원리 등을 의미한다(Jost & Kay, 2010; 김이수, 2016). 롤스(Rawls)
에 의하면, 사회적 정의의 준거기준으로 공정성(fairness)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
을 토대로 한다. 즉 공정성은 정책결정 및 정책집행 과정에서 시민들을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원
칙이다. 공정성은 정책결정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동등하게 법을 적용하고, 동등한 공
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공정성이 높아지면 정부의 결정과 규제에 대한 시
민들의 순응도가 커지고 시민들과 정부의 협력이 촉진된다.
Choi et al.(2013)에 의하면, 소득불평등이나 기회불평등 같은 분배적 불공정성에 대한 시민인
식은 정부신뢰를 훼손하였다. Park & Kim(2006)은 정부기관의 공정성, 공명정대, 정직 등이 정
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발견하였다. Rothstein & Stolle(2003)는 절차적 공정성이 사회적 신뢰
를 확대하고, 선별적 복지프로그램이 속임수와 부패를 촉진하여 사회적 신뢰를 침식시킨다고 주
장하였다. Uslaner(2004)는 불평등이 정부신뢰를 침해하고 정부불신이 부패를 증가시킨다며 정
부신뢰와 공정성, 부패를 연계하였다. 또한, 시민들의 차별받은 경험은 정부행위자에 대한 시민
들의 신뢰를 훼손시킨다(Wang, 2016). 결국, 사회경제적 집단 간 동등한 대우는 공공서비스 전
달의 공정성을 보여줌으로써 정부신뢰 구축의 핵심적인 추진동력이 된다(Guerrero, 2011).
셋째, 정부소통과 정부신뢰의 관계이다. 주민과 정부 간 소통은 공적 소통으로서 정부 신뢰
와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소통(communications)은 정부가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
하는 수단으로(Howlett, 2009; 김이수, 2016), 정부와 시민들 간 상호호혜적 관계를 구축·유지하
고(Cutlip & Broom, 2012; 김이수, 2016), 시민들에게 정부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Grimmelikhuijsen & Meijer, 2015; Porumbescu, 2016). 정부와 시민들의 소통은 정부의 민주적
인 책임 수행과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촉진하며, 정부성과를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시키는 수단
으로 인식된다(Canel & Sanders, 2013; Lee, Neeley, & Stewart, 2012). 이와 같이 소통은 시민
들에게 정부성과에 대한 호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정책을 설득함으로써 정부 정책과 제도
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강화시킬 수 있다.
넷째, 정부 간 협력과 정부신뢰의 관계이다. 시민들은 정부를 신뢰할수록 정부제도, 정부정책
과 정부의 영향력에 순응하고(Levi & Stoker, 2000). Scholz & Lubell(1998)은 정부를 신뢰하는
시민들이 세금납부에 적극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정부간 협력은 이와 같은 시민들의 순응을 유도
하고, 시민들의 순응도가 높은 경우 시민들과 정부의 협력이 촉진되며(Kim, 2005), 민주적 거버
넌스가 형성된다(Gambetta, 1988; North, 1990; Fukuyama, 1995; Levi, 1998; Weingast, 1998).
부동산 정책이나 도시계획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이 필요한 정책영역에서는 정부 간
협력을 촉진하여 시민들의 순응을 유도함으로써 시민들의 정부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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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의 목적은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자본과 행정가치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과 청렴성과 민주성이 이들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신뢰의 주
요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자본과 정부
신뢰에 관한 연구이다. 최예나(2016)는 지역소속감, 사회적 이타성, 타인 신뢰, 지방정부의 청렴
성이 높거나, 소통이 활발할수록 지방정부의 신뢰가 높아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김태
형․문명재(2016)는 사회적 자본의 유형 중 사회참여와 SNS 활용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차재권․류태권(2018)은 일반신뢰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특수신뢰, 지역소속감과 주민자긍심은 지방정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국가
소속감과 국민자긍심은 중앙정부 신뢰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김
이수(2018)는 공동체 요인 중 지역소속감, 공동체이익지향성은 지방정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반면 분배지향성과 정보비대칭성은 지방정부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김정숙․정다정(2019)은 정치참여가 사회적 자본을 부분적으로 매개하여 정
부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설명하였다.
둘째, 행정가치와 정부신뢰에 관한 연구이다. 최예나(2018)는 공정성과 청렴성이 연도와 상관
없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정보의 대칭성은 공공가치와 정부 신뢰의 관계를 조절하는 점
을 발견하였다. 박진아(2018)는 공공가치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공공가치를 높게 인식하면서 정부 반부패역량에 대한 인식도 강화될 경우 정부신뢰가 증
진되는 점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창원․조문석(2016)은 사회적 가치 추구가 정부신뢰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김이수(2018)는 정의 요인 중 기회균등 요인, 민주성 요인 중
지방정부와 주민 간 소통, 투명성이 지방정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설명하였다.
김태형․문명재(2016)는 신행정론의 책임성, 신공공관리론의 업무 효율성과 비용 효율성, 뉴거
버넌스론의 참여성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셋째, 정치참여 요인과 정부신뢰에 관한 연구이다. 이창원․조문석(2016)은 정치참여에 대한
관심, 보수적인 이념 성향 등이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박희봉․신중호․황윤원(2013)은 정부정책 중 선택적 복지가 정부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투표참여는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분석하였다. 또한 김병규․이곤수
(2009)는 정당일체감, 정치이념, 사회계층 등의 변수가 정부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설명하
였다.
넷째, 정부성과 등 기타요인과 정부신뢰에 관한 연구이다. 박현신(2020)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성과요인이 측정시기에 따라 달라졌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
는 제도 성과요인의 수가 증가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숙종․유희정(2015)은 개인의 사회경
제적 규범적 성과 변수들이 대통령 신뢰 및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그
리고 이창원․조문석(2016)은 경제 사회적 상황에 대한 긍정적 인식 등이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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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것을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기존 연구들은 지역소속감, 사회적 이타성, 타인 신뢰
등의 사회적 자본이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청렴성, 공정성, 정보의 대칭성 등의 행정가치
가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부 연구들은 사회적 자본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정치참여 요인이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도 하였다. 선행연
구들은 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나, 사회적 자본과 행
정가치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또한 일부 연구들이 사회적 자본과 행정가치의 영
향에 관심을 가졌으나, 이들은 대부분 사회적 자본 또는 행정가치의 특정 요인만 고려하는 한계
점을 보였다. 한편, 현실에서는 최근 지방자치를 강조하면서 사회적 자본과 행정가치 및 정부신
뢰의 관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청렴성과 민주성은 사회적 자본 및 행정
가치와 결합하여 시민들이 정책과정에 참여 및 정책을 평가하고 정부신뢰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과 행정가치 요인을 세분화하여
각 요인들이 정부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관련 논의를 심화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의 관계에서 청렴성과 민주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절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
구와 차별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Ⅲ. 연구설계

1. 분석 틀
현대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산업 변화, 전염병 발생, 인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사회문제
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행정환경과 공공관리 방식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정부신뢰는 정부역량, 정책 순응도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그 중요성이 증가하
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와 시민의 상호작용이 중요해지면서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
고 공공관리의 주요 목표이자 성과인 행정가치의 중요도도 커지고 있다. Anderson(2010),
Vigoda(2000), Choi et al.(2013) 등의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이러한 사회적 자본과 행정가치는
정부신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으로 기대되어, 본 연구는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각 변수들의
관계와 이들의 관계에서 청렴성과 민주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종속변수는 정부 신뢰로 설정하되 정부의 유형을 구분하여 중앙정부 신뢰와 지
방정부 신뢰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독립변수는 사회적 자본의 경우 개인간 신뢰, 공동체 의식,
호혜성, 개인간 소통으로, 행정가치는 대응성, 공정성, 정부와 주민간 소통,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의 협치로 세분화하였다. 또한, 조절변수는 시민들의 정책과정 참여 및 정책 평가와 관련하여
이들 변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청렴성과 민주성을 설정하였다. 이는 정부의
반부패역량, 청렴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시민에게 정보와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민주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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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된다면 정책과정 참여를 통한 정책성과 증대 및 정책평가결과 개선 등으로 정부신뢰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기 있기 때문이다(박진아, 2018; OECD, 2017). 마지막으로 통
제변수는 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특성으로 성별, 연령, 학력, 가구소득을 사용하
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분석 틀을 설정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본 연구의 분석 틀

2. 변수 및 측정지표 설정, 자료수집
본 연구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종속변수를 정부신뢰로 설정하였다. 김이수
(2018)에 의하면, 정부신뢰는 사회제도에 관한 신뢰라는 점에서 인적 신뢰인 사회적 신뢰와 구
분된다(Lipset & Schneider, 1983; Kaase, 1999). 시민들은 특정한 정치적 결과를 원하고 정부가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집행할 때 정부를 신뢰한다는 점에서(Anderson & LoTempio, 2002),
본 연구는 정부신뢰를 정부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역량에 관한 시민들의
신뢰(Lipset, 1959)로 규정한다. 이러한 정부신뢰를 중앙정부 신뢰와 지방정부 신뢰로 구분하고,
각 변수는 중앙정부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맡은 일을 잘 수행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1=전
혀 믿지 않음’에서 ‘4=매우 믿음’으로 측정하였다. 여기서 중앙정부는 부동산 정책이나 입시정책
등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실시하는 특정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하지않고 정부의 여러
부처를 통합하여 지칭한다. 이는 특정 정책들을 주무 부처가 담당할지라도 이러한 정책들이 다
른 부처들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고, 국민들이 특정 부처의 업무를 정확히 알기 어려우며(미디어
오늘, 2020.10.15.일),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듯이 국민들은 중앙정부를 정부부처 전체가 통합
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립변수 중 사회적 자본은 사회구성원들의 규범이나 가치,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

524「한국자치행정학보」제34권 제4호(2020 겨울)

상호 관심, 신뢰(Fukuyama, 1995), 공동체의 사회적 연결(social connections), 개인 간 신뢰
(interpersonal trust)를 의미한다(Putnam, 1993).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개인간 신뢰(Putnam 2000), 공동체 의식(Buckner, 1988), 호혜성(Powell 1990:303),
개인간 소통(Dinga, 2014)으로 세분화한다. 측정지표의 경우, 개인간 신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
을 믿는 정도를, 공동체 의식은 지역소속감을, 호혜성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에 대한 중
요성을, 개인 간 소통은 이웃 간 소통정도를 나타내며 각각 4점 척도(1=전혀 아님, 4=매우 그러
함)로 계측하였다.
또한 독립변수 중 행정가치는 행정활동이 추구해야 할 방향, 규범, 이념, 가치, 또는 행정활동
의 지침, 판단기준 등으로 논의(황창호·김영주·문명재, 2015; 최창호 하미승, 2010; Accenture,
2008)되며, 아직까지 합의된 개념적 정의는 없다(황창호·김영주·문명재, 2015: 126). 행정 패러다
임의 이동과 함께 다양한 행정가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박해육 최정우, 2014), 다수의
선행연구(손호중 최원호, 2005; Vigoda-Gadot et al, 2010)들은 정부신뢰의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공정성과 대응성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종합계획
(2019)에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여 정부와 국민간 소통(Karkin &
Janssen, 2014), 정부간 협치(Kim, 2005) 등의 새로운 행정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이는 자치분권
이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가 강화되고 정부와 국민간 소통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시민참여가 제
도화되며, 균형발전정책 등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동반자 관계가 중요한 국정가치이자 새로운
행정가치로 중시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에 본 연구는 독립변수로서 행정가치를 대응성(Karkin & Janssen, 2014), 공정성(Brookes
& Wiggan, 2009; Moore, 2013), 정부와 주민간 소통(Dinga, 2014; Karkin & Janssen, 2014),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치(Kim, 2005)로 유형화한다. 그리고 측정지표의 경우, 대응성은 시민들
의 생각과 의견이 정책형성과정에 반영되는 정도를, 공정성은 행정기관이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도를, 정부와 주민간 소통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와 국민간 소통정도를,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의 협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의 정도를 나타내며 각각 4점 척도(1=전
혀 아님, 4=매우 그러함)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일부 선행연구(OECD & KDI, 2018)는 청렴성과 민주성 역시 정부신뢰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OECD & KDI(2018)의 정부신뢰도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정부신뢰는
2007년 24%, 2011년 27%, 2013년 23%, 2015년 34%, 2017년 24%, 2018년 36%으로 꾸준히 상승
하였으며, OECD & KDI(2018)는 투명성과 시민참여를 강조하는 패러다임, 사회·문화적 제도의
정착 등 청렴성과 민주성을 나타내는 요소들을 이러한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설명하였다. 그 외
에도 행정가치들 간에는 근접성(proximity), 계층성(hierarchy), 인과성(causality)이 존재하여
(Jorgensen & Bozeman, 2007), 청렴성 및 민주성은 기타 행정가치들과 관련성을 보였다
(Jorgensen & Bozeman, 2007).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볼 때, 청렴성 및 민주성은 사회적 자본
및 행정가치와 결합하여 지역 내 시민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정책을 평가하며 정부신뢰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는 청렴성과 민주성을 조절변수
로 설정하고, 청렴성과 민주성의 측정지표로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렴한 정도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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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에 만족하는 정도를 사용하여 4점 척도(1=전혀 아님, 4=매우 그러함)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인 개인특성은 성별을 더미변수(1=남성)로, 연령은 6점 척도
(1=19-29세, 5=60대)로, 학력은 4점 척도(1=초졸 이하, 4=대졸 이상)로, 가구소득은 7점 척도
(1=100만원 미만, 7=600만원 이상)로 계측하였다.
구분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 1> 본 연구의 변수 및 측정지표, 측정방법

정부신뢰
사회적
자본
행정가치

조절변수
통제변수

개인특성

측정지표
중앙정부신뢰
지방정부신뢰
개인간 신뢰
공동체 의식
호혜성
개인간 소통
대응성
공정성
정부와 주민간 소통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치
청렴성
민주성
성별
연령
학력
가구소득

측정방법
1=전혀믿지않음/ 4=매우믿음
1=전혀믿지않음/ 4=매우믿음
1=전혀아님/ 4=매우그러함
1=전혀아님/ 4=매우그러함

1=전혀아님/ 4=매우그러함
1=전혀아님/ 10=매우그러함
1=남성, 0=여성
1=19-29세/ 5=60대
1=초졸이하/ 4=대졸이상
1=100만원미만/ 7=600만원이상

본 연구는 연구목적을 위하여 한국행정연구원(2019)의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
였다. 동 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생산된 자료로서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자료관리규칙에 의
거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것이다1). 본 자료의 모집단은 통계청의 등록센서스 조사구 결과(2017
년)를 표본추출 틀로 하고 표본층화추출방식2)을 사용하여 구성되었다. 또한, 본 자료는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전국 성인 남녀 시민 8,000명을 대상으로 일반 국민들의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사회 참여, 사회적 소통, 정치 참여, 신뢰, 거버넌스, 공정성 등 9개
세부항목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인 충북도민을 살펴보면,
본 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을 조사 주관기관으로, 한국리서치를 조사 실시기관을 하여 2019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사되었다.
2) 17개 시도별로 신뢰성을 갖는 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시/도를 기준으로 층화하고, 2차적으로 도
지역 권역을 동부와 읍면부로 구분하며, 3차적으로 아파트와 일반가구를 구분 및 층화하였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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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는 남성 52.2%(126명), 여성 47.8%(116명)이고, 연령은 19세-29세 이하 19.2%(46명),
30대 17.5%(42명), 40대 21.3%(51명), 50대 24.0%(58명), 60대 이상 18.0%(43명)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이 본 자료는 충북지역의 사회 참여, 사회적 소통, 신뢰 등 관련 사회인식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에 적합하며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으로는 IBM SPSS Statics 24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과
조절효과분석을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관계가 제3의 변수에 의해 변화
되는 크기(strength)와 방향(direction) 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조절효과의 상호작용항
은 다중공선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평균중심화(centering)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결과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분석결과

1. 사회적 자본과 행정가치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및 청렴성의 조
절효과 분석결과

1) 사회적 자본과 행정가치가 중앙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청렴성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사회적 자본과 행정가치가 중앙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의 관계에서 청렴성이 조절
변수로서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모형 1은 통제변수인 개인특성(성별, 연
령, 학력, 가구소득)과 독립변수인 사회적 자본 및 행정가치와 조절변수인 청렴성이 중앙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통제변수에서 개인특성인 연령(t=3.524, P<.01)
과 독립변수에서 사회적 자본 중 호혜성(t=2.596, P<.05), 행정가치 중 대응성(t=2.779, P<.01),
정부와 주민간 소통(t=3.813, P<.0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치(t=2.668, P<.01) 및 조절변수
인 청렴성(t=8.809, P<.01)이 중앙정부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모형 2는 모형 1에 독립변수인 사회적 자본 및 행정가치와 조절변수인 청렴성이 상호
작용하는 변수를 추가하여 중앙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통제변수인
연령(t=3.335, P<.01)과 독립변수에서 사회적 자본인 호혜성(t=2.809, P<.01), 행정가치 중 대응
성(t=2.624, P<.01), 정부와 주민간 소통(t=4.183, P<.0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치(t=2.124,
P<.05) 및 조절변수인 청렴성(t=7.234, P<.01)이 모두 모형 1과 동일한 방향으로 중앙정부 신뢰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호작용항에서 정부의 청렴성이 높은 경우 공동체의식(t=2.396, P<.05)이 높으면 중앙
정부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반면, 정부의 청렴성이 높은 경우 호혜성(t=-3.57, P<.01)이
커지면 중앙정부 신뢰에 미치는 효과가 정(+)의 영향에서 부(-)의 영향으로 변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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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회적 자본 및 행정가치와 중앙정부 신뢰의 관계에서 청렴성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변수

통제
변수
독립
변수
조절변수
상호
작용항

성별
연령
개인특성
학력
가구소득
개인간 신뢰(A)
사회적
공동체 의식(B)
호혜성(C)
자본
개인간 소통(D)
대응성(E)
공정성(F)
행정가치
정부와 주민간 소통(G)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치(H)
청렴성(I)
개인간 신뢰(A)*청렴성(I)
사회적
공동체 의식(B)*청렴성(I)
호혜성(C)*청렴성(I)
자본
개인간 소통(D)*청렴성(I)
대응성(E)*청렴성(I)
공정성(F)*청렴성(I)
행정가치 정부와 주민간 소통(G)*청렴성(I)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치(H)*청렴성(I)
(상수)
R²
adj-R²
F값변화량(유의확률)

주1: *p<0.10, **p<0.05, ***p<0.01

모형1
모형2
B
t
B
t
0.012 0.219 -0.014 -0.246
0.081 3.524*** 0.076 3.335***
0.062 1.378 0.038 0.854
-0.028 -1.454 -0.014 -0.744
0.071 1.316 0.059 1.084
0.034 0.619 0.069 1.236
0.106 2.596** 0.114 2.809***
0.026 0.668 0.014 0.342
0.094 2.779*** 0.087 2.624***
0.059 0.922 0.115 1.594
0.215 3.813*** 0.236 4.183***
0.139 2.668*** 0.109 2.124**
0.476 8.809*** 0.424 7.234***
-0.117 -1.349
0.204 2.396**
-0.218 -3.57***
-0.1 -1.424
-0.012 -0.225
0.053 0.411
-0.088 -1.034
0.14 1.538
2.171***
2.199***
.573
.616
.548
.579
23.478***
3.107***

2) 사회적 자본과 행정가치가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청렴성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사회적 자본과 행정가치가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의 관계에서 청렴성이 조절
변수로서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모형 1은 통제변수인 개인특성과
독립변수인 사회적 자본 및 행정가치, 그리고 조절변수인 청렴성이 중앙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독립변수에서 행정가치 중 정부와 주민간 소통(t=3.921, P<.0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치(t=1.954, P<.10) 및 조절변수인 청렴성(t=7.443, P<.01)이 지방정부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형 2는 모형 1에 독립변수인 사회적 자본 및 행정가치와 조절변수인 청렴성이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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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는 변수를 추가하여 중앙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모형2의 F값
변화량(△F)이 유의하지 않아 청렴성의 조절효과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사회적 자본 및 행정가치와 지방정부 신뢰의 관계에서 청렴성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모형1
모형2
B
t
B
t
성별
0.023 0.305 0.016 0.219
연령
0.011 0.365 0.011 0.358
개인특성
학력
0.021 0.358 0.019 0.32
가구소득
-0.027 -1.105 -0.025 -0.994
개인간 신뢰(A)
-0.008 -0.113 -0.02 -0.282
사회적
공동체 의식(B)
0.032 0.554 0.049 0.81
호혜성(C)
0.024 0.45 0.025 0.45
자본
개인간 소통(D)
0.048 0.937 0.048 0.894
대응성(E)
0.032 0.721 0.051 1.101
공정성(F)
-0.
005 -0.064 -0.048 -0.541
행정가치
정부와 주민간 소통(G)
0.261 3.921*** 0.269 3.95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치(H) 0.132 1.954* 0.125 1.817*
청렴성(I)
0.457 7.443*** 0.459 6.996***
개인간 신뢰(A)*청렴성(I)
-0.009 -0.088
사회적
공동체 의식(B)*청렴성(I)
0.108 1.183
호혜성(C)*청렴성(I)
-0.08 -0.946
자본
개인간 소통(D)*청렴성(I)
-0.03 -0.377
대응성(E)*청렴성(I)
0.003 0.053
공정성(F)*청렴성(I)
-0.305 -2.038**
0.07 0.731
행정가치 정부와 주민간 소통(G)*청렴성(I)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0.116 1.051
협치(H)*청렴성(I)
(상수)
2.477***
2.47***
R²
.405
.419
adj-R²
.371
.363
F값변화량(유의확률)
11.909***
0.669
변수

통제
변수
독립
변수
조절변수
상호
작용항

주1: *p<0.10, **p<0.05, ***p<0.01

2. 사회적 자본과 행정가치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및 민주성의 조
절효과 분석결과

1) 사회적자본과행정가치가중앙정부신뢰에미치는영향과민주성의조절효과분석결과

사회적 자본과 행정가치가 중앙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의 관계에서 민주성이 조절
변수로서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모형 1은 통제변수인 개인특성과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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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인 사회적 자본 및 행정가치, 그리고 조절변수인 민주성이 중앙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통제변수에서 개인특성인 연령(t=2.72, P<.01)과 독립변수에서 사회적
자본 중 개인간 신뢰(t=2.505, P<.05), 호혜성(t=1.771, P<.10)과 행정가치 중 대응성(t=2.036,
P<.05), 공정성(t=1.846, P<.10), 정부와 주민간 소통(t=6.812, P<.0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
치(t=3.717, P<.01)가 중앙정부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형 2는 모형 1에 독립변수인 사회적 자본 및 행정가치와 조절변수인 민주성이 상호
작용하는 변수를 추가하여 중앙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모형2의 F값
변화량(△F)이 유의하지 않아 민주성의 조절효과는 유효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 사회적 자본 및 행정가치와 중앙정부 신뢰의 관계에서 민주성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모형1
모형2
B
t
B
t
성별
-0.028 -0.427 -0.036 -0.523
연령
0.073 2.72*** 0.072 2.554**
개인특성
학력
0.033 0.638 0.031 0.558
가구소득
-0.006 -0.287 -0.005 -0.215
개인간 신뢰(A)
0.154 2.505** 0.171 2.65***
사회적
공동체 의식(B)
-0.005 -0.079 -0.026 -0.375
호혜성(C)
0.084 1.771* 0.101 2.003**
자본
개인간 소통(D)
0.034 0.743 0.03 0.642
대응성(E)
0.08 2.036** 0.091 2.179**
공정성(F)
0.
138 1.846* 0.139 1.812*
행정가치
정부와 주민간 소통(G)
0.409 6.812*** 0.423 6.677***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치(H) 0.221 3.717*** 0.225 3.603***
민주성(J)
0.0 0.002 0.002 0.104
개인간 신뢰(A)*민주성(J)
0.011 0.288
사회적
공동체 의식(B)*민주성(J)
0.008 0.232
호혜성(C)*민주성(J)
-0.023 -0.827
자본
개인간 소통(D)*민주성(J)
0.006 0.217
대응성(E)*민주성(J)
0.004 0.206
공정성(F)*민주성(J)
0.008 0.197
-0.046 -1.352
행정가치 정부와 주민간 소통(G)*민주성(J)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0.026 0.763
협치(H)*민주성(J)
(상수)
2.201***
2.206***
R²
.427
.434
adj-R²
.394
.38
F값변화량(유의확률)
13.059***
0.333
변수

통제
변수
독립
변수
조절변수
상호
작용항

주1: *p<0.10, **p<0.05, ***p<0.01

2) 사회적자본과행정가치가지방정부신뢰에미치는영향과민주성의조절효과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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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본과 행정가치가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의 관계에서 민주성이 조절
변수로서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모형 1은 통제변수인 개인특성과
독립변수인 사회적 자본 및 행정가치, 그리고 조절변수인 민주성이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독립변수에서 행정가치 중 공정성(t=1.705, P<.10), 정부와 주민
간 소통(t=5.756, P<.0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치(t=3.292, P<.01)가 지방정부 신뢰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절변수인 민주성(t=-4.534, P<.01)은 지방정부 신
뢰에 부(-)의 영향을 주었다.
모형 2는 모형 1에 독립변수인 사회적 자본 및 행정가치와 조절변수인 민주성이 상호작용하
는 변수를 추가하여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독립변수에서 행정
가치인 공정성(t=1.939, P<.10), 정부와 주민간 소통(t=5.875, P<.0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
치(t=3.574, P<.01)와 조절변수인 민주성(t=-4.496, P<.01)이 모두 모형 1과 동일한 방향으로 지
방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호작용항에서는 민주성이 높은 경우 개인간 신뢰(t=1.83, P<.10)가 커지면 지방정부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민주성이 높은 경우 공정성(t=3.29, P<.01) 또는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의 협치(t=2.697, P<.01)가 증대되면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강화
되었다. 반면, 민주성이 높은 경우 공동체의식(t=-3.219, P<.01) 또는 개인간 소통(t=-2.016,
P<.05)이 커지면 새로이 지방정부 신뢰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표 5> 사회적 자본 및 행정가치와 지방정부 신뢰의 관계에서 민주성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변수
통제
변수
독립
변수
조절변수
상호
작용항

개인특성
사회적
자본
행정가치
사회적
자본
행정가치

성별
연령
학력
가구소득
개인간 신뢰(A)
공동체 의식(B)
호혜성(C)
개인간 소통(D)
대응성(E)
공정성(F)
정부와 주민간 소통(G)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치(H)
민주성(J)
개인간 신뢰(A)*민주성(J)
공동체 의식(B)*민주성(J)
호혜성(C)*민주성(J)
개인간 소통(D)*민주성(J)
대응성(E)*민주성(J)
공정성(F)*민주성(J)

모형1
B
t
0.01 0.128
0.005 0.16
0.082 1.329
-0.03 -1.164
0.06 0.808
0.022 0.354
0.042 0.746
0.085 1.549
-0.026 -0.56
0.154 1.705*
0.392 5.756***
0.233 3.292***
-0.1 -4.534***

모형2
B
t
0.002 0.02
0.017 0.527
0.097 1.544
-0.036 -1.381
0.087 1.184
-0.014 -0.233
0.045 0.812
0.053 0.986
-0.027 -0.568
0.172 1.939*
0.395 5.875***
0.252 3.574***
-0.101 -4.496***
0.078 1.83*
-0.103 -3.219***
0.011 0.361
-0.067 -2.016**
-0.001 -0.055
0.144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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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주민간 소통(G)*민주성(J)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치(H)*민주성(J)
(상수)
R²
adj-R²
F값변화량(유의확률)

주1: *p<0.10, **p<0.05, ***p<0.01

2.316***
.321
.282
8.288***

-0.032 -0.882
0.101 2.697***
2.235***
.389
.331
3.071***

3. 분석적 함의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충북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과 행정가치가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의 관계에서 청렴성 및 민주성이 조절변수로서 미치는 효과를 종합하여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충북주민들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중앙정부 신뢰에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마 연령이 높을수록 중앙정부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추구하는 성향을 지니며, 정부활동 및 결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정책
의제의 효과성, 효율성, 대응성 등을 파악할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둘째, 독립변수인 사회적 자본 중 호혜성이 커질수록 중앙정부 신뢰에 정(+)의 영향을 주었
다. 이는 충북주민들이 타인에 대해 배려심이 많고 이타주의가 강할수록, 다양한 복지정책을 주
도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중앙정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신뢰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행정가치 중 대응성이 커질수록 중앙정부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중앙정부가 충북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경우, 충북주
민들이 중앙정부의 역량과 활동을 신뢰하게 된다는 점을 나타낸다. 또한 행정가치 중 공정성이
커질수록 지방정부 신뢰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민·배정현(2011)에 의하
면, 정부공정성과 정책과정의 공정성이 정부신뢰에 일관되게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사회의 다양
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공정한 정책 등이 정부신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행정가치 중 정부와 주민 간 소통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치가 증가할수록
모든 정부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시민협력이 민주적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정부신
뢰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준다(Fukuyama, 1995; Levi, 1998).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응성이 높
은 정부가 정부신뢰를 촉진시킨다는 연구(Vigoda, 2000)와 사회경제적 집단 간 동등한 대우가
정부신뢰의 핵심적인 동력이라는 연구(Guerrero, 2011; Park & Kim, 2006) 및 소통이 민주적 책
임성을 높이고 정부성과를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시키는 수단이 된다는 선행연구(Canel &
Sanders, 2013; Lee, Neeley, & Stewart, 2012)의 결과를 지지하며, 해당 내용들이 충청북도에도
적용가능함을 보여준다.
상호작용항의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중앙정부의 청렴성이 증가하는 경우 공동체 의식이 확
대된다면 중앙정부 신뢰에 새로이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정부가 부패없이 성실하게 업무
를 수행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이 강하다면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을 더욱 적극
적으로 인식·수용하여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가 커짐을 보여준다. 또한, 민주성이 증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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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치가 확대되면 지방정부 신뢰에 대한 정(+)의 영향이 강
화되었다. 이는 주민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성이 잘 보장된다면 정부가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원활하게 잘 집행되어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커질 수 있
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결과는 행정가치가 지방정부의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결과들(최예나, 2016; 김이수, 2018)과 일치하여 선행연구의 내용이 충청북도에도 적용가능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도 민주성이 증가하는 경우 개인간 신뢰가 커지면 지방정부 신뢰에
새로이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주민들이 서로 신뢰하고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잘 반영된다면, 정부정책의 바람직성 역시 신뢰하여 정책에 순응 및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 커
짐을 반영한다.
둘째, 정부의 청렴성이 증가하는 경우 호혜성이 증대되면 중앙정부 신뢰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국민권익위원회(2020)에 의하면, 2019년 충청북도 청렴도는 3등급이었고, 통계청(2019)
의 사회조사에 의하면, 충북지역 시민들의 호혜성(80.1%)은 전국 평균(79.6%)보다 높았다. 분석
결과는 이러한 호혜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원칙과 청렴성, 부정부패 근절 등을 과도하게 또는
경직적으로 강조하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의 기대를 신속하게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충북도민들의 중앙정부 신뢰가 감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민주성이 증가하는 경우 공동체 의식이 확대되면 지방정부 신뢰에 부(-)의 영향을 미
쳤다. 충북사회조사(2019)에 의하면, 충북도민들은 도민으로서 자부심이 57.3%, 지역소속감이
54.8%로 공동체의식이 전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리고 민주성이 증가한다면 시민들
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지역내 공동체
의식이 확대되는 경우 특정 공동체의 폐쇄성과 자기이익 추구성향이 증가할 수 있고, 이러한 특
성이 지방정부의 정책에 반영된다면 다수의 시민들이 느끼는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감소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민주성이 증가하는 경우 개인 간 소통이 확대되면 지방정부 신뢰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개인 간 소통이 활성화되는 경우, 가짜뉴스 등의 정보가 확증편향
현상과 결합하여 시민들의 의견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고, 지방정부의 정책들이 왜곡된 정보
의 영향을 받는다면 이를 집행한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충북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과 행정가치가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의 관계에서 청렴성 및 민주성이 조절변수로서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자
본 중 호혜성과 행정가치 중 대응성이 커질수록, 또는 정부의 청렴성이 증가하면서 공동체 의식
이 확대될수록 중앙정부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경
우 행정가치 중 공정성이 커질수록, 또는 민주성이 증가하면서 개인간 신뢰가 커질수록, 또는

충북지역 주민들의 관점에서 본 사회적 자본과 행정가치가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533

민주성이 증가하면서 공정성이 커질수록, 또는 민주성이 증가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
치가 확대될수록 지방정부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정부와 주민 간 소통 또는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치가 증가할수록 모든 정부 신뢰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충북도민들의 정부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살펴보면, 첫
째, 호혜성 제고를 위해 충청북도는 적극적 시민성(active citizenship)을 증대해야 한다. 김종후
(2009)에 의하면, 적극적 시민성은 정치적 토론이나 사회적 행동에 적극 관여하고 공헌하려는
시민들의 자발성으로서, 시민으로서의 권리 실현, 공공과정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공동선 증대에 기여한다(Lawson, 2001:166). 이에 따라, 포괄적 시민성(inclusive citizenship), 다
원적 시민성(pluralistic citizenship), 반성적 시민성(reflexive citizenship)을 위한 성인학습이 필
요하다(김종후, 2009).
둘째, 대응성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와 충청북도는 충북도민들의 행정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
하고,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며, 시민들의 삶에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적실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충청북도는 주민자치회 및 지역 내 공공기관, 민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민과 함께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용, 복지, 문화
분야의 행정서비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회의 참여와 소통, 협력을 강화하여 충청북도
의 시민대응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청렴성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와 충청북도는 행정 및 정책정보를 모든 시민들에게 공개
하고, 정보의 접근성, 충분성, 시의성, 정확성,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공개법의 법적 구속
력을 강화하며, 시민감사관 등 시민의 관점을 반영한 감사·평가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특히, 민
간참여형 부패예방시스템인 청렴시민감사관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시민들의 여론과 불편 개선사
항을 청취하고, 감사부서와 시민들의 소통으로 부패나 잘못된 관행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
요하다.
넷째, 민주성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와 충청북도는 시민참여제도(주민설명회, 공청회, 정책모
니터링, 주민참여예산제, 정책자문위원회 등)를 실효성있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론조사를
통해 대표성 있는 시민을 선발하고, 정보제공 및 토론 후 참여자들의 변화된 의견을 공공정책
결정에 반영하며, 합의회의에서 시민들이 전문가들과 의견 교환 및 일치된 의견을 도출하는 것
이 중요하다. 또한, 공공정책 결정과정에서 시민들이 회의에 참여하고, 시민회의의 결정을 중앙
정부의 법률이나 지방정부의 조례로 입법화하며, 주민배심제를 통해 대표 시민들이 정책권고안
을 제시함으로써 민주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것이 긴요하다(자치분권위원회, 2018).
다섯째, 공정성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와 충청북도는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법과 규칙의 차별
없는 공정한 적용, 특정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등한 기회보장 등이 필요하다. 국민권익
위원회 발표자료(2020)에 의하면, 사회의 ‘공정’ 분야에서 국민들의 54%가 “우리 사회가 공정하
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나는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9.2%로 국민들이 사회의 공정
성 수준은 낮게, 자신의 공정성 수준은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충청북
도 등 지방정부에도 동일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종수(2011)에 의하면, 지역사회 공정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투명성과 법치가 필요하며, 예를 들어 여가와 교육기회의 공정성, 공동체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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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선택권 보장 등이 중요하다.
여섯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치를 제고하기 위해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이 필요
하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사무를 예시하고 있으나 시의성 및 현장적합성이 부족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기관위임사무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중앙권한을 기능중심으로 포
괄적으로 이양해야 한다. 특히,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방이양을 위해 지역주민·시민단체, 중
앙·지방공무원,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충청북도에 시급한 사무를 우선 발굴·이양함으로써
대등한 관계에서 협치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곱째, 정부와 주민간 소통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개 확대, 소외계층 및 지역의 소통
인프라 확충으로 정보격차 해소, 시민신문고 등 각종 참여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소통형 행정체
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규제 완화,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 복지 향상, 교통․환경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 주민생활 편의 증진 등 파급효과가 큰 사안들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소통체감
도를 제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지녀 향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
다. 첫째, 본 연구는 단년도(2019)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적 자본과 행정가치가 정부신뢰에 미치
는 영향을 시간변화와 함께 살펴보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에는 다년도의 자료를 활용하여 주
요 요인들의 영향력이 동태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중앙정부의
경우 부처별 신뢰를 조사하지 못 한 자료상 한계점이 존재하여 부동산 정책이나 입시정책 등으
로 인한 부처별 정부신뢰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향후 주요 정책들에 대한 신뢰를
반영할 수 있는 부처별 정부신뢰를 조사하여 정부신뢰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해야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 범위를 충청북도로 한정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
다. 따라서 향후에는 충청북도와 비슷한 환경의 지역을 함께 연구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시
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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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나(崔睿娜):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mpacts of Social Capital and
Administrative Values on Government Trust from the Perspective of
Residents in Chung-Buk: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Integrity and Democracy
Choi, Yena Jeong, Taeil Park, Bonggyu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and administrative values 
on
government trust in Chungbuk province and the effects of integrity and democracy as
moderating variables in their relationship.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greater the reciprocality was or the greater the responsiveness was, the greater the central
government's trust was. As the government's integrity increased and the awareness of
community expanded, it had a positive effect on central government’s trust. And it was
found that the greater the fairness was, the greater local government’s trust was. As the
government's fairness increased and the democracy increased, it had a positive effect on
local government’s trust. In addition, as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residents or the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increased,
it had a positive effect on government’s trust.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improve responsiveness,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should identify proactively the needs of the residents in
Chungbuk, and solve public problems. Second, in order to improve integrity, it is necessary
for governments to disclose administrative and policy information to citizens, and to use an
audit and evaluation system such as citizen inspectors. Third, in order to improve
democracy, it is important that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utilize the
citizen participation system effectively.
[Key Words: Social Capital, Administrative Value, Government Trust, Democracy, Integr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