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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와 그러한 선호 표출의 제도적 장치인 정치제도에 따라 사회

정책이 결정됨을 이론모형으로 제시하려 했다. 우선, 직접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는 중위투표자의 사

회정책 선호가 집합적 선택의 결과가 된다. 따라서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가 사회정책의 결정을 

설명하는 핵심적 변수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사회정책의 결정은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정책에 대한 집합적 선택의 기제인 정치제도를 선거경쟁의 제도화 여부와 

선거규칙의 특성에 따라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그를 통해 사회성원들의 선호가 동일하다고 할지라

도 사회정책에 대한 집합적 선택의 기제인 정치제도에 따라 집합적으로 결정되는 사회정책의 수준은 

상이하다는 점을 보이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 제시한 이론모형은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복

지체제들이 사회성원들의 선호를 제약하는 제도적 조건들, 그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 그리고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를 집합적으로 모으는 정치제도의 차이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주제어: 사회정책 선호, 정치제도, 선거규칙, 복지체제

1. 들어가는 말 

이 연구는 사회성원들이 가진 선호와 그러한 선호를 집합적으로 선택하는 기제인 정치제도를 중심

으로 사회정책의 결정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사회정책의 발달 및 변천의 원인을 탐구하려는 시도는 

*이 논문은 2007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
아 연구되었습니다(KRF-2007-327-B00408). 



36  한국사회복지학 제61권 제 4 호

그간 다양하게 제기되어 왔지만, 략 시기별로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단계는 1960-70년

를 지칭하는데, 이 시기에는 산업화와 경제성장과 같은 거시적 변수를 통해 사회정책의 발전을 설명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산업화이론을 적용한 Curtright(1965)나 Wilensky(1975)의 연구가 바로 

그것이다. 2단계는 1980년 부터 시작된 권력자원론의 논의(Stephens, 1979; Korpi, 1983)를 지칭한다. 

권력자원론은 사회정책과 복지국가의 발전을 설명하려는 방식에서 중 한 전환을 이루었다. 이들은 

산업화나 경제성장과 같은 거시변수보다는 노동계급의 정치적 동원 수준과 좌파 정당 역량의 편차와 

같은 정치적 변수에 주목했다. 사회정책을 사회발전에 따른 기능적 필요성으로 보는 신, 분배를 둘

러싸고 사회성원들 사이에 발생하는 다툼과 연 의 결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이 시기까지 사회정책의 발달 및 변천의 원인을 탐구하려는 시도는 개별 국가들의 사회정

책이 가지는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에 주목하는 경향을 가졌다는 점에서는 같다. 즉, 사회정책의 발달에 

한 일반화된 인과모형의 구축이라는 이론적 관심이 이러한 연구들을 관통하는 일관된 문제의식이었

던 것이다. 모든 국가에 적용 가능한 보편적 이론을 추구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당연히 개별 국가들의 

제도적 편차는 역사발전에 따라 점차 하나로 수렴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한다(Thelen and Steinmo, 

1992). 그러나 1970년  초중반의 경제위기는 개별 국가들의 제도적 차이를 크게 부각시켰다. 경제적 

위기에 한 개별 국가들의 응전략은 매우 다양하게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 보편성에 

한 관심은 이제 개별 국가들의 다양성에 한 탐구로 체되었으며, 그것은 복지국가와 사회정책에 

해서도 마찬가지 다. 모든 국가들이 왜 유사한 사회정책을 채택하는가가 아니라, 비슷한 경제수준

의 국가들이 왜 상이한 사회정책의 발달을 경험하는지가 중요한 관심거리로 등장한 것이다.   

사회정책 발달이론의 3단계는 Skocpol 등(Orloff and Skocpol, 1984; Skocpol and Amenta, 1986)의 

연구를 계기로 시작되었다. 이들은 사회로부터 국가가 가지는 상 적인 독립성과 헌제 구조

(constitutional structure), 관료들의 정책 형성 활동이 과거 정책의 유산과 결합하여 사회정책의 발달

을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연구는 개별 국가들이 가지는 역사적 맥락과 제도의 복잡한 메커니

즘에 주목할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하지만, 개별 복지국가의 발전에 관한 제도적 혹은 역사적 맥락에 

관한 연구의 본격적인 모습은 에스핑 안데르센(Esping-Andersen, 1990)의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를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제 복지국가가 하나의 실체라는 가정은 다양한 복지국가라는 인식으로 

체되었고, 인과론에 기초한 설명은 유형화에 기초한 분류로 전환되었다. ‘세 가지 복지자본주의 접근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approach)'이 사회정책 발달 이론의 유행이 된 것이다. 

사회정책의 발달에 한 유형론적 접근은 개별 국가들이 가지는 고유한 제도적 맥락과 이러한 맥

락을 형성하는 역사의 중요성을 부각시킴으로서 사회정책에 한 몰역사적인 설명방식의 한계를 극복

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동시에 사회정책의 발달에 한 이론 개

발의 과제를 복지국가 유형론으로 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유형론의 문제는 각 국가의 독특한 특

징들을 몇 개의 유형으로 다 분류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후

발 복지국가의 발전을 설명하려 할 때 잘 드러난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사회정책은 상당히 변화하

고,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려는 여러 시도들이 ‘한국 복지국가 성격 논쟁’이라는 제하로 진행된바 있

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복지국가 유형론에 기초하여 한국의 변화를 설명하려 하기에 ‘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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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와 같은 새로운 복지국가 유형을 구성하거나 세 가지 복지자본주의 유형의 혼합형을 구성하

는 데에서 만족해야만 했다. 이 연구는 사회정책의 발달을 인과관계 모형(causal model)으로 설명하

려는 시도는 사회정책 이론의 구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가정한다. 비록 시간과 공간의 제약

을 인정하지만 맥락의 세부 내용(nuance)보다는 일반화의 가능성에, 구체성보다는 논리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회정책의 발전을 인과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모형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론 그렇게 구축한 이론모형은 경험적 검증과정을 통해 

입증되어야 하겠지만, 경험적 입증의 작업은 다음으로 미룬다.  

2. 사회정책에 대한 사회성원들의 선호

사회정책은 다양한 역의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여기에서는 시장원리에 의해 배분된 소득

을 국가정책을 통해 재분배하는 공적 소득이전 제도로 정의한다. 표적인 공적 소득이전 제도는 물

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수당을 포함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소득보장제도는 사회성원들

로부터 거둔 세금(혹은 기여금)을 특정한 기준에 따라 분배한다. 따라서 소득보장제도를 통해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사회성원은 소득보장제도, 즉 사회정책의 발전을 선호하나 반 로 소득보장제도를 

통해 소득 감소를 경험하는 사회성원은 그것의 발전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거둔 세금(혹은 

기여금)이 사회성원들이 가지는 시장소득에 한 비례소득세로 충당되며, 모든 세금(혹은 기여금)이 

소득보장제도를 통해 사회성원들에게 재분배된다고 가정하면, 사회정책에 한 사회성원들의 선호는 

그들이 가진 시장소득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사회정책에 한 사회성원들의 선호는 그들이 가

진 시장소득의 크기에 반비례하는 단조 감소함수(monotonically decreasing function)로 표시할 수 있

다. 정책에 한 사회성원들의 선호가 이렇듯 그들이 가진 특성의 단조함수로 표시할 수 있다면 다수

결 원칙에 따른 집합적 선택이 가능한데, 이를 선호의 단일 교차성(single crossing property) 조건이라 

한다(Gans and Smart, 1996). 또한 이 경우 중위 특성을 가진 사회성원의 선호가 집합적 선택의 결과

가 됨은 이미 증명된 바 있다. 

멜쩌와 리처드(Meltzer and Richard, 1981)는 이러한 논리에 기초하여 사회정책의 결정이론을 제시

하고,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가설을 도출했다. 첫째, 사회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심화될수록 사회정책은 

발전한다. 여기에서 소득불평등 정도는 중위소득과 평균소득 사이의 격차에 의해 측정되는데, 이 격차

가 클수록 중위소득자가 선호하는 사회정책의 수준은 높아지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의 심화는 사회정책

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둘째, 투표권이 확 될수록 사회정책은 발전한다. 소득수준이 높은 부

르주아 계급에 국한되어 있던 투표권은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점차로 소득수준이 낮은 근로 중에

게로 확 되었다. 투표권의 확 는 낮은 소득을 가진 사회성원이 중위소득자의 지위를 차지하는 결과

를 초래하며, 그에 따라 중위소득자의 사회정책 선호 정도는 더 커진다는 것이다.  

소득보장제도에서 사회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사회보험은 위험을 분산하는 장치라는 

점에 주목하여, 사회정책에 한 사회성원들의 선호를 그들이 가진 위험회피 성향과 관련지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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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위험회피에 한 선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험에 한 수요가 소득의 크기에 비례하여 증가한

다면 사회정책에 한 사회성원들의 선호는 그들이 가진 시장소득의 크기에 비례하는 단조 증가함수

(monotonically increasing function)로 표시할 수 있다. 앞의 이론모형과는 정반 로 이러한 이론모형

에서는 중위소득자의 소득수준이 평균소득자의 그것에 가깝게 갈수록, 즉 시장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적을수록 집합적으로 선택되는 사회정책의 수준은 높아진다는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Moene and 

Wallerstein, 2001). 

한편, 사회정책에 한 사회성원의 선호 또한 제도적 제약 내에서 결정됨을 강조하는 논의도 있다. 

앞의 논의들에서 사회정책에 한 사회성원의 선호는 외생적인 것으로 가정되지만, 선호가 내생적으

로 결정되는 것이라면 사회정책에 한 사회성원의 선호는 제도적 맥락에 따라 다를 것이다. 즉, 사회

정책에 한 선호가 사회성원들이 가진 어떤 특성의 함수로 표현될 수 있음과 동시에, 그러한 특성이 

관련 제도에 의해 내생적으로 결정된다면 그 제도는 사회정책의 발전과 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 최

근 들어 빈번하게 언급되는 제도나 정책들 사이의 상호보완성(institutional complementary)이란 바로 

이러한 측면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가령, 노동시장제도와 소득보장제도 사이의 상호

보완성은 노동시장제도가 중위소득과 평균소득 사이의 격차를 줄이거나 늘림으로서 결국 소득보장제

도에 한 중위투표자의 선호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발생한다(홍경준, 2007). 생산체제와 복지체제 사

이의 상호보완성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검토될 수 있다. ‘자본주의의 다양성’ 논의(Hall & Soskice, 

2001;  Amable, 2003)에 따르면 자유시장경제(Liberal Market Economies)와 조정시장경제

(Coordinated Market Economies)는 각각 급진적 혁신(radical innovation)과 점진적 혁신(incremental 

innovation)을 비교우위로 하는 산업체계를 발전시켜왔다. 급진적 혁신은 과학기술의 새로운 지식에 

기초하여 생산라인이나 과정을 완전히 체하거나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는 

식의 변화를 꾀하는데, 이러한 산업체계에서 소수의 핵심인력을 제외한 일반 노동자에게 요구하는 숙

련은 주로 일반적 숙련(general skill)이다. 한편 현존하는 생산라인과 생산방식에서 축적된 경험적 지

식에 기초하여 계속적,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점진적 혁신은 일반 노동자의 특수적 숙련(specific 

skill)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그런데 숙련의 특수성과 노동시장에서의 범용성(transferability)은 체

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 즉 특수적 숙련을 가진 노동자는 잠재적으로 보다 긴 실직기간 또는 심각한 

소득하락을 실직상태에서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숙련의 특수성 정도(skill specificity)가 높을수록 위

험회피 성향은 높아진다. 결국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에 한 선호는 생산체제에 의해 내생적으로 결

정되며, 복지체제는 그러한 사회성원들의 선호에 의해 결정된다. 즉, 생산체제와 복지체제는 숙련의 

특수성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를 매개로 상호보완성을 가지게 된다. ‘자본

주의 다양성’ 논의와 관련하여 흔히 간과되는 점은 바로 제도와 제도는 개인의 선호를 매개로 상호보

완성을 가지게 된다는 점이다. 

이하에서는 사회성원들의 위험회피 선호에 따라 사회정책이 결정된다는 보험 모형(insurance 

model; Moene and Wallerstein, 2001)과 사회성원들의 위험회피 선호는 생산체제의 숙련 제약조건에 

의해 결정된다는 자산 모형(asset model; Iversen and Soskice, 2001)을 통해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에 한 선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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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정책 선호의 보험모형

사회성원들은 고용여부에 따라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된다고 가정하자. 어떤 기간 동안에 고용된 

사람들의 일부는 다음 기간에 실직할 수 있는데 그 확률을 p라 하고, 실직한 사람들이 다음 기간에 

고용될 확률을 q라 하자. 이 사회에서 고용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을 1)라 하고 실업 집단이 차지하

는 비중을 라 하면(    ), 균형상태에서    ,    이다.2) 이 사회에서 

사회정책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시장소득에 한 비례소득세(t)로 충당된다고 가정하자. 또한 

   를 조세의 노동 공급 감소효과를 고려한 노동공급량(혹은 근로에 투여한 시간)이라

고 하고,  를 임금률의 평균값이라 하면, 1인당 세액 T와 소득보장 급여 R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 
∙ 

                               (1)

소득보장 급여가 실업 집단에게만 제공된다고 가정하면, 사회성원이 가지는 과세-이전 후 소득

(post tax and transfer income)은 그의 고용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고용 집단 :     ∙ ∙   ∙            

실업 집단 :                                                                       (2)

사회성원 모두에게 와 는 각 집단에 속할 확률이므로, 그는 두 상태 모두를 고려하여 자신의 기

효용을 극 화하려 한다. 미래 소득에 한 할인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기 효용은 다음과 같이 표

시되는데, ∙는 효용함수에 한 통상적인 가정에 따라 오목(concave function)하다고 하자. 

               ∙  ∙                                              (3)

의 증가에 따른 R의 변화를 살펴보면, R의 값은 상 적 위험회피도(relative risk aversion; 

RRA)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자세한 풀이과정은 부록 1 참조). 즉,

                     iff RRA < 1

                     iff RRA > 1                                             (4)

결국 사회성원들의 위험회피 성향이 1보다 크다면, 시장소득의 증가는 사회정책에 한 선호를 증

1) 고용 집단에 속한 사회성원을 중위특성을 가진 사람으로 두기 위해서 >1/2이라고 가정한다.

2) 이 균형은 마르코프 과정(Markov process)을 통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이다. 여기에서,     이라고 가정하면,

             이다. 따라서      이며,      이다. 

   이를 정리하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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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킨다. 또한 선호의 단일 교차성 조건이 충족되므로, 중위소득자와 평균소득자의 격차가 적을수록 

사회정책의 발전수준은 더 높아진다.

2) 사회정책 선호의 자산모형

자산모형에서는 고용 집단이 숙련특성에 따라 두 개의 하위집단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한다. 범용성

이 높은 일반적 숙련(general skill)은 모든 기업에, 특수적 숙련은 특정한 기업에만 적용되며 일반적 

숙련과 특수적 숙련을 모두 사용하는 기업에 고용된 사람들의 비중을  , 일반적 숙련만 사용하는 기

업에 고용된 사람들의 비중을 라 하자. 또한 일반적 숙련만 사용하는 고용집단의 시간당 임금률을 

 , 일반적 숙련과 특수적 숙련을 모두 사용하는 고용집단의 시간당 임금률을 ∙  3)라 하고 소득보

장 급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다고 하자. 그러면 사회성원들의 과세-이전 후 소득은 

다음과 같다.

특수적 숙련 집단 :     ∙ ∙     ∙             

일반적 숙련 집단:     ∙ ∙     ∙ 

실업집단 :                                                                        (5)

사회성원 모두에게 와 는 각각의 집단에 속할 확률이므로, 그는 세 가지 경우 모두를 고려하

여 자신의 기 효용을 극 화하려 한다. 앞과 마찬가지로 미래 소득에 한 할인을 고려하지 않는다

면 기 효용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  ∙  ∙                                (6)

과세-이전 전 기 임금률(expected wage rate)   ∙ ∙ 라 하고, 이 값을 고정시킨 상

태에서 의 증가에 따른 R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자세한 풀이과정은 부록 2 참조). 

           RRA > 0일 때,  ≻   

결국 기 임금률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사회성원들의 위험회피 성향이 0보다 크다면 의 증가, 

즉 일반적 숙련에 한 특수적 숙련의 비중 증가는 소득보장 급여 R의 증가를 초래한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특수적 숙련을 사용하는 사회성원은 잠재적으로 보다 긴 실직기간 또는 심각한 소득하락

을 실직상태에서 경험하게 되며 그에 따라 일반적 숙련을 사용하는 사회성원보다 사회정책의 발달을 

더 선호하게 되기 때문이다.  

     

3) 따라서 특수적 숙련을 가지지 않을 경우(  ), 그의 임금률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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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치제도; 사회정책에 대한 집합적 선택의 기제 

앞 절에서 이루어진 논의는 모든 사회성원들이 사회정책을 결정하는 집합적 선택의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 즉, 중위 소득자의 선호가 집합적 선택의 균형이 되려면 직접 민주주

의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사회정책에 한 집합적 선택이 직접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가령, 독재자가 통치하는 사회에서 사회정책은 독재자의 선호를 

반 한다. 반면에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발전한 사회에서는 사회성원들의 지지를 두고 경쟁하는 정당

들에 의해 사회정책의 집합적 선택이 이루어진다. 의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바로 그러한데,  여기에

서도 집합적 선택의 결과는 선거규칙이나 정부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회정책에 한 사회성

원들의 선호가 같다하더라도 집합적으로 선택되는 사회정책은 정치제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다. 

사회정책에 한 집합적 선택에 향을 미치는 정치제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이

하에서는 선거경쟁(electoral competition)의 제도화 여부와 선거규칙(electoral rule)의 특성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한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정치제도를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다. 우

선 정당들 사이의 선거경쟁이 제도화되지 않거나, 그 발전정도가 제한적인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사

회정책에 한 집합적 선택은 유권자들의 선호를 모으는 투표과정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신 정책결정의 권한을 가진 어떤 조직(행정부나 의회, 혹은 통령실 등으로 위원회로 통칭한다)이 

사회정책에 한 집합적 선택을 신한다. 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정책결정자들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되었는지, 또는 이들이 사회성원들의 의사를 위임받는 표자인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따라

서 이러한 정치제도에서 정책결정자는 독재자일 수도 있고, 형식적으론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결함을 가진 민주주의 체제의 행정수반, 혹은 관료일수도 있다. 

이와는 달리 사회정책에 한 집합적 선택이 사회성원들의 선호를 모으는 투표과정을 매개로 정당

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회성원들은 사회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신

에 투표를 통해 정책을 결정할 정당을 선택한다. 이러한 정치체제가 의 민주주의 정치체제인데, 여

기에서 정당들의 집권여부는 유권자들의 표에 달려 있다. 그런데 의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유권자

들의 표를 계산하는 방식은 선거규칙에 따라 다르다. 우선 비례 표제(proportional election)에서 특정

정당이 얻는 의석수는 전체 유권자 중 그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실제로 

작동하는 비례 표제는 다양한 형태를 가지지만, 그 본질적인 특성은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다수 표제(majoritarian election)에서 유권자들은 다수의 집단(선거구)으로 구분된다. 즉 여기에서 

특정정당이 얻는 의석수는 전체 선거구 중 그 정당을 지지하는 선거구의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이어

질 논의를 통해 드러나겠지만, 사회정책에 한 사회성원들의 선호가 동일하다 해도 그 선호를 모으

는 정치제도, 즉 위원회 제도인가, 비례 표제인가, 아니면 다수 표제인가에 따라 결과는 다르다. 정

치제도에 따른 사회정책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이하에서는 비례 표제와 다수 표제라는 선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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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회정책의 결정수준을 비교하는 Persson과 Tabellini(1998)의 이론모형을 적용한다4). 하지만, 

이 글에서는 정당들 사이의 선거경쟁이 존재하지 않거나 활발하지 않은 권위주의 혹은 결함 있는 민

주주의 정치체제까지를 포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이론모형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소득수준이 모두 1로 같은 사회구성원 전체가 세 개의 집단(J=1,2,3)에 소속

되어 있으며, 각 집단의 크기는 1로 같다고 하자. 또한 각 집단에 속한 사회성원들은 모두 같은 정책

선호를 가진다고 가정하자. 한편 정책은 다차원적(multi-dimensional)이라고 가정하자. 즉, 이 사회에

서는 공공재처럼 모든 집단에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소득보장 급여 뿐 아니라 각 집단에 배타적으로 

주어지는 보조금도 존재한다.5) 이러한 정책들을 모든 집단에 동일하게 부과하는 세액(t)으로 충당한

다면 예산제약조건은   
 

 로 표시할 수 있으며, J집단 성원의 정책 선호는 다음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s.t.   
 

                                 (7)

여기에서 ∙  ∙  ∙는 모두 효용함수에 한 통상적인 가정에 따라 오목(concave 

function)하며 는 집단 J에 속한 사회성원들의 개인적인 소비를, 는 각 집단에 배타적으로 주어

지는 보조금을, 은 공공재의 특성을 가지는 보편적 소득보장 급여를 나타낸다. 또한 분석의 복잡성

을 피하기 위해 앞 절의 노동공급 감소효과와 같은 조세의 왜곡효과는 없다고 가정하자. 

1) 위원회 체제; 선거경쟁이 없거나 미진한 정치체제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사회성원들의 정책선호 함수를 준선형 효용함수(quasi-linear utility 

function)로 표시하고(즉    ), 이를 정책벡터   ≥ 의 간접효용함수로 나타

내면 다음과 같다. 

   


 



 

                                              (8)

4) Iversen and Soskice(2006)도 다수 표제 선거체계보다 비례 표제 선거체계에서 사회정책이 더 발
전한다는 이론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그들의 이론모형은 좌파정당은 사회정책을 더 선호하
는 이념적 지향을 가진다는 점을 전제한 후, 다수 표제보다는 비례 표제에서 좌파정당의 집권가능
성이 더 높아진다는 점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둔다. 따라서 엄 하게 말해서 선거체계, 혹은 정치제
도 그 자체에 초점을 둔 이론모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이러한 가정은 소득보장제도와 같은 사회정책 뿐 아니라 보조금이나 조세지출, 지  등과 같은 그림
자 복지국가 프로그램(shadow welfare state program)이 명백히 존재하는 현실을 반 한 것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과 같은 국가들의 경우 이러한 프로그램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 이에 해서는 
Hong(2008)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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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각 집단을 표하는 세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서 A가 의제설정(agenda-set)

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또한 A는 집단 1(J=1)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을 극 화하려는 목

적함수를 가진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A의 효용극 화는 징수한 세액 전부를 배타적 보조금의 형태로 

집단 1에게 몰아주는 신 보편적 소득보장 급여는 0으로 둠으로서 달성할 수 있다6). 즉 A는 다음을 

만족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9)

그런데, A의 정책제안이 수용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A가 가진 권한의 범위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A가 의제설정의 권한 뿐 아니라 정책결정의 권한도 가진다면, 식 (7)을 만족하는 정

책이 이 사회에서 집합적으로 선택한 정책이 된다. 이 경우 우리는 보편적인 소득보장급여는 없고, 가

용한 모든 자원을 경제발전을 위한 계약적 지 로 활용하는 발전주의 국가의 이념형을 묘사하게 된

다. 한편 A의 정책제안이 수용되기 위해 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둔다면, A는 집

단 2나 집단 3에게도 일정한 수준의 배타적 보조금을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A는 보다 적은 비용으

로 지배동맹(winning coalition)을 구축하는 것이 이익이므로, 보다 약한 집단을 표하는 위원을 동맹

에 끌어들일 것이다. 집단 2와 그를 표하는 위원 B가 그러한 상 라고 하자. B가 A의 정책제안에 

찬성하기 위해서는 A가 B에게 제안하는 배타적 보조금의 크기()가 현재 상태에서 집단 2가 가지

는 배타적 보조금(status-quo policy) 

보다 커야 한다. 즉,  B가 A의 제안에 찬성할 수 있는 제약조

건은 다음과 같다.

          
    ≥                          (10)

결국 A는 식 (10)의 제약조건 하에서 식 (9)를 만족하는 정책을 제안함으로서, B와 동맹을 구축하

고 자신의 정책제안을 실행할 수 있다. 결국 집합적으로 선택된 정책은 다음과 같다(자세한 풀이과정

은 부록 3 참조).

        
   


∙
    



           

  


                                  (11)

                                                                         

    

6) A가 집단 1에게 배타적 보조금을 몰아주고자 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러한 배타적 보조금을 산업발전을 위한 ‘계약적 지 (contingent rent)’로 파악하고자 한다. 즉 A
는 발전주의 국가이며, 집단 1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산업 부문이다(Hong,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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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결정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규범적인 기준으로 파레토 최적 상황에서 각 집단에게 

제공되는 의 크기를 살펴보자. 최적 자원배분의 상황은 해당 집단에게 돌아가는 배타적 보조금의 

한계편익이 각 집단에게 돌아가는 한계비용과 일치할 때 발생하므로,  
   일 때 이루어진다. 

이러한 규범적 기준과 정책결정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어떤 집단이 이득을 얻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

다. 먼저 집합적 선택을 통해 집단 3이 얻은 보조금은 없으므로, 규범적 상황과 비교할 때 집단 3은 

명백하게 손실을 입었다. 집단 2의 경우는 ∙ 함수의 형태와 정책 파라메터 의 값에 따라 달

라지지만, 

의 값이 보다 크지 않는 한  ≤ 이다7). 집단 2와 집단 3에게 발생한 이러한 손실

은 물론 집단 1이 얻는 초과이득 때문이다. 집단 1이 거둔 초과이득을 살펴보기 위해 식 (11)의 첫 번

째 식에 -1을 더하면,

     
   


  

 
  


  

 

      
≺             (12)

결국  
 ≺ 이다. 이를 규범적인 상황  

   과 비교하면, ∙함수의 오목성 때문

에   ≻  이다. 또한 식 (11)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상태에서 집단 2에게 돌아가는 보조금의 크

기(

 )가 작을수록 집단 1에게 돌아가는 보조금(계약적 지 )의 크기는 커진다.     

2) 대의민주주의 체제

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성원들의 선호는 정당을 통해 집합적 선택과정에 투 된다. 정당들은 

유권자들의 선호를 반 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유권자들은 자신의 효용함수를 극 화하는 

정책을 내는 정당에게 표를 준다. 그 결과 과반수의 득표를 얻는 정당이 승리하고, 승리한 정당이 제

시한 정책이 집합적 선택의 결과로 채택된다. 그런데, 유권자들이 정당을 선택하는 투표는 공공선택이

론에서 결정적 모형(deterministic voting model)과 확률적 모형(probabilistic voting model)이라는 두 

가지 이론모형을 통해 논의되어왔다(Mueller, 2003). 아래의 <그림 1>은 유권자들의 투표행위가 각각

의 이론모형에서 어떻게 묘사되는지를 보여준다.

 곡선은 x1, x2 정책 공간에 나타낸 유권자 1의 무차별 곡선이다. 정당 A는 pA에 해당하는 정

책을 내놓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정당 B는 AZ을 잇는 직선상의 어느 지점에서 정책을 낼지를 생각하

고 있다. 정당 B가 유권자 1의 지지를 얻을 확률은 어떠한가? 결정적 모형에서는 정당 B가 유권자 1

의 지지를 얻을 확률은 비연속적인 계단함수라고 가정한다. 즉 정당 B가 AZ를 잇는 직선 중에서 AC 

사이의 지점을 선택하면 100%로 유권자 1의 지지를 얻는 반면, CZ 사이의 지점을 택한다면 그 확률

은 0%이다. 물론 C 지점에서는 50%의 확률로 지지를 얻을 것이다. 이와는 달리 확률적 모형에서는 

7) 집단 2가 가장 약한 집단이라는 가정은 

의 값이 보다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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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B의 정책이 Z→A로 이동하는데 비례하여 유권자 1의 지지를 얻을 확률은 연속적으로 증가한다

고 가정한다. 물론 이러한 가정을 위해서는 정당 B에 한 유권자 1의 선호를 정책 그 자체 뿐 아니

라 확률분포하는 또 다른 요인(이념, 중적 인기도, 지역적 친 도 등)의 함수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투표에 한 확률적 모형은 정당을 선택하는 유권자의 실제 행태를 결정적 모형에 비해 더 잘 

묘사할 뿐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정책을 동시에 결정해야 하는 다차원적 정책공간에서 집합적 선택의 

균형을 찾는데 매우 유용하다. 

<그림 1>  정당 B의 정책변화에 한 유권자 1의 투표행

의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사회정책 결정을 논의하는 이 글에서도 유권자는 확률적 모형에 기초하

여 정당에 투표하며, 정당들 또한 이러한 사실과 함께 이념, 중적 인기도, 지역적 친 도 등과 같은 

또 다른 요인의 확률분포를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정책과는 별도로 정당에 한 유권자의 선호를 결

정하는 이러한 요인을 ( )라 하자. 앞에서 제시한 식 (8)에 따라 를 정당이 제시하는 정

책 벡터   ≥ 에 한 유권자들의 간접효용함수라고 하면, 이제 집단 의 유권자 가 

정당 A를 지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3)

여기에서 는 개인이나 개인이 소속한 집단의 특성과는 독립되어 사회 전체에 확률 분포하는 요인

(가령, 특정정당에 한 사회전체의 평균적 호감도나 친 도)으로   의 균일분포

(uniform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하자8). 또한 는 개인에 따라 결정되는 요인(가령, 특정정당에 

해 어떤 개인이 가지는 호감도나 이념적 동질성)으로     의 균일분포

를 따른다고 가정하자.   인 사람들은 특정정당에 한 편향적 태도를 가지지 않은 부동층(浮動

層)으로 정당 A의 정책과 정당 B의 정책이 같다면(즉,   ), 두 정당에 해 무차별한 유권자이

다. 이러한 유권자들의 수는 각 집단에 따라 다른데, 이러한 점은 이 확률변수의 도와 기댓값에 

8) 따라서   이며,   이다.



46  한국사회복지학 제61권 제 4 호

한 다음과 같은 가정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다. 우선 정당 B에 한 각 집단(J=1,2,3)의 평균적 호감

도(

)는 다른데, 구체적으로 


≺

≺

이라 하자. 즉 정당 B에 한 호감도는 집단 3에서 가

장 높다. 한편 정당 B에 한 호감도나 이념적 동질성 등 개인들이 가지는 태도의 동질성()은 

 ≻ 로 집단에 따라 다르다고 하자. 또한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이라 가정

한다. 

<그림 2>  유권자 호감도의 분포

이러한 집단의 특성을 확률변수 의 분포로 나타낸 것이 <그림 2>이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

이 모든 집단은   인 부동층을 포함하지만, 그 숫자는 집단 2에서 가장 많다. 한편, 그림에서 

의 값이 커서 오른쪽에 위치할수록 정당 B를 지지할 확률은 높아진다. 이와는 반 로 의 값이 작아

진다면 그러한 유권자는 정당 A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당 A와 정당 B가 동일한 정책을 제

시한다고 가정할 때(  ), 정당 A를 지지하는 집단 J의 유권자 비율을 라 하면, 는 다

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집단 J에서 두 정당에 해 무차별한 부동층을 라 하면,        인 사람이

다. 따라서 집단 J에서  ≤ 인 유권자가 정당 A를 지지하는 유권자이다. 결국, 

    ≤     ≤      

 



     



 






 

       


                                             (14)

  

한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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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례대표제 

비례 표제에서 특정정당이 얻는 의석수는 전체 유권자 중 그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즉, 전체 유권자의 과반수가 정당 A를 지지해야 한다. 정당 A가 승리할 확률을 라 

하면, 

  




 

 ≥ 

 


 










       


 ≥ 

 






 










      


 ≥ 

 




여기에서 



 


  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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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15)

정당 A는 를, 정당 B는    를 극 화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므로 두 정당은 

동일한 선택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선택된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를 고정한 상

태에서 정당 A의 목적함수를 표시하는 식 (15)를 극 화하는 
   를 구하면 된

다(자세한 풀이과정은 부록 4 참조)9). 우선 앞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조세의 왜곡효과가 없기 때문에 

최적세액은 1이다. 즉, 사회성원들의 소득전체가 세액으로 징수된다. 

즉,                                                                                (16)

또한, 집단 1과 집단 3에 제공하는 배타적 보조금은 없으나, 집단 2에 제공하는 배타적 보조금은 양

의 값이다. 즉,

 ≻                                                                      (17)

이는 1단위의 배타적 보조금을 집단들에게 제공한다고 할 때, 정당 A가 승리의 확률을 극 화하는 

방법은 태도의 동질성이 가장 클 뿐 아니라 부동층이 가장 많은 집단 2( ≻  )에게 그것을 제

9) 이러한 정책벡터는 비례 표제 하에서 선택되는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위첨자 p를 붙여 표시한다. 

마찬가지로 뒤에서 다수 표제 하에서 선택되는 정책벡터에는 위첨자 m을, 위원회 정치체제의 그것
에는 위첨자 c를 붙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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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정당 A의 입장에서는 보조금의 한계효용이 가장 높은 집단에게 보조금

을 제공하는 것이 승리확률을 극 화하는 것이므로   이 되도록 선택할 것이며, 상보적 

여분성 조건(complementary slackness condition)에 따라   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성원들에 한 보편적 소득보장 급여는 다음을 만족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  ∙
                                                               (18)

식 (18) 좌변의 1은 선형함수로 표시된 배타적 보조금의 한계효용이며, 는 집단 2를 나타낸다. 

또한 우변의   이며, 
는 보편적 소득보장 급여의 한계효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선택

되는 보편적 소득보장 급여는 집단 2에 한 배타적 보조금의 한계효용과 보편적 소득보장 급여의 한

계효용이 일치하는 수준이다. 한편 식 (18)을 다시 정리하면, 

   

≺ 

≺                                                                   (19)

(2) 다수대표제

다수 표제 선거체계에서 정당 A가 집권하려면 전체 세 개의 선거구 중 두 개 이상의 선거구에서 

승리해야 한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집단 J와 선거구 J는 일치한다고 가정하자10). 또한 앞의 <그림 2>

에 제시되어 있듯이 정당 A에 한 집단 1의 호감도와 정당 B에 한 집단 3의 호감도가 상당히 크

다고 가정하자(즉, 

과 

가 0에서 상당히 떨어진 음수와 양수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정당들이 

제시하는 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집단 1로 구성된 선거구 1은 정당 A를, 집단 3으로 구성된 선거

구 3은 정당 B를 지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정당들은 집단 2로 구성된 선거구 2에서의 승리

에 관심을 집중하게 된다. 선거구 2에서 승리한다면 두 개의 선거구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것은 집권

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 A가 선거에서 승리할 확률은 정당 A가 선거구 2에서 승리할 확

률과 같다. 즉,

  


 ≥ 

 

 



      


 ≥ 

 

 . 

여기에서  이므로 결국,

  


 ≥ 

 

 



       ≥ 

 



    ≤                

                     (20)

10) 집단 J와 선거구 J가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정 선거구에 집단 2의 속성을 가진 유권자가 
1/3이상 존재한다면 결과는 ‘질적으로’ 동일하다. 이에 해서는 Persson and Tabellini(1998)을 참조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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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A의 목적함수를 표시하는 식 (20)을 극 화하는 
  를 구하면 다음

과 같다(자세한 풀이과정은 부록 5 참조). 우선, 비례 표제와 마찬가지로,

                                                                                 (21)

배타적 보조금은 비례 표제와 마찬가지로 집단 2(선거구 2)에게만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정당 A는 

선거에서 이길 확률을 극 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2)

한편 모든 성원들에 한 보편적 소득보장 급여는 다음을 만족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23)

3) 사회정책 수준의 비교

이제 위원회 정치체제와 의 민주주의 체제인 비례 표제, 다수 표제라는 세 가지 정치제도 하에

서 집합적으로 선택되는 정책 벡터들의 크기를 비교해보자. 우선 조세의 왜곡효과는 없다고 가정했으

므로 사회성원들의 소득은 세 개의 정치제도 모두에서 전부 세액으로 징수된다. 즉, 

      이다.

또한 집단 2에게 제공되는 배타적 보조금의 크기는,

 ≻  ≻ 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재의 특성을 가지는 보편적 소득보장급여의 크기를 비교해보자.   이고 


   , 

≻ 


인데, ∙는 오목(concave function)하기 때문에,  ≺ ≺ 

이다.

결국 사회성원들의 선호가 동일하다 해도 집합적 선택의 기제인 정치제도에 따라 사회정책발달의 

수준은 다르다. 이는 선거경쟁의 제도화 여부와 선거규칙의 특성이라는 정치제도가 사회성원들의 선

호와 함께 사회정책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임을 의미한다.   

  

4. 맺음말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복지체제들은 사회성원들의 선호를 제약하는 생산체제와 같은 제도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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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들, 그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 그리고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를 집합적

으로 모으는 정치제도의 차이가 만들어낸 산물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점을 이론모형으로 제시하고자 

하 다. 우선, 사회성원들이 사회정책의 집합적 선택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정치제도, 즉 직접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는 중위투표자의 사회정책 선호가 집합적 선택의 결과가 된다. 여기에서 중위

투표자의 사회정책 선호는 외생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고, 이 글에서와 같이 생산체제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내생적인 것으로 가정할 수도 있다. 한편, 사회성원들이 사회정책의 집합적 선택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가정하는 것은 썩 현실적이지 않다. 따라서 이 글에

서는 사회정책에 한 집합적 선택의 기제인 정치제도를 의 민주주의의 발전 정도(선거경쟁의 제도

화 여부)와 선거규칙의 특성에 따라 세 가지로 유형화하 다. 그를 통해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

가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정치제도에 따라 집합적으로 결정되는 사회정책의 수준은 상이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했다. 이는 사회정책의 발달에서 정치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가령, 앞서 소개했던 ‘자본주의

의 다양성’ 논의에 따르면 ‘자유시장경제’보다는 ‘조정시장경제’에서 사회정책의 수준은 더 높다. 하지

만, ‘조정시장경제’로 분류되는 일본이나 한국의 사회정책 수준은 또 다른 ‘조정시장경제’로 분류되는 

유럽 국가들보다 낮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조정시장경제’라는 동일한 생산체제가 상이한 복지

체제를 가지는 이유는 선거경쟁의 제도화 여부와 같은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발전과 관련된다. 정치제

도는 생산체제와 복지체제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그것이 상호보완성이든, 불일치든, 혹은 예외이든-

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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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aining the Development of Social Policy; Social Policy 

Preferences and Political Institution 

Hong, Kyung-Zoon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paper presents a formal model of social policy development. The model 

shows that the development of social policy depends both on the social policy 

preferences of voters and on the political institution which mediates the 

preferences of voters. In the direct democracy, median voter's social policy 

preference is critical because he is Condorcet winner in a pairwise vote. But in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political parties design social policy to win the 

support of a majority of voters. Hence, the political institution like electoral rule 

may affect social policy outcome. The model presented in this paper contrasts 3 

alternative constitutional features and investigates how they affect social policy 

outcome. In result, this papers emphasizes that policy preferences of voters and 

political institution may be key variables to explain social policy development 

and divergence among welfare regimes.

Key words: social policy preferences, political institutions, electoral rule, 

welfare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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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                                                          (1) 

여기에서,    ∙            

                                                

식 (1)을 R에 해 미분하면 R*를 구하기 위한 제 1계차 필요조건(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

에 따라,

    

 ′  


′                                                (2)

식 (2)는    이며, 음함수 정리(implicit function theorem)에 의해, 



 이다.



 



″  









″  

  ′  




′′  


  

 ′   ′′   

결국, 


″   ″  
 ′   ″   

                                         (3)

 

∙는 오목함수(concave function)이므로 ′′∙ 임. 따라서 식(3) 분모의 부호는 (-).  또

한 분자의 괄호항을 ′ 로 나누면 
′  
 ″  

  

따라서 상 적 위험회피도  RRA < 1이면, 식(3) 분자의 부호가 (+)이므로 

 이고

                          RRA > 1이면, 식(3) 분자의 부호가 (-)이므로 

 이다.

<부록 2> 

 ∙ ∙ ∙                                            (1)

 여기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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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과세-이전 전 기 임금률(expected wage rate),

    ∙∙                                                                 (2)

 

식 (1)을 R에 해 미분하면 R*를 구하기 위한 제 1계차 필요조건(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

에 따라, 



′  ′  ′                               (3)

식 (3)을 전미분하여, 항을 우변으로 두고 정리하면, 




 ″  ′   




 ″  ′   




 ″  ′   

 ″   ″   ″                              (4)
그런데 식 (4)에서, 

  . 

또한 식 (4)에서   이므로    

마찬가지로    . 

결국 식 (4)를 다시 정리하면,

 ″   ′   
 ″   ′   
 ″   ′   
 


 ″   ″   ″                           (5)

                                

한편 식 (5)에서,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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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라 하고 다시 정리하면, 

  


                                                     (6)

                                     

그런데, 







 




특수적 숙련이 사용되어   이라면,    ⇒  , 따라서







                                                           (7)

또한 ∙는 오목함수(concave function)이므로,

′   ≺ ′                                                                      (8)
                              

한편 식 (2)를 전미분하면,      

 이므로,  


                                        (9)

식 (6)에 식 (9)를 입하여 정리하면,










∙


                                                   (10)

  ≻   ≻ 이라면, 식 (7)과 식 (8)에 따라 식(10)의 ≺ 임. 

또한 ′′ ∙  이므로 ≺ 임. 결국 ≻ 일 때,  

 이다.

<부록 3>

우선 최적조세를 구하기 위해 본문의 식 (9)를 제약조건 ,  ≤ 을 활용하여 라그량쥬 함

수(Lagrangian function)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이를  에 해 미분하여 최적조세의 조건을 구하면,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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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 ∙

 
                                                         (3)

식 (1)에서 ≻ 이면,   임. 따라서   . 또한 식 (2)에서 이므로 

   ⇒ ≻ ⇒ ≻ 임. 이는 식 (3)에서    을 의미함. 결국   . 

이제 선택된 를 구하기 위해 본문의 식 (9)의 극 화 문제를 본문 식 (10)을 제약조건으로 한 

라그랑쥬 함수로 풀어보자. 

  












 


 






, 

이를 에 해 미분하여 극 화의 조건을 구하면,

 


 







 ≤  ∙



                                             (4)

 


 




 


 ≤ ∙



                                             (5)

 





 


 






≥ ∙


                                    (6)

  

그런데   이므로, 
  


 . 또한   이므로,  




임. 

결국, 
  


∙
 


 

또한 식 (6)에서  

 


  이므로,

  

 


                                                

<부록 4>

사회성원들의 정책선호 함수를 준선형 효용함수(quasi-linear utility function)로 표시하고(즉 

  ,   ), 제약조건  , ≤ 을 활용하여 라그량쥬 함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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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본문의 식 (15)에 입하고   에 해 미분하여 극 화의 조건을 구하면,

 




    ≤ ∙


                                      (1)

 




     ≥ ∙


                                 (2)

 




    ≥ ∙


                                        (3)

식 (1)에서 ≻ 이면,  임. 따라서   . 또한 식 (2)에서 이므로 

  ⇒ ≻ ⇒ ≻ 임. 이는 식 (3)에서   을 의미함. 결국   . 

 





    ≤ ∙



                                        (4)

 





    ≤ ∙



                                        (5)

 





    ≤ ∙



                                        (6)

 균형에서 ∙  ∙  ∙  이어야 하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

려면         이어야 함. 이와는 달리   이거나   이라면, 식 (4)~(6)의 조건을 

충족하는 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임. 이를 직관적으로 해석하면, 정당 A는 선별적 이전의 한계가치

()가 가장 높은 집단에게 선별적 이전을 제공하는 것이 승리확률을 극 화하는 것이므로 

  이 되도록 선별적 이전을 선택할 것이며, 이는   임을 의미함. 

결국  ≻      

   






     ≤ ∙


                        (7)

                     

식 (7)에서 ≻ ⇒∙
 ∙. 

그런데 식 (5)에 의해 선별적 이전의 한계가치인   
  이므로, 

∙
  ∙                                                                 (8)

이를 다시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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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즉 

 이며, 
 


≻ 


임. 

결국, 

≺

 ≺ .                                                                 (9)

<부록 5>

사회성원들의 정책선호 함수를 준선형 효용함수(quasi-linear utility function)로 표시하고(즉 

  ,   ), 제약조건  ,  ≤ 을 활용하여 라그량쥬 함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이를 본문의 식 (20)에 입하고   에 해 미분하여 극 화의 조건을 구하면,

 

   ≤ ∙


                                                     (1)

 


  ≥ ∙


                                                 (2)

 


 ≥ ∙


                                                         (3)

식 (1)에서 ≻ 이면,  임. 따라서   . 또한 식 (2)에서 이므로 

  ⇒ ≻ ⇒ ≻ 임. 이는 식 (3)에서   을 의미함. 결국   . 

 


 ≤ 

∙


                                                           (4)

 


  ≤ 

∙


                                                         (5)

 


 ≤ 

∙


                                                           (6)

균형에서 ∙  ∙  ∙  이어야 하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려

면         이어야 함. 이와는 달리   이거나   이라면, 식 (4)~(6)의 조건을 충

족하는 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임. 이를 직관적으로 해석하면, 정당 A는 선별적 이전의 한계가치

()가 가장 높은 집단에게 선별적 이전을 제공하는 것이 승리확률을 극 화하는 것이므로 

  이 되도록 선별적 이전을 선택할 것이며, 이는   임을 의미함. 

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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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

                     

식 (7)에서 ≻ ⇒
  . 

그런데 식 (5)에 의해 선별적 이전의 한계가치인   이므로,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