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사회적 신뢰의 정의와 측정 방법

1. 사회적 신뢰의 개념

가. 신뢰에 대한 정의와 특징

신뢰는 경제학, 심리학, 사회학, 경영학, 행정학 등에서 주요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경제학 분야에서는 신뢰가 시장, 특히 금융시장의 윤활유로 작용하여 경제적 목적을 달

성하고 거래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증진시킨다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사회심

리학 분야에서는 신뢰를 타인에 대한 선의(good will)로 보고 협동과 같은 사회적 과업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최근 경제학이나 사회학, 행정학 분야에서는 공통

적으로 신뢰를 사회적 자본으로 보고 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만큼 신

뢰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와 개념이 존재하고 있다. 

신뢰를 연구한 대표적 학자는 미국 철학자인 Fukuyama이다. 그는 신뢰를 사회적 덕

목으로 서구사회의 번영의 핵심 개념으로 제시하면서 “Trust, the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를 집필한 바 있다. Fukuyama(1995)는 신뢰를 ‘어떤 공동체 안

에서 그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는 규범에 입각하여 규칙적이고 정직하며 협

동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라고 정의하였다. 

신뢰를 연구한 또 다른 대표적인 학자인 Putnam은 신뢰를 사회적 네트워크와 규범

과 더불어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Putnam(1993a)은 개인

들의 행동이 언젠가 적절한 시점에 상호호혜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규범 또는 기대

가 신뢰를 증진시킨다고 하였다. 즉, 신뢰란 지역사회 주민들 간의 믿음으로 행동규범

과 네트워크와 함께 증진되어 사회적 자본으로서 경제성장이나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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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라고 정의내렸다. 

Nooteboom(2006)은 신뢰에 대해 보다 협의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신뢰란 ‘통제가 부족한 상태에서 의존성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상

대방이 기회주의 가능성과 유인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이다. 이때 기회주의적 행동이란 능력이 있는 데도 능력을 발휘하지 않

는 것, 즉 헌신하지 않는 것과 같은 소극적 유형에서부터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거나 착

취하는 등의 적극적인 유형이 있다. 그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선의에 

의한 것인지 억제력 때문인지 다른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선의에 의한 믿음을 진짜 신

뢰(real trust, genuine trust)라고 하였고, 억제력에 의한 신뢰를 포함하는 경우를 의존

(reliance)이라고 구별하였다.  

Ennew & Sekhon(2007)에 따르면 신뢰는 다음과 같은 공통의 특징이 있다. (1) 신뢰

는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위험(risk)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필요하다. 즉, 모든 상황

이 확실하다면 신뢰가 필요하지 않다. (2) 신뢰 당사자 간에 의존성(interdependence)

이 있어야 한다. 당사자들이 조금이라도 의존적이지 않다면 신뢰가 필요하지 않는 것

이다. (3) 이러한 위험과 상호의존성이 위험성(vulnerability, 또는 취약성)을 만들어낸

다. (4) 신뢰는 미래의 행위에 대한 확신에 찬 기대이다. 상대방이 미래에 긍정적 행위

를 할 것이라는 강한 기대가 있는 경우에만 위험성을 받아들일 것이다. (5) 완벽히 확

실한 상황이나 완전한 계약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의 관계에 있어 신뢰가 어느

정도는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Ennew & Sekhon은 

신뢰를 다음과 같이 정의내리고 있다. 신뢰란 ‘의존성과 위험으로 특징지어지는 상황

에서 상대방의 의도나 행위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바탕으로 위험성을 받아들이고자 하

는 의지(willing to accept vulnerability)’이다. 이러한 의지는 비용편익분석, 기존의 신

뢰성향,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지식, 사회시스템과 기관에 대한 신의로부터 발생한다. 

특히 금융시장에서는 신뢰가 중요하다.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볼 때, 금융상품 및 서

비스가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금융상품 구매와 관련하여 위험성, 위험과 상호의존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금융상품 구매과정에서 신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금융

서비스에서의 위험, 위험성, 의존성이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1) 위험: 금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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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에서의 위험이란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위험을 의미한다. 특히 금융상품의 위험

은 저축과 투자상품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저축과 투자의 경우 원금손실 위험이 존재

한다. 그런데 성과 없는 투자상품이나 원금손실 등은 상품의 질(quality)일 수도 있고 

운이 나쁜 것일 수도 있다. 위험은 투자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이지만,  소비자의 이해부

족과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 위험을 가중시킨다. (2) 위험성(취약성): 금융서비스의 위

험성이란 금융서비스가 소비자의 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낮은 성과가 소

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3) 의존성: 금융시장이 기능한다는 것은 

소비자가 금융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중개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는 금융상품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하여 금융회사의 조언에 의존하게 되는

데, 금융상품을 이해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을수록 금융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존도

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한편, OECD에서는 신뢰의 측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OECD(2017)

에서는 신뢰란 ‘다른 사람이나 기관이 긍정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와 일치하여 

행동할 것이라는 개인의 믿음’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OECD에서 내린 신뢰의 정의에 

의하면 신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1) 신뢰란 행동에 대한 믿음 또는 기

대라는 것이다. (2) 그 기대는 긍정적 행동에 대한 기대라는 것이다. 즉 신뢰는 신뢰의 

대상이 기대에 부응하여 행동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선행을 할 것이라는 기대라고 할 

수 있다.

남윤주·남승규(2019)는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신뢰란 ‘타인의 행동이 예측 가

능하고,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있고, 상대나 

사회가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접근 방식을 하며, 

개인이 상대방 또는 사회에 대해서 공감과 믿음이 가는 행동을 하고 나아가 상대 및 사

회가 또한 개인에게 동일하게 대해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상태’로 정리하였다. 

문영세(2019a)의 연구에서는 신뢰란 ‘피신뢰자가 신뢰자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정의내리며, 후속연구(문영세 2019b)에서는 신뢰자의 의도가 기대에 부응

하여야 하며, 기대에 어긋나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

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신뢰에 대한 정의를 유형화하고 있다. 즉, (1)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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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또는 확신과 유사한 개념으로 정의내리는 유형, (2) 배신의 위험성으로 정의내리는 

유형, (3) 의존가능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내리는 유형, (4) 신뢰의 손익계산에 입

각한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보는 개념, (5) 사회관계 속에 내재된 규범과 의무와 관련

되어 정의내리는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여기에 신뢰를 함께 조사하고 있는 한국

행정연구원(2020)에서는 신뢰란 “다른 개인이나 집단을 신임하고 의지하는 것을 뜻한

다. 이러한 신뢰는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서 일반인에 대한 신뢰, 기관과 제도

에 대한 신뢰, 그리고 부패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된다. 특히 일반인에 대한 신뢰는 불

특정 다수에 대해 개인들이 얼마나 일반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는가를 말한다”라고 정

의하고 있다.

나. 신뢰의 유형

1) 합리적 신뢰와 도덕적 신뢰

OECD(2017)에 따르면 신뢰는 신뢰의 근거에 따라 합리적 신뢰와 도덕적 신뢰로 구

분된다. 합리적 신뢰(rational trust)란 다른 사람이 신뢰할만 한지에 대한 믿음(다른 사

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는지에 대한 믿음)으로서 신뢰를 ‘생각’으로 보는 

견해이다. 합리적 신뢰는 Hardin(2002)이 주장한 것으로, 신뢰는 개인이나 기관이 신

뢰받으려는 유인이 있는 곳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신뢰로 인한 이익이 있어야 신

뢰를 한다는 것이다. 신뢰를 정의할 때 ‘A는 X를 위해서 B를 신뢰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신뢰는 전략적으로 취득 가능하다. 도덕적 신뢰(moralistic trust)는 사람

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규범’(개인이 타인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믿

음)으로서 부모나 문화, 환경으로부터 형성되는 것이다. 도덕적 신뢰는 Uslaner(2008)

가 주장한 것으로서, 신뢰는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화를 통하여 전수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기대이기는 하지만 전략적 기대는 아니다. 경

험과 문화적 환경 속에서 형성된 일반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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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신뢰와 도덕적 신뢰는 명성의 역할에서 차이가 보여진다. 합리적 신뢰의 경

우 명성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합리적 신뢰는 신뢰 당사자 간의 반복적인 상호작용

에 의해서 형성되므로, 상대방이 선행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과거선행에 대한 명성이

나 상대방의 이익이 신뢰주체의 이익과 일치한다는 합리적 기대에 근거한다. 한편 도

덕적 신뢰는 신뢰 당사자 간의 유인이 일치하는 않는 경우 역할을 한다. 복잡한 사회 

속에서 서로 협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낯선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2) 태도로서의 신뢰와 행동으로서의 신뢰

신뢰를 태도로 보는 관점과 행동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신뢰를 

태도로 보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행동으로 보거나 태도와 행동이 모두 포함되

는 개념으로 보기도 한다(OECD 2017). 신뢰를 태도로 보느냐 행동으로 보느냐는 신뢰

의 측정과 관련된다.  

Fehr(2009)의 경우 신뢰는 태도와 행동,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가지는 것으로 보

고 있다. 그는 (1) 신뢰자는 자신의 자원이 회수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증 없이 

상대방의 처분에 자원을 투여한다는 점에서 신뢰를 행동적으로 보고 있지만 (2) 

그러한 신뢰행동을 하면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와 관련되므

로 태도라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뢰는 이타주의와 구분된다. 

Fehr와 유사하게 신뢰와 보험산업을 연구한 Guiso(2012)는 신뢰란 ‘법적인 강제성 

없이 자신의 자원을 상대방의 처분에 자발적으로 맡기는 행동’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신뢰행동은 신뢰행동이 보상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 기대에 근거하여 위험성을 받아들

이려는 의지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신뢰행동은 판매자가 사기를 치지 않을 것이라

는 기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신의를 악용하여 이익을 꾀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고객을 공정하고 정직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기대에 의한 

행동이다. Guiso는 신뢰행동은 사회적 위험(social risk)에 대한 수용의지(willing to 

accept social risk)에 의해 나타난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때 사회적 위험이란 상대방에

게 배신을 당하고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의미한다. 사회적 위험은 일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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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일생에 걸쳐 우연히 발생하는 불운에 의해 일어나는 위험과는 다르다. 일반

적으로 투자로 10% 손실을 입은 것보다 사기로 손해 본 것에 더 분노한다. 이는 우연

에 의해 일어나는 손실회피성향보다 배신위험회피성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신회피성향이 신뢰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배신회피성향이 얼마나 되

는지는 문화적 요소에 따라 다르다. 요약하면 신뢰란 신뢰자가 상대방이 자신의 자원

을 관리하도록 권한을 주는 행동으로서, 이러한 행동은 신뢰에 대한 믿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대인신뢰와 기관신뢰

OECD(2017)에 따르면 신뢰는 신뢰의 대상과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지만, 신뢰조사를 포함하는 많은 조사에서는 이중 대인신뢰와 기관신뢰를 조사하고 

있다. 다른 유형의 신뢰의 경우 조사에 적절하지 않거나 공식적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면 세분하여 

조사할 수 있다. 

대상
주체

시민(개인) 기관 지도자

시민
대인신뢰

(interpersonal trust)

기관신뢰
(institutional trust)

정치적 신뢰
(political trust)

기관
시민에 대한 신뢰

(civic trust)

기관간 신뢰
(inter-institutional trust)

정치적-행정적 신뢰
(political-administrative 

trust)

지도자
정치적 신뢰

(political trust)

정치적-행정적 신뢰
(political-administrative 

trust)

다면적신뢰
(multilateral trust)

<표 Ⅱ-1> 신뢰의 유형

자료: OECD (2017), p. 69

많은 조사에서 신뢰는 신뢰의 대상이 사람인지 기관 또는 조직인지에 따라 대인신

뢰와 기관신뢰로 구분하고 있다. 대인신뢰(trust in person, interpersonal trust)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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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신뢰를 말한다. 대인신뢰의 대상은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다. 

자주 만나거나 아는 사람과 우연히 또는 상거래상 만난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다

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인신뢰는 특정화된 신뢰(particularised trust, 

narrow trust)와 일반적 또는 보편적 신뢰(general trust)로 구분한다(OECD 2017). 

특정화된 신뢰란 아는 사람, 즉 가족, 친구, 동료 등에 대한 신뢰로서, 반복적인 

관계를 통하여 형성된다. 특정화된 신뢰는 사회에 기여하는 바도 많지만, 가족주

의나 편 가르기, 편견 등을 조장하여 사회에서의 협력과 상호작용을 저해하기도 한다

(Fukuyama 1995). 일반적 신뢰를 얕은 신뢰(thin trust)라고 하는 반면 특정화된 신뢰

를 깊은 신뢰(thick trust)라고 한다(Uslaner 2002).

일반적 신뢰란 사회구성원들 일반에 대한 신뢰로서, 잘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

수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속이거나 피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한다(De Jager 2017; OECD 2017). 일반적 신뢰는 

사회적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켜서 사회적 자본이 되므로, 일반적 신뢰만을 사회적 신

뢰라고도 한다(Fukuyama 1995). 

기관신뢰(trust in institution, institutional trust)란 기관이나 조직에 대한 신뢰를 

말한다. 기관이나 조직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기관신뢰도와 대인신뢰도는 서로 관련되어 있다. 기관신뢰도가 높으면 그 기관의 

조직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조직원에 대한 신뢰가 높으면 소속 기관의 신뢰도

가 높아질 수 있다(Nooteboom 2006; De Jager 2017). 이러한 관점에서 금융시장 신뢰

는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신뢰 

등 신뢰가 다층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De Jager 2017). 

측정의 관점에서 볼 때 타인에 대한 신뢰에 대해 일반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 

응답자가 생각하는 신뢰의 대상이 국가마다 서로 다를 수 있다. 기관신뢰를 측정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기관을 하나의 집단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응답할 때 떠오르는 기

관(예를 들면, 경찰, 법원, 국회, 은행 등)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측정의 관점에서 보

면, 설문조사를 할 때 개인이나 기관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실증적 관점에서 

보면 응답자가 기관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입법부와 행정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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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할 수 있어야 각각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신뢰도를 조사하는 

경우 개인이나 기관에 대해 적정 수준에서의 구분이 요구된다(OECD 2017). 

세계 각국의 가치관을 조사하고 있는 WVS(World Value Survey)에서는 특정 대인신

뢰 6문항과 기관신뢰 26문항으로 신뢰도를 조사하고 있다. OECD(2017)에서 WVS 6차 

자료 가운데 대인신뢰 6문항(가족, 이웃, 지인, 처음 본 사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외국인)과 12개의 기관신뢰 문항(정부, 정당, 국회, 공무원, 군대, 경찰, 법원, 대기업, 

은행, 대학, 환경단체, 여성단체)을 선택하여 이러한 문항구분타당성 검증을 위해 요인

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한 바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 기관신뢰도는 3개 요인으

로, 대인신뢰도는 2개의 요인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 분석결과에 비추어 보면 기관신

뢰도는 정부신뢰도, 준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기타기관신뢰도로 구분할 수 있고, 대인

신뢰도는 지인신뢰도, 낯선 사람 신뢰도로 구분하여 조사하는 것도 가능함을 보여준

다(OECD 2017).

4) 능력에 대한 신뢰와 의도에 대한 신뢰

신뢰의 유형은 신뢰의 대상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의 ‘어떤 부

분’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다(Nooteboom 2006; OECD 2017; De 

Jager 2017). 신뢰는 통제가 부족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의존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무엇을 의존하는지, 신뢰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상대방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다. 능력에 대한 신뢰(trust in competence)란 상

대방이 기대에 부응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신뢰하는 것이다. 이때 능력이란 

기술, 지식, 의사소통 능력 등을 의미한다.  능력에 대한 신뢰는 성과에 따라 파생되는 

신뢰로서 결과중심적 신뢰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상대방의 의도 또는 의지를 신뢰할 수 있다. 의도에 대한 신뢰(trust in 

intention)란 윤리적으로 공정하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믿음이며, 상대방이 기회주

의적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상대방이 능력을 발휘할 의지가 있는지, 거

짓말이나 사기, 착취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즉, 능력발휘에 대한 신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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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등을 하지 않는 선의(goodwill)나 선행(benevolence)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

의도나 의지에 대한 신뢰는 대인신뢰와 관련되지만, 기관신뢰도와도 간접적으

로 관련된다. 기관은 사람과 달리 심리적 태도라고 할 수 있는 의지를 갖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관에는 기관이익이 존재하며 그 이익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사람

(조직원)의 의지를 규제하기 때문이다. 기관의 의지는 반응성(responsiveness), 신뢰성

(reliability), 진실성(integrity), 개방성(openness), 공정성(fairness) 등을 통하여 평가

할 수 있다. 해당 기관이 조직원을 행동하게 하는 동인과 원칙에 대한 신뢰라고 할 수 

있다. 

능력에 대한 신뢰와 의도에 대한 신뢰는 서로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고 따로 움직일 

수도 있다. 즉 능력과 의지를 모두 신뢰하는 경우, 능력은 신뢰하지만 의도는 신뢰하지 

않는 경우, 능력은 신뢰하지 않지만 의도는 신뢰하는 경우, 둘 다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금융시장의 신뢰도를 연구한 De Jager(2017)는 신뢰란 기대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러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구분되는

데, 금융회사의 능력에 대한 신뢰란 지불능력(ability to repay)에 대한 신뢰이고, 금융

회사의 의지에 대한 신뢰란 지불의지(willing to repay)에 대한 신뢰로 볼 수 있다고 하

였다. 금융회사의 지불능력에 대한 신뢰란, 은행의 경우 예금과 이자를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고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능력에 대한 신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불능력에 대한 신뢰는 신뢰(trust)라기보다는 확신(confidence)1)이라고 하여 신뢰와

는 다른 개념으로 보기도 한다. 금융회사의 지불의지에 대한 신뢰의 예로는 보험회사

가 보험금을 지불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신뢰가 포함될 수 있다. 

능력에 대한 신뢰와 의도에 대한 신뢰를 구분하여 측정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개발된 측정도구를 활용하여야 한다.  

1) confidence가 신뢰라고 번역되고 있지만 미래에 관한 낙관 또는 비관적 전망이나 확신을 
말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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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뢰의 원천과 불신의 통제

신뢰의 원천을 살펴봄으로써 신뢰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신뢰가 

형성되는 원천은 거시적 원천과 미시적 원천으로 구분될 수 있다(Nooteboom 2002; 

Nooteboom 2006). 둘 간의 차이는 보편성과 특수성에 있다. (1) 거시적 원천: 법적 강

제력, 규범, 가치, 명성, 의무감 등으로부터 신뢰가 형성된다. 기관신뢰의 근거가 되는 

얕은 신뢰의 원천이라고도 한다. (2) 미시적 원천: 신뢰가 특정관계에서 발생한다. 위

계, 의존, 보너스, 공감, 귀속, 감정, 우정 등 개인화된 원천으로 깊은 신뢰의 원천이라

고도 한다. 

신뢰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도 있다(Nooteboom 2006). (1) 자기이익

(self-interested sources)에 근거한 신뢰: 자기 이익이 있어서 신뢰가 형성된다. 억제력

과 계산에 근거하여 신뢰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합리적 신뢰와 관련된다. (2) 이타주의 

및 기타 원천(altruistic or other-directed sources)에 근거한 신뢰: 거시적으로는 사회

적 규범이나 가치, 미시적으로는 공감, 신분, 감정, 특정관계에서 형성된 관례에 따라 

신뢰가 형성된다는 견해이다.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정직, 품위가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계약이 준수될 수도 있다. 공감에 근거한 신뢰(empathy-based trust)는 상대방이 어떻

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알고 이해하고, 이로 인하여 특정상황에서 상대방의 신뢰성

의 한계를 결정하기 위해 상대방의 능력과 의도의 장단점을 추측하는 것이다. 신분에 

의한 신뢰(identification-based trust)는 신분이 유사한 사람들이 세계관과 행동규범

을 공유하여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면서 형성된다. 관례에 의한 신뢰

(routine-based trust)는 오랜 기간 관계가 만족스러운 경우 기회주의의 가능성에 대해 

사소하게 인지하게 되고, 관계가 당연해지면 기회주의로 인해 얻는 추가이익이 없어진

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형성된다. 관례로 인한 신뢰가 지속되면 신분에 의한 신뢰가 된

다. 한편 신분이나 관례에 의해 신뢰가 형성되면 배신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거나 하

려고 하지 않을 수 있고 배신에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여, 관계의 경직이나 혁신을 막기

도 한다. 지식에 근거한 신뢰(knowledge-based trust)는 계약, 법, 승인, 상대방의 가

치, 명성 등에 기반하여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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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oteboom(2006)에 의하면 신뢰유형 중 의도에 대한 신뢰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

법을 통하여 배신의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 의도에 대한 신뢰란 상대방이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지도 모른다는 관계적 위험성(vulnerability = relational risk)을 받아들이기

는 하지만 상대방이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을 의미

하는데, 기회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1) 기회의 통제: 계약이나 위계에 의한 감독을 수행함으로써 상대방의 행동 범위를 제

한하여 기회주의의 가능성을 제한한다. (2) 유인의 통제: 관계, 인질 또는 명성효과에 

의존함으로써 기회주의를 활용하려는 물질적 유인을 제한한다. (3) 선행 또는 선의: 사

회적 규범이나 인적 관계로 기회주의 성향을 제한한다.

De Jager(2017)에 의하면 신뢰대상인 개인이나 기관에 대해 신뢰한다는 것은 이들

의 능력이나 의도를 신뢰한다는 것인데, 능력이 없는 것인지 의도가 없는 것인지에 따

라 정책 처방은 달라질 수 있다.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훈련을 통하여 신뢰를 향상시

킬 수 있지만, 기회주의 등 의도와 관련된 문제라면 처벌, 변경, 윤리적 호소에 의존하

여야 한다. 또한 신뢰수준은 사회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받으므로 환경조성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돈이 중요한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의 신뢰는 달

리 형성될 수 있다.  

De Jager(2017)는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는 두 개의 수단은 법적인 강제나 감독과 

같은 강제력과 명성과 같은 유인책을 쓰는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계약과 규제가 신뢰

의 원천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에 따르면 규제가 신뢰회복을 위해 잘 작동하려

면 규제의 목표설정이 중요하지만, 최근 유럽에서 소비자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한 입

법노력의 목표는 ‘신뢰회복’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느정도의 불신을 전제로 한 ‘현실

적인 신뢰수준의 추구’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문영세(2019)에 의하면 사회적 신뢰는 자발적 사회단체의 활성화와 국가의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증진될 수 있다. (1) 자발적 사회단체의 활성화는 사회적 신뢰에 증진에 

기여하는데, 자발적인 사회단체활동은 문제해결에 있어 상호협력 기회와 일반적 신뢰

의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자발적 사회활동을 통하여 개인의 의견교환과 합리적인 

토론과정을 경험하면 개인적 신뢰가 증진되고, 이를 통하여 일반적 사람들에 대한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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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감정을 느끼게 되어 사회적 신뢰로 확장된다. 그렇지만 반대로 부정적 영향을 미

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자발적 사회단체의 활동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려면 

참여의 개방성, 구성원의 이질성, 구성원 간의 평등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참여가 자발적이고, 구성원은 이질적이며, 관계가 수평적일 때 사회적 신뢰가 증진

될 수 있다(이곤수·송건섭 2007). (2) 국가의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사회적 신뢰가 증진

될 수 있다. 민주적인 정치제도, 차별방지제도 등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사회적 

신뢰가 강화될 수 있다.

2. 신뢰의 측정 방법

가. 신뢰측정의 중요성

신뢰가 경제적 가치, 개인적 가치,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신뢰수준을 

알면 그 사회의 경제적 및 사회적 복지수준을 알 수 있다. 즉, 여러 나라나 국제기관에

서 신뢰를 측정하여 보고하는 이유는 신뢰도를 통하여 한 나라의 사회적 자본수준과 

사회의 복지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정부나 민간시스템이 잘 작동하지를 알 수 있기 때

문이다(OECD 2017). 특히 각국의 신뢰조사의 국가 간 비교는 세계 속에서 한 국가의 

수준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로 인하여 여러 조사기관에서 신뢰도를 측정하고 있다. 

나. 신뢰조사

다음에서는 대표적인 신뢰조사를 살펴봄으로써 신뢰를 어떻게 측정하고 있는지 살

펴본다. 신뢰조사는 해외조사와 국내조사가 있다. 해외조사에는 국가 간 비교를 목적

으로 하는 조사와 각국의 국내에서 별도로 실시되고 있는 조사가 있다. 여기에서는 국

제비교가 가능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조사로 WVS(World Value Survey, 세계가치관

조사),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ESS(European Social Survey)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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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다. 또한 해외조사 사례로 미국의 GSS(The General Social Survey)를 살펴보는

데, 국제조사와 국내조사에서 벤치마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내조사로는 사회조사(통계청),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문화체육관광부, 한

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종합사회조사(성균관대학교), 한국사회통합실태조사(한국행

정연구원), 한국의 소비자시장평가지표(한국소비자원), KIF 금융신뢰지수 조사(한국금

융연구원)를 살펴본다.

1) WVS(World Value Survey, 세계가치관조사)2)

가) 조사개요

〇 조사기관: WVS, 각 국가 지정기관

〇 목적: 가치관이 사회와 정치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실시되는 조사

〇 조사대상: 100여 개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성인

〇 조사주기: 1981년 처음 시작, 지금까지 7차 조사 진행

- wave1 1981-1984 

- wave2 1990-1994

- wave3 1995-1998

- wave4 1999-2004

- wave5 2005-2009

- wave6 2010-2014

- wave7 2017-2020

〇 최근 조사연도 및 사례 수: wave7 2017~2020년, 80여 개국 조사, 사례 수는 국

가별 상이, 최소 사례 수는 1,200명

〇 표본추출 방법: 전국적으로 대표성을 가져야 함

2) WVS 홈페이지
2017–2021 world value survey wave7, master survey questionnaire

WVS_Wave_7_Questionnaire_South_Korea_Korean

World Values Survey Wave 7 in South Korea: Sampl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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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설문조사: 면접조사가 원칙

〇 조사내용: 사회가치와 태도, 사회적 행복, 사회적 자본, 신뢰 및 조직가입, 경제

적 가치, 부패, 이주, 안전, 탈물질주의적 지표, 과학과 기술, 종교적 가치, 윤리

적 가치 및 규범, 정치적 관심도 및 정치 참여, 정치적 문화 및 정권, 인구통계 등

〇 자료공개 여부: 공개

나) 신뢰측정문항과 측정수준

〇 전반적 대인신뢰도(2개 분류형 척도) 1문항

〇 대인신뢰도(4점 척도: 1~4): 6개 집단에 대하여 각각 조사, 6문항

- 나의 가족

- 나의 이웃

-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 처음 만난 사람

-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

〇 기관신뢰도(4점 척도: 1~4): 26개 기관에 대하여 각각 조사, 26문항

〇 응답자의 특성 문항: 성별, 연령, 국적, 가족구성원, 언어, 결혼 여부, 자녀 여부, 

학력, 직업, 배우자 직업, 아버지 직업, 소득, 저축, 계층, 자산, 부채, 주택소유, 

종교, 인종, 조사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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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뢰측정 질문과 응답

(1) 영어 버전

자료: 2017–2021 world value survey wave7, master survey questionnaire.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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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글 버전

자료: WVS_Wave_7_Questionnaire_South_Korea_Korean, pp.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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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WVS_Wave_7_Questionnaire_South_Korea_Korean, pp.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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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3)

가) 조사개요

〇 조사기관: ISSP, 각 국가 지정기관

〇 목적: 전 세계 61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비교조사, 한국에서는 성균관대

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서베이리서치센터가 참여, 조사 주제에 따라 간헐적 참여

〇 조사대상: 61개국 중 자발적 참여국가, 최근 조사에는 31개국 참여

〇 조사주기: 3차 조사, 1986, 2001, 2017 

〇 최근 조사연도 및 사례 수: 2017~2018년 국가별로 상이, 1,002~4,219명

〇 표본추출 방법: -

〇 설문조사: -

〇 조사내용: 사회적 연결망과 사회자원 조사에 신뢰도가 포함되어 3회 걸쳐 조사

하였으나 한국은 참여하지 않음

〇 자료공개 여부: 공개

나) 신뢰측정문항과 측정수준

시카고 대학의 일반사회조사(GSS: The General Social Survey)와 동일한 척도 사용

〇 전반적 대인신뢰도(4점 척도: 1~4) 1문항

〇 기관신뢰도(11점 척도: 0~10): 법원, 주요기업단에 대하여 각각 조사, 2문항

〇 응답자 특성 문항: 소득, 언어, 교육수준

3) ISSP 홈페이지; Drafting Group(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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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뢰측정 질문과 응답

자료: Drafting Group(2016), pp. 9~10

3) ESS(European Social Survey)4)

가) 조사개요

〇 조사기관: ESS, 국가별 수행

〇 목적: 대중의 사회전반에 대한 태도를 탐색하고 공공정책 홍보가 목적

〇 조사대상: 유럽 EU 가입국 24개국과 EU 비가입국 6개국의 15세 이상의 개인

4) European Social Survey 홈페이지
European Social Survey, ESS9_ 2018 document report. The ESS data archive Edition 2.0.

European Social Survey(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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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조사주기: 2002년 시작되어 격년 조사

〇 최근 조사연도 및 사례 수: 2018(Round 9) 27개국 참여

〇 표본추출 방법: 국가별 상이

〇 설문조사: 공동설문지

〇 조사내용: 사회적 신뢰, 정치적 관심과 참여, 사회정치성향, 사회적 배제, 국적, 

인종, 종교, 생애사건과 주기, 정의와 공정, 가치, 인구사회학적 특징

〇 자료공개 여부: 공개

나) 신뢰측정문항과 측정수준

〇 일반적 대인신뢰도(11점 척도: 0~10) 1문항

〇 기관신뢰도(11점 척도: 0~10): 국회, 법체계, 경찰, 정치인, 정당, 유럽국회, UN

에 대하여 각각 조사, 7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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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뢰측정 질문과 응답

자료: European Social Survey (2018), p. 5,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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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 GSS(The General Social Survey)5)

가) 조사개요

〇 조사기관: 미국 National Data Program for the Social Sciences, NORC at the 

University of Chicago와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이 지원

〇 목적: 현대 미국인의 태도, 행동, 습성 등에 대한 추이 파악

〇 조사대상: 미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

〇 조사주기: 1972년 시작, 격년 조사 

〇 최근 조사연도 및 사례 수: 2018년도 타겟 샘플사이즈는 약 1,500명

〇 표본추출 방법: 수정확률표집

〇 설문조사: 면접조사, 2002년부터 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CAPI) 도입, 때로는 전화조사

〇 조사내용: 다양한 태도와 행동 측정(성역할, 기관에 대한 신뢰, 총기통제, 종교

활동, 대통령 투표참여 등)

〇 자료공개 여부: 공개

나) 신뢰측정문항과 측정수준

〇 전반적 대인신뢰도(4점 척도: 1~4) 1문항

〇 기관신뢰도(11점 척도: 0~10): 법원, 주요기업에 대하여 각각 조사, 2문항

5) GSS(The General Social Survey)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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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뢰측정 질문과 응답

자료: GSS Questionaires. 2018 GSS Ballot2, pp. 211~212

https://gss.norc.org/Documents/quex/GSS2018%20Ballot%202%20-%20English.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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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조사6)

가) 조사개요

〇 조사기관: 통계청

〇 목적: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을 조사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과 연구에 기여 

〇 조사대상: 전국 만 13세 이상 가구원 

〇 조사주기: 1977년 처음 실시, 1년 주기(10개 분야에 대해 5개 분야씩 번갈아 조

사, 즉 각 부문별로는 2년 주기로 조사)

〇 최근 조사연도 및 사례 수: 2019. 5. 15~5. 30, 약 3만 7천 명

〇 표본추출 방법: 층화 2단 집락추출

〇 설문조사: 면접조사와 인터넷 설문조사 병행 

〇 조사내용: 복지·사회참여·문화와 여가·소득과 소비·노동, 보건, 교육, 안전, 가

족, 환경분야 조사, 2019년부터 사회참여 부분에 우리사회에 대한 신뢰도 포함

〇 자료공개 여부: 공개

나) 신뢰측정문항과 측정수준

〇 우리사회의 신뢰수준(4점 척도: 1~4) 1문항

〇 응답자 특성 문항: 지역, 성별, 교육, 연령

6) 통계청 보도자료(2019. 11. 25), “2019년 사회조사결과(복지·사회참여·문화와 여가·소득과 
소비·노동)”; 통계청(20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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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뢰측정 질문과 응답

자료: 통계청(2019. 12), p. 24

6)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7)

가) 조사개요

〇 조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갤럽연구소

〇 목적: 국민의 삶의 태도, 사회의식 및 가치관의 변화를 파악하여 정부정책 및 연

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

〇 조사대상: 전국 17개 시, 도에 거주하는 만 19~79세 성인남녀 

〇 조사주기: 1996년 처음 실시, 5년 주기, 2013년부터는 3년 주기, 2019년 7차 조사

〇 최근 조사연도 및 사례 수: 2019년 5,100명

〇 표본추출 방법: 확률비례계통추출

〇 설문조사: 면접조사와 자기기입식 조사 병행

〇 조사내용: 여러 가치관을 조사하면서 신뢰 포함

〇 자료공개 여부: 공개

나) 신뢰측정문항과 측정수준

〇 우리사회의 신뢰수준(10점 척도: 1~10) 1문항

〇 사회적 자원에 대한 신뢰(4점 척도: 1~4) 4개 집단에 대하여 각각 조사, 4문항

-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

- 이웃

7) 문화체육관광부·한국갤럽연구소(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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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만난 낯선 사람

- 국내거주 외국인

〇 응답자 특성 문항: 성별, 연령, 지역, 결혼상태, 가족구성권 간 비교(직업, 학교, 

가계소득, 종교, 이념성향 등도 질문)

다) 신뢰측정 질문과 응답

자료: 문화체육관광부·한국갤럽조사연구소(2019), p. 7

7) 한국종합사회조사8)

가) 조사개요

〇 조사기관: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서베이리서치센터

〇 목적: 미국 시카고대학에서 197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종합사회조사(The 

General Social Survey)를 벤치마킹하여 성균관대학교에서 실시함. 한국사회변

동을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조사함

〇 조사대상: 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

8) 김지범 외(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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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조사주기: 2003~2014년 1년 주기, 이후 2년 주기조사, 2016, 2018

〇 최근 조사연도 및 사례 수: 2018년 1,031명

〇 표본추출 방법: 다단계 지역확률표집

〇 설문조사: 대면면접조사

〇 조사내용: 정치 관련 사항, 경제 관련 문항, 사회 관련 문항 조사, 신뢰도는 사회

관련 문항에 포함

〇 자료공개 여부: 공개

나) 신뢰측정문항과 측정수준

〇 일반적 대인신뢰도(4점 척도: 1~4)

〇 17개 집단의 지도자 신뢰도(3점 척도: 1~3과 모르겠다): 대기업 지도층, 국회 지

도층, 대법원 지도층, 학계 지도층, 군대 지도층, 금융기관 지도층, 청와대 지도

층, 시민운동단체 지도층, 종교계 지도층, 교육계 지도층, 노동조합 지도층, 신

문사 지도층, TV방송국 지도층, 의료계 지도층, 중앙정부부처 지도층, 지방정부

부처 지도층, 여론조사기관 운영자

〇 사회전반에 대한 신뢰도(11점 척도: 0~10과 모르겠다) 

〇 응답자 특성 문항: 본인(연령, 성별, 혼인상태, 가계소득, 학력, 취업 여부, 미취

업 사유, 산업, 직업), 배우자(위와 동일), 가구주(위와 동일), 부모의 교육수준, 

가구원 수, 종교, 계층귀속, 취업상태, 고용지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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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뢰측정 질문과 응답

자료: 김지범 외(2019), p. 1012

8) 한국사회통합실태조사9)

가) 조사개요

〇 조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 

〇 목적: 우리사회의 통합에 국민들의 인식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국제사회 가치관 

9) 한국행정연구원(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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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와 비교하여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 제공

〇 조사대상: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 남녀

〇 조사주기: 2011년부터 매년 실시

〇 최근 조사연도 및 사례 수: 2019. 9. 1~10. 31, 8,000명

〇 표본추출 방법: 확률비례계통추출과 계통추출

〇 설문조사: 면접조사가 원칙, 응답자가 원하는 경우 자기기입식조사

〇 조사내용: 주관적 웰빙 및 역능성, 사회 및 정치참여, 소통과 신뢰, 거버넌스와 

공정성, 관용성과 사회갈등, 사회보장

〇 자료공개 여부: 공개

나) 신뢰측정문항과 측정수준

〇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하는 정도(4점 척도: 1~4) 1문항

〇 집단별 신뢰정도(4점 척도: 1~4): 5개 집단에 대하여 각각 조사, 5문항

- 가족 및 친척

- 이웃

-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친구, 직장동료 등)

- 처음 만난 낯선 사람

- 국내 거주 외국인

〇 기관별 신뢰정도(4점 척도: 1~4): 중앙정부부처, 국회, 법원, 검찰, 경찰, 지방자

치단체, 공기업, 군대, 노동조합단체, 시민단체, TV방송사, 신문사, 교육기관, 

의료기관, 대기업, 종교기관, 금융기관에 대하여 각각 조사, 17문항

〇 응답자 특성 문항: 지역, 성별, 연령, 직업, 가구소득,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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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뢰측정 질문과 응답

      자료: 한국행정연구원(2019), pp. 3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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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국의 소비자시장평가지표10)

가) 조사개요

〇 조사기관: 한국소비자원 

〇 목적: 우리나라 소비자 시장의 소비자지향성을 측정하여 소비자정책 수립에 기

여(EU의 Consumer Markets Scoreboard를 벤치마크하여 개발)

〇 조사대상: 전국(17개 시·도)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〇 조사주기: 격년조사, 2013, 2015, 2017, 2019 

〇 최근 조사연도 및 사례 수: 2019. 7. 24~8. 31, 31,000명(31개 시장 각 1,000명 

조사)

〇 표본추출 방법: 지역별, 연령별, 성별을 고려한 변형비례배분법(임의 할당 + 인

구비례할당)

〇 설문조사: 컴퓨터를 활용한 일대일 타계식 면접방법

〇 조사내용: 선택다양성, 비교용이성, 신뢰성, 기대만족도, 소비자 불만 및 피해, 

가격, 안전성, 전환성, 법령 및 제도의 소비자지향성

〇 자료공개 여부: 공개

나) 신뢰측정문항과 측정수준

〇 사업자의 법제도 준수에 대한 신뢰도(10점 척도: 1~10)

〇 법령 및 제도의 소비자보호수준에 대한 신뢰도(10점 척도: 1~10)

〇 소비자시장을 총57개 시장(서비스 31개 시장, 재화 26개 시장)으로 분류하고 서

비스시장에 금융분야 일부(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신용카드)에 대해 신뢰

조사를 포함함

10) 허민영·손지연(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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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뢰측정 질문과 응답

자료: 허민영·손지연(2019), p. 422

라) 참고: 신뢰도 조사이유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서비스 시장의 소비자시장성과지수(KCMPI)를 계산하고 

있는데, KCMPI의 구성요소로 신뢰성이 포함되고 있다. KCMPI의 공통항목은 선택다

양성, 비교용이성, 신뢰성, 기대만족도, 소비자 불만 및 피해이고, 독립평가항목은 가

격, 안정성, 전환성이다.

<그림 Ⅱ-1> 2019~2020년 소비자시장평가지표 구조(한국소비자원)

               주: 점선 네모는 2019년도와 2020년도 지표 구조는 동일하며, 시장유형만 분할되어 순차적으로 
구성됨을 표시함; 허민영·손지연(2019) 재인용

             자료: 허민영·손지연(2019),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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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금융신뢰지수 조사11)

가) 조사개요

〇 조사기관: 금융연구원과 한국갤럽연구소

〇 목적: 우리나라 금융시장과 정책당국에 대한 소비자신뢰도를 연 2회씩 정기적

으로 조사하여 지수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금융신뢰도의 추이를 파악하여 정

책 개발에 기여함

〇 조사대상: 만 19세 이상 국민

〇 조사주기: 연 2회 계획, 2회 조사로 중단. 2014(8. 28~9. 4), 2015

〇 최근 조사연도 및 사례 수: 2015. 2. 9~2. 14, 1,000명

〇 표본추출 방법: 성별, 지역별 할당표집

〇 설문조사: 전화조사

〇 조사내용: 금융에 대한 전반적 신뢰도 및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〇 자료공개 여부: 공개

나) 신뢰측정문항과 측정수준

〇 전반적 신뢰도 1문항(5점 척도: 1~5)

〇 세부 9개 항목으로 구성(5점 척도: 1~5): 금융제도의 공정성과 합리성, 금융회

사의 경영상태, 금융종사자에 대한 신뢰, 금융감독기관의 감독효율성, 금융감

독기관의 소비자보호 노력, 정부의 금융정책 적정성, 6개월 전 대비 우리나라 

경제상황, 6개월 전 대비 개인 경제사정, 우리나라 금융에 대한 전반적 신뢰도

〇 응답자 특성 문항: 지역, 성별, 연령,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 금융서비스 이용주기

11) 서병호(20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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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고: 금융신뢰지수

한국금융연구원의 금융신뢰지수는 전반적 신뢰도 문항으로 계산하는데, 신뢰하는 

사람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비중이 같은 경우 100점으로 계산되었다. 신뢰한다고 응

답한 사람이 더 많으면 100점을 초과하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더 많으면 100점 

아래로 계산된다.

다. 신뢰수준 측정을 위한 질문과 응답방식

1) 측정방식

신뢰수준을 측정하는 질문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OECD(2017)에서는 신뢰측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신뢰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식으로 측정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즉 신뢰측정 방식은 평가측정방식, 기대측정방식, 경험측정방식 및 실험조사

방식이 있다. 다음의 내용은 OECD(2017)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가) 평가측정방식 

타인이나 기관을 신뢰하느냐고 직접 묻는 방식이다. 과거 경험이나 미래에 대해 생

각하기보다는 현재의 감정이나 믿음을 측정한다. 다음과 같은 Rosenberg의 질문이 이

에 속한다. 이 유형은 WVS 등 많은 사회조사에서 활용되고 있다. 

(원문) “Generally speaking, would you say that most people can be trusted or 

that you need to be very careful in dealing with people?”

(한국어)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간

관계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1. 대부분 믿을 수 있다

2.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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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대측정방식

기대측정방식은 가상의 상황을 가정하여 일어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기대를 묻는 

방식으로 신뢰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갤럽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신뢰도를 측정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대측정방식의 예이다. 가상의 상황에서 기대를 물을 경우 정확

한 대답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

(원문) “If you lost  wallet or purse that contained items of greate value to you, 

and it was found by a stranger, do you think it would be returned with 

its contents, or not?”

(한국어) 아주 소중한 것이 들어있는 지갑을 잃어버렸고 모르는 사람이 주웠다고 

가정했을 때, 그 지갑이 있는 그대로 나에게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다) 경험측정방식

과거의 경험에 기반하여 신뢰수준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응답자의 감정이나 믿음을 

질문하기보다는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경험을 묻는다. 예를 들면 시내에 갔을 때 얼

마나 두려웠는지를 묻고 이를 통해 신뢰를 측정할 수 있다. 기관신뢰의 경우에도 기관

의 부패정도나 차별경험 등을 질문할 수 있다. 직접적인 신뢰를 측정하지 않지만 신뢰

를 추정하는 데 이용 가능하다.

라) 실험조사방식 

실험실 상황에서의 신뢰행동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심리학자, 행동경제학자, 신경

과학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실질행동을 측정한다. 예를 들어, 지갑을 일부러 분실 한 후 

얼마나 되돌아오는지 실험하거나 게임을 통하여 신뢰를 측정한다. 많은 사람의 신뢰를 

측정하기는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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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본 연구에서는 평가조사 방식 활용

신뢰의 측정방식은 평가조사방식, 기대조사방식, 경험조사방식, 실험조사방식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인 평가조사방식을 활용할 예정이

다. WVS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뢰수준 척도는 평가조사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타

당성이 입증되고 있다. 사회적 신뢰도라고 할 수 있는 일반적 신뢰도에 대해서는 

Rosenberg 질문을 활용하고 있고, 타 조사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타당성이 

입증되고 있다. 일반적 신뢰도보다 기관신뢰도 척도의 경우 조사마다 분류방식이나 집

단 수가 달라 불안정한 면이 있기는 하나, 구성타당도 또한 어느정도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OECD 2017).

2) 신뢰 측정을 위한 질문의 수

신뢰를 어느정도 세분화하여 조사할 것인지는 연구의 목적, 조사의 현실성 등에 따

라 결정된다. 연구목적에 따라 세분화정도가 달라진다. 신뢰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구

성은 신뢰의 유형분류에 근거한다. 신뢰의 유형은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으나, 일반적

인 사회조사에 실시하고 있는 신뢰도는 대인신뢰와 기관신뢰로 구분하여 조사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대인신뢰 중에서 일반적 신뢰와 기관신뢰를 사회적 신뢰로 보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인 등에 대한 특정화된 신뢰는 일반적 신뢰와 다르지만, 사회적 

자본으로서 기능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Ⅲ장 참고).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조사마

다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신뢰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질

문을 하는 경우에 조심해야 할 점은, 대인신뢰의 경우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

며, 기관신뢰도의 경우 특정 기관을 명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신뢰의 유형을 능력에 대한 신뢰인지 의지에 대한 신뢰인지를 구분하여 

조사하는 것이 연구목적에 따라 바람직한 경우도 있지만, 사회조사 차원에서 현

실적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과 설문조사

의 현실, 즉 반복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차별능력과 응답시간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설문조사 방식에 따라 구분 없이 질문하는 방식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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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경우 응답자가 이해할 수 있게 정확하게 질문하여야 하며, 질문의 내용과 양에 

있어서 제한된 시간 내에 무리 없이 응답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에 유의해야 한다. 

3) 응답방식

응답의 수준, 즉 측정수준은 2점 척도에서부터 11점 척도까지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OECD에서는 0점(절대 신뢰 안 함)에서 10점(완전히 신뢰함)까지의 11점 척도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질문의 수가 많은 경우 지나치게 세분화된 척도는 응답을 어렵

게 만들 수 있다. WVS에서는 대체로 4점 척도를 이용하고 있다. 측정수준은 질문의 수

와 마찬가지로 응답자가 변별할 수 있는 수준인지, 제한된 시간 내에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