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

1. 사회적 신뢰의 긍정적 영향

신뢰연구의 대가인 Fukuyama(1995)는 그의 저서 “Trust, the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의 제목에서 이미 신뢰를 번영을 위한 덕목이자 번영의 중요 

요소임을 주장한 바 있다. 신뢰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가치를 지니며 개인, 경제, 사회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가.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

1) 사회적 자본의 정의 

자본은 과거에는 생산에 기여하는 물적 자본(physical capital)이나 금융자본(financial 

capital)을 의미하였으나 인적자본(human capital), 지식자본(intellectual capital), 자연

자본(natural capital), 문화자본(cultural capital),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등 그 종

류가 확대되고 있다. 신뢰는 사람 간의 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적 자본으로 인

식되고 있다. 

국가 간 사회적 자본 비교에 관심을 기울이는 OECD(2001)에서는 사회적 자본이란 

집단 내 또는 집단 간의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회 공통의 규범과 가치 및 이해라

고 정의내리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물적 자원이나 인적 자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사

회구성원의 공동문제해결을 위한 참여조건 또는 특성’ 혹은 ‘공동이익을 위한 상호 조

정 과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사회적 조직의 특성’을 의미한다12)

12) 온라인 행정학 전자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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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공동문제 해결이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조정과 협력에서 필요한 사회조직의 특성은 

무엇인지, 즉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Scrivens & Smith(2013)는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

고 사회적 자본을 네 가지 요소로 구분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의 요소는 개

인적 또는 집단적 차원인지 여부와 네트워크의 구조인지 아니면 생산적 자원인지에 따

라 구분할 수 있다. (1) 개인적이면서 네트워크의 구조나 활동에 속하는 사회적 자본에

는 대인관계(personal relationships)가 있다. 이때 대인관계란 아는 사람들과의 네트

워크를 말한다. (2) 개인적이면서 생산적 자원으로 볼 수 있는 사회적 자본에는 사회적 

네트워크 지원(social network support)이 있다. 사회적 네트워크 지원이란 대인관계

의 결과 생기는 감정적, 물질적, 실제적, 금융적, 지적, 전문적 자원을 의미한다. (3) 집

단적이며 네트워크 구조와 활동에 속하는 사회적 자본에는 시민으로서의 참여(civic 

engagement)가 있다. 시민으로서의 참여는 자원봉사나 정치참여, 멤버십 등 시민사회

에 기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4) 집단적이며 생산적 자원에 속하는 사회적 자본에 신

뢰(trust)와 협동규범(cooperative norm)이 있다고 하였다. 신뢰와 협동규범은 사회를 

기능하게 하고 상호 호혜적 협동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규범이자 공유가치이다. 결론

적으로 신뢰는 집단적으로 공유된 사회적 자본으로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협동의지를 

결정하는 자원으로 역할을 한다. 

구분 네트워크 구조와 활동 생산적 자원

개인적 대인관계 사회적 네트워크 지원

집단적 시민으로서의 참여 신뢰와 협동규범

<표 Ⅲ-1> 사회적 자본의 네 가지 해석

자료: Scrivens, K. & C. Smith(2013),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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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한 

Coleman(1988)과 Putnam(1993b)에 의해,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즉, 신뢰, 규범, 네트워크를 사회적 자본의 핵심요소

로 보는 것이다. 신뢰, 규범, 네트워크를 핵심요소로 보고, 이외의 요소를 확장하여 사

회적 자본으로 보는 견해도 다수 존재한다. 소진광(2003)의 경우에는 참여기회와 이타

적 성향과 포용력을, 우천식·김태종(2007)의 연구에서는 제도를 추가적 요소로 포함하

고 있다. 이동원·정갑영(2009)에서는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 사회구조를 사회적 자

본의 구성요소로 보고, 조권중(2010)의 경우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참여, 사회구조가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였다. 종합적으로 보면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는 연구자들

마다 조금씩 상이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신뢰가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가장 대표적

인 요소라고 보는 데는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Coleman(1988)과 Krishna(1999)

는 사회적 자본을 정의내리면서 신뢰가 사회적 자본의 핵심적 요소라고 정의하였다. 

신뢰와 규범 등은 개인적 태도와 관련되고, 네트워크나 제도 등은 그 사회의 구조적 

요소 또는 사회 인프라로 분류될 수 있다(이동원·정갑영 2009). 또한 그림과 같이 구조

적 차원인지 인지적 차원인지에 따라, 미시적 차원인지 거시적 차원인지에 따라 구분

되기도 한다(조권중 2010). 

<그림 Ⅲ-1> 사회적 자본의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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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조권중(2010),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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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는 대인신뢰와 기관신뢰로 구분되는데, 대인신뢰는 다시 

일반적 신뢰와 특정대상에 대한 신뢰로 구분된다. 아는 사람에 대한 신뢰와 모르는 사

람 또는 일반인에 대한 신뢰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갖는데, 이 중 사회적 자본으로 중요

한 신뢰는 ‘일반적 신뢰’와 ‘기관신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Scrivens 

& Smith 2013). 

일반적 신뢰란 사회구성원들 일반에 대한 신뢰로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속이거나 피

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다(Uslaner 2020). 이러한 신뢰는 얕

은 신뢰이지만 사회적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켜서 사회적 자본이 된다(문영세 2019). 

낯선 사람들에 대한 어느정도의 의심은 건전하게 작동할 수 있지만 신뢰가 부족하여 

다른 사람과 협동하고자 하는 의지가 낮을 때는 생산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어렵

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 신뢰가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

다. 이로 인하여 Uslaner(2002)는 일반적 신뢰를 도덕적 신뢰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신뢰가 사회적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므로 사회적 자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특정대상에 대한 신뢰가 사회적 자본으로 역할을 할지는 명확하지 않다. 특정대상

에 대한 신뢰는 사회적 자본이 아니라는 주장은 아는 사람, 즉 가족, 친구, 동료 등에 

대한 신뢰는 오히려 편 가르기나 편견을 조장하여 사회에서의 협력과 상호작용을 저

해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반영한 것이다(문영세 2019). 그러나 특정대상에 대한 신뢰는 

직접적인 사회적 자본이라기보다는 사회적 네트워크 지원에 속하여 사회적 자본의 역

할을 할 수 있다. 다만 신뢰가 무조건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고 때로 깊은 신뢰로 인

한 지나친 결속으로 인하여 변화와 혁신을 방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Putnam(2000)은 특수화된 신뢰가 발휘되는지 일반적 신뢰가 발휘

되는지에 따라 사회적 자본을 결속형과 연계형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결속형 사회자

본이란 사회의 결속(bonding)을 도와주는 자본이다. 배경이 비슷하고 유사한 특성을 

지닌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의미하는데, 접하고 끈끈한 관계를 가진 가족이나 친구

들 사이에 관계망이 형성된다. 결속적 사회자본은 서로에게 지지와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지나친 유대감과 소속집단에 대한 충성심으로 인하여 외부인에 대한 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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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형성하여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연계형 사회자본이란 교량적(bridging) 사

회자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다양한 배경과 특징을 가진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를 의

미한다. 관계가 일시적이거나 빈약할 수 있지만 새로운 자원이나 정보를 얻는 데 유익

하며 사회적 교류를 확장시킨다. 결속형의 경우 대면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서로 신

뢰를 형성하는 것이고, 연계형의 경우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낯선 사람들에게

도 신뢰를 형성하게 된다. 이에 대해 Putnam은 연계형 사회자본의 경우에는 사회적 

윤활유 역할을 함으로써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는 데 반해 결속형 사회자본은 사회적 

접착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다.13) 

기관신뢰 또한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다. 예를 들어, 정부신뢰도가 높으면 세금을 내

려는 의향도 높아질 것이고, 민간기업에 대한 신뢰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기업의 경영

활동에 기여한다. 

나. 신뢰의 가치 유형

신뢰가 중요한 이유는 가치, 즉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

뢰는 투자재임과 동시에 공공재이며 소비재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1) 사회적 ‘자본’이라 

함은 그 자체로 생산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는 바로 사회적 자본이 투자재임

을 보여준다. 생산적 가치란 시장에서의 재화와 생산에 기여한다는 좁은 의미뿐만 아니

라 복지에 기여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Scrivens & Smith 2013). 이는 사회적 자본에 대

한 투자로 인하여 기대하는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 자

본으로서의 중요 구성요소인 신뢰는 생산적 가치를 가지며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사회적 자본은 공공재로서 외부효과를 가진다.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데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에게도 이득이 돌아가게 되고, 많은 사람이 활용할수록 개인과 사회의 효용은 증

대되기 때문이다(Fukuyama 1995). (3) 신뢰를 포함하는 사회적 자본은 다음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여러 자본과 더불어 개인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은 그 

자체로 개인에게 효용을 가져다주므로 소비재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3) 이병기(2010), p.127에서 재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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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신뢰와 개인적 복지

자료: OECD(2011); Scrivens, K. & C. smith(2013), p. 6에서 재인용함

Nooteboom(2006)에 의하면 신뢰에는 내생적 가치와 외생적 가치가 존재한다. (1) 

내생적 가치란 신뢰 그 자체가 생활의 질을 높여준다는 의미이다. 고전경제학에서는 

신뢰의 내생적 가치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경제학적인 접근법을 활용한다

면 적대감과 의심을 가지고 거래하는 것보다는 신뢰를 가지고 거래하는 것이 더 큰 쾌

락을 가져다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신뢰 자체가 효용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우아

하고 도덕적으로 행동하여 사회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존의 욕구충족에 기여할 수 

있다. (2) 외생적 가치는 신뢰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의미한다. 신뢰

가 없는 경우 기업이나 개인의 생존이 어려운 반면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거래비

용이 감소하게 되어 기업거래나 인간관계에 기여한다.  

우천식·김태종(2007)에서는 규범, 제도, 신뢰, 네트워크로 구성되는 사회적 자

본의 효과를 (1) 경제적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 (2) 개인의 후생 증진, (3) 사회

통합기반 강화 등의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효과는 경제적 가치,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로 명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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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사회적 자본의 효과와 구성요소

               자료: 우천식·김태종(2007), p. 3 

다. 신뢰의 경제적, 개인적, 사회적 가치

1) 신뢰의 경제적 가치

사회적 자본은 거래의 효율성을 증진시킴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Fukuyama(1995)

는 특히 신뢰가 경제적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라고 하였으며, 

Whiteley(2000)은 신뢰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근거에 의해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주

장하였다. (1) 신뢰는 거래비용을 줄임으로써 경제적 성장에 기여한다. 이때 거래비용

이란 계약을 감독하고 집행하고 보호하는 비용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드는 비용 등

을 포함한다. (2) 신뢰는 집단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3) 신뢰가 있는 경우 주인-대리인 문제(주인이 대리인을 

고용하여 일을 맡기는 경우 주인과 대리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가 예방

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여러 연구에서 나타나는데, 우천식·김태종(2007)은 사회적 교

환행위인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신

뢰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부족이나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시키며, 기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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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억제해줌으로써 시장거래를 활성화

한다. 또한 보유한 자산의 사회적 거래를 활성화하여 혁신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는 점

에서 집단적 효율성이 증진시키기도 한다. 박상준(2012)은 신뢰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지 않고 성실히 일하는 사람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게 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기

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 신뢰가 없는 경우, 즉 타인이 기회주의적 행동을 한다고 

믿는 경우 일을 성실히 않게 하는 유인이 발생한다. 이남철(2007)은 사회적 자본이 고

루 작용하면 기업의 성과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 기업 내 또는 기업 간의 신뢰

가 높고 규범이 형성되어 있으며 효과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된 경우 기업의 성과가 높

아질 가능성이 높다. 신뢰가 높은 경우 개인 간, 조직 내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

남철은 기업조직에서의 사회적 자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역할은 보험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 특히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뿐만 아니

라 보험설계사 등 다양한 당사자가 존재하는 보험산업에서는 신뢰가 더욱 중요한 역

할을 할 수 있다. 신뢰가 높은 경우 거래비용이 낮아지고, 고의적인 의무위반의 가능성

이 낮아질 수 있는 것이다. 

신뢰 규범 네트워크

· 부서 간 동료에 대한 신뢰
· 상사에 대한 신뢰
· 타 부서 동료에 대한 신뢰
· 부하에 대한 신뢰
· 타 기업(국내외)에 대한 신뢰

· 조직의 규범 및 규정 확립
· 조직구성원의 규범 및 규칙 준수
· 조직 질서의 확립
· 조직구성원 간의 시민의식
· 국제 상거래법 준수

· 조직구성원의 협력
· 갈등의 자체적 해결
· 갈등해결을 위한 협력
· 조직에 대한 정보 공유
· 조직구성원 간의 정보 공유
· 부서 동료와의 협력
· 상사와의 협력
· 타 부서 직원과의 협력
· 부하 직원과의 협력
· 조직의 민주적 의사결정
· 하의상달의 원활성
· 국제적인 네트워크 주축 및 활용

<표 Ⅲ-2> 기업조직에서의 사회적 자본 

자료: 이남철(2007),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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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경제적 가치를 입증하는 자료는 여러 연구에서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

병기(2010)는 1988~2008년 기간 동안 64개국의 세계가치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

적 신뢰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신뢰가 높아지면 1인당 실질 GDP가 증

진되고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다음에서 살펴볼 내용은 주로 OECD(2017)에서 보여주

고 있는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신뢰가 어떠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지, 경제성장이나 

안정 등에 기여하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Ⅲ-4>부터 <그림 Ⅲ-6>까지의 그림은 OECD(2017)에서 European Social 

Survey와 Gallup World Poll 자료 등 여러 자료를 활용하여 신뢰와 GDP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2002~2014년 유럽국가에 대하여 일반적 신뢰도와 1인당 GDP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0.67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즉 일

반적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1인당 GDP는 높은 편이다. 2006~2015년 OECD 국가에서

의 정부신뢰도 및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와 GDP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도 각각 

0.54와 0.64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그림 Ⅲ-4> 일반적 신뢰도와 1인당 GDP(2002~2014년 유럽국가)

   주: 1) 상관관계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일반적 신뢰를 묻는 질문에 근거해 계산된 것임. 응답은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를 0~10점 척도로 측정하고 5~10점으로 코딩됨

        2) OECD 계산은 OECD Trust Database 에 포함되어 있는 European Social Survey 데이터인 www.europea

nsocialsurvey.org/data/와 OECD Stat 데이터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PDB_LV

에 근거함. 그림파일은 http://dx.doi.org/10.1787/888933583652

자료: OECD (2017),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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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정부신뢰도와 1인당 GDP(2006~2015년 OECD 국가)

<그림 Ⅲ-6> 사법부신뢰도와 1인당 GDP(2006~2015년 OECD 국가)

    주: 1) “이 국가에서 귀하는 다음 각 기관에 대해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지 않으십니까?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법체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갤럽의 조사결과임

          2) OECD 계산은 OECD Trust Database에 포함되어 있는 Gallup World Poll 데이터인 www.gallup.com/s

ervices/170945/world-poll.aspx와 OECD Stat 데이터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

=PDB_LV에 근거함. 그림파일(<그림 Ⅲ-5>, <그림 Ⅲ-6>)은 http://dx.doi.org/10.1787/888933583747

자료: OECD (2017),  p. 72

한편 OECD(2017)에서는 신뢰도와 실업률 간의 관계도 살펴보았는데, 일반적 신뢰

도와 실업률 간의 상관계수는 -0.38로서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즉, 신뢰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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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실업률은 낮은 편이다. 정부신뢰도와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역시 실업률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신뢰도와 실업률 간의 상관계수는 -0.37, 사법

부 신뢰도와 실업률 간의 상관계수는 -0.31이다.

<그림 Ⅲ-7> 일반적 신뢰도와 실업률(2002~2014년 유럽국가)

     주: 1) 상관관계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조심해
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일반적 신뢰를 묻는 질문에 근거해 계산된 것임. 응답은 다른 사람에 대
한 신뢰를 0~10점 척도로 측정하고 5~10점으로 코딩됨   

          2) OECD 계산은 OECD Trust Database에 포함되어 있는 European Social Survey 데이터인 www.europe

ansocialsurvey.org/data/와 OECD Stat 데이터 http://stats.oecd.org/index.aspx?queryid=36324에 근
거함. 그림파일은 http://dx.doi.org/10.1787/888933583671

자료: OECD (2017),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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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8> 정부신뢰도와 실업률(2006~2015년 OECD 국가)

<그림 Ⅲ-9> 사법부신뢰도와 실업률(2006~2015년 OECD 국가)

       주: 1) “이 국가에서 귀하는 다음 각 기관에 대해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지 않으십니까?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법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갤럽의 조사결과임

             2) OECD 계산은 OECD Trust Database에 포함되어 있는 Gallup World Poll 데이터인 www.gallup.com

/services/170945/world-poll.aspx와 OECD Stat 데이터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

=36324에 근거함. 그림 파일(<그림 Ⅲ-8>, <그림 Ⅲ-9>)은 http://dx.doi.org/10.1787/888933583766 

  자료: OECD (2017),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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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뢰의 개인적 가치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는 개인적 가치를 증진시킨다. 이는 신뢰가 개인의 복

지를 증진시킨다는 의미인데 다음과 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개인적 복지나 

행복에 기여한다. (1) 신뢰는 생산성 증대를 통하여 소득, 소비를 높임으로써 개

인의 경제적 복지에 기여할 수 있다. (2) 신뢰는 학교기능을 강화하거나 범죄율

을 낮추거나 건강을 증진시키거나 복지체계 등의 사회적 기능의 강화에 영향을 미쳐, 

그 결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Putnam 2000). (3) 신뢰는 그 자체로 개인의 복지나 행

복감을 증진시킨다. 다른 사람과의 협력, 공동체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소속감, 소통

에 대한 만족, 정체성, 삶의 보람 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신뢰 그 자체로 즐거움

을 느낄 수 있다. 즉, 신뢰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자본재 혹은 투자재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소비재로서의 가치를 지닌다(우천식·김태종 2007). 

다음의 연구들은 신뢰가 개인적 가치를 지니는지, 즉 개인의 복지에 기여하는

지를 보여주는 실증결과이다. Helliwell & Putnam(2004)은 WVS와 EVS 등 여러 자

료를 이용하여 일반적 신뢰, 이웃에 대한 신뢰도 및 경찰에 대한 신뢰도와 주관적 복

지, 건강상태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모든 유형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개인의 주관

적 복지나 건강상태가 더 높은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Helliwell & Wang(2010)은 

신뢰가 주관적 복지에 미치는 효과를 Gallop World Poll 데이터와 Canadian General 

Social Survey(GS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반적 신뢰, 동료에 대한 신뢰, 

이웃에 대한 신뢰, 경찰에 대한 신뢰가 주관적 복지에 충분히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관찰하였다. Portela, Neira & Salinas-Jiménez(2013)의 연구에서는 European Social 

Survey(ESS)를 이용하여 사회적 신뢰 및 기관신뢰와 개인의 주관적 복지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사회적 신뢰, 기관신뢰 모두 주관적 복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

는 것을 증명하였다. 남윤주·남승규(2019)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뢰가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이때 신뢰는 타인이나 사회에 대한 

신뢰인 일반적 신뢰와 자신에 대한 신뢰인 자기신뢰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이들은 

신뢰가 소확행과 행복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

반신뢰는 소확행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으나 행복에는 영향을 미치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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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보여주었다.  

<그림 Ⅲ-10>부터 <그림 Ⅲ-13>은 신뢰의 개인적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림이다. 삶의 만족도와 기대수명이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로 보고 이에 대한 신뢰

의 효과를 볼 수 있다. OECD(2017)에서 여러 자료를 이용하여 신뢰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제시한 자료를 보면, 일반적 신뢰와 삶의 만족도와의 상관관계가 

0.77로 나타나 매우 강한 정의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반적인 신뢰수준이 높

으면 삶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 신뢰도와 기대수명 간에

도 0.44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기대수명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 신뢰가 아닌 기관신뢰도, 즉 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와 삶의 

만족도 간에도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신뢰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상

관계수는 0.43, 사법부신뢰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계수는 0.57로 나타나서, 기관

신뢰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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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0> 일반적 신뢰도와 삶의 만족도(2002~2014년 유럽국가)

<그림 Ⅲ-11> 일반적 신뢰도와 기대수명(2002~2014년 유럽국가)

      주: 1) 상관관계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조심해
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일반적 신뢰를 묻는 질문에 근거해 계산된 것임. 응답은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를 0~10점 척도로 측정하고 5~10점으로 코딩됨. 삶의 만족도는 “귀하는 전반적으로 요즈음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에 0점, “완벽하게 만족하고 
있다”에 10점을 주는 0~10점 척도로 측정된 국가 평균점수임

            2) OECD 계산은 OECD Trust Database 에 포함되어 있는 European Social Survey 데이터 www.europe

ansocialsurvey.org/data/와 Gallup World Poll 데이터인  www.gallup.com/services/170945/world-

poll.aspx에 근거함. 그림파일은 http://dx.doi.org/10.1787/888933583709(<그림 Ⅲ-10>); http://dx.

doi.org/10.1787/888933583690(<그림 Ⅲ-11>)

자료: OECD (2017), p. 69,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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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2> 정부신뢰도와 삶의 만족도(2006~2015년 OECD 국가)

<그림 Ⅲ-13> 사법부신뢰도와 삶의 만족도(2006~2015년 OECD 국가)

     주: 1) Eurobarometer가 “귀하가 다음과 같은 기관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고 있으신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다
음에 제시된 기관에 대해 신뢰하는 경향이 있으신지,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경향이신지요? 정부, 사법부.” 

라는 두 개의 설문조사에 근거함. 삶의 만족도는 “귀하는 전반적으로 요즈음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
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에 0점, “완벽하게 만족하고 있다”에 10점을 주는 
0~10점 척도로 측정된 국가 평균점수임

          2) OECD 계산은 OECD Trust Database에 포함되어 있는 European Commission: Eurobarometer 데이터 
http://ec.europa.eu/commfrontoffice/publicopinion/index.cfm#p=1&instruments=STANDARD와 
Gallup World Poll 데이터 www.gallup.com/services/170945/world-poll.aspx에 근거함. 그림파일
(<그림 Ⅲ-12>, <그림 Ⅲ-13>)은 http://dx.doi.org/10.1787/888933583804

자료: OECD (2017),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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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뢰의 사회적 가치

사회적 자본은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신뢰를 포함하는 사회적 자본은 사회갈

등을 완화시켜주며 사회의 안정성을 유지해주는 주요 자원이다. 전통적 공동체 

사회와는 달리 시장중심 사회공동체에서는 더 많은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고, 협

력과 분업이 더 중요해진다. 이로 인하여 개인소외나 사회갈등의 가능성이 더 높

아질 수 있다. 또한 사이버공동체가 확산되면서 사회구성원이 더 긴 하게 연결되면

서 공동체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구성원 간의 상호관계 양상은 사회

통합이나 안전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우천식·김태종 2007). 사회적 자본은 환

경, 범죄, 교통, 주거, 건강, 노동 등에서 발생하는 사회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역할을 

함으로써 지속가능사회 발전에 기여한다(김성권 2007). 

다음의 <그림 Ⅲ-14>부터 <그림 Ⅲ-17>은 OECD(2017)에서 2006~2015년 OECD 국

가에 대하여 신뢰와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tnational)의 부패인식지수(점

수가 높을수록 투명하고 덜 부패한 것을 의미), 살인율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결과이다. 먼저 기관신뢰도인 정부 및 사법부신뢰도와 부패인식지수 간에는 각각 0.65

와 0.74의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각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투명하고 덜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아니면 덜 부패할수록 

신뢰가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부신뢰도와 살인율, 사법부신뢰도와 살인율 간

의 상관관계는 각각 -0.02, -0.23으로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상관정도는 낮은 편이나 

살인율은 사법부 신뢰도와의 상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사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으면 살인율은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역으로 살인율이 낮을수록 신뢰도

는 높아진다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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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4> 정부신뢰도와 부패인식(2006~2015년 OECD 국가)

<그림 Ⅲ-15> 사법부신뢰도와 부패인식(2006~2015년 OECD 국가)

      주: 1) “이 국가에서 귀하는 다음 각 기관에 대해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지 않으십니까?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법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갤럽의 조사결과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는 각국마다 0-100점의 점수로 매겨지고, 점수가 높을수록 투명하고 덜 부패한 것을 의
미함

           2) OECD 계산은 OECD Trust Database에 포함되어 있는 Gallup World Poll 데이터 www.gallup.com/servi

ces/170945/world-poll.aspx와 Corruption Perception Index 데이터 www.transparency.org/news/featur

e/corruption_perceptions_index_2016를 이용한 것임. 그림파일(<그림 Ⅲ-14>, <그림 Ⅲ-15>)은 http://d

x.doi.org/10.1787/888933583728

자료: OECD (2017),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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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6> 정부신뢰도와 살인율(2006~2015년 OECD 국가)

<그림 Ⅲ-17> 사법부신뢰도와 살인율(2006~2015년 OECD 국가)

    주: 1) “이 국가에서 귀하는 다음 각 기관에 대해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지 않으십니까?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법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갤럽의 조사결과임

          2) OECD 계산은 OECD Trust Database에 포함되어 있는 Gallup World Poll 데이터 www.gallup.com/ser

vices/170945/world-poll.aspx와 UNDOC Homicide Statistics 데이터 www.unodc.org/gsh/en/data.ht

ml에 근거함. 그림파일(<그림 Ⅲ-16>, <그림 Ⅲ-17>)은 http://dx.doi.org/10.1787/888933583785 

자료: OECD (2017),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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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산업에서 신뢰의 중요성

가. 신뢰재인 보험상품

1) 보험상품의 특징

보험상품은 무형성, 장기성, 복잡성, 전문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장연주 2013). 먼저 

보험상품은 무형의 상품으로 만지거나 볼 수 없는 계약상품이다. 그 속성을 알기 어렵

지만 정보도 부족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때로는 너무 많은 정보가 제공

되어 소비자에게 정보과부하가 발생하여 판단이 어려워진다. 보험상품은 단기상품도 

있지만 길게는 평생 유지해야 하는 장기상품도 많다. 많은 일반상품처럼 가격을 일시

적으로 지불하고 단기간 내에 써버리는 상품이 아니라, 계약시점과 보험금 수령시점의 

간격이 매우 길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상품의 효능을 못 느끼거나 보험

상품 본연의 품질을 판단할 기회가 없는 경우가 많다. 계약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해결하기도 쉽지 않다. 보험상품은 그 내용이 복잡한 경우가 많

은 데다가 다수의 특약으로 구성되어 복잡성이 더욱 증진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상품 

간 비교가 어렵고 불가능하기도 하며, 많은 정보를 이해해야 한다. 또한 보험상품 일부

는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기 때문에 더욱 복잡해지기도 한다. 보험상품은 복잡할 뿐

만 아니라 매우 전문적인 계약이다. 계약에 전문용어가 많이 사용되어 소비자가 이해

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2) 보험상품 구매의 어려움

보험상품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보험소비자는 보험상품구매 의사결정 시 어려

움을 느끼게 된다. 장연주(2013)의 연구에 의하면 보험소비자는 보험상품을 구매하면

서 특히 정보처리의 어려움을 느낀다. 또한 의사결정 결과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심리

적 부담, 관계에 대한 부담으로 능동적 의사결정의 어려움, 가입한 보험상품과 계약 내

용의 이해 어려움, 보상 및 유지서비스 관련 어려움, 구매 후 가치평가의 어려움,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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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피해 해결의 어려움이 주요한 어려움으로 관찰되고 있다. 

3) 보험상품은 신뢰재

신뢰재란 소비자가 정보를 탐색하여도 그 품질을 알 수 없고 사용하고 나서도 품질

을 평가하기 어려워 믿고 사는 상품을 지칭한다. 보험상품이 대표적인 신뢰재라고 할 

수 있다. 보험상품의 특징과 보험상품 구매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보험소비자는 전문가

인 보험회사나 보험판매인을 믿고 이들에게 정보를 수집하거나 의사결정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다이렉트 보험 등 스스로 알아서 가입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

지만 보험 가입 경험이 부족하거나 복잡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부

족이나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보험상품을 선택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

게 된다.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전문가를 신뢰하여 그 사람의 권유나 판단

에 의지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보험회사의 명성 등에 의존하여 보험상품에 가입하기

도 하는데, 이는 보험상품의 질을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회사를 신뢰하여 가입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신뢰재인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보험소비

자의 신뢰에 반드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나. 보험회사 불신의 원천

Guiso(2012)에 의하면 보험소비자피해가 보험회사 불신으로 이어진다. 이와 

더불어 약관의 모호성, 보험사기, 불완전경쟁, 위험회피성향이 보험회사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 

1) 보험소비자피해로 인한 불신

금융감독원 민원동향에 따르면 금융회사 가운데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권역이 보험업이다. 2018년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민원이 전체 금융민원의 61.8%를 차

지하고 있다. 이전 10년간의 자료를 봐도 보험회사의 민원비중이 가장 높다.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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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손해보험사의 민원이 35.9%를 차지하고 생명보험사의 민원이 25.9%를 차지하

고 있다(금융감독원 2019).  

보험소비자피해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불완전판매이

다. 생명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생명보험사에 대한 민원유형을 살펴보면 보험모집, 

계약성립 및 실효, 고지 및 통지의무위반 등 가입단계에서 민원의 45.6%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어느정도 넒은 의미의 불완전판매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금융감독

원 2019). 넒은 의미의 불완전판매란 문제가 발생하거나 청약철회를 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설계사 등이 설명의무를 준수해야 하지만 소비자에게 충분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것은 설계사의 

자질이 낮거나 불완전판매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보험판매채

널은 전통적인 보험설계사뿐만 아니라 보험대리점, 방카슈랑스, 비대면채널 등 다양해

지고 있는데, 보험판매채널이 다양해지면서 경쟁이 과다해지고 보험설계사의 자질과 

채널별 성과체계가 달라서 불완전판매 등 보험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

고 있다. 불완전판매는 소비자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며, 특히 불완전판매가 보험금부지급 등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 보험

산업에 대한 불신이 증대된다. 

보험불신과 더욱 관련되는 것은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이라 할 수 있다. 보험에 가

입하는 이유가 바로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을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보험금 산

정과 지급 관련 민원은 보험민원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험금 지급과 관

련된 분쟁은 생명보험사에서도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손해보험사의 경우 더 많이 발

생하고 있다(금융감독원 2019).

2) 약관의 모호성으로 인한 불신

Guiso(2012)에 의하면 모호한 약관이 보험소비자에게 불신을 가져다주는 대표적인 

원인이다. 보험소비자는 보험회사가 자신을 쉽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보험

에서는 보상받을 수 있는 손실이 명확하게 관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로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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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하였는데도 보험회사가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기회

주의적 상황이 존재한다. 소비자는 이러한 기회주의적 상황을 보험회사가 악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약관이 모호한 경우 보험회사에게 기회주의적 행

동 유인이 있기 때문에 불신이 심화될 수 있다. 

보험계약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건부 계약이기 때

문에 다른 금융상품보다 이런 문제에 구조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손실이 발생되었음

을 입증해야 하고, 다음에는 손실규모를 결정해야 하는데, 약관에서는 보험금 지급 조

건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 조건이 사후적으로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 계약이 복잡한 경

우, 만일의 사태라는 것이 모호하여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기회주의적 

행동을 위해 이러한 모호함을 악용하려는 강한 동기가 있을 수 있다. 즉, 약관의 모호

함이 매우 강력한 불신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보험회사가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게 되면 보험회사의 명성에 해가 될 수는 있

지만, 소비자가 한번 가입한 보험을 변경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번거로운 경우, 독점시

장인 경우에 보험회사는 명성저하를 무시할 수 있다. 즉, 명성저하는 낮은 비용으로 인

식하고 취할 수 있는 이익이 큰 경우 보험회사의 기회주의적 행동이 보편적이 될 수 있

다. 따라서 경쟁촉진은 신뢰증진의 방안이 될 수 있다.

3) 보험사기로 인한 불신 

Guiso(2012)는 보험사기를 또 다른 불신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보험소비자의 

보험사기가 많아지면 보험사기 조사가 많아 지게 되고 이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지연

되는 경향이 높아지게 된다. 보험금 지급신청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시간

이 걸리고 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급을 늦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보험소비자는 필

요한 보상을 신속하게 받지 못하여 불신이 쌓이게 되고 고의로 지급을 늦추는 것은 아

닌지 의심을 하게 된다. 불신이 쌓이게 되면 보험회사가 정직하게 행동하더라도 불신

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보험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신뢰증진의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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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쟁과 불신 

또 다른 불신의 원인은 보험시장의 비경쟁이다(Guiso 2012). 보험시장이 비경쟁적

인 경우 불공정거래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상품의 선택권이 제한된다. 보험계약이 불공

정하다고 인식되면 소비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된다. 보험료가 보험보상에 비해 

불공정하게 높은 경우, 특히 큰 폭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 보험가입을 포기하게 

된다. 특히 신뢰수준이 낮은 경우 비경쟁으로 인한 수요 감소 효과가 증폭되어 보험수

요를 더욱 감소시킬 수 있다. 

반면 경쟁은 보험소비자에게 우수한 보험회사를 선택하여 잘못한 보험회사를 

응징할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보험회사가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또한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보험시장이 경쟁적

인 경우 보험가격이 적절하게 유지되고 보험상품의 질이 향상된다. 이로 인해 보

험신뢰가 높아지며 보험구매가 촉진된다. 

5) 위험회피성향과 불신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중의 하나는 위험회피성향이 높다는 것이다. 그

런데 위험회피성향은 변동성 위험회피성향과 배신위험회피성향으로 구분할 필

요가 있다. 변동성 위험회피성향이란 소비의 변동성을 싫어하는 것으로 보험수요를 높

이는 역할을 한다. 반면 배신위험회피성향은 보험수요를 감소시킨다. 보험시장에서의 

속임수, 즉 배신은 보험회사(보험금 미지급)와 보험소비자(보험사기) 모두에서 일어날 

수 있다. 속임수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큰 경우 속이지 않게 된다. 따라서 

보험회사 및 보험소비자의 사기에 대한 강력한 처벌, 명성훼손, 도덕적 비난 등이 중요

한 역할을 할 수 있다(Guiso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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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뢰와 적정수준의 보험가입

1) 적정수준의 보험가입행동

보험은 소비자의 소비 변동성위험을 줄여준다. 위기 시 보험금 지급은 소비자

의 생활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가에서는 사회보험체계를 마련하

고, 이로 모자라는 부분은 민간보험회사의 보험상품 가입을 통하여 대비할 것을 권장

하게 된다. 즉, 보험소비자의 관점에서는 적절한 규모의 보험가입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보험가입의 적정성은 보험소비자의 위험상황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적정한 수준의 보험가입은 보험가입목적에 부합하여 만족도로 이어지

고, 결국 보험회사에게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 그러나 보험가입에는 

비용이 따르므로 미래의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위험에 현재의 소비를 포기하

면서까지 지나치게 대비하는 것은 문제이다. 따라서 보험가입의 적정성은 내용

면에서는 보험금을 고려하고 비용면에서 보험료를 고려하여야 한다. 

내용면에서 볼 때 초과보험과 일부보험 모두 적정하지 못한 보험가입 상태라

고 할 수 있다. 초과보험(overinsurance)상태란 적정수준보다 지급이 많이 되는 보험

에 가입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보험소비자가 지나치게 많은 보험에 가입하거나, 실제 

손실 가능액보다 높게 보험에 가입하거나, 이중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때로

는 경제상태보다 지나친 수준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초과보험은 보험료

의 관점에서 적정하지 않는 보험상태와 유사하다. 

한편 일부보험(underinsurance)상태란 적정수준에 못 미치는 보험가입상태를 말한

다. 사고에 대비할 보험이 없거나 적정수준의 보험을 보유하지 못하는 상태로서 바람

직한 수준의 보험과 현재 보험가입상태의 차이로 볼 수 있다(Booth & Kendal 2020). 일부

보험상태의 경우 보험료는 낮아지지만 사고 시 손실을 모두 커버해주지 못한다. 이렇듯 잠

재적 손실을 전액보상 받지 못하는 상태 또는 실질 가치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가입하는 일

부보험상태가 되면 적정하지 못한 보험 상태라 할 수 있다(Blewett, Ward & Beeb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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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wett, Ward & Beebe(2006)는 건강보험의 적정성은 <그림 Ⅲ-18>과 같이 보험가

입 여부와 더불어 경제적, 구조적, 태도적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1) 경제

적 적정성(economic underinsurance): 보험의 적정성을 화폐의 관점에서 측정한다. 

권장하는 의료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 의료비 직접지출이 소득의 일정

비율(예: 10%)을 넘는지 여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미루거나 받지 못하는 상태 등으로 

평가한다. (2) 구조적 적정성(structural underinsurance): 보험의 적정성을 보험의 범

위를 살펴보아 측정한다. 즉 보험의 미급여항목으로 평가한다. 보험급여와 보험이 되

는 의료서비스기관의 수와 범위, 벤치마크가 되는 급여(예, 백신)를 선정하여 그것을 지급

하는지 보험을 비교함으로써 평가한다. (3) 태도적 적정성(attitudinal underinsurance): 

보험의 적정성을 소비자의 인식이나 만족도로 측정한다. 소비자가 판단하는 주관적 적

정성이라고 할 수 있다. 보유하고 있는 보험이 사고를 커버해주지 못한다, 보험이 안 

돼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증상이 있다, 보험에 만족하지 못한다 등의 설문을 통하여 

측정한다. 

<그림 Ⅲ-18> 보험의 적정성 측정 방법

자료: Blewett, L. A., Ward, A. & Beebe, T. J.(2006), pp. 663~700, p.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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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험료를 고려하여 보험가입이 적절한지 여부는 가계재무비율을 통하여 평가

할 수 있다. 가계소득 대비 보장성보험료로 계산되는 보장성보험준비지표를 이용하면 

가계 경제상태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의 보험료를 지출하여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있

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 지표는 보험료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위험대비정도를 동시

에 고려한다. 왜냐하면 가계운영상 보장성보험준비지표의 가이드라인으로 하한선과 

상한선을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위험도 적절히 대비하고 보험료도 지나치지 않아야 함

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재무설계 가이드라인으로 소득대비 보험료로 8~10% 

정도를 지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양세정 외 2016).

2) 신뢰와 적정수준의 보험가입행동

신뢰는 상거래에서 매우 중요하다. 신뢰는 거래비용을 낮추어 주고 거래효율

성을 높여줌으로써 시장유지에 중요한데, 특히 보험시장과 같이 불확실성이 높

고 조직화된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로 인해 보험상품 가입 의사결정을 할 때 

신뢰수준이 낮으면 적정한 수준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부보험(underinsurance)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Booth & Harwood 2016). 보험회사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

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모두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하여 적정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것이다(Tranter & Booth 2019).

3. 소결

사회적 신뢰는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사회적 자본으로서 한 사회의 신

뢰수준은 경제성장, 생산성 향상, 삶의 만족도 증대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치다. 신뢰수

준이 높으면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관리비용이 감소하고, 계약의 이행성이 높아

지기 때문에 기업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사

회적 신뢰가 높으면 소비자의 선택 시 정보탐색비용을 감소시키고, 불확실한 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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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적 신뢰수준이 높은 경우 사회적 

규범으로 정착하여 그 기능이 더 증폭될 수 있다. 따라서 한 사회의 신뢰수준을 지속적

으로 측정하고 제고하는 것은 사회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금융상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계약상품으로 신뢰에 기반을 두고 거래되는 상품이

다. 그 중 보험상품은 복잡하고 전문화된 금융상품으로 신뢰재의 특징이 매우 강하다. 

신뢰재란 소비자가 정보를 탐색하여도 그 품질을 알 수 없고 사용하고 나서도 품질을 

평가하기 어려운 상품을 지칭하는데, 신뢰재로서 거래되는 보험상품을 거래하는 보험

산업에서는 다른 산업에 비교하여 신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

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나 보험판매인의 신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현재 보험산업의 신뢰도는 높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보험소비자피해, 약관문제, 보험

사기, 비경쟁, 소비자의 위험회피성향 등 신뢰를 저해하는 원천은 다양하다. 또한 신뢰

를 향상시키는 방법은 다양하다. 법과 규제의 강화, 윤리의식의 강화를 통해 기회주의

의 가능성과 유인을 제한하고 사회적 수준에서의 도덕심 향상이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다.  

신뢰는 보험거래에서 매우 중요하다. 신뢰가 높으면 거래비용을 낮추고 거래효율성

이 높아지며 적정수준의 보험가입으로 이어지는 반면 신뢰수준이 낮으면 적정한 수준

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 모두에게 부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