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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집단， 조직수준 신뢰의 선행요인에
관한문헌연구

는 것이며， 이룹 토대로 기존의 신뢰관련 연구들(총 55 편

원 승

바1류”

본 연구는 신뢰와 관련한 문헌연구로서 세 가지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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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신뢰의 개념을 정핍하

국내 28 , 해외 27) 을 산되의 주제와

객체로의 구분， 그리고 수준(개인， 집단， 조직)으로의 구분에 따라 9 개의 영역으로 분류함으로써

기존연구들이 주로 다루어 온 영역과 간과해 온 영역을 식별하는 것이다

이어서 신뢰주체와 신뢰

객체가 개인， 집단， 조직으로 서로 수준플 달려 할 경우 선뢰객체에 대한 신뢰주체의 산뢰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틀간에 유사점 혹은 차이점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 결과

를 요약하면， 첫째， 신뢰주체와 객체를 정의함에 있어서 새인뿐만 아니라 집단이나 조직과 같은
설체적 대상틀을 포함할 것과， 신뢰결정어l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손익계산과 더불어 사회적
요소틀을 포팔적으로 고려하는 맥락주의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뢰주체와 신뢰객체의 수준(개인， 집단

둘째， 신뢰의 유형을 신

조직)에 따라 9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기존 연구틀이 어

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개인에 대한 집단의 신뢰’， ‘개인에 대한 조직의 신뢰’， 그
려고 ‘조직에 대한 집단의 신뢰’의 영역에서는 연구가 없었으며， 이러한 영역에서의 연구를 통해
신뢰연구의 지평블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신뢰주체와 객체의 수준별 선행요인에논

유사점과 차이점이 공존하고 있었으며， 공존 큰거에 대한 추론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1. 서 론
신뢰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단순한 윤리적 가치를 뛰어넘어 경제적 번영의 펼수조건이며，
한 국가의 복지와 경쟁력 또한 그 사회의 신뢰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Fukuyama ，

1995)

개인간 혹은 기업간의 상호불신은 시장 교환행위를 마비시켜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를 경제사회적 진보와 번영의 조건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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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betta. 1988) 또한 신뢰는 구성원들을 조직에 통합할 수 있는 접착제에 비유되
며 (Shaw. 1997).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가장 본질적인 성분이며 모든 조직을 결
합시키는 기본 원칙 (Covey. 1989) 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특히， 국내에서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이 처한 새로운 고용계약의 시대에 있어 종업원과 회사간 관계의 기초는 신뢰
이며， 이러한 신뢰는 우선적으로 경영의 투명성과 개방성에 기초하여 구축된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권석균

&

이영면.

1999)

이러한 기대와 관심 속에서 신뢰란 무엇이고， 어떻게 형성되며，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에 대한 경험적， 이론적 연구가 다양한 학문영역(예，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조직연구 등)에 걸쳐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높아진 신뢰에 대한 학문적 , 사회적 관심

(특히 . 1990년 후반 이후)은 오히려 개념상의 혼란을 불러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데 ,
신뢰라는 개념이 명확히 무엇을 지칭하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
운데 신뢰의 구성， 원인， 결과 등에 대한 논의가 전개됨에 따라 개념상의 모호성이 가중
된 측면이 있으며， 여러 학자들의 통합 노력(예.

Mayer. Davis. & Schoorman. 1995;

Kr amer. 1999; Rousseau. Sitkin. Burt. & Camerer. 1998) 에도 불구하고 상충
하는 접근법과 서로 다른 분석시각 때문에 신뢰에 대한 보면적인 공론이 자리 잡지 못하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션행요인 분석에 앞서 신뢰와 관련한 주요관점들과 개념들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본 연구의 출발점으로서 신뢰가 어떠한 개념인지 제시할 것이다
신뢰가 개인， 집단， 조직간의 협동적 행동을 이끈다는 것은 많은 연구들에서 주장되었

는데 (Mayer et a l.. 1995; McAllister. 1995). 신뢰가 조직영역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신뢰구축을 위한 선행요인을 밝힘으로써 시사점을 찾으려는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특히. Mayer 등 (995) 은 이전의 신뢰연구들을 통합하여 신뢰의 선행요인 및 결
과변수에 관한 신뢰모형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들은 신뢰의 션행요인으로서 신뢰주체의
신뢰성향 (propensity to trust). 신뢰주체가 지각하고 있는 신뢰객체의 신뢰할만함
(trustworthiness) 을 들고 있으며， ‘신뢰할만함’은 다시 능력 (ability) . 배려 (benevolence) .

그리고 성실성(i ntegrity) 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이들
이 제시한 선행요인들은 많은 연구들에서 논의되었으며 결과 또한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제시한 모형은，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으나， 내용면에서 개인간 신
뢰에 준하여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며， 신뢰의 주체 (trustor) 와 객체 (trustee) 를 집단이나
조직과 같은 실체적 대상으로까지 확대가능한가에 대한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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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신뢰주체와 객체를 개인수준에 한정하지 않고 집단이나 조직과 같은 실
체적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바탕으로 신뢰주체와 객체가 개인

집

단， 조직으로 서로 수준을 탈리 할 경우 신뢰객체에 대한 신뢰주처l 의 신뢰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간에 유사점 혹은 차이점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신뢰의 선행요인을 밝히고 있는 많은 연구블을 그 수준(개인， 집단， 조직)에 따
라 분류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이 어떠한 영역에 집중되어 왔는지， 연구에서 간과된 영역
이 있는지， 그리고 간과되고 있는 영역이 었다면 무엇 때문인지 등을 살펴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신뢰의 개념을 제시하고，

둘째， 신뢰주체와 객체의 수준구분에 따른 기존 신뢰연구의 분포 특정을 식별하며， 셋째，
이러한 영역들간 선행요인을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11. 신뢰의 관점 및 개념
1.

신뢰에 대한 관점의 다양성

신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신뢰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학계가 보면적으로
수용하는 관점을 찾기란 쉽지 않다 (Kramer.

1999). 신뢰에 대한 논의는 국내 외를 막

론하고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조직연구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신뢰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박통희 & 왼숙연. 2000)

그러

나， 이와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학문적 관심은 오히려 신뢰개념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
과 혼란을 유발하게 되었다 (Hosmer ，

1995: 박통희 & 원숙연， 2000: 임성만 & 김명언，

2000).
신뢰에 대한 시각은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인간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경제학적 관점은 신뢰를 ’계산적인 것’(예， Ax elrold , 1984: Lewicki & Bunker , 1996:

Tyler & Degoey , 1996: Williamson ,

1993) 으로 간주하며， 사회학자들은 신뢰를

‘사회에 배태된 사람들간의 관계적 속성’(예， Granovetter , 1985: Miszta l. 1996) 이
나사람들이 당연시 받아들이고 있는 규범이나 제도’(예， Fukuyama , 1995: Zucker ,
1986) 를 통해 정의하:11.자 하였다 또한 심리학적인 조망을 가진 연구자들(예，

Johnson

4

勞使~~j服{究， 제 16권

Ge orge.

& Swap.

1982: Mayer

& Davis.

1999: Mayer et a l.. 1995: McAl lister.

1995: Rotter. 1971) 은 ‘개인 내부의 지각과 인지과정 및 정서’에 초점을 두고， 신뢰주
체와 신뢰객체의 어떠한 특성들이 신뢰와 관련이 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임성만 &
김병언.

2000. 재인용) .

이처럼 연구자의 입장에 따라서 신뢰에 대한 관점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이론들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부분은 신뢰를 심리학적 상태 (psychological state) 와 선

택행동 (choice behavior) 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Kramer. 1999) 먼저， 심리학
적 상태로서의 신뢰는 ’개깨인이 의존하고 있는 상대방의 동기 , 의도 등에 대한 불확실성
에서 비롯되는 취약성 또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 혹은 ‘타인이나 사회제도에 대
한 보다 일반적인 태도나 기대’를 의미한다(예.

Lewis & Weigert. 1985: Robinson.

1996: Cwnrnings & Brorniley. 1996: Kr amer et al.. 1996: 앙ler & Degoey. 1996).
둘째， 선택행동으로서의 신뢰는 다시 ‘합리적 선택 관점’과 ’관계에 기반한 선택 관점’으
로 구분할 수 있다 합리적 선택 관점은 ‘이익에 대한 의식적인 계산’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서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이론들에서 고르게 나타나며， 거래들로부터 기대이익
의 최대화 또는 기대손실의 최소화가 신뢰라는 선택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다 (Kramer. 1999). 이러한 선택의 합리성과 관련하여. Granovetter(985) 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폭은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신뢰주체의 합리성이 신뢰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하며， 결국 합리적 선택 모델은 신뢰주체의 사회화에 대한 고려가 미흡

하다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March와 Olsen (1 989) 은 심지어 ‘합리적 기대나 계산’이라
는 요소가 신뢰현상의 중심적 요소라는 관점에 동의하지 않으며‘ 신뢰가 상호간의 긍정
적 결과에 대한 기대로서 정당화된다면， 신뢰는 단지 다른 형태의 경제적 교환행위에 지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비판을 극복하기 위한， 보다 발전된 형태의 선택행동 관점으로 관계에 기반한
선택 관점을 들 수 있는데， 선택행동으로서의 신뢰에 있어서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기
반을 통합하려는 노력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예.

Mayer et al .. 1995:

McAlister. 1995: Kr amer & Tyler. 1996) 이러한 관점은 타인이나 사회전체에 대
해 포괄적이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데， 사회학 이론 및 경제적 거래에 대한 사회적 배
태성의 영향에 관한 연구들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으며(예.

Granovetter 1985).

이후 신뢰의 생성과 확산에 있어서 네트워크나 지배 체계 등을 포함하는 거시수준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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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의해 관계적 모텔이 보다 발전되었다(예， Coleman , 1990: Kollock ‘ 1994: Powell ,

1996)

심리학 연구에서도 관계적 모델 안에서 신뢰의 인지적， 동기적， 감정적 기반을

정교화하는 작업이 진행(예，

Sheppard & Tuckinsky

1996) 되었으며，

사회심라학에

서는 이러한 관계적 모델의 신뢰가 갖는 특성， 선행요인， 그러고 영향 등을 개념화하기

위해 사회정체성 이콘(예，

Degoey , 1996)

Kramer et al

1996)

흑은 집단가치 모델 (예，

Tyler &

등을 제시하였다

합리적 선택 관점과 관계에 기반한 선택 관점은 기본적으로 신뢰블 선택행동으로 간주
하지만， 각각이 추구하는 초점은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어떤 관점으로 신뢰를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싣증연구의 설계와 결과 모두 상이할 수 있다

Kramer( 1999) 는

이 같은 문제점음 해결하기 위해 신뢰를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있어서 계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소를 포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맥략주의 (contextualism) 적 접근이
보다 유용하며， 특히 신뢰를 개념화하는 과정에서

Hardin ( 1992) 이

저!안한 바와 같이

신뢰주체. 신뢰객체， 그리고 맥락 (context)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신뢰의 개념

신뢰의 개념 또한 연구자들의 입장에 따라서 상이하게 정의되어 왔으나， 신뢰를 정의

하는데 있어서 공통된 두 가지 요소는 확산있는 기대 (confìdent expectations) 와 기꺼
이 취약성을 감수하려는 의지 (willingness to be vulncrable) 이다(Rousseau et al

1998)
신뢰에 대한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두고 교환관계
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일련의 기대(예，

Mullen ,

Doncy , Cannon , &

1998) 로 정의되거나， 개인 내부의 지각과정이나 감정 빛 인지에 초점음 두고

확신있는 긍정적인 기대(예，

Lewicki et al

1998) ,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예，

Hagen & Choe , 1998: Elangovan & Shapiro , 1998: Das & Teng , 1998) ,

타

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예， Wh itener , Brodt , Korsgaard , & Wemer , 1998) , 그리
고 기꺼이 취약성을 감수하려는 의지(예

& Chervany , 1998)

Mayer et a l., 1995: Mc Kn ight , Cummings ,

등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Rousseau

등 0998 ， 395) 은 위와 같

은 신뢰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을 종합하여 “타인의 의도나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에

勞 更關 í#Jiíf究， 제 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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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해서

취약성을

갑수하려는 의도로 구성된

성리적

상태 (a

psychological state

comprising the intention to acccpt vulnerability based on positive expectations
of the intentions or behavior of anothcr J"라고 정의하였는데， 이는 결국 신뢰가 인
지， 감정 및 행동， 또는 행동의지로 구성된 태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았다(임성만 · 김명
언.

2000)

또한 Costa (2003) 는 신뢰가 ‘타인에 대한 기대 또는 인식된 타인의 동기나 의도에 근
거한 섬리적 상태’일 뿐만 아니라， ‘타인을 향한 행동의 표현’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즉， 협력이나 감시와 같은 행동들은 개인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판단을 행동
으로 표현한 것이며， 이러한 행동들에 대한 관찰과 해석을 통해 타인의 동기나 의도에
대해 학습할 수 있고 또 타인의 믿을만함에 대해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Rousseau 등(1 998) 은 신뢰가 일반적인 태도 개념들과 구분되는 이유로서 신뢰가 발
생하는데 펼요한 두 가지 조건， 즉 위험 (risk) 과 상호의존성 (interdependence) 을 주장
하였다 첫째 조건인 위험은 많은 연구자틀이 공통적으로 제시하였는데， ‘기꺼이 취약성

을 감수하려는 의지 (willingness to be vulnerable) ’와 관련되며， 신뢰의 정의에 있어
필수적인 내용이다

다시 말해서 위험은 신뢰의 기회를 유발하며， 신뢰는 다시 위험을

감수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위험과 신뢰는 경로 의존적 (path-dependent) 인 관계를 갖

는다 둘째， 상호의존성 조건은 신뢰주체가 이득을 탈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뢰객체
에 의존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신뢰주체와 객체의 수준을 중심으로 기존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신뢰의 개념정의
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들이 신뢰의 주체와 객처1 플 특정 인물로 규정하였으나， 설제
현실에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해있는 팀(예， 최대정 & 박동건， 2002: Costa.

2003: Jarvenpaa. Kn oll. & Leidner. 1998 등)이나， 집단(예， 김영조. 2003:
Huff & Kelly , 2003: Mayer & Davis. 1999 등) . 조직(예， 이정 & 장영철. 2004:
이재훈 & 최익봉. 2004: Wa
머19
양enbac이h.’ 2001 ’ Das & Teng. 1998 등) . 나아가 정부/
사회/국가 등과 같은 설체적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다(Cwmnings & Bromiley. 1996: 임성
만

&

김병언. 2000)

따라서 조직장면 (organizational setting) 에서의 신뢰를， Ro usseau

등(1 998) 이 정의한 신뢰의 개념을 토대로 하여， ‘대상의 확대’와 ‘행똥’까지를 포함한 개념
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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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는 타인， 집단， 혹은 조직의 의도나 행동에 대한 긍정적민 기대에 근거해서 개
인， 집단， 혹은 조직이 취약성을 감수하려는 심리적 상태 내지는 그러한 심리상태가
발현된 행동을 포항한 개념이다

이러한 신뢰의 개념적 정의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신뢰관련 연구둡에서 주체와 객체

흘 각각 어떠한 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 또 수준의 차이가 선행요인의 차이와 채게적인
관련을 갖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Ill. 신뢰의 선행요인 분석
1990년대 중반 이후， 신뢰에 대한 수많은 저서와 연구논문둡이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집단 또는 조직수준에서의 신뢰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구성요소， 그리고 선행요
인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는 거의 없는데， 그라한 이유로 집합적 맥락에서의
신뢰연구가 갖는 어려움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신뢰의

집합적 맥락 (collective

context) 속에서

윤곽은 뚜렷하지 않으며， 집합적 맥락에서의 신뢰결정은 규모‘ 구조적 복잡성，

경쟁적 특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간 신뢰보다는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많고 상당히 다른

형태를 갖는 특정이 있다(Kramer. Brewer. & Hanna. 1996) ‘ Jarvenpaa 등(1 998) 은
팅내 신뢰의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집단수준(예， 밍 ouP. team. 혹은 organizational
unit) 에서의 신뢰가 개인간 신뢰보다 훨씬 복잡한 이유륜， 집단내에는 다수의 신뢰객체

가 존재하고 또 각각의 객체들은 서로 다른 태도틀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
다. 다시 말”서 집단적

또는 집합적 맥락에서의 신뢰가 개인간 신뢰와 다른 특정을 가

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신뢰의 주처1 와 객체를 개인， 집단. 조직， 또는 조직의
경계를 넘어서는 정부/사회/국가 중 무엇으로 선정하여 연구플 진행하느냐에 따라 선행
요인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준다. 이와 감은 맥락에서 신뢰의

주체와 객처1 흘 개인， 집단， 흑은 조직수준으로 구분함으로써 각 영역뜰간 신뢰의 선행요
인이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이는 지 살펴볼 것이다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위하여 두 가지의 도구륜 활용하였는데

하나는 조직내에서 발

생 가능한 신뢰현상들을 구분하기위해서 신뢰주체와 객체를 각각 개인， 집단， 조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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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모두 9개의 영역으로 세분화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기존의 신뢰관련 연구들을
해당 영역별로 분류함으로써 신뢰연구 경향의 일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영역간 선행요인 비교를 위해 선행요인을 그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는 것

이다

이는 하나의 영역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는 요인이 다른 영역에서도 식별되는지를

단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특성별로 요인들을 유형화해서 해당 유형의 요인뜰이 서로

다른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지는지 그리고 신뢰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통계적 타
당성이 있는지룹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분석에 이용된 논문들은 총 55편(해외 27편， 국내 28편)으로서， 해외 논문의 경우

SSCI 등재 논문집， 국내논문의 경우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되거나 등재후보지에 수록
된 선뢰관련 논문들 중에서 신뢰의 선행요인에 대한 연구를 주로 포함하였다

1

신뢰의 선행요인 분석도구

1) 영역구분
우선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뢰주체 및 신뢰객체를 각각 네 가지의 수준으로 구

분하여 4*4의 영역으로 나누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구분이 현상적으로 가능한 것
인가， 그리고 이러한 구분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해지는

데， 이릎 알아보기 위해 국내 주요 신문의 기사를 내용 분석을 통해 각 영역별로 분류하
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1 )

그 결과 하나의 영역(정부/사회/국가 등에 대한 조직의 신뢰)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영역들에서 현실적으로 신뢰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범국민적 여론

형성을 하나의 목적으로 삼는 신문의 특성상 신뢰주체를 정부/사회/국가로 다룬 기사는
모두 268건 (76%).

신뢰객체를 정부/사회/국가 수준에서

다룬 기사는 모두

179건

(51%). 그리고 정부나 국가， 사회전반에 대한 정부/사회/국가 수준에서의 신뢰를 다룬
기사는 모두 168건 (48%)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역틀은 신뢰를 하위 영역별로 구분하
1) 국내 3대 매체로 조선， 중앙， 동아일보륜 들 수 있는데， 기사 검색이 용이하지 않은 동아일보를 제외하
고 조선， 중앙일보를 대상으로 하였다 2005년 6월 5일 기준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와 중앙일보 (http://www.ioins.com/)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뉴스 상세검색란에 신뢰 ‘제목에서
만’을 입벽한 후 각각 263건. 132건이 출력되었으며， 신뢰주제와 객체의 수준구분이 모호하거나 중
복된 뉴스 각각 30건. 13건을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각각 233 건. 119건의 뉴스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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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에 대한 타당성음 나타내는 데는 기여하고 있지만， 조직신뢰의 선행요인 분석윤
위한 도구로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시켰다

따라서 조직현상으로서의 신뢰는 연

구 목석상 신뢰주체， 객체 모두 개인， 집단， 조직수준 증 하나로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결국 〈표 1)에서의 -음영으로 표시된 영역틀을 의미한다

이러한 영역플에 대한 신문기사

를 분석한 결과， 영역들간 다소 차이는 였으나， 모든 영역뜰에 분포릎 보이고 있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와 같이 조직신뢰른 9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며， 설생
활에서 의미 있게 논하고 있음윤 시사하고 있다

〈표

신뢰의 영역에 따른 신문 기사 분석
신뢰객처1

신뢰 영역 구분

게

개인

집단

3ζ:'~
기1

정부/사회/국가

개인

24*

3

4

4

37

집단

5

13

12

7

37

5:→X「1

2

3

5

0

10

정부/사회/국가

11

13

76

168

268

42

34

97

179

352

신뢰주체

겨1

*

1)

본 논문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새인에 대한 개인의 신뢰

영역은 다시 새분화가 가능하며， 중요한 두

까지 듀징이 있다 첫째는 신되객처)가 자신 (selfl 이냐‘ 타인이냐에 따은 구분인데， 자신에 대한 신뢰 는 자
긍심 (self esteem) 을 구성하는 요소틀(자아효능감+자기믿음+수용성)증 하나(박원우，
으며

기존 연구들에서는 신뢰변수로서 가의 환용되지 않논 개념이다

이 상사냐 동료냐
생만

1998) 로 불 수 있

둘째는 신페객제가 타인인 경우

타인

혹은 부하냐애 따라서 신뢰의 선행요인 차이에 대한 비교 연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임

& 김병언 2000)

뿐만 아니라 9 개의 하위영역틀 각각은 상호 매타적 (mutually exclusivel 이며， 9 개
하위영역들로

이루어진

전체

집합은

조직에서

받생

가능한 신뢰현상을

총망라

(collecti vely exha usti ve 1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신뢰는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는
양자 (two parties) 간에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조직장변에서 발생하는 신뢰현상은
〈표 1) 의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는 영역틀 중 하나에만 해당되며 어떠한 영역에도 해당되
지

않는 신뢰현상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렇게 세분화된 영역틀을 기준으로 기존의

신뢰관련 연구들을 각 영역별로 분류함으로써 지급까지의 연구들이 어떠한 영역에 집중
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영역을 간과해 왔는지를 알 수 있으며

분석이 가능해진다

선행요인에 대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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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펀， 조직신뢰를 하위영역으로 구분하는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신뢰
의

수준을 개인수준，

집단수준，

조직수준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수준에

(i ntra~ )와 수준간(i nter~ ) 신뢰로 세분화 하는 방법을 뜰 수 있다

있어서

수준내

이러한 방법 또한 조

직장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신뢰현상플 포함한다고는 본 수 있으나， 각 영역뜰간 상호 배
타적이지 않은 문세점이 있다

예를 들어， 조직수준에서 조직내 신뢰 (intra~organizational

trust) 와 조직간 신뢰(i nter~organizational trust) 로 구분이 가능한데， 하나의 조직이
다른 조직에 대해 갖는 신뢰는 하나의 조직내에서 딸생하는 신뢰와는 상호 배타적이라
볼 수 있으나，
(i nter~group

조직내 신뢰는 다시

trust) ,

집단내 신뢰(i ntra~group trust) 와 집단간 신뢰

뿐만 아니라 개인내 신뢰 (intra~personal trust) 와 개인간 신뢰

(inter~personal trust) 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선행요인플 비교분석하기 위한 신뢰의
하위영역 구분방법으로는 적절치 않다-

〈표 2> 는 신뢰의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들을 〈표 D 에서 제시한 영역별로 분류한 결과
를 보여주고 있는데， 신뢰주체가 개인수준일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개인간 신뢰의 션행

요인에 관한 연구 (36 편)가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집단 및 조직에 대한 구성원
개인의 신뢰를 연구(각각 5편， 7편)한 경우도 다수 분포하고 있다. 신뢰주체를 집단수준

으로 한 연구 (3 편)는 모두 집단(특히， 팀)내 신뢰에 대한 선행요인 연구였으며. 개인이
나 조직을 대상으로 한 집단의 신뢰연구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조직을 신뢰주체로 한 연

구는 조직내의 집단(특히， 경영진)에 대한 조직의 신뢰연구(1편)와 기업간 신뢰연구 (3
편)가 발견되었으며， 특정 개인에 대한 조직의 신뢰수준을 연구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
었다.
〈표 2) 신뢰의 영역에 따른 선행연구 분석
신뢰 영역 구분

신뢰주체

겨1

*

신뢰객체

계

개인

집단

조직

개인

36(19 , 17)*

5 (0, 5)

7(6 , 1)

49(25 , 24)

집단

0

3( 1. 2)

0

3( 1, 2)

조직

0

1 (1. 0)

3 (1, 2)

4(2 , 2)

36 (1 9 , 17)

9(2 , 7)

10(7 , 3)

5.5 (28 , 27)

괄호 앞의 수치는 해당 영역의 국내 및 해외 논문을 합한 수치이며

팔호 안은 각각 국내‘ 해외 논문 수플 나타냉

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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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섣명한 바와 같이 ‘개인에 대한 집단의 신뢰’， ‘조직에 대한 집단의 신뢰’， 그러
고 ‘개인에 대한 조직의 신뢰’ 등과 같은 영역을 다룬 연구가 없였다는 갓이 611 당영역의

신뢰가 증요하지 않기 때문인지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닝) 기업조직은 경영진， 이사
회， 다수의 사업부， 단위부서 혹은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하부조직뜰은 대부
분 1 인의 랴더블 중심으로 운영된다

따라서부서장(팀장)에 대판 부서윈(팀윈)틀의 진

반적인 신뢰수준이나 ‘조직에 대한 단위부서나 팀의 신뢰’， 또는 ‘CEO에 대한 조끽원플
의 잔반적인 신뢰수준’ 등은 신뢰주체의 행동이나 엽무성과에 영향을 미 칠 수 았는 중요

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뢰의 선행요인에 대한 연구결과보부터 현실

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요인 특성별 유형화

신뢰의 선행요인 분석을 위한 두 번째 도구로서 기존의 연구들에서 나타난 신뢰의 선
행요인들을 특성별로 유형화하였다

연구자둡이 신뢰의 선행요인윤 규명하기 위해 취하

는 접근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하나는 신뢰주제나 신뢰객체의 속성평가에 초점
을 둔 미시적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신뢰의 선행요인을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찾으려는
맥락주의적 접근이다(임성만 & 김영언.

2000; Kramer , 1999)

미시적 접근으로서 신뢰의 선행요인윤 신뢰주체와 신뢰객체의 특성에 중점을 두고 포
관적으로 정리한 연구는

Mayer 등(1 995) 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그뜰에 의하변， 신뢰

는 신뢰주체의 신뢰성향， 신뢰객체의 능력， 배려， 그리고 성실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

였다 신뢰성향은 신뢰주체의 일반적인 선뢰경향을 의미하며

신뢰객체의 특성들 중 능

력이란， 어떤 특정영역애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이나 역량， 그리고 특성들의 집
합을 말한다 또한 배려란 신뢰객체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동기로부터 벗어나서 신
뢰주체에게

잘 해주고자 하는 정도를 뜻하며， 성실성이란 신뢰객체가 원칙플 증시하여

。R 써 지키려는 정도플 의미한다(임성판 & 김병언，

2000 , 재인용)

그러나 여기서 신뢰

객체의 특성들은 객체가 유지하고 있는 객관적인 정도릎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주
체에 의해 지각된 정도를 말한다. 요약하면 미시적 접근으로부터 두 가지 유형， 즉 신뢰
주체 득성요인과 신뢰객체 특성요언을 도출할 수 있다

2) 분석에 이용된 논문이 신뢰와 관련한 연구들을 총망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가 없었다라고 보기
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해당 영역에 대한 연구가 여타 영역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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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맥락주의적 접근으로부터 나머지 네 가지 유형음 도출하였는데， 사회적 백락

속에서 신뢰의 선행요인을 규명하려는 맥락주의적 접근은 개언을 사회적 의사결정자로
간주하며

(Kramer & Ty!er , 1996) , 의사결정자로서 개인은 대상에 대한 신뢰른 결정

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준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맥락주의적

관점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신뢰의 선행요인 모델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결과플

토대로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플을 종합하여， 요인들간의 공통점을 찾아 연구
자 나뜸의 유형화룹 진행하였다

따라서 셋째 유형은 신뢰주체와 신뢰객체간의 관계와 관련된 요인틀로서 관계요인으로

유형화하였다 관계요인은 신뢰주체와 객체의 의도나 기질적 성향과는 상관이 없는 특성
들(예

회사 근속연수)을 포함하며， 이들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특성들을 의미한다

관

련된 주요 연구들을 살펴보면， 구매부서 관리자에 대한 공급업체 관리자의 신뢰는 구매

부서 매니저의 회사 큰속연수와 정( +)의 관계를 가지며 (Perronc et a l., 2003) , 상사
부하간의 관계적 특성(유사생， 관계형성기간， 상호작용빈도)이 상사에 대한 부하의 신
뢰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이재연

& 차동옥， 2003)

또한 손동원 (2002) 은 기

업간의 신뢰형성도 양자간의 교류빈도 빛 상호의존성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넷째 유형은 신뢰주체와 신뢰객체의 상호의존성에 기반한 작업요인으로서 작업과 관련
한 특성을 의미한다

Costa(2003) 는 팀내 신뢰 (trust within team) 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에 작업의 특성음 포함하였는데， 팀원들간의 기능적 의존성과 과업의 모

호성이 텀내 신뢰수준과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q섯째 유형은 조직요인인데， 가족주의적 문화와 구성원에 대한 조직의 영향력

(Perrone ,

Zaheer , & McEvi!y , 2003) , 문화적 규범과 가치 (Doney et a l., 1998) , 경영풍토와
구성원의

영향력 (Costa ，

2003) ’

인사관행과 제도 (Pearce ，

Branyiczki , & Big!ey ,

2000: Mayer & Davis ‘ 1999) ‘ 조직구조 (Sheppard & Tuchinsky , 1996) , 조직의 경
계 (Z ucker

et a l., 1996) , 그리고 보상제도(B ccerra & Gupta , 2003)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인들이 신뢰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조직내에 존재하지
만 앞서 열거한 네 가지 유형의 요인들에 속하지 않는 요인틀율 조직요인으로 유형화
하였다

마지막 유형은 조직 외부요인인데， 조직외부에 존재하는 정치제도의 특성

(Pearce et

a! .. 2000) 이나 법제도의 특성(김정헌 & 송건섭， 2002) 이 개인이나 조직에 대한 신뢰

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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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신뢰의 션행요인을 구분하기 위한 유형화를 살펴

보았는데. <표 3)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 신뢰의 선행요인 특성별 유형화
。

τ「

형

신뢰주체 특성요인

신뢰색채 특성요인

관계요인

2

내

용

신뢰성향， 자아개념‘ 선리적 계약파기 등과 같이 신뢰주체의 특성 관런
요인
능력， 배려

성쇠성

등과

같은 선뢰객치1 의

특성플과 관련원 요인들로서

신뢰주체에 의해 지각윈 정도룹 의미
유사성

관계형성기간， 상호작용빈도， 상호의존성 등파 길이 신페객세에

대한 신띄주체의 관계적 득성관랜 요인

작엽요인

기능척 의존성， 작업의 모호성 등과 갇이 작업의 븐성 관련 요인

조직요인

조삭문화， 규범， 가치

조직 외부요인

정치제도， 법제도 득성 등과 갚은 조직 외부 특성 관련 요인

경영풍토 등과 같이 조직의 선반직 특성 관련 요인

신뢰주체의 수준별 선행요인 분석

〈표 4) 는 신뢰주체의 수준에 따라 개인에 의한 신뢰‘ 집단에 의한 선뢰， 그리고 조직
에 의한 신뢰로 영역을 구분한 후 선행요인들음 분석 정리한 것이다

먼지 〈표 2) 에서

신뢰주체의 수준별 연구 논문 수릎 삼펴보면， 수준에 따라 각각 49 편. 3 편 .4 편으로서

개인수준을 신뢰주체로 한 연구에 치증되어 있음을 얄 수 있는데， 수준간 선행요인의 유
사성이나 차이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대등한 조건으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우선 결과만을 증심으로 살펴보면， 개인에 의한 신뢰에서는 여섯 가지 유형에

결쳐

다양한 요인들이 신뢰형성에 관련되어 있으나， 집단에 의한 신뢰에서는 관계요인과 조
직 외부요안이， 조직에 의한 신뢰에서는 신뢰주체 득성요인， 작업요인， 그러고 조직 외
부요인이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제한작이나마 유형별 션행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경우

보서 개인수준과 집단수준간 신뢰주체 특성요인올 바교할 수 있다

개인에 악한 신뢰에

서는 귀인성향， 심리적 계약파기， 자아개념과 같은 요인틀이 중요한 반면， 집단에 의한
신뢰에서는 팀응집성향， 팀작업선호도와 같은 요인들이 신뢰형성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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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

il

에
의

한
신
뢰

개념연구.‘

신뢰주제 특성요인

신뢰객체 특생요인

감시， 개방생 (5) ， 공익성↑ 근속연수 121 보너스 강도， 거래적리더 ψ31 ， 공정 가치불일치 관심 121 ， 기술
성 131 과거에 상사가 관리하던 팀의 생과 구조조정공정성 구조조정지도력 적능력， 능력 131 ， 믿을만함
능력 131 도덕생 (21 ， 동기(경쟁적 vs 협력적)‘ 01 래기대이익 배려 (5) ， 연 에 대한 과거 기록 배려
혁적리더 ψ61 ， 분배공정성 121 ， 사회적책임 1 상급자의 배려‘ 상급자의 변혁적 131 , 애려의도， 사회적 영향
리더삽 상급자의 피그알려온려더십， 상사와의 의사소통， 상호작용공정성 141 력 성싱성 141 신뢰받기 위
서번트라더십， 성과평가 공정성， 생과향상지도， 성실성 (21 슈퍼리더십， 시민 한 노력， 엽무능력， 예즉가능
행옹‘ 안전성 엽무태도， 업무능력 역량 (21 ， 외재적보상기회， 일관성 141 ， 임 성 의지할만함， 일관성 (21
파워밴드(자율성차원 1121 ， 절자공정성 (51 ， 정도를 지카는 행동， 조직책임감1 입파워먼트(자율성 i댄 1 ， 재
직무역량， 갱렴생 1 충성십 1 희생성， mputs에 대한 고려
량권

관계요인

7맨적 유대↑ 관계형성기간 (21 ， 범주화(연줄1 ， 분쟁해결방법에 대한 계약조건
(mutual conferral VS. arbitration l. 상A뉴부하간 사회적유사성(연령， 학
그룹엠버십 인식， 의사소통
력， 직급 성별 1 ， 상호작용빈도‘ 양자간의 성과 지각， 연고관계(학연 1 지연 1 ，
의사소통‘ mgroup으로 지각된 LMX

작엽요인

업무안갱성↑업무자융성 1 타인통제수준

조직요인

사업관행， 인사고과제도의 교세 인사관행 (21 ， 조직문화η뼈， 합리， 합의 1 상행의 안정성에 대한 믿음，
워져l 문화 1 ， 조직의 가족주의 문화정도， 조직의 기능적 영향
제도적 안전장치에 대한 믿읍

신

단

실증연구‘

귀인성향(내재온자 vs 외재온자1 ， 문화성향(집단주의 vs 개인주의 L 근속연
수 131 ， 기섣적 성향 보너스 강도， 상대석박탈감， 신뢰성향 정보공유의 정직 신뢰성향 121'" ‘ 인간애
성， 심리적 계약파기^싸개빔긍정적 vs 부정적1í 21 ， 직급 직무만족

의

뢰

주요 선행요인

1。r 혀
。

인
에

한

집단， 조직에 의한 신뢰’ 각각에 대한 유형별 선행요인

조직 외부요인

구조조정외압， 문화차원(권력거리， 낭성성)
의 1 ， 법재도특성， 정치제도 특성

신뢰주체 특성요인

직무관련기술 팀응집성향， 팀작업선호도

신뢰객체 특성요인

팀 능력， 팀 배려 1 팀 성실성

문화차원(집단주의

vs

Hofstcde의 문화차원(개인
주의 vs 집단주의 남성적
개인주 vs 여성적 강한 권력거리
VS 약한 권력거리 불확실성
회피성향 강함 VS 붕확실성
회피성향약함)

관계요인

작업요인

과업정보， 인터넷안정성， 작업의 기능적 의존성‘ 접속용이성

조직요인

경영풍토， 조직구성왼의 영향력 , 팀워크 구축훈련

조직 외부요인

1: 신뢰주처1 특성요인
x「1

에
의

신뢰객체 특성요인

국제표준의 도입

관계요인

교류빈도，상호의존성

한

작업요인

신
뢰

조직요인

•
••

위험감수

기업간 순응1 목표설정， 문화

적융합 의^B:통1 형평생유지

소유주지배

조직 외부요인
설증연구 결과 부분적 지지 또는 지지된 선행요인들을 단어 표기상 오릉차순으로 정랴
개념연구에서 제시된 선행요인들을 단어 표기상 오름차순으로 정리

... 팔호 안의 숫지는 해당 요인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연구의 수를 의미

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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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신뢰주체의 수준별 션행요인의 차이틀 나타내고 있다고 결론짓
기는 어려우며，

집단과 조직수준에서의 신뢰연구가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향후 연구방향

섣정윤 위한 지침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3

신뢰객체의 수준별 선행요인 분석

〈표 5> 는 신뢰객체의 수준에 따라 개인에 대한 신뢰， 집단에 대한 신뢰， 그리고 조직

에 대한 신뢰로 영역을 구분한 후 각각에 대한 선행요인뜰을 각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
다 〈표 2> 에서 살펴보면， 신뢰객체 수준별 기존 연구의 분포 역시 개인수준 연구에 치

중되어 있음을 말 수 있는데‘ 각 영역별로 36편， 9편

10편으로서 집단 빚 조직음 신뢰

객체로 한 연구룹 도모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수준간 유사성을 먼저 살펴보면， 신뢰객체의 수준에 상관없이 거의 여섯 가지 유형 모

두가 신뢰형성에 관련되며， 통일한 유형간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개념의 선행요인틀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에 대한 신뢰에서는 여섯 가지 유형 모두에서 다양한

요인들이 신뢰형성과 관련이 있으며‘

집단에 대한 신뢰에서는 분석논문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형에 걸쳐 다양한 요인들이 신뢰 형성과 관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유형별 선행요인뜰이 개인에 대한 신뢰의 선행요인틀에서처럼 다양하지는 않지만 동

일하거나 유사한 요인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조직에 대한 신뢰에서는 작업요인을 제
외한 나머지 모든 유형에서 신뢰 형성과 관련 있는 요인뜰이 나타나 있으며， 특히 개인이

나 집단에 대한 신뢰의 선행요인에서는 조직요인으로 분류 가능한 조직의 가족주의적 문화
정도， 조직의 개방적 분위기. 외재적 보상기회 등을 조직에 대한 산뢰에서는 신뢰객체 득
성요인으로 분류하였는데

이것은 신뢰객체가 의인화된 조직이기 때문이다 반면， 상급자

의 배려， 리더십， 상급자와의 의사소통 등은 조직내 일부 구성원들과 관련된 특성윤 나타

내기 때문에 조직요인￡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보 삼펴보면， 개인 혹은 집단에 대
한 신뢰의 선행요인뜰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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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개인， 집단， 조직에 대한 신뢰’ 각각에 대한 유형별 선행요인
구
긴닝:

인

주요 선행요인

유형

실증연구‘

개념연구 ..

신뢰주체 특성요인

귀인성향(내재론자 vs 외재론자) 문화성향(집단주의 vs 개인주
의 1 ， 근속연수1 기 설적 성향 보너스 강도， 정보공유의 정직성， 섬 신뢰성향 121" ’， 인간얘
리적 계약파기 2 에개빙긍정적 vs 부정적 1121

신뢰객체 특성요인

감시↑ 개방성 141 ， 새인역량 근속연수 121 보너스 강도 거래적i'i
더십 131 공정성 121 과거에 상사가 관리하던 팀의 성과 구조조정 가지불일치 판싱 121 ‘ 기술적능력， 능력
공정성 구조조정지도력 능력 131 ， 도덕성? 동기(경쟁적 vs 협력 131 , 민을만함에 대한 과거 기록‘ 배려
적)‘ "1 래기대이익， 배려 141 ， 변혁적리더십 161 분애공정성 121 상 131 배려의도， 사회적 영향력 1 성실성
호작용공정성 121 ， 서번트이너십 생파평가 공정생， 성과향상지도， 141 신뢰받기 위한 노력 업무능력 1 여1
성실성 121 ， 슈퍼리더십， 시민행동 업무능력， 일관성 141 ‘ 임파워떤 측가능성 1 의지헬만함 일관성 121 ， 입파
트(자융성자원 1121 섣자공정성 131 정도를 지키는 행통， 조직색임 워먼트(자율성 i댄 1 ， 재량권
감 직무역량， 충성심， mputs에 대한 고려

관계요인

관계형성기간 121 ↑ 범주화(연중1 ， 상^J--부하간 사회객유사성(연령
학략 직급， 성별) 상호작용빈도 양자간의 성과 지가， 연고관계 그룹멤버십 인식‘ 의사소통
(학연 1 지연) 의사소용

에
대
하」

신
로1 작엽요인
조직요인

조직 외부요인

엽무안정성，엽무자율성，타인통제수준
조직문화(개말 합려 합의， 위계문화)↑ 조직으1 7다주의 분화정도，

조직의 기능적 영향

Hofstede의 문화차원(개인주의 vs 집단
주의 남성적 VS 여성적 강한 권력거리
vs 약한 권역거리 불확실성 회피성향 강
합 vs 불확실성 회피성향 약함)

구조조정외압， 문화차왼(권역거려， 남성싱)

xa1 신뢰주제 특성요인

신뢰성향，직무관련기숭，팀응집성향，팀작업선호도

단 신뢰객체 특성요인
에
관계요인

팀 능력 팀 애려， 팀 성싱생

한

작업요인

조직요인
신
뢰 조직 외부요인

에
대

한
선

conferral

arbitration!

과업정보 인터넷안정성 1 작업의 기능적 의존생 1 집속용이성
경영풍토 사업관행， 소유주지배， 인사고과세도의 교제
121 조식구성원의 영향역， 팀워크 구죽훈련
문화차원(집단주의

vs

인사관행

개인주의 1 ， 정치제도 특성

신뢰주체 특성요인

근속연수 121 ， 상대적박탈감， 직급， 직무만족

신뢰객체 특성요인

개방적분위기 공익성 1 공정성，국제표준의 도입‘ 도덕성 "H 려，사
회적책임 상호작용공정성 121 안전성↑ 엽무애도 외재적보상기회
위험감수
절차공정성 121 조직역량 조직의 가족주의적 문화정도， 조직의 기
능적 영향， 청렴성 희생성

관계요인

교류밴도 상호의존성 mgroup으포 지각된

•7,:_

;:11

개인적 유대， 분쟁해결방법에 대한 게약조건 Imutual
VS.

상황의 얀정성에 대한 믿음‘ 제도적 안천
장지에 대한믿음

LMX

기업간 운응‘ 목d설정， 문화적융힘， 의
사소옹 형평성유지

작업요인

로1 조직요인
조직 외부요인

상급자의 애려 1 상급지의 변혁적리더십 상급자의 피그알리온리이
십， 상사와의 의사소통
법제도특성

•

실증연구 결과 부분적 지지 또는 지지된 선행요인들을 단어 표기상 오감차순으로 정비

”

개념연구에서 제시된 선행요인들을 단이 표가상 오릉차순으로 정리

“·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요인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연구의 수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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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논문 수에 있어 제한적이긴 하나， 신뢰객체의 수준별 선행요인의 차이 또한 발견
할 수 있는데 〈표 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신뢰주체 특성요인에서는 개인에 대

한 신뢰가 귀인성향， 자아개념， 심리적 계약파기와 같은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는터1 반해
집단에 대한 신뢰에서는 텀응집성향， 팀작업선호도륜， 조직에 대한 신뢰에서는 직무만족

과 같은 요인이 신뢰형성과 관련되어 있다

신뢰객제 특성요인에서는 개인에 대한 신뢰

가 리더십이나 임파워먼트， 시민행동과 관련되어 있는 반면 조직에 대한 신뢰는 사회적
책임

조직 역 량 등과 같은 요인들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관계요인은 수준간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득히 개인에 대한 신략에서 개인간 사회적 유사성(연령， 학력， 직
급， 성별 등) . 연고관계， 의사소통 등의 요인틀을 다루고 있어 다른 수준달과 차이를 보
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작업요인에서는 개인에 대한 신뢰가 업무안정성， 자율성을

집단

에 대한 신뢰가 과업정보나 기능적 의존성플 증요한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는 특정음 확
인할수있다

〈표
구

{Ê-

6)

신뢰객체의 수준별 선행요인 차이

개인에 대한 신뢰

집단에 대한 신뢰

조직에 대한 신뢰

신뢰주체

귀인성향，자아개념

토「드λ。q _R 。ι1

심리적 계약파기

신뢰객처1

리더십， 엄파위벤트，

사회직 책임，

특성요인

시민행동

조직역량

관계요인

(연령， 학력， 직급. 성별) .

팀응집성향

텀작영선호도

직무만족

개인간사회적 유사성
연고관계
작업요인

4

엽무안정성

의사소똥
자율성

파업정보

기능적 의존성

선행요인 분석 결과

이상에서 살펴 본 내용뜰을 정리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신뢰주체와

객체의 수준에 따라 신뢰형성에 영향을 주는 상이한 선행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L

그"

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집합적 맥락 속에서 신뢰의 결정은 규모나， 구조적 복잡성， 경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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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간 신뢰와는 다른 형태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플 추룬할 수 있
으며 , 특히 집단수준에서의 신뢰가 개인간의 신뢰보다 훤씬 복잡한 이유룹， 집단내에는

존재하는 다수의 신뢰주체와 객체가 서로 다른 태도관 가짙 수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는 신뢰주체와 객체의 수준에 상관없이 산뢰형성에 영향을 주는 공동요인이 존재
한다는 점이다

신뢰주체가 개인， 집단， 혹은 조직이냐에 상관없이 과학적 연구칠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각 개얀으로부터 설문플 통해 획득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수준간 선행요인의 유사성에 대한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신뢰주체로서 개인은

조직의 구성왼이자， 조직내의 하부 집단(부서 또는 팀)의 구성원이며， 동시에 과업을 수

행하는 개인이기 때문에， 신뢰객체가 개인이건， 집단이건， 혹은 조직이건 상관없이 조직
장면내에 존재하는 유사한 요인들이 신뢰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특성이나 상태 (states)7} 조직수준의 행동을 설병하는데 있어 증

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관점이 수준간 선행요인의 유사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Staw와 Sutton (1 993) 은 이러한 관점이 가능한 이유를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
데，

첫째， 자율적 권한을 가진 대라인 (autonomous agent) 은 조직외부에 대해 조직을

대표할 수 있고， 둘째， 강력한 권한을 가진 조직구성원 (powerful members) 은 조직의
조
구

명성， 성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셋째. (조직은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이나 정서적 상태， 그리고 신념틀의 총합 (aggregation) 은 조직의

특성에 반영되며

조직의 행동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서 신뢰

주체가 집단이나 조직의 행동을 개인의 행동과 유사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신뢰객체의 믿
을만함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유사한 요인뜰에 근거할 것이라는 점올 내포한다
한펀， 분석에 이용된 55편의 논문들 외에도 신뢰에 관한 많은 연구틀이 존재한다는 점
과. 분석에 이용된 논문들이 개인수준 연구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은 신뢰주체와 객체의 수
준간 유사 또는 상이한 션행요인의 존재를 명확히 규명승F는데 한계플 제공한다

N.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선행연구들에 나타난 신뢰의 다양한 관점과 개념들을 정리하

윈

。2:

--r' ìr

ι

-0

L

「

비

Hè

19

는 것이었다‘ 1990 년 후반 틀어 신뢰에 대한 학문적， 사회적 판선이 높아짐에 띠라 오
히려

개념상의 혼란이 야기되었으며， 여러

학자윤의

통합 노역에도 불구하고 상충하는

접근법과 분석시각으로 인해 신뢰에 대한 보편적인 판짐이 없다는 문세전윤 지적하였다
이라한 문세전에 대하여 액략주의식 관섬의 중요성윤 논의하였으며， 신뢰에 대한 개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하였다

다시 말해서 신패주체와 객체룹 개얀뿐만 아니라 집단이나

조직과 같은 섣체적 대상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이들간의 신뢰현상에 대한 선행요인으또
서 신뢰주체와 객체의 득성윤 고려할 뿐만 아니라

양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백악에

초점을 두고 사회적 요소윤을 포괄적 o 로 고려 t}는 백락주의적 관접플 지향하여야 한다
둘째， 신뢰주체와 신뢰객체의 수준(개인，

:;:]ç}

"'

~’

조직)에 따른 9 개의 하위영역뜰에 대

하여 기존의 논문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플 살펴본 경과， 개인에

대한 집단의 선

뢰， 개인에 대한 조직의 신뢰， 그리고 조직에 대한 집단의 신뢰 등의 영역을 다룬 연구
는 없었다

그러나， 실제 기업내에서 ‘부서장(팀장)에 대한 부서원(텀원)뜰의 전반적인

신뢰수준이나， ‘ CEO 에 대한 조직원뜰의 전반적인 신뢰수준’， 그리고 ‘조직에 대한 단위

부서나 팀 신뢰’ 등은 신뢰주체의 태도 및 행동， 그리고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영역의 신뢰에 대해서도 어떠한 선행요인

관련되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한 실증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노
력을 통해 신뢰연구의 지평을 확대해 가야 할 것이다

셋째， 신뢰주체와 객체의 수준(개인， 집단， 조직)에 따라 신뢰의 선행요인들에 유사성
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삼펴보았다

선행요인 분석에 이용된 논문의 불충분성으로 언하여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차이점과 유사성 모두칠 추돈해 볼 수 있었는데，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개인수준에 비하여 집합적 맥락에서의 신뢰가 잦는 복잡성플 틀 수 있윤 것
이다‘ 반면 유사성에 대한 근거로서는 신뢰객체가 무엇이냐에 상관없이 자료수집을 위해
서는 신뢰의 주체룹 개인으로 섣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언을 대상으로 하든， 집단
혹은 조직을 대상으로 하든 간에 조직의 구성윈으로서 과업플 수행하고 있는 개개인들。

신뢰주체가 되며， 따라서 개인이 신뢰행동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유사한 선행요인들블 고
려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또한 조직수준의 행동윤 섣영하는데 있어 개인의 특성

이나 상태가 증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조직심리학적 관점윤 통해 수준간 선행요
인의

유사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는데，

집단이나 조직플 신뢰객체로서 이해할 때 개인을

대상으로 할 때와 마찬가지로 인격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토대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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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나 조직과 같은 실체적 대상들에 대해서도 개인을 대상으로 할 때와 동일한 선행요
인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준에 따라 특징적인 선행요인이 존재하는지를 규명하
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실증연구들이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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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view of Antecedents of lndividual- , Group- ,
and Organization-Level Trust
Park. Won-Woo*
Ryu , Seung Min**
Abstract
By reviewing the foregoing articles on trust , this paper purposes to propose
a new defïnition for organizational trust , to identify similarity and difference
among sets of antecedents

0 1'

individual- , group- , and organization-level

trust , an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The paper analyzes 55
existing articles(28 in Korean and 27 in intcrnational SSCI-level journals) ,
which cxplorcd organizational trust
This paper contributcs in thc following three aspects. First , it proposes to
include substantial entities like a group or an organization as both trustor
and

trustee

within

the

concept

of

organizational

trust.

and

the

contextualistic approach that acknowledges the role of both calculative
considerations and social inputs in trust judgments and decisions. Second ,
after allocating 55 existing articles of trust into one of 9 cells of 3*3 matrix
constructed based on two dimension(trustor and trustee) with three lcvels
(individual. group , and organization) , three cells wcre found to have no
articles

in them.

Thosc

are

‘

a

organiza t lO n ’ s trust on an individual

group's
‘

trust

ün

an

individual.

an

and a group s trust on an orgamzat lO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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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this papcr suggests further research to be done on these issucs. Finally ,
it was found that there are similarities as well as differences among sets of
antecedents of trust at the levels of indiviclua l. group , and organiz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