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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0~2014 조사주기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의 자료를 바

탕으로, 한국, 일본, 미국 및 독일에서의 대인신뢰 및 정부신뢰의 수준과 그 영향요인

들을  비교분석한다. 우선 신뢰수준과 관련해서, 대인신뢰는 가족신뢰, 기타특수신뢰 

및 일반신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 바, 가족신뢰의 수준은 한국이 가장 높고, 뒤를 이

어 일본과 독일이 유사하며, 미국이 가장 낮으나, 국가 간 차이는 그리 크지 않으며; 기

타특수신뢰의 수준은 미국, 독일, 한국, 일본의 순으로 높고, 국가 간 차이는 어느 정도 

크며; 일반신뢰의 수준은 미국, 독일, 한국, 일본의 순으로 높으며, 국가 간 차이는 매

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신뢰의 수준은 독일이 가장 높고, 일본, 한국 및 미

국이 유사하며, 국가 간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4국 사이의 신뢰수준의 중요한 

차이는 기타특수신뢰와 일반신뢰에서 나타나며, 4가지 신뢰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면 미국, 독일, 한국, 일본의 순으로 신뢰수준이 높은 사회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영향요인 분석결과 4국 사이에서 2가지 보편적인 경향이 발견되는데, 하나는 

후기물질주의의 영향이고, 다른 하나는 신뢰유형들 사이의 상호보완성이다. 후기물질

주의의 주요 특성인 자아실현성향과 권위부정은 선진산업사회인 4국에서 보편적으로 

정부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후기물질주의의 영향을 반영하듯이 4국 사

이에서 가계수입 즉 경제수준은 일반신뢰나 정부신뢰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신뢰유형들 사이에 상호 긍정적 영향관계가 발견되는데, 기타특

수신뢰, 일반신뢰 및 정부신뢰는 4국 모두에서 서로서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호보

완관계에 있다. 반면에 가족신뢰는 4국 사이의 보편적 차원에서는 여타 유형의 신뢰와 

이러한 영향관계가 없다. 그리고 가족신뢰, 기타특수신뢰, 일반신뢰 및 정부신뢰 상호

간의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기타특수신뢰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큰 바, 여러 가지 유

형의 신뢰들을 하나의 증후군으로 본다면 기타특수신뢰는 그 핵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신뢰, 대인신뢰, 정부신뢰, 특수신뢰, 일반신뢰, 세계가치조사

*�이�논문은�2013학년도�부경대학교�연구년[II]�교수�지원사업에�의하여�연구되었음(C-D-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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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본�연구는�2010~2014�조사주기�세계가치조사(World�Values�Survey:�WVS)의�자료

를�바탕으로,�한국,�일본,�미국�및�독일에서의�대인신뢰�및�정부신뢰의�수준과�이에�영

향을�미치는�요인들에�대한�실증적�비교분석을�목적으로�하고�있다.�신뢰의�본질은�기

대(expectation)라고�할�수�있는�바,�가장�일반적으로는�자연적�질서나�도덕적�사회질

서의�유지와�이행에�대한�기대,�좀�더�특수하게는�사회관계에서�주어진�역할이나�책임�

수행에�대한�기대�등을�포함한다(Barber�1983,�9,�164-165).�바버(Barber�1983,�9)에�

따르면,�물질이�물리적�세계의�기본�요소이듯이�신뢰는�인간의�사회적�상호작용의�기

본�요소이다.�따라서�신뢰�혹은�기대의�체계가�무너지면,�사회적·정치적�동물은�생존�

자체가�불가능해질�수�있다.�보크(Bok�1979,�31)의�표현을�빌면�‘신뢰가�손상되면�사

회는�병들고,�신뢰가�말살되면�사회는�비틀거리다가�붕괴된다’.�한편�던(Dunn�1988)의�

연구에�따르면�존�로크의�정치철학에서�시민의�정부에�대한�관계는�계약관계라기�보

다�신뢰관계라고도�볼�수�있으며,�하딘(Hardin�1998,�9-10)은�정부에�대한�시민의�신

뢰가�없으면�정부는�시민의�복종을�이끌어낼�수�없다고�지적한다.�그리고�사회자본론

의�관점에서�신뢰는�정치·경제·사회적�상호작용에�있어서�계약과�감시와�같은�거래비

용을�줄여주고�집합행동의�딜레마를�해결함으로써�협력행위를�촉진시켜�궁극적으로�

민주주의나�경제발전�및�사회안정에�기여하는�사회의�생산적�요소로�간주된다(Putnam�

1993a;�1993b;�Coleman�1988;�Fukuyama�1995).�사회생활에서�신뢰의�중요성이�이처

럼�강조되나,�신뢰수준은�사회에�따라�다르다.�

정부에�대한�신뢰를�정부신뢰라�한다.�선진�민주국가들에서�보편적으로�정부신뢰가�

하락하던�시기에도,�독일이나�영국과�같이�등락을�반복하거나�덴마크와�같이�정부신

뢰가�상승하는�국가도�있었다(Nye�and�Zelikow�1997).�즉�정부신뢰의�수준은�나라마

다�다르고�상황에�따라�변한다.�그리고�이러한�정부신뢰는�대인신뢰와�밀접한�상관관

계에�있다(Uslaner�2002,�85;�Mansbridge�1997).�이러한�까닭에�본�연구에서는�정부신

뢰와�대인신뢰를�함께�분석대상으로�포함시키고�있다.�대인신뢰는�구체적인�사람들에�

대한�신뢰를�말한다.�대인신뢰는�특수(인)신뢰와�일반(인)신뢰로�대별되는데,�특수신뢰

는�가족이나�친구와�같이�잘�아는�사람에�대한�신뢰,�일반신뢰는�처음�보는�사람,�국적

이나�인종�혹은�종교가�다른�사람�등�자기와�이질적인�사람이나�잘�모르는�사람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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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뢰를�지칭한다.�대체로�어느�사회에서나�특수신뢰의�수준이�높은�것은�보편적인�

현상이지만,�일반신뢰의�수준은�사회에�따라�많은�차이가�난다.�그런데�사회규모와�지

리적�유동성이�크고,�복합적이고�다문화적인�현대사회에서는�잘�모르는�이질적인�사람

들과의�교류와�협력이�필요하고�따라서�일반신뢰의�중요성이�강조된다(Newton�2009;�

Granovetter�1973).�이리하여�후쿠야마(Fukuyama�1995)는�사회구성원들의�신뢰의�반

경범위(“radius�of�trust”)가�가족과�같은�일차집단에�머무는(특수신뢰)�사회를�저신뢰사

회,�이를�넘어서�일반적인�타자에게까지�확대된(일반신뢰)�사회를�고신뢰사회로�규정

하고,�이를�기준으로�일본과�독일을�고신뢰사회,�한국과�중국�그리고�프랑스와�이태리

를�저신뢰사회,�그리고�미국은�신뢰수준이�저하되고�있는�사회로�구분한�바�있다.�바

로�후쿠야마의�이러한�사회구분에�비추어,�본�연구는�한국,�일본,�미국,�독일�등�4국의�

신뢰현상을�실증적으로�분석해보고자�하는�것이다.�이들�4개국만을�대상으로�하고�있

는�까닭은,�WVS의�2010~2014�조사주기에서는�프랑스와�이태리에�대한�조사가�누락

되었고,�그리고�정부신뢰에�대해�‘인민민주전정’체제의�중국과�여타�자유민주주의체제�

국가들을�동일차원에서�비교하기에�문제가�있어�중국을�제외했기�때문이다.�아래�제II

장에서는�선행연구를�바탕으로�신뢰의�개념,�유형�및�영향요인에�대해�살펴보고,�제III

장에서는�WVS의�조사자료에�대한�본�연구의�분석방법을�소개하며,�제IV장에서는�분

석결과를�소개한�뒤,�결론을�맺는다.

II. 이론적 검토

1. 신뢰의 개념과 유형

앞에서�언급했듯이�바버(1983,�9,�164-165)는�신뢰의�속성을�기대로�보고,�그�외연

을�자연적�질서나�도덕적�사회질서의�유지와�이행에�대한�보편적인�기대,�그리고�사

회관계에서�사람들의�역할이나�책임�수행에�대한�좀�더�특수한�기대로�분류한다.�여

타�연구자들�역시�대체적으로�신뢰의�속성을�기대로�간주하고�있으며,�다만�‘기대’�자

체의�성격에�대해�좀�더�논의를�발전시키고�있다.�이에�대한�논의를�중심으로�신뢰�개

념을�이해해보기로�한다.�우선,�신뢰는�관계적�개념으로서�신뢰관계는�하딘(Hardin�

1998,�12)과�같이�‘A는�B가�X�할�것을(혹은�B의�X에�대해)�신뢰한다’라는�표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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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화할�수�있다.�여기에서�A는�신뢰주체,�B는�신뢰대상,�X는�신뢰성(혹은�신뢰근거�

trustworthiness)이다.�신뢰의�속성을�기대라고�볼�때,�이�개념도식은�‘A는�B가�X�할�것

을�기대한다’로�환치할�수�있다.�문제는�‘기대’의�성격인데,�이�기대는�신뢰대상의�신뢰

성에�대한�신뢰주체의�합리적인�판단과�불합리한�신념을�구성요소로�하고�있다.�다시�

말해�신뢰는�합리성과�불합리성을�동시에�내포하고�있는�것이다.�왜냐하면�신뢰대상의�

신뢰성은�항상�불확실하기�때문이다.�신뢰성은�신뢰대상에�속해�있는�까닭에,�정보나�

통제의�비대칭성으로�인해�신뢰주체는�이에�대한�완전한�확실성을�확보할�수가�없다.�

자연�질서의�이행은�자연에�달려�있고,�사회질서의�이행은�사회구성원�모두에게�달려�

있으며,�사회관계에서�나와�관련되는�사람들의�역할이나�책임의�수행은�그�사람들에

게�달려�있다.�그렇기�때문에�신뢰주체는�신뢰대상의�신뢰성을�확실하게�파악할�수가�

없는�것이다.�그렇다고�신뢰대상을�완벽하게�감시하거나�통제할�수도�없다.�결국�신뢰

주체의�기대는�충족되지�않을�수도�있으며,�신뢰대상의�의도적·비의도적�배신의�위험

에�취약한�상태에�놓여�있다.�따라서�신뢰를�메이어�외(Mayer�et�al.�1995,�712)는�“상

대방을�감시하거나�통제할�수�있는가의�여부에�관계없이,�상대방이�자신에게�중요한�

어떤�특별한�행동을�수행할�거라는�기대에�기반하여�상대방의�행동에�따른�자신의�취

약성을�기꺼이�수용하는�것”,�루쏘�외(Rousseau�et�al.�1998,�395)는�“상대방의�의도나�

행동에�대한�긍정적�기대에�기반하여�취약성을�감수하려는�의도가�있는�심리적�상태”

라고�정의한다.�신뢰란�곧�불확실성�속에서의�긍정적�혹은�낙관적�기대인�것이다.�게

다가�불확실성이�완전히�제거된�상황에서의�기대는�신뢰�현상이�아니다.�상대방의�의

도나�행동을�완벽하게�예측할�수�있거나�통제할�수�있다면�굳이�신뢰가�필요하지�않기�

때문이다(이재혁�1998,�312;�박찬웅�1999,�37).�다만�이러한�불확실성은�클�수도�작을�

수도�있고,�불확실성의�감소�즉�신뢰성의�증가는�신뢰를�증진시키는�요인이기는�하다.�

그렇지만�신뢰성은�신뢰대상에�속한�까닭에�이에�대한�불확실성을�완벽하게�제거할�

수는�없다.�따라서�신뢰주체의�기대에는�무조건성(unconditionality)(Seligman�1997,�

44)�내지�모험성(bet)(Sztompka�1999,�26)이�포함되어�있다.�야마기시(山岸俊男�2001,�

108-109)는�신뢰(trust)는�신뢰주체의�인격특성이고�신뢰성(trustworthiness)은�신뢰대

상의�인격특성이라고�하는데,�무조건성이나�모험성은�바로�신뢰주체의�인격특성에�속

한다.�이러한�측면에서�신뢰는�신뢰주체의�낙관적�세계관의�소산이기도�하다(Uslaner�

2002,�1-8).�

신뢰를�‘A는�B가�X�할�것을�신뢰한다'로�도식화할�때,�신뢰는�A,�B�및�X의�조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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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형성되므로�신뢰의�종류는�무수하다.�통상�연구자들은�신뢰의�종류를�신뢰성(X)이

나1)�신뢰대상(B)을�기준으로�분류하는�바,�본�연구에서는�신뢰대상에�따른�분류를�활

용한다.�쯔톰프카(Sztompka�1999,�41-46)는�사회적�신뢰대상을�기준으로�신뢰를�구

체적인�사람들에�대한�신뢰로부터�더욱�추상적인�사회적�대상에�대한�신뢰로�단계적으

로�확장되는�동심원으로�분류한다.�신뢰의�동심원은�구체적인�사람들인�가족구성원→

지인(친구,�이웃,�직장동료�등)→동일사회집단의�구성원(같은�동네�사람들,�같은�공장

의�피고용인들,�같은�정당의�당원들�등)→공통속성의�사람들(같은�인종·국가·나이·직

업·종교�등의�사람들)에�대한�신뢰로부터,�구체성과�추상성의�경계영역에�위치하는�사

회적�범주(성별,�연령,�인종,�종교�등의�분류범주)에�대한�신뢰를�거쳐,�더욱�추상적인�

사회적�대상인�사회적�역할(부모,�의사,�교수,�상인�등등)→특정한�사회집단(어떤�특정

한�축구팀·내각·직능집단�등)→조직(학교,�교회,�행정부,�의회,�법원,�경찰,�기업�등)→

규범적�절차(시험제도,�소송절차,�선거제도�등)→기술체계(통신체계,�교통체계,�컴퓨

터�네트워크,�금융시장�등)→사회체계나�정치체제(자본주의,�민주주의�등)에�대한�신뢰

로�확장된다.�이처럼�신뢰의�종류도�다양한�까닭에,�한�걸음�더�나아가�연구자들은�사

회적�신뢰대상들을�더욱�폭넓게�구분하여�대인신뢰와�사회신뢰(Earle�and�Cvetkovich�

1995)�혹은�대인신뢰와�제도신뢰(Newton�2009;�이수인�2011)로�대분류하기도�한다.�

이�때�대인신뢰는,�쯔톰프카의�분류에�비추어�볼�때,�구체적인�사람들인�가족구성원,�

지인,�동일사회집단의�구성원�및�공통속성의�사람들에�대한�신뢰를�포괄하고,�사회신

뢰�혹은�제도신뢰는�추상적인�사회적�범주로부터�사회체계나�정치체제까지를�포괄한

다.�한편�대인신뢰는�특수(인)신뢰와�일반(인)신뢰로�중분류되는�바,�이때�특수신뢰는�

가족구성원과�지인�등�특별히�가까운�사람들에�대한�신뢰,�일반신뢰는�여타�모든�사람

들에�대한�신뢰를�포함한다.�다만,�사회신뢰�혹은�제도신뢰는�연구자들�사이에서�일정

한�중분류체계가�없이�신뢰대상별로�구분하는�것이�일반적인�듯하다.�예를�들어�정부

에�대한�신뢰는�정부신뢰,�체제에�대한�신뢰는�체제신뢰라�칭한다.

본�연구에서는�대인신뢰,�그리고�제도신뢰�중의�정부신뢰를�연구대상으로�하고�있

다.�아래에서는�대인신뢰와�정부신뢰에�영향을�미치는�주요�요인들에�대해�논의한다.�

주로�어떠한�요인(변수)들이�대인신뢰나�정부신뢰의�증진이나�저하에�영향을�미치는

가?

�1)�주커(Zucker�1986),�그리고�샤피로�외(Shapiro�et�al.�199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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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뢰의 영향요인

1) 대인신뢰의 영향요인

대인신뢰는�다른�사람들과의�관계�속에서�형성되는�까닭에�인간관계의�특성에�많은�영

향을�받는다고�볼�수�있다.�사회자본론의�시각에서,�콜만은�폐쇄적�네트워크�그리고�푸트

남은�자원결사체가�신뢰를�생성시킨다고�본다.�콜만(Coleman�1988)은�구성원들이�모두�서

로�밀접하게�연계된�폐쇄적�네트워크에서는�구성원들의�행동을�통제할�수�있는�집단�규범

의�적용과�규범�일탈자에�대한�제재가�가능하므로�이에�근거해서�구성원들�사이에�신뢰가�

형성될�수�있다고�본다.�그리고�푸트남(Putnam�1993a,�89-91,�171-176;�2000,�337-341)에�

따르면,�자원결사체는�사람들�사이의�상호작용의�빈도를�높이고�상호작용을�지속시키는�

바,�이러한�상호작용을�통해�서로�간의�의사소통이�활발해지고�서로에�대한�평판이�전달되

고�정제되어�상호교류에�기반한�사회적�신뢰가�형성될�수�있다.�

한편,�샤피로�외(1992)는�사람들�사이의�신뢰가�형성되는�근거를�기준으로�신뢰�유형을�

구분하는데,�신뢰�형성의�근거는�곧�신뢰�형성의�영향요인이라�할�수�있다.�이들은�신뢰�유

형을�제재의존적(deterrence-based),�지식의존적(knowledge-based),�일체감의존적(identity-

based)�신뢰로�구분한다.�제재의존적�신뢰란�신뢰주체가�신뢰대상으로부터�배반당했을�때�

그에�상응하는�제재나�처벌을�가할�수�있는�가능성에�근거해서�형성되는�신뢰�유형이다.�

지식의존적�신뢰란�신뢰대상이�어떻게�행동할�것이라는�신뢰주체의�예측능력�즉�신뢰대상

에�대한�정보나�지식을�근거로�형성되는�신뢰�유형이다.�그리고�일체감의존적�신뢰란�신뢰

주체와�신뢰대상�상호간의�일체감,�예를�들어�공동체의식,�공통의�가치나�규범�혹은�목표�

등에�근거해서�형성되는�신뢰�유형이다.�따라서�신뢰대상에�대한�제재력,�정보나�지식,�신

뢰대상과의�일체감은�대인신뢰의�영향요인이라고�볼�수�있다.�

또한,�우슬라너(Uslaner�2002,�1-8,�76-88)는�실증연구를�바탕으로�낙관주의,�평등주의,�

행복감,�정부신뢰,�거주지�안전성,�우정관계,�종교적�신념�등을�대인신뢰�중�특히�일반신뢰

에�영향을�주는�요인으로�간주한다.�그는�신뢰를�도덕적(moral)�신뢰와�전략적(strategic)�

신뢰로�대별하고,�도덕적�신뢰는�자신의�보편적인�도덕적�가치에�근거한�신뢰,�그리고�전략

적�신뢰는�상대방의�신뢰성에�대한�경험적�평가에�근거한�신뢰라고�본다.�자기가�경험적으

로�자주�접촉하는�가까운�사람들에�대한�신뢰인�특수신뢰는�대체로�전략적�신뢰에�근거하

고�있다.�그러나�일반신뢰�즉�처음�보는�사람이나,�종교나�국적�등이�다른�낮선�사람을�신



   한국·일본·미국·독일의 대인신뢰와 정부신뢰   195

뢰하는�것은�상대방에�대한�어떤�경험적�평가�이전에,�자신의�보편적인�세계관에�근거하여�

그들을�자신의�도덕적�공동체의�일원으로�받아들이는�것을�의미한다.�세상은�선의의�사람

들로�구성된�살만한�곳이라는�낙관주의적�세계관,�그리고�모든�사람들이�연계되어�있고�서

로의�운명에�도덕적�책임이�있다는�평등주의적�관점은�일반신뢰의�근원이다.�한편,�자신의�

삶에�행복감을�느끼는�사람은�이러한�행복감이�좀�더�보편적인�낙관주의로�전환되어�일반

인에�대한�긍정적인�태도를�가질�수�있다.�아울러,�친구�사이에서�형성되는�우정관계의�경

험�역시�좀�더�폭넓은�일반인에�대한�신뢰로�발전할�수�있다.�그리고�신뢰에�우호적인�환

경,�즉�서로�신뢰하는�사회적�환경,�신뢰받는�정부,�그리고�거주지�주변의�안전성�등도�일

반신뢰에�의미있는�영향을�미칠�수�있다.�또한�종교�역시�일반신뢰를�형성하는�데�기여할�

수�있는�바,�종교는�물질적�가치의�중요성을�덜�강조하고�남을�돕는�일을�강조하기�때문이

다.�다만�다른�종교를�배척하는�종교적�근본주의는�일반신뢰를�저해할�수도�있다.

이상에서�살펴본�바에�의하면,�폐쇄적�네트워크,�자원결사체,�상대방에�대한�제재력이나�

정보와�지식,�상호일체감,�낙관주의,�평등주의,�행복감,�우정관계,�정부신뢰,�거주지�안전

성,�종교�등은�대인신뢰�특히�일반신뢰에�긍정적�영향을�주는�요인들이다.�다만�이는�가설

일�뿐�실제로�모든�사회에서�이러한�요인들이�대인신뢰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지의�여

부는�경험적�조사의�문제이다.�본�연구에서는�이들�중�다수�요인들의�일반신뢰에�대한�영

향력을�실증적으로�분석하게�된다.

2) 정부신뢰의 영향요인 

정부신뢰의�영향요인에�대해서는�나이�외(Nye�et�al.�1997)의�저서�Why people don’t 

trust government에서�경험적�자료에�바탕한�광범위한�연구가�이루어지고�있다.�이�저

서는�미국�국민들의�미국�정부에�대한�불신의�원인�분석에�초점을�맞추고�있기는�하

나,�일반적인�자유민주정체�내지�선진산업사회에서�국민이�정부를�믿지�않는(역으로,�

믿는)�원인에�대한�분석이기도�하다.�정부신뢰의�영향요인에�대해서는�이�저서를�중심

으로�살펴본다.

정부신뢰�혹은�정부불신의�영향요인에�대한�논의의�출발점으로�정부의�업무에�대해�

먼저�생각해볼�필요가�있다.�작은�정부를�주창하는�자유주의�이데올로기가�존속해왔

으나,�현대의�정부는�결코�작지�않다.�국방,�치안,�경제성장,�사회복지,�공공교육,�보

건위생,�과학기술,�교통,�환경문제�등등의�공적�문제로부터,�음주,�흡연,�층간소음,�악

플,�독감예방,�노인�틀니�등등의�사적�문제에�이르기까지�모두�정부의�업무에�속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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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정부가�관여한다.�이렇게�확대된�정부의�업무영역은�그�자체로서�정부의�업무해

결�능력에�심각한�도전을�안겨주고�있다.�즉,�과부하된�정부(overloaded�government)

의�문제는�국민의�정부신뢰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원천적인�요인이�될�수�있다(May�

1997).�한편�정부의�복지정책이나�각종�공직선거�과정에서�남발하는�정치공약은�국민

의�기대를�지속적으로�부풀려왔으며,�상승된�국민의�기대는�정부의�업무성과에�대한�

부정적�평가에�영향을�미친다(Mansbridge�1997).�

게다가�공직선거는�여야�간의�‘영원한�선거전’의�양상을�띠고�있다.�영원한�선거전

의�승리를�위해�정치가들은�끊임없이�적에�대한�비난을�통해�자기�지지자를�선동한다.�

정치인들만이�정부비난에�앞장서는�것이�아니다.�언론이�정부를�비난하는�보도경향

은�일상화되어�있고,�국민들�스스로도�정부를�비난하고�조롱하는�태도를�당연하고�현

명한�것으로�받아들인다.�정치인과�언론의�정부비난,�그리고�모든�사회적�결과를�정부�

탓으로�돌리는�국민들의�태도는�정부신뢰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요인이다(Neustadt�

1997).�영원한�선거전은�우군끼리�더욱�결속을�다지고�적군에�대해서는�비방만�하며�

타협�없는�양극화로�치닫는다.�오직�선거에서�이기려고�법률조항이나�행정결정을�통과

시키거나�반대하는�데�여념이�없다.�정당과�의회의�양극화된�당파주의는�평균적인�국

민들의�중도주의나�이해관계와는�상당한�괴리가�있고,�이러한�당파주의는�국민들에게�

실망과�소외감만�키워준다(King�1997).�덧붙여,�정치지도자들의�상스러운�언동,�표리

부동,�경솔함,�부패,�그리고�공무원들의�부패,�절차상의�파행,�과도한�권력행사,�부당

한�특권추구�등등�역시�정부에�대한�신뢰를�저하시키는�요인이다(Orren�1997).�

또한�시민사회의�후기�물질주의�가치관�역시�정부신뢰에�영향을�미치는�주요�요인

이다.�산업화가�성공하면서�경제적,�육체적�안전에�대한�걱정을�덜게�된�국민들이�삶

의�비물질적�분야에�관심을�돌리면서,�자기표현과�자아실현이�점점�더�중심적인�가치

로�자리�잡고�있으며�권위에�대한�존중심이나�집단에�대한�충성심은�약화되고�있다.�

자아실현성향과�권위부정은�정부신뢰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또한�정당에�대한�충성

심�약화는�투표참여율의�저하로�나타나고,�반면에�정치�엘리트들에�도전하는�적극적인�

정치활동에의�참여율은�높아지고�있다(Inglehart�1997).�아울러�시민사회�내에서�개인

상호�간의�신뢰상실,�낙관주의�감소�등도�정부신뢰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요인이다

(Mansbridge�1997).�한편,�후기�물질주의�경향을�반영하듯이,�로렌스(Lawrence�1997)

의�분석에�따르면�선진�산업사회에서�경제성과가�정부신뢰에�미치는�영향은�오히려�간

접적이거나�부차적이다.�즉�경제성장률이나�개인적인�경제사정�등은�정부신뢰와�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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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상관관계가�없다.�실증적으로,�정부에�대한�신뢰수준은�부자와�빈자�사이에�차이

가�없는�것으로�나타난다.�

이상의�정부신뢰�혹은�정부불신의�영향요인들을�간추리면,�정부업무의�과잉,�국민의�

기대상승,�비방적인�선거전,�정당과�의회의�양극화된�당파주의,�정치인과�언론의�일상

적인�정부비난,�정치인의�저속한�행태,�공무원의�부정부패나�절차상의�파행과�특권추

구,�그리고�시민사회�내에서의�대인신뢰�상실,�낙관주의�감소,�후기물질주의�경향�즉�

권위부정·자아실현추구·집단의식약화·투표율저하�등으로�정리된다.�다만�이�역시�가

설일�뿐�실제로�모든�사회에서�이러한�요인들이�정부신뢰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지의�

여부는�경험적�조사의�문제이다.�본�연구에서는�이들�중�다수�요인들의�정부신뢰에�대

한�영향력에�대해서도�실증적으로�분석해본다.

III. 실증연구방법

WVS의�설문조사는�본�연구를�위해�설계된�것이�아닌�까닭에,�본�연구의�측정변수

와�관련된�WVS의�설문항을�선별하는�작업이�필요하다.�이를�위해�본�연구의�분석범

위와�분석방법을�먼저�소개한�뒤,�이�분석틀�내에서�본�연구의�측정변수�및�WVS의�관

련�설문항을�소개한다.

1. 연구범위와 분석방법

본�연구는�연구대상�4국의�대인신뢰�및�정부신뢰의�수준과�이에�영향을�미치는�요인

들에�대한�분석을�목적으로�하고�있다.�우선�대인신뢰는�특수신뢰와�일반신뢰로�대별

되는�바,�본�실증연구에서는�특히�특수신뢰를�가족에�대한�신뢰(이하�‘가족신뢰’라�칭함)

와�이웃이나�지인�등�기타�가까운�사람들에�대한�신뢰(이하�‘기타특수신뢰’라�칭함)로�

구분하여�분석하고자�한다.�그�까닭은�앞에서�언급한�후쿠야마의�연구에서�한국은�신뢰

의�반경범위가�가족에�머무르는�저신뢰사회,�일본과�독일은�이를�넘어서�일반적인�타자에

게까지�확대된�고신뢰사회,�그리고�미국은�신뢰수준이�저하되고�있는�사회로�규정한�까닭

에,�이를�실증적으로�검토해보고자�하기�때문이다.�한편,�정부신뢰는�통상�정부기관에�대

한�신뢰와�정부당국자에�대한�신뢰로�나눠지는데,�본�연구에서는�정부기관에�대한�신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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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다.�따라서�본�연구의�범위에�포함되는�신뢰유형은�가족신뢰,�기타특수신뢰,�일반신

뢰�및�정부(기관)신뢰이다.

통계분석방법으로서,�신뢰수준에�대해서는�기술통계와�일원분산분석을�통해�가족신뢰,�

기타특수신뢰,�일반신뢰�및�정부(기관)신뢰의�4국�사이의�수준�및�평균�차이를�비교분석하

고,�다중비교검정을�통해�구체적으로�어떤�국가�간에�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는지를�

살펴본다.�그리고�영향요인에�대해서는,�다중회귀분석을�통해�주요�영향요인들이�정부신

뢰�및�특히�일반신뢰에�미치는�영향력을�분석한다.�대인신뢰�중�일반신뢰만을�분석대상으

로�하는�이유는�현대사회에서�일반신뢰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고�또한�일반신뢰의�수준

은�사회�간�차이가�크기�때문이다.�한편,�다중회귀분석�시에는�정부신뢰�및�일반신뢰의�영

향요인(독립변수)들을�한꺼번에�투입하여,�서로의�영향력을�통제한�상태에서�각�요인들이�

종속변수�일반신뢰�및�정부신뢰에�미치는�영향력을�측정한다.�아울러,�개인의�사회경제적�

상황이�미치는�영향을�역시�통제하기�위해�사회경제적�변수들을�통제변수로�도입한다.�따

라서�다중회귀모형은�2개로�정립되며�각각�다음의�회귀식으로�나타낼�수�있다(절편,�회귀

계수�생략).

일반신뢰=일반신뢰�영향요인+정부신뢰�영향요인+사회경제적�변수+ε
정부신뢰=일반신뢰�영향요인+정부신뢰�영향요인+사회경제적�변수+ε

2. 측정변수 및 WVS 설문항 

본�연구의�측정변수,�그리고�이와�관련된�WVS의�설문항·설문내용·척도�등�구체적

인�사항은�아래�<표�1>에�정리해두고,�여기에서는�본�연구의�측정변수와�관련된�WVS�

설문항의�선별과정,�그리고,�필요한�경우,�합성척도의�구성에�대한�대강을�설명한다.

우선�신뢰수준과�관련해서,�대인신뢰는�가족신뢰,�기타특수신뢰,�일반신뢰�등�3가지�

유형의�신뢰를�측정한다.�WVS의�설문조사에는�가족,�이웃,�지인,�초면인,�타종교인�

및�타국인에�대한�신뢰의�정도를�묻는�문항들이�설정되어�있다.�이에�비추어,�가족신뢰

는�가족에�대한�1개�문항으로;�기타특수신뢰는�이웃과�지인에�대한�2개�문항을�종합한�

합성척도로;�일반신뢰는�초면인,�타종교인�및�타국인에�대한�3개�문항을�종합한�합성

척도로�측정한다.�그리고�정부신뢰는�정부기관에�대한�신뢰를�측정한다.�WVS의�설문

조사에는�여러�가지�정부기관�및�사회기관에�대한�신뢰�정도를�묻는�문항들이�설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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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있다.�본�연구에서는�이들�중�입법,�행정,�사법의�3개�기관�및�경찰에�대한�문항들을�

선별하고,�이들�4개�문항을�종합한�합성척도를�구성해서�정부신뢰를�측정한다.�

다음으로�영향요인과�관련해서는,�앞의�이론적�검토와�WVS의�설문지�구성을�감안

해서,�일반신뢰의�영향요인들로는�자원결사체참여,�신뢰대상과의�일체감,�행복감,�우

정관계,�정부신뢰도,�거주지�안전성,�종교참여도를�측정변수로�도입하고;�그리고�정부

신뢰의�영향요인들로는�언론의�정부비난,�시민들의�대인신뢰�저하,�후기물질주의�경향

인�권위부정,�자아실현성향,�집단의식약화,�투표율저하�등을�측정변수로�도입한다.�이

러한�영향요인(측정변수)들을�측정하기�위한�WVS의�설문항,�그리고,�필요한�경우,�합

성척도의�구성은�다음과�같다.

•��자원결사체참여와�관련해,�WVS의�설문조사에는�종교단체,�체육오락단체�등�10

가지�종류(‘기타’�제외)의�자원결사체�참여에�대한�문항들이�설정되어�있다.�본�연

구에서는�이들�10개�문항들을�종합한�하나의�합성척도를�구성해서�자원결사체참

여도를�측정한다.

•��신뢰대상과의�일체감은�조작적�차원에서�국가소속감에�대한�문항으로�측정한다.�

국가소속감은�곧�국가와의�일체감을�의미하므로,�이는�일반신뢰(일반�국민에�대한�

신뢰)�및�정부신뢰에�긍정적�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가정한다.

•��행복감,�거주지�안전성,�종교참여도�및�자아실현성향은�각각�그�정도를�묻는�문항

들이�설정되어�있어�이들�개별�문항들을�통해�측정한다.�

•��우정관계는�조작적�차원에서�이웃과�지인에�대한�‘기타특수신뢰’�척도를�통해�측정

한다.�

•��정부신뢰도는�‘정부신뢰’�척도를�통해�측정한다.

•��언론의�정부비난이�미치는�영향력에�대해서는�조작적�차원에서�언론매체이용도를�

통해�측정한다.�이를�위해�일간신문,�잡지,�TV�및�라디오의�이용도에�관한�4개�문

항을�종합하여�합성척도�‘전통매체이용도’를�구성하고,�인터넷�이용도는�이에�대한�

개별�문항을�통해�따로�측정한다.�

•��정부신뢰의�부정적�영향요인인�시민들의�대인신뢰�저하는�‘가족신뢰’,�‘기타특수신

뢰’�및�‘일반신뢰’의�척도들로�측정한다.

•��후기물질주의�경향인�권위부정에�대해서는�권위존중선호에�관한�문항으로�측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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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측정변수, 설문, 문항 및 척도

측정변수 설문 문항(WVS문항번호) 척도

합성척도

신뢰도�α
(4국통합)

가족신뢰

다음과�같은�사람들을�얼마나�신뢰하

십니까?

가족(V102) 4점�척도 -

기타

특수신뢰

이웃,�지인

(V103,�V104)
4점�척도 .591

일반신뢰
초면인,�타종교인,�타

국인(V105-V107)�
4점�척도 .812

정부신뢰
다음과�같은�기관을�얼마나�신뢰하십

니까?

경찰,�법원,�중

앙행정부,�의회

(V113-V115,�V117)
4점�척도 .792

거주지

안전도

거주지역이�현재�얼마나�안전하다고�느

끼십니까?
거주지안전도(V170) 4점�척도 -

행복도
모든�것을�고려해�볼�때,�귀하는�얼마

나�행복하십니까.
행복도(V10) 4점�척도 -

종교의식

참여도

결혼식이나�장례식�이외에,�근래에�얼

마나�자주�종교의식에�참여하십니까?
종교의식참여도

(V145)
7점�척도 -

권위존중

선호

가까운�미래에�우리�생활에서�다음과�

같은�변화(권위존중�등등)가�있다면�당

신은�어떤�입장입니까?�
권위존중선호(V69)

1.�좋다
2.�상관없다
3.�나쁘다

-

자아실현

성향

다음의�사람은�귀하와�얼마나�유사합

니까:�새로운�생각을�해내고�창조적이

며,�자기방식대로�사는�것을�중요하게�

여기는�사람.�

자아실현성향(V70) 6점�척도 -

물질주의

성향

다음의�사람은�귀하와�얼마나�유사합

니까:�부유하고�많은�돈과�귀중품을�가

지는�것을�중요하게�여기는�사람.

물질주의성향(V71) 6점�척도 -

공동선

추구성향

다음의�사람은�귀하와�얼마나�유사합

니까:�사회에�좋은�일을�하는�것을�중

요하게�여기는�사람.

공동선추구성향(V74) 6점�척도 -

투표

참여도

선거가�있을�때,�얼마나�투표에�참여하

시는지�말씀해주세요.

지방선거,�중앙선거

(V226,�V227)

1.�항상�
2.�대부분
3.�안함

.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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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물질주의�경향인�집단의식약화는�조작적�차원에서�공동선추구성향을�통해�측

정한다.

•��후기물질주의�경향인�투표율저하는�중앙선거�및�지방선거에의�투표참여도를�묻는�

2개�문항을�종합한�합성척도를�구성해서�측정한다.

•��아울러,�후기물질주의성향과�대비해서�물질주의성향을�이에�관한�문항으로�측정

한다.

•��사회경제적�변수로는�가계수입,�성별,�연령�및�교육수준�4가지를�측정한다.�

이리하여�전체�측정변수의�수는�20개이다.�특히,�영향요인분석을�위한�2개의�다중회

귀모형에서는�이들�중�‘일반신뢰’�혹은�‘정부신뢰’가�각각�종속변수가�되고�여타�19개�

변수는�모두�독립변수로�투입됨을�지적해둔다.

끝으로,�연구대상�4국의�표본크기는�한국�1200명,�일본�2443명,�미국�2232명,�독일�

2046명이다.

<표 1> 계속

측정변수 설문 문항(WVS문항번호) 척도

합성척도

신뢰도�α
(4국통합)

결사체

참여도

귀하께서는�다음과�같은�자원결사체의�

적극적�회원,�소극적�회원�혹은�비회원�

중�어디에�해당하십니까?

종교,�체육오락,�교

육·문예,�노조,�정당,�

환경,�직업,�인권·자

선,�소비자,�상호부조�

(V25-V34)

0.�비회원
1.�소극�회원
2.�적극�회원

.529

국가�

소속감

나는�나�자신을�(국가명)의�일원으로�

여긴다.
국가소속감(V214) 4점�척도 -

전통매체

이용도
국가나�세계에�대한�정보를�얻기�위해�

다음과�같은�매체를�얼마나�이용하십

니까?

일간신문,�잡지,�TV
뉴스,�라디오뉴스

(V217-V220)

1.�매일�
2.�주별�
3.�월별�
4.�수개월
5.�전혀�않음

.625

인터넷

이용도
인터넷(V223) -

사회경제

적�변수

가계수입,�성별,�연

령,�교육수준(V239,�
V240,�V242,�V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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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분석결과

1. 신뢰수준 비교

1) 대인신뢰

아래�<표�2>의�기술통계분석�결과를�보면,�대인신뢰�중�가족신뢰의�국가별�평균수준

은�한국�2.83점,�독일�2.74점,�일본�2.73점,�미국�2.67점의�순으로�높고,�기타특수신뢰

의�평균수준은�미국�2.03점,�독일�1.98점,�한국�1.87점,�일본�1.78점의�순으로�높으며,�

일반신뢰의�평균수준은�미국�1.57점,�독일�1.38점,�한국�1.15점,�일본�0.90점의�순으로�

높다.�한편,�예견되는�현상이긴�하나,�신뢰유형별로는�4국�모두에서�가족신뢰,�기타특

수신뢰,�일반신뢰의�순으로�신뢰수준이�높고,�4국�전체의�평균값은�각각�2.74점(백분

위값�82.2),�1.92점(57.6),�1.25(37.5)점으로�계산된다.�

3가지�대인신뢰�유형에�대한�이러한�4국�간�평균차이가�통계적으로�어떤�의미가�있

는지를�분산분석�및�다중비교검정(Scheffe�방법)�결과를�통해�살펴본다.

우선�가족신뢰의�경우,�아래�<표�3>의�분산분석�결과에�따르면�4국�전체의�이러한�

평균차이는�통계적�유의성이�있다(F=24.368,�p=.000).�그러나�Scheffe�방법의�다중비

교검정을�통해�개별�국가들�사이의�차이를�살펴보면,�일본과�독일은�서로�유의한�차이

<표 2> 대인신뢰 수준

척도범위:�0-3

구분� 한국 일본 미국 독일 4국�평균

특수신뢰

가족신뢰 2.83 2.73 2.67 2.74 2.74

기타

특수신뢰

지인신뢰

이웃신뢰

소계

1.97
1.77
1.87

1.95
1.60
1.78

2.25
1.80
2.03

2.09
1.86
1.98

2.06
1.76
1.92

일반신뢰

타종교인신뢰

타국인신뢰

초면인신뢰

소계

1.35
1.19
0.92
1.15

0.82
1.01
0.83
0.90

1.75
1.69
1.25
1.57

1.48
1.49
1.13
1.38

1.35
1.35
1.03
1.25

합계 1.67 1.49 1.90 1.80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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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없이�동일집단군을�형성하고,�이들�두�국가�및�여타�국가들�사이에는�유의한�차이

가�있는�것으로�나타난다.�따라서�가족신뢰의�수준은�한국이�가장�높고,�뒤를�이어�일

본과�독일이�유사하며,�미국이�가장�낮다고�할�수�있다.�다만�4국�사이의�가족신뢰�수

준의�차이는�그리�크지�않으며(F=24.368),�그�수준이�가장�높은�한국(2.83)과�가장�낮

은�미국(2.67)�사이의�차이는�0.16점(백분위�값으로는�4.8점)에�불과하다.�

다음으로�기타특수신뢰의�경우,�<표�4>의�분산분석�결과에�따르면�4국�전체의�평균

차이는�통계적�유의성이�있으며(p=.000),�다중비교검정�결과�개별�국가들�사이에서도�

모두�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이고�있다.�즉�기타특수신뢰의�수준은�미국,�독일,�

한국,�일본의�순으로�높다고�할�수�있다.�그리고�4국�사이의�평균차이는�어느�정도�큰�

편이며(F=94.500),�가장�높은�수준의�미국(2.03)과�가장�낮은�수준의�일본(1.78)�사이

에�0.25점(백분위�값�7.5점)의�차이를�보인다.

끝으로�일반신뢰의�경우,�<표�5>의�분산분석�결과에�따르면�4국�전체의�이러한�평

균차이는�통계적�유의성이�있고(p=.000),�다중비교검정�결과�개별�국가들�사이에서도�

<표 3> 가족신뢰의 분산분석 및 다중비교검정(Scheffe 방법) 결과

구분 N
유의수준�=�.05에�대한�부집단

1 2 3

미국

일본

독일

한국

2209
2394
2029
1197

2.67
�

�

�

�

2.73
2.74
�

�

�

�

2.83

F=24.368��p=.000

<표 4> 기타특수신뢰의 분산분석 및 다중비교검정(Scheffe 방법) 결과

특수2합 N
유의수준�=�.05에�대한�부집단

1 2 3 4

일본

한국

독일

미국

2193
1194
2025
2188

1.78
�

�

�

�

1.87
�

�

�

�

1.98
�

�

�

�

2.03

F=94.500��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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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유의한�차이를�보이고�있다.�즉�일반신뢰의�수준은�미국,�독일,�한국,�일본의�순

으로�높다.�그리고�일반신뢰의�국가�간�평균차이는�매우�크며(F=397.296),�그�수준이�

가장�높은�미국(1.57)과�가장�낮은�일본(0.90)�사이의�차이는�무려�0.67점(백분위�값�

20.1점)이나�된다.�후쿠야마는�일반신뢰의�수준을�기준으로�일본과�독일을�고신뢰사

회,�미국은�신뢰가�쇠퇴하고�있는�사회�그리고�한국은�저신뢰사회라고�주장하나,�본�

연구결과에�따르면�미국이�고신뢰사회�그리고�일본이�저신뢰사회라�할�것이다.�

2) 정부신뢰

<표�6>에�의거�각국의�정부신뢰�수준을�살펴보면,�독일�1.64점,�일본�1.50점,�한국�

1.46점,�미국�1.42점의�순으로�나타나고,�4국�전체의�평균값은�1.50점(백분위값�45점)

으로�계산된다.�<표�7>의�분산분석결과에�따르면�4국�간의�이러한�평균차이는�통계

적�유의성이�있으나(p=.000),�다중비교검정�결과�한국과�미국,�그리고�한국과�일본이�

동일집단군을�형성하고,�독일이�이와�다른�집단으로�분류된다.�즉�정부신뢰수준은�독

일이�가장�높고,�일본,�한국�및�미국이�대체로�서로�유사하다고�할�수�있다.�그리고�4

국�사이의�평균차이는�그리�크다고�볼�수는�없으며(F=55.550),�가장�높은�수준의�독일

(1.64)과�가장�낮은�수준의�미국(1.42)�사이에�0.22점(백분위�값�6.6점)의�차이를�보인

다.�

한편�정부기관별로�살펴보면,�각국에서�공통적으로�경찰과�법원에�대한�신뢰도가�중

간�수준(1.50점)�이상으로�높고�중앙행정부와�의회에�대한�신뢰도가�중간�수준�이하인�

가운데,�의회에�대한�신뢰도가�가장�낮은�것이�특징적이다.�

<표 5> 일반신뢰의 분산분석 및 다중비교검정(Scheffe 방법) 결과

N
유의수준�=�.05에�대한�부집단

1 2 3 4

일본

한국

독일

미국

1282
1188
1818
2176

0.90
�

�

�

�

1.15
�

�

�

�

1.38
�

�

�

�

1.57

F=387.296��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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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향요인 분석

여기에서는�다중회귀분석을�통해�대인신뢰(일반신뢰)와�정부신뢰에�대한�영향요인들

의�영향력을�분석한다.�다중회귀모형에�대해서는�앞의�제III장에서�소개한바�있다.�2개

의�다중회귀모형은�모두�유의수준�.01�이하에서�통계적�유의성을�가지며�독립변수들�

간의�다중공선성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다만,�회귀모형에�포함한�독립변수의�수(19

개)가�많아�분석결과의�서술이�매우�산만할�수�있다.�서술의�편의를�위해�우선�일반신

뢰와�정부신뢰에�대한�각각의�회귀분석결과를�나열한�뒤,�이어서�이들�결과를�독립변

수별로�종합하여�설명하기로�한다.�

1) 일반신뢰

<표�8>에�제시된�표준화계수�베타에�의거,�일반신뢰에�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

<표 6> 정부신뢰 수준

척도범위:�0-3

�구분 한국 일본 미국 독일 4국�평균

정부신뢰

경찰신뢰

법원신뢰

중앙행정부신뢰

의회신뢰

1.59
1.72
1.44
1.09

1.80
1.98
1.13
1.07

1.86
1.60
1.22
1.00

2.01
1.79
1.39
1.36

1.81
1.77
1.29
1.13

합계 1.46 1.50 1.42 1.64 1.50

<표 7> 정부신뢰의 분산분석 및 다중비교검정(Scheffe 방법) 결과   

N
유의수준�=�.05에�대한�부집단

1 2 3

미국

한국

일본

독일

2147
1191
1988
1920

1.42
1.46
�

�

�

1.46
1.50
�

�

�

�

1.64

F=55.550��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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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독립변수들을�국가별로�소개하면�다음과�같다.�한국의�경우,�거주지안전도

(.110),�행복도(.072),�종교의식참여도(.085),�결사체참여도(.074),�기타특수신뢰(.374)

가�유의한�긍정적�영향을,�그리고�물질주의성향(-.088)이�유의한�부정적�영향을�미치고�

있다.�일본의�경우,�교육수준(.140),�종교의식참여도(.066),�자아실현성향(.073),�결사

체참여도(.088),�기타특수신뢰(.450),�정부신뢰(.087)가�유의한�긍정적�영향을,�그리고�

가족신뢰(-.111)가�유의한�부정적�영향을�미치고�있다.�미국의�경우,�연령(.136),�교육

수준(.074),�공동선추구성향(.083),�투표참여도(.055),�결사체참여도(.051),�기타특수

<표 8> 일반신뢰의 영향요인 분석

표준화�계수�베타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성별(여성=0)
연령

교육수준

가계수입

거주지안전도

행복도

종교의식참여도

권위존중선호

자아실현성향

물질주의성향

공동선추구성향

투표참여도

결사체참여도

국가소속감

전통매체이용도

인터넷이용도

가족신뢰

기타특수신뢰

정부신뢰

-.052
-.067
.032
.050

.110***
.072*
.085**
-.011
.008

-.088**
.060
.058
.074*
.028
-.048
.036
-.031

.374***
.055

-.027
-.031

.140***
-.012
-.008
.059
.066*
-.043
.073*
.000
.024
-.034

.088**
-.041
-.036
.075

-.111**
.450***
.087*

-.042*
.136***
.074***

.004

.040
-.008
-.025
-.042*
.006
-.015

.083***
.055*
.051*
-.013
-.014
-.008
.028

.432***

.134***

.027

.004
.067*
-.040
.068*
-.031
.026

-.079*
.163***
-.066*
.078*
.091**
-.039
.007
.013
.027
.006

.405***
.075*

F
R2

18.418***
.278

15.202***
.279

60.486***
.391

18.598***
.315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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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432),�정부신뢰(.134)가�유의한�긍정적�영향을,�그리고�성별(-.042)�및�권위존중

선호(-.042)가�유의한�부정적�영향을�미친다.�그리고�독일의�경우,�교육수준(.067),�거

주지안전도(.068),�자아실현성향(.163),�공동선추구성향(.078),�투표참여도(.091),�기

타특수신뢰(.405)�및�정부신뢰(.075)가�유의한�긍정적�영향을,�그리고�권위존중선호

(-.079)�및�물질주의성향(-.066)이�유의한�부정적�영향을�미친다.�

2) 정부신뢰

<표�9>의�표준화계수�베타에�의거�각국의�정부신뢰에�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

치는�독립변수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한국의�경우,�행복도(.068),�권위존중선호

(.160),�전통매체이용도(.093)�및�기타특수신뢰(.121)가�긍정적�영향을,�그리고�교육

수준(-.120)이�유의한�부정적�영향을�미친다.�일본의�경우,�연령(.151),�거주지안전도

(.167),�물질주의성향(.114),�국가소속감(.071),�기타특수신뢰(.145)�및�일반신뢰(.100)

가�긍정적�영향을,�자아실현성향(-.085)이�부정적�영향을�미친다.�미국의�경우,�가계

수입(.099),�거주지안전도(.079),�행복도(.063),�권위존중성향(.187),�공동선추구성향

(.054),�국가소속감(.073),�전통매체이용도(.088),�가족신뢰(.072),�기타특수신뢰(.101)�

및�일반신뢰(.170)가�긍정적�영향을,�성별(-.058)�및�연령(-.125)이�부정적�영향을�미친

다.�독일의�경우,�종교의식참여도(.202),�권위존중선호(.134),�투표참여도(.107),�국가

소속감(.146),�전통매체이용도(.079),�기타특수신뢰(.157)�및�일반신뢰(.085)가�긍정적�

영향을,�자아실현성향(-.100)이�부정적�영향을�미친다.�

3) 종합 정리

여기서는�<표�8>�및�<표�9>의�분석결과를�바탕으로�각�독립변수(영향요인)별로�일반

신뢰�및�정부신뢰에�대한�영향관계의�특성을�종합적으로�서술한다.�특히�서술의�일관

성�및�분석의�편의를�위해,�각�독립변수가�일반신뢰나�정부신뢰에�대해�연구대상�4개

국�중�3개국�이상에서�동일한�긍정적�혹은�부정적�방향으로�통계적�유의성이�있는�영

향을�미치거나,�2개국에서�동일한�방향으로�통계적�유의성이�있는�영향을�미치고�나머

지�2개국에서는�통계적�유의성은�없으나�동일한�방향으로�어느�정도�큰�영향을�미치는�

경우에는�이를�‘보편적인�영향요인’으로�간주하고,�그렇지�않고�1~2개국에서만�유의한�

영향을�미치는�독립변수는�‘특수한�영향요인’으로�간주하기로�한다.�(분석결과,�3개국�

이상에서�서로�상반된�방향으로�통계적�유의성이�있는�영향을�미치는�독립변수는�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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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성별은�미국에서만�일반신뢰�및�정부신뢰에�유의한�부정적�영향을�미치는�특수한�영

향요인이다.�

연령은�미국에서�일반신뢰에는�긍정적�영향을�정부신뢰에는�부정적�영향을�미치고,�

미국과는�달리�일본에서는�정부신뢰에�긍정적�영향을�미치는�특수한�영향요인이다.��

교육수준은�일본,�미국�및�독일에서�일반신뢰에�유의한�긍정적�영향을�미친다.�교육

수준은�3개국에서�일반신뢰에�유의한�긍정적�영향을�미치는�까닭에,�이를�일반신뢰에�

<표 9> 정부신뢰의 영향요인 분석

표준화�계수�베타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성별(여성=0)
연령

교육수준

가계수입

거주지안전도

행복도

종교의식참여도

권위존중선호

자아실현성향

물질주의성향

공동선추구성향

투표참여도

결사체참여도

국가소속감

전통매체이용도

인터넷이용도

가족신뢰

기타특수신뢰

일반신뢰

-.044
.033

-.120**
.034
-.005
.068*
.050

.160***
-.012
.017
-.017
.056
-.037
.046

.093**
-.028
.055

.121**
.065

-.035
.151**
-.017
-.028

.167***
.054
.008
.022

-.085*
.114**
.046
-.024
-.049
.071*
.063
-.004
.061

.145***
.100*

-.058**
-.125***

-.012
.099***
.079**
.063**
-.044

.187***
-.044
.034
.054*
.018
-.012

.073**
.088***

-.041
.072**
.101***
.170***

-.004
-.074
.032
.004
-.004
.051

.202***

.134***
-.100**

.051

.040
.107**
-.048

.146***
.079*
.006
.025

.157***
.085*

F
R2

8.119***
.145

7.826***
.166

27.299***
.225

11.388***
.220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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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영향을�미치는�보편적�영향요인으로�간주한다.�

가계수입은�오직�미국에서�정부신뢰에만�유의한�긍정적�영향을�미친다.�앞에서�소개

한�로렌스(1997)의�연구는�선진�산업사회에서�정부신뢰�수준은�개인의�경제수준과는�

직접적인�관계가�없는�것으로�보고하고�있는�바,�본�연구의�분석결과에서도�오직�미국

의�경우만�예외로�하고�여타�국가에서는�가계수입이�일반신뢰나�정부신뢰에�유의한�영

향력을�미치지�않고�있다.�

거주지안전도는�한국과�독일에서�일반신뢰에�유의한�긍정적�영향을�미치고,�일본과�

미국에서는�정부신뢰에�유의한�긍정적�영향을�미치는�특수한�영향요인이다.

행복도는�한국에서�일반신뢰에�유의한�긍정적�영향을�미치고,�한국과�미국에서�정부

신뢰에�유의한�긍정적�영향을�미친다.�한편,�행복도는�일본(.054)과�독일(.051)에서도�

정부신뢰에�대해�통계적�유의성은�없으나�긍정적�방향으로�어느�정도�강한�영향력을�

미치고�있는�까닭에,�이는�정부신뢰에�긍정적�영향을�미치는�보편적�영향요인으로�간

주한다.��

종교의식참여도는�한국과�일본에서�일반신뢰에�유의한�긍정적�영향을�미치고,�독일

에서�정부신뢰에�유의한�긍정적�영향을�미치는�특수한�영향요인이다.

권위존중선호는�미국과�독일에서�일반신뢰에�유의한�부정적�영향을�미치고,�한국,�

미국�및�독일에서�정부신뢰에�유의한�긍정적�영향을�미친다.�앞에서�소개했듯이�우슬

라너(2002,�3)는�평등주의를�일반신뢰에�긍정적�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간주하는�바,�

권위존중은�위계주의성향을�나타내므로�일반신뢰에�부정적�영향을�미칠�소지가�있다.�

한편,�잉글하트(Inglehart�1997)는�권위부정을�후기물질주의�성향의�하나로�간주하고�

이러한�성향이�정부신뢰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하고�있는�바,�권위부정

과는�반대로�권위존중은�본�연구에서�정부신뢰에�긍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

났다.�통계적�유의성은�없으나�권위존중선호는�일반신뢰에�대해�한국(-.011)과�일본

(-.043)에서도�부정적�영향을�미치고,�정부신뢰에�대해�일본(.022)에서도�긍정적�영향

을�미치는�바,�권위존중선호는�일반신뢰에�부정적�영향을�미치고�정부신뢰에�긍정적�

영향을�미치는�보편적�영향요인으로�간주한다.��

자아실현성향은�일본과�독일에서�일반신뢰에�유의한�긍정적�영향을�미치고,�역시�일

본과�독일에서�정부신뢰에는�유의한�부정적�영향을�미친다.�자아실현성향은�위의�권위

존중선호와는�반대�방향으로�영향을�미치는�것이�특기할만하다.�잉글하트(1997)는�자

아실현성향을�후기물질주의적�성향의�하나로�보고�이를�정부신뢰에�부정적�영향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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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요인으로�간주하는데,�이�분석결과는�잉글하트의�입장을�지지하고�있다.�한편,�

자아실현성향은�한국(.008)과�미국(.006)에서도�일반신뢰에�긍정적�방향으로�영향을�

미치나�그�영향력은�매우�작은�반면,�정부신뢰에�대해서는�한국(-.012)과�미국(-.044)

에서도�부정적�방향으로�어느�정도�큰�영향을�미친다.�이를�근거로�자아실현성향은�다

만�정부신뢰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보편적�영향요인으로�분류한다.

물질주의성향은�한국과�독일에서�일반신뢰에�유의한�부정적�영향을�미치고,�일본에

서�정부신뢰에�유의한�긍정적�영향을�미친다.�물질주의성향은�위에서�살펴본�권위존중

선호와는�같은�방향으로,�자아실현성향과는�반대�방향으로�영향을�미치고�있다.�따라

서�물질주의-후기물질주의�시대성향�구분은�타당성이�있는�것으로�여겨진다.�한편,�물

질주의성향은�여타�국가들에서도�같은�방향으로�영향을�미치기는�하나�영향력의�크기

가�미미한�까닭에�연구대상�4국�사이에서�일부�국가에만�영향을�미치는�특수한�영향요

인으로�분류한다.

공동선추구성향은�미국과�독일에서�일반신뢰에�유의한�긍정적�영향을�미치고,�미국

에서�정부신뢰에�유의한�긍정적�영향을�미친다.�한편,�공동선추구성향은�정부신뢰에�

대해서는�오직�1개국에서만�유의한�영향을�미치나,�일반신뢰에�대해서는�통계적�유의

성은�없으나�한국(.060)과�일본(.024)에서도�긍정적�방향으로�어느�정도�큰�영향을�미

치고�있다.�따라서�공동선추구성향은�일반신뢰에�긍정적�영향을�미치는�보편적�영향요

인으로�간주한다.�

투표참여도는�미국과�독일에서�일반신뢰에�유의한�긍정적�영향을�미치고,�독일에서

만�정부신뢰에�유의한�긍정적�영향을�미치는�특수한�영향요인이다.�

결사체참여도는�한국,�일본�및�미국에서�일반신뢰에�유의한�긍정적�영향을�미치고,�

정부신뢰에�대해서는�어느�국가에서도�유의한�영향력이�없다.�결사체참여도는�3개국에

서�일반신뢰에�유의한�긍정적�영향을�미치는�까닭에,�일반신뢰에�긍정적�영향을�미치

는�보편적�영향요인으로�간주한다.�

국가소속감은�일반신뢰에�대해서는�어느�국가에서도�유의한�영향력이�없고,�정부신

뢰에�대해서는�일본,�미국�및�독일에서�유의한�긍정적�영향을�미친다.�한편,�국가소속

감은�통계적�유의성은�없으나�한국(.046)에서도�긍정적�방향으로�어느�정도�큰�영향을�

미치는�바,�이는�정부신뢰에�긍정적�영향을�미치는�보편적인�영향요인으로�분류한다.

전통매체이용도는�일반신뢰에�대해서는�어느�국가에서도�유의한�영향력이�없고,�정

부신뢰에�대해서는�한국,�미국�및�독일에서�유의한�긍정적�영향을�미친다.�즉�이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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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서는�라디오,�TV,�잡지�및�일간신문을�자주�접하는�사람일수록�정부를�더욱�신뢰

한다.�그리고�일본(.063)에서도�통계적�유의성은�없으나�어느�정도�큰�긍정적�영향을�

미치고�있다.�따라서�전통매체이용도는�정부신뢰에�대해�긍정적�영향을�미치는�보편

적�영향요인으로�분류한다.�그런데�노이스타트(Neustadt�1997)의�연구에서�전통매체

들은�정부에�대한�부정적�보도경향으로�인해�정부불신을�심화시키는�영향요인으로�간

주되고�있는데,�본�연구에서는�이와�상반된�분석결과가�나타났다.�본�연구자의�생각에

도�언론의�정부에�대한�부정적�보도경향이�국민의�정부불신을�심화시킨다는�주장은�논

리적으로�타당성이�있는�듯하다.�그럼�이�분석결과는�어떻게�해석할�수�있는가?�서양

에서는�1960년대�말�이후부터�언론이�정부에�대해�점점�더�부정적으로�되었다고�본다

(Nye�and�Zelikow�1997).�그리고�아마�한국에서는�이러한�경향이�1980년대�말�민주

화�이후부터�나타났다고�볼�수�있을�것이다.�왜냐하면�그�이전에는�언론이�정부로부터�

통제를�받았기�때문이다.�한국에서는�30년�이상,�서양에서는�50년�이상�언론이�정부에�

대한�비판을�쏟아왔다면,�언론의�부정적�영향은�이미�만성화된�것은�아닐까?�그리고�

정부비판은�언론뿐만�아니라�정치인이나�일반�시민들�사이에서도�보편적인�경향이�되

어있다.�이러한�상황에서�언론�보도는�정부에�대한�정보나�지식을�전달하고,�신뢰대상

에�대한�부정적이건�긍정적이건�정보나�지식을�많이�가진�사람일수록�이를�근거로(‘지

식�의존적�신뢰�knowledge-based�trust’.�Shapiro�외�1992�참조)�오히려�신뢰대상(정부)

을�좀�더�신뢰하는�것은�아닐까?��

인터넷이용도는�어느�국가에서도�일반신뢰나�정부신뢰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

는다.�즉�인터넷은�일반신뢰나�정부신뢰에�영향을�미치는�요인이�아니다.

가족신뢰는�일본에서�일반신뢰에�유의한�부정적�영향을�미치고,�미국에서�정부신뢰

에�유의한�긍정적�영향을�미친다.�오직�1개국에서만�일반신뢰나�정부신뢰에�유의한�영

향을�미치므로,�가족신뢰는�특수한�영향요인으로�분류한다.�그런데�일본의�경우는�주

목할�만하다.�가족신뢰의�일반신뢰에�대한�영향관계는�일본(-.111)과�한국(-.031)에서

는�부정적�방향으로�나타나고,�미국(.028)이나�독일(.006)에서는�긍정적�방향으로�나

타난다.�양자의�영향관계가�부정적�방향이라는�것은�곧�가족신뢰가�배타적인�성격을�

갖고�있다는�뜻이다.�후쿠야마(1995)는�일본은�신뢰의�반경범위가�가족에�머물지�않고�

일반�사람들에게�널리�미치는�고신뢰사회라�한다.�그런데�본�연구의�분석결과에�따르

면,�후쿠야마의�주장과는�반대로�일본은�가족을�신뢰할수록�일반인은�더욱�신뢰하지�

않는�배타적�가족주의�성향을�보이고�있는�것이다.�그리고�앞에서�보았듯이�일본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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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신뢰도는�4국�중에서�가장�낮다.�따라서�일본을�고신뢰사회라고�주장하는�것은�경험

상�별�신빙성이�없다고�할�것이다.�덧붙여,�가족신뢰의�이러한�국가�간�상반되는�영향

력의�차이는,�국가�간�비교연구에�있어서�가족신뢰를�기타특수신뢰와�분리하여�분석할�

필요성을�제기한다.�이들�두�가지를�‘특수신뢰’의�범주로�통합해�분석한다면�가족신뢰

의�독특한�영향력을�포착할�수�없을�것이다.�

기타특수신뢰는�4개국�모두에서�일반신뢰�및�정부신뢰에�유의한�긍정적�영향을�미치

고�있다.�즉�4개국�모두에서�가까운�이웃이나�지인을�더욱�신뢰하는�사람일수록�일반

인이나�정부를�더욱�신뢰한다.�게다가�기타특수신뢰의�일반신뢰에�대한�영향력은�회귀

분석에�투입된�모든�독립변수들�중�4국�모두에서�가장�크고,�정부신뢰에�대한�영향력�

역시�매우�큰�것으로�나타난다.�이러한�분석결과를�놓고�볼�때,�기타특수신뢰�즉�이웃

과�지인에�대한�신뢰는�여타�유형의�신뢰2)에�두루�긍정적�영향을�미치는�매우�강력한�

보편적�영향요인이라�할�수�있다.�이는�특기할만한�사실이다.�좀�더�폭넓은�분석이�필

요하긴�하나,�기타특수신뢰는�신뢰�증후군(syndrome)의�핵심일�수�있다.

끝으로,�일반신뢰는�일본,�미국�및�독일에서�정부신뢰에�유의한�긍정적�영향을�미치

고;�정부신뢰는�일본,�미국�및�독일에서�일반신뢰에�유의한�긍정적�영향을�미친다.�한

편�한국에서도�통계적�유의성은�없으나�일반신뢰(.055)는�정부신뢰에,�그리고�정부신

뢰(.065)는�일반신뢰에�어느�정도�큰�긍정적�영향을�미친다.�따라서�일반신뢰와�정부신

뢰는�서로�긍정적�영향을�미치는�보편적�영향요인이라�할�수�있다.�

정리하자면,�일반신뢰�및�정부신뢰의�영향요인들은,�오직�전통매체이용도의�경우를�

예외로�하고,�대체로�기존연구들의�전망과�같은�방향(+�혹은�-)으로�유의한�영향을�

미치는�것으로�분석되었다.�다만,�이들�중에는�연구대상�4개국에서�공통적으로�영향을�

미치는�보편적인�영향요인도�있고,�일부�국가에서만�영향을�미치는�특수한�영향요인

도�있다.�각국의�정치·경제·사회·문화적�환경이�다르고�이에�따라�일반신뢰나�정부

신뢰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역시�달라질�수�있는�것은�당연하나,�오히려�4개국에�공

통적으로�영향을�미치는�보편적인�영향요인들이�다수�존재한다는�사실이�주목할�만하

다.�이들을�간추리면�다음과�같다.�일반신뢰에�보편적으로�긍정적�영향을�미치는�요인

들은�교육수준,�공동선추구성향,�결사체참여도,�기타특수신뢰�및�정부신뢰이고,�부정

�2)�기타특수신뢰는�가족신뢰와도�유의한�상관관계에�있으며,�양자�사이의�상관계수는�한국�
.289,�일본�.334,�미국�.414,�그리고�독일�.270이며,�4국을�통합해서�계산하면�.31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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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영향을�미치는�요인은�권위존중선호이다.�그리고�정부신뢰에�보편적으로�긍정적�영

향을�미치는�요인들은�행복도,�권위존중선호,�국가소속감,�전통매체이용도,�기타특수

신뢰�및�일반신뢰이고,�부정적�영향을�미치는�요인은�자아실현성향이다.�나아가�이러

한�보편적인�영향요인들�사이에서�두�가지�특기할�점이�발견된다.�첫째,�기타특수신뢰

는�일반신뢰�및�정부신뢰에�공통적으로�긍정적�영향을�미치고,�일반신뢰�및�정부신뢰

는�서로서로�긍정적�영향을�미친다는�사실이다.�따라서�이들�3가지�유형의�신뢰는�상

호보완적이다.�즉�하나의�수준이�높아지면,�다른�유형의�신뢰수준도�높아진다.�반면에�

가족신뢰는�이러한�보편적인�영향력이�없다.�둘째,�후기물질주의�성향의�보편적인�영

향력이다.�즉�선진산업사회라고�할�수�있는�4국�사이에서�보편적으로�자아실현성향과�

권위부정성향이�정부신뢰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특히�권위부정성향은�일반신뢰에는�

보편적으로�긍정적�영향을�미친다.�앞에서�소개한�우슬라너는�평등주의를�일반신뢰의�

긍정적�영향요인으로�간주하는�바,�권위부정은�곧�평등주의를�뜻하므로�이러한�견지에

서�일반신뢰에�긍정적�영향을�미친다고�볼�수�있다.�아울러�이러한�후기물질주의의�영

향을�대변하듯이�가계수입�즉�경제수준은�일반신뢰나�정부신뢰에�별�영향을�미치지�않

는�것으로�밝혀졌다.�

V. 결론

2010~2014�조사주기�WVS의�조사자료를�바탕으로,�한국,�일본,�미국�및�독일에서

의�대인신뢰�및�정부신뢰의�수준과�그�영향요인들에�대해�분석해보았다.�우선�신뢰수

준과�관련해서,�대인신뢰는�가족신뢰,�기타특수신뢰�및�일반신뢰로�구분하여�살펴보

았는�바,�짐작되는�결과이긴�하나�4국�사이에서�보편적으로�가족신뢰(4국�평균�백분

위�값�82.2점)의�수준이�가장�높고,�다음은�기타특수신뢰(57.6점)의�수준이며,�일반신

뢰(37.5점)의�수준이�가장�낮다.�국가별로,�가족신뢰의�수준은�한국이�가장�높고,�뒤

를�이어�일본과�독일이�유사하며,�미국이�가장�낮으나,�국가�간�차이는�그리�크지�않으

며(F=24.386);�기타특수신뢰의�수준은�미국,�독일,�한국,�일본의�순으로�높으며,�국가�

간�차이는�어느�정도�크고(F=94.500);�일반신뢰의�수준은�미국,�독일,�한국,�일본의�순

으로�높으며,�국가�간�차이는�매우�크다(F=387.296).�한편,�정부신뢰수준은�4국�전체

의�백분위�평균값이�45점을�기록한�가운데,�국가별로는�독일이�가장�높고,�일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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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미국이�유사하며,�국가�간�차이는�그리�크지는�않다(F=55.550).�결국�4국�사이의�

신뢰수준의�뚜렷한�차이는�기타특수신뢰와�일반신뢰에서�나타나며,�4가지�신뢰유형에�

대한�신뢰수준을�종합적으로�고려한다면�미국,�독일,�한국,�일본의�순으로�신뢰수준이�

높은�사회라고�평가할�수�있다.�

한편,�분석에�포함된�일반신뢰�및�정부신뢰의�영향요인들은�대체로�기존연구들의�전

망과�같이�긍정적�혹은�부정적�방향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판명되었으며,�

다만�이들�중에는�연구대상�4개국�사이에서�공통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는�보편적

인�영향요인도�있고,�일부�국가에서만�영향을�미치는�특수한�영향요인도�있다.�특히�

보편적인�영향요인들�사이에서는�두�가지�특기할�점이�발견되는데,�하나는�후기물질

주의의�영향이고,�다른�하나는�신뢰유형들�사이의�상호보완성이다.�잉글하트(1997)는�

후기물질주의의�주요�특성으로�자아실현성향과�권위부정을�지적하고�이들을�정부신

뢰의�부정적�영향요인으로�간주하는데,�본�연구의�결과는�이를�뒷받침한다.�반면에�권

위부정성향은�일반신뢰에는�4국�사이에서�보편적으로�긍정적�영향을�미치는�바,�권위

부정은�곧�평등주의를�뜻하므로�이러한�견지에서�일반신뢰에�긍정적�영향을�미친다고�

볼�수�있다.�아울러�후기물질주의의�영향을�반영하듯이�연구대상�4국�사이에서�가계수

입�즉�경제수준은�일반신뢰나�정부신뢰에�별�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밝혀졌다.�다

음으로,�신뢰유형들�사이에는�상호�긍정적�영향관계가�발견되는데,�기타특수신뢰는�일

반신뢰�및�정부신뢰에�공통적으로�긍정적�영향을�미치고,�일반신뢰�및�정부신뢰는�서

로서로�긍정적�영향을�미친다.�따라서�이들�3가지�유형의�신뢰는�상호보완적이다.�반

면에�가족신뢰는�4국�사이의�보편적�차원에서는�여타�유형의�신뢰와�이러한�영향관계

가�없고,�특히�일본의�경우에는�일반신뢰와�유의한�부정적�영향관계에�있다.�후쿠야마

(1995)의�주장과는�반대로�일본은�가족을�신뢰할수록�일반인은�더욱�신뢰하지�않는�

배타적�가족주의�성향을�보이고�있는�것이다.�덧붙여�강조할�점은�기타특수신뢰의�영

향력이다.�기타특수신뢰는�분석에�포함한�모든�영향요인들�중에서�4국�모두에서�일반

신뢰에�대한�영향력이�압도적으로�크고,�정부신뢰에�대한�영향력도�가장�큰�편에�속하

며,�별도의�분석결과�4국�모두에서�가족신뢰와도�유의한�긍정적�상관관계에�있는�것으

로�나타났다.�여러�가지�유형의�신뢰들을�하나의�증후군으로�본다면,�기타특수신뢰는�

그�핵이라�할�것이다.�만일�정책적으로�한�사회의�신뢰수준을�증진시키려�한다면,�기타

특수신뢰의�수준을�증진시킬�방도를�찾는�것이�첩경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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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rpersonal Trust and Confidence in Government  
of Korea, Japan, the USA, and Germany: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ir States and Influential Factors

 Taegun Yoo |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states of interpersonal trust and confidence in 

government as well as their influential factors in Korea, Japan, the USA, and Germany 

on the basis of analyses of the data of 2010-2014 World Values Survey. Classifying 

interpersonal trust in three types, trust in family members, trust in other familiar people, 

and generalized trust (in strangers), the states of trust are examined in four types 

including confidence in government. It is examined that the levels of trust in family 

members and confidence in government are not so different between the four societies 

as contrasted with trust in other familiar people and generalized trust. According to 

the levels of these two types of trust, the four countries can be ranked as higher trust 

societies in order of the USA, Germany, Korea, and Japan.

With regard to the influential factors of the generalized trust and the confidence in 

government, it is found that there are two general tendencies in common among the 

four societies. One is the influence of post-materialism and the other is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ome types of trust. The post-materialistic trends of self-realization 

and denial of authority have negative influence on the confidence in government among 

the four countries. Meanwhile, trust in other familiar people, generalized trust, and 

confidence in government have positive influence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on each 

other in all four countries, while trust in family members does not.

Keywords:�trust, interpersonal trust, confidence in government, particularized trust, 

generalized trust, World Values Surve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