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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신뢰는 위험과 불확실성 상황 하에서 상호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인

간에게 필수적인 요소이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는 사회적 불신이 빈번히 

언급되며 신뢰의 위기를 논하는 목소리가 높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소비

자를 기만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였

다. 이에 본 연구는 신뢰의 위기가 만연한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소비자로

서 필요한 소비자신뢰는 무엇이고, 현 시점의 소비자신뢰 수준이 어떠한지 

알아보겠다는 지점에서 출발하였다. 신뢰의 개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

해 소비자신뢰를 보다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면, 그것은 현 시장을 진

단하는 또 하나의 지표로 기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학제적인 이론적 고찰을 통해 소비자신뢰

의 개념화를 실시하였고, 도출된 소비자신뢰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특정 시

장에 적용하여 실증연구 적용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때 특정 시장은 

해당 시장의 특성을 검토하여 스마트폰 거래시장으로 선정하였고, 스마트

폰 거래시장에 한정한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신뢰의 개념화와 더불어 그러한 소비자신뢰의 원인

과 결과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것은 소비자신뢰의 의미를 더 깊

이 이해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소비자신뢰의 영향요인에 대한 탐구는 

개인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을 구분하고, 오늘날의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

자문제들이 점점 더 복잡해져 소비자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지

는 상황을 고려하여, 특히 제도적 요인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소비자신뢰의 결과라 할 수 있는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소

비자신뢰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소비자신뢰가 소비자의 구매결정

에서 갖는 중요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한 내용분석으로 소비자신뢰를 

개념화, 조작화하고, 그 결과 소비자신뢰의 구성요소와 하위구성요소를 도

출하였으며, 소비자신뢰의 원인과 결과 또한 문헌고찰을 통해 도출해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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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개념적 모형을 스마트폰 거래시장에 적용한 측정도구를 개발하

여, 스마트폰 거래시장을 대상으로 소비자신뢰의 수준, 영향요인, 그리고 

결과를 분석하는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고찰을 통해 도출한 소비자신뢰 개념의 구성요소는 다음

과 같다. 소비자신뢰(소비자 거래 신뢰)는 크게 사업자에 대한 신뢰와 통

제 기제에 대한 신뢰로 구성된다. 통제 기제에 대한 신뢰는 정부 기제에 

대한 신뢰와 시장 기제에 대한 신뢰로 구성되고, 각각은 주체성을 갖는 기

관과 그들의 생산물인 제도에 대한 신뢰로 다시 나눌 수 있다. 그에 따라 

정부 기제에 대한 신뢰는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이하, 정부에 대한 신뢰)

와 정부규제의 효과성 인식으로 구분된다. 또한 시장 기제에 대한 신뢰는 

시장 감시자에 대한 신뢰와 시장·사회제도의 효과성 인식으로 구분된다. 

사업자에 대한 신뢰와 정부에 대한 신뢰는 다시 인지적 신뢰와 감정적 신

뢰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상을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 시, 대안평가 단계

에서 필요한 신뢰 판단으로 보고, 소비자의 정보탐색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원천에 대한 신뢰 판단까지 포함하여 전체 소비자신뢰 개념을 구성하

였다. 

   둘째, 소비자신뢰의 개념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소비자신뢰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이것은 전체 소비자신뢰의 구성요소 중에서 본 연구에서 보다 

중점적으로 다룬 사업자에 대한 신뢰와 정부에 대한 신뢰에 적용되는 사

항이다. 인간이 경험하는 두 가지 방식인 인지와 감정으로 소비자신뢰의 

성격을 구분하여, 소비자신뢰를 인지적 신뢰와 감정적 신뢰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때 인지적 신뢰를 구성하는 신뢰신념을 사업자/기관의 어떠한 

속성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로 보고, 소비자가 기대하는 사업자/기관의 속

성을 능력, 선의, 성실, 정직으로 구성하였다. 소비자신뢰의 상태는 태도로 

간주하고, 태도모형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인지적 신뢰에는 대상태도 

모형을, 감정적 신뢰에는 행동태도 모형을 적용한다. 이를 반영하여 측정

에서 인지적 신뢰는 상대방의 속성(능력, 선의, 성실, 정직)에 대한 신념의 

강도와 중요도의 곱으로, 감정적 신뢰는 불신의 감정으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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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스마트폰 거래시장에서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신뢰 수준을 측정한 

결과, 사업자 유형에 따라 인지적, 감정적 신뢰 수준이 달라졌으며, 직영

점에 대한 신뢰 수준이 가장 높았고, 일반대리점, 전문판매점, 중소판매점, 

온라인 중소사업자 순으로 사업자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아졌다. 사업자에 

대한 신뢰를 지각도를 통해 도식화한 결과, 신뢰 수준의 유사성에 따라 

(1)직영점, 일반대리점, 전문판매점 세 사업자와 (2)중소판매점, (3)온라인 

중소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어떤 위험을 우려하고 있는

지 살펴보면, 소비자는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할 위험, 가격 폭리를 취

할 위험,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할 위험에 대해서 직영점을 제외한 일반

대리점, 전문판매점, 중소판매점, 온라인 중소사업자를 모두 믿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상품의 문제로 인한 교환·환불이 어려울 것은 

중소판매점과 온라인 중소사업자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고, 중고폰을 제공

하는 등의 상품 사기에 대해서는 온라인 중소사업자를 믿지 못하였다. 또

한 중소판매점과 온라인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정

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신뢰하지 않았다.

   넷째, 스마트폰 거래시장에서 통제 기제에 대한 소비자신뢰 수준을 알

아보면, 우선 정부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적, 감정적 신뢰 수준은 중소판매

점과 온라인 중소사업자와 비슷한 수준일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소비자는 

정부의 능력과 선의, 정직, 성실을 모두 낮게 평가하였고, 그중에서도 정

부의 정직성이 가장 낮다고 판단하였으며, 정부에 대한 불신의 감정 중에

서는 의심과 불안이 가장 높았다. 

   스마트폰 거래시장에 대한 정부규제가 효과적인가에 대해 소비자는 정

부의 인증제도가 거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고, 현재의 법

적규제가 거래 위험을 통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구체

적으로 거래 위험을 제시한 경우, 개인정보 침해 위험과 판매자의 사기 등

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서 정부규제가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라 신뢰하지 

못하였고, 정부규제를 통해 소비자피해가 구제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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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사회기관에 대해서는 사

업자단체, 소비자단체, 언론, 전문가집단 모두 시장 감시자의 역할을 제대

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시장·사회제도에 대해서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한 보증(품질보증, 환불보증 등)과 사업자가 자신

의 평판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거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 믿는 편이

었고, 사업자의 자율규제와 사회규범인 관습, 윤리의 거래 안전에 대한 효

과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다섯째, 스마트폰 거래를 위한 정보탐색 단계에서의 정보원천에 대한 

신뢰 판단에서 소비자는 정보원들을 신뢰하는 편이었지만, 순위로 보았을 

때 개인 차원의 주변인 조언을 가장 신뢰하였고, 그 다음이 소비자단체와 

전문가의 정보였으며, 정부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는 온라인 쇼핑몰의 소

비자 구매후기보다도 약간 낮은 신뢰 수준을 나타내었다. 신문, 방송 등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덜 신뢰하는 편이었고, 오프

라인 매장의 판매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는 SNS 상의 정보보다도 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든 정보원천의 정보(10개) 중에서 가장 적게 신뢰하

는 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신뢰와 정부에 대한 소비자신뢰의 관계

를 스마트폰 거래시장에서 분석한 결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두 

신뢰 사이에 대체관계가 아닌 보완관계가 성립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에 

대한 소비자신뢰를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신뢰의 제도적 영향요인 중 하나

로 간주하여, 스마트폰 거래시장에서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신뢰(인지적 신

뢰)의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소비자의 주관적 지

식이 많을수록, 자신의 주변인이 해당 사업자를 신뢰한다고 인식할수록, 

위험감수성향이 낮을수록, 정부에 대한 소비자신뢰(인지적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일반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신뢰 수준이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인 영향력은 주변인의 영향이 가장 높았

고, 두 번째로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부에 대한 소비자신뢰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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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째, 소비자신뢰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지각된 

편익을 통제변수로 고려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업자

에 대한 소비자신뢰(인지적 신뢰)는 소비자에게 지각된 위험을 매개로 소

비자의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또한 직접적으로도 유의하게 구

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정부에 대한 소비자신뢰

(인지적 신뢰)는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를 

매개로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영향력

의 크기는 중소판매점, 온라인 중소사업자에 이르러서는 크게 낮아졌다. 

   총 인과효과로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모든 사업자에서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신뢰는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거나 두 번

째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강

력한 유인일 수 있는 소비자에게 지각된 저렴한 가격이라는 편익은 해당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신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영점과 일반대리점, 

전문판매점에서만 가장 큰 또는 두 번째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해당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신뢰 수준이 낮게 나타난 중소판매점과 온라인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신뢰와 더불어 소비자에게 

지각된 위험이 소비자의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인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

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신뢰의 개념화를 통해 소비자신뢰의 의미를 

파악하고 하위요소를 체계적으로 구성함으로써, 특정 상품·서비스 시장을 

소비자의 시각에서 진단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통제 기제를 소비자신뢰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소

비자신뢰의 영역을 넓힘과 동시에 해당 제도에 대한 소비자 입장에서의 

실효성 평가를 가능하게 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도출한 소비자신뢰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스마트폰 

거래시장에 적용하여 측정한 결과, 소비자 관점에서 현 스마트폰 거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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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질적으로 진단해낼 수 있었다. 소비자는 개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중소 휴대폰판매점과 온라인 중소사업자를 총체적으로 불신하고 있었고, 

해당 시장에서 정부의 소비자보호 역할 또한 이들 사업자만큼이나 불신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히 이들 사업자와 정부에 대한 소비자신뢰를 증

가시킬 방안의 마련이 요구되었다.

   넷째, 스마트폰 거래시장에서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신뢰에 정부에 대한 

소비자신뢰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신뢰에 있어서 

정부에 대한 신뢰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소비자신뢰 개념에서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스마트폰 거래시장에서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신뢰는 해당 사업

자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신뢰가 낮은 경우 불신의 문제가 먼저 해

결되어야 저렴한 가격 등의 편익 또한 소비자에게 고려되는 것으로 나타

나, 중소판매점과 온라인 중소사업자는 소비자신뢰의 확보를 선결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의 노력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소비자신뢰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신뢰를 향상시키는 것은 정책적인 관점에서 개인 

영세업자를 위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인위적인 정책을 대신해, 중

소사업자를 위한 정책과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 상충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적 대안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이때 소비자신뢰는 무비판적인 수용이 

아니라 건강한 회의주의와 적절한 주의행동을 갖춘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신뢰여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어 : 소비자신뢰, 개념화, 스마트폰 거래시장,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신

뢰, 통제 기제에 대한 소비자신뢰, 소비자신뢰의 영향요인, 소비

자신뢰의 결과

학  번 : 2009-3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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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 제기

   신뢰는 위험과 불확실성 상황 하에서 상호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인

간에게 필수적인 요소이다. 친구와 같은 대인간 관계에서 경제적 계약에 

이르기까지 신뢰가 필요한 순간은 일상에 늘 존재하고 ‘신뢰’라는 용어는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오늘날 신뢰의 위기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특히 한국사회는 국가 간 비교에서도 신뢰가 낮은 사회로 분류

된다. Fukuyama(1995)는 한국사회의 신뢰가 가족과 친지 등 혈연 중심

의 가까운 관계로 한정되고 타인에 대한 신뢰는 낮다는 점에서 한국을 저

신뢰사회로 분류하였다(이동원 외, 2009). 신뢰를 사적 신뢰와 공적 신뢰

로 구분해 살펴본 자료에서 한국의 사적 신뢰(개인적 상호 신뢰)는 중간 

수준이지만, 정부나 사회제도에 대한 공적 신뢰가 특히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KBS, 2011, 한준의 연구 재인용). 

   이렇듯 한국의 사회적 불신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신뢰 수준

은 어떨까? 최근 몇 년 간 우리 사회에서는 여객선 침몰(세월호 사건), 카

드사 개인정보 유출(국민, 농협, 롯데카드 사건), 치명적으로 유해한 생활

화학용품(가습기살균제 사건), 휴대폰 배터리 폭발(갤럭시 노트7 사건), 자

동차 배출가스 조작사건(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등 소비자를 기만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시민으로서 

한국 사회에 대한 불신에 더해 소비자로서도 시장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신뢰의 위기가 만연한 오늘날 한

국 사회에서 소비자로서 필요한 소비자신뢰는 무엇이고 지금 소비자신뢰

의 수준이 어떠한지 알아보겠다는 지점에서 출발하였다. 신뢰의 개념에 대

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소비자신뢰를 보다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면, 

그것은 현 시장을 진단하는 또 하나의 지표로 기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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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 수준에 대한 궁금증은 그 신뢰의 원인에 대한 탐구로 귀결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신뢰의 영향요인을 개인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특히 제도적 요인의 중요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앞에서 열거한 

일련의 소비자피해 사건들은 소비자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

운 사고들이었다.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그러한 기술을 이용한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오늘날의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들은 점점 더 

소비자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는 소비자문제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의 노력과 선택이 아닌, 소비

자를 둘러싼 제도적 환경,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소비자신뢰의 형성에서도 또한 소비자 개개인의 특성 차이에 

기인한 것보다는 사회적인 요인, 제도적인 요인이 시장에 대한 소비자신뢰

에 기여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소비자신뢰 형성에 우리의 

시스템, 제도가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제도적 현

실을 평가하는 기회 또한 제공할 것이다. 

   소비자신뢰를 형성하는 제도적 요인이 또한 중요한 것은 대기업이 모

든 산업을 독식해간다는 우려 속에서 중소사업자와 상생할 수 길에 여기

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재벌기업에 대한 반감, 반기업 

정서가 만연하다는 지적과 별개로, 시장에서 구매자와 판매자의 관계로 보

면 대기업이 사업의 규모와 평판으로 상품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대기업의 상품을 신뢰하고 따라서 더 선호할 수 있

다. 대기업과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는 자영업자가 있다고 할 때, 소비자가 

시장에서 개인사업자에 대한 선택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

로 신뢰 부족의 문제라 생각한다. 

   영세한 중소사업자의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대

형마트 의무휴업과 같은 정책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양면성을 갖

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부작용 없이, 시장에서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

이 보장되면서 중소사업자가 대기업과 함께 동반 성장, 상생하는 방안은 

중소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신뢰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거래의 안전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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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제도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이러한 제도가 중소사업자에 대

한 소비자의 신뢰를 보완하여 사업자에 대한 신뢰 자체를 향상시킬 수 있

고, 아니면 그러한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믿음이 개개의 중소사업자에 대

한 신뢰를 대체하여 중소사업자에 대한 신뢰는 증가하지 않더라도 소비자

가 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시

각에서 소비자신뢰는 가장 크게는 소비자의 거래 신뢰가 있고, 이것은 해

당 사업자에 대한 신뢰와 제도와 시스템과 같은 통제 기제에 대한 신뢰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소비자신뢰에 대한 궁금증과 문제 인식을 바

탕으로 우선 이론적 고찰을 통해 소비자신뢰의 개념화 작업 및 영향요인 

탐색을 실시할 것이다. 소비자신뢰의 결과 또한 살펴볼 것인데, 특히 소비

자의 구매행동에 소비자신뢰가 미치는 영향을 통해 소비자신뢰가 소비자

의 구매결정에서 갖는 역할 및 중요성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도출된 소비자신뢰의 개념적 모형을 현실 시장에 적용함으로써 모형의 현

실 적용가능성을 검증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지금의 시장을 진단해내며,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것까지를 본 연구는 목표로 한다.  

   실증연구를 위한 상품시장은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소비자의 거래 위

험이 커서 소비자신뢰가 중요한 시장이면서, 대기업부터 개인 중소사업자

까지 모두 해당 시장에 사업자로 참여하고 경쟁하는 시장이어야 한다. 이

러한 성격을 만족시키는 시장으로 본 연구에서 선택한 특정 시장은 스마

트폰 거래시장이다.

   스마트폰 거래시장은 소비자에게 스마트폰 단말기의 높은 가격으로 인

한 경제적 위험과 개인정보가 요구되는 계속거래가 함께 체결되어 개인정

보침해 위험이 공존하는 시장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의 시장조사(2015년)

에서 휴대폰 단말기 시장과 이동전화서비스 시장은 신뢰성 및 소비자지향

성에 있어 경고시장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스마트폰 거래시장에는 이동통

신사, 스마트폰 제조사, 전자제품 전문 대형 유통업체, 중소 자영업자, 온

라인 판매자 등 다양한 형태의 판매업자가 존재한다. 점포수로 가장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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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차지하는 것은 중소 개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휴대폰판매점이지만, 단

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의 직영점 등 대기업 계열로 소비자가 

몰리면서 중소사업자로부터 대기업의 진입을 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한 내용분석으로 소비자신뢰를 

개념화하고 구성요소를 도출하며, 그 영향요인과 결과를 탐색한다. 도출한 

개념적 모형을 스마트폰 거래시장에 적용하여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스마

트폰 거래시장을 대상으로 소비자신뢰의 수준, 영향요인, 그리고 결과를 

분석하는 조사연구를 실시할 것이다.

제 2 절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위험과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 거래 상황에서, 소비자가 

인식하는 소비자신뢰의 수준은 어떠하고, 그러한 소비자신뢰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소비자신뢰가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소비자의 소비생활

에 필요하거나 또는 실제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내려지고 있는 

신뢰 판단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상당한 선행연

구가 축척되어 있는 일반적인 신뢰와 소비자신뢰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해 

소비자신뢰의 의미를 파악하고 하위요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소비자신

뢰의 개념화 작업을 연구의 시작으로 한다. 

   이때 소비자신뢰의 개념은 특정 상품시장과 상관없이 일반적, 보편적으

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 개발하고, 이후 도출된 이론적 개념화를 바탕

으로 스마트폰 거래시장에 적용하는 실증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소비자신

뢰가 내재하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포착할 수 있도록 소비자신뢰를 다양

한 방식으로 개념화하고 측정할 것이다. 소비자신뢰의 개념화와 더불어 소

비자신뢰의 원인과 결과를 살펴볼 것이며, 이 또한 문헌고찰을 통해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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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모형을 구성하고, 이를 스마트폰 거래시장에 적용해 측정할 것이다. 따

라서 본 연구는 크게 이론적 고찰과 실증적 고찰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신뢰 개념의 체계화와 측정도구 개발을 통해 소비자 

관점에서 시장을 진단하는 또 하나의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신뢰는 보다 

객관적인 위험 판단에 비해, ‘믿음의 비약’이 포함된 더 주관적인, 총체적

인 판단이므로, 소비자의 위험 인식보다 소비자의 구매과정에 더 큰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소비자신뢰는 소비자의 감정까지 포함하여 현재 시장에 

대해 소비자가 느끼는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기준 중 하나라 하

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신뢰의 제도적 영향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함

으로써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면

서 여러 경제 주체가 상생하는 시장으로 나아가는 방안의 마련에 작게나

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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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신뢰에 대한 연구

   신뢰는 주체인 신뢰자(trustor)가 객체인 어떤 대상(피신뢰자, trustee)

을 신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McKnight & Chervany, 2001). 소비자신

뢰는 신뢰를 갖는 주체가 소비자인 것으로, 소비생활(구매과정)에서 소비

자가 갖는 신뢰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뢰’는 무엇일까? ‘소비자신

뢰’에 대한 논의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1). 

   신뢰는 다면적 특성을 지닌 개념이어서 선행연구들에서 여러 논점으로 

설명되고 있다. 신뢰의 조건, 신뢰의 의미(조건을 제외한 것), 신뢰의 차

원, 신뢰의 상태에 대한 논의들이 있고, 사실상 이들을 모두 합친 것이 신

뢰의 정의를 이룬다. 전체 그림을 조망한다는 관점에서 신뢰의 정의를 먼

저 살펴본 후, 각 논점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1. 신뢰의 개념

1) 신뢰의 정의

   신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대인간 신뢰(Interpersonal trust)이므

로, 심리학에서 신뢰연구가 시작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심리학 분야

에서 Rotter(1967)는 대인간 신뢰를 “상대방(개인 또는 집단)의 말, 약속, 

1) 해외의 신뢰연구에서는 신뢰를 의미하거나 관련된 표현으로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영문 표현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혼란의 여지가 있는 경

우 본문에도 영문을 함께 표시하였다.

   신뢰(trust), 신념(belief), 기대(expectancy, expectation), 확신(confidence), 

   신용(credibility), 인식(perception), (기꺼이 할) 의사/의지(willingness), 

   신뢰성(trustworthiness), 신뢰성(reliability),

   믿음(faith)(‘믿음의 비약(leap of faith)’ 표현으로 자주 등장).   



- 7 -

구두의 또는 작성된 진술이 의존할만하다는(be relied upon)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진 기대”로 정의하였다(p.651). 대인간 신뢰는 협력과 상호의존

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회적 상황에서 기초를 이루는 것이기에

(Johnson-George & Swap, 1982), 사회심리학 분야에서도 신뢰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었다.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Deutsch(1973)는 신뢰를 “상대

방으로부터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원하는 것을 찾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정의하였고(Rempel et al., 1985 재인용, p.95), Rempel et al.(1985)은 

“개인에게 미래에 발생할 일에 대한 주관적 가능성과 관련된 일반화된 기

대(Rotter, 1980; Scanzoni, 1979 정의 참고하여 저자가 정립)”로 정의하

였으며, Koller(1988)는 “상호작용하는 상대방이 자신(신뢰자)에게 부정적

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상대방이 (신뢰자) 자신에게 유리하게 행동할 수 있고, 할 것이라는 

기대”로 신뢰를 정의하였다(p.266). 이들 연구에서는 신뢰를 상대방에 대

한 인지적인 그리고 어떤 긍정적 ‘기대’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사회학 분야에서 Luhmann(1979)는 신뢰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의 신념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행위의 기초로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를 포함”(McAllister, 1995 재인용, p.25)하는 것으로 보았고, 

Lewis & Weigert(1985)는 신뢰에 대한 심리학, 정치학 연구의 개념적, 이

론적 한계를 지적하고 Luhmann(1979)과 Barber(1983)의 연구를 기반으

로 신뢰에 대한 사회학적 개념화를 전개하였는데, 그것은 신뢰를 개인적인 

심리적 요소로 축소시키는 것이 아닌, 다차원의 ‘사회적 현실(reality)’로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Lewis & Weigert(1985)는 신뢰의 다면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신뢰를 인지적(cognitive), 감정적(emotional), 그리

고 행동적(behavioral)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신뢰 개념

에 ‘의지’를 포함하고, 감정적, 행동적 차원을 추가하여 신뢰의 개념을 확

장, 정교화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학과 사회심리학의 신뢰연구들로부터 이론적 기초

를 마련한 McAllister(1995)는 조직학 분야에서 대인간 신뢰를 연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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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그리고 결정에 확신을 갖고, 그에 기초하여 기꺼

이 행동하고자 하는 정도”로 신뢰를 정의하였다(p.25). 또한 Mayer et 

al.(1995)은 신뢰를 “신뢰자가 상대방이 자신에게 중요한 특정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해서, 상대방을 감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

과 상관없이, 상대방의 행동에 취약해질 의사(willingness)”(p.712)라 정의

하였고, Rousseau et al.(1998)은 “상대방의 의도나 행동에 대한 긍정적

인 기대를 바탕으로, 취약성을 수용할 의도로 구성된 심리적 상태”(p.395)

로 신뢰를 정의하였다. Rousseau et al.(1998)는 Mayer et al.(1995)의 

신뢰 정의에 ‘심리적 상태’를 추가하여 신뢰의 상태를 더 명확하게 정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신뢰를 인식의 수준에 머무는 기대를 

넘어 행동 쪽에 더 가까운, ‘의사’, ‘의도’로 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Mayer et al.(1995)와 Rousseau et al.(1998)의 연구에서는 ‘취

약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어떠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때, 상대방

(피신뢰자)이 상황에 대한 더 높은 통제력을 갖고 있는 경우 개인(신뢰자)

에게 상대방에 대한 신뢰 판단이 필요하게 되므로(Koller, 1988), 결과의 

위험이 있는 상황은 신뢰가 발생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일정

수준의 위험, 불확실성은 신뢰가 존재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Pavlou, 

2003). 이상의 두 연구에서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신뢰의 조건을 ‘취약성’

이란 용어로 더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다.

   조직학 분야의 또 다른 연구인 McKnight et al.(1998)은 Mayer et 

al.(1995)의 신뢰 정의를 바탕으로 신뢰 개념을 더 체계화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대인간 신뢰를 “상대방을 믿고, 의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의하

고, 신뢰 개념을 ‘신뢰신념’과 ‘신뢰의도’라는 2개의 구성요소로 구분해 설

명하였다. 신뢰신념(trusting beliefs)은 “그 상황에서 상대방의 선의, 능

력, 정직, 또는 예측가능성을 믿는 것”이고, 신뢰의도(trusting intention)

는 “주어진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기꺼이 의존하는 것”이다(p.474). 

   이후 McKnight & Chervany(2001)는 본격적으로 신뢰 유형학을 정립

하려 시도하여 다학제적인 통합 신뢰모델을 제안하였다. McKn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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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rvany(2001)는 학문분야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여 신뢰의 대상을 다양

하게 설정하고 그에 따라 신뢰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심리학과 

경제학에서 성향적 신뢰를, 사회학에서 제도적 신뢰를, 사회심리학에서 대

인간 신뢰를 채택하였다. 대인간 신뢰는 특정 상대방을 개인적으로 신뢰하

는 것으로, 다시 신뢰신념, 신뢰의도, 그리고 신뢰관련행동(trust-related 

behavior)으로 구성된다. 제도적 신뢰(institutional trust)는 제도 기반 

신뢰(institution-based trust)로 구성되고, 이는 어떤 상황이나 구조에 대

해 신뢰하는 것이다. 성향적 신뢰(dispositional trust)는 신뢰성향

(disposition to trust)으로 구성되고, 이는 일반적인 타인에 대해 신뢰하

는 것이다. 

   다학제적인 신뢰연구를 시도한 연구자들은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진 신

뢰연구를 종합하여 신뢰의 조건을 제시하였다. 신뢰가 성립하기 위한 신뢰

의 조건은 상호의존성, 위험성, 취약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Rousseau et 

al.(1998)은 신뢰가 발생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학문분야를 넘어서

까지 합의된 것으로 ‘위험’과 ‘상호의존성’을 언급하고 있다. McKnight & 

Chervany(2001) 또한 신뢰 정의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측면들로 

위험 또는 불확실한 상황, 통제권의 부재를 제안하였고, 김우택·김지희 편

(2002)은 기존연구들로부터 신뢰 개념의 공통인자를 상호의존성, 위험성, 

취약성, 명예 4가지로 도출하였다. 상호의존성은 서로 의존하지 않고서는 

이득을 볼 수 없는 관계(Rousseau et al., 1998)를 말하는 것이고, 상호

의존성을 전제하는 관계에서는 신뢰 대상이 신뢰 주체의 기대처럼 행동하

지 않을 위험성이 상존하게 된다. 취약성은 위의 위험성으로부터 신뢰주체

에게 야기되는 것으로,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를 기꺼이 감수하고 신뢰 대상을 수용함으로써 자신을 상대방에 대해 취

약한 상태에 두려는 신뢰자의 자발적인 의지“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김우

택·김지희 편, 2002, p.21). 명예는 신뢰의 선행요인이지 신뢰의 구성요소

가 아니라 생각하므로 설명에서 제외한다. 문헌고찰 연구를 진행한 

Lewicki et al.(2006) 또한 신뢰 개념의 중심요소에 수렴하는 사항으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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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존적이고 위험한 상황을 전제하고 그럼에도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로 “취약성을 기꺼이 감수할 의사”를 말하고 있다.

2) 신뢰의 상태

   여기에서는 신뢰가 인간의 의식과 행동 중에서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논의를 다룬다. 크게는 신뢰가 심리적 상태인가 행동인가? 신뢰가 심리적 

상태라면, 심리적 상태 내에서 무엇인가? 라는 두 가지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다. 신뢰행동이 곧 신뢰라는 견해, 심리적 상태 중에서 신뢰의도(취

약해질 의사)가 신뢰라는 견해, 신뢰신념(신뢰성)만이 신뢰라는 견해, 신뢰

신념과 신뢰의도를 구분하고 두 요소가 모두 신뢰를 구성한다는 견해 등 

여러 입장이 존재한다.

   먼저 신뢰가 심리적 상태인가 행동인가 하는 논란은 신뢰연구를 전통

적으로 행동적 접근과 심리적 접근으로 분류해왔다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Lewicki et al., 2006). 행동적 전통은 신뢰를 게임에서 협력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합리적 선택행동으로 보는 것이고, 심리적 전통은 신뢰에 관한 

개인의 복잡한 내적 상태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으로, 기대, 의도, 감정, 그

리고 성향이 포함된다(Lewicki et al., 2006). 

   위의 구분에 따르면 Mayer et al.(1995)와 Rousseau et al.(1998)의 

신뢰연구는 모두 신뢰의 ‘심리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두 연구 모두 신뢰

를 ‘취약해질 의사’로 정의한다. Mayer et al.(1995)의 ‘취약해질 의사’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위

험을 감수하는 것(위험감수행동)은 신뢰의 결과로 본다. Rousseau et 

al.(1998) 역시 신뢰는 협력과 같은 행동이 아니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과 

같은 선택도 아니며, 그런 행동을 야기하거나 그런 행동으로부터 야기되는 

기저에 있는 심리적 조건이라고 말한다. 이를 Rousseau et al.(1998)은 

자신의 신뢰 정의에서 ‘심리적 상태’란 용어로 명확하게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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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Mayer et al.(1995), Rousseau et al.(1998) 두 연구는 신뢰를 

어떤 기대와 취약해질 의사를 결합해 설명하고 있어, 심리적 상태 중에서

도 ‘신뢰의도’를 신뢰로 보는 입장이다. Rousseau et al.(1998)은 “확신 

있는 기대와 기꺼이 취약해질 의사”가 연구 분야(심리학, 조직학, 경제학

에 이르기까지)를 막론한 모든 신뢰 정의의 중요한 구성요소라 하였다. 

‘취약해질 의사’가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근거로 형성되는 것이

어서 이때 ‘기대’는 신뢰가 아니라 신뢰의 선행요소가 된다고 본다. 이러

한 ‘긍정적인 기대’를 Mayer et al.(1995)은 ‘신뢰성(trustworthiness)’이

라 명명하여 ‘신뢰(trust)’와 구분하였다. Mayer et al.(1995)은 신뢰성은 

‘피신뢰자의 특성’으로 구성되고, 이것은 신뢰 형성을 위한 기초를 세우는 

것으로 신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분명히 구별된다고 주장하였다.

   신뢰신념(신뢰성)과 신뢰의도가 모두 신뢰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보는 

견해는 McKnight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취하는 입장이다

(McKnight et al., 1998; McKnight & Chervany, 2001). 이때 

McKnight과 동료의 연구들에 제시된 ‘신뢰신념’과 ‘신뢰의도’ 개념은 

Mayer et al.(1995)과 Rousseau et al.(1998) 신뢰 정의의 ‘긍정적인 기

대(신뢰성)’와 ‘취약해질 의사’에 각각 대응된다. 반면 ‘신뢰성(신뢰신념)’과 

신뢰 개념을 동일하게 보는 견해는 특히 실증연구에서 많이 취하고 있는 

입장으로 소비자신뢰 연구 부분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지금까지는 신뢰 정의에서 신뢰가 신념(신뢰성)인지, 행동의도(신뢰의

도)인지, 아니면 둘 다로 구성되는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

았다. 이것은 신뢰가 인간의 인식과 행동 체계에서 어디쯤인가에 대한 다

소 형식적인 문제일 수도 있으나, 견해에 따라 신뢰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

문에 살펴볼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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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뢰의 차원

   신뢰의 차원은 신뢰자가 피신뢰자에게 기대하는 긍정적인 속성으로 구

성하는 경우, 인간이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에 따라 인지와 감정으로 구성

하는 경우로 구분해볼 수 있다.

(1) 피신뢰자의 속성

   신뢰연구에서 신뢰의 상태를 어떻게 다루었는가에 따라 ‘신뢰성

(trustworthiness)’(Mayer et al., 1995의 표현에 따르면), ‘신뢰신념

(trusting belief)’(McKnight et al., 1998) 또는 ‘신뢰(trust)’의 차원/유형 

구분에 대한 논의가 된다. 신뢰한다고 할 때, 상대방에 대해 ‘어떤 긍정적

인 기대’를 갖는지에 대한 것이다. 신뢰 연구자들은 이것을 신뢰자가 기대

하는 ‘신뢰 대상(피신뢰자)의 특성 또는 속성’으로 본다.

   Mayer et al.(1995)은 신뢰성의 요소로, 능력(ability), 선의

(benevolence), 그리고 성실(integrity)이라는 피신뢰인의 3가지 특성을 

제안하였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신뢰의 영향요인들을 검토하여, 1개에서 

10개까지(Butler, 1991) 특성 중에서 자주 등장한 세 요소를 택한 것이다

(Mayer et al., 1995). 이러한 신뢰성의 3개 요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

사법에서 화자의 신뢰성(ethos)을 판단하는 기초가 되는 청자의 세 가지 

인식(지식, 호의, 정직)과 평행을 이룬다(Mayer et al., 1995). 능력은 “기

술, 적격성(competencies)으로, 당사자가 특정한 영역 내에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특성들의 집합”(p.717)이고, 선의는 “피신뢰자가 자기

중심적인 이익 동기를 제쳐놓고, 신뢰자에게 좋은 일을 하길 원한다고 믿

어지는 정도”(p.718)이며, 성실은 “피신뢰자가 신뢰자가 수용할만한 원칙

에 충실할 것이라는 신뢰자의 인식”(p.719)이다(Mayer et al., 1995). 

   McKnight et al.(1998), McKnight & Chervany(2001)는 신뢰신념을 

4개로 구성한다. 피신뢰인을 신뢰할만하다고 판단하는 핵심 속성은 피신뢰

인이 도울 의사가 있는가 하는 ‘선의’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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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고, 추가적으로 ‘성실’하다는 것은 피신뢰인이 신뢰자를 도울 의사를 

증명하는 것이며,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또한 미래를 보증하는 것이

다(McKnight & Chervany, 2001). Mayer et al.(1995)이 제시한 3개의 

차원(능력, 선의, 성실)에 예측가능성 하나를 더 추가하여 4개 차원으로 구

성한 것이다.

(2) 인지와 감정

   신뢰가 선행연구에서 주로 인지적 과정으로 다뤄지고, 감정은 상대적으

로 간과되었다는 점이 지적되면서(Swan et al., 1999), 신뢰에서 감정을 

다루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Lewis & Weigert(1985)는 신뢰를 합리적, 

인지적 관점으로만 봤던 초기 신뢰연구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면서, 신뢰를 

인지적, 감정적, 그리고 행동적 차원을 포괄하는 다원적 상태로 다룰 것을 

주장하였다(Lewicki et al., 2006). 신뢰를 인지, 감정, 행동으로 구분한 

것은 인간이 사회적 경험을 하는 세 가지 방식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Lewis & Weigert, 1985). 

   신뢰 차원에서 ‘인지적’의 의미는 ‘합리적’과, ‘감정적’은 ‘관계적’과 동

일한 의미로 쓰였다(Lewis & Weigert, 2012). 신뢰의 인지적 기초는 신뢰

성의 근거를 구성하는 “타당한 이유”이고, 신뢰의 감정적 기초는 그 관계

에 속해 있는 사람들 간의 “감정적 유대”로 구성된다(Lewis & Weigert, 

1985). 신뢰의 행동적 차원은 행동하는 것 그 자체로, 행동적 신뢰는 위험

감수행동과 동일한 것이어서(Lewis & Weigert, 1985; Lewis & Weigert, 

2012), 엄밀히는 신뢰의 결과에 해당한다.

   Lewis & Weigert(1985)는 ‘합리성’과 ‘감정’을 두 축으로 신뢰의 유형

을 구분하였는데, 신뢰 관계에서 감정적 요소보다 인지적 요소가 우세한 

경우를 “인지적 신뢰”, 반대로 인지적 요소보다 감정적 요소가 더 지배적

인 경우를 “감정적 신뢰”라 명명하였다. 저자는 만약 신뢰에서 인지적 요

소가 전혀 없다면 그것은 신앙과 같은 ‘믿음(faith)’이고, 감정적 요소가 

전혀 없다면 그것은 단지 ‘예측’으로, 모두 신뢰와는 다르다고 본다. 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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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인지적 요소인 합리성과 감정적 요소인 감정이 모두 높은 경우

를 “이상적인 신뢰(idealogical trust)”로 보고 있다.

   사회심리학 분야에서는 Rempel et al.(1985)이 가까운 관계의 대인간 

신뢰를 예측가능성, 의존성, 믿음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때 ‘믿음’이 신뢰의 

감정적 측면과 관계가 있다. ‘예측가능성’과 ‘의존성’은 과거 경험과 증거

의 신뢰성(reliability)에 기초해서 형성되지만, 미래에는 과거나 현재의 경

험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새로운 상황과 환경이 닥치게 마련이며, 따라

서 안전하게 과거 경험에 기초할 수 없는 부분이 신뢰에 남아있게 된다. 

이에 대해 Rempel et al.(1985)은 “믿음(faith)”이란 용어를 사용해 설명

하면서, 종교적 맥락에서 믿음은 추정을 진실로 받아들이기 위해, 가능한 

증거를 넘어서야만 하는 신념의 측면을 말한다고 하였다. ‘믿음’은 “불확

실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관계에서 확신의 느낌과 상대방으로부터 기대하

는 반응성(responsiveness)과 관심”(Rempel et al., 1985, p.101)으로 정의

되었다. 

   Lewis & Weigert(1985), Rempel et al.(1985) 두 연구는 이후 신뢰의 

차원을 인지와 감정으로 구분하는 연구들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게 되었

다. 조직학 분야에서 McAllister(1995)는 관리자와 동료 사이의 대인간 신

뢰를 연구하면서, Lewis & Weigert(1985) 연구를 이론적 기초로 삼아 신

뢰를 ‘인지 기반 신뢰(cognition-based trust)’와 ‘감정 기반 신뢰

(affect-based trust)’라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인지 기반 신뢰는 

“동료의 신뢰성(reliability and dependability)에 대한 개인의 신념”에 근

거한 것으로(McAllister, 1995, p.25), “상대방의 능력과 신뢰성에 대한 

근거를 기초로 한 판단”으로 정의된다(Chua et al., 2008, p.437). 감정 

기반 신뢰는 “서로 상호간의 관심과 배려”에 근거하는 것으로(McAllister, 

1995, p.25), “상대방의 감정과 동기에 대한 신뢰자 자신의 감정과 감각으

로 발생한 유대감”으로 정의되었다(Chua et al., 2008, p.437). 전자는 

“머리로부터의 신뢰”, 후자는 “심장으로부터의 신뢰”라 할 수 있다(Chua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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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조건

상호의존성

신뢰의 상태

신뢰행동

신뢰의도
위험성, 불확실성 

신뢰신념
취약성(통제권의 부재) 신뢰태도

신뢰의 의미
긍정적인 기대 신뢰신념+신뢰의도
기꺼이 감수할 의사 신뢰신념+신뢰태도+신뢰의도

신뢰의 차원

피신

뢰자 

속성

능력
인간의 

경험 방식

인지
선의

성실(정직)
감정

예측가능성

   McAllister(1995)는 인지, 감정 기반 신뢰의 이론화에는 Lewis & 

Weigert(1985) 연구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 연구는 개념적 연구여서, 실증

연구 수행을 위해 McAllister(1995)는 새로운 신뢰 척도를 개발하였고 이 

척도는 이후 신뢰를 인지, 감정 두 차원으로 구분하는 많은 실증연구

(Chua et al., 2008; Molm et al., 2009; Newman et al., 2014)의 초석

으로 기능하게 되었다(Newman et al., 2014). McAllister(1995)의 설문 

항목은 예를 들어, 감정 기반 신뢰의 항목으로 생각과 느낌 등을 공유하는 

관계를 갖고 있는지,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게 된다면 상실감을 느낄 것

인지 등을 질문하였고, 인지 기반 신뢰 항목으로는 그 사람의 실적을 볼 

때 능력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그가 부주의한 일 처리로 내 

일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등을 질문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신뢰의 개념에 대한 논점을 정리한 표를 아래에 제시

하였다.

[표 2-1] 신뢰의 개념에 대한 논점 정리

2. 신뢰의 영향요인

   신뢰가 어떤 원천에서 발생하였는가에 따라 신뢰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의 하위요소 또는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신뢰의 영향요인을 

제시한 연구들이 있다. 이들은 신뢰의 유형과 신뢰의 원인이 결합되어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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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영향요인을 찾는 데 있어 체계적으

로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Zucker(1986)는 신뢰의 생산(trust production)을 ①과거 또는 기대

된 미래 교환에서 기인하는 과정 기반 신뢰, ②회사의 특징과 문화적 또는 

사회적 집단의 관련성에 기초하는 특질 기반 신뢰, ③제도적 환경과 관련 

있는 곳에서 형성되는 제도 기반 신뢰의 3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Schilke et al., 2016에서 재인용). 

   Schilke et al.(2016)은 조직간 신뢰(구매자-판매자 관계)를 연구하면

서, Zucker(1986)의 연구를 계승하여 신뢰 형성을 3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과정 기반 신뢰는 특정 대상에 대해 

공공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인식으로 정의되는 ‘평판’으로, 특질 기반 신뢰

는 교환 파트너간 인식한 사회적 동질성으로, 제도 기반 신뢰는 ‘외부 참

고자(external references)’란 명칭으로, 피신뢰자가 명성이 있는 다른 회

사들과 관련된 정도를 측정하였다. 역시 Zucker(1986)의 신뢰 생산 메커

니즘을 적용한 Luo(2002)는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우려를 해소

하기 위해 소비자의 온라인 신뢰 형성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연구 결과, 소비자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우려를 해결할 가능성이 가장 높

은 것은 신뢰 인프라를 제공하는 제도 기반 신뢰이며, 특질 기반 신뢰와 

과정 기반 신뢰는 개인의 정보 불안을 완화해주겠지만 그 정도는 작을 것

으로 예상하였다. 

   Williamson(1993)은 신뢰의 유형을 계산적 신뢰, 개인적 신뢰, 그리고 

제도적 신뢰, 세 가지로 구분한다. 계산적 신뢰는 신뢰의 합리적인 형태로 

상호적인 담보와 경제적 약속으로 조성되는 신뢰를, 개인적 신뢰는 그것의 

형성이나 지속, 그리고 적용을 위해 자기이익의 계산에 의존하지 않는 신

뢰를, 제도적 신뢰는 사회적, 조직적 배태성(embeddedness)로부터 도출

되는 신뢰를 말한다(Zaheer & Venkatraman, 1995; Young-Ybarra & 

Wiersema, 1999).

   Shapiro et al.(1992)은 신뢰를 억제 기반 신뢰, 지식 기반 신뢰,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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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반 신뢰로 구분하였고, Lewicki and Bunker(1996)는 계산 기반 신

뢰, 지식 기반 신뢰, 동일시 기반 신뢰로 구분하였다. Lewicki and 

Bunker(1995, 1996)는 Shapiro et al.(1992) 연구에 수정을 가하여 억제 

기반 신뢰를 계산 기반 신뢰로 변경하였고, 이때 계산 기반 신뢰는 취약성

(비용)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거래에서 얻는 편익도 반영하게 된다

(Lewicki et al., 2006). 지식 기반 신뢰는 상대방을 아는 것에 기초하여, 

상대방이 원하고 선호하는 것, 그가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할지를 알고 이

해하는 것이고, 동일시 기반 신뢰는 당사자들끼리 각자의 소망, 의도, 원

하는 것, 가치를 공유하고 인정하여 상대방과 동일시를 증가시키는 것에 

기초하는 것이다(Lewicki et al., 2006). Rousseau et al.(1998)은 계산 

기반 신뢰와 관계적 신뢰로 구분한다. 이때 계산 기반 신뢰는 경제적 교환

에서 합리적 선택과 상호작용의 특징을 기반으로 하여, 억제력

(deterrence)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도와 능력에 대한 믿을만한 정보로

부터 도출된다(Lewicki et al., 2006). 관계적 신뢰는 시간 경과에 따라 

반복된 상호작용으로부터 도출되고, 그 과정에서 감정이 관계 내에 들어올 

수 있다(Lewicki et al., 2006). 

   Doney & Cannon(1997)은 기업 간 관계(산업재 구매자와 판매자 관

계)에서 신뢰의 발달과정을 계산 과정, 예견 과정, 능력 과정, 의도 과정, 

전의 과정이라는 5개로 분류해 살펴보고 있다. 계산 과정은 경제학 분야

의 연구에서 제안하는 관점으로 거래상대방이 속이거나 관계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과 보상을 계산하는 것이고, 예견 과정을 통한 신뢰의 발달은 

상대방의 과거 행동에 대한 정보가 있어 상대방의 행동을 예상할 수 있어

야 하므로, 반복된 상호작용이 예측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초가 된다(Doney 

& Cannon, 1997). 전이 과정을 통한 신뢰의 발달은 이미 신뢰를 받고 있

는 대상이 증거 원천으로 기능하여 그로부터 다른 사람/집단에게 신뢰가 

전이되는 것을 말한다(Doney & Cannon,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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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분류(신뢰 유형학) 신뢰의 원천/영향요인

Schilke et 

al.(2016)

실증연구

(Zucker

(1986)의 

개념연구 

계승)

특질 기반 신뢰(characteristic-based trust)

: 신뢰가 회사 특징과 문화적 또는 사회적 

집단의 관련성에 기초

사회적 동질성

과정 기반 신뢰(process-based trust)

: 신뢰가 과거 또는 기대된 미래 교환에서 

기인

평판

제도 기반 신뢰(institutional-based trust)

: 신뢰가 제도적 환경과 관련 있는 곳에서 

형성됨

외부 참고자

Luo(2002)

개념연구

(Zucker

(1986)의 

개념연구

계승)

특질 기반 신뢰

: 개인의 공통성(commonalties)이 있는, 사람 

또는 집단이 신뢰의 근거

가족, 공동체, 친족과 

같은 멤버십

과정 기반 신뢰

: 과거의 거래, 반복된 구매(예, 평판), 또는 

기대된 미래 교환(예, 선물주기)이 신뢰의 

근거. 이 신뢰 형성의 핵심요소는 이전 

상호작용에서의 만족과 구매 경험.

평판, 브랜드, 무료 

선물(gift-giving)

제도 기반 신뢰

: 공식적인 사회적 구조(제도와 제3자 

보증인)가 신뢰의 근거

-제3자의 인증의 표시: 

privacy 

seal(TRUSTe, 

BBBOnLine), 

전문가자격증(의료, 

법률, 회계사)

-중개 메커니즘: 

에스크로, 정부규제자

Williamson

(1993)

개념연구

계산적 신뢰(calculative trust) 그 계약의 보호장치

개인적 신뢰(personal trust) 이타성

제도적 신뢰(institutional trust) 제도적 환경

Shapiro, 

Sheppard, 

and 

Cheraskin

(1992)

개념연구

억제 기반 신뢰(deterrence-based trust)

: 관계의 중단 또는 보복 행동의 가능성의 

잠재적 비용이 의심스러운(distrustful) 행동의 

단기간 이익보다 더 클 때

-반복된 상호작용

-다면적 상호작용

  (동시에 여러 거래)

-평판(담보로서 기능)

지식 기반 신뢰(knowledge-based trust)

: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도록 상대방에 

대해 잘 알 때(Lewicki et al., 2006). 

예측가능성이 신뢰의 기초.

-정기적 대화

-충분히 조사하기

동일시 기반 신뢰(identification-based trust) -공동의 상품과 목표

[표 2-2] 신뢰의 근거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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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의 선호를 완전히 내면화할 때; 

서로의 이익 안에서 의사결정할 때

(Lewicki et al., 2006)

-같은 이름

-거리의 근접성

-공유하는 가치

Lewicki 

and 

Bunker

(1995, 

1996)

개념연구

계산 기반 신뢰(calculus-based trust)

: 관계를 유지하는 비용과 이익의 계산 

Lewicki et al.(2006)

재인용

지식 기반 신뢰

: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도록 상대방을 

충분히 잘 아는 것

동일시 기반 신뢰

: 상대방의 소망과 의도를 동일시하고 

상호간에 이해하여 상대방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것

Rousseau, 

Sitkin, 

Burt, and 

Camerer

(1998)

개념연구

계산 기반 신뢰

: 경제적 교환에 기초한 상호작용의 특징인 

합리적(rational) 선택에 기초를 두고 있음

-억제력의 존재 

-상대방에 대한 의도 

또는 능력에 관한 

신용할 수 있는 정보

관계적 신뢰(relational trust)

: 신뢰자와 피신뢰자 사이에서 시간 경과에 

따라 반복된 상호작용으로부터 비롯됨. 관계 

그 자체 내에서 신뢰자에게 가능한 정보가 

관계적 신뢰의 기초를 형성함.

-반복된 상호작용

-감정

=감정적 신뢰,

=동일성 기반 신뢰

제도 기반 신뢰

: 계산 기반 신뢰와 관계적 신뢰가 쉽게 

형성되도록 함. 사전적인 억제력은 신뢰를 

촉진. 제도적 요인은 위험감수와 신뢰행동을 

지속시키는 넓은 범위의 지지로서 기능함.

-팀워크 문화,

-개인의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적 시스템

※억제 기반 신뢰

: 신뢰 위반에 대한 제재의 비용이 기회주의 

행동의 잠재적 이익을 능가할 때. 그러나 

신뢰가 아니라고 결론(낮은 수준의 불신에 더 

가까움)

(신뢰가 통제 

메커니즘이 아닌, 

상대방의 동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반영하는 통제의 

대체수단이기 때문)

Doney & 

Cannon

(1997)

실증연구

계산 과정(calculative process)

: 피신뢰자가 신뢰하지 못할 행동을 하는 

경우의 비용과/또는 보상을 신뢰자가 계산하는 

것

-공급회사의 평판, 

크기, 주문제작할 

의사, 기밀 정보 공유

-공급회사와 관계의 기간

-판매원과 관계의 기간

예견 과정(prediction process)

: 신뢰자가 피신뢰자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확신을 발달시키는 것

-공급회사와 관계의 기간

-판매원의 호감도, 유사성

-판매원과 사회적 접촉 

빈도

-판매원과 관계의 기간

능력 과정(capability process)

: 피신뢰자가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 

-판매원의 전문성

-판매원의 힘(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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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자가 평가하는 것

의도 과정(intentionality process)

: 피신뢰자의 의도를 신뢰자가 평가하는 것

-공급회사의 

주문제작할 의사, 기밀 

정보 공유

-판매원의 호감도, 유사성

-판매원과 사회적 접촉 

빈도

전이 과정(transference process)

: 피신뢰자에게로 신뢰가 이전되는 증거 

원천에 신뢰자가 의지하는 것

-공급회사의 평판, 크기

-공급회사에 대한 신뢰

-판매원에 대한 신뢰

제 2 절  소비자신뢰에 대한 연구

1. 소비자신뢰의 개념과 측정

1) 소비자신뢰의 정의

   신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대인간 신뢰로, 앞서 다룬 일반적인 신뢰

의 논의 또한 대인간 신뢰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소비자신뢰 연구

에서도 대인간 신뢰를 기본으로 논의가 진행되는데, 판매자에 대한 신뢰를 

다루는 경우가 많다(McKnight & Chervany, 2002). 소비자신뢰 관련 선

행연구에서 제시한 신뢰의 정의2)는 다음과 같다. 소비자신뢰를 직접 정의

한 경우도 있고, 일반적인 신뢰의 정의를 도출하여 자신의 연구대상에 적

용한 경우도 있다.   

   기업 간 관계에서 소비자(구매회사)의 신뢰를 연구한 경우, 신뢰에 대

해 Moorman et al.(1992)은 “교환 상대방에 대한 확신에서 그에게 의존

할 의사”(p.315)로, Morgan & Hunt(1994)는 “교환 상대방의 신뢰성

(reliability)과 성실에 대한 확신”(p.23)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Doney & 

2) 저자가 자신의 신뢰 개념 정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거나, 정의는 제시하지 않았더라

도 저자가 도출한 명확한 개념이 있는 경우를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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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non(1997)은 “신뢰의 대상에 대해 지각한 신용과 선의”(p.36)로, 

Geyskens et al.(1998)은 “회사가 교환 상대방이 정직하고/또는 선의를 

갖고 있을 것이라 믿는 정도”(p.225)로 신뢰를 정의하였다. 

   최종소비자와 사업자의 관계에서 소비자신뢰를 연구한 경우, 신뢰에 대

해 Jarvenpaa et al.(2000)은 “피신뢰자의 동기와 행동에 대한 신뢰자의 

기대”(p.45)로, Grazioli & Jarvenpaa(2000)는 “상대방의 약속에 의존할 

수 있다는 기대로서, 예측할 수 없는 환경에서 상대방이 신뢰자에게 호의

(goodwill)의 정신과 친절한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p.396)로 정

의하였다. Bhattacherjee(2002)는 신뢰를 “피신뢰자의 능력, 선의, 성실에 

대한 신뢰자의 신념”(p.220)으로, Gefen et al.(2003)은 “상대방에 대한 

특수한 신념들의 집합”(p.60)으로, Gefen & Straub(2004)은 “피신뢰자의 

능력, 선의, 성실, 그리고 예측가능성에 관한 신념”(p.409)으로 정의하였

고, Pavlou & Fygenson(2006)은 “피신뢰자가 신뢰자의 취약성을 부당하

게 이용하지 않고 신뢰자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게 협조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신념”(p.123), 그리고 Grayson et al.(2008)은 “교환 상대방이 

정직하고 선의를 갖고 있다는 신념”(p.242)으로 신뢰를 정의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에서 신뢰를 ‘신념’ 또는 ‘기대’로 정의한 것과 달리, 

Gefen & Reychav(2014)는 “위험(상대방이 상황의 이점을 과도하게 취할)

이 있을 때, 미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 신뢰받는 상대방에 의존할 실제 

의사”(p.111)로 정의하여 신뢰를 ‘의사(willingness)’로 간주하였다. 또한 

McKnight & Chervany(2002)는 다른 신뢰 정의와 달리, 신뢰를 신뢰신

념과 신뢰의도로 구성하여 신뢰신념은 “상대방이 신뢰자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믿는 것”(p.46)으로, 신뢰

의도는 “신뢰자가 그 상대방을 통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의존하고자 하거나 의존할 의도”(p.46)로 정의하였다. 

   한편 다학제적인 신뢰 정의가 개념의 혼란에서 의견 일치를 이뤄낸 성

과가 있더라도, 그 결과 신뢰의 개념이 너무 “늘어나” 연구에 적용 시 유

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Bigley & Pearce, 1998). 그에 따



- 22 -

라 Bigley & Pearce(1998)는 신뢰 개념화에서 연구의 초점이 “무엇이 신

뢰인가?”에서 “어떤 신뢰를 언제?”(p.406)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소비자신뢰 정의에서 이런 시각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연구(연구 

맥락을 반영하여 소비자, 판매자 등의 용어를 직접 사용해 소비자신뢰를 

정의한 경우)에서는 소비자신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Sirdeshmukh et al.(2002)은 “서비스 제공자가 의존할만하고, 약속을 지

킬 것을 믿을 수 있다는 소비자의 기대”(p.17)로, Gefen et al.(2003)은 

“온라인 판매자의 성실, 선의, 능력, 그리고 예측가능성에 대한 소비자의 

특수한 신념”(p.67)으로, Pavlou & Gefen(2004)은 “특정 시장에서 판매자

와의 온라인 거래가 신뢰할만하다는 그/그녀의 기대와 일치할 것이라는 

소비자의 주관적 신념”(판매자 집단에 대한 신뢰, p.40)으로 소비자신뢰를 

정의하였다. Pavlou & Fygenson(2006)은 소비자 행동 유형에 따라 “온

라인 판매자가 근거가 확실하고 정확하며,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

라는 소비자의 신념”(정보 얻는 행동에서 신뢰, p.123), “판매자가 제대로 

배달, 약속을 이행하고 상품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라는 신념”(상품 구매

하는 행동에서 신뢰, p.123)으로 구분해 정의하였고, Hong(2015)은 “상품 

구매와 관련된 위험요소를 온라인 판매자가 성공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소

비자가 기대하는 범위”(p.330)로 소비자신뢰를 정의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역시 ‘신념’ 또는 ‘기대’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신뢰를 

정의하였지만, Lee & Turban(2001)은 “소비자가 인터넷 판매자를 감시하

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상관없이, 인터넷 판매자가 받아들일만한 방

식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에 기초해서, 인터넷 쇼핑 거래에서 인터넷 

판매자의 행동에 취약해질 의사”(p.79)로, Gefen & Pavlou(2012)는 “판매

자가 거래 수행에 적절한 규칙을 충실히 지킬 것이라는 기대에 기초해서, 

시장에서 판매자 집단에 취약해질 구매자의 의사”(판매자 집단에 대한 신

뢰, p.942)로 ‘의사’ 표현을 이용해 소비자신뢰를 정의하였다.  



- 23 -

2) 소비자신뢰의 상태

   소비자신뢰 선행연구들에 제시된 신뢰 정의는 ‘신뢰의 상태’라는 관점

에서 크게 2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신뢰를 교환 상대방의 신뢰

성에 대한 (긍정적) 기대로 보는 것으로(Moorman et al., 1992; Singh & 

Sirdeshmukh, 2000), 신뢰 정의에서 ‘기대’, ‘신념’, ‘확신’, ‘인식’ 용어

가 사용되었다. 둘째는 취약성을 받아들이고 교환 상대방에게 의존하려는 

행동의도를 신뢰로 보는 것으로(Moorman et al., 1992; Singh & 

Sirdeshmukh, 2000), 신뢰 정의에서 ‘의사(willingness)’ 용어로 표현되

었다. 

   기존의 많은 신뢰 관련 연구가 신뢰를 인지적 신념 또는 기대로 정의

하였고(McKnight & Chervany, 2001), 위에서 살펴본 소비자신뢰 연구 

또한 대부분이 신뢰를 기대(신념)로 간주하는 첫 번째 관점을 따르고 있

다. Gefen et al.(2003)은 신뢰 내에서 신념과 의도의 구분은 주로 대인간 

상호작용 연구에서 이용된 것이고, 구매자와 판매자 간 관계와 같은 경제

적 거래에서 신뢰를 다룬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다고 설명하면서, 소비자와 온라인 판매자 간 계속적인 경제적 관계에서 

신뢰와 행동의도를 구별하고, 신뢰는 특정한 신념들의 집합으로 간주하였

다. 또한 Gefen & Reychav(2014)는 대부분의 실증연구에서 신뢰(의도)와 

신뢰성(신념)을 구별하지 않고, 때로는 두 개념을 혼합하여 측정도구를 만

들거나 노골적으로 신뢰성을 신뢰로 취급하였다는 점을 지적한다. ‘행동할 

의사’가 신뢰 개념에 내포된 것이어서, 신뢰 정의에서 의사가 불필요하다

는 주장도 있다(Morgan & Hunt, 1994). 행동할 의사가 없다면 애초에 

상대방을 “신뢰하는(trustworthy)” 것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Morgan & Hunt, 1994). Morgan & Hunt(1994)는 Fishbein & 

Ajzen(1975)이 행동적 의도를 태도의 결과로 봤던 것처럼 “의존할 의사”

는 신뢰 정의의 일부가 아니라 신뢰의 결과로(또는 대안적으로, 잠재적 지

시자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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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의 상태를 행동의도로 보는 두 번째 관점은 Lee & Turban(2011)

의 인터넷 쇼핑에 대한 소비자신뢰 정의에 잘 나타나 있다. 저자는 

Mayer et al.(1995)의 신뢰 정의를 채택하여 소비자신뢰에 대한 실증연구

임에도 ‘신뢰의도’만을 신뢰로 간주하고, 신뢰성(신념)은 소비자신뢰의 영

향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정의에 대한 서술 형태만으로는 Gefen & 

Pavlou(2012)와 Gefen & Reychav(2014)의 신뢰 정의도 두 번째 관점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신뢰를 기대(신념) 또는 행동의도 각각으로 간주하는 견해와 더

불어 신념과 행동의도 모두를 소비자신뢰의 구성요소로 보는 견해도 있다

(Moorman et al., 1992, 1993; McKnight & Chervany, 2002; 

McKnight et al., 2002a, 2002b). 만약 상대방에게 의존할 의사 없이 상

대방이 신뢰할만하다고 믿는다면 그 신뢰는 제한된 것이고, 상대방의 신뢰

성에 대한 신념 없이 상대방에게 의존할 의사가 있다면 이때의 의존은 신

뢰보다는 힘과 통제력에 의한 것이며, 따라서 신뢰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신념과 행동의도가 모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Moorman et al., 

1992). 앞서 조직학 분야에서 다학제적 신뢰 유형학을 마련한 McKnight 

& Chervany(2001)는 자신의 신뢰 모델을 전자상거래 상황의 소비자신뢰

에 적용한 연구(McKnight & Chervany, 2002)를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소비자신뢰가 신뢰신념과 신뢰의도라는 분리된 두 가지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McKnight & Chervany(2002)는 ‘기대’, ‘인식’

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신념’ 용어를 사용하여 인지적/감정적 신념으

로 ‘신뢰신념’을 구성하고, ‘신뢰의도’는 상대방에게 기꺼이 의존할 의사이

며,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상대방에 대한 통제력이나 힘에 기초하지 않고

도 기꺼이 할 의사를 수반하는 것이라 하였다. 신뢰신념과 신뢰의도 사이

의 연결은 신념이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상정하는 Fishbein & Ajzen의 

합리적 행위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에서 그 근거를 마

련하였다(McKnight & Chervany,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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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McKnight et al.(2002a) 신뢰모델

                                             자료: Li et al.(2006: 109)

   McKnight et al.(2002b)은 실증연구에서 전자상거래 판매자에 대한 소

비자신뢰를 신뢰신념과 신뢰의도(판매자에게 의존할 의사)로 구성하고, 소

비자의 실제 행동을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행동의도(판매자의 조언을 따

를 의도, 판매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도, 그 사이트에서 구매할 의

도)로 측정한 결과, 신뢰를 신뢰신념과 신뢰의도로 구분해 측정한 것이 유

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언수용, 정보제공, 구매행동 중 어떤 행동인가에 

따라 신뢰신념과 신뢰의도의 중요성이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소비자

의 조언수용과 구매행동에서는 신뢰신념보다 신뢰의도가 더 중요한 변수

로 나타났는데, 소비자가 판매자의 조언수용이나 구매행동에 나설 의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에 대한 ‘믿음의 비약’을 받아들일 의사까지 있

어야 하는 것이다. 반면 정보제공행동에서는 신뢰의도보다 신뢰신념이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저자들은 소비자가 정보

제공행동을 조언수용이나 구매행동만큼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의존할 의사를 덜 필수적으로 여겼을 것이라 해석하였다. McKnight & 

Chervany(2002) 개념연구를 바탕으로 발전시킨 McKnight et al.(2002a, 

2002b)의 소비자신뢰 실증 모델은 이후 경영, 마케팅, MIS(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신뢰 모델이 되었다

(Gefen & Reychav,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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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Li et al.(2006) 신뢰모델

자료: Li et al.(2006: 110)

   McKnight의 연구에 수정을 가해, 신뢰신념, 신뢰태도, 신뢰의도 세 개

의 구성요소로 신뢰를 구성하는 연구도 있다. McKnight과 동료들은 자신

들의 일련의 연구에 TRA를 적용하였지만, ‘간명성(parsimonious)’을 고

려해 태도는 제외하고 신념과 의도로 신뢰 개념을 구성하였다. 합리적 행

위이론은 본래 신념이 태도로 이어지고, 태도가 행동의도로 이어지며, 행

동의도가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순차적인 관계를 상정하고 있다. Li et 

al.(2006), Li et al.(2008)는 McKnight 연구에서 제외된 ‘태도’까지 포함

시켜 신뢰 개념을 구성하였다. 신뢰 개념에 합리적 행위이론을 더 충실히 

반영한 입장이라 할 수 있다. Li et al.(2006, 2008)은 사업자가 아니라 

정부의 새로운 정보시스템(NID system)을 신뢰의 대상으로 하여 시민의 

신뢰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지만, 정부서비스를 수용하고 이용하는 입장

에서 이 역시 소비자신뢰의 영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저자들 역시 판매

자에 대한 소비자신뢰 모델(McKnight et al., 2002a)을 자신들의 연구모

형의 기초로 삼고 있다.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사회적 영향)이 

행동의도를 결정한다고 상정하는 TRA를 따라 Li et al.(2006)은 신뢰의도

의 결정요소로 신뢰태도와 주관적 규범을 연구모형에 포함시켰다. 신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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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 행동들을 수행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또는 나쁜 결과가 

초래될지에 대한 신뢰자의 개인적 판단으로, “신뢰관련행동에 대한 신뢰자

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p.48)로 정의되었다(Li et al., 2008). 실증연

구 결과, McKnight의 신뢰모델에 두 요소를 추가시킨 저자의 확장 신뢰

모델이 McKnight의 모델보다 신뢰의도를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특히 두 요소 중에서도 신뢰태도가 신뢰의도의 설명력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Li et al., 2006). 

   소비자신뢰를 태도(attitude)로만 간주한 연구는 드물지만 간혹 존재하

였다. Corritore et al.(2003)은 웹사이트(거래 또는 정보제공)를 신뢰의 

대상으로 하여, 온라인 신뢰를 “위험성이 있는 온라인 상황에서 자신의 취

약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있는 기대의 태도”(p.740)

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는 개념연구이고, 뒤에서 온라인 신뢰를 ‘인식의 

경험’이란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어 정의에 제시한 태도가 어떠한 차별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Young & Albaum(2003)은 직

접 판매자에 대한 신뢰를 “...감정적, 인지적 요소를 포함하여 발달하는 감

정적 상태”(p.255)로 정의하고, 판매원에 대한 신뢰 관련 ‘태도’, ‘느낌’을 

신뢰 측정도구로 이용하였다.   

   그밖에 Kim(2012)은 신뢰와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을 결합하여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소비자신뢰를 신뢰신념과 

신뢰태도로 구성하고, 신뢰태도가 온라인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설정하였다(신뢰태도가 신뢰신념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매

개). 신뢰신념은 판매자의 신뢰성(능력, 선의, 성실)에 대한 소비자의 전체

적 인식, 신뢰태도는 대상에 대한 좋거나 나쁜 감정으로 구성하였다. 실증

연구 결과, 신뢰신념은 신뢰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신뢰태도는 

구매의도에 직접적으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소비자신뢰의 상태에 대한 논의는 ‘심리적 상태’ 내에서 차이가 

존재하고 구분되는 것이지만, 신뢰행동을 신뢰로 보는 관점 또한 가능하

다. 기업 간 관계에서 이전의 경제적 동맹이 있다는 것, 이전에 협력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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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 있다는 것을 신뢰의 대리변수로 이용하는 것은(Gulati, 1995) 실제 

행동을 신뢰로 다루는 관점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Gefen et al., 2003). 

McKnight & Chervany(2001)는 다학제적 신뢰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신뢰를 행동으로 정의한 연구들을 고려하여 대인간 신뢰의 구성요소를 신

뢰신념, 신뢰의도, 신뢰관련행동으로 구성하였으나, 이를 전자상거래 소비

자신뢰에 적용한 연구(McKnight & Chervany, 2002, McKnight et al., 

2002a)에서는 신뢰관련행동을 판매자에 대한 신뢰를 벗어난 외부 변수로 

설정하였다. 신뢰관련행동은 신뢰의도와 달리 위험의 ‘수용’이고(Mayer et 

al., 1995; McKnight & Chervany, 2001), 따라서 신뢰의 결과라 할 수 

있다. McKnight & Chervany(2002)는 소비자의 신뢰관련행동으로 구매

행동, 협력행동, 정보제공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3) 소비자신뢰의 차원

(1) 피신뢰자의 속성

   소비자신뢰의 구성요소 중 신뢰신념 또는 신뢰성이라 지칭되는 요소의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에서 다룬다. 신뢰신념은 교환 상대방(피신뢰자)에 

대한 어떠한 신념, 기대이고(Ganesan, 1994), 소비자신뢰(구체적으로, 대

인간 신뢰)에서 교환 상대방은 사업자이며, ‘어떠한’의 내용은 사업자의 특

성 내지 속성이 된다. 따라서 소비자의 신뢰신념(신뢰성)은 ‘사업자’의 속

성에 대한 신념을 말하는 것이다. 이하에서 ‘신뢰신념’ 용어를 중심으로 

사용하겠지만, 각 연구에서 ‘신뢰’(소비자신뢰의 상태 논의 참조)나 ‘신뢰

성’(신뢰신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됨)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괄호로 그

것을 함께 표시하였다.

   소비자신뢰 연구에서도 신뢰신념(신뢰)을 차원 구분 없이 일차원으로 

다루기도 하고(Mogan & Hunt, 1994; Gefen, 2000; Jarvenpaa et al., 

2000), 다차원으로 다루기도 한다. 또한 개념 설명에서는 차원을 구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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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측정에서는 단일차원으로 측정하기도 하였다. 

   마케팅 분야에서 소비자신뢰의 신뢰신념(신뢰)을 다차원으로 보는 경우 

크게는 신용과 선의라는 두 개의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다(Gefen & 

Straub, 2004). 신용은 “판매자가 그 일을 효과적이고 믿을 수 있게 수행

하는 데 요구되는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믿는 정도”, 선의는 “약속이 만들

어지지 않은 새로운 상황이 생겼을 때, 판매자가 신뢰자에게 유리하게 할 

의도와 동기를 갖고 있다고 믿는 정도”라 할 수 있다(Ganesan, 1994, 

p.3, 판매자에 대한 소매업자의 신뢰). 이때 신용은 ‘객관적인 신용’으로 

교환 상대방의 능력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 선의는 교환 상대방의 동기와 

의도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Ganesan, 1994). 이에 따라 Ganesan(1994)

는 소비자의 신뢰신념(신뢰)을 판매자의 신용과 선의, 두 차원으로 구분하

여 측정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두 차원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Doney & Cannon(1997)은 개념적으로 신용, 선의 두 차원을 구분하였으

나, 측정에서는 단일차원으로 다루었다(내용적으로는 신용과 선의 측면을 

모두 포함하였으나 단일차원인 척도). 이에 대해 Doney & Cannon(1997)

은 두 차원의 판별타당성이 인정된 연구에서도(Ganesan, 1994; Kumar 

et al., 1995) 두 차원의 상관이 높게 나타났고, 비즈니스 관계의 실무에

서 두 차원은 한데 얽혀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상의 2개 차원 신뢰신념은 이후 더 세분 내지 추가되었다. Mayer 

et al.(1995)의 3개 차원(능력, 선의, 성실) 구분을 받아들인 연구들이 많

고, 여기에 ‘예측가능성’을 추가하여 4개 차원(McKnight & Chervany, 

2001)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능력에 대한 신뢰신념은 “신뢰자가 하길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힘을 상대방이 갖고 있다고 안심하고

(securely) 믿는 것”이고, 선의에 대한 신뢰신념은 “상대방이 신뢰자에게 

신경을 쓰고 신뢰자의 이익 안에서 행동할 동기가 있다고 안심하고 믿는 

것”이며, 성실에 대한 신뢰신념은 “상대방이 선의의 약속을 하고, 진실을 

말하며, 약속들을 이행할 것이라고 안심하고 믿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예

측가능성은 “상대방의 행동(좋든 나쁘든)들이 충분히 일관성 있어서,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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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그것들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안심하고 믿는 것”이다(McKnight 

& Chervany, 2001, p.36). 예견가능성과 성실에 대한 신념의 차이는 예

측가능성은 가치중립적이라는 것으로, 판매자가 미래에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을 소비자의 ‘예상대로’ 할 것을 소비자가 믿는 것이다(McKnight & 

Chervany, 2001). 온라인 거래의 인터넷 판매자와 소비자 관계에 적용하

면, 소비자의 신뢰신념은 능력 있는 판매자는 상품과 서비스를 적절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고, 선의의 판매자는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

지 않을 것이며, 성실한 판매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하거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과 같은 자신의 약속을 완수할 

것이고, 예측가능성 있는 판매자는 소비자가 그 판매자의 미래행동을 예측

할 수 있다고 소비자가 믿는 것이다(McKnight & Chervany, 2001). 

   이후 McKnight과 동료들은 전자상거래 소비자신뢰에 대한 개념연구

(McKnight & Chervany, 2002)에서 여전히 4개 차원으로 신뢰신념을 구

분하는 입장을 고수하였지만, 실증연구에서는 3개 차원(능력, 선의, 성실)

으로 설정하고 신뢰신념이 3개 차원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

증하였다(McKnight et al., 2002a, 법률조언사이트에 대한 소비자신뢰). 

실증연구 결과, 전자상거래의 소비자들은 특정 판매자를 판단할 때 넓게, 

개괄적으로 그 판매자의 특성에 대해 믿거나 믿지 않기 보다는 구체적인 

특성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efen은 초기에 수행한 온라인 소비자신뢰 연구 Gefen(2000)에서는 

신뢰신념(신뢰)의 차원을 구분하지 않고, 직접적인 신뢰 표현(“trust”, 

“believe-trustworthy”)을 이용해 측정하였지만, 이후 Gefen(2002)에서는 

신뢰신념(신뢰)을 특수한 신념들(때로 ‘신뢰성(trustworthiness)’이라 부르

는 것)을 결합한 다차원 개념으로 보았다. 이때 신뢰신념의 차원은 Mayer 

et al.(1995) 연구와 같이 능력, 선의, 성실의 3개 차원으로 분리하였고, 

이를 판매자에 대한 소비자신뢰에 적용해 측정한 결과 3개 차원에 따라 

소비자의 행동의도(윈도쇼핑의도,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신뢰의 영향요인을 포함한 모델을 제시한 Gefen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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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003)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한 성실, 선의, 능력, 그리고 예측가능성으

로 신뢰신념(신뢰)을 구성하였지만, 측정에서는 단일차원의 한 변수로 다

루었다(4개 신념의 내용은 모두 포함하였으나 단일차원의 척도).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소비자신뢰에 미치는 제도적 구조의 영향력을 알아보는 것

에 초점을 두었던 Pavlou & Gefen(2004)은 판매자의 정직과 직접적 신뢰 

표현(“trustworthy”, “reliable”, “dependable”)을 뒤섞어 하나의 신뢰변

수로 측정하였다. Gefen & Straub(2004)은 다시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신념(신뢰)을 능력, 성실, 선의, 예측가능성 4개의 차원으로 

구성하고, 이러한 다차원척도가 온라인 상품과 서비스 판매자 모두에게서 

수렴타당성, 판별타당성, 신뢰성이 있는 것을 입증하였다. 각 차원이 전자

상거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성실과 예측가능성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저자는 다차원척도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구매의도에 

대한 능력, 선의의 유의성 부족이 신뢰 차원간의 높은 상관관계에 기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높은 다중공선성으로 인해 최소제곱법이 변수를 상수로 

유지할 수 없어 인위적 결과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Bhattacherjee(2002)

는 3개 차원(능력, 선의, 성실)을 1개 요인모형과 위계적 2차 요인모형을 

통해 비교하여 적합도, 단순성, 그리고 다중공선성을 고려한 결과, 신뢰신

념(신뢰)을 단일 차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문헌고찰을 수행한 Gefen et al.(2008) 연구에서는 신뢰신념(신뢰

성)이 3개의 차원(능력, 선의, 성실)으로 구성되는 것을 기존 연구들에서 

합의된 견해로 제시하고, 세 차원이 행동적 결과에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 실증연구들을 소개하였다. 능력은 실제 구매하지 않고 상품에 대해 

조사할 의도에 주로 영향을 미쳤고, 성실은 구매의도에 주로 영향을 주었

으며, 선의는 온라인 경매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Gefen et al., 2008). 또한 문헌고찰을 통해 오프라인 신뢰를 온라인 신

뢰에 적용한 Urban et al.(2009)은 신뢰의 정의가 지난 10년 이상 점진적

인 전진을 이루었고, 그로써 이제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인 일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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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룬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 합의된 견해는 신뢰를 3개 차원(능력, 선의, 

성실)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한편 능력을 신뢰의 차원에서 배제하고 선의와 성실/정직, 또는 선의

만을 신뢰로 보는 견해도 있다. Geyskens et al.(1998)은 회사(마케팅 채

널) 간 관계에서 신뢰신념(신뢰)을 “교환 상대방의 정직과/또는 선의를 믿

는 정도”(p.225)로 보았고, Kumar et al.(1995) 역시 공급자(판매자)와 딜

러 관계에서 신뢰신념(신뢰)을 상대방의 정직에 대한 것과 선의에 대한 것

으로 구분하였다. 이때 상대방의 정직에 대한 신뢰신념(신뢰)는 “상대방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 진실하다는(sincere) 신념”이고, 상대방의 선의에 

대한 신뢰신념(신뢰)는 “상대방이 신뢰자의 복지(welfare)에 관심을 두고 

신뢰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이다(Kumar et al., 1995, p.350). 그리고 Kumar et 

al.(1995)은 측정에서 판매자의 정직은 판매자가 “honest, truthful, and 

reliable”한 정도에 대한 평가로, 판매자의 선의는 판매자가 신뢰자의 이

익 또는 복지를 고려한다는 신념으로 측정하였다. 소비자와 판매자

(financial adviser) 사이에서도 소비자신뢰를 “교환 상대방의 선의와 정

직에 대한 신념”(p.242)으로 정의하고, Kumar et al.(1995)의 신뢰 척도

를 적용하여 측정한 연구(Grayson et al., 2008)가 수행되었다.  

   역시 기업 간 관계를 연구한 Woolthuis et al.(2005)은 ‘선의에 대한 

신뢰’만을 신뢰신념(신뢰)으로 보았다. 이때 저자가 ‘선의’로 의미하는 것

은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빼앗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몰래 훔치기, 속

이기와 같은 적극적인 형태의 기회주의가 결여된 것을 말한다. 저자는 신

뢰를 우선 ‘능력 신뢰’와 ‘의도 신뢰’로 구분하고, 의도 신뢰를 다시 기회

주의 강약에 따라 전념에 대한 신뢰와 선의에 대한 신뢰, 두 차원으로 나

눈다(전념할 것이다/속이지 않을 것이다). 이때 능력 신뢰는 “상대방의 기

술적, 인지적, 조직적, 그리고 의사전달을 잘하는 능력에 대한 신

뢰”(p.814)를, 의도 신뢰는 “관계에서 기회주의를 자제할 것이라는 상대방

의 의도에 대한 신뢰”(p.814)를 의미한다. 그리고 의도 신뢰에서 기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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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극적인 형태를 능력의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으로, 적극적인 형태를 

‘교활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것’(Williamson, 1975, Woolthuis et al., 

2005에서 재인용)으로 보고, 저자는 이중에서 후자(적극적인 형태의 기회

주의)가 없는 것을 ‘선의’라고 본 것이다. 이처럼 좁은 정의를 채택한 저자

의 신뢰는 “기회주의의 기회와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감시하거

나 통제하는 능력과 상관없이, 상대방이 기회주의적 행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p.816)로 정의되었다. 저자는 기존 견해에 나타나는 신뢰

의 개념적 차이와 서로 다른 실증결과의 원인을 연구자들이 신뢰 개념을 

서로 다르게 해석해 왔다는 점에서 찾았고 그에 따라 신뢰를 좁게 정의하

였으며, 또한 신뢰와 계약의 역할을 구별하기 위해 신뢰의 의미 안에서 계

약에 기초한 신뢰가 포함될 여지를 제거하였다(Woolthuis et al., 2005).

(2) 인지와 감정 

   소비자신뢰에서도 신뢰의 차원을 인지와 감정으로 구분한 연구들이 수

행되었다. 먼저 기업 간 거래에서 Swan et al.(1988)은 구매자의 기본적

인 심리적 차원을 느낌, 신념, 의도, 그리고 행동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신뢰를 설명하였다(산업재 판매원에 대한 구매자의 신뢰). 신뢰에서 느낌

은 신뢰의 감정적 차원에, 신뢰에서 신념은 인지적 차원에 해당된다. 신뢰

에서 느낌은 “구매자가 판매원과 거래하는 것에 안심(secure)을 느끼는 

것”이고, 불신(mistrust)에서 느낌은 “불안(insecure)을 느끼는 것”이며, 

신뢰에서 신념은 “판매원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거나 지키지 않을 것이라

는, 신뢰할만하거나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 또는 인지”이다(Swan et 

al., 1988, p.2). 인지적 신뢰의 측정은 “good idea”, “good reason” 표

현을, 감정적 신뢰의 측정은 “I have doubt~”, “I feel that I can 

completely trust~” 표현을 사용하였다. 또한 신뢰를 5개의 구성요소

(“dependable, honest, competent, customer oriented and likeable”)

로도 측정하였는데, ‘좋아함’을 신뢰의 감정으로, ‘싫어함’을 불신의 감정

으로 다루었다. 이후 메타분석에서 Swan et al.(1999)은 판매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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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의 신뢰를 감정과 인지, 두 개의 요소로 구성하고, 감정은 “판매원

에게 의존하는 것에 대한 안심 또는 불안의 느낌”으로, 인지는 “판매원이 

필요한 능력과 의존할만한 동기 모두를 갖고 있다는 신념”으로 정의하였

다(p.94).

   물리적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적 상거래와 전자상거래를 아울러 소

비자신뢰를 연구한 Komiak & Benbasat(2004)은 소비자신뢰를 인지적 신

뢰와 감정적 신뢰로 개념화하는 것을 연구의 초점으로 하였다. 인지적 신

뢰를 “신뢰자가 피신뢰자에게 의존하기에 필요한 속성을 갖추고 있을 것

이라는 소비자의 합리적 기대”로, 감정적 신뢰를 “신뢰자가 피신뢰자에게 

의존하는 것에 대해 안심과 편안함(comfortable)을 느끼는 정도”로 정의

하고(p.187), 인지적 신뢰에서 ‘신뢰자가 피신뢰자에게 의존하기에 필요한 

속성’은 능력, 선의, 그리고 성실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피신뢰자의 

능력에 대한 인지적 신뢰는 “소비자가 이해한 피신뢰자의 의무를 피신뢰

자가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로, 

피신뢰자의 선의에 대한 인지적 신뢰는 “피신뢰자가 소비자에게 관심을 

갖고, 소비자의 이익 안에서 행동할 의도일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로, 피

신뢰자의 성실에 대한 인지적 신뢰는 “피신뢰자가 선의의 계약을 체결하

고, 진실을 말하고,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로 정의하였다

(Komiak & Benbasat, 2004, p.187). 이후 Komiak & Benbasat(2006)는 

소비자의 인지적 신뢰와 감정적 신뢰에 대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개인

화 기술인 웹 기반 상품 중개 추천 에이전트(RA)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RA에 대한 신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①능력에 대한 인지적 신뢰

는 “RA가 좋은 상품을 추천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소비자의 합리적 기

대”, ②성실에 대한 인지적 신뢰는 “RA가 객관적인 조언을 제공할 것이라

는 소비자의 합리적 기대”, ③감정적 신뢰는 “무엇을 구매할지 결정하기 

위해 RA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의 안심과 편안함의 느낌”(Komiak 

& Benbasat, 2006, p.944). 인지적 신뢰 중에서 선의는 RA라는 대상에 

적용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속성이라서 연구모형에서 제외하였다(Komi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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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nbasat, 2006). 그리고 연구모형의 인과관계를 TRA(신념-태도-행동)

를 이용하여 설정하고, 인지적 신뢰를 ‘신념’으로, 감정적 신뢰를 ‘태도’로 

개념화하였다. 신념은 근거가 있는 사실/실제(reality)에 대한 확신이므로,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사실(RA의 능력과 성실)에 대한 소비자의 확신인 

인지적 신뢰는 신념이라 할 수 있고, 감정적 신뢰는 RA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평가적 감정이기 때문에 RA 수용행동에 대한 태도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Komiak & Benbasat, 2006). 저자가 말하는 신뢰태도는 ‘어떤 행

동에 대한’ 태도여서, ‘피신뢰자에 대한’ 태도(예, liking)와 구분된다. 연구

결과, 감정적 신뢰는 소비자의 RA 수용의도에 인지적 신뢰 이상으로 중요

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소비자가 RA에게 구매결정을 위임할 의도에 미치

는 인지적 신뢰의 영향을 감정적 신뢰는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대표적인 소비자신뢰 연구로 많이 다뤘던 McKnight의 연구는 

신뢰의 모든 하위 구성요소에 ‘안심의 느낌’이 내포된 것으로 본다

(McKnight & Chervany, 2002). 안심의 느낌은 신뢰의 감정적 측면을 반

영한 것으로, “상대방에게 의존한다는 예상에 대해 안전하고 보장되며 편

안한 (불안하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라) 느낌을 갖는 것”이다(McKnight & 

Chervany, 2001). 이러한 신뢰의 감정적인 측면이 McKnight 연구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신뢰신념이다. 신뢰의 차원을 인지, 감정으로 

구분한 기존 연구들에서 감정으로 여겼던 피신뢰자의 속성(goodwill, 

caring, responsive, benevolent)을 McKnight의 연구에서는 신뢰신념 

중 하나인 ‘선의’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McKnight은 신뢰신념이 기대가 

아닌, ‘인지적/감정적 신념’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한다(McKnight & 

Chervany, 2002). 따라서 McKnight의 연구에서는 신뢰신념(능력, 선의, 

성실)에서 인지와 감정의 차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McKnight의 신뢰신

념을 채택해 적용한 많은 연구가 신뢰의 인지적 차원과 더불어 감정적 차

원까지 다룬 것이라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Bhattacherjee(2002)는 신

념과 의도 사이의 구별과 인과관계를 Fishbein & Ajzen의 유형학(신념, 

태도, 의도)으로부터 차용하면서도, 태도에 포함된 감정이 신뢰신념(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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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원인 선의와 성실에 부분적으로 담겼다고 보고 연구모형에서 태도를 

제외하였다(온라인 회사에 대한 소비자신뢰). 

   소비자신뢰의 인지와 감정 차원 논의에서 McKnight의 연구와 Komiak 

& Benbasat의 연구를 비교하면, 전자는 신뢰신념(능력, 선의, 성실)이 인

지적 요소와 감정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고, 후자는 신뢰신

념(능력, 선의, 성실)을 오직 인지적 요소로 보았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존

재한다. 이에 따라 두 연구에서 감정적 요소의 내용이 다른데, McKnight

의 신뢰신념에서 감정적인 부분은 “자신이 원하는 특징을 상대방이 갖고 

있다는 믿음에 확신을 느끼는 것”이지만, Komiak & Benbasat(2004)의 

감정적 신뢰는 “특정인이 상대방에게 의존하는 것에 대해 안심과 편안함

을 느끼는 것”이다(Komiak & Benbasat, 2004, p.189). Komiak & 

Benbasat의 감정적 신뢰는 Rempel et al.(1985)의 “신앙과 같은 믿음”의 

의미를 포함시킨 것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라도 의심을 제쳐두고 나아가는 

“믿음의 비약”을 포함시킨 의미이다(Komiak & Benbasat, 2004). 이러한 

Komiak & Benbasat의 ‘감정적 신뢰(emotional trust)’는 ‘감정 기반 신

뢰(affect-based trust)’와도 다르다. 감정 기반 신뢰에서 감정은 “신뢰자

에 대한 피신뢰자의 감정(ex, care, concern)”을 말하는 것이지만, 감정

적 신뢰에서 감정은 “피신뢰자에게 의존하는 행동에 대한 신뢰자의 느낌”

을 말하는 것이다(Komiak & Benbasat, 2006, p.944).

   소비자신뢰를 인지, 감정으로 구분한 또 다른 연구인 Johnson & 

Grayson(2005)은 서비스 관계에서 소비자의 대인간 신뢰를 인지적, 감정

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영국의 재무 자문서비스 회

사의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저자는 신뢰자의 지식

이 불완전하다는 것이 신뢰에 필요성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회사 간의 거

래에 비해 특히 최종소비자가 참여하는 거래에서는 지식의 비대칭성이 크

기 때문에 소비자신뢰에는 “믿음의 비약”이 영구적인 특징으로 포함된다

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인지적 신뢰만이 아니라 감

정적 신뢰가 필요하다고 Johnson & Grayson(2005)은 주장하였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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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마케팅 연구(특히 광고 연구)에서 논의된 인지와 감정의 개념을 차용해 

인지적 신뢰와 감정적 신뢰를 정의하였다. 인지적 신뢰는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의 구체적인 실례들에 기초하여 서비스 제공자에 의존하고자 하는 의

사”, 감정적 신뢰는 “서비스 제공자와 상호작용하면서 경험한 감정에 기초

하는 것”이다(Johnson & Grayson, 2005, p.501). 인지적 신뢰와 감정적 

신뢰의 측정을 위해서는 선행연구의 대인간 신뢰 척도를 검토하고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의 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척도를 개발하였다. 연구결과, 

신뢰 두 차원의 상관이 높지만, 신뢰가 실증적으로 인지적 차원과 감정적 

차원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통의 그리고 고유한 영향요인을 모

두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Johnson & Grayson(2005)은 신뢰의 5가지 요

인(서비스제공자의 전문성, 상품 품질, 회사 평판, 이전 상호작용의 만족

도, 유사성)의 영향이 신뢰의 차원(인지적, 감정적)에 따라 달라졌다는 연

구결과를 두 차원이 구분된다는 실증적 증거로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소비자신뢰의 정의, 차원, 상태를 정리한 표를 다음에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들 중에서 연구자 자신이 도출한 소비자신뢰 정의를 

제시한 연구를 위주로 선정하였고, 신뢰의 차원 구분은 구분해서 측정했거

나 개념 정의에서 분명히 구분하여 설명한 경우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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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인간) 

신뢰의 

대상

정의 신뢰의 차원
신뢰의 

상태

Swan et 

al.(1988)

산업재 

판매원

-기업간  

관계

-신뢰의 인지적 차원과 감정적 차원 

구분

-신뢰에서 신념: 판매원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거나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할만하거나 그렇지 않을 것이라

는 신념 또는 인지

-신뢰에서 느낌: 구매자가 판매원과 거

래하는 것에 안심을 느끼는 것(불신

은 불안을 느끼는 것)

인지, 감정
-신념

-감정

Moorma

-n et 

al.(1992)

시장

조사자

-기업간 

교환 상대방에 대한 확신에서 그에게 

의존할 의사
- 의도

Morgan 

& Hunt

(1994)

공급회사

-기업간

교환 상대방의 신뢰성과 성실에 대한 

확신
- 신념

Kumar 

et al.

(1995)

공급자

-기업간

-정직에 대한 신뢰: 상대방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 진실하다는 신념

-선의에 대한 신뢰: 상대방이 신뢰자의 

복지에 관심을 두고 신뢰자에게 부정

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

정직, 선의 신념

Doney & 

Cannon

(1997)

공급회사

&판매원

-기업간 

신뢰의 대상에 대해 지각한 신용과 선

의
신용, 선의 신념

Geyskens 

et al.

(1998)

마케팅

채널의

상대방

-기업간

회사가 교환 상대방이 정직하고/또는 

선의를 갖고 있을 것이라 믿는 정도
정직, 선의 신념

Swan et 

al.(1999)

산업재

판매원

-기업간

-신뢰는 인지와 감정, 두 개의 요소로 

구성.

-인지: 판매원이 필요한 능력과 의존할

만한 동기 모두를 갖고 있다는 신념

-감정: 판매원에게 의존하는 것에 대한 

안심 또는 불안의 느낌

인지, 감정
-신념

-감정

Jarvenpa

-a et 

al.(2000)

인터넷 

상점

피신뢰자의 동기와 행동에 대한 신뢰

자의 기대
- 신념

Grazioli 

& 

인터넷 

상점

상대방의 약속에 의존할 수 있다는 기

대로서, 예측할 수 없는 환경에서 상대
- 신념

[표 2-3] 선행연구에 나타난 소비자신뢰 개념정의 의미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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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rvenpa

-a(2000)

방이 신뢰자에게 호의의 정신과 친절

한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

Lee & 

Turban

(2001)

인터넷 

쇼핑

소비자가 인터넷 판매자를 감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상관없이, 인터

넷 판매자가 받아들일만한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에 기초해서, 인

터넷 쇼핑 거래에서 인터넷 판매자의 

행동에 취약해질 의사

신뢰의 

선행요인

(능력, 

선의, 성실)

의도

Bhattach

-erjee

(2002)

온라인 

회사

피신뢰자의 능력, 선의, 성실에 대한 

신뢰자의 신념

능력, 

선의, 성실
신념

Sirdesh-

mukh et 

al.(2002)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제공자가 의존할만하고, 약속을 

지킬 것이라 믿을 수 있다는 소비자의 

기대

- 신념

McKnight 

& Cherv

-any

(2002)

McKnight 

et al.

(2002a)

온라인 

판매자

-신뢰신념: 상대방이 당사자 자신을 유

익하게 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

성을 갖고 있다고 믿는 것

-신뢰의도: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통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게 의존하고자 하거나 의존할 의도

-신념: 능력, 

선의, 성실, 

(예측가능성)

-신념에 

인지,감정적 

차원 포함

신념

+의도

Gefen et 

al.(2003)

온라인 

판매자

상대방에 대한 특수한 신념들의 집합

(구체: 온라인 판매자의 성실, 선의, 능

력, 그리고 예측가능성에 대한 소비자

의 특수한 신념)

능력,

선의, 성실, 

예측가능성

신념

Corritore 

et al.

(2003)

웹사이트

(거래or 

정보제공)

위험성이 있는 온라인 상황에서 자신

의 취약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있는 기대의 태도

- 태도

Gefen & 

Straub

(2004)

온라인 

판매자

피신뢰자의 능력, 선의, 성실, 그리고 

예측가능성에 관한 신념

능력, 

선의, 성실, 

예측가능성

신념

Pavlou & 

Gefen

(2004)

온라인 

시장의 

판매자 

집단

특정 시장에서 판매자와의 온라인 거

래가 신뢰할만하다는 그/그녀의 기대

와 일치할 것이라는 소비자의 주관적 

신념

- 신념

Komiak 

& 

Benbasat

(2004)

판매자

(전통적 

상거래, 

전자상

거래)

-인지적 신뢰: 신뢰자가 피신뢰자에게 

의존하기에 필요한 속성(능력, 선의, 

그리고 성실)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

는 소비자의 합리적 기대

-감정적 신뢰: 신뢰자가 피신뢰자에게 

의존하는 것에 대해 안심과 편안함을 

느끼는 정도

-인지(신념): 

능력, 

선의, 성실

-인지, 감정

-신념

-감정

Johnson 

& 

서비스 

제공자

-인지적 신뢰: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의 

구체적인 실례들에 기초하여 서비스 
-

-의도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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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yson

(2005)

(재무자

문서비스

회사)

제공자에 의존하고자 하는 의사

-감정적 신뢰: 서비스 제공자와 상호작

용하면서 경험한 감정에 기초하는 것

Woolthu

-is et 

al.(2005)

상대방 

회사

-기업간

기회주의의 기회와 인센티브에도 불구

하고, 상대방을 감시하거나 통제하는 

능력과 상관없이, 상대방이 기회주의적 

행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선의 신념

Komiak 

& 

Benbasat

(2006)

RA

(개인화 

기술)

-능력에 대한 인지적 신뢰: RA가 좋은 

상품을 추천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소비자의 합리적 기대

-성실에 대한 인지적 신뢰: RA가 객관

적인 조언을 제공할 것이라는 소비자

의 합리적 기대

-감정적 신뢰: 무엇을 구매할지 결정하

기 위해 RA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의 안심과 편안함의 느낌

-인지(신념): 

능력, 성실

-인지, 감정

-신념

-감정

Pavlou & 

Fygenso

-n(2006)

온라인 

판매자

피신뢰자가 신뢰자의 취약성을 부당하

게 이용하지 않고 신뢰자의 기대를 충

족시킬 수 있게 협조적으로 행동할 것

이라는 신념

능력, 

선의, 성실
신념

Li et al.

(2006; 

2008)

정부의 

새로운 

정보

시스템

-개념적 정의: Mayer et al.(1995) 정

의 이용

-신뢰신념, 신뢰의도: McKnight et 

al.(2002a) 척도 수정

-신뢰태도: 신뢰관련행동에 대한 신뢰

자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

신념: 능력, 

선의, 성실

신념

+태도

+의도

Grayson 

et al.

(2008)

회사, 

판매원

교환 상대방이 정직하고 선의를 갖고 

있다는 신념
정직, 선의 신념

Gefen & 

Pavlou

(2012)

온라인 

시장의 

판매자 

집단

판매자가 거래 수행에 적절한 규칙을 

충실히 지킬 것이라는 기대에 기초해

서, 시장에서 판매자 집단에 취약해질 

구매자의 의사

-

일반적

인신념

(저자는 

의도로 

간주)

Gefen & 

Reychav

(2014)

온라인 

판매자

위험(상대방이 상황의 이점을 과도하게 

취할)이 있을 때, 미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 신뢰받는 상대방에 의존할 실

제 의사

-

신념인 

‘신뢰성’ 

측정

Hong

(2015)

온라인 

판매자

상품 구매와 관련된 위험요소를 온라

인 판매자가 성공적으로 다룰 것이라

고 소비자가 기대하는 범위

(trust expectation 정의)

- 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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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자신뢰의 대상

   신뢰연구에서 기본적인 신뢰의 대상은 상대방인 인간으로, 그래서 대인

간 신뢰에서부터 신뢰연구가 시작되었다. 소비자신뢰에서도 대인간 신뢰에 

해당하는 판매자에 대한 신뢰의 ‘판매자’가 주된 신뢰의 대상으로 다루어

졌다(Pavlou, 2003). 또한 소비자의 사업자에 대한 신뢰는 마케팅 분야에

서 기업의 이윤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신뢰이기에 기존 소비

자신뢰에 대한 연구 대부분이 실제 판매자에 대한 신뢰를 중점으로 다뤘

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소비자 구매결정의 직접 대상이 되는 것은 상품이

지만, 그것은 또한 어떤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것인지가 결정되어야 하므

로,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신뢰는 사업자에 대한 신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도 하다.

   대인간 신뢰에서는 주체성과 인격이 있는 특정 사람을 본래 신뢰의 대

상으로 하지만, 개인 뿐 아니라 조직이나 공공기관 또한 신뢰의 대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선행연구 주류의 입장이다(Doney & Cannon, 1997). 그

러므로 소비자가 거래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게 되는 판매원뿐만 아니라 

그 직원이 소속된 판매회사 또한 소비자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다(Doney 

& Cannon, 1997). Pavlou & Gefen(2004)과 Gefen & Pavlou(2012)은 

온라인 시장의 ‘판매자 집단’에 대한 소비자신뢰를 측정하기도 하였다. 이

것은 대인간 신뢰가 유사 인격을 가진 대상(조직, 기관)으로까지 확장 적

용되는 경우라 하겠다. 그리고 대인간 신뢰의 확장 적용은 ‘상품’에 대해

서도 가능하다. 기술 제품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Komiak & 

Benbasat(2006)은 웹기반 상품중개 추천 에이전트, Li et al.(2006, 2008)

은 정부의 정보시스템), 그 기술이 인간에 의해 설계되고 작동된다면 선의

와 같은 인간의 속성이 적용가능하다고 보고, 기술을 대인간 신뢰의 대상

으로 다루었다(Li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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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대상 신뢰의 유형 소비자신뢰의 대상 소비자신뢰의 유형

인간 대인간 신뢰 판매원

à 상품·사업자에 대한 신뢰조직 대인간 신뢰의 확장 회사

생산물 대인간 신뢰의 확장 상품

제도, 환경 제도적 신뢰 정부, 규제, 제도 à 통제 기제에 대한 신뢰

일반 타인 신뢰성향, 일반신뢰 일반 타인 à 일반신뢰

- - 정보 à 정보원천에 대한 신뢰

[표 2-4] 소비자신뢰의 대상 관련 논점 정리

   McKnight의 연구가 다학제적인 관점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또한 그렇

게 평가받는 이유가 바로 그들이 설정한 신뢰의 대상에 있다. 학문분야에 

따른 신뢰연구의 차이를 신뢰의 대상에 반영하여, 대상을 다양하게 설정하

고 신뢰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심리학과 경제학에서 성향적 신

뢰를, 사회학에서 제도적 신뢰를, 사회심리학에서 대인간 신뢰를 채택하였

다(McKnight & Chervany, 2001). 대인간 신뢰는 특정 상대방을 개인적

으로 신뢰하는 것으로, 신뢰신념, 신뢰의도, (신뢰관련행동)으로 구성되고, 

제도적 신뢰는 제도 기반 신뢰로 구성되며, 이는 어떤 상황이나 구조에 대

해 신뢰하는 것이고, 성향적 신뢰는 신뢰성향으로 구성되고, 이는 일반적

인 타인들에 대해 신뢰하는 것이다(McKnight & Chervany, 2001). 

McKnight & Chervany(2002)는 이것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신뢰에 

적용하여 ‘판매자에 대한 신뢰’를 대인간 신뢰로, ‘인터넷이라는 환경에 대

한 신뢰’를 제도적 신뢰로, ‘일반 타인에 대한 신뢰’를 성향적 신뢰로 규정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판매자에 대한 신뢰(신뢰신념, 신뢰의도), 제도 기

반 신뢰, 신뢰성향으로 구성된 전자상거래 소비자신뢰 모델에 대한 실증연

구가 수행되었다(McKnight et al., 20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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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McKnight et al.(2002a) 전자상거래 소비자신뢰 모델

자료: McKnight et al.(2002a: 337)

   이후 McKnight의 방식을 도입해 소비자신뢰의 대상을 다양하게 설정

하고 신뢰의 유형을 구분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Gefen et al., 2003; 

Li et al., 2006, 2008; Kim, 2014). Li et al.(2006)은 McKnight et 

al.(2002a)의 신뢰모델을 확장하여 정부시스템에 대한 신뢰(신뢰신념, 신뢰

태도, 신뢰의도), 제도 기반 신뢰, 신뢰성향으로 자신의 신뢰모델을 구성하

였고, Kim(2014)은 McKnight et al.(2002a)이 소비자신뢰를 개인 내적 

수준의 신뢰, 시스템 수준의 신뢰, 대인간 수준의 신뢰로 구분한 것으로 

보고, 각각에 소비자의 신뢰성향, 온라인 채널에 대한 신뢰, 온라인 판매

자에 대한 신뢰를 대응시켰다. 신뢰가 이처럼 다수의 대상을 수반하는 것

을 Kim(2014)은 신뢰의 다층적 특성이라 보았다. 

   한편 어떤 연구들서는 McKnight의 연구를 참고하였지만 이상의 세 신

뢰 간의 구분을 신뢰의 유형이 아닌, 신뢰의 선행요인과 신뢰 간의 관계로 

설정하기도 하였다. Gefen et al.(2003)은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신뢰 이

외의 제도적 신뢰와 성향적 신뢰에 해당하는 제도 기반 신뢰와 성격 기반 

신뢰(personality-based trust)는 신뢰의 선행요인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Gefen et al.(2003)은 같은 위치에서 인지 기반 신뢰, 지식 기반 신뢰, 계

산 기반 신뢰까지 추가하여 신뢰의 선행요인으로 다뤘다. Li et al.(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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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정부시스템에 대한 신뢰(신뢰신념, 신뢰태도, 신뢰의도) 이외에는 모

두 신뢰의 근거(trusting base)로 간주하여, 제도 기반, 성격 기반, 인지 

기반, 계산 기반을 신뢰의 영향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이처럼 적용한 모형에서 차이가 나타난 원인은 McKnight이 자신의 모

델에서 신뢰의 구성요소로 성향적 신뢰, 제도적 신뢰, 대인간 신뢰를 모두 

포괄하였지만, 그러한 신뢰 간에 인과관계(성향적 신뢰→제도적 신뢰, 성

향적 신뢰→대인간 신뢰, 제도적 신뢰→대인간 신뢰) 또한 설정하였기 때

문에 이후 신뢰의 영향요인을 찾는 것을 중점으로 하는 연구들에서 성향

적 신뢰와 제도적 신뢰를 신뢰의 영향요인으로 함께 다루게 된 것이라 유

추할 수 있다. 이처럼 ‘어떤 신뢰(특히 ~에 기반한 신뢰)’가 신뢰의 구성요

소 내지 신뢰의 유형인지 또는 신뢰의 근거 내지 영향요인인지는 연구자

들마다 자신의 연구 목적에 필요한 방식으로 사용하였고, 그리하여 이러한 

신뢰를 어디에 위치시켜야 할지 혼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또한 거래에서 신뢰의 대상에 따라 신뢰의 유형을 크게 2개로 구분해 

볼 수도 있다. Tan & Thoen(2000)의 신뢰에 대한 포괄적인 모형

(generic model)은 거래에서 신뢰를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통제 메커니

즘에 대한 신뢰’로 구성한다. 통제 메커니즘(control mechanism)은 “성

공적인 거래의 수행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과 프로토콜”(Tan & 

Thoen, 2000, p.61)로, 거래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이다. 저자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상대방 신뢰(Party Trust)”로, 통제 

기제에 대한 신뢰를 “통제 신뢰(Control Trust)”로, 둘을 포괄하는 신뢰

를 “거래 신뢰(Transaction Trust)”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신뢰’와 ‘통

제’가 병행하는 개념으로, 서로를 보충한다고 보고, 거래 신뢰를 “통제 신

뢰로 보충된 상대방 신뢰”(p.65)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약간의 혼

란이 존재한다. 저자가 거래 신뢰라는 상위 신뢰를 설정하여 그 하위요소

가 되는 상대방 신뢰와 통제 신뢰를 신뢰의 ‘근거(sources)’라는 표현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용상 신뢰의 대상에 따른 분류와 일치한

다고 볼 수 있고, Pavlou(2003) 또한 이들의 포괄적인 모델이 2개의 신뢰



- 45 -

의 ‘대상(targets)’을 도출해내는 것으로 본다. Pavlou(2003)는 Tan & 

Thoen(2000)의 포괄 모델과 McKnight의 연구를 연결하는 해석을 펼쳤

다. McKnight과 그의 동료들의 소비자신뢰 정의가 특정 상대방에 대한, 

여기서는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신뢰와 거래 매체(medium)에 대한 신뢰, 

즉 인프라에 대한 신뢰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뢰의 대상을 구분하는 방식을 이용한 것은 아니지만, ‘특정 상대방’

과 ‘통제’를 평행하게 다루는 방식은 Grazioli & Jarvenpaa(2000)의 연구

에서도 나타난다. 저자는 ‘신뢰’와 ‘보증(assurance)’을 이분법으로 나누

고, 신뢰를 상대방(판매자)에 대한 것으로, 보증을 통제에 대한 것으로 설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뢰는 “상대방의 약속에 의존할 수 있다는 기대

로서, 예측할 수 없는 환경에서 상대방이 신뢰자에게 호의의 정신과 친절

한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p.396)로 정의하고, 신뢰와 대조되는 

보증은 “판매자가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속이지 않을 때”(p.396)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신뢰 메커니즘’은 판매자가 소비자의 이익 안

에서 행동할 것이므로 소비자가 판매자의 행동에 기꺼이 취약해질 것이라

는 신념을 소비자에게 발생하게 하고, ‘보증 메커니즘’은 기회주의에 대한 

판매자의 유인을 감소시킬 것이므로 소비자가 통제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통제력을 포기하도록 하는 기제가 된다고 하였다(Grazioli & Jarvenpaa, 

2000).

   EU의 Consumer Markets Scoreboard를 참고하여 한국소비자원에서 

개발하고 조사하고 있는 ‘소비자시장평가지표(소비자시장성과지수)’ 역시 

‘신뢰성(trust)’ 항목을 사업자와 일반 법령 및 규제라는 두 개의 대상에 

대해 측정하고 있다(한국소비자원, 2017). 사업자에 대한 신뢰성은 해당 

시장의 사업자들이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신뢰성은 해당 시장의 현행 소비자 관련 법, 규정이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지를 소비자에게 조사한다(한국소비자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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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신뢰에서는 다른 일반적인 신뢰와 달리 ‘상품’이라는 또 하나의 

신뢰의 대상이 있다. 기존에 상품을 신뢰의 대상으로 다룬 연구는 크게 3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대인간 신뢰를 상품에까지 

확장 적용한 경우이고, 두 번째는 여러 상품에 대해 단순한 신뢰 척도로 

신뢰여부를 묻고 상품 간 비교를 진행한 경우(‘Edelman Trust 

Barometer’는 산업별로 조사, 예를 들어 자동차, 식품, 금융서비스 등), 

세 번째는 위험규제 분야에서 식품(특히,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를 알아

본 경우이다(Berg et al., 2005; De Jonge et al., 2007; Chen, 2008). 

지금 소개한 연구들은 상품을 직접 신뢰의 대상으로 하고 측정 또한 그 

상품에 대한 소비자신뢰를 측정한 것이다. 보통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상

품을 특정하더라도(Gefen et al.(2003)은 책과 CD, Gefen & 

Straub(2004)은 책과 비행기티켓, Cho(2006)는 책과 의류, 한국소비자원

의 소비자시장평가지표(2012~)는 10개 이상 다양한 상품), 실질적인 측정

은 그 상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이루어졌다. 

   일상에서 신뢰의 대상으로 빈번히 말해지는 것은 누군가가 제공한 ‘정

보’일 것이다. 가장 단순한 표현은 흔히 ‘누구의 말은 믿을 수 있어’할 때 

‘누구의 말’로 일컬어지는 것이다. 상대방을 신뢰한다고 할 때, 그의 말에 

대해 확신을 갖는 것을 신뢰 정의의 ‘정보 관점’, 그의 행동에 대해 확신

을 갖는 것을 ‘행동 관점’으로 보기도 한다(Tan & Thoen, 2000). ‘누구

의 말’에 해당하는 정보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누구의’ 말인가 하는 부분

이므로, 정보에 대한 신뢰는 정보원천에 대한 신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

다. Catellier & Yang(2012)은 정보원천에 대한 신뢰를 “개인이 공정하

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특정한 정보원천에 대해 갖고 있는 확신의 수

준(신념)”(p.898)이라 정의한다.

   그런데 정보원천에 해당하는 것은 개인 또는 집단과 같은 주체성이 있

는 대상이므로,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신뢰는 결국 대인간 신뢰라는 종착

점을 맞이하게 된다. 정보 역시 상품처럼 누군가의 생산물이고, 따라서 대

인간 신뢰를 확장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인 것이다. 소비자 분야에서도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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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정보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원천)에 대한 소비자신뢰는 자주 

다뤄지는 주제이다. 다만 대인간 신뢰를 확장 적용하는 방식(신념, 의도 

구분 등 더 세분화된 측정 가능)보다는 정보나 정보원천에 대한 신뢰를 주

로 ‘신뢰한다’ ‘믿는다’ 등의 용어로 간단하게 측정하고 있다(김영기, 

2010; 김동태, 2012; 허경옥, 2012; 허경옥, 2014). 

2. 제도적 신뢰

   신뢰에 사회학적 관점이 도입되면서 제도적 신뢰가 논의되기 시작하였

다(McKnight et al., 2002a). 사회학 분야에서 Luhmann(1979)는 시스템 

신뢰(system trust)를, Zucker(1986)는 제도적 신뢰 개념을 제안하였고

(Jarvenpaa et al., 2000에서 재인용), Shapiro et al.(1992)은 신뢰의 결

정요인 중 하나로 법원, 신용평가기관과 같은 ‘외부적 요소’를 제안하였다. 

작고 상대적으로 분화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개인적 신뢰 또는 대인간 신

뢰에 주로 의존하였지만, 현대적이고 복잡한 사회로 변화하면서 시스템 신

뢰(예를 들어, 제재, 보호장치, 특히 법체계)에 더 의존하는 사회로의, 사

회 체제의 거시적 변화가 진행되었고(Luhmann, 1979, Lewis & 

Weigert, 1985에서 재인용), 제도적 신뢰의 필요성은 증가하였다.  

   Zucker(1986)의 제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신뢰는 제도적 환경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신뢰의 근거가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외부 참고자에

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제3자 신뢰’와 그 의미가 일맥상통한다

(Schilke et al., 2016). 제도 기반 신뢰3)는 제도와 제3자 보증인과 같은 

3) Zucker(1986)는 신뢰 생산(trust production) 메커니즘 중 하나로 제도 기반

(institution-based)을 제시하여 엄밀히는 ‘제도에 기반하여 신뢰를 생산하는 메커니즘’

을 설명하였지만(Schilke et al., 2016), 이후 연구들에서 이를 ‘제도 기반 신뢰

(institution-based trust)’ 용어를 사용해 지칭하곤 하였다(Luo, 2002). 여기에서부터 

제도적 신뢰(특히, 제도 기반 신뢰)가 신뢰의 유형인지 아니면 신뢰의 근거인지에 대한 

혼란이 생긴 것이 아닌가 추측해본다. Zucker(1986)의 연구로 돌아가 판단해보면, 제도 

기반 신뢰는 신뢰의 근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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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사회적 구조를 신뢰의 근거로 하는 것이다(Luo, 2002). 소비자

와 판매자 사이에서는 제3자의 인증이나 중개 메커니즘(예, 은행, 에스크

로 계좌, 정부 규제자)이 이에 해당된다(Luo, 2002). 

   McKnight & Chervany(2001)는 환경적 구조 또는 상황을 신뢰의 대

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도적 신뢰로 보고, 제도적 신뢰를 제도 기반 신뢰로 

구성하였다. 제도 기반 신뢰는 “어떤 시도에서 상황적인 성공을 이끌어내

는 우호적인 조건이 준비되어 있다고 믿는 것”(p.45)으로, 전자상거래 상

황에서 우호적인 조건이란 “법, 규제, 사업, 그리고 기술적 환경이 성공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 인식하는 것”(p.46)을 말한다(McKnight & 

Chervany, 2002). 전자상거래 소비자신뢰 실증연구에서 McKnight et 

al.(2002a)은 제도 기반 신뢰를 “인터넷 환경에 대한 인식”으로, 구체적으

로는 “전자상거래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성취할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필요

한 구조적 조건이 (인터넷에) 현존한다는 신념”(p.339)으로 정의하였다. 제

도 기반 신뢰는 ‘상황의 정상성(situational normality)’과 ‘구조적 보증

(structure assurance)’이라는 2개의 하위요소로 구성된다(McKnight & 

Chervany, 2002). 상황의 정상성은 “환경이 적절한 상태에 있고, 상황이 

정상적이거나 우호적이어서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것”을, 구조적 보증은 

“성공을 촉진하는 보증, 규정, 약속, 법적대응책, 또는 다른 절차가 있다고 

믿는 것”(p.339)을 의미한다(McKnight et al., 2002a). McKnight의 제도 

기반 신뢰에 대한 내용은 이후 다른 연구에도 계승되었다(Gefen et al., 

2003; Li et al., 2006, 2008). Gefen et al.(2003)은 제도 기반 신뢰를 

역시 상황적 정상성과 구조적 보증으로 구분하였고, Li et al.(2006) 역시 

두 하위요소를 나누고 각각 “상황(제도)이 정상적(호의적)이고 선의, 능력, 

성실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적절한 상태에 있고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것”(p.110)으로, “구조(보증, 규제, 약속, 법적대응책 또는 다른 절차 같은)

가 성공을 촉진할 것이라 믿는 것”(p.110)으로 정의하였다. Li et 

al.(2008)에서는 McKnight 모델에서 더 세분하여 기술상 제도적 신뢰 기

반과 조직상 제도적 신뢰 기반을 나누고 각각을 상황적 정상성과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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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으로 구성하였다. 제도 기반 신뢰는 특정한 판매자에 대한 신념을 강

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안전을 강조하여(McKnight et al., 

2002a) 소비자의 일반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Grayson et al.(2008)은 소비자신뢰가 해당 기업의 행동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환이 일어나는 넓은 맥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고 보고, 좁은 범위 신뢰와 넓은 범위 신뢰를 구분하였다. 넓은 범위 신뢰

는 “관계가 발달하는 광범위한/일반적인 사회적 맥락에 대한 소비자의 신

뢰”(p.242)로, 다시 시스템 신뢰와 일반 신뢰로 구성된다. 저자의 ‘시스템 

신뢰(system trust)’가 여기에서 논의하는 제도적 신뢰에 해당한다. 시스

템 신뢰는 제3자에 대한 신념으로, 구체적으로 제3자가 신뢰를 깨는 자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신뢰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한 처벌을 부과할 것이라는 

신념이라 할 수 있다(Grayson et al., 2008). Shapiro(1987)가 “신뢰의 

수호자”라 일컫는 이러한 제3자의 예로는 정부의 규제당국, 전문가 집단, 

법적시스템을 들 수 있다(Grayson et al., 2008). 저자는 자신의 모델에서 

정부 규제자와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신뢰로 시스템 신뢰를 측정하였다. 시

스템 신뢰는 특정 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소비자의 시각을 나타내므로 특

정 맥락에 한정된다(Grayson et al., 2008).   

   Pavlou and Gefen(2004)은 제도 기반 신뢰를 “거래의 성공을 촉진시

키는 데 효과적인 제3자의 제도적 메커니즘이 있다는 소비자의 인

식”(p.37)이라 하고, 거래의 성공을 촉진하는 조건을 만드는 제3자에 의해 

시행되는 것을 제도적 메커니즘이라 하였다. 저자는 이러한 제도적 메커니

즘이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소비자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

으며, 이때 제도적 메커니즘을 변수화한 방식은 소비자가 해당 메커니즘에 

대해 지각한 효과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제도적 메커니즘의 효과성 인식” 

개념은 신뢰의 기초로서, 제도적 메커니즘에 의존하는 소비자의 인지적, 

심리적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효과성 인식”은 소비자가 “제도적 메커

니즘이 법적대응책을 제공하고, 강제력이 있고, 편리하고, 유용하며 비용 

효율이 높다고 믿는 정도”(p.38)를 말한다. 저자는 온라인 거래에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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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메커니즘을 피드백 메커니즘, 에스크로 서비스, 신용카드의 보증, 그리

고 시장 중개자에 대한 신뢰로 구성하고, 에스크로 서비스와 신용카드의 

보증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강한” 메커니즘으로, 피드백 메커니즘과 중

개자에 대한 신뢰는 시장 주도의, “약한” 메커니즘으로 설정하였다. 저자

의 연구 이후, 제도의 ‘효과성 인식’으로 제도적 신뢰를 다루는 연구가 이

어졌다(Gefen & Pavlou, 2006, 2012; Fang et al., 2014; Bao et al., 

2016). 

   Gefen & Pavlou(2006)는 아마존과 이베이를 제도적 인프라를 제공하

는 온라인 중개상으로 설정하고, ‘온라인 시장의 규제 효과성 인식’을 중

개자(Amazon or eBay)가 “거래와 포스팅이 적절히 처리될 수 있게 감시

와 강제력을 통해 적절한 운영이 보장되도록 시장을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고 소비자가 확신하는 정도”(p.7)로 측정하였다. Gefen & Pavlou(2012)는 

‘제도적 구조의 효과성 인식(perceived effectiveness of institutional 

structures, PEIS)’을 “판매자와의 거래를 촉진할 적절한 조건이 있다고 

소비자가 믿는 정도”(p.940)로 정의하고, 제도적 구조는 2004년 연구와 동

일하게 피드백 기술, 에스크로 서비스, 신용카드의 보증, 중개자에 대한 

신뢰로 구성하였다.

   Fang et al.(2014)은 ‘전자상거래 제도적 메카니즘의 효과성 인식

(perceived effectiveness of e-commerce institutional mechanisms, 

PEEIM)’을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온라인 거래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그/

그녀를 보호하는 보호장치가 존재한다는 온라인 소비자의 일반적 인

식”(p.410)으로 정의하였고, 제3자의 보호장치로 온라인 신용카드 보증, 

에스크로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를 제시하였다. 저자의 PEEIM은 기존에 

제도적 메커니즘을 다룬 연구와 두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다. 특정 판매자

와는 독립적으로 일반적인 수준에서 정의되었다는 점, 부정적인 위험 프레

이밍을 더 분명히 하였다는 점이다(Fang et al., 2014). 기존의 연구는 특

정 판매자나 시장의 맥락에서 다루어졌고(Pavlou & Gefen, 2004; Gefen 

& Pavlou, 2006, 2012), McKnight and Chervany(2002), McKnight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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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002a)의 구조적 보증은 일반적인 수준에서 정의되긴 하였으나 제도적 

메커니즘의 효과를 “...거래를 위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내가 편안하게 

느끼게 만든다”, “내가 거래하는 것을 안전하게 만든다”와 같은 설문 문항

을 이용해 측정하였다(Fang et al., 2014). 이에 대해 저자는 제도적 메커

니즘의 효과를 응답자가 더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전망이론의 프레이

밍 효과를 고려하여, 설문 문항에 잠재적인 위험을 제시하고 제도적 메커

니즘의 위험 감소 효과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후 

Bao et al.(2016)은 Fang et al.(2014)의 PEEIM 개념과 척도를 차용해 

중국의 온라인 시장에 적용하였다.  

   한편 조직 간 관계에서 ‘제도 기반 신뢰’의 형성 과정을 연구한 

Bachmann and Inkpen(2011)은 신뢰를 발달시키는 핵심 제도 메커니즘

으로 ①법적 규제, ②회사의 평판, ③교환 상대방의 인증(certification), 

④사회규범(community norms), 구조와 절차를 제안하였다. 법적 규제는 

거래에서 심각한 충돌이 발생하기 전에 행위자들의 기대와 행동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제도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

(Bachmann and Inkpen, 2011). 법적 규제가 공식적 제도 메커니즘이라

면, 회사의 평판은 비공식적인 제도 메커니즘이다(Bachmann and 

Inkpen, 2011). 회사에게 평판의 훼손은 사업의 쇠퇴로 이어지는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회사는 평판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하고 따라서 더 신뢰할 수 있게 되므로, 그런 의미에서 법적 규제와 

평판은 공통적으로 제재를 수반한다고 볼 수 있다(Bachmann and 

Inkpen, 2011). 교환 상대방에 의한 공식적 인증의 대표적인 예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가 사회에서 만든 규범을 들 수 있고, 이때 전문가 조직은 

구성원들이 확립된 규칙 안에서 행동할 것을 보장하게 된다(Bachmann 

and Inkpe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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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관련 신뢰연구 연구에서 사용한 용어 세부항목

McKnight et al(2002; 

2002a), 

Gefen et al.(2003), 

Li et al.(2006; 2008)

제도 기반 신뢰

(institution-based 

trust)

-상황적 정상성

-구조적 보증

Grayson et al.(2008)
시스템 신뢰

(system trust)

-정부 규제자

-전문가 집단

Pavlou & 

Gefen(2004)

제도적 메커니즘의 

효과성 인식

-법적 구속력 있는 

메커니즘(에스크로 서비스, 

신용카드의 보증)

-시장 주도의 메커니즘(피드백 

메커니즘, 중개자에 대한 신뢰)

Gefen & Pavlou 

(2006)

온라인 시장의 

규제 효과성 인식
-중개자에 대한 신뢰

Gefen & 

Pavlou(2012)

제도적 구조의 

효과성 인식

-법적 구속력 있는 

메커니즘(에스크로 서비스, 

신용카드의 보증)

-시장 주도의 메커니즘(피드백 

메커니즘, 중개자에 대한 신뢰)

Fang et al.(2014),

Bao et al.(2016)

전자상거래 제도적 

메카니즘의 효과성 인식

-온라인 신용카드 보증

-에스크로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Bachmann and 

Inkpen

(2011)

제도 메커니즘

(제도 기반 신뢰 

발달시킴) 

-법적 규제

-평판

-인증

-사회규범, 구조와 절차

Berg et al.(2005)
식품 시스템 기관에 

대한 신뢰

-식품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신뢰

-식품 통제당국에 대한 신뢰

Chen(2008)
(식품안전 관련) 

기관 행위자의 감시책임

-식품 과학자(전문가) 

-소비자단체

-언론·라디오·TV

-환경단체

De Jonge et al.

(2007)

(식품안전 관련) 

정부에 대한 신뢰
-

Siegrist & 

Cvetkovich(2000),

Siegrist et al.(2000)

사회적 신뢰

(social trust)
-위해를 관리하는 당국에 대한 신뢰

Poortinga & 

Pidgeon(2003; 2006)

정부에 대한 신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

[표 2-5] 제도적 신뢰 관련 선행연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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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llier & 

Yang(2012)

제도적 신뢰

(institutional trust)

-정보원천(정부기관, 지역보건당국, 

국제기구, 뉴스미디어, 대학의 과학

자, 제약회사의 과학자, 제약사업체 

리더, 의료 전문가, 종교단체)

Tan & Thoen(2000)
통제 신뢰

(control trust)
-

   위험 관련하여 특히 식품 안전에 관한 분야에서는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제도적 신뢰에 해당하는 ‘식품 

시스템에 대한’ 소비자신뢰를 설정하고 있다(Berg et al., 2005; Chen, 

2008). Berg et al.(2005)은 소비자가 그들의 식품 시스템 기관의 성과에 

대해 신뢰하거나 평가하는 것에 기초하여 ‘식품 시스템 기관’에 대한 소비

자신뢰를, ‘식품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신뢰와 ‘식품 통제당국’에 대한 신

뢰로 구별해 측정하고 있다. Chen(2008)은 ‘기관 행위자의 감시책임’을 

측정하면서 4개의 기관(식품 과학자(전문가), 소비자단체, 언론·라디오·TV, 

환경단체)이 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감시하는 일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지를 소비자에게 조사하였다4). De Jonge et al.(2007)은 식품 안전에 

대한 낙관주의와 비관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농부, 유통업자, 식

품제조업자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정부에 대한’ 신뢰를 포함시켰다.  

   위험 분야에서 논의되는 ‘사회적 신뢰(social trust)’ 또한 제도적 신뢰

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위험 중에서도 특히 건강과 안전에 유해한 기술 관

련 위해(hazards)의 경우,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 살충제, 인공감미료 등

을 대상으로 하는 위해의 인식에 관한 논의에서 사회적 신뢰가 등장한다

(Siegrist & Cvetkovich, 2000). 사회적 신뢰는 “기술, 환경, 의료, 또는 

그 밖의 공중보건과 안전 영역의 관리 관련하여 의사결정과 조치를 취할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존할 의사”(p.354)를 말하며, 이때 ‘사회

적’이라는 형용사가 갖는 의미는 신뢰의 대상(Siegrist et al.(2000)은 ‘귀

4) Chen(2008)이 식품 시스템에 대한 신뢰라고 구성한 설문 문항은 관련 식품 기관 행위

자를 정부의 식품 감독관뿐만 아니라 농부, 식품 가공업자, 타국가로부터 수입된 식품, 

슈퍼마켓/식료품가게에서 팔리는 식품까지 포함하여 오히려 제도적 신뢰를 측정한 것으

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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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attribution)’으로 표현)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 내에서 

공식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Siegrist et al., 2000). 사

회적 신뢰는 ‘위해를 관리하는 당국(authorities)에 대한’ 신뢰로 측정된다

(Siegrist & Cvetkovich, 2000). 이러한 영역에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대중은 위험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이 부족하면 위험과 이익을 판단할 때 

사회적 신뢰에 의존하게 된다(Siegrist & Cvetkovich, 2000). 

   또한 위험 규제 분야의 신뢰연구에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와 ‘정부의 

정책(위험 규제)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고(Poortinga & Pidgeon, 2003, 

2006), 전자가 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신뢰모형을 구성하기도 한다

(Poortinga & Pidgeon, 2006).

   마지막으로 정보원천에 대한 신뢰를 측정한 경우에도 선정한 정보원천

의 성격에 따라 제도적 신뢰로 간주하기도 한다. Catellier & Yang(2012)

은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9개의 정보원천(정부기관(예, CDC), 지역보건

당국, 국제기구(예, WHO), 뉴스미디어, 대학의 과학자, 제약회사의 과학

자, 제약사업체 리더, 의료 전문가, 종교단체)에 대한 신뢰로부터 제도적 

신뢰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3. 소비자신뢰의 영향요인 

   소비자신뢰 연구에서도 신뢰의 근거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을 택한 연

구들이 있다. 이들 연구들은 보다 체계적으로 영향요인을 살펴봤다는 장점

이 있다. McKnight et al.(1998)은 상대방과 상호작용 이력이 없는 첫 관

계에서 형성되는 초기신뢰(initial trust)를 이론적으로 고찰하면서 신뢰연

구의 흐름으로부터 5개의 신뢰의 근거를 도출하였다. 먼저 ①경제학 기반 

또는 계산 기반 신뢰 연구자들은 개인이 합리적으로 도출된 비용과 편익

에 기초하여 신뢰를 선택한다고 보고, ②지식 기반 신뢰의 연구자들은 신

뢰가 다른 사람과의 경험을 통해 신뢰 관련 지식을 축적함으로써 시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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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따라 발달한다고 주장한다(McKnight et al., 1998). 그러나 초기신뢰 

수준이 높은 역설(낮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높게 나타난 실증연구들 존

재)은 이 두 관점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숨겨

진 요소 찾을 필요가 존재하였다(McKnight et al., 1998). 

   이에 따라 저자는 앞의 2개에 더해, ③성격 기반, ④제도 기반, 그리고 

⑤인지 기반을 신뢰의 근거로 제안한다. 성격 기반 신뢰 연구자들에 따르

면 신뢰는 어린 시절 유아가 그/그녀의 선의의 보살핌으로부터 도움을 찾

고 받는 동안 발달하여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는 일반적인 성향을 형성하

게 된다(McKnight et al., 1998). 또한 제도 기반 신뢰 연구자들은 신뢰

가 보증, 안전망, 또는 다른 구조들로 인해 그 상황에 대해 느끼는 안전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인지 기반 신뢰 연구자들은 신뢰가 사람간의 상호

작용과는 달리, 빠른 인지적 단서들 또는 첫인상에 의존한다고 본다

(McKnight et al., 1998). 사회적 범주화(social categorization), 평판, 

착각(비합리적 생각), 성향, 제도의 역할과 구조, 또는 일에 있어서 즉각적

인 협력의 필요로 인해, 인지 기반 신뢰가 빠르게 형성된다(McKnight et 

al., 2002a). 이에 따라 McKnight et al.(1998)은 초기신뢰 형성을 위한 

연구모델을 지식 기반을 제외한 성격 기반, 제도 기반, 인지 기반, 계산 

기반 신뢰로 구성하였다(McKnight et al., 1998). 지식 기반 신뢰는 서로 

간에 이전의 상호작용으로 직접 지식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초

기신뢰를 다루는 이 연구에서는 제외하였고, 대신 평판과 같은 간접 지식

은 인지 기반 신뢰의 범주화 과정으로 다루었다(McKnight et al., 1998).

   이후 새로운 온라인 판매자(법률상담사이트)에 대한 소비자의 초기신뢰 

연구에서 McKnight et al.(2002a)은 ‘제도 기반 신뢰’(인터넷 환경에 대한 

인식: 상황적 정상성, 구조적 보증으로 구성)와 ‘신뢰성향’(타인을 신뢰하

는 일반적인 성향: 인간성에 대한 믿음, 신뢰에 대한 자세(trusting 

stance)로 구성)을 판매자에 대한 신뢰(신뢰신념+신뢰의도)의 영향요인으

로 다뤘다. 실증연구 결과, 신뢰성향은 신뢰신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도 기반 신뢰는 신뢰신념, 신뢰의도 모두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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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않은, 의아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저자는 조언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연구대상으로 한 것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향후 연구에서는 판

매자의 유형을 변경하여 소비자가 쇼핑을 할 수 있는, 책, CD, 비행기티

켓의 판매자와 같은 연구대상을 상대로 제도 기반 신뢰의 영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제도 기반 신뢰의 척도를 이 연구에서는 일반

적인 웹 판매자의 속성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지만, 특정 피신뢰자에 맞

게 더 구체화하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영향요인 간 관계에서는 신

뢰성향이 제도 기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i et al.(2006)은 McKnight et al.(2002a)의 초기신뢰 모델에 신뢰의 

영향요인으로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을 추가하여 TRA에 더 가깝

게 모델을 조정하였다. 실증연구 결과, 신뢰성향과 제도 기반 신뢰, 주관

적 규범이 신뢰(신뢰신념)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주

관적 규범이 특히 신뢰신념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650). 주관적 규범은 신뢰신념 외에 신뢰태도, 신뢰의도에도 모두 유의

한 영향을 미쳤다. 영향요인 간에는 신뢰성향이 제도 기반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efen et al.(2003)과 Li et al.(2008) 역시 여러 학문분야의 신뢰연구

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5개의 신뢰의 영향요인 내지 근거를 제시하였

다. ①지식 기반(친숙성), ②제도 기반(상황적 정상성, 구조적 보증), ③계

산 기반(비용/편익 계산), ④인지 기반(과정의 범주화, 통제의 착각, 평판), 

그리고 ⑤성격 기반(인간성에 대한 믿음, 신뢰에 대한 자세). 경제학으로부

터 신뢰의 계산적 기반, 사회학으로부터 제도적 기반, 사회심리학으로부터 

인지적 기반, 심리학으로부터 성격적 기반이 도출되었다(Li et al., 2008).

   뒤의 2개 유형은 초기신뢰 형성과 더 관련 있으므로(McKnight et al. 

1998), 특정 판매자와 이전의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Gefen 

et al.(2003)의 연구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반면 새

로운 정부시스템에 대한 초기신뢰를 연구한 Li et al.(2008)은 피신뢰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이나 경험적 상호작용이 없는 상태이므로 신뢰의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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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은 연구모형에서 제외하였다. 

   두 연구 모두 제도 기반 신뢰의 영향요인은 McKnight et al.(1998, 

2002a) 연구를 반영하여 상황적 정상성과 구조적 보증으로 구성하였다. 

계산 기반 신뢰는 상대방이 관계에서 속이거나 협력할 때의 비용과 이익

에 대한 합리적 평가를 통해 형성된다(Gefen et al., 2003). 이 관점은 피

신뢰자는 합리적, 계산적으로 자신의 최선의 이익 안에서 행동할 것이고 

신뢰자 또한 피신뢰자가 이렇게 행동하리라 가정할 것이라는 거래비용경

제학의 합리적 개인 가정에 기초한다(Gefen et al., 2003; Li et al., 

2008). 피신뢰자가 신뢰할 수 없는 행동으로 얻을 것이 없거나 비용이 오

히려 이익을 압도하는 경우, 피신뢰자가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만한 가치

가 없는 때이므로 신뢰자는 피신뢰자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 

믿을 수 있으므로(Li et al., 2008), 이것은 Shapiro et al.(1992)의 억제 

기반 신뢰와 연결된다(Gefen et al., 2003). 전자상거래 맥락에서, 판매자

가 속이는 행동으로 얻는 이익보다 잃는 것이 더 많거나 소비자신뢰를 깨

고 얻는 이익이 없다고 소비자가 믿을 때 소비자는 판매자를 더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Gefen et al., 2003). Gefen et al.(2003)은 지식 기반 신

뢰의 영향요인으로는 판매자와의 친숙성(familiarity)을 고려하였다. 상대

방의 미래행동에 대한 복잡성을 줄여주는 것이 신뢰이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켜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것이 친숙성이다

(Luhmann, 1979, Gefen et al., 2003에서 재인용). 사회심리학자는 다양

한 인지적 단서와 인상들이 사람들의 신뢰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Li et al., 2008). 피신뢰자에 대한 직접 정보와 반복된 경험이 부족할 

때, 사람들은 인지적인 친숙성을 만들기 때문에 신뢰의 인지적 기반은 지

식의 대체안이 된다(Li et al., 2008). Li et al.(2008)은 신뢰의 인지적 기

반으로 범주화 과정의 3가지 유형 중에서 평판에 의한 범주화를 선택하였

다. 평판 범주화는 다른 사람에 대한 속성을 그 사람에 대한 간접 정보에 

근거하여 분류하는 것이다(McKnight et al., 1998). 

   Gefen et al.(2003)의 실증연구 결과, 지식 기반 신뢰의 영향요인(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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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신뢰의 영향요인은 모두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친숙성은 사용용이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친숙성의 신뢰에 대한 영향은 이용용이성으로 완전매개 되었다(이에 

대한 저자의 설명: 사이트를 방문하여 얻게 된 판매자에 대한 친숙성을 측

정하여, 친숙성과 신뢰를 사용용이성이 완전매개하게 된 것). 영향요인 중

에서 제도 기반 신뢰의 영향요인이 신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저자들은 제도 기반 메커니즘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그들의 특성, 

효과)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Li et al.(2008)의 실증연구 결과, 신뢰의 인지적 기반(평판), 계산적 기

반(비용/편익 계산), 조직상 제도적 기반(상황적 정상성)이 신뢰신념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는 평판의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Li et al.(2006) 연구와 같이, 주관적 규범 또한 

신뢰신념, 신뢰태도, 신뢰의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구

모형의 다른 모든 영향요인과 비교할 때 신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Kim et al.(2008)은 소비자신뢰의 영향요인을 인지 기반, 감정 기반, 

경험 기반, 성격 지향으로 구분하였는데, 위에서 살펴본 연구들과는 구분

법을 약간 달리하였다. 저자는 위의 연구에서 인지 기반으로 분류하였던 

‘평판’과 제도 기반의 성격을 갖는 ‘제3자 인증의 존재’를 감정 기반 신뢰

의 영향요인으로 설정하였고, 인지 기반에는 역시 제도 기반의 성격을 지

닌 ‘지각된 개인정보 보호’와 ‘지각된 보안’을 포함시켰다. 인지 기반의 

‘정보 품질’ 또한 위의 연구에서 설명한 인지적 기반의 의미에 해당되지 

않는다. 위의 연구와 Kim et al.(2008) 연구가 의도한 인지/감정의 의미가 

다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위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지식 기반’ 용어

를 저자는 ‘경험 기반’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친숙성’으로 구성하고 있

다. 성격 지향 신뢰의 영향요인으로 ‘신뢰성향’을 다룬 것은 위의 연구와 

동일하다. 실증연구 결과, ‘제3자 보증의 존재’를 제외한 모든 영향요인이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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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McKnight 

et al.

(2002a)

Gefen et 

al.(2003)

Johnson & 

Grayson

(2005)

Li et 

al.(2008)

Kim et 

al.(2008)

소비자

신뢰의 

주체

초기신뢰

구매경험 

있는 소비자

(재구매)

재무자문

서비스회사의 

기존 고객

초기신뢰

전자상거래 

구매경험 

있는 소비자

소

비

자

신

뢰

의

영

향

요

인

성격 

기반
신뢰성향 신뢰성향 신뢰성향

인지 

기반

(범주화, 

평판, 

오해(비합리

적 생각) 등)

(범주화, 

통제의 착각)

전문성, 상품 

품질, 평판, 

이전만족도

평판

정보품질, 

정보보호
(제도기반

신뢰 유사한

내용)

감정 

기반

평판, 이전의 

만족도, 

유사성

인증, 평판
(제도기반

신뢰 유사한

내용)

지식 

기반
(경험) 친숙성

‘경험기반신

뢰’용어사용

(친숙성으로 

측정)

계산 

기반

계산 기반
(억제기반

신뢰 유사한 

내용)

비용/편익 

계산
(억제기반

신뢰 유사한 

내용)

제도 

기반

제도 기반

신뢰

제도 기반
(제도기반

신뢰 내용)

제도적 기초
(제도기반

신뢰 내용)

[표 2-6] 소비자신뢰의 근거에 따른 분류

   Kim et al.(2008)과 유사한 의미로 인지/감정을 구분한 연구로,  

Johnson & Grayson(2005)을 살펴보았다. Johnson & Grayson(2005)은 

신뢰의 근거에 따른 구분을 하지는 않았으나, 인지적 신뢰와 감정적 신뢰

의 영향요인을 별도로 설정하였다. 실증연구 결과, 서비스제공자의 전문

성, 상품 품질, 이전 상호작용의 만족도는 인지적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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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신뢰의 

대상 

신뢰의 기초, 영향요인
신뢰변수

실증적 

결과분류 하위 차원

McKni

-ght 

et al.

(2002a)

온라인 

판매자

(법률조언

사이트)

성향적 신뢰

(신뢰성향)

-인간성에 대한 믿음

-신뢰에 대한 자세

제도기반신뢰 유의O

신뢰신념 유의O

신뢰의도 유의✕

제도적 신뢰

(제도기반신뢰)

-상황적 정상성

-구조적 보증

신뢰신념 유의✕

신뢰의도 유의✕

Gefen 

et al.

(2003)

온라인 

판매자

계산기반신뢰

영향요인
- 신뢰 유의O

지식기반신뢰

영향요인
친숙성

사용용이성 유의O

신뢰 유의✕

제도기반신뢰

영향요인

상황적 정상성
사용용이성 유의O

신뢰 유의O

구조적 보증 신뢰
유의O

(가장大)

John

-son 

& 

Gray

-son

(2005)

재무자문

서비스

제공자

구분✕

서비스제공자의 전문성 인지적신뢰
유의O

(가장大)

상품 품질 인지적신뢰 유의O

회사 평판
인지적신뢰

유의O

(약하게)

감정적신뢰 유의O

이전 상호작용의 

만족도

인지적신뢰
유의O

(大)

감정적신뢰 유의✕

유사성 감정적신뢰 유의O

인지적 신뢰 감정적신뢰 유의O

Li et 

al.

(2006)

정부의 

정보시스

템(NID)

신뢰성향
-인간성에 대한 믿음

-신뢰에 대한 자세

제도기반신뢰 유의O

신뢰신념 유의O

제도기반신뢰
-상황적 정상성

-구조적 보증
신뢰신념 유의O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회사 평판은 인지적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기는 하였으나 그 영향력이 약하게 나타났다. 이전 만족도를 제외한 회사 

평판과 유사성이 감정적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 간에는 인지적 신뢰가 감정적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

인되었다.

[표 2-7] 소비자신뢰 영향요인의 실증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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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et 

al.

(2008)

정부의 

정보시스

템(NID)

성격 기반
인간성에 대한 믿음 신뢰신념 유의✕

신뢰에 대한 자세 신뢰신념 유의✕

인지 기반 평판 신뢰신념
유의O

(가장大)

계산 기반 비용/편익 계산 신뢰신념 유의O

제도 기반

조직의 상황적 정상성 신뢰신념 유의O

조직의 구조적 보증 신뢰신념 유의✕

기술의 상황적 정상성 신뢰신념 유의✕

기술의 구조적 보증 신뢰신념 유의✕

Kim et 

al.

(2008)

온라인 

판매자

인지기반신뢰 

영향요인

정보의 품질 신뢰 유의O

지각된 개인정보 보호 신뢰
유의O

(가장大)

지각된 보안(보호) 신뢰 유의O

감정기반신뢰

영향요인

제3자 인증의 존재 신뢰 유의✕

긍정적인 평판 신뢰 유의O

경험기반신뢰

영향요인
친숙성 신뢰 유의O

성격지향신뢰

영향요인
신뢰성향 신뢰 유의O

4. 소비자신뢰의 결과

   소비자신뢰 연구에서는 신뢰의 원인뿐만 아니라 신뢰의 결과 또한 함

께 다루기도 한다. 소비자신뢰를 최종 종속변수로 하기보다는(Lee & 

Turban, 2001; Berg et al., 2005; Chen, 2008), 별도로 소비자신뢰의 

결과변수를 모델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더 많다(Jarvenpaa et al., 2000; 

McKnight & Chervany, 2002; McKnight et al., 2002a, 2002b; Gefen 

et al., 2003; Pavlou, 2003; Mukherjee & Nath, 2007; Kim et al., 

2008). 소비자신뢰의 결과를 살펴보는 것은 소비자신뢰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기도 하다. 신뢰의 결과는 두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

다. 첫 번째는 결과가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행동해야 할 때 신뢰가 

지각된 위험을 감소시키고(Luhmann, 1988, Kim et al., 2008에서 재인

용), 두 번째는 그에 따라 위험감수행동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 62 -

   마케팅 분야에서 다수 수행된 소비자신뢰 연구는 사업자의 이윤증대에 

중요한 소비자의 위험감수행동을 주로 결과변수로 다루었다(Jarvenpaa et 

al., 2000; McKnight & Chervany, 2002; McKnight et al., 2002a, 

2002b; Gefen et al., 2003; Pavlou, 2003; Mukherjee & Nath, 2007; 

Kim et al., 2008). 소비자의 구매행동이 가장 대표적이고, 소비자의 판매

자 조언 수용행동, 개인정보 제공행동이 이에 해당한다(McKnight & 

Chervany, 2001; McKnight et al., 2002a, 2002b). 이는 실증연구에서 

주로 ‘행동의도’로 다루어져, 소비자의 구매의도와 함께 소비자가 판매자

의 조언을 수용할 의도, 판매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도로 측정되었

고, 연구결과 판매자에 대한 소비자신뢰는 세 개의 의도를 모두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McKnight et al., 2002b). 

   소비자에게 지각된 위험은 소비자신뢰가 소비자의 위험감수행동을 이

끌어내는 과정에서 중간 메커니즘으로 기능한다. 선행연구에서 소비자에게 

지각된 위험은 소비자신뢰와 구매의도 사이의 매개변수로 설정되었다

(Jarvenpaa et al., 2000; Pavlou, 2003; Kim et al., 2008). Kim et 

al.(2008)은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에게 지각된 위험을 “온라인 거래에서 

잠재적이고 불확실한 부정적 결과에 대한 소비자의 신념”(Kim et al., 

2008, p.546)으로 정의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위험을 유형에 따라 구분하기도 한다. Jacoby & 

Kaplan(1972)은 위험을 경제적 위험, 성과(performance) 위험, 신체적 

위험, 사회적 위험, 심리적 위험으로 구분하였고(Hong, 2015에서 재인용), 

Roselius(1971)는 결함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손실(loss)을 시간 손실, 위

해 손실(건강 또는 신체적 안전 침해), 심리적 손실, 금전 손실로 구분하였

다(Lee, 2014에서 재인용). Featherman & Pavlou(2003)는 온라인 지불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가 인식한 위험을 경제적 위험, 성과 위험, 개인정보 

침해 위험, 심리적 위험, 사회적 위험, 시간 위험, 총 위험으로 구분하였

고, Hong(2015)은 구매 시 소비자가 지각한 위험을 경제적 위험, 성과 위

험, 전달 위험, 심리적 위험, 사회적 위험으로 구분하였다. Kim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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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008)은 특히 온라인 쇼핑에서 중요한 위험 유형으로 경제적 위험, 상

품 위험, 정보 위험을 고려하여, 상품 위험(작동하지 않음, 결함 있는 상품 

등)과 경제적 위험(사기, 환불 어려움 등), 전체 위험으로 소비자에게 지각

된 위험을 구성하였다.

   소비자신뢰와 소비자에게 지각된 위험, 소비자의 구매의도를 다룬 실증

연구(Pavlou, 2003; Kim et al., 2008)에서는 소비자신뢰가 지각된 위험

을 매개로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신뢰가 구매의도에 직

접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계수의 부호를 보면, 

소비자신뢰가 지각된 위험을 감소시키고 구매의도를 증가시키며, 지각된 

위험은 구매의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비자신뢰와 구매의도 사이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봐야 할 점은 소비

자신뢰가 반드시 소비자의 구매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소비자신뢰가 없이도 위험한 구매행동이 일어날 수 있고, 소비자신뢰가 있

어도 구매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전자의 대표적인 사례가 매우 

할인된 가격 때문에 의심스러운 온라인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게 되

는 경우이다(Kim et al., 2008). 비용 절약뿐만 아니라 편리성, 시간 절약, 

상품 다양성 등 소비자에게 지각된 편익은 구매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이 된다(Kim et al., 2008). Kim et al.(2008)은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

에게 지각된 편익을 “특정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거래하는 것이 그 또는 

그녀에게 더 나은/좋은 정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념”(Kim et al., 2008, 

p.547)이라 정의하였다.

   소비자신뢰 연구에서 지각된 편익은 지각된 위험과 대응을 이루며 모

형에 함께 포함되거나(Siegrist et al., 2000; Pavlou, 2003; Kim et al., 

2008), 또는 단독으로 고려되기도 하였다(Gefen et al., 2003; Mukherjee 

& Nath, 2007). 위험관리 분야에서 Siegrist et al.(2000)은 개인이 위해

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 사회적 신뢰(위해를 관리하는 당국에 대한 

신뢰)가 지각된 위험과 편익을 결정한다는 실증적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때 개인에게 지각된 위험과 편익은 건강과 안전에 위험한 기술(예,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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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기술)과 관련된 위험과 편익을 말한다. 사회적 신뢰는 지각된 편익을 

증가시키고 지각된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전자상거래 수용에 대해 연구한 Pavlou(2003)는 소비자신뢰 

모델에 기술수용모델(TAM)을 적용하면서, 소비자신뢰의 결과로 소비자에

게 지각된 위험,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이용용이성, 그리고 거래의도를 

제시하였다. 표현된 용어는 다르지만 내용상 TAM의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이용용이성’은 지각된 편익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러한 지각된 편익과 지각된 위험은 소비자신뢰와 거래의도 사이의 매개변

수로 설정되었고, 연구결과 유의한 매개효과가 존재하였으며, 소비자신뢰

는 지각된 위험을 줄이고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이용용이성을 증가시키

며 또한 거래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et al.(2008)의 연구 역시 소비자신뢰와 소비자에게 지각된 위험, 

지각된 편익, 그리고 구매의도를 다뤘지만, 앞의 두 연구와 차이점은 지각

된 편익을 소비자신뢰의 결과로 설정하지 않고 구매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각된 편익은 편리성, 돈과 

시간의 절약으로, 구매의도는 상품 구매, 친구에게 추천, 재구매할 가능성

으로 구성되었다. 실증연구 결과, 소비자에게 지각된 위험은 구매의도를 

감소시키고, 지각된 편익은 구매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

럼 소비자신뢰 연구에서 ‘지각된 편익’ 변수의 사용은 소비자신뢰의 영향

을 받는, 즉 소비자신뢰의 결과변수로 설정되었는지(Siegrist et al., 

2000; Gefen et al., 2003; Pavlou, 2003), 아니면 구매의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설정되었는지(Mukherjee & Nath, 2007; Kim et al., 

2008)에 따라서도 구분해 볼 수 있다.

   Gefen et al.(2003)과 Mukherjee & Nath(2007)의 소비자신뢰 연구는 

지각된 편익을 지각된 위험 없이 단독으로 모형에 포함시킨 연구이다. 

Gefen et al.(2003) 역시 소비자신뢰 모델에 TAM을 적용하면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이용용이성을 모형에 포함시켰고, 지각된 유용성과 이용

의도(온라인 판매자로부터 구매할 의도)를 소비자신뢰의 결과로 설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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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결과, 소비자신뢰는 지각된 유용성(지각된 편익)과 이용의도를 유

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때 지각된 유용성은 신뢰와 이용의

도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역할을 수행하였다. 

   Mukherjee & Nath(2007)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신뢰를 연구하면서 

기업 간 관계에서 입증된 Morgan & Hunt(1994)의 몰입-신뢰 이론

(commitment-trust theory)을 적용하여, 소비자신뢰의 결과로 관계몰입

과 행동의도를 제시하고 관계몰입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관계몰입은 

연계성(association)과 소속감으로 구성되고, 소비자의 행동의도는 구전효

과(주변에 긍정적으로 말할 의사), 구매의도, 지속적인 상호작용(서비스 사

용의도)으로 구성되었다. 실증연구 결과, 소비자신뢰가 관계몰입과 행동의

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관계몰입은 유의한 매개변수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지각된 편익과 유사한 내용의 변수인 ‘관계편익’이 관

계몰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 모형에서는 관계편익(지각된 

편익)을 소비자신뢰의 결과로 설정하지 않고 관계몰입을 통해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만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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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소비자신뢰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영향요인과 결과를 탐색한 후, 이러한 개념적 모형을 스마트폰 거래시장에 

적용한 실증적 고찰을 수행하여 정립한 소비자신뢰의 개념을 측정하고 영

향요인을 확인하며, 소비자신뢰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소비자신뢰가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탐구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소비자신뢰는 어떻게 개념화할 수 있는가? 

  1-1. 소비자신뢰의 개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1-2. 소비자신뢰의 개념은 어떠한 하위요소로 구성되는가? 

[연구문제 2] 스마트폰 거래시장에서 소비자신뢰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

는가?

[연구문제 3] 스마트폰 거래시장에서 소비자신뢰의 수준과 그에 대한 영

향요인은 무엇이며, 소비자신뢰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은 어떠한가? 

  3-1. 소비자신뢰 수준은 어떠한가?

  3-2. 소비자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3-3. 소비자신뢰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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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모형

   소비자신뢰 개념과 소비자신뢰의 영향요인 및 결과로 구성된 본 연구

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모형에서 연구문제 1과 2, 3-1은 소비자신뢰

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개념화 및 척도 개발, 그리고 수준의 측정까지를 

다룬다. 연구문제 3-2에서 소비자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연구문제 3-3에서 연구모형의 뒷부분인 소비자신뢰의 결과를 다룬다.

[그림 3-1] 전체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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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방법

1. 내용분석: 개념화 및 척도 개발

   소비자신뢰의 개념화 및 측정도구 개발을 위해 문헌고찰을 통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는 심리학에서 대인간 관계로부터 논의되기 시작

하여, 경제학, 사회학, 사회심리학, 정치학 등 여러 사회과학 분야에서 주

목 받는 연구주제가 되었고, 이후 조직학, 마케팅 분야에서도 신뢰 개념을 

받아들여 활발히 연구되었다(Doney & Cannon, 1997; 박통희, 1999; 문

형구 외, 2011). 그 과정에서 신뢰 개념의 정의는 연구자별로 다양하게 존

재하고 합의된 것이 거의 없어(Poortinga & Pidgeon, 2006), 개념의 혼

란이 초래되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Rousseau et al., 1998; 박통희, 

1999; McKnight & Chervany, 2001; 김우택·김지희 편, 2002). 

   이후 신뢰연구의 개념적 혼란을 극복하고자 기존연구들의 신뢰 개념을 

분류하고 공통점을 도출하거나(김우택·김지희 편, 2002), 학문간 통합된 신

뢰 개념을 정립하려는 시도들이 행해졌다(McKnight & Chervany, 2001). 

특히 조직학 분야에서 다학제적인 관점에서 신뢰를 개념화하려 한 연구들

이 90년대 중반 이후 수행되었다(Mayer et al., 1995; McKnight et al., 

1998; Rousseau et al., 1998; McKnight & Chervany, 2001). 이들의 

연구는 이후 분야를 막론하고 선행연구들에서 신뢰의 개념을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되는 연구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신뢰 개념의 

합의를 이룬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소비자신뢰에 관한 연구는 2000년 전후부터 전자상거래 영역에서 활발

히 이루어졌는데, 새로운 구매채널로 등장한 온라인에서의 거래는 비대면 

거래라는 특성 때문에 신뢰가 구매를 결정하는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되었

기 때문이다(Kim, 2014). 이들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비자신뢰 연구 또한 

조직학 분야의 다학제적 신뢰연구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



- 69 -

다(McKnight & Chervany, 2002; McKnight et al., 2002a; Gefen et 

al., 2003; Li et al., 2003, 2006). 

   이처럼 기존 신뢰연구와 소비자신뢰 연구가 오랜 기간 상당히 축적되

었고, 그 과정에서 신뢰의 개념화에 대한 중요한 논의들이 있었으며, 신뢰

가 실제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개념의 혼란을 가중시킨다

는 점에서(McKnight & Chervany, 2001),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신뢰의 

개념 탐구를 경험적 연구보다는 이론적 연구를 통해 수행하는 것이 더 적

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내용분석은 제3자가 작성한 자료의 내용을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여정성 외, 2012), 시간 또는 공간상 제약으로 연구대상자에게 직접 접근

할 수 없을 때 주로 사용되는 연구방법이지만, 연구대상자와 직접 접촉 가

능한 경우에도 이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홍두승·설동훈, 2013). 본 연구

에서는 학술문헌 데이터베이스에서 “trust”, “consumer & trust”, “신

뢰”, “소비자 & 신뢰”를 검색하여 관련 논문과 저서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이 자료들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기존연구에서 신뢰 개념

과 소비자신뢰 개념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찾아내며 이론적 포화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때까지 탐색과 분석을 지속하였다.

   내용분석은 수집하는 자료에 따라 신뢰성이 높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 자료만을 이용하므로 수집한 자료가 자신의 연

구에 맞는 내용인지, 해석 시 오류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등의 문제가 발

생할 수 있고(여정성 외, 2012), 타당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홍두승·설

동훈,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발한 소비자신뢰의 척도를 실증연구

에 적용하여 여러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내용타당도 측면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소비자신뢰에 대한 개념

적 정의를 도출하고 측정변수를 결정하는 조작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실시

하고, 도출된 척도는 소비자학 전공 박사 4인, 대학원생 4인의 검토를 통

해 안면타당성을 확보하였다. 기준타당도와 구성타당도(수렴타당도, 판별

타당도, 법칙타당도) 검증 결과는 제4장(연구결과 및 분석)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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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 조사연구

1) 연구대상(상품 시장) 선정

   상품은 위험(성과/안전/개인정보/경제적 위험)과 불확실성(탐색재/경험

재/신뢰재), 관여도를 고려하여, 고위험, 고불확실, 고관여 특성을 가진 상

품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고관여 상품은 소비자에게 ‘복잡한 구매행동’

을 유발하고 이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가 신뢰 판단을 할 가능성

이 크지만, 습관적 구매행동에서는 신뢰 판단 자체를 생략할 가능성이 높

다. 높은 위험, 높은 불확실성(성과계측성)을 지닌 상품의 경우 소비자의 

구매결정에서 신뢰가 더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또한 이 경우 소비자

가 상품을 신뢰한다면 신념의 비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므로 신뢰와 위험

분석이 구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동전화(스마트폰 한정) 시장을 고위험, 고불확실, 고관

여 상품시장으로 선정하였다. 스마트폰 거래 시장에는 세 부류의 사업자가 

존재한다. (1)삼성, LG, 애플과 같은 스마트폰 단말기 제조사, (2)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KT, SKT, LGU+와 같은 통신사업자, (3)최종 소비자에

게 직접 스마트폰 단말기를 판매하고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서비스를 제공

하는 판매업자.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구매하려면, (1)어떤 제조사의 스마트

폰 기기를 살 것인지, (2)어떤 통신사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 (3)

어떤 매장에 가서 (1),(2)를 구입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3단계의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3)에 해당하는 판매업자를 연구대상으로 한

다. 특히 스마트폰 단말기 구입과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두 가지를 함께 거

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하에서는 용어의 간략한 표현을 위해, 스마트폰 

거래/판매/구매 등의 표현을 사용할 것이며, 이것은 모두 두 가지를 함께

거래/판매/구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스마트폰은 고가여서 경제적 위험과 관여도가 높은 상품이면서,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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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고가의 내구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주 구매하고 매일매시 사용하는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다. 그리고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이 함께 거래되

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속거래를 위해 개인의 

신원정보,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야하기 때문이다. 고가로 경제적 

위험, 관여도가 높은 다른 상품, 예를 들어 노트북 등과 달리 스마트폰 거

래는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시장

에서는 소비자에게 점점 더 민감한 사안이 되어가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

까지 다룰 수 있다.    

   스마트폰 시장의 특성 또한 연구대상의 선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최종

소비자와 스마트폰을 거래하는 판매업자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우리가 동네 곳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휴대폰판매점의 중소 사

업자이다(18,455명, 2016.8월말기준(국세청, 2016)). 휴대폰판매점은 국민

의 경제활동과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생활밀접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다(국세청, 2016).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자영업

자가 휴대폰판매점으로 창업하고 단말기 보조금을 이용해 저렴한 가격을 

차별화 전략으로 내세웠지만, 단말기유통법 실시 이후 보조금에 제한이 생

기고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많은 중소 자영업자의 휴대폰판매점이 문

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 소매점들은 직영점, 대기업 유통업체(대형 

전자기기 양판점, 휴대전화 제조사의 직영유통업체 등)로 소비자가 몰리며 

스마트폰 시장 또한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을 비판하면서, ‘중소

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여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경향신문 기사, 2017.03.16).

   그러나 대기업의 판매처로부터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없는 것은 소비

자에게는 선택권의 침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다. 그 전에 우선적으로 알아보아야 할 것은 시장에서 가격의 장점이 사라

진 시점에 소비자가 개인 자영업자의 휴대폰판매점이 아니라 대기업의 판

매처를 선택하는 이유일 것이다. 이것에는 소비자의 신뢰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거래시장의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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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소비자신뢰를 연구하기에 적절한 시장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연구

를 진행하였다.  

2)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수도권에 거주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성별, 연

령(20대~60대), 지역(수도권)을 인구비례에 따라 할당표집하여 리서치업체

(엠브레인)를 통해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은 수

도권이 스마트폰 이용자가 많고, 다양한 구매처의 접근이 가능하다고 판단

하여 주거지가 수도권인 경우로 한정하였고, 성별과 연령은 선행연구에서 

유의미한 소비자신뢰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었다(Berg et al., 2005). 현 

상태의 소비자신뢰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므로 응답자를 구매한 경우로 한

정하지 않고, 대신 ‘구매의도’를 질문하였다. 본 설문은 서울대학교 생명윤

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실시되었다(SNUIRB No. 1708/003-002, 승

인일: 2018.02.08.). 

   예비조사(54명)를 실시하여 설문 문항의 신뢰성 및 양호도를 점검하고 

일부 수정을 가해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본조사는 2018년 3월 27일

부터 3월 39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수집된 573명의 데이터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에는 PASW Statistics 18.0과 Amos 18.0을 이용

하였다. 소비자신뢰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

과 상관관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그리고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하

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로 파악하였고, 소

비자신뢰의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사

업자 유형 간 나타난 소비자신뢰 수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인

지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고, 성별과 연령에 따른 소

비자신뢰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와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업자별 소비자신뢰 수준의 차이를 도식화하기 위해 다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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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법을 이용해 지각도를 작성하였다. 사업자에 대한 신뢰와 통제 기제에 

대한 신뢰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중회귀

분석을 통해 소비자신뢰의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소비자신뢰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3) 조사도구

(1) 영향요인: 개인적 요인, 제도적 요인

   소비자신뢰의 영향요인을 개인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해 각각

의 영향력을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개인적 요인은 사업자와의 이전 경험, 

지식, 주변의 영향(주관적 규범), 위험감수성향으로 설정하였고, 제도적 요

인은 제도 메커니즘(통제 기제에 대한 신뢰)과 일반신뢰로 구성하였다.

① 개인적 요인: 이전 경험, 주관적 규범, 지식, 위험감수성향

   사업자와 이전 거래의 경험은 해당 사업자와 과거 거래에 대한 만족도

로 측정하였다. Johnson & Grayson(2005)의 이전 상호작용에서의 만족

도 문항(불쾌한(displeased), 만족한(satisfied))과 이학식·임지훈(2002)의 

소비관련 감정 척도(후회스럽다)를 참고하였다. 그리고 이 만족도 문항은 

감정뿐만 아니라 판단도 포함된 용어라 생각해 응답자에게 서술체로 제시

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만족스럽다’가 신뢰도를 낮추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만족도 측정에 핵심적인 문항이므로 삭제하지 않기로 결

정하였다.

   소비자에게 주변인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주관적 규범 변수

를 측정하였다. 많은 연구들에서 주관적 규범 변수가 합리적 행위이론에 

충실한 문항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색한 표현이 많은 관계로, 가장 이해하

기 쉬운 문장을 사용한 Pavlou & Fygenson(2006)의 주관적 규범 문항을 

참고하여 척도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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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문항

사업자와 이전 

경험(만족도)

만족스럽다

불쾌하다

후회스럽다

주관적 규범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 대부분은 이 사업자를 신뢰할 것이다.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 대부분은 이 사업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의향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 대부분은 이 사업자와의 스마트폰 거

래가 믿을만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new)

변수 사업자 유형 Cronbach’s α

사업자와 

이전 거래경험

(만족도)

직영점 .869 (만족 삭제시 .903)

일반대리점 .816 (만족 삭제시 .868)

전문판매점 .852 (만족 삭제시 .835)

중소판매점 .856 (만족 삭제시 .893)

온라인중소 .809 (만족 삭제시 .906)

주관적 규범

직영점 .898

일반대리점 .896

전문판매점 .893

중소판매점 .902

온라인중소 .901

[표 3-1] 사업자와 이전 경험과 주관적 규범의 설문 문항과 신뢰도

   지식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신뢰의 영향요인으로 다룬 변수인데, 주로 

“familiarity”로 표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이라는 상품과 스마트

폰 구매방법, 구매 관련 정보를 탐색하는 방법과 스마트폰 사업자에 대한 

지식까지 다양한 소비자의 지식을 알아보고자 하였고, 이에 가장 자연스러

운 표현을 제공하는 Gefen & Straub(2004)의 문항을 참고하여 척도를 개

발하였다.

   소비자 개인의 성격이 반영된 변수이면서, 소비자신뢰 수준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요인으로 위험감수성향을 측정하였다. Blais & 

Weber(2006)의 위험감수성향 척도 중에서 경제적 위험과 안전 위험에 대

한 문항을 차용하였다. 응답자에게 제시된 상황에 처한 경우를 가정하고 

각 행동을 할 가능성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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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문항 Cronbach’s α

지식

나는 휴대폰(스마트폰)과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해 

잘 안다.

.900

나는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

하는 방법에 대해 잘 안다.

나는 스마트폰 구매에 필요한 정보를 찾는 방법을 

잘 안다.

나는 휴대폰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에 대해 잘 안다.

나는 스마트폰을 거래하는 직영점, 대리점, 판매점

을 구별할 수 있다. (new)

위험감수

성향

하루의 소득에 해당하는 돈을 경마에 베팅하기

.853

매우 투기적인 주식에 연봉의 5%를 투자하기

연봉의 10%를 새로운 벤처 사업에 투자하기

안전벨트 착용하지 않고 차 운전하기

헬멧 없이 오토바이 타기

밤에 안전하지 않은 곳(우범지역)에서 혼자 걸어서 

귀가하기

[표 3-2] 지식과 위험감수성향의 설문 문항과 신뢰도

  

② 제도적 요인: (통제 기제에 대한 신뢰), 일반신뢰

   일반신뢰는 사회의 일반 타인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 일반 타인에 대

해서도 기대하는 속성인 선의, 능력, 정직, 성실로 구분해 측정한다. 

   일반신뢰는 선행연구에서 주로 소비자 개인의 성향을 반영하는 ‘신뢰성

향(disposition)’으로 다뤄졌지만, 일반 타인에 대한 신뢰 수준은 이미 사

회 환경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생각하기에 개인의 성격문제로만 다룰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Grayson et al.(2008) 연구에서도 일반 타인에 대한 

신뢰를 “일반신뢰(Generalized trust)”로 명명하며 시스템 신뢰와 함께 특

정 개인에 대한 신뢰와는 구분되는 ‘넓은 범위의 신뢰’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신뢰를 제도적 요인으로 다루게 됨에 따라 소

비자 개인의 성향을 반영하는 기질적인 변수로 위에서 설명한 위험감수성

향을 모형을 포함시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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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Cronbach’s α

일반

나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신뢰한다.

.868

나는 사람들이 그들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를 주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신뢰한다. 

능력 대부분의 전문가가 그들의 일을 매우 잘 한다.

선의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

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노력한다.

정직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직하게 대한다.

성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약속을 지킨다.

구 분 출 처

개인적

요인

사업자와 이전 

거래 경험(만족도)

이학식·임지훈(2002), 

Johnson & Grayson(2005) 참고하여 개발

지식 Gefen & Straub(2004) 참고하여 개발

주관적 규범 Pavlou & Fygenson(2006) 참고하여 개발

위험감수성향 Blais & Weber(2006)

제도적

요인
일반신뢰

Gefen(2000), McKnight et al.(2002a), 

Gefen & Straub(2004), Kim et al.(2008), 

Li et al.(2008) 참고하여 수정

   일반신뢰의 척도는 Kim et al.(2008)과 Gefen & Straub(2004)의 신뢰

성향 척도와 신뢰성향의 하위차원으로 인간성에 대한 믿음(faith in 

humanity)을 능력, 선의, 성실로 구분해 측정한 McKnight et al.(2002a), 

Li et al.(2008)의 척도를 참고해 구성하였다. 

[표 3-3] 일반신뢰의 설문 문항

[표 3-4] 소비자신뢰의 영향요인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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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변수: 지각된 위험, 구매의도

   소비자신뢰의 결과는 3가지 변수로 측정하였다. 소비자신뢰 수준과 세 

변수의 관계는 사업자와 통제 기제에 대한 소비자신뢰가 높아지면 사업자

에 대한 지각된 위험이 낮아질 것이고 소비자의 구매의도와 정보제공의도

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Kim et al., 2008).

① 사업자에 대한 지각된 위험

   스마트폰 ‘거래’에 따르는 위험으로 차원을 구분하여, 경제적 위험과 

안전(개인정보) 위험을 측정하였다. 스마트폰 상품 품질의 위험, 신체 안전

의 위험은 고려하지 않았다(이유는 p.102의 설명과 동일). 

   그리고 소비자 거래의 중요한 특징인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판매자 품

질 불확실성 인식을 추가로 측정하였다. Dimoka et al.(2012)은 상품 품

질 불확실성과 판매자 품질 불확실성을 측정하였는데, 이중 판매자 품질 

불확실성 문항을 참고하였다.

   거래의 위험을 유형별로 구분해 측정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였다. 

Hong(2015)은 위험을 경제적 위험, 상품품질 위험, 배달 위험, 심리적 위

험, 사회적 위험으로 분류하고, 경제적 위험에 지나치게 높은 상품 가격에 

대한 우려, 판매자의 사기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우려를 포함하였다. 

Featherman & Pavlou(2003)은 경제적 위험, 품질(성능) 위험, 개인정보 

위험, 심리적 위험, 사회적 위험, 시간적 위험, 총 위험을 구분해 측정하였

는데, 이 연구의 경제적 위험(사기에 당함, 경제적 손실 위험 등), 개인정

보 침해 위험(도용, 해킹)을 본 연구의 소비자에게 지각된 위험의 유형으

로 채택하였다. Kim et al.(2008)은 하나의 지각된 위험 변수를 상품 위험

과 경제적 위험, 전체 위험 인식을 포함해 구성하였고, 경제적 위험의 예

로는 사기, 환불의 어려움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참고해 개발한 

문항과 판매자 품질 불확실성 문항까지 더해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지각

된 위험 문항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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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경제적 위험

이 사업자와의 거래는 나에게 경제적 손실(판매자의 사기, 

불리한 거래조건, 교환‧환불의 어려움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

이 더 높을 것이다.

안전 위험

(개인정보) 

이 사업자와의 거래는 계약에 이용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더 클 것이다.

판매자 품질 

불확실성

이 사업자와의 거래는 판매자의 품질(거래조건에 대한 약속

을 지키는 것, 속이지 않는 것 등)을 거래 시에 확신하기가 

어렵다(불확실성이 높다).

위험 일반 이 사업자와의 스마트폰 거래는 위험성이 크다.

변수 사업자 유형 Cronbach’s α

지각된 위험

(불확실성 문항 

포함)

직영점 .833

일반대리점 .838

전문판매점 .829

중소판매점 .836

온라인중소 .792

[표 3-5] 사업자에 대한 지각된 위험 설문 문항과 신뢰도

② 사업자에 대한 구매의도

   선행연구에서 소비자신뢰의 결과로 다뤄지는 구매의도, 정보제공의도, 

조언수용의도 중에서 구매의도와 정보제공의도를 측정하였다. 구매를 위한 

정보탐색의 시간을 고려하여 앞으로 3개월 내에 스마트폰을 구매해야 하

는 상황을 가정하고 응답하도록 하였다. 구매의도 변수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신뢰도가 낮아지는 문항(친구에게 추천)이 발견되었지만, 그 문항을 

포함하더라도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어 척도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선

행연구에서도 친구에게 추천할 의도를 구매의도를 측정하는 문항의 하나

로 사용하고 있다. 

   정보제공의도를 측정하는 문장에서 ‘기꺼이’를 포함한 것은 계약을 위

해서는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기꺼이’ 표현이 없다

면 구매의도를 묻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도 ‘신용

카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와 같은 문장은 구매의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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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문항

구매의도

나는 이 사업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 

나는 이 사업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 

나는 스마트폰을 구매하려는 내 친구에게 

이 사업자를 추천할 생각이 있다.

정보제공의도
나는 계약에 필요한 내 개인정보(금융정보, 신분증 등)를 

이 사업자에게 기꺼이 제공할 것이다.

변수 사업자 유형 Cronbach’s α

구매의도

(문항3개)

직영점 .918

일반대리점 .919

전문판매점 .924

중소판매점 .929

온라인중소 .938

구 분 출 처

지각된 위험
Featherman & Pavlou(2003), Kim et al.(2008),

Hong(2015) 참고하여 개발

판매자 품질 불확실성 Dimoka et al.(2012) 참고하여 수정

사업자에 대한 구매의도
Gefen(2002), Gefen & Straub(2004), 

Kim et al.(2008) 참고하여 수정

정보제공의도
McKnight et al.(2002), 

Li et al.(2008) 참고하여 수정

[표 3-6] 사업자에 대한 구매의도 및 정보제공의도 설문 문항과 신뢰도

[표 3-7] 소비자신뢰의 결과변수 측정

(3) 통제변수: 지각된 편익, 사회인구학적 특성

① 사업자에 대한 지각된 편익

   각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에게 지각된 편익은 그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일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신뢰와 별

개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지각된 위험에 대비를 이루는 변수로 지

각된 편익을 측정하였다. Kim et al.(2008)은 지각된 위험과 함께 지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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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경제적

편익

저렴한가격

나는 이 사업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구매하여 

돈을 절약할 수 있다.

나는 이 사업자로부터 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사은품제공
이 사업자는 사은품 제공, 이벤트 등 

다양한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 (new) 

비경제

적 편익

시간절약
이 사업자와의 스마트폰 거래는 

내 시간을 절약하게 해준다.

편리성 이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것은 편리하다.

변수 사업자 유형 Cronbach’s α

경제적 편익 중에서 

저렴한 가격

(사은품 제공은 제외)

직영점 .877

일반대리점 .850

전문판매점 .860

중소판매점 .866

온라인중소 .860

비경제적 편익

직영점 .757

일반대리점 .745

전문판매점 .730

중소판매점 .719

온라인중소 .784

편익을 측정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경제적 편익 중에서 사은품 제공(판촉 행사)이 신뢰

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사은품 제공을 별도로 분리하였다. 가격 면에

서 금전의 절약과 사은품 제공의 경향이 다른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3-8] 사업자에 대한 지각된 편익 설문 문항과 신뢰도

② 사회인구학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최종학력, 개인/가구 월 평균 소

득, 직업, 지역을 측정하고, 온라인 쇼핑(상품 구매) 경험, 인터넷 활용 수

준, 스마트폰 구매 관여도를 측정하였다. 온라인 쇼핑(상품 구매) 경험은 

Jarvenpaa et al.(2000)의 직접쇼핑경험의 문항(얼마나 자주 구매하는지)

과 Kim et al.(2008)의 인터넷 구매 빈도를 묻는 질문을 참고하였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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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출 처

지각된 편익
Kim et al.(2008) 참고하여 수정, 

새로운 문항 개발

온라인 쇼핑(상품 구매) 경험
Jarvenpaa et al.(2000), Kim et al.(2008)

참고하여 개발

인터넷 활용 수준 Kim et al.(2008) 참고하여 개발

스마트폰 구매 관여도 Pavlou et al.(2007) 참고하여 수정

경우 모두 빈도를 묻는 방식이어서 본 연구에서도 온라인 쇼핑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3-9] 통제변수 측정

제 3 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사회인구학적 특성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20대~60대의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

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성별, 연령, 지역(수도권)을 인구비례에 따라 

할당하였다. 연령에서는 40대와 50대, 최종학력으로는 대학교 졸업, 월 평

균 가구소득은 450만원 이상 550만원 미만, 직업으로는 사무직이 가장 높

은 빈도수를 차지하였다.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

해서 보통을 넘는 수준(7점 척도에서 4.99)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

고, 온라인 쇼핑은 약간 자주 하는 수준이었으며(7점 척도에서 5.03), 인

터넷 활용 수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점 척도에서 5.14, 7점은 전문가 수준).



- 82 -

변수 구분 빈도 % 변수 구분 빈도 %

성별
남자 283 49.4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86 15.0

여자 290 50.6 대학교 재학 34 5.9

연령

20~29세 101 17.6 대학교 졸업 398 69.5

30~39세 119 20.8 대학원 재학 이상 55 9.6

40~49세 134 23.4

직업

사무직 230 40.1

50~59세 132 23.0 관리직 36 6.3

60~69세 87 15.2 기능/생산직 33 5.8

월 

평균

가구

소득

50만원 미만 1 0.2 판매/서비스직 28 4.9

50-150만원 미만 14 2.4 전문/자유직 40 7.0

150-250만원 미만 60 10.5 공무원 5 0.9

250-350만원 미만 75 13.1 자영업 44 7.7

350-450만원 미만 99 17.3 전업주부 85 14.8

450-550만원 미만 111 19.4 학생 32 5.6

550-650만원 미만 70 12.2 무직 25 4.4

650-750만원 미만 50 8.7 기타 15 2.6

750-850만원 미만 35 6.1

거주지

서울 227 39.6

850-950만원 미만 23 4.0 경기 277 48.3

950만원 이상 35 6.1 인천 69 12.0

변수 평균 표준편차

스마트폰 구매 관여도 4.99 1.225

온라인 쇼핑(상품 구매) 빈도 5.03 1.398

인터넷 활용 수준 5.14 1.138

[표 3-10]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573)

-모든 변수 각각의 빈도 합계(573명), 백분율 합계(100%) 동일

2. 스마트폰 구매 행태

   스마트폰 구매 행태를 알아보기 위해 가장 최근 스마트폰을 구매한 곳

과 구매 시기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스마트폰을 구매한 시기는 많은 경우

가 2년 내여서,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가 짧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최근의 스마트폰 구매처는 이동통신사의 직영점이 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휴대폰 판매점이 두 번째로 20.4%를 차지하였다. 직영점

의 경우 온라인상의 직영점이라 할 수 있는 이동통신사의 온라인몰까지 

포함하면 40%의 소비자가 직영점을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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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세 빈도 %

최근 

구매

시기

2011~2014년까지 28 4.9

2015년 82 14.3

2016년 173 30.2

2017년 223 38.9

2018년(3월까지) 67 11.7

최근

구매처

이동통신사(SKT, KT, LGU+)의 직영점 (이동통신사가 

직접 운영)
191 33.3

일반 대리점(개인사업자가 운영, 특정 1개의 이동통신사 

스마트폰만 판매)
68 11.9

휴대폰 판매점(개인사업자가 운영, 이동통신 3사 스마트폰 

모두 판매)
117 20.4

삼성 디지털프라자, LG전자 베스트샵 26 4.5

백화점, 대형마트(이마트 등), TV홈쇼핑에 입점한 대리점 8 1.4

하이마트, 전자랜드 14 2.4

테크노마트(강변, 신도림), 용산 전자상가의 각 점포 27 4.7

이동통신사(SKT, KT, LGU+)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 

(T world 다이렉트샵, KT Shop, U+Shop)
40 7.0

온라인 종합몰(대기업에서 운영, SSG닷컴, 롯데닷컴, 

CJ몰, GS SHOP, AK몰, 현대 H몰 등)
6 1.0

온라인 오픈마켓(G마켓,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등), 

소셜커머스(쿠팡, 위메프, 티몬 등)
30 5.2

온라인 커뮤니티, SNS(네이버 BAND 등), 메신저(카카오톡 

등) 등을 통해 연락한 후 온라인으로 거래
19 3.3

온라인 커뮤니티, SNS(네이버 BAND 등), 메신저(카카오톡 

등) 등을 통해 정보 공유한 후, 사무실에 방문하여 거래
7 1.2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 7 1.2

기타(중고거래 등) 13 2.3

합계 573 100

[표 3-11] 가장 최근 스마트폰 구매 시기 및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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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전제

조건

상호의존성

신뢰의 상태

신뢰행동

신뢰의도위험성, 불확실성 
신뢰신념

취약성(통제권의 부재) 신뢰태도
신뢰의

의미

긍정적인 기대 신뢰신념+신뢰의도

기꺼이 감수할 의사 신뢰신념+신뢰태도+신뢰의도

신뢰의 

차원

피신뢰자 

속성

능력
인간의 

경험 방식

인지
선의

성실(정직)
감정

예측가능성

신뢰의 

대상

신뢰의 

대상
신뢰의 유형

소비자신뢰의 

대상
소비자신뢰의 유형 도출

인간 대인간 신뢰 판매원

à상품·사업자에 대한 신뢰조직 대인간 신뢰의 확장 회사

생산물 대인간 신뢰의 확장 상품

제도,환경 제도적 신뢰 정부,규제,제도 à통제 기제에 대한 신뢰

일반 타인 신뢰성향, 일반신뢰 일반 타인 à(일반신뢰)

- - 정보 à정보원천에 대한 신뢰

제 4 장  연구결과 및 분석

제 1 절  소비자신뢰의 개념화

   이론적 배경에서 고찰한 일반적인 신뢰와 소비자신뢰 개념 논의에 근

거하여 소비자신뢰의 의미를 파악하고 하위요소를 체계적으로 구성함으로

써 소비자신뢰를 개념화하고자 한다. 신뢰의 의미를 구성하는 요소와 신뢰

의 대상에 따른 분류를 이용해 소비자신뢰의 구성요소와 하위 구성요소(측

정 가능한 수준까지 구체화한 것)를 도출할 것이다.

1. 소비자신뢰의 개념적 정의 및 구성요소 도출 

   소비자신뢰의 개념화를 위해 논의되어야 할 신뢰 개념의 구성요소와 

신뢰의 대상을 정리한 표를 먼저 제시한다. 각 논점에서 색칠된 부분은 본 

연구에서 선택하는 견해에 해당한다. 

[표 4-1] 소비자신뢰 개념화를 위한 논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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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신뢰의 전제 조건

   먼저 어떤 상황에서 신뢰가 발생할 조건으로 논의되는 요소가 소비자

의 시장 거래에서도 성립하는지 살펴보자.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는 시장

거래를 위한 상호의존적인 관계가 인정되고, 거래 당시 소비자가 그 거래

의 결과를 완전히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상태로 결과위험을 떠안는 취약한 

위치에 있게 되므로, 신뢰의 상호의존성, 위험성, 취약성 조건이 충족된다. 

거래에서 소비자는 상대방 판매자에 비해 자원과 능력 등의 부족으로 지

식 비대칭성이 크고(Johnson & Grayson, 2005), 상대방에 대한 통제 불

가능성 또한 높아 사실상 위험성과 취약성이 더 큰 상황에 처하게 된다. 

소비자신뢰는 같은 경제적 거래에서의 신뢰라 하더라도 회사 간 거래에서

의 신뢰보다 소비자에게 위험성, 불확실성이 더 큰 상황에서 더 큰 취약성

을 안고 판단을 내리게 되는 신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시장 거

래에서 발생하고, 또한 필요한 소비자신뢰는 그 전제 조건을 충분히 충족

시키고 있다.

2) 소비자신뢰의 의미

   소비자신뢰의 전제 조건이 성립된 상태에서, 소비자신뢰는 ‘긍정적인 

기대’와 ‘기꺼이 감수할 의사’로 구성된다. ‘어떠한’ 긍정적인 기대인지에 

대한 내용이 소비자신뢰의 차원 논의에서 드러나고, 두 요소를 어떻게 조

합할 것인가(하나만 남길 수도, 모두 포함할 수도 있고, 또는 제3의 방법

도 가능하다)에 대한 내용이 소비자신뢰의 상태 논의에 담겨있다. 

(1) 소비자신뢰의 차원

   선행연구에서 보편적이고 전통적으로 다루어진 신뢰의 차원 논의를 수

용하여 ‘어떤 긍정적인 기대’를 피신뢰자의 속성(능력, 선의, 성실(정직))으

로 구성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신뢰의 차원 구분으로 논의되는 인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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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또한 소비자신뢰의 개념에 수용할 것이다. 그러나 인지와 감정의 구분

은 피신뢰자의 속성에 따른 구분과는 다른 층위의 내용이어서, 동일한 신

뢰의 차원 구분이라기보다는 신뢰의 성격에 더 맞는 논의라 생각한다. 따

라서 본 연구의 소비자신뢰는 인지적 신뢰와 감정적 신뢰라는 두 가지 성

격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인지적 신뢰를 구성하는 요소가 사업자(피신뢰자)

의 속성인 사업자의 능력, 선의, 성실, 정직이다. 

   속성 중 성실(integrity)은 선행연구에서 정직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

기도 하고, 정직을 성실의 일부분으로 다루기도 하며, 또는 성실 대신 ‘정

직’이란 용어가 연구에서 다뤄지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직 또한 단독

으로 고려할 만큼 중요한 속성이라 판단하여, 성실을 약속을 잘 지키는 것

으로 좁게 설정하고 정직을 별도의 속성으로 분리하였다. 

   내용상 기존 신뢰연구는 인지적 신뢰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비판으로 신뢰의 감정적 요소를 고려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소비자신뢰의 인지적 요소와 감정적 요소를 구분하여 

측정한 연구들(Johnson & Grayson, 2005; Kim et al., 2008)이 구분기

준이 다소 모호한 상태로 측정 문항을 구성한 것을 볼 때, 두 신뢰의 측정 

상 구분은 간단하지 않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소비자의 인지적 신뢰와 

감정적 신뢰의 구분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내용인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인지적 판단과 감정적 반응이라는 표현 방식의 차이로 구분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신뢰를 더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감정적 신

뢰를 보조적으로 다룰 것이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인지적 판단과 그

것에 대한 감정 반응이 반드시 동일한 수준인 것은 아니므로, 그럼에도 감

정적 신뢰를 별도로 다루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소비자신뢰를 인지적 신뢰와 감정적 신뢰로 구분하는 방식은 주체성을 

가진 사업자와 기관에 대한 신뢰에만 적용한다. 인격이나 유사인격을 가진 

주체의 경우에만 인지적 신뢰를 구성하는 속성(능력, 선의, 성실, 정직)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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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신뢰의 상태

   신뢰의 심리적 상태를 ‘태도’로 간주하고, 소비자신뢰를 다속성 태도모

형을 적용해 ‘인지적 신뢰’와 ‘감정적 신뢰’를 측정할 수 있는 ‘다차원 태

도’로 보았다. 선행연구에서 신뢰의 상태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혼재해 

있다. 가장 대표적인 두 견해는 신뢰를 ‘신념(belief)’으로 보는 입장과 ‘의

도(intention)’로 보는 입장일 것이다. 신뢰는 인식 차원에 머무는 신념보

다는 더 의지적인 상태라 생각하므로 의도에 더 가까운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신뢰를 ‘의도’로 간주하게 되면 소비자신뢰에서는 ‘구매의도’와 구

분할 수 없게 된다.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기꺼이 감수할 의사’, ‘신뢰의

도’, 신뢰의도 중 ‘기꺼이 의존할 의사’와 ‘의존할 주관적 가능

성’(McKnight et al., 2002a), ‘위험감수의사’ 등 표현된 용어는 다르더라

도, 구체적인 측정 문항은 결국 어떠한 행동을 할 의도를 측정하는 것이

고, 소비자에게 적용될 경우 구매의도를 측정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실증

연구에서 측정의 어려움으로 구매의도를 구매행동의 대리지표로 이용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신뢰의도, 구매의도, 구매행동을 모두 구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구매행동뿐 아니라 구매의도는 분명히 소비자신뢰의 

상태와 다른 것이고, 신뢰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신뢰의도가 구

매의도와 같아지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소비자신뢰에서는 ‘의도’를 채택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소비자신뢰의 상태로 선택한 것은 신념과 의

도 사이에 존재하는 ‘태도(attitude)’이며, 기존의 태도모형이 신뢰의 상태

에 상당히 적합한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소비자의 인지적 신뢰에는 Fishbein의 대상태도 모형5)을 

적용한다. 대상태도 모형은 어떤 상품에 관한 태도를 측정하는 데 적합한 

모형으로, 어떤 대상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는 그 대상이 갖고 있는 속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념과 이런 속성에 대한 소비자 평가의 함수로 나타난다

(양윤, 2014). 이것은 소비자 기대-가치이론에서 계산하는 방식과도 비슷

한데, 이것을 소비자의 사업자/기관에 대한 신뢰에 적용해보면, 사업자/기

5) attitude-toward-objec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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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조건

상호의존성

위험성, 불확실성 

취약성(통제권의 부재) 신뢰의 성격 신뢰의 상태

신뢰의 

의미

긍정적인 기대

(사업자의 속성에 

대한 신념)

인지 감정

신
뢰
태
도

능
력

선
의

성
실

정
직

속성의 중요도

기꺼이 감수할 의사

관의 속성에 대한 신념(능력, 선의, 성실, 정직)의 강도와 그 신념이 중요

한 정도의 함수로 치환할 수 있다.

   반면 소비자의 감정적 신뢰에는 행동태도 모형6)을 적용한다. 행동태도

는 대상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구매할 때 그 상품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구매하는 행동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것이다(양윤, 2014). 감정적 신뢰의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에 대해서가 아니라, ‘사업자와의 거래행위에 대해’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지 측정해야 하므로, ‘행동태도’로 간주하였다. 구체적인 측정은 대

상태도에서 특정 대상에 대해 소비자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감정을 직접 

측정하는 ‘전반적 태도 측정’ 방식(양윤, 2014)을 차용하여, 행동태도 모형

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한다. 

[그림 4-1] 도출된 소비자신뢰의 개념화 

   정리해보면, 본 연구에서는 신뢰의 차원과 대상태도를 측정하는 2가지 

방법을 이용해 소비자신뢰를 정의하고 측정하고자 한다. 먼저 소비자의 인

지적 신뢰에 대해서는 Fishbein의 대상태도 모형을 적용하고, 소비자의 

감정적 신뢰에 대해서는 행동태도 모형을 적용하며 전반적 태도로 감정을 

6) attitude-toward-behavio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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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측정하는 방법을 채택한다. 그리고 인격이나 유사인격을 가진 주체의 

경우에만 전술한 속성(능력, 선의, 성실, 정직)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측정방식은 주체성을 가진 사업자와 기관에 대한 소비자신뢰에만 적용

한다. 

3) 소비자신뢰의 대상에 따른 분류

   거래 신뢰(Transaction Trust)를 상대방 신뢰(Party Trust)와 통제 신

뢰(Control Trust)로 구성한 Tan & Thoen(2000)의 신뢰 구성을 차용한

다. 본 연구에서 ‘소비자신뢰’는 가장 넓게는 ‘소비자의 거래 신뢰’를 말하

며, ‘상품·사업자에 대한 신뢰’와 ‘통제 기제에 대한 신뢰’로 구성되는 것

으로 본다. 소비자의 거래 신뢰는 소비자의 시장 거래를 위해 통제 기제에 

대한 소비자신뢰로 보완된(또는 대체된) 상품·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신뢰라 

할 수 있다. 

   통제 기제(메커니즘)는 크게 정부 메커니즘과 시장 메커니즘으로 구분

되고, 정부 메커니즘은 주체성을 가진 정부기관과 그들의 생산물인 정부규

제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정부 기제에 대한 신뢰는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와 정부규제의 효과성 인식으로 구성되고, 시장 기제에 대한 신

뢰는 시장·사회기관에 대한 신뢰와 시장·사회제도의 효과성 인식으로 구성

된다.

   본래 특정 사람을 신뢰의 대상으로 하는 대인간 신뢰는 유사 인격을 

인정하는 조직, 기관으로 신뢰의 대상을 확장 할 수 있다(Li et al., 

2008).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업자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정부‘기

관’에 대한 신뢰에 대인간 신뢰의 구성요소를 확장 적용한다.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는 신뢰의 대상에 따른 분류로는 통제 기제에 대한 신뢰지만, 대

인간 신뢰의 일부 내용을 차용하여 적용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뢰의 차

원과 신뢰의 상태에 관한 내용을 적용할 것이다. McKnight과 그를 계승

한 연구들 또한 인간의 속성에 해당하는 신뢰의 차원(능력, 선의, 성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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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식 정보탐색 대안평가 구매 구매 후 평가

á á

정보원천에 

대한 신뢰

상품·사업자에 

대한 신뢰

통제 기제에 

대한 신뢰

구매단계 구성요소 구분

대안평가

상품·사업자에 

대한 신뢰

인지적 신뢰

감정적 신뢰

통제 

기제에 

대한 

신뢰

정부기제에 

대한 신뢰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
인지적 신뢰

감정적 신뢰

정부규제의 효과성 인식 -

시장기제에 

대한 신뢰

시장·사회기관에 대한 신뢰 -

시장·사회제도의 효과성 인식 -

정보탐색 정보원천에 대한 신뢰

제도적 신뢰에 적용하고 있다.  

   소비자 구매의사결정과정 틀을 차용하여 소비자의 신뢰 판단이 필요한 

단계로 정보탐색과 대안평가 단계를 상정하고, 각 단계에서 필요한 소비자

신뢰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대상에 대한 소비자신뢰를 측정하는 본 

연구에 체계에 부여하였다. 정보탐색 단계에서는 소비자가 다양한 정보원

천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이므로, 정보원천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

였다. 대안평가 단계에서는 대안을 평가하면서 소비자가 상품, 사업자의 

속성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되므로, 이때 소비자가 고려하는 속성 중의 하

나가 신뢰라 보고, 상품·사업자에 대한 신뢰와 통제 기제에 대한 신뢰에 

대한 판단이 이 단계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신뢰로 간주하였다.

[그림 4-2] 소비자신뢰 판단이 필요한 소비자의사결정 단계

[표 4-2] 도출된 소비자신뢰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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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신뢰 

대상

소비자

신뢰

성격

소비자신뢰 정의

소비자

신뢰 

상태

측정

상품·

사업자

인지적 

신뢰

사업자가 소비자와 거래하기에 필

요한 속성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

는 소비자의 긍정적인 기대를 바

탕으로 형성된, 거래하는 사업자

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

대상

태도 

사업자 속성에 

대한 기대(신념: 

능력, 선의, 

성실, 정직)의 

강도×중요도

감정적 

신뢰

사업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소비자가 느끼는 안심과 편안함의 

감정

행동

태도
불신의 감정

통제 

기제

(정부

기관)

인지적 

신뢰

정부기관이 소비자의 (시장)거래를 

보호하기에 필요한 속성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는 소비자의 긍정적인 

기대를 바탕으로 형성된, 정부기

관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

대상

태도

기관 속성에 

대한 기대(신념: 

능력, 선의, 

성실, 정직)의 

강도×중요도

감정적 

신뢰

정부기관이 소비자의 거래를 보호

하는 행위에 대해 소비자가 느끼

는 안심과 편안함의 감정

행동

태도
불신의 감정

소비자신뢰 조건

(공통 전제)
위험과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 거래 상황에서,

[표 4-3] 도출된 소비자신뢰의 정의

2. 소비자신뢰의 하위 구성요소 도출

   앞서 도출한 소비자신뢰의 개념 및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한 수준까지 마련하는 조작화를 실시하고 소비자신뢰의 하위 구

성요소를 도출하였다.    

1) 상품·사업자에 대한 신뢰

   시장에서 특정 상품에 대한 소비자신뢰를 중점으로 다루고자 하였으나, 

동일 상품이라도 제조자나 판매자에 따라 소비자신뢰 수준이 크게 달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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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이어서 상품에 대한 신뢰를 보다 세분해서 깊게 살펴본다는 것

은 필연적으로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사업자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게 되

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사업자에 대한 신뢰’란 용어로 간략히 표현하겠다. 

   사업자에 대한 신뢰는 앞에서 도출한 인지적 신뢰, 감정적 신뢰와 함께 

거래 위험/소비자문제 유형별 신뢰 및 전체 신뢰라는 두 가지 형태의 신

뢰를 더 측정하기로 한다. 

   사업자에 대한 인지적 신뢰는 사업자의 속성에 대한 신념과 각 속성 

신념의 중요도를 곱한 값으로 계산되고, 사업자의 속성은 능력, 선의, 정

직, 성실이라는 네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감정적 신뢰는 다시 소비자의 심리 상태에 따라 의심, 포기라는 2개 

차원으로 구분한다. 선행연구에서 신뢰의 감정으로 제시하거나 측정한 용

어들보다 불신을 반영하는 감정에 대한 용어가 소비자의 구매 상황에 적

용하기에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어서 감정적 신뢰의 척도를 불신의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척도의 구성 근거는 다음과 같다.

   Young & Albaum(2003)이 거래 관계에 관련된 감정을 측정한 연구에

서 신뢰를 측정하는 용어로 사용한 단어를 번역하였을 때, ‘좋아함(liking), 

수용(acceptance), 감탄(admiration), 존중(esteem), 존경(respect), 감사

(appreciation), 고마움(gratitude), 믿음(faith)’으로 표현되었는데, 이는 

구매 상황에 사용하기에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였다. 

Lewicki et al.(1998)이 낮은 신뢰일 때 나타나는 특성으로 제시한 ‘희망 

없음(no hope), 믿음 없음(no faith), 확신 없음(no confidence), 수동성

/소극성(passivity), 망설임(hesitance)’과 높은 불신일 때 나타나는 특성

으로 제시한 ‘불안(fear), 의심/회의(skepticism), 냉소(cynicism), 조심/

경계(wariness, watchfulness, vigilance)’를 고려하였다. Lewicki et 

al.(1998)이 제시한 ‘수동성/소극성’을 반영하는 적절한 표현으로 이학식·

임지훈(2002)이 소비관련 감정척도로 개발한 ‘어쩔 수 없음’을 추가하였다. 

또한 De Jonge et al.(2007)은 식품 안전에 대한 낙관주의(optimism)와 

염세주의(pessimism)를 측정하였는데, 염세주의 측정을 위해 이용한 ‘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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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스러운(worry), 불편한(uncomfortable), 의심스러운(suspicious)’ 형용

사 또한 참고하였고, Young & Albaum(2003) 연구에서 불신(distrust)의 

척도로 이용한 ‘무관심(indifference), 의심(suspicion), 싫음(dislike)’ 용

어도 참고하였다. 그리고 소비자가 의심이 많은 회의주의와 무관심한 회의

주의에 빠져있는 경우 정보를 제공해도 믿지 않기에 정보 제공이 소용없

다고 주장한 Eden et al(2008)의 견해를 참고하여, 확고한 회의주의 수준

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해당 사업자에 대한 깊은 회의감으로 반감

과 관심조차 없는 상태를 ‘싫음’과 ‘무관심’ 표현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 중에서 연구자의 판단으로 선정한 불신의 감정을 나타내는 용어를 

소비자학 박사 4인, 대학원생 4인의 검토를 통해 적합성이 가장 높은 용

어로 최종 선정하였다.

   소비자가 거래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험을 걱정하고 있는지 알아보

기 위해, 거래 위험/소비자문제 유형별 사업자에 대한 신뢰를 소비자신뢰

의 유형으로 추가하기로 한다. 특정 시장거래에서 발생 가능한 소비자문제

를 제시하여 해당 문제에 대한 소비자신뢰 수준을 알아볼 것이다(그러한 

소비자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 거래 위험의 유

형은 지각된 위험 연구(Featherman & Pavlou, 2003; Kim et al., 2008; 

Hong, 2015)에서 제시한 위험 구분을 참고하였다.

   전체 신뢰는 ‘신뢰’와 ‘불신’ 용어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자에 대한 소비

자신뢰를 묻는 것이다. 많은 신뢰연구에서 특히 다양한 상품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문항이다. Gefen(2002)은 전체 

신뢰(overall trust)를 별도로 측정하면서 “나는 ~을 신뢰한다” 문장을 이

용하였다.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가장 직접적인 신뢰 표현이 사용된 이 문

항을 추가적으로 측정하며, 다만 신뢰와 불신의 의미를 응답자가 더 직관

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를 이용해 측정하고자 

한다. 신뢰(trust)와 불신(distrust)을 연속선의 양극단으로 제시한 Russell 

Hardin(ed.)(2004)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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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제 기제에 대한 신뢰

   통제 기제는 넓게는 정부 기제와 시장 기제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겠

으나, 선행연구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정부 기

제이다. 본 연구에서도 정부 기제를 위주로 다루면서, 시장 기제를 보완적

으로 살펴보도록 구성하였다.

   각 기제는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인 ‘기관’과 그들이 만들어낸 

생산물인 ‘규제/제도’를 포함한다. 따라서 정부 기제에 대한 신뢰는 다시 

‘정부기관에 대한 인지적, 감정적 신뢰’와 ‘정부규제의 효과성 인식’으로 

구성하였다. 

(1) 정부 기제에 대한 신뢰

   정부기관에 대한 인지적 신뢰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사업자를 규제하는, 

규제자로서의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는 것이다. 사업자에 대한 것

과 마찬가지로 기관의 속성에 대한 네 가지 신념(능력, 선의, 정직, 성실)

과 각 속성 신념의 중요도를 곱한 값으로 계산한다.

   감정적 신뢰는 사업자에 대한 것과 동일하게 소비자의 심리 상태를 의

심, 포기의 2개 차원으로 구분함과 더불어 정부기관의 역할 수행을 소비

자가 이미 경험한 상태이므로 만족도를 추가하여 측정한다. 

   또한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신뢰’ 용어를 직접 사용하여, 정부기관에 

대한 전체 신뢰를 측정할 것이다.

   정부규제의 효과성 인식은 법적 규제 일반에 대한 인식과 거래 위험/

소비자문제 유형에 따른 인식으로 구분해 살펴본다. 거래 위험/소비자문제 

유형에 따른 인식은 프레이밍 효과를 고려한 Fang et al.(2014)을 참고하

여 거래 위험 상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설문을 구성할 것이다.

(2) 시장 기제에 대한 신뢰

   시장 기제 또한 관련 기관과 제도로 구분하여, 시장 기제에 대한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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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장·사회기관에 대한 신뢰와 시장·사회제도의 효과성 인식으로 구성된

다. 척도의 개발을 위해 다음의 연구들을 참고하였다.

   Chen(2008)은 식품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감시책임이 있는 기관을 제

시하고 그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서 기관으로 식품 과학자(전문가), 소비자

단체, 언론(기사, 라디오, 텔레비전), 환경단체를 제시하였다.

   Grayson et al.(2008)은 시스템 신뢰를 정부 규제자에 대한 신뢰와 전

문협회에 대한 신뢰로 구성하였다. 이때 전문협회는 자율규제 역할을 하는 

사업자단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업계의 자

율규제기구로서 시장 메커니즘의 하나로 사업자단체를 포함시키고, 그들이 

수행하는 자율규제를 시장제도로 포함시킬 것이다.

   시장·사회제도를 선정하기 위해 참고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Gefen 

et al.(2003)은 ‘구조적 보증’을 묻는 문항에서 각 제도들을 제시하고 그것

으로 인해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를 묻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때 제도로는 

비영리기관의 신뢰 인증(Better Business Bureau’s trust seals)과 판매

자의 보증 진술, 중개자의 평판 등을 제시하였다.

   Bachmann & Inkpen(2011)은 제도 기반 신뢰에서 제도 메커니즘으로 

법적규제, 평판, 보증/인증, 사회규범, 구조와 절차를 제시하였고, Li et 

al.(2008) 연구에서도 조직상 제도적 신뢰의 기초인 구조적 보증에서 사회

적 규범을 언급하였다. 또한 Raiser(1997)는 공식적인 제도와 비공식 제도

를 포괄하는 모형을 제안하면서, 비공식적 제도의 하나로 도덕규범과 시민

사회(civil society)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회규범은 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법을 제외하고, 예의, 도덕, 관습 등 국가와 구별되는 사회에 있

어서의 규범이라는 의미(법률용어사전, 2016)로 사용할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규범을 관행, 관습과 도덕, 윤리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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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단계

구성요소

(Conceptual Level)

하위 구성요소

(Operational Level)

대안

평가

상품·사업자에 

대한 신뢰

사업자에 대한 

인지적 신뢰

사업자 속성 

신념의 강도

능력

선의

정직

성실

신념의 

중요도

능력

선의

정직

성실

사업자에 대한 

감정적 신뢰

(불신의 감정)

의심 상태
의심스러움

불안함

포기 상태
싫음

무관심함

사업자에 대한 

전체 신뢰
불신(-) ~ 신뢰(+)

거래 위험/

소비자문제 유형별 

사업자에 대한 신뢰

품질 위험

안전 위험(신체)

안전 위험(개인정보)

경제적 위험

시간적 위험

그 외 소비자문제

통제 

기제에 

대한 

신뢰

정부 

기제에 

대한 

신뢰

정부기관

에 대한 

신뢰

정부에 대한 

인지적 신뢰

기관 속성 

신념의 강도

능력

선의

정직

성실

신념의 

중요도

능력

선의

정직

성실

정부에 대한 

감정적 신뢰

(불신의감정)

의심 상태
의심스러움

불안함

포기 상태
싫음

무관심함

정부에 대한 

전체 신뢰
불신(-) ~ 신뢰(+)

정부규제 

효과성 

인식 

법적 규제 

일반에 대한 

효과성 인식

거래 안전 보장

소비자문제로부터 보호

거래 위험의 통제

인증제도의 거래안전 보장

거래 위험/

소비자문제 

유형에 따른 

효과성 인식

품질 위험

안전 위험(신체)

안전 위험(개인정보)

경제적 위험

[표 4-4] 도출된 소비자신뢰의 전체 구성요소



- 97 -

시간적 위험

그 외 소비자문제

시장 

기제에 

대한 

신뢰

시장·사

회기관에

대한신뢰

시장

감시자에 

대한 신뢰

사업자단체(업계의 자율규제기구)

소비자단체 

언론(신문사, TV방송국)

전문가집단(학계의 과학자,연구자)

시장·사

회제도효

과성인식

시장제도

사업자 보증

평판

자율 규제

사회규범
관행, 관습

도덕, 윤리

정보

탐색
정보원천에 대한 신뢰

정부, 시장, 개인, 

사회(전통적, 온라인)

3) 정보원천에 대한 신뢰

   소비자가 정보탐색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신뢰로서 정보원천에 대한 

신뢰를 측정한다. 소비자가 구매를 위해 탐색하는 정보의 원천을 정부, 시

장, 사회(전통적, 온라인), 개인 차원으로 구분할 것이다. 소비자가 개인적 

관계에서 획득한 정보 외에 정부, 시장, 사회에서 제공된 정보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스마트폰 거래시장의 소비자신뢰 측정도구 개발

1. 척도의 구성

   지금까지 소비자신뢰의 개념화 및 조작화를 통해 도출한 내용을 스마

트폰 거래시장에 적용하여 소비자신뢰 척도를 구성하고 소비자조사를 통

해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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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유형
해당 업자 & 특징

직영점

이동통신사(SKT, KT, LGU+)가 직접 운영

-이동통신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자회사로 운영하는 곳(점주는 통신

사에서 파견한 직원) 

-해당 통신사의 스마트폰만 판매하며, 통신사의 고객센터 역할도 함

께 수행(통신 관련 일체 서비스를 제공)

-상점 간판에 해당 1개 통신사 로고만 있으며, 매장명에 ‘##직영점’ 

사용

1) 상품·사업자에 대한 신뢰

   본 연구에서 상품은 스마트폰이고, 사업자는 스마트폰 단말기를 판매하

면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스마트폰 판매업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7). 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와 평판(많이 알려져 있음), 그

리고 물리적 장소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

였다. 사업자의 크기와 평판은 선행연구에서 신뢰의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자주 다루어진 변수이다(Doney & Cannon, 1997; Jarvenpaa et al., 

2000; Grazioli & Jarvenpaa, 2000; McKnight et al., 2002b;  Pavlou, 

2003; Kim et al., 2008;  Li et al., 2008). 

[표 4-5] 사업자의 유형 구분

7) ‘판매자’라는 표현은 소비자가 매장에서 직접 대면하거나 직접 거래를 수행하는 판매직

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혼란을 줄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사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

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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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리점

이동통신사와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가 운영(1개의 통신사만 취급)

-특정 이동통신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통신사의 영업과 서비스

를 대행해주는 곳(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곳이 많음) 

-통신사 전산이 등록되어 있어 매장 내에서 직접 스마트폰을 개통

하고, 수납, 변경, 해지 등의 업무처리가 가능함. 

-계약을 맺은 1개 통신사의 스마트폰만 판매하고, 해당 통신사의 관

리를 받음. 

-상점 간판에 해당 1개 통신사 로고만 있고, 주로 ‘##텔레콤 ##점’ 

또는 ‘##텔레콤 ##대리점’ 매장명 사용

전자제품 

전문

판매점

삼성 디지털프라자, LG전자 베스트샵, 하이마트

-삼성 디지털프라자, LG전자 베스트샵: 스마트폰 단말기 제조사의 

직영 유통업체

-하이마트: 전자제품 전문점, 롯데그룹의 계열사(2012년 인수, 지금 

상호는 ‘롯데하이마트’)

중소 

휴대폰 

판매점

개인사업자 판매점, 테크노마트의 각 점포(이동통신 3사 모두 취급)

-개인사업자가 이동통신사와의 직접 계약이 아닌, 대리점과의 계약

을 통해 판매를 대행하는 곳(대리점으로부터 다시 하청을 받은 것)

-통신사의 전산을 갖고 있지 않아 직접 개통을 할 수 없고(대리점에 

전화해서 개통함), 변경, 해지 등의 업무를 할 수 없음.

-이동통신 3사의 스마트폰을 모두 판매할 수 있음

-상점 간판에 통신 3사의 로고가 모두 있거나, ‘공짜천국’, ‘폰싼집’ 

등 다양한 이름 사용

-동네의 많은 점포가 대부분 휴대폰 판매점. 주로 집근처나 집단상

가에 위치.

온라인 

중소 

사업자

오픈마켓(G마켓, 옥션 등), 온라인 커뮤니티, SNS(네이버 BAND)를 

통해 온라인 거래하는 개인사업자 

-소비자는 계약을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금융정보 등)가 담긴 서류

와 신분증 스캔본 등을 온라인으로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함.

-온라인 오픈마켓(G마켓, 11번가, 옥션, 인터파크)에 입점하여 판매

하는 개인사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SNS(네이버 BAND, 트위터, 페이스북 

등),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등)를 통해 연락하고 온라인으로 거

래하는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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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거래시장의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신뢰는 총 4가지 종류로 측

정하였다. 사업자에 대한 인지적, 감정적 신뢰와 거래 위험/소비자문제 유

형별 신뢰, 전체 신뢰로 구성된다.

   사업자에 대한 인지적 신뢰는 사업자의 속성에 대한 신념과 각 속성 

신념의 중요도를 곱한 값으로 계산되었고, 사업자의 속성은 능력, 선의, 

정직, 성실이라는 네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었다. 예비조사 결과에서 정직

과 성실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 기존연구(성실 안에 정직을 포함시킴)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 둘을 분리시킨 것이 유효하였다. 인지적 신뢰와 감정적 

신뢰는 모두 7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7: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분석 결과, 능력이 일부 사업자에서 신뢰도를 낮추는 문

항으로 나타났으나, 능력을 포함시키는 것은 선행연구에서 충분한 근거로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설정한 척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선행연구에서

는 사업자/기관의 속성에서 능력과 나머지 선의, 정직을 분리하여 후자만

을 신뢰로 보는 입장도 존재하지만(Kumar et al., 1995; Geysken et al., 

1998; Grayson et al., 2008), 대다수의 연구에서 능력을 포함하여 척도

를 구성하고 있다. 척도에 대한 자료의 근거는 정리하여 뒤에 표로 제시하

였다.

   감정적 신뢰는 소비자의 심리 상태를 의심, 포기라는 2개 차원으로 구

분해 측정하였고, 수동적 수용 상태는 감정적 신뢰 척도의 신뢰도를 낮추

는 문항으로 나타나 삭제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가 감정 상태를 보다 

생생히 느끼도록 형용사로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신뢰의 감정으로 제

시하거나 측정한 용어들보다 불신을 반영하는 감정에 대한 용어가 소비자

의 구매 상황에 적용하기에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어서 감정적 신뢰의 척

도를 불신의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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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인

지

적

신

뢰 

사업자 

속성

신념

능력
이 사업자는 소비자와의 스마트폰 거래를 위한 

충분한 전문성과 자원을 갖고 있다. 

선의
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정직 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정직하다.

성실 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한 자신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 

신념의 

중요도

능력 사업자가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유능한 것은 나에게

선의 사업자가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나에게 

정직 사업자가 소비자와의 거래에 정직한 것은 나에게

성실 사업자가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나에게

-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 7: 매우 중요하다)

감

정

적

신

뢰

의심 상태
의심스러운

불안한

포기 상태
싫은

무관심한

수동적 수용 

상태
어쩔 수 없는 (dropped)

변수 사업자 유형 Cronbach’s α

인

지

적

신

뢰 

신념

(능력, 선의, 

정직, 성실)의 

강도

직영점 .824

일반대리점 .835

전문판매점 .821

중소판매점 .818

온라인중소 .826

신념의 중요도(사업자 공통) .850

감

정

적

신

뢰

감정적 신뢰

(‘어쩔 수 없음’ 

삭제한 값)

직영점 .867

일반대리점 .864

전문판매점 .833

중소판매점 .829

온라인중소 .810

[표 4-6] 사업자에 대한 인지적, 감정적 신뢰 설문 문항과 신뢰도

   추가적으로 조사한 거래 위험/소비자문제 유형별 신뢰 항목은 스마트

폰 거래에서 발생 가능한 소비자문제를 제시하고 문장의 남은 부분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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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안전 위험 개인정보
나는 이 사업자가 스마트폰 거래 시 이용한 내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을 것을

경제적 

위험

가격
나는 이 사업자가 스마트폰의 가격으로 나에게

서 폭리를 취하지 않을 것을

거래조건
나는 이 사업자가 나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

시하지 않을 것을 

교환·환불 

거부

나는 이 사업자가 판매한 스마트폰에 문제가 있

을 경우, 쉽게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을 것을

상품 사기
나는 이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스마트폰이 나에

게 제대로(정품, 새 제품으로) 전달/배달될 것을

소비자문제 정보제공 문제
나는 이 사업자가 나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느 정도 신뢰하는지(1: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7: 매우 신뢰한다) 직접 

선택하여 완성하는 형태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때 신뢰 용어를 활용한 

7점 척도는 한국종합사회조사(2012)와 Russell Hardin(ed.)(2004)을 참고

하여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종합사회조사(2012)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묻는 문항의 보기로 제시한 매우 신뢰(1), 다소 신뢰(2), 별로 신뢰하지 않

음(3), 전혀 신뢰하지 않음(4)의 한국어 표현과 Russell Hardin(ed.)(2004)

이 신뢰와 불신을 양끝으로 한 연속선상에서 신뢰하지도 불신하지도 않는 

중간지대(trust “agnosticism”)를 설정한 것을 참고하였다.  

   거래 위험의 유형은 지각된 위험(Featherman & Pavlou, 2003; Kim 

et al.,2008; Hong, 2015)에서 위험 유형을 참고하였다. 스마트폰 기기와 

이동통신서비스가 소비자가 기대한 품질을 갖추고 있지 못한 품질 위험, 

스마트폰이 폭발 등으로 신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인 신체 안전 위험은 

스마트폰 기기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조자의 문제여서 여기에서 제

외하였다. 

[표 4-7] 거래 위험/소비자문제 유형별 사업자에 대한 신뢰 설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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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출 처

사업자에 

대한

인지적 신뢰

사업자 속성 

신념의 정도

Lee & Turban(2001), McKnight et 

al.(2002a), Gefen(2002), Gefen et al.(2003), 

Gefen & Straub(2004), Pavlou & 

Fygenson(2006), Kim et al.(2008), Li et 

al.(2008) 참고하여 수정

신념의 

중요도
Pavlou & Fygenson(2006) 참고하여 개발

사업자에 대한 감정적 신뢰

Lewicki et al.(1998), 이학식·임지훈(2002), 

Young & Albaum(2003), 

De Jonge et al.(2007) 참고하여 개발

사업자에 대한 전체 신뢰
Gefen(2002), Russell Hardin(ed.)(2004) 

참고하여 개발

거래 위험/소비자문제 

유형별 사업자에 대한 신뢰

Featherman & Pavlou(2003), Kim et 

al.(2008), Hong(2015)에서 위험 유형 참고하여 

개발

Russell Hardin(ed.)(2004)(신뢰하지도 않고, 불

신하지도 않는 중간지대 존재), 한국종합사회조

사(2012) 참고해 신뢰 척도의 보기 개발

   마지막으로 ‘신뢰’와 ‘불신’ 용어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자에 대한 전체 

신뢰를 묻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응답자로부터 신뢰 수준에 대한 보다 직

관적인 응답을 얻고자 중간값을 0으로, 불신에 –3, 신뢰에 3값을 제시하

는 7단계 의미변별척도를 사용하였다. 의미변별척도는 개념의 의미를 양극

적인 형용사를 이용해 측정하는 방법으로, 연속성의 개념을 분명하게 해주

는 장점이 있다(박도순, 2006).

[표 4-8] 사업자에 대한 신뢰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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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Cronb

-ach’s α

인

지

적

신

뢰

기관 

속성

신념

능력
정부는 스마트폰 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일에 유능하다.

.954

선의
정부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것이다.

정직
정부는 스마트폰 시장에 대해 

소비자에게 진실을 말한다.

성실
정부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킨다.

신념의 

중요도

능력 정부가 소비자 보호에 유능한 것은 나에게

.960
선의 정부가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나에게

정직 정부가 소비자에게 정직한 것은 나에게

성실 정부가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나에게

감

정

적

신

뢰

의심 상태
의심스러운

.902
불안한

포기 상태
싫은

무관심한

만족도 만족스러운(R) (dropped) -

2) 통제 기제에 대한 신뢰

(1) 정부 기제에 대한 신뢰

   정부기관에 대한 인지적 신뢰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스마트폰 거래의 

사업자를 규제하는, 규제자로서의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였다. 사

업자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관의 속성에 대한 네 가지 신념(능력, 선

의, 정직, 성실)과 각 속성 신념의 중요도를 곱한 값으로 계산하였다. 

[표 4-9] 정부기관에 대한 인지적, 감정적 신뢰 설문 문항과 신뢰도

   구체적인 척도는 McKnight et al.(2002a)의 제도 기반 신뢰의 구성요

소인 ‘상황적 정상성’과 Li et al.(2008)에서 제도적 신뢰의 기초로 다룬 

‘상황적 정상성’을 참고하였다. Li et al.(2008) 연구가 McKnight et 

al.(2002a)의 척도를 채택하여 둘의 척도가 유사하지만, McKnight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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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Cronbach’s α

법적 규제 

일반에 대한 

효과성 인식

정부의 법적 규제는 나의 스마트폰 거래를 안전

하게 만들 것이다.

.878

법적 규제는 스마트폰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로부터 나를 충분히 보호할 것이다.

현재의 법적 규제는 스마트폰 거래의 위험을 통

제하기에 충분하다.

정부기관의 인증제도(품질인증 등)가 있기 때문에 

나의 스마트폰 거래는 안전할 것이다.

거래 위험

/소비자문제 

유형에 따른 

효과성 인식

개인정보 

위험

나는 나의 거래가 무엇인가 잘못되었

을 때, 거래의 위험(개인정보 유출, 해

킹, 명의도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줄 

정부의 규제가 있다고 믿는다. 

-경제적 

위험

나는 나의 거래가 무엇인가 잘못되었

을 때, 거래의 위험(판매자의 사기, 재

산적 손해)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줄 정

부의 규제가 있다고 믿는다.

피해구제

나는 나의 거래가 무엇인가 잘못되었

을 때, 나의 소비자피해를 구제해줄 

정부의 규제가 있다고 믿는다.

al.(2002a)에서는 인터넷이란 환경을 제도로 본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 규

제로 제도 기반 신뢰를 논한 것이 아니어서, 적절히 수정을 가한 Li et 

al.(2008)의 척도를 주로 참고하였다.

   감정적 신뢰는 사업자에 대한 것과 동일하게 소비자의 심리 상태를 의

심, 포기의 2개 차원으로 구분함과 더불어 정부기관의 역할 수행을 소비

자가 이미 경험한 상태이므로 만족도를 추가하여 측정하였다. 그러나 만족

도 문항이 신뢰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감정적 신뢰 척도의 구성에서

는 제외하였다.

[표 4-10] 정부규제의 효과성 인식 설문 문항과 신뢰도

   또한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신뢰’ 용어를 직접 사용하여, 정부기관에 

대한 전체 신뢰를 측정하였다. 규제자로서의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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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출 처

기

관

정부기관에 

대한 

인지적 

신뢰

기관 속성 

신념의 정도

McKnight et al.(2002a) 상황적 정상성, 

Li et al.(2008) 조직상 제도적 신뢰의 

기초-상황적 정상성 참고하여 수정

신념의 

중요도
Pavlou & Fygenson(2006) 참고하여 개발

정부기관에 대한 

감정적 신뢰

Lewicki et al.(1998), 이학식·임지훈(2002), 

Young & Albaum(2003), De Jonge et 

al.(2007) 참고하여 개발

정부기관에 대한 

전체 신뢰

Gefen(2002), Russell Hardin(ed.)(2004) 

참고하여 개발

제

도 

정부규제의 

효과성 

인식

법적 규제 

일반에 대한 

효과성 인식

McKnight et al.(2002a) 구조적 보증,

Gefen et al.(2003) 구조적 보증, Poortinga 

& Pidgeon(2003) 정부의 위험 규제에 대한 

신뢰, Li et al.(2008) 조직상 제도적 신뢰의 

기초-구조적 보증 참고하여 수정

거래 위험 

유형에 따른 

효과성 인식

Fang et al.(2014) 참고하여 수정

신뢰와 불신을 양끝으로 하는 7단계 의미변별척도로 측정하였다. 

   정부규제의 효과성 인식은 법적 규제 일반에 대한 인식과 거래 위험/

소비자문제 유형에 따른 인식으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거래 위험/소비자문

제 유형에 따른 인식은 프레이밍 효과를 고려한 Fang et al.(2014)을 참

고하여 거래 위험 상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표 4-11] 정부 기제에 대한 신뢰 측정

(2) 시장 기제에 대한 신뢰

   스마트폰 거래시장에서 시장 기제 또한 관련 기관과 제도로 구분하여, 

시장 기제에 대한 신뢰를 시장·사회기관에 대한 신뢰와 시장·사회제도의 

효과성 인식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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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Cronbach’s 

α

기

관

시장 

감시자에 

대한 신뢰

다음의 기관들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스마트폰 

거래의 안전을 감시하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부족하다 – 7: 매우 잘하고 있다) .877
사업자단체(업계의 자율규제기구)

소비자단체 

언론(신문사, TV방송국)

전문가집단(학계의 과학자, 연구자)

제

도

시

장

제

도

사업자 

보증

사업자의 보증(품질보증, 환불보증 등)이 있기 

때문에 나의 스마트폰 거래는 안전할 것이다.

.922

평판
사업자가 좋은 평판을 지키려 하므로 나의 스

마트폰 거래는 안전할 것이다.

자율 

규제

시장에는 사업자의 자율 규제가 있기 때문에 

나의 스마트폰 거래는 안전할 것이다.

사

회

규

범

관행, 

관습

사회규범(관행, 관습)이 있기 때문에 나의 스마

트폰 거래는 안전할 것이다.  

도덕,

윤리

사회규범(도덕, 윤리)이 시장에서도 작동하므로 

나의 스마트폰 거래는 안전할 것이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대표적인 사업자단체로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ATI)가 있다. 이들은 정보통신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편, 이용자 보

호 또한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

센터’를 운영하여 위반 유통점에 대한 자율 제재(시정 및 경고, 거래중지 

등)를 시행하고 있다. 자율 규제는 정부가 아닌, 사업자가 스스로를 규제

하는 것으로, 법적 규제와 달리 국가의 강제력이 아니라 자발적 준수를 담

보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다(황승흠, 2014). 이에 대한 설명을 

설문에 참고사항으로 응답자에게도 제시하였다.

[표 4-12] 시장·사회 기관에 대한 신뢰 및 시장·사회제도의 효과성 인식 

설문 문항과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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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출 처

시장 감시자에 대한 신뢰

Chen(2008) 감시책임 있는 기관의 목

록, Grayson et al.(2008) 시스템 신뢰 

참고하여 개발

시장·사회제도의 

효과성 인식

시장

제도

사업자 

보증

Bachmann & Inkpen(2011) 제도 메커

니즘 목록, Gefen et al.(2003) 구조적 

보증 참고하여 개발

평판

Bachmann & Inkpen(2011) 제도 메커

니즘 목록, Gefen et al.(2003) 구조적 

보증 참고하여 개발

자율 규제
Grayson et al.(2008) 시스템 신뢰 참고

하여 개발

사회

규범

관행, 관습

Bachmann & Inkpen(2011) 제도 메커

니즘 목록, Raiser(1997) 비공식적 제도 

목록 참고하여 개발

도덕, 윤리

Bachmann & Inkpen(2011) 제도 메커

니즘 목록, Raiser(1997) 비공식적 제도 

목록 참고하여 개발

[표 4-13] 시장 기제에 대한 신뢰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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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다음의 정보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정부 차원 정부가 제공한 정보

시장 차원
사업자가 제공한 정보(광고, 웹사이트 등)

오프라인 매장의 판매자가 말해준 정보

개인 차원 주변인(가족, 친구, 동료 등)의 조언

사회(전통적) 차원

언론(신문, 잡지, 방송)의 보도

소비자단체의 정보

전문가의 정보(학계의 과학자, 연구자)

사회(온라인) 차원

온라인 블로그, 커뮤니티의 정보 

온라인 쇼핑몰의 소비자 구매후기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정보

3) 정보원천에 대한 신뢰

   소비자가 스마트폰 거래를 위해 정보탐색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신뢰

로서 정보원천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였다. 소비자가 구매를 위해 탐색하는 

정보의 원천을 정부, 시장, 사회(전통적, 온라인), 개인 차원으로 구분하였

고, 각각에 해당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표 4-14] 정보원천에 대한 신뢰 설문 문항

2. 척도의 검증

   본 연구에서 구성한 소비자신뢰 척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와 타

당도를 알아보았다. 우선 내적일관성법을 이용한 Cronbach’s α 값을 통

해 각 구성개념의 신뢰도를 검증하고 제거할 측정변수를 선정하였다. 해당 

내용은 앞에 문항과 함께 제시하였다. 그리고 남은 측정변수로 이후 타당

도 검증을 진행하여 기준타당도와 구성타당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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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뢰 개념은 여러 하위 요소(개념)로 구성되므로, 개별 구성요소에 대

한 검증과 더불어 전체 구성요소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1) 기준타당도

   소비자신뢰 개별 구성요소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준타당도

(criterion-related validity)를 살펴보았다. 기준타당도는 예측타당도

(predictive validity)와 동일한 내용으로 다뤄지기도 한다(김계수, 2015). 

척도의 예측타당성을 평가한 이학식·임지훈(2002)은 자신들이 개발한 소비

관련 감정척도를 평가하기 위해 소비관련 태도를 측정하여 둘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고 상관계수의 부호와 유의성 검증을 통해 해당 척도의 예

측타당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평가방식을 차용하여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된 위험’을 소비자신뢰 척도의 예측타당성을 평가하는 기준 변수로 활

용하였다(지각된 위험 평균값 이용). 소비자신뢰가 증가할수록 소비자가 

위험을 적게 인식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한 귀결이며, 실증연구에서

도 검증된 바 있다(Pavlou, 2003; Kim et al., 2008). 소비자신뢰와 지각

된 위험 사이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면, 본 연구의 소비자신

뢰 척도는 높은 예측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소비자가 각 사업자에 대해 지각한 위험과 소비자

신뢰의 각 구성개념 사이에는 예상 그대로의 부호관계가 나타났다. 각 사

업자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적 신뢰 수준이, 전체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소

비자가 사업자에 대해 지각한 위험은 작아지고, 반면 사업자에 대해 불신

의 감정을 많이 느낄수록 지각된 위험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

제 기제에 대한 소비자신뢰에 있어서도 정부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적 신

뢰 수준이, 전체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정부의 법적 규제가 효과적이라 

인식할수록, 시장감시자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시장·사회제도가 

효과적이라 인식할수록 각 사업자에 대해 지각한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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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구분 직영점

일반

대리점

전문

판매점

중소

판매점

온라인

중소

사
업
자

인지적 신뢰 -.555** -.481** -.470** -.383** -.272**

감정적 신뢰 .662** .649** .600** .669** .645**

전체 신뢰 -.560** -.600** -.597** -.623** -.600**

정
부 
기
제

인지적 신뢰 -.205** -.202** -.221** -.050 -.020

감정적 신뢰 .218** .250** .253** .187** .203**

전체 신뢰 -.070 -.144** -.137** -.120** -.154**

법적규제 효과성 -.141** -.169** -.192** -.106* -.110**

시
장 
기
제

시장감시자 신뢰 -.170** -.183** -.247** -.222** -.205**

시장·사회제도효과성 -.169** -.195** -.229** -.249** -.234**

나타났다. 불신의 감정으로 측정된 감정적 신뢰에서는 역시 정부에 대한 

불신의 감정이 증가할수록 사업자에 대한 지각된 위험 또한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관계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소비자신뢰를 구성하는 이상의 9개 

변수는 높은 예측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표 4-15] 소비자에게 지각된 위험과 소비자신뢰 구성요소 간 상관관계

** p<.01, * p<.05

2) 구성타당도

   구성타당도는 해당 개념(요인)과 측정변수 간의 일치성을 알아보는 것

으로, 집중타당도, 판별타당도, 법칙타당도 세 가지로 구성된다(이학식·임

지훈, 2017).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신뢰를 단순한 한 문항으로 측정하는 것에서 탈

피하고자 신뢰의 다면적인 성격을 반영하여 여러 구성요소를 가진 개념으

로 개념화하고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소비자신뢰의 구성요소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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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일반

대리점

전문

판매점

중소

판매점

온라인

중소

X2 

(d.f.)

1538.301

(356)***

1457.430

(356)***

1460.555

(356)***

1426.556

(356)***

1420.475

(356)***

RMSEA .076 .074 .074 .073 .072

TLI(NNFI) .899 .906 .904 .905 .905

CFI .912 .918 .916 .917 .916

에 상관이 꽤 높을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상관이 

나타난다면 여러 요소로 구분해서 측정하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에 따

라 소비자신뢰의 전체 구성요소가 각각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가지

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때 타당도 검증의 대상이 되는 소비자신뢰의 

구성요소는 ①사업자에 대한 인지적 신뢰, ②사업자에 대한 감정적 신뢰, 

③정부에 대한 인지적 신뢰, ④정부에 대한 감정적 신뢰, ⑤법적규제 일반

에 대한 효과성 인식, ⑥시장감시자에 대한 신뢰, ⑦시장·사회제도의 효과

성 인식, 총 7개의 개념이다8). 이들 개념과 그들의 측정변수들을 대상으

로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표 4-16] 소비자신뢰 구성요소(7개) 측정모형의 적합도

*** p<.001

   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TLI와 CFI 값이 .90 이상으로 추천기

준치를 충족하였고(직영점의 TLI 값만 예외이나 .90에 매우 근사한 값으

로 나타남), RMSEA 값 또한 .08 이하로 수용할만한 적합도 수준을 나타

내었다. 

   다음으로 개별 구성요소(요인)들의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을 살펴

보면, 각 개념과 측정변수들 간 요인부하량이 높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각 측정변수들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은 두 변

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7 이상으로 바람직하게 나타났다.

8) 사업자와 정부에 대한 전체 신뢰는 단 한 문항으로 구성되고, 거래 위험/소비자문제 유

형별 신뢰와 정보원천에 대한 신뢰의 문항은 한 개의 요인으로 묶일 수 없는 문항들이

어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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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요인)
측정변수 직영점

일반

대리점

전문

판매점

중소

판매점

온라인

중소

사업자에

대한 

인지적 신뢰

능력 .668 .674 .607 .594 .614 
선의 .762 .795 .746 .736 .695 
정직 .890 .874 .880 .855 .875 
성실 .857 .849 .869 .863 .857 
AVE .64 .64 .61 .59 .59 

사업자에 

대한 

감정적 신뢰

의심 .806 .762 .804 .791 .763 
불안 .842 .838 .847 .820 .767 
싫음 .824 .862 .818 .796 .795 

무관심 .682 .686 .530 .567 .567 
AVE .63 .62 .58 .56 .53 

정부에 대한

인지적 신뢰

능력 .849 .849 .848 .848 .848 
선의 .935 .934 .934 .934 .934 
정직 .933 .934 .934 .934 .934 
성실 .948 .948 .948 .948 .948 
AVE .84 .84 .84 .84 .84 

정부에 대한 

감정적 신뢰

의심 .855 .854 .855 .855 .854 
불안 .928 .927 .927 .928 .930 
싫음 .838 .841 .839 .838 .837 

무관심 .726 .727 .726 .726 .725 
AVE .71 .71 .71 .71 .71 

시장감시자에 

대한 신뢰

사업자단체 .771 .771 .771 .771 .772 
소비자단체 .748 .748 .748 .747 .747 

언론 .837 .837 .837 .837 .837 
전문가집단 .858 .858 .858 .858 .859 

AVE .65 .65 .65 .65 .65 

법적규제

효과성 인식

안전보장 .815 .817 .817 .818 .818 
보호 .830 .831 .832 .832 .832 

위험통제 .761 .759 .758 .758 .758 
인증제도 .806 .805 .805 .804 .804 

AVE .65 .65 .65 .65 .65 

시장사회제도 

효과성 인식

사업자보증 .762 .762 .760 .760 .759 
평판 .788 .788 .786 .786 .786 

자율규제 .893 .892 .892 .890 .889 
관행·관습 .875 .875 .876 .877 .878 
도덕·윤리 .877 .878 .879 .880 .881 

AVE .71 .71 .71 .71 .71 

[표 4-17] 소비자신뢰 구성요소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과 AVE

   두 측정변수(사업자에 대한 인지적 신뢰에서 능력과 감정적 신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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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요인)
측정변수 직영점

일반

대리점

전문

판매점

중소

판매점

온라인

중소

사업자에

대한 

인지적신뢰

사업자에 대한 감정적 신뢰 .35 .37 .32 .32 .28 

정부에 대한 인지적 신뢰 .23 .26 .25 .16 .11 

정부에 대한 감정적 신뢰 .03 .05 .04 .03 .02 

시장감시자에 대한 신뢰 .08 .10 .11 .10 .06 

법적규제 효과성 인식 .13 .18 .17 .13 .09 

시장·사회제도 효과성 인식 .11 .15 .13 .16 .14 

사업자에 

대한 

감정적신뢰

정부에 대한 인지적 신뢰 .04 .08 .04 .01 .00 

정부에 대한 감정적 신뢰 .03 .11 .06 .06 .03 

시장감시자에 대한 신뢰 .01 .04 .03 .05 .04 

법적규제 효과성 인식 .02 .06 .04 .02 .01 

시장·사회제도 효과성 인식 .01 .06 .04 .09 .09 

정부에대한 

인지적신뢰

정부에 대한 감정적 신뢰 .25 .25 .25 .25 .25 

시장감시자에 대한 신뢰 .22 .22 .22 .22 .22 

법적규제 효과성 인식 .53 .53 .53 .53 .53 

시장·사회제도 효과성 인식 .27 .27 .27 .27 .27 

정부에대한 

감정적신뢰

시장감시자에 대한 신뢰 .21 .21 .21 .21 .21 

법적규제 효과성 인식 .35 .35 .35 .35 .35 

시장·사회제도 효과성 인식 .17 .17 .17 .17 .17 

시장감시자 

대한 신뢰

법적규제 효과성 인식 .30 .30 .30 .30 .30 

시장·사회제도 효과성 인식 .49 .49 .49 .49 .49 

법적 규제 시장·사회제도 효과성 인식 .40 .40 .40 .40 .40

무관심)의 경우에도 .5 이상의 기준은 충족시키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신

뢰를 구성하는 각 구성요소들의 측정변수들 간에는 집중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평균분산추출값(AVE)이 모두 .5 이상으로 나타났고, 이

는 측정변수들의 분산 중 절반 이상이 해당 개념(요인)에 의해 설명된다는 

것이므로, 소비자신뢰의 각 구성요소에 대한 측정변수들의 집중타당성을 

역시 인정할 수 있다.

[표 4-18] 소비자신뢰 구성요소 간 상관관계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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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소비자신뢰의 구성요소 중에서 두 개씩

을 선택하고 그들 각각의 AVE와 두 요소 간의 상관관계제곱을 비교하였

다. 비교한 결과, 구성요소 각각의 AVE가 모든 경우의 상관관계제곱보다 

크게 나타났고, 이는 해당 개념을 다른 개념들보다 자신의 측정변수들이 

더 잘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학식·임지훈, 2017). 따라서 소비자신뢰

의 구성요소들(7개)은 판별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칙타당도(nomological validity)는 소비자신뢰의 구성요

소 중에서 이후 본 연구에서 더 다양한 분석에 활용되는 ‘사업자에 대한 

인지적 신뢰’변수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기존연구에서 특정 개념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거나 논리적으로 수용된 경우, 개발한 측정

도구 간에 동일한 부호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면 개발된 척도는 법칙타당

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이학식·임지훈, 2017).

   온라인 회사에 대한 소비자신뢰를 연구한 Bhattacherjee(2002)는 개발

한 소비자신뢰 척도의 법칙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영향요인과 결과변수

의 법칙적 관계망(nomological network) 내에서 신뢰 개념을 구체화하는 

신뢰모델을 제안하였다. 그에 따라 Bhattacherjee(2002)는 선행연구로부

터 도출한 ‘피신뢰자에 대한 친숙성(familiarity)’을 신뢰의 결정요인으로, 

‘거래할 의사’를 신뢰의 결과로 상정하고, 구조모델의 적합도, 가설 설정한 

경로계수의 부호 일치여부와 유의성, 그리고 각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으

로 법칙타당성을 평가하였다. Bhattacherjee(2002)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온라인 회사에 대한 개인의 신뢰는 그 회사와 거래할 의사

와 직접 관련 있을 것이다(+). 

      가설2: 온라인 회사에 대한 개인의 지식은 그 회사에 대한 신뢰 수

준과 직접 관련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Bhattacherjee(2002)의 법칙타당성 검증 방법을 차용하

였다. 소비자신뢰 중에서 추후 여러 분석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인지적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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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일반

대리점

전문

판매점

중소

판매점

온라인

중소

X2 (d.f.)
338.294(99)

***

304.646(99)

***

334.974(99)

***

255.435(99)

***

263.845(99)

***

RMSEA .065 .060 .065 .053 .054

TLI(NNFI) .961 .967 .961 .974 .973

CFI .968 .973 .968 .978 .978

뢰’ 변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고, 구조방정식모형을 구

성하였다.

[그림 4-3] 법칙타당성 평가 위한 소비자신뢰 모형

가설1: 소비자의 지식은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신뢰 수준과 직접 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2: 정부에 대한 소비자신뢰는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신뢰와 직접 정

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3: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신뢰는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의도와 직접 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표 4-19] 법칙타당성 평가 위한 소비자신뢰 모형의 적합도

*** p<.001

    구조모형의 분석결과, 모든 사업자에게서 경로계수의 방향성 및 유의

성을 통해 가설이 지지되었고(p<.001), 모형 적합도 또한 우수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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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일반

대리점

전문

판매점

중소

판매점

온라인

중소

가설1: 

사업자에 대한 인지적 신뢰

<--소비자의 지식(주관적)

.226

***

.146

***

.173

***

.191

***

.209

***

가설2: 

사업자에 대한 인지적 신뢰

<--정부에 대한 인지적 신뢰

.455

***

.490

***

.480

***

.367

***

.307

***

가설3: 

사업자에 대한 구매의도

<--사업자에 대한 인지적 신뢰

.520

***

.595

***

.490

***

.589

***

.537

***

사업자에 대한 구매의도

<--정부에 대한 인지적 신뢰

.103

*
.014 .056

-.178

***

-.200

***

나타났다(RMSEA <.07, TLI >.90, CFI >.90). 따라서 본 연구의 사업자

에 대한 인지적 신뢰의 척도는 법칙타당성을 만족시킨다고 할 수 있다.

[표 4-20] 법칙타당성 평가 위한 소비자신뢰 모형의 표준화된 경로계수

*** p<.001, * p<.05

   설명력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지식과 정부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적 신

뢰가 사업자에 대한 인지적 신뢰의 분산 중 28.8%(직영점), 28.2%(일반대

리점), 28.5%(전문판매점), 19.1%(중소판매점), 15.6%(온라인 중소사업자)

를 설명하고, 소비자의 지식, 정부에 대한 인지적 신뢰, 사업자에 대한 인

지적 신뢰는 사업자에 대한 구매의도의 분산 중 33.4%(직영점), 36.3%(일

반대리점), 27.1%(전문판매점), 29.6%(중소판매점), 25.6%(온라인 중소사

업자)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이 낮은 것

은 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적인 결정요인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

은 Bhattacherjee(2002) 연구에서 지적한 한계와 같다. 그러나 여기에서

는 법칙타당성 평가를 위해 의도적으로 간략한 모형을 사용한 것이므로 

우려할 문제는 아니다.



- 118 -

제 3 절  스마트폰 거래시장의 소비자신뢰 수준

1. 상품·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신뢰 수준

   소비자의 상품·사업자에 대한 신뢰(이하, 사업자에 대한 신뢰)를 인지적 

신뢰와 감정적 신뢰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사업자 유형은 직영점, 일반 대

리점, 전자제품 전문 판매점, 중소 휴대폰 판매점, 온라인 중소 사업자의 

5개로 구분하여 각 사업자에 대한 신뢰 수준을 알아보았다(이하, 사업자 

유형의 명칭 간략하게 표현). 

   우선 인지적 신뢰를 하위차원별로 알아보면, 예상대로 사업자 중에서 

직영점에 대한 인지적 신뢰가 가장 높았고, 사업자의 속성별로는 모든 사

업자에 대해 그들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았다. 반면 4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들의 선의에 대한 신뢰 수준이 가장 낮았는데(직영점, 일반대

리점, 전문판매점, 중소판매점), 온라인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직성을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중소판매점과 온라인 중소사업자의 선의와 정

직, 성실 속성에 대한 값은 모두 중간값인 4 이하여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사업자 속성(능력, 선의, 정직, 성실)을 얼마나 중요하게 

평가하는가에 있어서는 약속을 잘 지키는 성실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

였고, 그 다음으로는 정직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사업자에 대한 감정적 신뢰는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에 대해 느끼는 불

신의 감정으로 측정하여 값이 작을수록 감정적 신뢰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역시 중소판매점과 온라인 중소사업자에 대한 의심, 

불안, 반감(싫음)의 감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119 -

인지적 신뢰 감정적 신뢰(불신의 감정)

구분 사업자 평균 S.D. 구분 사업자 평균 S.D.

사업자 

속성

신념의

강도

능력

직영점 5.46 1.047

의심

의심스러움

직영점 3.48 1.311

일반대리점 4.99 1.012 일반대리점 3.92 1.240

전문판매점 4.63 1.114 전문판매점 4.06 1.275

중소판매점 4.34 1.141 중소판매점 4.65 1.199

온라인중소 4.05 1.170 온라인중소 4.80 1.258

선의

직영점 4.26 1.385

불안함

직영점 3.10 1.331

일반대리점 3.87 1.266 일반대리점 3.59 1.271

전문판매점 3.73 1.269 전문판매점 3.75 1.286

중소판매점 3.52 1.261 중소판매점 4.53 1.222

온라인중소 3.55 1.260 온라인중소 4.91 1.264

정직

직영점 4.76 1.309

포기

싫음

직영점 3.21 1.349

일반대리점 4.19 1.249 일반대리점 3.52 1.310

전문판매점 4.06 1.272 전문판매점 3.70 1.287

중소판매점 3.54 1.163 중소판매점 4.24 1.294

온라인중소 3.46 1.157 온라인중소 4.42 1.327

성실

직영점 5.14 1.212

무관심함

직영점 3.53 1.329

일반대리점 4.53 1.185 일반대리점 3.62 1.225

전문판매점 4.33 1.252 전문판매점 3.82 1.245

중소판매점 3.72 1.199 중소판매점 3.98 1.244

온라인중소 3.59 1.231 온라인중소 4.19 1.293

신념의

중요도

능력 5.24 1.370

수동적 

수용

어쩔 수 

없음

직영점 3.73 1.359

일반대리점 3.77 1.226선의 5.96 1.156
전문판매점 3.81 1.168

정직 6.19 1.071 중소판매점 4.00 1.213
성실 6.21 1.088 온라인중소 3.98 1.245

[표 4-21] 사업자에 대한 인지적, 감정적 신뢰의 하위차원

   각 사업자별로 인지적 신뢰와 감정적 신뢰의 평균을 도출한 표를 별도

로 제시하였다. 인지적 신뢰는 사업자 속성에 대한 신념의 강도와 그 신념

의 중요도를 곱한 결과를 최종적인 인지적 신뢰의 값으로 채택하였다. 곱

해진 중요도 값은 가중치 역할을 하게 된다. 그 결과 직영점과 다른 사업

자들 간의 인지적 신뢰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지게 되었다. 중간값(25)을 고

려하면 직영점과 일반대리점에 대해서는 인지적으로 신뢰하는 편이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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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사업자 

유형

신념의 강도
강도×중요도

(1~49) 

강도×중요도

(1~7)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인지적 신뢰

직영점 4.91 1.007 29.08 8.752 5.39 2.958 

일반대리점 4.40 .967 25.96 8.015 5.10 2.831 

전문판매점 4.19 .991 24.71 7.810 4.97 2.795 

중소판매점 3.78 .959 22.19 7.192 4.71 2.682 

온라인중소 3.66 .977 21.46 7.056 4.63 2.656 

감정적 신뢰

(불신의 감정)

(‘어쩔 수 없음’

제외)

직영점 3.33 1.124

-

일반대리점 3.66 1.064

전문판매점 3.83 1.040

중소판매점 4.35 1.009

온라인중소 4.58 1.027

전체 신뢰

(불신: -3 ~ 

3: 신뢰)

직영점

평균

1.44

S.D.

1.192

일반대리점 .80 1.269

전문판매점 .59 1.290

중소판매점 -.33 1.328

온라인중소 -.73 1.322

소판매점과 온라인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감정적 신뢰에 있어서는 직영점, 일반대리점, 전문판매점에 대해서는 

불신의 감정을 적게 느끼고 있었지만, 중소판매점과 온라인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불신의 감정을 느끼며 감정적 신뢰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직접 ‘불신’, ‘신뢰’ 용어와 ‘±’수치를 이용해 사업자에 대한 신뢰를 측

정한 결과, 중간값인 0을 기준으로 직영점과 일반대리점, 전문판매점은 신

뢰하는 사업자로, 중소판매자와 온라인 중소사업자는 불신하는 사업자로 

나눌 수 있겠다. 그러나 물론 그 사이에도 신뢰와 불신 수준의 차이는 존

재한다. 직영점에 대한 신뢰 수준은 다른 사업자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표 4-22] 사업자에 대한 인지적, 감정적 신뢰, 그리고 전체 신뢰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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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세 사업자 평균 표준편차

안전

위험
개인정보

개인정보 유출하지 

않을 것

직영점 4.48 1.390

일반대리점 3.97 1.290

전문판매점 3.86 1.327

중소판매점 3.06 1.179

온라인중소 2.79 1.178

경제적 

위험

가격
가격 폭리 취하지 

않을 것

직영점 4.13 1.381

일반대리점 3.68 1.242

전문판매점 3.54 1.234

중소판매점 3.06 1.150

온라인중소 3.08 1.171

거래조건
불리한 거래조건 

제시하지 않을 것

직영점 4.27 1.336

일반대리점 3.83 1.194

전문판매점 3.69 1.196

중소판매점 3.19 1.111

온라인중소 3.19 1.122

교환·환불 

거부

쉽게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을 것

직영점 4.98 1.417

일반대리점 4.43 1.386

전문판매점 4.35 1.454

중소판매점 3.27 1.296

온라인중소 2.87 1.222

상품 

사기

정품, 새 제품으로 

전달/배달될 것

직영점 5.44 1.099

일반대리점 5.06 1.145

전문판매점 4.91 1.238

중소판매점 4.07 1.294

온라인중소 3.64 1.328

정보제공

문제

정확한 정보 

제공할 것

직영점 4.81 1.235

일반대리점 4.35 1.183

전문판매점 4.18 1.237

중소판매점 3.56 1.138

온라인중소 3.39 1.156

   이상 기술통계 상으로 살펴본 사업자 간 신뢰 수준의 차이를 대응표본 

t-검정을 이용해 통계적으로 검증해보았다. 사업자 간 가능한 모든 조합을 

비교한 결과, 모든 조합에서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p<.001)으로 

나타났다([부록 1]에 표 제시).

   다음은 구체적으로 제시된 거래 위험과 소비자문제에 대해 소비자가 

사업자를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를 알아본 결과이다. 

[표 4-23] 거래위험/소비자문제 유형별 사업자에 대한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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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업자에 대해 중고폰이나 위조폰을 받을 우려를 가장 적게 하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온라인 중소사업자(3.64)에 대해서는 중간값(4) 이하여

서 여전히 상품 사기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영점, 일반대리점, 

전문판매점에 대해서는 가격 면에서 폭리를 가장 우려하였고, 중소판매점

에 대해서는 가격 폭리 위험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가장 우려하였

다. 온라인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2.79)과 교환·환불 

거부의 위험(2.87)을 크게 우려하였는데, 값이 3 이하여서 불신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기술통계 결과, 모든 사업자 간 신뢰 수준의 차이가 나타났고, 

대응표본 t-검정 결과에서 각 신뢰 수준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보다 가시적으로 표현

하기 위해, 그래프와 소비자의 지각도(perceptual map)를 제시하였다.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적 신뢰와 감정적 신뢰(불신의 감정)를 각

각 x축(가로축)과 y축(세로축)으로 설정하고 5개 사업자의 신뢰 수준을 사

분면 형태(2차원 공간)의 좌표평면에 점으로 표시하였다. 인지적 신뢰의 

값은 신념의 강도와 중요도를 곱해 1~49점의 범위를 가지므로, 감정적 신

뢰(1~7점)와 단위를 통일하기 위해, 강도×중요도한 평균값을 사용하였

다. 그런데 신념의 강도와 중요도를 곱해 인지적 신뢰를 구하면서 표준편

차가 크게 증가했고, 인지적 신뢰의 평균이 다소 상향 조정되는 문제가 나

타났다. 아래의 그래프에서 모든 사업자에 대해 인지적 신뢰가 중간값(4) 

이상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불신의 감정

은 중간값을 기준으로 직영점, 일반대리점, 전문판매점(제1사분면에 위치)

과 중소판매점, 온라인 중소사업자(제4사분면에 위치)가 나뉘는 것을 볼 

수 있다. 

   소비자는 중소판매점과 온라인 중소사업자에 대해 불신의 감정을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적 신뢰가 가장 높

고 불신의 감정이 가장 적은 것은 역시 직영점이었고, 일반대리점, 전문판

매점, 중소판매점, 온라인 중소사업자 순서대로 해당 사업자에 대한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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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뢰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아래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4] 사업자에 대한 인지적, 감정적 신뢰 사분면 그래프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인지적신뢰

불신의감정
직영점

일반대리점

전문판매점

중소판매점

온라인중소

   지각도는 소비자의 지각 속에서 각 대상이 차지하는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상들의 ‘유사성(similarity)을 나타내는 

지각도’를 이용해 5개의 사업자 유형 간 소비자신뢰 수준의 유사성/비유

사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9). 유사성을 공간적으로 시각화하는 지각도를 

도출하기 위해 다차원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 MDS)을 실시하

였다10). 자료는 소비자의 각 사업자에 대한 인지적 신뢰의 평균값(강도×중

요도(1~49))으로 사업자 간 상관계수를 도출한 근접성 자료를 이용하였

9) 대상들 간 유사성 정도는 지각도 상에서 대상들 간 거리로 나타나게 되고, 대상들 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소비자에게 유사하게 지각되는 것이다(이학식, 2017).

10) SPSS 프로그램의 다차원척도법(ALSCA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여러 소비자들의 응

답을 평균한 값으로 지각도를 작성하였으며, 이처럼 표본을 분석하는 것이 개인별 자료

를 분석하는 것보다 시장상황을 보다 더 잘 반영하게 된다(이학식,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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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1)12).

   분석결과, 최종 스트레스 값은 Kruskal의 스트레스 값을 기준으로 할 

때 완벽한 적합도(.00000)를 나타냈고, RSQ 또한 모형이 완전한 설명력

(1.0)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가능한 것은 사업자에 대한 

인지적 신뢰 수준이라는 한 변수의 상관관계 데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이

다13). 본 연구에서 차원의 추정이 의미를 갖지 않음에도 다차원척도법을 

실시한 것은 사업자 간 신뢰 수준의 차이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으면서, 

시각화된 거리의 차이에 엄밀한 통계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였다.

   지각도를 살펴보면, 소비자들은 일반대리점과 전문판매점을 가장 유사

하게 지각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직영점과 일반대리점을 유사하게 지각하

였다. 반면 소비자는 이 세 사업자와 중소판매점, 온라인 중소사업자를 매

우 다르게 지각하고 있다. 중소판매점과 온라인 중소사업자 사이의 거리도 

가깝지 않아 소비자가 두 사업자를 상당히 다르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차원은 1개의 차원만이 의미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지각도 상에서 

소비자신뢰가 높은 사업자일수록 우측에 위치하고 있고, 활용한 변수를 고

려하면 도출된 차원1(가로축)은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적 신뢰’로 

추정할 수 있다. 차원2(세로축)에서 사업자 간 차이가 없으므로, 차원2는 

11) SPSS 프로그램에서는 언제나 숫자가 클수록 비유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유사성 자료인 경우에는 자료를 먼저 비유사성 자료로 변환해야 한다(박광배, 

2000). 사업자 간 상관계수는 값이 클수록 관계가 있고 유사하다는 의미라 할 수 있으

므로,    
 계산을 통해 비유사성 지수로 전환하였다. 

12) 자료가 거리행렬이 아니므로 자료로부터 유클리드 거리행렬을 계산하도록 선택하고, 2

차원(최소 1차원, 최대 2차원)을 지정하였으며, 척도화 모형으로 유클리디언 거리 모델

을 설정하였다. 

13) 일반적으로 유사성 자료를 이용한 다차원척도법은 응답자에게 대상 간의 유사한 정도

를 직접 질문하여 얻은 응답을 바탕으로, 지각도 상에서 대상들의 상대적 위치를 찾아

내고 각 대상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특성을 조합하여 차원의 의미를 추정해내는 것이

다. 예를 들어(이학식, 2017 참고), 여러 자동차 브랜드의 유사한 정도를 조사하여 분석

하였더니 지각도 상에서 우측(+값)에는 가격이 낮은 차가, 좌측(-값)에는 가격이 높은 

차가 위치하고 있다면 그 차원은 경제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미 인지적 신뢰라는 한 변수를 지정해 자료로 사용하였으므로 도출되

는 차원은 당연히 인지적 신뢰일 것이고, 사업자들은 인지적 신뢰의 수준에 따라 지각

도 상에 위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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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차원이다.

[그림 4-5] 소비자의 사업자 간 유사성 지각도(인지적 신뢰 평균값 이용)

<참고> 직영점: bl_A, 일반대리점: bl_B, 전문판매점: bl_C, 

중소판매점: bl_D, 온라인 중소사업자: bl_E

   차원에 따라 지각도를 설명해보면, 소비자의 인지적 신뢰는 직영점에 

대해 가장 높지만, 일반대리점과 전문판매점에 대해서도 신뢰하는 편이다. 

반면 중소판매점과 온라인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지적인 면에서 불신

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크게 불신하고 있다. 소

비자신뢰가 구매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 한다면, 직영점에서 구매하는 소

비자는 일반대리점, 전문판매점에서도 구매할 가능성이 있지만, 중소판매

점과 온라인 중소사업자로부터 구매할 가능성은 크게 떨어진다. 따라서 소

비자의 인지적 신뢰 수준에 따라 경쟁시장이 될 수 있는 사업자 군을 나

눠본다면, 직영점, 일반대리점, 전문판매점을 함께 묶을 수 있고, 중소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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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온라인 중소사업자는 각각 다른 군으로, 모두 세 개의 집단으로 구분

할 수 있겠다. 중소판매점과 온라인 중소사업자와의 거리는 중소판매점과 

나머지 세 사업자와의 거리보다도 멀기 때문에 두 사업자를 유사한 사업

자로 묶기는 어려워 보인다. 소비자신뢰 수준으로 시장을 획정한다면, 스

마트폰이라는 동일한 상품을 거래하는 것임에도 세 개의 다른 시장이 형

성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6] 소비자의 사업자 간 유사성 지각도(감정적 신뢰 평균값 이용)

<참고> 직영점: em_A, 일반대리점: em_B, 전문판매점: em_C, 

중소판매점: em_D, 온라인 중소사업자: em_E

   추가적으로, 소비자의 각 사업자에 대한 감정적 신뢰(불신의 감정)의 

평균값으로 사업자 간 상관계수를 도출해 근접성 자료로 이용한 경우, 도

출된 지각도는 인지적 신뢰 값을 이용한 경우와 거의 같으나, 약간의 차이

를 보이는 지점은 직영점, 일반대리점, 전문판매점 사이의 거리가 약간씩 

더 떨어져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세 사업자 사이에서 인지적 신뢰의 



- 127 -

인지적 신뢰 감정적 신뢰(불신의 감정)

남 여
t값

남 여
t값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직영점 28.37 8.836 29.78 8.628
-1.929

✝
3.42 1.105 3.24 1.137

1.893

✝

일반

대리점
24.90 8.079 26.99 7.830

-3.144

**
3.85 1.031 3.48 1.067

4.146

***

전문

판매점
23.86 7.739 25.55 7.803

-2.602

*
3.97 1.032 3.69 1.031

3.192

**

중소

판매점
21.32 7.802 23.03 7.210

-2.854

**
4.44 .995 4.26 1.015

2.242

*

온라인

중소
20.84 6.939 22.06 7.128

-2.079

*
4.59 1.012 4.57 1.042 .216

사례수 283 290 - 283 290 -

차이보다 불신의 감정 차이를 더 크게 지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도출된 

1개 차원(가로축)은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의 감정적 신뢰(불신의 감정)’로 

추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신

뢰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성별과 연령으로 소비자의 

집단을 구분하여 집단 간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신뢰 수준의 차이를 살펴

보았다.

[표 4-24] 성별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신뢰의 차이 

독립표본 t-검정 결과

*** p<.001, ** p<.01, * p<.05, ✝p<.1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신뢰가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사업자에 대한 인지적 신뢰의 경우 여자

보다 남자가 모든 사업자에 대해 더 신뢰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자에 대한 감정적 신뢰에서도 역시 여자보다 남자가 더 불신의 감정

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온라인 중소사업자에 대한 불신의 감정

에서는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남녀 간의 소비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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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일반대리점 전문판매점 중소판매점 온라인중소

평균
Dun-

can
평균

Dun-

can
평균

Dun-

can
평균

Dun-

can
평균

Dun-

can

20대

n=101
27.75 a 24.13 a 23.93 ab 19.41 a 18.93 a

30대

n=119
28.02 a 24.40 a 22.99 a 21.48 b 20.92 b

40대

n=134
28.18 a 25.47 ab 23.76 ab 21.82 b 21.38 b

50대

n=132
29.92 ab 27.20 bc 25.84 bc 23.82 c 22.58 bc

60대

n=87
32.19 b 29.07 c 27.75 c 24.45 c 23.54 c

F값 4.540
**

6.900
***

6.413
***

8.404
***

6.387
***

뢰 차이는 직영점, 온라인 중소사업자에서보다 일반대리점, 전문판매점, 

중소판매점에서 더 크게 벌어졌다. 직영점과 온라인 중소사업자에 대해서

는 각각 신뢰 수준이 더 높고, 낮은 것이 상대적으로 더 분명하여 사람들 

간에 의견일치를 보이지만, 중간의 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인 간 신뢰 수

준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연령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인지적 신뢰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25] 연령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인지적 신뢰의 차이 

일원분산분석 결과

*** p<.001, ** p<.01

   그 결과 모든 사업자에 대한 인지적 신뢰의 수준은 연령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떤 연령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자 사후검정 또한 실시하였다. 직영점에 대한 신뢰는 20대, 30대, 40대에 

비해 60대가 유의하게 높았고, 일반대리점에 대한 신뢰는 20대, 30대에 

비해 60대가 또한 유의하게 높았다. 전문판매점에 대한 신뢰는 30대가 가

장 낮게 나타났는데, 50~60대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중소판매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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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는 20대보다 30~40대가, 30~40대보다 50~60대가 신뢰 수준이 유의

하게 높았다. 온라인 중소사업자에 대한 신뢰 또한 20대보다 30~40대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60대는 그보다 더 신뢰가 높은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대체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비자신뢰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전문판매점 30대 제외).

   Berg et al.(2005) 연구에서는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신뢰에 있어서 

남자보다 여자가 더 신뢰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스마트폰 판매

업자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반대로 남자의 신뢰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erg et al.(2005) 연구에서는 노르웨이의 경우 연

령이 증가할수록 신뢰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저

자는 나이에 관련된 관심사로 결과를 해석하였다. 젊은 사람들은 자신의 

연령대에 관련 있는 다른 중요한 관심사(음악, 교육, 결혼, 출산 등)가 있

기 때문에 식품 안전에 관심을 덜 갖지만, 나이든 사람들은 건강과 식품 

안전과 같은 문제에 더 시간을 기울이고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식품 안

전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이런 해석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연령

의 경우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스마트폰 등 기기에 더 관심을 둘 수 있고 

그에 따라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되어 신뢰 수준이 낮아졌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식품 안전의 경우 여성들이 더 관심을 둘 수 있는 주제이므로, 

Berg et al.(2005) 연구가 본 연구와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 충분히 

이해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판매업자에 대한 신

뢰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 역시 연령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구매와 이용 

관련하여 관심도가 높고 그에 따라 비판적인 관점을 갖게 된 것이라 해석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측정한 스마트폰 구매 관여도(‘스마트폰

을 구매하는 일은 나에게 중요하다’ 한 문항) 변수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스마트폰 구매 및 이용 관련하여 관

여도를 보다 자세히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130 -

구분

신념의 

강도

신념의 

중요도

강도×중요도

(1~49)

전체

강도×중요도

(1~49)

강도×중요도

(1~7)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기

관 

속

성

능력 3.56 1.459 5.73 1.276 20.55 9.988

21.04 9.431 4.59 3.071
선의 3.54 1.442 5.92 1.258 21.04 10.051

정직 3.51 1.460 5.92 1.251 20.85 10.008

성실 3.63 1.448 5.95 1.279 21.72 10.195

2. 통제 기제에 대한 소비자신뢰 수준

   우선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이하, 정부에 대한 신뢰)에서 인지적 신뢰

의 하위차원 중 성실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고 정직에 대한 신뢰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고 무엇보다 뚜렷한 특징은 모든 속성

에 대해 중간값인 4를 넘지 못하는 불신의 수준에 머문다는 것이다. 각 

신념의 중요도 차이도 크지 않고, 신념의 강도와 중요도를 곱한 인지적 신

뢰의 값(20.14 < 중간값 25)은 소비자가 정부에 대해 불신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

[표 4-26] 정부에 대한 인지적 신뢰의 하위차원

   정부에 대한 감정적 신뢰 또한 낮게 나타났는데, 이 값은 중소판매점과 

온라인 중소사업자를 제외한 다른 사업자들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시장

에서 사업자의 크기와 평판, 관리 등으로 일정 수준의 신뢰가 부여되는 사

업자(통신사의 직영점과 통신사와 직접 계약을 맺은 일반 대리점, 그리고 

대기업 유통업체(전자제품 전문판매점))에 대한 감정적인 신뢰가 정부에 

대한 감정적인 신뢰보다 높은 것이다. 하위차원을 살펴보면 의심스럽고 불

안한, 의심 상태가 가장 높고, 만족도 또한 불만족에 더 가까운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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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하위차원 전체(4문항)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의심 상태
의심스러움 4.50 1.244

4.35 1.142
불안함 4.47 1.287

포기 상태
싫음 4.13 1.345

무관심함 4.31 1.314

만족도 만족스러움(R) 4.50 1.277 - -

[표 4-27] 정부에 대한 감정적 신뢰(불신의 감정)의 하위차원

   정부에 대한 인지적 신뢰(가로축)와 감정적 신뢰(불신의 감정, 세로축)

를 사분면 그래프에 나타내었다. 사업자에 대한 신뢰와 같은 방식으로 신

뢰 수준의 좌표를 구하였고, 사업자와의 비교를 위해 사업자에 대한 신뢰 

수준 또한 앞에서와 동일하게 표시하였다. 소비자의 정부에 대한 인지적 

신뢰 수준은 중소판매점, 온라인 중소사업자와 비슷한 정도로 낮게 나타났

고, 불신의 감정 또한 중소판매점과 근사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7] 정부에 대한 인지적, 감정적 신뢰 사분면 그래프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인지적신뢰

불신의감정
직영점

일반대리점

전문판매점

중소판매점

온라인중소

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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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표준편차

불신(-3) ~ 신뢰(3) -.16 1.528

구분 빈도 % 누적 %

불신 -3 52 9.1 9.1

-2 69 12.0 21.1

-1 104 18.2 39.3

0 127 22.2 61.4

1 149 26.0 87.4

2 59 10.3 97.7

신뢰 3 13 2.3 100.0

합계 573 100.0 -

   정부에 대해서도 ‘신뢰’와 ‘불신’ 용어로 전체 신뢰를 측정한 값은 0과 

–1사이로 불신의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신뢰보다 불신 쪽으로 기울

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에 대한 전체 신뢰에서 직영점, 일반대

리점, 전문판매점에 대해서는 신뢰의 값이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볼 때, 이 

역시 소비자는 정부에 대해서 이들 사업자보다도 낮은 신뢰 수준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추가적으로 정부에 대한 전체 신뢰의 빈도분석을 살펴본 

결과, 0을 기준으로 불신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39.3%로 신뢰한다고 응답

한 사람 38.6%보다 약간 더 높았으나, 빈도의 분포를 볼 때 신뢰하는 사

람은 주로 ‘1’값에 몰려있지만, 불신하는 사람은 ‘-2’, ‘-3’값 또한 높고, 

특히 극단의 불신(-3)에 응답한 사람이 9%를 구성하고 있어 정부를 불신

하는 사람은 불신의 정도가 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8] 정부에 대한 전체 신뢰

   다음으로 정부규제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소비자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한 법적 규제가 크게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폰 거래의 안전 보장과 소비자문제의 보호에 대해서는 

약간이라도 효과적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인증제도의 효과와 거래 위험의 

통제에 대해서는 더 부정적인 편이었다.  



- 133 -

구분 평균 S.D.

법적

규제

일반

거래 안전 보장 4.29 1.406

소비자문제로부터 보호 4.14 1.392

거래 위험의 통제 3.48 1.314

인증제도(품질인증 등)의 거래 안전 보장 3.80 1.294

전체 3.93 1.156

거래

위험

안전 위험

(개인정보)

개인정보 유출, 해킹, 명의도용으로부터 

보호
3.54 1.424

경제적 

위험
판매자의 사기, 재산적 손해로부터 보호 3.57 1.412

피해구제 소비자피해 구제 3.61 1.419

시장

감시자

사업자단체(업계의 자율규제기구) 3.24 1.251

소비자단체 3.94 1.282

언론(신문사, TV방송국) 3.34 1.323

전문가집단(학계의 과학자, 연구자) 3.39 1.264

전체 3.48 1.094

시장·

사회

제도

시장

사업자 보증 4.02 1.152

평판 4.02 1.208

자율 규제 3.67 1.205

사회
관행, 관습 3.58 1.219

도덕, 윤리 3.51 1.244

전체 3.76 1.053

   구체적으로 거래의 위험과 소비자 자신의 거래에 문제가 생겼을 상황

을 제시하고 정부 규제의 효과를 묻는 질문(위험 프레이밍)에는 효과성을 

더 낮게 인식하였다(모두 중간값 4 이하). 개인정보 침해 위험과 재산적 

손해의 위험, 그리고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시, 정부규제가 자신을 보호

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소비자가 별로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표 4-29] 법적규제 일반, 거래위험, 시장·사회제도에 대한 효과성 인식 

및 시장감시자에 대한 신뢰

   다음은 시장·사회기관에 대한 신뢰로, 시장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기관

들이 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알아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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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구분
남(N=283) 여(N=290)

t값
평균 S.D. 평균 S.D.

정부

기제

정부

인지적신뢰
20.23 9.138 21.83 9.659

-2.029
**

정부

불신의감정
4.42 1.100 4.29 1.180 1.345

법적규제

효과성 인식
3.85 1.168 4.00 1.143 -1.565

시장

기제

시장감시자

신뢰
3.47 1.036 3.49 1.150 -.187

시장사회제도

효과성 인식
3.73 1.023 3.79 1.083 -.709

과이다(수행능력에 초점). 모두 중간값 이하여서 소비자는 해당 기관들이 

시장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기

관별로 상대적으로 평가하면, 소비자단체의 역할 수행을 가장 높게 평가하

였고, 자율 규제를 담당하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객관적인 제3자로서 기능할 수 있는 언론과 전문가집단의 시장감시 역할

에 대해 소비자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마지막으로 시장·사회제도의 효과성 인식을 살펴보면, 사업자가 제공한 

보증과 평판의 효과를 중간값 정도로 인식하였고, 나머지 제도의 거래 안

전에 대한 효과는 그 이하로 판단하여 전체적으로 시장·사회제도의 효과를 

낮게 보고 있었다. 앞의 정부 규제와 비교하면, 법적 규제의 거래 안전에 

대한 효과는 여기의 시장·사회제도들의 효과보다 높게 인식하지만, 정부 

인증제도의 효과만 별도로 볼 경우 사업자의 보증 제공과 평판 유지 노력

에 비해 효과가 더 낮다고 판단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통제 기제에 대한 소비자신뢰 수준이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통제 기제에 대한 소비자신뢰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자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4-30] 성별에 따른 통제 기제에 대한 소비자신뢰의 차이 

독립표본 t-검정 결과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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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지적신뢰

정부

불신의감정

법적규제

효과성 인식

시장감시자

신뢰

시장사회제도

효과성인식

평균
Dun

-can
평균

Dun-

can
평균

Dun-

can
평균

Dun-

can
평균

Dun-

can

20대

n=101
20.36 ab 4.45 ab 3.72 ab 3.41 b 3.66 b

30대

n=119
18.98 a 4.58 b 3.61 a 3.10 a 3.38 a

40대

n=134
21.15 ab 4.32 ab 3.97 bc 3.57 bc 3.82 bc

50대

n=132
22.34 b 4.15 a 4.18 c 3.57 bc 3.94 bc

60대

n=87
22.49 b 4.30 ab 4.16 c 3.80 c 4.04 c

F값
2.736

*

2.487

*

5.799

***

6.290

***

7.020

***

   검정 결과, 여자가 남자보다 모든 통제 기제에서 신뢰 수준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정부에 대한 인지

적 신뢰에서만 나타났다. 비교를 위해 정부에 대한 인지적 신뢰 값의 제곱

근을 구하면 남자는 4.50, 여자는 4.67로 통제 기제 중에서 가장 높은 신

뢰 수준을 보였다. 

   연령에 따른 통제 기제에 대한 소비자신뢰 수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31] 연령에 따른 통제 기제에 대한 소비자신뢰의 차이 

일원분산분석 결과

*** p<.001, * p<.05

   연구결과, 모든 통제 기제에 대한 신뢰와 일반신뢰의 수준이 연령에 따

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으로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 30대의 정부에 대한 인지적 신뢰 수준은 50대, 60대에 비해 유의하

게 낮았고, 불신의 감정은 50대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정부의 법적 규

제가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지에 대해서도 30대에 비해 50대, 60대가 더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정부의 강제가 아닌 자율적인 시장 기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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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하는 시장 감시자에 대한 신뢰에서는 역시 30대의 신뢰 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20대와 비교하여서도 유의하게 낮았고, 반면 60대의 신뢰 수준

이 가장 높았다.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통제 기제에 대한 신뢰가 증

가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20대와 30대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점은 20대

보다도 30대의 신뢰 수준이 더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여기의 모든 신

뢰에 있어서 가장 낮은 신뢰 수준을 보인 것이 30대였다.   

   성별과 연령과 따른 통제 기제에 대한 신뢰 수준은 앞의 사업자에 대

한 것과 같이 여자보다 남자가 더 낮고, 연령이 낮을수록 더 낮은 것(단, 

30대가 가장 낮음)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스마트폰 거래라

는 연구대상의 특성에 따른 관심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

회에서 통제 기제에 대해 가장 낮은 신뢰 수준을 나타내는 것은 30대 남

자이다. 

   Berg et al.(2005) 연구에서 러시아와 덴마크에서는 노르웨이와 반대

로, 소비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해 저자는 또 다른 연령 관련 메커니즘의 결과로 

설명하였다. 식품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되면 젊은 사람일수록 그 문

제에 더 취약하고, 그 문제를 더 유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규모의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면, 젊은 사람일수록 그 영향을 더 쉽게 받

게 된다. 근래 한국사회에서 벌어진 큰 사건사고에 젊은 사람들이 더 크게 

영향 받고, 회의주의적인 태도에 빠져들게 된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

가 있다.

3. 정보원천에 대한 소비자신뢰 수준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 중 앞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신뢰 판단이 

내려지는 단계는 대안평가 단계라면, 여기에서는 정보탐색 단계에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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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S.D. 순위

정부 차원 정부가 제공한 정보 4.49 1.164 5

시장 차원
사업자가 제공한 정보(광고, 웹사이트 등) 4.31 1.134 7

오프라인 매장의 판매자가 말해준 정보 4.15 1.193 10

개인 차원 주변인(가족, 친구, 동료 등)의 조언 5.27 .873 1

사회

(전통적)

언론(신문, 잡지, 방송)의 보도 4.29 1.109 8

소비자단체의 정보 4.83 1.130 2

전문가의 정보(학계의 과학자, 연구자) 4.79 1.153 3

사회

(온라인)

온라인 블로그, 커뮤니티의 정보 4.47 1.120 6

온라인 쇼핑몰의 소비자 구매후기 4.52 1.185 4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정보 4.18 1.169 9

되는 신뢰 판단으로 스마트폰 구매를 위한 정보 탐색에 이용하는 정보원

천에 대한 신뢰를 알아보았다. 

   모두 중간값(4)을 넘어 신뢰하는 방향으로 기울었으나, 순서의 차이는 

있었다. 소비자는 주변인의 조언(1위)을 가장 신뢰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중립적 정보원인 소비자단체(2위)와 학계 전문가(3위)의 정보를 신뢰하였

다. 정부가 제공한 정보(5위)에는 온라인 쇼핑몰의 소비자 구매후기(4위)보

다도 낮은 신뢰 수준을 나타냈다. 전통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대중적인 

채널이었던 언론에 대해 예상외로 다른 정보원에 비해 매우 낮은 신뢰 수

준을 보였다(8위). 오프라인 매장의 판매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는 10

개의 정보원 중 가장 낮은 신뢰 수준을 나타냈다(10위). 이것은 사업자의 

광고나 SNS상의 정보(9위)에 대한 신뢰 수준보다도 낮은 수치였다.  

  

[표 4-32] 정보원천에 대한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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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일반대리점 전문판매점 중소판매점 온라인중소

인지 감정 인지 감정 인지 감정 인지 감정 인지 감정

정부 

인지적신뢰

.457

**

-.191

**

.477

**

-.245

**

.485

**

-.184

**

.362

**

-.078 .308

**

-.027

정부 

불신의감정

-.184

**

.191

**

-.187

**

.303

**

-.199

**

.238

**

-.147

**

.207

**

-.116

**

.150

**

법적규제 

효과성 인식

.330

**

-.130

**

.384

**

-.222

**

.394

**

-.180

**

.318

**

-.117

**

.263

**

-.097

*

시장감시자 

신뢰

.276

**

-.114

**

.286

**

-.178

**

.327

**

-.169

**

.264

**

-.184

**

.219

**

-.162

**

시장사회제도

효과성 인식

.354

**

-.137

**

.386

**

-.235

**

.373

**

-.209

**

.366

**

-.259

**

.354

**

-.260

**

제 4 절  스마트폰 거래시장의 소비자신뢰 영향요인 분석 

1. 상품·사업자에 대한 신뢰와 통제 기제에 대한 신뢰의 관계

   소비자의 상품·사업자 신뢰와 통제 기제 신뢰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

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신뢰 사이에는 통제 기제에 대한 신

뢰가 사업자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키는 보완관계인지, 아니면 통제 기제에 

대한 신뢰가 사업자에 대한 신뢰를 높이지 않고 대체해버리는 대체관계인

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표 4-33] 상품·사업자 신뢰와 통제 기제 신뢰의 상관관계 (N=573)

**p<.01, *p<.05

   연구결과, 둘 사이의 상관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고, 상관계수의 부호를 통해 두 소비자 신뢰 사이에는 보완관계가 성립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상관계수의 크기를 볼 때, 상관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기준(r > ±.4)을 통과하는 값은 정부에 대한 인지적 신뢰

와 직영점, 일반대리점, 전문판매점에 대한 인지적 신뢰 사이에만 존재하

였다. 나머지 값은 모두 상관이 낮아 사업자에 대한 신뢰와 통제 기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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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신뢰 간의 관계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보완의 효과가 크

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소판매점과 온라인 중소사업자만을 한정해 살펴보면, 중소판매점과 

온라인 중소사업자에 대한 신뢰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통제 기제는 시

장·사회제도에 대한 효과성 인식이다. 사업자의 보증과 평판, 자율규제, 그

리고 사회규범의 거래 안전에 대한 효과를 크게 인식할수록 중소판매점과 

온라인 중소사업자에 대한 인지적 신뢰는 증가하고, 불신의 감정은 감소하

게 된다. 

2. 상품·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앞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소비자의 상품·사업자에 대한 신뢰와 통제 기

제에 대한 신뢰가 보완관계로 확인되었으므로, 여기에서는 소비자의 사업

자에 대한 신뢰(인지적 신뢰)를 종속변수로 하는 인과모형을 설정하여 소

비자신뢰의 영향요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림 4-8] 소비자신뢰의 영향요인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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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유형 경험 여부 빈도 %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직영점
있음 391 68.2

만족스럽다 4.68 1.196
불쾌하다(R) 4.83 1.218

후회스럽다(R) 4.71 1.319
없음 182 31.8 -

일반대리점
있음 395 68.9

만족스럽다 4.26 1.188
불쾌하다(R) 4.50 1.167

후회스럽다(R) 4.26 1.347
없음 178 31.1 -

전문판매점
있음 124 21.6

만족스럽다 4.66 1.154
불쾌하다(R) 4.79 1.184

후회스럽다(R) 4.69 1.232
없음 449 78.4 -

중소판매점
있음 264 46.1

만족스럽다 4.29 1.279
불쾌하다(R) 4.28 1.278

후회스럽다(R) 4.25 1.353
없음 309 53.9 -

온라인중소
있음 161 28.1

만족스럽다 4.61 1.236
불쾌하다(R) 4.69 1.236

후회스럽다(R) 4.65 1.319
없음 412 71.9 -

합계 573 100.0 -

1) 소비자신뢰 영향요인의 수준

   본 연구에서는 상품·사업자에 대한 신뢰(이하, 사업자에 대한 신뢰)의 

영향요인을 개인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한다. 먼저 사업자에 대한 

신뢰의 개인적 영향요인에 대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직영점과 일

반대리점에서 구매 경험이 있는 경우는 70%에 달했으나, 전문판매점에서 

구매한 적이 있는 경우는 21.6%로 제시한 사업자 유형 중에서 가장 구매 

경험이 적게 나타났다. 

[표 4-34] 사업자와의 과거 거래 경험

   그러나 전문판매점에서 구매 경험의 만족도는 직영점 다음으로 높아, 

구매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적지만 구매한 경우에는 만족한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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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자 유형 평균 표준편차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의

이 사업자 신뢰

직영점 5.10 1.200
일반대리점 4.64 1.159
전문판매점 4.44 1.198
중소판매점 3.71 1.216
온라인중소 3.39 1.179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의 

이 사업자와의 스마트폰 거래 의향

직영점 5.07 1.156
일반대리점 4.69 1.157
전문판매점 4.37 1.154
중소판매점 3.86 1.225
온라인중소 3.57 1.258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의

이 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한 믿음

직영점 5.22 1.159
일반대리점 4.75 1.162
전문판매점 4.52 1.179
중소판매점 3.76 1.192
온라인중소 3.45 1.189

전체 평균

직영점 5.13 1.068
일반대리점 4.70 1.055
전문판매점 4.44 1.068
중소판매점 3.78 1.107
온라인중소 3.47 1.104

고 할 수 있다. 반면 구매한 사람이 많았던 일반대리점은 중소판매점과 비

슷한 수준의 만족도로 두 사업자는 나머지 세 유형의 사업자보다 만족도

가 낮게 나타났다. 중소판매점에서는 응답자의 50% 가까이 구매 경험이 

있었다. 한편 앞에서 사업자에 대한 신뢰 수준에서 일관되게 가장 낮은 신

뢰 수준을 보였던 온라인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구매 경험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일반적인 경향은 온라인 중소사업자에 대해 

낮은 신뢰 수준을 보이지만, 구매 경험자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신뢰에서 개인적 요인으로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측정한 사업자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직영점이 가장 높고, 일반대리점, 전

문판매점까지는 응답자의 주변인들이 신뢰할 것이라 판단하였으나, 중소판

매점과 온라인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변인 또한 낮은 신뢰 수준을 갖

고 있을 것이라 응답하였다. 

[표 4-35] 사업자에 대한 주관적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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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평균 S.D.

스마트폰 

구매 

관련

지식

휴대폰(스마트폰)과 이동통신서비스 4.36 1.160

스마트폰 구매에 필요한 정보 찾는 방법 4.57 1.228

스마트폰 구입,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방법 4.53 1.251

휴대폰 판매하는 사업자들 3.77 1.294

직영점, 대리점, 판매점 구별 4.29 1.399

전체 4.30 1.072

위험감수

성향

경제

하루의 소득에 해당하는 돈을 경마에 베팅하기 1.66 1.182

매우 투기적인 주식에 연봉의 5%를 투자하기 2.40 1.552

연봉의 10%를 새로운 벤처 사업에 투자하기 2.36 1.444

신체/안전

안전벨트 착용하지 않고 차 운전하기 1.82 1.338

헬멧 없이 오토바이 타기 1.68 1.217
밤에 안전하지 않은 곳(우범지역)에서 

혼자 걸어서 귀가하기
2.44 1.447

전체 2.06 1.040

일반신뢰

일반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 신뢰 4.44 1.055
신뢰할 수 없는 이유를 주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 신뢰
4.52 1.086

능력 대부분의 전문가가 유능함 3.99 1.191

선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노력함 4.10 1.149

정직 다른 사람들을 정직하게 대함 4.00 1.084

성실 사람들은 약속을 지킴 4.10 1.084

전체 4.19 .863

   스마트폰 구매 관련 지식은 대표적인 소비자신뢰의 영향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소비자 개인의 특성에 좌우되는 개인적 요인이다. 응

답자가 자신의 지식을 주관적으로 판단한 것을 측정하였는데, 휴대폰을 판

매하는 사업자들에 대해 잘 아는가에 대한 응답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간

값 이상으로 나타났다. 직영점, 대리점, 판매점 구별에 대한 지식수준은 

중간값에 가깝게 산출되었는데, 표준편차가 다른 지식들에 비해 높아 응답

자간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36] 스마트폰 구매 관련 지식, 위험감수성향, 일반신뢰

   소비자 개인의 성격적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로 측정된 위험감수성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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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에 집중된 매우 낮은 값으로 나타났다. 국제 연구에서 아시아 지역은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경

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에 대한 신뢰의 제도적 영향요인으로는 소비자의 통제 기제 신

뢰와 일반신뢰를 다뤘다. 통제 기제에 대한 소비자신뢰는 앞(제1절)에서 

설명했으므로 여기에서는 일반신뢰의 결과만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일반신

뢰에서는 일반 타인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여 한국 사회의 신뢰 수준을 알

아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인 상황으로 신뢰 수준을 질문한 문항에 대해서는 

신뢰하는 쪽으로 약간 더 기울었으나, 사람들의 구체적인 속성에 대해 물

은 문항에 대해서는 신뢰하는 것도 불신하는 것도 아닌 중간값에 가까이 

머물며 상대적으로 더 낮은 신뢰 수준을 나타냈다. 

2)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신뢰의 영향요인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신뢰의 영향요인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이

상에서 살펴본 개인적 영향요인(지식, 주관적 규범, 위험감수성향)과 제도

적 영향요인(통제기제에 대한 신뢰, 일반신뢰)을 독립변수로, 사업자에 대

한 소비자신뢰(인지적 신뢰)를 종속변수로 하는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제 기제에 대한 신뢰 중에서 독립변수의 선정은 제도적 요인 간 상

관관계를 고려하였다([부록 2]에 표 제시). 본 연구에서는 통제 기제에 대

한 신뢰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우선으로 다른 통제 기제에 대한 신뢰와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모

두 상관계수가 .4 이상으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사업자에 대한 인지적 신뢰에는 정부에 대한 

인지적 신뢰를 통제기제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는 변수로 이용하였다. 다른 

제도적 요인인 일반신뢰와 정부에 대한 인지적 신뢰 간에는 상관이 다소 

낮게 나타나(.343) 일반신뢰를 모형에 포함하였다. 

   중회귀분석을 통해 사업자에 대한 인지적 신뢰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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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일반대리점 전문판매점 중소판매점 온라인중소

b β b β b β b β b β

상수 -2.813 　 -1.947 　 .705 　 1.730 　 3.073 　

개

인

요

인

성별(남) -.117 -.007 -.068 -.004 -.296 -.019 -.274 -.019 -.455 -.032

연령(30대) -.344 -.016 .231 .012 -.518 -.027 1.271
✝

.072 .702 .040

연령(40대) -.611 -.030 .110 .006 -.817 -.044 .946 .056 .749 .045

연령(50대) .101 .005 1.311
✝

.069 .524 .028 2.399
**

.141 1.616
*

.097

연령(60대) .971 .040 1.730
*

.078 1.103 .051 2.424
**

.121 1.879
*

.096

지식 .697
**

.085 .571
*

.076 .500
*

.069 .655
**

.098 .634
**

.096

주관적규범 4.437
***

.541 4.088
***

.538 3.756
***

.514 3.309
***

.509 2.992
***

.468

위험감수성향 -1.165
***

-.138 -1.149
***

-.149 -1.179
***

-.157 -1.030
***

-.149 -.803
**

-.118

제

도

요

인

정부 

인지적신뢰
.193
***

.208 .188
***

.221 .199
***

.240 .163
***

.213 .120
***

.160

일반신뢰 1.090
**

.107 .968
**

.104 .852
**

.094 .614
*

.074 .869
**

.106

R2
.566 .585 .561 .484 .388

adj. R2
.558 .577 .553 .475 .377

F 73.284*** 79.154*** 71.766*** 52.675*** 35.580***

결과, 모든 사업자에 대해 연구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형에서 

가정한 독립변수가 직영점에 대한 인지적 신뢰를 55.8%, 일반대리점에 대

한 인지적 신뢰를 57.7%, 전문판매점에 대한 인지적 신뢰를 55.3%, 중소

판매점에 대한 인지적 신뢰를 47.5%, 온라인 중소사업자에 대한 인지적 

신뢰를 37.7% 설명하였다. 

[표 4-37] 사업자에 대한 인지적 신뢰의 영향요인

*** p<.001, ** p<.01, * p<.05, ✝p<.1

-기준집단: 성별(여자), 연령(20대)

   지식, 주관적 규범, 위험감수성향, 정부에 대한 인지적 신뢰, 일반신뢰

가 모든 사업자에 대한 인지적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지식이 많을수록, 자신의 주변인이 해당 사업자를 신뢰한다고 인식

할수록(주관적 규범이 높을수록), 위험감수성향이 낮을수록, 정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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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일반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사업자에 대한 

인지적 신뢰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예상했던 결과이나, 위험감수성향은 그렇지 않다. 위험감수성향이 

높을수록 거래 위험이 높은 사업자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예

상하였으나,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연령의 효과와 관련 있는 것

으로 생각된다. 앞의 분석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사업자에 대한 신뢰 수준 

또한 높게 나타났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위험감수성향(경제적, 신체적 위

험) 또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0~30대에 비해 40~60대의 위험감수

성향이 전반적으로 낮음). 따라서 위험감수성향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아지

므로, 연령의 영향으로 소비자신뢰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모든 사업자에 대해 주관적 규범이 소비

자신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선행연구(Li et 

al., 2006)와도 일치하는 결과다. 두 번째로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정

부에 대한 인지적 신뢰로 나타났다. Li et al.(2006) 연구에서도 역시 신뢰

(신념)에 주관적 규범이 가장 큰 영향(.650)을 미치고, 제도 기반 신뢰가 

두 번째로 큰 영향(.344)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Li et 

al.(2006)은 신뢰모델에서 주관적 규범과 제도 기반 신뢰, 신뢰성향만을 

신뢰의 영향요인으로 설정하였으므로, 다른 개인적 요인들을 포함시킨 본 

연구에서도 제도적 신뢰가 두 번째로 나타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 하겠

다.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인 지식보다도 정부에 대한 신뢰

의 영향력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인데, 이것은 ‘사회적 신뢰’ 논의로 설명해

볼 수 있다. 기술적 영역이 수반되는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 일반대

중은 위험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이 부족하면 위험과 이익을 판단할 때 사

회적 신뢰(통제당국에 대한 신뢰)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Siegrist & 

Cvetkovich, 2000).    

   정부에 대한 신뢰에 있어 사업자 간의 차이는 소비자신뢰에 대한 그 

영향력이 일반대리점, 전문판매점에 비해 직영점, 중소판매점, 온라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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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업자가 더 낮다는 것이다. 영향력이 작은 것이 더 우려되는 것은 중소

판매점과 온라인 중소사업자이다.

   사업자 간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중소판매점과 온라인 중소

사업자에서 지식의 영향력이다. 다른 사업자에 비해 이 두 사업자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는 소비자 자신의 지식의 영향력이 높은 편이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연령은 사업자별로 유의성에 차이가 있다. 일반대

리점과 중소판매점, 그리고 온라인 중소사업자에 대한 신뢰에는 연령이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대리점, 중소판매점, 온라인 중

소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신뢰 수준은 20대보다 50대, 60대가 더 높았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연령에 따라 신뢰 수준이 높은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소판매점의 경우에만 20대보다 30대가 더 신뢰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지식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스마트폰 관련 지식 수준은 30대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4.49), 가장 낮은 것이 20대였으며(4.12), 나머지는 비슷한 수준

이었다(4.27~4.34). 

   또한 각 사업자와 과거 거래 경험이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그들의 

구매 경험 만족도를 또 하나의 개인적 영향요인으로 포함시킨 중회귀분석

을 별도로 수행하였다. 이전 구매 경험의 만족도 변수는 문항의 신뢰도를 

고려하여 ‘만족스럽다’로 측정한 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중회귀분석 분석 결과, 모든 사업자에 대해 연구모형은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앞에서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했던 모형보다 독립변수의 설명

력이 증가하여, 본 연구모형은 직영점에 대한 인지적 신뢰를 58.4%, 일반

대리점에 대한 인지적 신뢰를 60.9%, 전문판매점에 대한 인지적 신뢰를 

60.9%, 중소판매점에 대한 인지적 신뢰를 52.7%, 온라인 중소사업자에 

대한 인지적 신뢰를 43%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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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일반대리점 전문판매점 중소판매점 온라인중소

b β b β b β b β b β

상수 -4.630 　 -3.688 　 .789 　 -2.673 　 -.900 　

개

인

요

인

성별(남) -.375 -.021 -.286 -.017 -.552 -.034 -.291 -.020 -.088 -.006

연령(30대) -.299 -.014 1.046 .052 .568 .028 1.852
✝

.109 2.216 .136

연령(40대) -1.326 -.061 .675 .036 -.445 -.024 -.009 -.001 2.643 .156

연령(50대) -.701 -.033 2.088
*

.107 2.073 .117 2.109
*

.116 1.311 .070

연령(60대) .239 .010 1.551 .065 .964 .042 3.519
**

.141 4.714
*

.214

이전 만족도 1.813
***

.240 1.113
***

.161 1.072
*

.154 1.623
***

.284 2.190
***

.363

지식 .137 .016 .302 .039 .288 .038 .859
**

.128 -.721
✝

-.106

주관적규범 3.836
***

.443 3.632
***

.481 3.393
***

.450 2.420
***

.365 2.335
***

.344

위험감수성향 -.950
**

-.115 -.877
***

-.116 -1.487
**

-.209 -1.201
***

-.175 -.085 -.012

제

도

요

인

정부 

인지적신뢰
.165
***

.179 .197
***

.226 .210
***

.272 .159
***

.188 .185
**

.216

일반신뢰 .949
*

.094 .720
*

.077 .343 .040 .826
*

.095 .589 .068

R2
.596 .620 .644 .546 .470

adj. R2
.584 .609 .609 .527 .430

F 50.763*** 56.853*** 18.413*** 27.605*** 11.994***
총 사례 수 391 395 124 264 161

[표 4-38] 사업자에 대한 인지적 신뢰의 영향요인(과거 거래 경험자)

*** p<.001, ** p<.01, * p<.05, ✝p<.1

-기준집단: 성별(여자), 연령(20대)

   기존 변수의 유의성과 관계의 방향(정적/부적)은 앞의 연구와 대체로 

동일하였고(차이는 뒤에서 설명), 새로 투입한 이전 거래의 만족도 변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한 신뢰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당연한 결과지만 이전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사업자에 대한 신뢰 수준도 

증가하였다. 

   이전 만족도 변수가 포함되면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상대적인 영향

력에서 나타난다. 온라인 중소사업자는 나머지 사업자와 달리 가장 큰 영

향을 받는 요인이 주관적 규범을 제치고 이전 거래 만족도로 나타났다. 그

리고 직영점과 중소판매점의 경우에는 주관적 규범 다음에 이전 만족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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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영향을 미치고, 세 번째가 정부에 대한 신뢰로 나타났으나, 일반대리점

과 전문판매점의 경우에는 여전히 정부에 대한 신뢰가 주관적 규범 다음

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새로 투입된 이전 만족도는 세 번째로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역시 중소판매점과 온라인 중소사업자이다. 중소판

매점의 경우 온라인 중소사업자처럼 이전 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

사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주관적 규범에 가까운 수준으로 꽤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식이 다른 사업자의 경우 이전 만족도의 투입 

이후 유의하지 않게 되었는데, 중소판매점에서는 여전히 유의한 변수였고, 

연령의 30대 역시 20대에 비해 유의하게 신뢰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식과 30대 사이의 연결고리가 여기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런데 온라인 중소사업자에서는 지식이 적을수록 사업자에 대한 신뢰가 높

고 또한 20대보다 60대가 신뢰 수준이 더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우려스러

운 부분이 있다. 관련 지식이 적고 무관심으로 인한 신뢰 수준이 높은 것

이라면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 5 절  스마트폰 거래시장의 소비자신뢰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소비자신뢰 결과변수의 수준

   소비자신뢰의 결과변수로 고려한 사업자에 대한 지각된 위험, 구매의

도, 정보제공의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먼저 실시하였다. 사업자에 대

한 지각된 위험에서 경제적 손실 위험에 대해서 중소판매점과 온라인 중

소사업자의 경우에 중간값을 넘는 수준으로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고, 판매

자의 품질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중소판매점과 온라인 중소사업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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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 대해 소비자에게 지각된 위험 소비자의 행동의도

구분 사업자 유형 평균 S.D. 구분 사업자 유형 평균 S.D.

경제적 손실 

위험

직영점 3.27 1.228

구

매

의

도

구매 

의향

직영점 4.93 1.336

일반대리점 3.58 1.167 일반대리점 4.57 1.312

전문판매점 3.63 1.152 전문판매점 4.09 1.350

중소판매점 4.26 1.184 중소판매점 3.76 1.401

온라인중소 4.42 1.249 온라인중소 3.47 1.474

개인정보 

유출 

위험

직영점 3.51 1.341

구매 

가능성

직영점 4.91 1.358

일반대리점 3.91 1.292 일반대리점 4.55 1.290

전문판매점 3.92 1.302 전문판매점 4.04 1.306

중소판매점 4.66 1.242 중소판매점 3.73 1.395

온라인중소 4.99 1.303 온라인중소 3.47 1.499

판매자 품질 

불확실성

직영점 3.07 1.228

친구에게 

추천

직영점 4.62 1.324

일반대리점 3.37 1.204 일반대리점 4.27 1.243

전문판매점 3.46 1.159 전문판매점 3.92 1.255

중소판매점 4.26 1.223 중소판매점 3.62 1.315

온라인중소 4.69 1.233 온라인중소 3.42 1.364

위험 일반

직영점 2.81 1.157

전체 

평균

직영점 4.82 1.241

일반대리점 3.19 1.202 일반대리점 4.46 1.190

전문판매점 3.31 1.205 전문판매점 4.02 1.216

중소판매점 4.18 1.282 중소판매점 3.71 1.283

온라인중소 4.68 1.311 온라인중소 3.45 1.364

전체 평균

직영점 3.17 1.013

정보제공의도

직영점 4.77 1.300

일반대리점 3.51 .999 일반대리점 4.40 1.272

전문판매점 3.58 .981 전문판매점 4.16 1.304

중소판매점 4.34 1.009 중소판매점 3.55 1.398

온라인중소 4.69 1.000 온라인중소 3.23 1.412

위험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모든 지각된 위험에 관한 문항 중에서 가장 

위험을 높게 인식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으로 나타나, 소비자

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높은 우려 수준을 보여주었다.

[표 4-39] 사업자에 대한 지각된 위험, 구매의도, 정보제공의도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의도를 보면, 직영점과 일반대리점에서의 

구매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전문판매점은 중간값에 머물지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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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판매점과 온라인 중소사업자는 그보다 낮아 구매의도가 낮게 나타났다. 

구매의도 중에서도 자신의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경우와 친구에게 추천하

는 경우의 값이 약간 다르게 나타났는데, 친구에게 추천할 의도가 모든 사

업자에서 자신의 구매의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정보제공의도는 중소판

매점과 온라인 중소사업자의 경우 직영점, 일반대리점, 전문판매점의 경우

와 큰 차이로 정보를 제공할 의도가 낮게 나타났다.

2. 소비자신뢰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소비자가 어떤 사업자를 신뢰한다고 해서 꼭 그 사업자로부터 구매하

는 것은 아니다. 구매의도에는 소비자신뢰 외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

인들이 있지만, 소비자 거래 신뢰를 중점으로 다룬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의 구매결정에서 소비자신뢰의 역할과 중요성을 탐구해보고자 하였다. 따

라서 각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의도를 종속변수로, 소비자신뢰14)를 독립변

수로 하는 인과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소비자신뢰의 결과는 두 단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결과가 불확실

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소비자신뢰는 소비자에게 지각된 위험을 감소시키

고 이것은 소비자에게 위험감수행동인 구매행동 등을 촉진시킨다. 이때 소

비자에게 지각된 위험은 소비자신뢰가 소비자의 위험감수행동을 이끌어내

는 과정에서 중간 메커니즘으로 기능하고, 이러한 관계를 반영하여 선행연

구들에서는 지각된 위험을 매개변수로 설정하고 있다(Jarvenpaa et al., 

2000; Pavlou, 2003; Kim et al., 2008).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소비

자신뢰의 결과변수로 지각된 위험과 구매의도를 선정하고, 지각된 위험을 

소비자신뢰와 구매의도 사이의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14) 소비자신뢰는 ‘사업자에 대한 인지적 신뢰’와 ‘정부에 대한 인지적 신뢰’ 두 변수로 측

정하였다. 두 소비자신뢰 변수는 ‘사업자라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정부라는 제도

(통제 기제)에 대한 신뢰’를 대표하는 변수로 선택한 것이다. 앞의 연구에서 두 신뢰 

변수 간에 인과관계가 확인되었으므로, 사업자에 대한 신뢰를 정부에 대한 신뢰가 구

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변수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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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업자에 대한 구매의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되는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에게 지각된 편익’을 통제변수로서 연구모형

에 포함시켰다(지각된 편익의 기술통계 결과 및 변수의 구성 설명은 [부록 

3]에 제시하였다). 소비자신뢰 연구에서 지각된 편익은 지각된 위험과 대

응을 이루면서 함께 연구되기도 하지만(Pavlou, 2003; Kim et al., 2008), 

지각된 편익(지각된 유용성 등) 단독으로도 구매의도의 중요한 영향요인으

로 모형에 포함되기도 한다(Gefen et al., 2003; Mukherjee & Nath, 

2007). 이렇게 설정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4-9] 소비자신뢰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매개변수를 포함한 인과관계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구조모형에서는 정부에 대한 

인지적 신뢰와 지각된 편익(저렴한 가격 편익, 비경제적 편익)은 외생변수

로, 사업자에 대한 인지적 신뢰, 지각된 위험, 구매의도는 내생변수로 설

정하였고, 그중에서도 사업자에 대한 인지적 신뢰와 지각된 위험은 매개변

수, 구매의도는 최종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소비자의 구매의도는 사업자

별로 살펴보게 되므로, 총 5번의 구조모형 분석이 실시되었다.

   분석 결과, 사업자별로 실시한 5개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모두 수용가

능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RMSEA <.08, TLI >.90, CFI >.90). 이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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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일반

대리점

전문

판매점

중소

판매점

온라인

중소

X2 

(d.f.)

636.383

(141)***

580.677

(141)***

535.896

(141)***

522.321

(141)***

448.390

(141)***

RMSEA .078 .074 .070 .069 .062

TLI(NNFI) .925 .933 .938 .939 .950

CFI .938 .945 .949 .950 .958

서는 사업자별로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4-40]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대한 구조모형의 적합도

*** p<.001

1) 소비자의 직영점 구매의도에 대한 구조모형 분석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미치

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 대한 신뢰의 

구매의도에 대한 영향은 사업자에 대한 신뢰와 지각된 위험을 통해 완전

매개된다고 할 수 있다. 직영점에 대한 소비자신뢰는 소비자에게 지각된 

위험을 줄이고, 소비자의 구매의도를 증가시킨다. 경로계수의 크기를 통해 

사업자에 대한 신뢰가 소비자에게 지각된 위험을 크게 줄여주는 것(-.731)

을 볼 수 있다(모형에 제시된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  

   구매의도의 분산 중 43.5%가 모형의 5개 변수(정부에 대한 인지적 신

뢰, 사업자에 대한 인지적 신뢰, 사업자에 대해 지각된 위험, 사업자에 대

해 지각된 저렴한 가격 편익과 비경제적 편익)에 의해 설명되었고, 지각된 

위험의 분산 중 46%가 정부에 대한 인지적 신뢰와 사업자에 대한 인지적 

신뢰로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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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비경제적

편익

저렴한 

가격 편익

정부에 

대한 신뢰

직영점에 

대한 신뢰

지각된 

위험

직

영

점

에

대

한

소비자

신뢰

직접효과 .000 .000 .488 .000 .000 

간접효과 .000 .000 .000 .000 .000 

총 효과 .000 .000 .488 .000 .000 

지각된 

위험

직접효과 .000 .000 .127 -.731 .000 

간접효과 .000 .000 -.357 .000 .000 

총 효과 .000 .000 -.230 -.731 .000 

구매의도

직접효과 .209 .305 .044 .252 -.182 

간접효과 .000 .000 .165 .133 .000 

총 효과 .209 .305 .208 .385 -.182 

[그림 4-10] 소비자의 직영점 구매의도에 대한 구조모형

*** p<.001, ** p<.01

   소비자의 직영점 구매의도에 대한 총 인과적 효과를 직접효과와 매개

변수에 의한 간접효과로 구분해 제시하였다.

[표 4-41] 소비자의 직영점 구매의도에 대한 인과효과

   지각된 위험을 종속변수로 할 때, 정부에 대한 신뢰가 클수록, 직영점

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소비자가 직영점에 대해 지각한 위험이 낮아졌

다. 또한 지각된 위험을 매개로 직영점에 대한 신뢰는 구매의도에 간접적



- 154 -

인 영향을 미쳤다.

   최종 종속변수인 소비자의 직영점 구매의도에 대해서는 직영점이 제공

하는 비경제적 편익과 저렴한 가격이라는 편익이 클수록, 정부에 대한 신

뢰가 높을수록, 직영점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직영점에 대해 지각된 위

험이 적을수록 구매의도가 높아졌다. 구매의도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는 직영점에 대한 소비자신뢰가 가장 크고, 저렴한 가격, 정부에 대한 

신뢰, 비경제적 편익, 지각된 위험 순이었다.

2) 소비자의 일반대리점 구매의도에 대한 구조모형 분석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는 직영점의 경우처럼 정부에 대한 신뢰가 소비자

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대리점에 대한 소비자신뢰는 소비자에게 지각된 위험을 줄이고, 소비

자의 구매의도를 증가시켰다. 

[그림 4-11] 소비자의 일반대리점 구매의도에 대한 구조모형

*** p<.00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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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비경제적

편익

저렴한 

가격 편익

정부에 

대한 신뢰

일반대리점

에대한신뢰

지각된 

위험

일

반

대

리

점

에

대

한

소비자

신뢰

직접효과 .000 .000 .513 .000 .000 

간접효과 .000 .000 .000 .000 .000 

총 효과 .000 .000 .513 .000 .000 

지각된 

위험

직접효과 .000 .000 .098 -.613 .000 

간접효과 .000 .000 -.314 .000 .000 

총 효과 .000 .000 -.216 -.613 .000 

구매의도

직접효과 .182 .326 -.020 .273 -.321 

간접효과 .000 .000 .210 .197 .000 

총 효과 .182 .326 .189 .470 -.321 

   구매의도의 분산 중 51.6%가 모형의 5개 변수(정부에 대한 인지적 신

뢰, 사업자에 대한 인지적 신뢰, 사업자에 대해 지각된 위험, 사업자에 대

해 지각된 저렴한 가격 편익과 비경제적 편익)에 의해 설명되었고, 지각된 

위험의 분산 중 32.3%가 정부에 대한 인지적 신뢰와 사업자에 대한 인지

적 신뢰로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일반대리점 구매의도에 대한 총 인과적 효과를 직접효과와 

매개변수에 의한 간접효과로 구분해 제시하였다.

[표 4-42] 소비자의 일반대리점 구매의도에 대한 인과효과

   지각된 위험을 종속변수로 할 때, 정부에 대한 신뢰가 클수록, 일반대

리점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일반대리점에 대해 지각한 위험이 낮아졌다. 

또한 지각된 위험을 매개로 일반대리점에 대한 신뢰는 구매의도에 간접적

인 영향을 미쳤다.

   최종 종속변수인 소비자의 일반대리점 구매의도에 대해서는 일반대리

점이 제공하는 비경제적 편익과 저렴한 가격이라는 편익이 클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일반대리점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일반대리점에 

대해 지각된 위험이 적을수록 구매의도가 높아졌다. 구매의도에 대한 상대

적인 영향력의 크기는 일반대리점에 대한 소비자신뢰가 가장 크고, 저렴한 

가격, 지각된 위험, 정부에 대한 신뢰, 비경제적 편익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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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의 전문판매점 구매의도에 대한 구조모형 분석

   전문판매점의 경우,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지각된 

위험에 미치는 영향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하

였다. 정부에 대한 신뢰의 구매의도에 대한 영향은 주로 사업자에 대한 신

뢰를 통해 완전매개되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판매점에 대한 소비자신뢰는 

소비자에게 지각된 위험을 줄이고, 소비자의 구매의도를 증가시킨다. 

   구매의도의 분산 중 46.8%가 모형의 5개 변수(정부에 대한 인지적 신

뢰, 사업자에 대한 인지적 신뢰, 사업자에 대해 지각된 위험, 사업자에 대

해 지각된 저렴한 가격 편익과 비경제적 편익)에 의해 설명되었고, 지각된 

위험의 분산 중 33.2%가 정부에 대한 인지적 신뢰와 사업자에 대한 인지

적 신뢰로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2] 소비자의 전문판매점 구매의도에 대한 구조모형

*** p<.001, ** p<.01

   소비자의 전문판매점 구매의도에 대한 총 인과적 효과를 직접효과와 

매개변수에 의한 간접효과로 구분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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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비경제적

편익

저렴한 

가격 편익

정부에 

대한 신뢰

전문판매점

에대한신뢰

지각된 

위험

전

문

판

매

점

에

대

한

소비자

신뢰

직접효과 .000 .000 .505 .000 .000 

간접효과 .000 .000 .000 .000 .000 

총 효과 .000 .000 .505 .000 .000 

지각된 

위험

직접효과 .000 .000 .051 -.600 .000 

간접효과 .000 .000 -.303 .000 .000 

총 효과 .000 .000 -.252 -.600 .000 

구매의도

직접효과 .267 .358 -.003 .163 -.245 

간접효과 .000 .000 .144 .147 .000 

총 효과 .267 .358 .141 .310 -.245 

[표 4-43] 소비자의 전문판매점 구매의도에 대한 인과효과

   전문판매점에 대해 소비자에게 지각된 위험을 종속변수로 할 때, 정부

에 대한 신뢰가 클수록, 전문판매점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지각된 위험

이 낮아졌다. 또한 지각된 위험을 매개로 전문판매점에 대한 신뢰는 구매

의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종 종속변수인 소비자의 전문판매점 구매의도에 대해서는 전문판매

점이 제공하는 비경제적 편익과 저렴한 가격이라는 편익이 클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전문판매점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전문판매점에 

대해 지각된 위험이 적을수록 구매의도가 높아졌다. 구매의도에 대한 상대

적인 영향력의 크기는 저렴한 가격 편익이 가장 크고, 전문판매점에 대한 

소비자신뢰, 비경제적 편익, 지각된 위험, 정부에 대한 신뢰 순이었다. 정

부에 대한 신뢰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직영점과 일반대리점의 경

우보다 작게 나타났다.

4) 소비자의 중소판매점 구매의도에 대한 구조모형 분석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판매점에 대

한 소비자신뢰는 역시 소비자에게 지각된 위험을 줄이고, 소비자의 구매의

도를 증가시켰다. 다만 중소판매점에 대한 소비자신뢰가 소비자에게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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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위험을 줄이는 정도는 위의 세 사업자에 비해 낮고(-.549), 지각된 위

험이 소비자의 구매의도를 감소시키는 정도는 위의 세 사업자에 비해 높

게 나타났다(-.440).

   구매의도의 분산 중 50.6%가 모형의 5개 변수(정부에 대한 인지적 신

뢰, 사업자에 대한 인지적 신뢰, 사업자에 대해 지각된 위험, 사업자에 대

해 지각된 저렴한 가격 편익과 비경제적 편익)에 의해 설명되었고, 지각된 

위험의 분산 중 25.7%가 정부에 대한 인지적 신뢰와 사업자에 대한 인지

적 신뢰로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3] 소비자의 중소판매점 구매의도에 대한 구조모형

*** p<.001, ** p<.01

   소비자의 중소판매점 구매의도에 대한 총 인과적 효과를 직접효과와 

매개변수에 의한 간접효과로 구분해 제시하였다.

   지각된 위험을 종속변수로 할 때, 정부에 대한 신뢰가 클수록, 중소판

매점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소비자가 중소판매점에 대해 지각한 위험이 

낮아졌다. 또한 지각된 위험을 매개로 중소판매점에 대한 신뢰는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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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비경제적

편익

저렴한 

가격 편익

정부에 

대한 신뢰

중소판매점

에대한신뢰

지각된 

위험

중

소

판

매

점

에

대

한

소비자

신뢰

직접효과 .000 .000 .396 .000 .000 

간접효과 .000 .000 .000 .000 .000 

총 효과 .000 .000 .396 .000 .000 

지각된 

위험

직접효과 .000 .000 .162 -.549 .000 

간접효과 .000 .000 -.217 .000 .000 

총 효과 .000 .000 -.056 -.549 .000 

구매의도

직접효과 .174 .360 -.111 .194 -.440 

간접효과 .000 .000 .101 .242 .000 

총 효과 .174 .360 -.009 .436 -.440 

[표 4-44] 소비자의 중소판매점 구매의도에 대한 인과효과

   최종 종속변수인 소비자의 중소판매점 구매의도에 대해서는 중소판매

점이 제공하는 비경제적 편익과 저렴한 가격이라는 편익이 클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15), 중소판매점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중소판매점

에 대해 지각된 위험이 적을수록 소비자의 구매의도가 높아졌다. 구매의도

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는 지각된 위험이 가장 크고 중소판매점

에 대한 소비자신뢰, 저렴한 가격 편익, 비경제적 편익, 정부에 대한 신뢰 

순이었다. 

5) 소비자의 온라인 중소사업자 구매의도에 대한 구조모형 분석

   온라인 중소사업자의 경우에도 구조모형의 경로계수가 모두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중소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신뢰 역시 소비자에게 지

15) 앞의 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소비자에게 지각된 위험과 구매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의 부호가 예상과 다르더라도, 총효과에서는 정부에 대한 소비자신뢰

의 영향이 예상하는 부호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자에 대한 신뢰로 매개되는 

간접효과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소판매점과 온라인 중소사업자에 대

해서는 구매의도에 대한 총효과에서 정부에 대한 소비자신뢰의 영향이 여전히 음의 값

으로 나타났다. 중소판매점과 온라인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에 대한 신뢰가 지

각된 위험을 줄이는 정도는 작아지기 때문에, 사업자에 대한 신뢰로 매개되는 간접효

과가 작아진 것이 그 원인으로 생각된다.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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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 위험을 줄이고, 소비자의 구매의도를 증가시켰으나, 5개의 사업자 중

에서 사업자에 대한 신뢰가 소비자에게 지각된 위험을 줄이는 정도는 가

장 낮고(-.406), 지각된 위험이 소비자의 구매의도를 감소시키는 정도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464). 

   구매의도의 분산 중 47.2%가 모형의 5개 변수(정부에 대한 인지적 신

뢰, 사업자에 대한 인지적 신뢰, 사업자에 대해 지각된 위험, 사업자에 대

해 지각된 저렴한 가격 편익과 비경제적 편익)에 의해 설명되었고, 지각된 

위험의 분산 중 14.7%가 정부에 대한 인지적 신뢰와 사업자에 대한 인지

적 신뢰로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4] 소비자의 온라인 중소사업자 구매의도에 대한 구조모형

*** p<.001, * p<.05

   소비자의 온라인 중소사업자 구매의도에 대한 총 인과적 효과를 직접

효과와 매개변수에 의한 간접효과로 구분해 제시하였다.

   지각된 위험을 종속변수로 할 때, 정부에 대한 신뢰가 클수록, 온라인 

중소사업자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소비자가 온라인 중소사업자에 대해 

지각한 위험이 낮아졌다. 또한 지각된 위험을 매개로 온라인 중소사업자에 

대한 신뢰는 구매의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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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비경제적

편익

저렴한 

가격 편익

정부에 

대한 신뢰

온라인중소

사업자에 

대한 신뢰

지각된 

위험

온

라

인

중

소

에

대

한

소비자

신뢰

직접효과 .000 .000 .338 .000 .000 

간접효과 .000 .000 .000 .000 .000 

총 효과 .000 .000 .338 .000 .000 

지각된 

위험

직접효과 .000 .000 .120 -.406 .000 

간접효과 .000 .000 -.137 .000 .000 

총 효과 .000 .000 -.017 -.406 .000 

구매의도

직접효과 .155 .303 -.128 .205 -.464 

간접효과 .000 .000 .077 .188 .000 

총 효과 .155 .303 -.051 .393 -.464 

[표 4-45] 소비자의 온라인 중소사업자 구매의도에 대한 인과효과

   최종 종속변수인 소비자의 온라인 중소사업자 구매의도에 대해서는 온

라인 중소사업자가 제공하는 비경제적 편익과 저렴한 가격이라는 편익이 

클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앞의 각주15 참고), 온라인 중소사

업자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온라인 중소사업자에 대해 지각된 위험이 

적을수록 소비자의 구매의도가 높아졌다. 구매의도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

력의 크기는 지각된 위험이 가장 크고, 온라인 중소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저렴한 가격 편익, 비경제적 편익, 정부에 대한 신뢰 순이었다. 

3. 소결

   사업자와 정부에 대한 소비자신뢰의 수준,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신뢰 

영향요인의 분석, 그리고 소비자신뢰가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본 구조모형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특히 중소판매점과 온라인 

중소사업자에 대한 논점을 서술하였다. 아래의 표는 사업자별 차이를 집중

해서 보기 위하여 구조모형 분석에 제시한 표를 편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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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유형
비경제적

편익

저렴한 

가격 편익

정부에 

대한 신뢰

사업자에 

대한 신뢰

지각된 

위험

직영점 .209 .305 .208 .385 -.182 

일반대리점 .182 .326 .189 .470 -.321 

전문판매점 .267 .358 .141 .310 -.245 

중소판매점 .174 .360 -.009 .436 -.440 

온라인중소 .155 .303 -.051 .393 -.464 

[표 4-46] 사업자 유형별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대한 총 인과효과 비교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신뢰가 해당 사업자로부터 소비자가 구매할 의도

에 미치는 영향은 사업자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자에서 중요하였다.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신뢰는 모든 사업자에서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거나 두 번째로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이는 

다시 말하면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신뢰가 어떤 사업자로부터의 구매를 결

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특히 중소판매점과 온라인 중소사업자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

난다. 직영점과 일반대리점, 그리고 전문판매점에서는 소비자의 구매의도

에 사업자에 대한 신뢰와 소비자가 해당사업자에 대해 지각한 저렴한 가

격 편익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변수였지만, 중소판매점과 온라인 중소

사업자에서는 사업자에 대한 신뢰와 소비자가 사업자에 대해 지각한 위험

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가 지각된 위험의 

핵심적인 영향요인이라는 점에서(신뢰 부족은 필연적으로 지각된 위험을 

증가시킨다), 지각된 위험은 신뢰와 밀접하게 관련된 변수이다. 따라서 중

소판매점과 온라인 중소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의도에는 소비자신뢰

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선 기술통계와 도식화 자료에서 확인하였듯이, 중소판매점과 

온라인 중소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신뢰는 낮은, 불신하는 수준에 머물러있

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소비자가 이들 사업자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지 

못하여 결국 중소판매점과 온라인 중소사업자로부터 구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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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판매점과 온라인 중소사업자는 주로 개인사업자가 운영하기에 사

업의 규모와 평판으로 신뢰를 확보하기 어려운 태생적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자에 대한 낮은 소비자신뢰를 대체할 제도, 시스템에 대한 소비자신뢰

가 있다면 이들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의도를 증가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제도에 대한 소비자신뢰를 반영하는 변수로 살펴본 것이 ‘정부에 

대한 신뢰’ 변수인데, 위의 표에서 보면 중소판매점과 온라인 중소사업자

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정부에 대한 신뢰로는 이들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의도를 

증가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런지는 현재 정부에 대한 소비자신

뢰 수준을 보면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앞에서 기술통계와 그래프로 제시

한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은 중소판매점, 온라인 중소사업자에 대한 신뢰 

수준과 다를 바 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에 대한 낮은 

소비자신뢰를 정부에 대한 신뢰로 대체할 수 있을 리 없다. 

   또한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이 이렇게 낮다는 점이 이들 개인사업자에 

대한 낮은 신뢰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앞에서 사업자에 대한 

신뢰에 정부에 대한 신뢰가 미치는 영향을 중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을 

때, 정부에 대한 인지적 신뢰가 중소판매점에 대한 신뢰를 .213(주관적 규

범은 .509), 온라인 중소사업자에 대한 신뢰를 .160(주관적 규범은 .468)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두 사업자 모두에서 주

관적 규범 다음으로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였다. 이들 사업자에 대한 소비

자신뢰 형성에 정부에 대한 소비자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사업자에 대한 신뢰 자체를 증가시키는 보

완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가 중소판매점과 온라

인 중소사업자에 대한 신뢰를 보완해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바로 이들 

사업자에 대한 낮은 신뢰 수준이 증명해주고 있다. 이 또한 애초에 정부에 

대한 소비자신뢰 수준이 낮기에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정리해보면, 현재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중소판매점과 온라인 중소사

업자에 대한 소비자신뢰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그런데 소비자가 중소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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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 온라인 중소사업자로부터 구매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신뢰이므로, 이들 사업자는 소비자

의 선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에 대한 소비자신뢰 수준도 낮기 

때문에 제도가 안전한 거래를 보장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업자에 대한 

신뢰를 대신해주지도 보완해주지도 못하고 있다.  

   직영점, 일반대리점, 전문판매점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사업

자에 대한 소비자신뢰 다음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소비자가 해당사

업자에게 지각한 저렴한 가격 편익이었다. 이것은 예상과 다른 결과인데, 

저렴한 가격은 오히려 중소판매점과 온라인 중소사업자로부터 소비자가 

구매할 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일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소비자는 구매의도에 사업자에 대한 신

뢰를 가장 크게 고려하는데, 직영점을 비롯한 이 세 사업자는 소비자신뢰 

수준이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들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가능

성이 높고, 이들로부터 구매한다는 것은 이미 신뢰는 확보한 상태(신뢰 문

제를 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고려하게 되는 것이 더 저렴한 

가격인 것이다. 이러한 영향요인의 관계로 볼 때, 중소판매점과 온라인 중

소사업자의 경우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더라도, 신뢰 문제가 해결되지 않

은 상태에서는 소비자에게 선택안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논의의 결과, 소비자신뢰는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결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사업자는 먼저 소비자신뢰를 갖춰야한

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사업자는 소비자신뢰가 확보된 다음에야 소비자

에게 제공하는 편익들의 차별화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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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소비자에게 필요한 소비자신뢰 개념을 정립하고 

그 영향요인을 찾아내며, 그러한 소비자신뢰가 소비자의 구매행동에서 차

지하는 의미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고찰을 통해 소비자

신뢰의 개념적 모형을 도출하고, 도출한 모형을 스마트폰 거래시장에 적용

하는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고찰을 통해 도출한 소비자신뢰 개념의 구성요소는 다음

과 같다. 소비자신뢰(소비자 거래 신뢰)는 크게 사업자에 대한 신뢰와 통

제 기제에 대한 신뢰로 구성된다. 통제 기제에 대한 신뢰는 정부 기제에 

대한 신뢰와 시장 기제에 대한 신뢰로 구성되고, 각각은 주체성을 갖는 기

관과 그들의 생산물인 제도에 대한 신뢰로 다시 나눌 수 있다. 그에 따라 

정부 기제에 대한 신뢰는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이하, 정부에 대한 신뢰)

와 정부규제의 효과성 인식으로 구분된다. 또한 시장 기제에 대한 신뢰는 

시장 감시자에 대한 신뢰와 시장·사회제도의 효과성 인식으로 구분된다. 

사업자에 대한 신뢰와 정부에 대한 신뢰는 다시 인지적 신뢰와 감정적 신

뢰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상을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 시, 대안평가 단계

에서 필요한 신뢰 판단으로 보고, 소비자의 정보탐색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원천에 대한 신뢰 판단까지 포함하여 전체 소비자신뢰 개념을 구성하

였다. 

   둘째, 소비자신뢰의 개념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소비자신뢰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이것은 전체 소비자신뢰의 구성요소 중에서 본 연구에서 보다 

중점적으로 다룬 사업자에 대한 신뢰와 정부에 대한 신뢰에 적용되는 사

항이다. 인간이 경험하는 두 가지 방식인 인지와 감정으로 소비자신뢰의 

성격을 구분하여, 소비자신뢰를 인지적 신뢰와 감정적 신뢰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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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때 인지적 신뢰를 구성하는 신뢰신념을 사업자/기관의 어떠한 

속성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로 보고, 소비자가 기대하는 사업자/기관의 속

성을 능력, 선의, 성실, 정직으로 구성하였다. 소비자신뢰의 상태는 태도로 

간주하고, 태도모형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인지적 신뢰에는 대상태도 

모형을, 감정적 신뢰에는 행동태도 모형을 적용한다. 이를 반영하여 측정

에서 인지적 신뢰는 상대방의 속성(능력, 선의, 성실, 정직)에 대한 신념의 

강도와 중요도의 곱으로, 감정적 신뢰는 불신의 감정으로 측정한다.

   셋째, 스마트폰 거래시장에서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신뢰 수준을 측정한 

결과, 사업자 유형에 따라 인지적, 감정적 신뢰 수준이 달라졌으며, 직영

점에 대한 신뢰 수준이 가장 높았고, 일반대리점, 전문판매점, 중소판매점, 

온라인 중소사업자 순으로 사업자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아졌다. 사업자에 

대한 신뢰를 지각도를 통해 도식화한 결과, 신뢰 수준의 유사성에 따라 

(1)직영점, 일반대리점, 전문판매점 세 사업자와 (2)중소판매점, (3)온라인 

중소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어떤 위험을 우려하고 있는

지 살펴보면, 소비자는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할 위험, 가격 폭리를 취

할 위험,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할 위험에 대해서 직영점을 제외한 일반

대리점, 전문판매점, 중소판매점, 온라인 중소사업자를 모두 믿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상품의 문제로 인한 교환·환불이 어려울 것은 

중소판매점과 온라인 중소사업자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고, 중고폰을 제공

하는 등의 상품 사기에 대해서는 온라인 중소사업자를 믿지 못하였다. 또

한 중소판매점과 온라인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정

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신뢰하지 않았다.

   넷째, 스마트폰 거래시장에서 통제 기제에 대한 소비자신뢰 수준을 알

아보면, 우선 정부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적, 감정적 신뢰 수준은 중소판매

점과 온라인 중소사업자와 비슷한 수준일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소비자는 

정부의 능력과 선의, 정직, 성실을 모두 낮게 평가하였고, 그중에서도 정

부의 정직성이 가장 낮다고 판단하였으며, 정부에 대한 불신의 감정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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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의심과 불안이 가장 높았다. 

   스마트폰 거래시장에 대한 정부규제가 효과적인가에 대해 소비자는 정

부의 인증제도가 거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고, 현재의 법

적규제가 거래 위험을 통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구체

적으로 거래 위험을 제시한 경우, 개인정보 침해 위험과 판매자의 사기 등

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서 정부규제가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라 신뢰하지 

못하였고, 정부규제를 통해 소비자피해가 구제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소비

자는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사회기관에 대해서는 사

업자단체, 소비자단체, 언론, 전문가집단 모두 시장 감시자의 역할을 제대

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시장·사회제도에 대해서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한 보증(품질보증, 환불보증 등)과 사업자가 자신

의 평판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거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 믿는 편이

었고, 사업자의 자율규제와 사회규범인 관습, 윤리의 거래 안전에 대한 효

과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다섯째, 스마트폰 거래를 위한 정보탐색 단계에서의 정보원천에 대한 

신뢰 판단에서 소비자는 정보원들을 신뢰하는 편이었지만, 순위로 보았을 

때 개인 차원의 주변인 조언을 가장 신뢰하였고, 그 다음이 소비자단체와 

전문가의 정보였으며, 정부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는 온라인 쇼핑몰의 소

비자 구매후기보다도 약간 낮은 신뢰 수준을 나타내었다. 신문, 방송 등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덜 신뢰하는 편이었고, 오프

라인 매장의 판매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는 SNS 상의 정보보다도 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든 정보원천의 정보(10개) 중에서 가장 적게 신뢰하

는 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신뢰와 정부에 대한 소비자신뢰의 관계

를 스마트폰 거래시장에서 분석한 결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두 

신뢰 사이에 대체관계가 아닌 보완관계가 성립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에 

대한 소비자신뢰를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신뢰의 제도적 영향요인 중 하나

로 간주하여, 스마트폰 거래시장에서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신뢰(인지적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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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의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소비자의 주관적 지

식이 많을수록, 자신의 주변인이 해당 사업자를 신뢰한다고 인식할수록, 

위험감수성향이 낮을수록, 정부에 대한 소비자신뢰(인지적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일반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신뢰 수준이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인 영향력은 주변인의 영향이 가장 높았

고, 두 번째로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부에 대한 소비자신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소비자신뢰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지각된 

편익을 통제변수로 고려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업자

에 대한 소비자신뢰(인지적 신뢰)는 소비자에게 지각된 위험을 매개로 소

비자의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또한 직접적으로도 유의하게 구

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정부에 대한 소비자신뢰

(인지적 신뢰)는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를 

매개로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영향력

의 크기는 중소판매점, 온라인 중소사업자에 이르러서는 크게 낮아졌다. 

총 인과효과로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모든 사업자에서 사업자에 대

한 소비자신뢰는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거나 두 번째

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강력

한 유인일 수 있는 소비자에게 지각된 저렴한 가격이라는 편익은 해당 사

업자에 대한 소비자신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영점과 일반대리점, 전

문판매점에서만 가장 큰 또는 두 번째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해

당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신뢰 수준이 낮게 나타난 중소판매점과 온라인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신뢰와 더불어 소비자에게 

지각된 위험이 소비자의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인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

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다학제적인 관점의 신뢰 개념에 대한 논의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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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소비자신뢰의 개념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 개념화 및 조작화를 실시

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신뢰의 의미를 파악하고 하위요소를 체계적으로 

구성함으로써, 특정 상품·서비스 시장을 소비자의 시각에서 진단할 수 있

는 하나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기존연구들에서 비교적 단순한 소비자신뢰 

척도가 여러 시장 또는 여러 상품을 비교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의 소비자신뢰 척도는 소수의 특정 시장을 깊이 파악하는 것에 유용

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신뢰의 대상으로 기존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뤄진 사업자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정부규제, 시장·사회기관, 그리고 시

장·사회제도까지 제도의 역할을 하는 통제 기제를 신뢰의 대상으로 포함시

켜 소비자신뢰의 영역을 넓힘과 동시에 해당 제도에 대한 소비자 입장에

서의 실효성 평가를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소비자가 해당 시장에 대해 

응답한 제도적 신뢰의 수준은 관련 소비자정책에 있어서의 미비한 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도출한 소비자신뢰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스마트폰 

거래시장에 적용하여 측정한 결과, 소비자 관점에서 현 스마트폰 거래시장

을 실질적으로 진단해낼 수 있었다. 소비자는 개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중소 휴대폰판매점과 온라인 중소사업자를 총체적으로 불신하고 있었고, 

해당 시장에서 정부의 소비자보호 역할 또한 이들 사업자만큼이나 불신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간에는 만약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소비자

신뢰가 결정적인 요인이라면, (1)직영점, 일반대리점, 전문판매점 세 사업

자와 (2)중소판매점, (3)온라인 중소사업자, 이 세 사업자군은 서로에게 경

쟁시장이 아니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소비자신뢰 수준에서 차이가 나

타났다. 따라서 스마트폰 판매업자의 수로는 스마트폰 거래시장에서 가장 

다수를 차지하지만, 사업의 규모와 이미 구축된 기존의 평판으로는 신뢰를 

확보할 수 없는 개인 자영업자에 대해 소비자신뢰를 증가시킬 방안을 고

민해야 할 것이다. 

   넷째, 스마트폰 거래시장에서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신뢰에 정부에 대한 



- 170 -

소비자신뢰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신뢰에 있어서 

정부에 대한 신뢰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정부에 대한 신뢰와 함께 일반 

타인에 대한 신뢰까지 고려하면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신뢰에서 제도적 요

인의 영향력은 더욱 커진다. 소비자신뢰 개념을 논의함에 있어서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

겠다.     

   다섯째, 스마트폰 거래시장에서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신뢰는 해당 사업

자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소판매점과 온라인 중소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

은 이들 사업자를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겠다. 게다가 정부에 대한 소비자신뢰 또한 낮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신

뢰가 중소판매점과 온라인 중소사업자에 대한 신뢰를 보완하지도 대체하

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신뢰가 낮은 경

우 불신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저렴한 가격 등의 편익 또한 소비자에

게 고려되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판매점과 온라인 중소사업자는 소비자신

뢰의 확보를 선결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소비자신뢰를 향상시키

는 것이다.

제 2 절  제언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구매결정에서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신뢰의 중

요성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고, 따라서 당연한 귀결로 사업자 측면에서의 

소비자신뢰 확보 노력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중소판매점과 온라인 중소

사업자처럼 소비자신뢰가 낮게 나타난 개인 자영업자에 대한 소비자신뢰

를 향상시키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사업자에 대

한 소비자신뢰의 영향요인은 개인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의 비교를 중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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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개인 성향, 지식 등 소비자에게 이미 주어져있는 요인들을 다룬 것

이어서 소비자신뢰 향상을 위한 대안을 도출해낼 수 있는 요인으로 구성

되지 않았다. 향후 대안을 제시하고 비교하는 방식 등의 소비자신뢰를 높

이기 위한 대안 마련을 목표로 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신뢰를 향상시키는 것은 정책적인 관점에서 개인 

영세업자를 위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인위적인 정책을 대신해, 중

소사업자를 위한 정책과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 상충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적 대안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소비자신뢰를 향상시키는 또 한 가지 방법은 통제 기제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 역시 통제 기제에 대한 소비자신뢰를 높이

는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여기에서 간략히, 

Tan & Thoen(2000)이 개인이 통제 기제에 대한 신뢰를 갖는 이유로 설

명한 내용을 활용하여, 그 방안을 고민해보도록 하겠다. 첫째, 통제 수단

이 사기를 발견하고 예방해왔다는 과거의 긍정적인 경험이 있으면 통제 

수단을 신뢰할 수 있다(Tan & Thoen, 2000). 따라서 우선 소비자에게 

이전의 거래에서 통제 수단들로부터 보호를 받았다는 긍정적인 경험이 쌓

여야 할 것이다. 둘째, 통제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면 그것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고, 이때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면 그 

통제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다(Tan & Thoen, 2000). 이 과정에서 첫 단

추는 통제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자신의 거래를 보호

하는 통제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제공과 교육이 필요할 것

이다. 셋째,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이 그 통제수단이 보호해

줄 것이라 믿고 의존한다면, 개인 또한 그 통제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다

(Tan & Thoen, 2000). 이렇듯 주변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집단, 

공동체 내에서 신뢰할 수 있다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의

미이다. 따라서 소비자에게도 신뢰에 대한 공동체적 일치가 존재할 수 있

도록, 개개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부와 제도에 대한 신뢰가 증진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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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사업자와 통제 기제에 대한 소비자신뢰가 중

요하고 그러한 신뢰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

러나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이때 소비자신뢰가 맹목적인 신뢰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향상시켜야 할 소비자신뢰는 ‘무비판적인 수용’이 아니

라 “건강한 회의주의”와 적절한 주의행동을 갖춘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신뢰(Poortinga & Pidgeon, 2003; Walls et al., 2004)여야 할 것이다. 

향후 소비자신뢰에서 합리적, 비판적 신뢰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

을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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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자별 평균 비교 평균차이 표준오차

인지적 신뢰

(값 범위: 1~49)

직영점-일반대리점 3.123*** .191

직영점-전문판매점 4.367*** .227

직영점-중소판매점 6.895*** .296

직영점-온라인중소 7.625*** .319

일반대리점-전문판매점 1.244*** .188

일반대리점-중소판매점 3.772*** .244

일반대리점-온라인중소 4.502*** .284

전문판매점-중소판매점 2.528*** .221

전문판매점-온라인중소 3.258*** .265

중소판매점-온라인중소 .730*** .169

감정적 신뢰

(불신의 감정)

(값 범위: 1~7)

직영점-일반대리점 -.332*** .031

직영점-전문판매점 -.499*** .038

직영점-중소판매점 -1.017*** .055

직영점-온라인중소 -1.247*** .062

일반대리점-전문판매점 -.168*** .031

일반대리점-중소판매점 -.686*** .046

일반대리점-온라인중소 -.916*** .054

전문판매점-중소판매점 -.518*** .040

전문판매점-온라인중소 -.748*** .049

중소판매점-온라인중소 -.230*** .032

정부 

인지적신뢰

정부 

불신의감정

법적규제 

효과성인식

시장감시자 

신뢰

시장사회제도

효과성인식
일반신뢰

정부 

인지적신뢰
1

정부 

불신의감정
-.472

** 1

법적규제 

효과성인식
.678
**

-.536
**

1

시장감시자 

신뢰
.455
**

-.419
**

.512
**

1

시장사회제도

효과성인식
.514
**

-.383
**

.593
**

.654
**

1

일반신뢰 .343
**

-.217
**

.349
**

.466
**

.495
** 1

[부록 1] 사업자 유형에 따른 인지적, 감정적 신뢰 수준 차이

(paired t-검정 결과)

***p<.001

[부록 2] 제도적 요인(통제 기제에 대한 신뢰와 일반신뢰) 간의 상관관계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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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자 유형 평균 표준편차

경제적 

편익

저렴한 

가격

돈 절약

직영점 3.57 1.323
일반대리점 3.58 1.181
전문판매점 3.52 1.175
중소판매점 3.83 1.259
온라인중소 4.19 1.374

싼 가격

직영점 3.38 1.323
일반대리점 3.47 1.204
전문판매점 3.48 1.198
중소판매점 3.98 1.276
온라인중소 4.37 1.409

전체 평균

직영점 3.47 1.248
일반대리점 3.52 1.112
전문판매점 3.50 1.111
중소판매점 3.90 1.191
온라인중소 4.28 1.303

판촉 행사(사은품 제공 등)

직영점 4.05 1.322
일반대리점 4.29 1.213
전문판매점 4.21 1.229
중소판매점 4.51 1.268
온라인중소 4.53 1.349

비경제

적편익

시간절약

직영점 4.43 1.250
일반대리점 4.27 1.165
전문판매점 4.11 1.117
중소판매점 3.88 1.118
온라인중소 4.02 1.350

편리성

직영점 4.91 1.157
일반대리점 4.71 1.100
전문판매점 4.43 1.110
중소판매점 4.11 1.158
온라인중소 4.00 1.365

전체 평균

직영점 4.67 1.080
일반대리점 4.49 1.011
전문판매점 4.27 .988
중소판매점 4.00 1.005
온라인중소 4.01 1.231

[부록 3] 사업자에 대한 지각된 편익의 기술통계 및 변수의 구성 설명

[표 1] 사업자에 대한 지각된 편익(통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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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에게 지각된 편익의 기술통계 값은 다음과 같

다.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과 사은품 제공 등 경제적 편익에 있어서는 온라

인 중소사업자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지각하였고, 그 다음으로 높다고 지각

한 것은 중소판매점이었다. 반면 시간 절약과 편리성의 비경제적 편익에 

있어서는 직영점이 가장 높다고 인식하였고, 그 다음이 일반대리점이었다. 

소비자가 지각한 사업자별 경제적 편익과 비경제적 편익이 정반대의 경향

을 보인다. 

   그런데 사은품 제공 등 판촉 행사, 시간 절약, 편리성 편익의 경우 모

든 사업자가 중간값인 4를 넘는 수준이어서(시간 절약에서 중소판매점 제

외), 사업자별로 차별화의 역할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각된 편익(저렴한 가격 편익, 판촉행사 편익, 비경제적 편익)이 소비

자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다회귀분석으로 살펴본 결과, 판촉행사 

편익은 모든 사업자에게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모형에서

는 저렴한 가격 편익과 비경제적 편익만을 통제변수로 투입하기로 결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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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내 휴대폰 시장에서 스마트폰 거래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의사항!)

▸휴대폰 중 스마트폰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스마트폰 거래는 스마트폰 단말기를 구입하고 동시에 이동통신서비스

에 가입하는, 두 가지를 함께 구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하 설문에서 등

장하는 스마트폰 거래/판매/구매 등은 모두 두 가지를 함께 거래/판매/구

매하는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부록 4]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현 시장의 소비자 신뢰·불신과 그에 따른 소비자의 대응에 관한 연

구입니다. 설문은 스마트폰 시장거래에서 소비자가 지각한 신뢰‧불신의 수준, 그

리고 신뢰의 근거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약 20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500명의 소비자를 연구대상으로 합니다.

  본 질문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므로 평소 귀하의 생각에 따라 솔직하게 답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조사는 자발적으로 동의한 분에 한해 진행하며, 조사 참여 도중 어떠

한 불이익 없이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답해주신 모든 내용은 무기명

으로 처리되고 순수하게 학술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은 서울

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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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만족스럽다

◆ 다음은 귀하의 스마트폰 구매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께서 가장 최근에 구매하신 스마트폰은 

    다음 중 어디에서 구매하셨습니까?

①이동통신사(SKT, KT, LGU+)의 직영점 (이동통신사가 직접 운영)

②일반 대리점 (개인사업자가 운영, 특정 1개의 이동통신사 스마트폰만 판매)

③휴대폰 판매점 (개인사업자가 운영, 이동통신 3사 스마트폰 모두 판매)

④삼성 디지털프라자, LG전자 베스트샵

⑤백화점, 대형마트(이마트 등), TV홈쇼핑에 입점한 대리점

⑥하이마트, 전자랜드

⑦테크노마트(강변, 신도림), 용산 전자상가의 각 점포

⑧이동통신사(SKT, KT, LGU+)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 (T world 다이렉트샵, KT 

Shop, U+Shop)

⑨온라인 종합몰 (대기업에서 운영, SSG닷컴, 롯데닷컴, CJ몰, GS SHOP, AK몰, 

현대 H몰 등)　　

⑩온라인 오픈마켓(G마켓,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등), 소셜커머스(쿠팡, 위메프, 

티몬 등)

⑪온라인 커뮤니티, SNS(네이버 BAND 등), 메신저(카카오톡 등) 등을 통해 연락

한 후 온라인으로 거래

⑫온라인 커뮤니티, SNS(네이버 BAND 등), 메신저(카카오톡 등) 등을 통해 정보 

공유한 후, 사무실에 방문하여 거래

⑬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

⑭기타(                 )

  1-1. 언제 구매하셨습니까? 대략적으로라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     )년 (   )월

  1-2. 앞에서 답하신 스마트폰 거래 경험은 어떠하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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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하지도 

불신하지도 

않는다

다소

신뢰한다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사업자가 제공한 

정보(광고, 

웹사이트 등)

정부가 제공한 

정보

오프라인 매장의 

판매자가 말해준 

정보

주변인(가족, 친구, 

동료 등)의 조언

언론(신문, 잡지, 

방송)의 보도

소비자단체의 정보

전문가의 정보

(학계의 과학자, 

연구자)

온라인 블로그, 

커뮤니티의 정보 

온라인 쇼핑몰의 

소비자 구매후기

SNS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정보

2. 귀하께서 스마트폰 구매를 위해 정보를 찾을 때, 다음의 정보를 얼마나 신뢰하

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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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휴대폰(스마트폰)과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해 잘 안다.

나는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 잘 

안다.

나는 스마트폰 구매에 필요한 정보

를 찾는 방법을 잘 안다.

나는 휴대폰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에 

대해 잘 안다.

나는 스마트폰을 거래하는 직영점, 

대리점, 판매점을 구별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일은 나에게 

중요하다.

3. 평소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다음은 스마트폰 시장의 사업자(판매자)를 5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

한 구매 경험을 묻는 질문입니다. 먼저 사업자 유형에 대한 설명을 읽고 응답해

주십시오. 여기 사업자에 대한 설명은 뒤의 설문 응답을 위해서도 계속 필요하므

로, 해당 사업자로부터 구매하신 경험이 없더라도 설명을 찬찬히 읽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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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만족스럽다

불쾌하다

후회스럽다

A. 직영점

: 이동통신사(SKT, KT, LGU+)가 직접 

운영

-이동통신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자회

사로 운영하는 곳(점주는 통신사에서 

파견한 직원) 

-해당 통신사의 스마트폰만 판매하며, 

통신사의 고객센터 역할도 함께 수행

(통신 관련 일체 서비스를 제공)

-상점 간판에 해당 1개 통신사 로고만 

있으며, 매장명에 ‘##직영점’ 사용

4. 귀하께서는 과거에 이 사업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구매한 적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5번 질문으로 가십시오.)

  4-1. 이 사업자와의 거래 경험은 어떠하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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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만족스럽다

불쾌하다

후회스럽다

B. 일반 대리점

: 이동통신사와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

자가 운영 (1개의 통신사만 취급)

-특정 이동통신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

하고 통신사의 영업과 서비스를 대행

해주는 곳(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곳

이 많음) 

-통신사 전산이 등록되어 있어 매장 

내에서 직접 스마트폰을 개통하고, 

수납, 변경, 해지 등의 업무처리가 

가능함. 

-계약을 맺은 1개 통신사의 스마트폰

만 판매하고, 해당 통신사의 관리를 

받음. 

-상점 간판에 해당 1개 통신사 로고만 

있고, 주로 ‘##텔레콤 ##점’ 또는 

‘##텔레콤 ##대리점’ 매장명 사용

5. 귀하께서는 과거에 이 사업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구매한 적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6번 질문으로 가십시오.)

  5-1. 이 사업자와의 거래 경험은 어떠하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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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만족스럽다

불쾌하다

후회스럽다

C. 전자제품 전문 판매점

: 삼성 디지털프라자, LG전자 베스트

샵, 하이마트

-삼성 디지털프라자, LG전자 베스트

샵: 스마트폰 단말기 제조사의 직영 

유통업체

-하이마트: 전자제품 전문점, 롯데그

룹의 계열사(2012년 인수, 지금 상

호는 ‘롯데하이마트’)

6. 귀하께서는 과거에 이 사업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구매한 적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7번 질문으로 가십시오.)

  6-1. 이 사업자와의 거래 경험은 어떠하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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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만족스럽다

불쾌하다

후회스럽다

D. 중소 휴대폰 판매점

: 개인사업자 판매점, 테크노마트의 

각 점포 (이동통신 3사 모두 취급)

-개인사업자가 이동통신사와의 직접 

계약이 아닌, 대리점과의 계약을 통

해 판매를 대행하는 곳(대리점으로부

터 다시 하청을 받은 것)

-통신사의 전산을 갖고 있지 않아 직

접 개통을 할 수 없고(대리점에 전

화해서 개통함), 변경, 해지 등의 업

무를 할 수 없음.

-이동통신 3사의 스마트폰을 모두 판

매할 수 있음

-상점 간판에 통신 3사의 로고가 모

두 있거나, ‘공짜천국’, ‘폰싼집’ 등 

다양한 이름 사용

-동네의 많은 점포가 대부분 휴대폰 

판매점. 주로 집근처나 집단상가에 

위치.

7. 귀하께서는 과거에 이 사업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구매한 적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8번 질문으로 가십시오.)

  7-1. 이 사업자와의 거래 경험은 어떠하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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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만족스럽다

불쾌하다

후회스럽다

E. 온라인 중소 사업자

: 오픈마켓(G마켓, 옥션 등), 온라인 

커뮤니티, SNS(네이버 BAND)를 통

해 온라인 거래하는 개인사업자 

-소비자는 계약을 위해 자신의 개인정

보(금융정보 등)가 담긴 서류와 신분

증 스캔본 등을 온라인으로 사업자

에게 제공해야 함.

-온라인 오픈마켓(G마켓, 11번가, 옥

션, 인터파크)에 입점하여 판매하는 

개인사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SNS(네이

버 BAND, 트위터, 페이스북 등), 모

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등)를 통해 연

락하고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개인사

업자

8. 귀하께서는 과거에 이 사업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구매한 적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9번 질문으로 가십시오.)

  8-1. 이 사업자와의 거래 경험은 어떠하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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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구분

이 사업자는 소비자와의 스마트폰 거래를 위한 충분한 전문

성과 자원을 갖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직영점

일반 대리점

전자제품 

전문 판매점

중소

휴대폰 판매점

온라인

중소 사업자

A. 직영점: 이동통신사(SKT, KT, LGU+)가 직접 운영

B. 일반 대리점: 이동통신사와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가 운영

                (1개의 통신사만 취급)

C. 전자제품 전문 판매점: 삼성 디지털프라자, LG전자 베스트샵, 하이마트

D. 중소 휴대폰 판매점: 개인사업자 판매점, 테크노마트의 각 점포

                       (이동통신 3사 모두 취급)

E. 온라인 중소 사업자: 오픈마켓(G마켓, 옥션 등), 온라인 커뮤니티, SNS(네

이버 BAND)를 통해 온라인 거래하는 개인사업자 

◆ 다음은 스마트폰 시장의 사업자(판매자)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묻는 질문입

니다. 해당 사업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구매한 경험이 없더라도 평소 귀하의 생

각에 따라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5개 사업자 유형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9. 다음의 사업자에 대한 평소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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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구분

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직영점

일반대리점

전문판매점

중소판매점

온라인중소

사업자 구분

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한 자신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직영점

일반대리점

전문판매점

중소판매점

온라인중소

사업자 구분

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정직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직영점

일반대리점

전문판매점

중소판매점

온라인중소

9-2.

9-3.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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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구분

의심스러운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직영점

일반대리점

전문판매점

중소판매점

온라인중소

사업자 구분

불안한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직영점

일반대리점

전문판매점

중소판매점

온라인중소

사업자 구분

싫은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직영점

일반대리점

전문판매점

중소판매점

온라인중소

10. 다음 사업자와의 스마트폰 거래에 대해 평소 귀하의 느낌을 가장 잘 설명하

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10-1.

10-2.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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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구분

무관심한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직영점

일반대리점

전문판매점

중소판매점

온라인중소

사업자 구분

어쩔 수 없는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직영점

일반대리점

전문판매점

중소판매점

온라인중소

사업자 

구분

나는 이 사업자가 스마트폰 거래 시 이용한 내 개인정보를 유출

하지 않을 것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하지도 

불신하지도 

않는다

다소

신뢰한다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직영점

일반대리점

전문판매점

중소판매점

온라인중소

10-4.

10-5.

11. 귀하께서 다음의 사업자와 거래하는 상황을 떠올리고, 문장의 남은 부분을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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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구분

나는 이 사업자가 스마트폰의 가격으로 나에게서 폭리를 취하지 

않을 것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하지도 

불신하지도 

않는다

다소

신뢰한다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직영점

일반대리점

전문판매점

중소판매점

온라인중소

사업자 

구분

나는 이 사업자가 나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지 않을 것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하지도 

불신하지도 

않는다

다소

신뢰한다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직영점

일반대리점

전문판매점

중소판매점

온라인중소

사업자 

구분

나는 이 사업자가 판매한 스마트폰에 문제가 있을 경우, 쉽게 교

환·환불 받을 수 있을 것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하지도 

불신하지도 

않는다

다소

신뢰한다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직영점

일반대리점

전문판매점

중소판매점

온라인중소

11-2.

11-3.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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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한다 신뢰한다

-3 -2 -1 0 1 2 3

불신한다 신뢰한다

-3 -2 -1 0 1 2 3

사업자 

구분

나는 이 사업자가 나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하지도 

불신하지도 

않는다

다소

신뢰한다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직영점

일반대리점

전문판매점

중소판매점

온라인중소

사업자 

구분

나는 이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스마트폰이 나에게 제대로(정품, 새 

제품으로) 전달/배달될 것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하지도 

불신하지도 

않는다

다소

신뢰한다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직영점

일반대리점

전문판매점

중소판매점

온라인중소

11-5.

11-6.

12.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다음의 사업자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12-1. 직영점

  12-2. 일반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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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한다 신뢰한다

-3 -2 -1 0 1 2 3

불신한다 신뢰한다

-3 -2 -1 0 1 2 3

불신한다 신뢰한다

-3 -2 -1 0 1 2 3

사업자 구분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 대부분은 이 사업자를 신뢰할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직영점

일반대리점

전문판매점

중소판매점

온라인중소

  12-3. 전자제품 전문 판매점

  12-4. 중소 휴대폰 판매점

  12-5. 온라인 중소 사업자

13. 다음의 사업자와 관련하여 평소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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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구분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 대부분은 이 사업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의향이 있을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직영점

일반대리점

전문판매점

중소판매점

온라인중소

사업자 구분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 대부분은 이 사업자와의 스마트폰 거

래가 믿을만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직영점

일반대리점

전문판매점

중소판매점

온라인중소

사업자 구분

이 사업자와의 거래는 나에게 경제적 손실(판매자의 사기, 불

리한 거래조건, 교환‧환불의 어려움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직영점

일반대리점

전문판매점

중소판매점

온라인중소

13-2.

13-3.

14. 귀하께서 다음의 사업자와 거래하는 상황을 떠올리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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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구분

이 사업자와의 거래는 계약에 이용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더 클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직영점

일반대리점

전문판매점

중소판매점

온라인중소

사업자 구분

이 사업자와의 스마트폰 거래는 위험성이 크다.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직영점

일반대리점

전문판매점

중소판매점

온라인중소

사업자 구분

나는 이 사업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구매하여 돈을 절약할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직영점

일반대리점

전문판매점

중소판매점

온라인중소

14-2.

14-3.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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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구분

나는 이 사업자로부터 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직영점

일반대리점

전문판매점

중소판매점

온라인중소

사업자 구분

이 사업자는 사은품 제공, 이벤트 등 다양한 판촉 행사를 진

행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직영점

일반대리점

전문판매점

중소판매점

온라인중소

사업자 구분

이 사업자와의 스마트폰 거래는 내 시간을 절약하게 해준다.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직영점

일반대리점

전문판매점

중소판매점

온라인중소

14-5.

14-6.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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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구분

이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것은 편리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직영점

일반대리점

전문판매점

중소판매점

온라인중소

사업자 구분

나는 이 사업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직영점

일반대리점

전문판매점

중소판매점

온라인중소

사업자 구분

이 사업자와의 거래는 판매자의 품질(거래조건에 대한 약속

을 지키는 것, 속이지 않는 것 등)을 거래 시에 확신하기가 

어렵다(불확실성이 높다).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직영점

일반대리점

전문판매점

중소판매점

온라인중소

14-8.

14-9.

15. 귀하가 앞으로 3개월 내에 스마트폰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귀하

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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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구분

나는 이 사업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직영점

일반대리점

전문판매점

중소판매점

온라인중소

사업자 구분

나는 스마트폰을 구매하려는 내 친구에게 이 사업자를 추천

할 생각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직영점

일반대리점

전문판매점

중소판매점

온라인중소

사업자 구분

나는 계약에 필요한 내 개인정보(금융정보, 신분증 등)를 이 

사업자에게 기꺼이 제공할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직영점

일반대리점

전문판매점

중소판매점

온라인중소

15-2.

15-3.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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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정부는 스마트폰 거래에서 소

비자를 보호하는 일에 유능하

다.

정부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소

비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것이다.

정부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소

비자와의 약속을 지킨다.

정부는 스마트폰 시장에 대해 

소비자에게 진실을 말한다.

▸정부 규제란 바람직한 경제, 사회 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민간 활동에 

개입해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

는 행위 등을 규제한다.

내용

전혀 
중요
하지
않다

매우 
중요
하다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사업자가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유능

한 것은 나에게

사업자가 소비자와의 거래에 정직한 

것은 나에게

사업자가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노력

하는 것은 나에게

사업자가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나에게

16. 다음은 스마트폰 시장의 모든 사업자(판매자)에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귀하께

서 스마트폰을 거래하는 상황을 떠올리고, 문장의 남은 부분을 귀하의 생각

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 다음은 스마트폰 시장의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묻는 질문입니다.

17. 다음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스마트폰 거래의 사업자를 규제하는, 규제자로서의 

정부기관(이하 ‘정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소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

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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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의심스러운

불안한

싫은

무관심한

만족스러운

내용

전혀 
중요
하지
않다

매우 
중요
하다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정부가 소비자보호에 유능한 것은 

나에게

정부가 소비자에게 정직한 것은 

나에게

정부가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행

동하는 것은 나에게

정부가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나에게

불신한다 신뢰한다

-3 -2 -1 0 1 2 3

18. 귀하께서 시장에서 소비자로서 스마트폰을 거래하는 상황을 떠올리고, 문장의 

남은 부분을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19. 스마트폰 거래를 규제하고 소비자보호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에 대해 평

소 귀하의 느낌을 가장 잘 설명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20.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규제자로서의 정부기관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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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정부의 법적 규제는 나의 스마

트폰 거래를 안전하게 만들 것

이다.

법적 규제는 스마트폰 거래에

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로부터 

나를 충분히 보호할 것이다.

현재의 법적 규제는 스마트폰 

거래의 위험을 통제하기에 충

분하다.

정부기관의 인증제도(품질인증 

등)가 있기 때문에 나의 스마

트폰 거래는 안전할 것이다.

나는 나의 거래가 무엇인가 잘

못되었을 때, 거래의 위험(개

인정보 유출, 해킹, 명의도용)

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줄 정부

의 규제가 있다고 믿는다.

나는 나의 거래가 무엇인가 잘

못되었을 때, 거래의 위험(판

매자의 사기, 재산적 손해)으

로부터 나를 보호해줄 정부의 

규제가 있다고 믿는다.

나는 나의 거래가 무엇인가 잘

못되었을 때, 나의 소비자피해

를 구제해줄 정부의 규제가 있

다고 믿는다.

▸소비자문제는 소비자가 생활을 위해 재화·서비스를 구입하고 사용하는 과정

에서 일어나는 소비자의 피해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법적 규제는 정부가 입법으로 제도화한 것(법률, 규칙)으로, 국가의 강제력을 

담보로 집행되므로 모든 국민들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21. 귀하께서 스마트폰을 거래하는 상황을 떠올리고, 평소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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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매우 

부족

하다

매우 

잘하고 

있다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사업자단체

(업계의 자율규제기구)

소비자단체

언론

(신문사, TV방송국)

전문가집단

(학계의 과학자,연구자)

▸사업자단체

  동일 산업에 속하는 사업자를 구성원으로 그들 공동의 이익 증진을 도모하

는 단체. 여기에서는 업계의 자율규제기구 역할 또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TI)가 이에 해당되며, 정보통

신(ICT)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 또한 주요 목적으로 하

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위반 유통

점에 대한 자율 제재(시정 및 경고, 거래중지 등)를 시행하고 있다.

▸자율 규제

  정부가 아닌, 사업자가 스스로를 규제하는 것. 법적 규제와 달리, 자율 규제

는 자율 규범 및 자발적 준수를 담보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22. 다음의 기관들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스마트폰 거래의 안전을 감시하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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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신뢰한다.

나는 사람들이 그들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를 주지 않는 한, 일반

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신뢰한다.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노력한다.

대부분의 전문가가 그들의 일을 

매우 잘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약속

을 지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을 정직하게 대한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사업자의 보증(품질보증, 환불보

증 등)이 있기 때문에 나의 스마

트폰 거래는 안전할 것이다.

사업자가 좋은 평판을 지키려 하

므로 나의 스마트폰 거래는 안전

할 것이다.

시장에는 사업자의 자율 규제가 

있기 때문에 나의 스마트폰 거래

는 안전할 것이다.

사회규범(관행, 관습)이 있기 때

문에 나의 스마트폰 거래는 안전

할 것이다.  

사회규범(도덕, 윤리)이 시장에서

도 작동하므로 나의 스마트폰 거

래는 안전할 것이다.

23. 귀하께서 스마트폰을 거래하는 상황을 떠올리고, 평소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다음은 평소 귀하의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24. 평소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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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하루의 소득에 해당하는 돈을 

경마에 베팅하기

매우 투기적인 주식에 연봉의 

5%를 투자하기

연봉의 10%를 새로운 벤처 

사업에 투자하기

안전벨트 착용하지 않고 차 

운전하기

헬멧 없이 오토바이 타기

밤에 안전하지 않은 곳(우범

지역)에서 혼자 걸어서 귀가

하기

25. 다음은 만약 귀하께서 제시된 상황에 있게 되었다면, 이하에 서술된 행동을 

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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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소득 등), 임대소득, 

연금소득, 가족 등으로부터 받는 생활비/용돈이 모두 포함됩니다.

-가구소득은 모든 가구원의 소득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이때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소득 등), 임대소득, 

연금소득, 가족 등으로부터 받는 생활비/용돈이 모두 포함됩니다.

◆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몇 세이십니까?       만        세

3. 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재학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재학 이상 

4. 지난 1년을 기준으로, 귀하의 월 평균 개인소득은 얼마입니까? 

   (세금공제전 기준) 

① 50만원 미만  ② 50~150만원 미만  ③ 150~250만원 미만  

④ 250~350만원 미만  ⑤ 350~450만원 미만  ⑥ 450~550만원 미만  

⑦ 550~650만원 미만  ⑧ 650~750만원 미만  ⑨ 750~850만원 미만  

⑩ 850~950만원 미만  ⑪ 950만원 이상

5. 지난 1년을 기준으로, 귀하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세금공제전 기준) 

① 50만원 미만  ② 50~150만원 미만  ③ 150~250만원 미만  

④ 250~350만원 미만  ⑤ 350~450만원 미만  ⑥ 450~550만원 미만  

⑦ 550~650만원 미만  ⑧ 650~750만원 미만  ⑨ 750~850만원 미만  

⑩ 850~950만원 미만  ⑪ 95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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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하지 

않는다

매우 

자주한다

1 2 3 4 5 6 7

전혀 
모른다 초보자 전문가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6.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사무직  ② 관리직  ③ 기능/생산직  ④ 판매/서비스직   

  ⑤ 전문/자유직(의사, 법조인, 교수, 언론인, 예술가 등)   ⑥ 공무원   

  ⑦ 자영업   ⑧ 농/임/축산/수산업    ⑨ 전업주부   

  ⑩ 학생   ⑪ 무직   ⑫ 기타(      ) 

7. 귀하의 거주 지역은 어디입니까? (수도권 한정)

   ① 서울   ② 경기   ③ 인천 

8. 귀하께서는 온라인 쇼핑(상품 구매)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9. 귀하의 인터넷 활용 수준은 어느 정도 입니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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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umer Trust in Smartphone 

Transaction Market

Shim, Yoojo

Dept. of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current study aims to conceptualize consumer trust and to 

apply the derived concept of consumer trust to the smartphone 

transaction market, and to diagnose the market and evaluate 

related regul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ers. The study 

attempted to articulate the concept and components of consumer 

trust and synthesized the causes and outcomes of consumer 

trust through literature review across disciplines. Using the 

measurements of consumer trust that developed based on the 

conceptualization, a survey examining the level of consumer 

trust, affecting factors, and outcomes of consumer trust was 

conducted.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onsumer trust consists of trust in vendors and 

trust in regulations. Trust in regulations is composed of the trust 

in the government and the trust in the market. The 

subcomponents of each trust can be categorized into trust in 



- 221 -

agencies and trust in their institutions, the effectiveness of the 

institutions. Trust in vendors and government includes cognitive 

trust and emotional trust. This consumer trust is necessary for 

the alternative evaluation stage of the consumer purchase 

decision making. Consumer trust in information sources is also 

necessary for the information search stage of purchase decisions.

   Second, the level of consumer trust--cognitive and emotional 

trust—in smartphone transaction market varied by the types of 

vendors16): trust in A was the highest, followed by B, C, D, and 

E. The levels of trust among A, B, and C were similar to each 

other, but trust in D and E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em. 

Consumers, however, did not trust vendors except A due to the 

concerns about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perceived risks of 

overcharge and unfair contract terms. Also, they did not trust D 

and E concerning their unwillingness to exchange or return of 

the defective smartphones and the credibility of the information 

they provided. Used phone scams was another concern for E.

   Third, the level of cognitive and emotional trust in the 

government was as low as that in D and E. Among the ability, 

benevolence, honesty, and integrity of the government, all of 

which were perceived low, the honesty of the government was 

perceived as the lowest. Consumers did not expect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 regulations of seal aiming to 

secure smartphone purchases. Moreover, none of the market 

16) According to size and owner, vendors are distinguished. A is a retail store 

owned by telecommunications companies(ex, KT, SKT, LGU+). B is a vendor 

who is self-employed,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telecommunications 

company. C is a large-scale vendor operated by smartphone manufacturing 

companies(ex, SAMSUNG, LG). D is self-employed, and is a small vendor 

selling in an offline store. E is also self-employed and is a small vendor 

that sell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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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cies were trusted to monitor the market well. Rather, 

consumers thought the vendors' guarantee and reputations could 

be related to the secure transactions, but they were skeptical 

about vendors' self-regulation, social norms.  

   Fourth, consumers trusted the advice from their personal 

network the most, followed by the information provided by 

consumer agencies and experts, online reviews, the government, 

online blogs and communities, the media, social media, and the 

offline vendors.

   Fifth,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the consumer 

trust in vendors and the government, this indicate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is complementary, not substitutive. 

Results found that there existed positive correlations of trust in 

vendors with subjective knowledge, subjective norm, the cognitive 

trust in the government, and the general trust, whereas, 

risk-taking tendency was negatively related to trust in vendors. 

The influence of subjective norm was the strongest, followed by 

the trust in the government.

   Sixth, a structural equation model examining the influence of 

consumer trust on the purchase intention revealed that trust in 

vendors had an indirect influence on the purchase intention 

mediated by the perceived risks in addition to its direct 

influence. The cognitive trust in the government had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n the purchase intention through the trust in 

vendors, but the effect size was small for D and E. Consumer 

trust was the most or the second influential factor affecting the 

purchase intention in all types of vendors. The perceived lower 

price was the most or the second strongest factor only in A, B, 

and C, which were relatively highly trusted. For the trust i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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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 were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perceived risks.

   The current study contributed to investigating smartphone 

transaction markets from the consumers' perspectives through 

the conceptualization and operationalization of consumer trust. 

Also, including the trust in regulations as a part of consumer 

trust enabled the assessment of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from the consumers' perspectives. 

   Consumers in the current study barely trusted in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regulations, but the influence of 

trust in the government on the consumer trust was significant. It 

implies that trust in regulation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an understanding of consumer trust. Also, without the trust in 

vendors, the advantages of transactions such as a lower price 

would not be considered significant by consumer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focus on building trust in vendors and the 

government regulations. The constructive criticism from 

consumers, the government regulations promoting the consumer 

trust in vendors, and the vendors' efforts to earn trust are 

essential to protect consumers.

keywords : consumer trust, conceptualization, smartphone 

transaction market, control mechanism, antecedents 

of trust, consequences of trust

Student Number : 2009-3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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