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논홍(제47권3호) 

정부신뢰의 지돼l계 개발 및 적용: 

외부신뢰와 내부신뢰의 비교분석* 

김 현 구**이 숭 종*** 최 도 립**** 

〈目 次〉

1. 서론 

11 . 이론적 논의 

11 1. 정부신뢰 지표의 개발 

IV . 정부신뢰 수준의 측정 

V. 결론 및 정책적 합의 

〈요 약〉 

본 연구는 정부신뢰의 다양한 요소를 포팔하는 지표체계률 개발하고 이를 

한국의 현실에 적용하여 신뢰수준을 측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률 위해 

기존 연구와는 달리 정부신뢰롤 국민에 의한 ‘외부신뢰’와 정부를 구성하는 공 

직자에 의한 ‘내부신뢰’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또 정부신뢰를 업무성과·관리역 

량·정치역량·공직윤리 둥의 ‘요소신뢰’와， 정부신뢰 전반율 종합적으로 파악하 

는 ‘종합신뢰’로 구분한다. 분석결과훌 보면 정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종합신 

뢰는 대체로 부청적인 반면， 공직자의 종합신뢰는 보통수준으로 나타나 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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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공직윤리〉관리역뽕정치역량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초 

로 정부신뢰 제고 노력， 국민과 공직자 간의 신뢰격차 해소， 신뢰요소별 전략 

적 접근 동의 정책방향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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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최근 정부성과의 향상과 관련하여 정부신뢰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자원배분에 대한 결정권올 행사하는 정부의 입 

장에서 국민적 신뢰 없이는 그 기능올 원활하게 수행하여 좋은 성과롤 내기 어 

렵다{Boss， 1978; Camevale, 1995). 때문에 정부신뢰는 국정의 기반요소로서의 중 

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었다. 

우리나라에서 정부신뢰가 본격적인 연구의 관심분야로 퉁장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박종민(1991)은 신용성， 공평생， 정직성을 정부신뢰의 측정항목 

Z로 설정하였으며， 이시원(1994)은 미시간대학 사회조사연구소가 개발한 항목 

에 따라 능률성， 적절성， 공정성， 능력， 정직성을 중심으로 정부신뢰를 측정한 

바 있다. 보다 확장된 지표체계를 채용한 연구는 오경민·박홍식(2002)이다. 이들 

은 정부신뢰를 피해를 감수하며 정부를 지지하는 심리적 태도라고 정의하면서 

전문지식·대웅성 절약·능률올 기능적 요소로， 도덕성·정직 ·청렴을 윤리적 요소 

로 구분하였다. 기본적으로 정부신뢰는 국정운영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상위 

가치(meta value)로 복합성이 높은 개념이므로， 측정에 업무성과나 윤리적인 요 

소 외에 기관의 관리역량이나 정치역량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 

에서 볼 때， 기폰의 정부신뢰 지표에 관한 연구들은 신뢰지표 구성에 상당한 제 

한성올 드러내고 있다는 정용 지적하지 않울 수 없다. 

또한 국내외를 막론하고 기존의 정부신뢰 측정에 관한 연구는 신뢰의 주체를 

일반 국민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 

로 정부신뢰 연구는 신뢰수준 측정 자체보다는 다분히 신뢰를 토대로 한 정부 

성과 향상에 관심올 두고 이루어져 왔다{예: 박종민， 1991; Putnam, 1993). 그런 

데 정부성과는 국민의 신뢰만이 아니라 정부의 구성원인 공직자의 신뢰에도 영 

향을 받게 되므로， 일반 국민의 정부신뢰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정부신뢰도 그 

개념의 일부로 포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정부 구성원으로서의 공직자의 

정부신뢰는 일반 시민의 신뢰와는 질적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공직자 

의 정부신뢰는 자기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시민의 정부신뢰에 비하여 명가의 

관대화 경향을 무시할 수 없다. 바로 그러한 차이 때문에라도 공직자의 정부신 

뢰를 일반 국민의 정부신뢰와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활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보다 다양한 정부신뢰의 요소를 포괄하는 

종합적 지표체계를 개발하여 국민과 공직자 양 집단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측 

정하고， 이를 토대로 신뢰향상울 위한 정책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었 

다. 본 연구의 세부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이론적 -실증적 

문헌검토를 바탕으로 정부신뢰의 다양한 대상과 요소를 고려하여 신뢰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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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훈하고 이에 기초하여 포괄적인 정부신뢰 지표체계흘 개발한다. 둘째， 일반 

국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업무성과·관리역량·정치역량，공직윤리 퉁의 요소신 

뢰와， 정부신뢰 전반올 파악하는 종합신뢰로 나누어 정부신뢰률 측정하고 이들 

융 비교평가한다. 셋째，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정부신뢰 향상융 위한 정책 

적 합의를도출한다. 

정부신뢰의 비교분석융 위한 용계적 방법으로 번도분석， t-검정， 요인분석， 회 

귀분석 둥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무엇보다 정부신뢰 지표체계의 법위가 제한 

척이고， 내부신뢰를 제외한 채 외부신뢰로만 정부신뢰률 혹정해옹 기존 연구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올 수 있다. 

II . 이론적 논의 

1. 정부신뢰의 개념 

많온 학자들이 언급하는 것처럽 신뢰는 다의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개염이 

다. 신뢰의 개념에 대한 접근옹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붙 수 있다. 

첫째는 신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의 일반 특정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예률 들연， 신뢰는 사랍과 집단의 행동과 의도에 대한 믿음 

및 신용이라든지， 신뢰는 윤리적이고 공평하며 위협적이지 않옹 행동이라든지， 

또는 신뢰는 교환관계에서 다른 사랍의 권리를 고려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 

(Cook & Wall, 1980‘ Rotter, 196끼 동온 이와 같은 범주에 속한다. 이러한 유형 

의 접근에서는 Walle(2003)이 언급한 것처럽 신뢰， 믿음， 인지， 이미지 둥의 용어 

들융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둘째는 관계성 속에서 신뢰의 의미를 구체화하려는 방식이다. 이러한 접근으 

로는 Johnson-George & Swa어1982)와 Kee & Knox( 1970)의 논의에 근거한 

Mayer, Davis, & Sh∞rman (1995)의 정의들이 널리 인용된다. 예컨대 신뢰를 “상 

대방이 자신에게 중요한 행동융 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상황에서 그를 감독하거 

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관계없이 자신의 취약성율 받아들이려는 의지”로서 

규정하는 것은 신뢰의 특정융 기솔하는 차원을 넘어 구체척 개념화의 노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어OSS， 1978; Zand, 1972). 

구체화 수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 개념화는 신뢰률 상대방 또는 타자에 

대한 관계에서 파악한다는 공풍점올 보인다. 일반 신뢰에서쁨만 아니라 정부신 

뢰흘 정의함에 있어서도 동일한 경향을 불 수 있다. 정부신뢰를 정부운영이 국 

민의 규법적 기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이라고 규정하는 Milleπ1974) 

나， 정부신뢰률 정부의 역할수행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기대라고 보는 양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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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의 개념화 둥온 그 예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신뢰는 타자에 대한 신뢰만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신뢰 

의 요소도 포함하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신뢰 즉， 자기신뢰는 개념상으로만 존 

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자와의 판계성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영향을 마철 

것이기 때문에 중시되어야 한다. 자기신뢰의 현실적 존재가치는 “자신율 믿지 

못하는 사랍옹 남도 믿지 못한다”는 경구가 잘 말해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신뢰 

는 상호적으로 강화되고 약화되는 측연이 있다고 한 μ뼈nan(1979)의 지적용 신 

뢰의 교효성 뿐만 아니라 자기신뢰의 중요성올 간접적으로 확인해주는 것이기 

도 하다. 이러한 점올 고려하여 본 연구는 신뢰의 개념융 보다 넓은 의미로 파 

악하여 ‘상대방과 자신의 행동 및 의도에 대한 믿융과 의지’로 이해하고자 한 

다. 

이와 갈용 신뢰의 정의는 사회의 일반 신뢰에서 뽕만 아니라 정부신뢰에 대 

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기신뢰의 중요성온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정부를 국민이 신뢰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정부신뢰의 개념을 외부신되효 제 

한해옹 기존의 연구와 달리， 정부신뢰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외부신뢰’와 공직 

자 스스로의 ‘내부신뢰’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한다. 

2. 정부신뢰 평가의 톡징 

일반 국민이나 공직자 스스로 정부률 믿고 의지하는 태도를 파악하는 정부신 

뢰의 명가는 다읍과 같은 두 가지의 중요한 특정율 갖는다. 

우선， 모든 평가에는 객관성 확보가 관건이지만， 정부신뢰의 평가률 위해서는 

개념상 시민 또는 공직자의 ‘주관적’ 인지률 측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때문에 

정부신뢰의 명가결과가 정부의 객판적인 성과와 무관한 것일 수는 없지만 그렇 

다고 비례척인 것은 아니다. 아무래도 정부성과가 높으면 국민의 정부신뢰 역시 

높올 개연성이 있율 뿐이지 그러한 연관관계가 항상 확실한 것은 아니디(Walle， 

2(03). 국민이 정부를 명가할 때 반드시 객관적 논리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일 

부 국민온 공정성 및 객관성에 입각하여 정부률 명가하기도 하지만， 다른 일부 

국민은 자신의 주판적 경험이나 단연적 사례에 기초하여 정부에 대한 명가륭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주판적 부분이 많이 개입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신뢰에 대한 평가는 민 

주사회에서 충요한 의미를 갖는다. 실제로 정부가 잘했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이 대리인 자격을 가진 정부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는 현실적 

중요성을 갖기 때문이다. 불신 받는 정부는 그만큼 존립 자체의 정당성 확보가 

어려울 것이므로 평가의 주관성， 객판생 문제를 떠나 정부신뢰에 대한 평가는 



정부신뢰의 지표처|계 개발 및 적용: 외부신뢰와 내부신뢰의 비교분석 • 5 

그 자체로 상당한 정치적 의미률 가질 수밖에 없다. 

정부신뢰 평가의 또 다른 특정온 일반 국민은 대체로 정부에 대한 평가에 인 

색한 반용융 보인다는 것이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인색한 명가는 나라마다 정 

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 세계적인 경향인 것 같다{Weaver， 1988). 그에 반해 정 

부에서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은 자신들의 일올 관대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공직자들온 정부의 목표 성취를 위해서 자신률이 최선율 다하고 있다 

고 생각하며， 단지 일부 소수의 조직이나 공직자의 잘못이 정부 전체의 모습으 

로 잘뭇 비쳐지고 있다고 본다. 

Fredenckson( 1996)이 이러한 정에 대하여 잘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체로 

정부가 잘 한 일들은 잘 부각되지 않고 잘못한 일들만 지나치게 확대 보도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현상이 정부의 연책 사유가 될 수 

는 없다. 국민과 공직자의 평가 격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가 국민의 공복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 

를 수용하는 한， 정부는 국민의 인식 부족만올 탓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 

문이다. 오히려 인식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도 적극직인 정책마케탱융 통 

해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정부의 엽적과 성취를 척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3. 정부신뢰 평가의 접근: 운헌검토 

기존의 여러 한}들이 정부신뢰에 대한 측정융 시도하였는 바，<표 1>온 최 

근 국내외의 정부신뢰 평가와 판련된 연구들을 연구초정(연구방법)， 독립변수， 

종속변수， 주요결과 둥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기존의 정부신뢰 평가에 대 

한 연구의 접근방법은 크게 두 까지 유형으로 나누어 룹 수 있다. 

하냐는 영향요인에 대한 고려 없이 정부나 정부의 륙정 부서 내지 조직의 신 

뢰도 자체에 대한 초사를 하는 연구이대예: 오경민 • 박흥식， 2002). 다흔 하나 

의 유형은 정부신뢰와 다른 변수틀 간의 인과관계률 분석하여 정부신뢰에 영향 

올 미치는 요인용 찾는 연구이 다. WaJJe(2003)은 정부기판의 성과와 신뢰의 관계 

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는 지배적인 영향력융 갖 

는 한 기관이나 변수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예: 이시원， 1994), 다 

양한 기관이나 변수들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철 수 있다는 모형(예， 박종민， 

1991; 장수찬， 2002; 박희봉· 이회창·조연상， 2003), 그리고 정부신뢰가 기관의 성 

과를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모형 둥이 있다. 

본 연구는 정부신뢰 자체에 대한 측정과 아윷러 정부신뢰에 대한 영향요인올 

분석함으로써 위의 두 연구 유형융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을 시도한다. 아울러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다양한 차원의 신뢰요소를 포괄하는 정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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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정부신뢰에 관한 연구동향 문석 

지지 연구챔(연구잉엄) 독힘변수 종숙연수 쭈요경꾀 ‘ - i 

박훨! 정쩍신훌괴 징원!뢰 징치·사회·경재. 징빼 대힌 믿음， 누구훌 위한 
정치사회분뼈 성과가 정원뢰애 기여 

(1991) 의핀계(계량적) 안보분야 징부， 공직찌의 징직성 

경제적 상황요인과 
예산사용의 능톨싱. 일처리의 

이시쩔 
징원뢰의 관계(계 

개인(딘순’옥합). 찍질싱. 징부훨동의 공징성. 징 
국민은 시회적 이익가설을 수용 

(1994) 국가(단순·옥힘) 부구싱원의 능력. 정부구성원의 
량적) 

정직싱. 징부의 문재해결노력 

Maver 외 
기존 신뢰연구률 증 신뢰는 인지된 신짧소들(능력. 뼈1. 정 

(1995) 
햄여 신뢰모댈 설 협)때 대한 신뢰자들의 피신뢰지에 대현 반 

정(비계링적) 응이며. 상호작용의 순환구조 

김번용 정부신뢰와 e-행징 
e-행징이 정원뢰어| 기여 

(2000) (비껴l랑적) 

서문기 징완!뢰 구조분석 
부징적 징완!뢰.국가역랑과 사회길둥이 높 

(2001) (비계훌씩) 
올 때 정원!뢰 향상. 정책의 효율성과 정부 

신뢰긴정의싱관관겨| 

정수청 
걸사jf칭여. 사회지 

걸A써 칭여‘ 대 
징부기판!뢰’ 군대， 법기관， 사빽몽과 징웬뢰의 익순판 결사채 징여 

(α20때0야2) 
본. 징원!뢰의 관계 

인신뢰. 행옥도 
중앙정부， 정당， 국회， 공직자 가 정원뢰애 영향을 미치지 않응， 교육수 

(계량적) 경칭 훈이농을수륙정부울신 

딘일운영:성우신뢰의 성도 
전jl떨로 정원뢰는 부징적. 나이가 많을 

박힘· 개념요소: 피해김수의 의지. 믿 

오경민 
정원!뢰 수준 측징 

음. 순옹적 태도 
수륙 학력이 낮율수륙 징웬뢰가 높응， 정 

(2002) 
및비교(계랑적) 

다요소 구성재녕. 기능적·윤리 
부의 신뢰는 권뼈 다른 기관 및 외국과 비 

직항옥 
교쨌울때낮은수준 

Walle 
공공서비스싱괴외 징 

성과외 신뢰긴의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고 기 
부신뢰긴의 인과싱 

(2002) 
분석(비계량적) 

폰의 신뢰수쥔l 영향올 받음 

박획용· 대인신뢰， 단i찜 대인신뢰， 단셰가입. 소극적 징치혐여기 징 

이회장· 정원!뢰륙성 및영 여. 정치참여， 지 입업부， 시업부 앵정부에 대한 부신뢰외 정의 인과관계， 연렁이 높올수혹 

조연싱 항요인(계링적) 역. 사회경제적 신뢰 그리고 여성의 경우 징원뢰가 높음. 적극 

(2때3) 배경 적 징치청여는 정부신뢰ot 부정적인 영양 

슨호중’ 
정원뢰의 영항요인 

정부능력. 공정 
공정싱·정부PR.칭여요인은 직접영양. 정부 

혜원호 성， 투영성， 정부 징윈l뢰 

(2때5) 
(계랑직) 

PR. 칭여 
능력·투영싱요인온 간집영헝 

양건오 정원!뢰 개념괴 타 정완!뢰는 따소적 개념: 정의， 형평성. 

(2007) 당성검증(채랑적) 힘업싱. 효윷싱. 특정집단의 기대에 부응 

뢰 게염을 사용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신뢰도 측 

정하고자 한다. 정부신뢰는 국정운영의 상위가치이므로 경험적 연구에서도 그 

개념융 보다 폭넓게 규정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ill. 정부신뢰 지표의 개발 

1. 정부신뢰의 개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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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신뢰의 개념올 구성하는 핵심 요인은 무엇일까? 많용 연구들이 정부의 

정책수행 능력과 공직자의 융리성율 정부신뢰의 주요 구성요소로 다룬다(오경 

민·박흥식， 2002; 이시원， 1994; Barber, 1983). 정책능력옹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률 명가하는 기능적 측면이고， 윤리성온 갱부가 얼마나 도 

턱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서두에서 일부 언급한 바와 갈이 공무원의 예산 

사용， 정책 정당성， 공익성， 공무원 능력， 정직성 둥으로 구성된 미시간대학 정 

치문제연구소의 표준적 지표체계; 능률성， 적절성， 공정성， 능력， 정직성 동으로 

이루어진 이시원(1994)의 지표체계; 신용성， 공명성， 정직성 둥으로 구성된 박종 

민(1991)의 지표체계 둥도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단순히 기능과 도덕성이라는 이분법적 분류만으로는 정부신뢰의 세부 

요소를 충분히 차별화 하여 촉정하지 못하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 때문에 관련 

연구들은 대체로 이분법적 분류흩 수용하연서도 각 벙주활 세분화하여 접근하 

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예컨대 오경민·박홍식(2002)은 단일문항적 측정에 더하 

여 기능적 기대요소로 전문지식 · 대용성·절약·능률 둥융， 윤리적 기대요소로 도 

덕성·정직·청렴 동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도 정부신뢰의 혹청에 기능적 측면과 윤리적 축연융 강조한다는 점에 

서는 기폰의 연구와 근본적인 접근율 달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기능과 윤리라 

는 이분법은 다양한 하위요소흉 포팔하기에는 지나치게 단순한 분류 방식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정부신뢰륭 다차원적 요소로 개념화 

함으로써 보다 정치한 이해훌 도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정부에 대한 신뢰차원올 정책이 

나 사업에 대한 업무성과， 공직자의 공직윤리와 업무능력， 정부기관의 기관역량 

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공직자의 업무능력은 기관역량의 구성요소로 포함시키 

고， 기관역량을 다시 관리역량과 정치역량으로 구분하여 결국 정부에 대한 ‘신 

뢰요소’를 업무성과·공직윤리·관리역량·정치역량의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눈다. 

이렇게 보연 정부신뢰의 이론적 유형올 크게 정책이나 사업의 업무성과에 대한 

성과신뢰， 공직자의 공직올리에 대한 윤리신뢰， 정부기관의 관리역량과 정치역 

량에 대한 역량신뢰로 구붐할 수 있다. 

신뢰요소의 설정과 관련하여 첨언할 것은 일반적으로는 측정지표 항목의 설 

정율 위해 연역적a로 개념율 구성한 후， 요인분석 퉁율 룡하여 그 개엽적 타당 

성율 실중적으로 확인하는 절차훌 거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도 위에서 제시한 

개념구성의 실증적 확인융 위하여 요인분석올 시도하였으나 분석결과는 연역적 

개영화와 일부 상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연역적 구성융 따롤 것이냐/ 귀 

납적 증거를 따를 것이냐률 선택해야만 한다. 본 연구는 요인분석 결과에 의한 

수동적 개념구성보다는， 이론적 타당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당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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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정부신뢰의 개념화: 대상·요소·유형 

신뢰대상 소
 
웬
-관
 

돼
찌
-서
A
 

료
 
로
-

디
T
 

신
 
씬
-
업
 

신뢰유형 

정책/사업 성과신뢰 

정부기관 

〈공직윤d 

fl뚫〈첼혈}J 
윤리신뢰 

공직자 

역랑신뢰 

연역적으로 구성한 개념올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였다.1) 

2. 정부신뢰 분석의 톨 

정부신뢰에 대한 위의 개념화를 토대로 본 연구의 분석 툴올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신뢰를 업무성과， 공직윤리， 정치역량， 관리역량 

둥 신뢰요소 중심의 ‘요소신뢰’와， 전반적인 신뢰수준을 총합적으로 판단하는 

‘종합신뢰’의 두 유형으로 나누어 접근한다. 여기서 요소신뢰를 요소별 중요도 

의 반영 여부에 따라 ‘가중요소신뢰’와 ‘단순요소신뢰’로 구분한다. 종합신뢰는 

다시 별도의 단일문항에 의해 측정하는 ‘단순종합신뢰’와 측정된 요소별 신뢰를 

합한 ‘요소종합신뢰’로 구분된다. 결국 단순종합신뢰의 개념적 분해가 요소신뢰 

라면， 요소신뢰의 사후적 통합이 요소종합신뢰라고 할 수 있다.<그립 1>에 제 

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일반 국민과 공직자를 적용대상으로 하여 이들 종합 

신뢰와 요소신뢰를 측정한다. 전자는 정부에 대한 국민적 ‘외부신뢰’이고， 후자 

는 정부 구성원 스스로의 ‘내부신뢰’이다. 

요소신뢰는 기본적으로 업무성과 공직윤리·정치역량·관리역량의 네 가지 ‘신 

뢰요소’별로 몇 가지 ‘신뢰기준’올 셜정하고 각 기준에 따른 ‘신뢰지표’에 의해 

명가하도록 설계하였다. 구체적으로 업무성과는 경제성·능률성·효과성， 공직윤 

리는 청렴성·공정성·책임성·봉사성， 정치역량은 민주성·대웅성 · 형평성 · 리더십， 

그리고 관리역량은 업무능력 · 정책과정-일관성·투명성의 기준에 의해 평가된다. 

요소신뢰는 측정방법에 따라 각 요들 간의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고려한 ‘가 

중요소신뢰’와 고려하지 않은 ‘단순요소신뢰’의 두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 측정개념의 붐석에서 이론적 구성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디len & 
Rossi( 1980)흩 창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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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부에 대한 외부신뢰와 내부신뢰 분석의 툴 

이그| 종합신뢰 lól뿔 | 닮釋뺑I 많짧繼 I L.γl 

국 1 [i]1 • I r.n 

휩 | 앓짧훨「 | 렐 
뻐 빼 | 무 
덜J 1.업무성과 l공직윤리 ·정치역량 ·관리역량 l 털l 

미 I I - 경제성 - 청렴성 - 민주성 - 업무능력 I I 워 
- ‘ I - 능률성 - 공정성 - 대응성 - 정책과정 | ‘ -

〈그 I - 효과성 - 책임성 - 형평성 - 일관성 |亡〉
、 I _ 봉사성 - 리더십 - 투명성 I " 

.단순요소신뢰와 가중요소신뢰 

3. 정부신뢰 지표체계와 자료 

〈표 3>은 〈그립 1>의 분석 툴에서 밝힌 요소신뢰의 4개 신뢰요소와 종합신 

뢰의 2개 신뢰유형별로 정부신뢰를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과 지표를 제시 

한 것이다. 요소신뢰는 업무성과·관리역량·정치역량·공직윤리 각각에 대해 기준 

별 지표의 측정값 평균이 해당 요소의 정부신뢰 수준이 된다. 측정지표에는 단 

일지표 또는 복합지표가 있는데， 복합지표의 경우에는 가중치 없이 산술평균을 

사용했다. 설문에 대한 웅답은 ‘매우반대(1 점)， 반대， 보통， 찬성， 매우찬성(5점)’ 

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가중요소신뢰는 요소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고려한 

요소별 가중치에 요소별 신뢰접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때 요소별 가중치를 산 

정하기 위해 설문 웅답자로 하여금 네 가지 신뢰요소에 대하여 전체를 100으로 

했을 때 각 요소의 정수를 매기도록 하였다. 종합신뢰의 요소종합신뢰는 요소별 

신뢰점수의 평균값이고， 단순종합신뢰는 ‘선생님께서는 현 정부를 어느 정도 신 

뢰하십니까?’라는 별도의 단일문항에 의한 신뢰접수(5점 척도)의 평균이다. 

설문조사는 2004년 l 월 15, 16 양일간 이루어졌다. 설문대상 표본은 국민의 

경우， 조사의편의상 서울 시민올 대상으로 하였으며 인구 규모 및 소득분포를 

적절히 고려하여 선정한 서초구， 종로구， 강서구， 성북구， 강동구 둥 5개구 구청 

의 민원부서를 방문하는 시민 중에서 각 100명씩 도합 500명으로 하였는데 실 

제 설문웅답자는 총 442명이었다. 조사방법온 표본의 왜곡올 줄이기 위해 민원 

인을 무작위 선착순으로 정하여 설문올 시행하였다. 공직자의 경우，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균형용 고려하여 선정한 5개 부서의 공직자 400명올 대상으로 조 

사하였으며 실제 설문용답자는 35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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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정부신뢰 측정올 위한 지표체계 

신유형뢰 요 신쇠유 뢰형 신뢰기훈 
‘-

신뢰지표 m[ *· 그 F ji 
업무성과 

경제성 투입절약도 
능률성 투입대비 산출 

‘ (정책/사업) 
」

효과성 목표달성도 
、 업무능력(공직자) 전문성，정보화，협조성 

‘ . . ' 판리역량 정책과정(정부기관) 정책결정，정책집행，정책평가 
‘ 

(정부기관) 일관성(정부기관) 상위정책， 정치상황，정책운용 
투명성(정부기관) 행정절차，정보공개 

민주성 주민참여，민의반영.대민홍보 
묘 대응성 요구충족，갈등조정 
~‘、 정치역량 

형평성 계충간(소극적). 복지(적극적) 
신뢰 (정부기관) 

국정방향/목표， 기대가능성 
리더십 

참여고취 

부정부패의 체감도 
청렴성 부정부패의 영향 

반부패노력도 
공직윤리 

그c:1， j ζ어J A C>4 정직성.공정성 
1 

(공직자) 
법적·관리적 책임 1 , 

책임성 
- ι 정치적 책임 

봉사성 공익정신，서비스정신 

요소종합신뢰 요소신뢰의 기준 요소별(5 신정뢰점 척수도의) 평균 

E않종합신뢰 통합적 신뢰인식 단일문항(5에점 의 척한도 신)뢰평균 

IV. 정부신뢰 수준의 측정 

1. 응답자의 톡성 

〈표 4>는 수집된 자료에서 시민과 공직자의 공통조사 항목인 성별， 연령별， 

학력별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2) 먼저 시민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올 살펴보면， 전 

체 웅답자 중 남성이 61 .3%로 여성보다 많고， 연령온 20-29세가 46.6%로 가장 

2) 실제 조사에서 국민에 대하여는 직업과 계층융， 공직자에 대하여는 직급과 경력올 추 
가하였다 국민 웅답자의 직엽은 회사원 30.7%, 학생 24.8%, 사업가 18.9%, 주부 8.7%, 
기타 5.9"10로; 계충은 상류 4.7%, 중류 83 .4%, 하류 1 1.8%로 조사되었다. 공직자의 경 
우， 직급은 3급 이상 0.3%， 4급 6.2%， 5급 34.40/0, 6급 이하 58.~설; 경력은 10년 이하 
47.0%, 11-20년 37.00/0, 21-30년 16.0%로 나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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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민과 공직자의 인구통계학적 륙성 

빈도 쁨
 -
밸
-
밝
-
빼
-
짧
-
빼

-
뺑
 

센
 -
뻐
 

-n 

-
짜
 

100.0 

209 46.6 48.7 20-29세 19 5.4 5.8 
105 23.8 24.8 3<Þ39세 176 50.0 53.7 
66 14.9 15.6 40-49세 105 29.8 32.0 
46 10.4 10.9 50세이상 28 8.0 8.5 
19 4.3 곁혹강 24 6.8 

442 100.0 100.0 합계 352 100.0 100.0 

8 1.8 1.9 고등학교이하 2 0.6 0.6 
79 17.9 18.5 고등학교졸업 9 2.6 2.6 

123 27.8 28.7 대학교찌|학이나중퇴 8 2.3 2.3 
180 40.7 42.1 대확교줄업 248 70.5 72.1 
22 5.0 5.1 대학윈째학이나중퇴 17 4.8 4.9 
11 2.5 2.6 석사 55 15.6 16.0 
5 1.1 1.2 박사 5 1.4 1.5 
14 3.2 곁혹값 8 2.3 

442 100.0 100.0 합계 352 100.0 100.0 

학력 

.결측치를 제외한 값. 

많다. 용답자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40.7%로 가장 많았다. 공직자 용답자의 

경우， 남성이 83.2%로 여성보다 많았다. 연령은 30-39세가 50%로 가장 많았으 

며， 40-49세가 29.8%로 두 번째이다. 학력온 대학교 졸업이 70.5%로 가장 많았 

다. 양자를 비교해 보면 국민에 비하여 공직자의 남성 비율이 현저히 높고， 연 

령과 학력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과 공직자의 인구통계학적 차이는 

응답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조사결과의 해석에 이를 고 

려해야 할 것이다. 

2. 단순요소신뢰 

1 ) 업무성과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점수는 국민 2.13, 공직자 

3.15로 나타나 정부의 업무성과에 대하여 국민은 다소 부정적으로， 공직자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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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업무성과에 대한 신뢰 

션획 신희 운항 국민 공(직B)자 훌윤 A-B t강 기훈 져표 번호 (A) 
경제성 후입절약도 1-1 1.93 3.18 2.55 -1 .25 -2.04 ••• 
능률성 후입대비 산출 1-2 2.06 3.12 2.59 -1.06 -1 9.30 ••• 
효과성 목표당성도 1-3 2.41 3.18 2.80 -0.77 - 14.60 ••• 

전체챙끌(업무성과) 2.13 3.15 2.64 -1.02 -22.20 ••• 

주: …p(0.001 

통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두 집단 간 업무역량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녔다(p<O.OOI). 

2) 관리역량 

관리역량에 대한 평가점수는 국민 2.50, 공직자 3.17로 정부의 관리역량에 대 

하여 국민온 다소 부정적으로， 공직자는 보통수준으로 명가하고 있다{<표 6> 참 

조). 두 집단 간 관리역량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 

다'(P<O.OO I ). 판리역 량의 하위요소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국민은 업무능력， 일 

관성， 투명성 순으로， 공직자는 업무능력， 투명성， 정책운용， 일관성 순으로 높게 

명가하고 있다. 

〈표 6> 관리역량에 대한 신뢰 

신뢰 신뢰 문항 국민 공직자 
명균 t값 

기훈 지표 번호 (A) (B) A-B 

전문성 2- 1 3.05 3.49 3.27 -0.44 -8.28 ••• 
~、J1C1- 정보화 2-2 2.77 3.42 3.10 -0.64 -11 .88 ••• 
능력 협조성 2-3 2.24 3.19 2.71 -0.95 -16.64 ••• 

평균 2.68 3.35 3.02 -0.67 -16.18 ••• 
정책겉정 2-4 2.48 3.00 2.74 -0.52 -9.85 ••• 

정책 정책집행 2-5 2.35 3.08 2.71 -0.73 -13.57" •• 
과정 정책평가 2-6 2.54 3.42 2.98 -0.89 -17 .01 ••• 

평균 2.44 3.15 2.08 -0.71 -16.39 ••• 
상위정책 2-7 2.69 2.97 2.83 -0.28 -4.56 ••• 

일관성 
정치상황 2-8 2.67 3.37 3.02 -0.69 -13.02 ••• 

정책적용 2-9 2.32 2.32 2.32 0.00 0.07 
평균 2.55 2.87 2.71 -0.33 -7.63'" 

행정절차 2- 10 2.37 3.30 2.83 -0.93 -15.97"'. 
투명성 정보공개 2-1 1 2.36 3.37 2.86 -1.02 -18.16 •• ' 

평균 2.36 3.32 2.84 -0.96 -19.12". 
’‘ 전체횡윤(판리역량) 2.50 3.17 2.84 -0.67 -20.19'" 

주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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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치역량 

〈표 7>은 정부의 정치역량에 대한 국민과 공직자의 평가를 나타낸 것이다. 

정치역량에 대한 평가도 국민은 2.47, 공직자는 3.23으로 국민은 정부의 정치역 

량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공직자는 보통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두 집 

단 간의 정치역량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P<O.OOI). 정치역량의 하위요소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연 국민은 리더섭， 민주성， 

형평성， 대웅성 순으로， 공직자는 민주성， 형평성， 리더섭， 대응성 순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 

〈표 7> 정치역량에 대한 신뢰 

신뢰 신뢰 문항 국민 공직자 
평균 A-8 t값 

기준 지표 번호 (A) (8) 
주민참여 3- 1 2.65 3.25 2.95 -0.61 - 10.97* •• 

민주성 
민의반영 3-2 2.51 3.43 2.97 -0.92 - 15.61 ••• 

PR 3-3 2.46 3.32 2.89 -0.86 -14.61' •• 
평윤 2.53 3.33 2.93 -0.80 - 17.67* •• 

요구충족 3-4 2.25 3.15 2.70 -0.90 -15.85' •• 
대응성 갈등조정 3-5 2.39 3.07 2.73 -0.68 - 11 .62 ••• 

평균 2.30 3.10 2.70 -0.80 -15.83 ••• 
계층간 

3-6 2.72 3.29 3.01 -0.58 -7.96 ••• 
(소극적형평) 

형평성 복지 
3-7 2.34 3.26 2.80 -0.92 - 14.1 1' •• 

(적극적형평) 

평균 2.52 3.27 2.90 -0.75 - 13.84' •• 
국정방향 3-8 2.30 3.09 2.70 -0.79 - 13.21 ••• 

리더십 
기대가능 3-9 2.67 3.25 2.96 -0.58 -9.70.'. 
참여고취 3- 10 2.72 3.41 3.06 -0.69 -1 1.01 •• ' 

평균 2.55 3.25 2.90 -0.69 -14.92 ••• 
전체평균(정치역량) 2.47 3.23 2.85 -0.76 -19.36'" 

주 ***p (O .OOl 

4) 공직윤리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평가점수는 2.48로 다소 부정적이지만， 공직자의 평 

가접수는 3.53으로 긍정적인 편이대〈표 8> 참조). 두 집단 간 공직윤리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O.OOI). 공직올리의 하위요소 

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국민은 봉사성， 공정성， 책임성， 청렴성 순으로， 공직 

자는 봉사성， 청 렴성， 공정성， 책임성 순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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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공직윤리에 대한 신뢰 

.신뢰 신뢰 g‘」S‘~ 국민 공직자 
평균 A-8 t값 

기준 지표 번호 (A) (8) 
부패체감 4- 1 2.57 3.78 3.17 -1. 21 - 19.33'" 

청렴성 
부패의영향 4-2 2.22 2.90 2.56 -0.69 -8.82'" 
반부패노력 4-3 2.20 3.17 2.68 -0.97 -16.25'" 

평균 2.29 3.27 2.78 -0.98 -20.96'" 

정직성 
4-4 2.42 2.93 2.67 -0.51 -7.65'" 
4-5 2.54 2.78 2.66 -0.24 -3.66' " 

공정성 
공평성 4-6 2.71 3.66 3. 19 -0.95 -17.10'.' 

평균 2.55 3.12 2.83 -0.57 -18.91 ••• 
법관리책임 4-7 2.56 2.59 2.57 -0.03 -0.47 

책임성 정치적책임 I 4-8 2.46 3.03 2.74 -0.57 -8.28'.' 
평균 2.49 2.80 2.65 -0.31 -5.21' •• 

공익정신 4-9 2.66 3.56 3.11 -0.90 - 15.53". 
봉사성 서비스정신 4-10 2.52 3.51 3.02 -0.99 -16.69'" 

평균 2.58 3.53 3.05 -0.95 -18.07'" 
전체평균(공죄윤리) 2.48 3.18 2.83 -0.70 -18.91'" 

주: "'p(0.001 

5) 단순요소신뢰의 종합 
〈표 9>는 위에서 논의한 요소별 정부신뢰의 측정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항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국민은 관리역량， 

공직윤리， 정치역량， 업무성과의 순으로， 공직자는 정치역량， 공직올리， 관리역 

량， 업무성과의 순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 또한 각 요소에 대한 국민과 공직 

자의 인식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p<0.001 )하다. 다음으로， 요소별 신뢰를 종 

합적으로 살펴보아도(요소종합신뢰) 국민의 정부신뢰와 공직자의 정부신뢰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의 요소평 

균은 2.40, 공직자의 요소평균은 3.18로 나타나， 단순요소종합에 의한 정부신뢰도 

〈표 9> 단순요소신뢰 분석의 종합 

신뢰요소 국민(A) 공직자(8) A-8 →t값 

업무성과 2.13 3.15 - 1.02 -22.20' " 

관러역량 2.50 3.17 -0.67 -20.19'" 

정치역량 2.47 3.23 -0.76 -19.36'" 

공직윤리 2.48 3.18 -0.70 - 18.91." 

(단순요평소균종합신뢰) 2.40 3.18 -0.78 -23.29." 

주 ***p(O.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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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부청적인 반연 공직자는 보통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들 간의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ú><O.OOI). 

양 집단 간의 인식 차이는 여러 가지 요인에서 기인할 수 있다. 첫째， 주인-대 

리인의 판점에서 보면 주인인 국민은 항상 감시자의 입장에서 비판적인 시각으 

로 대리인융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Weaver， 1988). 둘째， 소비자-공급자 

의 관점에서 보연 일반적으로 소비자인 국민은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 문제점이나 부족한 측면 퉁융 지적하고， 공급자인 정부는 주로 장점율 부 

각시키게 된다. 셋째， 일반 국민은 항상 정부로부터 더 많은 서비스률 제공받고 

싶어 한다. 심지어 국민들온 더 적용 세금올 내거나 작온 정부를 주장하연서도 

더 많은 또는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한다. 

3. 가중요소신뢰 

지금까지의 논의는 각 신뢰요소 간의 중요도에 차이가 없다는 가정 하에 이루 

어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 요소벌 중요도에 대한 용답자의 인식에는 차이 

가 있올 수 었으므로 이를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요소벌 중요도에 

대한 용답자의 인식올 조사하여 기충치를 구하.31， 정부신뢰의 네 가지 요소밸로 

이를 반영한 ‘가중요소신뢰’롤 산출한다. 

1) 요소별 가중치 

〈표 10>온 정부신뢰의 네 가지 요소별 가중치를 나타낸 것이다3). 각 요소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은 국민의 경우， 공직윤리〉업무성과〉관리역량정치역량 순 

으로， 공직자의 경우에는 업무성파〉공직윤리〉관리역향정치역량 순으로 나타났 

다. 국민은 행정행위자인 공직자의 융리룰 정부신뢰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 

하는 반연， 공직자는 정부의 업무성과를 더 중시합율 알 수 있다. 

〈표 10) 요소별 신뢰의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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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중요소신뢰의 측정 

〈표 11>옹 위에서 구한 가종치촬 정부신뢰의 4개 구성요소에 각각 적용하여 

3) 가중치 값용 썰문을 통해 용답자에게 청부신뢰의 네 가지 구성요소애 대한 중요도률 

평가하게 하고 이들 항목의 합이 100%가 되도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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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국민과 공직자의 가중요소신뢰 비교 

신뢰요소 국민(A) 공직자\8) A-B t값 
업무성과 2.23 3.44 -1. 20 -24.58'" 
관리역량 2.44 3.11 -0.67 -20.70'" 
정치역량 2.10 2.80 -0.60 -20.83'" 
공직윤리 2.81 3.38 -0.57 -14.00'" 

(7f충요평소종균합신뢰) 2.40 3.l8 • 0.78 -23.17'" I 
주: "'p(0.001 

국민과 공직자의 가중요소신뢰를 산정한 것이다. 시각적 이혜를 돕기 위해 이롤 

그립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2>이다. 국민과 공직자의 신뢰요소별 가중치의 차 

이를 감안할 때， 단술요소신뢰보다는 가중치를 적용한 가중요소신뢰에 더 큰 의 

미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표 11>과 〈그립 2>의 가중요소신뢰 분석올 통해 세 

가지 사항올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가중치를 고려할 경우 국민의 정부신뢰(<그링 2>의 실선)는 공직윤리〉 

판리역풍업무성과〉정치역량 순이다. 가중요소신뢰는， 관리역향공직윤리〉정치 

〈그림 2> 국민과 공직자의 가중요소신뢰 도시(뻐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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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업무성과의 순을 보였던 단순요소신뢰와 달리， 정치불신이 가장 크다는 것 

을 보여준다. 또한 국민의 정부신뢰는 요소별로 신뢰도 격차가 비교적 커서 신 

뢰사각형이 정사각형에서 멀어지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공직자의 가중요소신뢰(<그립 2>의 정선)는 업무성과〉공직윤리〉관리역 

량정치역량 순이다. 이 결과는 정치역량〉공직윤리〉관리역뽕업무성과의 순올 

보였던 단순요소신뢰와 대비된다. 즉， 단순요소신뢰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었던 

정치역량이 가중요소신뢰에서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요소별 신 

뢰도 격차가 비교적 큰 국민의 경우와는 달리， 공직자의 경우는 요소별 신뢰격 

차가 비교적 작아 신뢰사각형이 보다 정사각형에 가깝게 되는 특정올 보인다. 

셋째， 신뢰사각형의 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요소에 대한 국민의 정부신뢰 

가 공직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요소별 명가의 차이가 가장 큰 것 

은 업무성과{-1.20)이고 가장 작은 것은 공직윤리(-0.57)이다. 

4. 종합신뢰 

1) 단순종합신뢰 

단순종합신뢰란 전반적인 정부신뢰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선생님께 

서는 현 정부를 어느 정도 신뢰하섭니까?’라는 단일 문항에 대한 반웅을 5점 척 

도(매우신뢰=5， 신뢰=4， 보통=3， 불신=2， 매우불신=1)로 측정한 것이다<표 1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과 공직자 집단 간의 정부신뢰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현저한 것으로 나타녔다(p<0.01). 즉， 국민의 신뢰평균 2.3 1로 공직자의 신뢰평균 

3.30에 비해 상당히 낮으며， 국민의 정부신뢰 수준은 다소 부정적이고， 공직자의 

정부신뢰는 보통수준올 약간 상회하고 있다. 

〈표 12> 단일문항에 의한 단순종합신뢰 수준 

주: .'.p(O.OOl 

국민(A) 

2.31 

2) 요소종합신뢰 

공직자(8) 
3.30 

A-8 
-0.99 

t 값 
-15.45". 

요소종합신뢰는 앞에서 산출한 요소신뢰의 평균값인데， 가중치의 합은 100% 

이므로 단순요소신뢰의 명균값(단순요소종합신뢰)과 가중요소신뢰의 평균값(가 

중요소종합신뢰)은 같다.<표 11>의 맨 하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의 경우 

요소종합신뢰는 2.40으로 부정적인 수준이지만， 공직자의 요소종합신뢰는 3. 18로 

보통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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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의 요소종합신뢰 수문율 〈표 12>의 단순종합신뢰 수준과 비교해 보 

면， 양자 모두 국민의 정부신뢰가 공직자의 정부신뢰보다 용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춘에서 낮게 평가되고 있다'(p<0.(애1 ). 다만， 국민의 청우에는 단순종합신뢰도 

(2.31)가 요소종합신뢰도(2.40)보다 초금 낮고， 공직자의 경우에는 단순종합신뢰 

도(3.3이가 요소종합신뢰도(3.18)보다 조금 높은 것이 차이라 할 수 있다. 

5. 개인 특성과 정부신뢰의 관계 

지금까지의 분석융 통해 정부신뢰에 대한 국민과 공직자 간의 인식에는 유의 

미한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차이를 전적으로 이들 두 집단 

각자의 입지에 의한 명가경향의 차이(‘이론적 논의‘ 창조)로만 돌렬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국민과 공직자 용답자 간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표 4> 참조)에 

의한 영향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민과 공직자의 개인적 특성이 정부신뢰에 미친 

영향올 확인하기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국민의 경우에는 성별(남성 

=1, 여성=0)， 나이， 학력， 계충융 독립변수로 하였고， 공직자의 경우에는 성별， 

나이， 학력， 직급， 경력융 독립연수로 하였다. 종속변수인 정부신뢰는 단일문항 

척도에 의한 단순종합신뢰 값융 사용하였다. 

정부신뢰에 대한 국민 개인적 특성의 회귀분석 결과는 〈표 13>에서 보듯이 

여성일수록， 학력이 높올수륙 정부신뢰가 높은 반면， 연령과 계충은 유의미한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국민의 개인특성 변수들 가운데 성별(ß 

=-0.11)이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작용합올 알 수 있다. 한편， 공직자에 대한 회 

귀분석 결과는 회귀모형의 셜명력이 매우 낮게 나타났율 뿔만 아니라(Rι= 

0.031), 독립변수의 모든 회귀계수가 유의하게 검증되지 않았다(회귀분석 결과표 

생휘. 따라서 공직자의 경우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갈다.4)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근거로 우리는， 국민이 공직자보다 정부신뢰를 상대적 

으로 낮게 명가하는 본래적 경향의 차이를 논외로 한다고 해도， 국민의 개인적 

륙성이 양 집단 간의 정부신뢰 격차에 유의미한 영향율 미친 것으로 추를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여성비율옹 신뢰격차 축소방향으로， 학력온 확대방향으로 작 

용하였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연 본 연구의 표본에 있어서 국민의 경우 공직자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여성비율이 높고 학력이 낮기 때문이다. 

4) 이와 같이 국민의 경우와는 달리 공직자 집단에서 인구룡계학적 륙성에 따른 정부신 

뢰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는 것용 동일한 ‘직업의식’ 요인이 인구흉계학척 특성에 따 

흔 차이를 희석시키는 것으로 추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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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정부신뢰에 대한 국민 개인적 특성의 회귀분석 결과 

‘ι 

비표훈확계수 표준화계수 t값 、‘

구분 
B 표훈오차 써}에 p 

상수 2.12 0.25 8.32 
성밸( -0.20 0.09 -0.11 -2.25* 
연령 0.01 0.01 -0.07 -1.38 
학력 0.09 0.04 0.10 2.03* 
계층 0.03 0.04 0.04 0.87 

모형적합성 R2 = 0.031. F= 3.260. 유의확률= 0.012* 

주: 'p<O.05 

v. 결론 및 정책적 합의 

정부신뢰는 국정운영의 성공올 가늠할 수 있는 상위가치로서의 중요성올 갖 

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부신뢰의 다양한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일반 

국민과 공직자에 적용하여 신뢰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표본의 크기와 구성 그 

리고 대표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를 통해 정부신뢰의 다차원적 개념화 

와 외부신뢰-내부신뢰 구분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시도는 정부신뢰에 대한 현실적 이해의 폭울 넓히고 정책적 대웅의 수단올 강 

구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우선 이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같다. 

첫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종합신뢰는 대체로 부정적인 반면， 공직자의 종합 

신뢰는 보통수준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의 정부신뢰 평가에 분명한 차이를 보 

이고 었다. 이러한 신뢰격차는 표본구성과도 관계가 있지만 주로 서로 다른 입 

지에서 오는 평가경향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요소신뢰에도 대체로 같은 평가경향올 보였지만 요소별 순위를 달리한 

다. 즉， 일반 국민은 <D공직윤리， @관리역량， @업무성과， @정치역량의 순으로， 

공직자는 <D업무성과， @공직윤리，@판리역량， @정치역량의 순으로 높은 신뢰 

를 보였다. 일반 국민은 공직윤리를， 공직자는 업무성과를 가장 높게 평가하나， 

두 집단 모두 정치역량올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셋째， 정부신뢰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인식에 있어 

서도 국민과 공직자는 차이를 보인다. 국민은 @공직윤리， @업무성과， @관리역 

량， @정치역량의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반면， 공직자의 중요도 인식 

은 @업무성과， @공직올리，@관리역량， @정치역량의 순이다. 

넷째， 정부신뢰의 네 가지 요소에 대한 신뢰수준과 상대적 중요도는 대체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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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공직자가 명가하는 정부신뢰의 요소별 순위는 각 요소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같았다. 국민의 경우에는 가장 중시하는 공직융리는 신뢰도 

에서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두 번째로 중요한 항목으로 인식된 업무성과 

는 세 번째로 높은 신뢰평가톨 받았지만 그 차이는 현저하지 않다. 

다섯째，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정부신뢰의 관계는 국민의 경우， 여성일 

수록， 학력이 높올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온 것으로 나타녔다. 그러나 공직 

자의 경우는 개인별 특성이 갱부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율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때문에 공직자에 비해 여성 비율이 높고 학력이 낮은 일반 국민의 

표본 구성이 신뢰격차에 다소의 영행여성은 격차축소， 학력은 격차확대)율 미 

쳤올것으로본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정책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분석결과가 보여주듯이 전반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형편이 

므로 정부신뢰 제고률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도는 부정척인 수춘이며， 자신에 대한 관대화 경향이 있융 것으로 짐작되는 공 

직자의 신뢰도마저도 겨우 보룡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이 낮은 신뢰수 

준옹 국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신뢰향상용 위해 한 정부의 전향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유념할 것은 업무의 객판적 성과가 제고된다고 해서 

반드시 이 요소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신뢰가 껴판 

적 성과와 전혀 무판하다고 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신뢰는 주관적 인식의 

문제이므로 객관적인 성과와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신뢰향상올 위해서 

는 성과제고에 부가하여， 신뢰주체의 인식 개선울 위한 홍보강화 둥 다양한 수 

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분석결과에서 일판되게 확인되듯이 정부신뢰에 대해 국민과 공직자 간 

에 현저한 격차가 존재하므로 이톨 줄이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 

건대， 우선 국민의 입장에서는 공직자가 정부신뢰를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아전 

인수격으로 평가한다는 불신감융 갖기 쉽다. 한편， 공직자는 자신의 노력이 정 

당하게 명가받지 못한다는 피해의식으로 자칫 사기가 떨어질 수 있으며， 자신올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는 국민에 대하여 불만을 가질 수 있다. 결국 국민과 정부 

간 신뢰인식의 괴리는 양자 간에 상호불신의 원인이 휠 수 있으므로 정부성과 

의 저하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신뢰요소 

별 보완대책올 추진하고， 다른 한면으로는 홍보대책율 강화해야 한다. 특히 신 

뢰의 상당 부분이 정보와 심리적 요소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후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물론 과장된 홍보는 바랍직하지 않지만 정당한 홍보는 정부성과의 

향상율 위해서도 긍정적인 기농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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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신뢰개선올 위한 정책적 노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연 신뢰요소별 전 

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공직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치역량 

과 판리역량의 신뢰요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신뢰도 제고왈 위한 노력올 기울여 

야 할 것이다. 국민들온 특히 정치역량과 업무성과에 대한 불신이 크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국민과 공직자 모두에게 가장 불신이 

큰 정치역량의 강화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다만， 신뢰요소 간의 

격차률 고려한 전략적 접근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이라는 정융 유녕할 필요가 있 

다. 예컨대， 국민의 경우 정치역량과 업무성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 

된 공직윤리나 관리역량의 신뢰제고에도 적절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네 가지 요소들 간의 신뢰도 차이가 현저하지 않은 

정융 고려할 때 전략적 고려가 과장되지 않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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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rust in Government' 

Index: A Comparative Analysis of External and 

Internal Trust 

Hyunku Kim.Seungjong Lee'Do Lim Choi 

[n this study we pursue developing diverse indices of trust in government and 

applying them to Korean situation. Unlike earlier works that focused only on citizen's 

extemal trust, this study adds public official’s intemal trust in measuring trust in 

govemment in order to pr。이de a more ∞mplete picture. Our trust indices identify 

as categoric허 elements administrative performance, management capacity, politic허 
capacity, and public ethics in add.ition to a ∞mprehensive perception. This study 

an허ytically compares extemal and intemal trust on both categorical and ∞mprehensive 

levels. Overall, the analytical results show that the perception of ∞mprehensive 

extemal σust appears to be more or less negative, while that of comprehensive 

intemal trust on the average. As for the trust in categorical elements, extemal trust 

exh.ibits high levels in public ethks and management capacity, while showing low 

levels in administrative perform뻐ce and p이iti때 capacity. Levels of intemal trust 

are relatively high in administrative performan∞ and p이itical ethics, while low in 

m하lagement capacity and politic허 capacity. We discuss some policy guide파les for 

e퍼lancing trust in govemment on the bases of empirical findings. πlis paper sheds 

some light on the importance of multidimentional conceptualization 뻐d 

extemal-intemal distinction in the studies of trust in govemment. 

[Key words: trust, trust-in-govemment, intemal trust, external trust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