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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Type of Trust Matters?:
Interpersonal vs. Institutional vs. Political Trust
(신뢰의 유형과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

사람 ․ 제도 ․ 정치에 대한 신뢰를 중심으로)
황인도

(연구 배경)
□ 국가 간 지속적인 성장률 격차를 설명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사
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ㅇ 사회적 자본은 신뢰, 네트워크, 규범 등 협력과 참여를 유도하는
사회의 무형자산으로, 생산함수에서 노동, 자본, 기술진보 등과
함께 성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이해 가능(KDI, 2007)
ㅇ 특히 노동 및 자본(physical capital)의 양적 투입에 의한 성장에 한
계가 노정되면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축적을 통한 성장 잠
재력 제고에 대한 관심이 점증
□ 본고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 요소인‘신뢰’(trust)가 경제성장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
ㅇ 지금까지의 관련 연구는‘대인 신뢰(interpersonal trust)’로 한정하
여 신뢰를 정의하고 측정하였으나 신뢰는 대인 신뢰뿐만 아니라
제도에 대한 신뢰(trust in institutions), 정치에 대한 신뢰(political
trust)도 포괄하는 넓은 개념

⇒ 본 연구는 신뢰의 범주를 ① 사람에 대한 신뢰(대인 신뢰) ② 제도에
대한 신뢰(예: 공정한 법집행에 대한 신뢰, 재산권 보호에 대한 신뢰), ③ 정
치에 대한 신뢰(예: 정부, 정당에 대한 신뢰)로 나누어 신뢰 유형과 경
제성장 간의 관계를 연구
문의처: 황인도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 (☎ 5362)
※ 이 연구 내용은 집필자 개인 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따
라서 본 논문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 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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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방법)
□ 세계 가치관 조사(World

IMD 세계 경쟁력 연감(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의 서베이 결과를 신뢰 대용지표로 이용하여,
세 유형의 신뢰를 지수화
Values

Survey)와

유형별 신뢰 지수
유형

변수명

대인 신뢰
(Interpersonal trust)

Most People
Justice

제도 신뢰
(Institutional trust)

Property Rights
Legal System
Government Policy

설문내용
일반적으로 말해,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most people can be trusted)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
(fair administration of justice)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
(person and property is protected)
사법 시스템(legal system)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고 계십니까?
정부가 새로운 경제상황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정책을 조정한다.

출처
WVS
IMD
IMD
WVS
IMD

정치 신뢰

Government

정부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WVS

(Political trust)

Political Party 1

정당들이 오늘날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다.

IMD

Political Party 2

정당들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WVS

주: IMD는 해당국에 거주했던 (다국적) 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설문하며, 신뢰도에 따라 6점 척도(6-5-...-1)로 응답.
WVS는 각국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하며, 신뢰도에 따라 4점 또는 2점 척도(신뢰-신뢰하지 않음)로 응답.
계량 분석에서는 IMD 및 WVS의 응답을 0-10 크기로 변환한 변수를 이용

□ 46개국의 성장모형(growth regression)을 이용하여 신뢰 요인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ㅇ 횡단면 분석*과 함께 패널 데이타 분석도 실시하여 국가별 고유효과
(country fixed effect)를 통제
*                 ,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통제변수
  : 초기소득(96년 1인당GDP), 교육, 투자재상대가격, 정부지출/GDP비중, 수출입/GDP비중, 지역 더미변수

ㅇ 성장회귀분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의(bias)가 최소화 되도록 ① 문헌
에서 검증된 성장에 영향을 주는 통제변수(   )를 사용하여 변수선택의
임의성을 배제하고, ② 설명변수는 과거값(predetermined variable, 96년 자
료)을 이용하여 역의 인과관계 (   →   ) 문제를 완화하고, ③
2단계최소자승법 및 일반화적률법(GMM)을 적용, 내생성을 완화
(분석 결과)
□ 횡단면 분석 결과 (OLS 및 2SLS), 세 유형의 신뢰 중‘제도에 대한 신뢰'가
경제성장(1997-2012년 평균 1인당 실질GDP 성장률)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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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 영향의 정도는 교육(고교 등록률) 격차가 국가간 성장률 차이를 설명
하는 정도의 2배 정도로,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됨
* 동 결과는 통제변수의 추가·제거, 비정상 관측치(outlier)의 배제, 중위 회귀분석
(median regression) 적용 시에도 유사하게 나와 매우 강건(robust)한 것으로 나타남

□ 패널 데이터 분석 결과,‘제도에 대한 신뢰→성장’으로의 정(+)의 인과
관계(causality)가 성립
ㅇ 제도에 대한 신뢰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주로 신뢰 수준이 높은
제도 하에서의 “투자 확대”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시사점)
□ 본고의 결과는 법집행의 공정성, 물적·지적 재산권 보호, 사법 시스템
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제도 설계(mechanism design)가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음을 시사
□ 제도에 대한 신뢰는 게임의 규칙(rule) 또는 유인 구조(incentive structure)에
대한 믿음을 의미
ㅇ 제도에 근거한 신뢰는 (i) 보상(payoff) 구조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상
대방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며 (ii) 이는 특히 거래 상대방의
유형(type)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거래
(trade) 성사 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 이는 어떤 게임에서 게임의 규칙(제도 신뢰)이 공정하게 집행된다고 하
면, 게임의 상대방(대인 신뢰)과 게임의 규칙을 설계한 사람(정치 신뢰)에
대한 신뢰가 낮더라도 게임에 참여하게 되는 상황과 유사
신뢰의 유형별 특징
신뢰의 대상 (게임 상황을 가정)

특 징

제도
신뢰

익명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뢰
게임의 규칙(rule) 또는 유인 구조(incentive (generalized trust) 형성
structure)에 대한 믿음
→ 경제활동과 연관성 높음

대인
신뢰

게임 상대방(player)의 유형에 관한 믿음

정치
신뢰

게임 규칙 제정자(rule-maker)에 대한 믿음 간접적으로 제도와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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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특수화된
신뢰’
(particularized trust)에 가까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