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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trust and distrust perception of our society about science and

technology. In addition to examining trust and distrust in science and technology, we also looked at trust and

distrust in geoscience technology. In addition, by comparing the levels of trust and distrust in science and

technology and geological resource technology, the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reliability of geological resource

technology are drawn. This study surveyed male and female office workers over 20 years of age working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on the trust and distrus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respondents showed above-average trust in science and technology and geological resource technology. According

to the gender or age of respondents, there was no difference in trust and distrus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geological resource technology.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difference between trust and distrust in science and

technology and geological resource technology, respondents showed higher trust scores in science and technology

than geological resource technology. These results suggest that current communications activities on geological

resources should be more active and diversified.

Key words : trust, science, geological resource technology, science communication, geoscience technology communi-

cation

본 연구는 과학기술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갖는 신뢰와 불신 인식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와 불신을 살펴보는 것과 동시에 지질자원기술에 대하여 신뢰와 불신을 함께 살펴보았다. 또한 과학기술과

지질자원 기술에 대한 신뢰와 불신의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지질자원기술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남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및 지질자원 기

술에 대한 신뢰와 불신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응답자들은 과학기술 및 지질자원 기술

에 대한 신뢰를 보통 수준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별이나 연령대에 따라서는 과학기술

및 지질자원 기술에 대한 신뢰 및 불신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과학기술과 지질자원 기술에 대한 신뢰 및

불신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들은 지질자원 기술보다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도 점수가 좀 더 높게 나타남

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 신뢰, 과학, 지질자원 기술, 과학 커뮤니케이션, 지질자원 기술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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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신뢰는 과학 시스템의 핵심이다(Zuckerman, 1977).

과학에 있어서 신뢰란 과학자와 이들의 행동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다(Sztompka, 2007).

과학의 발전 역사를 살펴보면 과학의 상징은 신뢰이다.

개인 간 주장과 논란은 물론이고 사회적 이슈를 조정

하며 이를 잠재우는 것이 과학이었던 것은 바로 과학

에 대한 신뢰 때문이다. 그래서 ‘신뢰함(trustfulness)’,

‘신뢰성(turstworthiness)’, ‘신뢰(trust)’는 실제 과학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Barber, 1990). 심지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과학에서는 신뢰

가 더 중요한 요소이다(Ziman, 2002). 

과학 신뢰의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과학에 있어서

신뢰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예를 들

어 과학에 있어서 신뢰의 측면과 다양성에 대한 연구

등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Merton, 1996; Hardin,

2002; Barber, 1983). 최근 사례로는 폴란드기술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술 신뢰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Ejdys, 2018)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기술 신

뢰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기술 신뢰와 기술 신뢰 선

행요건 간 관계에 대하여 탐구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 신뢰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중요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째, 우리 사회가 신뢰와 소통 그리고 공감에 대한 중

요성을 더 크게 갖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참여

민주주의의 확대와 1인 미디어 기반의 소통 활성화 등

으로 신뢰의 가치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

기술에 대한 신뢰 이슈가 제기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었다. 둘째, ICT 발달에 의한 디지털 생활의 일상화

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생활의 긴장감이 올라가면

서 과학기술에 대한 절대적 신뢰에 회의감이 싹트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셋

째, 지진, 미세먼지 등에 대해서 사회공동체의 문제 해

결자로서 과학기술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엿보인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이 처한 이러한 신뢰 상황에 대

한 문제의식으로 시작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과학

기술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갖는 신뢰와 불신 인식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지질자원기술에

대하여 신뢰와 불신 인식의 정도와 그 요인을 파악하

여 지질자원기술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

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문헌 연구

2.1. 과학기술 신뢰 논의 

과학에 대한 신뢰는 과학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논

의된다. 사회구성원들의 일상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

치는 기후변화나 MSG 등 식품 안전 등이 주제로 다

뤄졌다.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그 결정요

인을 분석한 Bak & Huh(2012)은 과학에 대한 높은

신뢰가 과학기술을 통해 기후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밝혔다. 이 연구

에서 사용한 과학신뢰 척도는 과학기술의 영향에 대한

문항과 과학자의 가치중립과 사회 기여도에 대한 문항

그리고 정부산하연구기관과 대학에 대한 신뢰 문항 등

으로 구성되었다. 

메시지 측면성과 과학 신념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연구한 Oh & Kim(2017)은 MSG에 긍정적 정보만을

내포한 일면적 메시지가 긍정적·부정적 정보를 모두 내

포한 양면적 메시지보다 더 높은 위험인식 결과를 초

래하는 것을 밝혀냈다. 이 연구는 과학기술 신뢰를 높

이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갖는 혜택과 리스크를 균형

있게 메시지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신뢰가 공고화된 상태로서 신념 개념

을 과학에 접목시켰다. 과학 신념의 유형이 과학기술

결과물의 수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논쟁주

의적 과학 신념이 진리주의적 과학신념보다 MSG 섭

취의도에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옴을 이 연구를 통

해서 확인하였다. 

과학에 대한 일반적 신뢰가 저하되고 있는 것을 걱

정하는 과학자들(Haerlin & Parr, 1999; Millstone &

Zwanenberg, 2000)는 달리 기후변화에 대한 공중 신

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후과학(climate

science)에 초점을 맞춘 Myers et al.(2017)은 일반적

인 과학 연구 신뢰와 기후변화 과학 연구 신뢰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을 측정하였다. 미국 성인, 1,51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이 연구는 신뢰 측정을 위하여

각각 세 문항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인 과학 연구 신뢰

에 활용한 조사 항목은 ‘평균적으로 과학자들이 얼마

나 능력이 있다고 보느냐?’, ‘과학 연구 결과물을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 ‘과학 연구 결과물이 미국에 도움

이 되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어느 정도 믿느냐?’ 등이

다. 기후변화 연구 신뢰에 활용한 조사 항목은 ‘평균적

으로 기후변화 과학자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다고 보느

냐?’, ‘기후변화 연구 결과물을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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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연구 결과물이 미국에 도움이 되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어느 정도 믿느냐?’ 등이다. 이 연구를 통해

서 미국인 응답자들은 일반적인 과학 연구 결과가 기

후변화 연구 결과보다 더 높은 신뢰를 받고 있음을 밝

혔다.

소셜미디어가 과학 뉴스를 자주 다루게 되면서 온라

인 플랫폼이 과학에 대한 공중 신뢰를 촉진할 것인가

아니면 방해할 것인가를 연구한 Huber et al.(2019)는

20 개 국가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과학에 대한 신

뢰의 예측 변수에 대한 선행연구들(Anderson et al.,

2012; Gauchat, 2012; Brewer & Ley, 2013)을 종합

해보면 젊을수록, 진보적일수록, 종교적이지 않을수록

과학에 대한 신뢰가 더 높게 나왔다. Huber et

al.(2019)은 이 연구를 통해서 소셜미디어 뉴스 이용과

과학에 대한 신뢰 사이의 관계는 20개 국가들에서 정

의 관계에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이 연구는 개인주의

/집단주의와 권력 거리감, 두 문화 변인이 과학 신뢰에

대한 국가 간 차이를 낳는 변인이었음을 제시했다.

기업 위기 상황에 주목하여 신뢰와 불신 연구를

Moon & Park(2016)은 신뢰와 불신이 서로 다른 역

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내 거주 20대부터 40대까

지 성인남녀 155명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는 기업 신

뢰와 기업 불신에 각각 4개 문항을 담은 설문지를 사

용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신뢰는 기업 위기 상황을

모면하게 만드는 방어기제로 작용하고, 불신은 위기 상

황을 악화시키는 증폭기제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 연

구는 과학 신뢰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과학기술이 사회구성원들에게 기업을 통하여 체감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과학기술 신뢰와 불신을

다루는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의 과학기술 신뢰와 불신에 대한 설문지 구성에 기

업 신뢰와 불신의 활용된 이 연구의 조사 항목을 바탕

으로 하였다. 

2.2. 과학커뮤니케이션으로서 지질자원기술 논의

과학커뮤니케이션 차원의 지질자원기술 논의는 다양

한 관점에서 시도되었다. 과학 대중화 관련하여 해방

이전 지질과학의 연구 정체성을 다룬 Kim &

Lee(2014)의 연구가 있다. 역사적 관점에서 지질과학

을 살펴보면서, 해방 이전 지질과학 연구의 정체성과

성과에 대한 공론화가 미진하였음을 적시하였다. 우리

나라 지질자원 기술 등이 일제강점기에 처음 태동하거

나 시작된 것으로 오해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면서, 우

리나라 지질과학 연구활동은 우리 역사 시대에 지속되

어 왔고, 일제 강점기에 단절을 거치다가 해방이후 재

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Kim(2008)은 지질과학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이나 국

가 경쟁력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면서 수도권

과 충청 지역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이를

입증하였다. 이 연구에서 생명과학(BT) 다음으로 중요

하게 인식된 지질과학(GT)의 가치와 여 역할에 대하여

국민적 공감대 확보를 위해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적극

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지질과

학의 대국민 홍보 및 대외 인지도 제고 전략을 제안하

였다.

지구과학 분야의 연구활동 전략화에 초점을 맞춘 논

의들이 이뤄졌다. Kim et al.(2001)은 지질자원기술 연

구에 대한 강점 요인과 약점 요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

으로 지구과학 분야의 연구활동 전략화를 위해서는 지

구과학 전문인력 DB 구축과 연계활용, 평가문화의 개

선 및 성과에 대한 계량적 성과 지표 개발 등이 필요

하다고 밝혔다. Kim et al.(2012)는 지질자원기술에 대

한 인식을 지질자원기술 연구 분야 종사자인 전문가

집단과 일반 국민인 비전문가 집단, 두 집단으로 나눠

서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지질자원기술

연구성과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설계할 때, 전

문가 집단에는 메시지의 이해도에, 비전문가 집단에는

메시지의 신기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도출하였다.

Kim et al.(2012)는 지질자원기술 관련된 한국과 미

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메시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지질자원의 상업

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과학 커뮤니케이션에 집중

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특히 지질자원기술에 대

한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개발을 통한 다양한 메시지을

웹사이트 등에 노출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Kim(2014)은 지질자원기술 연구 수행기관의 브랜드 요

인에 초점을 맞춰 내부 공중과 외부 공중 간 인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지질자원기술 연

구기관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 그리고 친밀도 등에서

내부 공중과 외부 공중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이 밝혀

졌으며, 보다 소프트한 브랜드을 외부 공중과 공유할

수 있는 브랜드 전략 및 관리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2050 KIGAM 장기발전 전략’

수립에 맞춰서 Kim(2018)은 이 장기발전 전략의 핵심

인 7가지 미래상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

의 인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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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은 에너지, 기후환경, 지질환경, 광물자원 재료, 삶

의 터전 순으로 중요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고, 일

반인 집단은 기후환경, 지질환경, 에너지, 광물자원 재

료, 삶의 터전 순으로 중요도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3. 연구문제 

앞의 문헌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학기술에 대

한 신뢰는 과학기술 생태계의 중요 요소이다. 과학기

술의 신뢰는 나아가 한 사회 나아가 인류 생활의 인식

과 행위의 중요한 근거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앞선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논의가 미흡한 과학기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와 불신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

이다. 또한 Myers et al.(2017)이 일반적인 과학 연구

신뢰와 기후변화 과학 연구 신뢰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을 측정한 것처럼 본 연구는 일반적인 과학기술

신뢰와 지질자원기술에 대한 신뢰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과학기술에 대한 수도권 직장인들의

신뢰/불신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지질자원기술에 대한 수도권 직장인

들의 신뢰/불신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과학기술과 지질자원기술에 대한 수

도권 직장인들의 신뢰/불신 인식 차이는 어떠한가?

4. 연구방법

4.1. 자료수집 및 표본선정

본 연구는 과학기술과 지질자원 기술에 대한 수도권

직장인들의 신뢰와 불신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고

자 한다.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 및 불신과 지질자원

기술에 대한 신뢰 및 불신에 대한 인식을 살피고 이들

신뢰와 불신의 차이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가

를 살펴보고자 했다. 

과학기술과 지질자원 기술에 대한 신뢰와 불신을 분

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설문조사를 위한

문항은 국내·외 관련문헌 및 자료를 토대로 개발했다.

설문조사는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남

녀 직장인들 22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설문조사를

위해 본 연구는 조사회사인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

해 조사를 실시했다. 국내 최대 온라인 패널을 보유하

고 있는 마크로밀엠브레인의 패널 수도권에서 근무하

고 있는 20세 이상의 남녀 직장인들 223명을 무선 표

집하여 본 연구의 설문 응답자로 선정했다. 

4.2. 종속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 고찰을 위해 다양한

항목의 설문문항을 설계했다. 과학기술 및 지질자원 기

술에 대한 신뢰도와 불신을 위한 설문문항을 각각 4개

씩 만들었다. 과학기술 및 지질자원 기술에 대한 신뢰

를 위한 문항으로 ‘과학기술(지질자원 기술)은 정직하

다’, ‘과학기술(지질자원 기술)은 믿을 수 있다’, ‘과학

기술(지질자원 기술)은 우리사회의 희망이다’, ‘과학기

술(지질자원 기술)은 변하지 않는 어떤 원칙이 있는 것

같다’로 설정했다. ‘과학기술(지질자원 기술)은 정직하

다’와 ‘과학기술(지질자원 기술)은 믿을 수 있다’의 차

이는 정직성이 과학기술(지질자원 기술)이 개인 또는

조직의 이익을 위해 연구과정 및 결과를 조작하거나

잘못된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평가의미이다. ‘믿을 수

있다’는 문항은 응답자들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과학기

술(지질자원 기술)을 신뢰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이다. ‘과학기술(지질자원 기술)은 우리사회의 희망

이다’는 과학기술(지질자원 기술)이 우리 사회의 중요

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문항이다.

신뢰를 묻는 4개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88로 제외한 문항없이 모두 분석에 포함시켰다.

과학기술 및 지질자원 기술에 대한 불신을 측정하기

위해 설정한 문항은 ‘과학기술(지질자원 기술)은 의도

적으로 우리를 기만하려 든다’, ‘과학기술(지질자원 기

술)은 자신의 문제를 감추려고만 한다’, ‘과학기술(지질

자원 기술)은 투명하지 않은 점이 있는 것 같다’, ‘과학

기술(지질자원 기술)은 사회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 순위에 든다’였다. 불신을 묻는 4개 문항의 신뢰

도(Cronbach’s alpha)는 .91로 제외한 문항없이 모두

분석에 포함시켰다.

과학기술 및 지질자원 기술에 대한 신뢰도와 불신을

측정하기 위해 10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했는데, 응답

자들은 각 측정항목에 대한 동의여부를 10점 척도로

측정했다. 

5. 연구결과

5.1.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223명이었다.

이들 중 불성실한 응답치로 분류된 5명을 제외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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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명의 응답치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본 연구

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아래의 표

와 같다.

5.2.연구문제1의 결과: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불신

에 대한 분석 결과

5.2.1. 과학기술 신뢰에 대한 분석 결과

본 연구는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를 분석하기 위해 4

가지 문항에 대해 설문을 실시했다. 전체적으로 4개의

문항이 포함된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도 점수는 7.13점

으로 나타났다. 1점에서 10점에서의 7.13이라면 과학

기술에 대한 응답자들의 신뢰도는 비교적 높은편에 속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들 각각의 문항에 대한 평균 점

수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과학기술은 정직하다’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들은 10점 만점에 7.11(SD=1.631)

점을 매긴 것으로 나타났고, ‘과학은 믿을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7.21점(SD=1.592)을 매긴 것으로 나

타났다. ‘과학기술은 우리 사회의 희망이다’라는 문항

에 대해서는 4개의 문항 중 가장 높은 점수인

7.78(SD=1.532)을 매겼고, ‘과학기술은 변하지 않는 어

떤 원칙이 있는 것 같다’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점수

인 6.43점(SD=2.029)을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전체적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신뢰도를 점수를 보였고, 특히 우리 사회의 발전에 있

어서 긍정적인 신뢰도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도 점수가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함께 살펴보았다.

먼저, 성별에 따른 신뢰도 점수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도 점수는 성별에 따

라서는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남

성 응답자가 여성 응답자보다 신뢰도 점수가 약간 높

게 나타나고 있으나, 4문항에 대한 독립표본 t-test 결

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응답자의 연령대에 따른 과학

기술에 대한 신뢰도 점수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도 점수의 차

이는 연령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연령대에 높아질수록 과학기술

에 대한 신뢰도 점수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이들 연령대에 따른 신뢰도 점수 차이를 통계적

으로 살펴보기 위해 one-way 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들의 평균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gender

and age)

Gender
Total

 Male  Female

Age 

range

20-29 26 29 55

30-39 26 25 51

40-49 28 29 57

50-59 27 28 55

Total 107 111 218

Table 3.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trust score for science and technology by gender of respondents

Gender Mean Standard Deviation N

Science and technology is honest
Male 7.16 1.626 107

 Female 7.06 1.642 111

Science and technology is reliable
Male 7.32 1.552 107

 Female 7.10 1.629 111

Science and technology is the hope of our society
Male 7.88 1.471 107

 Female 7.68 1.590 111

Science and technology seems to have some principle 

that doesn’t change

Male 6.46 2.039 107

 Female 6.41 2.029 111

Table 2.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trust scores for science and technology

Mean Standard Deviation N

Science and technology is honest 7.11 1.631 218

Science and technology is reliable 7.21 1.592 218

Science and technology is the hope of our society 7.78 1.532 218

Science and technology seems to have some principle that doesn’t change 6.43 2.029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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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과학기술 불신에 대한 분석 결과

본 연구는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도와 함께 과학기술

에 대한 불신도 함께 설문조사를 실시해 분석했다. 과

학기술에 대한 불신을 살펴보기 위해 총 4개의 문항을

설정했다. 설정한 문항은 ‘과학기술은 의도적으로 우리

를 기만하려 든다’, ‘과학기술은 자신의 문제를 감추려

고만 한다’, ‘과학기술은 투명하지 않은 점이 있는 것

같다’, ‘과학기술은 사회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

선 순위에 든다’였다. 응답자들은 1점부터 10점 중의

하나의 점수를 선택하게 되는데, 10점에 가까워질수록

과학기술에 대해 불신이 큰 것으로, 1점에 가까워질수

록 불신이 크지 않은 것으로 설정해 측정을 했다. 전

체적으로, 4개의 문항에 대한 전체 평균 점수는 4.74점

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학기술에 대한 불신이 보통 수

준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4개의 문항

각각에 대한 평균 점수를 살펴보았다. ‘과학기술은 의

도적으로 우리를 기만하려 든다’에 대한 평균 점수는

4.37점(SD=1.835)인 것으로 나타났고, ‘과학기술은 자

신의 문제를 감추려고만 한다’에 대한 평균 점수는

4.44(SD=2.004)로 나타났는데, 이들 두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는 나머지 두 문항의 평균 점수보다 낮게 나

타났다. 반면에 ‘과학기술은 투명하지 않은 점이 있는

것 같다’에 점수는 5.06(SD=2.099)로 나타났고, ‘과학

기술은 사회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순위에 둔

다’에 대한 점수가 5.11(SD=2.106)으로 나타났다. 전

체적으로 과학기술의 투명성과 이익추구 성에 대한 부

분이 다른 두 개의 문항보다 좀 더 부정적으로 평가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과학기술에 대한 불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응답자들의 성별과 연령대를 평균 점수 차이를

분석했다. 먼저, 응답자들의 성별에 다른 과학기술에

Table 4.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trust scores for

science and technology by age range of respondents

Age 

Range
Mean

Standard 

Deviation
N

Science and 

technology is 

honest

 20-29 6.87 1.775 55

 30-39 7.16 1.515 51

 40-49 6.96 1.523 57

 50-59 7.45 1.676 55

Total 7.11 1.631 218

Science and 

technology is 

reliable

 20-29 6.96 1.721 55

 30-39 7.18 1.424 51

 40-49 7.04 1.500 57

 50-59 7.65 1.647 55

Total 7.21 1.592 218

Science and 

technology is 

the hope of 

our society

 20-29 7.42 1.629 55

 30-39 7.69 1.476 51

 40-49 7.81 1.407 57

 50-59 8.20 1.544 55

Total 7.78 1.532 218

Science and 

technology seems 

to have some 

principle that 

doesn’t change

 20-29 6.09 1.869 55

 30-39 6.18 2.224 51

 40-49 6.44 2.105 57

 50-59 7.00 1.836 55

Total 6.43 2.029 218

Table 6.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distrust scores for science and technology by gender of respondents

Gender Mean Standard Deviation N

Science and technology deliberately tries to deceive us
Male 4.32 1.876 107

 Female 4.41 1.801 111

Science and technology only tries to hide their problems
Male 4.36 2.085 107

 Female 4.50 1.930 111

Science and technology seems to be not transparent
Male 5.15 2.218 107

 Female 4.97 1.984 111

Science and technology puts its own interests before 

social interests

Male 5.14 2.161 107

 Female 5.07 2.061 111

Table 5.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distrust scores for science and technology

Mean Standard Deviation N

Science and technology deliberately tries to deceive us 4.37 1.835 218

Science and technology only tries to hide their problems 4.44 2.004 218

Science and technology seems to be not transparent 5.06 2.099 218

Science and Technology puts its own interests before social interests 5.11 2.106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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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불신 점수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과학

기술의 의도적 기만성과 자신의 문제를 감추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 응답자가 남성 응답자보다 좀 더 부정

적으로 응답을 하고 있었다. 반면, 과학기술의 투명성과

이익 우선시에 대해서는 여성보다 남성 응답자가 좀 더

부정적으로 응답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

이들 4개 문항에 대해 불신의 평균 점수 차이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가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 분

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이들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는 응답자들의 연령대에 따라 과학기술

에 대한 불신의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살펴보았다. 분

석 결과, 전체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과학기

술에 대한 불신이 낮아지고, 연령대가 낮아짐에 따라

과학기술에 대한 불신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그러

나 이들 연령대에 따라 과학기술 불신에 대한 평균 점

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살펴보기 위해 one-

way ANOVA를 실시했다. 분석 결과, 연령대에 따른

과학기술에 대한 불신에 대한 평균 점수 차이는 통계

적으로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3.연구문제 2의 결과: 지질자원 기술에 대한 신

뢰/불신에 대한 분석 결과

5.3.1. 지질자원 기술 신뢰에 대한 분석 결과 

본 연구는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도 수준과 함께 지

질자원 기술에 대한 신뢰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4

가지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평균점수는 6.51로 나타났

다. 이는 10점 만점 기준으로 보통 수준 이상의 점수

로 지질자원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비교적 높다고 해

석할 수 있다. 지질자원 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하

기 위해 활용한 4개의 문항에 대해 개별적인 분석을

해보면, 응답자들은 ‘지질자원 기술은 우리 사회의 희

망이다’라는 문항에 대해 가장 높은 신뢰도 점수를 보

였다(M=6.93, SD=1.753). 두번째로 응답자들은 ‘지질

자원 기술은 정직하다’ 문항에 대해 평균 6.54점

(SD=1.601)을 매겼고, 세 번째는 ‘지질자원 기술을 믿

을 수 있다’에 대해 평균 6.52점(SD=1.663)을 매겼다.

응답자들은 ‘지질자원 기술은 변하지 않는 어떤 원칙

이 있는 것같다’에 대해 가장 낮은 신뢰도 점수를 보

였는데, 평균 6.06(SD=1.705)를 보였다. 

본 연구는 지질자원 기술에 대한 신뢰도 평균을 구

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응답자들의 성별과 연령대로

구분해 그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응답자들의 성별

에 따라 지질자원 기술에 대한 신뢰도의 평균 점수 차

이가 나타나는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남성 응답자들이 여성 응답자들보다 좀 더 긍정적인

신뢰도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들의 평균 점수 사이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들 사이의

성별에 따른 지질자원 기술에 대한 신뢰도 점수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응답자들의 성별에 이어서 본 연구는 응답자들의 연

령대에 따라 지질자원 기술의 신뢰도 평균 점수에 차

Table 7.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distrust scores for

science and technology by age range of respondents

Mean
Standard 

Deviation
N

Science and 

technology 

deliberately 

tries to 

deceive us

20-29 4.73 1.929 55

30-39 4.08 1.598 51

40-49 4.28 1.556 57

50-59 4.36 2.172 55

Total 4.37 1.835 218

Science and 

technology only

tries to hide 

their problems

20-29 4.75 2.205 55

30-39 4.51 1.933 51

40-49 4.33 1.640 57

50-59 4.16 2.201 55

Total 4.44 2.004 218

Science and 

technology 

seems to be 

not transparent

20-29 5.44 2.251 55

30-39 5.10 2.119 51

40-49 5.07 1.850 57

50-59 4.64 2.146 55

Total 5.06 2.099 218

Science and 

technology puts 

its own interests 

before social 

interests

20-29 5.58 2.299 55

30-39 5.27 2.070 51

40-49 4.82 1.843 57

50-59 4.76 2.143 55

Total 5.11 2.106 218

Table 8.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trust scores for geological resource technology 

Mean Standard Deviation N

 Geological resource technology is honest 6.54 1.601 218

 Geological resource technology is reliable 6.52 1.663 218

 Geological resource technology is the hope of our society 6.93 1.753 218

 Geological resource technology seems to have some principle that doesn’t change 6.06 1.705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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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나타나는가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인 분석 결과,

문항에 따라 신뢰도의 차이가 연령대에 따라 약간 나

타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만50-59세의 연령대가 4

가지 문항에 대해 모두 가장 높은 신뢰도 점수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지질자

원 기술에 대한 신뢰도 점수는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의 평균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가를 살펴보기 위해 one-way ANOVA를 실시했다.

분석 결과, 연령대에 따른 지질자원 기술 신뢰도의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5.3.2. 지질자원 기술 불신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으로 본 연구는 지질자원 기술에 대한 불신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응답자들은 1점부터 10점 중의 하

나의 점수를 선택하게 되는데, 10점에 가까워질수록 지

질자원 기술에 대해 불신이 큰 것으로, 1점에 가까워

질수록 불신이 크지 않은 것으로 설정해 측정을 했다.

전체적으로, 4개의 문항에 대한 전체 평균 점수는 4.64

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질자원 기술에 대한 불신이

보통 수준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질자원 기술에 대한 불신을 측정하기 위해 설정한

4개의 문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들은 ‘지

질자원 기술은 사회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

순위에 둔다’는 문항에 대해 가장 큰 불신을 보였는데,

평균 4.82점(SD=1.945)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지질

자원 기술은 투명하지 않은 점이 있는 것 같다’에 대

해서 불신을 보였는데, 평균 4.76점(SD=1.953)으로 나

타났다. 반면, ‘지질자원 기술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기

만하려 든다’의 문항에 대해 가장 낮은 불신을 보였는

데, 평균 점수 4.44(SD=1.859)로 나타났다.

지질자원 기술에 대한 불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

펴보기 위해 응답자들의 성별과 연령대로 구분해 분석

Table 9.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trust scores for geological resource technology by gender of respondents

Gender Mean Standard Deviation N

Geological resource technology is honest
Male 6.57 1.543 107

 Female 6.51 1.662 111

Geological resource technology is reliable
Male 6.59 1.654 107

 Female 6.45 1.677 111

Geological resource technology is the hope of 

our society

Male 6.94 1.811 107

 Female 6.91 1.703 111

Geological resource technology seems to have 

some principle that doesn’t change

Male 6.06 1.726 107

 Female 6.07 1.693 111

Table 10.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trust scores for

geological resource technology by age range of respondents

Mean
Standard 

Deviation
N

Geological 

resource technology 

is honest

 20-29 6.51 1.550 55

 30-39 6.55 1.419 51

 40-49 6.40 1.580 57

 50-59 6.71 1.843 55

Total 6.54 1.601 218

Geological 

resource technology 

is reliable

 20-29 6.55 1.585 55

 30-39 6.35 1.598 51

 40-49 6.40 1.668 57

 50-59 6.76 1.805 55

Total 6.52 1.663 218

Geological 

resource technology 

is the hope 

of our society

 20-29 6.95 1.592 55

 30-39 6.69 1.772 51

 40-49 6.77 1.823 57

 50-59 7.29 1.802 55

Total 6.93 1.753 218

Geological 

resource technology 

seems to have 

some principle that 

doesn’t change

 20-29 5.91 1.777 55

 30-39 6.24 1.408 51

 40-49 5.93 1.741 57

 50-59 6.20 1.860 55

Total 6.06 1.705 218

Table 11.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distrust scores for geological resource technology 

Mean Standard Deviation N

 Geological resource technology deliberately tries to deceive us 4.44 1.859 218

 Geological resource technology only tries to hide their problems 4.53 1.874 218

 Geological resource technology seems to be not transparent 4.76 1.953 218

 Geological resource technology puts its own interests before social interests 4.82 1.945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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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했다. 먼저, 응답자들의 성별에 따른 지질자원

기술에 대한 불신의 평균 점수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

들의 성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고 있었다. 지질자원 기술의 불신에 대해 묻는

4개의 문항에 대해 지질자원 기술의 투명성을 묻는 문

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문항에 대해서는 남성 응답

자보다 여성 응답자들의 불신이 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성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가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t-test를 실시

한 결과, 이들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응답자의 연령대에 따른 지질자

원 기술에 대한 불신의 평균 점수 차이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지질자원 기술에 대한 불신은 응답자들의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응답자들의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5.4.연구문제 3의 결과: 과학기술과 지질자원 기술

에 대한 신뢰/불신 차이 분석 결과

5.4.1.과학기술과 지질자원 기술에 대한 신뢰 차이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앞에서 과학기술과 지질자원 기술에 대해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신뢰도를 측정하는 4가지 문항

을 동일하게 하고 그 대상으로 과학기술과 지질자원

기술로 구분했을 때 이들 신뢰도의 차이가 나타나는가

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신뢰도를 묻는 4가지 문항에 대해 전체

적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지질자원 기술에 대

한 신뢰도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과

학에 대한 신뢰도 점수가 7.13점으로 나타난 반면, 지

질자원 기술에 대한 신뢰도 점수는 이보다 낮은 6.51

점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차이가 기술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

시했다. 분석 결과, 4가지 문항에서 모두 기술의 유형

에 따른 신뢰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

났다.

과학기술과 지질자원 기술에 대한 신뢰도의 평균 차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기 위

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했다. 분석 결과 신뢰도를 측

정하는 4개의 문항 모두에서 과학기술과 지질자원 기

술에 대한 신뢰도의 평균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모

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Table 12.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distrust scores for geological resource technology by gender of respondents

Gender Mean Standard Deviation N

Geological resource technology deliberately 

tries to deceive us

Male 4.41 1.817 107

 Female 4.48 1.906 111

Geological resource technology only tries to 

hide their problems

Male 4.41 1.737 107

 Female 4.64 1.999 111

Geological resource technology seems to be 

not transparent

Male 4.79 1.994 107

 Female 4.73 1.921 111

Geological resource technology puts its own 

interests before social interests

Male 4.80 1.950 107

 Female 4.83 1.949 111

Table 13.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distrust scores

for geological resource technology by age range of

respondents

Mean
Standard 

Deviation
N

Geological resource 

technology 

deliberately tries to 

deceive us

20-29 4.47 2.044 55

30-39 4.47 1.793 51

40-49 4.42 1.546 57

50-59 4.42 2.061 55

Total 4.44 1.859 218

Geoscience 

technology only 

tries to hide 

their problems

20-29 4.56 1.782 55

30-39 4.51 1.963 51

40-49 4.56 1.722 57

50-59 4.47 2.071 55

Total 4.53 1.874 218

Geological resource 

technology 

seems to be 

not transparent

20-29 4.91 1.917 55

30-39 4.63 1.939 51

40-49 4.77 1.813 57

50-59 4.73 2.173 55

Total 4.76 1.953 218

Geological resource 

technology puts its 

own interests 

before social 

interests

20-29 5.07 2.124 55

30-39 4.80 1.887 51

40-49 4.60 1.781 57

50-59 4.80 1.994 55

Total 4.82 1.945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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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과학기술과 지질자원 기술에 대한 불신 차이

분석 결과

본 연구는 과학기술과 지질자원 기술에 대한 불신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기

술의 기만성과 문제를 감추려는 의도성 측면에서는 지

질자원 기술이 과학기술보다 좀 더 부정적인 불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술의 투명성과 이익추구성

에서는 과학기술이 지질자원 기술보다 좀 더 부정적인

불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에 대한 불

신 점수가 4.74점으로 나타난 반면, 지질자원 기술에

대한 불신 점수가 4.64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했다. 분석 결과,

이들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14.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trust scores for science and technology and geological resource technology 

Type of 

technology
Mean

Standard 

Deviation
N

Science and technology

(Geological resource technology) is honest

Science 7.11 1.631 218

Geological 6.54 1.601 218

Science and technology

(Geological resource technology) is reliable

Science 7.21 1.592 218

Geological 6.52 1.663 218

Science and technology

(Geological resource technology) is the hope of our society

Science 7.78 1.532 218

Geological 6.93 1.753 218

Science and technology

(Geological resource technology) seems to have some 

principle that doesn’t change

Science 6.43 2.029 218

Geological 6.06 1.705 218

Table 15. Independent sample t-test results of trust in science and technology and geological resource technology

t df Sig.

Science and technology(Geological resource technology) is honest 3.675 434 .000

Science and technology(Geological resource technology) is reliable 4.413 434 .000

Science and technology(Geological resource technology) is the hope of our society 5.411 434 .000

Science technology(Geological resource technology) seems to have some principle that 

doesn’t change
2.044 434 .042

Table 17. Independent sample t-test results of distrust in science and technology and geological resource technology

t df Sig.

Science and technology(Geological resource technology) deliberately tries to deceive us -.441 434 .660

Science and technology(Geological resource technology) only tries to hide their problems -.494 434 .622

Science and technology(Geological resource technology) seems to be not transparent 1.535 434 .125

Science and technology(Geological resource technology) puts its own interests before social interests 1.488 434 .137

Table 16.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distrust scores for science and technology and geological resource technology

Type of 

technology
Mean

Standard 

Deviation
N

Science and technology

(Geological resource technology) deliberately tries to deceive us

Science 4.37 1.835 218

Geological 4.44 1.859 218

Science and technology

(Geological resource technology) only tries to hide their problems

Science 4.44 2.004 218

Geological 4.53 1.874 218

Science and technology

(Geological resource technology) seems to be not transparent

Science 5.06 2.099 218

Geological 4.76 1.953 218

Science and technology

(Geological resource technology) puts its own interests before social interests

Science 5.11 2.106 218

Geological 4.82 1.945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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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본 연구는 지질자원 기술과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와

불신에 대해 수도권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질자원 기술과 과학기술에 대해 평소 어

느 정도의 신뢰와 불신감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들 각각에 대한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앞으로 지질자

원 기술에 대한 소통을 어떤 방향을 전개해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설문에 참여했던 응답자들은 과학기술과

지질자원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신뢰도 수준을 상중하로 구분했을 때 응답

자들은 보통 수준의 신뢰보다 좀 더 높게 과학기술과

지질자원 기술에 대해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과 지질자원 기술에 대한 불신의 측면에서는

신뢰수준과는 반대로 보통 수준보다 조금 낮게 불신을

보이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과학기술과 지질자원 기술

에 대한 응답자들의 신뢰는 보통보다는 높게, 불신은

보통보다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성과적인 측면과 과제적인 측면에

서 모두 해석할 수 있다. 먼저 성과적인 측면에서 해

석하자면, 현재 과학기술과 지질자원 기술에 대해 사

람들은 보통 이상의 신뢰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과학기

술과 지질자원 기술에 대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

등을 통해 사람들의 신뢰 수준이 보통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과학 및 지

질자원 기술이 우리의 생활에 깊이 관여되어 있고, 이

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와 신뢰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성별이나 연령대에 따

른 신뢰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

았음을 과학 및 지질자원 기술에 대한 관여와 이해가

특정한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보편적인 사회적 이슈로

자리매김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정한 성별이나 연

령대에 신뢰도가 높게 나타난다면 기존의 과학기술 및

지질자원 기술의 홍보가 특정한 집단에 국한되어 이루

어졌고, 이는 관련 홍보가 놓치고 있는 집단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과학기술 및 지질자원 기술은 특정

한 집단만이 관심을 가지고 이해해야 하는 이슈가 아

니라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술이고 이러

한 기술에 대한 이해 및 신뢰는 세대와 성별을 넘어

보편적인 사회적 중심 이슈로 부각되어야 한다. 이러

한 차원에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성별과 연

령대에 대한 신뢰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은 지금까

지의 과학기술 및 지질자원 기술의 홍보가 폭넓게 보

편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과제적인 측면에서의 해석은 과학기술과 지질자원

기술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아

직은 더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 및 지질

자원 기술에 대한 불신인 보통수준보다 약간 낮게 나

타났다는 것은 여전히 일정 부분의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의 과학기술 및 지

질자원 기술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기획

과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지질자원 기술과 과학기술에 대

한 신뢰와 불신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살

펴보면, 지질자원 기술이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성 측

면에서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넓게 보면 지질

자원 기술이 과학기술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과학기술

에 대한 보편적인 신뢰와 세부적인 지질자원 기술에

대한 신뢰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지질자원 기술에 대한 커뮤니

케이션 활동이 과학기술에 대한 커뮤니케이션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

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은 다양한 뉴스 및 정보, 그리고

오락 프로그램과 쉽게 쓰여진 관련 책 등으로 인해 좀

더 쉽게 이해되고 더 나아가 신뢰도가 어느 정도 쌓였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질자원 기술은 아직도 일

반인들의 시선에서는 어렵고 생소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질자원 기술의

발전에 대한 신뢰가 아직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조금 더 쉬운 콘텐츠

로 지질자원 기술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

고, 지질자원 기술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편

안하고 다양한 소통채널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는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이 관여

되어 있고 우리사회의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인식하고 있는 반면, 지질자원 기술에 대한 인식은

우리 생활에 직결되는 이슈라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러한 결과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지질자원 기술이 우리 생활과 얼마나 큰 연관성이 있

는지, 앞으로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분야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야 할 것이다.

앞에서 기술한 문헌연구에서 Kim(2014)의 연구와

Kim(2018)의 ‘2050 KIGAM 장기발전 전략’의 연구결

과를 살펴보면, 지질자원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

의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지질자원

기술을 포함한 과학기술 전반의 소통 전략이 좀 더 폭넓

고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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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결과도 이들 연구와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지질자원 기술은 특수한 전문분야이기는 하지만, 지질

자원 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 그리고 신뢰가

높아져야 지질자원 기술에 대한 활용이나 투자가 더 많

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질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

이고 다양한 소통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수도권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과학기술과 지질자원 기술에 대한 신뢰와 불신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한

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조사의 대상을

수도권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국한시켰다는 점이다. 과학

기술 및 지질자원 기술에 대한 관심도와 중립성 측면에

서 조사 대상의 범위를 좁혀 설문을 실시했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의 범위를 좀 더 넓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수도권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들, 그리고 직장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생, 주부 등

의 다양한 대상들을 염두에 둔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설문조사에 의존하여

보편적인 과학기술 및 지질자원 기술에 대한 신뢰 및

불신을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과학기술이나 지질자원

기술의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이들 세부적인

기술 각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이들에 대한 신

뢰와 불신을 측정하기 위해 실험조사 등이 동반된다면

좀 더 정확한 신뢰의 수준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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