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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를 신뢰하는 관계에서는 긍정적 영향이 발생하곤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만드는

일을 어렵게 느끼고 있는데,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신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당신의 성격에 따라 아마도 몇 가지의 결론들이 있을 것이다.

언행일치가 되는 믿을 만한 사람일 수 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일 수도 있다.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주는 개방적인 사람일 수도 있다. 또는 상대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잘 들어주는 수용적인 사람일 수도 있다.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기본적인 네 가지 방식들이 있다. 다른 몇 가지의 방식들이 생각난다고

해도 결국 이 네 가지의 특성 안에 포함된다. 사람들은 저마다 선호하는 신뢰 방식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얻으려 할 때에도 그 방식을 시도하게 마련이다. 당신에게는 당연한 방식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선호하지 않는 방식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백금률(platinum rule)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당신이 대접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황금률(golden rule)이

있다면, 백금률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라”는 것이다. 

다음은 신뢰를 얻고 강화하는 네 가지 방식들이다. 가장 쉬운 것을 1로 가장 어려운 것을 4로

하여 1부터 4까지의 범주로 자신을 평가해보자.

정직하고 솔직하다: “없는 말은 안 해.” “나는 네가 보는 그대로야.”

수용적이고 개방적이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지”, “우리 아젠다를 모두에게 즐겁게

알리자”

인정해주고 받아준다: “나는 다양한 관점을 가치 있게 생각해”,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네 말을 들을 수 있어”

의지가 되고 믿음을 준다: “나는 말한 대로 행동해”, “나는 약속을 지켜”, “나를 믿어도 돼”

당신이 가장 쉽다고 판단한 것이 당신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것이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신뢰를 쌓는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당신이 어렵다고 여긴 방식은 당신과는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 사람을 신뢰하는 방식인 것이다. 이 부분이 당신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일을

잘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가? 그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지 잘 관찰해보자. 그들이

하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살펴보고 당신이 어떤 것을 적용해볼 수 있는지 생각해본다. 

신뢰는 양방 통행이다. 당신이 직원들을 신뢰하고 있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신뢰조성: 신뢰에이르는 4가지방법

신뢰하는 사람의 유형

• 정직하고 솔직하다

• 수용적이고 개방적이다

• 인정해주고 받아준다

• 의지가 되고 믿음을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