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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7> 한국, 일본, 미국 근로자 근속년수‧‧‧‧‧‧‧‧‧‧‧‧‧‧‧‧‧‧‧‧‧‧‧‧‧‧‧‧‧‧‧‧‧‧‧‧‧‧‧‧‧‧‧‧‧‧‧‧‧‧‧‧‧‧‧‧‧‧‧‧‧‧‧‧‧‧‧‧‧‧‧‧‧‧‧‧‧‧‧‧‧‧‧‧‧‧‧‧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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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문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은 각각의 사회 마다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한국인들은 자신을 둘러싼 개인적인 연결망을 구직과 이직에 활용하지

만, 일본인의 경우 자신이 속해있는 조직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통로를 구직과 

이직에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직과 이직의 방식이 각 사회마다 다르게 나타

나는 것은 그 사회의 역사 발전과정에서 축적된 제도적 특성 때문이다.

    후쿠야마는 가족과 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신뢰와 저신뢰 사회를 분류하

다. 한국과 중국처럼 가족주의 의식이 강한 곳에서는 가족 내 신뢰가 사회 전반에 

확대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 일반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사회가 형성된 것에 반

하여, 일본과 독일처럼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사회 전반으로 신뢰가 확대된 곳에

서는 고신뢰사회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후쿠야마의 분류방식은 단순히 개

별적인 가족구조의 특성에 대한 파악보다는 이러한 가족구조를 바탕으로 형성된 

집단구성원리에 관한 논의로 확대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그 형성의 경로를 달리하는 한국과 일본의 집단구성원리를 구분하

고, 이를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사회자본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의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는 양국의 문화적 전통에 내포된 상

이한 가족주의적 조직원리가 사회자본의 근원으로서 어떻게 기능해왔는지에 대해

서는 검토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한국과 일본을 각각 저신뢰 사회와 고신뢰사회로 

규정하고, 사회자본이 이들 사회에 미치는 향이기존 연구의 주요 주제로 자리잡

아 왔다.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개인이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 경제활동의 장과 연결될 때, 어떠한 사회자본을 이용하는가에 주목한다. 즉 

개인을 경제활동의 장과 연결시키는 구인・구직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한국과 일본

의 사회자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를 위해 이 연구는 우선 가족

구조와 사회자본과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본 다음, 한국과 일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전통사회의 구성원리를 사회자본의 측면에서 비교 검토하 다. 이후 이러한 전통사

회의 구성원리가 오늘날의 현대적 맥락에서 어떻게 지속 및 변용되고 있는지를 가

설적으로 개념화하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한국과 일본의 사회구성 원리 및 그에 

따른 사회자본의 차이가 기업의 구인 또 근로자의 구직 과정에 어떠한 향을 미

치는 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이에’형 조직원리를 기초로 한 일본의 ‘동심원형’사회에서는 강한 내

부 결속적 사회자본이 형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일본의 오랜 학교-기업 간의 연계, 

즉 제도적 사회자본(institutional social capital)은 갑작스러운 불경기의 도래도 불

구하고 그 경기 동향에 즉각적인 향을 받지 않는 비교적 견고한 사회자본으로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 구하기를 지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반면 혈통을 

바탕으로 하여 집(家)이 다른 사회집단보다 중요시되었던 한국의 경우, 학교-기업 

간에 형성되는 제도적 사회자본(institutional social capital)이 굉장히 약한 대신 사

적 사회자본인 친구, 친지 소개 등이 빈약한 제도적 사회자본(institutional social 

capital)을 보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학교-기업 간 연계는 이러한 

취업률상의 숫자만이 아니라 정착률의 차이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한국이 가족 유대가 강한 가족주의 사회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

러 조사,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가족주의 의식

이 강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강한 가족주의 의식을 공유하는 두 

사회가 각각 네트워크형 사회와 동심원 사회로 서로 다른 발전 경로를 밟아오게 

된 배경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토대를 제공한 집단구성원리에 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의 의의는 이를 토대로 한국과 일본에서 개별적으로 형성

되어온 사회자본의 유형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그 특징을 구직과 이직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중심으로 경험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핵심되는 말 : 사회자본, 네트워크 사회, 동심원 사회, 가족구조, 가족주의, 구직, 

              이직,‘이에’, ‘문중’



- 1 -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20세기말부터 근대적 개인주의의 과잉 발달은 수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해왔다. 

사회자본(social capital)에 관한 연구는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맞물려 사회학,  

경제학、경 학 등 여러 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세계은행이  

개발원조 프로젝트의 효율성과 관련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하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 다. 그러나 이 ‘사회자본’이라는 새로운 개념

과 용어는 아직까지 연구자, 언어 사용자 사이에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자본을 둘러싼 논의 가운데 미국 조지메이슨대 교수 프란시스 후쿠야마

(Francis Fukuyama)가 그의 저작『트러스트(TRUST)』에서 주장한 ‘고신뢰 사회

에서의 경제발전’과 ‘저신뢰 사회에서의 경제침체’라는 모델은 사회자본과 경제발전

간의 관계에 대해 폭넓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그의 연구는 일본을 ‘고신뢰 

사회’, 한국을 ‘저신뢰 사회’로 분류하여 화제가 되었다(Fukuyama, 1995). 후쿠야마

는 신뢰의 결여가 경제상태를 취약하게 만든 예를 소개하고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

는 이유를 콜맨(James Coleman)이 주장한 ‘사회자본1)의 부족’에 있다고 설명한다. 

후쿠야마에 따르면 사회자본은 ‘사람들이 공통의 목적을 위해 단체와 조직 내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이며, 이러한 사회자본은 ‘한 사회, 또는 그 특징 부분에 

신뢰가 정착되었을 때 생긴다.’고 한다.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후쿠야마는 ‘한국은 

저신뢰 사회이므로, 사회자본이 빈약하다, 반면 일본은 고신뢰 사회이므로 사회자

본이 풍부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과연 그의 주장대로 일본은 ‘사회자본이 풍부한 나라’인가? 그리고 한국은 ‘사회

1) 트러스트(TRUST) 한국어 번역판은 ‘social capital’을 ‘사회적 자본’으로 번역했으나 이 

연구에서는 ‘social capital’은 모두 ‘사회자본’으로 옮겨 표기하기로 한다. 또한 앞으로 인

용되는 일본어, 어 논문, 서적들은 특별한 기제가 없는 한 연구자가 한국어로 옮긴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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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 빈약한 나라’인가? 후쿠야마가『트러스트』에서 고신뢰와 저신뢰 사회를  

분류한 가장 큰 관점은 가족과 사회의 관계이다. 즉 한국과 중국처럼 가족주의   

의식이 강한 사회는 가족 내 신뢰가 사회 전반에 확대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  

일반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나라로 나타난데 반해 일본과 독일처럼 신뢰가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사회 전반에 확대된 나라는 고신뢰 사회를 형성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2). 사실 한국은 가족 유대가 강한 가족주의 사회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 조사,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가족주의 의식이 강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일본의 

가족주의는 역사적으로 성립한 일본적 가족구조를 다른 집단, 조직에 이용함으로써 

그 구성원 간의 유대감 향상을 도모한 ‘유사 가족주의’라는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후쿠야마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바꾸어 표현할 수도 있다. 즉 ‘가족

주의 의식이 강한 나라는 저신뢰 사회이므로 사회자본이 빈약할 것이며, 유사 가족

주의 의식이 강한 나라는 고신뢰 사회이므로 사회자본이 풍부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사회자본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가족주의 구조를 사회자본의 

시각으로 재조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가족과 사회자본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 한국과  

일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전통사회의 구성원리를 사회자본의 측면에서 비교 검토

할 것이다. 이후 이러한 전통사회의 구성원리가 오늘날의 현대적 맥락에서 어떻게 

지속 및 변용되고 있는지를 가설적으로 개념화하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한국과 

일본의 사회구성 원리 및 그에 따른 사회자본의 차이가 기업의 구인 또 근로자의 

구직 과정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2) 최 종(2002)은 한국사회와 일본사회에 관한 후쿠야마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 다.

   ‘폐쇄적 가족주의에 바탕을 둔 한국을 “저신뢰사회”로, 혈연에 바탕을 두지 않고 사회관

계를 형성해온 일본을 “고신뢰사회”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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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이론적 논의

    1.2.1. 가족과 사회자본에 관한 기존논의  

    사회자본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미국 농업학교 주교육장(州

育長)이었던 Hanifan이라고 한다(일본 際協力事業団, 2002; 일본 閣府閣府 民

生活局 2003). 그는 1916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사회자본을 선의(善意), 동료의식, 

상호 공감, 사회적 교류'라고 정의하여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자본이 필요하

며, 사회자본을 위한 투자 역시 필요하다고 하 다(Hanifan, 1916). 그 후 1961년에 

Jacobs는 건축학․도시사회학적 시각에서 도시개발 문제를 다루면서 근대도시   

속에서의 이웃관계 등의 사회적 연결망을 사회자본이라고 표현했다(Jacobs, 1961). 

이러한 초기의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는 주로 긍정적인 인간관계가 농촌과 도시  

생활에 있어서의 건전한 공동체의 형성・유지에 불가결하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었

다. 이후 라우리(Loury), 부르디외(Brouieu), 콜만(Coleman) 등의 연구를 시작으로 

현재와 같은 활발한 연구, 조사 등이 이루어지게 되었다(유석춘․장미혜, 2003;   

일본 閣府 民生活局, 2003).

    라우리는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사회적 연결을 통해 주류집단과 

비주류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기회에 대한 접근을 달리함을 보여주었다

(Loury, 1971; Portes 1998). 그 후 부르디외는 사회자본을 ‘지속적인 네트워크   

혹은 상호 면식이나 인정이 제도화된 관계, 즉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획득되는 실제적인 혹은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 이라고 보았고(Brouieu, 1985),   

콜만은 사회구조적 측면과 그 구조에 속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한 행위를 하도

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Coleman, 1988, 1990; Portes 1998).  

    퍼트남은 “홀로 볼링하기: 쇠퇴하는 미국의 사회자본”라는 책에서 투표율과  

각종 조직의 구성원수 감소를 들면서 미국의 사회자본이 쇠퇴하고 있다고 주장하

여(Putnam, 1995) 사회자본을 통해 한 국가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시도

의 시발점이 되었다(Portes, 1998). 퍼트남은 사회자본을 ‘상호간의 이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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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과 협동을 촉진시키는 연줄망, 규범,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 조직의 특성

(Putnam, 1995: 67)’이라고 정의했다. 그 후 세계은행은 개발원조를 수월하게 추진

하려는 목적으로 사회자본 논의에 관여하면서 사회자본을 ‘사회구조 전반과 대인관

계에 관여하는, 개인의 행위를 규정하는 규범 전체’로 상당히 폭넓게 정의3)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자본이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기능에 주목하여 내부결속적

(Bonding) 사회자본과 교량적(Bridging) 사회자본으로 분류하는 접근4)도 있다

(Narayan, 1999; Woolcock and Narayan, 2000; Putnam, 2001; 유석춘․장미혜, 

2003). 이들 두 가지 사회자본은 한쪽 기능이 강하면 다른 한쪽 기능이 약한 관계

라고 논의되고 있다(Narayan, 1999; 일본 際協力事業団, 2002). 

     그라노베터는 1970년에 남성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의 구직활동에 관한 조사를 

통해서 ’약한 유대’에서 얻은 정보가 ‘강한 유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보다 직장 

구하기에 유리하다고 주장하 다(Granovetter, 1974). 퍼트남은 그러한 주장을 지지

하여 가족이나 친족의 울타리를 넘어 연결되는 약한 유대를 중요시하 다. 특히 그 

중에서도 대면적인 인간관계(face-to-face intercourse)가 그 핵심이 된다고 강조하

면서 폐쇄적인 인간관계는 사회자본의 역기능(dark side)을 낳게 되기 쉽다고 경고

했다. 바트(Burt, 1992, 2001) 역시 집단과 집단, 혹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구조적 

구멍(structural hole)이 존재할 경우, 그 중간에 서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가 

가장 이익을 본다고 주장5)하여 약한 유대의 유효성을 강조하 다. 

    그러나 퍼트남 보다 앞서 사회자본을 연구한 콜만은 폐쇄적이고 중첩되는   

연결망의 유효성을 강조했다. 린 외(Nan Lin, Walter Ensel, and John C. Vaughn, 

1981)는 자신들의 연구에서 ‘사회자본’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 도 높은 

3) ‘Social capital refers to the institutions, relationships, and norms that shape the        

 quality and quantity of a society's social interactions’. World Bank Poverty Net 

Social Capital site.   http://www.worldbank.org/poverty/scapital/whatsc.htm 참조

4) 또 올콕은 위 두 가지 사회자본과 함께 ‘linking social capital’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

다. ‘linking social capital - connections to people in positions of power, used to 

leverage resources, access to banks, courts, agricultural extension’.   

5) 그는 그러노베터(Granovetter, 1974)으로 향을 받았다(유석춘・장미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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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망이 곧 자원’이라고 주장하 으며, 콜만은 그들의 연구를 자주 인용하고 있다

(Coleman, 1988; Portes 1998). 이러한 주장은 그라노베터의 주장 ‘약한 유대의   

강함’과 반대로 ‘강한 유대의 강함’이론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두 가지 

중 어느 쪽이 사회자본의 형성, 축적에 유리한지의 여부는  함부로 속단하기 어려

운 문제이다(유석춘․장미혜, 2003). 이는 사회자본의 형태가 내부결속적이냐 교량

적이냐라는 문제와 관련시켜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내부결속적 사회자본은 강한 유대의 양상을 띠는 반면, 교량적인 사회자본의 경우

는 약한 유대의 양상을 띠기 때문6)이다(woolcock, 2001).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근원에 대해서 콜만은 연결망 중심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즉 폐쇄적이고 중첩된 연줄로 이루어진 연결망은 의무감, 정보의 통로, 신뢰, 

규범, 효과적인 금기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사회자본의 자원이 출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는 설명이다(Coleman 1988, 1990; Adler & Kwon, 2000). 이에 반해 

퍼트남(Putman, 1993)은 연결망, 규범, 신뢰 등을 사회자본의 근원으로 제시했는데 

다른 학자들은 정부 조직이나 체계적인 법률과 같은 공식적인 제도들의 역할을  

강조했다.(Berman, 1997; Evans, 1996; Kenworthy, 1997; Levi, 1996; Pildes, 1996; 

Portney and Berry, 1977; Schneider, et al, 1997; Woolcock, 1998; Youniss, 

McLellan, and Yates, 1997; Adler & Kwon, 2000). 

    세계은행은 사회자본의 근원(Sources)을 ①가족(Families) ②공동체(communities) 

③기업체(Firms) ④시민사회(Civil society) ⑤공공부문(Pablic Sector) ⑥민족

(Ethnicity) ⑦젠더(Gender) 등 7 가지로 나누어 보고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사회자본의 근원7)으로서 가족을 꼽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후쿠야마는 가족의 강한 유대와 사회자본을 반비례적인 관계로 보고 있다. 

6) 울콕에 따르면 ‘결속적 사회자본’은 “connections to people ‘like you’, similar to, but not 

synonymous with ‘strong ties’, associated with survival - ‘getting by’” 이며 ‘교량적 

사회자본’은“connections to people ‘not like you’, similar to, but not synonymous with 

‘weak ties’, associated with mobility - ‘getting ahead’” 라고 한다.

7) Families: As the main source of economic and social welfare for its members, the 

family is the first building block in the generation of social capital for the larger 

society. 

   http://www.worldbank.org/poverty/scapital/sources/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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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에는 저마다 축적된 사회적 자본8)이 있다. 이것들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는   

「신뢰의 범위(radius of trust)」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있다. 즉 정직과 호혜와 같은 협

동적 규범은 동일한 사회 안에서 한정된 집단의 구성원들끼리만 공유될 뿐 다른 사람들

과는 공유할 수 없다는 얘기다. 

    어느 사회에서나 가족은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요소임이 분명하다. 미국의 부모들이 

아무리 10대의 자녀들을 좋지 않게 생각하더라도, 한 가족의 구성원들이 타인보다는 같은 

가족끼리 서로 신뢰하고 협동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사실상 모든 비즈니스가 가족     

비즈니스 형태로 출발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가족의 유대 정도는 사회마다 다르며, 사회적 의무 형태에 비례해 달라지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신뢰와 호혜의 결합에서 가족 내부와 외부가 서로 역관계를 나타낸

다. 한쪽이 강하면 다른 쪽이 약한 경향이 있다(Fukuyama, 1999).

    위에서 후쿠야마가 언급한 ‘가족은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요소임이 분명하다’

는 견해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퍼트남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사회자본은 가족’이라고 주장하 고(Putnam, 1995), 부르디외는 가족을 사회자본의 

주된 축적과 전달의 장이라고 보았다(Bourdieu, 1993). 또한 뉴튼(Newton, 1997) 

역시 가족을 가장 기초적인 사회자본의 근원으로 파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쿠야마가 주장한 바와 같이 가족간의 강한 유대와 풍부한 사회자본이 양립 가능

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는 ‘Family and Society Program’의 

일환으로 ‘Families, Social Capital and Citizenship’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Winter는 이 프로젝트 Working Paper “Towards a theorized understanding of 

family life and social capital”에서 가족과 사회자본을 연구할 적절한 접근법을 모

색하고 있다(Winter, 2000). 그는 가족이 사회자본의 중요한 근원‘이라고 한 기존 

연구자들도 가족의 어떠한 특성이 사회자본을 지탱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언급하

지 않았으며, 단지 가족의 역할이 사회자본 형성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는 ‘이상’

8) 여기에서 인용한『The Great Disruption Human Nature and The Reconstitution of 

Social Order』의 한국어판인『대붕괴 신질서』중에서도 옮긴이들은 social capital을 ‘사

회적 자본’으로 번역하고 있다. 여기서는 한국어 번역문을 그대로 기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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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존재한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가족의 ‘이상화’는 가족은 시민적 관계와 미덕의 

좋은 모델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9). 그래서 지금까지의 사회자본 연구는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만을 강조하면서 사회자본의 형성에   

대한 가족의 역할에 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10)고 주장한다

(Winter, 2000: 6). 

     그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가족과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고 한다. 하나는 가족 네트워크 속에서 형성되는 사회자본과 그 사회자본

이 지니는 어린이에 대한 향력11)이다. 그러한 연구의 대표적인 예가 콜만의   

가족 내 사회자본과 어린이 학업 성취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Coleman, 1988)이

다. 또 하나는 가족을 기초로 한 사회자본이 가정을 넘어 공식․비공식적인 경제․

정치 구조와 공동체적인 활동의 장(場)으로 연결되어 가족 구성원이 가족 네트워

크를 넘어서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경우에 관찰되는 가족의 역할12)이다. 그 대표적

인 예로 미국의 사회자본의 감소를 가족 유대의 약화로 본 퍼트남(1995)과 후쿠야

마(1999)의 연구를 들 수 있다.

     Karakoulaki(2002)는 사회자본과 가족자본의 관계에 관해서 ‘사회자본 vs   

가족자본; 아군인가? 적군인가?’13)라는 주제로 연구했다. 그는 가족 안에서 형성되

어 가족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협조관계, 네트워크, 협조적 행동 등을 가족

자본이라 정의하고14), 그러한 가족자본과 사회자본과의 관계를 사례조사를 통하여 

9) “There is a sense in which the role of the family has been idealized ‘as the most 

productive site of social capital and therefore a pillar of civic and democracy'. The 

nature of this idealization is that it is assumed that families will provide models of 

good relationships and civic virtues.” 

10) “Overall the social capital literature tend to under emphasise the role of families in 

constructing social capital, be this only within family networks or beyond to 

community networks. Instead it tends to over empasise the comparatively small 

amount of time individuals spend working for voluntary associations.”  

11) “The first examines the construction of social capital within family networks and the 

impotance of this for children's developmental outcomes.”  

12) “The second treatment examines the role of families in constructing social capital 

beyond family networks, where family-based social capital bridges into networks 

beyond the household, into the informal and formal arenas of economy, polity and 

community.” 

13) “Social Capital vs Family Capital : Allies or op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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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 다. 이 연구의 결론에서 그는 가족자본을 사회자본의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하고, 이 두 가지 자본은 공존하며 하나가 다른 하나를 보충하고 강화할 수도 

있는 것으로 가족자본과 사회자본의 관계를 자리매기고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서는 서로 상충(work against each other)될 수 있으며, 사회자본과 가족자본이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여건과 부정적인 관계를 갖게 하는 여건에 관해서

는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15)이라고 하 다(Karakoulaki, 2002: 33).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퍼트남은 사회자본을 상호간의 이익을 위한 협력과 

협동을 촉진시키는 연결망, 규범,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 조직의 특성'이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사회자본의 정의는 가족자본의 정의, 즉 ‘가족 안에서 형성되어 

가족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협조관계, 네트워크, 협조적 행동 등’에서 ‘가족 

안에서’, ‘가족의’를 제외하고는 같은 것이다. 이러한 가족간의 협조관계는 가족   

상호간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가족을 사회자본의 근원이라고 ‘이상화’하는 것이다. 

    포르테스는 사회자본의 근원을 행위의 두 가지 동기, 즉 ‘완성적인 동기

(consummatory motivation)’와 ‘도구적 동기(instrumental motivation)’로 나누어  

보았다. 그는 사람들이 ‘완성적인 동기’로 협조적 행동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규범

을 내재화했기 때문에 의무감을 느껴서 특정한 방식의 행동하는 것이며, ‘도구적 

동기’로 협조 한다는 것은 역시 규범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사회적 교환에 대한  

기대라는 보다 계산적이며 이성적인 동기에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중 ‘완성적 동기’에 의해 협조적 행동이 내면화되면, 이로부터 파생된 규범

14) “The notion 'Family capital' refers to the relationships, networks, alliances and 

partnerships which are formed within the family and affet the entrepreneurial 

activities of the family.”

15) “Concluding, two things could be said: 

       a.   Family capital is an important component which affects the behavior and the  

       operation of SMEs and it should be taken under consideration, and

       b.   The two forms of capital(family capital and social capital) may work against  

       each other, or they may coexist and be supplementary and reinforcing one     

       another

     The conditions which relate to the positive interaction between social capital and    

  family capital and those which relate to the negative impact is something that      

  needs to be studied and analysed in more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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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른 개인에 의해 자원으로 전유될 수 있다고 한다(Portes, 1998: 150-1). 따라

서 가족을 기초로 형성된 사회자본이 사회에 전유될 수 있는 자원화 된다면 사회

자본이 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밴필드(Banfield)가 ‘비도덕적 가족주의(amoral 

familism)’라고 부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가족공동체 내부의 결속관계는 강하지만 

공동체간의 관계가 발달할 수 없어 경제발전이 역시 어렵게 된다(유석춘・장미혜, 

2003: 45).

   1.2.2. 집단구성의 원리로서의 ‘가족주의’와 사회자본  

     최재석은 가족주의를 “대표적인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이라고 규정하면서  

칼프(Kulp)의 가족주의에 대한 정의를 소개하고 있다(최재석, 1994: 27). 최재석에 

따르면 칼프는 가족주의에 대해서 최초로 관학적인 정의를 내린 사람인데, 그는  

‘가족주의란 일체의 가치가 가족집단의 유지와 지속과 기능과 관련을 맺어 결정되

는 사회의 조직형태’16)라고 규정했다(Kulp, 1925). 그러나 최재석 자신은 ① 사회의  

구성단위는 집(家)17)이며, ② 이 집은 어떠한 사회집단보다 중시되며, ③ 일(一)  

개인은 이 집에서 독립하지 못하고, ④ 집안의 인간관계도 자유롭고 평등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상하의 신분의 서열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⑤ 이와 같은 인간은   

비단  가족 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가족 외의 외부사회에까지 확대되는 사회의 

조직 형태를 가족주의라고 정의하고 있다(최재석, 1994: 27). 

    한국과 일본의 가족주의와 경제성장과의 관계에 관해서 연구한 문준호(1987)

는 최재석과 비슷한 정의, 즉  ① 사회의 기본적인 구성단위는 혈통을 바탕으로 한 

집이며, ② 이 집은 어떠한 사회 집단보다 중요시되며 성취 지향적이고 이기주의적

16) 최재석(1994: 27)에서 재인용

17) 이 ‘집’이라는 용어에 관해 신인철은 인류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처럼 한국의 집은 기본가족을 뜻하기도 하고, 형제들의 생식가족과 그들의 보무를  

  합친 전체(큰집-작은 집, 대소가, 집안)를 뜻하기도 한고, 최소리니지(minimal lineage;  

  당내, 복내, 대소가, 집안)를 뜻하기도 하고, 리니지(lineage; 파, 문중, 종중)를 뜻하기   

  도 한다. ‘집’의 의미는 사용되어지는 문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신인철, 1995: 223). 



- 10 -

인 속성이 노출되기 쉽다. ③ 한 개인이 이 집에서 완전하게 심리적으로 독립되지 

못하며, ④ 모든 개인의 사회적 행위는 집이라는 단위로 평가되고, ⑤ 집안에서의  

관계도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가 아니라 언제나 위, 아래의 신분 서열에 의해 이루

어지며, ⑥ 이와 같은 인간관계는 비단 가족 안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가족 밖의 

외부 사회에까지 확대되는 조직 형태가 가족주의라고 했다(문준호, 1987: 7). 

    그러나 그는 한 편 일본의 가족주의는 한국과는 많은 차이점이 보인다고 했다. 

즉, 일본의 가족주의는 혈통을 바탕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집이 다른 사회집단   

보다 중요시되지 않고, 그래서 개개인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집에서 심리적으로 독립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개인의 사회적 행위가 집이라는 단위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점도 한국의 가족주의와는 다른 점이라 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가족주

의는 인간관계가 가족 밖의 외부 사회에까지 확대되는 사회의 조직 형태를 의미한

다는 점에서는 한국의 가족주의와 같은 경우라 하면서 일본의 가족주의를 ‘국가  

가족주의’ 또는 ‘집단 가족주의’라 부르고 있다18)(문순호, 1987: 7-8). 

    박희(1992)는 한국과 일본의 가족주의 성격의 차이를 역사적 배경에서 찾아 

설명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일단 연결된 혈연의 고리가 끊어질 수 없고 시간․공간

적 제약을 받지 않고 적용되기 때문에 친족의 전통 속에서 가족은 제사 공동체로  

발전했다. 그리하여 ‘문중(門中)’이나 단내집단(堂 集団)‘이 혈연을 근거로 구성되

며, 동족이 가장 중요한 사회집단으로 등장한다. 일본의 ‘도오조꾸(同族)’의 경우에

도 ‘혼께(本家)’와  ‘분께(分家)’는 수직적 위계질서를 이루며 유사 친족적 의례와 

속적 의무감이 강조되기도 하지만 ‘도오조꾸’는 지리적 제한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다는 점이 한국과 다른 점이라 한다. 즉, 공간적으로 분리된 지역에 거주하면 

혈연관계에 있는 친족이라 해도 ‘도오조꾸’의 성원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래

서 그는 한국의 가족주의가 ‘혈연 연속의 원리’를 준수한고 있는데 비해 일본의  

가족주의는 ‘집(家: 이에)’의 계승 원리가 중심이라 하 다(박희, 1992: 42-57).  

    일본인 학자는 1958년에 출판된 사회학사전(福武 외 편, 1958) 속에서 “개인이 

가족에서 독립하지 못하고 개개의 가족성원보다 집(家)이 중시되어지는 경우와 또 

18) 문준호는 이러한 용어를 伊藤幹治(1982)와 川島武宣(1986)에서 따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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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같은 가족적 인간관계가 가족 외의 모든 사회에까지 확대되는 경우에 거기서 

보여지는 행동양식, 사회관계, 가치체계를 총칭하여 가족주의라 한다.”19)고 규정했

다. 그러나 1994년에 출간된 사회학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見田 외 

편, 1994: 141). 즉 “가족제도에 있어서의 부모자식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인간관계 

원리를 다른 사회집단이나 국가 등의 구성원리로 의제(擬制)할 경우에 거기서    

보여지는 행동양식, 사회관계, 가치체제를 총칭하여” 가족주의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1994년도 판에는 이어서 ‘자본주의 사회의 전개와 함께 가부장제가 해체되어  

가고 개인이 가족에서 독립함으로써 가족주의는 소멸해 가는 운명’이라고 가족주의

를  평가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평가에 따라 1958년에는 삽입되었던 ‘개인이 가족

에서 독립하지 못하고 개개의 가족성원보다 집이 중시되어지는 경우’가 일본 사회 

속에서는 사라져가고 오로지 ‘가족제도에 있어서의 부모자식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인간관계 원리를 다른 사회집단이나 국가 등의 구성원리로 의제(擬制)할’ 유사   

가족주의만을 가족주의라고 규정함에 이르 다고 추측할 수 있겠다.  

     일본사회를 ‘이에모토(家元)’사회라고 부른 슈(Hsu 1975)는 세계 각 나라의 

사례를 가족구조의 물질적 골격을 이룬 상속제도에 주목하여 유형화하 다. 슈는 

일본의 상속권은 장남단독상속이며, 이로 인해 형제관계가 희생되더라도 부모와  

장남이라는 다음 세대의 집 계승자를 중요시하는 수직관계의 속화 동력을 강조

하 다. 또 그는 일본의 집단 구성원리를 ‘혈연 원리’가 관통하지 않고 있으며,   

그렇다고 미국 같이 ‘계약 논리’에 입각한 사회도 아니라고 하 다. 그는 유사혈연  

원리를 핵으로 하면서도 비혈연자도 자발적으로 참여 가능한 ‘협동주의적 조직체’

를 kinship 과 contract를 합쳐서 kintract라는 새로운 용어로 표현하 다. 일본에서 

그의 주장은 혈연(血緣)과 계약(契約)이 합쳐진 緣約으로 알려져 있다. 동경대학의 

아오이(靑井, 2001)는 그러한 슈의 주장을 기초로 한국과 일본, 중국의 전통적 가족 

제도를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하여 비교하 다. 

19) 최재석(1994: 2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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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전통적 일본 ․ 한국 ․ 중국의 가족 비교

일본 한국 (구)중국

가족유형
직계가족

(자식 한명만 동거) 방계가족(중간적)
복합가족

(복수 자식과 동거)

상속제도 장남단독상속 장남우선의 분할상속 아버지 보유 가산을 
아들들이 균분상속

유월성 
아버지- 계승자
어머니-계승자 아버지-장남 아버지 - 아들들

인간관 권위주의적 상호의존 권력주의적 상호의존 상호의존

세계관 협동주의 문중주의 상황주의

사회연대 원리 緣約원리 권력주의적 혈연원리 혈연원리

사회조직 모델 이에모토 문중(씨족) clan(종족)

출처:  靑井(2001: 33)

    가족사회학의 중요한 명제 중의 하나는 근대화 이전과 근대화 이후의 가족에

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山田, 1994: 20). 산업사회의 등장은 가족제 생산

양식에서 공장제 생산양식으로의 전환을 가져오고 이에 따라 가정과 일터가 분리

되었다(조은, 1986: 431). 산업화가 진행되기 이전의 사회에서 가족은 생산 공동체

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많은 농민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노동자가 된 것이다(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1995). 김동노(1997: 90)의 말을 

빌리면  ‘개인이 속하는 공동체는 더 이상 혈연관계의 확장이 아니며 서로의 협력

이 생존의 전제 조건이었던 농업 사회의 환경도 더 이상 개인들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가족은 개별가족의 범위 안에서 생활과 생명

의 재생산을, 또한 자립자조(自立自助) 원칙 아래 생활보장기능을 담당한다(木本, 

1995: 101). 조은(1986: 431)은 그러한 가정과 일터의 분리과정 속에서 가족이 생산

의 기능을 기업에 인계하게 되었다는 것이 현대 산업사회 속에서 가족이 겪은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 가족은 더 이상 가족의 유대만으로 재생산 비용을 조달하

지 못하게 되어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일터에 나가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개인은 가족의 재생산 비용 조달을 위한 경제활동 속에서 가족과는 다른 사회집단

에 소속하게 된 것이다.  

    Paul Bullen 와 Jenny Onyx은 사회자본을 <그림 1-1>와 같은 그림으로 표현

하 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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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사회자본 개념도(槪念圖)

                           

                   출처: Bullen and Onyx(1999)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 개인은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집단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자본을 형성․축적한다. 개인은 사회 속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사회  

집단에 동시에 복수적으로 소속된다. 그러나 가족주의 의식이 강하다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사회는 물론이고, 서구 사회에서도 개인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

하면서 정서적인 소속과 헌신을 기울이는 집단은 여전히 가족이다(유석춘․장미혜, 

2003: 42). 가족이나 친족과 같은 일차 집단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행 연구자

들이 ‘이상화’할 정도로 시민적 관계와 미덕의 좋은 모델이라고 간주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그러한 ‘안식처’에 안주만 할 수가 없고, 경제활동집

단으로 나아가 사랑하는 가족의 재생산 비용을 조달해야 한다. 그렇다면 가족의  

유대의 강도가 반드시 다른 사회집단과의 유대의 강도와 반비례한다고 할 수 없을 

20) Social Capital: Family Support Services and Neighbourhood and Community Centres 

in NSW   http://www.mapl.com.au/A1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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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사람은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타인과 협조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후쿠야마는 신뢰와 사회자본을 거의 동일시하고 있지만 그의 주장대로 사회

자본이 한 나라의 경제성장을 좌우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가족과 사회자본

의 관계는 보다 넓은 사회구조 속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연구는 개별가족의 ‘어떠한 특성이 사회자본을 지탱하고 

있는가’라는 접근보다 가족구조를 기초로 한 ‘어떠한 집단구성원리의 특성이 사회

자본을 지탱하고 있는가’ 라는 접근을 택하고자 한다. 양국의 문화적 전통에 내포

된 상이한 가족주의적 조직원리는 사회자본의 근원으로서 어떻게 기능해왔는가.  

한국과 일본의 개인은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 경제활동의 장(場)과 연결될 때, 어떠

한 사회자본을 이용하는가. 지금부터는 개인을 경제활동의 장과 연결시키는 구인・  
구직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사회자본을 분석해 보기

로 한다.   

    1.2.3. 구인 ․ 구직과 사회자본  

     구직과정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경제학적 접근이

며 하나는 사회학적 접근이다. 경제학과 사회학 연구자들 모두 노동시장 내의 정보

가 불완전 혹은 불확실하다(imperfect information, market uncertainty)는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학의 경우는 주로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해 합리적인  

개인이 어떤 결정을 내지는지를 주목하고, 사회학의 경우는 불완전 정보의 상황에

서사회구조가 개인들의 대응과 행위에 어떤 향을 주는가를 강조하고 있다    

(이정규, 2000). 그래서 경제학적 접근은 직장 정보의 확보 능력을 의미하는 직업탐

색에 중점을 두고, 사회학적 접근은 구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양과   

질에 주목한 사회네트워크 분석에 관심이 모여지고 있다(이병훈, 2001). 

    인적 자본의 시각에서 보면 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부모의 학력이나 지위, 가족

적 배경 등 개인의 귀속적인 용인의 향을 주목하게 된다(김기헌, 2003).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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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을 하는 자가 일자리를 얻게 되는 과정은 단순히 구직활동을 하는 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구인활동의 양쪽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와타나베는 

일자리를 찾는 자가 일자리와 ‘만나는’ 과정을 ‘Job Matching 과정'라 하며 이러한 

과정을 <그림 1-2>와 같은 그림으로 표현하 다(日本 働 究機構, 2003). 

<그림 1-2> Job・Matching 과정                 

입직방법 취업정보 구인・채용방법
조직　　

기업

인적 네트워크

공식적인 방법

직접접촉

구직자

  출처: 日本 働 究機構(2003: 71) 

    전술한 바와 같이, 그라노베터(Granovetter)는 남성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의 　

구직활동에 관한 조사를 통해서 ’약한 유대’에서 얻은 정보가 ‘강한 유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보다 직장 구하기에 유리하다고 주장하여 ‘약한 유대의 강함 이론’을 

제시하 다. 그는 『Gettng A Job』제2판 후기에서 개인주의적인 요인으로 설명되

지 못하는 부분으로 ①구직 시 사용된 사회적 연결망의 종류, ②개인들의 경력 　

이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연성들, ③고용주들의 구인 및 인사 관련 목표와 활동

들, ④실업과 경기 불황, ⑤제도적, 문화적 요인들 으로 나누어 보았다. 그는 미국

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인적 연결망을 통해서 그 중에서도 약한 유대를 통해서 　

구직에 성공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와 다른 결과가 관찰되기도 한다고 하면서 

그 이유의 하나를 그 나라의 독특한 문화 전통에 좌우된다고 한 것이다

(Granovetter, 1995: 13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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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헌(2003)은 학교-직업 이행 결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이론을 　

검토하면서 개인주의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으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보았다.

 

 <표 1-2> 학교-직업 이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들

노동 공급 측면

(개인 ․ 학교)
공급 ․ 수요 연계 노동 수요 측면

시장환경 요인들
청년층 인구 증가

교육 평창(고학력화)
공급․수요 불일치

경기 호황 

청년층 일자리 증가

제도적 요인들
교육체계의 특성

교육 정책

학교․기업 간 연계

학교추천제도

노동시장의 특성

이중/분절 노동시장

 개인적 요인들

개인의 능력

개인의 노력(학습․구직)

가족배경

사적인 인간관계

학교 진로담당자와 

기업 인사 담당장의 관계

교사, 교수의 추천

기업가의 인사 목표

기업가, 기업 인사담

당자의 인력채용활동
 

 출처: 김기헌(2003: 6) 

   위 표에서 볼 수 있듯 김기헌은 학교-직업 이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3가지 즉 시장환경 요인, 제도적 요인, 개인적 요인으로 나누어 보았다. 또한 

Brinton(2000: 1-2)은 고등학생의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적 네트워크(personal networks)’로서의 ‘사적 사회자본(private social 

capital)’과  ‘제도적 사회자본(institutional social capital)’으로 나누어 보았다. ‘인적 

사회자본(private social capital)’이란 자신이 동원 가능한 개인적인 사회자본을 　

가리키며 ‘제도적 사회자본(institutional social capital)'이란 개인들이 특정한 제도 

혹은 조직 속에 몸담게 되면서 얻게 되는 사회자본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학생이 

학교를 통해 일자리를 얻게 되면 제도적 사회자본(institutional social capital)으로 

취업에 성공한 것이며, 부모나 친구를 통해 취업하게 되면 사적 사회자본(private 

social capital)으로 취업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도 사적인(private) 요소가 　

많이 작용하는가 아니면 제도적(institutional) 요소가 많이 작용하는가는 문화 전통

적인 향이 크게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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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전통사회의 구성원리

를 사회자본의 측면에서 비교 검토하고, 이러한 전통사회의 구성원리가 오늘날의 

현대적 맥락에서 어떻게 지속 및 변용되고 있는지를 가설적으로 개념화하고, 마지

막으로는 이러한 한국과 일본의 사회구성 원리 및 그에 따른 사회자본의 차이가 

기업의 구인 또 근로자의 구직 과정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제3절 논문의 구성 

   

    1.3.1. 논문의 구성과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이 장에서 살펴본 이론적 논의를 기초로 제2장에서 한국과 일

본의 전통적인 집단구성의 원리를 사회자본의 시각에서 분석한다. 한국과 일본에서 

관찰된 상이한 ‘가족주의’적 집단구성의 원리는 어떠한 사회적 맥락에서 생겨났으

며 그러한 집단원리는 사회자본의 시각에서 보면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국과 일본의 집단구성의 원리를 ‘문중’과 ‘이에’로 가설적으로 규정하여 그 구성

원리를 ‘사회자본의 근원’으로 분석하겠다. 

    다음 3장에서는 그 구조가 근대국가의 등장과 함께 어떠한 모습을 가지게 되

었는지를 살펴보겠다. 근대국가는 전통적인 ‘가족주의’적 구조를 국가 건설에 어떻

게 이용했는지, 국민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었는지, 이후 고도경제성장과 함께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가족주의’적 집단구성은 어떻게 변질되어간 건지, 또한 그 

양상이 양국의 구인・구직 과정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고찰을 기초로 실제로 현대 한국과 일본의 구인・
구직 과정을 비교한다. 여기에서는 한국의 사적 사회자본과 일본의 제도적 사회자

본이 양국의 구인・구질 과정에서 동원되는 양상을 각종 통계, 조사 자료를 통해서 

분석한다. 먼저 학업을 마치고 처음으로 직업세계로 이행할 때 관찰되는 구조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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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 졸업단계를 중심으로 양국의 공식 통계를 통해서 분석한다. 그 다음으로는 

일단 노동 시장에 진입한 후 직장을  이동할 경우를 한국의 노동부 산하기관인 한

국노동연구원, 그리고 일본의 노동청의 산하 기관인 노동연구기구에 의한 조사를 

통하여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장 결론에서는 구인・구직 과정에서 관찰된 ‘가족주의’적 사회구

조를 사회자본의 시작으로 평가한다.   

<그림 1-3> 논문의 분석 틀 

    

‘네트워크’형  

사회

제도적 사회자본

‘이에’‘문중’

‘동심원’형 

사회

사적 사회자본

구인・구직 경로의 차이

전통사회

구성원리

근대사회

특성

사회자본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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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한국과 일본의 전통사회 구성원리와 사회자본

   제1절 한국식 집단구성의 원리: ‘문중’ 

    2.1.1. ‘문중’의 정의 

    한국에서는 조선 중기 이후 가계계승의식과 조상숭배의식을 바탕으로 조상을 

같이 하는 종족성원들이 결합하는 특유의 부계 혈연집단이 발전되어 왔다(이창기, 

1991). 동족마을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 부계혈연집단의 조직을 ‘문중(門中)’이라고 

한다. 한국의 ‘잡’는 한번 세워지면 이념적으로 속하며, 그 핵심은 제사상속에 　

있다(이광규, 1975: 30). 선조 제사로 인해 ‘큰집-작은집’ 관계가 이루어지고 보다 

상위수준에서 하나의 ’집‘으로 통합된다(신인철, 1992: 213). 

    그 ‘집’은 시조까지 확대되는 것으로부터 8촌 이내의 부계친족집단 ‘당내(堂內)’

까지의 사이에 몇 수준의 집단이 존재한다. ‘당내’는 4대, 즉 아버지․조부․증조

부․고조부를 포함한 범위이다. ‘당내’의 범주를 넘어서, 5대 이상 거슬러 올라가서 

공통된 조상으로부터 연유된 부계혈연집단이 ‘문중’이다21). 이러한 부계혈족 집단의 

구성원은 본관22), 성을 공유하고 있으나 구성원 속에서 학자, 관리 등 걸출한 인물

21) 한국에 존재하는 부계혈연집단을 표현하는 용어는 ‘문중(門中)’, ‘종중(宗中)’, ‘종족(宗

族)’, ‘종계(宗契)’, ‘족중(族中)’, ‘문당(門黨)’, ‘’문계(門禊)‘, ‘종중(宗中)’, 등이 사용되어왔는

데 이러한 용어들의 엄 한 정의에 관해서는 잘 정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해방 후에

는 ‘동족(同族)’ ‘종족(宗族)’, ‘친족(親族)’, ‘친척(親戚),’ ‘일가(一家)’, ‘집안’ 등이 사용되어 

오고 있다(金相圭 1993). 이러한 혼란의 원인은 한국의 혈연집단이 시대에 따라 그 조직

형태와 사회적 의미가 변화했다는 점(이해준, 2003)과 중국에서는 부계 친족집단을 ‘종족

(宗族)’라고 하며 일본에서는 ‘동족(同族)’라고 하는 데 찾을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종족

(宗族)’이라는 부계동성집단을 가지는 중국의 향을 받으면서도 독자적인 부계친족 집단

을 확립했다. 그러한 한국의 각 부계 친족 집단들은 자신의 집단을 ‘종족(宗族)’, ‘문중(門

中)’, 종중(宗中)‘ 등으로 자칭(自稱)하 다(최재석, 1983)가 일본 식민지 시대부터는 일본

인 학자들에 의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일본에 존재하는 ’동족(同族)‘ 등의 용어를 많이 사

용하게 된 것이다(金相圭, 1993). 이 연구에서는 중국의 ’종족‘과도 일본의 ’동족‘과도 다

른 한국의 독자적인 부계혈연집단을 표현하는 용어로 ‘문중’을 사용하기로 한다.

22) 본관은 왕이 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 씨족의 조상출신지의 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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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오면 그 사람을 분기점으로, 또 다른 곳에 거주지를 옮겨 살게 됨에 따라 　

파(派)가 형성된다. 

    또한 당내 구성원들은 부계혈족 중에서도 가까운 사람으로 구성되고 거주지도 

근접한 경우가 많으나, 세대가 교체될 때마다 구성원 범위가 변하며 틀이 고정되지 

않은 집단이므로 구적인 집단이라고 하기가 어려우므로 범위가 비교적 명확한 

부계집단으로서는 문중이 가장 큰 기능을 수행한다(嶋, 1987). 문중의 기능은 주로 

제사, 유교적 혈연질서의 수립, 길흉사(吉凶事)협조, 자제(子弟)교육 등인데, 일차적

인 기능은 제사와 유교적 혈연 질서의 수립이며 나머지 기능은 부차적이었다　　

(최재석, 1983: 767).   

   2.1.2. ‘문중’의 성립과정

    조선시대에 하나의 특권 계급으로 존재했던 양반은 법적으로 정해진 신분이 

아니라, 사회 관습을 통하여 형성된 신분, 계급이고, 따라서 양반과 비양반과의   

한계를 정하는 기준은 극히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계

자들의 의식 구조 속에서만 존재하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기준이라 해도 어떤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상황 하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진 것이었다(宋俊浩, 1987: 37)

    양반으로서의 일차적인 요건은 과거에 합격하여 관료가 되는 일이었는데, 조선

후기에는 다수의 상위관료를 왕족과 혈연관계를 맺은 문중의 구성원들이 독점하게 

되었다. 양반은 또 서울에 거주하는 재경양반과 지방에 거주하는 재지 양반에 나누

어지며, 같은 양반․유생(儒生)이라 하더라도 재지 양반은 과거 합격에 불리했

다23). 재지 양반들은 유향소나 향약 등을 통해 그 지위의 유지․상승을 도모하

고, 이 과정에서 양반은 향리와 일반민들을 그들의 지배 하에 수렴할 수 있었다.   

    국가권력도 그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중앙 집권체제를 관철시키려고 하 다. 

23) 정기 시험보다도 부정기시험이 더욱 많이 개설되어 그 경쟁률이 대단히 심해 시골의 유

생(儒生)은 그 응시와 합격의 기회를 얻기가 대단히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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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향촌 사회의 지배 구조가 가능했던 기본 배경은 주자학적 지배 이념

과 경제적 기반, 사회적인 위세에 있었다. 양반의 지위는 양란 이후 급격한 사회․

경제적 변화 함께 점차로 위축 되었으며, 특히 양반층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양반

권위의 축소와 자체 분열 현상이 일어났다. 17세기 후반기는 당쟁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어, 세도정치, 대원군에 의한 독재정치가 계속된 19세기 전반기까지 당쟁에 

져 정권의 대열로부터 탈락한 전직 관인이나 많은 유생들, 즉 벼슬을 못 딴 양반들 

중 대부분이 서울에서 낙향해 갔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까지는 지극히 한정된 수의 양반만이 권력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다. 그래서 치열한 당쟁에 패배한 전직 관리들이나 그 친척, 

가족들, 그리고 벼슬을 따려고 계속 서울에 살던 유생(儒生)들과 그 가족들이 자신

이나 아내의 출신지 또는 연고지로 낙향하여 내려갔다(孫禎睦, 1977: 162-3). 이러

한 상황 속에서 재지양반들은 신분질서 확립을 도모하는 한편, 비양반층을 포함한 

동계(洞契)를 만들어 비양반층의 공동체 조직을 흡수하여 통제하려고 시도하 다. 

또한  사회․경제적 변동에 대응하는 방파제(防波堤)로서 수령을 중심으로 군현(郡

)  규모의 향약도 만들어졌다.

    18세기에 접어들자 양반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반 지배체제는 점차 

위협받게 되었다. 노비의 도망이나 양반의 경제적 기반의 동요, 당쟁에 인한 양반

의 중앙정계에서의 탈락과 내부분열 등이 그 주된 원인이었다. 이와 같이 향촌질서

가 해체되어 가는 시기와 문중 중심으로 양반층이 갈라지는 시기는 거의 시기를 

같이 한다. 양반중심의 향촌 지배 체제가 이완되어 향촌내의 다른 세력이 대두됨에 

따라 양반의 지위가 도전을 받게 되자 양반들은 과거의 향안( 案)․향규( 規)․

향약( 約)과 같은 향촌지배 보다는 혈연적인 족계(族契)를 만들어 문중 내 결속력

을 강화하여, 혈연 집단 위주의 방어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족보

의 발달에 따른 동족적 기반의 확보와 유대 조직의 강화, 이를 토대로 한 동족촌락

의 형성․발달 등이 추진된 것이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서류부가(壻留婦家)로 인해 혼인 후 장기간 처가 집에  

거주한 후에야 남편 측 집에 거주할 수 있었지만, 주자가례의 보급에 따라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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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간이 단축되어 이 시기에 이르러 직계가족이 이상적 가족 형태로 자리 잡았

다. 재산 상속에 관해서도, 원래 적자(嫡子)에 관해서는 남녀간 차별 없이 모든   

자식에게 균분으로 상속되었으나, 양반의 경제적 정체와 더불어 아들우대, 장남우

대로 기울어, 제사상속도 장남봉사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가계계승을 위해 남아 

입양이 보편화하여 양자결정의 경우도 처가 측의 의견은 제외되어 남편 측 친족에 

의해서 결정되었으며,  반드시 동성(同姓) 집단 안에서 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부계직계 친족결합 추세를 반 하여, 15세기의 족보에는 부모 쌍계가 기재되어   

있던 데 비해, 동성동본의 부계친 계보로 바뀌었고 여자의 이름은 기재되지 않게 

되었다(최재석, 1993). 이처럼 부계혈연자의 조직이 강화되면서 가족제도도 이에  

따라 더욱 변화의 강도가 심화되어 보다 철저한 부계 친족 결합에 의한 문중의  

조직화와 그 과시화가 추진되었다. 이해준(2002)은 이러한 형상을 ‘문중화’ 경향이

라는 말로 표현했다. 

    재지 양반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저하되기 시작함과 동시에, 폐쇄적인 문중조

직을 형성하여 향촌사회에서의 기득권을 지키면서 지역사회에서의 위세를 유지하

고자 했던 큰 원인은 낮은 사회적 신분에서 양반신분으로 상승하고자 하는 세력이 

대두했기 때문이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은 양반의 서얼과 향리 층이었다. 그들은 

17∼19세기를 통하여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켜 양반과 동등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벌 다. 그 결과로 그때까지 족보에 기재되지 않던 서얼

과 향리 가문이 족보에 기재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1801년에는 공노비 해방 조치로 

공노비가 모두 양인이 되어, 성씨를 가지게 되었다(조성윤 1998: 242). 

   18세기이후 족보 작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이와 같은 상황과 

관련된다. 원래 양반과 출자를 같이 하는 향리(鄕吏)나 양반의 서얼들이 양반과의 

신분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일어서고 있을 때, 농민층이나 노비 층에도 신분상승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18세기에는 평민병졸․천민 중에도 양반을 모방하여 사대

부 복장을 하거나, 상인도 새롭게 양반으로서 호칭할 정도로 신분적 혼란이 현저해

졌다. 19세기에 들어서면 양반화 경향이 급증하 으며, 양반으로의 신분상승 지향

성 역시 더욱 심해졌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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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양반수가 급속히 증가한 반면, 상민노비가 감소현상을 보여 특히 상민

의 양반화, 노비의 상민화가 나타났다25). 이러한 현상은 신분제도의 동요나 붕괴라 

기보다, 양반적 가치와 생활양식이 하위 계층까지 침투함을 보여주는 것이다(宮嶋, 

1995: 187-209). 이리하여 부계씨족조직은 사촌(四寸)에서 육촌(六寸), 팔촌(八寸), 

십촌(十寸)으로 마침내는 동성동본으로 점차로 넓어져갔고 가문(家門)별로 보면 한

두 가문 (家門)에서 시작하여 거의 전국의 모든 가문으로 확산되어 갔다. 이리하여 

19세기, 20세기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부계친(父系親)이 집단화, 조직화 되어갔다

(최재석, 1983: 11). 

   제2절 일본식 집단구성의 원리: ‘이에’

   2.2.1. ‘이에’의 정의

    ‘이에’는 ‘家’의 일본식 발음이며 물론 원래 뜻은 ‘집’이다. 그러나 ‘이에’라는   

제도는 부모자식․부부라는 혈연관계를 기초로 한 가족형태라 해도 단순한 혈연가

족을 넘어서 대를 이어 계승되는 속성을 지닌 존재이다(中野, 1985: 115). ‘이에’ 

제도는 ‘이에’에 속하는 모든 구성원이 시계열적으로 연결된다는 하나의 정신이고

(鈴木, 1940) 세대를 넘어 연속하는 가족집단의 연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돌아가신 조상은 물론, 앞으로 ‘이에’를 이어 갈 자손도 포함하는 원한 단위이다  

(小笠原, 1994: 142). 

24) 17세기후반에 호수의 9%이던 양반호가 19세기 중반에는 70%를 차지했는데 비하여,    

같은 시기에 상민호와 노비호는 각각 54%부터 28%, 37%부터 2%로 급격한 감소를     

보 다(四方. 1976). 

25) 그러나 이러한 수치상 양반이 증가한 것이 꼭 양반으로 인정된 인구 증가를 의미하지   

않는다. 조선시대후기에 있어서 호적상 양반으로 기재된 사람 모두가 향촌 사회에서     

양반이라고 인정된 사람들은 아닐 것이다. 양반이란 사회적 인지를 필요로 하는 존재  

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인정된 양반은 전체의 5%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고, 나머지     

는 위와 같은 경로로 양반의 지위에 오른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또한 노비가 감소된     

것은 위조양반, 위조양인, 위조중인이라고 추측된다(金泳謨. 1982: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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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이에’는 가장(家長) 및 그의 가족으로 이루어지는 공동거주(居住) 

및 생산의 단위이다. 일단 성립된 ‘이에’는 ‘이에’ 구성원의 세대교체에도 불구하고 

속성을 전제로 하여, 그 자체가 분할할 수 없고 지역사회에 정착한 사회단위이다

(나카네, 1984: 189). 토지․재산은 ‘이에’ 구성원 개개인이 아니라 ‘이에’ 자체에  

속해  있다고 여겨진다(中根 1987: 103-4). 

    그리하여 ‘이에’란 가산(家産)과 가업(家業)의 유지・계승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가명(家名)의 연속성을 상징으로, 부모-자식-손자로 남자직계 친족에 의해 계승  

되어가는 독자적인 사회단위라 할 수 있다(笠谷, 1997: 5). ‘이에’는 단지 혈연집단

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이에’ 체계의 유지․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비혈연

자도 포함할 수 있으며(坂井․坂井, 1995: 108) 공동거주와 경제적인 요소가 혈연  

보다 우선된다(民族學硏究所, 1985). 

   2.2.2 성립과정 

   ‘이에’의 기본적인 성격은 다이묘(大名)라는 무사(武士) 주의 토(領土)의   

유지․계승이라는 과제와 직결되어 형성되었다(笠谷, 1997: 4-5). 무사란 무술을  

가업으로 삼는 세습적인 전투 신분의 사람들26)이다. 무사들의 토는 소령(所領)’

이라  하는데 무사의 생활기반이고 그의 가족이나 케라이(家來)라는 가신(家臣)을 

그 안에 거주시키면서 무사단(武士団)을 형성하여 발전시키는 기반이었다(笠谷, 

1997: 1). 무사는 가족과 ‘케라이’와 함께 또 농민, 부랑민(浮浪民)을 고용하면서  

땅을 개척・개간하여 ‘소령(所領)’을 형성하여 ‘소령(所領)’의 주(領主)가 된 것이

다(笠谷, 1997: 2). 무사 주들은 소령 속에 살고 있는 농민들 지배하고 또 다른  

무사 주의 무사단과 싸우면서 자신의 소령(所領)의 유지・확대를 도모하고 있었

다. 

26) 그러한 ‘무사가문(武士家門)’이 귀족사회 던 헤이안(平安)시대, 즉 10세기에서 12세기에 

걸쳐 일본사회에 등장했다(笠谷, 199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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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열한 생존경쟁을 살아남기 위해서 무사단(武士団) 조직의 내부에서는 치 한 

수직적 조직의 구축이 요청되었으며, 또한 하극상(下剋上)을 막아 상위자가 압도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주종간의 접한 관계를 중심 

으로 하는 수직적인 조직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무사 주들은 자신

에 대한 절대적 충성과 복종을 가신에게 요구하게 되었다. 그 결과 보다 상위에 위

치한 자가 보다 하위의 위치한 자를 지휘하는 위계적 조직형태가 성립하여, 이   

조직이 전국(戰國)시대27) ‘다이묘께(大名家)’=‘이에’가 되었다(佐藤, 1993: 172-75). 

    그 ‘이에’에 속하는 각 무사들은 자신의 전투 능력을 보다 높이 평가해 주는 

사람을 자신의 주인으로 택하여 자신의 전투능력의 대가를 받는 존재이었다.     

각  무사들을 통솔할 수 있는 근거는 각 무사가 그 무사 주를 그의 주인으로 인

정하여 자신의 몸을 맡기는 ‘탁신(託身)’이라는 일종의 계약에 의해서 다. 그래서 

사회가 계속적으로 전쟁상태이면 전투자( 者)로서의 능력을 가장 높이 평가해

주는 군주를 찾아 몸담는 조직을 옮기는 일이 가능하 다. 

     그러나 이어서 평화로운 에도(江 )시대28)가 성립되자 전쟁상태가 끝나 무사

가 전투자로서 평가받는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것은 무사가 공을 세워 그 

공을 군주에게 평가받을 기회를 잃었음을 의미하여 과거의 자신 또는 자신의 조상

이 세운 공의 후광에 의해서만 도쿠가와( 川) 막번(幕藩)체제29) 하의 ‘다이묘께’=

‘이에’ 속에서 지위가 결정됨을 의미하 다. 그것은 현재 속해 있는 ‘이에’와 다른 

‘이에’로 옮기는 일은 능력 평가 면에 있어 불리하게 만들었다. 또 군주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이에’에 속해 있는 무사가 다른 ‘다이묘께(大名家)’로 자리를 옮기는 

행위는 자신의 주로서의 역량을 낮게 평가한다는 모욕으로 간주되므로 에도시대 

무사 주는 가신이 ‘이에’ 간 이동을 꾀한 경우, 그 무사를 새롭게 고용하려는     

27) 応仁の (1467∼77)을 게기로 무사 주가 전국을 할거(割據)했던 시대.  

28) 도쿠가와 이에야스( 川家康)가 전국을 통일하여 장군으로 정권을 잡은 시대. 에도(江

: 현재의 東京)에 수도가 있었으므로 ‘에도시대’라 부르기도 하고 도쿠가와 쇼군께(將軍

家) 집권시대이므로 ‘도쿠가와 시대’라고 부르기도 함. 이 연구에서는 주로 ‘에도시대’라 

표기하기로 한다.

29) 도쿠가와 쇼군(將軍)의 ‘막부(幕府=중앙정부)’와 각 ‘다이묘께(大名家)’의 ‘번(藩=지방정

부)’체제를 막번(幕藩)체제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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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묘(大名)’가 있으면 체면을 걸고 그 ‘다이묘’와의 전쟁을 선포하곤 했다.     

그러나 평화를 도모한 도쿠가와 막부는  ‘다이묘께’ 간의 분쟁이 일어난 경우는 그 

두 ‘이에’를 몰살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각 무사는 현재 몸담고 있는 ‘이에’를 자기 

의지로 떠나는 것은 생활 기반을 잃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이동의   

자유를 빼앗겼다. 이동의 자유를 빼앗긴  무사들은 자신과 군주와의 정서적인 결합

이라는 일종의 도덕관념을 발달시켜, 자신의 어려운 위치를 나름대로 합리화시켰

다. 가신(家臣)은 일방적으로 군주의 의도를 주체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군주도 가신

의 의지를 배려해주리라 기대한다. 이 정서적 결합의 논리에 의해 무사의 자율성과 

조직의 질서는 성립한다. 그리하여 원래 무사의 주종(主 )관계는 가신(家臣)과  

주인의 개별적인 인격적 결합이었으나 에도시대, 특히 중기 이후에는 ‘이에’와   

‘이에’의 관계가 되었다(佐藤, 1993: 171-9). 개별 무사의 생활을 보장하는 가록  

(家祿)은 가격(家格)에 따라 개인이 아니라 각 ‘이에’에 속하여 세습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무라카미 외(村上 외, 1979)에 따라 ‘다이묘께(大名家)’를 ‘大이에’로 

그 ‘이에’에 속해 있는 개별적인 무사들의 ‘이에’를 ‘小이에’라 하며 정리하겠다. 즉,  

도쿠가와 쇼군께( 川 軍家=중앙정부로서의 ‘大이에’)와 각 ‘다이묘께(大名家=지방

정부로서의 ‘大이에’)’간의 주종(主 )관계, 그리고 ‘다이묘께’와 각 무사의 ‘이에(‘小

이에’)’간의 주종(主 )관계로 세습으로 이어가면서 초세대적으로 고정되었다30)  

(大藤, 1996: 16). 모든 무사의 ‘이에’가 도쿠가와쇼군께( 川將軍家)를 정점(頂點) 

으로 한 위계적이고 중층적인 주종 관계로 고정된 것이다31). 

     전국시대(戰國時代)에서 에도 시대 초기의 ‘다이묘께’는 주가 독재적인 권력

을 쥐고 있었으나, 17세기 후반에 접어들이면서 상급 무사층의 합의가 ‘이에’의   

일상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형태로 변하 다. 이에 따라 주의 행동에도 제도적인 

규제가 가해지며, 18세기 중반 경에 이르러서는 주 ‘오시코메(押込)’ 관행이 형성

되었다. 군주 ‘오시코메 ’관행이란 상급무사들이 주 일족과 막부의 묵인 하에   

30) 각 ‘이에’ 간에는 가격(家格)의 계층제(階層制)가 존재하 다. 같은 ‘다이묘께’ 중에도  

도쿠가와쇼군께(將軍家)와의 친소(親疎)의 정도를 기준으로 한 등급이 있었다.   

31) 각 ‘이에’의 소령과 그 속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도쿠가와 장군가(將軍家)한테 맡아서 

지배하고 있으므로 각 ‘이에’ 사유물(私有物)이 아니며 그리하여 장군가(將軍家)에게 은혜

를 느껴서 충성을 맹세해야 한다는 논리이었다(大藤 199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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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강제적으로 은거시키는 일을 가리킨다. ‘이에’ 논리로 보아서 바람직하지  

못한 군주의 행동이나 정책은 ‘이에’ 존속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군주의 행동을 억제하여, 필요하면 군주를 퇴위시키는 ‘이에’ 내부적인 제도가 완성

되었다(笠谷, 1988, 1997). 이리하여 에도시대 후기의 ‘다이묘께’는 가신에 가해진 

자유로운 선택 제한을 주에게도 작용시키는 새로운 조직형태로 바뀌어갔다. 이전

의 ‘大이에’는 원래 그 외부에 있는 개별적인 ‘小이에’의 가장인 무사가 주에게 

충성을 맹세하여 ‘다이묘께’=‘大이에’에 속해 들어가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형태가 주 자신을 포함시켜 모든 무사들의 ‘이에’=’小이에’, 토 내의 농민, 상인

들의 ‘이에’를 내부에 포함하는 보다 고차원의 ‘이에’로 변한 것이다(佐藤. 1993: 

190).

    도쿠가와( 川) 막번(幕藩)체제는 병농분리(兵農分離)를 목적으로 ‘다이묘께’에 

속해 있는 모든 무사를 성(城)이 있는 도시에 모아 거주시켰다. 이러한 도시를   

‘城下町(죠오카마치)’, ‘마치’라고 하며, 그 ‘마치’를 조성할 때 연공(年貢)을 저장하

는 공간을 만들고, 도매상을 배치하여, 무사가 녹봉(祿俸)인 쌀을 생활에 필요한  

소비재로 바꾸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상인들도 ‘마치’에 모아 거주시켰다  

 (富永, 1990: 300; 유석춘・국민호, 1992: 324). 이러한 상인계급의 상가 피고용인

을 ‘호오코닌(奉公人)’이라 하는데, 의식주(衣食住)의 제공을 받되 월급은 받지 않고 

일하는 종업원을 가리킨다. 

    사회전체의 경제규모가 확대된 17세기가 되면 수십 명의 혈연관계 없는 피고

용인, ‘호오코닌’을 둔 상가조직이 등장하기 시작하여(佐藤, 1993; 191) 상가는 업

상의 권리를 상표(商標)를 물들인 포렴인 暖簾(노렌)32)을 상징으로 상속시켰는데 

경 자의 능력이 바로 ‘이에’의 경 상태와 직결하므로 상가에서는 혈연위주 상속

을 고집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아들이 계승자로 간주되어 있었으나, 딸에게 가산

을 상속시켜, 이 딸을 ‘호오코인’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사람과 결혼시켜서 경 을 

맡기는 예도 많았다( 藤․大石, 1995; 15). 이 것은 ‘무코요시(=서양자)’라 한다.    

     또한 ‘호오코닌’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노랜와케(暖簾分)’라는 제도를 고안

32) 상인에 있어 ‘暖簾(노렌)을 지킴’은 상가로서의 ‘이에’를 지킴과 같은 뜻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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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노랜와케(暖簾分)’란 장기간 충실히 일해 준 ‘호오코닌’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독립시켜, 야고(屋号: 가게 명칭)․상표(商標)의 사용을 허락하는 제도이

다. 이 제도가 확대되어 상가동족단(商家同族団)이라 불리는 제도가 성립된다(佐藤, 

1993). 그리하여 ‘호오코닌’에는 장기근속과 충실한 업무수행이 요구되어 이러한  

비혈연자를 구성원으로 ‘이에’로서의 상가가 성립하 다. ‘호오코닌’은 주인과 혈연

관계가 없어도 분명히 ‘이에’ 구성원으로 간주되어, 그 ‘이에’에 전인격적(全人格的)

으로 소속하게 되었다33)(中野, 1978: 69).

    무사나 상인계급이 ‘마치’라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농민들은 에도시대가 

되면 ‘무라(村)’라는 농촌에 거주지를 제한되었다. 에도시대 농촌에는 원칙적으로 

무사는 거주하지 않았다. 이 시대 농민들에게 연공은 무라우께(村請) 제도라는   

‘무라’ 구성원 전체로 상납하는 구조 다( 藤․大石, 1995: 92). 농민에게 있어   

가산(家産)이란 집을 포함한 농지며, 무사의 녹봉, 벼슬, 상인의 경 권과는 달리 

분할할 수 있는 것이었다. 분가될 경우에는, ‘이에’ 분화에 따라 가산도 분할되었다. 

    그러나 17세기 후반이 되면 점차 농지개발의 가능성이 줄어듦에 따라 가산의 

확대 가능성도 줄어들었다. 1673년, 막부와 각 지방 주들은 분지제한령(分地制限

令)34)을 내려 세농민의 분할상속을 금지시켰다(富永. 1990: 260-1)). 그리하여  

에도시대 중기 이후에는 무사계급처럼 농민계급도 장자단독상속 경향이 강해져35) 

33) 이러한 ‘호오코닌’ 중에도 역할과 근속연수, 근무하기 시작한 나이, 성별 등으로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그 차이는 크게 나누어 다음과 같다(中野 1978: 70).

     ①子飼(코가이): 元服(겐프크: 성인식 11세∼17세쯤)이전에 일하기 시작한 ‘호오코닌’

     (10세쯤에 일하기 시작하여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므로 농가 등의 차남이하가 많았다) 

     ②中年者(츄넨모노): 元服 후에 일하기 시작한 ‘호오코닌’

     ③下男(게난): 잡무을 담당 ‘호오코닌’ 중년 이후에 일하기 시작하는 자가 많음.

     ④下女(게죠): 많은 경우, 결혼할 때까지만 일하는 여자 ‘호오코닌’  

   그들중 ‘노렌와케’를  받을 수 있는 ‘호오코닌’은  ①子飼 뿐이었다.           

34) 농민 소지지(所持地)의 분할을 제한한 법령(法令)이며 농민의 담세(擔稅)능력을 유지시

키기 위해, 농민 소지지의 세분화를 조지하려고 한 것. 名主(나누시=마을의 장)는 20石

(코쿠)이상, 일반농민은 10石이상의 소지고(所持高)가 아니면 전담을 자식에게 분할 상속

시키지 못함을 규정한 것. １石은 약 150kg. 막부나 지방 주의 ‘이에’ 수입원은 농민의  

연공이었으므로, 농지 세분화로 농민이 궁핍해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35) 장자단독상속의 경우, 차남이하는 분가 받지 못하는 한 가산을 분여 받을 수 없다. 분가

는 일정이상의 가산이 없으면 못했으므로 많은 차남, 삼남은 집을 나가야만 했다. 그들은 

남자가 없는 집에 양자로 들어가거나, 일손이 필요한 큰 농가나 상가에 들어가서 ‘호오코

닌’으로 일하게 되었다(富永. 1990: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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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의 속성과 발전을 소원하는 ‘이에’ 사상이 발생했다. 

     분가할 경우는 중심적인 ‘이에’로부터 새로운 ‘이에’가 파생되어 ‘혼께(本家,  

큰집)’와 ‘분께(分家, 작은 집)’관계가 성립된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께(分家)’를 포

함한 ‘이에’ 연합체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혼께(本家)・분께(分家)’ 집단을 동족단

(同族団)이라 한다. 동족단 형성은 보통 장남이 ‘혼께(本家)’를 계승하여 차남 이하

의 아들이 분가함으로써 생긴다. 이러한 ‘분께(分家)’를 ‘혈연분께(血 分家)’라 하는

데, 혈연관계가 없어도 오랫동안 충실히 일해 준 ‘호오코닌(奉公人)’ 등에게 약간의 

재산을 나눠 ‘분께(分家)’시킬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분께(分家)’를 ‘비혈연분께(非

血 分家)’라 한다. 대부분의 ‘비혈연 분께’는 ‘호오코닌’분께 으며, 이것은 상가동

족단(商家同族團)의 ‘노렌와케’의 관행과 같은 것이다. ‘혼께(本家)’・‘분께(分家)’  

관계에는 생활상 여러 기능이 수반되어 ‘분께(分家)’는 ‘혼께(本家)’의 경제적, 사회

적인 지배를 받으면서 보호받는 하나의 생활보장 조직이었다. 

   제3절 사회자본의 근원으로서의 ‘문중’과 ‘이에’

　  유석춘・장미혜(2003)는 사회자본을 형성・축적에 집단의 폐쇄성과 개방성이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개념화하기 위해 세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 내부에 출현

할  수 있는 두 가지 관계를 <그림 2-1>와 같은 그림으로 표현하 다.

    ‘가’ 경우는 세 사람 사이의 관계가 완결된(complete) 상황이며, ‘나’ 경우는  

관계가 완결되지 않은(incomplete)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완결된 ‘가’는 관계가  

닫친 연결망(network closure)으로, 즉 폐쇄성적인 관계이며 내부의 결속이 강하게

(strong in-group tie) 나타난다. ‘나’ 경우는 열린 연결망(network open), 즉, 개방

적인 관계이며, 내부의 결속은 상대적으로 약한 관계(relatively weak in-group tie)

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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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세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 내부의 관계

        

B

A C       

E

D F               

                                                     

       가: 완결된 관계(닫힘)          나: 완결되지 않은 관계(열림) 

 (complete relationship: network closure) (incomplete relationship: network open)

출처: 유석춘・장미혜(2003: 36)

또한  <그림 2-1> ‘가’와 ‘나’가 외부와 맺을 수 있는 관계를 각각의 집단에서 

상대 집단과 관계를 단순화(parsimony)시켜36) <그림 2-2>와 같은 세 그림으로 정

리하 다. 

   <그림 2-2> ‘가’ 경우는 각 집단 구성원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no tie). 그림 ‘나’ 경우는 각 집단 구성원 사이에 ‘약한 연대’(weak tie)가 

존재하는 경우이며 두 집단은 각 집단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약한 연대를 

통해 상대방 집단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정보를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다. ‘다’ 

경우는 서로 다른 집단에 속해 있는 두 사람 사이에 ‘강한 연대’(strong tie)가 존재

하여 두 집단은 두 사람을 매개로 하나의 새로운 집단으로 통합된다. 연대관계가 

없는 ‘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나’와 ‘다’는 각각 ‘약한 연대’, ‘강한 연대’관계를 맺고 

있다. ‘가’ 경우는 두 집단을 가로지르는(cross-cutting) 혹은 가교(架橋)하는

(bridging) 연대가 형성되어, ‘다’ 경우는 집단 사이에 형성된 ‘강한 연대’는 두 집단

을 하나의 보다 큰 집단으로 묶어주는(bonding) 역할을 한다.  

 

36) 외부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 뿐이라고 제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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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세 사람으로 구성된 두 집단의 관계 

                 

B

A C

E

D F

가: 연대가 없는 관계(no tie)

                 

B

A C

E

D F

                            나: 약한 연대에 의한 관계(weak tie)

       

B

A C

E

D F

  다: 강한 연대에 의한 관계(strong tie)

출처: 유석춘・장미혜(2003: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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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는 위와 같은 논의를 기초로 한국의 ‘문중’형 조직과 일본의 ‘이에’형 

조직 구조를 사회자본의 측면에서 약한 연대와 강한 연대를 구분하여 접근해 보고

자 한다. 

    한국의 경우 양반이라는 신분은 논리적으로는 개인의 능력으로 획득 가능한 

것이었다. 제일자적인 조건인 과거 급제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양반으로서의 신분 

유지나 그 속에서의 가격(家格) 상승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다. 미야지마에  

따르면 마을 안에서 양반으로 인정받는 조건은 대략 다음과 같다(宮嶋, 1995: 22).  

 (1) 과거합격자 또는 과거에 합격하지 않았지만 당대를 대표하는 저명한 학자를 조상에  

   모시고 있을 것이며 그 조상으로부터의 계보 관계가 명확한 것.  

 (2) 여러 대에 걸쳐 동일한 촌락(村落)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 이런 대대의     

   거주지를 세거지(世居地)라고 하는데, 세거지에서는 양반 가문이 동족 집락을 형성하  

   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양반의 생활 양식을 보존하고 있을 것. 양반의 생활양식이란 조상 제사와 손님에    

   대한 접대를 정중히 행하는(봉제사奉祭祀, 접빈객接賓客) 동시에 일상적으로는 학문에  

   힘을 쓰고 자기 수양을 쌓는 것이다.

 (4) 대대의 결혼 상대, 즉 혼족(婚族)도 (1)에서(3)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집단에서 고를   

  것.

   위 (3)(4)에서 볼 수 있듯이 양반으로 인정받으려면 다른 양반들과의 교류가  

불가결하 다. 한국의 문중은 부계혈연 원칙이 엄격하게 관통되어 ‘동성동본불혼 

(同姓同本不婚)’, ‘성불변(姓不變)’, ‘이성불양(異姓不養)’이라는 3가지 원칙이 엄수된

다. 그리하여 사위이나 며느리는 반드시 다른 ‘문중’ 구성원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 즉, 한국의 ‘문중’은 열린 연결망의 모습을 갖고 있을 수 없다. 그러한 측면에

서는 한국의 ‘문중’은 일본의 ‘이에’보다 경계가 뚜렷이 구분되는 닫힌 연결망

(network closure)의 모습을 보인다. 일본의 ‘이에’는 혈연의 연속성보다 ‘이에’의 

속성을 중요시하므로 혈연성은 비교적 경시되어 양자(養子)제도가 발달되었다. 

그리하여 다른 ’문중‘에서 참여 가능성 없는 한국의 ’문중‘보다 개방적, 열린 연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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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open)이라고 할 수도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무라카미 외(村上 외, 1979)는 도쿠가와쇼군께( 川將軍家=

막부)를 포함한 ‘다이묘께(大名家)’를 大‘이에’라 하며, 각 ‘다이묘께’에 속해 있는   

무사들의 ‘이에’를 小‘이에’라 하 다. 무라카미에 따르면 이러한 ‘이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고 한다(村上, 1986: 31-2).

(1) 연약성( 約性, kin-tract-ship). 혈연성(kinship)과 계약(contract)을 조합한 말이며,    

 일단 귀속하게 되면 평생 그 집단에 소속하게 됨을 의미한다. 

(2) 속성. 집단의 장(長)의 지위가 하나의 직계선(直系線)에 따라 부모에서 자식(양자도  

 포함)으로 원히 이어가면서 집단의 정체성이 확립된다. 

(3) 기능적 계급성.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주로 군사 기능에 관계된 역할에 따라 계통적  

 (階統的)으로 서열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계급화가 집단 내 응집력을 약화시키지       

  않게 하는 배려가 있다. 

(4) 자립성. ‘이에’ 속의 생활필수품의 자급력뿐만 아니라 자위력, 집단 내 경찰․사법권을  

 포함한 고도의 자립성을 가지고 있다. 

    위 (1)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의 ‘이에’형 조직은 “일단 귀속하게 되면 평생  

소속하게 됨을 의미한다.” 무라카미는  ‘이에’가 혈연관계가 없는 자에 의한 양자제

도를 다용(多用)한 것을 강조하여 ‘양자란 바로 일단 참여하게 되면 원히 귀속하

는 것’이라 하 다(村上 1986: 31). 그리하여 일본의 ‘이에’가 양자제를 발달시켰다

고  그것이 바로 ‘이에’가 실질적인 의미로 열린 연결망(network open)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양자제도에서는 양자를 제공한 원래 ‘이에’집단과 그가 새로이  

소속하게 된 ‘이에’가 그를 매개로 연대되는 것도 아니었다. 양자의 ‘이에’간 이동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 개인적인 이동이며 그가 속해 있던 그리고 새로 속하게 된  

집단 간의 연대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이에 비해 한국의 문중은 

그 닫힌 집단으로서의 성격으로 인해 오히려 다른 문중집단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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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동성동혼불혼’의 원칙은 필연적으로 족외혼을 요구한다. 족외혼을 전제로 

혈통의 연속성이 유지되는데, 혈통의 속성이란  미야지마가 제시한 (1)의 조건과 

같이 한국의 문중 집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어 있었다. 그러

므로 한국의 문중 집단은 다른 문중 집단과의 공존을 전재로 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구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服部, 1992: 9). 

    그것도 미야지마가 제시한 (2)와 같이 세거지(世居地)는 동족 마을인 경우가 

많으므로, 결혼도  거의 같은 ‘무라’ ‘마치’ 사람끼리 했던 일본의 ‘이에’ 구성원들과 

달리 그 통혼권이 훨씬 넓어진다. 동경대의 핫토리(服部)는 양반들은 보다 많은  

기회를 찾아 보다  넓은 범위로 혼인 상대를 구하려고 하지만, 문호대등(門 等)

이라는 의식이 강해 무제한 확대할 수 없고 또 전체 양반 수에서 보면 소수인   

관직 보유자와의 유대를 도모하여 축소 경향도 동시에 보인다고 한다. 이에 대해 

코베(神 )대학의 키무라(木村, 1996: 110-18)는 핫토리가 시대적 조건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하여 양반들은 가능한 한 넓은 범위에서 혼인상대를 찾아다니며 그  

네트워크를 확대시키려고 했다고 하면서  ‘혈연의 네트워크화’를 <그림 2-3>과  

같은 그림으로 표현하 다.

      조혜정(1982)은 양반들의 집단 내부에서의 급수 상승에는 혼인을 ‘낫게

(better)’하는 방법 이외에 많은 양반들과 교우관계를 결성하고 학식의 풍부함을  

과시하는 방법이 있었다고 한다. 서원을 통하여 유명한 문중에 속하는 양반들은  

다른 마을에 거주하는 양반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자신들의 거주 범위를 넘어

서는 정치적 향력을 행사하 다. 이러한 양반들은 지역 내 양반들 간의 정치적 

연대를 확립하고, 나아가서는 같은 파당에 속하고 서울에서 관직에 올라있던 관리

를 지원하며 자신들의 위세를 확립하고 이를 기초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 다

(Janeli. and Janeli, 1978). 또 동시에 양반으로서의 신분단위와 생활기반으로서의 

지연단위로 결합․협조하는 연대기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계(契)’ 조직이었다. 

양반들은 양반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계’를 조직하여 그 ‘계’조직으로   

양반들은 양반 신분으로서의 집단 활동을 전개했었으며, 양반과 상민이 같이 가입

하는 ‘계’를 통하여 지역사회는 신분을 넘어 결속을 가능케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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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통혼권 네트워크의 전국화에서 본 한국 혈연의 네트워크화             

                 

 출처: 木村(1996: 118)

 

    혈연집단에 있어서는 개인은 ‘집’이라는 테두리를 무시하여 직접 혈연집단의  

구성원이 된다. 혈연집단의 구성원으로의 자격은 법적인(혹은 그 사회에 인정된) 

결혼에 의한 출생으로 결정된다. 또한 개인이 그의 혈연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사실

은 평생 동안 변하지 않는다(中根, 1970: 432-4). 그것은 한국이나 중국처럼 엄격한 

혈연원리에 입각한 사회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질지 모른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당연

한 일이 아니었다. 혈연집단이 아닌 ‘이에’형 집단에서는 구성원 자격은 각 ‘이에’의 

사정에 따라 경정된다. 비혈연자도 구성원이 될 수 있음은 혈연자일지라도 배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무사 주 ‘오시코메(押込)’관행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이에’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실질적으로 구성원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그리

하여 개인은 어디까지나 ‘이에’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개인은 ‘이에’라는  

집단의 테두리를 무시하고 직접 보다 고차원의 집단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통혼권

통혼권

통혼권

통혼권

통혼권

통혼권

통혼권

통혼권 통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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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라카미는 각 ‘다이묘께(=大‘이에’)’ 토 속에 살고 있던 상인, 농민들의    

‘이에’를 무사들의 ‘이에’를 모델로 성립된 ‘이에’이므로 準‘이에’라 부른다. 그러나 

그러한 準 ‘이에’는 경제적이 자립성은 지니고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방위력(防衛

力)’이 결여되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大‘이에’ 혹은 大‘이에’가 연합한 국가에  

의존하고 비호받는 존재 다(村上 외, 1979; 415-6). 무라카미 외는 이러한 각   

‘이에’의 관계상을 <그림 2-4>와 같은 그림으로 표현하 다.     

     <그림 2-4>와 같이 ‘이에’는 확고한 테두리의 설정으로 구성되는 폐쇄적인 

사회집단이다. 그 성립 과정에서 ‘이에’는 구성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사실상 금지시

킨 집단이었다. 상인계급은 에도 막부(幕府)의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막부(幕府)와 

다이묘의 비호(庇護)와 허가 아래 각각의 업종을 독점하고 동업자끼리의 경쟁을 

금지시키는 목적으로 ‘카부나카마(株仲間)’라는 길드(guild)와 같은 동업자 단체를 

형성하 다. 이 동업자 집단은 거래상의 여러 협정37)으로 동업자의 신용 유지,   

조정기능을 지니고 있었다. ‘카부’라는 개념은 무사의 벼슬이 고정화되고 세습화되

면서 생긴 개념이며, 지위․신분․격식(格式)․업무 등을 세습하여 이탈하지 않음

을 ‘카부’라고 한 것이다(宮本, 1938: 37). ‘카부’의 숫자는 한정되어 있어 ‘카부나카

마’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일정 수에 한정된다. 따라서 신규가입의 가능성은 낮고 

기득권이 우선되는 배타성이 강한 집단38)이다(中根, 1987: 241-2).

37) 업범위 등을 특정하여 거래처를 고정시켜 상품 가격(價格)을 일정하게 만드는 등

38) 신규가입에 관해서는 구성원의 의사를 확인하고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은 자가 있을 

경우는 승인하지 않았다. 자식, 양자, 친척에게 ‘카부’를 양도할 경우는 기존 ‘카부’ 숫

자에 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승인되었으나 소위 ‘호오코닌’분께

로 신규 가입할 경우는 보통 20년 이상의 근속이 요구되어 주인에 의한 허가와 다

른 ‘카부나카마’ 구성원에 대한 소개가 필수조건이었다(中根,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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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4> 에도시대 大‘이에’ 연합 국가

  출처: 村上・公文・佐藤(1979: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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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계급도 기독교의 탄압과 동시에 불교의 종파별로 ‘무라’ 구성원들을 기록한 

‘슈몬베츠아라타메’ (宗門別改)라고 불리는 일종의 호적 기록이 만들어지면서 이를 

통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었다. 모든 ‘이에’가 연공(年貢)을 확실히 납부하도록    

‘고닌구미(五人組)’라는 연좌제도로 다섯 ‘이에’에 연대책임으로 연공을 부과하기로 

하 다. ‘고닌구미(五人組)’를 통해서 ‘무라’구성원들은 상호 감시하여, 규율을 어긴 

경우에는 ‘무라하치부(村八分: 마을 내 따돌림)39)’라는 생산조직으로부터 배제시키

는 엄한 규칙이 있었다. 또한 17세기 후반에는 농지 개발이 한계에 달함에 따라 

‘혼뱌쿠쇼카부(本百姓株)’40)를 통해서 무라와 주가 인정하는 농민이 한정되어,  

차남이하의 ‘분께’나 ‘비혈연 분께’ 등에 의한 신규농민의 출현이 제한하게 되었다 

(佐藤․大石, 1995: 94-7). 

   이렇듯 小‘이에’ 구성원인 무사는 小‘이에’ 구성원이므로 大‘이에’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것이며, 準‘이에’ 구성원인 농민, 상인들은 準‘이에’ 구성원이므로 ‘카부’를 

보유할 수 있고, 동족단(同族團)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마치’, ‘무라’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의 ‘이에’형 조직구성으로는 신분, 신분 속에서의 

‘가격(家格)’, 그리고 거주지 등 모든 것이 상당히 경직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신분을 가로지르는(cross-cutting) 연대도 거주지를 가로지르는 연대도 

거의 존재할 수 없었다(中根, 1987; 231-2). 그 대신에 그 속에 필요한 거의 모든 

요소를 잦춘 닫힌, 완결된 조직을 발달시켰다. 그리하여 ‘이에’형 조직은 굉장히  

강한 내부결속적인 사회자본을 형성하게 된다. 

    이에 비해 한국의 ‘문중’ 구성원들은 엄격한 혈연원리로 만들어진 족보에 뒷받

침되어 오히려 ‘문중’에 대해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혈연집단이란 일정한 혈연

관계의 의하여 연결되는 개인으로 이루어지는 집단이다(나카네, 1984: 148). 중국의 

사회학자 훼이샤오통(費孝通)은 중국사회 기본구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하

다(훼이, 1995: 31-32). 

39) ‘무라하치부’란 ‘무라’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관계에서 중요한 10가지 교제 중 사망(死亡)

과 천재(天災)　혹은 장례식과 화재인 경우는 협조하지만 다른 교제는 일체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大島 외 1980: 96).  

40) 원래 일본에서도 百姓은 일반 인민(人民)이라는 뜻이었으나 그것이 ‘장원(莊園)농민’이라  

는 뜻으로 바꿨다가 그냥 농민이라는 뜻으로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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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친척 관계는, 이처럼 돌을 던졌을 때 형성되는 동심

원의 파문과 같은 성질을 지녔다. 친척과계는 생육과 혼인 사실에 근거하여 발생한 사회 

관계이다. 생육과 혼인으로 구성된 연망(緣網)[역주: network]은 계속 발전하여, 과거와 현

재 그리고 미래의 무궁한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다. 중국의 속담에 “일표삼천리(一表三千

里)[역주: 表는 조카를 의미하며 온 세상에 친척이 퍼져 있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

이다. 삼천리도 사실 넓은 땅을 가리키는 의미에 불과하다. 거미줄 같은 이 연망의 중심

은 자기 자신이다. 우리 무두에게는 이렇게 친척관계로써 퍼져 나가는 망이 있다. 그러나 

이 망에 속한 사람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한 사회에 속한 사람은 동일한 체계로 그들

의 친척을 기억하여 낼 수 있다. 동일한 것은 단지 이 체계일 뿐이다. 체계는 추상적인 

짜임새이고 혹은 범주성과 관계가 있는 개념이다. 우리가 이 체계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친척을 기억하여 낼 때, 각 사람이 인식하는 대상은 동일하지가 않다. 우리는 친척관계에

서 모두 부모가 있으나 나의 부모는 당산의 부모가 아니다. 나아가서 천하에 두 사람이 

달고 있는 친척이 완전히 같을 수는 없다. 형제 두 사람은 물론 부모가 같이만, 각자가 

자신의 처와 자식이 있다. 그래서 친척관계로 연관되어 이루어진 사회 관계의 연망(緣網)

은 개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매 연망마다 자기가 중심이 되고 각 연망의 중심은 모두 다

르다.    

    위와 같이 혈연집단에 있어서는 혈연이란 자신을 중심으로 동심원적으로 퍼져

있는 네트워크이며, 그 네트워크의 중심은 개인이다. 개인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는 하나도 동일한 것이 없으며 하나의 동심원이 다른 동심원과 교차하면서 인간관

계를 만들어나간다. 일본의 ‘이에’형 조직은 개인을 어떠한 테두리로 포괄해 버리는 

단위인데 비하여 중국이나 한국의 혈연집단은 개인을 네트워크로 결속하는 단위라 

할 수 있다(나카네, 1984: 30).   

    Pescosolido & Rubin은 전근대 사회를 동심원 네트워크 구조(Socfial Network 

Formation in the Premodern Era: Concentric Circles)라 하며 다음 <그림 2-5>와 

같은 그림으로 표현했다41).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전근대적 동심원 

구조는 개인의 ‘ego’ 네트워크가 아니라는 점이다42)(Pescosolido & Rubin, 2000: 

41) “As Simmel described, and Figure 1(<그림2-5>) depicts, premodern society is 

characterized by social networks that form in concentric circles”

42) “It is important not to confuse the concentric nature of social circles with uniformity 

in individuals' ego network, as individuals may be in advantageous or 

disadvantageous positions within that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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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5). 동심원적으로 퍼지는 ‘문중’ 네트워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무궁

한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고 거주지, 행정구역, 당내, 소문중 등의 테두리를 넘어 

구성원들에 일체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양적, 그리고 일본에게도 해당

되는 전근대적  ‘동심원’ 구조는 이것과는 다르다.     

                         <그림 2-5> 전근대적 동심원 사회

      출처: Pescosolido & Rubin(2000: 54)

   이러한 사회에서는 “가장 작은 단위 조직으로의 참여가 이미 보다 큰 조직으로의 참여

를 함축하고 있다. 개인을 동심원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각각의 보다 큰 조직들은 각자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종교는 부족이나 국가의 문제이며, 직업은 가족 전승의 

문제이다. 모두 충성심이나 헌신이 요구되어 행동 양식을 규정한다. ………전통 구조에서

는 지방 행정 기구는 그 속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의 ‘세계’를 제한한다43)

(Pescosolido & Rubin, 2000:54-55).          

43) “In such societies, "participation in the smallest of these groups already implies 

participation in the larger groups". Each larger group, while enveloping individuals 

concentrically, holds its own obligations. For example, religion is an affair of the tribe 

or the state, and occupation is a matter of family inheritance; both demand loyalty, 

commitment, and prescribed behaviors. ……… In traditional structures, the local polity 

circumscribe the "world" of most the people who live withi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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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훼이샤오통(費孝通)은 서양사회와 중국사회의 구조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대비시켰다.  

중국 향토사회의 기층 구조는, 차등적 질서 구조이며 “하나 하나 사적인 연관 관계로   

구성된 조직”이다. 이런 짜임새와 현대 서양의 단체 구조는 다르다. 단체 구조에서 개인간

의 연계는 하나의 공통된 틀에 의거하고 있다. 즉 먼저 이러한 틀이 있고난 뒤에, 각   

개인이 이 틀과 관계를 맺으면서 상호간에 연관성이 생겨나는 것이다(훼이, 1995: 40).

   ‘가족’에 기초하면서도 그 속에 ‘계약’의 개념을 포함시킨 일본의 집단원리는  

이와 같은 테두리가 뚜렷한 고정된 동심원 사회를 만들어 낸 것이다. ‘또한 사회적 

보호막이 잘 갖추어진 경우, 이러한 사회적 테두리 내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는 개인은 보호와 위로를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일단 공간적인 정체성이 규정

되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부정적 함축을 갖는다44)(Pescosolido 

& Rubin, 2000: 55).’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개인은 제도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과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철저하게 혈연원리에 의거한 ‘문중’형 구성원

리는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며 조직이 개인을 통해서 다른 

조직과 연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부계혈연집단인 ‘종족’과 한국의 ‘문중’은 커다란 차이점을 가지

고 있다. 중국의 ‘종족’은 대토지소유라는 경제기반 위에 성립한 경제공동체이라는 

점이다(中根, 1970: 435). 이에 비해 한국의 ‘문중’은 유교적 질서의 과시화를 통하

여 집단적인 신분상승이 그 조직화의 목적이었다. ‘문중’은 공동재산으로부터 비롯

된 이익금은 조상을 숭배하고 그의 업적을 기리는 활동에 쓰여져야 하여 공동재산

을 구성원들의 생활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재산으로 기초로 공동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일이 없었다45)(김용환, 1992: 194-6). 이러한 재산 형태는 한국의 문중 구성원

44) “And while the social safety net is well-girded, the negative implications for 

individuals who find themselves shunned within any of the social circles are profound 

as there is little opportunity for support and solace elsewhere or to recreate 

individuals' identities once they have been defined spatially.”

45) 후손(後孫)이 공동재산으로부터 물질적인 혜택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극히 불명스러운 

일이어 실질적으로 씨족성원에게 균할분배되는 일은 전무(全無)하다. 동재산은 배타적으

로 토지에 극한되고 있어 극히 작은 맥주만이 공동재산의 형태가 되어 있었다.(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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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지리적 분포에도 향을 미쳤다. 중국,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경제적 공동체

로서의 성격이 강한 만큼 지리적으로 떨어져 살면 집단으로서의 유지가 어려워지

는데   비해 한국의 경우는 여러 세대를 거듭하면서 한 지역사회를 벗어나서도 한 

집단으로서의 일체감을 유지할 수 있다(김용환, 1992: 196). ‘문중’의 주된 기능은 

제사집단이며 생활집단으로서의 기능은 이에 비해 매우 희박하여 문중의 공유재산

은 빈곤한 구성원들의 생활비 보조로 지급하지 않았다. ‘문중’이 생산의 집단이   

아닌 것은 물론이지만, 일상생활의 협동이나, 상호부조의 기능도 그다지 뚜렷하지

는 못했다(최재석 1966b: 134-6). 그러므로 ‘문중’ 속에서는 소집단단위의 경제적 

유지를 위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이러한 활동은 양반으로서의 

신분유지 노력으로 나타나 소집단 단위의 타문중과의 교류는 다시 큰 ‘문중’집단에 

반 된 것이다. 

    결국 그러한 양국의 차이는 신분에 관한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겠

다. 즉 일본의 경우 신분, 신분 내 가격(家格)은 물론 거주지도 모두 막부나 지방 

주가 규정하거나 그 승인 아래 고정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경계가 뚜렷한 

닫힌 연결망 속에서 엄격한 규범을 발달시켜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전인격적

으로 의존하면서 강한 내부결속적 사회자본을 형성하 다.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양반이라는 신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획득,   

유지, 지위 상승이 가능하 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른 ‘문중’ 집단과의 연대가 중요

했다. 국가 관료 스스로가 양반이며 모두 재지양반들의 ‘문중’ 구성원이라는 상황 

속에서는 국가가 이러한 일에 개입할 수가 없었으며 또한 국가는 재지양반들의  

네트워크를 지방통치에 이용하기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문중’은 일본의 

‘이에’와 반대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연결형, 교량적 사회자본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양국의 근대국가 형성과정에도 큰 향을 미쳤다. 즉 한국은 

‘네트워크형’, 일본은 ‘동심원형’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기초가 된 것이다.   

환, 1992). 그리고 그러한 공동 재산인 농지는 문중 구성원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떨어진 

곳, 묘지에 가까운 데에 있으며 문중구성원이 아닌 ‘산직(山直)’이 경작한다(伊藤,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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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근대국가 형성과 구인・구직 과정의 특성 

    제1절 한국: ‘네트워크’형 사회

    3.1.1. 근대국가의 등장과 ‘가족주의’의 변화

 

    조선조에 확립된 ‘문중’조직은 일제시대에서도 유지, 존속되었다. 조선총독부

( 督府)는 1912년에 공포된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46)을 통해 식민지 조선의   

친족제도에 관해서는 조선인의 관습에 의함을 규정하여 이 관습법이 1945년 해방

되기까지 법원(法源)으로 적용되었다(이효재, 1990: 24). 

    1894년에 실시된 갑오경장(甲午更張)으로 한반도에는 법적으로 신분제가 없어

졌으며47), 그러한 기반 위에 조선총독부는 1909년에 식민지 통치의 목적으로 일본

식 호적법을 적용한 민적법(民籍法)을 실시하 다. 식민지하에서의 호적은 현거주

지를 기반으로 한 호구(가구)의 기재가 아니며 가족의 본적이 호적의 기반이 되었

다(이효재, 1990: 24). ‘조선민사령’은 민사에 관한 규정의 상당부분을 일본 민법을 

그대로 적용했으나, 가족․친족제도에 관해서는 조선사회 고유의 가족제도에 법적 

승인을 부여하 다.48) 1912년 조선민사령 발령 후 점진적으로 일본식 가족개념의 

46) 일본은 조선민사령을 제정하기에 앞서서 오랜 기간 동안 준비작업을 했다. 효율적인    

    식민통치를 위해 법제도를 만들려는 목적으로 통감부(統監府)를 설치하고 조선의 외교  

    와 내정에 대한 간섭을 시작했을 때부터 준비했던 것이다. 일본의 법학자들은 민사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조선에서는 관습법이 중시되어 있음을 주목하여 1906년 7월 법률    

    고문 겸 한국법 개혁의 책임자로서 梅謙次郞를 임명하고 그로 하여금 조선의 관습법을  

    조사하도록했다(함한의 1998: 37).   

47) 1) 양반․상인의 신분폐지, 2) 문벌(門閥)폐지, 3) 귀천(貴賤)에 구애반지 않은 평등한    

 인재선용(人才選用), 4) 문무(文武)차별의 폐지, 5) 적서(嫡庶)와 첩(妾)에 모두 가직이   

 없는 연후에야 비로소 양자의 입양을 허용, 6) 공사노비(公私奴婢)제도의 폐지, 7) 인신  

 매매의 금지, 8) 가부재혼금지의 폐지, 9) 초혼제도의 금지, 10) 신분적 연좌제도의      

 폐지, 11) 평민의 정치적 의견제출의 승인, 12)천민제도의 폐지, 13) 천업제도의 폐지와  

 직업자유의 승인 등(김용욱. 1996: 27) 

48) 제11조에서 ‘능력, 친족 및 상속에 관한 규정은 내지(內地) 민법을 조선인에게 적용시키  

    지 않고 조선의 관습에 따른다’고 규정했다(金英達 1992: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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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를 확대시켰다49)(김혜경․정진성, 2001). 그러나 3차례의 개정, 특히 제3차  

소위 ‘창씨개명령’에도 불구하고 본관은 호적에 기재되어 있었다. 제령 19호50)에  

따라 ‘씨(氏)에 관한 규정은 조선의 관습에 따르지 않고 내지 민법을 따른다’고   

고쳤으나 총독부령( 督府令) 220호51) 제2항과 같이 본관은 그대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를 새로 설치된 호적부상의 ‘성(姓) 및 본관’란에 이기(移記)시켜  

본관과 함께 제도상에 있어서도 존치(存置)시킨 것이다. 조선의 관습법인 동성동본

불혼 원칙이 여전히 남아 있어 동성동본인지 아닌지를 판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

이었다(金英達 1992: 61). 

    1945년 해방과 함께 ‘조선성명복구령(朝鮮姓名復旧令)’이 시행되었으며 이성  

양자, 서양자제도 등의 일본식 가족제도를 무효화시켰다(이효재, 1990: 25). 1948년

에는 대한민국 수립과 동시에 법전편찬위원회가 설치되어 민법 친족․관습법 개정

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나, 그 당시 한국 헌법에는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축되지  

49) 조선민사령(총독의 制令7호)이 제정된 이래 21년의 1차 개정(제령 14호), 22년의 2차 개정(附

제령 3호), 1939년 3차개정(제령 19호)을 거치면서 일본식으로 개편되어갔다. 그 변화 추의는 

다음과 같다(金英達 1992: 52). 

   제1차 개정(1912년 12월 1일 시행) 능력(법률행위를 하는 법적 자격을 말함)에 관한 규

정에 대해 내지민법을 의용(依用). 

   제2차 개정(1923년 7월 1일 시행) 신분행위 방식에 관한 규정에 대해 내지 방식으로 통

일시킴과 동시에 호적에 관한 규정을 설치, 조선호적령을 시행. 

   제3차 개정(1940) 2월 11일 시행) 가(家)의 칭호인 씨(氏)를 조선인에게도 붙여 호칭 질

서를 일본식 ‘이에’ 단위로 했다. 또한 ‘이에’제도를 보강할 서양자(婿養子)제도와 이성(異

姓) 양자제도도 신설. 

50) 제령 19호에 따라 재정된 후의 조선민사령

    제11조: (조선인에 있어서 민사에 관한 사항은 본령과 기타 법령에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지(內地) 미법에 따르지만) 조선인의 친족 및 상속에 관해서는 내

지 민법에 따르지 않고 관습에 따른다. 단, 씨(氏)에 관한 규정은 조선의 관습에 따르지 

않고 내지 민법을 따른다. 씨(氏)는 호주가 정한다. 

   제령 19호의 창씨에 관한 수속규정(설정창씨와 법정창씨)

    부칙 제2항: 조선인 호주는 이 법령 시행 후 6개월 이내(1940년 2월11부터 8월10일까지) 새

로운 씨(氏)를 정하여 부윤(府尹) 또는 읍면장에게 신청할 것을 요(要)한다.[설정(設定)창씨 규

정]

    부칙 제3항: 전항(前項)의 규정에 따라 (창씨계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이 법령이 시행된 

때(1940. 2.11) 당시의 호주의 성(姓)을 가지고 씨(氏)로 삼는다.[법정(法定)창씨 규정]

    (金英達 1992: 57-8) 

51) 창씨에 따라 조선호적령을 개정하는 총독부령 220호

    제1항: 조선호적령중 성명을 씨명(氏名)으로 고친다. 

    제2항: 조선호적의 기재사항중 본관을 성(姓) 및 본관으로 고친다.(金英達 1992: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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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많은 부분은 식민지 시기 관습법52)을 

답습하게 되었다53).  

    그 후 이러난 도시화의 물결 속에서는 지역사회에서 ‘문중’이 지니고 있던   

기능은 그 일부가 종친회로 이행 되어갔다. 종친회들이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조, 중시조의 묘역을 성역화하고, 비석과 석물들을 건립하고 제실을 건립하고  

조경사업을   전개했다. 그 사업은 1960년 후반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

는데, 그 시기는 국가가 문화재 보수사업, 전적지 기념이나 건립사업, 국가 유공자 

묘소, 유적지 미화작업 등을 추진한 것과 시기적으로 부합된다. 종친회들은 명조

(明祖)의 기념관, 제실, 묘소 등의 성역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보조

를 받도록 노력하고, 국가 측도 종친회의 힘을 빌려 국가의 전통문화사업을 추진하

려 한 것이다.  이 사업은 국가가 먼저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지만 종친회가 계획을 세우고 국가의 후원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   

종중지원(유적사업)에 비교적 많을 비용이 투자된 1972년은 유신체제가 선포된  

시기고, 1976년은 대통령령으로 전국민의 족보 찾기 운동 이 벌어진 시기이다(金

相圭, 1993: 264). 

    박정희 정권은 ‘충’, ‘효’ 사상을 강조하기 위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국민적 

52) 그 관습법은 유신복(경국대전(經國大典)의 예전(禮典)에 본종(本宗), 외친(外親), 처친    

 (妻親), 부친(夫親) 등의 상복제도상(喪服制度上)의 친족(親族))을 답습한 것임(김향배, 

1995: 63).  

47)                         <표 3-1> 한국 친족범위

        

현행민법 1990년의 민법개정 전

8촌 이내의 혈족(부계, 모계)
4촌 이내의 인척(혈족의 배우자, 배우
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

8촌 이내의 부계혈족
4촌 이내의 모계혈족
부(夫)의 8촌 이내의 부계혈족
부(夫)의 4촌 이내의 모계혈족
처(妻)의 부모
배우자

        출처: 김향배(1995: 63) 

   동성동본불혼 관련

   1)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의 혼인, 남계혈족의 배우자․부(夫)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2) 직계혈족․8촌 이내의 방계(傍系)혈족 및 그 배우자로서 친족관계가 있거나 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과, 직계인척․부(夫)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사이의 혼인은 모두 무효이고 그 밖의 금혼범위에 저촉하는 친족 사이의 혼인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당사자 및 그의 직계존속 또는 8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김향배, 1995: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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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으로 부각시키는 작업을 전개했다54). 그 목적은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그의 

정치적 정통성을 강화하는 것과 ‘신민(臣民)’으로 국가에 헌신하는 국민을 형성하려

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김필동은 충청남도 당진군의 한 종족마을에 1967년에  

‘충장공종회’라는 이름의 의령남씨 충장공파 문중이 조직화된 것을  보고하고 있다

(김필동. 2000). 그 문중조직이 조직회된 계기는 정부의 이승신 장군에 대한 웅시

로 인해 자신들이 충장공이라는 공신의 후손이라는 자긍심과 동시에 그 명조를 제

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충장공파 문중은 종족의식을 강화하면서 조직적 단결을 도모하게 된 것

이다. 이렇듯 한국에서는 ‘근대화’ 시기에 정부 정책으로 인해 전통적 혈연 조직이 

오히려 강화된 것이다. 

    도시화, 산업화시기에 강화된 문중조직들은 전통사회 속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이었던 제사 기능은 점차 약화되는 반면, 과거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문중 

재산의 관리・유지 기능이 강화되어 빈곤한 구성원들에 대해 경제적 도움을 주려

는 경향을 보인다. 즉 과거와는 달리 생활 협동 조직으로서의 기능이 강조된 것이

다(최재석, 1987: 276).  

    근대화의 물결 속에 익명화된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과 소속감을 ‘문중’에서 찾

기도 하고 보다 넓은 범위인 ‘혈연’에서 찾기도 한다. 문중조직은 도시의 조직화된 

종친회로 그 기능의 일부를 옮기면서 다시 그 내부에 하부조직을 만들어 가고 있

다. 노부자(魯富子, 2000)에 따르면 이러한 하부조직의 발생은 1980년대와 1990년대

라는 두 시기에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한다. ①1980년대는 규모별로 상이한 조직의 

형성시기,  ②1990년대는 취미, 직업적 지위라는 획득적(achieved) 요인별 형성시기 

54) 박정희정권의 전통문화정책에 대해서 전재호는 아래와 같이 표현했다. 

      “박정권은 60년대 초반에 “유교는 공리공론을 일삼아 경제적이고 과학적 발전을 지연시킨 

족벌주의와 보수주의의 책임이 있다”고 비판하면서 일부 전통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하 다. 

예를 들어 가정의례준칙을 통해 전통적인 관혼상례를 제한했고, 무속 전통을 미신이라고 탄

압하기도 했다. 하지만 60년대 중간 이후에는 호국전통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유신체제 선포 

후에는 자신이 가장 비판했던 유교의 핵심인 충효사상을 부활시켰다. 그러나 이것이 당시 모

든 전통문화의 복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 시기에도 다른 전통들은 과거와 마찬가지

로 근대화의 장애 또는 미신으로 치부되어나, 마당극처럼 대항 세력의 문화로서 수용되면서 

탄압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충효사상은 박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부활된 전통일 뿐이다“. (전재호. 2000: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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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이다. 즉 1980년대에는 성, 연령이라는 속성적(ascribed) 요인에 의한 소규

모 집단이 형성되어 내부적인 친목관계를 유지하려고 하 고, 또 동시에 대규모 집

단 내부에서는 지구별 조직이 형성되었다. 이후 목적 기능별로 하부조직을 확대해

가면서 여성과 젊은이들도 끌어들이면서 보다 공동체적인(associational) 조직으로 

변화해가고 있다고 한다. 

    도시화와 핵가족화의 물결은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구조를 변화시켰다. 도시에 

살게 된 사람들은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친척관계가 양계적인 경향을 보인

다. 산업화 초기의 도시가족들은 부부중심의 핵가족비율이 높았고, 2세대만이 같이 

사는 핵가족의 형태이면서도 방계친척들과 동거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제적으로 여

유가 있는 가족일수록 보다 많은 친족과 함께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러한 친척

들은 남편 쪽 친족뿐만 아니라 부인 쪽 친척도 많았다. 1958년에 실시된『서울시 

가족의 사회학적 고찰』과 『한국농촌 가족연구』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한다(이효재 1971: 31). 

<표 3-2> 한국 도시와 농촌확대가족의 구성원 비교

        자료:Lee, Hyo Choi. "Size and Composition of Korean Families on the Basis of  
           Two Recent sample studies" Bulletin of Korean Research Center: Journal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No. 15(Dec. 1961)
        출처: 이효재(1971: 31)   

    <표 3-2>에서 볼 수 있듯이 도시가족에 있어서는 처가친이 동거하는 빈도가 

가구주 부부와의 관계 서울시 농촌

확대가족: 

   시집식구만이(부모 형제 및 또는 기타)

   친정식구만이(부모 형제 및 또는 기타)

   시집・친정식구 함께

   기혼아들만이

   기혼아들과 시집식구

   기혼아들과 친정식구

핵가족

117(40.8)

 65(22.7)

 31(10.8)

   5(1.7)

  13(4.5)

   2(0.7)

   1(0.4)

170(59.2)

398(47.2)

224(26.6)

   7(0.8)

-

147(17.4)

  20(2.4)

-

445(52.8)

계 284(100.0) 84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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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가족보다 훨씬 높다. 또한 최재석(1966a)에 따르면 동거하는 처가친의 종류의 

범위가 넓은 현상이 보인다고 한다.  

    그 이유를 이광규(1975)는 도시에서는 물리적 이웃은 있어도 심리적 이웃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한다. 도시가족들은 정신적 부담, 불안을 일차적으로 의존

할 곳이 친척뿐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친척 중에서도 형제자매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므로 남편, 처 양쪽의 근친가족과 긴 한 관계를 가진다고 하 다. 

또한 이러한 이농 가족들이 도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족, 친척을 배경으로 하지 

않으면 어려웠다고 하며 그 정착과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 다. 

첫 단계가 형제 중 일인(一人)이  도시로 진출하여 직장을 구하여 불안한 생활을 시작하

는 것이다. 이 때 농촌에 있는 형제들은 도시의 형(兄)을 물질적으로 원조한다. 일정한 시

간이 경과하여 도시의 형(兄)이 안정된 생활을 하여 형(兄)은 농촌에 있는 형제들에게 돈

은 보낸다. 이것이 둘째 단계이며 돈과 식량이 형제간에 왕래하는 것이 이 단계의 특징이

다. 이것이 바로 대등한 교환이 아닐 경우가 많다. 셋째 단계는 농촌에 있는 형제의 자녀

가 공부를 위하여 도시로 나가면 형이 조카의 공부를 후원하고 부양한다. 조카가 여럿 있

을 수 있고 농촌의 형제는 자녀의 학비조로 식량을 보낸다. 이들이 공부를 마치면 도시에 

자리를 잡고 이렇게 하여 이대(二代)를 경과하면 도시의 친척의 수가 많아진다. 이대(二

代)라면 사촌(四寸)형제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것이 삼대(三代) 내지 사대(四代)까지 연결

되어 동고조팔촌(同高祖八寸)으로 구성된 당내친이 사단계(四段階) 또는 오단계(五段階)의 

과정을 거치면서 도시와 농촌에 확고한 기반을 갖고 공존공동체를 형성하여 간다(이광규, 

1975: 333).     

    그는 지연이나 우정만으로는 이러한 유형의 협조관계의 근간을 이룰 수 없다

는 의미에서 혈연이 근대라는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의미를 가지면서 새로운 운동

을 전개하여 간다고 하 다(이광규, 1975: 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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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경제성장에 동반한 사회변화

    60년대 이후에는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향촌에서 도시로 향해 이동하는 

이촌향도(離村向都)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났다55). 1960년에는 28%이었던 인구도시

화률은 1990년에는 73.8%, 2000년에는 81.9%에 이르 다56). 본격적인 산업사회에 

따른 주민 이동은 단순히 향촌〡도시 간 이동뿐만 아니라 도시〡도시 간 이동,   

도시 내 이동 현상을 보게 되었다. 전국적인 인구이동률은 1966년 이후 66년까지 

20%에 가까운 높은 이동률을 기록하다가, 70년대에 들어서서는 줄곧 20%대를   

오르내렸고, 80년대에는 매년 21%에서 24%를 기록해서 세계 최고의 인구이동률을 

보 다. 이러한 이동률은 농촌-도시간 이동만을 비교해도 일본의 4.5배 빠른 이동

성향 기록했다(송복. 1990: 20). 

    이러한 도시 이주자들은 먼저 도시에 나간 친척을 통한 것, 고향 이웃과 친구

를 통한 것이 그 대표적인 형태이었다(이광규, 1975; 박재규, 1986). 전남 강진군 

송학리 출신 서울 이주자의 이주사례를 조사한 김정연에 따르면 이주자가 이주에 

관한 정보를 얻은 경로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김정연, 1987 :38).   

55)                           <표3-4> 한국 인구도시화율 추의
                                                       (단위:1000명)           

       

지역 1960 1966 1970 1975 1978 1979 1980

전국  24,789  29,160  31,298 34,681  36,628  37,605 37,449

시부   6,996    9,804  12,928  16,793  19,441  20,820 21,441

군부  17,992  19,356  18,506  17,888  17,187  16,785 16,008

도시화율 28.0% 33.6% 41.3% 48.4% 53.1% 55.4% 57.2%
        

        자료 : 내무부, 한국도시연감, 1975～1980  
     　  출처: 이미경(1983) 

56) 1981년 이후 매년 800만 이상이 이동했으며, 87년 930만, 88년 996만(23.9%), 89년 931

만이 이동하 다. 이러한 지역이동의 기준은 군부지역은 읍・면을 넘어가는 것, 시부지역

은 동을 넘어가는 것이며 그 범위는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넓게 정하고 있다.(송복 

1990: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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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3> 한국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에 관한 정보소스 
                                                                       (단위: 명, %)

 출처: 김정연(1987:38) 

    김정연은 서울에 살고 있는 친척 또는 친지를 통해서 서울에 관한 정보를   

얻고 이주를 결정한는 경우가 가장 높고, 이동전에 직접 서울을 방문하고 판단하는 

경우는 부분 가족이주자 보다는 전가족 이주자 경우가 높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전가족 이주의 경우 이주에 의한 경제적, 심리적 비용부담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김정연, 1987: 37-8). 또한 부분 가족 이동

인 경우, 교육의 기회를 찾아 이동할 경우가 많아서 농촌→대도서→서울로 단계적

으로 이주할 형태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교육 이외에도 농촌에서 지방 

대・중소 도시에서 몇 년 일하다가 고향에 돌아가는 순환적 이동을 거쳐서 최종적

으로 서울로 이주하는 행태도 보인다고 한다. 또한 앞에서 이광규(1975)가 묘사한  

바와 같이 가족 구성원 모두에 의한 이주는 일시에 완료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

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부가족원의 ‘최초의 이주→가족원의 후속이주’의 과정을 

거치면서 가족단위의 정착을 도모하는 경향이 보인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주하여 첫 번째 주거 역시 친척・친지의 집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구분 부분가족이동 전가족이동 합계

고향의 친척・친지

서울의 친척・친지

서울방문

신문・라디오

기타

 12( 22.6)

 19( 35.9)

 12( 22.6)

  8( 15.1)

  2(  3.8)

  4( 13.8)

 11( 37.9)

 11( 37.9)

  3( 10.4)

 - (  0.0)

 16( 19.5)

 30( 36.6)

 20( 28.1)

 11( 23.4)

  2(  2.4)

합계  53(100.0)  29(100.0)  8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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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한국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유형별 최초의 주거

                                                                (단위: 명, %)  

  출처: 김정연(1987: 47)

    도시에 농촌 이주자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되면서 사람들은 같은 고향, 같은   

학교 출신자들의 친목모임이 많이 생겨난다. 같은 고양 출신자 모임인 ‘향우회’는 

1960년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창립하게 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전남 강진군     

송학리 출신 서울 이주자에 관한 김정연의 연구도 ‘향우회57)’를 통하여 이주자의 

소재지를 파악하며 실시한 것이다. 이러한 ‘향우회’는 때로는 정치색이나 지역감정

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존속되며, 또 최근 들어 전국

적으로 새로 결성되는 향우회도 늘고 있고, 재정비되고 있다. 각각의 ‘향우회’는 지

금도 매년 야유회, 정기총회 등의 정기 모임을 열고 있다. 이러한 ‘향우회’ 역시  

종친회와 같이 내부에 읍면단위나, 부락, 동네, 마을 등으로 세분화되거나 노인회, 

부인회, 청년회 등의 산하단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또 그 속에서 동창회, 

종친회, 감계, 직업별 등의 다양한 모임이 존재한다(박성윤, 2001).  

    마을에서 조직되던 계 조직도 새로운 도시 주민들에 의해 재구성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도시주민들 가운데 저축 목적으로 계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은 1976년 42.6%, 1978년 47.6%, 1986년 34.1% 등이었다고 한다(Janelli and 

Janelli, 1988, 1989). 한도현(2001)은 도시에서 조직되고 있는 계 조직을 목적별로 

식리・선거・친목 등으로 소개하고 또 그 현대적인 예로 온라인 계 활동, 어학연수 

계 등의 형태도 존재한다고 한다58). 

57) ‘도민회’, ‘군민회’ 등의 명칭일 경우도 있는데 ‘향우회’가 일반적인 명칭으로 널리 사용되

고 있다(박성윤, 2001) 

58) 한도현은 단순회군분석을 통해 계 참여 정도가 시민단체 내지 자원봉사단체 참여정도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분석하 다. 즉 ‘단순회귀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계 조직에  

월세 전세
자취・
하숙

기숙사
친척・

친지의 집
자가 기타 합계

부분가족이동

전가족이동

 9(16.9)

 6(20.7)

4( 7.5)

7(24.1)

4(7.5)

  -

8(15.1)

-

21(39.6)

11(37.9)

2( 3.7)

3(10.3)

5(9.4)

2(6.8)

53(100.0)

29(100.0)

합계 15(18.3) 11(13.4) 4(4..9) 8(9.8) 32(39.0) 5( 5.1) (7(8.5) 82(100.0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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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 구인・구직 과정 역사적 특성  

    한국의 기업들은 역사적으로 고용구조에 신분질서를 도입하여 노동자들의   

관리에 이용하고 있었다. 노동자들을 사원(주로 사무․관리직)과 공원(주로 생산․

기능직)으로 구분하고 차별적인 관리를 한 것이다59). 식민지 시대는 특정한 모집원

을 두어 각 지방에 파견하여 여공(女工)을 모집해 오도록 하는 기업도 많았다.   

모집원은 파견되는 지방의 연고자를 택했으며, 그들은 맹렬한 모집활동60)을 전개했

다. 그러나 해방 후에는 모집원 제도는 폐지되고 연고에 의한 모집으로 바꾸었다. 

직원(사원)과 공원의 2계통에 의한 신분제도는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 

유지되고 있었다. 이 시기에는 신분적으로 구분된 직원(職員)․공원(工員)들은 입

사 당시의 학력과 그 이후의 근속을 기초로 하여 연공서열적인 자격등급이 부여되

고 있었다. 이러한 차별적 신분제도는 1960년대 후반부터 호칭 면에서는 통일되기 

시작하 다61). 제일제당에서는 1966년 3월부터, 유한양행은 1968년부터 모두 사원

으로 호칭을 통일했다. 

    한국에서 고용과 관련한 전담조직은 1963년 보건사회부 노동국에서 노동청이 

분리・개편・승격되면서 노정국과 직업안정국이 신설된 것이 시초라 할 수 있다. 

또한 1967년에는 직업훈련법을 제정하여 1968년에는 지방노동관서격인 25개의 직

업안정소가 전국에 설치되면서 일선행정서비스기관으로서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참여하는 사람은 시민단체, 사회봉사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한도현 2001).  

59) 경방(京紡)에서는 1930년대 후기에 “관리의 합리성을 위해 모둔 종업원을 사원과 고원

(雇員)으로 나누어 가각 3등급을 마련하여 그 밑에 견습원(見習員)을 두었다” 상시 보고

(普高: 현 고등학교에 해당)졸업자가 입사하면 고원(雇員) 3등급으로 임용되었으며, 전문

학교와 대학졸업자는 가각 고원(雇員)1등급과 사원 3등급으로 임용되었다. 충비(忠肥)는 

1962년 이전에는 4급이상을 사원으로 규정하여 5급을 사무계 고원(雇員), 6급을 기술계 

고원(雇員)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기원은 일급월급(日給月給)제이며 직종별로 5등급으로 

구분했었다. 또 삼양식품에서는 1969년쯤부터 모둔 종업원을 사원, 기원(技員), 준사원(準

社員)으로 구분하 고 한일시멘트는 1961년에 사원, 고원(雇員)・공원, 용원(傭員)으로 구

별하고 있었다(佐護․安春植 編著 1993: 30).

60) 모집성적을 올리도록 하기 위해 이들에게 특별상여금이 주어지기도 했다.

61) 그러나 1991년 현재 사원-공원와 같이 차별적인 신분 호칭을 유지하고 있던 기업이 

21.6%나 존재하 다고 한다(佐護․安春植 編著 1993: 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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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회, 2002: 18). 그러나 산업화 초기에는 채용된 거의 모든 노동자는 신

설된 국립직업안소를 통한 것이 아니라 연고로 채용되고 있었다62). 압축경제성장

기 농촌에서 도시도 이주하여 취업한 사람들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먼저 

도시에 나가서 일자리를 확보한 친척, 친지를 통해서 일자리소개를 받아서 도시에

서의 취업기회를 얻은 것이었다. 

   가정부, 이발사, 요리사 등의 서비스 노동자는 직업소개기관의 알선을 통해 고용되나, 

공장노동자의 경우에는 결원을 메꾼다든지 일자리를 찾는 데 이 같은 소개기관을 이용하

는 일은 거의 없다. 공장은 비싼 광고비 부담을 지기 싫어하여 고참노동자를 통해 신규 

노동자를 쉽게 찾아 낼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도 있다.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이 같은 

기관이 인간관계를 통하지 않고 직업중개를 한다는 데 대해서 별로 믿으려 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반발감조차 가지기도 한다(Park Yong Ki, 1974)63) .   

    이 시기의 사람들에 있어서 근로자도 고용자도 일자리란 “연고나 신뢰할 수 

있는 추천”에 의해 공용관계가 맺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隅谷 

1976). 일본 동경대 스미야가 1974년에 서울의 20개 대공장에서 일하는 여성근로자

에 대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들 중 80% 이상은 지방출신자로서, 친척, 친지의 

소개로 일하게 된 사람이 63.4%이었다고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도 직종을 막론하

고 연고에 의한 모집방법이 일반적64)이었다(隅谷 1976: 72-73). 

   

62) 경방(京紡)는 1960년대부터 본격적인 공채가 시작되었으며 유한양행(柳韓洋行)도 창립초

기에는 용원과 직원을 구별하여 직원에 관해서는 주로 사장과 친교 있는 자에 의해 추천

받고 그중에서 선발하고 있었다(佐護․安春植 編著 1993: 30). 

63) 隅谷(1976; 72)에서 재인용

64) 그러나 스미야는 수출공장단지에 입주한 외자계기업의 경우는 사정이 판이하게 달랐으

며 공장단지에는 노동청에 파견기관이 설치되어 직업소개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하

다. 그러나 이 같은 공공 기관을 이용하는 것은 주로 외국인 투자기업이며 공장단지 내

에 있는 대기업이라도 한국자본의 경우는 대부분 연고모집에 의존하고 있었다고 한다(隅

谷, 1976: 73-4). 



- 54 -

  <표 3-6> 한국 산업화 초기 중소기업의 종업원 채용방법
                                                              (단위: %)

　　　　자료: 『1972년도 중소기업경영실태조사보고』
        출처:  隅谷(1967: 73) 
　　　

     <표 3-6>중 특별 채용이란 기업의 특수한 사정으로 채용하게 된 경우(스카

웃 등)이며, 공개모집의 대부분은 ‘문전(門前) 모집’ 방식, 즉 공장 등의 문에 계시

된 벽보를 통한 모집방법이다. 그러한 모집방법으로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에게 모집을 알리는 방법은 결국은 사람들의 ‘구전(口傳)’으로, 연고를 통해서 알리

는 방법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산업화에 따른 도시로의 노동력 이동은   

한국의 경우 연고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할 수 있다. 

    <표 3-7>는 앞에서 언급한 김정연의 농촌에서 서울로 이주자한 자에 관한 연

구로, 조사된 이주자의 첫 취업 경로이다(김정연, 1987: 49)

<표 3-7> 한국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 후 최초의 취업경로   

                                                            (단위: 명, %)

 출처: 김정연(1987: 49)                                                             

공개모집 연고모집 특별채용 기타

합    계

사 무 직

기 술 자

기 능 공

숙 련 공

미숙련공

견 습 공

28.7

20.4

14.2

25.7

22.1

22.4

29.1

62.6

65.9

61.0

56.3

67.2

67.6

56.9

2.5

8.5

16.7

9.9

6.5

3.7

2.7

6.2

5.2

8.1

8.1

4.2

6.3

11.3

부분가족 이주자 전이주가구의 가구주 합계

직업소개소

신문・광고

취업시험

친척・친지 알선

사업체 직접방문

자기 스스로

기타

 1(  1.9)

 7( 13.2)

 2(  3.8)

24( 45.3)

15( 28.3)

 3(  5.6)

 1( 1.9) 

 2( 6.9)

 1( 3.5)

   -

17( 58.6)

 4( 13.8)

 5( 17.2)

   -

 3(  3.7)

 8(  9.8)

 2(  2.4)

39( 47.6)

19(  2.3)

 8(  9.8)

 1(  1.2)

합계 53(100.0) 29(100.0) 8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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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친척과 친지들에 의한 정보이

다. 절반정도가 친척과 친지의 알선을 통하여 취업하고 있었으며, 공식 부문 취업

자 중에서도 단순 사무직이나 단순기술직의 경우에는 친척・친지의 의존도가 높고 

비공식부문65)의 경우는 거의 모든 직종에 걸쳐서 친척・친지의 알선을 통해 취업

하고 있었다고 한다(김정연, 1987: 48-9).

    1950년대 말부터 대졸사원을 주된 대상으로 공채채용 방식이 점차 정착되어 

갔다(박덕제, 1989)66). 그러나 그 후도 오래 동안 연고적인 채용관행이 남아 있었

다.  다음은  노동부가 집계한 모집방법의 종류 및 모집방법별 입직자 구성이다.

 

<표 3-8 > 한국 기업의 종업원 모직방법의 종류 및 모집방섭별 입직자 경로

  자료: 노동부『노동통계연감』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1991), 한국직업능력개발원(1999), 佐護・安 編著(1993)     

65) 김정연의 연구에서는 비공식 부분 취업이란 다음과 같은 경제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김정연, 1987: 47)
    ・제조업, 도소매업의 상업 및 음식・숙박업 등의 서비스업: 5인 이하(노동업의 공식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영세사업체의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와 유급・무급 고용인

  　・개인자영업: 행상, 노점상, 파출부, 가정부, 수선서비스업 종사자와 기타 개인 서비스업 종사자   

   (이발, 미용 등)

  　・단순노동: 건설회사나 청부업자에 고용되지 않고 오야지를 따라 다니는 건설업의 일고노무자    

   (日雇勞務者) 및 기타 노무자

66) 한국 기업으로서 최초로 사원 공개채용을 실시한 기업은 제일제당이었다. 제일제당에서

는 1956년 3월 제1차 사원채용 시험을 실시하여 대졸자 3명을 채용했다. 1957부터   대

졸사원은 삼성 비서실 주관으로 그룹차원에서 공개 채용하여 소정의 훈련을 거친    뒤 

관계 회사에 필요한 인원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방식에 의해 1957년

에 대졸자 5명과 공고(工高)졸업자 4명을 채용했고, 1959년에는 대졸자 7명, 공고(工高) 

졸업자 25명을 모집했다. 동일방직(東一紡織)에서는 1958년 12월에 대하게 추천을 의뢰하

여 시험을 거친 후 대졸자 공채 1기생을 채용하 으며, 1961년에는 2기생을 모집했다. 

1964년까지 격년 간격으로 공채가 실시되다가 1965년부터는 업무량이 증가하고, 기술 및 

업무의 전문화가 진전됨에 따라 고급인력에 대해 수요가 점차 늘어나 매년 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공개 채용하 다. 대졸자의 공채와 더불어 고졸자에 대한 공채도 병행

하여 1959년에 기술계 사원을 입사시험을 거쳐 채용하 고, 1966년에는 본사의 사무직원  

으로 남녀 상고출신자를 채용하 다(박덕제 1989).  

구분 전체 공채 직업안정소 학교 연고

1989년전반기

1989년후반기

1990년전반기

1997년

549,086
(100.0)
445.819
(100.0)
497,508
(100.0)

(100.0)

172,238
(31.3)
122,548
(27.5)
142,936
(28,7)

(45.8)

12,487
(2.3)
11,973
(2.7)
9,436
(1.9)

(4.9)

38,307
(7.0)
42,271
(9.5)
36,548
(7.4)

(6.6)

326,054
(59.4)
268,827
(60.3)
308,588
(62.0)

(42.7)



- 56 -

   제2절 일본: ‘동심원’형 사회

    3.2.1. 근대국가 등장과 ‘가족주의’의 변화 

    메이지유신(明治維新)67)에 의해서 일본은 봉건국가에서 국민국가로 변모했다. 

새롭게 지배계급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에도시대 하급 무사층이었다. 따라서 그들의 

통치 이념은 기본적으로 에도시대 무사층의 윤리를 답습했으므로 메이지(明治)  

민법 역시 무사적 ‘이에’를 토대로 만들어졌다(川島, 1957). 그리하여 이러한 ‘이에’

가 메이지  국민 국가 속 모든 국민들의 가족생활의 규범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에’가 국가체제까지 규정하는 가족국가체제와 가족주의 이데올로기가 성립하

다(川本, 1978).   

    메이지 정부는 정치권력을 안정화시키려는 여러 정책을 추진하 는데, 먼저  

최대 인구비율을 차지하는 농민층의 철저히 지배하려고 ‘무라’의 자율성을 파괴하

기 위해 지조개정(地租改正)68)으로 ‘무라우케(村請)’제도를 폐지하여, 각 ‘이에’ 단위

로 납세하도록 함으로써 농촌 구성원을 지주와 소작으로 양극화시켰다. 자립 불가

능한 ‘이에’ 구성원은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위한 산업사회를 밑바닥에서 지탱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되어, 대거 도시에 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보장은 개별 ‘이에’

에 맡김으로써 정부의 복지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택하 다. 또 사회질서를 안정

시키기 위해 에도시대 무사의 ‘이에’ 제도를 미화・이상화시킨 유교적 가족도덕을  

보급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하 다(川島, 1957). 

67) 협의(俠義)로는 도쿠가와 막부(幕府)가 붕괴하여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

부가 성립하는 과정. 1967년의 토구가와(德川)막부(幕府) 15대 장군 요시노부(慶喜)

가 정권을 조정(朝廷)으로 반납한 ‘대정봉환(大政奉還)’과 그에 이어지는 ‘왕제복고

(王制復古)의 대호령(大號令)’ 그 다음 해에 일어난 ‘토바후시미(鳥羽伏見) 전쟁’ ‘오

개조(五箇 )의 서문(誓文)’등이 그 획기적인 사건. 광의로는 일본에 근대국가를 창

출하게 한 일련의 관정. 메이지정부가 한 폐번치현( 藩置 )․질록처분(秩 分)․

지조개정(地租改正) 등의 개혁도 포함된다. 그 시작과 종료에 관해서는 제설이 존재

한다( 苑). 메이지시대는 1868년~1912년. 

68) 메이지 정부에 의한 토지제도 및 세제(稅制)의 근본적인 개혁. 1987년에 공포된 지조개

정법(地租改正法)으로 그 때까지의 현물공조(現物貢租)에서 금납(金納)으로 개정되어 종

전의 토지부유권자를 토지소유권자로서 확정한 것( 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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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지 12년(1879년)에는 유교적 교화정책을 신성불가침인 천황의 권위로   

이데올로기화하는 기제로 교육칙어( 育勅語)를 채택하 다. 그리고 그 사상을   

기초로 학제개혁과 교과서 검정제도를 도입하여 ‘수신(修身)교과서’69)를 통하여   

부모를 절대적인 소중한 존재로 끌어 올리면서 천황을 아버지 또는 ‘혼께’로 의제

함으로써 효(孝)와 충(忠)의 동일성 및 유사성을 정당화시켜 무사와 주간의 정서

적 결합을 천황에, 그리고 국가에 일원화시키는 방법으로 새로운 권위적 지배의  

도구로 재편성하 다.  

    그리하여 메이지 20년대에 확립된 천황제 가족국가체제는 개별 ‘이에’를 말단

조직으로부터 위계적으로 모든 사회관계를 규정하여 그 위계질서의 정점에 가족국

가의 가장인 천황을 모시는 구조 다(川本, 1978). 온 나라의 질서가 절대적 가치인 

천황을 중심으로 연쇄적으로 구성되어 위에서 밑으로 향하는 지배의 근거가 천황

으로부터의 거리에 비례했다. 메이지 31년(1899년)에는 가족 이데올로기의 유력한 

근거로 적용된 가족법이 공포되었는데 이 가족법은 ‘이에’를 기초로 한 단체법이라

는 것이 그 특징이었다70).

69)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川島, 1957: 42-4).
    ① 부모는 존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에 대해 최대한의 경의를 표하여 또     

    부모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의무를 가진다. 
    ② 부모자식간의 관계를 천황과 국민의 관계로 의제(擬制)하는 것.(천황의「부모마음」  

  　을 강조하여, 「천황님을 연모하여 모시는 일, 멀리 게시는 부모를 생각함과 같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

    ③ 천황과 국민의 관계를 혼께․분께로 이루어지는 문중 관계라는 의제를 통하여 국민  
    의「종가」인 천황으로의 충성의무를 강조하는 것 　　　

70)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川島, 1957: 45)
   ① ‘이에’라는 속적 단체가 있어, 모든 사람은 어떠한 ‘이에’에 속한다.
   ② ‘이에’에는 통솔자로서의 호주가 있고, 다른 구성원 즉 가족은 호주의 권력아래 지배  
      된다.
   ③호주권의 내용
       가족의 결혼과 양자 허가권
       가족의 주거지 결정권

       호주의 명령에 어긋난 가족의 이적(離籍)하여, 또 복적(複籍)을 거부하는 권리
       가족의 분케家를 허가하는 권리

       조상 제사권 등
   ④ ‘이에’ 계승권 및 의무는 장남에 의해서 계승되고, 그 때 호주권과 동시에 가산 전부  
      를 단독 상속한다. 적자인 남자가 없을 경우는 서자인 남자 다음 여자의 순서로      

      계승권 및 의무가 들아 간다.
   ⑤ 여성에 대한 남자의 지배, 자식에 대한 부모의 지배, 자식의 결혼․이혼․양자에 대한  
      부모의 허가권, 자식의 직업결정에 관한 부모의 권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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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이에’ 사상에 대한 교육의 법적 뒷받침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舊)무사층의 ‘이에’ 제도의 가치를 온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선포(宣布)함으로써 

그러한 가족질서를 가지는 천황 및 지배층의 지위를 높여, 그 신분적 우월성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삼은 것이었다(川島, 1957: 46-7).  

    이리하여 ‘이에’ 사상이 국가 수준까지 확대되어 천황을 아버지로 국민을 그 

자식으로 여기는 가족국가관 이데올로기가 확립된 것이다. 국민 개개인에게는 ‘이

에’를 동심원적으로 최대한 확대시킨 것이 국가이었다. 그 이데올로기 속에서 개인

의 목표는 ‘이에’의 목표에 종속되어 ‘이에’의 목표는 국가와 ‘이에’를 연결시키는 

중간 집단(지역집단, 직업집단 등)의 목표에 종속되어, 그 중간 집단의 목표는 국가

의 목표에 종속되는 강력한 위계질서가 성립되었다(井上, 1977). 

    또한 메이지 정부는 ‘고닌구미(五人組)’제도를 폐지시켰는데, 메이지 말기에는 

지방으로부터 인보(隣保)조직 부활운동이 일어나서 타이쇼(大正)시대71) 중기 이후 

도시에 ‘초나이카이’(町 )라는 근린조직이 설립되었다. ‘초나이카이’의 특징은   

①기능의 포괄성72) ②전원(全員)가입 ③가구(家口)73)단위 가입 ④행정의 하청․  

대행적 성격74) ⑤게마인샤프트적 성격이라 할 수 있다. 쇼와(昭和) 시대75)에 들어

서자 국제정세의 악화로 국가 정책의 침투와 생활 정화를 통해 국내 체제를 강화

하기 위하여 ‘초나이카이’․‘부라쿠카이(部落 )’의 기능 확대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쇼와15년(1920년)에 “초나이카이‘ ’부라쿠카이(部落 ) 정비령(整備令)”으로 

법제화되었으며, 쇼와17년(1922년)에는 “초나이카이‘와 ’부라쿠카이(部落 )가 대정

익찬회(大政翼 )76)의 일부로 시(市)․마치(町)․무라(村)행정의 말단조직이 되었

다. 이러한 총동원체제( 動員體制) 속에서 ‘초나이카이’는 전쟁수행의 일익(一翼)을 

담당하게 되었다(倉田, 2000: 66-8). 이와 같은 근대화 시기 천황제 기족국가 구조

71) 1912.년 7월30일∼1926년12월25일 

72) 친목․공동방위․환경정비․행정보완․압력단체․지역통합 등(松原 1980) 

73) 일본어로는 세대(世帶)라고 한다. 

74) 소독․청소․가로등관리․보험료, 세금 수집․행정기관이 발행한 문서 전달 등  

(松原, 1980: 192) 

75) 1926년12월25일~1989년 1월7일 

76) 1940년10월, 제2차 코노에(近衛)내각 하 신체제운동의 결과 결성된 국민통제조직. 각    

    정당은 해산, 혹은 산업보국회(産業報 )․익찬장년단(翼 年団)․대일본부인회를   

    통합, 부라쿠카이(部落 )․초나이카이(町 )․토나리구미(隣組)를 말단 조직으로      

    하 다. 1945년5월 해산, 국민의용대( 民義勇隊)로 흡수되어 해산.( 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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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앞 장의 그림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림 3-1> 일본 전쟁기 천황제 가족국가

天皇家

(천황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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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지방

자치체
지방

자치체

지역사회 지역사회

 ‘이에’  ‘이에’

기업

천황가

(天皇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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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전 직후에 일본을 지배한 GHQ77)는 일본을 민주적 사회로 변혁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개혁을 실시하 다. 헌법개정, 재벌해체, 노동조합의 인정, 농지개혁 

등이 추진되었는데, 가족과 직접 관련된 것은 쇼와(昭和)23년(1948년)에 개정된  

민법 중 가족법이다78). 새 민법은 호주권과 가독 상속 제도를 일체 부정하여 재산

상속에 있어서도 장자단독 상속제에서 자녀균분 상속제로 변화시켰다. 이에 따라 

장자 단독책임이었던 부모 부양의무는 자녀들의 공동책임으로 규정되어 또한 혼인

은 본인들의 합의로만 성립된다는 원칙도 확립되어 남녀의 불평등도 철폐되었다. 

     전후 10년쯤은 민주사회를 지향하여 학교교육․사회교육․매스컴을 통하여 

구미식 가족제도 이념이 선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형태는 거의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새로운 국민교육의 방침이 민주화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주입을 목적 

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그 방침은 바로 ‘이에’제도의 부정을 전제하고 있었고, 또  

고도 산업사회의 진전은 전통적인 가족노동 경제체계를 무너뜨리면서 진행하여,  

가족 내의 가부장적인 ‘이에’사상을 토대로 한 생활양식을 해체시켜 나갔다.

   3.2.2. 경제성장에 동반한 사회변화

     GHQ는 ‘초나이카이’를 군국주의의 온상으로 보아 즉시 해산을 요구하여 전쟁 

중의 ‘초나이카이’ 임원들은 공직 추방당했다. ‘초나이카이’가 담당했던 기능은 방범

77) General Headquarters. 일본을 점령한 연합국군총사령부. 초대 최고사령관(SCAP)은     

    메가드(Dauglas MacArthur). 점령정책을 추진하여 전후(戰後) 일본을 개혁했다. 대일   

    강화조약(對日講和條約)발효와 함께 폐지되었다.( 苑) 

78) 그 제도상의 변화는 대략 다음과 같다( 井, 1974: 66-7). 

  ①‘이에’와 가장에 관한 규정의 폐지

  ②성인 남녀의 자유의지로의 결혼 

  ③아내의 능력 인정

  ④아내의 부정(不貞)행위뿐 아니라 남편의 부정행위도 이혼사유로 규정

  ⑤부양의무의 순위 철폐, 직계 혈족과 형제자매간에 협의하여 부양

  ⑥가독(家督)상속의 철폐, 아내의 항상적인 상속권 인정, 자식의 남녀 구별 없는 균분   

   상속권 인정

  ⑦서자(庶子)라는 귀의 말소, 미성년자 친권의 부모 공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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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防犯協 )나 납세조합(納 組合) 등 다른 지역집단이 대행했었다가 1952년에 

일본 독립에 따라 부활했다(倉田, 2000: 67). 그러나 고도경제성장기79) 이후 급속한 

도시화80) 속에서 ‘초나이카이’를 중심으로 한 지역집단에 혼란이 일어나가 시작하

다. 1969년에는 국민생활심의회( 民生活審議 ) 총합정책부회( 合政策部 )는

“커뮤니티-생활의 장(場)에 있어서의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

하 다. 그 속에서 벌써 이 시기에 일본의 전통적인 지역공동체는 붕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81).   

    1974년9월26일에서 1979년9월25일에 걸쳐 행해진 제7차 국민생활심의회( 民

生活審議 ) 총합정책부회( 合政策部 ) 기획위원회(企劃委員 ) 장기전망(長期展

望) 소위원회(小委員 ) 보고에서 지역사회가 큰 변동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진술하 다. 

    즉, 사회의 지연(地緣)적 편성은 현재 그 규제력을 거의 잃었으며 국가라는  

보다 큰 대사회 속에서 공동체적인 요소는 점차 약해져왔다. 국민생활에 있어서는 

(핵)가족과 직장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이다. 직장은 수입을 획득할 수 있는 장(場)

인데, 과거에 그 장(場)은 혈연과 지연으로 보호되는 생활단위로서의 ‘이에’이며  

촌락공동체, 혹은 도시에 있어서의 동업자단체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 대신  

‘사연(社 )82)’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 보고서는 국민생활의 토대가 크게 ‘사연(社 )’에 의존하고 있다

고 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79) 주로 1955년~73년을 가리킨다.

80)                      <표 3-9> 일본 인구도시화률 추이

                                                           (단위: %)

      자료: 일본 국세조사, 일본통계연감 각년도 

1940 1946 1950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도시화률  30.6 30.4 37.5 56.3 63.5 68.1 72.2 75.9 76.2 76.7 77.4

81) 그 이유로는 ①교통수단의 발달에 인한 생활권 확대, ②인구의 도시 집중, ③생활양식의  

도시화(개인주의․합리적), ④기능집단의 증대, ⑤행정기능의 확대 ⑥가족제도의 변혁,    

⑦농촌 생활양식의 변화( 民生活審議 調査部  編, 1969) 

82) ‘사연(社緣)’이란 교도(京都)대학의 요네야마(米山俊直)가 만든 말이며 전근대적인 혈연

과 지연과 달리 근대적인 ‘결사(結社)의 연(緣)’이라는 뜻임. 그러한 ‘사연(社緣)’의 예로 

요네야마는 공장・학교・군대・병원 종교단체 등도 들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사연(社

緣)’은 기업조직・관료기구라고 하 다(米山,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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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중요한 일들도 ‘사연(社 )’을 축(軸)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다. 결혼도 “직장”

을 중심83)으로 이루어지고 주거도 “사택(社宅)”이다. 상호부조도 ‘사연(社 )’ 속의 공제조

합(共濟組合)이나 노동조합(勞動組合)이 담당한다. 직학・취업의 격심한 경쟁도 유리한 

‘사연(社 )’을 찾아서 행하는 참가형식이라 할 수 있고,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되는 전근

(轉勤), 즉 단신부임(單身赴任)은 가족이나 지역사회 관계가 ‘사연(社 )’에 종속(從屬)돼 

있는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사람들은 모래알 같은 대중이라는 존재의 의거점으로 이 

‘사연(社 )’관계와 그리고 작은 핵가족을 중시하여 살고 있다. 이러한 뜻으로 오늘날은 

바로 ‘사연(社 )’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米山, 1979)

　　 도어(Dore, 1973)는 외국 기업과 다른 일본 기업경 의 특징은 노동비용 중 

많은 부분을 여러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복지기업주의’라고 지적하 다. 오오우치는  

일본기업이 “복지기업주의”라고 불릴 만큼 기업복지에 충실하다고 생각되는 이유

가 종업원들의 사생활과 깊이 관련된 복지 부분에 특히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라 

고 하면서, 이러한 일본의 ‘복지기업주의’를 대표하는 예로 ‘사택(社宅)’ 제공을   

들었다(大 , 2002: 138-9).

  　사택은 일본에서 기업이 노동자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사택의 

제공은 메이지(明治) 시대 중기에서 후기에 걸쳐서 일어난 일본의 산업혁명시대에 

국지적이고 급속한 고용확보를 목적으로 마련한 것이 시작이라고 한다. 당시 국책

(國策)적으로 탄광・광산・생사 공장 등에 값싼 노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으며 

고용주는 과혹한 노동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시 노동자들의 눈으로 보면 매력적인 

의식주 환경을 공장부지, 혹은 인접지에 마련하여 노동자를 격리 상태에 만들어  

도망이나 외부와의 정보교환을 통제하 다(長谷工ライブネット, 2002: 2). 이와   

83)          <표 3-10>일본 출생동향기본조사에 의한 부부가 알게 된 계기      (%)

   자료: 일본 出生動向基本調査　第8回, 第9回, 第10回, 第11回
　 출처:일본 立社 保障・人口問題 究所『第11回出生動向基本調査(結婚と出産に する全   

     調査)第Ⅰ報告書─日本人の結婚と出産─』　　 

조사년 계(%)

연애결혼

맞선
기타

미상
직장

업무상

친구・형제

를 통해

학교

에서

거리・
여행지

동호회

학원 등

아르바

이트
이웃

1982

1987

1992

1997

100.0

100.0

100.0

100.0

25.3

31.6

35.0

33.6

20.5

22.4

22.3

27.1

6.1

7.0

7.8

10.4

8.2

6.3

6.2

5.2

5.8

5.4

5.5

4.9

-

-

4.2

4.6

2.2

1.5

1.8

1.5

29.4

23.3

15.2

 9.6

2.5

2.6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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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공장과 사택이 특정한 지역에 대규모로 건설되면 그 지역의 정치・경제・  
사회의 근간적 지위를 차지하여 그 지역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를 흡수하면서 특정 

대기업 자체가 특정 지역과 통합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지역을 에도시대 성(城) 

주위에 만들어진 도시를 城下町(죠오카마치)이라 한 것처럼 企業城下町(키교죠오카

마치)84)라고 부른다. 

    1991년에 국민생활심의회( 民生活審議 ) 총합정책부회( 合政策部 )는   

‘기업중심사회에서 개인생활 우선사회로의 전환’을 주장하여 “개인생활 우선사회를 

향하여”라는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는 기업중심사회를 ‘기업을 비롯한 조직의 

존재가 지나치게 비대화하여 그 목적이나 행동원리가 개인이나 사회의 목적․행동

원리에 우선되어 개인생활의 자유도가 제약된 사회’로 규정하고, 그러한 사회를  

개인생활을 우선하는 사회로 바꾸는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 다.

    이러한 ‘기업중심사회’는 소위 말하는 ‘일본적 경 ’으로 특징 지워진다. 일본적 

경 의 내부구조에는 종신고용’, ‘연공서열’, ‘기업별 노조’ 복합체라는 ‘3종의 신기

(神器)85)‘가 있는데, 이는 극히 폐쇄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종신고용은 종업원들

의 이동을 기업 내부에 한정하고, 연공서열은 종업원을 숙련된 노동력에 기업 외부

로 유출되지 않도록 통제하며, 기업별 노조는 노사관계를 기업 내부로 한정한다. 

즉, 일본적 경 은 사람, 기능, 사회관계를 모두 기업 내부에 한정하는 특징을 지니

고 있다(富永, 1997). 무라카미(1986)는 전근대 시기 ‘이에’와 근대의 ‘일본적 경 ’

을 다음과 같은 표로 비교하 다. 

84) 그 대표적인 예로 시 이름을 기업 이름으로 바꾼 아이치현(愛知縣) ’도요타시(豊田

市)를 들 수 있다. 도요타시(豊田市) 1번지는 도요타 자동차 주식회사 본사이다. 

      다른 ‘기교죠카마치(企業城下町)’로 이바라기현(茨城 )히타치시(日立市=Hitachi), 군마

현(群馬 )오오타시(太田市=富士重工業),오오사카부(大阪府)수이타시(吹田市＝Asahi 

beer), 오오사카부(大阪府)모리구치시(守口市=松下電工), 오오사카부(大阪府)카도마시(門

市=Sanyo), 후쿠오카현(福岡 )키타큐슈시(北九州市=新日 八幡), 후쿠오카현(福岡 )    

오오무타시(大牟田市=三井), 홋카이도(北海道)무로란시(室蘭市=新日 ), 이와테현(岩手 )

카마이시시(釜石市=新日 ), 히로시마현( 島 )히로시마시( 島市＝Mazda), 나가사키현

(長崎 )나가사키시(長崎市=三菱), 미야자키현(宮崎 )노베오카시(延岡市=旭化成) 등이 있

다.  

85) 원래 뜻은 황위(皇位)의 상징으로 역대 천황이 이어받아 왔다고 하는 세 가지 보물.     

    그러나 최근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라는 뜻으로도 쓰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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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이에’와 ‘일본적 경영 비교

‘이에’ 일본적 경영

연약(緣約)성

종신고용제. 신규 학교 졸업자의 채용을 우선하는 경

향. 이 경향은 일종의 ‘서양자제’ 확대판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에’의 영원성, 계보성

(系譜性)

기업은 영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 해산(解散)뿐만 아니

라 해고(解雇)도 가능한 한 피하려는 경향  

기능적 계통제(階統制)와 

내부적 일체감   

연공서열형 승진 및 임금제도. 직무 간 유동성을 높혀 

직무적 계통제(階統制) 형태의 고정화를 막으려는 경향.

자립성
복지제도, 레저활동, 주택공급 등을 기업 내부에서 해

결하는 경향. 노동조합의 기업별화(企業別化).

  

출처: 村上(1986: 36)   

    <표 3-11>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의 기업은 ‘이에’제도를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진전에 따라 기업에 고용되어 직장에   

모이게 된 임금노동자의 노동이 생산노동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에’는 생산 집단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생산 공동체인 

직업집단이 ‘이에’로 부각된 것이다.

    일본적 경 의 ‘3종의 신기(神器)’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사람을 기업 내부

에 한정시키는 종신고용제이다(富永, 1997: 271-2). 이러한 종신고용제는 질이 좋은 

노동력의 안정적인 공급에 의해 지탱되는데, 이 양질의 노동력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하는 곳은 학교이며, 이 구조를 감독․지도해온 것은 물론 국가이다. 전쟁기 

국민을 천황의 ‘적자(赤子)’로서 관리하고 있던 국가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젊은이들 

위해 적극적으로 연소자 직업소개사업에 개입86)하기 시작하 다87)(管山, 1998). 

86) 정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어서 상급학교로 진학함을 이상으로 했었다. 그러나 가

정 사정으로 진학 못함으로 바로 졸업할 경우, 사회에 적응 못하고 실업이나 전직을 거

듭하면서 ‘불양화’하는 일을 막기 위해 연소자 직업 소개사업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87) 내무성( 務省)사회국(社 局)은 소년직업소개사업을 시작함에 임해서 관계자를 모여서  

    5일간에 걸친 강습회를 개최하 다. 그 강연회에서 중앙직업소개사무국 기사인 미사와  

    (三 )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 다(菅山 1998)  

       “오늘날의 소년들은 그 직업에 관해서는 완전히 무지(無知)입니다.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  

        능이 무엇에 적합한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취업해도 청년이 될 무렵에는 해고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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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년에는 생산력 확장을 도모하여 전국적인 규모의 노동력 동원․재배치를 목적

으로 직업소개소가 국 화되었다. 그 때 직업소개소 국 화를 규정한 법은 ‘개정직

업소개법88)’이었다. 10월에는 후생성(厚生省)과 문부성(文部省)이 신설되어 매년 새

로 노동시장에 공급되는 노동력 중 최대 부분을 차지하는 신규 초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관리하기에 나섰다. 

    국가는 초등학교 신규졸업자를 국가의 의지대로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노동

력으로 보고 후생성(厚生省)과 문부성(文部省)을 통하여 “국가의 요망(要望)에 적합

하도록” 가장 적당한 직업을 계획적으로 배당하기 위해 ‘국민직업지도소’89)를 매개로 

초등학교를 지도하게 되었다. 신규 초등학교졸업자의 구인은 반드시 ‘국민직업지도

소’에 신청해야 되고, 지도소는 이 구인이 신규초등학교 졸업자의 일자리로 적당한

지를 판단하고 접수된 구인은 소할(所轄)지방자치체를 경유하여 후생성에 보고된

다. 또 구인에 관해서도 소할(所轄)지방자치체를 통해서 후생성에 보고되어, 후생성

은 이러한 보고를 기초로 ‘공급되어야 할 아동수’를 결정하여 다시 소할(所轄)지방

자치체를 통해서 지도서를 매개로 초등학교에 ‘할당(割当)’이라는 형태로 통달   

(通達)되었다.         

    전후( 後)에 제정된 ‘공공직업안정법’은 ‘국민을 공공의 복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국민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을 적정(適正)하게 조정(調整)함과 동시에 국민의 노동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공공직업안정소’가 노동자에 직업

을 알선한다고 규정했다. 이리하여 전쟁 시기 초등학교 신규졸업자를 대상으로   

시작한 국가 지도는 의무교육의 중학교까지 확장으로 중학교로, 1960년대 후반부터 

고등학교로의 진학이 급증하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계속되어 기업사회를 지탱하

는 ‘양질’의 노동력 공급을 감독해 온 것이다.   

        고 전직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무런 보호관찰도 받고 있지 않으므로 도덕적 표준인 저하하여   

        그렇기 때문에 불량소년 격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미숙련 노동자이며 항상  

        실업의 운명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88) 1938년 1월에 공포(公布)되었다. 

89) 1941년에 ‘노무조정령(勞務調整令)’으로 ‘국민직업안정소’가 ‘국민직업지도소’로 개칭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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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 구인・구직 과정 역사적 특성

 　  일본에서는 일정한 시기에 기업이 일괄적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신규   

학졸자(學卒者) 채용 형태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형태로 채용된 근로자를 ‘표준   

노동자90)’라고 부른다. 이 채용형태가 표준적인 고용형태라고 여겨진 것은 쇼와  

30년대(1955∼1954년)후반, 고도경제성장기 이후의 현상이다. 메이지 시대는 기업이 

근대화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전시대적 상가(商家)의 전통이 남아 있었으므로    

‘호오코닌’으로 입사한 근로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호오코닌’은 임원, 진원 

소개로 입사하는 연고채용 형태91)가 일반적이었으며 공모방식에 의해 채용하는 기

업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메이지 중기 이후에는 식산흥업(殖産興業)정책 아래 기업조직의 근대

화가 추진되어 사무직원의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신규 학교졸업자를 채용하기   

시작한 것이다92). 타이쇼 시대93)가 되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학졸자의 정기채용  

관행이 일반화되었다(竹 , 1997). 이러한 신규 학교졸업자의 채용 특히 대졸자의 

채용은 처음부터 관리직 엘리트로서의 채용이었기 때문에 소위 ‘호오코인’으로   

입사하여 장기근속으로 고위급 종업원이 됨을 기대했던 사람들과의 마찰을 빚기도 

하 다94). 그러나 서서히 ‘호오코인’제도는 폐지되어 가고 대졸자를 관리직 후보생

90) ‘학교졸업후 바로 기업에 취업하여 동일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자’ 후생노동성(厚生勞働

省)‘임금기  본통계조사’ 

91) 대규모 기업은 아직 많지 않았으며 종업원도 그다지 많지 않았던 당시로서는 소개인이  

피소개인인 새로운 종업원의 신분을 보증하여 문제가 생기면 소개인인 책임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필요충분한 고용형태이었다(川口, 1998: 10)　     

92) 신규 대학졸업자 고용은 일본우선(日本郵船)과 미츠이(三井)가 시작한다고 한다(竹  

1995; 川口, 1998: 10) 그 후 은행이나 자이바츠(財閥)계 기업을 중임으로 중등하교 이상

의 학졸자(중등・전문학교, 대학 졸업자)를 공채하게 되었다. 메이지 시대에 창업되어 타

이쇼 시대(1912. 7.30∼1926.12.25)에 학졸자 정기채용을 시작한 일본시멘트는 채용방침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竹 , 1997: 203)

     타이쇼12(1923)년, 사원채용방침 상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은 간부사원육성을 목적으로 다수의  

     학졸자(대학, 전문, 중등학교 졸업자)를 공개 채용한 것이다. 그때까지 학졸자는 대부분 연고나 유력  

     자의 추천으로 채용하고 있었으며 인원수도 극히 소수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실정으로는 장내의     

     회사운 , 기술 향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생각하여 그시기에 이르러 처음으로 학졸자의 계획   

    적인  공개채용을 시작하 다.   

93) 1912. 7.30∼1926.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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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중등학교 이하 졸업자와 차별적으로 채용하는 방식이 정착하게 되었다(川口,  

1998).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에서 도시로의 노동력 이동은 일본의 경우, 앞에서도 

본 것처럼 한국과 같은 친척, 친지에 의존한 이주형태가 아니라 국가에 의한 계획

에 따라 이루어졌다. 직업소개소의 국 화를 규정한 개정직업소개법이 1938년 1월

에 공포됨에 따라 노동력은 국가의 관리 하에 전국 규모의 동원・재배치가 시작하

다. 같은 해 6월에는 문부성이 “집단적 근로작업운동 실시에 관한 건”을 실시하

여 사실상의 근로동원이 시작되었고 다음 해에는 노무동원계획이 책정(策定)되었

다. 이 계획은 산업별 노동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급원별95)로 공급계획을  

제시한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초등학교 졸업자는 최대이자 최량의 공급원으로 인식되어, 

그들을 관리하기 위해 신규 초등학교 졸업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반드시  

국  직업소개소에 신청해야 함을 규정하게 되었다. 전쟁이 끝나고 전쟁터나 식민

지에 나가 있던 인구가 귀환하자 노동시장에 심각한 혼란이 생겼다. 1947년에 제정

된 직업안정법은 전쟁기 총동원체제에 대한 반성으로 개인중시의 직업선택을 원칙

으로 하면서도 국민에 의한 사회부흥, 경제부흥으로의 공헌을 우선시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으로의 개입이나 조정도 마다하지 않다는 방침도 내포하고 있었다

(苅谷 외 1997: 142). 

    그리하여 정부 이외의 기관이 하는 직업소개사업은 모두 노동성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됨을 규정하 으나 1949년의 개정으로 학교가 노동성장관에 신청하여 무료 

직업소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 다. 또한 직업 지도에 관해서도 직업안정소가  

학교와 협조하여 직업지도를 실시하여 직업알선을 하되 직업안정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알선업무의 일부를 학교에 분담시킬 수 있다는 항목이 추가되었

94) 메이지31년에는 三越(미츠코시)백화점에서, 메이지 41(1908)년에는 白木屋(시라키야)백화

점에서 ‘호오코오닌=子飼(코가이)’ 로 입사한 종업원에 의한 태업 사태가 일어나기도 하

다(竹  1997: 187-202). 

95) 신규초등학교졸업자, 물동관계이익자(물자동원에 의한 원재료 할당 감소로 인해 실업한 

민수산업의 노동자), 농촌 이외의 미취업자, 농촌 미취업자 및 농업종사자, 여자 무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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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佐藤(粒 )香, 2004: 195-6)  

<표 3-12> 일본 타현(他縣) 취업자의 추이(임시직 제외)

   자료: 일본『 働統計調査月報』vol.21, no.3『職業安定 報』vol.15, no.22
   출처: 苅谷 외(1997: 148)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에서는 고도경제성장기를 통해 타현 취업자는 

60~70%이상이 신규 학교 졸업자가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신규중학교 졸업자는 

그 중의 절반정도 다. 다음 표는 이러한 신규 중학교 졸업자의 취업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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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일본 현(県)내/현외 신규 중졸 취업자중 직업안정소 소개 취업자 비율

년도
중졸

취업자수

그　중 
직업안정소 
소개

비율
(%)

타현
(他縣)
취업자

그　중
직업안정
소　소개

비율
(%)

현(県)내 
취업자

그 중
직업안정소
소개

비율
(%)

타현취
업율
(전체)
(%)

타현
취업
율(직
업안
정소 
소개)
(%)

1953

1961

1962

1963

1962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3

1975

728,944

500,864

652,400

763,844

697,687

624,731

522,475

445,681

385,550

324,262

271,266

145,055

 93,984

206,392

329,651

410,120

459,048

432,815

412,935

328,093

290,412

259,305

227,501

196,934

108,580

 70,134

28.3

68.8

62.9

60.1

62.0

66.1

62.8

65.2

67.3

70.2

72.6

74.9

74.6

 99,933

166,778

218,086

242,040

231,097

208,224

165,950

140.342

124,718

108,146

 91,171

 49,847

 28,606

 37,840

125,281

159,907

171,368

166,573

155,817

117,013

 99,873

 89,764

 80,445

 68,681

 40,362

 23,452

37.9

75.1

73.3

70.8

72.1

74.8

70.5

71.2

72.0

74.4

75.3

81.0

82.0

629,011

334,086

434,314

521,804

466,590

416,507

356,525

305,339

260,832

216,116

180,095

 95,208

 65,378

168,552

204,370

250,213

287,680

266,242

257,118

211.080

190,539

169,541

147,056

128,253

 68,218

 46,682

26.8

61.2

57.6

55.1

57.1

61.7

59.2

62.4

65.0

68.0

71.2

71.7

71.4

13.7

33.3

33.4

31.7

33.1

33.3

31.8

31.5

32.3

33.4

30.6

34.4

30.4

18.3

38.0

39.0

37.3

38.5

37.7

35.7

34.4

34.6

35.4

34.9

37.2

33.4

자료: 일본 文部省 『學校基本調査』각년도판, 『産業 育調査報告書』昭和28年版, 
　　　勞働省『勞動市場年報』 각년도판
출처: 苅谷(2000:47) 

　 　폐전 후 1947년에 시행된 새로운 헌법과 학교교육법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위 표는 신규 중학교 졸업자의 취업상황이다. 1953년을 제

외하고는 1960년이전의 타현 취업자의 비율까지 조사한 자료가 없지만 이 표에서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기에 “금의 달걀‘라고 불린 저임금 노동자들의 타현 유출은 

벌써 61년에 75%가 공공직업안정소의 소개로 취업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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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소결・비교: ‘가족주의’ 근대국가의 사회자본과 구인・구직 

    일본은 비서구 국가 가운데 가장 일찍 ‘근대화’를 이룩한 나라라 평가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일본의 ‘근대화’는 자세히 들어다보면 아직까지 ‘전근대’

적인 요소를 껴안고 있다고 거듭 지적받기도 한다(富永, 1990: 34). 

    도미나가는 근대화의 구성요소를 (1)경제적 근대화96) (2)정치적 근대화97)   

(3)사회적 근대화98) (4)문화적 근대화99)로 크게 네 가지 요소로 나누어 제시하

다. 일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비서구 국가에 있어서의 근대화 과정은 <경제적 

→  정치적 →　사회-문화적>근대화의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한

다. 즉 비서구 국가의 근대화는 경제적인 역에 있어서 가장 빨리 일어나 사회-

문화적 역에서는 가장 늦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서구에서는 사회적 근대

화(씨족의 소멸과 자치도시의 발달 등)와 문화적 근대화(르네상스와 종교개혁)가 

먼저 일어난 다음 정치적 근대화(시민혁명)가 이루어지며 마지막에 경제적 근대화

(산업혁명)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대비된다. 서구에서의 근대화란 르네상스와 종

교개혁이라는 선구적인 개혁으로 견인되어 조상숭배 사상이나 친족집단에 대한 의

존을 해체시킨 다음 정치적, 경제적 근대화가 이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이 장에서 본 것처럼 한국과 일본의 근대 국가는 도미나가의 설명대로 

경제적인 근대화인 산업화에는 힘을 기울었으나 다른 역에는 의도적으로 전근대

적인 요소를 온존시켰다. 일본은 봉건제로 인해 각 지방 주의 ‘大이에’에만 소속감

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통일국가의 국민으로 형성하기 위해 근대국가 건설에 고대 

천황제를 이용하여 ‘이에’를 토대로 ‘가족주의’국가를 만들었다. 한국의 경우 일본 

96) ‘산업화’: 기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이 있다. 기술적 측면으로는 과학기술 응용에 의한 

급속한 생산력 상승이며 경제적 측면은 경제성장과 근대적 경제시스템의 구조변화를 포

함한 경제발전임. 

97) ‘민주화’: 정치권력이 한명 혹은 소수에 독점된 상태에서 모든 국민에 의해 분권된 생태

로 이행한 구족변동의 과정임. 

98) ‘자유・평등의 실연’: 게마인샤프트를 목적별로 해체함으로써 사람들을 게마인샤프트의 

총체적인 구속에서 해방시켜 게젤샤프트 사회에서 그 기능적 목적으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달성기로 하는 사회변동. 

99) ‘합리주의 실현’: 사람들을 비합리적으로 구속해온 인습, 미신 등에서 해방되려는 문화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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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 통치 정책으로 인해 ‘문중’을 토대로 한 전통적 가족구조는 그대로 유지되어 

또 산업화, 도시화 시대에 오히려 강화되었다. 사회적 역의 근대화가 가장 늦게 

일어난 한국과 일본에서는 결국 전근대시기에 성립했던 구조를 이용함으로써 서구

적인 근대화 과정에서 보면 산업화 위주로 파행(跛行)적으로 근대화를 추진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도미나가는 비서구 국가의 ‘근대화’를 단순히 ‘서구화’라는 시각으로 파악해서

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비서구 국가가 자생적으로 ‘근대화’를 이룩하지 

못하 고 근대화가 ‘전파 (傳播)’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근대화 이전이 ‘문화

적 진공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라 한다. 비서구 국가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근

대화’ 제요소들을 단순히 무조건 받아들인 것도, 무조건 모방만 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비서구 국가의 근대화란 서구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자국문화와 서구문화를 

융합시켜 자기 나라 독자적인 ‘근대국가’를 형성해가는 일련의 운동으로 봐야 된다

는 것이다. 요컨대 비서구 국가가 ‘근대화’에 성공한다는 것은 서구문화를 자기 나

라의 전통문화와 비교하면서 선택적으로 수용하며, 수용한 요소와 자신의 전통문화

를 융합시키면서 전통문화를 재구축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야기된 갈등(conflict)

들을 처리해나가는 일련의 창조적인 행위로 평가해야 된다는 것이다(富永, 1990: 

25-68). 그러한 의미로 한국과 일본의 있어서의 근대화는 전근대시기에 성립했던 

‘가족주의’적 조직 원리를 그대로 이용한 ‘가족주의’적 근대국가 건설부터 ‘근대화’

를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전근대적은 사회구조를 동심원(Concentric Circles)으로  표현한 Pescosolido 

& Rubin(2000)은 전국대적 구조와 대비되는 근대사회 구조를 교차형(Social 

Network Formation in the Modern Era: Intersecting Circles)이라 하며 다음   

<그림 3-2>와 같은 그림으로 표현100)하 다.      

100) “In modern society, depicted in Figure 2(<그림 3-2>), social network formation is 

characterized by intersecting circles, with an idividual's "moral personality" 

circumscribed in a new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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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근대적 교차형 사회

출처: Pescosolido & Rubin(2000: 55)

   개인은 “많은 집단(groups)이 교차하는 곳”에 위치한다. 각 사회집단은 반드시 겹칠 

필요는 없는데, 각 집단은 구성원으로 선택된(예를 들어 직장), 혹은 물려받은(예를 들면 

가족) 사람의 행동 역으로 대표된다(Pescosolido & Rubin, 2000: 56)101). 

    한국의 경우는 전근대시기에 양반들 사이에는 벌써 위와 같은 ‘근대적’인 교차

형, 네트워크 형 사회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 후 본격적 근대화, 도사화의 

물결 속에서 사람들은 전근대 시대에 전국 규모로 형성된 ‘문중’을 기반으로 한 여

러 가지 형태의 사적 네트워크를 유지, 발전, 재구축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근

대에 들어와서도 전근대적인 동심원형 구조를 근대 국민국가건설의 기초로 삼아서 

정책적으로 유지, 발전, 재해석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근대에 들어와서도 전근대

적인 동심원형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101) “The individual stands at the “point at which many groups ‘intersect'". Social 

circles do not necessarily overlap, but represent spheres of activity in which 

membership may be chosen(e.g., work) or inherited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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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일본 현대 기업중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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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경우 전근대 시대에 성립한 ‘이에’형 조직원리를 이용한 가족국가, 기업

중심사회가 사람들을 하며큼 가정에서 학교에, 학교에서 직업세계로, 동심원에 따

라 간단(間斷)없이 이행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사람들은 이 구조 안에 있는 

한 사적 사회자본을 이용할 필요조차 없는 구조이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 전근대시대에 준비되어 있던 ‘문중’적 조직원리를 기반

으로 한 네트워크 사회가 거의 모든 기업이 연고 위주의 구인 활동을 이용했는데

도 불구하고 농촌에서 도시로 구인정보가 전달되어 급속한 도시화와 유동화 사회 

속에서 사적 사회자본을 활용하여 도시에 정착해갔다. 

     포르테스는 빈곤한 도시공동체의 일상적인 생존은 대부분 같은 처지에 있는 

천척이나 친구와의 상호작용에 의지한다는 한다는 스탁(Stack, 1974)의 연구에 언

급하여 특정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다른 지역의 고용기회에 관한 정보나 직장

을 얻을 수 있는 방법마저도 박탈당한다는 점이라고 하 다. 또한 도시 내부의 혹

인 거주지역에서 산업 노동자로 취업이 되거나 중산층 가족으로 탈출하는 경우 그

것이 어떻게 남아 있는 사람들의 사회자본을 빼앗게 되는지를 보여준 왓칸트와  

월슨(Wacquant & Qilson, 1989)와 월슨(Wilson, 1987; 1996)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남아 있는 사람들이 결여된 사회자본을 인해 극단적인 실업률에 시달리게 되어 사

회복지에 의존하게 된 상황을 설명하 다(Portes, 1998: 160-1). 그러나 한국의 ‘가

족주의’는 이광규(1975)가 묘사한 것처럼 지속적인 연대로 일본에 비해 빈약한 제

도적 사회자본을 사적 사회자본으로 보충하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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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현대 근로자의 구인・구직 과정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역사적 고찰을 기초로 현대 한국과 일본의 근로자들이 

실제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한다.    

   제1절 학교에서 직업세계로: 신규 고졸자를 중심으로 

    4.1.1. 한국의 신규 고졸자 직업세계로의 이행상황

    (1) 통계로 본 신규고졸자의 직업세계로의 이행 상황

   우선 한국과 일본의 구인・구직 구조를 신규 고졸자를 중심으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먼저 한국 신규 고등학교 졸업자의 구직 상황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시스템>에서 매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표로 제시한다.   

   한국의 공식 통계에는 취업 희망자 중 몇 %가 구직에 성공했는지에 대한 자료

가 없다. 그 대신 취업경로를 학교추천, 채용시험, 친구 및 친지 소개, 부모 경  

사업, 자 , 기타로 구별하여 집계하고 있다.         

   <표 4-1>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가 있다. 

① 실업계 학생의 취업률이 일반계 학생의 취업률보다 높고, 그 차이 또한 굉장    

   히 크다. 

② 학교추천이 실업계 학생의 구직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③ 실업계와 달리 일반계 학생의 취업경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친지 및 친지 소개이다. 

④ 진로를 알 수 없는 ‘미상’자가 무직자로 집계된 학생수의 2배 가까이 존재한다. 



- 76 -

<표 4-1> 한국 신규 고졸자의 진로상황 (각년 4월1일 기준) (1)

졸업자 진학자

취  업  자

무직자 입대 미상학교
추천

채용시
험

친구 
및 

친지소
개

실습
부모
경영
사업

자영 기타 계

1996

일반계 395,465 307,791   5,557
 (25.7)

 1,236
  (5.7)

 5,309
(24.5)

 5,947
(27.5)

1,089
(5.0)

  318
(1.5)

2,174
(10.1)

21,630
 (100.0) 

20,521 415 45,108

실업계 274,696 60,373
107,926
(55.0)

15,644
  (8.0)

22,744
(11.6)

40,934
(20.8)

2,695
(1.4)

1,017
(0.5)

5,443
(2.8)

196,403
 (100.0)  6,973 313 10,634

계

(%)

670,161

(100.0)

368,164

(54.9)

113,483
(52.0)

16,880
  (7.7)

28,053
(12.9)

46,881
(21.5)

3,784
(1.7)

1,335
(0.6)

7,617
(3.5)

218,033
 (100.0)
  (32.5)

27,494

 (4.1)

728

 (0.1)

55,742

 (8.3)

1997

일반계 397,702 323,830   4,197
 (25.9)

   907
  (5.6)

 4,071
(25.1)

 3,999
 (24.7)

  799
(4.9)

  400
(2.5)

1,831
(11.3)

 16,204
 (100.0) 18,783 330 38,555

실업계 273,912 79,961 98,219
 (55.3)

13,845
  (7.8)

20,982
(11.8)

36,459
(20.5)

2,448
(1.4)

1,058
(0.6)

4,521
(2.5)

177,532
 (100.0)

 4,691 375 11,353

계

(%)

671,614

(100.0)

403,791

(60.1)

102,416
 (52.9)

14,752
  (7.6)

25,053
(13.0)

40,458
(20.9)

3,247
(1.7)

1,458
(0.8)

6,352
(3.3)

193,736
 (100.0)
  (28.8)

23,474

 (3.5)

705

 (0.1)

49,908

 (7.4)

1998

일반계 434,473 364,428   2,807
 (20.2)

   859
  (6.7)

 3,578
(27.9)

 2,944
(22.9)

  725
(5.7)

  310
(2.4)

1,807
(14.1)

 12,807
 (100.0) 18,345 738 38,155

실업계 302,416 107,824  79,206
(48.3)

10,346
(6.3)

22,530
(13.7)

41,680
(25.4)

3,481
(2.1)

1,691
(1.0)

5,141
(3.1)

164,075
 (100.0) 16,468 847 13,202

계

(%)

736,889

(100.0)

472,252

(64.1)

82,013
(46.3)

11,205
 (6.3)

26,108
(14.8)

44,624
(25.2)

4,206
 (2.4)

2,001
(1.1)

6,948
 (3.9)

176,882
 (100.0)
  (24.0)

34,813

 (4.7)

1,585

 (0.2)

51,357

 (7.0)

1999

일반계 456,831 386,053   2,597
(20.4)

   613
(4.8)

 4,281
(33.6)

 2,311
(18.2)

  830
(6.5)

  230
 (1.9)

1,888
(14.8)

 12,726
 (100.0) 19,461 437 38,154

실업계 290,892 112,130  70,758
(47.7)

 5,156
(3.5)

28,206
(19.0)

32,850
(22.1)

3,884
(2.6)

1,345
 (0.9)

6,279
(4.2)

148,478
 (100.0) 16,007 797 13,480

계

(%)

747,723

(100.0)

498,183

(66.6)

73,355
(45.5)

5,769
 (3.6)

32,487
(20.2)

35,161
(21.8)

4,714
 (2.9)

1,575
 (1.0)

8,167
 (5.1)

161,204
 (100.0)
  (21.6)

31,773

 (4.2)

884

 (0.2)

50,972

 (6.9)

2000

일반계 473,665 397,641   2,596
(22.0)

  822
(7.0)

 4,471
(38.1)

 1,350
(11.5)

  571
(4.9)

  182
 (1.6)

1,737
(14.8)

 11,729
 (100.0)

21,265 361 42,669

실업계 291,047 122,170  77,553
(51.9)

 6,599
 (4.4)

22,537
(15.0)

32,664
 (21.8)

3,298
(2.2)

1,037
 (0.6)

5,855
(3.9)

149,543
  

(100.0)
10,508 523  8,303

계

(%)

764,712

(100.0)

518,638

(68.0)

74,199
(46.0)

7,421
 (4.6)

27,008
(16.7)

34,014
 (21.1)

3,118
 (1.9)

 836
 (0.5)

7,540
 (4.7)

161,272
 (100.0)
  (21.1)

27,158

 (3.6)

807

 (0.1)

50,972

 (6.7)

2001

일반계 465,778 397,227
  2,903
(22.5)

 1,091
(8.5)

 4,168
(32.3)

 1,542
(12.0)

  463
(3.6)

  142
 (1.1)

2,581
(20.0)

 12,890
 (100.0) 17,018 326 38,317

실업계 270,393 121,411  71,296
(54.4)

 6,832
(5.2)

16,619
(12.7)

27,913
(21.3)

2,655
(2.0)

  694
 (0.5)

4,959
(3.8)

130,968
 (100.0) 10,140 481  7,393

계

(%)

736,171

(100.0)

518,638

(70.5)

74,199
(51.2)

7,923
 (5.5)

20,787
(14.5)

29,455
 (20.5)

3,118
 (2.2)

 836
 (0.6)

7,540
 (5.2)

143,858
 (100.0)
  (19.5)

27,158

(3.7)

807

(0.1)

45,710

 (6.2)

2002

일반계 439,586 382,380   2,120
(20.6)

  671
 (6.5)

 3,479
(33.8)

 1,754
 (17.0)

  311
(3.2)

  152
 (1.5)

1,804
(17.5)

 10,291
(100.0)

13,450 302 33,163

실업계 231,127 115,103
 57,916
(55.6)

 3,687
 (3.5)

15,054
(14.5)

21,182
(20.3)

2,183
(2.1)

  597
 (0.6)

3,519
(3.4)

104,138
 (100.0)  6,155 347  5,384

계

(%)

670,713

(100.0)

497,483

(74.1)

60,036
(52.5)

 4,358
 (3.8)

18,533
(16.2)

22,936
(20.0)

2,494
 (2.2)

 749
 (0.7)

5,323
 (4.7)

114,429
 (100.0)
  (17.1)

19,605

(2.9)

649

(0.1)

38,547

 (5.7)

2003

일반계 400,903 361,468   1,290
(18.7)

   461
(6.7)

 2,620
(38.0)

   903
(13.1)

  240
(3.5)

  125
(1.8)

1,270
(18.4)

  6,909
 (100.0)  9,475 116 22,935

실업계 189,510 109,234  39,311
(54.4)

 2,625
(3.6)

9,290
(12.9)

16,402
 (22.7)

1,383
(1.9)

  340
(0.5)

2,861
(4.0)

 72,212
 (100.0)

 4,305 251  3,508

계

(%)

590,413

(100.0)

470,702

(80.0)

40,601
(51.3)

3,086
 (3.9)

11,910
(15.1)

17,305
 (21.9)

1,623
 (2.0)

 465
 (0.6)

4,131
 (5.2)

79,121
 (100.0)
 (13.4) 

13,780

 (2.3)

367

 (0.1)

26,443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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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고등학생의 경우 취업 시 학교 추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그것은 

공식 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많은 ‘미상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01년부터 실시

되고 있는 청년패널조사를 분석한 김순희・박성재(2002) 연구에 따르면 고졸자의 

첫 직장 구직경로는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표 4-2> 한국 신규 고졸자의 첫 직장 구직경로(1)

학교・학원 비공식 공식 직접접촉 기타 조사수

일반계 19.6 40.1 36.5 2.2 1.6 367

실업계 40.4 30.5 27.1 1.1 1.4 653

출처:김순희・박성재(2002: 10)에서 발췌

     위 표 중 ‘비공식’이란 친구나 친지 등의 소개를 통한 구직경로이며 ‘공식’이

란 공개시험을 통한 구직을 가리킨다. 이러한 추세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한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표 4-3>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3> 한국 신규 고졸자의 첫 직장 구직경로(2)

학교 비공식 공식 기타 조사수

일반계 11.1 59.7 25.0 4.2 202

실업계 30.2 42.5 22.6 4.7 106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1999a: 89)에서 발췌

    위 사실들을 종합해볼 때, 한국에서는 공식적인 통로보다 비공식적인 통로, 즉 

친구나 친지 등의 소개를 통해 취업하는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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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관한 구조

 　 현재 한국 고등학교의 진로지도는 입시위주의 진학지도에 편중되어 있다. 따라

서 졸업 후 바로 직업 세계로 뛰어들어야 하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

로 한 직업지도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김우현, 1997; 122-3). 학교에서의 진로지

도 프로그램은 적성검사나 인쇄 자료의 배포 등과 같은 단발성작업에 집중되어 있

으며 학교나 지역사회가 체계적이며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프로그램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새교육공동위원희, 2000; 한국청소년개발원, 2003) 

<표 4-5> 한국 고등학교 진로지도 유형

       자료: 새교육공동체위원회(2000)
       출처: 한국청소년개발원(2003: 76) 

    학교에서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고등학

교 졸업자의 직업 배정에 관한 법・제도적인 장치가 없고,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의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에 대한 진로

지도는 시・도 교육청의 지도와 각 학교장과 담당교사들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산

업체와 지역사회와의 연대 역시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9a: 

66; 청소년개발원, 2003: 76-7).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진로 상담실의 진로지도는 단순히 취업 정보와 자격 관련 자료들을 게시하거나 학

급단위로 배부하는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동부의 직업안전망이나 기타 직업

정보망을 이용하는 학교는 없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학교에는 재학생을 위하여 직

업정보를 생성, 가공하여 제공하는 장치가 없어 정보망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한

국직업능력개발원 1999a: 66-7). 

적성검사 진학지도 취업상담 직업정보 현장방문 기타 없음

51.5% 15.1% 3.6% 2.0% 1.1% 2.2%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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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한국 상업계 고등학교에서 취업정보를 얻는 방법

내용

기업체로부터 취업의뢰 공문이 온다
17

 37.8%

전화로 취업의뢰가 온다
27

 60.0%

담당 선생닌이 회사를 돌아다니며 얻어온다
-

-

공문으로 협조를 얻는다
 1

  2.2%

계
45

100.0%

 출처: 김전욱・문호순(2000) 

    <표 4-6>은 부산 소재 상업계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취업정보 획득방

법에 대한 조사이다. 이는 기업체를 방문하여 취업정보를 얻는다고 대답한 교사가 

한명도 없는 상황을 보여준다. 한국능력개발원의 조사결과에도 학생들의 진로상담 

및 취업을 위해 학교가 노동시장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9a: 67). 따라서 <표 4-7>와 같이 

진로에 대한 정보도 학교가 아니라 매스컴이나 친척, 선배를 통해서 얻는 학생이 

많다. 

<표 4-7> 한국 학생들이 진로정보를 얻는 곳

학생
계

인문계 상업계

학교
 38  90 128

  9.3%  21.3%  15.4%

매스컴을 통해서
191 128 319

 46.8%  30.3%  38.4%

친척, 선배 등
116 131 247

 28.4%  30.9%  29.7%

기타
 63  74 137

 15.5%  17.5%  16.5%

계
408 423 831

100% 100.0% 100.0%

출처 : 김진욱・문호순(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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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조사에서도 취업정보를 얻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나타

났다. 

<표 4-8> 한국 고졸자 첫 직장 구인 정보 취득원  

학교 비공식 공식 직접접촉 조사수

일반계 8.5 54.9 22.5 14.1  71

실업계 31.1 49.1 14.2  5.7 106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1999a)을 수정・발췌

   물론 <표 4-6>과 같이 학교는 기업에서 취업의뢰가 오면 이에 적합하다고 판

단되는 학생을 중심으로 선발하여 기업에 추천하고, 기업은 추천된 학생들 가운데 

선발한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기업 간의 추천제도는 지속적이며, 신뢰에 기초하여 

상호간에 강하게 연계된 네트워크의 형태가 아니므로 기업의 단기적인 고용사정에 

의해 수시로 변경되고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9a: 65-6).

   따라서, 학생들은 졸업 후 지역 생활 정보지의 구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연고 등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고용되기도 한다(한국직업개발원, 1999a). 

<그림 4-1> 한국 고교유형에 따른 구직활동 시작시기 

  

출처 : 한국직업능역개발원(199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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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 일본 신규 고졸자의 직업세계로의 이행 상황

   (1) 통계로 본 신규 고졸자의 직업세계로의 이행상황

    다음은 일본의 1997년부터 2003년까지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신규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구직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 표는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勞動省)이 집계한 『新規學卒者の職業紹介狀況

(신규학졸자의 직업소개상황)』과 문부과학성(文部科 省)이 집계한 『高等 校卒

業者の就職 況(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상황)』을 발췌하여 작성하 다. 후생노동성

은 학교・공공직업안정소의 소개를 희망한 학생들의 취업상황만을 조사하고 있고, 

문부과학성은 취업을 희망한 모든 학생의 취업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A),(C),(D),(F)의 각 숫자는 문부과학성 통계자료에서, (B),(G)는 후생노동성의 통

계자료를 이용한 것이다. 

    일본은 학교를 통한 직업소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통계자료에서는 ‘학생

들이 취업하게 된 경로’에 관한 항목이 없다. 두 자료를 합쳐 분석하면 적어도 취

업을 희망한 학생, 그리고 실제로 학교 졸업하기 전에 직장이 결정된 학생 중 몇% 

정도가 학교를 통하여 취업한 것인지를 추측할 수가 있다. 학교나 직업안정소를 통

하지 않는 취업자의 취업경로는 공무원, 연고, 자  등이다.  

    한국의 경우 고등학교 통계자료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로 구분

하여 조사하고 있으나 일본 노동성의 집계에는 그러한 구분 없이 학교와 직업안정

소를 통해 취업을 희망한 학생의 실제취업률(희망자의 몇%가 실제로 취업할 수 

있었는지)만 조사하고 있다. 반면 문부과학성은 학교의 종류에 따라 취업 희망자

수 그리고 취업률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는 한국의 일반계에 해당하는 보

통학과와 한국의 실업계에 해당하는 전문학과(취업학과: 농업, 공업, 상업, 수산, 

가정, 간호, 기타로 구분), 그리고 1994년부터 종합학과102)가 설치되어 있다.    

102) 종합학과가 담당하는 교육의 특색은 폭넓은 선택과목 중에서 학생이 스스로 과목을 선

택하여 학습하는 일이 가능하며 학생이 개성을 살리는 주체적인 학습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 장래의 직업선택을 시야에 놓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자각을 심화시키는 학습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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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9> 일본 신규 고졸자의 취업상황 (각년 3월말기준) (1)

 

   

중시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고 한다. 문부과학성은 종합학과에 고등학교 교육개혁의 

중심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종합학과를 설치한 공립고등학교가 고등학교 

통학권에 적어도 한 학교는 신설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 방안은 폐전 후의 

하교교육령 시행 이래 보통과 흥미・관심・진로 등의 다양화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며 보통과는 진학, 직업학과는 취업이라는 고정적인 사고방식이 학교의 서열

화나 시험성점 편중의 진로지도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 다는 반성으로 보통과와 전

문(직업)학과를 통합한 새로운 학과를 신설한 것임.   

학 과 명
졸업자수

(A) 

취업
희망자수

(B) 
     

  (B)중 
학교・직업 
 안정소를 
통한 취업희
망자(C)
  (C/B)

취업자수
(D)

(D)중
학교・직업
안정소를 

통한 취업자
(E)
(E/D)

전체
취업률
(F=D/B) 
(％)

학교・
직업 안정
소를 통한 
취업률
(G=E/C)
(%)

1997년
보통 1,119,513  151,857 138,446 91.2
전문   374,523  210,589 201,414 95.6

종합학과     1,004      307     284 92.5

계 1,495,040  362,753   
292,816

  (80.7)
 340,144  

283,051

(83.2)
93.8 96.7

1998년

보통 1,072,097  143,275 128,814 89.9
전문   363,559  199,047 189,188 95.0
종합     3,785    1,184   1,093 92.3

계 1,439,441  343,506   
275,872

  (80.3)
 319,095  

265,445

(83.2)
93.8 96.2

1999년

보통 1,012,615  121,860 104,505 85.8
전문   342,969  173,133 160,759 92.9
종합     8,052    2,373   2,202 92.8

계 1,363,636  297,366   
235,131

  (79.1)
 267,466  

220,035

(82.3)
89.9 93.6

2000년

보통   986,473  110,055  91,781 83.4
전문   330,739  271,474 244,144 89.9
종합    13,049    3,854   3,443 89.3

계 1,330,261  271,474   
206,243

  (76.0)
 239,368  

189,934

(79.3)
88.2 92.1

2001년

보 통   984,317  106,120  89,968 84.8
전문   325,647  155,099 143,051 92.2

종합학과    19,088     5,711   5,135 90.0

계 1,329,052   266,930  
207,549

  (77.8)
 238,154  

192,572

(80.9)
89.2 92.8

2002년

보 통   971,517    99,425  80,867 81.3
전문   322,435   146,672 131,489 90.0

종합학과    22,289     6,329   5,549 87.7

계 1,316,241   252,426  
190,856

  (75.6)
 217,905  

171,122

(78.5)
86.3 89.7

2003년

보통   941,077    93,570  75,850 81.1
전문   315,995   137,407 124,181 90.4

총합학과    25,543     7,054   6,227 88.3

계
1,282,615   238,031 178,163

  (74.8)

206,258

   

160,313

(77.7)

86.7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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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전문학과 학생의 취업률이 보통학과 학생의 취업률보다 높다. 

② 학교와 직업안정소를 통한 구직자의 취업률이 구직자 전체의 취업률보다 높다. 

③ 취업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2) 신규 고졸자 구인・구직 구조 

 

   일본에서 고등학교-직업세계 이행은 현장 교사들에 의해 학교들의 실적(實積)

관계라고 불리워지는(苅谷, 1993) 학교-기업 네트워크(institutional networks)를 통

해서 이루어지며, 학교는 학생들의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

고 있다. 일본의 ‘고용안전법’은 공공고용안정청(公共雇用安定廳)이 학생이나 졸업

생의 직업 배치를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이하의 신규 졸업자의 채용은 공공고용안전청 지도 감독 아래 이루어지

고 있다. 즉 고용주들이 개별적으로 학생들과 상대해서는 안 되고 학교나 공공고용

안전청과 직접 상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고용주들은 공공고용안전청에 구체적인 

채용조건103)을 제출해야 한다. 그때 제시된 직무에 기반하여 각 학교는 주로 학업

성취도 수준에 따라 학생들을 고용주들에게 추천하고 고용주들은 학교의 추천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다(苅谷, 199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9a).  

    먼저 기업은 학교에 학생의 추천을 의뢰한다. 일본의 학교-직업세계 이행은 

고용주와 고등학교 간에 이루어지는 준공식적인 고용계약에 의해 안정화되는 경향

이 있다. 졸업생들의 약 절반 정도는 이러한 고용주들과의 계약에 의해 고용된다. 

그리하여 계약 기업들은 학교 졸업생의 노동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학교는 졸

업생의 배치에 있어서 기업에 의존한다. 이렇게 계속되는 관계의 학교가 졸업생들

을 하여금 수월하게 직업에 배치되도록 하며, 기업들이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는

103) 직업의 수, 직무내용, 임금, 근로시간 등. 연고로 고용할 경우도 학교는 고용조건의 제

시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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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결정적인 힘이 된다. 따라서 특정 고용주들과 고등학교 간에 준공식적이거나 암

묵적인 계약이 이루어지며 고등학생들의 원만한 이행을 돕고 있다. 졸업 학년 초에 

이미 학생들은 담임 또는 진로지도 교사는 학생들이 선택한 일자리가 그에게 적합

하다고 판단되면 그를 추천하는데 이 추천은 소위 ‘일인일사주의(一人一社主義)라

는 원칙으로 이루어진다(川口, 1998; 苅谷, 2000; 菅山, 1998). 학교는 “취업과 관련

된 준비가 미숙한 고등학생의 취업지도를 위해( 尾, 1988)” 모든 학생에게 하나의 

기업만 소개한다. 이러한 원칙은 학교가 두 군데 이상의 기업을 학생에게 소개하고 

그 학생이 모든 기업의 취업시험에 합격한 경우, 학생은 한 기업에 취업을 사퇴할 

수밖에 없게 되고, 학교-기업간의 신뢰관계를 훼손시키기 때문이다(苅谷 1993). 고

용주는 면접 등과 같은 시험을 통해 학교의 추천자들을 선발하는데, 고용주는 모든 

취업 희망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선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추천한 학

생들만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학생들은 학교의 추천 없이는 고용주에게 직접 지원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제도화된 네트워크를 통한 고용에서 기업의 선발 행위

는 전체 고용 과정의 일부분에 불과하며 고용주는 학교가 추천한 학생들을 대부분 

그대로 선발한다. 이렇듯 일본에서의 신규 고등학교 졸업생의 직업세계로의 이행은 

학교와 고용주간의 오랜 제도화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적 계약관계를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 되어 왔다. 

    다음 그림과 같은 일정으로 이루어지는 학생에 대한 직업배치 활동은 학생들

의 졸업하기 취소한 6개월 전에 시작되며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졸업하기 전에 

직업을 구한다. 즉, 학생들은 노동시장에 들어가기 전에 학교에서 이미 학교와 기

업간의 제도화된 네트워크를 통하여 취업이 결정된다. 일본의 많은 기업들은 특정 

고등학교들을 지정하여 그 학교 졸업반 학생들을 신입 사원으로 채용하는 장기적

이고 강력한 연계를 이루고 있다. 일본의 학교는 학생들의 구직에 중요한 향을 

미치며,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노동 시장에 들어가지 않고도 학교를 졸업하기 이전

에 이미 그들의 첫 번째 일자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다(苅谷, 1993; 

Brinton, 200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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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학교를 통한 신규 고졸자의 취업에 관한 구조

보호자 학생(주)

고등학교
(진로지도담당)

공공직업
안정소

기업

(6월20일이후)

①구인표제출

⑤상담

채용선고개시기일 등

①공공직업안정소에 의한 구인신청의 접수개시………………………………6월 20일

③학교에 대한 구인신청 및 학교방문개시 ……………………………………7월 1일

⑦기업에 학생의 응모서료제출개시 …………………………………………9월 5일

⑧·⑨선고개시 및 내정개시 …………………………………………………… 9월16일

(주)신규중학교및 고등학교졸업자를 포함하고있음

④
구
인
표
공
개

⑤
상
담

·지
도

·원
조

⑥
수
험
처
기
업
의

결
정

⑧
취
직
시
험(

9
월
16
일
이
후)

⑨
내
정
통
지(

9
월
16
일
이
후)

(

확
인
인

이

있
는

구
인
표
에
의
한)

③
구
인
신
청

7
월
1
일
이
후

⑦
구
직
자
에
대
한

추
천

9
월
5
일
이
후

②구인표의

확인반환구
직
동
향

직
업
정
보

제
공

노동관계법령을
참조하는 등
부적절하지
않는가를 체크하여
확인인을 눌러
반환한다.   

  

출처: Kanzaki(2003)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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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취업을 하는 경로는 학교 추천을 기대할 수 없

기 때문에 주로 가족, 친척, 혹은 친구로부터의 구직 정보에 따른다. 중퇴 후 취업

한 사람 중 학업을 중단하기 전에 직업을 탐색하기 시작한 사람은 33.1%에 불과

하며, 나머지 학생은 퇴학 후에 작업 탐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가족・친척을 통해서’, ‘친구・선배를 통해서’등 사적 경로를 통해서 취업한 사람

이 55.3%이고, ‘신문이나 광고지 등을 통해서’ ‘취업 정보지를 통해서’ 등 스스로 

개척  한 경로가 13.2%에 이르는데 비해 공공직업소개소나 학교 등 공식적인 경

로를 통해서 취업한 사람은 18.7%에 불과하다(堀田 1993: 50-1).       

   4.1.3. 양국 신규 고졸자 직업세계로의 이행 상황 비교
  

    다음은 앞에서 살펴본 공식 자료를 이용하여 양국 고졸자의 직업세계로의 이

행 상황을 경기부침과의 관계까지 고려하면서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의 통계자료를 일본의 통계자료와 단순 비교하기에 ‘미상자’가 많다는 문

제점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비교를 목적으로 공식 통계자료를 그대로 이용하기로 

한다. 특히 여기에서는 구직경로에서 차지하는 연고와 학교추천의 비율에 주목한

다. 앞에서 제시한 한국의 자료를 일본의 자료와 비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공

하기로 한다.  

① ‘실습’은 ‘미취업자’로 한다(일본에서는 상용고용 취업자만을 집계) 

② ‘졸업자’에서 ‘진학자’와 ‘입대자’와 ‘미상자’를 제외한 학생수를 취업희망자로    

    간주하고 ‘취업희망자’ 중 몇%가 실제로 취업에 성공했는지를 계산한다. 

③ ‘친구 및 친지 소개’와 ‘부모경 사업’을 합쳐서 ‘연고’로 한다. 　　

    이와 같이 가공한 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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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한국 신규 고졸자의 취업상황 (각년 4월1일 기준) (2)

졸업자

취  업  자 미취업자
취업률

(A/A+B)

(%)
학교

추천

채용시

험
연고 자영 기타

계

(A)
무직 실습

계

(B)

1996

일반계 395,465
  5,557

(35.4)

 1,236

(7.9)

 6.398 

(40.8)

  318

(2.0)

2,174

(13.9)

19,907

 (100.0)
20,521  5,947 40,428 37.2

실업계 274,696
107,926

(69.4)

15,644

(10.0)

25,439

(16.3)

1,017

(0.7)

5,443

(3.5)

175,465

(100.0)
 6,973 40,934 182,438 76.4

계 670,161
113,483

(66.3)

16,880

(9.9)

31,837

(18.6)

1,335

(0.8)

7,617

(4.5)

195,372

(100.0)
27,494 46,881 222,866 69.7

1997

일반계 397,702
  4,197

(34.4)

   907

(7.4)

 4,870

(48.3)

  400

(3.3)

1,831

(15.0)

15,244

(100.0)
18,783  3,999 34,027 34.9

실업계 273,912
98,219

(69.6)

13,845

(9.8)

23,430

(16.6)

1,058

(0.7)

4,521

(3.2)

159,982

(100.0)
 4,691 36,459 164,637 77.4

계 671,614
102,416

(66.8)

14,752

(9.6)

28,300

(18.4)

1,458

(1.0)

6,352

(4.1)

175,226

(100.0)
23,474 40,458 198,664 70.6

1998

일반계 434,473
  2,807

(27.8)

   859

(8.5)

 4,303

(42.6)

  310

(3.1)

1,807

(17.9)

 12,582

(100.0)
18,345  2,944  30,927 32.1

실업계 302,416
 79,206

(64.7)

10,346

(8.5)

26,011

(21.2)

1,691

(1.4)

5,141

(4.2)

143,265

(100.0)
16,468 41,680 159,733 67.8

계 736,889
82,013

(61.9)

11,205

(8.5) 

30,314

(22.9)

2,001

(1.5)

6,948

(5.2)

155,847

(100.0)
34,813 44,624 190,660 62.5

1999

일반계 456,831
  2,597

(24.9)

   613

(5.9)

 5,111

(49.0)

  230

(2.2)

1,888

(18.1)

 13,662

(100.0)
19,461  2,311  33,123 32.4

실업계 290,892
 70,758

(61.2)

 5,156

(4.5)

32,090

(27.8)

1,345

(1.2)

6,279

(5.4)

141,439

(100.0)
16,007 32,850 157,446 70.3

계 747,723
73,355

(58.2)

5,769

(4.6)

37,201

(29.5)

1,575

(1.2)

8,167

(6.5)

155,101

(100.0)
31,773 35,161 190,569 64.1

2000

일반계 473,665
  2,596

(25.0)

   822

(7.9)

 5,042

(48.6)

  182

(1.8)

1,737

(16.7)

 13,684

(100.0)
21,265  1,350  34,949 31.5

실업계 291,047
 77,553

(66.3)

 6,599

(5.6)

25.835 

(22.1)

1,037

(0.9)

5,855

(5.0)

136,859

(100.0)
10,508 32,664 147,367 73.0

계 764,712
80,149

(63.0)

7,421

(5.8)

30,877

(24.2)

1,219

(1.0)

7,592

(6.0)

150,543

(100.0)
27,158 34,014 182,316 65.9

2001

일반계 465,778
  2,903

(25.9)

 1,091

(9.6)

 4,631

(40.8)

  142

(1.3)

2,581

(22.7)

 13,398

(100.0) 
17,018  1,542  30,416 37.9

실업계 270,393
 71,296

(69.2)

 6,832

(6.6))

19,274

(18.7)

  694

(0.7)

4,959

(4.8)

117,370

(100.0)
10,140 27,913 127,510 73.0

계 736,171
74,199

(64.9)

7,923

(6.9)

23,905

(20.9)

 836

(0.7)

7,540

(6.6)

130,768

(100.0)
27,158 29,455 157,926 66.9

2002

일반계 439,586
  2,120

(24.8)

   671

(7.9)

 3,790

(44.4)

  152

(1.8)

1,804

(21.1)

 10,523

(100.0)
13,450  1,754  23,973 36.0

실업계 231,127
 57,916

(69.8)

 3,687

(4.4)

17,237

(20.7)

  597

(0.7)

3,519

(4.2)

96,674

(100.0)
 6,155 21,182 102,829 75.2

계 670,713
60,036

(65.6)

4,358

(4.8)

21,027

(22.9)

749

(0.8)

5,323

(5.8)

107,197

(100.0)
19,605 22,936 126,802 68.2

2003

일반계 400,903
  1,290

(21.5)

   461

(7.7)

 2,860

(47.6)

  125

(2.1)

1,270

(18.4)

 7,596

(100.0) 
 9,475    903  17,071 36.7

실업계 189,510
 39,311

(70.4)

 2,625

(4.7)

10,673

(19.1)

  340

(0.6)

2,861

(5.1)

63,622

(100.0)
 4,305 16,402 67,927 72.9

계 590,413
40,601

(65.9)

3,086

(5.0)

13,533

(21.9)

465

(0.8)

4,131

(6.7)

71,218

(100.0) 
13,780 17,305 84,998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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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앞에서 제시한 일본의 자료는 한국의 자료와 비료하기 위해 보통과, 전문

과, 종합과로 분류했는데, 노동부는 그 각과별로 취업률을 집계하지 않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전체 구직자 중 ①학교를 통한 구직률 ②구직자의 학교 의존도 ③학교를 

통한 실제취업률 ④실제 취업자 학교 의존도를 경기부침과의 관련으로 살펴보기 

위해 거품경제 붕괴 시기인 1991년부터 2003년까지 다시 표로 작성하 다104). 

    여기서는 ‘취업희망자’를 ‘구직자’로 표기하기로 한다.        

104) 일본 문부과학성, 노동성의 공식통계로는 연고를 통한 취업자수, 자 , 공무원으로의 

취업자수를 알 수가 없으므로 실업계 고동학교의 취업상황을 제시한다. 

     

<표 4-11> 이와테현립(岩手 立)카마이시공업고등학교(釜石工業高等 校)　
헤이세이14년(2002년)도(2003년3월 졸업생)　업종별 취업상황 　

http://www2.iwate-ed.jp/kat-h/sinro/h15_sinro1.htm 

<표 4-12> 미야자기현립(宮崎 立)사이토상업고등학교(西都商業高校)
헤이세이13년(2001년)도(2002년3월 졸업생) 진로･취업상황

http://www.miyazaki-c.ed.jp/saito-ch/sinrotop.htm 

 

과　　　　　　명 기계시스템과 전기전자과 토목과 계 비율(％）

제조업 19 16  5 40  47.1
공사・건설업  2  4 15 21  24.7
도매・소매업  0  5  1  6   7.1
운수・서비스업  4  2  1  7   8.2

공무원  2  1  2  5   5.9
자영・연고・기타  1  0  5  6   7.1
합　　　　　계 28 28 29 85 100.0

학생수
진학 취업 연고

자영・
기타

대학 단기대학 전문학교 계 현( )내 현( )외 공무원 계

남자  74 6 0 17 23 24 13 6 43  6
여자 107 2 3 25 30 45 17 3 65  9
계 181 8 3 42 53 69 30 9 1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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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3> 일본 신규 고졸자의 취업상황 (각년 3월말기준) (2)

   새로 가공한 한국의 <표4-12>와 일본의 위 <표 4-13> 중 은 자로 제시

한 부분을 이용하여 일본과 한국의 고졸자 지업세계로의 이행상황을 비교하기로 

한다. 새로 제시한 두 가지 자료를 차트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졸업년
전체 구직자

(A)

학교를 

통한

구직자수

(B)

구직자

학교

의존도

(B/A)

전체

취업자

(C)

학교를 

통한 

취업자

(D)

취업자

학교

의존도

(D/C)

전체

취업률

학교를 

통한

취업률

1991 598,946 520,129 86.8 588,709 516,036 87.6 98.3 99.2

1992 580,862 502,089 86.4 568,669 497,267 87.4 97.9 99.0

1993 529,546 444,858 84.0 513,134 438,279 85.4 96.9 98.5

1994 461,408 379,815 82.3 439,113 370,176 84.3 95.2 97.5

1995 415,907 335,325 80.6 390,737 324,890 83.1 93.9 96.9

1996 390,074 308,924 79.2 364,149 297,655 81.7 93.4 96.4

1997 362,753 292,816 80.7 340,144 283,051 83.3 93.8 96.7

1998 343,506 275,872 80.3 319,095 265,455 83.2 92.9 96.2

1999 297,366 235,131 79.1 267,466 220,035 82.3 89.9 93.6

2000 271,474 206,243 76.0 239,363 189,934 79.3 88.2 92.1

2001 266,930 207,549 77.8 238,154 192,572 80.9 89.2 92.8

2002 252,426 190,856 75.6 217,905 171,122 78.5 86.3 89.7

2003 238,031 178,163 74.8 206,258 160,313 77.7 86.7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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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3> 양국 취업률/ 학교추천 의존도 (한국 연고 의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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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3>를 양국의 경제 위기의 시기를 고려면서 살펴보기로 한다.  

   1991년 후반기 소위 일본의 거품 경제가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1992년 신규고등

학교 졸업자의 노동시장에 향이 나타나기 시작하 다. 반면 한국은 1997년 후반

기 아시아 통화 위기로 인해 IMF 관리 하에 놓이게 되었으며, 신규 고등학교 졸업

자에 대한 향은 1998년에 나타난다. 일본의 경우, 1991년과 1992년에는 약간의 

차이가 보이기는 하지만 그다지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1997년에 

비해 1998년 일반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 모두 취업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특

히 실업계의 경우, 급격한 하락을 보 다. 또 동시에 취업한 학생 중 학교 추천에 

의존한 학생의 비율이 떨어지고 그 대신에 친구, 친지 소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졌다. 

    일본의 오랜 학교-기업 간의 연계, 즉 제도적 사회자본(institutional social 

capital)은 갑작스러운 불경기의 도래도 불구하고 그 경기 동향에 즉각적인 향을 

받지 않는 비교적 견고한 사회자본으로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 구하기를 지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학교-기업 간에 형성되는 제도적 사

회자본(institutional social capital)이 굉장히 약하므로 불안한 경기 침체 시에는 바

로 학교에 대한 추천 의뢰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빈약한 제도적 사

회자본(institutional social capital)을 보완하는 것은 역시 사적 사회자본인 친구, 

친지 소개이며 학교 추천 의존도와 반비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학교-기업 

간 연계는 이러한 취업률상의 숫자만이 아니라 정착률의 차이로 나타나기도 한다. 

    일본은 학교-직업세계로의 간단(間斷)없는 이행과 동시에 이직으로 인한 실업 

청소년은 비행의 온상이 된다는 인식 아래 첫 직장이 평생직장이 되도록 정착 지

도도 하고 있다. 신입사원은 같은 학교 선배가 여러 가지로 돌봐주기로 되어 있으

며, 입사한지 얼마 안 되는 고졸 종업원이 이직할 의사를 보이면 기업의 인사 담당

자가 학교 취업담당 교사에 연락을 취할 때도 있다. 이러한 연계로 인해 일본의 청

소년 취업자의 이직률은 세계적으로 보아도 그 수준이 상당히 낮다. 실제로 정착률

확인하기 위해 입사한 이후 3년까지의 이직률을 추적 조사하기까지 한다. 

    다음 <그림 4-4>은 일본 고졸 근로자의 이직률 추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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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4> 일본　신규 고졸자 연간이직률 추이

1989 200019991998199719961995199419931992199119901988198719861985198419831982

3년
2년
1년

출처: 일본  厚生 働省「新規 校卒業就職者の就職離職 況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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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 동일한 추적 자료가 없으므로 고졸 근로자 전체의 연간 

이직률을 제시한다. 

               <그림 4-5> 한국 고졸자 연간 이직률 추의 

자료: 노동부 『노동통계연감』,『임금구조통계조사보고서』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1999a) 

 

    원래 이직률은 입사한지 1~3년간이 가장 높은 데, 한국 전체 이직률은 일본의 

입사 1년째 고졸자 이직률의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일본과 한국 청소년 이직률의 차이는 직무와 자신의 적성간의 괴리에 기인한 것이

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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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한국 교육과 직무의 일관성                                               

                                                                    (단위 : 천명)

  

계 직무에 도움 직무에 도움 안 됨

취업자 3,666 1,655 (45.1) 2,010 (54.8)

교
육
정
도

중  졸  이 하 164 11 ( 6.7) 153 (93.3)

고         졸 1,789 520 (29.1) 1,269 (70.9)

대  졸  이 상 1,713 1,125 (65.7) 588 (34.3)

․전 문 대 졸 902 529 (58.6) 373 (41.4)

․4년제졸이상 811 595 (73.4) 215 (26.5)

종
사
상
지
위

상        용 1,684 1,002 (59.5) 682 (40.5)

임        시 1,357 505 (37.2) 852 (62.8)

일        용 255 37 (14.5) 217 (85.1)

자 영  업 주 250 85 (34.0) 164 (65.6)

․고  용  주 61 17 (27.9) 44 (72.1)

․자  영  자 189 68 (36.0) 120 (63.5)

무급가족종사자 120 25 (20.8) 95 (79.2)

        출처: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2002년

   위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에서는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교육과 직무의 일

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낮으면 전문적인 교육이 부족했기 때문

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업계 고등학교일 경우는 직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고, 한국의 고졸 취업자의 90%정도가 실업

계 고등학교 졸업자임을 고려하면 이는 상당히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식 통계상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60~70%가 학교추천으로 취업하게 된 것으

로 조사되었는데 위와 같이 교육과 직업의 괴리에 인해 이직률이 높게 나타났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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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한국 학급이나 학교 전체적으로 진로지도를 받은 경험

학생
계

인문계 상업계

없다
213 255 468

52.2% 60.3% 56.3%

1회~2회 정도
177 124 301

43.4% 29.3% 36.2%

3회~4회 정도
13 26 39

3.2% 6.1% 4.7%

5회 정도
5 18 23

1.2% 4.3% 2.8%

계
4.8 423 831

100% 100% 100%

출처: 김진욱・문호순(2000)

    위 표는 부산 소재 고등학교 진로지도 상황에 관한 조사 결과이다. 인문계의 

52.2%가 그리고 상업계에서도 60%를 넘는 학생이 진로지도를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의 경우는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의 진로지도는 특별한 시간

을 마련하고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라 수업 중 교사의 잡담, 졸업생의 취업실적 

계시, 취업모의시험, 담임교사와의 개인면담 등등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실업

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자체가 하나의 일관된 직업지도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은 학교의 ‘1인1사주의’ 원칙 아래 학교에서 이미 ‘선발’된 학생을 거

의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리하여 학생은 학교 쪽이 어떠한 것을 중요시하여 학생을 

선발하는지를 민감하게 알아내고 그에 대응하는 학생생활을 보냄으로써 좋은 일자

리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할 구조이다. 학교생활 중에 자연스럽게 어떠한 기업을 희

망하면 자신의 실력으로 학교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받고  학교 역

시 이러한 개인적인 선호를 바탕으로 1인 1사주의 원칙 속에서도 효율적인 직업배

치를 할 수가 있다(菅山, 2000; 苅谷,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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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노동시장 진입 후의 직장이동   

    다음으로 양국의 근로자가 노동시장 진입 후 직장을 옮길 경우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면 취업에 성공하는 지를 살펴보면서 양

국에 있어서의 제도적 사회자본과 사적 사회자본의 효과를 분석하고 동심원 사회

자본과 네트워크형 사회자본의 효과를 평가하기로 하겠다. 이용한 자료는 일본의 

경우는 일본노동연구기구『 職のプロセスと結果(전직 경로와 결과)』이며 한국의 

경우 노동연구원 『노동패널조사 5차년도 조사』중 신규 구직자에 관한 원자료이

다. 

   

  4.2.1. 한국 노동시장 진입 후의 직장 이동

     먼저 한국인이 노동 시장 진입 후 일자리를 바꾸려고 할 때 이용하는 경로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

“한국노동패널조사 5차 조사" 절차

① 조사시기 : 2002년4월～9월　

② 조사대상 : 한국 전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의 모든 가구구성원

③ 당처 표본수 : 4,298가구

④ 표본 추출방법 : 1995년 인구주택 총조사의 10% 표본조사구 

⑤ 조사방법 :  면접타계식 원칙(면접원 대상자에 질문, 기입) 

⑥ 유효회수표 : 3,798가구(76%)

  이 연구에서는 위 조사 중 4차 조사(2001년 5월∼10월) 이후에 새로운 직장에 

다니기 시작한 자를 대상으로 한 부분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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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고 할 때 어떤 방법을 많이 이용하는 지 살펴보기

로 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주로 이용한 방법 3가지를 대답하도록 하 다. 여기에서

는 1위. 2위, 3위를 각각 제시한다. 

<그림 4-6> 한국 직장이동시 이용한 구직방법(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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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6>을 보면 교사나 교수, 친구, 친지에 먼저 소개를 의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신문, 인터넷 등의 광고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 통한 구직방법, 즉 사적 사회자본을 이용한 구직방법 중에도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이용하는 비율은 그냥 친구, 친지에게 소개를 부탁하는 비율 보다 낮게 

나타났다. 제도를 통한 구직방법, 즉 공적, 사적 직업소개기관을 이용한 사람은 사

적 네트워크를 통해 구직하려고 한 사람에 비해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특히 공적 

소개기관을 이용한 사람이 사적 소개기관을 이용한 사람보다 낮다. 

    다음으로 실제로 일자리 구하기에 성공한 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4-7> 한국 실제로 구직에 성공한 경로(단위: 명, 전체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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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취업한 경로를 보아도 역시 친구나 친지 소개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

로는 신문 등의 광고를 이용하여 일자리를 얻게 된 사람이 많았다. 인터넷을 이용

한 구직자도 높은 성공률을 보 다. 그러나 공공, 민간 직업소개기관을 이용한 구

직자가 많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역시 사적 사회자본 ,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

직에 성공한 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2.2. 일본 노동시장 진입후의 직장이동 

   다음으로 일본인이 노동 시장 진입 후 일자리를 옮길 때 이용하는 구직 경로를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의 『 職のプロセスと結果(전직의 과정과 결과)』에 관한 조사는 “ 職意

識に する調査(전직의식에 관한 조사)” 결과이며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졌다. 

“전직의식에 관한 조사” 실시요령

① 조사 시기 : 2002년 2월

② 조사대상  : 동경도심에서 반경 50킬로 이내에 거주하는 30세에서 49세 남성  

③ 당처 표본수 : 1500표

④ 표본 추출방법 : 선거인 명단을 이용한 층화이단추출법

⑤ 조사방법 : 조사표 유치, 대상자 기입 후 조사원 회수 

⑥ 유효회수표 : 895표

   

   이 연구는 주로 위 응답자 중 전직 경험자(노동시장 진입 후의 직장 이동 경험

자) 476명(모든 응답자의 53.2%)을 대상으로 한 부분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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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일본 직장 이동시 이용한 구직방법                        

(복수응답: 전체 200%)

  

    노동시장 진입 후에 직장을 옮길 경우, 학교와의 관계가 희박해져서 신규 고등

학교 졸업자와 달리 학교-기업 간의 제도적 사회 자본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구인지, 광고 등의 구인 정보를 이용하거나 가족, 친지와 같이 사적 사회자

본을 활용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 공적인 직업안정소를 이용한 사람도 17.1% 

있다. 다음으로는 실제로 일자리를 얻게 된 방법, 취업경로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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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일본 실제로 구직에 성공한 경로(단위: %)

    위 분류 중, 전적(轉籍)이란 전 근무기업이 새로운 기업을 소개하여 직장을 옮

기게 하는 기업의 시스템이다. 이 표와 전에 제시한 구직에 이용한 방법을 비교해

보면 먼저 직업안정소의 성공률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성공률이 높

은 것은 구인 광고이며, 다음은 아는 사람의 소개인데, 그 중에도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의 소개가 업무상 이외의 아는 사람보다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이나 친척은 구직방법으로 이용하기로 했으나 실제로 가족의 소개로 구직한 사람

은 많지 않고 가족경  사업을 같이 시작한 사람과 자 업을 시작한 사람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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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3. 양국 노동시장 진입후의 직장 이동 사황 비교 

   그러면 실제로 성공한 구직 방법을 비교해보기로 한다. 질문 항목이 약간 다르

므로 다음과 같이 가공하기로 한다. 

 

① 한국의 ‘일하고 싶은 곳에 일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친구, 친지’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로 한다. 

② 일본의 ‘전 회사 소개’, ‘전적’은 ‘전 회사 소개’로 한다.

    이상과 같이 가공한 자료를 막대그래프로 작성한 것이 <다음 4-10>이다.    

　 <그림 4-10>을 보면 한국인의 경우 역시 일본인 보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일

자리를 얻게 된 구직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나 교사를 통해 직장 이동

에 성공한 경우도 일본 보다 많다. 일본의 경우는 가족을 통해서 구직에 성공한 사

람이 한국 사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경 기업’, ‘자 ’이라는 항목이 한

국의 조사에는 없었으므로 한국의 경우 ‘0’으로 나타났으나, ‘기타’는 ‘3.2’이므로 여

전히 일본인 보다 낮은 비율일 것이다. 또 일본인의 경우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의 

비율이 기타 아는 사람보다 높게 조사되었는데, 한국인의 경우 업무상 이외의 아는 

사람을 통해서 구직에 성공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많은 일본인이 

광고를 통해서도 일자리를 얻게 되었는데, 공공직업안정소, 사설직업소개소 등 직

업소개기관을 통해서 구직의 성공한 사람의 비율은 한국보다 약간 높지만 거의 비

슷한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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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0> 양국 실제로 구직에 성공한 경로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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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양국 실제로 구직에 성공한 경로 비교대조표 

항목

한국>일본 학교, 교사, 아는 사람, 인터넷, 직접방문, 기타

한국<일본
가족, 가족경영사업, 자영, 공공직업소개소, 사살직업소개소, 전 회사 소개, 

광고, 업무상 알게 된 사람, 
  

    위<표 4-16>는 <그림 4-10>에서 볼 수 있는 구직경로의 차이를 비교한 것이

다. ‘한국>일본’ 항목은 한국 구직자가 일본 구직자보다 많이 이용한 구직경로이며 

‘한국<일본’ 항목은 일본 구직자가 한국 구직자보다 많이 이용한 구직경로이다. 한

국 구직자 역시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정보 네트워크, 또한 직접 접

촉을 해보고 일자리를 구하는데 비해 일본 구직자는 가족이나 자기 자신의 사업, 

혹은 다니던 기업, 공식적인 방법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 사회에 있어 현대판 ‘이에’라고도 간주되는 기업을 통해, 그것도 

‘전적(轉籍)’이라는 일본기업이 불필요한 인재를 정리하는 일종의 제도를 통한 구직

경로, 그리고 기업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람을 통한 직장 이동 등이 일본 구직자

에 있어서의 제도적 사회자본으로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와 동시

에 이러한 유사‘가족주의’가 아니라 말 그대로 ‘가족주의’의 한국 사람보다 일본 사

람이 가족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약간 기이하게 생각될 수 있다. 따라서 왜 

일본 사람은 가족, 아니면 기업관계, 공적인 방법을 통하여 직장을 이동하는가, 왜 

한국 사람의 가족을 통한 직정이동률이 지극히 낮은 수준인가를 양국에서 직장을 

이동하려 하는 구직자의 특성과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한국과 일본의 이직사유별 이직사 비율을 제시한다. 일본의 경우,  

일본의 전 회사소개 재취업자 비율도 같이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노동력유

동화실태조사보고서』각년도에서 작성하 다. 이 보고서는 1998년 하반기를 마지막

으로 간행이 중지되었으므로 그 후의 상황은 알 수 없다. 일본의 경우 厚生 働省

『雇用動向調査』에서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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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한국 이직사유별 이작사수 (단위: 명) 

성
별

기업 사정 이직 본인 사정 이직
합계계약기

간 만료 정년퇴직
경영상 
해고 계

근로자 
귀책 해고 사망・상병 의원퇴직 계

1991 상

남 1,482  3,264 1,041  5,787 3,742 4,628 433,892 442,262 448,031

여   932    765 1,080  2,777 1,716 2,925 306,199 310,840 313,622

계 2,419  4,029 2,121  8,569 5,440 7,553 740,091 753,084 761,653

1991 하

남 2,400  3,172 2,424 7,996 2,907 4,512 371,154 378,573 386,569

여 1,454    454 1,616 3,524 2,228 2,770 260,076 265,074 268,598

계 3,854  3,626 4,040 11,520 5,135 7,282 631,230 643,647 655,167

1992 상

남 1,871  3,012 2,231 7,114 4,102 4,657 417,932 426,691 433,805

여 1,063    973 3,291 5,327 2,168 2,654 290,422 295,244 300,499

계 2,934  3,985 5,450 12,369 6,270 7,311 708,354 721,935 734,304

1992 하

남 1,838  4,782 4,099 10,719 4,576 4,808 359,110 368,494 379,213

여 1,227    996 3,206 5,429 2,555 2,723 226,984 232,262 237,691

계 3,065  5,778 7,305 16,148 7,131 7,531 586,094 600,756 616,904

1993 상

남 6,156 5,778 3,085 15,019 4,904 7,047 416,786 428,737 443,756

여 1,623 1,697 1,314 4,634 3,954 4,354 258,061 266,369 271,003

계 7,779 7,475 4,399 19,653 8,858 11,401 674,847 695,106 714,759

1993 하

남 6,431 6,406 2,631 15,468 5,250 6,177 344,584 356,011 371,479

여 2,806 1,215 2,760 6,781 2,932 2,798 215,707 221,437 228,218

계 9,237 7,621 5,391 22,249 8,182 8,975 560,291 577,448 599,697

1994 상

남 7,923  6,609 2,789 17,321 3,598 5,729 383,244 392,571 409,892

여 1,235    988 2,377 4,600 2,593 3,292 233,433 239,318 243,918

계 9,158  7,597 5,166 21,921 6,191 9,021 616,677 631,889 653,810

1994 하
남 6,264  7,566 2,219 16,049 4,535 5,908 344,283 354,726 372,788

여 2,723  1,069 2,076 5,868 2,226 2,739 199,018 203,983 207,838

계 8,987  8,635 4,295 21,917 6,761 8,647 543,301 558,709 580,626

1995 상

남 6,317  6,342 7,304 19,963 4,336 8,616 467,511 480,463 500,426

여 1,859  1,374 1649 4,882 2,634 4,480 266,948 274,062 278,944

계 8,176  7,716 8,953 24,845 6,970 13,096 734,459 754,525 779,370

1995 하
남 7,173 11,034 2,790 20,997 4,460 6,932 389,477 400,869 421,866

여 3,219  2,142 2,502 7,863 2,750 2,810 208,831 214,391 222,254

계 10,392 13,176 5,292 28,860 7,210 9,742 598,308 615,260 644,120

1996 상

남 9,889 7,577 2,374 19,840 5,986 9,311 469,451 484,748 504,588

여 5,252 1,418 2,260 8,930 2,792 4,220 267,473 274,485 283,415

계 15,141 8,995 4,634 28,770 8,778 13,531 736,924 759,233 788,003

1996 하
남 10,922 6,814 7,711 25,447 5,005 4,867 410,613 420,485 445,932

여 5,579 1,224 4,153 10,956 3,094 3,518 222,932 229,544 240,500

계 16,501 8,038 11,864 36,403 8,099 8,385 633,545 650,029 686,432

1997 상

남 9,109 8,824 5,988 23,921 5,169 6,303 441,310 452,782 476,703

여 6,525 1,239 4,555 12,319 3,238 3,087 249,855 256,180 268,499

계 15,634 10,063 10,543 36,240 8,407 9,390 691,165 708,962 745,202

1997 하
 남 11,918 9,947 16,838 38,703 7,088 5,974 358,153 371,215 409,918

 여 6,266 2,204 9,789 18,259 2,964 2,662 197,760 203,386 221,645

 계 18,184 12,151 26,627 56,962 10,052 8,636 555,913 574,601 631,563

1998 상

 남 21,769 10,418 68,129 100,316 8,643 5,576 374,729 388,948 489,264

 여 13,627 3,904 36,161 53,692 2,657 3,221 196,913 202,791 256,483

 계 35,396 14,322 104,290 154,008 11,300 8,797 571,642 591,739 745,747

1998 하
 남 14,868 7,994 43,742 66,604  9,372 4,772 247,129 261,273 327,859

 여  6,689 1,747 17,822 26,258  2,535 2,445 140,219 145,199 171,457

 계 21,557 9,741 61,546 92,844 11,907 7,212 387,348 406,467 49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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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한국 이직사유별 이직자 비율 (단위: %)

성
별

기업 사정 이직 본인 사정 이직
합계계약기

간 만료 정년퇴직
경영상 
해고 계

근로자 
귀책 해고 사망・상병 의원퇴직 계

1991 상

남 0.3 0.7 0.2 1.2 0.8 1.0 97.0 98.8 100.0

여 0.3 0.2 0.3 0.8 0.5 0.9 97.8 99.2 100.0

계 0.3 0.5 0.3 1.1 0.7 1.0 97.2 98.9 100.0

1991 하

남 0.6 0.8 0.6 2.0 0.8 1.2 96.0 98.0 100.0

여 0.5 0.2 0.6 1.3 0.8 1.0 96.9 98.7 100.0

계 0.6 0.6 0.6 1.8 0.8 1.1 96.3 98.2 100.0

1992 상

남 0.4 0.7 0.5 1.6 0.9 1.1 96.4 98.4 100.0

여 0.4 0.3 1.0 1.7 0.7 0.9 96.7 98.3 100.0

계 0.4 0.5 0.7 1.6 0.9 1.0 96.5 98.4 100.0

1992 하

남 0.5 1.3 1.1 2.9 1.2 1.3 94.6 97.1 100.0

여 0.5 0.4 1.3 2.2 1.1 1.1 95.6 97.8 100.0

계 0.5 0.9 1.2 2.6 1.2 1.2 95.0 97.4 100.0

1993 상

남 1.4 1.3 0.7 3.4 1.1 1.6 93.9 96.6 100.0

여 0.6 0.6 0.5 1.7 1.5 1.6 95.2 98.3 100.0

계 1.1 1.0 0.6 2.7 1.2 1.6 94.5 97.3 100.0

1993 하

남 1.7 1.7 0.7 4.1 1.4 1.7 92.0 95.1 100.0

여 1.2 0.5 1.2 2.9 1.3 1.2 94.6 97.1 100.0

계 1.5 1.3 0.9 3.7 1.4 1.5 93.4 96.3 100.0

1994 상

남 1.9 1.6 0.7 4.2 0.9 1.4 93.5 95.8 100.0

여 0.5 0.4   1.0 1.9 1.1 1.3 95.7 98.1 100.0

계 1.4 1.2 0.8 3.4 0.9 1.4 94.3 96.6 100.0

1994 하
남 1.7 2.0 0.6 4.3 1.2 1.6 92.9 95.7 100.0

여 1.3 0.5  1.0 2.8 1.1 1.3 95.8 98.2 100.0

계 1.5 1.5 0.7 3.7 1.2 1.5 93.6 96.3 100.0

1995 상

남 1.3 1.3 1.5 4.1 0.9 1.7 93.3 95.9 100.0

여 0.7  0.5 0.6 1.8 0.9 1.6 95.7 98.2 100.0

계 1.0 1.0 1.1 3.1 0.9 1.7 94.3 96.9 100.0

1995 하
남 1.8 2.6 0.7 5.1 1.1 1.6 92.2 94.9 100.0

여 1.4 0.9 1.1 3.4 1.2 1.3 94.1 96.6 100.0

계 1.6 2.0 0.8 4.4 1.1 1.5 93.0 95.6 100.0

1996 상

남 2.0 1.5 0.5 4.0 1.2 1.8 93.0 96.0 100.0

여 1.9 0.5 0.8 3.2 1.0 1.5 94.3 96.8 100.0

계 1.9 1.1 0.6 3.6 1.1 1.7 93.6 96.4 100.0

1996 하
남 2.5 1.5 1.7 5.7 1.1 1.1 92.1 94.3 100.0

여 2.3 0.5 1.7 4.5 1.3 1.5 92.7 95.5 100.0

계 2.4 1.1 1.7 5.2 1.2 1.2 92.4 94.8 100.0

1997 상

남 1.9 1.9 1.3 5.1 1.1 1.3 92.5 94.9 100.0

여 2.4 0.5   1.7 4.6 1.2 1.1 93.1 95.4 100.0

계 2.1 1.4 1.4 4.9 1.1 1.3 92.7 95.1 100.0

1997 하
 남 2.9 2.5 4.1 9.5 1.7 1.5 87.3 90.5 100.0

 여 2.8 1.0  4.4 8.2 1.3 1.2 89.3 91.8 100.0

 계 2.9 1.9 4.2 9.0 1.6 1.4 88.0 91.0 100.0

1998 상

 남 4.5 2.1 13.9 20.5 1.8 1.1 77.6 80.5 100.0

 여 5.3 1.5  14.1 20.9 1.0 1.3 76.8 79.1 100.0

 계 4.7 1.9 14.0 20.6 1.5 1.2 76.7 79.4 100.0

1998 하
 남 4.5 2.4 13.3 20.2 2.9 1.5 75.4 79.8 100.0

 여 3.9 1.0 10.4 15.3 1.5 1.4 81.8 84.7 100.0

 계 4.3 2.0 12.3 18.6 2.4 1.5 77.5 8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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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일본 이직사유별 이직 비율/전 회사 소개 재취업률(단위: %)

성
별

기업 사정 이직 본인 사정 이직
회사소개 
재취업률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경영상 
사정 계

근로자 
귀책 해고 사망・상병 의원퇴직 계

1985

남 7.8 7.5 8.6 23.9 5.8 2.9 67.3 76.0

여 6.9 2.1 5.2 14.2 3.6 1.9 80.2 85.7

계 7.3 4.7 6.8 18.8 4.7 2.4 74.1 81.2

1987 남 6.3 7.3 11.2 24.8 5.8 3.1 66.2 75.1

1988 남 5.9 6.8 10.5 23.2 6.2 3.1 67.5 76.8

1989

남 6.1 6.5 9.6 22.2 5.4 2.2 70.2 77.8

여 5.4 1.9 4.5 11.8 3.1 1.7 84.3 89.1

계 5.7 4.0 6.8 16.5 3.8 77.8 1.9 83.5 4.3

1990

남 7.1 6.2 8.4 21.7 4.3 2.3 71.7 78.3

여 5.2 1.5 4.0 10.7 3.1 1.7 84.3 89.1

계 6.1 3.7 6.1 15.9 3.7 2.0 78.4 84.1 3.5

1991

남 10.3 5.4 6.2 21.9 4.0 2.3 71.9 78.2

여 6.1 1.3 2.9 10.3 2.6 1.9 85.3 89.8

계 8.2 3.3 4.5 16.0 3.3 2.1 78.8 84.2 3.8

1992

남 10.7 7.1 7.1 24.9 3.7 2.6 68.8 75.1

여 6.6 1.5  3.3 11.4 2.2 1.7 84.6 88.5

계 8.6 4.2 5.2 18.0 2.9 2.1 77.0 82.0 5.2

1993
남 10.7 7.0 9.1 26.8 5.6 3.4 64.3 73.3

여 7.3 2.0 4.9 14.2 4.3 2.3 79.2 85.8

계 9.0 4.5 7.0 20.5 5.0 2.8 71.6 79.4 4.8

1994

남 9.4 8.2 9.2 26.8 6.4 2.9 63.9 73.2

여 7.5 2.7 5.6 15.8 2.7 2.3 79.2 84.2

계 8.4 5.5 7.5 21.4 4.6 2.6 71.5 78.7 4.5

1995
남 11.6 7.8 11.3 30.7 6.5 3.2 59.6 69.3

여 8.6 3.0 6.0 17.6 3.5 1.6 77.4 82.5

계 10.1 5.5 8.7 24.3 5.0 2.4 68.2 75.6 4.8

1996 

남 11.8 8.9 8.9 29.6 5.6 2.3 62.5 70.4

여 8.8 2.7 4.7 16.2 3.8 1.6 78.4 83.8

계 10.4 5.9 6.9 23.2 4.8 1.9 70.1 76.8 5.2

1997
남 13.1 8.3 10.3 31.7 6.1 2.4 59.9 68.4

여 8.0 3.0 4.2 15.2 4.9 1.2 78.7 84.8

계 10.7 5.8 7.4 23.9 5.5 1.8 68.7 76.0 6.8

1998

남 13.9 7.6 13.4 34.9 5.8 2.7 56.7 65.2

여 10.7 3.1  6.5 20.3 5.7 1.3 72.6 79.6

계 12.3 5.4 10.0 27.7 5.7 2.0 64.5 72.2 5.1

1999
 남 13.3 7.6 14.6 35.5 6.3 2.1 56.1 64.5

 여 8.1 2.6 7.5 18.2 5.7 1.3 72.6 79.6

 계 10.7 5.1 11.1 26.9 5.5 1.8 65.8 73.1 5.4

2000

 남 10.6 7.7 12.2 30.5 7.4 2.0 60.1 69.5

 여 10.5 2.7 6.3 19.5 5.2 1.3 74.0 80.5

 계 10.5 5.2 9.3 25.0 6.3 1.7 67.0 75.0 5.6

2001
 남 10.0 8.0 16.1 34.1 5.0 2.2 58.7 65.9

 여 10.4 2.8 7.9 21.1 3.7 1.1 74.0 78.8

 계 10.2 5.4 12.0 27.6 4.4 1.6 66.3 72.3 6.4

2002

남 12.3 8.1 16.8 37.2 4.5 1.5 56.7 62.7

여 11.4 3.3 7.8 22.5 3.1 1.2 73.2 77.5

계 11.9 5.7 12.3 29.9 3.8 1.4 65.0 70.2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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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양국 본인사정 이직률 비교/일본 전 회사소개 재취업률(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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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그라프는 ‘일본 회사소개 재취업률’이며 왼쪽 축을 볼 것. 꺽은 선 그라프는 오

른쪽 축의 수치임(재취업자에 자치하는 전 회사 소개 재취접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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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경우 1997년 말 IMF 관리체제하에 들어가기 전에는 근로자의 사정에 

의한 ‘의원퇴직’자가 모든 이직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거품경제 붕괴 진전인 1990년에도 한국에서 IMF체제 향이 나타난 1998

년의 수준인 78%정도의 이직자만이 자기 사정으로 인한 이직자 다

    흥미로운 것은 양국의 개인적 사정으로의 이직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신규고졸

자의 학교추천 의존도와 비슷한 경향이 관찰된다는 것이다. 즉, 한국의 경우 IMF

체제에 인한 불경기가 바로 ‘상업경 상 해고’로 인한 이직자의 급증으로 나타는데 

비해, 일본의 경우 한국처럼 극적인 증가세는 안보이고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증가

해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기업 ‘경 상의 사정’에 인한 이직자의 증가

는 기업 소개로 인한 직장이동자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구조는 한국의 

신규고졸자의 학교 추천의존도가 낮아지면 바로 연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구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일본 남성근로자의 이직사유를 보면 최근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이

직자 비율은 이직자의 거의 절반정도이다. 홋가이도 대학의 스즈키는 『일본적 생

산시스템과 기업사회』에서 일본 근로자의 직장이동에 관해 언급하면서 “다행하게

도 좋은 조건이 주어진 사람만이 직장을 이동하는 것이며 이동하고 싶어도 그냥 

단념하는 것이 보통이다”고 하 다(鈴木, 1994: 282). 그 이유는 물론 ‘종신고용’에 

대표되는 일본의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찾을 수 있다. 이 연구에 이용한 조사에도 

조사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직장 이동의 경험자인 것처럼 일본 근로자도 100%가 

‘첫 직장이 평생직장’인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본기업이 ‘종신고

용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양 간주되어온 것은 일본의 현대 ‘이에’를 토대로 만들

어진 ‘기업중심사회’ 속에서는 ‘직장 이동의 코스트(cost)’가 높기 때문이다. 즉, “한

번 소속하게 되면 평생 소속하게 됨을 의미”했던 ‘이에’를 토대로 한 현대 일본의 

기업은 자신의 사정으로 이직하려 하는 근로자를 달갑지 않게 여기므로 직장 이동

에 성공한 근로자도 보통 전 직장과 동일, 혹은 그 이상의 규모・조건의 기업으로 

이동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일본 후생노동성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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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근로자가 직장을 이동한 경우는 임금, 퇴직금 모두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0> 일본 직장이동에 따른 퇴직금의 감소율 지표(指標)105)

직장이동

연령

       대졸                         고졸                        고졸

(관리・ 사무・기술)           (관리・사무・기술)             (생산노동자)

25세

30세

35세

40세

45세

50세

55세

     -8.9                          -13.9                        -24.2

    -22.0                          -29.0                        -42.5

    -41.3                          -39.9                        -54.8

    -49.4                          -43.5                        -56.8

    -49.4                          -40.7                        -51.7

    -36.9                          -28.5                        -37.1

    -19.8                          -11.0                        -16.1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賃金構造基本調査』
      일본 中央 働委員 事務局『賃金事情等 合調査─退職金・年金及び定年制事情調査』
출처: 일본  立行政法人 働政策 究・ 修機構 http://www.jil.go.jp/ 

   

105) 제조업, 기업규모 1000명이상의 남성노동자를 기준으로 찬출한 것으며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중앙노동의원회사무국(中央 働委員 事務局) 『賃金事情等 合調査─退職金・年金及

び定年制事情調査(임금사정등 총합조사-퇴직슴・연금 및 정년제 사정조사-)』에 의한 근

로자에 대해서 제조업 남성의 대졸관리・사무・기술노동자, 고졸관리・사무・기술노동자, 

고졸생산노동자 가가에 대해서 근속연수별 퇴직금월수(연금제도를 병용(倂用)하고 있을 

경우의 연금 현가액(現價額)을 포함)에서 보완법(補完法)으로 근속연별의 지금월수를 추

계하여 이것을 ri(i는 근속연수)로 한다. k세에 직장을 이동한 경우의 퇴직금의 저하율(△

R)는 ri와 (2)식(후술)로 추계한 상기 근로자 각각에 대해서 연령・근속연수별 소정내(所

定內)임금Wij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추계한다. 

          △R=(k세의 퇴직금액+직장이동후 60세까지의 퇴직금액) / (60세의 퇴직금액)-1  

           =(Wk,k-s・rk-s + W60,60-k　・r60-k ) / (W60,60-s・r60-s)-1  (1)

          <W: 소정내임금  k: 직장이동 연령 s: 대졸22, 고졸18>

   연령, 근속연수별소정내임금(Wij)는『임금구조기본조사(賃金構造基本調査)』60세미만의 

자료를 이용하여 최소자곱법으로 다음과 같이 추게한다.(『賃金事情等 合調査─退職

金・年金及び定年制事情調査(임금사정등 총합조사-퇴직슴・연금 및 정년제 사정조사-)』

조사대상인 기업규모 1000명이상이므로 여기에 제시한 자료도 기업규모 1000명시상의 노

동자 자료를 이용). 

           Wij=　β０ + β1 I + β2 j + 잔차(殘差)   (2) 

           <i: 연령  j: 근속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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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일본 직정 이동에 따른 생애소득 감소율 지표(指標)106)

직장 이동시 연령

이동안함   25세     30세      35세       40세      45세     50세    55세 

1989

1993

1997

1999

2001

   0.0     -4.4    -10.2     -14.5      -16.4     -16.2    -13.5   -8.6  

   0.0     -3.1     -7.7     -11.5      -13.1     -13.0    -10.7   -6.5

   0.0     -2.6     -6.4      -9.7      -11.4     -11.2     -9.2   -5.5

   0.0     -2.7     -6.3      -9.3      -10.8     -10.7     -8.8   -5.5

   0.0     -3.0     -7.0     -10.6      -12.2     -12.1    -10.0   -6.2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賃金構造基本調査』
      일본 中央 働委員 事務局『賃金事情等 合調査─退職金・年金及び定年制事情調査』
출처: 일본  立行政法人 働政策 究・ 修機構 http://www.jil.go.jp/ 

   

    그 뿐만 아니라 직장 규모로 보면 하향 직장 이동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

에 따른 복리후생 면의 조건악화도 수반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특히 대규모 기업

에 다니고 있는 일본 근로자에 있어 직장이동이란 상당한 리스크를 동반하는 일이

다. 그리하여 현재 다니고 있는 기업에 불만이 있어도 스스로 그만두려 할 경우는 

앞의  스스키 말대로 “다행하게도 좋은 조건이 주어진”경우이다. 불행하게도 자신

의 사정이 아닌, 기업 사정으로 기업을 그만두어야 할 경우도, 신규 고졸자를 학교

가 책임을 지고 직장을 소개하는 제도처럼 ‘전적(轉籍)’이라는 전 기업이 책임을 지

고 다음 기업을 소개해주는 제도에 따라 간단없이 직장을 이동할 수도 있다. 또한 

가족이 기업을 경 하고 있다거나 마음을 먹고 독립하거나, 다음의 직장을 구할 수 

106) 지표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각 연령의 연수(年收) 합계에 퇴직금을 가산한 금맥을 생애소득을 간주한다. 연수는 『임

금구조기본조사(賃金構造基本調査)』에서 조사된 연력・근속연수별의 소정내(所定內) 급

여(給與) 및 상여금(賞與金) 등 특별급여에서 제조업 1000명이상 기업규모, 남성, 대졸, 

관리・사무・기술노동자에 대해 (소정내급여×12+상여금)로 연수를 산출하여 그 연수를연

령, 근속연수. 근속연수의 제곱을 설명변수로 한 임금관수로 희귀하여 각 연령의 연수를 

합계한다. 퇴직금에 관해서는 연수와 같은 설명변수로 임금관수를 구하고 각 연령별 소

정내 급여를 추계(推計)하여『賃金事情等 合調査─退職金・年金及び定年制事情調査(임

금사정등 총합조사-퇴직슴・연금 및 정년제 사정조사-)』의 제조업, 남성, 사부・관리・
기술노동자의 근속연수별 퇴직금지급월금맥(연금원가맥수를 포함)에서 직선보간(直線補

間)으로 근속년수별 지급될 월 금맥을 추계하여 직장이동시 혹은 퇴직 시의 퇴직금과 합

계한다. 연수와 퇴직금을 합계하여 생애임금으로 간주하여 직장을 이동하지 않았을 경우

의 생애임금을 Wa,, 직장을 이동한 경우의 생애임금을 Wb로 하여 ((Wb / Wa)-1)×100를 

감소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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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전망이 보이는 사람들만이 스스로 이직하려 할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러한 ‘조건이 주어지지 않은 이직자’는 역시 공식적인 경로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 표는 양국의 실업률과 실업률에 차지하는 장기 실업률의 추이이다. 

<표 4-22> 한국, 일본 실업률추이 

   자료: ILO『Yearbook of Statistics』
         일본 閣府『海外経 デ〡タ』
　　   　일본 務省統計局『 働力調査』
   출처: 日本 働 究機構(2001)　　

<표 4-23>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장기실업률 추이 

자료: OECD『Employment Outlook』
출처: 日本 働 究機構(2001)

    한국은 1985년에는 일본보다 실업률이 높았으나 1990년에는 거의 동등한  수

준이 되어 1995년에는 일본보다 낮아지다가 1998년에는 급증하 다. 그러나 2000년

에는 적어도 실업률에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장기 실업률의 측면에서 보

면 일본보다 실업률이 높았던 1999년에도 실업률 중 장기실업률의 비율이 일본보

다 훨씬 낮다. 특히 실업기간 12개월의 실업자의 비율은 세계적인 수준에 보아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실업률의 차이는 실업에 관한 엄 한 정의의 차이에 

1985 1990 1995 1997 1998 1999 2000

일본 2.6 2.1  3.2 3.4 4.1 4.7 4.7

한국 4.0 2.4  2.0 2.6 6.8 6.3 4.1

   1990 1995 1999 2000

6개월이상 12개월이상 6개월이상 12개월이상 6개월이상 12개월이상 6개월이상 12개월이상

일본 39.0 19.1 37.7 18.1 44.5 22.4 46.9 25.5

한국 13.9 2.6 16.9 3.4 18.6 3.8 14.36  2.3

미국 10.0 5.5 17.3 9.7 12.3 6.8 11.4  6.0

영국 50.3 34.4 60.8 43.6 45.4 29.6 43.2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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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할 수도 있으나107) 이러한 낮은 장기 실업률은 한국 사회에 한번 일자리를 잃

어도 짧은 기간 내에 다음 직장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장치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앞에 제시한 <그림 4-6>, <그림 4-7>에서 짐작하건대 역시 그것은 인적 

네트워크, 사적 사회자본에 위해 지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노동시장 진입 후의 직장이동은 앞서 본 신규 고졸자의 취업구조와 대

비된다. 한국의 경우 학교-기업 간의 제도적 사회자본이 미흡하므로 신규 고졸자

의 취업률은 경기에 바로 좌우되며, 또한 실제로 청년층의 실업률은 성년층의 실업

률보다 훨씬 높고 또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한국기업의 근로자 속성 

선호도로부터도 향을 받고 있다. 다음은 한국 기업의 신규 학졸자와 경력직에 대

한 선호도 추이이다.          

 <표 4-24> 한국 주요 기업집단의 경력직 선호 취의                   

 자료: 노동부 중앙고용정보원『고용보험DB』 
 출처: 이병희(2002)

    한국은 원래 제조업 중심의 높은 이직율을 가진 노동시장이었으나, 위      

<표 4-16>와 같이 서서히 신규 대졸자를 선호하는 내부 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가 

다시 IMF위기를 계기로 경력자 선호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의 경우 신규 학졸자 정시 일괄채용이라는 일본식 고용관행으

로 유지되는 종신고용제가 오랫동안 유지되어왔다. 그러나 고등학생의 취업률의 하

락에도 볼 수 있듯이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 경력사원에 대한 소요가 높아지

고 있기도 한다. 

107) 성문화된 실업의 정의는 日本 働 究機構 編『 際 働比較 2002』에 의한면 거의 동

일하다(한국의 경우, 군인을 제외).  

신규 학졸자 채용 경력직 채용

1995. 10～1996. 9  65.2 34.8

1997. 10～1998. 9 45.3 54.7

1999. 10～2000. 9 21.7 78.3

2000. 10～2001. 4 25.8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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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일본의 경우 여전히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기업에 취업하여 동일 기업

에 정년퇴직까지 계속 근무하는 사람을 ‘표준노동자’라고 간주하는 견해108)가 남아 

있어서 한번 일자리를 잃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 것이 한국보다 쉽지 않다. 

    <표 4-25> 일본 산업・기업규모별 향후 3년 정도 경력직 채용예정여부

  자료: 일본  働省『平成10年雇用管理調査』 

108)            <표 4-26> 일본 표준노동자의 고용비율 추이(규모별・연도별)

    (남성근로자, 단위: %)

 자료: 北山一  “賃金構造統計からみた年功賃金と終身雇用”『 働統計調査月報』31-9,  

       1979年, p22

 출처: 鈴木(1994: 266)

제조업 도매・소매업

1000명       100명~       10명~
  이상         999명        99명

1000명         100명~        10명~
   이상          999명          99명

1954년
1964년
1974년
1976년
1978년

 31.0          23.6          18.4
 47.2          36.1          23.8 
 63.6          46.8          27.4
 68.6          51.1          29.0
 69.9          53.7          29.3 

 51.2            37.9           25.6
 63.3            49.2           34.6
 75.2            56.7           37.1
 75.6            62.1           39.1
 80.2            63.0           41.4

산업・기업
규모 계

적극적으로
경력자를

채용하고 싶다

되도록이면 
신규

학졸자보다
경력자를

채용하고 싶다

신규
학졸자를
중심으로
채용하고
싶다

전직자、
신규학졸자
상관없이

채용 예정없다

미
정

불

명

계 100.0 14.1 8.1 11.8 14.5 51.5 0.0
광업 100.0 9.3 7.5 3.7 22.2 57.3 -

전기・가스・열공급・
수도사업

100.0 0.7 1.0 27.1 16.4 54.8 -

건설업 100.0 15.6 12.1 8.1 15.2 48.9 -
제조업 100.0 12.3 9.9 12.7 14.9 50.1 0.0
운수・
통신업

100.0 13.9 8.7 8.8 13.6 54.9 -

금융・
보험업

100.0 21.2 2.7 22.7 9.2 44.3 -

도・소매업 
및 음식점 100.0 12.8 7.1 12.5 14.6 53.0 -

부동산업 100.0 16.8 6.5 5.8 19.3 51.6 -
서비스업 100.0 15.4 6.7 11.5 14.5 51.8 -

　
1,000명이상 100.0 12.3 2.7 17.2 14.0 53.7 -
500～999명 100.0 13.3 4.9 22.6 9.1 50.1 -
300～499명 100.0 12.2 4.9 23.0 11.1 48.8 0.0
100～299명 100.0 13.7 4.5 18.3 9.4 54.1 -
30～99명 100.0 17.2 8.1 14.9 10.0 49.8 -
5～29명 100.0 13.9 10.6 6.4 17.8 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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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구조를 반 하여 일본의 경우, 적어도 1995년 현재 동일 기업 근속 20

년 이상 자가 20%를 넘는데 비해 한국의 경우 미국보다 낮은 4%정도에 불과하다.

<표 4-20> 한국, 일본, 미국 근로자 근속년수

구분 한국(97년) 한국(2002년) 미국(96년) 일본(95년)

남성평균근속년수(년) 6.2 6.3 7.9 12.9

여성평균 근속년수(년) 3.9 4.0 6.8  7.9

20년 이상 근속자 비율(%) 2.2 4.6 9.0 21.4
 

자료: OECD『Employment Outlook 1995』, 한국 통계국　
출처: 日本 働 究機構(2001), 한국 통게국

     일본과 같은 안정적인 내부노동시장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고용에 관한 비

용을 낮게 억제하여 장기적으로 근로자를 교육・훈련하며 개별적인 근로자의 능력

에 따른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근로자에 입장에서 보아도 일단 

입사하면 해고당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 속에서 이에 의한 장기적인 인생계획(예를 

들면 주택구입이나 융자 등)을 세울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기업에 

불만이 있어도 근로자 스스로의 사장에 인한 이직을 어렵게 만들어서 ‘강제된 자

발(鈴木, 1994)’이라고도 불리는 기업에 대한 충성에 의한 자기 생활의 희생까지 

낳게 하기도 한다. 기업 입장에서도 ’종신고용‘이라는 암묵의 인식 속에서는 경 상 

불필요한 인재라도 쉽게 해고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사회 쪽으로 보면 근로자가 

축적한 정보, 인맥 등의 ‘사회 자본’이 내부결속적 제도 속에서 가두어지고 사회 일

반에 확산되지 못하는 역기능이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는 제도적 사회자본보다 사적 사회자본이 발달되어 있으

며 또한 기업도 경력직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일단 노동시장에 진입 후라도 기업에 

불만이 있으면 축적한 사적 사회자본을 이용하면 일본인 실업자보다 훨씬 짧은 기

간 내에 다음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일단 노동시장

에 진입하면 거기서 사적사회자본을 형성・축적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사적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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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을 아직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층에는 굉장히 불리한 구조가 형성 

되어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아도 경력직 선호로 인해 사내교육비의 

삭감이나 교육시간의 단축을 누리고 있으나 다른 기업도 역시 경력직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근로자가 장기적으로 근무하리라 기대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근로자와 기업은 일본의 그것과는 달리 단기적이고 계약적인 관계가 되기 쉽고 강

한 내부결속적인 사회자본은 성형되기 어렵다. 그 대신에 근로자가 형성, 축적한 

정보・인맥 등의 사회자본은 근로자의 직정 이동에 따라 사회 속에 확산되어 그 

근로자 자체가 교량적 사회자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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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네트워크형’ 사회자본과 ‘동심원형’ 사회자본의 기능과 역기능 

   본 논문에서는 가족구조와 사회자본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확대하여 전

통사회의 가족구조로부터 형성되어 나온 집단구성원리가 사회자본의 형성에 미친 

향을 관심을 기울 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개인이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 경제

활동의 장과 연결될 때, 어떠한 사회자본을 이용하는가에 주목하 다. 그 결과 다

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양국의 신분제도는 근대국가 형성과정에서 한국은 ‘네트워크형’, 일본은 

‘동심원형’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기초가 되었다. 막부나 지방 주에 의해 엄격히 

규정된 체제 내에서 생활해왔던 일본의 경우 외부와의 경계가 뚜렷한 닫힌 연결망 

속에서 엄격한 규범을 발달시켜 강한 내부 결속적 사회자본을 형성하 다. 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획득, 유지, 지위 상승이 가능하 던 양반이라는 신분제도를 

가진 한국에서는 자신의 신분을 유지하고 확인받기 위해 다른 ‘문중’ 집단과의 연

대가 중요했다. 이에 따라  ‘문중’은 일본의 ‘이에’와 반대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연결형, 교량적 사회자본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둘째, 한국과 일본의 네트워크형 사회와 동심원 사회 구조는 사회변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동원되었다. 일본의 경우 전근대 시대에 성립한 ‘이에’형 조직

원리를 이용한 가족국가, 기업중심사회가 사람들을 하여금 가정에서 학교로, 학교

에서 직업세계로, 동심원에 따라 간단(間斷)없이 이행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는 사람들이 이 구조 안에 있는 한 사적 사회자본을 이용할 필요조차 없도록 하

는 구조이다. 

   이에 반해 한국의 경우 전근대시대에 준비되어 있던 ‘문중’적 조직원리를 기반

으로 한 네트워크 사회가 형성됨에 따라 거의 모든 기업이 연고 위주의 구인 활동

을 이용했으며, 농촌에서 도시로 구인정보가 전달되어 급속한 도시화와 유동화가 

가능했다. 이들 이농민들 역시 사적 사회자본을 활용하여 도시에 정착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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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한국과 일본의 사회자본은 각 사회의 구직, 이직과정에서 여전히 강한 

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의 오랜 학교-기업 간의 연계, 즉 제도적 사회자본

(institutional social capital)은 갑작스러운 불경기의 도래도 불구하고 그 경기 동향

에 즉각적인 향을 받지 않는 비교적 견고한 사회자본으로 자리 잡았다. 반면 혈

통을 바탕으로 하여 집(家)이 다른 사회집단 보다 중요시되었던 한국의 경우, 학교

-기업 간에 형성되는 제도적 사회자본(institutional social capital)이 굉장히 약한 

대신 사적 사회자본인 친구, 친지 소개 등이 빈약한 제도적 사회자본(institutional 

social capital)을 보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경기 변동 시에 일본의 제도적 자본은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 구하기

를 지탱하는 모습을 보여준 반면, 제도적 사회자본이 빈약한 한국의 경우 신규 고

등학교 졸업자의 노동시장이 경기 동향에 바로 향을 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러나 일단 첫 직장을 떠나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에는 일본의 제도적 사회

자본은 ‘첫 직장은 평생직장’이라는 규범으로 인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데 오히

려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다른 직장을 찾아보려는 사람의 

경우 가족 보다는 다른 사적 사회자본을 활용해서 구직에 성공한 사람이 많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사회적 자본과 신뢰의 순기능만을 강조하는 기존의 연구가 

파악해낼 수 없었던 중요한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일본의 제도적 자본은 학생들

의 선호 보다는 학교가 원하는 직장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직

의 자유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즉 학교와 기업간의 제도적 사회자본을 유지하기 

위한 1인 1사주의 원칙은 모든 가능성을 활용해볼 여지를 배제한 채 ‘무난한’ 직장

을 희망하도록 강요하여 ‘기회비용’을 증가시키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지금

까지 제도가 너무나 미정비 상태로 방치됨에 따라 모두가 기업의 불투명한 구인 

계획이나 사적 사회자본에 의지해왔던 한국의 경우, ‘기회비용’을 극소화 시키는 구

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관계가 신뢰를 형성시키는데 기여

할 수 있으나, 이러한 관계의 고정화는 보다 폭넓은 교환 관계의 폭을 제한함으로

써 사회적 ‘기회비용’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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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ob Matching Process in Korea and Japan 

-A Comparative Study on Social Capital between 

"Network-type society" and "Concentric circle-type society"- 

                                     MASUDA Kazumi 

Department of Sociolog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Our lives today vary, depending on the differences between societies. 

While Korean people take advantage of their personal networks for job 

searching, Japanese people take advantage of the routes of the institutions to 

which they belong to for job searching. In this respect, the different ways of 

job searching  that vary depending on each different society are characterized 

by different processes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social structure. 

     Fukuyama, who is a professor of George Mason University classified Korea 

as a 'low-trust' society, and Japan as a 'high-trust' society. He analysed that 

China and Korea are lacking social trust among people except for family 

members, because people have a strong sense of 'familism'. By contrast, Japan 

and Germany have high degrees of social trust because people trust each other 

over the wall of family membership. The way Fukuyama classified these 

countries as 'low-trust' and 'high-trust' countries needs to be studied and 

analysed in more depth considering not only family structures but also 

principles of family-oriented social structures. 



- 134 -

     In this study, I classified principles of family-oriented social structures of 

Korea and Japan where their principles of family-oriented social structures 

differ from each other, and from that viewpoint, I tried to grasp the form of 

social capital of Korea and Japan. Until now, few studies on the social capital of 

Korea and Japan have examined how the principles of familistic social 

structures of Korea and Japan function as sources of social capital. As a result 

of that, Korea was classified simply as a 'low-trust' society and Japan was 

classified as a 'high-trust' society and studies on Korean and Japanese social 

capital emphasize only the role of social capital in their societies. 

      From a critical point of view of these studies, this study examines what 

kind of social capital people tend to use in Korea and Japan beyond family 

networks, where family-based social capital connects into networks beyond 

the household, into the economic area. I have tried to analyse the social capital 

of  Korean and Japan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job matching process 

which connects individuals to the area of economic activities.  For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relation between family structure and social 

capital, and next examines the structural principles developed in the 

premodern era societies in Korea and Japan respectively. And hypothetically it 

examines how the traditional principles of family-oriented social structures are 

maintained  or changed in a modern context. Finally, the effect produced by 

different types of social capital on the job matching process in Korea and Japan 

is examined empirically with statistics and survey.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Japanese society, formed as A concentric 

circle-type, based on the 'Ie(Japanese family system)', produces strong 

bonding social capital and for that there are strong and long term ties between 

schools and firms, which work as institutional social capital to connect new 

high school graduates to firms even despite sudden economic rec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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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se ties protect new high school graduates from unemployment due to 

sudden economic recessions with relative steadiness and support for job 

searching of Japanese youth. By contrast, Korean society formed as a 

network-type based on 'Munjung(Korean family system)', characterized by 

strict membership by blood, considering the family as the most important social 

organization, produces bridging social capital and producing only weak ties 

between schools and firms. Instead of that, the Korean social structure 

produces broad relationships among kinship and friends, which work as private 

social capital, and that replace institutional social capital. The effect of 

institutional social capital is confirmed in the rate of worker's settlements.  

     We can confirm that Korean people have a strong sense of 'familism' not 

only through empirical knowledge but also many kinds of surveys. At the same 

time, Japanese people are said to also have a strong sense of 'familism'. But 

Japanese style 'familism' is not same as Korean 'familism'.  The Japanese  style 

is so-called 'quasi-familism'. Therefore, the effect of different styles of 

'familism' as  principles of social structure should be examined in the context 

of the process of historical development which produced network-style society 

in Korea and concentric-circle style society in Japan. And that should be 

preceded by analysis of the two types of principles of social structure of Korea 

and Japa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on the basis of this kind of 

examination, different types of social capital in Korea and Japan are illustrated 

from a historical view analysed within the context of the job matching process.  

 

key words: social capital, network-type society, concentric circle-type society, 

                  family system, familism, quasi-familism, job-matching, Ie, Munj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