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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우리리리말말말 줄줄줄임임임글글글

건건건설설설일일일용용용근근근로로로자자자의의의 사사사회회회자자자본본본
---연연연결결결망망망,,,신신신뢰뢰뢰,,,호호호혜혜혜성성성을을을 중중중심심심으으으로로로

본 논문은 한국 사회의 대표적 소외 계층인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적 관계를
사회자본으로 개념화하여 살펴보았다.분석 결과,이들의 사회자본은 일로 매개된
제한된 사회관계에서 형성되며 약한 연대에 기반하고 도구적 동기로 맺어져 관계
의 폭이 좁고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받거나 상호 협력의 반복으로 신뢰의 검증 과정
을 통과한 제한된 범위 안에서는 관계의 빈도도 높고 다양한 자원을 교환하는 강
한 연대를 형성하였고,정서적 위안과 지지를 나누며 높은 수준의 상호 신뢰와 일
반화된 호혜성의 규범을 공유하는 완성적 사회자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회자본의 형성에 있어 강한 연대의 폐쇄적 연결망과 약한 연대의 개방적
연결망은 사회자본 논의에서 논쟁적 주제로 활발히 다루어져 왔다.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의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중요한 발견점은 한국 사회의 건설일용근로자와
같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강한 연대의 강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이들은 자신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약한 연대는 신뢰
할 수 없어 자기가 의존하고 있는 강한 연대의 폐쇄적 연결망에 더욱 집중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자본은 인구/사회/경제적인 개인의 속성보다는
‘직위’와 ‘고용 경로’에 따른 집단의 속성에 의해 차별적으로 나타났다.이를 통해
건설업 노동시장의 고용 구조가 그 속에 위치한 각 개인의 사회관계와 사회자본
의 양상에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되는 말 :건설일용근로자의 노동시장,사회자본,사회적 연결망,신뢰,호혜성
의 규범,강한 연대,완성적 사회자본,도구적 사회자본,건설업 고용 구조



- 1 -

제제제 111장장장 문문문제제제 제제제기기기와와와 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111...문문문제제제 제제제기기기

요즘 사회자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특히 사회자본은 현대 사회과학 전반
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인 신고전주의적 경제 모델이 소홀히 다루고 있는 비시장적
요소들까지도 설명해주는 이론적 대안으로서 주목받고 있다.이전의 사회 과학 논
의는 ‘시장’과 ‘국가’의 영역에 관심을 집중시켜 왔으며 이러한 영역에서 개인과 집
단의 사회적 교환 행위는 합리적 선택 이론의 신고전주의 경제학적 논리로 설명
해왔다(공유식 외,1994).하지만 기존의 경제학적인 설명에서는 비시장적,비국가
적 영역의 사회적 교환에 대해서는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여 비판이 제기
되었고1)이러한 비영리/비정부 부분까지도 설명해줄 수 있는 사회자본 개념이 만
병통치약처럼 등장하여 논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한 것이다(유석춘․장
미혜,2002).

사회자본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맺음이 가져다주는 유무형의 혜택으로서
사회적 관계의 의도적인 형성을 통해 하나의 ‘자본’으로 창출되고 재생산된다는 면
에서 시장의 논리와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 기반한 경제학적 개념이다.2)하지만 사
회적 관계에 배태된 자원으로서 사회자본은 개인들이 맺고 있는 다양한 사회연결
망,상호간의 신뢰나 정서와 규범,가치 등 사회․문화적 맥락에 의해 결정되는 요
소들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비단 경제학적 개념을 넘어서서 비시장적 요소들까
지 설명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1) 기존의 사회과학 논의는 ‘이윤’의 추구를 기본적인 원리로 하는 ‘시장’의 영역과 ‘권력’의 획득을 

기본적인 원리로 삼는 ‘국가’의 영역에 관심을 집중시켜 왔다. 그렇기 때문에 ‘호혜성’을 기본적인 

원리로 하는 ‘비정부/비영리’ 영역에 관한 연구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축적하지 못한 채 ‘회색’ 지

대로 남아 있다(유석춘․장미혜, 1998; 2002에서 재인용).

2) 노동력이 생산 영역의 가변자본으로 투입되는 공간이 바로 노동시장이며, 노동시장은 취업과 실업

이 현상화되는 공간이다. 신고전파 학자들은 노동의 공급과 수요의 측면에서 노동시장의 속성을 

찾는데,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가 모두에게 완전히 개방되어 있고, 노동력 이동이 장애가 없으며, 

임금은 오직 경제적 공급,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여타의 사회적 요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김왕배,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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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자본 개념의 이론적 유용성은 또한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드러나
게 하는 강한 설명력을 제공하기도 한다.한국 사회는 ‘인맥’이나 ‘연고’,개인들 간
의 ‘정(情)’이나 ‘체면’등을 중시하며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행위 원리가 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3)은 이러한 사회자본 논의를 현실 속에 적용하고 검증하기 위하여 건
설일용근로자 집단을 하나의 사례로 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현대
한국 사회의 사회자본의 일면을 제시하고자 한다.건설일용근로자들의 인간관계는
시장경제적 요소가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관계맺음은 비시
장적 요소인 인맥이나 친분관계 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건설 노동시장은 ‘개인(labor)’과 ‘자본(capital)’이 정면으로 만나는 전형적인
상품시장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으며(방하남,1999)노동시장으로의 진입 및 퇴출
에 따른 기회비용이 거의 무(無)에 가깝고 내부노동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외부노동시장의 성격을 갖는다(Villa,1986).내부 노동시장이 없고,임시․일용직
고용으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전적으로 경제적 요인에 의해 항상 즉각적으로
조절되기 때문에 합리적 선택이론이 적용되는 신고전주의적 노동시장의 이념형이
라 할 만하다.

건설일용근로자의 노동시장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최우선하는 합리적 선택이
론의 행위자와 전형적인 시장의 논리가 전제됨에도 불구하고 다단계 하청과 임
시․일용 고용의 건설 산업의 구조적 특성상 실제적 고용은 시장의 논리로 설명
되지 않는 개인의 안면 관계나 인맥이라는 비시장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시장
의 논리와 합리적 개인을 전제하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적 접근에 대한 비판으로
제기된 사회자본 개념의 이론적 유용성을 현실에 적용하여 검증해볼만한 매우 적
절한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건설일용근로자들은 시장지배적 고용관계 하에서 고용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
3) 본 논문은 연구자가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한국학술진흥재단 2003년도 기초학문육성 인문사회
분야 지원사업”선정과제인 “한국의 사회자본:전통사회와 현대사회의 사회자본 비교연구”(연구책
임자:유석춘,과제번호:2003-074-BS0033)의 2차년도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전체 연구
의 대상은 ‘종친회’,‘동창회’,‘향우회’,‘어촌계’,‘시민단체’,‘교회’,‘아파트’,‘인력시장’등 8개의 집
단이다.본 논문은 이 중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인력시장)’의 사회자본 조사에서 기초하는 것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과 연구팀의 도움과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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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근로조건도 열악한 대표적인 사회적 소외 계층으로 알려져 있다.산업재해의
위험이 높고 복지제공도 빈약하며 노동의 강도 역시 매우 높지만,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퇴직금제도 등의 공공 기관의 지원도 사실상 미비하며 언제 일이 끊길
지 모르는 불안정한 노동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조직적 대응전략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건설일용근로자들은 타인과의 인맥
이나 안면관계 등을 통해 일거리를 찾고 유지하며 작업현장에서는 동료들과 일거
리에 관련된 정보나 정서적 위안 또는 지지를 주고받는다.건설일용근로자들이 유
일한 생존 전략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인맥이나 안면관계 등의 사회적 관계와
교환자원을 사회자본으로 개념화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건설일용근로자들
의 관계맺음이 일거리를 찾기 위해 맺는,도구적 동기의 약한 연대4)에 기반한다
할지라도 개인과 집단에 혜택을 주고 자원의 전유나 유무형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관계망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면 이는 사회자본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건설일용근로자의 노동의 특성과 관계맺음의 특성을
밝히고 건설업 노동시장에서의 건설일용근로자의 직위와 고용 구조 등에 따라서
이들의 사회적 관계가 갖는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는 것에 일차적인 초점을 맞춘
다.그리고 사회자본의 핵심적 구성요소인 사회적 연결망(Network),신뢰(Trust),
호혜성의 규범(NormsofReciprocity)의 관점에서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어떠한 사
회자본을 형성하는지,이들의 사회자본이 어떻게 불안정한 고용과 열악한 근로조
건,고단한 생활상태 등을 타개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밝히려고 한다.

4) 비슷한 말로 ‘연결’, ‘연계’, ‘연줄’, ‘유대’, ‘연대’ 등이 같거나 비슷한 의미로 종종 사용된다. 본 논

문에서는 ‘연대’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는 ‘약한 연대의 강함’이나 ‘강한 연대의 강함’ 등 사회자

본의 논의에서 ‘연대’라는 표현이 더 일반적이며 본 논문이 이 부분에 더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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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연구 방법으로는 설문조사를 통한 경험적 자료를 이용한 양적 연구 방법과
심층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 방법을 병행하였으며 기존 연구들이 사용했던 사회
조사 자료(SurveyData)들과 각종 통계 자료를 필요에 따라 활용하였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지속적이지 못한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사회자본에 의존하
여 고용 불안정 상황을 극복해나갈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들의 사회자본을 파악
하기 위해 개개인의 인간관계들의 특성을 알아볼 수 있도록 구조화한 설문지를
통해 면접 조사를 선행하였다.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자본의 실태와 속성을 밝히
기 위해서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인간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수적
으로 요구된다.하지만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이 비공식적이고 이동성이 높
으며 집단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건설 공사의 종류와 공정에 연결된 각각의 고
용의 유입 경로,건설 공사가 발생하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매우 다양한 차별성을
갖는다.

이러한 건설업의 특수성 때문에 건설일용근로자 전반의 개인을 대상으로 표
본 추출할 경우,건설일용근로자의 전반적인 인간관계의 특성을 보여줄 수는 있지
만,각 개인들이 차별적인 공사 현장에서 다양하게 맺고 있는 관계의 특성과 차이
점을 부각시켜 보여줄 수는 없다.이러한 난점을 감안하여,본 연구에서는 건설일
용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무작위 표집조사를 실시하는 대신 연구의 관심사
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인간관계의 양상이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집단을 선택하여 조사하는 방식을 채택했다.5)

조사 대상 집단은 관계맺음의 양상이 가장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파악된
고용의 유입 경로에 따라 분류하여 조사하였다.이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의 고용이
전적으로 인맥이나 안면관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그들의 인간관계를 알아보
기 위해서는 역으로 고용의 유입 경로에 따른 조사가 각 개인이 맺는 인간관계의

5)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 수집 방법은 집단별 표집(cluster sampling)과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그리고 할당 표집(quota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자료수집 방법은 3장 

1절 자료수집과 표본의 특성 부분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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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의 내용 속에는 평소 친분이 있는 인간관계의 실태와 그

것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사적인 생활을 드러내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응답자들이 거부감을 보일 경우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고 솔직한 응답을
기대할 수 없다.또한 설문지의 내용이 상당히 장시간을 요구하는 분량이라는 점
도 고려하여 연구자의 친분 관계를 활용하여 해당집단의 내부자 위치에 있는 구
성원의 협조로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더불어 밝혀둔다.설문지의 내용 구성은 사전
조사(pretest)를 통해서 설문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조사 기
간은 2004년 12월 13일부터 2005년 1월 25일까지 44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한편,설문지만을 통해서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생활 세계에서 작동하는 사회자
본의 질적인 측면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특히 건설일용근로자들은 타산업에 비
해 학력 수준이 낮고 고령화되어 있어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기 힘든 사항들이
있으며,건설일용근로자의 상호간의 신뢰나 호혜성의 규범의 공유,정서적 친밀도
등은 설문조사를 통해 포착하기 힘든 요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실체와 현상이 어떻게 해석되고 이해되며 또
경험되고 생성되는지에 관심을 두는 질적 연구방법으로서의 심층 면접을 실시하
였다.심층 면접의 대상은 건설일용근로자의 각 집단별 연결망에서 중앙과 변방의
위치에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드러내줄 수 있도록,그 관계 속에서 각각의 입장
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응답자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심층 면접 대상은
인력사무소의 소장,총무,상담원 그리고 현장 소장,기능직 건설일용근로자 2명,
일당 잡부,구청 산업교통과 건설인력 담당자 등 8명이다.

심층 면접은 면접 대상자의 설문 응답 자료에서 파악할 수 없는 주관적 가치
판단의 내용에 집중하여 실시되었다.특히 건설일용근로자의 특성에 맞추어 일이
언제 끊길지 모르는 불안정한 고용 현실 속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
을 기울여 왔는지에 대한 주관적 경험과 기억에 대해 질문하였다.또한 그 과정
속에서 주변 사람들과 관계에서 서로 어떠한 기대를 공유하며,서로 어떠한 방식
으로 자원을 교환하는지의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다.

다음 2장에서는 한국 건설업의 현황 및 건설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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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건설일용근로자와 사회자본에 관련된 선행 논의를 살펴보았고,3장에서는
자료수집과 표본의 특성을 설명하고 논문에서 적용한 개념의 설정 및 측정 방법
을 논문의 분석틀과 함께 제시하였다.4장에서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자본이 구
체적으로 어떠한 특성을 갖는 지 경험적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제시하였다.경험
적 분석은 사회자본의 주요한 구성요소인 ‘사회적 연결망’,‘신뢰’그리고 ‘호혜성의
규범’에 맞추어 건설일용근로자의 특성을 살펴 보았고 이러한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응답자의 속성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5장에서는 4장의 분석 결과를 바
탕으로 ‘직위’와 ‘고용 경로’로 나누어 건설일용근로자의 집단별 특성을 분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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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장장장 한한한국국국 건건건설설설업업업 특특특성성성과과과 이이이론론론적적적 논논논의의의 검검검토토토

111...한한한국국국 건건건설설설업업업의의의 현현현황황황과과과 건건건설설설 노노노동동동시시시장장장의의의 구구구조조조적적적 특특특성성성

(((111)))한한한국국국 건건건설설설업업업의의의 현현현황황황

건설업은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
정지 등의 지반공사,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증축․재
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으로서 임시건물,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이러한 건설 활동은 도급․자영건설
업자,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6)즉 건설업은 간단히 말해 특
정한 공간 위에 건물이나 다리,도로 등을 세우는 산업이다.

이러한 건설업은 경제 발전 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민간부문의 건설
활동을 통해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산업이다(윤정향 외,
2002).우리나라 건설업은 신도시 건설이 본격화된 1989년부터 급속도로 성장하면
서 1996년에 국내총생산의 16.2%,전체 취업자의 9.5%에 이르렀으며,2003년 현재
에도 건설업은 국내총생산의 8.2%,7)전체 취업자의 8.1%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여
전히 산업과 취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8)

하지만 건설업은 2005년 봄 현재 매우 극심한 불경기에 빠져있는데,건설 현
장에서 느끼는 불황은 1997년 외환 위기가 닥쳐왔을 때보다 훨씬 심하다고 한다.
건설업 관련 주요 지표9)와 산업 동향을 살펴보면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다

6)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건설업 산업분류이다.

7) 참고로 기타 주요 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농림 및 어업(2.8%), 광업(0.2%), 제조업(45.8%), 

각종서비스업(31.7%).

8) 건설업과 비교하여 국내총생산의 45.8%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취업자수는 19.0%뿐으로 총생산량

에 비해 취업자수가 매우 적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조업보다 건설업이 인력 의존적인 산

업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9) 이와 관련된 표 <건설업 주요 지표 추이>는 부록을 찾아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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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건설업은 일시적인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2000년 이후 다시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다가 2003년을 지나면서 또다시 경기가 추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상승세를 타고 있던 2001년의 경우에서도 건설업은 국내총생산이 차지
하는 비중이 11.6%에서 8.2%로,취업자 수는 200.4만 명에서 157.5만 명으로 42.9
만 명이 줄어들었으며 다른 산업분야와 달리 전반적인 침체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한편 이러한 건설업 자체의 규모 축소와 건설업 취업자의
감소 속에서도 전체적인 건설업체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2-1>건설 기업체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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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통계청,2003년 기준 건설업통계조사 결과 (2004)pp9-10

전체 업체 수는 외환위기 때인 1997년과 1998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에는 1996년의 두 배에 가깝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이러한 업체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규모와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것은 건설업체의 소규모
화와 함께 영세건설업체들이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2001년 이후 평균 공사액은 증가하지만 기업체수의 증감률이 떨어지고 있는데,이
는 대규모 건설업체는 규모가 더 커지고 소규모 영세 건설업체는 규모가 더 작아
지거나 도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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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건설 기업체당 평균 공사액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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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통계청,2003년 기준 건설업통계조사 결과 (2004)pp9-10

<그림 2-3>건설 기업체수 증감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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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통계청,2003년 기준 건설업통계조사 결과 (2004)pp9-10

이는 건설업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건설업 전반의 영세화와 양극화에 따라서 건설일용근
로자들은 고용과 노동 조건에서 더욱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것으로 짐
작할 수 있다.10)최근 건설업계의 대기업화와 함께 현장의 관리 감독이 이전보다
10) 최근 우리 사회는 경제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경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노동자간 임금격차 및 계층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으로 보다 나은 소

득을 보장하는 일자리를 찾지만, 그러한 일자리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으며 ‘열심히 노력해도 좀처

럼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들이 오늘날의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사회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복지혜택을 받기도 힘들며, 고용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 또한 용이하지 않는 실정이다(최옥금,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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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해져 건설업 일용 노동시장에서도 고용이나 임금 및 근로조건이 매우 향상되
었지만,IMF이후의 불경기보다도 노무현 정권 이후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건설
업계는 요즘이 더 극심한 불황이라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체감하는 고용의 불안정
성은 더욱 극심하다고 할 수 있다.

(((222)))건건건설설설 노노노동동동시시시장장장의의의 구구구조조조적적적 특특특성성성

건설일용근로자의 불안정한 고용 및 열악한 근로조건은 건설업의 특수한 생
산구조와 그에 상응하는 건설 노동시장의 고용구조 때문이다.건설업 생산구조의
특수성은 주문생산과 생산과정의 복합성에서 기인한다.주문생산 방식은 수요가
불안정하고 단절적인 것이 특징이고 생산과정의 복합성은 단일 기업에 의한 모든
생산 공정상의 인력,기술,장비를 상용화하기 어렵게 하여 수직적 분업 체계를 낳
게 한다.이러한 수직적 분업체계에서 상위업체는 하위업체에 생산 공정의 일부
혹은 전부를 하도급의 형태를 통해 넘기게 되며 이러한 하도급구조는 또 다른 하
위의 하도급구조를 재생산함으로써 건설업에 있어서의 생산은 ‘중층적 하도급 구
조’(다단계 하청구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건설 노동시장의 고용구조는 ‘선택적 고용전략과 일용화’로 특징지어진다.건
설업체는 건설 수요의 불안정성과 분절성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 수요의 발생시에
만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을 고용하는 ‘선택적 고용전략’을 추구하게 한다.이러한
기업차원에서의 선택적 고용전략은 노동시장 차원에서는 ‘임시 및 일용 고용’으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건설 노동시장의 임시 및 일용의 고용 구조는 건설 생산의 중층적 하도
급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각 건설업체들은 복합적 생산과정의 각 기술 분야
를 모두 포괄하기 어려워 생산 공정에 따른 유기적 연관관계를 맺는다.이는 건설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회피와 다양한 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유
의 다단계 중층적 하청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다.이와 같은 하청 구조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차원에서 임시․일용 근로자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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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이란 단순히 자본이나 기술을 하도급에 의존한다는 의미뿐 아니라 상시고용
의 회피를 의미하기 때문에 임시로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언제나 유지되어야 하
는 것이다.이러한 임시 및 일용 고용 형태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의 고용불안,소득
불안정 및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연결 된다.

222...기기기존존존 연연연구구구의의의 검검검토토토

(((111)))건건건설설설일일일용용용근근근로로로자자자 관관관련련련 기기기존존존 연연연구구구

건설일용근로자 관련 기존 연구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고용
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이나 자활 방안으로서 제도적 조직 활동의 모색에 대한 것
들이 대부분이었다.그러나 그들이 불안정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며 극복해나가
는 지에 대한 건설 고용 구조 말단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현실의 측면에 대한 설
명은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다.이에 반해 사회자본론의 분석은 실생활에서 이루
어지는 관계맺음의 양상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건설일용근로자의 고
용 실태를 보여줄 수 있고,가장 적합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사회자본론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건설업 일용노동시장과 건설일용근로자에 관련한 기존의 이론적 관점으로는
크게 이중노동시장이론11)과 상대적 과잉인구론12)그리고 도시비공식 부문론13)이
있다.우선 이중노동시장론은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분절화되어 있
음을 주장하는 것이다.이는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이미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중노동시장론에 의하면 노동시장은 비교적 안정적 취업관계를 보이며 보다 나
은 노동조건과 임금수준을 가지고 있는 ‘일차부문(primarysector)'과 불안정한 취
11) Doeringer,F.andM.Piore,1971.InternalLaborMarketsandManpowerAnalysis,Heath
LexingtonBooks.

12) K.Marx,1976,Capital,Penguin,pp.807-810.
13) Bromley, R.(ed), 1979, The Urban Informal Sector, Pergamo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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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불리한 노동조건,낮은 임금수준의 특징을 갖는 ’이차부문(secondarysector)'
으로 구분된다(김왕배,2001).이중노동시장론의 관점에서 볼 때 건설일용노동시장
은 고용의 불안정성,공식적 경력형성 및 승진체계의 부재,제반 근로조건의 열악
성 등으로 인해 전형적인 이차 노동시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상대적 과잉인구론과 도시비공식 부문론은 주로 구조론적 접근의 예들로서
자본의 축적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빈민들이 구조적으로 주변
화되고 있다는 것이다(허석렬,1983;황익주,1985;이규용,1988,황정덕,1988;이
선희,1990).도시비공식 부문론은 빈민들이 선진자본의 유입으로 주변화되고 있는
구조적 속성에서 발생한다는 입장이고,상대적 과잉인구론은 자본축적과정에서 필
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업자들이 빈곤을 경험하게 된다는 입장이다(김왕
배,2001).14)

후자는 역사적 측면에서 총자본의 축적 메카니즘에 의해 생성되는 상대적 과
잉인구의 창출계기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불완전 노동력의 존재원인에 대한 나름
대로의 답변을 제시하고 있으며,전자는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 포섭되지 못한 잔
여범주로서 도시비공식부문(urbaninformalsector)15)을 상정하고 건설일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서비스직 노동자를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윤여덕․나영선,
1994).

건설업의 고용관계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90년대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일견
상반되는 두 평가로 나누어지게 된다(김훈․심규범,1999).전통적 고용관계에 일

14) 상대적 과잉인구는 완전실업자와 불완전 및 불안정 취업자로 구성된다. 맑스는 상대적 과잉인구

는 유동적, 잠재적, 정체적 과잉인구의 형태로 보고 있다. 자본축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및 생산과정에서의 기술 변화가 나타남으로써 노동력의 수요형태가 변함에 

따라 실업과 취업 사이를 ‘왔다갔다’하는 과잉인구를 말하는 것이다. 건설일용근로자는 이러한 상

대적 과인인구의 전형이라 할 만하다. 

15) 도시 비공식부문론은 원래 제 3세계의 도시부문의 경제활동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었

다. 도시 비공식부문은 공식부문과 달리 진입이 용이하고, 낮은 수준의 기술과 자본을 이용하며, 

가족 중심의 영세기업활동이라는 특징을 지니는 영역으로 제3세계 도시인구와 빈곤을 설명하기 

위한 틀로 유용되었다. 한편 도시 비공식부문은 제 3세계 도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뉴욕이나 런던

과 같은 중심부 대도시에서도 발생하는 현상으로 점차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고, 세계경제체제의 

재구조화 과정과 함께 거대도시의 계급구조가 점차 양극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

다. 선진자본주의의 중심부 대도시 비공식부문에서 소외된 노동자들과 실업자들이 도시 하층의 근

로빈곤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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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근대적 고용관계가 왜곡된 형태로 중첩된 비공식부문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견해와 건설노동시장은 유연화된 고용관계의 전형16)이라는 평가가 그것이다(윤정
향 외,2002).이러한 평가는 건설업 종사자 중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높다는 점과
관계가 있는데,건설업은 제조업 등 여타 산업에 비해 그 규모는 적어도 임시․일
용직 고용의 비율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표 2-1>건설업 직종별 종사자수 (2004년 기준) 단위:천명 (%)

자료:통계청 KOSIS통계DB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04년 노동통계에서 건설업은 전체 임금 노동자 대비
사무 관리직을 제외한 생산직 건설일용근로자의 비율은 86.8%에 달하며 임시․일
용 근로자의 비율만으로도 62.1%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이는 하나의 생산물
을 생산하는데 공종17)및 공정에 따라 다양한 기능이 요구되고 주문생산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건설업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일본의 경우 건설업
취업자 중 일용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내외로 대다수의 노동자가 상용직
인 것(실업대책모니터링팀,1999)에 비해 우리나라의 건설 산업에서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다.이는 우리나라의 건설노동시장이 중층화된 하도
급구조로 다단계 하청에 의해 생산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16)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노동시장을 더욱 분절화시키고, 고용의 형태를 일일고용이나 임시고용 등 

한시적 형태의 ‘비정규’ 고용으로 변화시키며, 경기 순환에 따라 언제든지 방출될 수 있고, 퇴직금

이나 보험 등의 혜택에서도 제외되게 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를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귀속시키고 

있다(김왕배, 2001).

17) 공종이란 독립적인 세부 생산과정을 일컫는 것으로 예를 들면, 콘크리트 공사, 조적, 미장, 도장, 

배관 등으로 구분된다.

 건설업 전체 종사자수  1,719,074  (100.0)

  피고용자 1,701,118   (99.0) 

 　 사무직 및 기타 207,715   (12.1) 

 　 생산종업원-상용직 425,079   (24.7) 

 　   생산종업원-상용직-기술자 301,333   (17.5) 

 　   생산종업원-상용직-기능공 123,746    (7.2) 

 　 생산종업원-임시․일용직 1,068,324   (62.1) 

  사업주 및 무급종사자 17,95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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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설업이 극도로 침체기에 있음에도 건설업 종사자의 구성비에서 건설
일용근로자가 62.1%의 다수를 차지하며 그 규모가 하락하지 않고 유지,증가추세
에 있다는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유연화된 노동시장이 일정한 궤
도에 도달하여 건설업에서 임시․일용직 고용이 전형적인 고용형태로 자리잡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1997년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은 산업의 특성상 유동성
부족으로 인하여 유달리 타격을 많이 받았으며 또한 건설 경기 침체에 일감부족
이나 임금 체불18)로 인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건설업 기능인력이 건설업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관점에서 건설일용근로자는 개인적 생계유지를 위
해 주변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불안정취업층으로 분류되어 비공식부문에 속한 상
대적 과잉인구로 볼 수 있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주변부의 풍부한 노동력으로서의 건설일용근로자는 중
층적 하도급 생산 구조와 일용 노동시장 속에서 명백히 무기력한 약자이며 조직
적이고 공개적인 저항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이들은 거대한 자본으로부
터 스스로를 보호하기위해 ‘약자들의 무기(weaponsoftheweak)’로 일컬어지는
가족이나 친족의 혈연 관계나 친구,이웃 등의 연계망을 이용하여 사회적 불안정
을 극복해나갈 수밖에 없다(Scott,1985).즉 건설일용근로자들은 건설업의 중층적
하도급 생산 구조와 임시 및 일용 고용의 노동시장 특성으로 인한 취업기회 및
소득의 불안정성에 대처하여 개개인이 가진 안면관계의 연결망을 최대한 활용하
여 많은 일거리를 확보코자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가능한 다수의 세대원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가계소득을 보충한다거
나,동일 지역 친족이나 이웃간에 밀접한 교환관계의 장으로서 호혜적 연결망을
통해 경제생활권을 형성하는 등의 생존전략을 갖는다(박승희,1984;이선희,1990).
본 논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구조적 변방에 위치한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 전략으
로서의 혈연 관계,호혜적 연결망,인맥 등을 사회자본으로 개념화하여 파악해 보

18) 2005년 2월 7일 인터넷 경제신문인 스탁데일리(www.stockdaily.co.kr) 기사(장익창 기자)에 인

용된 건교부 관계자의 언급에 따르면“일용근로자에 대한 체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용자 처벌 

등으로 구제되나 원도급업체가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업체가 시공참여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엔 도급계약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의한 규제를 받지 않게 돼 일용근로자들에게 체불

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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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것이다.이러한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적 관계는 그야말로 사회자본의
개념적 정의에 그대로 부합되기 때문이다.

(((222)))사사사회회회자자자본본본 관관관련련련 기기기존존존 연연연구구구

사회자본은 간단히 말해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유무형의 혜택
을 갖는 것을 말한다.사회자본이 주는 혜택은 개인 혹은 집단이 특정한 개인 혹
은 특정 집단과 연결되어 있고,그들을 신뢰하며,그들과 상호 호혜적인 교환이 가
능할 때 발생하는 이득을 말한다.사회자본 개념의 주창자 중 한 명인 부르디외
(Bourdieu,1983)는 “사회자본은 상호 면식과 상호 인정을 통해 형성된 다소 제도
화된 관계의 영속적인 연결망을 소유함으로써 개인이나 집단이 소유하게 되는 실
제적인 또는 가상적인 자원의 총합”으로 규정한다.

또한 사회자본 논의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콜만(Coleman,1988,1990)의 경
우 사회자본이란 이익을 낳는 사회 구조의 기능으로 규정된다.그에 따르면 “사회
자본은 그 기능에 의해 정의된다.그것은 하나의 단일한 실체가 아니라 다양한 서
로 다른 실체들로서 두 가지 특징을 공통으로 지닌다.즉 그것은 모두 사회 구조
의 측면을 구성하며,그 구조 안에 있는 개인의 특정한 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다
른 형태의 자본과 마찬가지로 사회자본은 생산적이며,그것이 없었더라면 성취할
수 없을 특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말하며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로 “신뢰,효과적인 규범,자발적 조직”등을 제시하였다.

다시 말해서 콜만에게 사회자본이란 한 개인에게는 없지만 그 개인이 참여하
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동원할 수 있
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이러한 사회자본의 기능적 정의는 행위자가 자신의 이
해관계를 달성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사회구조의 특정 측면이 지니는 가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퍼트남(Putnam,1993)은 그의 작업을 콜만의 개념에 기반을 두고,사회 구조
에 의한 행위의 촉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다.그는 이탈리아 연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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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본의 중요성을 끄집어내 사회자본과 경제발전의 연관을 드러내고 미국사회
의 각종 병폐에 대해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분석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사회자본
을 제시하고 있다.“사회자본은 신뢰,일반화된 호혜성의 규범,밀도높은 폐쇄적
연결망과 같은 사회 조직의 속성을 가리킨다.그것은 협력적 행위를 용이하게 함
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라고 하였다.

콜만,부르디외,퍼트남의 사회자본 개념화와 함께 사회자본 논의의 전개에 있
어서 신뢰와 호혜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연결망과 거기에 배태된 자원은 사
회자본의 개념에서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은 모든 학자들이 보편적으로 언급하고
있다(Coleman,1988;1990;Bourdieu,1983/1986;Lin,1982;1995;2001;Burt,
1992;1997;1998;2001;Putnam,1993;1995;1996;2000;Portes,1998;유석춘,
2002;2003;김용학,2003).

이처럼 신뢰할 수 있는 호혜적 연결망과 연결망의 자원에 초점을 두고 있는
사회자본은 행위자가 연결망 속에 있는 자원에 접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산
(Lin,2001)또는 사회적 연결망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행위자의 능
력(Portes,1998)등과 같이 정의되며,연결망과 연결망에 흐르는 자원의 존재는
사회자본을 만들어 내는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조건인 것이다(Coleman,1988;
유석춘,2003).

또한 사회자본은 ‘상징적 위세’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한
다.즉 특정 집단의 멤버쉽과 같은 사회자본은 그 상징적 힘을 통해 그 집단만의
지위를 표출하는 상징적 재화가 되기도 하는 것이며 상징적 재화로서의 사회자본
은 사람들 사이의 연결망에 물화된 제3의 생산요소라고 할 수 있다(김왕배,2001).
사람들 사이의 안정적 연결망이 생산요소가 되는 것은 생산적 정보를 유통시키고,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발생시켜 거래비용을 절감시키는 효용이 있기 때문이다(김
용학,1996).

사회자본의 핵심은 ‘신뢰’와 ‘호혜성’을 바탕으로 ‘연결망’을 통해 행위자들이
서로에게 이득을 주는 자원을 ‘교환’한다는 것이다.이 자원이야말로 그들을 하나
의 사회적 연결망 안에 서로를 연결시키는 것이다.사회적 연결망에서 교환되는
자원은 재화,용역,정보,위세,평판,정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최종렬,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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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회자본 개념은 모두 사회적 연결망과 그 속에 흐르는 자원 그리고 행위
자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생산적 자본을 형성 촉진하는 상호 신뢰,호혜성의 규
범 등을 그 정의에 포함하고 있다.‘연결망’,‘신뢰’,‘호혜성’이 사회자본 개념의 핵
심적 구성요소인 것이다.

하지만 그간의 논의에서 사회자본은 쉽게 연결망이나 신뢰의 논의로 전이되
거나,사회자본을 측정하기 위한 개념으로 연결망과 신뢰가 종종 언급되며 '연결
망'과 '신뢰'에 대한 논의만으로 집중되어 ‘호혜성’은 간과해온 경향이 있다(최종
렬,2004).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의 논의에서 주로 다루어온 ‘연결망’과 ‘신뢰’에
더하여 ‘호혜성’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통해 사회자본의 실
태와 속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사회자본에서 활발한 논의를 일으킨 쟁점으로는 “강한 연대의 강
함”(Coleman,1988,1990;Lin,2001)또는 “약한 연대의 강함"(Granovetter,1974)
으로 대표되는 연대의 강도에 대한 논의를 들 수 있다.그라노베터(Granovetter,
1974)는 ‘약한 연대의 강함(thestrengthofweakties)’이라는 용어를 통해 약한
연대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즉,직장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중복된 정보를 공유하
는 밀도 높은 폐쇄적 연결망의 강한 연대보다 새로운 정보를 줄 수 있는 개방적
연결망의 약한 연대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가족 관계와 같은 밀도 높은 연결망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가장 효과적
이라는 상식적인 명제에 반대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독창적인 것이었다.또한
버트(Burt,1992)는 ‘구조적 구멍(StructuralHoles)’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켜 밀도
높은 연결망이 상대적으로 없는 경우에 사회자본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반면 ‘강한 연대의 강함(thestrengthofstrongties)'에 관한 연구에는 미국내
아시아계 이민자들이나 소수민족 기업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Lin,1981;Light,
1984;Coleman,1988).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밀도 높은 연결망 및 그 연결망의
내부에서 흐르는 사회자본은 이민자들이나 소수민족 기업체들 사이에서 정착하고
자본을 조달하며 기업을 운영하는데 핵심적인 자원이 된다.

또한 빈곤한 도시공동체의 생존은 대부분 같은 처지에 있는 친척이나 친구와
의 강한 상호작용에 의지한다는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Stack,1974).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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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공동체에서는 강한 연대를 바탕으로 하는 밀도 높은 연결망이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집단을 내부적으로 결속하는 폐쇄적인 ‘강한 연대’와 집단을 외부로 연결하는
개방적인 ‘약한 연대’중에서 어느 것이 사회자본의 축적에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하지만 이 문제는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목적과 사회
적 맥락에 따라 이해해야 한다.경우에 따라 약한 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새롭고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 사회자본 축적에 유리하겠지만,불안정
한 상황 속에서는 믿을 수 있는 하나의 강한 연대가 훨씬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또한 강한 유대에서 비롯되는 정서적 만족에서부터 약한 유대
가 주는 도구적 이득까지 관계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사회자본이 주는 혜택이 다
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강한 연대와 약한 연대로 대별되는 두 가지의 사회자본은 형성 동기
에 따라 ‘도구적 동기(instrumentalmotivation)'에 의한 것과 ‘완성적 동기
(consummatorymotivation)'에 의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Portes,1998).19)‘도
구적 동기’의 사회자본은 약한 연대에 기반하며 시장에서의 교환처럼 이해득실을
따지는 합리적 선택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며,‘완성적 동기’의 사회자본은 강한 연
대를 바탕으로 폐쇄적 집단의 공동체적 규범이 내면화되어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
사이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이득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관계를 형성하여 축적된 사회자본
은 도구적 동기의 사회자본이며,공동체 속에서 직접적인 대가도 없이 정서적 만
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좋은 평판,존경이나 인정 등으로 보상되는 사회자본은 완
성적 동기의 사회자본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약한 연대에 기반하고 도구적 동기로 형성된
사회자본을 ‘도구적 사회자본(instrumentalsocialcapital)'으로,강한 연대에 기반

19) ‘완성적’이라는 용어는 연구자에 따라 ‘온정적’, ‘정의적’, ‘정서적’, ‘종합적’, ‘포괄적’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한편 ‘도구적’이라는 용어는 ‘계산적’, ‘물질적’ 등의 표현과 어울린다. 여기에서 ‘완성적’

이라는 표현은 목적을 위한 수단을 의미하는 ‘도구적’ 개념에 대별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목적적’

이며 ‘완전한’ 것을 의미한다. 사회 속에서 완성적 관계의 대표적인 예는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지

간, 절친한 친구 사이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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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완성적 동기로 형성된 사회자본을 ‘완성적 사회자본(consummatory social
capital)’으로 개념 설정하여 살펴볼 것이다.특히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소외계층
인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자본에는 ‘강한 연대의 강함’과 ‘약한 연대의 강함’중에
서 어떠한 연대가 작동하고 있는 지를 검토해볼 것이고,이들의 사회자본은 ‘완성
적 사회자본’과 ‘도구적 사회자본’중에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이론적 초
점을 맞추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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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장장장 자자자료료료와와와 측측측정정정 및및및 분분분석석석틀틀틀

111...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과과과 표표표본본본의의의 특특특성성성

본 연구의 대상은 건설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이며 연구의 주
안점은 그들의 인간관계로부터 사회자본의 속성을 찾아보는 것이다.여기에서 ‘일
용'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고용의 기간적 의미보다는 소정의 공사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고용이 해지되거나 아니면 공사기간 중이라도 아무런 재제조치 없이 해
고가 가능하여 고용의 불안정성이 극히 높음을 의미한다.따라서 건설일용근로자
라는 범주에는 건설 현장에서 비정규 생산직으로 일하는 통칭 상용근로자,임시근
로자,일용근로자가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다.20)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중규모 이상 건설업체 본사의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고용안정 및 승진,부가급부 등의 혜택을 누리는 근로자들은 본 연
구의 연구대상에서 제외되며,건설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건설일용근로자의 인간관계에 밀접한 연관을 갖는 현장 소장과 인력사무소 소장
및 총무 그리고 목공,석공,철근,설비 등 건설 전문 분야의 업체를 경영하면서
현장에서 하청을 받아 일용직 또는 단기간 임시직으로 근무하는 자영자 등은 연
구 대상에 포함되었다.21)

20) 노동부 통계조사 기준에 의하면 '상용근로자'란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정규직원, 또는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근속기간이 1

년 이상인 직원으로 상여금 및 퇴직금 등의 각종 수혜를 받는 자를 말하고 '임시근로자'란 고용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상여금 및 퇴직

금 등의 비수혜자를 말하며 '일용근로자'란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나 고용계약 기

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떠돌아 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자를 말한다. 

덧붙여 '자영자'란 유급종업원 없이 자기 혼자 기업이나 농장 등을 경영하는 자, 또는 상점이나 전

문적인 직업을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를 말하며 '고용주'란 한 사람 이상 유급종업원을 두고 기

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를 말하고 '무급가족종사자'는 자기에게 직접 수입이 오지 않

더라도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18시간 이상 도와준 자를 말

한다.

21) 김훈 ․ 심규범(1999)은 건설일용근로자 실태조사에서 ‘건설일용근로자’ 개념에 건설 업체의 ‘현장 

관리 소장’이나 ‘인력사무소 소장’ 등은 포함하지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

자본을 파악하기 위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관계 맺음과 연결망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연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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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승인통계인 대한전문건설협회의 “2005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
사 보고서”에서 적용하고 있는 건설기능분류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종 및 공정 과정에 따라 세부 기능은 146개에 달한다.22)건설일용근로자 집단의
설문 조사는 모집단을 다른 집단에 비해 명확히 설정하여 범주화하기 어려우며
각각의 다양한 기능의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접근하여 조사를 하는 것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자본의 특성을 차별적으로 보여
줄 것으로 예상되는 고용 구조에 따른 집단별 표집(clustersampling)방법을 사용
하였으며 각 집단에서 핵심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소수의 응답자를 찾아내어 면
접하고 이들의 소개를 통해 집단별 표본의 수를 확보하는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이 방법은 연쇄소개 표집(chainreferral
sampling)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사회적 관계맺음의 양상에 주목하는 사회자본 개
념에 적합한 자료 수집 방법이다.또한 집단별 표본의 수는 모집단인 건설일용근
로자 전반의 특성의 비율에 맞추어 표본을 추출하는 할당표집(quotasampling)방
법을 적용하였다.

집단의 구분은 고용의 경로에 따라 구분하였다.고용의 경로는 건설 노동시장
의 고용 구조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자본이
차별적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의 경로는 대체적으로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즉 현장의 십장23)을 통한 경우,새
벽 인력시장을 통한 경우,그리고 건설 현장소장과 유료직업소개 용역업체인 인력
사무소가 그것이다.조사는 직접 면접 방법을 사용하였고 사례의 수는 112명이다.

고용의 경로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적 관계맺음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줄
것이므로 설문의 응답자 구성은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고용의 경로를 충분히 반
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설문 조사 기간이 건설업 경기가 극도로 침체된 불황인데
다 건설 현장도 가동되지 않는 12월 ~1월의 겨울철의 비수기 기간이라 조사에

상에 포함하였다.

22) 건설 기능의 세부 항목 및 기능 해설은 부록2로 별첨하였다.

23) 작업 반장 또는 오야지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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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어려움이 있어 연구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2곳의 인력사무소와 2명의
십장급 기능공 그리고 1명의 건설 현장 소장 등의 도움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새벽 인력시장의 경우 서울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으로 알려진 4곳의
자생인력시장에서 직접 면접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112부의 응답지 중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집단 구성에 포함되지 않는 현
장 관련 관리직원 및 건설 자재 판매 담당직원의 응답과 설문의 신뢰도가 떨어지
고 응답율이 극히 저조한 응답 12부를 제외하고 100부의 응답지를 경험적 연구
자료로 사용하기로 하였다.24)

<표 3-1>응답자의 설문 조사 경로의 분포 현황 단위:명

24) 앞서 밝힌 것처럼 이 연구는 ‘현대 한국 사회의 사회자본’ 연구의 8개 대상 집단(종친회, 동창회, 

향우회, 어촌계, 시민단체, 교회, 아파트, 인력시장) 중의 하나인 ‘건설일용근로자(인력시장)’의 사

회자본 조사에서 수집한 자료와 분석에서 기인하는데 각 집단별 응답자의 수를 100명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도 집단별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100명의 응답으로 분석을 진행

하였다.

 설문 조사 응답자수  100

  십장급 기능공 30    

 　 목공 분야 기능공 14    

 　 석공 분야 기능공 16    

  새벽 인력 시장 20     

 　 남대문 3가 북창동 8    

 　 창신동 5    

 　 을지로  4     

 　 불광동 3     

  건설 현장소장 21    

  인력사무소 1 23     

  인력사무소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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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응답자의 특성 (N=100) 단위:명

주:성별에서 여자 3명은 인력사무소 총무,도배장판기능공,타일기능공이다.

응답자의 특성을 보면 거의 전부가 남성이며 40대가 36%,50대가 31%,60대
이상이 9%로 고령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25)교육 수준으로는 고등학교 졸업 이
하가 66%로 낮게 나타나고,생활수준과 한달 평균 수입도 낮게 분포하고 있다.반
면 한달 평균 근로일수는 상대적으로 높게 분포하고 있는데 이는 조사 기간이 불
경기에다 비수기인 겨울철이라 일을 쉬고 있는 근로자에게 접촉하지 못했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최종 학력에서 대학 이상의 학력자가 31%로 나타났는데,이들의 경력 분포를
보면 17명이 10년 이하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으며,20년 이상의 경력자들 중에서
는 대학 이상의 학력자가 1명뿐이었다.이는 1997년 외환 위기 이후의 불경기와
구직난 때문에 고학력자들도 꺼려하던 건설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졌음을 반
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5)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3. 전국 연평균자료의 건설일용근로자 연령 분포에서도 40대 이상

이 56.7%로 마찬가지로 고령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 최종 학력 경력

남자 97 초등학교 4 1년 이하 7
여자 3

중학교 21 2~4년 16
연령별

고등학교 41 5~9년 1220대 4

30대 20 대학교 25 10~19년 35
40대 36

대학원 6 20~39년 28
50대 31

무응답 2 40년 이상 260대 이상 9

한달 평균 수입 생활수준 평균근로일수

100만원 미만 5 상의상층 0 10일 미만 6

100~150만원 22
10~19일 24상의하층 1

150~200만원 18
중의상층 10200~250만원 20 20~25일 54

중의하층 50250~300만원 16
26일 이상 16

300~400만원 7 하의상층 31
400~500만원 5

하의하층 7
500만원 이상 6

무응답 1무응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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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개개개념념념의의의 정정정의의의 및및및 측측측정정정

본 논문에서는 앞서 논의된 사회자본의 개념을 바탕으로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적 연결망’과 구성원의 상호간 ‘신뢰’그리고 ‘호혜성의 규범’을 분석한다.여
기에서는 각각의 분석 요소들을 정의하고 측정하고 지수화한 방법을 설명한다.

(((111)))사사사회회회적적적 연연연결결결망망망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자본의 잠재적인 축적은 개인이 관련되어 있고 접근
할 수 있는 관계의 집합과 유형으로 구성되며,더 나아가 보다 넓은 사회적 공간
에서 개인이 갖는 결사의 배치와 유형으로 구성된다(Sandefurand Laumann,
1998).다시 말하면 개인의 잠재적인 사회자본이란 개인이 직접 유지하고 있는 접
촉과 그런 접촉으로 연결된 구조 속에 위치를 점하게 되는 사회적 연결망으로 유
효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 연결망은 연대의 강도로 건설일용근로자 집단의 특성을 제시할 것이
다.연결망의 강도는 ‘강한 연대의 강함’(Coleman,1988,1990;Lin,2001)또는 ‘약
한 연대의 강함’(Granovetter,1973)과 같이 사회자본에서 가장 활발한 논의를 일
으킨 쟁점인데,그 규정은 연구자들마다 서로 달리 적용되어 합의된 적절한 방법
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또한 연대의 강도가 강한 것인지 약한 것인지를 판
단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집단들과의 비교
를 통해서 그 정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여기에서는 본 연구를 포함하여 함
께 진행된 8개 대상 집단들과의 비교를 통해 연대의 강도를 가늠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연결망의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상호작용의 빈도,친근성,
관계의 지속성 등이 쓰이고 있는데,응답자가 연결된 개인과 관계가 중복될수록,
교환자원의 종류가 다양하고 교환자원의 양이 많을수록 연결강도 역시 높을 것이
므로 이를 함께 고려하여 연결강도를 측정하였다.예를 들어 어떤 응답자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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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결된 한 개인과의 관계에서 '친인척'이며 '동료'이며 '학교 동문'등으로 중복
되어 나타난다면 그 연결 강도가 하나의 관계로만 연결되는 것보다 강할 것이며,
또한 연결된 개인이 응답자가 거명한 다른 개인들과의 상호 교환하는 자원이 ‘정
보’,‘재화’,‘용역’,‘위세’등으로 다양하고 많을수록 연결 강도는 더욱 강해질 것이
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연결망 분석에서의 연대의 강도를 가늠해주는 다양한 지표와
교환되는 자원은 사회자본의 형성과정에서 이해득실을 따지는 ‘도구적 동기
(instrumentalmotivation)'에 의한 것인지 공동체적 규범에 토대를 둔 ‘완성적 동
기(consummatorymotivation)'에 의한 것인지를 밝혀줄 수 있어 건설일용근로자
의 사회자본의 근원적 속성을 규명할 수 있다.사회자본은 개인이 맺고 있는 관계
의 구조에 그 본질이 있기 때문이다(Portes,1998;유석춘․장미혜,2002).

마찬가지로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자본은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적 관계에
배태되어 있을 것이다.사회적 연결망 분석에는 집단의 경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집단에 속한 사람들 사이의 뚜렷한 관계망을 파악할 수 있는 완전 연결망
(completenetwork)분석이 유리하다.하지만 건설일용근로자들의 경우 원자화된
개인으로 임시․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집단을 구성하지 않으며 우리나라 건설일용
근로자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들
로부터 그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맺고 있는 연결망과 연결된 사람들에 관한 자료
를 수집하여 사회적 연결망을 파악하는 자아중심적 연결망(ego-centricnetwor
k)26)을 통해 일차적으로 건설일용근로자 집단의 속성을 파악하며 이후에 차별적
특성을 보이는 집단별로 연결망을 구성하여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자본을 심층적
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자아중심적 연결망 자료의 경우 응답자가 제공한 정보로부터 응
답자와 연결된 사람들의 연결망을 구성할 수는 있지만,집단 전체 연결망의 구조
는 정확히 알 수 없는 단점이 있다.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답

26)자아중심적 연결망(ego-centricnetwork)분석은 개인적이고 미시적인 관계망으로부터
거시적인 사회 구조적 속성을 밝혀 낼 수 있는 특징 때문에 미시적 관계로부터 거시적 속
성을 도출하는 좋은 기법이 된다(김용학,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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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건설일을 하면서 관계를 맺은 최소 1명에서 최대 5명까지 지목한 사람들 사
이의 연결 정보에 대해서 묻는 방법을 사용하였다.이를 통해 응답자 100명과 응
답자에 의해 제시된 480명을 포함한 580명의 정보를 수집하였고,응답자와 연결된
개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거시적인 관계의 속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이러한 방법으로 구성된 사회적 연결망은 교환의 빈도와 지속성,교
환 자원의 양,구성원의 동질성,연결망 밀도,응답자와 연결된 개인간의 관계의
중복성 등으로 9개 집단의 비교를 통해 연대의 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표 3-3>연결망의 구성요인

차원 측정(설문지 문항) 척도

연결망

 밀도

 서로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인지 

여부 (문4)

실제로 연결된 관계수/연결가능한 관계수

 관계의 빈도 

대면접촉 빈도 

(문8-1) ① 거의 매일      ② 1주일에 한번

③ 1달에 한번     ④ 3-4달에 한번

⑤ 6개월에 한번   ⑥ 1년에 한번

⑦ 하지 않는다

전화접촉 빈도 

(문8-2)

인터넷접촉 빈도 

(문8-3)

 관계의 지속성
서로 알고지낸 기간 

(문3-11)
1년 단위

 관계의 중복성

응답자와 어떤 

관계인가

(문3-2)

① 친(인)척        ② 직장상사/동료/부하

③ 초중고교 동문  ④ 대학 동문

⑤ 이웃           ⑥ 같은 고향 사람

⑦ 모임/단체의 회원 ⑧ 기타

 교환자원 총량
교환되는 자원

(문6, 7)

① 정보    ② 용역    ③ 위세 

④ 재화    ⑤ 위로    ⑥ 평판

주:‘관계의 빈도’는 설문지에서 접촉의 빈도는 대면접촉,전화접촉,인터넷접촉으로 (1)거
의 매일,(2)일주일에 한번,(3)1달에 한번,(4)3-4달에 한번,(5)6개월에 한번,(6)1년에
한번,(7)하지 않는다 등으로 구분하였다.관계의 빈도의 계산은 대면접촉 3,전화접촉 2,
인터넷접촉 1로 가중치를 부여하고 접촉의 빈도에 따라 ‘접촉하지 않는다’에서 ‘거의 매일
접촉한다’까지 7개의 응답을 0점에서 6점까지로 부여한 후에 합산한 것이다.‘교환자원’은 6
가지로 범주화된 자원이 교환될 경우 각각 1점을 부여한 후에 합산하여 교환 총량을 측정
하였다.‘관계의 중복성’은 연결된 개인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복되어 있는 지를 보여주는 것
이다.예를 들어 한 응답자가 특정 개인과 ‘친척’,‘동문’,‘동향’등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이
응답자의 관계의 중복성은 3이다.관계의 빈도에서 관계의 중복성까지 다양한 지표를 통해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적 연결망의 연대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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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방식으로 측정,지수화된 분석 요소들로 ‘연결망 지수’(NetworkIndex)를 개
발하였다.연결망 지수를 만든 방법은 다섯 가지의 분석 요소들을 각각 표준화하
여 합산하였다.다섯 가지의 변수를 표준화하여 합한 것은 각각의 분석요소들이
서로 다른 척도로 측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222)))신신신뢰뢰뢰

‘사회적 연결망’과 함께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은 사회자본의 핵심적 구성요
소이다.최종렬(2004)은 한국 사회에서의 사회자본 논의에 호혜성의 개념이 상대
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어왔다고 지적하였다.본 논문에서는 그의 인식을 공유하
여 신뢰와 호혜성을 각각 세 가지 분석적 차원으로 나누어 건설일용근로자의 사
회자본의 속성을 측정하고 적용하였다.

사회적 연결망 분석에서와는 달리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의 경우에는 가시적
으로 드러나는 유형의 특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신뢰와 호혜성의 측면에서
사회자본을 조사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개념을 측정하는 적절한 방법이 마련되
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조사에서는 신뢰와 호혜성의 정도를 파악하는 문항만으
로는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이 어느 정도로 강하게 존재하는 지 직접적으로 파악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이 깨지거나 어긋나는 사
례가 있었는지,있다면 응답자 혹은 응답자가 속해있는 집단의 구성원이 어떻게
반응하며 그러한 경우 집단 속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을 통해
역으로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27)

우선 신뢰는 일반적으로 타자가 자신의 기대에 맞도록 행동할 것이라는 주관

27) 이와 같은 실험방법은 가핑클(1963, "A conception of, and Experiments with, 'Trust' as a 

Condition of Stable Concerted Actions")의 유명한 위반 실험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는 일상 생

활 속에 무의식적으로 배어있는 일반화된 규범으로 신뢰(맥락에 대한 신뢰, 상대방에 대한 신뢰 

또는 기대 등)가 상황의 일상성(normality) 속에 이미 공유되어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당연시되고 있음을, 역으로 그 상호작용하는 일상성을 깨뜨려 상대방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방법

을 사용하여 당연시되는 도덕적 규범적 기반의 정도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건설일용근로자 

조사에 사용된 설문 문항은 부록으로 첨부된 설문지를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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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심리상태를 말하는데,주커(Zucker,1986)에 따르면 신뢰는 사회의 모든 교환을
이해하는데 기본이 된다고 말하면서 “사회학적 견지에서 신뢰는 교환에 참여한 사
람들이 공유하는 일련의 기대”로 정의한다.그는 이와 같은 신뢰의 개념을 행위의
일반적 틀로서 누구에게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공통의 이해 관계로서의 ‘배경적 기
대’와 특정한 영역,교환,상호작용 등에 좀더 한정적인 맥락이나 상황을 규정하는
규칙들로서의 ‘구성적 기대’로 구분하고 있다.

<표 3-4>신뢰의 구성요인

차원 측정(설문지 문항)
불신

(-2점)

구성적 기대

(0점)

배경적 기대

(2점)

신뢰

물질적 

기대

3달치 생활비를 

빌려가서 

갚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문12)

법적인 소송을 

해서라도 돈을 

받아낸다

반반이다

돈을 갚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기다린다

비물질적 

기대

나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문13)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다

반반이다

나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참는다

신뢰회복

의 방법

기대에 어긋나는 

처신을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문14)

기존에 있는 

법이나 규칙 

같은 절차를 

통해서 해결한다

그 사람과 나를 

모두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왜 

그러는지 

알아본다

직접 그 사람을 

만나서 확인해 

본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교환 관계에서 ‘배경적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
반화된 높은 수준의 신뢰가 나타난다.‘구성적 기대’는 균형잡힌 교환 관계에서 형
성되는 것으로 ‘배경적 기대’보다는 낮은 수준의 신뢰가 나타난다.또한 본 논문에
서는 신뢰의 정도를 가늠하는 ‘배경적 기대’와 ‘구성적 기대’와 함께 상호 관계에서
신뢰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불신’28)으로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28) ‘불신’은 종종 두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하나는 ‘신뢰하지 않는다’이며 다른 하나는 ‘신뢰가 없다’

이다. ‘신뢰하지 않는다’의 경우는 상호 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적극적이고 부정적 인지의 표출

로 ‘상대방을 믿을 수 없다’라는 의미이다. 반면 ‘신뢰가 없다’의 경우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의 수

준이 매우 낮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믿을 수 없다’라는 부정적 의미까지 포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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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연결망의 속성을 측정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
의 경우에도 응답자가 5명 범위의 연결된 개인들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인지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신뢰와 호혜성의 문항은 -2점에서 2점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하여 합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신뢰의 측정 문항은 ‘물질적 기
대’,‘비물질적 기대’,‘신뢰 회복의 방법’등이며 -2점에 가까울수록 ‘불신’,0점에
가까우면 ‘구성적 기대’,2점에 가까우면 ‘배경적 기대’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신뢰는 ‘불신’에서부터 ‘배경적 기대’까지의 연속선상의 점수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측정된 분석 요소들로 ‘신뢰 지수’(TrustIndex)를 산출할 수
있다.신뢰 지수는 최소 -30점에서 최대 30점의 범위를 갖는다.이는 문항 별 신
뢰 점수가 -2점에서 2점까지의 범위를 갖고 다섯 명 범위의 연결된 개인에 대해
서 응답할 수 있으므로 -10점에서 10점까지의 범위를 갖게 된다.또한 신뢰는 세
가지 분석 요소(설문지의 문12,문13,문14)로 측정되기 때문에 각 문항으로 측정
된 점수를 합산하여 -30점에서 30점의 범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333)))호호호혜혜혜성성성의의의 규규규범범범

호혜성의 규범(normsofreciprocity)이란 무언가를 받으면 그것을 준 사람에
게 그만큼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사회의 일반적 규범을 일컫는다.사회자본의 핵심
적인 구성요소가 되는 일반화된 호혜성(generalizedreciprocity)은 이와 다르게 받
은 사람이 준 당사자가 아닌,같은 집단에 속한 제3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시간
적으로 장기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간접적으로 보상이 되돌아오는 상황을 말
하는 것이다.즉,당사자들만의 교환 관계가 아닌 집단 전체로 교환이 일반화되는
규범이 작동하는 모습을 일컫는다.이러한 일반화된 호혜성은 장기적으로 지속되
면서 두터운 상호 신뢰가 공유된 공동체적 집단에서 나타나는 규범으로 집단의

은 아니다. 전자의 경우는 ‘신뢰’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니며 ‘신뢰’와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해

야 한다. 본 논문에서 ‘불신’은 후자의 경우인 ‘신뢰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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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적 자산으로서의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핵심이 된다.호혜성에 대해 가장 체계
적인 고찰을 한 사람은 셀린스(Sahlins,1972)이다.그는 이해관계의 방향성,예상
된 보답의 즉각성,예상된 보답의 등가성이라는 세 분석적 차원을 통해 호혜성 개
념을 일반화된(generalized)호혜성,균형잡힌(balanced)호혜성,부정적(negative)
호혜성으로 정교화하였다.일반화된 호혜성에 비해 균형잡힌 호혜성은 교환이 등
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반면 부정적 호혜성은 상호적 교환이 발생하지 않아
호혜성의 규범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표 3-5>호혜성의 구성요인

차원 측정(설문지 문항)
부정적 호혜성

(-2점)

균형잡힌 호혜성

(0점)

일반화된 호혜성

(2점)

호혜성

이해

관계의 

방향성

평소 누구의 

입장과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가?

(문9)

전적으로 나의 

입장
반반이다

전적으로 그 

사람의 입장

예상된

보답의 

즉각성

호의에 대한 

보답은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문10)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반반이다 

보답이 아무리 

늦어져도 

상관없다

예상된

보답의 

등가성

보답의 정도 또는 

크기는 어떠해야 

하는가?

(문11)

내가 대접한 

것보다 훨씬 더 

나아야 한다

반반이다 

내가 대접한 

것에 훨씬 

미치지 못해도 

괜찮다

호혜성 측정 문항은 ‘이해관계의 방향성’,‘예상된 보답의 즉각성’,‘예상된 보
답의 등가성’으로 각각 -2점에서 2점까지의 범위를 갖는다.-2점에 가까울수록 ‘부
정적 호혜성’,0점에 가까우면 ‘균형잡힌 호혜성’,2점에 가까울수록 ‘일반화된 호혜
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호혜성 지
수’(ReciprocityIndex)도 세 가지 측정 문항으로 다섯 명의 연결된 개인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므로 최소 -30점에서 최대 30점의 범위를 갖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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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의 방법을 통해 만들어낸 세 가지 ‘연결망 지수’(NetworkIndex),‘신
뢰 지수’(TrustIndex),‘호혜성 지수’(ReciprocityIndex)를 통해 각각의 건설일용
근로자의 사회자본의 총량을 산출할 수 있다.산출된 ‘사회자본 지수’(Social
CapitalIndex)는 ‘연결망 지수’와 ‘신뢰 지수’와 ‘호혜성 지수’를 각각 표준화하여
합산한 것이다.

333...논논논문문문의의의 분분분석석석틀틀틀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연결망,호혜성의 규범,신뢰 세 요소로 건설일용근로자
집단의 사회자본을 측정하여 살펴본다.이러한 구성 요소로부터 사회자본은 ‘강한
연대’,‘일반화된 호혜성’과 ‘배경적 기대’에서 ‘완성적 사회자본’으로 유형화되며
‘약한 연대’,‘균형잡힌 호혜성’과 ‘구성적 기대’에서 ‘도구적 사회자본’으로 유형화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설정된 ‘완성적 사회자본’과 ‘도구적 사회자본’은 ‘강
한 연대의 강함’과 ‘약한 연대의 강함’이라는 두 가지로 대별되는 논의의 틀에 맞
춰 분석하기 위해 이념형적으로 구분한 것이며 현실 속에서는 두 가지가 혼재되
어 나타나기도 한다.다음의 <그림 3-1>은 이상의 사회자본의 개념설정과 분석틀
을 정리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위의 방식으로 측정된 사회자본이 어떠한 요인에 따라 유의미
한 차이를 나타내는 지를 분석할 것이다.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건설일용근로자의 ‘인구/사회/경제적 속성’과 ‘직위’와 ‘고용 경로’에 따른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다.인구/사회/경제적 속성뿐만 아니라 십장,기능공,조공,잡부 등
의 직위와 인력사무소,현장소장,십장,인력시장 등의 고용의 경로에 의해서도 그
들의 사회적 관계맺음이 매우 차별적인 특성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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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사회자본 측정의 분석틀

건설일용근로자의 속성이 사회자본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밝히기 위한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분석의 종속 변수는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인 ‘연결망 지
수’(NetworkIndex),‘신뢰 지수’(TrustIndex),‘호혜성 지수’(ReciprocityIndex)와
이들의 합으로 산출된 ‘사회자본 지수’(SocialCapitalIndex)이다.

종속변수 각각에 대한 독립 변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개인적 속성’(인구/사회

건설일용근로자의 건설일용근로자의 건설일용근로자의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자본사회자본사회자본사회자본

        ↙↙↙↙ ↓↓↓↓             ↘↘↘↘

사회적 사회적 사회적 사회적 

연결망연결망연결망연결망

연결망 밀도

관계의 빈도

관계의 지속성

관계의 중복성

교환자원의 총량

신뢰신뢰신뢰신뢰

물질적 기대

비물질적 기대

신뢰 회복의 

방법

호혜성호혜성호혜성호혜성

의 의 의 의 규범규범규범규범

이해관계의 

방향성

보답의 즉각성

보답의 등가성

                        

강한

연대

약한

연대

배경적

기대

구성적

기대

일반화된

호혜성

균형잡힌

호혜성

완성적 완성적 완성적 완성적 사회자본사회자본사회자본사회자본 도구적 도구적 도구적 도구적 사회자본사회자본사회자본사회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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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과 ‘집단적 속성’(직위/고용 경로)으로 설정하였다.개인의 인구/경제/사회
적 속성은 ‘성별’,‘연령’,‘교육년수’,‘평균수입’,‘만나는 사람수’,‘참여 모임의 수’,
‘경력’,‘근로일수’등 8가지의 요인으로 구성된다.일반적으로 건설일용근로자가 남
성․고령화․저학력․저소득의 특성을 나타내므로 개인적 속성에서는 성별,연령,
교육년수,평균수입,근로일수,경력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또한 ‘만나는 사람
수’(연결망 크기),‘참여 모임의 수’(외부 확장성)는 사회자본에 유의미한 차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이므로 개인적 속성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자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의
속성은 ‘직위’와 ‘고용 경로’이다.직위는 ‘십장’,‘기능공’,‘잡부’로 구분되며 고용
경로는 ‘인력사무소’,‘십장’,‘인력시장’,‘현장소장’이다.<그림 3-2>은 본 논문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자본을 결정하는 요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택한 요인들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분석틀이다.

<그림 3-2>사회자본 결정요인의 분석틀

연결망

(Network Index)

개인의 속성

(인구/사회/경제적)

신뢰

(Trust Index)

호혜성

(Reciprocity Index)

집단의 속성

(직위/고용 경로)

사회자본 총량

(Social Capital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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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석틀에 의해서 설정되는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다른 조건의 영향
력이 일정한 것으로 통제되어 있다면,

Ⅰ.건설일용근로자의 ‘개인적 속성’에 따라서 ‘연결망’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Ⅱ.건설일용근로자의 ‘개인적 속성’에 따라서 ‘신뢰’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Ⅲ.건설일용근로자의 ‘개인적 속성’에 따라서 ‘호혜성’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Ⅳ.건설일용근로자의 ‘개인적 속성’에 따라서 ‘사회자본 총량’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Ⅴ.건설일용근로자의 ‘집단적 속성’에 따라서 ‘연결망’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Ⅵ.건설일용근로자의 ‘집단적 속성’에 따라서 ‘신뢰’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Ⅶ.건설일용근로자의 ‘집단적 속성’에 따라서 ‘호혜성’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Ⅷ.건설일용근로자의 ‘집단적 속성’에 따라서 ‘사회자본 총량’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다음의 4장과 5장에서는 이러한 연구가설의 실증분석을 위해 통계적 방법을
이용한 양적 연구 방법,그리고 심층면접 인터뷰 결과를 활용하는 질적 연구 방법
을 병행하여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자본을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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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44장장장 건건건설설설일일일용용용근근근로로로자자자의의의 사사사회회회자자자본본본 분분분석석석

111...사사사회회회적적적 연연연결결결망망망

(((111)))응응응답답답자자자와와와 연연연결결결된된된 개개개인인인의의의 특특특성성성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적 연결망을 분석하기위해 우선 설문 조사에 응답한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적 속성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건설일용근로자 100명의
응답자가 건설 일을 하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의 수를 먼저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표 4-1>관계 맺는 사람수의 분포

주:전체 응답자수는 100명이다.하지만 지난 1년간 300명 이상을 만났다고 응답한 4명의
경우는 직접 만나거나 서로 연락을 주고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제외하
였다.

건설일용근로자들이 1년간 직접 만나거나 서로 연락하며 관계 맺은 사람수의
평균은 40.36명이다.연구 프로젝트의 8개 대상 집단의 전체 평균은 39.98명인데
건설일용근로자들은 평균에 비해 다소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인다.
관계 맺는 사람의 수의 범위는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서 그 집단의 구성원이 맺는
연결망의 크기를 알려줄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이다.29)

29) <표 4-2>집단별 관계 맺는 사람수 단위:평균(표준편차)

주: *** p<.001

종친회 동창회 향우회 어촌계 시민단체 교회 아파트 인력시장 전체 F

사람수
24.66

(28.67)

27.05

(29.40)

44.08

(60.36)

88.35

(52.82)

52.23

(80.48)

21.42

(28.22)

4.04

(5.09)

40.36

(52.88)

39.98

(54.37)
24.33***

N 58 100 76 102 93 93 70 96 688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N

응답자수 40.36 (52.88) 1 300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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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맺는 사람 수에 비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참여하는 모임이나 단체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참여하는 단체나 모임은 다음의 15개 항목인 ‘향
우회’,‘동창회’,‘종친회’,‘계모임’,‘취미운동’,‘교육모임’,‘자선봉사’,‘정치조직’,‘시
민단체’,‘주민모임’,‘노동조합’,‘직능단체’,‘종교모임’,‘기타’,‘없다’등으로 질문하
였고 건설일용근로자의 참여하는 모임/단체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4-3>참여모임의 분포 단위:평균(표준편차)

집단별 비교를 위해 집단별 응답자의 참여 모임의 수의 평균30)을 살펴보면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참여하는 모임의 수가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관계 맺는 사람의 수는 많지만 참여하는 모임의 수가 적다는 것은 건설일용
근로자들의 인간관계가 일을 하면서 만나는 동료들 외부로는 확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이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인간관계의 폭이 타집단에 비해 매우 좁
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적 특성을 바탕으로 이들 연결망의 구체적 특
성을 파악하기 위해 건설 일을 하면서 직접 만나거나 연락한 사람들 중에서 친한
정도에 따라 1명에서 5명까지 떠올리게 하여 연결망의 다양한 속성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에 각각 응답하게 하였다.응답자 100명 중 90명이 설문지에서 요구한

30) <표 4-4>집단별 참여모임의 수 단위:평균(표준편차)

주: *** p<.001

종친회 동창회 향우회 어촌계 시민단체 교회 아파트 인력시장 전체 F

참여  

모임수

3.50 

(1.92)

2.78 

(1.37)

4.88 

(2.28)

2.89 

(1.19)

3.08 

(1.77)

2.60 

(1.50)

3.32 

(1.33)

2.25 

(1.76)

3.10 

(1.80)
20.42***

N 60 100 84 102 100 98 73 100 717

향우회 동창회 종친회 계모임 취미운동 교육모임 자선봉사

응답수
23

(9.50%)

58

(23.90%)

23

(9.50%)

24

(9.90%)

28

(11.50%)

6

(2.50%)

7

(2.90%)

정치조직 주민모임 직능단체 종교모임 기타 없다 합계

응답수
5

(2.10%)

14

(5.80%)

24

(9.90%)

12

(4.90%)

1

(0.40%)

18

(7.40%)

243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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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명 모두에 대하여 답해주었고 관계 맺은 사람으로 1명을 답한 응답자는 1명,
3명을 답한 응답자는 7명,4명을 답한 응답자는 2명이었다.

이렇게 구성된 건설일용근로자의 인구학적 분포를 살펴보면 성별은 97%가 남
성이며 연령은 40세 이상이 73%이며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교육 수준을 나타내는
경우가 67%로 앞서 응답자의 특성과 비슷하게 중장년층 이상의 남자․저학력자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표 4-5>응답자와 연결된 개인의 특성

응답자 연결된 개인 합계

100명   480명(%) 580명 %

성별
남 자 97979797 467 (97.397.397.397.3) 564 97.297.297.297.2 

여 자 3 13  (2.7) 16 2.8 

연령

20~29세 4 25  (5.2) 29 5.0 

30~39세 20 85 (17.7) 105 18.1 

40~49세 36363636 157 (32.732.732.732.7) 193 33.3 33.3 33.3 33.3 

50~59세 31313131 161 (33.533.533.533.5) 192 33.1 33.1 33.1 33.1 

60세 이상 9 31  (6.5) 40 6.9 

교육 수준

초등학교 졸업이하 4 10  (2.1) 14 2.4 

중학교 졸업 22 48 (10.0) 70 12.1 

고등학교 졸업 41414141 185 (38.538.538.538.5) 226 39.0 39.0 39.0 39.0 

대학교 졸업 25 148 (30.8) 173 29.8 

대학원 이상 6 10  (2.1) 1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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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결결결망망망 밀밀밀도도도와와와 관관관계계계의의의 중중중복복복성성성

연결정도와 밀도는 연결망 전체의 기본적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연결정도
와 밀도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범위와 그들끼리도 알고 있는 지에 대한 비
율을 나타낸 것으로,연결정도가 크면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 다는 것이며 밀도
가 높으면 연결망의 관계의 정도가 촘촘한 것을 의미한다.

집단별 분포에서 연결정도는 타집단과 비슷하지만 밀도는 차이가 크게 나타
났다.건설일용근로자들의 연결망 밀도는 타집단의 경우와 비교하면 가장 낮은 정
도를 보이고 있다.31)이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일용직으로 고용되며 한 곳에서 계
속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성이 높고 동료간 관계의 지속이 매우 짧으며
관계가 확장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이처럼 불안정한 고용 관계는 건설일
용근로자들의 관계맺음의 폭을 좁게 만든다.

한편 연대의 강함과 약함은 구성원들의 상호 관계가 얼마나 중복되어 나타나
는지를 통해 파악될 수 있다.관계의 중복성 지수는 1.35로 이는 건설 현장에서
맺어진 관계가 별로 중복되지 않는 단일 관계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예를 들
31) <그림 4-1>집단별 연결망의 밀도

연결망 밀도

0.5

0.6

0.7

0.8

0.9

1

종친회 동창회 향우회 어촌계 시민단체 교회 아파트 인력시장

주:전체의 평균은 집단별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그래프를 가로지르는 실선으로 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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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어촌계 집단의 경우 관계의 중복성이 2.87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이는 어촌
계의 경우 ‘어촌계원’이나 ‘이웃’,‘동향 사람’등 계원들 간의 관계가 중복되어 강
한 연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면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는 건설 현장에
서 만난 ‘동료’등 단일한 관계로만 맺어진 경우가 가장 많아 상대적으로 약한 연
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32)

<표 4-6>응답자와 연결된 개인의 관계 분포 단위:명 (%)

주:응답자 100명과 연결된 개인의 수는 480명이지만 관계의 분포는 중복 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수의 합이 654명으로 연결된 개인의 수보다 크게 나타났다.직장상사/동료/부하
항목의 경우 관계의 분포의 비율은 232명,35.47%로 나타나지만,실질적인 비율은 480명 중
에서 232명으로 48.13%인 셈이다.또한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장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응답자가 꼽은 가까운 다섯 사람들(연결된 개인)의 상호 인지도의 경우에도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0.54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결된 개인들이 반 정도는
서로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마찬가지로 어촌계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어촌계의 연결된 개인의 상호인지도는 0.99로 연결된 개인들이 서로 거의 모두 알
고 있다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역시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적 연결망이 약한

32) <표 4-7>집단별 관계의 중복성 단위:평균(표준편차)

주: *** p<.001

종친회 동창회 향우회 어촌계 시민단체 교회 아파트 인력시장 전체 F

관계의

중복성

1.58 

(0.79)

1.34 

(0.41)

2.12 

(0.66)

2.88 

(0.71)

1.61 

(0.48)

1.23 

(0.41)

1.23 

(0.45)

1.35 

(0.52)

1.69 

(0.78)
107.57***

N 59 100 84 102 100 100 71 99 714

관계 사람 수
친(인)척 39 (5.96%)
직장상사/동료/부하 232 (35.47%)
초/중/고교 동문 84 (12.84%)
대학 동문 36 (5.50%)
이웃 76 (11.62%)
같은 고향 사람 73 (11.16%)
모임/단체의 회원 72 (11.01%)
기타 42 (6.42%)
합계 65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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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333)))관관관계계계의의의 빈빈빈도도도와와와 지지지속속속성성성

관계의 빈도는 상호작용의 정도를 알기 위해서 대면접촉과 전화접촉,인터넷
접촉 빈도를 측정하여 지수화한 것이며,‘지속성’은 서로알고 지낸 햇수로 측정하
였다.건설일용근로자 집단의 관계의 빈도와 지속성을 살펴보면 관계의 빈도는 집
단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전체 평균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고,지
속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33)

관계의 빈도는 대면접촉과 전화접촉,인터넷접촉 빈도를 각각 가중치를 부여
하여 합친 것으로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얼마나 자주 만나고 연락하며 자원을 주고
받는 지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연대의 강도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
가 된다.한편 지속성은 응답자가 꼽은 가까운 사람들과의 알고 지낸 기간으로 측
정한 것인데 이는 그 연대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 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역시
연대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건설일용근로자 집단의 경우 앞서 살펴보았듯이 연결망의 밀도가 낮고 관계
의 중복성도 낮고,지속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이에 비해 관계의 빈도
가 높고 관계맺는 사람의 수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이는 일단 연대가 형성되면
비교적 잦은 만남과 상호교환이 이루어지지만 그 기간이 오래가지는 못하여 연대
가 한시적으로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강한 연대로 오래도록 지속되지는 못

33) <표 4-8>집단별 관계의 빈도와 지속성 단위:평균(표준편차)

주: *** p<.001

종친회 동창회 향우회 어촌계
시민 

단체
교회 아파트

인력 

시장
전체 F

관계의 

빈도

68.22 

(31.69)

83.51 

(31.31)

87.07 

(28.14)

115.25 

(31.69)

109.21 

(36.88)

114.05 

(29.24)

40.62 

(28.64)

110.66 

(28.45)

94.40 

(38.82)
59.57***

N 60 100 84 102 100 100 73 100 719

지속성
35.00 

(16.13)

30.53 

(6.47)

29.20 

(14.79)

53.85 

(12.04)

5.48 

(5.19)

6.53 

(6.65)

6.89 

(11.85)

11.04 

(8.63)

22.21 

(19.81)
265.43***

N 59 100 84 100 100 96 71 96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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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건설일용근로자들의 관계맺음과 사회적 교환의 정도가 제한적인 범위에서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관
계맺음의 양상에서 외부로의 확장성이 낮기 때문에 건설일용근로자들은 관계의
빈도가 높고,연결망 크기가 크지만,집단 외부보다는 집단 내부에서의 관계맺음과
교환만이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이 불안정한 고용 현실 속에서 일거리를 확보하고 생
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만 집중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이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사회자본이 일정한 범위로 제한된 범위 안에
서만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그럼 다음으로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구
체적으로 어떤 자원이 교환되는 지를 살펴보자.

(((444)))교교교환환환 자자자원원원의의의 양양양과과과 분분분포포포

연결망의 특성과 함께 연결망에 흐르는 자원은 사회자본이 어떠한 동기와 과
정으로 형성되는 지를 밝혀주는 구체적이고 직접적 조건이다.사회적 연결망의 핵
심은 행위자들이 자원을 '교환'한다는 것이다.이 교환되는 자원이 행위자들을 하
나의 사회적 연결망 안에 연결시켜주는 것이며,그 교환되는 자원의 종류에 따라
사회자본 형성의 동기와 과정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연결망의 교환 자원을 정보,재화,위로,용역,위세,평
판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응답자와 연결된 개인 간의 교환되는 자원의 흐름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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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교환되는 자원의 흐름 단위:명(%)

교환되는 자원의 양은 ‘정보’의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위로’와 ‘평판’의
경우가 그 다음으로 높았다.‘정보’,‘재화’,‘용역’은 응답자가 연결된 개인에게 받
은 경우가 더 많았고 ‘위로’,‘위세’,‘평판’은 연결된 개인에게 준 경우가 더 많았
다.건설일용근로자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보,재화,용역,위세 등의 도
구적 자원의 경우에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고 위로,평판 등의 정서적 자원
의 경우에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많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재화의 흐름에 있어서 주는 경우(제공비율:0.260)와 받는 경우(수여비율:0.258)의
차이는 극히 미세하여 상호 대칭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주고받는 자원 흐름의 방향보다는 교환 자원의 종류에 따른 차이가
더 유의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교환 자원의 종류에 따라 상관관계를 구해보면 건
설일용근로자의 경우 모든 종류의 교환자원이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4)이는 자원의 교환이 특정 자원만으로 편향되지 않고,자원 교
환의 양이 많을수록 다양한 종류의 자원 교환으로 일반화되는 것을 의미한다.특
히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다른 집단에서는 거의 교환되지 않는 ‘재화’,‘용역’,‘위
세’의 자원 교환이 많았다.

34) 건설일용근로자의 교환자원의 상관관계와 각 집단별 교환자원의 총량과 분포는 부록을 참고할 

것.

교환자원 설문 문항 (문6, 문7) 받은 경우 준 경우

정보 중요한 정보나 소식 256  (28.1) 232  (25.6)

재화 돈이나 중요한 물건(자동차 등) 95  (10.4) 90   (9.9)

위로 개인적인 고민 의논이나 위로 177  (19.4) 185  (20.4)

용역 집안일(이사, 집 보수공사 등) 도움 128  (14.0) 120  (13.3)

위세 취직, 승진에 관한 도움 69   (7.6) 80   (8.8)

평판 명절 인사/선물이나 경조사 부조 176  (19.3) 185  (20.4)

기타 기타 10   (1.1) 13   (1.4)

  교환자원 합계 911 (100.0) 9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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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집단별 교환 자원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재화와 용
역 그리고 위세의 경우 타 집단과 매우 차별적인 분포를 보인다.35)건설일용근로
자 집단의 교환자원은 집단 내부에서는 ‘정보’와 ‘위로’와 ‘평판’이 높게 나타났으나
타집단과 비교했을 때 ‘재화’와 ‘용역’과 ‘위세’의 도구적 자원이 교환되는 정도가
매우 높다.‘정보’와 ‘위로’와 ‘평판’자원의 교환이 절대적인 양에서는 더 많지만,
상대적으로는 ‘재화’와 ‘용역’과 ‘위세’의 자원이 매우 특징적으로 많이 교환되는 것
이다.

즉 건설일용근로자는 ‘중요한 정보나 소식’,‘개인적인 고민이나 위로’,‘명절
인사나 경조사의 부조’보다는 ‘구직의 도움’이나 ‘돈이나 자동차와 같은 중요한 물
건’그리고 ‘이사,집 보수공사’등과 같은 생활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도구
적 자원을 교환하고 있다.이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이 건설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
한 고용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 고용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자원을 주변 사람들
과 교환하는 것으로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인간관계가 도구적 관계에 기반하고 있
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원의 종류와 교환되는 양에 더불어 자원이 얼마나 중첩적으로 교환되는지
의 정도 역시 연대의 강함과 약함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단일 자원의 교
환에 비해 ‘정보’,‘재화’,‘용역’,‘위로’,‘평판’,‘위세’등의 다수의 자원을 특정 개인
과 중첩적으로 교환하면 할수록 그 연대의 강도는 강할 것이기 때문이다.집단별
35) <그림 4-2>집단별 재화,용역,위세 자원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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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회 동창회 향우회 어촌계 시민단체 교회 아파트 군인 인력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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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총량

위세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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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중첩성36)비교를 통해 건설일용근로자의 연대의 강도를 판별해볼 수 있다.
건설일용근로자 집단의 자원의 중첩성은 어촌계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

났다.자원의 중첩성 지수 1.87은 건설일용근로자들의 건설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
람들과 평균 2가지에 가까운 자원을 교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건설일용근로자
들은 종친회,동창회,향우회 등 연고에 기반한 집단이나,자발적 결사체로서의 시
민단체,빈번한 상호 교환과 봉사가 예상되는 종교 단체 등에 비해서도 교환되는
자원이 중첩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많은 양의 교환 자원과 높은 중첩성은 건
설일용근로자들의 연대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남을 보여주는 것이다.이는 특
정 자원만으로 편향되지 않은 다양한 자원의 교환은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상호 관
계가 매우 호혜적인 관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사회적 연결망은 약한 연대에
기반하지만,제한적 범위에서 연대가 형성된 이후에는 강한 연대로 나타나며,형성
동기와 연대의 특성은 도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건설일용근로자들은 타집단에
비해서 건설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의 수는 많고,관계의 빈도도 높고,자원의 교
환도 많았다.특히 재화,용역,위세와 같은 도구적 자원의 교환율이 매우 높게 나
타났고 자원의 중첩성도 높았다.

하지만,연결망의 밀도는 낮고,참여하는 모임이나 단체의 수가 적어 외부로의
확장성이 떨어지며,관계의 중복성이 낮고,관계의 지속성 또한 낮은 분포를 보여
주었다.이것은 건설일용근로자들의 관계맺음이 일단 관계가 형성되면 잦은 빈도
로 교환이 이루어지고 교환의 양도 많지만,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며 확장
되지도 못하여 오히려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한시적으로 강한 연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즉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사회적 연결망이 ‘도구
적 동기(instrumentalmotivation)’로 형성됨을 알 수 있었다.

36) <표 4-10>집단별 자원의 중첩성 단위:평균(표준편차)

주: *** p<.001

종친회 동창회 향우회 어촌계 시민단체 교회 아파트 인력시장 전체 F

자원의

중첩성 

1.37 

(0.93)

1.29 

(1.01)

1.27 

(0.93)

2.43 

(0.76)

1.32 

(0.75)

1.52 

(1.07)

1.21 

(0.74)

1.87 

(1.32)

1.56 

(1.04)
18.07***

N 59 100 84 102 100 100 71 99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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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신신신뢰뢰뢰

(((111)))설설설문문문조조조사사사 결결결과과과 분분분석석석

‘사회적 연결망’과 함께 ‘신뢰’역시 사회자본의 중심적 구성 요소가 된다.신
뢰는 ‘물질적 기대’와 ‘비물질적 기대’,그리고 ‘신뢰회복의 방법’세 분석적 차원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배경적 기대’와 ‘구성적 기대’그리고 ‘불신’으로 유
형화된다.물질적 기대와 비물질적 기대,신뢰회복의 방법의 분석적 차원을 사용하
는 것은 신뢰가 평상시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구체적으로 신뢰가 깨졌을 경
우와 기대에 어긋나는 처신을 할 경우를 설정하여 역으로 신뢰의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함이다.

물질적 기대는 “상당한 금액의 돈(예를 들면 3달치 생활비 정도)을 빌려주었
는데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 ‘법적인 소송을 해서라도 돈을 받
아낸다’에서 ‘돈을 갚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기다린다’까지
로 구성했으며,‘비물질적 기대’는 “상대방이 당신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었을 때,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었고 ‘그 사람에
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다’에서부터 ‘나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참는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했다.
신뢰회복의 방법은 공유된 신뢰 관계가 깨졌을 때 응답자가 어떻게 대처하는

지를 통해 파악했다.“위의 상황들과 같이 상대방이 당신의 기대와는 다른 처신을
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물었고 ‘직접 그 사람을 만나서
확인해본다’,‘그 사람과 나를 모두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왜 그러는지 알
아본다’,‘기존에 있는 법이나 규칙 같은 절차를 통해서 해결한다’의 세 가지 척도
로 측정하였고 이를 다른 요소와 함께 비교하기 위해 5점 척도의 범위로 변환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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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신뢰 문항 응답의 수 (N=100,연결된 개인의 총수=480)

신뢰의 분포를 살펴보면,“3달치 생활비를 빌려가서 갚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물질적 기대’를 측정하는 질문의 경우 ‘법적인 소송을 해서라도 돈
을 받아낸다’라고 답한 경우는 6.0%에 불과하고 ‘반반’이라고 답한 경우는 27.3%,
‘돈을 갚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기다린다’라고 답한 경우는
49.4%에 달하여 연결된 개인들에 대하여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어 배경적 기
대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물질적 기대’를 측정하는 질문은 “자신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
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이었는데,‘중간 정도’라
고 답한 경우가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
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다’고 답한 경우는 16.7%,‘나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
하고 그냥 참는다’고 답한 경우는 25.4%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구성적 기대가 높게
나타나지만,상호간에 공유된 배경적 기대 역시 쉽게 저버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
인다.

물질적 기대와 비물질적 기대의 집단별 평균을 살펴보면,모든 집단에서 물질
적 기대가 비물질적 기대에 비해 높은 정도의 분포를 보여주었다.이는 응답자들
이 물질적 기대보다는 비물질적 기대가 깨졌을 경우,즉 상당히 많은 돈을 빌리고
도 갚지 않은 경우보다는 자신을 험담하고 돌아다니는 경우를 더 중시하는 것으

설문 문항 및 측정 척도
-2 1 0 1 2

신뢰

물질적
기대

3달치 생활비를 빌려가서 갚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문12)
29 

(6.04%)

17 

(3.54%)

131 131 131 131 

(27.29%)

66 

(13.75%)

237237237237

(49.38%)

비물질적
기대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문13)
80

(16.67%)

22

(4.58%)

204204204204

(42.50%)

52

(10.83%)

122122122122

(25.42%)

신뢰회복
방법

기대에 어긋나는 처신을 할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가?(문14)
44

(9.17%)

108108108108

(22.50%)

328328328328

(6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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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37)이러한 차이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비교적 크게
나타났는데,이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신뢰의 측면에서는 물질적이고 도구적인 요
소보다 ‘평판’과 같은 비물질적인 요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집단별 평균 분포를 보면 전체 집단의 특성과 마찬가지로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상호간에 배경적 기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더구나 3달치 생활
비에 달하는 상당한 정도의 생활비를 빌려주고도 상대방의 사정을 고려하여 무작
정 기다린다고 답하여 물질적 측면에서도 높은 상호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특히
‘신뢰회복의 방법’을 살펴보면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매우 높은 수준의 배경적 기
대를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38)

신뢰회복의 방법은 “기대에 어긋나는 처신을 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가?”의 질문으로 측정하였는데,건설일용근로자 집단은 ‘직접 그 사람을
만나서 확인해 본다’라고 답한 경우가 68.3%에 달해 응답자 대다수가 연결된 개인
과 직접 경험의 배경적 기대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사람과 나를 모
두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왜 그러는지 알아본다”라고 답한 경우는 즉,응
답자와 연결된 개인 간의 관계에서 간접 경험을 통한 구성적 기대를 공유하는 경

37) <표 4-12>집단별 물질적 기대와 비물질적 기대 단위:평균(표준편차)

주: *** p<.001

종친회 동창회 향우회 어촌계
시민 

단체
교회 아파트

인력 

시장
전체 F

물질적 

기대

5.24 

(4.17)

7.49 

(3.15)

6.67 

(4.29)

7.17 

(3.93)

4.21 

(4.86)

5.95 

(4.23)

1.93 

(2.59)

4.66 

(4.71)

5.54 

(4.39)
16.72***

비물질적 

기대

3.02 

(4.74)

2.47 

(4.21)

3.07 

(5.06)

4.89 

(5.08)

2.45 

(4.13)

2.86 

(5.28)

0.21 

(3.26)

1.14 

(5.42)

2.57 

(4.89)
7.59***

N 59 100 84 102 100 100 71 100 716

38) <표 4-13>집단별 신뢰회복의 방법 단위:평균(표준편차)

주: *** p<.001

종친회 동창회 향우회 어촌계
시민 

단체
교회 아파트

인력 

시장
전체 F

신뢰회복

방법 

5.02 

(4.66)

7.20 

(3.81)

5.12 

(5.02)

7.75 

(3.55)

3.72 

(5.33)

4.76 

(5.82)

2.56 

(3.75)

5.68 

(5.55)

5.35 

(5.03)
11.2***

N 59 100 84 102 100 100 71 100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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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22.5%로 나타났고,“기존에 있는 법이나 규칙 같은 절차를 통해서 해결한다”
라고 답하여 연결된 개인과 공유된 경험없이 신뢰 관계를 전혀 갖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신뢰회복의 방법의 측면에서 직업 집단으로서 도구
적 관계를 맺게 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상과는 달리 배경적 기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이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주변 사람들과 직접적
인 안면 관계를 중시하며 비슷한 조건으로부터 배경적 기대를 공유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특히 ‘자신에 대한 험담을 들었을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의 비물질
적 기대가 다른 분석 요소들과 차별적인 분포를 보이는 것은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인맥이나 안면 관계를 통해 일거리를 확보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평판을 예민
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4-3>신뢰 응답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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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적 기대

비물질적 기대

신뢰회복 방법

즉,신뢰 응답의 분포를 보면 ‘비물질적 기대’의 경우인 ‘자신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들었을 때’의 대처는 상황에 따
라 결정하겠다는 구성적 기대가 높게 나타났고,‘물질적 기대’와 ‘신뢰회복 방법’의
측면에서는 배경적 기대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상호 집합적인 공공재가 부재한 건설일용근로자 집단에서 이처럼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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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적 기대가 나타나는 것은 매우 특이한 현상으로 보인다.왜냐하면 배경적 기
대는 한 집합체의 성원들이 공유하는 상징과 해석틀로서 뒤르케임이 말하는 하나
의 집합의식만이 존재하는 기계적 연대와 상통하며,호혜성의 유형과 관련해서 보
면 ‘일반화된 호혜성’과 짝을 맺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최종렬,2004).

도구적 관계로 맺어지는 건설일용근로자 집단의 경우 높은 배경적 기대를 공
유하는 것은 그들의 불안정한 고용 현실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처지가 같다는 공
감대와 동류의식을 통해 마치 공동체의 집합 의식처럼 작용하는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을 것이다.또한 이러한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직화가 필수적이
다.하지만 건설일용근로자들은 조합의 결성이나 제도적인 조직화 또한 현실적으
로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들의 가족이나 친구,동료 등의 연계망에 더
욱 의존할 수밖에 없다.이러한 요인 때문에 서로 배경적 기대를 높은 수준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문항에 덧붙여 설문지의 말미에 신뢰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인지도를 묻는 질문을 추가하였다.이것은 건설일용근로자의 신뢰의 측정
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추가 문항은 신뢰 관계가 깨졌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
가를 물어보았던 위의 문항과는 반대로 직접적인 표현으로 신뢰를 측정하고자 하
였다.문항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개인적 비밀을 말할 수 있다"로 질문
하였고 호혜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우 그렇다'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까지
답하게 하였다.

응답 결과 긍정 38%,보통이다 38%로 나타나 76%의 ‘보통 이상’이라고 대답
하였다.부정적인 대답은 24%에 불과하였다.이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이 건설일을
하면서 만나는 동료들과의 신뢰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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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심심심층층층면면면접접접 결결결과과과 분분분석석석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건설일용근로자의 신뢰는 '비물질적 기대'의 측면에
서는 '구성적 기대'가 '물질적 기대'와 '신뢰회복의 방법'측면에서는 '배경적 기
대'로 유형화되어 나타났다.신뢰의 측정은 평상시의 신뢰 관계가 깨어졌을 경우
의 상황을 설정하여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위반 실험의 방
법을 설문으로 구성한 것인데,이러한 위반 실험은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체적 경험
과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설문 조사만으로는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호혜성의 경우와 함께 신뢰의 측면에서도 심층면접을
병행하여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고양시에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 소장(51세)은 인력사무소와 건설일을 하면서 겪은 경험을 통해,건설업의
특성 때문에 믿었던 신뢰가 깨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하였다.

돈을 많이 뜯겼어요. 왜 뜯겼냐하면요, 상가나 아파트나 건축현장에 우리가 

일용직을 계속 내보내요 그리고 거기서 돈을 계산해서 한달에 한번 받는데 그 

돈이 한달에 한번씩 결제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요. 건축업자들이 어려우니

깐 결제가 되냐구요. 우리는 벌써 그 돈이 다 나갔는데. 수수료도 떼이고 인부

들에게 매일 돈이 지급되는데. 그래서 돈 많이 떼였어요. 심지어 관급공사 업

자들에게도 돈을 떼였잖아요. 일단 그 현장에서 돈을 받기로 계약했으니깐 일

당을 다 내가 줬어요. 매일. 그러면 한달이 되면 그 돈이 들어와야 내가 운영

을 하는데, 그 돈이 연체가 되는거에요. 5일, 열흘, 한달. 그렇게 한 1년 몇 개

월 동안 돈 많이 뜯겼어요. 이제는 그렇게 안해요. 건축업자들이 아무것도 없

이 기술만 믿고 공사를 덜컥 계약을 해요. 그런데 이 건축업자들이 당장 술 한 

잔 담배하나 필 돈이 없어도 이 공사를 따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인부는 인

력사무소에 월 계약해서 사람 송출을 받고, 자제는 외상으로 해서 공사를 시

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다 안될 것 같으면 나 

몰라라 하고 도망 가버려요. 그러면 그 인건비를 어디서 받아요? 나는 그렇게 

큰 현장이니깐 이 인건비를 누가 얻어 먹겠느냐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송출

을 했는데.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이 건축업자들이 사기꾼들이 많아요.  

(인력사무소 박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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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건설 현장에서 신뢰 관계가 쉽게 깨어지는 가장 큰 이유로 ‘불법 다단
계 하도급’이 만연하는 건설업의 구조적 문제를 꼽을 수 있다.건설일용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수차례의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십장 말고는 누가 사용자인지,어디
에서부터 공사대금이 나오는 건지 임금은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지급되는 건지
파악할 수조차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이는 수차례의 하도급 구조로 인해 고용
관계가 공식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공식적인 고용구조가 일상화되어 있는 건설 현장에서는 언제나 배
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타인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경기
도 고양시와 파주시 일대에서 30여년간 함께 벽돌을 쌓는 조적일을 주로 해온 동
갑의 친구인 이씨(53세)와 고씨(53)는 대화 속에서 신뢰가 깨지고 서로 배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한다.

그럼 그럼 치고박고 싸우고 그러는데 뭘.  (조적 기능공 이씨).

뭐 칼부림도 나고 그러지.  (조적 기능공 고씨).

같이 친하게 지내고 그러다가도 승질나면 그 자리에서 다 날려버리고 칼부림

도 나고 그래. 노가다라는 게 최고로 못되고 성질 더러운 직업이라는 거 아니

야.  (조적 기능공 이씨).

처음에는 좋게 좋게 나오는 거야. 그렇게 좋게 나오다가 어느 한 사람이 말이

야. 오늘 몸이 안 좋다고 방에서, 아침에 일 나가는데 오늘 아파서 일 못나간

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럼 일 나가지 말고 방에서 쉬라고 그러지. 우리는 일 나

가는데 있는 거 없는 거 다 챙겨갈 수는 없으니 돈이라도 몇 푼 씩 있는 것들 

방에다가 옷에다가 두고 갈 거 아냐. 그러면 그거 싹쓸이 해가지고 가는 거야. 

옷도 좀 좋은 거 있으면 다 쓸어가고, 구두 괜찮은 거까지 다 훔쳐가지고 도망 

가버리는 거야. 그런 거 한두번 당하고 나면 사람이 막말로 해서 처음에는 같

이 일하면서 만난 사람들끼리 좋게 잘 지냈는데 그런 거 한두번 당하고 나면 

사람을 믿지를 못하는 거야. 우리 지갑 먼저 챙길 수밖에 없게 되고 사람을 자

꾸 그렇게 만들더라니까. 어렵게 살면서 그런 경험을 자꾸 겪게 되니까 아! 이

거 가릴 사람 가리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니까 자꾸 아는 사람끼리 같이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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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거야. 뭐 돈 갖고 도망가도 도망갈 데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끼리 

어울려 일을 하게 되니까 자꾸 울타리 울타리 식으로 엮여서 일을 하게 되는 

거야.  (조적 기능공 고씨). 

고된 노동과 불안정한 생활 속에서 배신과 배반의 경험은 건설일용근로자들
의 관계맺음의 폭을 좁게 한다.배신과 배반의 경험은 관계맺음에 있어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검증을 필요로 하게 되고 이러한 검증 과정을 반복하
는 ‘과정 기반적 신뢰’39)가 형성된 경우에만 비로소 신뢰 관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건설업의 특성상 이동이 잦고 타인과 지속적인 상호관계를 유지하기도
힘들어 일 나가는 것을 매개로 연계된 범위에서의 제한된 관계만을 갖게 된다.실
제적이고 구체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관계의 핵심이 되며 그러한
상호 작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형식적인 왕래조차 단절되게 된다.이 때문에 건
설일용근로자들은 관계맺음의 범위가 명확해지고 그 범위의 안과 밖이 매우 차별
적으로 나타나게 된다.그 범위 안에서는 강한 연대를 형성하게 되고 더욱더 긴밀
한 상호 교환 관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맺음의 범위는 신뢰의 범위와도 일치하게 된다.건설 현장에서 이
루어지는 작업이 대부분 상호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자신의 맡은 일을 제
대로 해내지 못하거나 현장의 동료와 불화가 생기게 되면 작업 전체의 진행에도
저해가 되며,그럴 경우 할 일이 더 많아지고 노동의 강도도 더 높아져 고달파지
기 때문이다.특히 개인적 안면 관계나 친분 관계,인맥 등에 의하여 인력이 모집
되고 각 팀의 결속이 일의 효과적 수행에 절대적인 건설업에서는 이러한 관계맺
음이 무엇보다 핵심이 된다.

즉 이러한 인맥이나 친분 관계 안에서는 상호 동질적인 배경적 기대가 작동
하는 높은 수준의 신뢰가 형성되어 있기 마련이고,이러한 관계맺음의 범위 밖에

39) 주커(1986)는 신뢰의 발생 경로를 세 가지 주요한 방식으로 설명한다.첫 번째 ‘과정기반 신뢰’는
좋은 평판을 얻거나 선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와 같이,과거 또는 앞으로 기대되는 교환행
위에 관련된 것이다.두 번째 ‘특성기반 신뢰’는 개인에 관한 것으로 가정환경이나 민족성과 같은
인물의 특성에 관련된 것이고 세 번째 ‘제도기반 신뢰’는 개인이나 회사의 고유 속성(예를 들면
회계사의 공증)등과 같은 공식적인 사회구조에 관련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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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건설업 노동시장 고용의 비공식성으로 인한 견제와 불신의 관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따라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관계맺음의 범위가 확정되고 인간적 신뢰
가 생기면 그 관계는 전인격적인 상호 교환이 가능해지게 된다.이러한 관계 속에
서는 일거리에 관한 정보의 교환은 물론이고 자동차나 큰 돈을 빌려주고 갚으며,
집안일과 같은 사적인 일에 있어서도 서로 돕게 된다.

이러한 인간적 연대에 기반한 관계맺음은 건설업이라는 독특한 구조적 특성
으로 인한 사회적 압력에 의한 것으로 불안정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간
에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형성된 것이라 볼 수 있다.이와 같
은 전인격적 관계에서는 개인과 집단의 삶에 혜택을 주는 강력한 사회자본이 형
성,축적된다.하지만 이러한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자본은 외부로 확장되지 못하
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통용되기는 힘들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333...호호호혜혜혜성성성의의의 규규규범범범

(((111)))설설설문문문조조조사사사 결결결과과과 분분분석석석

‘신뢰’와 함께 ‘호혜성의 규범’역시 사회자본의 중심적인 구성 요소가 된다.
우선 호혜성은 ‘이해관계의 방향성’,‘예상된 보답의 즉각성’,‘예상된 보답의 등가
성’이라는 세 분석적 차원을 통해 측정되며 ‘일반화된 호혜성’,‘균형잡힌 호혜성’,
‘부정적 호혜성’으로 유형화된다.

‘이해관계’의 경우 설문에서 “평소 누구의 입장과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가?”의 질문으로 ‘전적으로 나의 입장’에서 ‘전적으로 그 사람의 입장’까지 5점 척
도로 질문하였다.

‘예상된 보답의 즉각성’의 경우 “상대방의 가족을 모두 집으로 초대하여 저녁
식사를 대접하였을 경우,그것에 대한 보답은 어느 정도나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고 생각하는가?”의 질문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와 ‘보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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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늦어져도 상관없다’까지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예상된 보답의 등가성’의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보답의 정도는 어떠해

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를 물어 ‘내가 대접한 것보다 훨씬 더 나아야 한다’에서
‘내가 대접한 것에 훨씬 미치지 못해도 괜찮다’까지로 질문하였다.

<표 4-14>호혜성 문항 응답의 수 (N=100,연결된 개인의 총수=480)

“평소 누구의 입장과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가?”로 질문한 상대방과 나
의 ‘이해관계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65.2%가 반반이라고 응답하
였으며 전적으로 한쪽 편의 입장만을 고려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건설일용근로자는 자신과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어느 한편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해관계의 방향성’의 경우 9개 대상 집단들 중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매우 낮은 분포를 보여주었다.이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의 경우 이해득실을 따지는
도구적 관계맺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40)

40) <표 4-15>집단별 이해관계의 방향성 단위:평균(표준편차)

주: *** p<.001

종친회 동창회 향우회 어촌계
시민

단체
교회 아파트

인력 

시장
전체 F

이해관계 

방향성

1.19 

(2.31)

0.37 

(2.17)

0.39 

(2.55)

5.00 

(4.57)

0.82 

(2.72)

1.78 

(3.25)

0.23 

(1.52)

0.25 

(2.64)

1.13 

(3.10)
29.96***

N 59 100 84 102 100 100 71 100 716

설문 문항
-2 1 0 1 2

호혜성

이해관계
의 방향성

평소 누구의 입장과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가?(문9)
19

(3.96%)

50
(10.42%)

333111333
(65.21%)

83
(17.29%)

15
(3.13%)

보답
즉각성

보답은 어느 정도나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문10)
67

(13.96%)

24
(5.00%)

111888222
(37.92%)

21
(4.38%)

111888666
(38.75%)

보답
등가성

보답의 정도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문11)
11

(2.29%)

14
(2.92%)

222444555
(51.04%)

30
(6.25%)

111888000
(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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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해관계의 방향성과는 달리 “상대방의 가족을 모두 집으로 초대하여
저녁식사를 대접하였을 경우 그 보답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져야하는가?”라고 질문
한 ‘예상된 보답의 즉각성’의 경우에서는 ‘반반’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37.9%,‘보답
이 아무리 늦어져도 상관없다’라고 대답한 경우가 38.8%로 나타났다.‘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대답한 경우는 14.0%에 불과했다.

또한 “보답의 정도 또는 크기는 어떠해야 하는가?”의 ‘예상된 보답의 등가성’
의 경우에서도 ‘내가 대접한 것에 훨씬 미치지 못해도 괜찮다’라고 대답한 경우가
37.5%에 달해 ‘이해관계의 방향성’에 비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높게 나타났다.

집단별 예상된 보답의 즉각성과 등가성의 분포41)를 살펴보면,이해관계의 방
향성의 경우에서는 건설일용근로자 집단의 평균이 0.25로 타집단과 비교해서 매우
낮은 분포를 나타내어 균형잡힌 호혜성을 보여주지만,예상된 보답의 즉각성은
2.35,예상된 보답의 등가성은 3.54로 균형잡힌 호혜성과 일반화된 호혜성의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타집단과 비교해 보면 예상된 보답의 즉각성은 동창회,향우회,
어촌계,교회 보다는 낮게 나타났고 종친회,시민단체,군인 등의 집단과는 비슷한
분포를 보여주었다.예상된 보답의 등가성의 경우도 보답의 즉각성의 경우보다 다
소 높게 나타났다.

즉 건설일용근로자들은 이해관계의 방향에 있어서는 자신과 상대방이 공평해
야한다고 답하여 이해관계의 인지적 차원에서 서로 도구적인 관계를 맺는 ‘균형잡
힌 호혜성’을 보여주지만,호의에 대한 보답은 늦어도 상관없고,보답이 자신이 대
접한 것에 미치지 못해도 괜찮다고 답하는 비율이 높아 상대방과의 상호 교환에
서는 ‘일반화된 호혜성’의 규범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1) <표 4-16>집단별 예상된 보답의 즉각성과 등가성 단위:평균(표준편차)

주: *** p<.001

종친회 동창회 향우회 어촌계
시민 

단체
교회 아파트

인력 

시장
전체 F

보답

즉각성

2.05 

(6.15)

4.41 

(5.53)

3.60 

(6.87)

6.52 

(5.04)

2.04 

(5.95)

4.58 

(5.97)

0.14 

(3.91)

2.35 

(6.46)

3.40 

(6.07)
10.10***

보답

등가성

2.85 

(5.38)

5.02 

(4.62)

5.05 

(5.48)

6.61 

(4.73)

2.97 

(5.16)

5.91 

(4.80)

1.39 

(3.11)

3.54 

(4.77)

4.34 

(5.05)
11.47***

N 59 100 84 102 100 100 71 100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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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호혜성 응답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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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의 방향성은 호혜성의 규범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인지 기준을 보
여주는 것이고 예상된 보답의 즉각성과 등가성은 실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호혜성의 규범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이해관계의 방향에서
자신과 타인 사이에서 균형잡힌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사회
적 연결망에서 살펴보았듯이 관계의 형성이 도구적 동기에서 출발하게 될 가능성
이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된 보답의 즉각성과 등가성은 일반화된 호혜성의 정도도 높게 나
타나므로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실생활 속의 관계는 완성적 관계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이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이 고된 건설일을 하면서
만나는 동료들과 정서적 위안과 지지,위로와 정을 주고받으며 불안정한 고용 현
실과 열악한 처지를 달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호혜성의 경우에서도 위의 문항에 덧붙여 응답자의 전반적인 인지도를 측정
하는 질문을 추가하여 조사하였다.문항은 “일을 마친 후에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하는 저녁 식사 및 술자리는 나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와 “지금 하고 있는 일
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근감과 정을 느낀다”로 질문하였고 ‘매우 그렇다’에
서 ‘대체로 그렇다’,‘보통이다’,‘대체로 그렇지 않다’그리고 ‘매우 그렇지 않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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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대답하게 하였다.
응답 결과 동료들과 식사나 술자리가 도움이 되는가의 질문에서는 ‘매우 그렇

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25명이었고 ‘대체로 그렇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38명으
로 긍정의 대답이 63%에 달하였고,‘대체로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는
부정의 대답은 8%에 불과하였다.또한 동료들에게 친근감과 정을 느끼는가의 질
문에서는 응답자의 74%가 긍정의 대답을 하였고 단지 5%의 응답자만 부정적인
대답을 하였다.두 경우 모두에서 94% 이상의 응답자가 보통이거나 긍정하여 건
설일용근로자들은 저녁 식사나 술자리를 함께 하고 정서적 위안이나 지지,친근감
과 정을 주고받는 등의 서로간의 완성적 관계(consummatoryrelationship)를 매우
중시함을 알 수 있었다.

(((222)))심심심층층층면면면접접접 결결결과과과 분분분석석석

지금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건설일용근로자의 호혜성의 규범은 ‘이해관
계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균형잡힌 호혜성’이 나타났고 ‘예상된 보답의 즉각성’과
‘예상된 보답의 등가성’에서는 ‘균형잡힌 호혜성’과 함께 ‘일반화된 호혜성’도 비슷
한 정도로 나타났다.하지만 설문조사만을 통해서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생활세계에
기반하고 있는 호혜성의 규범을 파악하기 힘든 면이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을 병행하여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건설 현장에 모이는 사람들은 각기 개별화 원자화된 고립된 존재들로서 ‘중층
적 하도급 구조’의 건설업 생산 구조와 ‘임시․일용 고용’의 노동시장의 고용 구조
로 인해 열악한 근로조건과 불안정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러한 현실 속에서는 사회적 관계맺음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다.전국을 돌아다니
며 30여년간 건설일을 하고 현재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 일대에서 주로 일하고
있는 조적분야 기능공 이씨(53세)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최우
선하기 때문에 타인과 쉽게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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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가다 친구들은, 건설 친구들은 말이야. 의리들이 없어. 같이 일하고 그

러면 그런 때에는 같은 숙소 쓰고 그러니 최고로 좋지 최고로 좋은데 그 다음

에는 없어. 서로 등쳐먹고 그러지 그런게 많어. 더군다나 한 지방 사람들만 모

이는 게 아니라 이 지방 저 지방 여러 지방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니까 저녁에 

술이나 먹고 그러면서 히히덕 거리고 술 한잔 나눠 먹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 

현장 끝나면 그 사람 만날 일이 없잖아.  (조적기능공 이씨).

조적기능공 이씨와 오래동안 함께 일을 해온 동갑의 친구 조적분야 기능공
고씨(53세)는 이씨와의 심층면접에 한마디 거들면서 건설일용근로자들의 관계맺음
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였다.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 뭐냐면 먹고 살기 바쁘다고, 그 사람하고 친하고 그

럴 여유가 없다고 그러니까 마음을 주고 그러기가 힘들지. 우리가 다 못배운 

사람들이라서 그래. 솔직히 우리가 노가다라고 그러는데 거의 못 배우고 배고

픈 사람들이 노가다 일을 하니까 그런 거야. 다른 현장에서 만나면 또 만날 수

는 있지만, 우정이 돈독해지거나 그런 거는 없어.  (조적기능공 고씨).

열악한 근로조건과 불안정한 고용 구조 속에서 건설일용근로자들은 동료들과
도구적 관계를 맺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건설일용근로자들은 이해득실을
따지기 보다는 서로의 처지를 위로하고 도구적 관계 이상의 완성적 관계에서 이
루어지는 정서적 공감대의 형성과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며 따뜻한 정과 위안을
나누기를 기대하고 있었다.조적기능공 이씨와 고씨는 일반화된 호혜성에 기반한
완성적 관계에 대한 기억을 자랑삼아 토로하면서 이러한 경험을 고된 삶의 위안
으로 삼고 있었다.

내가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아직도 그래 …………………… 그 오야지는 아직도 몇 십 명을 

굴리고 있을 거야. 왜 그 사람이 우리들한테 인기를, 아니 우리들이 왜 그 사

람을 좋아했나 하면은 우리가 일을 하는데 한군데 회사가 부도를 났어. 그니

까 임금을 못줘. 그런데 그 사람이 부도가 터지니까 말이야, 그니까 그 사람이 

방배동 자기 집을, 멋있게 새로 지었는데 그거를 팔았어. 팔아가지고 우리들 

임금 계산해주고 자기는 거기 지하실 방에 월세로 들어가 사는 거야. 자기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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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아먹고 그 지하실 방에 말이야. 그니까 일꾼들이, 우리가 말이야, 임금을 알

아서 돈을 삭감을 해서 받고 그랬어.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그 오야지 일을 불

나게 해줬어 그래서 그 오야지가 그 집을 다시 산거 아니야. 우리가 그 집을 

다시 사게 해줬어. 우리가 사게끔 만들어 준거야. 그러니까 그 오야지가 당신

들만큼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나랑 같이 다녀야된다고, 같이 일해야한다고 한솥

밥 먹고 그래야한다고. …………………… 그 사람 돈 띠어먹은 사람도 무지 많어. 그 반포 

아파트 3단지 지을 때 그 사람한테 선불, 하나 앞에 삼사백 없는 사람이 없었

어. 그 때 돈으로 삼사백은 무지 컸어. 우리 기술자 일당이 육 만원할 때였어. 

선불 받고 일 안하고 그만두고 가는 사람들도 많았어. 그런 사람인데, 집 팔아

서 우리 임금해주고 그랬으니까 말야.  (조적기능공 이씨).

의리 좋은 사람들 아직도 많이 있지. 지금은 일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도 따지

고 보면 만나는 사람들하고 관계는 다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우리가 받은 거라

도 있고 하니 미안하기도 하고 갚고 싶기도 하고 그런 거지. 일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뭐 하나라도 맘으로라도 주고받고 그러는 사람들 끼리 모여서 하는 

거지. 노가다가 아무리 냉정하고 살벌하고 그렇다 해도 똑같아.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은 거야 똑같이 사는 거야. 요즘 워낙이 일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 일이 

워낙에 없으니 서로 미안해서 연락도 오히려 못하고 그러는데 뭘, 일이라도 

있으면 연락도 하고 그러면서 하다못해 술이라도 한잔 할 수 있는 거지 일 없

으면 연락도 못해 미안해서.  (조적기능공 고씨).

실제로 건설일용근로자의 인간관계는 일반화된 호혜성의 규범이 나타나는 완
성적 관계보다는 균형잡힌 호혜성의 규범이 작용하는 도구적 관계로 맺어지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특히 건설일용근로자의 관계맺음은 풍요롭지 못한 삶의 현실
속에서 생존 경쟁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것이다.서로가 어려운 상
황 속에서의 호의는 일방적인 호의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조그마한 신세에
도 비록 작은 선물이나 대접으로라도 반드시 답례를 한다.이러한 의미에서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사회적 관계에서의 교환은 일반화된 호혜성에 바탕을 둔 교환이
라기보다는,대칭적인 교환으로 균형잡힌 호혜성에 기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건설일용근로자의 균형잡힌 호혜성과 도구적 관계는 받는
만큼 돌려 주어야 하고,받은 만큼 돌려주지 못하면 마음의 빚으로 생각하며,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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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이 정(情)을 베풀어 줄 때는 자신의 이해에 손해를 끼치면서도 상대방의 정(情)
에 보답하곤 한다.이런 경우 노동과 임금의 교환이라는 균형잡힌 호혜성의 도구
적 관계에서 호의와 그에 대한 보답이라는 완성적 관계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러한 완성적 관계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관계맺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서 4년 남짓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
는 박 소장(51세)은 손해를 보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며 원만하게 쌓아온 자
신의 인간관계가 극심한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인력사무소의 운영과 건설일을 계
속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그 인간관계가 자신의 전 재산
이라며 말하며 완성적 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이러한 관계맺음은 한국적 인간
관계의 토대이며 한국인 고유의 정서가 논리와 이성을 내세운 계산,또는 타산과
교환 원칙보다는 한국 사회라는 동질적 공동체 속에서 정신적인 연대감이나 친밀
감으로서의 정(情)과 같은 ‘완성적 관계’(consummatoryrelationship)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44...사사사회회회자자자본본본의의의 결결결정정정요요요인인인

앞에서 살펴본 건설일용근로자 사회자본의 세 가지 구성요소인 ‘연결망’,‘신
뢰’,‘호혜성’을 분석 요소별로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 4-17>과 같다.

이와 같이 측정된 지표들을 사용하여 건설일용근로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
회자본의 특성을 요약해볼 수 있다.먼저 사회자본의 세 가지 구성요소인 ‘연결망’,
‘신뢰’,‘호혜성’을 분석 요소들을 합하여 지수화할 수 있다.연결망은 ‘밀도’,‘관계
의 빈도’,‘관계의 중복성’,‘관계의 지속성’,‘자원교환 총량’등 다섯 가지로 측정되
었다.하지만 연결망 지수는 분석 요소들의 측정 단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표준
화하여 합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신뢰와 호혜성의 경우 각각의 분석요소들이
-10점에서 10점까지의 범위42)로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합산하여 지
수화하였다.

42) 신뢰와 호혜성의 각각의 분석요소는 -2점에서 2점까지 5점 척도로 측정되었고 연결된 개인 5명
까지 응답할 수 있으므로 최소값 -10점,최대값 10점의 범위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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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사회자본의 구성 요소

이러한 방식으로 산출된 ‘연결망 지수’(Network Index),‘신뢰 지수’(Trust
Index),‘호혜성 지수’(Reciprocity Index)를 다시 합하여 ‘사회자본 지수’(Social
CapitalIndex)를 만들었다.사회자본 지수는 연결망 지수가 신뢰,호혜성 지수와
다른 범위를 갖기 때문에 사회자본 총량에 대한 비중을 같게 하기 위하여 연결망
지수와 마찬가지로 각 지수들을 표준화하여 합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즉 사회
자본 총량 =Z연결망 지수 +Z신뢰 지수 +Z호혜성 지수43)이다.

이렇게 계산된 지수는 건설일용근로자 각 개인의 연결망,신뢰,호혜성,사회
자본의 정도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그렇다면 이러한 연결망,신뢰,호혜성,사
회자본의 총량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건설일용근로자
의 개인적 속성 또는 집단적 속성 중 어떤 속성이 사회자본의 각 구성 요소와 사
회자본 총량에 어떠한 차이를 형성하는지를 밝히기 위해 회귀분석을 하였다.

회귀 모델에는 응답자의 개인적 속성으로 인구/사회/경제학적 요인으로는 ‘성
별’,‘연령’,‘교육년수’,‘평균수입’등과 함께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칠 개인적 요인으로 예상되는 ‘만나는 사람수(연결망 크기)’,‘참여모임의 수(관
계맺음의 확장성)’,‘경력’,‘근로일수’등을 포함하였고,건설일용근로자 집단의 속

43) ‘Z변수’는 그 변수를 표준화한 것을 의미한다.

 평균(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N

연결망

밀도 0.70  (0.19) 0.33 1 100

관계의 빈도 110.66 (28.45) 28 180 100

관계의 중복성 1.35  (0.52) 1 3 100

관계의 지속성 11.06  (8.59) 1 50 97

자원교환 총량 17.93 (13.21) 0 60 100

신뢰

물질적 기대 4.66  (4.71) -10 10 100

비물질적 기대 1.14  (5.42) -10 10 100

신뢰회복방법 5.68  (5.55) -10 10 100

호혜성

이해관계 방향성 0.25  (2.64) -10 8 100

보답 즉각성 2.35  (6.46) -10 10 100

보답 등가성 3.54  (4.77) -8 1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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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직위(십장,기능공,잡부)’,‘고용 경로(인력사무소,십장,새벽인력시장,현
장소장)’에 따른 요인이 포함되었다.44)사회자본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회귀모
델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Y1= β1(1)X1＋β2(1)X2＋β3(1)X3＋β4(1)X4＋β5(1)X5＋β6(1)X6＋β7(1)X7＋β8(1)X8＋β9(1)X9
＋β10(1)X10＋β11(1)X11＋β12(1)X12＋β13(1)X13＋ ε1

Y2= β1(2)X1＋β2(2)X2＋β3(2)X3＋β4(2)X4＋β5(2)X5＋β6(2)X6＋β7(2)X7＋β8(2)X8＋β9(2)X9
＋β10(2)X10＋β11(2)X11＋β12(2)X12＋β13(2)X13＋ ε2

Y3= β1(3)X1＋β2(3)X2＋β3(3)X3＋β4(3)X4＋β5(3)X5＋β6(3)X6＋β7(3)X7＋β8(3)X8＋β9(3)X9
＋β10(3)X10＋β11(3)X11＋β12(3)X12＋β13(3)X13＋ ε3

Y4= β1(4)X1＋β2(4)X2＋β3(4)X3＋β4(4)X4＋β5(4)X5＋β6(4)X6＋β7(4)X7＋β8(4)X8＋β9(4)X9
＋β10(4)X10＋β11(4)X11＋β12(4)X12＋β13(4)X13＋ ε4

Y1:연결망,Y2:신뢰,Y3:호혜성
Y4:사회자본 총량 (Y4 =zY1 +zY2 +zY3)
X1:성별(남자),X2:연령,X3:교육년수,X4:평균수입,
X5:만나는 사람수,X6:참여모임의 수,X7:경력,X8:근로일수,
X9:직위(십장),X10:직위(기능공),

44) 회귀분석을 위해 응답자의 범주형 변수인 “성별”, “직위”, “고용 경로”를 더미(dummy) 변수로 

만들었다. 실제 건설현장에서 직위는 ‘십장’, ‘십장 대리’, ‘기능공’, ‘기능공 대리’, ‘잡부’, ‘기타’ 등

으로 세분화되어있지만, 여기에서는 하는 일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십장’, ‘기능공(십장대리, 기능

공)’, ‘잡부(기능공 대리, 잡부, 기타)’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한편 건설 현장에서 건설일용근로자

의 고용 유입 경로는 대체로 십장을 통한 경우, 인력사무소 등 용역업체를 통한 경우, 새벽 인력

시장을 통한 경우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중에서 현장 소장을 통해 고용되는 경우

는 현장 소장에게 연결된 십장이나 인력사무소 등 다양한 경로로 다시 분류될 수 있다. 여기에서

는 인력을 수급, 공급하는 위치에 있는 십장, 인력사무소 소장, 현장 소장 등의 사회자본과 그에 

따른 현장의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자본의 차별적 특성에 주목하기 때문에 고용의 유입 경로에 

현장 소장의 경우도 포함시켰다. 회귀분석에서 성별은 여자를, 직위는 잡부를, 고용 경로는 현장 

소장을 기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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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1:고용경로(인력사무소),X12:고용경로(십장),X13:고용경로(인력시장),
ε1,ε2,ε3,ε4:오차

<표 4-18>사회자본에 대한 회귀분석

*p<0.10,**p<0.05,***p<0.01

분석 결과를 보면 첫 번째 ‘연결망’의 경우에는 개인적 속성 중에서 경력만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직위는 잡부에 비해 십장과 기능공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고,고용경로는 인력사무소의 경우가 연
결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
요인

연결망 신뢰 호혜성 사회자본 총량
Beta Sig. Beta Sig. Beta Sig. Beta Sig.

개인의
속성

성별(남자) -0.010 0.925 -0.092 0.396 0.074 0.492 -0.013 0.900
연령 -0.104 0.451 000...222888555* 000...000555000 -0.059 0.678 0.077 0.576
교육연수 0.124 0.333 0.013 0.923 -0.104 0.430 0.005 0.969
평균수입 -0.002 0.986 0.012 0.926000...222555666** 000...000444999 0.128 0.303
만나는사람수 -0.161 0.194 0.120 0.353 0.039 0.761 0.003 0.983
참여모임수 -0.031 0.771 -0.054 0.624 -0.100 0.362 -0.075 0.478
경력 000...333333222** 000...000222333 ---000...222777111* 000...000777555 0.058 0.697 0.028 0.842
근로일수 0.050 0.685 0.152 0.252 -0.062 0.637 0.077 0.532

집단의
속성

직위(십장) 000...333000000** 000...000333444 0.174 0.231 0.198 0.168 000...333444666** 000...000111555
직위(기능공)000...444888999*** 000...000000111 000...222666222* 000...000666999 0.189 0.184000...444666555*** 000...000000111
고용경로
(인력사무소)000...444000777*** 000...000000555 0.211 0.165 0.217 0.148000...444222333*** 000...000000333
고용경로
(십장) 0.091 0.528 0.082 0.589 000...222666222* 000...000888555 0.208 0.148
고용경로
(인력시장) 0.178 0.181 000...222333999* 000...000999333 000...222333555* 000...000999555 000...333222888** 000...000111555

R2=0.270
p=0.017

R2=0.153
p=0.359

R2=0.168
p=0.264

R2=0.274
p=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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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의 개인적 속성 중에서 사회적 관계맺음의 범위와 크기,집중
성과 확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만나는 사람수’와 ‘참여모임의 수’는 예상과 달리
‘연결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적 속성 중에서
는 경력이 많을수록 연결망 지수가 높아 강한 연대를 갖는 것이다.집단별로는 잡
부에 비해 십장과 기능공이 강한 연대를 보여 직위가 높아질수록 연결망 지수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경로에서는 인력사무소만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
주었는데,이는 인력사무소를 통해 고용되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십장이나 인력시
장,현장소장 등 다른 경로에 비해 상호 접촉과 협력의 기회가 많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45)

두 번째 ‘신뢰’에서는 개인적 속성 중 연령과 경력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집단적 속성은 직위로는 기능공,고용경로는 인력시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개인적 속성에서 연령이 많을수록 신뢰가 높아졌지만,경력
은 많을수록 신뢰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일반적인 나이가 많을수록
신뢰도는 높아지지만,건설 일은 오래하면 할수록 신뢰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즉 건설 일을 하면서 겪은 배반이나 배신의 경험으로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다.

직위 중에서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진 것은 기능공으로 나타났다.기능
공은 건설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주체로서 자신들의 전문 기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상호 협력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호간에 검증된 신뢰를 요구하며 십
장이나 잡부에 비해 높은 신뢰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호혜성’에서는 평균수입이 많을수록 호혜성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호혜성은 사회적 교환관계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호혜성이 높
다는 것은 사회적 교환이 빈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수입이 적을수록 교환이 적
게 나타나고 수입이 많을수록 사회적 교환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은 일반적인 사
실과 일치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집단적 속성에서는 현장소장이나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고용되는 경우보다 십
장과 인력시장을 통해 고용되는 경우가 호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현
45)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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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장과 인력사무소 고용이 공식적 관계로 맺어지는 반면 십장과 인력시장을 통
한 고용의 경우에는 사적인 관계맺음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호혜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사회자본의 총량’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응답자의 개
인적 속성은 사회자본 총량에 대해 설명력을 갖는 요인이 없고,사회자본 총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응답자의 집단적 속성인 직위와 고용 경로인 것으로
나타났다.즉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자본은 개인의 성별이나 연령,교육연수,평균
수입,경력 등의 개인적 속성 보다는 십장,기능공,잡부 등의 직위와 인력사무소,
십장,인력시장,현장소장 등의 고용 경로 등 집합적 속성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것이다.직위 중에서는 기능공의 경우가 사회자본 총량에 대한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고,고용 경로에 따라 인력사무소의 경우가 사회자본 총량에 대한 영
량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응답자의 개인적 속성 중에서는 ‘경력’이 ‘연
결망’과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연령은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평균수입’은 ‘호혜
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개인적 속성은 ‘사회자본 총량’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세 가지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인 ‘연결망’과 ‘신뢰’와 ‘호혜성’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없고 각각의 분석요
소에 영향을 미치던 요인들이 서로 상쇄되기 때문인 것이다.

반면 ‘십장’,‘기능공’,‘잡부’로 구분되는 ‘직위’와 ‘인력사무소’,‘십장’,‘인력시
장’,‘현장소장’으로 구분되는 ‘고용 경로’는 사회자본의 세 가지 분석요소 뿐만아니
라 ‘사회자본 총량’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응답자의 집단적 속
성이 사회자본의 세 가지 구성 요소 모두에 영향력을 갖기 때문에 ‘사회자본의 총
량’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즉 건설일용근로자
들은 성별,연령,교육수준,경력 등의 개인적 속성과는 상관없이 건설 현장에서
하는 일과 역할이 무엇인지(직위),누구에 의해서 어떠한 경로로 고용되는지(고용
경로)와 같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속성에 따라 사회자본의 총량이 다르게 나타나
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다음은 이상의 분석과 해석을 토대로 하여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자본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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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요인과 결정 경로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4-5>사회자본의 결정 요인

(유의미한 회귀계수만 표시하였으며,숫자는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의미)

*p<0.10,**p<0.05,***p<0.01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과 해석을 바탕으로 사회자본 총량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직위’,‘고용 경로’에 따른 집단으로 구분하여 건
설일용근로자의 사회자본이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 지 살펴볼 것이다.

개인의 

속성

경력 연결망

연령

평균수입
신뢰

호혜성

직위

십장

기능공

고용 

경로

인력사무소

십장

인력시장

R2=.270**

R2=.153

사회자본 

총량

R2=.168

R2=.274**

.332**

.300**

.489***

.407***

.285**

-.271**

.262** .239**

.256***

.262**

.235**

.346***

.465***

.423***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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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555장장장 직직직위위위 및및및 고고고용용용 경경경로로로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사사사회회회자자자본본본

111...직직직위위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사사사회회회자자자본본본

(((111)))직직직위위위의의의 분분분포포포

건설일용근로자는 대체로 십장(오야지),기능공,조공(데모도)잡부 등으로 나
뉜다.이러한 직위는 건설 현장의 복잡한 공정에 맞추어 작업이 효율적으로 진행
되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 되며 다단계 하청 구조와 임시․일용직의 건설 인력
을 수급하는데 절대적인 요건이기도 하다.이러한 직위 분포의 차이는 건설일용근
로자의 관계맺음과 사회자본의 특성을 차별적으로 나타내 준다.건설 현장의 직위
에 따라 전혀 다른 고용 관계가 나타나며 현장의 안팎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일
역시 전혀 달라지기 때문이다.2001년 실태조사 자료와 본 연구에서 조사한 응답
자의 직위에 따른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5-1>직위의 분포

2001년 실태 조사 자료와 설문조사 자료의 직위의 분포는 표에서 보여지는

46) 리서치플러스 연구소 ․ 한국일용근로자복지협회, 2001, “한국 일용근로자의 노동과 생활 -실태조

사 결과 보도자료”

직위 실태조사 자료(2001)46) 설문조사 자료(2005)

십장(오야지) 42명  (8.3%) 십장급

인력사무소장 2명(%)

현장소장 1명(%)

십장(오야지) 19명(%)

기능공 261명 (51.4%) 기능공급 50명(%)

조공(데모도) 30명  (5.9%)

잡부급

조공(데모도) 6명(%)

잡부 172명 (33.9%) 잡부 22명(%)

기타 3명  (0.6%) 기타 0명(%)

계 521명(100.0%) 계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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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지만 설문조사 자료에서는 십장의 비율이 더 높
고 잡부의 비율이 더 낮게 나타났다.이는 본 연구에서의 설문조사가 무작위 표본
추출 조사가 아닌 집단별 표집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건설일용근로자 집단
의 사회적 연결망의 특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건설업 노동시장과 건설일
용근로자들의 관계맺음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십장급 건설일용근로자를 상대적
으로 많이 조사했기 때문이다.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적 연결망은 건설인력을 관리하는 인력사무소장,현장
소장,십장 등의 십장급과 실질적 건설 인력인 기능공급 그리고 건설 보조 인력인
조공과 전문 기능이 없이 잡일을 하는 잡부 등의 잡부급 직위에 따라 세 집단이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응답자의 직위를 십장,기능공,잡부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그들의 사회자본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우선 직위에
따른 사회적 속성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2>직위에 따른 개인의 속성 단위 :평균 (표준편차)

직위에 따른 사회/경제적 속성에서는 ‘평균수입’,‘거주기간’,‘경력’,‘근로일수’
등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교육년수는 모두 전체 평균에 근접하여 12년을
약간 웃도는 정도로 분포하였다.이는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의 교육 수준을 보이

직위 십장
(N=22)

기능공
(N=50)

잡부
(N=28)

전체
(N=100) F P

연령 49.00 (8.50) 46.38 (9.72) 43.93(11.43) 46.27(10.05) 1.595 0.208

교육년수 12.70(3.53) 12.46(3.28) 12.75(3.47) 12.59 (3.35) 0.079 0.924
평균수입
(만원) 220.45(103.12) 216.33(94.86) 153.57(89.16) 199.49 (98.59) 3.276 0.042
거주기간
(년) 20.36(11.81) 19.82(13.52) 11.32(12.27) 17.56(13.28) 4.617 0.012

경력 17.50(12.01) 16.00(10.17) 8.79 (8.49) 14.31(10.67) 5.899 0.004

근로일수 22.68 (5.09) 21.56 (6.05) 17.00 (7.54) 20.53 (6.65) 6.30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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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으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하지만 한달 평균수입과 연령과 거주
기간,경력,근로일수 등은 모두 잡부에서 기능공 그리고 십장으로 올라갈수록 높
은 평균을 보이고 있어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저학력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의 경우 십장과 기능공,잡부 모두 40세 이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에도 불구하고 거주기간의 경우 십장과 기능공이 20년 안팎에 가까이 분포하고
있는 반면 잡부의 경우 십장과 기능공의 반 정도로 나타났다.특히 경력과 근로일
수는 잡부가 십장이나 기능공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며 낮게 분포하고 있었다.이
는 잡부들이 한 곳에서 오랫동안 건설 일에 종사하며 기능공이나 십장의 노동의
전문적 기반을 형성하지는 않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건설 일에 종사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22)))사사사회회회적적적 연연연결결결망망망

직위에 따른 사회적 연결망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앞에서 분석하였던 주요
요소들을 중심으로 직위에 따라 재구성하였다.

<표 5-3>직위에 따른 사회적 연결망 속성 단위:평균(표준편차)
십장 

(N=22)

기능공 

(N=50)

잡부 

(N=28)

전체 

(N=100)
F P

연결망 

크기
75.48 (78.07) 38.79 (43.99) 15.85 (20.12) 40.36 (52.88) 8.791 0.000 

연결망 

밀도
0.62  (0.16) 0.74  (0.19) 0.70  (0.20) 0.70  (0.19) 3.160 0.047 

관계의 

중복성
1.30  (0.46) 1.43  (0.54) 1.25  (0.53) 1.35  (0.52) 6.095 0.003 

관계의 

빈도
110.36 (23.35) 115.02 (24.83) 103.11 (36.49) 110.66 (28.45) 1.594 0.208 

지속성 12.79  (8.96) 12.24  (9.25) 7.36  (5.91) 11.04  (8.63) 3.267 0.042 

교환자원 

총량
17.00 (12.49) 20.54 (14.94) 14.00  (9.16) 17.93 (13.21) 2.331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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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망의 크기’는 구성원이 관계 맺는 사람의 수를 보여주는 것인데,십장은
기능공의 두 배에 가까운 범위를 보여주고,잡부에 비하면 세 배 가량의 넓은 관
계맺음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연결망의 밀도’와 ‘관계의 중복성’,‘관계의 빈도’
의 경우에는 기능공이 가장 높고 잡부,십장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큰 차이를 보이
지는 않았다.‘지속성’은 관계의 지속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능공보다 십장의
경우가 약간 긴 것으로 나타났다.‘연결망 크기’를 제외한 사회적 연결망의 요소들
은 직위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기능공은 ‘밀도’와 ‘관계의
중복성’과 ‘관계의 빈도’세 가지 요소에서 십장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이는 십장
은 매우 폭 넓은 관계를 맺지만 그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정도는
기능공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이다.

교환자원의 총량에서는 기능공이 가장 높은 평균을 보여주어 십장과 잡부에
비해 기능공이 동료들과의 연대가 더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직위에 따른 교환자
원의 분포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4>직위에 따른 교환자원의 총량 단위:평균(표준편차)

직위에 따른 교환자원의 총량은 용역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하지
만 교환자원의 경우 직위의 차이뿐만 아니라 교환자원의 종류별 총량과 분포도
연결망의 속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십장 

(N=22)

기능공 

(N=50)

잡부 

(N=28)

전체 

(N=100)
F P

정보 5.00 (3.74) 5.28 (3.47) 4.07 (2.93) 4.88 (3.40) 1.157 0.319 

재화 1.55 (2.56) 2.08 (2.88) 1.68 (1.56) 1.85 (2.49) 0.439 0.646 

위로 3.45 (3.53) 4.00 (3.14) 3.07 (2.73) 3.62 (3.12) 0.832 0.438 

용역 1.50 (2.65) 3.34 (3.43) 1.71 (1.58) 2.48 (2.96) 4.561 0.013 

위세 1.86 (3.17) 1.64 (3.01) 0.93 (1.36) 1.49 (2.69) 0.897 0.411 

평판 3.64 (3.67) 4.20 (3.48) 2.54 (2.99) 3.61 (3.43) 2.161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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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직위에 따른 교환자원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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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재화 위로 용역 위세 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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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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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장,기능공,잡부 세 집단 모두 정보의 교환이 가장 많다.대체로 기능공이
자원의 교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십장의 경우 위세에서는 교환자원의
빈도가 제일 높게 나타났다.‘위세’는 ‘구직에 도움을 주고 받았다’는 문항을 측정
한 것인데 십장이 인력 수급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기능
공의 경우 대부분의 교환자원에서 높은 빈도를 보이는데 특히 용역의 경우 상대
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기능공들이 자신의 전문 기능을 바탕으로 ‘집안일(이사,집 보수공사 등)
에 관한 도움’등과 같은 용역을 주고받으며 상호간의 협력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이는 십장이 인력의 관리에 집중하는 것에 비해 기능공은 건설
‘현장’에서 함께 일하며 협력적 관계를 갖기 때문에 더욱 빈번하게 접촉하고 교환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잡부의 경우 재화와 용역에서 십장의 경우보다 다소 높은 빈도를 보인다.잡
부는 정보,재화,위로,용역,위세,평판 등의 교환자원들 중에서 가장 도구적인
성격의 자원을 교환하는 것으로 잡부들의 사회적 관계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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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신신신뢰뢰뢰와와와 호호호혜혜혜성성성의의의 규규규범범범

직위에 따른 신뢰와 호혜성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5-5>직위에 따른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 단위:평균(표준편차)

먼저 호혜성의 요소들을 살펴보면 ‘이해관계의 방향성’은 다른 요소들에 비해
0점에 가깝게 분포해 자신이나 상대방에 치우침이 없이 자신과 상대방을 비슷한
정도로 고려한다고 대답하여 ‘균형잡힌 호혜성’을 보여주고 있다.그런데 잡부의
경우 -0.79점으로 십장과 기능공에 비해 잡부는 자신의 이해득실을 조금 더 따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답의 즉각성’은 ‘보답의 등가성’에 비해 십장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이는
십장의 경우 호의를 베풀었을 경우 보답이 아무리 늦어져도 상관없다고 답한 비
율이 높은 것으로 기능공이나 잡부에 비해 십장의 위계적 서열이 높음을 보여주
는 것이다.보답의 등가성은 십장과 기능공 잡부 모두 ‘일반화된 호혜성’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답의 등가성’에서 기능공이 십장보다 다소 높은 빈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연결망에서 ‘교환 빈도’나 ‘교환 자원’등이 십장보다 높게 나타나 강

십장 

(N=22)

기능공 

(N=50)

잡부 

(N=28)

전체

(N=28)
F P

이해관계 

방향성
0.68 (2.40) 0.64 (2.12) -0.79 (3.37) 0.25 (2.64) 3.129 0.048

보답 

즉각성
5.45 (6.43) 1.88 (6.31) 0.75 (6.13) 2.35 (6.46) 3.729 0.028

보답 

등가성
3.64 (4.92) 4.20 (4.80) 2.29 (4.49) 3.54 (4.77) 1.467 0.236

물질적 

기대
4.59 (5.20) 5.26 (4.72) 3.64 (4.24) 4.66 (4.71) 1.064 0.349

비물질적 

기대
1.95 (5.14) 1.82 (5.38) -0.71 (5.44) 1.14 (5.42) 2.344 0.101

신뢰회복 

방법
5.36 (6.37) 5.92 (5.63) 5.50 (4.89) 5.68 (5.55) 0.09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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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대를 맺고 있었던 것과 일맥상통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십장이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지만 상호 교환은 기능공의 경우가 더 많은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2>직위에 따른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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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방향성 보답즉각성 보답등가성 물질적 기대 비물질적 기대 신뢰회복 방법

십장

기능공

잡부

다음으로 신뢰의 측면을 살펴보면 ‘물질적 기대’와 ‘신뢰회복의 방법’이 전체적
으로 높게 나타났고,기능공의 경우 십장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배경적 기대’의
유형에 가깝게 나타났다.‘비물질적 기대’의 경우 십장과 기능공은 차이를 보이지
않고 ‘물질적 기대’와 ‘신뢰회복의 방법’에 비해 낮은 정도로 분포하여 ‘구성적 기
대’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으며,잡부가 -0.71로 매우 낮게 나타나,자신에 대한 험
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을 경우 십장이나 기능공에 비해 상대방과의 관계
를 끊는 비율이 더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잡부는 십장이나 기능공에 비해 사회적 연결망,호혜성,신뢰 모두에서 낮게
분포하여 약한 연대,균형잡힌 호혜성,구성적 기대에 가까운 사회자본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특히 사회적 연결망의 속성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분포를 보
여주었는데 이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잡부들은 지속적으로 일을 하기보다는 필요
한 때 일시적으로 단기간 일을 하기 때문이며 자신의 전문 기능이나 건설노동시
장에서의 위치와 역할도 미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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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십장과 기능공의 경우 신뢰의 분포가 높게 나타나 배경적 기대를 공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런데 사회적 연결망과 호혜성의 규범은 십장이 기능공
보다 더 높게 나타나 기능공보다 더 강한 연대를 가지며 또한 더욱 일반화된 호
혜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신뢰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십장보다 기능공
이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능공들이 자신들의 전문 기능이나 비슷한 입장
을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맺음에서 배경적 기대를 더 많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5-3>직위에 따른 사회자본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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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의 지수는 각각 5점 척도로 측정된 3가지 분석요소를 합산한 것이다. 앞

장의 분석에서 '사회적 연결망'은 ‘밀도’, ‘빈도’, ‘중복성’, ‘지속성’, ‘교환자원’ 등 5가지 분석요소

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연결망 크기(만나는 사람의 수)’도 직위에 따른 사회자본의 차별

적인 특성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연결망의 분석요소로 추가하였다. 연결망 분석 요소는 각각 서로 

다른 척도로 측정된 것이기 때문에 신뢰와 호혜성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합산하여 지수화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는 직위에 따른 사회자본의 비교를 위해 '사회적 연결망'의 6가지 요소를 각

각 표준화하여 합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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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고고고용용용 경경경로로로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사사사회회회자자자본본본

(((111)))고고고용용용 경경경로로로의의의 분분분포포포

건설업은 제조업 등 여타 산업에 비해 복잡한 생산 과정과 중층적 하도급 구
조로 임시,일용직 고용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2004년 통계에서 건설일용
근로자의 비율은 86.8%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의 생산물을 생산하는데 공
종48)및 공정에 따라 다양한 기능이 요구되고 주문생산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
는 건설업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건설업 생산 과정의 복잡한
특성 때문에 각 공종 및 공정에 따른 노동력 동원방식이 타 산업과 달리 나타나
게 된다.따라서 건설업의 노동력 동원방식으로부터 건설일용근로자들의 다양한
기능과 직위의 특성과 차이점들을 부각시켜볼 수 있다.

우리나라 건설업의 노동력 동원방식은 전통적으로 공식적인 직업소개기관을
통하기보다는 십장을 통한 비공식적인 경로에 의한 것이었다.1998년 한국노동연
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업실태 및 복지요구 조사’자료에 따르면 건설일
용근로자의 구직활동 방법은 ‘친구나 친지와 접촉하였다’(23.4%),‘십장(오야지)과
접촉하였다’(19.9%), ‘일자리가 있는지 사업체 등을 찾아다니거나 연락하였
다’(16.4%)등의 순으로 나타나 십장이나 친구 및 친지를 통한 구직경로에 높은
의존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2001년 사단법인 한국일용근로자복지협회의 ‘한국 일용근로자의 노동과
생활 실태조사’자료의 건설부문 고용 경로를 살펴보면 ‘십장(오야지)’(36.0%),‘동
료 근로자’(28.3%),‘유료직업소개소 등 용역업체’(16.6%),‘가족․친지’(8.9%)로 전
체 건설일용근로자의 89.8%가 십장이나 동료,가족,친지 인력사무소 등 이른바
인맥에 의존한 취업경로를 밟고 있다.

48) 공종이란 독립적인 세부 생산과정을 일컫는 것으로 예를 들면, 콘크리트 공사, 조적, 미장, 도장, 

배관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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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응답자의 고용 경로 (문항 Q16) 단위:명(%)

주:고용 경로는 중복 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응답자 수 100명보다 많은 수의 경로(149)를 보여
주고 있다.‘인맥의존’경로는 십장이나 동료,가족을 통한 것을 의미한다.‘인력사무소’의 경우도
인맥을 통한 경우로 포함하면 응답의 수가 57+47=104이므로 모든 응답자가 적어도 한가지 이상
의 인맥에 의존하여 일자리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새벽인력시장 5.8%,노동부나 구청 등 공공직업안정기관은 1.1%에 불
과했다.특히 십장의 취업경로의 경우 35.7%가 십장이며 33.3%가 가족․친지로
나타난 것은 반장-십장대리-십장에 이르는 십장급이 가족,친지,동료 등으로 연
결된 자체적 연결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기능공은 78.8%,조공은 80.0%가 십장과 동료 근로자를 취업 경로로 꼽
고 있는 반면 잡부의 경우 십장은 15.1%,동료근로자는 27.9% 새벽인력시장은
11.6%로 비교적 낮게 나타난 반면 보통 인력사무소로 부르는 유료직업소개소 등
의 용역업체가 37.8%로 높게 나타났다.이는 기능공과 조공은 십장 체계에 편입되
어 취업의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잡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인력사무소를 통해
취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새벽 인력시장이 낮게 나타난 것은 새벽시장의 전반적인 퇴조 추세와 함께
인력사무소의 대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2005년 1월에 실시한 본 연구에서는 용
역업체가 31.5%,동료근로자 18.1%,십장이 12.7%로 나타났는데 이는 새벽 인력시
장의 기능을 흡수한 인력사무소가 인력 관리만을 전담하면서 점차 십장의 인력
관리 역할까지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건설일용근로자들은 고용의 경로에 따라 차별적인 사회관계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따라서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자본을 파악하기 위해 고용의 경로
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로 인맥,친분관계,연줄 등이 동원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 연결망 분석(NetworkAnalysis)을 수행하고자 한다.연결망 분석

인맥의존 57   (38.26)

인력사무소 47   (31.54)

인력시장 19   (12.75)

기타 26   (17.45)

합계 149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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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결망 전체의 구조적 특성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이 연결망 속에서 어떠한 위
치를 점하고 있으며,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를 분석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
는 고용 경로에 따른 차이를 드러내기 위하여 크게 다섯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고용 경로에 따라 연결망 분석을 위하여 각각의 설문지
에 거명된 연결된 개인들을 취합하여 설문조사 경로에 따라 집단의 전체 연결망
을 구성하였다.49)이에 따른 고용의 경로에 따른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5-7>고용 경로의 분포 단위:명

인력사무소 1의 경우 응답자들에게 연결된 개인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38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이는 23명의 응답자가 114명의 연결된 개인을 답하여 137명
의 전체 인원수 중에서 38명이 겹쳐 실제 인원수가 99명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

49) 연결망 자료는 기본적으로 (n × n)의 행렬이다. 앞에서는 연결망을 자아중심적 연결망을 중심으

로 살펴보았지만, 여기에서는 고용 경로에 따른 연결망의 모양과 분포, 그리고 각 구성원이 연결

망 내에서의 위치에 따른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 자아중심적 연결망 자료에서부

터 연결 관계를 추출하여 전체 연결망을 구성하였다. 하지만 응답자의 ‘가까운 다섯 사람’ 범위의 

자아중심적 연결망 정보로부터 전체 연결망 자료를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한계가 있다. 우선 

연결망 구성원의 전체 연결이 직접 확인된 것이 아니며, 연결 관계는 연결된 개인들 간의 실제 연

결이 아닌 응답자가 파악하고 있는 연결 관계이다. 또한 설문조사의 특성 상 실명이 아닌 가명이

나 직함을 쓴 경우 동일한 사람이 ‘김씨’, ‘김목수’ 등 다른 사람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동명이인의 경우 동일한 사람으로 취급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김목수’, ‘이씨’, ‘박사장’ 등과 

같이 가명이나 직함을 쓴 경우는 동일인이 없는 것으로 취급하였고 가명이나 직함이 중복되는 경

우는 ‘김목수A', ’김목수B', '이씨A', '이씨B' 등과 같이 구분 하였으며, 동명이인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안면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계의 경우(예를 들어 연구자에게 

설문 대상자를 소개해준 사람과 소개받은 사람의 관계)에도 ‘가까운 다섯 사람’에는 포함되지 않

을 수 있으므로 추가하지는 않았다.

응답자수 연결된 개인 합계 중복수 Node 수

인력사무소
인력사무소1 23 114 137 38 99

인력사무소2 6 30 36 6 30

현장소장 21 101 122 8 114

십장
목공 14 70 84 7 77

석공 16 80 96 5 91

인력시장 20 85 105 2 103

합계 100 480 580 76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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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되는 수가 많을수록 각 응답자의 자아중심 연결망이 서로 겹치고 있는 것을 의
미한다.인력사무소 1과 인력사무소 2는 두 소장이 형제지간으로 인력들 간의 교
환이나 지원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둘을 합쳐서 연결망을 구성하였고,나머지 집단
은 각각 조사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 연결망을 구성하였다.

인력시장은 중복되는 수가 2명으로 나타났는데 타 집단과 달리 고용의 경로
에 영향을 미치는 응답자의 인맥과 관계없이 따로따로 조사된 것이기 때문에 동
일 인물일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여 인력시장의 경우 전체연결망을 구성하지는 않
았다.

(((222)))인인인력력력사사사무무무소소소와와와 현현현장장장소소소장장장 연연연결결결망망망

먼저 건설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사무소의 경우와 하청을 주는 방식으
로 현장에서 인력을 고용하는 현장 소장의 경우를 비교하여 살펴보자.

<그림 5-4>인력사무소 연결망 그래프50)<그림 5-5>현장소장 연결망 그래프

50) 연결망 분석용 프로그램은 UCINET6를 사용하였고 그래프는 Pajek를 사용하여 그렸다. 

UCINET은 연결망 분석방법으로 개발된 지표 중 가장 많은 것을 계산할 수 있고, 파이엑(Pajek: 

슬로바니아 언어로 거미를 뜻함)은 결점(Node)의 숫자가 100개 이상의 많은 그래프를 그리는데 

적합한 프로그램이다(김용학,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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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 연결망 그래프에서 좌측 상단에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룹이
인력사무소1이며 중앙 하단에 연결되어 있는 그룹이 인력사무소2이다.각 인력사
무소의 소장(소장1과 소장2는 형제지간)을 중심으로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인력사무소1의 경우 세 점을 중심으로 복잡한 연결 상태를 보이고 있는
데,이는 인력사무소1의 소장1과 총무(소장의 부인)그리고 상담원(소장의 아들)을
중심으로 연결이 중복되고 있는 것이다.각 결점간의 거리는 연결정도가 반영된
것인데 인력사무소1의 경우 소장을 중심으로 많은 결점들이 집중적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인력사무소 연결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소장,총무,
상담원 등)이 매우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장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총무의 경우에는 가까운 몇
몇 사람들과 매우 중첩되어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이는 인력사무소1에 관
계를 맺는 일용인력들이 개별적으로는 소장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인력사무소의
운영이나 업무에 관계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들은 총무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
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른쪽 현장소장 연결망 그래프의 경우 가운데 한 점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이는 공사 현장에서 공사의 각 공종 및 공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며 실질적인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각 공사단계별로 별
도의 업체에 하청을 주는 현장 소장에 의해 연결망이 형성된 것이다.이 때문에
현장 소장은 공사 단계별 별도의 건설인력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게 된다.

하지만 현장 소장과 관계 맺는 인력들은 전문 분야가 다를 경우에는 관계를
맺을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현장 소장을 경유하지 않으면 다른 집단과는 연결
이 되지 않는 것이다.이는 현장소장이 연결망의 핵심적인 중심이 되는 것으로 현
장 소장을 제외한 결점들의 연결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이 연결망에
서 현장 소장을 빼버리면 연결망 자체가 와해되어 버릴 것이다.이것은 현장소장
과 연결된 개인들 간의 위계적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인력사무소 연결망과 현장소장 연결망은 한눈에 봐도 연결망의 중심화 정도
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이는 건설 현장에서의 위계적인 고용의 구조가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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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그런데 인력사무소의 연결망과 현장소장의 연결망은 약
간의 차이를 보여준다.현장 소장 연결망에서는 현장 소장과 연결된 변방의 집단
들이 타집단들과의 연결을 전혀 보이지 않지만,인력사무소의 연결망의 경우에는
변방의 연결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인력사무소를 통해 고용되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자신들만의 관계로도
맺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이는 이들이 인력사무소를 매개로 동일한
공사현장에 투입되거나 인력사무소와 연계된 또 다른 공사현장에서 다시 만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이는 또한 전문 기능이 달라서 다른 공사장에
투입 되었다 하더라도 하루 작업이 끝난 후에 인력사무소에 다시 돌아와서 그날
받은 일당 중 소정의 수수료를 인력사무소에 지불해야 하는 인력사무소의 수수료
수급 시스템에 의해 저녁 식사나 술자리를 공유할 기회를 자주 가질 수 있기 때
문이다.

실제로 인력사무소를 통해 구직하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은 작업을 마치고 인력
사무소에 돌아와 모여 서로 건설 현장의 정보를 교환하고 술잔을 기울이며 하루
의 피곤함을 달래는 것이 예사이다.이와 달리 현장소장 연결망에서는 공사의 공
정과 단계에 따라 별도의 작업조가 투입되므로 각각의 작업조는 팀 단위로 고용
되며 다른 팀과는 연결될 기회가 없는 것이다.

한편 현장소장 연결망을 살펴보면 현장 소장을 중심으로 연결망의 형태가 크
게 두개의 동심원처럼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이는 현장 소장에서 십
장을 거쳐 기능공이나 잡부에게로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설 노동시장의 고용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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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목목목공공공과과과 석석석공공공 연연연결결결망망망

다음으로는 건설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인력을 수급,관리하는 십장급 기능공
인 목공과 석공의 연결망을 통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관계맺음의 특성을 살펴본다.

<그림 5-6>목공 연결망 그래프 <그림 5-7>석공 연결망 그래프

목공 연결망 그래프는 위의 인력사무소 연결망이나 현장소장 연결망처럼 조
밀하고 중앙집중적인 연결 상태를 보여주지는 않지만 그래프의 좌측 중앙에 십장
급 목공을 중심으로 전체적 연결이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목공은 작업의
특성상 대부분 개인 단위로 일을 한다.자신의 목공소에서 특정 하청을 받아 작업
을 하기도 하고 건설 현장에 투입되어 작업을 하기도 한다.이러한 목공의 경우
개인 단위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일감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목수들과의 교류
가 중요하다.또한 목공은 규모가 큰 공사에 투입되어 그룹 단위로 일을 하기도
한다.그룹 단위로 일을 하는 경우 팀의 리더가 되는 십장급의 목공의 관계망이
일감 확보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

그래프의 왼편에 위치하여 연결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결점이 개인 단위로
작업을 하는 목수 1이며 중앙 하단의 연결망은 팀 단위로 일을 하는 목수 2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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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이다.목수 1은 개인단위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일감 확보를 위해 여러 집단과 연
결되는 폭넓은 관계망을 가지고 있다.목수 2는 주로 그룹을 이뤄 작업을 하기 때
문에 주변의 결점들이 비교적 다양하고 분산된 연결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단위로 작업하는 목수1의 관계망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
행되었기 때문에 그룹을 형성하여 작업하는 목수2의 실제 연결망을 그대로 보여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목수2를 중심으로 재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그룹형
목수의 연결망의 특성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여기에서는 개인 단위
로 작업을 하는 목수1의 관계망에서 다른 결점들에 비해 목수2주변의 연결 상태
가 비교적 다층적이라는 사실을 통해 그룹형 목수의 연결망이 조밀하고 복잡 다
층적인 형태를 가질 것이라 추론해본다.전체적으로 목공 연결망은 인력사무소 연
결망의 경우에 비해서는 연결정도가 많지 않고 복잡해 보이지 않지만,현장 소장
연결망에 비해서는 변방의 연결이 많아 보인다.

석공 연결망의 경우 전체적인 연결 상태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소규모 집
단을 이루어 내부로만 연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것은 무거운 석재를
취급하고 석공 작업의 특성상 항상 그룹을 지어 일을 하기 때문에 각 그룹별 내
부의 연결이 조밀하고,주로 그룹 단위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동일 그룹 내부
에서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그룹과는 연결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444)))고고고용용용 경경경로로로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사사사회회회자자자본본본 비비비교교교

각 그룹별 연결망 형태를 비교해보면 인력 사무소의 경우 소장과 총무 등을
중심으로한 매우 복잡한 연결 상태를 볼 수 있다.이는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을
구하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인력사무소를 중심으로 그들끼리의 연결 관계도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인력사무소에 등록되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은 전문
분야가 비슷할 경우 같은 건설 현장에 함께 투입되는 기회가 높을 것이고 작업이
끝나면 저녁 식사나 술자리를 통해 그들끼리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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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되지 않은 중소 규모의 인력사무소가 동네 단위의 동일한 지역의 인력
을 모집,수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이미 이웃이나 연고 등
으로 관계를 맺고 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반면 현장 소장을 통해 고용되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연결망을 보면 현장 소장 중심으로 방사형 연결망이 형성되
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방사선 형태의 연결망은 중심화(Centralization)가 높은
연결망이다.중심화는 한 연결망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중앙 집중적인 구조를 가졌
는지,혹은 연결망이 얼마나 한 점을 중심으로 결속되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표 5-8>고용 경로에 따른 연결망 비교

연결망의 밀도는 연결망의 개방성과 폐쇄성을 보여주는 지표이다.따라서 사
회자본의 형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일반적으로 밀도는 연결망의 크기와 반
비례하기 때문에 크기가 다른 연결망을 서로 비교하는 지표가 되지는 못한다.각
연결망의 중심화 정도를 보면 인력사무소가 27.2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현장소
장 연결망이 22.74%,목수 연결망이 16.49% 그리고 석공의 연결망이 6.03%로 나
타났다.중심화 정도의 차이는 각 집단의 차별적 특성을 보여준다.

인력사무소 연결망과 현장 소장 연결망은 중심화 정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
는 인력사무소 소장과 현장 소장이 권력적,위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드러
내준다.인력사무소 연결망이 현장 소장 연결망보다 크기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밀도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인력사무소의 연결망이 더욱 촘촘하게 형성되어

51) 집단별 연결망을 구성하였지만, 이 연결망은 자아중심적 연결망 자료로부터 구성하였기 때문에 

집단의 모든 연결 상태를 보여주는 완전연결망이 아닌 ‘가까운 다섯 사람’ 연결망이다.

52) 중심화(Centralization)는 전체 연결망의 형태가 어느 정도 중앙에 집중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개

념이다. 방사선 형태의 연결망이 중심화가 가장 높은 연결망이다. UCINET에서는 중심화 정도를 

백분율(%)로 표시한다.

연결망51) Node 수 연결정도평균 연결정도의 합 밀도 중심화52)

인력사무소 129 4.64 599 0.038 27.26%

현장소장 114 3.76 429 0.032 22.74%

목공 77 3.79 292 0.050 16.49%

석공 91 3.69 336 0.040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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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보여줄 수는 있을 것이다.
이는 연결망의 중심화 정도가 높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변방의 결점들 사이

에서의 연결정도도 더 크다는 것으로 인력사무소와 관계를 맺은 건설인력들 간의
연결정도가 현장소장과 관계를 맺은 건설인력들 간의 연결정도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또한 목공 연결망이 석공 연결망의 경우보다 중심화 정도가 훨씬 크게
나타났다.목공은 그룹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단독으로 일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일을 구하는데 다양하고 폭넓은 인간관계가 요구된다.반면 석공의 경우 그룹을
형성하여 항상 팀 단위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룹 내부의 연결정도가 크고 목공
연결망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외부와는 연결정도가 낮은 것이다.

<표 5-9>고용 경로에 따른 중심인물의 연결정도와 사이 중앙성

위의 표는 각 연결망의 주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연결정도와
사이중앙성을 정리한 것이다.연결망 내에서 연결정도의 크기와 사이 중앙성의 정
도를 가늠하기 위하여 구분된 연결망 평균을 제시하였다.각 집단별 연결망을 구

53) 사이 중앙성(betweenness centrality)은 한 결점이 연결망 내의 다른 점들 ‘사이에’ 위치하는 정

도를 측정한다. 즉 사이 중앙성은 다른 결점들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는 정도를 측정한다.(김

용학, 2003)

중심 인물 연결정도 사이 중앙성53)

인력사무소

소장1 39 760.2

총무 20 316.1

상담원 17 284.3

소장2 14 510.0

평균 4.6 23.7

현장 소장
현장소장 29 243.0

평균 3.8 4.1

목공

목수1 16 189.0

목수2 11 147.0

평균 3.8 6.2

석공

석공1 9 11.5

석공2 9 7.0

평균 3.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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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였지만 가까운 다섯 사람의 관계를 통한 자아중심적 연결망이기 때문에 집단
전체의 속성을 파악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인력사무소1의 경우 응답자들이 거명한 ‘건설일을 하면서 관계를 맺은 가까운
다섯 사람들’중에 겹치는 경우(137명 중에 38명)가 많이 나타났지만 현장 소장
연결망(122명 중에 8명)이나 목수 연결망(84명 중에 7명),석공 연결망(96명 중에
5명)의 경우에는 가명이나 직함을 쓴 경우가 많아서 겹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
게 나타났다는 것도 각 집단의 전체 연결망을 추론해보는 데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런 난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가까운 다섯 사람의 연결망을 비교를
통해 건설업 노동시장의 고용 구조와 경로에 따른 건설일용근로자들의 관계맺음
의 특성을 추론해볼 수 있으며 차별적으로 나타난 각 집단별 연결망의 형태를 통
해 건설일용근로자 집단의 사회적 연결망이 구체적 관계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는
지 유추해볼 수 있다.

앞서 지적하였듯 건설일용근로자들은 안면 관계와 인맥 등의 친분 관계를 통
해 일자리를 구하고 유지한다.또한 일자리와 연관된 연결망의 존재는 실생활에서
의 사회적 관계맺음의 범위이기도 하며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 또한 그 범위 안에
서 강하게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친분 관계가 맺어지는 유형을 고용 경로
에 따라 ‘십장급 기능공’,‘인력사무소’,‘현장소장’,‘새벽인력시장’네 가지로 분류
하였고 이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조사를 진행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고용이 인맥
과 안면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건설업 노동시장에서 고용 경로에 따른 인간 관계
가 달리 나타날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고용 경로에 따라 연계망 속에서 형성되는 사회자본의 양상 역시 차
별적인 특성을 보일 것이다.여기에서는 고용의 경로에 따라 사회자본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우선 고용 경로에 따른 ‘사회적 연결망’속
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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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고용 경로에 따른 사회적 연결망 단위:평균(표준편차)

전체적으로 고용 경로에 따른 사회적 연결망의 속성은 ‘연결망 크기’만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났고 ‘연결망 밀도’와 ‘지속성’,‘관계의 중복성’,‘관계의 빈도’등은
대체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하지만 고용의 경로에 따라 각 분석 요소
에서 상이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인력사무소의 경우 ‘연결망 크기’,‘지속성’,
‘소속집단수’등에서 가장 낮은 평균을 보여주었고,‘관계의 빈도’와 ‘교환자원 총
량’은 가장 높은 평균을 보여주었다.이는 관계맺는 사람의 수가 작아 관계맺음의
폭이 좁고,오래 지속되지 못하며 다양한 단체나 모임 등의 관계로의 확장성도 떨
어지지만,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는 관계의 빈도도 높고 교환되는 자원도 매

54) 앞 장에서는 십장급 기능공을 ‘목공 연결망’과 ‘석공 연결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지만 고용의 경

로에 따른 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여기에서는 ‘목공’과 ‘석공’을 통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실제로 ‘사회적 연결망’과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의 사회자본의 분석 요소들에서 ‘목공’과 ‘석공’

의 차이보다는 ‘인력사무소’, ‘현장소장’, ‘기능공’, ‘인력시장’의 차이가 더욱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55) 여기에서 연결망 크기는 각 집단 전체의 연결망 크기가 아닌 응답자가 관계 맺은 사람의 수를 

의미한다. 집단별 전체 연결망 크기는 앞 장에서 제시하였다. 응답자의 관계맺음의 속성을 비교하

기 위해 응답자 기준의 연결망 크기를 제시한 것이다.

56) 여기에서 연결망 밀도는 각 집단 전체의 연결망 밀도가 아닌 자아중심적 연결망의 밀도의 평균

이다. 집단별 전체 연결망 밀도는 앞 장에서 제시하였고, 연결망 크기와 마찬가지로 응답자 기준

의 연결망 밀도를 제시한 것이다.

인력사무소

(N=29)

현장소장

(N=21)

십장54)

(N=30)

인력시장

(N=20)

전체

(N=100)
F P

연결망 

크기55)

17.83 

(21.05)

36.10 

(55.99)

67.50 

(68.43)

39.44 

(40.83)

40.36 

(52.88)
4.769 0.004

연결망 

밀도56)

0.75 

(0.19)

0.68 

(0.17)

0.68 

(0.22)

0.70 

(0.17)

0.70 

(0.19)
0.947 0.421

관계의 

빈도

117.10

(35.21)

102.48 

(16.33)

111.50 

(22.36)

108.65 

(34.71)

110.66 

(28.45)
1.121 0.345

관계의 

중복성

1.25 

(0.53)

1.32 

(0.48)

1.52 

(0.59)

1.29 

(0.42)

1.35 

(0.52)
0.702 0.553

관계의 

지속성

9.00 

(9.98)

11.94 

(8.58)

11.49 

(7.48)

12.27 

(8.49)

11.04 

(8.63)
0.747 0.527

교환자원 

총량

22.59 

(18.10)

16.14 

(6.89)

14.73 

(12.68)

17.85 

(8.83)

17.93 

(13.21)
1.972 0.123

소속 

집단수

1.72 

(1.44)

2.05 

(1.96)

2.80 

(1.73)

2.40 

(1.88)

2.25 

(1.76)
2.042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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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중첩적인 것을 의미한다.즉 인력사무소를 통해 고용되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은
사회 전반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연결망이 가장 빈약하지만 연대를 맺고 있는 사
람들과는 매우 강한 연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십장급 기능공의 경우 ‘연결망 크기’와 ‘관계의 중복성’그리고 ‘소속집단
의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환자원 총량’은 가장 낮은 평균을 보여주었다.즉
십장급 기능공은 인력사무소를 통해 고용되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좁은 관계로
집중화되는 것에 비교하여 관계맺는 사람의 수가 많고 관계맺는 사람들과 중복된
관계를 가지며 그 관계가 다양한 집단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현
장소장을 통해 고용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인력사무소의 경우와 십장급
기능공의 경우의 중간 정도에서 분포하는 것으로 보인다.‘지속성’의 경우 인력사
무소와 기능공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현장 소장을 통해 고용되는 근로
자들이 상대적으로 공식적이고 안정적인 고용 관계를 갖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
다.

고용 경로에 따른 사회적 연결망의 분포에서 특이한 것은 최근 건설 경기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고,새벽 인력시장에 모이던 인력들이 인력사무소 등의 용역업
체로 흡수되는 추세에서,새벽 인력시장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건설일용근로자
들의 경우 전체적인 사회적 연결망의 속성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다.‘연결망 크기’가 인력사무소와 현장소장의 경우보다 크고 ‘관계의 지속성’은 가
장 높은 정도로 나타났고,‘관계의 빈도’와 ‘교환자원 총량’,‘소속집단의 수’역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분포하고 있다.

새벽 인력시장을 통해 일거리를 구하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사회적 연결망
속성이 이처럼 높게 분포하는 것은 본 연구의 조사 기간이 건설업 비수기인 겨울
철이고 최근 건설업 경기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어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인맥이나
친분관계를 동원해서도 일거리를 찾지 못해 막막한 심정으로 새벽 인력시장에까
지 나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이는 새벽 인력시장에 비해 인력사무소
와 현장소장을 통한 고용의 경로에 중점을 두어 조사한 본 연구의 한계점이며 앞
으로 연구를 위해 개선해야할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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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새벽 인력시장에서 일거리를 구하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은 십장이
나 현장소장을 통해 고용되는 근로자들에 비해 건설업 경력이 짧고 지속적이지
못해 평균 근로일수도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조사된 자료에서는 인력
시장 근로자의 '경력'과 '근로일수'가 전체 평균과 비슷하게 분포하였으며,고용
경로에 있어서도 ‘새벽 인력시장’을 꼽은 응답자는 ‘인력사무소’나 ‘십장’,‘동료근로
자’등의 경로에도 중복 응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사회적 연결망의 속성을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고용 경로에 따른
교환 자원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정보'의 교환이 경로에 따른 집단 모
두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주었고,그 다음으로는 '위로'와 '평판'자원의 교환
이 많았고 '재화','용역','위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를 보였다.

<표 5-11>고용 경로에 따른 교환 자원 단위:평균(표준편차)

고용 경로에 따른 교환자원은 ‘용역’과 ‘위세’와 ‘교환자원 총량’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교환자원의 종류별 분포를 살펴보면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거리를
구하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의 경우 교환되는 자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현
장소장 연결망의 경우 인력사무소에 비해 다소 낮은 분포를 보였고 십장급 기능

인력사무소

(N=29)

현장소장

(N=21)

십장

(N=30)

인력시장

(N=20)

전체

(N=100)
F P

정보
5.48 

(3.60)

4.62 

(2.85)

3.87 

(3.48)

5.80 

(3.29)

4.88 

(3.40)
1.764 0.159 

재화
2.76 

(3.25)

1.76 

(1.81)

1.40 

(2.47)

1.30 

(1.45)

1.85 

(2.49)
2.004 0.119 

위로
3.90 

(3.29)

2.38 

(2.27)

3.50 

(3.30)

4.70 

(3.11)

3.62 

(3.12)
2.058 0.111 

용역
3.59 

(3.47)

1.57 

(1.86)

2.03 

(3.12)

2.50 

(2.50)

2.48 

(2.96)
2.329 0.079 

위세
2.48 

(3.34)

1.43 

(2.25)

1.23 

(2.78)

0.50 

(1.24)

1.49 

(2.69)
2.411 0.072 

평판
4.38 

(4.11)

4.38 

(3.20)

2.70 

(3.22)

3.05 

(2.58)

3.61 

(3.43)
1.760 0.160 

자원

총량

22.59

(18.10)

16.14

(6.89)

14.73

(12.68)

17.85

(8.83)

17.93

(13.20)
1.972 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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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 새벽인력시장의 경우 인력사무소와 현장소장 연결망에 비해 '위로'의 자원
교환이 많아 상대적으로 정서적 자원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벽인력시장의 경우 '정보'와 '위로'의 자원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
재화'와 '위세'는 가장 낮은 빈도를 보여주었다.이는 새벽 인력시장을 통해 일자
리를 구하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새벽인력시장에 모여 서로 중요한 정보나 소식
을 교환하며 고민을 의논하거나 위로를 받는 등 정보나 위로의 빈번한 교환이 이
루어지고 있는 반면,돈이나 자동차와 같은 재화,일자리를 소개해주는 등 물질적
이고 실질적인 자원의 교환은 발생하지 않는 관계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는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의 분포를 살펴본다.

<표 5-12>고용 경로에 따른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 단위:평균(표준편차)

고용 경로에 따라 신뢰와 호혜성의 평균은 ‘보답 즉각성’을 제외하면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신뢰와 호혜성에서는 고용 경로에
따른 집단의 차이보다는 신뢰와 호혜성의 분석 요소에 따른 차이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우선 호혜성의 요소들을 살펴보면 '보답 즉각성'에서 십장급 기
능공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주었고 인력사무소와 현장소장의 경우는 낮게 나타
났다.

인력사무소

(N=29)

현장소장

(N=21)

십장

(N=30)

인력시장

(N=20)

전체

(N=100)
F P

이해관계 방향성
0.14 

(3.99)

-0.14 

(1.49)

0.43 

(1.55)

0.55 

(2.54)

0.25 

(2.64)
0.301 0.825 

보답 즉각성
1.17 

(6.23)

0.38 

(7.26)

4.20 

(6.18)

3.35 

(5.79)

2.35 

(6.46)
2.013 0.097 

보답 등가성
3.52 

(4.59)

2.62 

(5.36)

3.93 

(4.80)

3.95 

(4.54)

3.54 

(4.77)
0.372 0.774 

물질적 기대
4.28 

(4.33)

5.43 

(4.77)

4.20 

(5.63)

5.10 

(3.74)

4.66 

(4.71)
0.398 0.755 

비물질적 기대
1.69 

(5.14)

-0.67 

(5.04)

1.43 

(5.93)

1.80 

(5.37)

1.14 

(5.42)
1.006 0.394 

신뢰회복 방법
5.72 

(5.09)

3.62 

(6.86)

6.27 

(5.65)

6.90 

(4.18)

5.68 

(5.55)
1.415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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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인력사무소와 현장소장을 통해 일거리를 구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호의에 대한 보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하여 '균형잡힌 호혜성'이
작동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십장급 기능공과 새벽 인력시장은 '일반화된 호혜성'
에 가까운 호혜성의 규범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답등가성'과 '이해관계의 방향성'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현장소장
연결망의 경우 호혜성의 정도가 가장 낮게 분포하여 좀더 등가적인 교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신뢰의 요소에서는 다른 집단과 마찬가지로 물질
적 측면에서 ‘배경적 기대’가 비물질적 측면에서 ‘구성적 기대’가 나타났고 신뢰회
복의 방법에서 ‘배경적 기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현장소장의 경우만 매우 다른 분포를 보이고 그 외의 경우에서는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현장소장을 통해 일거리를 구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3달치 생활비를 빌려주고 갚지 않을 경우의 대처에 대한 물질적 측면에 있어서는
‘배경적 기대’를 공유하여 높은 상호 신뢰를 보였다.하지만 비물질적 측면의 경우
인 자신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을 들었을 때의 대처 방법을 물었을 때는 상대방과
관계를 끊어 버린다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또한 기대에 어긋나는
처신을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문한 '신뢰회복의 방법'에 있어서도 제 3자
를 통해 알아본다고 대답하는 비율이 높아 ‘구성적 기대’의 유형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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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666장장장 요요요약약약 및및및 결결결론론론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적 연결망은 기본적으로 약한 연대에 기반하고 도구적
동기로 맺어져 있다.자원의 교환에서도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재화’,
‘용역’,‘위세’등의 도구적 자원이 다른 집단에 비해 특징적으로 높게 나타난다.관
계의 양상은 믿을만하다고 검증된 범위 안으로만 관계맺음이 집중화되어 있으며
관계가 오래 지속되거나 외부로 확장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하지만 제
한된 범위 안에서는 관계의 빈도가 높고 다양하며 많은 자원을 교환하는 긴밀하
고 강한 연대를 맺는 특성을 보인다.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은 ‘구성적 기대’와 ‘배경적 기대’가 공존하고,‘균형잡힌
호혜성’과 ‘일반화된 호혜성’이 함께 나타난다.신뢰와 호혜성의 측면에서도 건설일
용근로자는 관계의 형성이 기본적으로 도구적 동기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지만 생
활 속에서 가까운 사람들과는 완성적 관계를 맺어 정서적 위안과 지지,위로와 정
을 주고받으며 불안정한 고용 현실과 열악한 처지를 달래는 것으로 파악된다.특
히 건설일을 하면서 겪은 완성적 관계에 의한 상호 협력의 경험은 고된 생활의
위안이 되고 삶에 활력을 주며 서로간의 더욱 긴밀한 연대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완성적 관계에서 건설일용근로자 개인이나 그가 속한 집단의 삶에 혜택을
주는 사회자본이 형성,축적됨을 알 수 있다.하지만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자본은
외부로 확장되지 못하고 빈번한 상호 교환과 관계를 유지하는 믿을 수 있는 사람
들의 제한된 범위에서만 작동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적 속성
보다는 ‘직위’와 ‘고용 경로’에 따른 집단의 속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개인적
속성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신뢰 지수가 높아지고,경력이 많을수록 연결망
지수는 높게 나타나지만,신뢰 지수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평균수입이 많을
수록 호혜성 지수는 높아진다.하지만 응답자의 개인적 속성은 연결망,신뢰,호혜
성 지수를 통합하여 산출한 사회자본 총량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다.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고용되는 지와 같은 ‘직위’와 ‘고용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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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건설 노동 시장에서의 집합적이고 구조적인 속성이 연결망,신뢰,호혜성 뿐만
아니라 사회자본 총량에 대해서도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이다.

건설일용근로자의 직위에 따른 사회자본에서 잡부는 ‘약한 연대’,‘균형잡힌 호
혜성’,‘구성적 기대’의 특성을 보이고 십장과 기능공은 상대적으로 ‘강한 연대’,‘일
반화된 호혜성’,‘배경적 기대’의 특성이 나타난다.또한 건설일용근로자들은 고용
의 경로에 따라 차별적인 사회관계의 양상을 보여주는데,인력사무소와 현장소장
을 통해 일거리를 확보하는 경우 그 연결망의 중심화 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
인력 수급 시스템에 위계적 질서가 배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한편 기능별로는
건설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따라 연결망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건설업 노동시장의 고용 구조의 차이는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하여 각각의
구조 속에 있는 건설일용근로자 개인들의 관계맺음과 사회자본에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자본은 한국 사회의 사회자본 논의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그것은 한국 사회의 건설일용근로자와 같은 사회적 소외 계층에
게는 ‘약한 연대의 강함’보다는 ‘강한 연대의 강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다.이전까지의 논의에서는 약한 연대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연결망으
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고,새로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일자리를 구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이다.즉 약한 연대는 개인들에게 다양한 구직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자원인 것이다.하지만 한국 사회의 건설일용근로자와 같은 사
회적 소외 계층에게는 ‘약한 연대의 강함’은 공염불과 같다.이들은 직접적으로 일
거리를 주지 못하는 약한 연대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의존하고 있는
강한 연대에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다.물론 이러한 강한 연대와 더불어 외부와도
연결되는 약한 연대를 갖는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하지만 중요한 것은 불안
정한 처지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는 내부적 강한 연대가 없는 약한 연대는 의미
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건설일용근로자들은 각기 개별화,원자화된 고립된 존재들로서 철저한
시장의 논리에 의해 도구적 동기로 관계를 맺게 되지만,열악한 사회적 조건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그 관계가 실생활 속에서는 정서적 위안과 지지를 주고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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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를 위로해주고 정을 나누는 완성적 관계로 지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건설일용근로자의 완성적 사회자본은 오히려 한국 사회에 편만하게 형성
되어 있는 사회자본의 존재를 설명해주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건설 현장에 모이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각양각색이어서 서로에게 쉽
게 믿음과 신뢰를 갖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이들은 현장에서 땀 흘리고
협력하며 일주일만 함께 일하면 금세 친해지기 때문에 의외로 쉽게 경계심을 풀
기도 한다.그것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라면 누구나 공유하는 한국인이라는 정
서적 공동체성과 동질적 문화를 서로에게 기대하고 공유하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
이다.

앞서 밝혔듯,본 논문은 ‘한국의 사회자본’연구 프로젝트의 8개 대상 집단 중
의 하나인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자본 조사에 기초하여 작성한 것이다.여기에서
는 건설일용근로자 집단을 하나의 사례로 삼아 한국의 사회자본의 일면을 제시하
였지만,연구 프로젝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체 집단의 비교 연구가 완결된다면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자본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자본의 전반적인 특성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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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기기기타타타 자자자료료료

최용석.1998.「노가다 백서」정보나라
허재호.1990.「노가다판의 망나니들:일용노동자가 쓴 최초의 자전적 체험 소설」.
동광출판사
건설교통부.「건설 교통 통계 연보」
노동부.「노동통계연보」
대한건설협회.「건설업통계연보」
통계청.「건설업 통계조사 보고서」,「경제활동인구연보」,「고용구조조사보고」
한국노동연구원.「건설근로자의 고용실태 및 의식조사」1996,「KLI노동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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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111】】】 <<<건건건설설설업업업 주주주요요요지지지표표표 추추추이이이 >>>

연도
기 업 체 수(개) 공 사 액(10억원) 기업체당

평균공사액(억원)

전년비
(%)

전년비
(%)

전년비
(%)

1992 24,995 28.3 51,772 28.1 20.7 0.0

1993 30,788 23.2 57,620 11.3 18.7 -9.7

1994 32,561 5.8 68,057 18.1 20.9 11.8

1995 39,533 21.4 83,644 22.9 21.2 1.4

1996 43,421 9.8 106,207 27.0 24.5 15.6

1997 45,304 4.3 119,719 12.7 26.4 7.8

1998 46,498 2.6 104,329 -12.9 22.4 -15.
1

1999 47,428 2.0 97,687 -6.4 20.6 -8.0

2000 51,203 8.0 98,516 0.8 19.2 -6.8

2001 59,186 15.6 107,355 9.0 18.1 -5.7

2002 62,165 5.0 118,653 10.5 19.1 5.5

2003 64,703 4.1 137,583 16.0 21.3 11.5

※ 자료 :통계청 (2004),2003년 기준 건설업통계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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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222】】】 <<<건건건설설설업업업 직직직종종종 해해해설설설>>>
1갱 부 :터널이나 갱(굴)속에서 토석 채취나 굴착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2건축목공 :건축물의 축조 및 실내 목구조물의 제작,설치 또는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목수
3형틀목공 :콘크리트타설을 위하여 형틀 및 동바리를 제작,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목수
4창호목공 :건물에서 목재로 된 창 및 문짝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목수
5철골공 :H빔 BOX빔등 철골의 가공,조립 및 해체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6철 공 :철재의 가공,조립,설치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7철근공 :철근의 가공,조립,해체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8철판공 :철판을 주자재로 하여 제작,가공,조립 및 해체를 하는 사람
9샷시공 :철재 창문틀,샷시 또는 셧터를 제작,설치,해체하는 사람
10절단공 :각종 철제를 소정의 규격으로 절단하는 사람
11석 공 :대할 및 소할된 석재를 가공하여 형성된 마름돌과 석재를 설치 또는 붙이거

나 일반쌓기를 하여 구조물을 축조하는 사람
12특수비계공 :15m 이상의 곳에서 비계,운반대,작업대,보호망등의 설치 및 해체작업

에 종사하는 사람
13비계공 :15m 미만의 곳에서 비계,운반대,작업대,보호망등의 설치 및 해체작업에 종

사하는 사람
14동발공(터널):터널이나 갱내에서 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를 하는 사람
15조적공 :벽돌 및 블럭을 쌓기 및 해체하는 사람
16치장벽돌공 :치장벽돌로 마감쌓기를 하는 사람
17벽돌(블럭)제작공 :벽돌 및 블럭을 소정의 규격대로 제작하는 사람
18미장공 :시멘트,몰탈이나 회반죽,석고프라스타 및 기타 미장재료를 이용하여 구조물

의 내외표면에 바름작업을 하는 사람
19방수공 :구조물의 바닥,벽체,지붕등의 누수방지작업을 하는 사람
20타일공 :타일 또는 아스타일등 타일류를 구조물의 표면에 부착시키는 사람
21줄눈공 :석축 및 조적조에 줄눈을 장치하는 사람
22연마공 :인조석 및 태라죠의 표면을 인력이나 기계로 물갈기하여 광택작업을 하는 사람
23콘크리트공 :소정의 중량화 및 용적화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 시멘트,모래,자갈,

물 비비기와 부어 넣기 및 바이브레타를 사용하여 다지기를 하는사람
24보일러공 :보일러 조립․설치 및 정비를 하는 사람
25배관공 :설계압력 5kg/cm2미만의 기계실배관 및 플랜트배관등의 시공 및 보수를 하는 사람
26배관공(수도):옥외(건물외부)에서 상․하수도,공업용수로등의 배관을 시공 및 보수하는 사람
27위생공 :위생도기의 설치 및 부대작업을 하는 사람
28보온공 :기기 및 배관류의 보온시공을 하는 사람
29도장공 :도장을 위한 바탕처리작업 및 페인트류 및 기타 도료를 구조물등에 칠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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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내장공 :건물의 내부에 수장재를 사용하여 마무리하는 사람
31도배공 :실내의 벽체,천정,바닥,창호등 실내표면에 종이나 장판지등 도배재료를 부

착시키는 사람
32지붕잇기공 :기와잇기 및 슬레이트를 절단․가공하여 지붕,벽체,천정등에 부착작업

을 하는 사람
33견출공 :콘크리트면을 매끈하게 마감공사를 하는 사람
34패널조립공 :P.C판넬이나 샌드위치 판넬등에 보온재를 채우거나 자르는등 가공하여

조립 부착하는 사람
35화약취급공 :화약의 저장관리 및 장진 발파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36착암공 :착암기를 사용하여 암반의 천공작업을 하는 사람
37보안공 :암석이나 구조물의 발파작업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

여 경계 신호를 하는등 보안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38포장공 :도로포장등 공사에 있어서 표면처리를 하는 사람
39포설공 :골재를 포설하는 사람
40궤도공 :철도의 궤도부설작업 또는 일반공사장(사업장)내의 운반수단으로 임시 간이궤

도를 부설,해체,유지보수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41용접공(철도):열차운행선상에서 레일이음매부를 해체,용접하는 사람
42잠수부 :수중에서 잠수작업을 하는 사람
43보링공(지질조사):지하수 개발 또는 지질조사나 구조물기초설계를 위한 보링을 전문

으로 하는 사람
44조경공 :수목 식재 및 조경작업을 하는 사람
45벌목부 :나무를 베는 사람
46조림인부 :상급기능사의 지시에 따라 수목의 식재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략 .....

146변전전공 :변전소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 자료 :정부승인통계(승인번호 제 36504호)2005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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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333】】】 <<<건건건설설설일일일용용용근근근로로로자자자의의의 사사사회회회자자자본본본 조조조사사사 설설설문문문지지지>>>

Group 9999 ID

한한한국국국의의의 인인인간간간관관관계계계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실실실태태태조조조사사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의 <한국의 인간관계> 연구팀입니다.저희는
2003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서,한국 인간관
계의 유형과 성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이번 조사는 한국인의 사회적
관계가 갖는 형태와 특성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귀하께서 주위 사람들과 맺고 있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귀하의 응답은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며,통통통계계계적적적인인인 분분분석석석 이이이외외외에에에는는는
절절절대대대로로로 사사사용용용하하하지지지 않않않고고고 학학학술술술 연연연구구구의의의 귀귀귀중중중한한한 자자자료료료로로로만만만 활활활용용용하하하겠겠겠습습습니니니다다다... 바쁘시더라
도 잠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저희의 연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연연 구구구 주주주 관관관 기기기 관관관 연연연세세세대대대학학학교교교 사사사회회회발발발전전전연연연구구구소소소 <한한한국국국의의의 인인인간간간관관관계계계 > 연연연구구구팀팀팀
연연연 구구구 책책책 임임임 자자자 사사사 회회회 학학학 과과과 유유유 석석석 춘춘춘 교교교 수수수
조조조 사사사 담담담 당당당 자자자 사사사 회회회 학학학 과과과 정정정 병병병 은은은 연연연구구구원원원

문문문 의의의 전전전 화화화 전전전 화화화 02-2123-4220 & 019-336-6045 
이이이메메메일일일  barbara2@freechal.com

  면면면 접접접 원원원 :

응응응답답답자자자성성성명명명 전전전화화화번번번호호호 면면면접접접일일일시시시 및및및 소소소요요요시시시간간간
 집전화번호
(    )     - 

 핸드폰번호
(    )     - 

   월 일 시 (총 ____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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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단체나 조직 중에서,현재 귀하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모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조사대상집단 내부의 모임이나 단체는 제외시켜 주십시오)
□1)향우회 □2)동창회 □3)종친회
□4)계/자조 모임 □5)취미/문화/연구/운동/스포츠모임
□6)교육/학부모 모임 □7)자선/사회봉사 □8)정치조직/정당
□9)NGO/시민단체 □10)주민/거주지역 모임
□11)노동조합 □12)직업관련 모임/직능단체
□13)종교모임 □14)기타_________ □15)소속된 단체가 없다

다음은 귀귀귀하하하가가가 건건건설설설일일일을을을 하하하면면면서서서 서서서로로로 알알알고고고 지지지내내내는는는 사사사람람람들들들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시시)))부부부모모모,,,배배배우우우자자자,,,자자자녀녀녀,,,형형형제제제///자자자매매매를를를 제제제외외외시시시키키키고고고 다다다른른른 분분분들들들을을을 대대대상상상으으으로로로 응응응답답답해해해 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문2】귀하는 건설일과 관련하여 지난 1년 사이에 직접 만났거나,서로 연락을
주고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그 분들은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문3】귀하가【문2】에서 응답하신 분들 중에서 친한 정도에 따라서 다섯 명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분들은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인지,다음에 예시되어 있는 표와 같이 응답의 보기
를 보고 해당되는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응답의 보기 (예예예시시시 ) 갑 을 병 정 무
1) 아아아는는는 사사사람람람의의의 이이이름름름
   (단순히 사람을 쉽게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가명이
나 직함을 쓰셔도 됩니다 )

홍길동 김사장 박총무 이순희 최씨

2) 귀귀귀하하하와와와 어어어떤떤떤 관관관계계계입입입니니니까까까 ?
  (중중중복복복되되되는는는 경경경우우우 모모모두두두 표표표시시시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① 친(인)척 ② 직장 상사/동료/부하 .
③ 초,중,고교 동문 ④ 대학 동문
⑤ 이웃 ⑥ 같은 고향 사람
⑦ 모임/단체의 회원(어떤 모임/단체?:              )  
⑧ 기타(자세히 표기)_____________________

3
6

2
4
5
7

1
3

6 7
조기
축구
회

3) 성성성별별별
① 남성 ② 여성

1 1 1 2 1
4) 만만만 연연연령령령 (잘잘잘 모모모를를를 경경경우우우 ‘20대대대 후후후반반반 ’ 같같같이이이 적적적어어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 41 57 45 28 33

5) 교교교육육육수수수준준준 (중중중퇴퇴퇴 , 재재재학학학 포포포함함함 )

① 초등학교 졸업이하 ② 중학교 졸업 .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이상 .    
⑥ 잘 모르겠다

4 6 3 4 3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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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의 보기 갑 을 병 정 무

1) 아아아는는는 사사사람람람의의의 이이이름름름 (가가가명명명 , 직직직함함함을을을 쓰쓰쓰셔셔셔도도도 됩됩됩니니니다다다 )

2) 귀귀귀하하하와와와 어어어떤떤떤 관관관계계계입입입니니니까까까?
   (중중중복복복되되되는는는 경경경우우우 모모모두두두 표표표시시시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① 친(인)척 ② 직장 상사/동료/부하 .
③ 초,중,고교 동문 ④ 대학 동문
⑤ 이웃 ⑥ 같은 고향 사람
⑦ 모임/단체의 회원(어떤 모임/단체?:              )  
⑧ 기타(자세히 표기)_____________________

3) 성성성별별별
① 남성 ② 여성

4) 만만만 연연연령령령
   (잘잘잘 모모모를를를 경경경우우우 ‘20대대대 후후후반반반 ’ 같같같이이이 적적적어어어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

5) 교교교육육육수수수준준준 (중중중퇴퇴퇴 , 재재재학학학 포포포함함함 )
① 초등학교 졸업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이상 ⑥ 잘 모르겠다

6) 직직직업업업
①전문직/자유직 ②일반사무직/관리직 ③판매직/서비스직
④생산직/기술직 ⑤농림/어업/축산업   ⑥학생
⑦가정주부     ⑧무직/은퇴 ⑨군인
⑩기타(자세히 표기)___________    ⑪잘 모르겠다

7) 직직직업업업의의의 종종종사사사상상상 지지지위위위
①고용자 ②피고용자          ③자영업
④해당되지 않음(가정주부,학생,무직/은퇴) .⑤잘 모르겠다

8) 경경경제제제적적적인인인 수수수준준준
①상류층의 상층 ②상류층의 하층  ③중류층의 상층
④중류층의 하층 ⑤하류층의 상층  ⑥하류층의 하층
⑦잘 모르겠다

9) 출출출신신신지지지 (고고고향향향 )
①수도권 ②충청권 ③호남권 ④영남권 ⑤강원
⑥제주 ⑦해외 ⑧이북 ⑨잘 모르겠다

10) 평평평소소소 가가가장장장 선선선호호호하하하는는는 정정정당당당
①열린우리당 ②한나라당 ③민주노동당
④새천년 민주당 ⑤자민련 ⑥기타 정당
⑦없다 ⑧잘 모르겠다

11) 알알알고고고지지지낸낸낸 기기기간간간 (1년년년 단단단위위위로로로 적적적어어어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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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4】 귀하가【문3】에서 응답해주신 분들끼리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인지 여부를 표시해
주십시오.서로 잘 아는 사이인 분들끼리 실선으로 연결해 주십시오.단 문3에서 아무도 접촉하
지 않았거나 1명만 접촉했을 경우에는 이 문항에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5】 귀하가【문3】에서 응답하신 분들은 건설일과 관련하여 1년에 한번 모이는 ‘총회’(전체모
임)에 어느 정도나 참여하십니까?

1년년년에에에 한한한번번번 모모모이이이는는는 총총총회회회 (전전전체체체 모모모임임임 )에에에 참참참가가가하하하는는는가가가 ?

항상
참여한다

대체로
참여하는
편이다

반반
대체로
참여하지
않는다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총회가
없다 /
비해당 갑 을 병 정 무

1 2 3 4 5 6

【문6】앞에서 응답하신 분들은 지난 1년 사이에 어떤 일 때문에 만났거나 또는 연락을 주고 받으
셨습니까?먼저 귀하께서 그 분들에게 어떤 종류의 도움을 받으셨는지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
다.다음의 보기 중에서 해당되는 것을 모모모두두두 골골골라라라 √해 주십시오.

나나나는는는 그그그 사사사람람람으으으로로로부부부터터터 ..... 갑 을 병 정 무
1) 중요한 정보나 소식을 전해 들었다
2) 급하게 돈을 꾸거나 중요한 물건(자동차 등)을 빌렸다
3) 개인적인 고민을 의논하거나 위로를 받았다
4) 집안일 (이사 , 집 보수공사 등 )에 관한 도움을 받았다
5) 취직이나 승진에 관한 도움을 받았다
6) 명절 인사 /선물이나 경조사 부조를 받았다
7) 기타 (                                      )

갑갑갑갑

무무무무 을을을을

정정정정 병병병병

갑갑갑갑

무무무무 을을을을

정정정정 병병병병

<<<<응답의 예시응답의 예시응답의 예시응답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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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7】이번에는 지난 1년 사이에 귀하께서 그 분들에게 어떤 종류의 도움을 제공하셨는지에 관해
서 여쭤보겠습니다.다음의 보기 중에서 해당되는 것을 모모모두두두 골골골라라라 √해 주십시오.

나나나는는는 그그그 사사사람람람에에에게게게 ..... 갑 을 병 정 무
1) 중요한 정보나 소식을 알려 주었다
2) 급하게 돈을 꾸거나 중요한 물건(자동차 등)을 빌려주었다
3) 개인적인 고민을 의논하거나 위로해 주었다
4) 집안일 (이사 , 집 보수공사 등 )에 관한 도움을 주었다
5) 취직이나 승진에 관한 도움을 주었다
6) 명절 인사 /선물이나 경조사 부조를 주었다
7) 기타 (                                      )

【문8】앞에서 응답하신 분들과는 얼마나 자주 만나는 편입니까?그 분을 실제로 만나는 경우,전
화를 주고받는 경우,컴퓨터 인터넷(이메일,메신저,카페,게시판 등)상으로 만나는 경우로 구
분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의 보기 갑 을 병 정 무
1) 실실실제제제로로로 만만만나나나는는는 빈빈빈도도도
① 거의 매일             ② 1주일에 한번
③ 1달에 한번 ④ 3-4달에 한번
⑤ 6개월에 한번 ⑥ 1년에 한번

2) 전전전화화화를를를 주주주고고고 받받받는는는 빈빈빈도도도
① 거의  매일               ② 1주일에 한번
③ 1달에 한번 ④ 3-4달에 한번
⑤ 6개월에 한번 ⑥ 1년에 한번

3) 컴컴컴퓨퓨퓨터터터 인인인터터터넷넷넷 상상상으으으로로로 만만만나나나는는는 빈빈빈도도도
① 거의 매일               ② 1주일에 한번
③ 1달에 한번 ④ 3-4달에 한번
⑤ 6개월에 한번 ⑥ 1년에 한번
⑦ 인터넷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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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문제들은 귀하가 앞에서 응답하신 분들과의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평소 그 분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시고,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솔직
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문9】평소 그 분과의 관계에서 누구의 입장이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편입니까?다음의
보기 중에서 골라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평평평소소소 누누누구구구의의의 입입입장장장과과과 이이이익익익을을을 우우우선선선적적적으으으로로로 생생생각각각하하하는는는가가가?

전적으로
나의 입장

대체로
나의 입장 반반

대체로 그
사람의
입장

전적으로
그 사람의
입장 갑 을 병 정 무

1 2 3 4 5

【문10】만약 귀하가 그 분의 가족을 모두 집으로 초대하여 저녁식사를 대접하였을 경우,그것에
대한 보답은 어느 정도나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다음의 보기 중에서 골라 번호
를 적어 주십시오.

호호호의의의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보보보답답답은은은 얼얼얼마마마나나나 빠빠빠르르르게게게 이이이루루루어어어져져져야야야 하하하는는는가가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반반
보답이
아무리
늦어져도
상관없다 갑 을 병 정 무

1 2 3 4 5

【문11】만약【문10】과 같은 상황이라면 그것에 대한 보답의 정도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
니까?다음의 보기 중에서 골라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보보보답답답의의의 정정정도도도는는는 또또또는는는 크크크기기기는는는 어어어떠떠떠해해해야야야 하하하는는는가가가?

내가 대접한
것보다 훨씬
더 나아야
한다

반반
내가대접한
것에훨씬
미치지
못해도
괜찮다 갑 을 병 정 무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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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2】귀하가 그 분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예를 들면 3달치 생활비 정도)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는다면,귀하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다음의 보기 중에서 골라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3달달달치치치 생생생활활활비비비를를를 빌빌빌려려려가가가서서서 갚갚갚지지지 않않않을을을 경경경우우우

법적인
소송을
해서라도
돈을
받아낸다

반반
돈을 갚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기다린다 갑 을 병 정 무

1 2 3 4 5

【문13】만약 그 분이 귀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었을
때,귀하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다음의 보기 중에서 골라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나나나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험험험담담담을을을 하하하고고고 다다다닌닌닌다다다는는는 말말말을을을 들들들었었었을을을 경경경우우우

그사람에게
잘못이있다고
생각하고그
사람과의

관계를끊는다
반반

나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참는다 갑 을 병 정 무

1 2 3 4 5

【문14】그렇다면 【문12】,【문13】의 상황과 같이 그 분들이 귀하의 기대와는 다른 처신을 할
경우에,귀하는 다음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기기대대대에에에 어어어긋긋긋나나나는는는 처처처신신신을을을 할할할 경경경우우우 어어어떤떤떤 방방방식식식으으으로로로
문문문제제제를를를 해해해결결결하하하는는는가가가

직접 그 사람을
만나서 확인해

본다

그 사람과 나를
모두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왜 그러는지
알아본다

기존에 있는
법이나 규칙 같은
절차를 통해서
해결한다 갑 을 병 정 무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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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음음음은은은 통통통계계계처처처리리리를를를 위위위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

Q1.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남자 □2)여자

Q2.귀하의 연령은? 만 _______세

Q3.귀하는 현재의 지역에서 얼마나 거주하셨습니까? ________년

Q4.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중퇴,재학도 포함)
□1)초등학교 졸업 이하 □2)중학교 졸업 □3)고등학교 졸업
□4)대학교 졸업 □5)대학원 이상

Q5.귀하가 하시는 일(직업)은 무엇입니까?
□1)전문직/자유직 □2)일반사무직/관리직 □3)판매직/서비스직
□4)생산직/기술직 □5)농림/어업/축산업 □6)학생
□7)가정주부 □8)무직/은퇴 □9)군인
□10)기타_______________(자세히 표기)

Q6.직업의 종사상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1)고용자 □2)피고용자 □3)자영업
□4)비해당(가정주부,학생,무직/은퇴의 경우 체크하십시오)

Q7.귀댁의 한달 평균 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1)100만원 미만 □2)100-150만원 □3)150-200만원
□4)200-250만원 □5)250-300만원 □6)300-350만원
□7)350-400만원 □8)400-450만원 □9)450-500만원
□10)500-550만원 □11)550-600만원 □12)600-650만원
□13)650-700만원 □14)700-750만원 □15)750-800만원
□16)800만원 이상

Q8.귀댁의 생활수준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상류층의 상층 □2)상류층의 하층 □3)중류층의 상층
□4)중류층의 하층 □5)하류층의 상층 □6)하류층의 하층

Q9.귀하의 고향(청소년기를 보낸 지역)은 어디이십니까?
□1)수도권 □2)충청권 □3)호남권 □4)영남권
□5)강원 □6)제주 □7)해외 □8)이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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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귀하의 아버지의 고향은 어디이십니까?
□1)수도권 □2)충청권 □3)호남권 □4)영남권
□5)강원 □6)제주 □7)해외 □8)이북

Q11.귀하는 평소 어느 정당을 가장 선호하는 편이십니까?
□1)열린우리당 □2)한나라당 □3)민주노동당 □4)새천년민주당
□5)자민련 □6)기타 정당 □7)없다 □8)잘 모르겠다

Q12.귀하의 전문분야 또는 기능은 무엇입니까?(중복 표기 가능)
□1)내외장 목수 □2)미장 □3)조적(벽돌) □4)비계공
□5)철근 □6)타일 □7)조경 □8)설비(보일러)
□9)철거 □10)하스리(컷팅) □11)로푸공 □12)페인트
□13)전기 □14)용접 □15)건물청소 □16)일당잡부
□17)기타_______________(자세히 표기)

Q13.귀하의 직위는 무엇이십니까?
□1)작업 반장(십장,오야지) □2)기능공 □3)조공(데모도)
□4)잡부(인부) □5)기타_______________(자세히 표기)

Q14.귀하는 얼마동안 이 일을 하셨습니까? ________년

Q15.최근 한달 동안 평균 근로 일수는 얼마입니까? ________일

Q16.귀하는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일자리를 얻습니까?
□1)작업반장(십장,오야지) □2)동료근로자
□3)가족 친지 □4)새벽인력시장
□5)용역업체(유료 직업소개소,인력공사 등)
□6)공공 직업알선기관(노동부 일일취업센터 및 구청취업알선센터)
□7)무료직업소개소(사회복지관,종교단체 등)
□8)직접 현장 방문 □9)기타_______________(자세히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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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귀하는 건설일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기능을 어떻게 습득하셨습니까?
□1)일하면서 어깨 너머로 배운다. □2)작업반장(십장,오야지)에게 배운다.
□3)동료 근로자로부터 □4)가족/친지로부터
□5)무료 또는 공공 직업훈련기관에서 □6)기술/기능 전문 교육 학원에서
□7)기타_______________(자세히 표기)

Q18.귀하는 하루 일을 마친 후에 저녁이나 술자리를 주로 누구와 합니까?(중복 표기 가능)
□1)그날 현장에서 같이 일한 동료 □2)같은 인력사무소에 속한 사람들
□3)평소에 같이 일하러 다니는 동료들 □4)기타_______________(자세히 표기)
□5)식사나 술자리를 하지 않는다.

Q19.다음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보기 중에서 골라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긴긴긴 시시시간간간 동동동안안안 선선선생생생님님님의의의 고고고견견견을을을 말말말씀씀씀해해해 주주주셔셔셔서서서 대대대단단단히히히 감감감사사사합합합니니니다다다 .
좋좋좋은은은 하하하루루루 되되되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

1)일을 마친 후에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하는 저녁 식사 및 술자리는
나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2)언제든지 지금하고 있는 일을 그만둘 수 있고 다른 업종을 선택할 수 있다.

3)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근감과 정을 느낀다.

4)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 집안일(이사,집 보수공사 등)을 도와줄 사람이 있다.

5)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개인적 비밀을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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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444】】】 <<<건건건설설설일일일용용용근근근로로로자자자 사사사회회회자자자본본본 CCCooorrrrrreeelllaaatttiiiooonnnMMMaaatttrrriiixxx>>>

사회
자본

남자
(성별) 연령 교육

연수
평균
수입

만나는
사람수

참여
모임수 경력 근로

일수

사회
자본

Pearson
Correlation 1 -0.041 0.07 0.014 .236* 0.134 -0.028 0.123 0.154
Sig.
2-tailed . 0.689 0.496 0.896 0.021 0.202 0.784 0.232 0.131
N 97 97 97 95 96 93 97 97 97

성별
남자

Pearson
Correlation 1 0.104 0.026 -0.003 0.098 -0.109 0.094 -0.128
Sig.
2-tailed . 0.301 0.802 0.975 0.342 0.281 0.355 0.206
N 100 100 98 99 96 100 100 100

연령

Pearson
Correlation 1-.338** -0.03 0.047 -0.094 .529** -.251*
Sig.
2-tailed . 0.001 0.767 0.652 0.355 0 0.012
N 100 98 99 96 100 100 100

교육
연수

Pearson
Correlation 1 .345** 0.145 0.044-.294** .248*
Sig.
2-tailed . 0.001 0.164 0.669 0.003 0.014
N 98 97 94 98 98 98

평균
수입

Pearson
Correlation 1 .298** 0.067 0.138 .400**
Sig.
2-tailed . 0.003 0.513 0.173 0
N 99 96 99 99 99

만나는
사람수

Pearson
Correlation 1 -0.011 .321** .261*
Sig.
2-tailed . 0.914 0.001 0.01
N 96 96 96 96

참여
모임수

Pearson
Correlation 1 -0.08 0.055
Sig.
2-tailed . 0.429 0.587
N 100 100 100

경력

Pearson
Correlation 1 0.121
Sig.
2-tailed . 0.232
N 100 100

근로
일수

Pearson
Correlation 1
Sig.
2-tailed .
N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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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십장
(직위)

기능공
(직위)

인력사무소
(고용경로)

십장
(고용경로)

인력시장
(고용경로)

사회자본

Pearson
Correlation 0.079 .263** 0.029 0.066 0.115

Sig.
2-tailed 0.44 0.009 0.781 0.522 0.261

N 97 97 97 97 97

남자(성별)

Pearson
Correlation -0.048 -0.059 -0.017 -0.013 -0.059

Sig.
2-tailed 0.635 0.562 0.868 0.899 0.562

N 100 100 100 100 100

연령

Pearson
Correlation 0.145 0.011 0.04 0.102 -.294**

Sig.
2-tailed 0.15 0.913 0.692 0.311 0.003

N 100 100 100 100 100

교육연수

Pearson
Correlation 0.016 -0.04 -.234* .247* 0.138

Sig.
2-tailed 0.873 0.693 0.02 0.014 0.176

N 98 98 98 98 98

평균수입

Pearson
Correlation 0.104 0.14 -.348** 0.063 .204*

Sig.
2-tailed 0.306 0.165 0 0.536 0.043

N 99 99 99 99 99

만나는
사람수

Pearson
Correlation .353** -0.03 -.282** .331** -0.008

Sig.
2-tailed 0 0.772 0.005 0.001 0.935

N 96 96 96 96 96

참여
모임수

Pearson
Correlation -0.048 0.166 -0.192 .206* 0.043

Sig.
2-tailed 0.634 0.1 0.056 0.04 0.672

N 100 100 100 100 100

경력

Pearson
Correlation 0.16 0.159 -.251* 0.147 -0.147

Sig.
2-tailed 0.113 0.114 0.012 0.143 0.146

N 100 100 100 100 100

근로일수

Pearson
Correlation 0.173 0.156 -.204* 0.089 -0.059

Sig.
2-tailed 0.086 0.122 0.041 0.376 0.56

N 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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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Correlationissignificantatthe0.01level2-tailed.
* Correlationissignificantatthe0.05level2-tailed.

십장
(직위)

기능공
(직위)

인력사무소
(고용경로)

십장
(고용경로)

인력시장
(고용경로)

십장
(직위)

Pearson
Correlation 1 -.531** -0.18 0.126 -0.024

Sig.
2-tailed . 0 0.073 0.21 0.812

N 100 100 100 100 100

기능공
(직위)

Pearson
Correlation 1 -0.11 0.175 -0.1

Sig.
2-tailed . 0.275 0.082 0.322

N 100 100 100 100

인력사무소
(고용경로)

Pearson
Correlation 1 -.418** -.320**

Sig.
2-tailed . 0 0.001

N 100 100 100

십장
(고용경로)

Pearson
Correlation 1 -.327**

Sig.
2-tailed . 0.001

N 100 100

인력시장
(고용경로)

Pearson
Correlation 1

Sig.
2-tailed .

N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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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555】】】 <<<집집집단단단별별별 교교교환환환자자자원원원의의의 분분분포포포>>>

정보 재화 위로 용역 위세 평판 자원총량

종친회
Mean 3.86 0.36 1.95 1.53 0.32 3.78 11.80
N 59 59 59 59 59 59 59
Std.Deviation (3.12) (0.78) (2.51) (2.44) (0.84) (3.72) (8.32)

동창회
Mean 4.40 0.53 3.87 1.00 0.24 1.80 11.84
N 100 100 100 100 100 100 100
Std.Deviation (3.57) (1.34) (3.30) (1.91) (0.87) (3.22) (9.15)

향우회
Mean 4.40 0.42 2.30 0.69 0.42 4.11 12.33
N 84 84 84 84 84 84 84
Std.Deviation (3.89) (1.37) (3.09) (1.59) (1.42) (3.90) (9.39)

어촌계
Mean 8.63 0.87 2.58 1.22 0.03 8.01 21.33
N 102 102 102 102 102 102 102
Std.Deviation (2.02) (2.48) (3.76) (2.89) (0.30) (2.66) (8.08)

시민단체
Mean 5.76 0.77 2.64 0.66 0.24 1.65 11.72
N 100 100 100 100 100 100 100
Std.Deviation (3.14) (1.30) (2.94) (1.28) (0.68) (3.09) (8.05)

교회
Mean 4.35 0.84 4.10 1.41 0.19 2.78 13.67
N 100 100 100 100 100 100 100
Std.Deviation (3.40) (1.67) (3.22) (2.28) (0.65) (3.40) (10.14)

아파트
Mean 3.30 0.06 1.08 0.77 0.03 0.48 5.72
N 71 71 71 71 71 71 71
Std.Deviation (2.57) (0.29) (1.73) (1.55) (0.17) (1.01) (4.20)

인력시장
Mean 4.88 1.85 3.62 2.48 1.49 3.61 17.93
N 100 100 100 100 100 100 100
Std.Deviation (3.40) (2.49) (3.12) (2.96) (2.69) (3.43) (13.21)

전체
Mean 5.10 0.77 2.89 1.23 0.38 3.36 13.73
N 716 716 716 716 716 716 716
Std.Deviation (3.55) (1.77) (3.20) (2.28) (1.32) (3.8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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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666】】】 <<<집집집단단단별별별 교교교환환환자자자원원원 CCCooorrrrrreeelllaaatttiiiooonnnMMMaaatttrrriiixxx>>>

111...건건건설설설일일일용용용근근근로로로자자자 교교교환환환자자자원원원

**Correlationissignificantatthe0.01level2-tailed.
* Correlationissignificantatthe0.05level2-tailed.

  정보 재화 위로 용역 위세 평판

정보 Pearson Correlation 1 .438** .425** .559** .336** .419**

Sig. 2-tailed . 0 0 0 0.001 0

N 100 100 100 100 100 100

재화 Pearson Correlation 1 .377** .592** .501** .487**

Sig. 2-tailed . 0 0 0 0

N 100 100 100 100 100

위로 Pearson Correlation 1 .414** .333** .335**

Sig. 2-tailed . 0 0.001 0.001

N 100 100 100 100

용역 Pearson Correlation 1 .488** .518**

Sig. 2-tailed . 0 0

N 100 100 100

위세 Pearson Correlation 1 .394**

Sig. 2-tailed . 0

N 100 100

평판 Pearson Correlation 1

Sig. 2-tailed .

N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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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종종종친친친회회회 교교교환환환자자자원원원

**Correlationissignificantatthe0.01level2-tailed.
* Correlationissignificantatthe0.05level2-tailed.

333...동동동창창창회회회 교교교환환환자자자원원원

**Correlationissignificantatthe0.01level2-tailed.
* Correlationissignificantatthe0.05level2-tailed.

  정보 재화 위로 용역 위세 평판

정보 Pearson Correlation 1 0.19 .449** .443** 0.076 0.205

Sig. 2-tailed . 0.15 0 0 0.566 0.118

N 59 59 59 59 59 59

재화 Pearson Correlation 1 0.115 .298* -0.046 0.087

Sig. 2-tailed . 0.387 0.022 0.728 0.515

N 59 59 59 59 59

위로 Pearson Correlation 1 0.035 -0.017 0.121

Sig. 2-tailed . 0.79 0.9 0.363

N 59 59 59 59

용역 Pearson Correlation 1 0.143 .300*

Sig. 2-tailed . 0.279 0.021

N 59 59 59

위세 Pearson Correlation 1 0.255

Sig. 2-tailed . 0.052

N 59 59

평판 Pearson Correlation 1

Sig. 2-tailed .

N 59

  정보 재화 위로 용역 위세 평판

정보 Pearson Correlation 1 0.185 .337** 0.154 0.106 .206*

Sig. 2-tailed . 0.066 0.001 0.125 0.295 0.04

N 100 100 100 100 100 100

재화 Pearson Correlation 1 .207* .426** 0.176 .302**

Sig. 2-tailed . 0.039 0 0.08 0.002

N 100 100 100 100 100

위로 Pearson Correlation 1 .315** 0.181 .319**

Sig. 2-tailed . 0.001 0.072 0.001

N 100 100 100 100

용역 Pearson Correlation 1 .410** .375**

Sig. 2-tailed . 0 0

N 100 100 100

위세 Pearson Correlation 1 .293**

Sig. 2-tailed . 0.003

N 100 100

평판 Pearson Correlation 1

Sig. 2-tailed .

N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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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향향향우우우회회회 교교교환환환자자자원원원

**Correlationissignificantatthe0.01level2-tailed.
* Correlationissignificantatthe0.05level2-tailed.

555...어어어촌촌촌계계계 교교교환환환자자자원원원

**Correlationissignificantatthe0.01level2-tailed.
* Correlationissignificantatthe0.05level2-tailed.

  정보 재화 위로 용역 위세 평판

정보 Pearson Correlation 1 0.182 .409** 0.165 0.192 0.085

Sig. 2-tailed . 0.097 0 0.134 0.08 0.44

N 84 84 84 84 84 84

재화 Pearson Correlation 1 .345** .573** .319** 0.104

Sig. 2-tailed . 0.001 0 0.003 0.346

N 84 84 84 84 84

위로 Pearson Correlation 1 .264* .346** .231*

Sig. 2-tailed . 0.015 0.001 0.034

N 84 84 84 84

용역 Pearson Correlation 1 0.186 0.182

Sig. 2-tailed . 0.09 0.097

N 84 84 84

위세 Pearson Correlation 1 0.121

Sig. 2-tailed . 0.274

N 84 84

평판 Pearson Correlation 1

Sig. 2-tailed .

N 84

  정보 재화 위로 용역 위세 평판

정보 Pearson Correlation 1 0.147 0.08 0.15 -0.13 .673**

Sig. 2-tailed . 0.141 0.427 0.133 0.192 0

N 102 102 102 102 102 102

재화 Pearson Correlation 1 .238* .236* .207* 0.143

Sig. 2-tailed . 0.016 0.017 0.037 0.152

N 102 102 102 102 102

위로 Pearson Correlation 1 0.099 0.091 0.116

Sig. 2-tailed . 0.324 0.363 0.245

N 102 102 102 102

용역 Pearson Correlation 1 0.062 -0.051

Sig. 2-tailed . 0.538 0.614

N 102 102 102

위세 Pearson Correlation 1 -0.076

Sig. 2-tailed . 0.451

N 102 102

평판 Pearson Correlation 1

Sig. 2-tailed .

N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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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시시시민민민단단단체체체 교교교환환환자자자원원원

**Correlationissignificantatthe0.01level2-tailed.
* Correlationissignificantatthe0.05level2-tailed.

777...교교교회회회 교교교환환환자자자원원원

**Correlationissignificantatthe0.01level2-tailed.
* Correlationissignificantatthe0.05level2-tailed.

  정보 재화 위로 용역 위세 평판

정보 Pearson Correlation 1 0.152 .359** .206* 0.088 .303**

Sig. 2-tailed . 0.131 0 0.04 0.382 0.002

N 100 100 100 100 100 100

재화 Pearson Correlation 1 .260** .280** .199* 0.093

Sig. 2-tailed . 0.009 0.005 0.047 0.358

N 100 100 100 100 100

위로 Pearson Correlation 1 .391** .224* .353**

Sig. 2-tailed . 0 0.025 0

N 100 100 100 100

용역 Pearson Correlation 1 0.186 .338**

Sig. 2-tailed . 0.063 0.001

N 100 100 100

위세 Pearson Correlation 1 -0.027

Sig. 2-tailed . 0.791

N 100 100

평판 Pearson Correlation 1

Sig. 2-tailed .

N 100

  정보 재화 위로 용역 위세 평판

정보 Pearson Correlation 1 .304** .454** .308** .268** .467**

Sig. 2-tailed . 0.002 0 0.002 0.007 0

N 100 100 100 100 100 100

재화 Pearson Correlation 1 .339** .354** .579** .214*

Sig. 2-tailed . 0.001 0 0 0.033

N 100 100 100 100 100

위로 Pearson Correlation 1 .406** 0.175 .259**

Sig. 2-tailed . 0 0.081 0.009

N 100 100 100 100

용역 Pearson Correlation 1 .255* .414**

Sig. 2-tailed . 0.01 0

N 100 100 100

위세 Pearson Correlation 1 .267**

Sig. 2-tailed . 0.007

N 100 100

평판 Pearson Correlation 1

Sig. 2-tailed .

N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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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아아아파파파트트트 교교교환환환자자자원원원

**Correlationissignificantatthe0.01level2-tailed.
* Correlationissignificantatthe0.05level2-tailed.

999...전전전체체체 교교교환환환자자자원원원

**Correlationissignificantatthe0.01level2-tailed.
* Correlationissignificantatthe0.05level2-tailed.

  정보 재화 위로 용역 위세 평판

정보 Pearson Correlation 1 0.054 0.075 -0.015 -0.086 0.153

Sig. 2-tailed . 0.652 0.536 0.899 0.474 0.202

N 71 71 71 71 71 71

재화 Pearson Correlation 1 0.019 -0.003 -0.034 0.201

Sig. 2-tailed . 0.875 0.979 0.781 0.093

N 71 71 71 71 71

위로 Pearson Correlation 1 .305** -0.058 .352**

Sig. 2-tailed . 0.01 0.631 0.003

N 71 71 71 71

용역 Pearson Correlation 1 -0.03 0.07

Sig. 2-tailed . 0.802 0.563

N 71 71 71

위세 Pearson Correlation 1 0.004

Sig. 2-tailed . 0.976

N 71 71

평판 Pearson Correlation 1

Sig. 2-tailed .

N 71

  정보 재화 위로 용역 위세 평판

정보 Pearson Correlation 1 .232** .293** .232** .123** .429**

Sig. 2-tailed . 0 0 0 0.001 0

N 716 716 716 716 716 716

재화 Pearson Correlation 1 .299** .417** .379** .223**

Sig. 2-tailed . 0 0 0 0

N 716 716 716 716 716

위로 Pearson Correlation 1 .283** .214** .198**

Sig. 2-tailed . 0 0 0

N 716 716 716 716

용역 Pearson Correlation 1 .333** .261**

Sig. 2-tailed . 0 0

N 716 716 716

위세 Pearson Correlation 1 .160**

Sig. 2-tailed . 0

N 716 716

평판 Pearson Correlation 1

Sig. 2-tailed .

N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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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SSSoooccciiiaaalllCCCaaapppiiitttaaalllooofffDDDaaaiiilllyyyEEEmmmpppllloooyyyeeedddWWWooorrrkkkeeerrrsss
iiinnnKKKooorrreeeaaannnCCCooonnnssstttrrruuuccctttiiiooonnnIIInnnddduuussstttrrryyy

---NNNeeetttwwwooorrrkkk,,,TTTrrruuussstttaaannndddGGGeeennneeerrraaallliiizzzeeedddRRReeeccciiippprrroooccciiitttyyy...

Jang,ChungKwon
Dept.ofSociology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Thispaperpresentsananalyticalstudyonthesocialrelationshipsofdaily
employedworkersinconstructionindustry,whoareoneoftheeconomically
disadvantagedandsociallyalienatedpeopleinSouthKoreansociety.Basedon
theextensivesurveydataandpersonalinterviews,thestudyshowsevidences
thatthesocialcapitalofthedailyemployedworkersarelikelytobeformed
from theirlimitedsocialrelationships,whichistypicallymediatedthroughtheir
work.Inaddition,theirsocialcapitalhasother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suchasweakties,narrowedrelationshipbyinstrumentalmotivation,andshort
continuance.

Theresultsofthestudy,however,alsodemonstratessomeevidencesthat
theycanbuildstrongties,shareemotionalcomfortsandhighlevelofmutual
trust,andgenerateaconsummatorysocialcapitalwithnormsofGeneralized
Reciprocityiftheyrepeatedlycooperateandhelpeachothertosuchanextent
thattheirrelationshipverifieditselfwithmutual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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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llindebateistheroleoftheclosednetworkofstrongtiesversusthe
opennetworkofweaktiesintheformationofsocialcapital.Withrespectto
this argument,this paperreports a new and importantdiscovery that,in
Korea,thestrengthofstrongtiesplaysasignificantroleinthelifeofthe
dailyemployedworkers,thesociallydisadvantagedandalienatedclass.They
havenochoicebuttoconcentrateontheclosednetworkofstrongtieswhich
they relyonbecauseweaktiesmay notbecomeapracticalassistanceand
cannotbeputconfidencein.

Besides,theanalysisindicatesthatthesocialcapitalofdaily employed
workersemergefrom attributesofgroupsuchas‘hierarchicalpositioninwork’
and‘employmentpath’ratherthanattributesofindividualssuchaspersonal
demographic,social,andeconomicalcharacteristics.Thereforeitisconfirmedin
thispaperthatemploymentstructureinlabormarketofKoreanconstruction
industrymakesadifferenceinsocialrelationshipofindividualsinitandthe
conditionsoftheirsocialcapita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words:labormarketofdailyemployedworkersinconstructionindustry,
socialcapital,network,trust,generalized reciprocity,thestrength ofstrong
ties,consummatory socialcapital,instrumentalsocialcapital,employment
structureinKoreanconstructionindustry


	차 례
	우리말 줄임글
	제 1장 문제 제기와 연구 방법
	1.문제 제기
	2.연구 방법

	제 2장 한국 건설업 특성과 이론적 논의 검토
	1.한국 건설업의 현황과 건설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
	(1)한국 건설업의 현황
	(2)건설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

	2.기존 연구의 검토
	(1)건설일용근로자 관련 기존 연구
	(2)사회자본 관련 기존 연구


	제 3장 자료와 측정 및 분석틀
	1.자료수집과 표본의 특성
	2.개념의 정의 및 측정
	(1)사회적 연결망
	(2)신뢰
	(3)호혜성의 규범

	3.논문의 분석틀

	제 4장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자본 분석
	1.사회적 연결망
	(1)응답자와 연결된 개인의 특성
	(2)연결망 밀도와 관계의 중복성
	(3)관계의 빈도와 지속성
	(4)교환 자원의 양과 분포

	2.신뢰
	(1)설문조사 결과 분석
	(2)심층면접 결과 분석

	3.호혜성의 규범
	(1)설문조사 결과 분석
	(2)심층면접 결과 분석

	4.사회자본의 결정 요인

	제 5장 직위 및 고용 경로에 따른 사회자본
	1.직위에 따른 사회자본
	(1)직위의 분포
	(2)사회적 연결망
	(3)신뢰와 호혜성의 규범

	2.고용 경로에 따른 사회자본
	(1)고용 경로의 분포
	(2)인력사무소와 현장소장 연결망
	(3)목공과 석공 연결망
	(4)고용 경로에 따른 사회자본 비교


	제 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건설업 주요지표 추이
	부록 2 건설업 직종 해설
	부록 3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자본 조사 설문지
	부록 4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자본 CorrelationMatrix
	부록 5 집단별 교환자원의 분포
	부록 6 집단별 교환자원 CorrelationMatrix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