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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주거공동체를 주거공동체를 주거공동체를 주거공동체를 통해서 통해서 통해서 통해서 본 본 본 본 상층계급의 상층계급의 상층계급의 상층계급의 사회자본 사회자본 사회자본 사회자본 축적 축적 축적 축적 과정과정과정과정

- - - - 방배동 방배동 방배동 방배동 L L L L 아파트를 아파트를 아파트를 아파트를 중심으로 중심으로 중심으로 중심으로 ----

   본 논문은 근대 한국사회의 대표적 주거지인 아파트에 존재하는 전통적 

1차 관계와 근대적 2차 관계를 사회자본으로 개념화하여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

들은 근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도시 주거공동체에서 전통적 1차 관계가 해체되고 

근대적 2차 관계가 주도적인 관계맺음의 방식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 상층계급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거공동체 안에 여전히 전통적 1차 관계가 유

지, 확대되고 있으며, 그 관계가 파편화되고 단절적인 근대 아파트 주거 공동체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사회자본을 구축하고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의 대상은 방배동에 위치한 대형평수의 브랜드 아파트로 상층거주지

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고, 총 136세대 중 71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총 8명을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분석은 SPSS 12.0 통계 분

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분석, 교차 분석, 분산 분석, 아노바 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을 위해 사례 아파트 응답자들이 

맺고 있는 관계 속성에 따라  각각 전통적 연고관계, 비연고관계, 오래된 이웃관

계, 새로운 이웃관계들로 나누어 범주화시켰다. 이렇게 나눈 관계적 속성과 아파

트 응답자들의 개인적 속성인 나이, 소득, 교육 년수, 소속집단의 수, 임원여부를 

독립변수로 삼아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개인적 속성 중

에서 임원여부만이 연결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관계적 속성 중에서는 연고관

계가 아파트의 연결망과 사회자본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비연고관계

가 그 뒤를 이어 연결망과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에 흔히 연고관계로 분류되는 이웃관계는 그 아무리 오랫동안 이웃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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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맺고 있었다 하더라도 아파트의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이

는 현대 도시의 주거공동체에서 맺게 되는 이웃관계는 전통적 의미의 연고관계로

서의 동향인, 혹은 이웃관계와는 질적으로 다른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기존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이웃관계로만 연결된 거주자들의 경

우 아파트 주거 공동체 안에서 단절적이고 파편화된 인간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으며, 그를 극복할 대안으로서 전통적 연고관계가 가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핵심되는 말 : 아파트, 사회자본, 연결망, 신뢰, 호혜성, 주거공동체, 전통적 연고

관계, 비연고관계, 이웃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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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1111장 장 장 장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배경 배경 배경 배경 및 및 및 및 목적목적목적목적

한 사회가 산업화 및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일반적인 결과는 

퇴니스가 언급한대로 전통적 농경사회에서 지배적인 일차적 유대관계가 약화되는 

한편 상대적으로 분화된 사회조직간의 유기적 기능수행을 위한 이차적 

유대관계가 강화되는 것이다. 짐멜은 이를 도시화 과정이라 이르고 전통적 인간 

유대의 약화와 일차적 사회구조의 와해를 특징으로 설명했다.                  

이렇듯 산업화가 가져온 변동들 가운데서도 초기의 사회학자들로부터 현대의 

사회학자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관심을 보여 왔던 문제의 하나가 

도시근린공동체의 거주민들간에 이루어지는 사회적 유대 관계의 형성과 유지의 

유형이었다. 

한국 사회는 해방 이후 약 50년간 압축적 성장을 거듭해 대도시가 급격히 

성장하였다.1) 인구의 대다수가 집중되어 있는 대도시의 경우 주민의 집단정주생

활에서 아파트단지 형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점차 보편화되어 지배적인 

형태로 확산, 자리잡아가고 있다. 즉, 아파트단지와 이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간의 

사회관계, 인간관계가 대도시 주민생활의 사회화를 가장 집약적, 대표적으로 표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도시는 불안, 소외감이 팽배하고 인구과밀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 아노미, 불안, 소외감, 의사소통의 단절 같은 사회병리 현상이 한층 

고조되었다(강대기, 1981). 이를 뒷받침하듯 아파트에 관한 기존연구에서는 구성

원들간의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특성들만 보고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2) 다시 

말하면 아파트라는 공간은 한국사회의 구성원들간의 공동체해체 현상을 가장 전

1) 한국에서 도시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49년 당시의 17.2%로부터 1960년에 이르러서는 28%, 

1975년에 48.4%, 1980년에 57.3%, 1985년에는 65.4%로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경

제기획원 1987)

2) 많은 연구에서 아파트의 건물구조 및 주위 환경이 그 구성원들의 정서활동을 해치고 비인간화를 

촉진시킨다고 한다. 사회적 접촉의 결여(송장복, 1979), 전통적 이웃개념의 상실,(신용재, 김종인, 

1984) 공동체의식의 결여(신언학, 1985)등이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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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적으로 보여주는 정주공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아파트내의 근린집단은 가족을 기초집단으로 이루어진 

사회조직이다. 다시 말해 근린집단은 극도로 분화되고 확대된 도시공간에서 

전통적 일차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회집단이 될 수 있다. 대도시 

안에서의 전통적 일차관계는 소외감의 해소, 생활의 안정성, 상부상조, 일탈행위의 

방지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사회자본은 개인간의 관계 속에서 창출되는 유,무형의 혜택으로서 개

인들이 맺고 있는 연결망과, 상호간의 신뢰와 규범들에 의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자본은 경제학적 개념을 넘어 현대사회에서 초래되는 다양한 사회적 문

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사회자본의 개념은 전통

적 1차 관계에 기반한 연고관계와 근대적 2차관계가 혼재된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설명하는데 충분한 이론적 제공을 해주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자본은 근대 이후의 

자유 경쟁 시장체제에서 나타나는 비시장적 요소의 역할에 주목하여 창출된 개념

이기 때문이다.(유석춘, 2004) 

본 논문3)은 한국에서의 대도시 아파트라는 공간이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보

여지듯이 전통적 1차관계가 소멸되어 가면서 2차 관계로 대체되고 있는지4)의 여

부를 사회자본의 개념을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또한 이들의 사회자본이 어떻게 

아파트 공간의 파편화되고 단절적인 인간관계를 재구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3) 본 논문은 연구자가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한국학술진흥재단 2003년도 기초학문 육성 인문 

사회분야 지원사업” 선정과제인 “한국의 사회자본 전통사회와 현대사회의 사회자본 비교연

구”(연구책임자: 유석춘)의 2차년도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전체 연구의 대상은 ‘종친

회, 동창회, 향우회, 어촌계, 시민단체, 교회, 아파트, 인력시장’등 8개의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

다. 

4) 도시성의 특징은 혈연적 결속약화와 가족의 사회적 중요성 약화 같은 사회적 유대의 전통적 기초

인 일차적 관계의 해체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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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2 2 2 2 장  장  장  장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배경배경배경배경

  

1. 1. 1. 1. 도시 도시 도시 도시 근린공동체와 근린공동체와 근린공동체와 근린공동체와 전통적 전통적 전통적 전통적 1111차 차 차 차 사회관계사회관계사회관계사회관계

(1) 도시 근린 공동체의 개념과 형성가능성

 

도시근린공동체는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5) 일반적으로 개별 가구보

다는 넓고 도시보다는 좁은 도시내의 일정한 지리적 영역을 공유하고 있는 주민

들이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면서 동질적인 소속감을 느끼는 공간적, 사회적 조직체

로서 다른 근린과는 구별되는 존재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이 공간을 뛰어넘

을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가 형성된 것이며, 사회적 심리적 욕구충족이 근린성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가 형성된 것으로 본다. 이는 공동체를 무엇보다

도 공간적 단위로서 특정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보는 입장이

다. 

역사적으로 가장 흔한 공동체의 형태는 지역근린공동체였다. 그런데 

근대화는 이러한 사회생활의 가장 오래된 형태를 파괴하는데 기여했다. 근대성은 

탈지역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린공동체가 산업화 시대 이전의 

농촌에서의 혈연과 가까운 거리로 맺어진 조직을 의미한다고 할 때, 고도의 

산업화를 이룩한 현대에서 이 같은 근린공동체가 형성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정론6)과 긍정론7)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5) 도시지역내의 일정한 지리적 영역으로서 사람들이 상호 작용하는 장소(Hallman, 1984) 어떤 사

회적 관계가 존재하는 지리적 단위(Downs, 1981)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인지되는 기관과 공공장

소 또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으면서 공통적으로 불리는 경계가 있는 영역

(Schoenberg) 지역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서 비교적 동질성을 가진 주민들간에 밀접한 사회관계

로 제도화된 집단, 공간적 근접성, 동질성, 사회경제적 지위의 집합(Butler, 1976)

6) 현대의 산업도시에서는 근린공동체가 존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록 존재하더라도 의미부여

하기 힘들다고 본다. (권순복,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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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정론

부정론은 퇴니스의 사회집단분류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그에 따르면 

도시는 이익사회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전인격적이고 정의적인 관계를 

기초로 한 공동체가 형성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Louis Wirth(1938)의 현대산업도시의 특성 연구도 많은 인구와 높은 인구

밀도, 인구의 이질성으로 인해 공간적으로 분리8)된다고 설명한다. 그리하여 전통

적인 유대감은 사라지고 경쟁적인 구조로 대체된다고 보아 흔히 해체론으로 부른

다. 그는 도시민의 특징들인 익명성, 비인간화, 소외, 인간관계의 분절화, 이차화 

등을 도시성이라 표현했다. 

Kasarda (1972)는 교통, 통신의 발달에 따라 제한적으로 형성되어 있던 

도시근린공동체의 전통적인 공동체의식은 공간과 지리적 제한을 넘어서면서 범위

가 확대됨에 따라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Keller(1968)역시 현대의 근

린은 극단적으로 제한되어 주민들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상호작용은 근린이 아닌 

도시전체라고 지적한다. 

그밖에 제한적인 존재로서의 근린공동체를 인정한 Burgess와 Alonso같은 

학자들도 있다. Burgess는 동심원 모형으로, Alonso는 단핵도시모형을 이용하여 

도시의 주거지는 저소득계층일수록 도심부 가까이 입지하고 고소득일수록 외곽으

로 뻗어나가는 형태를 보이며, 외곽으로 나갈수록 근린관계의 강도가  높아짐을  

보여주었다. 이 같은 도시경제학자들은 인간을 이기적 존재로 상정하여 주거지선

택에 있어 이윤극대화만을 추구한다는 것을 기본전제로 삼아 공동유대감에 기초

한 근린공동체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엔 이론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

7) 근린공동체의 형성은 물론, 사회적 관계형성, 사회적 통제, 상부상조, 집단방어, 근린환경의 개선, 

그리고 경제적 향상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기능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강대기, 홍동식, 

1982; 김호철, 1995; Suttles, 1972 ; Hunter, 1979)

8) 인종, 소득, 사회적 지위, 기호 및 선호도, 취업 장소와 특성등에 따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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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긍정론 

긍정론은 20세기 초 시카고학파 사회학자들의 고전생태학적 연구9)에 의해

서 처음 제기되었다. 이들은 인종적 특성과 지리적 혹은 인공적으로 구분되는 지

리적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분석을 시도하면서, 근린공동체의 구조와 변화를 

기술했다. 그 이후 인간은 완전히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감정과 전통 그리고 편

견에 사로잡힐 수 있는 존재로 가정하는 행태주의자들에 의해 좀더 강력하게 도

시근린공동체가 긍정되었다.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소득, 생활양식 등의 측면에서 유사한 특성을 가진 

가구들이 오랫동안 같은 장소에서 거주함으로써 우리의식(we-feeling), 

소속감(attachment), 그리고 감정(sentiment)등이 형성된다고 한다. 이들에 의해 

근린의 특수한 생활양식과 문화적 활동에 의해 상징적 이미지를 갖게 되고 

나아가 사회조직으로서의 자율성과 외부세계에 대한 방어기제를 갖게 된다고 

보았다. 

이 같은 근린공동체의 존재는 문화생태학자인 W. Fiery(1945),10)

Gans(1962),11) Suttles(1972),12) Fischer C.S.(19750)13)등에 의해 제시되었

9) 1950년대 출판된 하울리의 "인간 생태학"에서 그는 공동체란 공생의 원리가 작용하는 생태학적 

조직으로 보고 있으며, 공생에는 이종공생과 동종공생이 있다고 한다. 이종공생이란 다양성의 상

호의존이 그 원리이며 가족적, 지역적, 연합적 형태로 나타나고, 동종공생은 관심의 동질성에 의

한 집단화로 혈연, 연령, 성별, 직업, 사회계급 등으로 주어진다고 한다.이같이 시카고 학파들중 

일군의 학자들에 의해 도시사회학이 시작되었으며, 이들은 일반생태학의 원리를 도시사회에 적용

하였다. 

 

10) 보스턴 도심부의 부유한 상류계층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던 Beacon Hill의 주민들이 소속이 다른 

주민이 이주하려고 할 때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현상에서 공동체의식이 발현한다는 것을 밝혀내었

다. 이는 한국에서도 평소에는 유대의식을 거의 찾아볼수 없지만 거주지주변 혐오시설 등의 설립

시에 거주지 주민들이 공동 대응하면서 공동체 의식이 강해지는 현상의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연

구결과이다.

11) 갠즈는 근대도시의 일상적 생활양식이 도시자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인종, 민족, 연령, 

교육수준, 계층, 생애주기의 단계, 세대 등의 거주자의 개인적 특성이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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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Shevky와 Bell과 같은 사회지역분석가들에 의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되었

다. 이들은 근린의 분화과정을 분석하고 도시에 있어서 주거지역은 주민들의 사

회, 경제적 그리고 가족적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의 근린으로 구별될 수 있

다는 것을 밝혔다. 가구의 사회경제적 요인은 개별가구의 소득이나 직업과 같은 

요인을 의미하고 가족생활양식은 가구의 가족구성, 생활패턴, 취미, 또는 기호와 

같은 요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사회경제적인 위치와 생활양식이 유사한 사람들

은 일상적 삶에서 친밀한 관계와 1차적 유대를 형성하여 전통적인 근린공동체를 

유지하고 존속시킨다는 논지이다.

이와 같이 현대도시에 있어 근린공동체의 존재가능성에 관해서는 부정론과 

긍정론의 두 가지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그러나 부정론의 시발이 된 퇴니스의 

게마인샤프트/게젤샤프트의 구별은 분석의 결과물이 아닌 분석을 위한 

이념형이다.  즉 실제사회에서는 공동사회와 이익사회가 혼재되어 존재하고 

있음을 퇴니스의 저작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부정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논의의 근본에는 산업화된 근대도시의 인간관계가 반드시 이차적이고 삭막하며 

해체적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 

관계 역시 이들 요인을 바탕으로 친밀하고 정의적인 유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간의 차

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도시내부의 일차적 인간관계를 전통적 일차관계와 구별하여 "준일

차적 관계"로 표현했다. 그에 따르면 준일차적 관계는 전통적 일차적 관계와 이차적 관계의 연속

선에서 중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전통적 일차적 관계처럼 친밀하고 정의, 정감적인 상호작용을 한

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웨스트엔드 지역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이탈리아 계 민족을 연구하였

는데, 거주공간은 슬럼화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이웃간의 밀접한 유대를 형

성하고 이탈리안 전통을 잘 살려내고 있는 잘 조직화된 공동체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12) 동일한 장소에 거주한다는 장소적 정체성은 근린의 동질성을 파괴하고자 하는 외부의 위협이 있

을 경우 더 강화된다고 하여 이와 같은 근린을 방어적 근린(defended neighborhood)라고 명명

하였다. 이때 이웃되는 사람들은 인종, 민족, 수입과 교육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 동일한 사람

들로 구성되어 친밀하고 감정적인 유대를 통해 일차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한다. 

13) 피셔는 개인적 특성에 따라 도시에도 전통적 생활양식이 존재한다는 갠즈의 주장을 받아들였지

만, 또 한편으로 워스의 주장도 받아들여 그 관계의 강도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도 시인했다. 그는 

개인적 특성인 연령, 계층, 인종, 민족 등에 따라 특정지역에 각각 분포함에 따라 이들은 각기 다

른 부분문화를 가지게 되고 이들 부분문화에서 중심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가족관계를 들었다. 이

는 미국과 같은 다민족 사회에서 일상의 일차적 관계망이 혈연이나 민족 등의 요소에 의해연대를 

형성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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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종합해 보면 전통적 의미의 근린공동체가 근대 이전의 

농경사회에서처럼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상호의존적 

성격의 정의적 근린공동체가 근대 도시사회에서도 존재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주거공동체내에서 전통적 일차관계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유지, 존속된다는 

논의는 근대산업사회 도시 내에서 생산영역에서의 비인간적인 자본주의 

경쟁원리가 사적영역에는 침투하지 못함(김정오, 2003)을 보여주는 것이다. 

(2) 한국 아파트의 특성과 기존 연구 

한국의 아파트는 정부차원의 주택산업육성과 중산층의 성장과 맞물려 성장

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주거주택의 과반수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보편적인 주거

형태가 되었다14). 서구의 경우 아파트 비율이 우리보다 높은 경우는 있으나, 서구

의 아파트는 산업혁명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긴 역사적 과정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와 차이가 있다. 홍콩이나 싱가폴과 같이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이 매우 

높은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이처럼 단기간에 아파트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한 나

라가 없다(천현숙: 2002). 

그러나 이러한 주거형식의 급속한 변화와 함께 아파트 개발단위의 대형화와 

획일적 공간 편성, 대량 공급 정책과 획일적인 규제, 개인주의적 주거생활 같은 

주거양식의 급작스런 확산은 거주자들의 근린관계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아파트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현장이면서도, 공동체적 삶의 친밀성과 

보살핌의 상실이라는 현대 도시사회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14) 우리나라 주택 보급 추이변화 분석 자료에 따르면 199년의 잠정 추계에 의한 총 주택재고는 

1,118만 1천호이며 보급률은 전국 평균 93.3%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들 주택재고 가운데 아파트

가 전체의 약 42.2%를 차지하여 단독주택이 차지하는 점유비율 42.1%를 처음으로 넘어서기 시

작하였으며, 연립주택은 11%, 다세대 주택은 4%의 순으로 집계된 바 있다. 또한 매년 새로이 지

어지는 주택 수에 있어서도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높아져 1999년 일년간 총 신축 주택

가운데 아파트가 85.3%를 차지하여 종주적 주택유형으로 자리하고 있다. 아파트 신축 건축 물량

이 단독 주택을 앞지르기 시작한 때가 1981년이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20년 만에 아파트

가 도시와 농촌을 불문하고 주택의 절대적 전형으로 자리하였으며, 단지형 공간 구성으로 이루어

지는 아파트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공간이자 보편적인 공간환경이 되었음을 증거하는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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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파트라는 공간은 직업, 학력, 연령 등에서 특정 사회경제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집합화함으로써 특정한 가치편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특정 계층으로 집단화된 아파트주거지에서는 근린관계가 이들의 특수한 

규범과 가치에 의해 특징 지워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결과들을 내놓고 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주거단위 밀집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시하고, 외부로부터 심리적 분리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15) 이러한 

태도는 무개입의 소극적 근린관을 형성하여 이웃간의 원활한 사회적 관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정양부, 우동주 1985).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특징으로 주택유형에 따라 근린관계의 

범위를 측정한 선행연구에서 (강대기, 1983; 김수련, 1989; 김희범, 1990) 아파

트는 다른 주거양식보다 (단독주택이나 연립 주택 등) 근린관계 점수가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아파트의 내부지향적이고 폐쇄적인 구조에서 기인하는 

고립감과 원자화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파트라는 공간은 개인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생활과 사회관계의 산물인 것이다. 또한 아파트 주거의 공간적 측면에 

의해 야기된 폐쇄성과 단절성 역시 전통적인 주거에 근거한 공동체적 관계를 급

속히 와해시키고 있다. 

한편, Baldssarre(1981), Mitchell(1971), 강대기(1981)등의 연구자들이 

밝혀낸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가족 및 친족관계와 전통적 가족주의가 강할수록 근

린관계가 강화된다고 한다. 이러한 경향은 최재석(1975)의 논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한국 대도시 아파트 지역 거주민들의 친족관계는 전통적 형태가 많이 유

지되고 있으며 강한 근린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고향이 서울이 아닌 지방, 농촌 

출신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강대기(1981)는 부산 시내의 11평 이하 소형아파트부터 35평 이상의 

중대형아파트까지 대상으로 한 근린관계형성에 관한 논문에서 꼭 아파트 

15) 아파트는 생활을 위한작업의 협동을 상대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므로 사회를 이루

는 구성원 서로간의 협동보다는 상호간의 방어 개념이 우세한 곳으로서, 더불어 모여살기나 공동

체 의식의 형성에 대한 동기유발적 요인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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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전통적인 친족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시내에 친족이 

거주하고 있을 경우 거주민이 본인의 거주환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근린관계도 높이 나타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대도시 아파트 내에서의 도시근린관계가 전통적 1차 관계보다는 근대적 

2차관계가 지배적인 현상인 것으로 보이게 하지만, 언급한 선행연구들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도시 불안과 소외를 느끼는 근린거주자들의 전통적 1차 관계에 

대한 욕구 역시 증대됨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역설적으로 현대 주거공동체에서의 이웃관계는 전통적 1차 관계가 아닌 

근대적 2차 관계임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본 논문의 견지에서도 현대 

아파트에서의 이웃관계는 전통적 1차 관계로 볼 수 없다고 생각된다. 

한편, 전통적 1차 관계와 근린관계 형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최근의 연구가 

미미한 상황이다, 때문에 전통적 1차 관계에 대한 유대감이 오늘날 한국인의 

의식에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실제로 어떠한 관계 맺음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따로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다음 장에서 논하기로 한다. 

(3) 한국에서의 전통적 1차 관계 유대감 

한국의 전통적 1차관계란 연고집단에 기반한 관계라 해도 무리가 없으며, 

연고집단은 혈연, 지연, 학연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통적으로 모든 인륜관계- 

특히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연고관계는 “孝”를 으뜸 규범으로 여긴다. 안으로는 

부모자식간, 형제 친척간의 가족윤리로서 밖으로는 연장자와 연소자간 예의로 

일깨우고 실천하는 것이다.

즉 효 규범을 강하게 인지하고 내재화시킬수록 전통적 1차 관계에 대한 

유대감도 강하게 유지하는(안혜숙, 2003) 것이다. 급속한 산업화를 경험한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친족제도의 규제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이효재, 

1990) 권위적이고 의무적인 친족관계는 선택적이고 상호교환적인 관계로 변화를 

겪고 있다. (이광자, 1989) 그러나 현대인들도 ‘효’에 대해서만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효의 시공을 초월한 가치관을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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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인의 효행에 대한 최근 연구(성규탁,1989 최정혜,1999; 

정옥분외,1996 )에서, 효행자들은 부모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부모, 다른 

가족성원, 친척, 이웃 및 지역사회 성원들과 일련의 복잡한 대인관계의 망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효는 단절적이고 고립적인 

현대사회의 병폐를 치유하고, 전통적 1차 관계에 대한 유대감이 강하게 해주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원효종과 옥선화(1993)는 도시핵가족 구성원들이 접촉하는 

사람의 관계종류와 그 성격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그에 따르면 도시 핵가족이 

접촉하는 사람의 수는 평균 10명이며, 그 구성은 친족 45.5%, 이웃 20.6%, 친구 

21.8%, 직장동료 4.7%, 종교집단회원 4.1%, 모임단체회원 2.1%, 공적 

전문지원자 1.4%로서 주로 친족, 이웃, 친구의 범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특히 

친족은 필요시에 도와주는 의무와 애정 및 감정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동원(1984)은 특히 媤家와 親家등 친족과의 유대감을 측정하였다.  그는 

양가와의 관계망 범위, 만나는 횟수, 도움의 종류, (물질적, 일손도움, 집안일상담, 

개인문제 상담 등) 그 관계가 공식적인가 정서적인가, 양가 방문시 부부동반여부 

등을 지표로 조사하여, 친족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도움을 비롯하여 일손의 도움 

및 개인적인 문제 등을 함께 의논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남제(1988)는 한국도시사회에서 친족관계가 어떤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실시했다. 그에 따르면 도시 친족간에 80%이상이 

가까운 친척과 전화를 통한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 핵가족 부부가 맺고 

있는 친족관계를 연구한 김경원, 옥선화(1989)에 의하면 주부는 시가와는 의례적 

활동과 제공적 관계를 갖는 경향이 있으며 친가와는 비공식적 활동과 수혜적 

관계 그리고 정의적 유대를 맺는 경향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친족관계를 비롯한 일차적 관계와 사회단체나 조직에의 참여를 중심으로 

동료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관계망에 관한 연구(강성희, 1996; 이기숙 김현지, 

2000)도 있다. 이 연구들에 의하면 일손의 기능과 물질적 기능은 처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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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받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남성의 경우 친가와는 정서적, 일손적, 물질적, 

친교적 기능 모든 영역에서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결과들은 현대의 보편적 가족의 형태인 핵가족이 전통사회에 

비해 소비기능, 가족원간의 여가기능 등이 강화된 반면, 자녀사회화 기능, 

사회보장기능 등이 약화되고 왜곡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전통적 1차적 

관계에의 강한 유대감이 자녀양육과 사회화 기능, 그리고 노인부양 등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전통적 효 규범이 오늘날 한국인의 의식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전통적 규범을 강하게 유지할수록 1차 관계에 대한 유대감과 

주변 이웃들간의 관계망도 확대됨을 알 수 있다. 전통적 1차 관계 유대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본인의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고 현대도시 핵가족의 

부족한 기능을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우리의 전통적인 주거는 자녀들이 결혼하면 동일거주지내에서 분가를 

시키는 방식으로 공동체생활을 영위하였다. 그러던 것이 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주거지 선택이 삶을 담는 그릇으로서가 아닌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행해짐에 따라 

삶의 질적인 부분은 무시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상류층의 경우 경제적 

한계가 거주지 선택에 큰 변수가 되지 않아,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단절적인 

인간관계를 극복하고 정의적이고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는 심적 휴식처로서의 

주거환경을 바라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주거공동체에서 인간관계의 파편화, 소외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택해지는 전통적 1차 관계를 사회자본의 개념으로 

수치화하여 현대적 주거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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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사회자본 사회자본 사회자본 사회자본 

사회자본은 집합적인 협력행위를 촉진시켜 현대의 여러 사회분야의 

문제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선행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자본과 관련한 

대표적 학자는 우선 부르디외를 꼽을 수 있다. 그는 사회자본을 “제도화되었건 

혹은 제도화되지 않았던 상호 면식이 있어 알고 지내는 사이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관계의 연결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 (Bourdieu, 1985: 248)이라고 정의했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사회자본으로서의 연결망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지속적인 의무감”을 의미하는 

관계로 변환시키려는 “투자전략”의 산물이 되는 것이다(Bourdieu, 1986:248). 

사회자본에 대한 또 다른 논의는 미국의 사회학자 콜만에 의해 전개되었다, 

그는 사회자본을 “주어진 구조에 속하는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사회자본이 없으면 이룩하기 어려운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Coleman, 1990:302) 라고 정의한다. 

이후 사회자본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하나는 

공동체나 집합체 전체의 특성을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이나 집단이 형성하는 관계의 패턴을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다. 

미시적인 연구에서 사회자본은 “행위자가 자신이 속한 집단 즉 연결망 속에 

있는 자원에 접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산”(Lin, 2001)혹은 사회적 연결망 

혹은 사회구조의 구성원이 됨으로서 확보할 수 있는 행위자의 능력”(Portes, 

1998)등과 같이 정의된다. 이 같은 관점에서는 그 개인이 동원할 수 있는 

연결망의 크기나 범위에 따라 사회자본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거시적인 연구는 사회자본을 주어진 사회의 문화적 및 조직적 

특성으로 파악하여 그 사회의 전통이 신뢰나 협동과 같은 호혜성에 기반한 

가치나 관계를 어느 정도나 뒷받침하고 있는가를 문제 삼는다. 퍼트남(Putnam, 

1995: 67)이 이 견지에서 사회자본을 “상호간 이익을 위한 협력과 협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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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시키는 연결망, 규범,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성”이라고 

정의하였다. 

그에 따르면 시민참여, 네트워크와 상호부조 같은 규범의 형태로 

사회자본이 전승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자발적 협력이 훨씬 쉽게 일어난다고 본다. 

그러므로 거시적인 연구는 사회자본이 그 사회의 민주주의나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가 혹은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가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거시적 차원에서의 사회자본은 공동체 유지와 발전에 필요한 

전제조건으로서 ‘절대선’으로 취급된다. 그런 반면에 미시적 차원에서의 

사회자본은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거나 혹은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총합으로 인식함으로써 양가적, 혹은 

몰가치적인 개념으로 인식된다. 이같이 사회자본의 개념적 정의는 그에 대한 

관심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통일되어 있지 못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사회자본은 관계성 속에서 형성되는 일종의 사회적 자원이라는 점에서 합의를 

하고 있다. 

본래 ‘자본’이란 용어는 그 기원상 경제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사회’라는 용어는 근대적인 측면과 함께 신뢰와 호혜성에 기반한 

다양한 비시장적 요소들까지 설명을 가능케 해준다(최우영 2004). 그렇기 때문에 

사회자본은 오늘날 한국사회를 비롯한 후발산업화 사회의 전통적 1차 사회관계와 

근대적 2차 사회관계가 혼재 되어 나타나는 현상들을 분석하는데 큰 함의를 

가지고 있다. 즉, 사회자본은 현대사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퇴니스적인 

게마인샤프트에 상응하는 개념인 공동체적 결속관계를 의미하기도 하면서, 

합리적인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으로 생겨난 자원으로 이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협동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 공존하고 있는 까닭이다. 

특히 사회자본의 분석단위를 지역사회나 근린 등에 국한해 볼 때 사회자본 

개념은 기존 개념 중 근린의식, 커뮤니티 의식 등과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근린의식이나 커뮤니티 의식은 거주자들간의 상호관계만을 고려하는 것이라면, 

사회자본은 구체적 행태로 나타나는 참여, 이웃관계 외에 지역사회문화 및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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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등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계망이 자원으로 활용되어 근린의 

발전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보다 발전된 개념이다(천현숙, 2004).

기존의 근린개념을 이용한 연구들은 근린의 범위와 강도만을 측정하여 

도시화의 진행이 근린관계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근린관계의 약화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사회자본의 개념을 활용한 근린연구는 현재 상태의 원인을 측정, 

평가가 가능하여 사회자본의 의도적 형성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의 제시가 

가능하다. 즉 근린 공동체 거주자들의 개인적 특성, 집단적 특성, 물리적, 사회적 

특성에 따른 사회자본의 차이가 있음이 밝혀진다면 역으로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사회자본의 형성을 기대할 수 있는(천현숙, 2004)것이다. 

본 논문에서의 사회자본의 개념은 주거단지 내에서 상호적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연결망과, 신뢰와 호혜성으로 구성되며, 아파트 주거단지의 경우 이 

구성요소들의 정도가 높게 나타날수록 거주민들간의 정서적 안정과 좋은 이웃과 

살고 있다는 긍정적 주거정체성을 통해 안정된 근린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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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3333장 장 장 장 자료의 자료의 자료의 자료의 수집과 수집과 수집과 수집과 분석의 분석의 분석의 분석의 틀 틀 틀 틀     

1. 1. 1. 1.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대상 대상 대상 대상 

이 연구는 방배동의 L아파트를 선정하여 조사되었다. 아파트를 분류하는 기

준으로 천현숙은 “아파트 주거문화의 특성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논문에서 도

시특성,(대도시, 중소도시, 신도시) 주택규모,(고소득층-40평대 이상, 중소득층

-30평대 이상, 저소득층-20평대 미만) 평당 주택가격(1천만원 이상-고소득층, 

800만원대-중소득층, 300만원대-저소득층)을 들었는데, 본 연구의 조사 대상 

아파트는 지역, 소득계층, 주택특성16)을 고려했을 때 상층 아파트의 특성을 강하

게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아파트는 확산과정에서 주택의 개념이 개인의 삶을 담는 장소로서가 

아니라 교환가치가 중시되는 상품으로 변화(천현숙, 2002)하였다. 그에 따라 주

거지선택의 가장 큰 요인이 경제력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17) 이런 상황하에 근린 

공동체 내에서 경제적 능력에 따라 타율적으로 모이게 된 사람들과 맺는 2차 관

계뿐만 아니라, 자기 의지로 전통적 1차 관계를 구축하는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선 

16) <표 3-1> 조사아파트 특성 (2006년 기준)

조사대상 조사대상 조사대상 조사대상 단지규모단지규모단지규모단지규모 평당 평당 평당 평당 주택가격주택가격주택가격주택가격 평형구성 평형구성 평형구성 평형구성 

방배동 L아파트 136세대 2300-2500만원대 55평형, 66평형

17) <표 3-2> 2004년도 통계청 사회통계, 주거와 교통편

통계자료: 현거주지 선택 이유 - 주된 응답

시점:2004 가구
경제적능력에경제적능력에경제적능력에경제적능력에
맞추어맞추어맞추어맞추어

사업상, 
통근거리고려

옛날부터 
살아옴

교통 편리

전국 100% 48.8%48.8%48.8%48.8% 16.6% 14.8% 5.4%

서울 100% 53%53%53%53% 14.5% 11.5% 7.2%

근린생활
시설편리

자녀교육
본인학업

자연환경이
좋아서

자녀 육아 및
양육

경제적 가치
고려

기타

1% 4.6% 4.5% 1.7% 1.1% 1.6%

0.8% 5.9% 2.9% 1.7%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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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에 가장 구애를 받지 않는 상층 계층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적절하다고 판

단하였다.

아울러 상층 거주민들의 폐쇄적이고 개인적인 성격으로 인해 사회자본의 실

태를 파악하기 힘든 점을 감안하여 연구자가 내부자로 있는 사례 아파트를 선정

하였다, 통계적 방법을 위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2004년 10월부터 2005년 1월

까지 3개월에 걸쳐 반상회에 나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총 75부를 수집하여, 그 중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4부를 제외한 71부로 분석을 실시했다. 

<<<<표 표 표 표 3-3> 3-3> 3-3> 3-3> 응답자의 응답자의 응답자의 응답자의 특성                                     특성                                     특성                                     특성                                     단위단위단위단위: : : : 명명명명

100부를 목표로 했으나, 반상회를 제외하고 입주자를 만날 수 있는 루트가 

거의 전무한 관계로 전체 136세대18)중 조사기간 중 반상회에 참석한 75세대에게

서만 설문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거주자들간의 관계에 대한 질적인 부

18) 2004년 10월 기준 총 136세대 중 127세대가 자가 소유자로 조사되었다. 

성별 성별 성별 성별 　  N=71 연령분포연령분포연령분포연령분포 　N=71 교육수준교육수준교육수준교육수준 　N=71

남자 0 20대이하 0 초등학교 0

여자여자여자여자 71(100%)71(100%)71(100%)71(100%) 30대 2(2.8%) 중학교 0

　 40대 17(23.9%) 고등학교 2(2.8%)

　 50505050대대대대 41(57.7%)41(57.7%)41(57.7%)41(57.7%) 대학교대학교대학교대학교 62(87.3%)62(87.3%)62(87.3%)62(87.3%)

　 　 60대이상 11(15.5%) 대학원이상 7(9.9%)

직업직업직업직업 　  N=71 한달평균수입      한달평균수입      한달평균수입      한달평균수입      N=71 생활수준생활수준생활수준생활수준 　N=71

전문직 7(9.9%) 500만원이하 11(15.5%) 상의상층 6(8.5%)

사무관리 1(1.4%) 500-600 12(16.9%) 상의하층 8(11.3.%)

판매직 3(4.2%) 600-700 7(9.9%) 중의상층중의상층중의상층중의상층 48(67.6%)48(67.6%)48(67.6%)48(67.6%)

가정주부가정주부가정주부가정주부 59(83.1%)59(83.1%)59(83.1%)59(83.1%) 700-800 9(12.7%) 중의하층 8(11.3%)

기타 1(1.4%) 800800800800만원이상만원이상만원이상만원이상 32(45.1%)32(45.1%)32(45.1%)32(45.1%) Missing 1(1.4%)

고향고향고향고향 　N=71 지지정당지지정당지지정당지지정당 　N=71

수도권수도권수도권수도권 41(57.7%)41(57.7%)41(57.7%)41(57.7%) 열우당 1(1.4%)

충청권 7(9.9%) 한나라당한나라당한나라당한나라당 45(63.4%)45(63.4%)45(63.4%)45(63.4%)

호남권 7(9.9%) 민노당 0

영남권 12(16.9%) 민주당 0

강원 1(1.4%)없다 17(23.9%)

제주 1(1.4%)잘모름 7(9.9%)

해외 2(2.8%) Missing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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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은 설문지로 부족하여 심층면접을 병행하였다. 설문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본 거

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표3-3>과 같다. 

반상회를 통해 반상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설

문을 했기 때문에 반상회에 참여할 기회가 많은 여성이 100%로 전부19)를 차지

하였다. 연령은 50대 이상이 73.2%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졸이상의 학력이 

97.2%로 높은 학력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직업은 가정주부가 83.1%를 차지하고 

있고, 한달 수입은 전체주민의 45.1%가 800만원 이상으로 고소득자가 많았다.  

고향은 수도권출신이 57.7%로 가장 많고 한나라당을 지지정당으로 가진 응답자

들이 63.4%로 가장 많았다. 

아파트 거주자 사이의 공식적 의결 기구는 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의 하나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것은 건축법령에 의거해 매우 획일적인 방식으로 설치되는 

입주민들간의 의사결정기구를 말한다. 그 외의 자발적 모임인 부녀회나, 노인회, 

취미 모임 등은 전혀 활성화되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입주민 대표회의라는 

자치기구를 입주민들간의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기관이라고 보기보다는 

서비스를 받기 위한 의례적 절차 통과 기구 정도로만 여기고 있어 입주민들간의 

의사소통의 장으로 기능하기엔 부족한 감이 있다. 

19) 이웃관계의 주체는 여성들이 대부분이라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대목이다. (이수진, 1998; 신

용재, 김종인, 1989; 손세욱,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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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개념의 개념의 개념의 개념의 정의와 정의와 정의와 정의와 측정 측정 측정 측정 

본 연구의 설문지는 응답자와 친분이 있는 다섯 명20)을 응답하게 하고 그

들로부터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인 연결망, 신뢰, 호혜성을 분석했다. 연결망은 집단

의 폐쇄성/개방성(강한 연대/약한 연대)을, 신뢰와 호혜성은 집단이 도구적/완성적 

동기를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다고 판단하여, 개별적으로 측정한 뒤 통합하였다. 

1)연결망 

각각의 응답자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연결정도의 폭과 깊이를 측정

한 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연결망 밀도, 관계의 빈도21), 관계의 지속성, 관계의 중

복성, 교환자원총량22)으로 사회적 연결망을 측정하기로 한다. 이렇게 해서 각 응

답자가 응답한 연결된 개인끼리도 서로 알고 지내며, 관계의 빈도가 잦을수록, 알

고 지낸 기간이 오래 지속됐을수록, 관계가 한가지만의 관계가 아니라 중복적으로 

겹칠수록23) 주고받는 교환자원의 양이 많을수록 연결망의 강도도 강하다고 분석

하고 이렇게 측정된 각각의 요소들을 각각 표준화하고 합산하여 ‘연결망 지수’

로 만들었다. 

20) 시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를 제외시키고 지난 1년 사이에 직접 만났거나 서로 연락을 주

고받은 사람들로 측정하였다.

21) 관계의 빈도는 표에 나타난것과 같이 대면접촉, 전화접촉, 인터넷 접촉으로 (1) 거의 매일, (2)

일주일에 한번, (3) 1달에 한번, (4) 3-4달에 한번, (5) 6개월에 한번, (6) 1년에 한번, (7) 하

지 않는다의 보기로 구분하였다. 관계의 빈도 계산은 대면접촉 3, 전화접촉 2, 인터넷 접촉 1로 

가중치를 부여하고 접촉의 빈도에 따라 ‘접촉하지 않는다’에서 ‘거의 매일 접촉 한다’까지 7

개의 응답을 0점에서 6점까지로 부여한 후에 합산한 것이다. 

22) 교환되는 자원은 각각 정보자원, 용역자원, 위세자원, 재화자원, 위로자원, 평판자원으로 나누어

1점씩 부여한 뒤 합산했다. 

23) 연결된 한 개인의 관계에서 ‘친인척’이며 ‘이웃’관계이며, ‘학교동문’ 등으로 중복적으로 

나타날수록 그 연결강도가 강하다고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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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3-4> 3-4> 3-4> 3-4> 연결망의 연결망의 연결망의 연결망의 구성요인구성요인구성요인구성요인

2)신뢰

신뢰는 사회자본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의 하나로, 

사회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자본의 기능을 

담당한다(Coleman,1990; 이재열, 1998; 김용학,1999; 박찬웅,1999; 

천현숙,2004). 그러나 이를 가시적으로 척도화시켜 측정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신뢰란 최종렬(2004)의 “일상생활의 자연적 태도에서 

나오는 기대를 하나의 도덕으로 보고 그에 동조하는 행위를 말하는 현상학적 

개념” 라는 견해를 따라 신뢰를 유형화했다. 다분히 심리적인 요소인 신뢰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신뢰가 깨지거나 어긋나는 사례를 가정하여 

응답자가 반응하고 대응하는 방식을 통해 신뢰를 측정하였다. 이에 신뢰는 공동체 

안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상징과 해석틀에 따라 누구에게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차원 측정(설문지문항) 척도

연결망

밀도
서로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인지 
여부(문4)

실제로 연결된 관계수/
연결 가능한 관계수

관계의 빈도
대면접촉빈도(문8-1)
전화접촉빈도(문8-2)

인터넷접촉빈도(문8-3)

1. 거의 매일 2. 1주일에 한번
3.1달에 한번4.3-4달에 한번
5.6개월에 한번 6.1년에 한번

7. 하지 않는다.

관계의지속성 알고지낸 기간(문3-11) 1년 단위

관계의중복성
응답자와 어떤
관계인가(문3-2)

1. 친인척  2. 직장상사/동료
3. 초중고교동문 4. 대학동문
5. 이웃    6. 같은고향사람
7. 모임/단체의 회원8. 기타

교환자원총량
교환되는 자원
(문6, 7)

1. 정보  2. 용역  3. 위세
4. 재화  5. 위로  6. 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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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적 기대’, 그리고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맥락과 상호작용에서의 ‘구성적 

기대’, 의심의 유보를 거부하는 ‘불신’으로 유형화된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물질적 기대, 비물질적 기대, 신뢰회복 방법의 세 

가지 차원으로 신뢰를 측정하였다. 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신뢰측정의 문항들을 

-2점에서 2점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하여 합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2점에 

가까울수록 ‘불신’, 0점에 가까우면 ‘구성적 기대’, 2점에 가까우면 ‘배경적 

기대’를 갖는 것으로 보아 이들을 합산하여 ‘신뢰지수’로 산출하였다. 

이는 문항 별 신뢰점수가 -2점에서 2점까지의 범위를 갖고 있고 다섯 명 

범위의 연결된 개인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으므로 -10점에서 10점까지의 범위를 

가지게 된다. 또한 신뢰는 세 가지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므로 각 문항으로 측정된 

점수를 합산하여 -30점에서 30점의 범위를 갖게 된다. 이를 표로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표 표 표 3-5> 3-5> 3-5> 3-5> 신뢰의 신뢰의 신뢰의 신뢰의 구성요인구성요인구성요인구성요인

차원
측정

(설문지문항)
불신

(-2점)
구성적 기대

(0점)
배경적 기대

(2점)

신뢰

물질적
기대

3달치 생활비를 
빌려가서 

안 갚을 경우

법적인 소송
을해서라도
받아낸다

반반이다

사정이 
있을거라 
생각하고
기다린다

비물질적
기대

나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을 경우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을거라 
생각하고 
관계단절

반반이다

나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참는다

신뢰회복의
방법

기대에 어긋나는
처신을 할 경우

기존의법,
규칙을 통해

해결한다

제3자를
통해 왜 
그러는지 
알아봄

직접 그 
사람을 만나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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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혜성 

호혜성이란 무언가를 받으면 그것을 준 사람에게 그만큼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사회의 일반적 규범을 말한다.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로서의 호혜성은 받은 

사람이 준 당사자가 아닌, 같은 집단에 속한 제 3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시간적으로 장기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간접적으로 보상이 되돌아오는 상황을 

말하고 있다. 즉 당사자들만의 교환관계가 아닌 집단 전체로 교환이 일반화되는 

규범이 작동하는 것을 뜻한다. 

최종렬(2004)은 호혜성을 “ 도덕적 의무감에 기반하여 교환의 각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얻은 것을 되갚아야 할 의무와 자신이 베푼 것을 

되돌려 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서로에게 공유되는 인류학적 개념”으로 보고 

호혜성의 유형을 구분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종렬의 견해에 따라 일반화된 

호혜성, 균형 잡힌 호혜성, 부정적 호혜성으로 유형화된 것을 이해관계의 

방향성(설문문제 9), 예상된 보상의 즉각성(설문문제 10), 예상된 보상의 

등가성(설문문제 11)등으로 나누어 측정하여 분석한다. 

<<<<표 표 표 표 3-6> 3-6> 3-6> 3-6> 호혜성의 호혜성의 호혜성의 호혜성의 구성요인구성요인구성요인구성요인

차원
측정

(설문지문항)
부정적 호혜성

(-2점)
균형 잡힌

호혜성(0점)
일반화된

호혜성(2점)

호혜성

이해
관계의
방향성

평소 누구의 입장 
을 우선하는가

(문9)

전적으로
나의 입장 반반이다

전적으로
그 사람
입장.

예상된
보답의
즉각성

호의에 대한보답은
얼마나 빨리 와야

하는가(문10)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이루어 
져야한다.

반반이다

보답이 
아무리 
늦어져도 
상관없다.

예상된
보답의
등가성

보답의 정도와 
크기는 어떠해야 

하는가
(문11)

내가 대접한 
것보다 훨씬
나아야 한다.

반반이다

내가 대접한 
것에 못 
미쳐도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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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혜성 측정 문항도 각각-2점에서 2점까지의 범위를 갖는데, -2점, 0점에 

가까울수록 ‘부정적 호혜성’, 2점에 가까울수록 ‘일반화된 호혜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신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호혜성 지수’도 세 가지측정 

문항으로 다섯 명의 연결된 개인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므로 

최소 -30점에서 최대 30점의 범위를 갖는다. 

위의 방법들로 만들어진 세 가지 ‘연결망 지수’, ‘신뢰지수’, ‘호혜성 

지수’를 표준화시켜 합산한 것이 ‘사회자본 지수’가 되어 아파트 거주자들의 

사회자본을 분석하게 된다. 

4) 응답자와 연결된 관계의 속성 

응답자가 관계 맺고 있다고 대답한 1명에서 5명까지의 이웃들의 관계종류에 

따라 아파트의 사회자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분류해보았다. 우선 첫 번째로 전통적 연고관계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설문지 

3-224)의 질문에서 친인척의 관계거나 같은 동향사람, 초, 중, 고, 대학교 동창의 

사이로 이어진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였다. 

넓은 의미에서 이웃관계 역시 연고관계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겠다. 그러나 근대 이후 경제적 이유나 통근, 통학의 편의를 위해 빈번하게 

거주지를 옮기는 상황에서 맺게 되는 이웃관계와 한번 태어난 곳에서 거주지 

이동 없이 계속 살아가는 상황에서 맺게 되는  전통적 연고관계의 이웃과는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본 논문은 근대이전의 관계맺음 방식이었던  ‘전통적 

연고관계’가 근대이후 도시거주자들이 맺는 관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기본전제로 분석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 연고관계와 현대적 이웃의 개념 

분리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설정된 전통적 연고관계는 강한 연대의 연결망과 

24) <표 3-7> 설문지 3-2 연결된 사람들과의 관계

1.친인척 2.직장상사/동료/부하 3.초,중,고교동문 4.대학동문

5.이웃 6.같은고향사랑 7.모임/단체의회원 8.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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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적 기대의 신뢰, 일반화된 호혜성을 구성요소로 하는 완성적 사회자본을 

구축하게 된다는 것이 본 논문의 분석틀이다. 

두번째로 이웃관계는 전통적 연고관계나 비연고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이웃관계로만 이어진 경우로 한정한다. 이들은 또 다시 조사아파트에 이사 오기 

이전부터 이웃관계였던 경우와 이사 이후에 이웃관계를 맺게 된 경우로 나뉜다. 

조사시점이 조사아파트 입주 후 만 2년이 되지 않은 시점이라 알고 지낸 기간을 

기준으로 2년 이하인 경우는 입주 이후 새롭게 구축된 이웃관계, 3년 이상인 

경우는 조사 아파트에 입주하기 이전의 거주지에서 함께 거주하던 사람들끼리 

같이 이사 온 사람들과 관계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비연고관계는 대표적인 

근대적 인간관계로 설문지 3-2에서 직장상사, 동료, 부하, 모임단체의 회원란에 

표기한 경우 비연고관계 범주로 포함시켰다.  지속기간과 상관없이 아파트에서 

맺게 되는 이웃관계와 비연고관계는 근대적 2차 관계로 약한 연대를 가진 

연결망과 구성적 기대의 신뢰, 균형잡힌 호혜성을 구성요소로 하는 도구적 

사회자본을 구성하게 된다. 이를 도식화한 것을 다음 장에서 살펴본다. 

3. 3. 3. 3. 분석의 분석의 분석의 분석의 틀  틀  틀  틀  

본 논문에서는 연결망, 호혜성, 신뢰 세 요소로 아파트 거주자들이 맺고 

있는 관계들의 사회자본을 측정하여본다. 연결망은 측정수준에 따라 약한 유대와 

강한 유대로 유형을 나누어 폐쇄성과 개방성 정도를 알아볼 수 있다, 신뢰와 

호혜성은 각각 불신/ 구성적 기대/ 배경적 기대, 부정적 호혜성/ 균형 잡힌 

호혜성/ 일반화된 호혜성으로 유형화시킬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아파트 

거주자들이 맺고 있는 관계 중 전통적 연고관계가 완성적 사회자본을, 

비연고관계와 3년 이상의 오래된 이웃관계, 2년 이하의 새로운 이웃관계가 

도구적 사회자본을 형성하고 있다는 본 논문의 가설을 도식화한것이 <그림 

3-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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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본 논문은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인 ‘연결망 지수’, 

‘신뢰지수’, ‘호혜성 지수’와 이들의 합으로 산출된 ‘사회자본 지수’를 

종속변수로 삼아 아파트 내의 거주자들의 각각의 속성이 사회자본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밝히려 한다. 종속 변수에 대한 각각의 독립변수는 아파트 

거주자들의 개인적 속성과 관계적 속성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그림 그림 그림 3-1 3-1 3-1 3-1 > > > > 사회자본 사회자본 사회자본 사회자본 측정의 측정의 측정의 측정의 분석틀분석틀분석틀분석틀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거주자의 사회자본의 총량은 개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본과 사회 경제적 지위, 아파트 근린집단 외의 외부 집단의 

연결망연결망연결망연결망 밀도밀도밀도밀도

관계의관계의관계의관계의 빈도빈도빈도빈도

관계의관계의관계의관계의 지속성지속성지속성지속성

관계의관계의관계의관계의 중복중복중복중복

교환자원교환자원교환자원교환자원 총량총량총량총량

아파트의아파트의아파트의아파트의 사회자본사회자본사회자본사회자본아파트의아파트의아파트의아파트의 사회자본사회자본사회자본사회자본

사회적사회적사회적사회적

연결망연결망연결망연결망

물질적물질적물질적물질적 기대기대기대기대

비물질적비물질적비물질적비물질적 기대기대기대기대

신뢰신뢰신뢰신뢰 회복의회복의회복의회복의

방법방법방법방법

신뢰신뢰신뢰신뢰

이해관계의이해관계의이해관계의이해관계의

방향성방향성방향성방향성

보답의보답의보답의보답의 즉각성즉각성즉각성즉각성

보답의보답의보답의보답의 등가성등가성등가성등가성

호혜의호혜의호혜의호혜의

규범규범규범규범

강한강한강한강한

연대연대연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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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혜성호혜성호혜성호혜성

일반화된일반화된일반화된일반화된

호혜성호혜성호혜성호혜성
균형잡힌균형잡힌균형잡힌균형잡힌

호혜성호혜성호혜성호혜성

균형잡힌균형잡힌균형잡힌균형잡힌

호혜성호혜성호혜성호혜성

완성적완성적완성적완성적 사회자본사회자본사회자본사회자본완성적완성적완성적완성적 사회자본사회자본사회자본사회자본 도구적도구적도구적도구적 사회자본사회자본사회자본사회자본도구적도구적도구적도구적 사회자본사회자본사회자본사회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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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이웃아파트이웃아파트이웃아파트이웃 (장기장기장기장기,단기단기단기단기)

비연고관계비연고관계비연고관계비연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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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망연결망연결망연결망 밀도밀도밀도밀도

관계의관계의관계의관계의 빈도빈도빈도빈도

관계의관계의관계의관계의 지속성지속성지속성지속성

관계의관계의관계의관계의 중복중복중복중복

교환자원교환자원교환자원교환자원 총량총량총량총량

아파트의아파트의아파트의아파트의 사회자본사회자본사회자본사회자본아파트의아파트의아파트의아파트의 사회자본사회자본사회자본사회자본

사회적사회적사회적사회적

연결망연결망연결망연결망

물질적물질적물질적물질적 기대기대기대기대

비물질적비물질적비물질적비물질적 기대기대기대기대

신뢰신뢰신뢰신뢰 회복의회복의회복의회복의

방법방법방법방법

신뢰신뢰신뢰신뢰

이해관계의이해관계의이해관계의이해관계의

방향성방향성방향성방향성

보답의보답의보답의보답의 즉각성즉각성즉각성즉각성

보답의보답의보답의보답의 등가성등가성등가성등가성

호혜의호혜의호혜의호혜의

규범규범규범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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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적배경적배경적배경적

기대기대기대기대

배경적배경적배경적배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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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된일반화된일반화된일반화된

호혜성호혜성호혜성호혜성

일반화된일반화된일반화된일반화된

호혜성호혜성호혜성호혜성
균형잡힌균형잡힌균형잡힌균형잡힌

호혜성호혜성호혜성호혜성

균형잡힌균형잡힌균형잡힌균형잡힌

호혜성호혜성호혜성호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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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연고관계비연고관계비연고관계비연고관계,
아파트이웃아파트이웃아파트이웃아파트이웃 (장기장기장기장기,단기단기단기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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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모임의 수(외부확장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의 경우 응답자들이 대체적으로 여성, 고학력, 고소득, 

전업주부의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평형과 가격으로 거주자의 사회적 계층을 

엄격하게 통제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아파트의 사회자본은 거주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구사회학적인 변수보다는 그들이 맺고 있는 관계들로부터 

본질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 그림 그림 그림 3-2> 3-2> 3-2> 3-2> 사회자본 사회자본 사회자본 사회자본 결정요인의 결정요인의 결정요인의 결정요인의 분석분석분석분석

개인의개인의개인의개인의 속성속성속성속성 연결망지수연결망지수연결망지수연결망지수

신뢰지수신뢰지수신뢰지수신뢰지수

호혜성지수호혜성지수호혜성지수호혜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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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나이나이나이

소득소득소득소득

교육년수교육년수교육년수교육년수

소속집단소속집단소속집단소속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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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집단소속집단소속집단소속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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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관계이웃관계이웃관계이웃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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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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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인적 속성으로서 교육 년수, 평균수입, 참여모임의 

수25)(외부 확장성), 연령26)등을 독립변수로 삼았다.  한편 변수로 삼을 개인적 

속성 중 아파트 자치회에서 임원을 맡고 있는지의 여부를 포함시켰는데 이 

변수의 경우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와 사회자본 총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구과제는 

1. 아파트거주자의 개인적 속성은  연결망, 신뢰, 호혜성과 사회자본 총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음으로, 사례 아파트 응답자들이 맺고 있는 관계를 그 속성과 기간에 따

라 분류한 전통적 연고집단, 비연고집단, 3년 이상의 오래된 이웃 집단, 2년 이하

의 새로운 이웃 집단을 각각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연결망, 신뢰, 호혜성과 사회자

본에 차이가 가져오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설정되는 연구가설은 다음

과 같다. 

 2. 전통적 연고관계를 가진 응답자일수록 강한 연결망, 배경적기대의 신뢰,  

         일반화된 호혜성, 완성적 사회자본을 형성하며, 사회자본 총량 역시 높  

         아질 것이다.  

 3. 비연고관계를 가진 응답자,3년 이상의 오래된 이웃과 2년 이하의 새로  

         운 이웃관계를 가진 응답자들은 전통적 연고관계를 가진 응답자보다 약

    한 연결망, 구성적기대의 신뢰, 균형잡힌 호혜성, 도구적 사회자본을 형

    성하며 사회자본 총량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할 것이다. 

25) 직업이나 기타 근린집단 외부에의 참여집단이 많을수록, 즉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할수록 근린관

계 지수는 낮아진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26) 근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 독립변수에 관해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근린관계가 높아진다는 

결과들과 함께 연령 그 자체는 근린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생애주기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결과들이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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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제시된 분석틀은 각각 개인적 속성과 관계적 속성을 독립변수로 삼아 

아파트의 사회자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분석틀을 각각 따로 제시한 것은 각 

속성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개인적 속성은 말 그대로 설문 응답자 개개인을 

기준으로 응답자 속성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기 때문에 설문지 응답자 71명이 그 

분석대상이 된다. 관계적 속성은 그 응답자가 관계 맺고 있다고 대답한 관계의 

수를 분석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71명이 관계 맺고 지낸다고 대답한 1명에서 

5명까지의 관계의 수 177개가 그 분석 대상이 된다. 이 관계의 수 도출 방법은 

다음 장의 응답자와 연결된 개인의 분포에서 자세히 표로 제시될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가설을 밝히기 위해 이어지는 4장에서는 통계적 방법을 이용

한 양적 방법을 통해 아파트 응답자들의 사회자본을 분석해 본다. 또한 5장에서는  

통계적 방법으로는 제대로 그 현황을 파악하기 힘든 전통적 연고관계 형성과 그 

현황을 심층면접으로 분석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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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4444장  장  장  장  LLLL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사회자본 사회자본 사회자본 사회자본 분석분석분석분석

        

1. 1. 1. 1. 응답자와 응답자와 응답자와 응답자와 연결된 연결된 연결된 연결된 개인의 개인의 개인의 개인의 분포분포분포분포

(1) 연결망의 크기

집단 내에서 지난 1년간 직접 만났거나,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들이 모

두 몇 명이나 되는가라는 질문이다. 이것은 기초적 수준에서의 연결망의 크기 정

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것으로 아파트 전체 연결망의 크기평균은 4.04(표준편차 

5.09)명이다. 이를 임원여부와 관계속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그림 그림 그림 4-1> 4-1> 4-1> 4-1> 연결망의 연결망의 연결망의 연결망의 크기크기크기크기27)27)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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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표 표 표 표 4-1> 4-1> 4-1> 4-1> 연결망크기의 연결망크기의 연결망크기의 연결망크기의 전체평균과 전체평균과 전체평균과 전체평균과 임원 임원 임원 임원 여부에 여부에 여부에 여부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평균차이           평균차이           평균차이           평균차이           단위단위단위단위::::평균평균평균평균((((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표 표 표 표 4-2>4-2>4-2>4-2>관계적 관계적 관계적 관계적 속성에 속성에 속성에 속성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연결망 연결망 연결망 연결망 크기의 크기의 크기의 크기의 평균                           평균                           평균                           평균                           단위단위단위단위: : : : 평균평균평균평균((((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F = .903,  Sig.= .441

전체(N=70) 임원(N=4) 비임원(N=66)

연결망크기 4.04(5.09) 13.75(11.09) 3.45(3.95)

전통적
연고관계
(N=22)

비연고관계
(N=12)

3년 이상
오래된 이웃

(N=13)

2년 이하
새로운 이웃
(N=126)

연결망크기 5.55(8.18) 6(7.95) 2.77(1.36) 5.61(5.75)



- 29 -

관계적 속성에 따른 연결망크기 평균은 비연고관계(6명) > 2년 이하의 

새로운 이웃관계(5.61명) > 전통적 연고관계(5.55명) > 3년 이상의 오래된 

이웃관계(2.77명)의 순서대로 나왔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관계적 

속성보다 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임원인 경우(13.75명)와 임원이 아닌 단순 

입주민(3.45명)일 경우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관계적 속성으로 살펴본 연결망 평균차의 결과는 아파트라는 폐쇄된 공간상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L아파트는 한 라인을 두 집만이 

공유하고 자신이 속한 라인의 현관 외에는 허가 없이 드나들 수 없어 다른 

입주민을 만날 기회가 많이 차단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는 입주 이전부터 알고 

지낸 이웃이 있는 입주민이더라도 공간적 제약이라는 요소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뜻한다.  

한편 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임원을 맡고 있는 경우 최소한 한달에 

한번씩 열리는 반상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을 넓게 

접촉하게 된다. 또한 아파트 안팎의 대소사를 처리하면서 입주민들과의 

접촉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이 경우 공간적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로움을 

보여준다. 

(2) 응답자와 연결된 이웃들의 관계 분포

이를 바탕으로 각 응답자는 사례 아파트 단지 내에서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중 친한 정도에 따라 최소 1명에서 최대 5명까지 기입하도록 하여 

연결망, 호혜성, 신뢰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자 

73명중 2명은 아직 알고 지내는 사람이 없다고 답하여 제외하고 71명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알고 지내는 사람이 있다고 기입한 이웃의 

숫자는 다음의 표와 같다. 1명, 2명을 알고 지낸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 

71명중 각 21명이고 3명을 알고 지낸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4명, 4명을 답한 

응답자는 3명, 5명을 전부 기입한 응답자는 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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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4-3> 4-3> 4-3> 4-3> 응답자와 응답자와 응답자와 응답자와 연결된 연결된 연결된 연결된 개인의 개인의 개인의 개인의 숫자               숫자               숫자               숫자               단위단위단위단위: : : : 명명명명(%)(%)(%)(%)

위의 표는 71명의 전체 설문 응답자가 친하다고 생각하여 응답한 사람의 

숫자를 나타낸 것이다.  즉 갑 한사람만 기입한 응답자가 전체 71명중 21명, 

2명을 기입한 응답자도 21명, 3명을 기입한 응답자는 14명, 4명을 기입한 

응답자는 3명, 5명 모두를 기입한 응답자는 12명이다.  분석 범주인 관계속성은 

응답자 기준이 아닌 각 관계수 기준이므로 이를 관계의 수 기준으로 다시 풀어본 

것이 아래의 표다. 

<<<<표 표 표 표 4-4> 4-4> 4-4> 4-4> 응답자와 응답자와 응답자와 응답자와 연결된 연결된 연결된 연결된 각 각 각 각 관계의 관계의 관계의 관계의 숫자             숫자             숫자             숫자             단위단위단위단위: : : : 관계수관계수관계수관계수

이렇게 71명의 응답자가 안다고 대답한 177관계수를 분석범주인 전통적 

연고관계, 비연고관계, 3년 이상 오래된 이웃관계, 2년 이하 새로운 이웃관계로 

나누어 살펴보자. 이는 설문지의 문 3-2의 응답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문3-2는 복수응답이 가능하여 연결된 개인에 따라 복수의 관계28)가 

존재한다.

28) 예를 들어 응답자 26번이 알고 지낸다고 응답한 갑 연결자의 경우 초중고 동문이면서 대학동문, 

그리고 이웃관계로 복수관계가 존재한다. 

연결개인수 1명 2명 3명 4명 5명 합계

응답자수 21(29.6% 21(29.6% 14(19.7% 3(4.2%) 12(16.9% 71(100%)

응답자수 갑 을 병 정 무

1명응답(21명) 21

2명응답(21명) 21 21

3명응답(14명) 14 14 14

4명응답(3명) 3 3 3 3

5명응답(12명) 12 12 12 12 12

총 71명 71 50 29 15 12 177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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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4-5> 4-5> 4-5> 4-5> 연결된 연결된 연결된 연결된 사람들의 사람들의 사람들의 사람들의 관계분석                 관계분석                 관계분석                 관계분석                 단위단위단위단위: : : : 관계수관계수관계수관계수(%)(%)(%)(%)

주: 전통적 연고관계중 “친인척”은 시부모/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를 제외한 

친인척 관계이고 “초중고”는 초,중,고등학교 동문관계이며 “대학”은 대학교 동문관계를 

뜻함. 비연고관계에서 “직장인”은 직장동료. “모임”은 취미, 문화, 연구, 운동, 스포츠 

등의 모임을 뜻함. 

갑과의 관계에서 전통적 연고관계인 친인척, 초중고대학동문, 동향인의 

항목에 표기한 관계수가 11개, 비연고관계인 직장동료, 모임단체관계에 표기한 

관계수가 6개, 순수하게 이웃관계로만 이어진 관계수는 전체 71개이다. 그중에서 

알고 지낸 기간이 3년 이상으로 조사아파트에 입주하기 이전부터 이웃관계로 

29) 기타을(n.8, n.60) 기타무(n.38, n.65) 기타관계의 이웃들은 논문 분석 관계속성 범주에 넣기 

어려워 실제 분석에서는 missing처리하였음. 

30) 2번 중복 16개, 3번 중복 1개 (N..26/초,중,고 동문, 대학동문, 이웃관계-> 연고관계로 분류)

31) 2번 중복 13개, 3번 중복 4개 (N.. 7/ 이웃, 동향인. 모임단체 -> 연고관계로 분류)

                                 (N. 13/ 이웃, 대학동문, 모임단체 -> 연고관계로 분류)

                                 (N. 22/ 이웃, 초중고동문. 동향인 -> 연고관계로 분류)

                                 (N. 26/ 이웃, 초중고동문. 대학동문 -> 연고관계로 분류)

32) 2번 중복 5개 

33) 2번 중복 2개

34) 2번 중복 2개 

갑 을 병 정 무 합계

이웃

관계

3년이웃 22 15 4 1 1 43 43(19.5)

2년이웃 49 35 25 14 11 134 134(60.9)

전통적

연고

관계

친인척 3 . 1 . . 4

25(11.4)
초중고 7 3 2 1 . 13

대학 1 3 . . . 4

동향인 . 3 1 . . 4

비연고

관계

직장인 . 2 . . . 2
14(6.4)

모임 6 4 1 1 . 12

기타29) . 2 . . 2 49(1.8)
(중복포함)합계 88(40) 67(30.4) 34(15.5) 17(7.7) 14(6.4) 220(100)

중복 1730) 1731) 532) 233) 234) 43
(중복제외)합계 71(40.1) 50(28.2) 29(16.4) 15(8.5) 12(6.8) 17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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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관계수가 22개, 입주이후에 새로 형성된 이웃관계 관계수가 49개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갑 항목에 응답된 연결된 사람의 숫자는 총 71명인데 반해, 

관계종류의 응답숫자는 88관계수로 즉 17개의 관계수는 중복된 관계임을 

보여준다. 그 예로 갑 항목의 No.26응답자의 경우 해당 연결대상자와 

초중고동문, 대학동문, 이웃으로 3가지 종류의 관계로 중복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중복된 관계를 제외하고 기타 관계를 제외한 각 

관계속성별 관계수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표 표 표 4-6> 4-6> 4-6> 4-6> 관계 관계 관계 관계 속성별 속성별 속성별 속성별 관계수 관계수 관계수 관계수 개수개수개수개수

 분석단위가 개인적 속성일 경우엔 설문응답자 개개인을 한 단위로 분석을 

실시한다, 하지만 관계의 속성은 설문의 응답자가 표기한 1명에서5명의 

연결이웃이 모두 같은 관계의 종류일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결되어있는 갑, 을, 병, 정, 무의 관계를 각각 

분해하여 동일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끼리 묶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단, 본 논문이 ‘한국사회의 사회자본’이라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쓰여지게 됨에 따라 다른 집단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설문지의 응답자가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개인들을 시부모와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등을 제외하고 

답하도록 하였다. 때문에 아파트의 특성상 위의 친인척이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살고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친인척의 범위가 

상당히 축소되어 실제 아파트의 전통적 1차 관계 중 혈연관계가 축소되어 

응답됐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전통적 
연고관계

비연고관계
3년 이상

오래된 이웃
2년 이하 

새로운 이웃
합계

개수 22 12 13 126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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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연결망 연결망 연결망 연결망 

(1) 관계의 지속성

 

관계의 지속기간은 응답자들에게 관계를 맺고 있는 구성원들과 알고 지낸 

기간을 측정하였다. 응답자의 지속기간은 평균 6.89년(표준편차 6.65)으로 사례 

아파트의 입주기간이 최장 2년임을 감안할 때 구성원들간의 관계가 입주 

이전부터 이웃관계나 친족관계로 친분관계가 형성되어있는 구성원들의 존재를 

시사한다. 

관계별로 나누어 살펴본 지속성은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표 표 표 4-7> 4-7> 4-7> 4-7> 관계별 관계별 관계별 관계별 지속성                            지속성                            지속성                            지속성                            단위단위단위단위::::평균평균평균평균((((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주: *** p<.001

사례 아파트에 입주하여 갖게 된 관계(2년 이하 새로운 이웃관계)의 알고 

지낸 평균 지속기간은 1.02년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통적 연고관계를 갖고 있는 

구성원들끼리는 23.55년, 비연고관계의 구성원들은 10.5년, 3년 이상 오래된  

이웃들의 관계를 갖고 있는 구성원은 12.08년의 평균 지속기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전통적 연고관계와 나머지를 다 합한 근대적 2차 

관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그 차이는 더 극명해진다. 

전통적전통적전통적전통적
연고관계연고관계연고관계연고관계

비연고관계비연고관계비연고관계비연고관계 3333년 년 년 년 이상이상이상이상
오래된 오래된 오래된 오래된 이웃이웃이웃이웃

2222년 년 년 년 이하이하이하이하
새로운 새로운 새로운 새로운 이웃이웃이웃이웃

전체전체전체전체 FFFF

지속성지속성지속성지속성 23.55(17.31) 10.5(12.7) 12.08(6.84) 1.02(0.13)
5,37

(10.6)
68.84
***

N 22 12 13 126 173

전통적전통적전통적전통적
연고관계연고관계연고관계연고관계 근대적 근대적 근대적 근대적 2222차 차 차 차 관계 관계 관계 관계 전체전체전체전체 FFFF

지속성지속성지속성지속성 23.55(17.31) 2.72(5.522)
5.37

(10.6)
130.9
***

N 22 151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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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례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타율적으로 모이게 된 이웃들과 소극적인 

근린관계를 맺는 것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들은 사례 아파트에 

이주하기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주거공간에 이주시킨 것이다.  이러한 

입주자들은 이사를 할 때마다 새롭게 사회자본을 구축할 필요 없이 이전부터 

구축해왔던 사회자본을 바탕으로 아파트 공간의 폐쇄성, 비인간화를 극복하고  

전인격적 공동체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론 이러한 연결망들을 통해 

거주자들이 얼마나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2) 관계의 빈도 

어떤 인간관계든 만나는 횟수가 서로 가까운 정도의 척도가 될 수 있다. 

관계의 교환빈도는 지난 1년간 만났거나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람들이라고 응답한 

5사람 중에 실제로 대면접촉을 했던 빈도, 전화를 주고받았던 빈도, 온라인을 

통해 만난 빈도를 합산한 것으로, 친근한 관계일수록 서로 빈번하게 접촉하고 

상호작용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관계의 빈도 전체 평균은 

40.6235)(표준편차 28.64)으로 이를 관계별로 나누어 보면 표 4-8과 같다. 

교환빈도의 평균은 전통적 연고관계> 비연고관계 > 3년 이상 오래된 

이웃관계> 2년 이하 새로운 이웃관계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계 맺고 지낸 

기간이 길수록 대면접촉이나 전화접촉 역시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를 전통적 연고관계와 나머지 근대적 2차 관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때에도 역시 전통적 연고관계의 관계빈도가 유의미하게 높다.

35) 관계의 빈도 전체 평균은 응답자가 응답한 1명에서 5명까지의 연결된 이웃의 관계빈도 수치를 

모두 합한 수치이고 전통적 연고관계, 비연고관계, 3년 이상 이웃, 2년 이상 이웃의 관계로 나누

어 살펴본 관계의 빈도 수치는 응답된 1명에서 5명까지의 이웃을 한명 한명 관계별로 쪼개어 평

균을 낸 것이므로 전체 평균보다 관계별 평균 수치가 낮게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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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4-8>  4-8>  4-8>  4-8>  상호작용의 상호작용의 상호작용의 상호작용의 관계빈도                      관계빈도                      관계빈도                      관계빈도                      단위단위단위단위::::평균평균평균평균((((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주: *** p<.001

(3) 연결망의 밀도와 관계의 중복성 

연결망의 밀도는 응답자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끼리도 알고 있는지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밀도가 높으면 연결망의 관계의 정도가 촘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연결망의 밀도는  0.83(표준편차0.22)를 보여주고 있어 

아파트 내의 구성원들은 각자 서로 잘 아는 소수의 사람들과 촘촘한 연결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관계의 중복성은 연결망의 강약을 측정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중의 

하나이다. 이로써 구성원들의 상호관계가 이웃관계 등의 단일한 관계로만 

이루어져 있는지, 아니면 이웃관계이면서 동시에 직장동료, 같은 모임의 회원 

등의 관계로 중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아파트 응답자의 경우 

관계의 중복성 평균이 1.23(표준편차 0.45)로 나와 연결된 사람들과 대략 1가지 

관계로 이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관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4-2와 

같다.  

전통적전통적전통적전통적
연고관계연고관계연고관계연고관계 비연고관계비연고관계비연고관계비연고관계

3333년 년 년 년 이상이상이상이상
오래된 오래된 오래된 오래된 이웃이웃이웃이웃

2222년 년 년 년 이하이하이하이하
새로운 새로운 새로운 새로운 이웃이웃이웃이웃 전체전체전체전체 FFFF

관계빈도관계빈도관계빈도관계빈도 21.23(5.56) 20.83(4.76) 20.23(6.35) 15.34(5.32)
16.84

(5.89)

11.99

***

N 22 12 13 126 173

전통적전통적전통적전통적
연고관계연고관계연고관계연고관계

근대적 근대적 근대적 근대적 2222차 차 차 차 관계관계관계관계 전체전체전체전체 FFFF

관계빈도관계빈도관계빈도관계빈도 21.23(5.56) 16.20(5.678)
16.84
(5.89)

15.14
***

N 22 151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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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4-2> 4-2> 4-2> 4-2> 관계의 관계의 관계의 관계의 중복성                        중복성                        중복성                        중복성                        단위단위단위단위: : : : 평균평균평균평균((((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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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관계중복성                                       단위: 평균(표준편차)

주: *** p<.001

  위의 그림 4-2와 표 4-9에서 볼 수 있듯이 전통적 연고관계는 2개 

이상의 관계가 중복되어 있고 비연고관계는 2개의 관계, 그리고 3년 이상 오랜 

이웃관계를 유지한 관계나 2년 이하의 새로운 이웃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둘 

다 이웃 한가지로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근린공동체에서 전통적 

연고관계로 묶여있을수록, 또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직장이나 모임 등으로 묶인 관계일수록 단순히 이웃관계로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보다 강한 연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소속집단의 개수와 비교하여 보자. 

응답자들은 평균 3.34(표준편차1.34)36)개의 외부집단에 참여하고 있다. 

36) 소속집단 개수의 응답자의 평균은 N= 71의 응답자 기준에서의 평균이고 표 4-10의 

전통적전통적전통적전통적
연고관계연고관계연고관계연고관계

비연고관계비연고관계비연고관계비연고관계
3333년 년 년 년 이상이상이상이상

오래된 오래된 오래된 오래된 이웃이웃이웃이웃
2222년 년 년 년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새로운 새로운 새로운 새로운 이웃이웃이웃이웃
전체전체전체전체 FFFF

관계관계관계관계

중복성중복성중복성중복성
2.23(0.43) 2(0) 1(0) 1(0)

1.23

(0.483)

529.92

***

N 22 12 13 126 173

전통적 전통적 전통적 전통적 
연고관계연고관계연고관계연고관계

근대적 근대적 근대적 근대적 2222차 차 차 차 관계관계관계관계 전체전체전체전체 FFFF

관계관계관계관계
중복성중복성중복성중복성

2.23(0.43) 1.08(0.271)
1.23

(0.483)
290.139

***

N 22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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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숫자의 숫자가 많다는 것은 조사 집단의 범위를 넘어 외부사람들과의 

연결망을 확장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 관계별 소속집단 

개수는 다음과 같다. 

<<<<표 표 표 표 4-10 4-10 4-10 4-10 > > > > 소속집단 소속집단 소속집단 소속집단 숫자                         숫자                         숫자                         숫자                         단위단위단위단위: : : : 평균평균평균평균((((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주: ** p<.005

관계별 소속집단의 개수는 비연고관계 > 전통적 연고관계 > 3년 이상 

오래된 이웃> 2년 이하 새로운 이웃의 순서대로 나온다. 이는 아파트 거주 

공동체 안에서 지속성과 관계의 중복성이 높고 연결망의 밀도와 관계의 빈도가 

잦을수록 외부집단에도 활발하게 소속되어 활동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전통적 연고관계와 근대적 2차 관계로 나누어 살펴보아도 유의미하게 전통적 

연고관계를 맺고 있는 응답자들이 활발한 대외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교환 자원의 양과 분포 

집단의 구성원들은 연결망을 통해 자원을 교환하면서 사회자본을 구축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연결망의 교환 자원을 정보, 재화, 위로, 용역, 위세, 

평판으로 나누어 이 같은 자원들이 얼마나 상호 교환 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연결망의 강도를 가늠해볼 수 있다. 

전체 평균은 N=173의 관계수 기준에서의 평균이라 차이가 난다.

전통적전통적전통적전통적
연고관계연고관계연고관계연고관계 비연고관계비연고관계비연고관계비연고관계

3333년 년 년 년 이상이상이상이상
오래된 오래된 오래된 오래된 이웃이웃이웃이웃

2222년 년 년 년 이하이하이하이하
새로운 새로운 새로운 새로운 이웃이웃이웃이웃 전체전체전체전체 FFFF

소속집단수소속집단수소속집단수소속집단수 3.91(1.27) 4.17(1.12) 3.38(.77) 3.13(1.22)
3.32

(1.23)

4.851

**

N 22 12 13 126 173

전통적전통적전통적전통적
연고관계연고관계연고관계연고관계

근대적 근대적 근대적 근대적 2222차 차 차 차 관계관계관계관계 전체전체전체전체 FFFF

소속집단수소속집단수소속집단수소속집단수
3.91

(1.269)
3.24(1.204)

3.32
(1.23)

5.879
**

N 22 151 173



- 38 -

아파트 응답자의 교환 자원 총량 평균은 5.7237)(표준편차 13.21)로 이를 

관계별로 나누어서 살펴보자. 이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그림 그림 그림 4-3 4-3 4-3 4-3 > > > > 관계별 관계별 관계별 관계별 교환 교환 교환 교환 자원 자원 자원 자원 총량 총량 총량 총량 평균평균평균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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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 비연고 3년이웃 2년이웃

< < < < 표 표 표 표 4-11> 4-11> 4-11> 4-11> 관계별 관계별 관계별 관계별 교환자원 교환자원 교환자원 교환자원 총량                              총량                              총량                              총량                              단위단위단위단위: : : : 평균평균평균평균((((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 ) ) 

  

 주: ** p< ,005

관계별 자원 교환 총량은 전통적 연고관계 > 3년 이상 오래된 이웃관계 > 

비연고관계 > 2년 이하 새로운 이웃관계의 순서로 나타난다. 다른 연결망 요소와 

마찬가지로 전통적 연고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끼리 많은 자원을 서로 교환하며 

37) 관계의 빈도와 마찬가지로 교환 자원 총량 역시 전체 평균은 응답자가 응답한 1명에서 5명까지

의 연결된 이웃의 관계빈도 수치를 모두 합한 수치이고 전통적 연고관계, 비연고관계, 3년 이상 

오래된 이웃, 2년 이하 새로운 이웃의 관계로 나누어 살펴본 교환 자원 총량 수치는 응답된 1명

에서 5명까지의 이웃을 한명 한명 관계별로 쪼개어 평균을 낸 것이므로 전체 평균보다 관계별 평

균 수치가 낮게 나온다. 

전통적전통적전통적전통적
연고관계연고관계연고관계연고관계

비연고관계비연고관계비연고관계비연고관계
3333년 년 년 년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오래된 오래된 오래된 오래된 이웃이웃이웃이웃
2222년 년 년 년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새로운 새로운 새로운 새로운 이웃이웃이웃이웃
전체전체전체전체 FFFF

자원총량자원총량자원총량자원총량 3.18(1.99) 2.42(1.98) 3.15(1.73) 1.95(1.34)
2.31

(1.519)

6.01

**

N 22 12 13 126 173

전통적전통적전통적전통적
연고관계연고관계연고관계연고관계

근대적 근대적 근대적 근대적 2222차 차 차 차 관계 관계 관계 관계 전체전체전체전체 FFFF

자원총량자원총량자원총량자원총량 3.18(1.99) 2.18(1.40)
2.31

(1.519)
6.01
**

N 22 151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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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유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년 이상 오래된 이웃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역시 전통적 연고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교환자원 총량과 

비슷한 정도의 자원을 교환하고 있다. 한편 비연고관계로 묶인 이웃들은 다른 

연결망 요소가 전통적 연고관계와 비슷한 수준으로 강한 연대를 보여준 것이 

반해 교환자원의 총량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다시 전통적 

연고관계와 근대적 2차 관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전통적 관계가 유의미하게 

높은 교환량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집단 안에서 받는 자원의 총량(평균 2.86, 표준편차 2.17)과 제공하는 

자원의 총량(평균 2.86, 표준편차 2.28)에는 차이가 없이 자원의 흐름이 

대등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각 관계별 자원의 흐름, 즉 각 

자원을 제공하는 쪽과 수여하는 쪽이 관계별로 대칭적으로 자원을 교환하는지 

비대칭적으로 교환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그림 그림 그림 그림 4-4> 4-4> 4-4> 4-4> 관계별 관계별 관계별 관계별 자원교환의 자원교환의 자원교환의 자원교환의 흐름흐름흐름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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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위 그림 4-4에서 볼 수 있듯이 각 관계별 교환 자원 총량의 주고받음이 

거의 비등하게 흐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자원교환 총량이 큰 전통적 

연고관계와 3년 이상 오래된 이웃관계를 가지고 있는 응답자들은 자원을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게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교환자원 총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연고관계와 2년 이하의 새로운 이웃관계를 가지고 있는 응답자들은 받는 

자원의 양보다 주는 자원의 양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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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4 4 4 4 -12>  -12>  -12>  -12>  관계별 관계별 관계별 관계별 자원 자원 자원 자원 교환의 교환의 교환의 교환의 흐름                           흐름                           흐름                           흐름                           단위단위단위단위: : : : 평균평균평균평균((((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주: *** p< .001, ** p< .005

이는 아파트 집단 안에서 전통적 연고관계, 3년 이상의 오래된 이웃관계로 

이어진 이웃을 갖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자원의 흐름에 있어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비연고관계와 2년 이하의 

새로운 이웃을 갖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는 받는 자원보다 주는 자원이 더 많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경향은 관계 범주를 전통적 연고관계와 근대적 2차 

관계로 살펴보아도 마찬가지로 드러나고 있다. 

한편 연결망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원들을 주고받는지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이 교환자원의 종류에 따라 사회자본 형성의 동기와 과정이 설명될 수 

있다(장충권, 2005) 집단 내에서 교환되는 자원의 구체적인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4-5와 같다. 

전통적전통적전통적전통적
연고관계연고관계연고관계연고관계

비연고관계비연고관계비연고관계비연고관계
3333년 년 년 년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오래된 오래된 오래된 오래된 이웃이웃이웃이웃
2222년 년 년 년 이하이하이하이하

새로운 새로운 새로운 새로운 이웃이웃이웃이웃
전체전체전체전체 FFFF

받음총량받음총량받음총량받음총량 3.91(2.16) 3.5(1.679) 3.15(1.73) 3.59(2.295)
3.59

(2.19)
0.329

N 22 12 13 126 173

전통적전통적전통적전통적
연고관계연고관계연고관계연고관계

근대적 근대적 근대적 근대적 2222차 차 차 차 관계관계관계관계 전체전체전체전체 FFFF

받음총량받음총량받음총량받음총량 3.91(2.158) 3.54(2.202)
3.59

(2.19)
0.466

N 22 151 173

제공총량제공총량제공총량제공총량 3.05(1.86) 3.75(1.658) 2.77(1.363) 3.75(2.887)
3.58

(2.63)
0.900

N 22 12 13 126 173

전통적전통적전통적전통적
연고관계연고관계연고관계연고관계

근대적 근대적 근대적 근대적 2222차 차 차 차 관계관계관계관계 전체전체전체전체 FFFF

제공총량제공총량제공총량제공총량 3.05(1.86) 3.66(2.715)
3.58

(2.63)
0.305

N 22 151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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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4 4 4 4 -5 -5 -5 -5 > > > > 각 각 각 각 교환 교환 교환 교환 자원의 자원의 자원의 자원의 분포분포분포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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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재화 위로 용역 위세 평판

<<<<표 표 표 표 4 4 4 4 -13> -13> -13> -13> 각 각 각 각 교환자원의 교환자원의 교환자원의 교환자원의 분포                              분포                              분포                              분포                              단위단위단위단위: : : : 평균평균평균평균((((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전체적으로 정보-중요한 정보나 소식을 주고받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위로-개인적인 고민을 의논하거나 위로하는 경우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용역-집안일에 관한 도움을 주고받는 경우 > 평판-명절 

인사/선물이나 경조사 부조를 주고받는 경우 >  재화-돈이나 물건을 주고받는 

경우 > 위세-취직이나 승진에 관한 도움을 주고받는 경우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전업주부가 대다수이거나, 직업이나 거취가 확실한 응답자들 사이에서 

위세자원의 교환이 불필요하고, 또 같은 이유에서 재화자원의 교환 역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관계별로 다시 분석해 보면 다음의 그림 

4-6과 같다. 

정보 재화 위로 용역 위세 평판

자원총량 3.3(2.57) 0.06(.28) 1.08(1.73) 0.77(1.55) 0.03(.17) 0.48(1.01)

N 71 71 71 71 71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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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4-6 4-6 4-6 4-6 > > > > 관계별 관계별 관계별 관계별 교환자원 교환자원 교환자원 교환자원 분포분포분포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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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4> 관계별 교환자원 분포                           단위: 평균(표준편차)

전통적 전통적 전통적 전통적 
연고관계연고관계연고관계연고관계

비연고관계비연고관계비연고관계비연고관계
3333년 년 년 년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오래된 오래된 오래된 오래된 이웃이웃이웃이웃
2222년 년 년 년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새로운 새로운 새로운 새로운 이웃이웃이웃이웃
전체전체전체전체 FFFF

정보정보정보정보 3.18(1.62) 3.92(1.73) 2.31(1.97) 4.58(3.24)
4.18

(2.99)
3.44
**

N 22 12 13 126 173

전통적전통적전통적전통적
연고관계연고관계연고관계연고관계

근대적 근대적 근대적 근대적 2222차 차 차 차 관계관계관계관계 전체전체전체전체 FFFF

정보정보정보정보 3.18(1.62) 4.33 4.18(2.99) 2.87*

N 22 151 173

재화재화재화재화 0.09(0.29) 0.17(0.577) 0 0.04(0.196) 0.05(0.2) 1.34

N 22 12 13 126 173

전통적전통적전통적전통적
연고관계연고관계연고관계연고관계

근대적 근대적 근대적 근대적 2222차 차 차 차 관계 관계 관계 관계 전체 전체 전체 전체 FFFF

재화재화재화재화 0.09(1.62) 0.05(0.24) 0.05(0.2) 0.62

N 22 151 173

위로위로위로위로 1.95(1.558) 1.5(1.624) 1.85(1.676) 1.13(2.08) 1.31(1.9) 1.51

N 22 12 13 126 173

전통적전통적전통적전통적
연고관계연고관계연고관계연고관계

근대적 근대적 근대적 근대적 2222차 차 차 차 관계관계관계관계 전체전체전체전체 FFFF

위로위로위로위로 1.95(1.558) 1.22(2.02) 1.31(1.9) 2.68

N 22 151 173

용역용역용역용역 0.91(1.15) 0.92(1.24) 1(0.913) 1.07(2.098) 1.03(1.88) 0.07

N 22 12 13 126 173

전통적 전통적 전통적 전통적 
연고관계연고관계연고관계연고관계

근대적 근대적 근대적 근대적 2222차 차 차 차 관계관계관계관계 전체전체전체전체 FFFF

용역용역용역용역 0.91(1.15) 1.05(1.96) 1.03(1.88) 0.112

N 22 151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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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p< .005  * p<.01

자원은 위로, 평판 같은 완성적 자원과 정보, 재화, 용역, 위세 같은 도구적 

자원으로 나뉘어진다. 관계별 교환되는 자원을 살펴보면 완성적 자원이 

두드러지게 많이 교환되는 관계와 도구적 자원이 많이 교환되는 관계가 따로 

차별적인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정보 자원의 경우 약한 연결망에서 주로 

많이 교환되는 자원으로서 새로운 이웃관계를 맺고 있는 응답자들과 근대적 

2차관계로 연결된 응답자들에게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 연고관계로 연결된 응답자들은 완성적 자원인 위로 자원이 특히 

많이 교환되고 있으며, 3년 이상의 오래된 이웃관계로 이어진 응답자들의 경우 

위로와 평판자원이 많이 교환되고 있어 전형적인 완성적 자원들이 교환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반대로 비연고관계의 경우 도구적 자원인 재화, 용역 

자원이 많이 교환되고 있고 2년 이하의 새로운 이웃관계로 연결된 응답자들의 

경우 정보와 용역자원이 많이 교환되고 있어 도구적 자원의 교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아파트 거주자들의 연결망은 그 거주자들이 

아파트내에서 어떤 종류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전통적 

연고관계로 이어진 응답자들은 긴 지속기간동안 밀도 높은 관계를 유지했으며, 

잦은 빈도로 많은 자원을 교환하였으며, 교환되는 자원의 내용 역시 완성적 

성격을 띄고 있다. 

위세 0.09(0.294) 0.17(0.389) 0 0.01(0.089) 0.03(0.17)
4.76
**

N 22 12 13 126 173

전통적 전통적 전통적 전통적 
연고관계연고관계연고관계연고관계

근대적 근대적 근대적 근대적 2222차 차 차 차 관계관계관계관계 전체전체전체전체 FFFF

위세위세위세위세 0.09(0.294) 0.02(0.14) 0.03(0.17) 3.48*

N 22 151 173

평판평판평판평판 0.73(1.03) 0.58(0.996) 0.77(1.16) 0.51(1.223) 0.56(1.18) 0.36

N 22 12 13 126 173

전통적 전통적 전통적 전통적 
연고관계연고관계연고관계연고관계

근대적 근대적 근대적 근대적 2222차 차 차 차 관계관계관계관계 전체전체전체전체 FFFF

평판평판평판평판 0.73(1.03) 0.54(1.199) 0.56(1.18) 0.50

N 22 151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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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연고관계로 묶인 응답자들은 직장이나 모임 등을 통해 알게 된 후 긴 

지속기간동안 밀도 높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잦은 교환빈도에 비해 

교환되는 자원의 양은 적은 편이고 그 성격 역시 도구적 자원이 치우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년 이상의 오래된 이웃관계로 이어진 거주자들은 관계의 중복성이 강하지 

못하고 이웃관계로만 이어져 있는 경우가 많지만, 오랜 시간 동안 강한 밀도를 

바탕으로 완성적 성격의 자원들을 잦은 빈도로 교환하고 있었다. 반면 입주 이후 

형성되고 있는 2년 이하의 이웃관계들은 그 지속기간이 짧아 낮은 빈도로 도구적 

자원만을 제한적으로 교환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정리한 것이 

아래의 표다. 

<<<<표 표 표 표 4-15>  4-15>  4-15>  4-15>  관계별 관계별 관계별 관계별 연결망 연결망 연결망 연결망 구성요소의 구성요소의 구성요소의 구성요소의 성격 성격 성격 성격 

종합하면 아파트 근린공동체 안에서 전통적 연고관계를 맺고 있는 

응답자들은 완성적 연결망을 바탕으로 강한 연대를 맺고 있었다. 또한 3년 이상 

오랜 이웃관계로 이어진 응답자들 역시 전통적 연고관계를 맺고 있는 

응답자들보단 약하지만 완성적 성격의 연결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비연고관계로 묶인 응답자들은 강한 연결망을 형성하고는 있지만 그 성격이 

도구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2년 이하의 입주 이후 아파트 

안에서 만들어 지고 있는 연결망은 그 유대가 약하며 성격 역시 도구적이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보여지는 아파트 공동체의 부정적인 근린관계 특성은 

우선적으로 잦은 거주지 이동으로 인한 짧은 지속기간으로 인해 연결망이 

생성되기 힘들다. 그러나 사례 아파트의 연결망 분석에서 보여지듯이 그들이 

전통적 
연고관계

비연고관계
3년 이상

오래된 이웃
2년 이하 

새로운 이웃

밀도 강함 강함 강함 강함

관계의빈도 잦음 잦음 잦음 낮음

관계의지속성 높음 높음 높음 낮음

관계의중복성 강함 강함 낮음 낮음

교환자원총량 완성적 도구적 완성적 도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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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통적 연고관계의 연결망, 비연고관계의 연결망, 현 거주지 

이전부터 이웃관계로 이어져 있던 관계들을 새로운 주거공동체에도 이식을 시킬 

수 있다면 단절적이고 파편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 근린공동체에서도 충분히 

완성적 성격의 강한 연결망을 만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3. 3. 3. 신뢰와 신뢰와 신뢰와 신뢰와 호혜성 호혜성 호혜성 호혜성 

(1)신뢰

  신뢰는 호혜성과 함께 사회자본의 핵심적 내용이다. 신뢰의 유형은 

배경적 기대, 구성적 기대, 불신으로 구분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물질적 기대, 비물질적 기대, 신뢰회복방법의 분석차원으로 유형화하여 질문을 

구성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물질적 기대는 상대방에게 3달치 생활비 정도의 금액의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 소송으로 받아낸다는 항목에서 계속 

기다린다는 항목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비물질적 기대는 상대방이 나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하여 전해 들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다의 항목과 나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참는다의 항목으로 역시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신뢰회복의 

방법은 상대방이 나의 기대에 어긋나는 처신을 할 경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물어 직접 그 사람에게 확인해본다는 항목과 다른 사람을 통해 

알아본다는 항목 그리고 법이나 규칙을 통해 해결한다는 항목을 가지고 5점 

척도로 측정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나온 신뢰지수의 결과 분포를 살펴보면, 우선 나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얘길 들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로 측정한 비물질적 

기대항목에서만 압도적인 구성적 기대를 보여주고 있다. 상당한 금액을 빌려간 뒤 

갚지 않고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로 측정한 물질적 기대는 구성적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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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배경적 기대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신뢰회복방법에서는 배경적 기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신뢰회복의 방법에서만 유독 강한 배경적 기대가 나타난 이유는 전통적 

연고관계, 비연고관계, 3년 이상의 오래된 이웃관계를 공유하지 못하는 다수의 

응답자들이 상대 이웃과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사이에 중재를 해줄 제 3의 

이웃관계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표 표 표 표 4-16> 4-16> 4-16> 4-16> 신뢰문항 신뢰문항 신뢰문항 신뢰문항 응답의 응답의 응답의 응답의 수                             수                             수                             수                             관계의 관계의 관계의 관계의 수 수 수 수 (%)(%)(%)(%)

이를 관계별로 다시 분석해보자. 

<<<<그림 그림 그림 그림 4 4 4 4 -7> -7> -7> -7> 관계별 관계별 관계별 관계별 신뢰문항 신뢰문항 신뢰문항 신뢰문항 분석분석분석분석

-0.2

0

0.2

0.4

0.6

0.8

1

1.2

연고관계 비연고관계 3년이웃 2년이웃

물질적기대 비물질적기대 신뢰회복

신뢰 불신(-2)         구성적기대(0)        배경적기대(2) 합계

소송 받아낸다 반반 기다린다 계속기다림

3달치 

생활비 

0

(0%)

6

(3.4%)

81

(45.8%)

37

(20.9%)

53

(29.9%)

177

(100%)

관계끊음 반반 참는다

험담을

하고다님

22

(12.4%)

19

(10.7%)

90

(50.8%)

14

(7.9%)

32

(18.1%)

177

(100%)

규칙으로해결 제3자통함 직접물어봄

기대에

어긋남

13

(7.3%)

60

(33.9%)

104

(58.8%)

17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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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17> 관계별 신뢰문항 분석 

위의 그림을 보면 모든 관계에서 물질적 기대와 신뢰회복방법 항목에서는 

배경적 기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2년 이하의 알고 지낸 기간이 짧은 이웃들로 

이어진 응답자들이 물질적 기대 분석에서 가장 배경적 기대에 가까운  응답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재화”에 대한 가치비중이 다름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심층인터뷰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사례 1>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구구하게 구구하게 구구하게 구구하게 돈을 돈을 돈을 돈을 왜 왜 왜 왜 빌리고 빌리고 빌리고 빌리고 다니겠어다니겠어다니겠어다니겠어. . . . 솔직히 솔직히 솔직히 솔직히 돈 돈 돈 돈 없는 없는 없는 없는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있나있나있나있나? ? ? ? 

빌린다고 빌린다고 빌린다고 빌린다고 해도 해도 해도 해도 은행가면 은행가면 은행가면 은행가면 돈 돈 돈 돈 빌려주겠다고 빌려주겠다고 빌려주겠다고 빌려주겠다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있는데 있는데 있는데 말야말야말야말야. . . . 아마 아마 아마 아마 다른 다른 다른 다른 

사람들도 사람들도 사람들도 사람들도 마찬가질걸마찬가질걸마찬가질걸마찬가질걸. . . . 아니아니아니아니. . . . 이러고 이러고 이러고 이러고 저러고 저러고 저러고 저러고 떠나서 떠나서 떠나서 떠나서 다른것도 다른것도 다른것도 다른것도 빌려올 빌려올 빌려올 빌려올 필요가 필요가 필요가 필요가 없고 없고 없고 없고 

빌려줄 빌려줄 빌려줄 빌려줄 일도 일도 일도 일도 없다니까없다니까없다니까없다니까. . . . 도와주는거도와주는거도와주는거도와주는거? ? ? ? 다들 다들 다들 다들 입주아줌마 입주아줌마 입주아줌마 입주아줌마 데리고 데리고 데리고 데리고 살잖아살잖아살잖아살잖아. . . . 일 일 일 일 서투른 서투른 서투른 서투른 

사람들끼리 사람들끼리 사람들끼리 사람들끼리 뭘 뭘 뭘 뭘 도와도와도와도와....””””    (임원 51세 전업주부)

<사례 2>

““““돈 돈 돈 돈 빌려줄 빌려줄 빌려줄 빌려줄 일 일 일 일 없는데없는데없는데없는데…………. . . . 뭐 뭐 뭐 뭐 전에 전에 전에 전에 살던 살던 살던 살던 아파트에서 아파트에서 아파트에서 아파트에서 알고 알고 알고 알고 지내던 지내던 지내던 지내던 

사람들이나 사람들이나 사람들이나 사람들이나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알게 알게 알게 알게 된 된 된 된 사람들이나 사람들이나 사람들이나 사람들이나 뭐뭐뭐뭐........돈 돈 돈 돈 거래 거래 거래 거래 같은건 같은건 같은건 같은건 없어없어없어없어. . . .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렇잖아그렇잖아그렇잖아그렇잖아. . . . 뭐 뭐 뭐 뭐 돈이 돈이 돈이 돈이 없는 없는 없는 없는 사람들도 사람들도 사람들도 사람들도 아니고아니고아니고아니고. . . .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모임 모임 모임 모임 같은거 같은거 같은거 같은거 있을 있을 있을 있을 때 때 때 때 수표밖에 수표밖에 수표밖에 수표밖에 

없어서 없어서 없어서 없어서 몇 몇 몇 몇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빌리고 빌리고 빌리고 빌리고 뭐 뭐 뭐 뭐 그런건 그런건 그런건 그런건 있을 있을 있을 있을 수도 수도 수도 수도 있지있지있지있지. . . . 근데 근데 근데 근데 거의 거의 거의 거의 돈 돈 돈 돈 거래 거래 거래 거래 없을걸없을걸없을걸없을걸. . . . 

나만해도 나만해도 나만해도 나만해도 없구없구없구없구....””””    (임원 50대 초반 전업주부)

전통적
연고관계

비연고관계
3년 이상

오래된 이웃
2년 이하

새로운 이웃
전체 F

물질적기대 .77(.92) .67(.89) .62(1.12) .81(.92) 0.78(0.9) 0.24

N 22 12 13 126 173

비물질적기대 .09(1.23) -.08(.9) -.08(1.32) .13(1.21) 0.09(1.2) 0.21

N 22 12 13 126 173

신뢰회복방법 .73(1.16) .83(1.34) .92(1.32) 1.11(1.28) 1.03(1.3) 0.71

N 22 12 13 126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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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돈돈돈돈? ? ? ? 돈 돈 돈 돈 같은걸 같은걸 같은걸 같은걸 왜 왜 왜 왜 빌려빌려빌려빌려. . . . 내가 내가 내가 내가 퍼주면 퍼주면 퍼주면 퍼주면 퍼줬지 퍼줬지 퍼줬지 퍼줬지 돈 돈 돈 돈 빌릴 빌릴 빌릴 빌릴 일 일 일 일 없지없지없지없지. . . . 빌린적 빌린적 빌린적 빌린적 

없어없어없어없어. . . .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 그 그 그 사람들도 사람들도 사람들도 사람들도 나한테 나한테 나한테 나한테 돈 돈 돈 돈 빌려달란 빌려달란 빌려달란 빌려달란 말 말 말 말 안하고안하고안하고안하고. . . . 취직부탁취직부탁취직부탁취직부탁? ? ? ? 그런걸 그런걸 그런걸 그런걸 왜 왜 왜 왜 해해해해. . . . 

그런거 그런거 그런거 그런거 안하는데안하는데안하는데안하는데.. .. .. .. 집안일집안일집안일집안일? ? ? ? 아줌마들이 아줌마들이 아줌마들이 아줌마들이 다 다 다 다 있으니까 있으니까 있으니까 있으니까 이사고 이사고 이사고 이사고 애 애 애 애 봐주는거고 봐주는거고 봐주는거고 봐주는거고 그런거 그런거 그런거 그런거 

서로 서로 서로 서로 부탁 부탁 부탁 부탁 안해안해안해안해. . . . 그냥 그냥 그냥 그냥 만나서 만나서 만나서 만나서 놀고 놀고 놀고 놀고 얘기하고 얘기하고 얘기하고 얘기하고 차 차 차 차 마시고 마시고 마시고 마시고 여행 여행 여행 여행 다니고 다니고 다니고 다니고 그게 그게 그게 그게 다야다야다야다야. . . . 

같이 같이 같이 같이 마사지 마사지 마사지 마사지 다니고 다니고 다니고 다니고 그러는거지 그러는거지 그러는거지 그러는거지 그런걸 그런걸 그런걸 그런걸 왜 왜 왜 왜 부탁해 부탁해 부탁해 부탁해 그런거 그런거 그런거 그런거 없어없어없어없어....””””    (비임원 70대 

전업주부)

<사례 4> 

""""근데 근데 근데 근데 돈은 돈은 돈은 돈은 안 안 안 안 빌려빌려빌려빌려. . . . 돈은 돈은 돈은 돈은 좀 좀 좀 좀 달라달라달라달라. . . . 꿔쓸 꿔쓸 꿔쓸 꿔쓸 필요가 필요가 필요가 필요가 없으니까없으니까없으니까없으니까. . . . 그 그 그 그 친구도 친구도 친구도 친구도 부유부유부유부유

한 한 한 한 집안 집안 집안 집안 딸이거든딸이거든딸이거든딸이거든.  .  .  .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남편도 남편도 남편도 남편도 내 내 내 내 바깥양반이랑 바깥양반이랑 바깥양반이랑 바깥양반이랑 비슷한 비슷한 비슷한 비슷한 위치에 위치에 위치에 위치에 비슷한 비슷한 비슷한 비슷한 수준 수준 수준 수준 

유지하면서 유지하면서 유지하면서 유지하면서 사니까 사니까 사니까 사니까 돈 돈 돈 돈 같은거는 같은거는 같은거는 같은거는 꿔쓸 꿔쓸 꿔쓸 꿔쓸 필요가 필요가 필요가 필요가 없는 없는 없는 없는 거야거야거야거야." ." ." ." (비임원 60세 전업주부)    

<사례 5>

““““굳이 굳이 굳이 굳이 돈 돈 돈 돈 빌려줬을 빌려줬을 빌려줬을 빌려줬을 때 때 때 때 안 안 안 안 갚으면 갚으면 갚으면 갚으면 어쩌냐어쩌냐어쩌냐어쩌냐....를 를 를 를 생각해보면 생각해보면 생각해보면 생각해보면 그래그래그래그래. . . . 서로서로 서로서로 서로서로 서로서로 대충 대충 대충 대충 

저 저 저 저 사람이 사람이 사람이 사람이 어디에 어디에 어디에 어디에 누구다누구다누구다누구다. . . . 어느 어느 어느 어느 집안사람이다집안사람이다집안사람이다집안사람이다. . . . 타고 타고 타고 타고 다니는 다니는 다니는 다니는 차만 차만 차만 차만 봐도 봐도 봐도 봐도 저 저 저 저 사람이 사람이 사람이 사람이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사람인지 사람인지 사람인지 사람인지 대충 대충 대충 대충 감이 감이 감이 감이 잡히는데 잡히는데 잡히는데 잡히는데 일단 일단 일단 일단 돈을 돈을 돈을 돈을 못 못 못 못 갚을 갚을 갚을 갚을 일이 일이 일이 일이 생기겠냐만은생기겠냐만은생기겠냐만은생기겠냐만은. . . .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갚지 갚지 갚지 갚지 못한다고 못한다고 못한다고 못한다고 하면하면하면하면.. .. .. .. 정말 정말 정말 정말 무슨 무슨 무슨 무슨 사정이 사정이 사정이 사정이 있는 있는 있는 있는 거겠지거겠지거겠지거겠지. . . . 가서 가서 가서 가서 따지겠어따지겠어따지겠어따지겠어? ? ? ? 어쩌겠어어쩌겠어어쩌겠어어쩌겠어? ? ? ? 그 그 그 그 

돈 돈 돈 돈 없어서 없어서 없어서 없어서 내가 내가 내가 내가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죽는것도 죽는것도 죽는것도 죽는것도 아니구 아니구 아니구 아니구 그 그 그 그 집에서도 집에서도 집에서도 집에서도 날 날 날 날 알텐데알텐데알텐데알텐데”””” (비임원40대 초반 

전업주부)

 물질적 기대가 구성적 기대를 기본으로 배경적 기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파트 집단의 응답자들이 빌려준 돈에 연연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경제자본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강한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손상을 입을까 하는 체면의식으로 보인다. 반면 3년 이상 오래된 이웃의 

관계를 가진 응답자들이 가장 낮은 물질적 기대 점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친한 

사람일수록 돈 관계는 확실히 해야 한다는 응답자들의 성향을 반영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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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새로 입주한 사람들간의 물질적 기대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은 허물없는 

사이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큰소리 내면서 돈 문제로 싸우는 것을 체면이 

손상되는 일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다음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례 6>

                " " " " 그게 그게 그게 그게 그렇거든그렇거든그렇거든그렇거든. . . . 같이 같이 같이 같이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온 온 온 온 친구들 친구들 친구들 친구들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친한 친한 친한 친한 친구들이야친구들이야친구들이야친구들이야. . . . 벌써 벌써 벌써 벌써 20202020년 년 년 년 

정도를 정도를 정도를 정도를 알고 알고 알고 알고 지낸거잖아지낸거잖아지낸거잖아지낸거잖아. . . . 근데 근데 근데 근데 돈 돈 돈 돈 문제는 문제는 문제는 문제는 그래그래그래그래. . . . 내 내 내 내 가족에게는 가족에게는 가족에게는 가족에게는 돈 돈 돈 돈 받을 받을 받을 받을 생각 생각 생각 생각 없이 없이 없이 없이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주는 주는 주는 주는 거야거야거야거야. . . . 못 못 못 못 갚더라도 갚더라도 갚더라도 갚더라도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가족이니까가족이니까가족이니까가족이니까. . . .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친구 친구 친구 친구 사이는 사이는 사이는 사이는 아무리 아무리 아무리 아무리 가까워가까워가까워가까워

도 도 도 도 핏줄하곤 핏줄하곤 핏줄하곤 핏줄하곤 달라달라달라달라. . . . 돈이란게 돈이란게 돈이란게 돈이란게 끼여들면 끼여들면 끼여들면 끼여들면 그게 그게 그게 그게 언제든 언제든 언제든 언제든 의가 의가 의가 의가 상할 상할 상할 상할 수 수 수 수 있거든있거든있거든있거든. . . . 사실 사실 사실 사실 여여여여

기 기 기 기 같이 같이 같이 같이 이사온 이사온 이사온 이사온 친구들 친구들 친구들 친구들 돈 돈 돈 돈 빌려달라고 빌려달라고 빌려달라고 빌려달라고 할 할 할 할 친구들도 친구들도 친구들도 친구들도 없긴 없긴 없긴 없긴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빌려달라고 빌려달라고 빌려달라고 빌려달라고 해도 해도 해도 해도 

아마 아마 아마 아마 안 안 안 안 빌려줄거야빌려줄거야빌려줄거야빌려줄거야. . . . 차라리 차라리 차라리 차라리 천 천 천 천 만원이 만원이 만원이 만원이 필요하다고 필요하다고 필요하다고 필요하다고 하면 하면 하면 하면 백 백 백 백 만원 만원 만원 만원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줄 줄 줄 줄 수는 수는 수는 수는 있있있있

지지지지. . . . 근데 근데 근데 근데 빌려주진 빌려주진 빌려주진 빌려주진 않아않아않아않아. . . . 빌려준다고 빌려준다고 빌려준다고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하더라도 하더라도 가까운 가까운 가까운 가까운 사이니까 사이니까 사이니까 사이니까 얼마든지 얼마든지 얼마든지 얼마든지 채근할 채근할 채근할 채근할 

수 수 수 수 있지있지있지있지. . . .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돈 돈 돈 돈 갚으라고 갚으라고 갚으라고 갚으라고 말이야말이야말이야말이야. . . . 어려운 어려운 어려운 어려운 사이면 사이면 사이면 사이면 돈 돈 돈 돈 채근도 채근도 채근도 채근도 못해못해못해못해" " " " (비임원 70대 

가정주부)

한편 비물질적 기대, 즉 험담을 들었을 때 관계속성에 상관없이 구성적 

기대가 주로 나타나는 것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위신을 중요시 여기는 

아파트집단 응답자들의 성향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들은 다음 사례에서 

보이듯이 굳이 자신의 평판을 훼손하면서까지 이웃과의 갈등관계에서 우위를 

선점하려고 하지 않는다. 

또한 아파트 거주문화에서 근린관계- 사회자본이 훼손당하는 가장 큰 요소

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거주공간이 아닌 재산증식 수단으로 집을 사고팔면서 조건

에 따라 이사를 쉽게 가버리는 구성원들의 의식이다. 이는 이웃관계가 극도로 안 

좋아져서 자신의 삶이 힘들어지더라도 이사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경향은 비연고관계로 묶여있는 응답자와 3년 이상 오래된 이웃관계를 유

지하고 있는 응답자 사이에서 더 큰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다. 



- 50 -

<사례 7>

““““내가 내가 내가 내가 차를 차를 차를 차를 운전을 운전을 운전을 운전을 잘 잘 잘 잘 못해서 못해서 못해서 못해서 말이야말이야말이야말이야. . . . 주차장에 주차장에 주차장에 주차장에 두 두 두 두 대 대 대 대 대는 대는 대는 대는 그곳 그곳 그곳 그곳 있잖아있잖아있잖아있잖아. . . . 

구석에구석에구석에구석에. . . . 어차피 어차피 어차피 어차피 거긴 거긴 거긴 거긴 각이 각이 각이 각이 안 안 안 안 나와서 나와서 나와서 나와서 두 두 두 두 대가 대가 대가 대가 못 못 못 못 들어가들어가들어가들어가. . . . 가끔 가끔 가끔 가끔 구겨 구겨 구겨 구겨 박박박박는 는 는 는 사람이 사람이 사람이 사람이 

있긴 있긴 있긴 있긴 있더라구있더라구있더라구있더라구. . . . ((((웃웃웃웃음음음음) ) ) ) 근데 근데 근데 근데 내가 내가 내가 내가 거기다가 거기다가 거기다가 거기다가 좀 좀 좀 좀 비비비비스듬스듬스듬스듬히 히 히 히 세세세세워워워워놨놨놨놨는데 는데 는데 는데 며칠며칠며칠며칠    뒤뒤뒤뒤에 에 에 에 

가보니까 가보니까 가보니까 가보니까 글쎄글쎄글쎄글쎄    누가 누가 누가 누가 차 차 차 차 앞앞앞앞을 을 을 을 다 다 다 다 긁긁긁긁어어어어놨놨놨놨더라구더라구더라구더라구. . . . 주차 주차 주차 주차 제대로 제대로 제대로 제대로 해해해해놓놓놓놓으라는 으라는 으라는 으라는 쪽쪽쪽쪽지도 지도 지도 지도 

있고 있고 있고 있고 말야말야말야말야. . . . 처음처음처음처음에 에 에 에 어어어어찌찌찌찌나 나 나 나 화화화화가 가 가 가 나던지나던지나던지나던지. . . . 경경경경비 비 비 비 아저아저아저아저씨씨씨씨    붙붙붙붙잡고 잡고 잡고 잡고 방방방방방방방방    뛰었뛰었뛰었뛰었거든거든거든거든. . . . 아니아니아니아니. . . .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살면서 살면서 살면서 살면서 어어어어쩜쩜쩜쩜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경우경우경우경우    없는 없는 없는 없는 짓짓짓짓거리를 거리를 거리를 거리를 할 할 할 할 수가 수가 수가 수가 있어있어있어있어. . . .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주차해주차해주차해주차해놓놓놓놓은 은 은 은 차면 차면 차면 차면 

다 다 다 다 같은 같은 같은 같은 주주주주민민민민일거고일거고일거고일거고, , , , 차가 차가 차가 차가 삐뚤삐뚤삐뚤삐뚤게 게 게 게 대대대대져져져져    있어서 있어서 있어서 있어서 자기차를 자기차를 자기차를 자기차를 못 못 못 못 세세세세워서 워서 워서 워서 화화화화가 가 가 가 났났났났으면 으면 으면 으면 

경경경경비 비 비 비 아저아저아저아저씨씨씨씨    연연연연락락락락해서 해서 해서 해서 저차 저차 저차 저차 어느 어느 어느 어느 집 집 집 집 차냐차냐차냐차냐? ? ? ? 빼빼빼빼달라고 달라고 달라고 달라고 해라 해라 해라 해라 내지는 내지는 내지는 내지는 경경경경고만 고만 고만 고만 주면 주면 주면 주면 

되되되되잖아잖아잖아잖아. . . . 정말 정말 정말 정말 못 못 못 못 배배배배워워워워먹먹먹먹은 은 은 은 짓짓짓짓이더라구이더라구이더라구이더라구. . . . 아무아무아무아무튼튼튼튼    경경경경비아저비아저비아저비아저씨씨씨씨한테 한테 한테 한테 말해보니까 말해보니까 말해보니까 말해보니까 거기 거기 거기 거기 

cctvcctvcctvcctv로 로 로 로 확확확확인할 인할 인할 인할 수가 수가 수가 수가 있대있대있대있대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걸 그걸 그걸 그걸 다 다 다 다 돌돌돌돌려보라고 려보라고 려보라고 려보라고 했했했했어어어어. . . . 꼭꼭꼭꼭    잡아서 잡아서 잡아서 잡아서 아주 아주 아주 아주 경경경경을 을 을 을 치려고 치려고 치려고 치려고 했했했했지지지지. . . . 근데 근데 근데 근데 

테이테이테이테이프프프프    확확확확인해보니까 인해보니까 인해보니까 인해보니까 기사들이 기사들이 기사들이 기사들이 물물물물    받으려고 받으려고 받으려고 받으려고 왔왔왔왔다 다 다 다 갔갔갔갔다 다 다 다 한거밖에 한거밖에 한거밖에 한거밖에 안 안 안 안 찍혀찍혀찍혀찍혀    있더라구있더라구있더라구있더라구. . . . 

그 그 그 그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그그그랬랬랬랬을리는 을리는 을리는 을리는 없구없구없구없구. . . .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하나 다 다 다 다 뒤져뒤져뒤져뒤져보려고 보려고 보려고 보려고 했했했했는데 는데 는데 는데 바깥 바깥 바깥 바깥 양반이 양반이 양반이 양반이 

잔잔잔잔소리를 소리를 소리를 소리를 하는 하는 하는 하는 거야거야거야거야. . . .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아아아닌닌닌닌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자기얼자기얼자기얼자기얼굴굴굴굴에 에 에 에 먹칠먹칠먹칠먹칠한다고한다고한다고한다고. . . . 사실 사실 사실 사실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큰큰큰큰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치면서 치면서 치면서 치면서 사람들이랑 사람들이랑 사람들이랑 사람들이랑 싸우싸우싸우싸우는거 는거 는거 는거 바라지 바라지 바라지 바라지 않고않고않고않고, , , ,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오래 오래 오래 오래 살아야 살아야 살아야 살아야 하는데 하는데 하는데 하는데 행행행행동동동동    

바바바바르르르르게 게 게 게 해야지해야지해야지해야지((((웃웃웃웃음음음음). ). ). ). 하하하하루루루루    방방방방방방방방    뛰뛰뛰뛰다가 다가 다가 다가 그냥 그냥 그냥 그냥 내가 내가 내가 내가 참참참참자자자자. . . . 하고 하고 하고 하고 넘넘넘넘겨겨겨겨버렸버렸버렸버렸어어어어. . . . 

아파트에서 아파트에서 아파트에서 아파트에서 싸우싸우싸우싸우는 는 는 는 아줌마들 아줌마들 아줌마들 아줌마들 보기 보기 보기 보기 흉흉흉흉하더라구하더라구하더라구하더라구....””””    (임원 50대초반 전업주부)

<사례 8>

““““888800002222호 호 호 호 여자도 여자도 여자도 여자도 만만치 만만치 만만치 만만치 않지않지않지않지. . . . 나 나 나 나 처음처음처음처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사이사이사이사왔왔왔왔을 을 을 을 때 때 때 때 그 그 그 그 여자가 여자가 여자가 여자가 나한테 나한테 나한테 나한테 

삿삿삿삿대질 대질 대질 대질 했했했했잖아잖아잖아잖아. . . . 그게 그게 그게 그게 봐봐봐봐봐봐봐봐. . . . 지하주차장에 지하주차장에 지하주차장에 지하주차장에 들어오는데 들어오는데 들어오는데 들어오는데 말야말야말야말야. . . . 그 그 그 그 여자는 여자는 여자는 여자는 나가려고 나가려고 나가려고 나가려고 

하던 하던 하던 하던 참참참참이고 이고 이고 이고 난난난난    들어오는데들어오는데들어오는데들어오는데. . . . 이건 이건 이건 이건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봐도 봐도 봐도 봐도 뭐 뭐 뭐 뭐 딱딱딱딱히 히 히 히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당연히 당연히 당연히 당연히 비비비비켜줘켜줘켜줘켜줘야하고 야하고 야하고 야하고 

자기가 자기가 자기가 자기가 우우우우위권이 위권이 위권이 위권이 있고 있고 있고 있고 그런 그런 그런 그런 문제가 문제가 문제가 문제가 아니아니아니아니었었었었거든거든거든거든. . . . 봐봐봐봐봐봐봐봐. . . . 그렇잖아그렇잖아그렇잖아그렇잖아. . . . 근데 근데 근데 근데 그 그 그 그 여자가 여자가 여자가 여자가 

나한테 나한테 나한테 나한테 삿삿삿삿대질을 대질을 대질을 대질을 하는 하는 하는 하는 거야거야거야거야. . . . 그 그 그 그 여자도 여자도 여자도 여자도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누누누누군군군군지 지 지 지 몰몰몰몰라서 라서 라서 라서 그그그그랬랬랬랬겠지겠지겠지겠지. . . . 

삿삿삿삿대질하는데대질하는데대질하는데대질하는데. . . .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아파트에서 아파트에서 아파트에서 아파트에서 큰큰큰큰    소리 소리 소리 소리 내기 내기 내기 내기 싫싫싫싫어서 어서 어서 어서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비비비비켜켜켜켜줬어줬어줬어줬어. . . .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마주마주마주마주쳤쳤쳤쳤는데 는데 는데 는데 그게 그게 그게 그게 난난난난지 지 지 지 모모모모르르르르더라구더라구더라구더라구....””””    (임원 50대 전업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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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회복방법의 경우 오히려 입주 이후에 알게 된 2년 이하의 이웃관계를 

가진 응답자들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이는 아파트 집단 응답자들이 아파트 내에

서 구성원들끼리의 갈등이나 분쟁 문제로 서로 대면하여 언쟁하는 것을 물질적 

기대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체면손상과 직결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에 기

인한다. 그리하여 제 3자를 통한 중재를 더 선호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다른 

해석으로 2년 이하의 새로운 이웃관계를 구축하는 응답자들은 자신이 관계 맺고 

있는 새로운 이웃 사이에 중재를 해줄만한 제 3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직접대면이라는 응답이 더 많이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물질적 기대, 비물질적 기대, 신뢰회복 방법 세 가지 항목에 있어 관

계별 신뢰수치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진 않았다. 이 항목 세 가지를 합한 신

뢰지수를 관계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표 표 표 4 4 4 4 -18> -18> -18> -18> 관계별 관계별 관계별 관계별 신뢰지수 신뢰지수 신뢰지수 신뢰지수 평균             평균             평균             평균             단위단위단위단위::::평균 평균 평균 평균 ((((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물질적 기대, 비물질적 기대, 신뢰회복 방법 항목을 합산하여 나온 신뢰지수

에서는 신뢰회복 방법에서 가장 월등한 배경적 기대를 보인 2년 이하 새로운 이

웃으로 이어진 응답자들이 가장 높은 배경적 기대의 신뢰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 전통적 연고관계로 이어진 응답자, 3년 이상 오랜 이웃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응답자, 마지막으로 비연고관계로 묶인 응답자의 순서대로 나오고 있다. 그

러나 관계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관계별로 신뢰항목이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은 사례 아파트의  특수성을 고

려해 봤을 때 이해가 가능하게 된다.  아파트라는 공간은 그 위치한 지역과 평형

전통적전통적전통적전통적
연고관계연고관계연고관계연고관계

비연고관계비연고관계비연고관계비연고관계 3333년 년 년 년 이상이상이상이상
오래된 오래된 오래된 오래된 이웃이웃이웃이웃

2222년 년 년 년 이하이하이하이하
새로운 새로운 새로운 새로운 이웃이웃이웃이웃

전체전체전체전체 FFFF

신뢰평균신뢰평균신뢰평균신뢰평균 1.59(2.02) 1.42(2.11) 1.46(2.85) 2.05(1.71) 1.9(1.9) 0.414

N 22 12 13 126 173

전통적전통적전통적전통적
연고관계연고관계연고관계연고관계

근대적 근대적 근대적 근대적 2222차 차 차 차 관계관계관계관계 전체전체전체전체 FFFF

신뢰평균신뢰평균신뢰평균신뢰평균 1.59(2.02) 1.95(1.86) 1.9(1.9) 0.688

N 22 151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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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거주자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자연스럽게 통제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사

례 아파트는 상층 거주지의 특징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아파트로서, 그 안에 거

주하고 있는 거주민들의 상층적 특성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속성을 뛰어 넘

어 거의 동일한 신뢰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일단 응답자들은 경제자본인 “ 돈”에 대해 경제적, 심리적 여유로움을 보

여주었다. 이것은 알게 된지 얼마 안 된 사이라 하더라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상 사회경제적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이웃이라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

욱 힘을 갖게 된다. 즉 거주자들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아파트의 높은 가격으로 엄

격히 통제가 되고 있음을 거주자들이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신뢰하고 있는 것이

다. 여기에 일단 빌려준 돈에 대해선 채근하지 않는다는 체면의식이 합쳐져 응답

자들이 맺고 있는 관계 종류에 상관없이 배경적 기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러한 체면의식을 손상당할 위기에 처했을 경우엔 비연고

관계로 묶인 응답자들이나 3년 이상의 오래된 이웃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응답자

들의 경우 물질적 차원보다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적 손해

는 상당부분 감수할 수 있지만 자신의 정신적 체면의 손해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

여주는 것이다. 반면 전통적 연고관계로 묶인 응답자의 경우 물질적 손해뿐만 아

니라 체면손상에도 배경적 기대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연고관계나 이

웃관계로만 묶인 사이들과는 달리 서로의 흉허물까지도 덮어주는 높은 수준의 신

뢰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호혜성 

호혜성은 이해관계의 방향성, 예상된 보답의 즉각성, 예상된 보답의 

등가성이라는 세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측정수준에 따라 일반화된 

호혜성, 균형 잡힌 호혜성, 부정적 호혜성으로 유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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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4-18> 4-18> 4-18> 4-18> 호혜성 호혜성 호혜성 호혜성 문항 문항 문항 문항 응답의 응답의 응답의 응답의 수                      수                      수                      수                      관계의 관계의 관계의 관계의 수 수 수 수 (%)(%)(%)(%)

“평소 누구의 입장과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가?”로 질문한 이해관계 

방향성 항목에서는 73.3%의 응답자가 반반이라고 대답하여 어느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상대방과 자신을 같이 고려하는 균형 잡힌 호혜성을 보여준다. 

“상대방의 가족을 모두 집으로 초대하여 저녁식사를 대접하였을 경우 그 보답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가?”라고 질문한 ‘예상된 보답의 즉각성’에서는 

‘반반’으로 대답한 응답자가 36.9%로 나왔고 ‘보답이 아무리 늦어져도 

상관없다’항목이 26.1%의 응답률로 균형 잡힌 호혜성과 함께 일반화된 

호혜성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보답의 정도 또는 크기는 어떠해야 하는가?”의 ‘예상된 보답의 

등가성’항목에서 역시 ‘반반’이 44.9%로 가장 많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지만 

‘내가 대접한 것에 훨씬 미치지 못해도 괜찮다’ 항목역시 31.3%의 응답율을 

보여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높게 나타났다. 이해관계 방향성이나 보답즉각성 

항목보다 보답등가성 항목에서 월등하게 일반적인 호혜성이 공존하는 이유는 

사례 아파트 거주자들의 넉넉한 경제적 특징에서 기인하기도 한다는 것을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호혜성 부정적(-2)         균형잡힌(0)          일반화된(2) 합계

전적으로나 대체로나 반반 대체로상대 전적으로상대

누구입장을

우선하는가

3

(1.7%)

13

(7.4%)

129

(73.3%)

27

(15.3%)

4

(2.3%)

176

(100%)

최대한빨리 빨리 반반 늦게 매우늦게

보답의

즉각성 

35

(19.9%)

21

(11.9%)

65

(36.9%)

9

(5.1%)

46

(26.1%)

176

(100%)

훨씬나아야 나아야함 반반 못해도됨 훨씬못해도됨

보답의

정도

3

(1.7%)

22

(12.5%)

79

(44.9%)

17

(9.7%)

55

(31.3%)

17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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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9>

     난난난난    항상 항상 항상 항상 만날때마다 만날때마다 만날때마다 만날때마다 줘줘줘줘. . . . 난난난난    사람들한테 사람들한테 사람들한테 사람들한테 퍼주는게 퍼주는게 퍼주는게 퍼주는게 좋좋좋좋아서 아서 아서 아서 항상 항상 항상 항상 퍼주거든퍼주거든퍼주거든퍼주거든.    .    .    .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우우우우리 리 리 리 바깥양반이 바깥양반이 바깥양반이 바깥양반이 그래그래그래그래. . . . 자기 자기 자기 자기 죽고 죽고 죽고 죽고 나면 나면 나면 나면 혼혼혼혼자서 자서 자서 자서 다 다 다 다 퍼주고 퍼주고 퍼주고 퍼주고 굶굶굶굶어죽겠         어죽겠         어죽겠         어죽겠         

다고다고다고다고. . . .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걱걱걱걱정말라고정말라고정말라고정말라고! ! ! ! 죽어도 죽어도 죽어도 죽어도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먼먼먼먼저 저 저 저 죽는다고 죽는다고 죽는다고 죽는다고 하지 하지 하지 하지 호호호호호호호호. . . . 

난난난난    사람들 사람들 사람들 사람들 오면 오면 오면 오면 커커커커피 피 피 피 타주는거 타주는거 타주는거 타주는거 너너너너무 무 무 무 좋좋좋좋아해아해아해아해. . . . 원래 원래 원래 원래 그거뭐야그거뭐야그거뭐야그거뭐야.. .. .. .. 그 그 그 그 얼마전에 얼마전에 얼마전에 얼마전에 

우우우우리나라에 리나라에 리나라에 리나라에 들어온거들어온거들어온거들어온거. . . . 거기 거기 거기 거기 하하하하우스브랜드우스브랜드우스브랜드우스브랜드    커커커커피를 피를 피를 피를 미국미국미국미국에서 에서 에서 에서 사다 사다 사다 사다 먹었먹었먹었먹었는데 는데 는데 는데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한한한한국국국국에 에 에 에 들어와서 들어와서 들어와서 들어와서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사다사다사다사다먹먹먹먹어어어어. . . . 아아아아. . . . 거기 거기 거기 거기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스스스스타타타타벅스벅스벅스벅스말야말야말야말야. . . . 요요요요즘엔즘엔즘엔즘엔    거거거거품품품품나는 나는 나는 나는 

커커커커피있지피있지피있지피있지? ? ? ?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기계를 기계를 기계를 기계를 아아아아예예예예    살려고 살려고 살려고 살려고 해해해해. . . . 사람들이랑 사람들이랑 사람들이랑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얘기하면서 얘기하면서 얘기하면서 커커커커피 피 피 피 마시는거 마시는거 마시는거 마시는거 좋좋좋좋

아해서 아해서 아해서 아해서 오죽하면 오죽하면 오죽하면 오죽하면 우우우우리집이 리집이 리집이 리집이 예예예예전에 전에 전에 전에 삼삼삼삼호호호호싸롱싸롱싸롱싸롱이이이이었었었었겠어겠어겠어겠어. . . . 호호호호호호호호. . . . 

교회사람들이고 교회사람들이고 교회사람들이고 교회사람들이고 주위사람들이고 주위사람들이고 주위사람들이고 주위사람들이고 다 다 다 다 그 그 그 그 사람들한테 사람들한테 사람들한테 사람들한테 베풀베풀베풀베풀어야해 어야해 어야해 어야해 . . . .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들수들수들수들수록록록록    

그래야 그래야 그래야 그래야 안 안 안 안 외외외외로와 로와 로와 로와 . . . .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사람들은 사람들은 사람들은 사람들은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사람들대로 사람들대로 사람들대로 사람들대로 잘 잘 잘 잘 먹먹먹먹이고 이고 이고 이고 자주 자주 자주 자주 초초초초대하고 대하고 대하고 대하고 

그러는거고그러는거고그러는거고그러는거고, , , , 교회사람들은 교회사람들은 교회사람들은 교회사람들은 교회사람들대로 교회사람들대로 교회사람들대로 교회사람들대로 , , , , 목목목목사사사사님님님님들 들 들 들 돈 돈 돈 돈 없잖아없잖아없잖아없잖아. . . .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철철철철이면 이면 이면 이면 철철철철

마다 마다 마다 마다 양복 양복 양복 양복 해해해해드드드드리고 리고 리고 리고 오실때마다 오실때마다 오실때마다 오실때마다 기름기름기름기름값값값값하시라고 하시라고 하시라고 하시라고 20-3020-3020-3020-30만원만원만원만원씩씩씩씩    드드드드리고 리고 리고 리고 그래그래그래그래. . . . 물론물론물론물론    

잘 잘 잘 잘 안받으시려고 안받으시려고 안받으시려고 안받으시려고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억억억억지로라도 지로라도 지로라도 지로라도 찔찔찔찔러러러러드드드드려야지려야지려야지려야지. . . .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작은 작은 작은 작은 목목목목사사사사님님님님들은 들은 들은 들은 특히나 특히나 특히나 특히나 

맛맛맛맛있는것도 있는것도 있는것도 있는것도 못 못 못 못 드드드드시고 시고 시고 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모들하고 사모들하고 사모들하고 사모들하고 불불불불러서 러서 러서 러서 고기집 고기집 고기집 고기집 데려가서 데려가서 데려가서 데려가서 식식식식사대사대사대사대접접접접하고 하고 하고 하고 

그러지그러지그러지그러지. . . . 베풀베풀베풀베풀고 고 고 고 사는게 사는게 사는게 사는게 인생이야인생이야인생이야인생이야. . . . (비임원 70대 전업주부)

<사례 10>

우우우우린 린 린 린 정말 정말 정말 정말 형형형형제 제 제 제 같아같아같아같아.  .  .  .  서로 서로 서로 서로 집안 집안 집안 집안 부모부모부모부모님님님님, , , , 형형형형제들도 제들도 제들도 제들도 속속들이 속속들이 속속들이 속속들이 다 다 다 다 알고알고알고알고. . . . 

같은 같은 같은 같은 아파트에 아파트에 아파트에 아파트에 살면 살면 살면 살면 장장장장점점점점이 이 이 이 훨씬훨씬훨씬훨씬    많많많많아아아아. . . . 물론물론물론물론    단단단단점점점점도 도 도 도 있지만있지만있지만있지만. . . . 장장장장점점점점이 이 이 이 훨씬훨씬훨씬훨씬    많많많많지지지지. . . . 

우우우우린 린 린 린 밖에서 밖에서 밖에서 밖에서 안 안 안 안 만나만나만나만나. . . . 서로 서로 서로 서로 집에서 집에서 집에서 집에서 돌돌돌돌아가면서 아가면서 아가면서 아가면서 만나거든만나거든만나거든만나거든. . . .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젊젊젊젊은 은 은 은 사람들은 사람들은 사람들은 사람들은 잘 잘 잘 잘 

모모모모르르르르겠지만 겠지만 겠지만 겠지만 우우우우리들은 리들은 리들은 리들은 그렇거든그렇거든그렇거든그렇거든. . . . 중요한 중요한 중요한 중요한 손님손님손님손님이 이 이 이 온다온다온다온다. . . .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저 저 저 저 친구친구친구친구네네네네    집에 집에 집에 집에 이이이이쁜쁜쁜쁜    

식식식식탁보가 탁보가 탁보가 탁보가 있는 있는 있는 있는 거야거야거야거야. . . .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 그 그 그 집 집 집 집 가서 가서 가서 가서 하하하하루루루루    빌려오고빌려오고빌려오고빌려오고. . . . 교자상 교자상 교자상 교자상 빌려주고빌려주고빌려주고빌려주고. . . . 뭐 뭐 뭐 뭐 그런그런그런그런

거 거 거 거 하거든하거든하거든하거든. . . . 요요요요즘즘즘즘    사람들은 사람들은 사람들은 사람들은 다 다 다 다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사서한다사서한다사서한다사서한다며며며며? ? ? ? 우우우우리는 리는 리는 리는 서로 서로 서로 서로 빌려주고 빌려주고 빌려주고 빌려주고 빌려오고 빌려오고 빌려오고 빌려오고 

그러지그러지그러지그러지. . . . 

특히 특히 특히 특히 내가 내가 내가 내가 어어어어렵렵렵렵고 고 고 고 힘힘힘힘들 들 들 들 때때때때, , , , 아아아아플플플플    때때때때. . . . 정말 정말 정말 정말 도도도도움움움움    많많많많이 이 이 이 주지주지주지주지. . . . 

내가 내가 내가 내가 아아아아플플플플    때 때 때 때 그 그 그 그 친구가 친구가 친구가 친구가 나 나 나 나 때문에 때문에 때문에 때문에 수지수지수지수지침침침침    배배배배워가면서 워가면서 워가면서 워가면서 나 나 나 나 침놔침놔침놔침놔주고 주고 주고 주고 그그그그랬랬랬랬어어어어. . . . 

정말 정말 정말 정말 형형형형제 제 제 제 같은 같은 같은 같은 친구친구친구친구! ! ! ! 딱딱딱딱    그 그 그 그 표표표표현현현현이 이 이 이 맞맞맞맞아아아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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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단단점점점점은은은은…………    그게 그게 그게 그게 물론물론물론물론    대대대대놓놓놓놓고 고 고 고 그런건 그런건 그런건 그런건 아아아아닌닌닌닌데데데데. . . . 애들이 애들이 애들이 애들이 비슷한 비슷한 비슷한 비슷한 연연연연배배배배니까니까니까니까. . . . 저 저 저 저 친구 친구 친구 친구 아아아아

이들은 이들은 이들은 이들은 다 다 다 다 명문대학 명문대학 명문대학 명문대학 한한한한번번번번에 에 에 에 들어들어들어들어갔갔갔갔거든거든거든거든. . . . 근데 근데 근데 근데 우우우우리 리 리 리 애들 애들 애들 애들 두 두 두 두 명이 명이 명이 명이 둘둘둘둘    다 다 다 다 한한한한번씩번씩번씩번씩    미미미미

역국역국역국역국을 을 을 을 먹먹먹먹어서어서어서어서. . . . 그게 그게 그게 그게 아무래도 아무래도 아무래도 아무래도 너너너너무 무 무 무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살면서 살면서 살면서 살면서 숟숟숟숟가가가가락락락락이 이 이 이 몇 몇 몇 몇 갠갠갠갠지 지 지 지 젓젓젓젓가가가가락락락락이 이 이 이 몇몇몇몇

갠갠갠갠지도 지도 지도 지도 알고 알고 알고 알고 지지지지낼낼낼낼    정도로 정도로 정도로 정도로 친하니까 친하니까 친하니까 친하니까 스스스스트트트트레스레스레스레스가 가 가 가 많많많많이 이 이 이 돼돼돼돼지지지지. . . . 그런 그런 그런 그런 라이벌 라이벌 라이벌 라이벌 의의의의식식식식이 이 이 이 없없없없

다고 다고 다고 다고 할 할 할 할 수 수 수 수 없고없고없고없고. . . . (비임원 60세 전업주부)

관계별 이해관계의 방향성과 보답즉각성, 보답등가성 항목의 응답분포를 

살펴보자.

<<<<그림 그림 그림 그림 4-8> 4-8> 4-8> 4-8> 관계별 관계별 관계별 관계별 호혜성 호혜성 호혜성 호혜성 응답 응답 응답 응답 분포분포분포분포

-0.6

-0.4

-0.2

0

0.2

0.4

0.6

0.8

1

연고관계 비연고관계 3년이웃 2년이웃

이해관계방향성 보답즉각성 보답등가성

<<<<표 표 표 표 4 4 4 4 -20> -20> -20> -20> 관계별 관계별 관계별 관계별 호혜성 호혜성 호혜성 호혜성 응답 응답 응답 응답 분포                            분포                            분포                            분포                            단위단위단위단위: : : : 평균평균평균평균((((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전통적
연고관계

비연고관계
3년 이상

오래된 이웃
2년 이하

새로운 이웃
전체 F

이해관계
방향성

-.14(.834) .17(.389) .08(.862) .13(.551)
0.09

(0.612)
1.22

N 22 12 13 126 173

보답즉각성 .18(.1.65) .42(1.44) 0.46(1.51) .01(1.35) 0.02(1.4) 0.92

N 22 12 13 126 173

보답등가성 .86(1.04) .75(.965) .77(1.36) .45(1.1) 0.45(1.1) 1.22

N 22 12 13 126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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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 방향성에 있어 비연고관계, 3년 이상의 오래된 이웃관계, 2년 

이하의 새로운 이웃관계로 이어진 응답자들은 약하게나마 일반화된 호혜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 연고관계로 이어진 응답자들은 균형 잡힌 

호혜성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연결망 구성요소인 자원교환항목에서 살펴본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자원교환에 있어서 전통적 연고관계를 맺고 있는 

응답자들은 제공하는 양보다 제공받는 양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 연고관계를 맺고 있는 응답자들은 다른 관계를 맺고 있는 

응답자들보다 조금 더 본인의 위치를 우위에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통상적으로 전통적 연고관계는 일반화된 호혜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통념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러나 사회에서 2차적으로 맺게 되는 비연고관계나 이웃관계는 서로 

동등하게 대접하고 대접받지 않는 이상 그 관계 유지가 힘들어지는 반면 전통적 

연고관계는 자신이 그 관계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불균형적인 비중을 

상대방에게 둘 수 있다. 이를테면 부모와 아들부부, 딸 부부 등의 부모자식 

사이와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 촌수항렬이 위아래인 친인척, 같은 고향출신으로 

나이가 차이 나는 경우, 같은 초중고, 대학교 선후배 출신일 경우는 명확하게 

대칭적인 관계 자리매김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이해관계 방향성 항목에서 

전통적 연고관계의 수치가 가장 낮게 나온 것으로 풀이 된다. 이 같은 생각들은 

다음 사례에서 확인된다. 

<사례 11 >

시부모시부모시부모시부모님님님님    당당하신 당당하신 당당하신 당당하신 분들이라 분들이라 분들이라 분들이라 첫째첫째첫째첫째    아들아들아들아들, , , , 둘째둘째둘째둘째    아들아들아들아들, , , , 셋째셋째셋째셋째    아들아들아들아들. . . .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넷째넷째넷째넷째인인인인

데 데 데 데 아무때나 아무때나 아무때나 아무때나 오고 오고 오고 오고 싶싶싶싶으실 으실 으실 으실 때 때 때 때 다 다 다 다 마마마마스터키스터키스터키스터키    가지고 가지고 가지고 가지고 오시곤 오시곤 오시곤 오시곤 하지하지하지하지. . . . 뭐 뭐 뭐 뭐 아들집이라고 아들집이라고 아들집이라고 아들집이라고 어어어어

려워하시거나 려워하시거나 려워하시거나 려워하시거나 주주주주눅눅눅눅들고 들고 들고 들고 하시는거 하시는거 하시는거 하시는거 없고 없고 없고 없고 편하실 편하실 편하실 편하실 때 때 때 때 가고 가고 가고 가고 싶싶싶싶은곳으로 은곳으로 은곳으로 은곳으로 오고 오고 오고 오고 가가가가셔셔셔셔. . . . 우우우우리리리리

집에도 집에도 집에도 집에도 마마마마음음음음    내내내내키키키키실 실 실 실 때 때 때 때 아무아무아무아무떄떄떄떄나 나 나 나 오시지오시지오시지오시지. . . . 부모 부모 부모 부모 형형형형제는 제는 제는 제는 그냥 그냥 그냥 그냥 다른 다른 다른 다른 관계하고 관계하고 관계하고 관계하고 달라달라달라달라. . . . 아아아아

무리 무리 무리 무리 오래 오래 오래 오래 사사사사귄귄귄귄    친구라 친구라 친구라 친구라 하더라도 하더라도 하더라도 하더라도 친구는 친구는 친구는 친구는 예예예예의를 의를 의를 의를 지지지지켜켜켜켜야해야해야해야해. . . .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집에 집에 집에 집에 놀러온다고 놀러온다고 놀러온다고 놀러온다고 하면 하면 하면 하면 집 집 집 집 치워야하고 치워야하고 치워야하고 치워야하고 신신신신경경경경써야하고 써야하고 써야하고 써야하고 그렇잖아그렇잖아그렇잖아그렇잖아. . . . 

형형형형제는 제는 제는 제는 근데 근데 근데 근데 안 안 안 안 그래그래그래그래. . . . 아무리 아무리 아무리 아무리 집 집 집 집 어질러어질러어질러어질러져져져져있고 있고 있고 있고 지저분해도 지저분해도 지저분해도 지저분해도 이해해줄걸 이해해줄걸 이해해줄걸 이해해줄걸 아니까 아니까 아니까 아니까 정말 정말 정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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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지편하지편하지편하지. . . .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형형형형제들하고 제들하고 제들하고 제들하고 같이 같이 같이 같이 사는거 사는거 사는거 사는거 너너너너무 무 무 무 행복해행복해행복해행복해. . . . 형형형형제끼리도 제끼리도 제끼리도 제끼리도 문제생문제생문제생문제생길길길길일이 일이 일이 일이 왜 왜 왜 왜 

없겠어없겠어없겠어없겠어? ? ? ?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형형형형제니까제니까제니까제니까. . . . 내 내 내 내 한 한 한 한 몸몸몸몸    같으니까 같으니까 같으니까 같으니까 이해해주고 이해해주고 이해해주고 이해해주고 덮덮덮덮어주고 어주고 어주고 어주고 그러는거야그러는거야그러는거야그러는거야. . . . (비

임원 60세 전업주부)

위 사례에서도 드러나듯이 자신보다 윗세대를 대할 때 자신의 불편함이나 

불리함은 상당부분 감수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또 당연하게 자신의 

아랫세대에게 감수하리라고 기대하는 부분이 되기도 한다.  또한 전통적 

연고관계, 특히 혈연관계로 묶인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허물을 

덮어줄것이라 기대하고 자신 역시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을 용인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보답즉각성에서는 3년 이상 오래된 이웃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응답자들만이 

균형잡힌 호혜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 외 관계를 맺고 있는 응답자들은 비교적 

일반화된 호혜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보답등가성 항목에서는 모든 관계들이 

고루 일반화된 호혜성에 가까운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 수치 차이는 조금씩 나고 

있지만 이 세 항목에서 관계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질문을 합산한 호혜성지수의 관계별 분포는 다음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다. 

<<<<표 표 표 표 4 4 4 4 -21>  -21>  -21>  -21>  관계별 관계별 관계별 관계별 호혜성지수 호혜성지수 호혜성지수 호혜성지수 분포                  분포                  분포                  분포                  단위단위단위단위::::평균평균평균평균((((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호혜성지수는 비연고관계 > 전통적 연고관계 > 3년 이상의 오래된 

이웃관계 > 2년 이하의 새로운 이웃관계의 순서대로 나타났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통적전통적전통적전통적
연고관계연고관계연고관계연고관계 비연고관계비연고관계비연고관계비연고관계

3333년 년 년 년 이상이상이상이상
오래된 오래된 오래된 오래된 이웃이웃이웃이웃

2222년 년 년 년 이하이하이하이하
새로운 새로운 새로운 새로운 이웃이웃이웃이웃 전체전체전체전체 FFFF

호혜성지수호혜성지수호혜성지수호혜성지수 0.91(2.4) 1.33(1.9) 0.38(2.8) 0.59(2.4) 0.66(2.4 0.486

N 22 12 13 126 173

전통적전통적전통적전통적
연고관계연고관계연고관계연고관계 근대적 근대적 근대적 근대적 2222차 차 차 차 관계관계관계관계 전체전체전체전체 FFFF

호혜성지수호혜성지수호혜성지수호혜성지수 0.91(2.4) 0.63(2.4) 0.66(2.4 0.261

N 22 151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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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사회자본 사회자본 사회자본 사회자본 결정 결정 결정 결정 요인요인요인요인

사회자본의 세 가지 구성요소인 ‘연결망’, ‘신뢰’, ‘호혜성’,을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표 표 표 4-22>  4-22>  4-22>  4-22>  사회자본의 사회자본의 사회자본의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구성요소 구성요소 구성요소 

<<<<표 표 표 표 4-23>  4-23>  4-23>  4-23>  관계별 관계별 관계별 관계별 사회자본의 사회자본의 사회자본의 사회자본의 구성요소구성요소구성요소구성요소

평균(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N

연결망

밀도 0.83(0.22) 0.33 1 71

관계의빈도 41.76(28.2) 9 139 71

관계중복성 1.24(0.46) 1 3 71

관계지속성 6.89(11.85) 1 58 71

자원교환총량 5.72(4.2) 0 21 71

신뢰

물질적기대 1.93(2.59) -2 10 71

비물질적기대 0.21(3.26) -8 10 71

신뢰회복방법 1.39(3.1) -5 10 71

호혜성

이해관계방향성 0.23(1.52) -5 6 71

보답즉각성 0.14(3.91) -10 10 71

보답등가성 1.39(3.1) -5 10 71

전통적
연고관계

비연고관계
3년 이상

오래된 이웃
2년 이하

새로운 이웃

연결망

밀도 1(0) 1(0) 1(0) 1(0)

관계의빈도 21.23(5.55) 20.83(4.76) 20.23(6.35) 15.34(5.32)

관계중복성 2.23(0.43) 2(0) 1(0) 1(0)

관계지속성 23.55(17.3) 10.5(12.7) 12.1(6.84) 1.02(0.1)

자원총량 3.18(1.99) 2.42(1.97) 3.15(1.73) 2.06(1.27)

신뢰

물질적기대 0.77(0.9) 0.67(0.89) 0.62(1.12) 0.81(0.92)

비물질적기대 0.09(1.2) -0.08(0.9) -0.08(1.3) 0.13(1.21)

신뢰회복방법 0.73(1.16) 0.83(1.34) 0.92(1.32) 1.11(1.28)

호혜성

이해관계방향성 -0.14(0.8) 0.17(0.39) 0.08(0.86) 0.13(0.55)

보답즉각성 0.18(1.65) 0.42(1.44) -0.46(1.5) 0.01(1.35)

보답등가성 0.86(1.03) 0.75(0.96) 0.77(1.36) 0.45(1.1)

N 22 12 13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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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망은 밀도, 관계의 빈도, 관계의 중복성, 관계의 지속성, 자원교환총량 

등 다섯 가지로 측정되었다. 하지만 이 분석 요소들의 측정 단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하여 합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신뢰와 호혜성의 각 요소들은 

-10점에서 10점까지의 동일한 범위로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합산하여 지수화하였다. 

이러한 식으로 산출된 ‘연결망’과 ‘신뢰’, ‘호혜성’지수를 합산하여 

‘사회자본’지수가 만들어진다. 그러나 이 때에도 연결망과 신뢰, 호혜성이 서로 

다른 범위를 갖기 때문에 사회자본 총량에 대한 비중을 갖게 하기 위하여 

연결망,신뢰, 호혜성 지수를 다시 한번 표준화하여 합산하였다. 

이렇게 합산된 연결망, 신뢰, 호혜성, 사회자본 지수의 총량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례 아파트 거주자의 개인적 

속성과 관계적 속성 중 어떤 속성이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각 지수와 사회자본 

총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델에 포함되는 응답자의 개인적 속성으로 ‘나이’, ‘소득’, 

‘교육년수’, ‘소속집단 수’, ‘임원여부’이고, 관계적 속성으로는 ‘전통적 

연고관계’, ‘비연고관계’,‘3년이상의 오래된 이웃관계’, ‘2년 이하의 

새로운 이웃관계’를 포함시켰다. 회귀분석을 위해 범주형 변수인 개인적 속성 중 

‘ 임원여부’와 관계적 속성 요소들을 더미(dummy)변수로 만들었다. 

임원여부는 비임원을, 관계적 속성에서는 2년 이하의 새로운 이웃관계를 기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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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4-24>  4-24>  4-24>  4-24>  사회자본에 사회자본에 사회자본에 사회자본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개인적 개인적 개인적 개인적 속성 속성 속성 속성 회회회회귀귀귀귀분석 분석 분석 분석 

<<<<표 표 표 표 4-25>  4-25>  4-25>  4-25>  사회자본에 사회자본에 사회자본에 사회자본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관계적 관계적 관계적 관계적 속성 속성 속성 속성 회회회회귀귀귀귀분석 분석 분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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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를 보면 ‘연결망’의 경우 개인적 속성 중에서는 임원여부, 즉 

임원일 경우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관계적 속성 중에서는 2년 이하의 

새로운 이웃에 비해 전통적 연고관계, 비연고 관계, 3년 이상의 오래된 

이웃관계가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개인적 속성 중 연령과 소득, 교육연수, 소속집단의 수(외부확장성)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일정하게 통제됨에 따른 것으로 소득과 교육연수 등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어 

연결망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단,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파트 

설명

요인

연결망  신뢰  호혜성 사회자본 총량

Beta Sig. Beta Sig. Beta Sig. Beta Sig.

관계적

속성

상수
B)-0.70B)-0.70B)-0.70B)-0.70

3***3***3***3***
0.0000.0000.0000.000

B)2.02B)2.02B)2.02B)2.02

3***3***3***3***
0.0000.0000.0000.000

B)0.65B)0.65B)0.65B)0.65

1**1**1**1**
0.0030.0030.0030.003

B)0.26B)0.26B)0.26B)0.26

3*3*3*3*
0.0860.0860.0860.086

전통적
연고관계

0.65***0.65***0.65***0.65*** 0.0000.0000.0000.000 -0.077 0.316 0.036 0.644 0.37***0.37***0.37***0.37*** 0.0000.0000.0000.000

비연고 0.33***0.33***0.33***0.33*** 0.0000.0000.0000.000 -0.082 0.282 0.072 0.351 0.177**0.177**0.177**0.177** 0.0130.0130.0130.013

3년이상
오랜이웃

0.28***0.28***0.28***0.28*** 0.0000.0000.0000.000 -0.079 0.302 -0.029 0.705 0.082 0.252

R2=0.566

F=152.546***

R2=0.015

F=0.897

R2=0.007

F=0.421

R2=0.151

F=10.230***

설명

요인

연결망 신뢰 호혜성 사회자본총량

Beta Sig. Beta Sig. Beta Sig. Beta Sig.

개인의

속성

상수 B)-4.6 0.295 B)0.05 0.997 B)-17 0.181 B)-5.1 0.173

나이 0.121 0.289 -0.037 0.769 0.049 0.694 0.066 0.591

소득 -0.081 0.477 -0.154 0.231 -0.13 0.296 -0.181 0.142

교육년수 0.081 0.482 0.123 0.345 0.235*0.235*0.235*0.235* 0.0650.0650.0650.065 0.219*0.219*0.219*0.219* 0.0830.0830.0830.083

소속집단 0.075 0.502 0.014 0.911 0.101 0.411 0.095 0.435

임원여부 0.44***0.44***0.44***0.44*** 0.0000.0000.0000.000 0.006 0.959 -0.127 0.291 0.160 0.182

R2=0.236

F=4.006**

R2=0.032

F=0.435

R2=0.088

F=1.261

R2=0.104

F=1.512

  * p< 0.10,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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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회의에서 임원을 맡고 있는 경우 다른 일반 주민들과는 달리 공식적으론 

반상회와 대표자회의를 통해 입주민들을 만나게 되고, 비공식적으론 아파트 

내외의 일들을 처리하면서 입주민들과 상호 접촉기회가 상당히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뢰’의 경우는 개인적 속성과 관계적 속성 두 가지 속성 항목들이 

신뢰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우선 첫 번째로 전통적 연고관계를 가진 응답자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를 보여줄 것이라 예상하였는데 전통적 연고관계중 

시부모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의 혈연관계를 제외시키고 설문을 

진행하여 전통적 연고관계를 가진 응답자들의 신뢰지수가 일정 부분 낮게 

측정됐을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로 2년 이하의 짧은 이웃관계로 연결된 응답자들의 경우 가장 낮은 

신뢰수치를 보일 것이라 예상되었었다. 그러나 이들은 같은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을 자신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닌 이웃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웃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천현숙은 대도시 아파트 

주거단지의 사회자본 논문(2004)에서 영구임대 아파트 거주자들의 사회자본을 

연구하였는데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은 상호간 높은 친밀도와 참여도,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신뢰점수를 

보인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이는 그들이 스스로를  도시빈민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고 같은 영구임대 아파트에 사는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논문의 사례 아파트의 경우와 같은 맥락으로 같은 거주지에 살고 있는 

이웃들을 거주지의 수준에 따라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더라도 신뢰를 

보여주거나, 친밀한 사이임에도 서로를 신뢰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호혜성’의 경우 개인적 속성에서는 교육연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관계적 속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즉 

호혜성에 있어 학력이 높아질수록 호혜성 역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파트 응답자의 학력은 2.8%가 고졸, 87.3%가 대졸, 9,9%가 대학원 졸의 



- 62 -

분포로 97%이상의 응답자가 대졸이상의 학력으로 균일하게 높은 학력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안에서 대졸보다는 대학원졸일수록 상대에 대한 

호혜성을 더 높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자본’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개인적 속성에서는 

‘호혜성’과 마찬가지로 교육년수만이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고 있었고, 관계적 

속성에서는 전통적 연고관계가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뒤를 이어 

비연고관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사회자본 총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주자의 개인적인 속성보다는 그들이 맺고 있는 관계속성에 많이 

좌우됨을 알 수 있다. 

한편 3년 이상의 오래된 이웃관계는 사회자본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아무리 오래된 이웃사이라 하더라도 전통적 

연고관계나 비연고관계 등의 관계로 엮여있지 않는 한 주거공동체에서 

사회자본을 구축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으로, 전통적 지연에서 

말하는 이웃과 현대적 의미의 이웃의 성격이 다름을 증명하는 것이다. 

다음 페이지의 그림 4-9와 4-10은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L아파트 

사회자본의 결정요인과 결정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유의미한 회귀계수만 

표시하였으며, 숫자는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의미한다. 

다음 장에서는 양적인 방법에서 제외된 혈연관계와 그리고 통계방법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각 관계별 사회자본 형성동기와 과정들을 질적인 방법으로 

보완해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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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4-9>  4-9>  4-9>  4-9>  개인적 개인적 개인적 개인적 속성의 속성의 속성의 속성의 사회자본 사회자본 사회자본 사회자본 결정 결정 결정 결정 요인요인요인요인

<<<<그림 그림 그림 그림 4-10> 4-10> 4-10> 4-10> 관계적 관계적 관계적 관계적 속성의 속성의 속성의 속성의 사회자본 사회자본 사회자본 사회자본 결정 결정 결정 결정 요인 요인 요인 요인 

연고관계연고관계연고관계연고관계

관계적관계적관계적관계적

속성속성속성속성

비연고관계비연고관계비연고관계비연고관계

오래된이웃관계오래된이웃관계오래된이웃관계오래된이웃관계

R²=0.566***

R²=0.015

R²=0.007

R²=0.151***

0.649***

0.334***

0.280***

0.368***

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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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이웃관계새로운이웃관계새로운이웃관계새로운이웃관계

연결망연결망연결망연결망연결망연결망연결망연결망

신뢰신뢰신뢰신뢰신뢰신뢰신뢰신뢰

호혜성호혜성호혜성호혜성호혜성호혜성호혜성호혜성

사회자본사회자본사회자본사회자본

총량총량총량총량

사회자본사회자본사회자본사회자본

총량총량총량총량

연고관계연고관계연고관계연고관계

관계적관계적관계적관계적

속성속성속성속성

비연고관계비연고관계비연고관계비연고관계

오래된이웃관계오래된이웃관계오래된이웃관계오래된이웃관계

R²=0.566***

R²=0.015

R²=0.007

R²=0.151***

0.649***

0.334***

0.280***

0.368***

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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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이웃관계새로운이웃관계새로운이웃관계새로운이웃관계

연결망연결망연결망연결망연결망연결망연결망연결망

신뢰신뢰신뢰신뢰신뢰신뢰신뢰신뢰

호혜성호혜성호혜성호혜성호혜성호혜성호혜성호혜성

사회자본사회자본사회자본사회자본

총량총량총량총량

사회자본사회자본사회자본사회자본

총량총량총량총량

0.235*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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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망연결망연결망연결망연결망연결망연결망연결망

R²=0.236**

R²=0.032 

R²=0.088 

R²=0.104

0.442***

나나나나 이이이이

개인적개인적개인적개인적

속성속성속성속성

소소소소 득득득득

교육년수교육년수교육년수교육년수

소속집단소속집단소속집단소속집단

임원여부임원여부임원여부임원여부

신뢰신뢰신뢰신뢰신뢰신뢰신뢰신뢰

호혜성호혜성호혜성호혜성호혜성호혜성호혜성호혜성

사회자본사회자본사회자본사회자본

총량총량총량총량

사회자본사회자본사회자본사회자본

총량총량총량총량

0.235*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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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망연결망연결망연결망연결망연결망연결망연결망

R²=0.236**

R²=0.032 

R²=0.088 

R²=0.104

0.442***

나나나나 이이이이

개인적개인적개인적개인적

속성속성속성속성

소소소소 득득득득

교육년수교육년수교육년수교육년수

소속집단소속집단소속집단소속집단

임원여부임원여부임원여부임원여부

신뢰신뢰신뢰신뢰신뢰신뢰신뢰신뢰

호혜성호혜성호혜성호혜성호혜성호혜성호혜성호혜성

사회자본사회자본사회자본사회자본

총량총량총량총량

사회자본사회자본사회자본사회자본

총량총량총량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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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5555장  장  장  장  LLLL아파트의 아파트의 아파트의 아파트의 전통적 전통적 전통적 전통적 연고관계 연고관계 연고관계 연고관계 심층분석 심층분석 심층분석 심층분석 

    아파트 거주자들이 맺고 있는 관계들의 질적인 측면은 설문지로 파악하기 

힘든 측면에 있어, 인터뷰로 대신하였다. 인터뷰는 응답자들이 맺고 있는 관계의 

속성에 따라 분류하였다.  혈연, 지연, 학연의 연고관계와 이전에 살던 곳에서부터 

지속된 오랫동안 이웃관계를 아파트 공간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게 된 동기와 배경, 

그리고 유지되는 모습들을 새로운 이웃관계와 대비시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앞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본 논문이 ‘한국사회의 사회자본’이라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쓰여지게 됨에 따라 다른 집단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설문지의 응답자가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개인들을 시부모와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등을 제외하고 답하도록 하였다. 때문에 아파트의 특성상 위의 친인척이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살고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양적분석 방법에서 친인척의 범위가 상당히 축소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심층분석을 통해 보완하고자 하여 전통적 연고관계를 맺고 있는 응답자들을 

중심으로 인터뷰하게 되었다. 

또 조사대상자가 고르게 선정되지는 못한 이유 중 한가지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최소한 반상회 등을 통해 연구자와 친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접근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다음의 표 5-1과 같다. 

    각각의 개인은 주어진 조건이나 제약 속에서 자신들에게 허용된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 인터뷰에서 경험적 분석대상으로 삼는 부분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원거리 이주가 가능해진 현대도시에서 해체되어가고 있는 전통적 1차 

관계의 사람들을 같은 거주공간에 이주시킨 사람들의 동기와 과정, 그리고 아파트 

거주지 안에서 형성되는 사회자본의 양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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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5-1> 5-1> 5-1> 5-1> 심층면접 심층면접 심층면접 심층면접 대상자대상자대상자대상자

1. 1. 1. 1. 사회 사회 사회 사회 안전망 안전망 안전망 안전망 기능 기능 기능 기능 

    

한국사회는 서구에 비해 가족집단 내에서의 자녀의 양육, 교육 및 사회화 

기능과 노약자 보호 기능이 강하게 유지되는 편이다38). 65세 이상 노인이 자녀와 

한 가구에 살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한국 노인들의 거주형태를 분석해 보면 

표 5-2와 같다. 이 표는 1980년, 1990년, 2000년의 인구 센서스 자료를 이용해 

65세 이상 노인들의 거주 형태를 노인들의 거주지역별로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노인들의 거주형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거주지역별로 나누어 볼 때 농촌 지역은 

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이 1980년도에 77.8%에서 2000년도 37.4%로 급격하게 

낮아진 반면, 도시지역의 경우 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이 1980년도 84.8%에서 

2000년도 57.5%로 감소의 폭이 비교적 완만하며, 과반수 이상의 노인들이 

자식세대와 함께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8) 김두섭, 김정석, 송유진, 최양숙. 가족구조와 관계의 변화 및 전망. 2005. 정보통신 정책 연구원.  

구분 성별 나이 임원여부 관계 속성

case1 A 여 70대 비임원 혈연, 딸들부부와 함께 이주

case2 B 여 30대 비임원 혈연, 친정 엄마와 함께 이주

case3 C 여 60대 비임원 지연, 고향친구와 함께 이주

case4 D 여 70대 비임원 오래된 이웃관계

case5 E 여 40대 비임원 새로 구축한 이웃관계

case6 F 여 50대 임원 새로 구축한 이웃관계

case7 G 여 50대 임원 새로 구축한 이웃관계

case8 H 여 60대 비임원 친정형제들과 함께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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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5-2> 5-2> 5-2> 5-2> 65656565세 세 세 세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노인들의 노인들의 노인들의 노인들의 거주지역별 거주지역별 거주지역별 거주지역별 거주형태 거주형태 거주형태 거주형태 (1980-2000(1980-2000(1980-2000(1980-2000년년년년)   )   )   )   단위 단위 단위 단위 : : : : %%%%

자료: 김정석(2002)

  또한 노인들의 거주형태에서 관찰되는 세대간 동거비율의 감소가 

혈연관계의 해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은 자녀와 근접한 거리에 살고 있는 

자녀별거 노인이 상당수에 이르고, 노인과 별거자녀간의 빈번한 접촉과 연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발견된다. 표 5-3은 1994년과 2004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대규모 노인조사에서 보고된 노인과 별거자녀와의 

접촉 및 연락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 표 표 표 5-3>  5-3>  5-3>  5-3>  65656565세 세 세 세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노인들의 노인들의 노인들의 노인들의 가구 가구 가구 가구 형태별 형태별 형태별 형태별 별거자녀와의 별거자녀와의 별거자녀와의 별거자녀와의 접촉빈도     접촉빈도     접촉빈도     접촉빈도     ((((단위단위단위단위: : : : %)%)%)%)

접촉빈도 연락빈도

1994199419941994년년년년

전체 도시 농촌

1980년

자녀 없이 사는 비율 19.5 15.2 22.2

자녀와 함께사는 비율 80.5 84.8 77.8

1990년

자녀 없이 사는 비율 31.8 24.2 40.5

자녀와 함께사는비율 68.2 75.8 59.5

2000년

자녀 없이 사는 비율 50.9 42.5 62.6

자녀와 함께사는 비율 49.1 57.5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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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자자료료료료: : : : 이가이가이가이가옥옥옥옥    외외외외(1994); (1994); (1994); (1994); 정정정정경희경희경희경희    외외외외(2004)(2004)(2004)(2004)

 

거의 매일 
(하루2회 이상)

8.38.38.38.3 16.4

주 2-3회 정도 7.5 19.5

주 1회 정도 13.7 22.9

2주에 1회 정도 10.3 0

월1회 정도 17.6 24.4

3개월에 1회 정도 22.5 11.8

3개월에 1회 미만
(전혀 없음)

20.1 4.9

합계 100.0 100.0

사례수(명) 1,199 1,199

2004200420042004년년년년

거의 매일
(자주만나별도의연락필요없음)

11.411.411.411.4 29.7

주 2-3회 정도 12.5 31.1

주 1회 정도 17.2 18.7

2주에 1회정도 15.9 11.2

월 1회 정도 20.3 5.9

3개월에 1회 정도 16.6 1.7

3개월에 1회 미만 6.1 1.8

합계 100.0 100.0

사례 수 (명) 2,892 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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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에 의하면 1994년보다 2004년에 접촉빈도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자녀를 매일 접촉, 연락하는 노인들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동일한 

가구에 살지 않더라도 자녀와 근접한 곳에사는 사례가 많아졌음을 의미한다.본 

사례 아파트 심층분석 8케이스 중에3케이스가 이와 같이 결혼한 이후 친정부모와 

호수는 다르지만 같은 아파트로 이사 온 케이스이고 추가 한 케이스는 친정 

형제들과 함께 이주해온 케이스이다. 

<사례 12>

  ““““딸 딸 딸 딸 셋셋셋셋이 이 이 이 있는데있는데있는데있는데, , , , 처음엔처음엔처음엔처음엔    시집 시집 시집 시집 보내고 보내고 보내고 보내고 다들 다들 다들 다들 따로 따로 따로 따로 살살살살았았았았어어어어. . . . 첫째첫째첫째첫째    딸은 딸은 딸은 딸은 

임신을 임신을 임신을 임신을 좀 좀 좀 좀 늦늦늦늦게 게 게 게 했했했했는데는데는데는데, , , , 몸몸몸몸이 이 이 이 약해서 약해서 약해서 약해서 상상상상황황황황이 이 이 이 이래저래 이래저래 이래저래 이래저래 좀 좀 좀 좀 불불불불안한데 안한데 안한데 안한데 사위는 사위는 사위는 사위는 

일하느라 일하느라 일하느라 일하느라 바바바바쁘쁘쁘쁘지지지지, , , ,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매매매매일 일 일 일 가서 가서 가서 가서 봐줄봐줄봐줄봐줄순순순순    없지없지없지없지. . . . 불불불불안해서 안해서 안해서 안해서 살 살 살 살 수가 수가 수가 수가 없더라구없더라구없더라구없더라구. . . .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전에 전에 전에 전에 살던 살던 살던 살던 아파트에 아파트에 아파트에 아파트에 집 집 집 집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나오자마자 나오자마자 나오자마자 나오자마자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불불불불러들러들러들러들였였였였어어어어. . . . 첫째첫째첫째첫째    오고 오고 오고 오고 나니까 나니까 나니까 나니까 

자연자연자연자연스럽스럽스럽스럽게 게 게 게 나나나나머머머머지 지 지 지 딸들도 딸들도 딸들도 딸들도 다 다 다 다 불불불불러들이게 러들이게 러들이게 러들이게 되되되되더라구더라구더라구더라구. . . . 딸들 딸들 딸들 딸들 하는거 하는거 하는거 하는거 불불불불안해서 안해서 안해서 안해서 

불불불불러들러들러들러들였였였였는데 는데 는데 는데 아주 아주 아주 아주 피곤해피곤해피곤해피곤해. . . . 사위들이 사위들이 사위들이 사위들이 의사인데 의사인데 의사인데 의사인데 허허허허구구구구헌헌헌헌날 날 날 날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먹먹먹먹어라 어라 어라 어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먹먹먹먹지 지 지 지 말아라 말아라 말아라 말아라 참견참견참견참견해대고 해대고 해대고 해대고 주전부리 주전부리 주전부리 주전부리 할 할 할 할 것들을 것들을 것들을 것들을 다 다 다 다 없애라고 없애라고 없애라고 없애라고 잔잔잔잔소리를 소리를 소리를 소리를 해대서 해대서 해대서 해대서 도도도도움움움움이 이 이 이 

안안안안돼돼돼돼.(.(.(.(웃웃웃웃음음음음))))””””        (비임원 70대  전업주부)

<사례 13>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엄엄엄엄마랑 마랑 마랑 마랑 같이 같이 같이 같이 이사온거 이사온거 이사온거 이사온거 좀 좀 좀 좀 긴 긴 긴 긴 얘긴데얘긴데얘긴데얘긴데.. .. .. .. 저저저저희희희희    아아아아버버버버지가 지가 지가 지가 정치를 정치를 정치를 정치를 

하시거든요하시거든요하시거든요하시거든요. . . . 시아시아시아시아버버버버지도 지도 지도 지도 정치를 정치를 정치를 정치를 하시고하시고하시고하시고. . . .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양양양양쪽쪽쪽쪽    집안분들이 집안분들이 집안분들이 집안분들이 지지지지역역역역구 구 구 구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계시고 계시고 계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XXXXXXXX동동동동집이 집이 집이 집이 계속 계속 계속 계속 비어있비어있비어있비어있었었었었어요어요어요어요. . . . 처음처음처음처음에 에 에 에 남편 남편 남편 남편 유학 유학 유학 유학 마치고 마치고 마치고 마치고 

돌돌돌돌아오자마자 아오자마자 아오자마자 아오자마자 엄엄엄엄마가마가마가마가…………    어차피 어차피 어차피 어차피 XXXXXXXX동동동동    빌라가 빌라가 빌라가 빌라가 비어있으니까 비어있으니까 비어있으니까 비어있으니까 들어와서 들어와서 들어와서 들어와서 살라고살라고살라고살라고. . . .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 그 그 그 집에 집에 집에 집에 계속 계속 계속 계속 살고 살고 살고 살고 있있있있었었었었는데 는데 는데 는데 내가 내가 내가 내가 30303030살 살 살 살 때부때부때부때부터터터터    사업을 사업을 사업을 사업을 시작시작시작시작했했했했거든거든거든거든. . . . 근데 근데 근데 근데 

사업이 사업이 사업이 사업이 꽤꽤꽤꽤    잘 잘 잘 잘 되되되되더라구더라구더라구더라구. . . .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남편은 남편은 남편은 남편은 남편대로 남편대로 남편대로 남편대로 사업하는데 사업하는데 사업하는데 사업하는데 거긴 거긴 거긴 거긴 거기대로 거기대로 거기대로 거기대로 돈이 돈이 돈이 돈이 

돌돌돌돌고 고 고 고 해서 해서 해서 해서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남편한테 남편한테 남편한테 남편한테 그그그그랬랬랬랬지 지 지 지 ““““    이이이이번번번번에 에 에 에 내가 내가 내가 내가 한한한한번번번번    집 집 집 집 사 사 사 사 볼께볼께볼께볼께””””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 그 그 그 왜 왜 왜 왜 

((((이 이 이 이 아파트가아파트가아파트가아파트가)xx)xx)xx)xx역역역역    있는데 있는데 있는데 있는데 모모모모델델델델하하하하우스우스우스우스가 가 가 가 있있있있었었었었잖아요잖아요잖아요잖아요. . . . 거기 거기 거기 거기 들어들어들어들어갔갔갔갔는데는데는데는데............웬웬웬웬지 지 지 지 

파장이 파장이 파장이 파장이 맞았맞았맞았맞았다고 다고 다고 다고 해야 해야 해야 해야 하나하나하나하나. . . . 근데 근데 근데 근데 들어가보니까 들어가보니까 들어가보니까 들어가보니까 분양은 분양은 분양은 분양은 다 다 다 다 끝난끝난끝난끝난    상상상상태였태였태였태였고 고 고 고 계약금 계약금 계약금 계약금 

내는 내는 내는 내는 상상상상황황황황이더라구이더라구이더라구이더라구. . . . 근데 근데 근데 근데 ((((직원들에게직원들에게직원들에게직원들에게) ) ) ) 물물물물어보니 어보니 어보니 어보니 계약금 계약금 계약금 계약금 못내서 못내서 못내서 못내서 분양권자가 분양권자가 분양권자가 분양권자가 포기한 포기한 포기한 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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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이 빈집이 빈집이 빈집이 4-54-54-54-5채 채 채 채 남아 남아 남아 남아 있다는거야있다는거야있다는거야있다는거야. . . . 바로 바로 바로 바로 계약계약계약계약했했했했지지지지. . . . 계약하고 계약하고 계약하고 계약하고 돌돌돌돌아와서 아와서 아와서 아와서 엄엄엄엄마한테 마한테 마한테 마한테 ““““    

엄엄엄엄마마마마. . . . 나 나 나 나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이사가려고 이사가려고 이사가려고 이사가려고 계약 계약 계약 계약 신신신신청청청청    했했했했다고다고다고다고.. .. .. .. xxx xxx xxx xxx 근근근근처처처처””””라고 라고 라고 라고 하니까 하니까 하니까 하니까 

““““그그그그럼럼럼럼    거기 거기 거기 거기 공공공공기가 기가 기가 기가 좋좋좋좋지 지 지 지 않냐않냐않냐않냐....””””    엄엄엄엄마가 마가 마가 마가 건건건건강강강강이 이 이 이 좀 좀 좀 좀 안 안 안 안 좋좋좋좋으시거든요으시거든요으시거든요으시거든요. . . .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가서 가서 가서 가서 한 한 한 한 

채 채 채 채 더 더 더 더 계약신계약신계약신계약신청청청청    하라고 하라고 하라고 하라고 해서해서해서해서... ... ... ... 그때 그때 그때 그때 하던 하던 하던 하던 사업이 사업이 사업이 사업이 잘잘잘잘되되되되서 서 서 서 받은 받은 받은 받은 보보보보너스너스너스너스가 가 가 가 3333억억억억    정도정도정도정도.. .. .. .. 

마마마마침침침침    딱딱딱딱    손손손손에 에 에 에 있어서 있어서 있어서 있어서 두 두 두 두 채 채 채 채 계약을 계약을 계약을 계약을 한 한 한 한 거에요거에요거에요거에요....””””    (비임원 39세 사업)

<사례 14>

““““외외외외가가가가쪽쪽쪽쪽    형형형형제들 제들 제들 제들 다 다 다 다 ((((사사사사례례례례    아파트에아파트에아파트에아파트에))))불불불불러모러모러모러모았았았았어어어어. . . . 형형형형제제제제뿐뿐뿐뿐만이 만이 만이 만이 아니라 아니라 아니라 아니라 조카조카조카조카들도 들도 들도 들도 

다 다 다 다 한 한 한 한 식식식식구야구야구야구야. . . . 다 다 다 다 모모모모았았았았어어어어. . . . 시부모시부모시부모시부모님님님님은은은은…………    워워워워낙낙낙낙    나이가 나이가 나이가 나이가 많많많많으으으으셔셔셔셔서서서서. . . . 원래는 원래는 원래는 원래는 같은 같은 같은 같은 

아파트에 아파트에 아파트에 아파트에 살살살살았았았았지지지지. . . . 모시고 모시고 모시고 모시고 산산산산적은 적은 적은 적은 없고없고없고없고. . . . 워워워워낙낙낙낙에 에 에 에 시부모시부모시부모시부모님님님님    당당하신 당당하신 당당하신 당당하신 분들이라 분들이라 분들이라 분들이라 첫째첫째첫째첫째    

아들아들아들아들, , , , 둘째둘째둘째둘째    아들아들아들아들, , , , 셋째셋째셋째셋째    아들아들아들아들. . . .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넷째넷째넷째넷째인데 인데 인데 인데 아무때나 아무때나 아무때나 아무때나 오고 오고 오고 오고 싶싶싶싶으실 으실 으실 으실 때 때 때 때 다 다 다 다 마마마마스터키스터키스터키스터키    

가지고 가지고 가지고 가지고 오시곤 오시곤 오시곤 오시곤 하지하지하지하지. . . . 뭐 뭐 뭐 뭐 아들집이라고 아들집이라고 아들집이라고 아들집이라고 어려워하시거나 어려워하시거나 어려워하시거나 어려워하시거나 주주주주눅눅눅눅들고 들고 들고 들고 하시는거 하시는거 하시는거 하시는거 없고 없고 없고 없고 

편하실 편하실 편하실 편하실 때 때 때 때 가고가고가고가고싶싶싶싶은 은 은 은 곳으로 곳으로 곳으로 곳으로 오고 오고 오고 오고 가가가가셔셔셔셔. . . . 우우우우리집에도 리집에도 리집에도 리집에도 마마마마음음음음    내내내내키키키키실 실 실 실 때 때 때 때 아무아무아무아무떄떄떄떄나 나 나 나 

오시지오시지오시지오시지....””””    (비임원 60대 전업주부)    

<사례 15>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여기에 여기에 여기에 여기에 XXXXXXXX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사시던 사시던 사시던 사시던 분들 분들 분들 분들 다 다 다 다 한한한한꺼번꺼번꺼번꺼번에 에 에 에 왔왔왔왔어요어요어요어요. . . .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엄엄엄엄마하고마하고마하고마하고, , , , 

언니들하고 언니들하고 언니들하고 언니들하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전에 전에 전에 전에 살던 살던 살던 살던 아파트에서 아파트에서 아파트에서 아파트에서 엄엄엄엄마하고 마하고 마하고 마하고 친하게 친하게 친하게 친하게 지내시던 지내시던 지내시던 지내시던 분들하고 분들하고 분들하고 분들하고 대거 대거 대거 대거 

이이이이동동동동한 한 한 한 거에요 거에요 거에요 거에요 ((((웃웃웃웃음음음음))))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친친친친척척척척분들도 분들도 분들도 분들도 여기로 여기로 여기로 여기로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오오오오셨셨셨셨어요어요어요어요. . . . 아아아아. . . . 엄엄엄엄마마마마쪽쪽쪽쪽    

친친친친척척척척분들요분들요분들요분들요. . . . 제 제 제 제 시시시시댁댁댁댁분들은 분들은 분들은 분들은 지금 지금 지금 지금 다 다 다 다 지지지지방방방방에 에 에 에 계시구요계시구요계시구요계시구요. . . . 원래 원래 원래 원래 전에 전에 전에 전에 아파트에 아파트에 아파트에 아파트에 엄엄엄엄마랑 마랑 마랑 마랑 

같이 같이 같이 같이 살기 살기 살기 살기 전에는 전에는 전에는 전에는 시누이들하고 시누이들하고 시누이들하고 시누이들하고 같은 같은 같은 같은 아파트에 아파트에 아파트에 아파트에 모여 모여 모여 모여 살살살살았었았었았었았었는데 는데 는데 는데 그게 그게 그게 그게 살다 살다 살다 살다 보니까 보니까 보니까 보니까 

서로 서로 서로 서로 애들 애들 애들 애들 교육문제 교육문제 교육문제 교육문제 때문에 때문에 때문에 때문에 학학학학군군군군    따라서 따라서 따라서 따라서 움움움움직이다 직이다 직이다 직이다 보니까 보니까 보니까 보니까 어느새 어느새 어느새 어느새 다 다 다 다 

흩흩흩흩어어어어졌졌졌졌더라구요더라구요더라구요더라구요.(.(.(.(웃웃웃웃음음음음))))””””    (비임원 30대 전업주부)

            

거주공간에서의 혈연관계의 해체는 산업화와 핵가족화에 동반하여 

나타났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현대 경제조직에서 서비스부문의 확장은 여성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취업여성이 증가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자녀양육시설이 미비하거나 비용이 많이 들어 자녀 양육이 용이하지 않게 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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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부모세대에 자녀 양육을 맡기게 되어 거주 공간 안의 혈연관계의 재형성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고 있기도 하다. 

  조부모의 자녀양육 참여가 늘어난다는 사실은 여러 사회에서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중국에서는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9). 반면 한국에서는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이 알려져는 있지만 이에 

대한구체적인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나 자녀양육의 분담과 상호지원의 측면에서 

조부모의 손자녀 돌보기가 강조됨은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사회에서 개개인이 선

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전략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혈연관계의 

구성원들이 가까이 살게 됨을 의미한다. 인터뷰에서도 이런 점은 잘 드러난다. 

<사례 16>

““““아아아아........정말 정말 정말 정말 마마마마음음음음에 에 에 에 안정이 안정이 안정이 안정이 되되되되지지지지. . . . 첨첨첨첨에 에 에 에 왜 왜 왜 왜 결결결결혼혼혼혼하고나서 하고나서 하고나서 하고나서 딱딱딱딱    떨떨떨떨어어어어져져져져서 서 서 서 

우우우우리끼리만 리끼리만 리끼리만 리끼리만 알알알알콩콩콩콩달달달달콩콩콩콩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내고 지내고 지내고 지내고 싶싶싶싶다고 다고 다고 다고 마마마마음음음음    드드드드는건 는건 는건 는건 정말 정말 정말 정말 몇 몇 몇 몇 개개개개월월월월이야이야이야이야. . . .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엄엄엄엄마가 마가 마가 마가 자자자자식식식식이 이 이 이 나밖에 나밖에 나밖에 나밖에 없으없으없으없으셔셔셔셔서 서 서 서 외외외외로로로로우셨었우셨었우셨었우셨었는데 는데 는데 는데 손손손손자들 자들 자들 자들 두 두 두 두 명 명 명 명 보시는게 보시는게 보시는게 보시는게 너너너너무 무 무 무 

좋좋좋좋은가봐은가봐은가봐은가봐. . . .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일하러 일하러 일하러 일하러 나가는데 나가는데 나가는데 나가는데 엄엄엄엄마가 마가 마가 마가 봐주시니까 봐주시니까 봐주시니까 봐주시니까 너너너너무 무 무 무 안안안안심되심되심되심되고고고고. . . . 

((((일하는일하는일하는일하는))))아줌마가 아줌마가 아줌마가 아줌마가 있어도 있어도 있어도 있어도 할할할할머머머머니 니 니 니 손손손손    타는거랑은 타는거랑은 타는거랑은 타는거랑은 다다다다르르르르지지지지. . . . ””””    (비임원 39세 사업)

<사례 17>

““““부모 부모 부모 부모 형형형형제는 제는 제는 제는 그냥 그냥 그냥 그냥 다른 다른 다른 다른 관계하고 관계하고 관계하고 관계하고 달라달라달라달라. . . . 내 내 내 내 자신이라고나 자신이라고나 자신이라고나 자신이라고나 할까할까할까할까? ? ? ? 워워워워낙낙낙낙에 에 에 에 

우우우우리집안이 리집안이 리집안이 리집안이 우우우우애를 애를 애를 애를 강조강조강조강조하는 하는 하는 하는 집안이집안이집안이집안이었었었었어어어어. . . . 그런 그런 그런 그런 집안에서 집안에서 집안에서 집안에서 형형형형제들하고 제들하고 제들하고 제들하고 우우우우애 애 애 애 있게 있게 있게 있게 

자라야 자라야 자라야 자라야 한다고 한다고 한다고 한다고 배배배배워워워워왔왔왔왔고고고고. . . . 집안에 집안에 집안에 집안에 가가가가훈훈훈훈도 도 도 도 첫째첫째첫째첫째가 가 가 가 우우우우애애애애였였였였고고고고, , , , 두두두두번째번째번째번째가 가 가 가 우우우우애애애애였였였였고 고 고 고 

세번째세번째세번째세번째도 도 도 도 우우우우애애애애였였였였어어어어. . . . 

국국국국    한 한 한 한 그그그그릇릇릇릇    해도 해도 해도 해도 갖갖갖갖다 다 다 다 주고주고주고주고, , , , 반찬한가지 반찬한가지 반찬한가지 반찬한가지 해도 해도 해도 해도 맛맛맛맛있으면 있으면 있으면 있으면 갖갖갖갖다 다 다 다 주고 주고 주고 주고 

그러는거야그러는거야그러는거야그러는거야. . . . 무슨 무슨 무슨 무슨 일이 일이 일이 일이 있다있다있다있다. . . .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애들 애들 애들 애들 봐주고봐주고봐주고봐주고. . . . 확확확확실히 실히 실히 실히 애들이 애들이 애들이 애들이 자기자기자기자기또또또또래친구들이 래친구들이 래친구들이 래친구들이 

많많많많아지니까 아지니까 아지니까 아지니까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좋좋좋좋아아아아. . . . 혼혼혼혼자서 자서 자서 자서 지지고 지지고 지지고 지지고 볶볶볶볶고 고 고 고 장장장장난난난난감 감 감 감 가지고 가지고 가지고 가지고 노노노노는 는 는 는 것도 것도 것도 것도 한계가 한계가 한계가 한계가 있고있고있고있고. . . . 

39) Chen, Feinian, Susan E. Short, and Barbara Entwisle. 2000. “The Impact of 

Grandparental Proximity on Maternal Childcare in China.”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19: 571-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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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밖에서 밖에서 밖에서 밖에서 만나는 만나는 만나는 만나는 애들을 애들을 애들을 애들을 부모가 부모가 부모가 부모가 다 다 다 다 걸러서 걸러서 걸러서 걸러서 만나게 만나게 만나게 만나게 해줄 해줄 해줄 해줄 수도 수도 수도 수도 없잖아없잖아없잖아없잖아. . . . 그런 그런 그런 그런 

면에서 면에서 면에서 면에서 친친친친척조카척조카척조카척조카들끼리는 들끼리는 들끼리는 들끼리는 집안도 집안도 집안도 집안도 서로 서로 서로 서로 잘 잘 잘 잘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어떤 어떤 어떤 어떤 환환환환경경경경에서 에서 에서 에서 어어어어떻떻떻떻게 게 게 게 큰큰큰큰    

아이라는거 아이라는거 아이라는거 아이라는거 다 다 다 다 보장이 보장이 보장이 보장이 되되되되는 는 는 는 거니까거니까거니까거니까. . . . 친구들 친구들 친구들 친구들 만나게 만나게 만나게 만나게 하는 하는 하는 하는 것보다 것보다 것보다 것보다 나아나아나아나아.  .  .  .  

챙챙챙챙겨준다는건 겨준다는건 겨준다는건 겨준다는건 이를 이를 이를 이를 테면 테면 테면 테면 이런 이런 이런 이런 거야거야거야거야. . . . 백백백백화점화점화점화점에 에 에 에 옷옷옷옷    사러 사러 사러 사러 가도 가도 가도 가도 조카옷조카옷조카옷조카옷도 도 도 도 같이 같이 같이 같이 

사는 사는 사는 사는 거지거지거지거지. . . . 싸싸싸싸이이이이즈즈즈즈부부부부터터터터    취향까지 취향까지 취향까지 취향까지 다 다 다 다 알잖아알잖아알잖아알잖아. . . . 쟤쟤쟤쟤가 가 가 가 뭐가 뭐가 뭐가 뭐가 없다없다없다없다. . . . 쟤쟤쟤쟤가 가 가 가 뭐가 뭐가 뭐가 뭐가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서로 서로 서로 서로 

다 다 다 다 알고 알고 알고 알고 내 내 내 내 형형형형제들도 제들도 제들도 제들도 우우우우리 리 리 리 집에 집에 집에 집에 뭐가 뭐가 뭐가 뭐가 있는지 있는지 있는지 있는지 없는지 없는지 없는지 없는지 속속들이 속속들이 속속들이 속속들이 알거든알거든알거든알거든....””””    (비임원 

60대 전업주부)

<사례 18>

““““남편도 남편도 남편도 남편도 ((((장모장모장모장모님님님님이랑 이랑 이랑 이랑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사는거사는거사는거사는거))))좋좋좋좋아하아하아하아하죠죠죠죠. . . . 아무래도 아무래도 아무래도 아무래도 자기 자기 자기 자기 나가서 나가서 나가서 나가서 일하는 일하는 일하는 일하는 

동동동동안 안 안 안 자기 자기 자기 자기 와이와이와이와이프프프프나 나 나 나 애들이 애들이 애들이 애들이 의지할 의지할 의지할 의지할 사람이 사람이 사람이 사람이 있다는거있다는거있다는거있다는거. . . . 남편입장에남편입장에남편입장에남편입장에선선선선    마마마마음음음음이 이 이 이 

놓놓놓놓이니까이니까이니까이니까....””””    (비임원 40대 전업주부)

  한편, 부모 – 자녀간의 자원흐름에 관한 기존연구들을 살펴보면, 

성인자녀가 부모에게 주기보다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Adams,1968) 

건강하고 교육을 많이 받고 배우자가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길 

원하고 도움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것으로 나타났다.(Lee, 1982) 사례 

아파트에 자녀와 함께 이주한 응답자들의 경우는 사례 아파트로의 이주에 필요한 

비용까지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례 19>

““““엄엄엄엄마가 마가 마가 마가 XXXXXXXX아파트로 아파트로 아파트로 아파트로 이사할 이사할 이사할 이사할 때 때 때 때 경경경경제적으로 제적으로 제적으로 제적으로 도도도도움움움움을 을 을 을 좀 좀 좀 좀 주시긴 주시긴 주시긴 주시긴 했죠했죠했죠했죠. . . .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 그 그 그 아파트로 아파트로 아파트로 아파트로 옮옮옮옮기고 기고 기고 기고 언니들도 언니들도 언니들도 언니들도 다 다 다 다 엄엄엄엄마가 마가 마가 마가 집 집 집 집 해주해주해주해주셔셔셔셔서 서 서 서 그 그 그 그 쪽쪽쪽쪽으로 으로 으로 으로 옮옮옮옮겨서 겨서 겨서 겨서 같이 같이 같이 같이 

살다가 살다가 살다가 살다가 엄엄엄엄마랑 마랑 마랑 마랑 친하게 친하게 친하게 친하게 지내시던 지내시던 지내시던 지내시던 이웃분들이 이웃분들이 이웃분들이 이웃분들이 이 이 이 이 아파트로 아파트로 아파트로 아파트로 이사 이사 이사 이사 가자고 가자고 가자고 가자고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말말말말씀씀씀씀하하하하셨셨셨셨나 나 나 나 보더라구요보더라구요보더라구요보더라구요. . . . 전 전 전 전 처음처음처음처음에 에 에 에 몰랐몰랐몰랐몰랐는데 는데 는데 는데 언니들이 언니들이 언니들이 언니들이 엄엄엄엄마랑 마랑 마랑 마랑 같이 같이 같이 같이 

XXXXXXXX아파트아파트아파트아파트((((조조조조사대상아파트사대상아파트사대상아파트사대상아파트))))로 로 로 로 이사 이사 이사 이사 가자고 가자고 가자고 가자고 저까지 저까지 저까지 저까지 부른거에요부른거에요부른거에요부른거에요....””””    (비임원 30대 

전업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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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0>

““““((((엄엄엄엄마랑 마랑 마랑 마랑 같이 같이 같이 같이 살아서살아서살아서살아서))))너너너너무 무 무 무 좋좋좋좋아아아아. . . . 마마마마음음음음에 에 에 에 안정안정안정안정되되되되고고고고. . . .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우우우우리리리리엄엄엄엄마 마 마 마 

기도기도기도기도발발발발이 이 이 이 정말 정말 정말 정말 대단하시거든대단하시거든대단하시거든대단하시거든. . . .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문제 문제 문제 문제 생기면 생기면 생기면 생기면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할 할 할 할 수 수 수 수 있고있고있고있고. . . . 

엄엄엄엄마마마마. . . . 우우우우리애가 리애가 리애가 리애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문제가 문제가 문제가 문제가 생생생생겼겼겼겼어어어어. . . . 기도해기도해기도해기도해줘줘줘줘. . . . 엄엄엄엄마 마 마 마 내 내 내 내 일에 일에 일에 일에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일이 일이 일이 일이 생생생생겼겼겼겼어어어어. . . . 

기도해기도해기도해기도해줘줘줘줘. . . . 우우우우리 리 리 리 엄엄엄엄마랑 마랑 마랑 마랑 나랑은 나랑은 나랑은 나랑은 영영영영적으로 적으로 적으로 적으로 이어이어이어이어져져져져    있는거 있는거 있는거 있는거 같아같아같아같아. . . . 무슨 무슨 무슨 무슨 일 일 일 일 생기면 생기면 생기면 생기면 

말하기도 말하기도 말하기도 말하기도 전에 전에 전에 전에 엄엄엄엄마가 마가 마가 마가 알아 알아 알아 알아 채시더라구채시더라구채시더라구채시더라구. . . . 

시시시시댁댁댁댁? ? ? ? 시시시시댁댁댁댁은 은 은 은 ((((웃웃웃웃음음음음) ) ) ) 요기 요기 요기 요기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앞앞앞앞에 에 에 에 XXXXXXXXXXXX빌라 빌라 빌라 빌라 사시잖아사시잖아사시잖아사시잖아. . . .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앞앞앞앞이야이야이야이야. . . . 

친정도 친정도 친정도 친정도 시시시시댁댁댁댁도 도 도 도 다 다 다 다 가까워서가까워서가까워서가까워서. . . . 뭐 뭐 뭐 뭐 ........단단단단점점점점은 은 은 은 별로 별로 별로 별로 없어없어없어없어. . . . 어차피 어차피 어차피 어차피 시시시시댁댁댁댁어른들도 어른들도 어른들도 어른들도 그 그 그 그 집 집 집 집 

나름대로 나름대로 나름대로 나름대로 정치하시느라 정치하시느라 정치하시느라 정치하시느라 바바바바쁘셔쁘셔쁘셔쁘셔서서서서. . . . 한 한 한 한 달에 달에 달에 달에 두두두두,,,,세번세번세번세번    들러서 들러서 들러서 들러서 식식식식사 사 사 사 같이 같이 같이 같이 하거나 하거나 하거나 하거나 뭐 뭐 뭐 뭐 좀 좀 좀 좀 

사다사다사다사다드드드드리거나 리거나 리거나 리거나 하는데하는데하는데하는데.. .. .. .. 시어시어시어시어머머머머니는 니는 니는 니는 내가 내가 내가 내가 일을 일을 일을 일을 하니까하니까하니까하니까. . . . 귀찮귀찮귀찮귀찮게 게 게 게 안 안 안 안 하신다고 하신다고 하신다고 하신다고 김김김김치나 치나 치나 치나 

이런거 이런거 이런거 이런거 담담담담구신 구신 구신 구신 다다다다음음음음에 에 에 에 기사편으로 기사편으로 기사편으로 기사편으로 보내보내보내보내셔셔셔셔. . . . 먹먹먹먹을건 을건 을건 을건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자주 자주 자주 자주 보내시지보내시지보내시지보내시지. . . . 따로 따로 따로 따로 땅땅땅땅을 을 을 을 

사사사사셔셔셔셔서 서 서 서 일일일일꾼꾼꾼꾼들 들 들 들 부려서 부려서 부려서 부려서 야채 야채 야채 야채 같은거 같은거 같은거 같은거 키우키우키우키우는거야는거야는거야는거야. . . . 완완완완전 전 전 전 유기유기유기유기농농농농으로으로으로으로. . . . 요요요요즘즘즘즘    사서 사서 사서 사서 먹먹먹먹는거 는거 는거 는거 

힘드힘드힘드힘드니까니까니까니까....””””    (비임원 39세 사업)

<사례 21>

““““딸이 딸이 딸이 딸이 아파트에 아파트에 아파트에 아파트에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오고 오고 오고 오고 나서 나서 나서 나서 집들이를 집들이를 집들이를 집들이를 해야 해야 해야 해야 하는데하는데하는데하는데, , , , 많많많많이 이 이 이 부부부부담스담스담스담스러워 러워 러워 러워 

하더라구하더라구하더라구하더라구. . . . XXXX서서서서방방방방    얼얼얼얼굴굴굴굴    봐서라도 봐서라도 봐서라도 봐서라도 꼭꼭꼭꼭    해야 해야 해야 해야 하는건데 하는건데 하는건데 하는건데 싫싫싫싫어하어하어하어하길길길길래 래 래 래 출출출출장부장부장부장부페페페페    서비서비서비서비스스스스를 를 를 를 

불불불불러주겠다고 러주겠다고 러주겠다고 러주겠다고 했했했했는데도 는데도 는데도 는데도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싫싫싫싫대대대대. . . . 알고 알고 알고 알고 보니까 보니까 보니까 보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노노노노래시래시래시래시킬킬킬킬까봐 까봐 까봐 까봐 싫싫싫싫다고 다고 다고 다고 

하더라구하더라구하더라구하더라구. . . .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대신 대신 대신 대신 가서 가서 가서 가서 노노노노래 래 래 래 불불불불러줬어러줬어러줬어러줬어.(.(.(.(웃웃웃웃음음음음) ) ) ) 내가 내가 내가 내가 가서 가서 가서 가서 사회도 사회도 사회도 사회도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분위기 분위기 분위기 분위기 띄띄띄띄워주고 워주고 워주고 워주고 왔왔왔왔지지지지. . . . 딸이지만 딸이지만 딸이지만 딸이지만 걱걱걱걱정정정정돼돼돼돼. . . .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숫기가 숫기가 숫기가 숫기가 없어서없어서없어서없어서........””””    (비임원 70대 

전업주부)

경제적으로 많은 자원을 가진 거주자들이 살고 있는 사례아파트의 경우 

일손이 달리는 육아분담이나 실질적으로 어려운 노인부양의 개념으로써 모여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 자원을 가진 

노인들로부터 성인자녀, 혹은 손자녀 세대들로의 생활비, 용돈, 선물 등의 경제적 

자원과 손자녀 돌보기 등의 용역자원의 이전을 손쉽게 하기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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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편으로(Culture and Henricks, 2001)같은 거주공간에 모여 살게 되었다고 

분석된다. 

2. 2. 2. 2. 소속감 소속감 소속감 소속감 제공기능과 제공기능과 제공기능과 제공기능과 자기규제기능 자기규제기능 자기규제기능 자기규제기능 

사람들은 자신이 선천적, 후천적으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속성을 공유하는 

상대일수록 친분관계가 급속히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즉, 평소에 안면이 없어도 

지연, 학연과 같은 전통적 1차 관계를 통하면 협조를 얻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이다. 이러한 연고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협조를 얻기 쉬운 이유는 직

접적인 친밀감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연계 자체에 정서적 공감대가 배태되어 있기 

때문이다40). 

근대로 접어들면서 정태적인 농업시대의 삶의 공간에서 산업화로 인해 

주거의 이동성이 강해지면서 지연이나 학연등과의 관계 맺음에서 벗어나 2차적 

사회관계를 맺을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공통된 경험을 

가진 지연, 학연의 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간에는 심리적 공감대가 쉽게 

형성되어, 유사한 문화적 공간에서의 삶의 경험이 서로가 같이 묶여있다는 

소속감을 제공해주게 된다. 

산업화와 도시화 이후에 개인들은 혈연관계의 연결망이 좁아지면서 혈연관

계 이외에 각종 연고를 매개로 하여 개인이 속한 집단의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혈

연간의 관계에서 충족시킬 수 없는 대체물로 받아들여 심리적 평형상태를 유지하

려고 한다41).  이 같은 맥락에서 최상진(2000)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 “친

밀감”을 느끼는 대상이 실제로 누구인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 아버지, 

40) 박통희. 2004. 정, 가족주의 그리고 대인간 신뢰: 한국중앙정부의 사례. 한국행정학보 제 38권 

제 6호 p 23-45

41) 신수진. 1998. 가족성원의 삶을 산다는 것, 특히나 한국사회에서. 한국문화와 한국인. 서울: 사

계절 

Hsu, F.L.K., Marsella, A. J. & Devos, G. 1985. Culture and Self: Asian and 

Western Perspectives. New York: Tavistock 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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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고교시절 친구, 흥미와 관심이 비슷한 친구, 어린 시절 친구, 할머니, 

대학시절 친구의 순으로 나타나, 친밀감을 느끼는 대상이 혈연다음으로는 지연과 

학연으로 연결된 사람들임을 보여주어, 이들을 통해 몰인격화되어 가는 사회생활

에서 결핍된 정서적 욕구를 보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례 22>

““““아파트에 아파트에 아파트에 아파트에 비슷한 비슷한 비슷한 비슷한 또또또또래 래 래 래 아이들이 아이들이 아이들이 아이들이 있는지 있는지 있는지 있는지 없는지는 없는지는 없는지는 없는지는 모모모모르르르르겠어요겠어요겠어요겠어요. . . . 근데 근데 근데 근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9999층인가층인가층인가층인가…………    예예예예중 중 중 중 다니는 다니는 다니는 다니는 여자애가 여자애가 여자애가 여자애가 한 한 한 한 명 명 명 명 있더라구요있더라구요있더라구요있더라구요. . . . 접접접접때 때 때 때 엘엘엘엘리리리리베베베베이이이이터터터터를 를 를 를 딸하고 딸하고 딸하고 딸하고 

같이 같이 같이 같이 탔탔탔탔는데 는데 는데 는데 9999층집 층집 층집 층집 아줌마가 아줌마가 아줌마가 아줌마가 자기 자기 자기 자기 딸하고 딸하고 딸하고 딸하고 엘엘엘엘리리리리베베베베이이이이터터터터안에서 안에서 안에서 안에서 우우우우리딸을 리딸을 리딸을 리딸을 보더니 보더니 보더니 보더니 

XXXXXXXX예예예예고 고 고 고 다다다다닌닌닌닌다고 다고 다고 다고 부러워하더라구요부러워하더라구요부러워하더라구요부러워하더라구요. . . . XXXXXXXX예예예예고가 고가 고가 고가 교복이 교복이 교복이 교복이 좀 좀 좀 좀 특이해서 특이해서 특이해서 특이해서 금금금금방방방방    

알아보거든요알아보거든요알아보거든요알아보거든요. . . . 그 그 그 그 9999층집 층집 층집 층집 아줌마두 아줌마두 아줌마두 아줌마두 뭐뭐뭐뭐..XX..XX..XX..XX예예예예고 고 고 고 나와서 나와서 나와서 나와서 XXXXXXXX대 대 대 대 음음음음대 대 대 대 나나나나왔왔왔왔다구 다구 다구 다구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얘기 얘기 얘기 얘기 들들들들었었었었는데 는데 는데 는데 딸도 딸도 딸도 딸도 거기 거기 거기 거기 들여보들여보들여보들여보낼낼낼낼려고 려고 려고 려고 하는거같더라구요하는거같더라구요하는거같더라구요하는거같더라구요. . . . 사실 사실 사실 사실 괜괜괜괜히 히 히 히 반반반반갑갑갑갑고 고 고 고 

그렇그렇그렇그렇죠죠죠죠. . . . ””””    (비임원 40대 전업주부)

<사례 23>

““““친구하고 친구하고 친구하고 친구하고 같이 같이 같이 같이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왔왔왔왔어어어어. . . . 동창동창동창동창이거든이거든이거든이거든. . . . 그게 그게 그게 그게 왜 왜 왜 왜 오오오오랫동랫동랫동랫동안 안 안 안 친구고 친구고 친구고 친구고 사는 사는 사는 사는 것도 것도 것도 것도 

비슷하니까 비슷하니까 비슷하니까 비슷하니까 그 그 그 그 왜왜왜왜. . . . 선선선선호하는것도 호하는것도 호하는것도 호하는것도 비슷해지는게 비슷해지는게 비슷해지는게 비슷해지는게 있잖아요있잖아요있잖아요있잖아요? ? ? ? 

응응응응. . . . 그 그 그 그 친구랑 친구랑 친구랑 친구랑 나랑 나랑 나랑 나랑 같은 같은 같은 같은 명문 명문 명문 명문 여중여중여중여중, , , , 여고 여고 여고 여고 출출출출신이야신이야신이야신이야. . . . 중학교 중학교 중학교 중학교 고고고고등등등등학교를 학교를 학교를 학교를 같이 같이 같이 같이 

다니면서 다니면서 다니면서 다니면서 정말 정말 정말 정말 형형형형제 제 제 제 같은 같은 같은 같은 친구로 친구로 친구로 친구로 같이 같이 같이 같이 지지지지냈냈냈냈어어어어. . . . 거기에 거기에 거기에 거기에 대학도 대학도 대학도 대학도 같이 같이 같이 같이 나나나나왔왔왔왔지지지지. . . .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남편도 남편도 남편도 남편도 다 다 다 다 비슷한 비슷한 비슷한 비슷한 환환환환경경경경    사람들 사람들 사람들 사람들 만나서 만나서 만나서 만나서 같은 같은 같은 같은 여중여중여중여중, , , , 여고 여고 여고 여고 출출출출신들끼리 신들끼리 신들끼리 신들끼리 남편까지 남편까지 남편까지 남편까지 

대대대대동동동동해서 해서 해서 해서 같이 같이 같이 같이 만나곤 만나곤 만나곤 만나곤 했했했했는데는데는데는데, , , ,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이제 이제 이제 이제 남편들은 남편들은 남편들은 남편들은 안 안 안 안 나오고 나오고 나오고 나오고 여자들끼리만 여자들끼리만 여자들끼리만 여자들끼리만 계속 계속 계속 계속 

만나지만나지만나지만나지. . . . 이게 이게 이게 이게 벌써 벌써 벌써 벌써 3-403-403-403-40년 년 년 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낸거잖아지낸거잖아지낸거잖아지낸거잖아. . . . 우우우우린 린 린 린 정말 정말 정말 정말 형형형형제 제 제 제 같아같아같아같아.  .  .  .  서로 서로 서로 서로 집안 집안 집안 집안 

부모부모부모부모님님님님, , , , 형형형형제들도 제들도 제들도 제들도 속속들이 속속들이 속속들이 속속들이 다 다 다 다 알고알고알고알고. . . .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부대끼면서도 부대끼면서도 부대끼면서도 부대끼면서도 트러트러트러트러블블블블    없이 없이 없이 없이 지지지지낼낼낼낼    

수가 수가 수가 수가 있는게있는게있는게있는게.. .. .. .. 내 내 내 내 친구도 친구도 친구도 친구도 원래 원래 원래 원래 부부부부잣잣잣잣집 집 집 집 딸이딸이딸이딸이었었었었고고고고, , , , 남편도 남편도 남편도 남편도 비슷한 비슷한 비슷한 비슷한 수준으로 수준으로 수준으로 수준으로 잘 잘 잘 잘 만나서 만나서 만나서 만나서 

결결결결혼혼혼혼해서 해서 해서 해서 서로가 서로가 서로가 서로가 서로한테 서로한테 서로한테 서로한테 아아아아쉬쉬쉬쉬운 운 운 운 소리를 소리를 소리를 소리를 할 할 할 할 필요가 필요가 필요가 필요가 없는 없는 없는 없는 상상상상황황황황이거든이거든이거든이거든. . . . 서로 서로 서로 서로 

부부부부담담담담주지 주지 주지 주지 않고 않고 않고 않고 살수 살수 살수 살수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수준이 수준이 수준이 수준이 되되되되니까 니까 니까 니까 우우우우애애애애롭롭롭롭게 게 게 게 지지지지낼낼낼낼    수 수 수 수 있는 있는 있는 있는 거야거야거야거야. . . . 아무리 아무리 아무리 아무리 

오래된 오래된 오래된 오래된 친구 친구 친구 친구 사이라고 사이라고 사이라고 사이라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하더라도 하더라도 수준차이가 수준차이가 수준차이가 수준차이가 나면 나면 나면 나면 좀 좀 좀 좀 힘힘힘힘들지들지들지들지....””””    (비임원 60대 

전업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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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4>

““““그 그 그 그 친구들이랑 친구들이랑 친구들이랑 친구들이랑 잘 잘 잘 잘 맞맞맞맞는다는게 는다는게 는다는게 는다는게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애들 애들 애들 애들 학년이 학년이 학년이 학년이 비슷하구요비슷하구요비슷하구요비슷하구요. . . .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우우우우리들끼리 리들끼리 리들끼리 리들끼리 학학학학번번번번이 이 이 이 거의 거의 거의 거의 비슷하더라구요비슷하더라구요비슷하더라구요비슷하더라구요.(.(.(.(웃웃웃웃음음음음) ) ) ) 그리고그리고그리고그리고........말하기 말하기 말하기 말하기 좀 좀 좀 좀 뭐하긴 뭐하긴 뭐하긴 뭐하긴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애들 애들 애들 애들 아아아아빠빠빠빠    직업들이 직업들이 직업들이 직업들이 다 다 다 다 비슷비슷해서비슷비슷해서비슷비슷해서비슷비슷해서.. .. .. .. 무슨 무슨 무슨 무슨 얘긴지 얘긴지 얘긴지 얘긴지 알알알알죠죠죠죠? ? ? ? 두 두 두 두 집은 집은 집은 집은 의사고의사고의사고의사고, , , , 다른 다른 다른 다른 

한집은 한집은 한집은 한집은 교수에요교수에요교수에요교수에요. . . . 우우우우리 리 리 리 애 애 애 애 아아아아빠빠빠빠도 도 도 도 교수니까 교수니까 교수니까 교수니까 서로 서로 서로 서로 만나서 만나서 만나서 만나서 할 할 할 할 얘기도 얘기도 얘기도 얘기도 많많많많고 고 고 고 아무래도 아무래도 아무래도 아무래도 

수준이 수준이 수준이 수준이 다다다다르르르르면 면 면 면 친해지기 친해지기 친해지기 친해지기 힘드힘드힘드힘드니까니까니까니까....””””    (비임원 45세 전업주부)

이들은 처음 보는 이웃이더라도 공유할 수 있는 학연이나 지연을 통할 수 

있다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자신과 비슷하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계를 맺지만, 반대로 그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타성을 강하게 보여주기도 한다. 이는 Kaplow와 Forman의 연구결과와도 

합치하는 것으로 이들의 연구결과, 주민들이 특성이 이질적인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사회자본의 증진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고 하였다. 사례 아파트의 경우 거주민의 사회, 경제적 자본이 일정 

수준으로 동질화되는 특성에 따라 이질감이 존재할 기회가 거의 사라져 새로 

이주해온 이웃이 신속히 “내집단화”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으로 평준화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례 25>

““““하다못해 하다못해 하다못해 하다못해 개 개 개 개 산책산책산책산책    시시시시킬킬킬킬때도 때도 때도 때도 그렇그렇그렇그렇죠죠죠죠. . . . 얼얼얼얼굴굴굴굴은 은 은 은 몰몰몰몰라도 라도 라도 라도 서로서로서로서로간간간간에 에 에 에 저 저 저 저 집이 집이 집이 집이 XXXXXXXX대 대 대 대 

동창동창동창동창이이이이네네네네, , , , 하다못해 하다못해 하다못해 하다못해 고고고고등등등등학교까지만 학교까지만 학교까지만 학교까지만 내려가더라도 내려가더라도 내려가더라도 내려가더라도 다들 다들 다들 다들 누누누누군군군군지지지지, , , ,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출출출출신인지 신인지 신인지 신인지 알게 알게 알게 알게 

되되되되는데 는데 는데 는데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안에서는 안에서는 안에서는 안에서는 꼭꼭꼭꼭    강강강강아지 아지 아지 아지 목목목목줄 줄 줄 줄 매매매매고 고 고 고 다니는거고다니는거고다니는거고다니는거고, , , , 차에 차에 차에 차에 음악음악음악음악    크게 크게 크게 크게 

틀어틀어틀어틀어놓놓놓놓고 고 고 고 운전하면서 운전하면서 운전하면서 운전하면서 왔왔왔왔다가도 다가도 다가도 다가도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근근근근처처처처    오면 오면 오면 오면 조조조조용히 용히 용히 용히 하고 하고 하고 하고 들어오는거고들어오는거고들어오는거고들어오는거고.. .. .. .. 누가 누가 누가 누가 

시시시시켜켜켜켜서 서 서 서 그렇다기보단 그렇다기보단 그렇다기보단 그렇다기보단 나 나 나 나 스스스스스스스스로 로 로 로 조심조심조심조심하게 하게 하게 하게 되되되되는거는거는거는거죠죠죠죠....””””    (임원 50대 전업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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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6>

““““엄엄엄엄마가 마가 마가 마가 그러그러그러그러세세세세요요요요. . . . ““““동네동네동네동네    다다다다닐닐닐닐    때 때 때 때 단정하게 단정하게 단정하게 단정하게 하고 하고 하고 하고 다다다다녀녀녀녀라라라라. . . . 니가 니가 니가 니가 엉엉엉엉망으로 망으로 망으로 망으로 

하고 하고 하고 하고 다니면 다니면 다니면 다니면 내 내 내 내 얼얼얼얼굴굴굴굴에 에 에 에 먹칠먹칠먹칠먹칠하는거다하는거다하는거다하는거다. . . . 집안에서 집안에서 집안에서 집안에서 큰큰큰큰소리로 소리로 소리로 소리로 소리지소리지소리지소리지르르르르거나 거나 거나 거나 애들 애들 애들 애들 

뛰뛰뛰뛰어다니게 어다니게 어다니게 어다니게 하지 하지 하지 하지 마라마라마라마라....””””    등등등등등등등등    끝끝끝끝이 이 이 이 없어요없어요없어요없어요. . . . 전 전 전 전 사실 사실 사실 사실 이 이 이 이 아파트에 아파트에 아파트에 아파트에 아는 아는 아는 아는 사람 사람 사람 사람 별로 별로 별로 별로 

없거든요없거든요없거든요없거든요. . . . 근데 근데 근데 근데 엄엄엄엄마가 마가 마가 마가 소일거리로 소일거리로 소일거리로 소일거리로 동네동네동네동네분들하고 분들하고 분들하고 분들하고 자주 자주 자주 자주 만나시는거 만나시는거 만나시는거 만나시는거 같더라구요같더라구요같더라구요같더라구요. . . . 

워워워워낙낙낙낙에 에 에 에 이전에 이전에 이전에 이전에 살던 살던 살던 살던 아파트에서 아파트에서 아파트에서 아파트에서 같이 같이 같이 같이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온 온 온 온 아주아주아주아주머머머머니들도 니들도 니들도 니들도 계계계계셔셔셔셔서 서 서 서 남 남 남 남 눈눈눈눈들이 들이 들이 들이 신신신신경경경경    

많많많많이 이 이 이 쓰쓰쓰쓰이시나봐이시나봐이시나봐이시나봐””””    (비임원 30대 전업주부)

한편 연고관계는 서로 알지 못하는 타인관계속에서도 이질적인 혈연, 학연, 

지연의 사람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공고하게 연결망을 쌓을 수 있는 잠재적 

조건이 된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연고관계는 서로의 출신과 소속을 알게 

해줌으로써 거주지 안에서의 일탈행위에 대한 제재가 딱히 존재하지 않는 

도시아파트공동체에서 스스로의 구성원들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유용한 

사회자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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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6666장 장 장 장 요약 요약 요약 요약 및 및 및 및 결론 결론 결론 결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서구의 사회학자들은 대도시 안의 근린집단에서 전통

적인 1차 관계가 파괴될 것인가 혹은 그 명맥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관심

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 왔었다. 이에 반해 한국의 도시 주거공동체에 관한 연구

들은 산발적이고 드물게 이루어져 왔다. 특히 한국 도시의 대표적 거주공간인 아

파트의 근린관계에서 전통적 일차 관계가 근린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에 관한 

연구들은 거주자들이 전통적 가족주의에 기반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만

으로 근린관계를 측정하였거나, 같은 시내에 친인척이 거주하고 있을 경우의 근린

관계를 측정한 연구뿐이었다. 

본 연구의 사례 아파트는 상층거주지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어 거주지 선

택에 있어 경제력이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살고 있다. 이들

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전통적 1차 관계인 연고관계와 근대적 2차 관계인 이웃

관계를 같은 아파트 공동체 안에 인위적으로 이식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러한 방식으로 단절적이고 파편화된 아파트 공간 안에서 기존에 쌓아왔던 사회자

본을 토대로 주거공동체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사례 아파트 응답자들이 맺고 있는 관계를 ‘전통적 연고관계’와 ‘비연고

관계’,‘오래된 이웃관계’,‘새로운 이웃관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첫 번째

로 ‘연결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통적 연고관계로 묶인 응답자들은 강

한 연대를 토대로 교환되는 자원 역시 완성적 성격이 강한 자원들이 교환되고 있

었다. 비연고관계의 응답자들은 비교적 강한 연대를 형성하고는 있었지만 그 성격

이 도구적이었으며, 3년 이상 오래된 이웃관계를 맺고 있는 응답자들은 부분적으

로 약한면도 가지고 있는 강한 연대를 토대로 완성적 성격을 보여주었다. 2년 이

하의 새로운 이웃은 약한 연대와 함께 도구적 성격의 연결망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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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경우 모든 관계가 구성적 기대의 성격을 바탕으로 부분적으로 

배경적 기대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물질적 기대와 신뢰회복 방

법에서 배경적 기대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례 아파트 응답자들의 특성이 강

하게 반영된 것으로 물질적인 것보다 체면을 중시하는 면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비물질적 기대의 경우 비연고관계를 맺고 있는 응답자와 2년 이하의 

새로운 이웃관계를 맺고 있는 응답자들이 낮은 점수를 보여주어 이들의 경우 자

신의 체면과 평판에 관련하여 단호한 입장을 취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호혜성’의 경우도 ‘신뢰’와 마찬가지로 균형 잡힌 호혜성을 바탕으로 

일반화된 호혜성도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전통적 연고관계는 이해관계 

방향성을 제외하고 일반화된 호혜성의 성격을 보여주었고 이와 반대로 2년 이하

의 새로운 이웃들은 고르게 균형 잡힌 호혜성의 성격을 보여주었다. 

한편 아파트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적 속성과 관계적 속

성으로 나누어 분석해보았는데 개인적 속성보다는 관계적 속성이 사회자본의 형

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개인적 속성 중 아파트 주민회의

에서 임원을 맡고 있고 경우 연결망지수가 P<0.001수준에서 유의하게 높아지고  

교육 년수가 길수록 호혜성과 사회자본 지수가 P< 0,10수준에서 유의하게 높아지

는 경향을 보였다. 

아파트 내부 자치조직에서 임원이라는 위치가 거주자들과 잦은 상호관계를 

맺으리라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견해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교육년수 변인과 관련해서는 기존 연구들도 상충되는 결과들을 내놓고 있다. 전통

적 견해는 응답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위세가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이웃간의 관계는 소원해진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견해(Litwak and 

Szelenyi;1969, 강대기와 홍동식;1982, Bulmer;1986)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연

구된 경험적 연구(Geer and Orleans;1962, Kasarda and Janowotz;1974) 들

은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이웃관계가 활발하게 유지된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사례 아파트의 경우 사회 경제적 수준이 높은 거주민들이 대부분임을 고려

해볼 때, 자신의 교육수준이 더 높을수록 이웃관계를 맺음에 있어 위축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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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적 속성 중에서는 전통적 연고관계와 비연고관계가 연결망과 사회자본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드러났고, 3년 이상의 오래된 관계는 연결망에만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관계속성에 상관없이 관계를 맺고 지낸 기간

이 길다면 연결망 지수도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사회자본 총량의 

경우 전통적 연고관계가 가장 유의미하게(p<0.001)나타났고, 직장이나 모임관계

에서 맺는 비연고관계도 비교적 유의미한 변인(p<0.05)으로 나타나 주거공동체 

사회자본 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단 앞서 밝혔듯

이 통계분석에서 부모, 시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관계의 혈연관계를 배제해 전통

적 연고관계의 양상이 실제보다 낮게 측정됐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3년 이상의 오래된 이웃관계 속성은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이동이 빈번한 현대사회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친분

을 유지하였더라도 이웃관계로만 이어진 관계는 주거공동체의 사회자본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양적통계방법을 보완하기 위해 병행한 심층면접에서는 전통적 연고관계집단

은 그 구성원들이 상호간 소속감과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준거틀을 제공하고 

정서적 지지기능을 수행하며, 특히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구성원들끼리는 일반화

된 호혜성에 입각하여 손자녀의 양육, 사회화기능을 기꺼이 수행하고 있었고 경제

적 능력이 있는 조부모는 경제적, 용역 서비스를 자녀세대와 손자녀 세대에게 용

이하게 전수시키는 등의 완성적 사회자본을 축적해 나가고 있어 비인간적이고 도

구적인 대도시 아파트 안에서 깊은 유대감과 일체감을 기반으로 한 근린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라는 공간은 언제든지 자신의 주거구획을 폐쇄함으로써 이웃과의 단

절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각의 가정에 독립성을 부여하여 핵가족시대의 가장 

알맞은 주거형태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근접성 또한 갖추고 있

어, 사라지고 있는 대가족에 기반한 전통적 근린공동체성이 아파트라는 공간적 구

조물 안에서 변형된 확대가족으로 재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례 아파트 거주자들의 경우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누리고 있어 주거지

를 선택함에 있어 경제적 장애를 비교적 덜 느끼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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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파트라는 공간에서 독립적 핵가족의 장점을 누림과 동시에 능동적으로 기존

에 관계 맺고 있던 사람들을 같은 공간에 이주시킴으로써, 변형된 전통 확대가족

의 형태로 사회자본을 쌓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같은 사실은 거주 공

동체의 와해, 가족의 해체 같은 현대 도시공동체의 폐해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전

통적 가치가 다시 잘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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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혹시 저희의 연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연연 구구구 주주주 관관관 기기기 관관관 연연연세세세대대대학학학교교교 사사사회회회발발발전전전연연연구구구소소소 <한한한국국국의의의인인인간간간관관관계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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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2】귀하는 아파트에서 지난 1년 사이에 직접 만났거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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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를 보고
해당되는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응답의 보기  (예예예시시시 ) 갑 을 병 정 무
1) 아아아는는는 사사사람람람의의의 이이이름름름
   (단단단순순순히히히 사사사람람람을을을 쉽쉽쉽게게게 구구구분분분하하하기기기 위위위한한한 것것것으으으로로로

가가가명명명이이이나나나 직직직함함함을을을 쓰쓰쓰셔셔셔도도도 됩됩됩니니니다다다 )

홍길
동

김사
장

박총
무

이순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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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적적어어어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 41 57 45 28 33
5) 교교교육육육수수수준준준 (중중중퇴퇴퇴 , 재재재학학학 포포포함함함 )

① 초등학교 졸업이하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이상 .  ⑥ 잘 모르겠다

4 6 3 4 3

A
다음은 귀귀귀하하하가가가 속속속해해해 있있있는는는 아아아파파파트트트에에에서서서 서서서로로로 알알알고고고 지지지내내내는는는 사사사람람람들들들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시시시 )부부부모모모 , 배배배우우우자자자 , 자자자녀녀녀 , 형형형제제제 /자자자매매매를를를 제제제외외외시시시키키키고고고
다다다른른른 분분분들들들을을을 대대대상상상으으으로로로 응응응답답답해해해 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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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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전문직/자유직 ② 일반사무직/관리직 ③ 판매서비스직
④ 생산직/기술직 . ⑤ 농림/어업/축산업 ⑥ 학생
⑦ 가정주부       ⑧ 무직/은퇴 ⑨ 군인
⑩ 기타(자세히 표기)_______________    ⑪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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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경경경제제제적적적인인인 수수수준준준
① 상류층의 상층② 상류층의 하층  ③ 중류층의 상층
④ 중류층의 하층⑤ 하류층의 상층   ⑥ 하류층의 하층
⑦ 잘 모르겠다

9) 출출출신신신지지지 (고고고향향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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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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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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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5】 귀하가【문 3】에서 응답하신 분들은 엘지아파트에서 1년에 한번 모이는 ‘총회’(전체모임)에 어느 정
도나 참여하십니까?

            
  

1년년년에에에 한한한번번번 모모모이이이는는는 총총총회회회 (전전전체체체 모모모임임임 )에에에 참참참가가가
하하하는는는가가가 ?

항상
참여한
다

대체로
참여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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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셨습니까?
먼저 귀하께서 그 분들에게 어떤 종류의 도움을 받으셨는지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다음의 보기 중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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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
렸다
3) 개인적인 고민을 의논하거나 위로를 받았다
4) 집안일 (이사 , 김장 , 아기 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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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해서 여쭤보겠
습니다.다음의 보기 중에서 해당되는 것을 모모모두두두 골골골라라라 √해 주십시오.

【문8】앞에서 응답하신 분들과는 얼마나 자주 만나는 편입니까?그 분을 실제로 만나는 경우,전화를 주고받
는 경우,컴퓨터 인터넷(이메일,메신저,카페,게시판 등)상으로 만나는 경우로 구분하여 응답해 주십시
오.

   

나나나는는는 그그그 사사사람람람에에에게게게 ..... 갑 을 병 정 무

1) 중요한 정보나 소식을 알려 주었다
2) 급하게 돈을 빌려주거나 중요한 물건 (자동차 등 )을
빌려 주었다
3) 개인적인 고민을 의논하거나 위로해 주었다
4) 집안일 (이사 , 김장 , 아기 돌보기 등 )에 관한 도움을
주었다
5) 취직이나 승진에 관한 도움을 주었다

6) 명절 인사 /선물이나 경조사 부조를 주었다

7)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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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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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A
다음의 문제들은 귀하가 앞에서 응답하신 분들과의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 
평소 그 분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시고 ,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응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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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호의의의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보보보답답답은은은 얼얼얼마마마나나나 빠빠빠르르르게게게 이이이루루루어어어져져져
야야야 하하하는는는가가가 ?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반반
보답이 아무리
늦어져도
상관없다 갑 을 병 정 무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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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1】만약【문10】과 같은 상황이라면 그것에 대한 보답의 정도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다음의
보기 중에서 골라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문12】귀하가 그 분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예를 들면 3달치 생활비 정도)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는다면,귀

하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다음의 보기 중에서 골라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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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보보답답답의의의 정정정도도도는는는 또또또는는는 크크크기기기는는는 어어어떠떠떠해해해야야야 하하하는는는가가가 ?

내가 대접한
것보다 훨씬
더 나아야
한다

반반
내가 대접한
것에 훨씬

미치지 못해도
괜찮다 갑 을 병 정 무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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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험험험담담담을을을 하하하고고고 다다다닌닌닌다다다는는는 말말말을을을 들들들었었었을을을 경경경우우우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다

반반
나에게 잘 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참는다

갑 을 병 정 무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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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4】그렇다면 【문12】,【문13】의 상황과 같이 그 분들이 귀하의 기대와는 다른 처신을 할 경우에,귀
하는 다음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문15】앞의 질문에서 친하다고 응답해 주신 분들은 어떤 동기에서 귀하와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까?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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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귀귀하하하게게게 친친친하하하게게게 지지지내내내게게게 된된된 동동동기기기는는는 무무무엇엇엇인인인가가가

 1) 현 거주지로 이사 오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서

 2) 집의 아이들이 비슷한 또래이기 때문에

 3) 연령이나 직업, 취미 등이 비슷하기 때문에

 4) 반상회, 입주민 모임 등 주민모임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5) 종교가 같아서

 6)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자세히 표기)

갑 을 병 정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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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통계처리를 통계처리를 통계처리를 통계처리를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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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0.귀하의 아버지의 고향은 어디이십니까?
□ 1) 수도권 □ 2) 충청권 □ 3) 호남권 □ 4) 영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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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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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분은 무엇입니까?
□ 1)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 2) 입주민

긴 긴 긴 긴 시간 시간 시간 시간 동안 동안 동안 동안 선생님의 선생님의 선생님의 선생님의 고견을 고견을 고견을 고견을 말씀해 말씀해 말씀해 말씀해 주셔서 주셔서 주셔서 주셔서 대단히 대단히 대단히 대단히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좋은 좋은 좋은 좋은 하루 하루 하루 하루 되시기 되시기 되시기 되시기 바랍니다바랍니다바랍니다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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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Accumulative Accumulative Accumulative Accumulative Process Process Process Process of of of of Social Social Social Social Capital Capital Capital Capital at at at at the the the the Upper Upper Upper Upper 

Class' Class' Class' Class' Apartment Apartment Apartment Apartment Complex Complex Complex Complex in in in in a a a a Korean Korean Korean Korean Metropolitan Metropolitan Metropolitan Metropolitan City. City. City. City. 

- - - - Survey Survey Survey Survey Findings Findings Findings Findings on on on on L L L L Apartment Apartment Apartment Apartment complex-complex-complex-complex-

Chung, Jae Eun

Dept. of Sociolog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conceptualizes traditional primary relationship and 

modern secondary relationship existing in apartment complex, which 

highly reflects the trends of modern community in Korea by relating 

them with social capital. In the past, the most of research claims that 

people fall into the category of modern secondary relationship while 

traditional primary relationship slowly gives away its dominant place. 

However, this research provides the fact that traditional primary 

relationship still exist and prevails among the upper class residing in the 

apartment complex. 

The traditional primary relationship is furthermore expected to help 

people raise social capital that will eventually nurture its culture and 

brings them into tight bond in apartment complex. It is explained by the 

example of an expensive apartment complex in Seoul with its highly 

recognizable brand name where it is regarded as one of the upper clas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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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erences.

  Total of 71 among 136 residences participated in this survey with 

8 specific residents being interviewed in person.  Through SPSS 12.0 as 

a tool for statistical analysis, several tasks are performed regarding 

frequency analysis, cross tabulation analysis, ANOVA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to the data from surveys.

For the analysis's sake,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s are 

determined to divided into 4 categories, according to various characters 

of each relationship, such as traditional primary connection, old time 

neighborhood, newly made neighborhood and modern secondary 

connection.  Then, it has been thoroughly analyzed to see if residents' 

social capital is influenced by the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referred 

4 categories and income, education term, number of belonging group and 

whether they take charge of apartment council staff. 

 The analysis shows that the overall network and social capital has 

great relativity with three properties.  From a personal properties, 

whether the resident take charge of apartment council staff has influence. 

And traditional connection from interrelated properties has the biggest 

influence as modern secondary connection follows next.

 Meanwhile, the conventional sense of neighborhood, which is easily 

referred to the traditional primary connection, is assumed to be less 

influential to the social capital for this case. This proves that its 

relationship between neighbors in modern society does not merely 

belongs to the traditional primary connection, i.e. same hometown, nor its 

traditional concept of neighborhood, but a whole different category. 

This clarify that the relationship among neighbors who are bonded 

by mere geographical convenience likely to be very partial. As an 

alternative to that, it is once again proven that the traditional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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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eventually play a great part in the modern society.

Key words : apartment complex, social capital, network, trust, reciprocity, 

community, traditional primary relationship, modern 

secondary relationship, neighbor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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