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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초초초 록록록

최근 10여 년간 사회과학을 포함한 학문의 전 영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
며 사회자본의 형성에 있어서 종교단체 특히 교회는 사회자본의 형성과 관련하여 매
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교회는 사회자본의 메타포
(metaphor)로서 인지될 수 있고 여타의 자발적 결사체보다도 사회자본의 형성과 확
장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교회 내에서 축적된 경험들이 사회 일반으로 까
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그렇다면
교회 내 사회자본이 구성되는 방식과 그것의 결정요인은 무엇일까?본 연구는 '교회
내 사회자본의 결정 요소로서 ‘①교인들의 사회 ․ 경제적 배경’,‘②교회 내의 위
치’를 설정하고 각각의 요소들이 사회자본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
를 ‘S교회’의 사례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S교회 내에서 형성되는 사회자본의 세 가지 구성요소-호혜성,신뢰,연결망-의
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사회자본의 총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한
결과 교인들의 인구․사회 경제적 속성 중 연령만이 연결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뢰,호혜성,사회자본의 총량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 내의 위치는 사회자본의 세 가지 구성요소와 사회자본 총량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호혜성의 경우 성직자 외에 아무런 변수도 S교회
의 호혜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뢰의 경우에 있어서는 교회
내의 위치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는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성숙정도와 교회 내 위치에 따른 집단적 기대와 의미체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
여 진다.연결망의 경우 연령이 낮을 수록 강한 연결망을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는데 이는 교회의 실제적인 운영에 있어서 젊은 층의 교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음
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호혜성,신뢰,연결망을 합산한 사회자본의 총량의
경우 교인들의 인구․사회․경제적 속성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으며 교회 내의 위치가 사회자본의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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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되었다.결국 교회 내의 위치가 종교적 규범의 내면화 정도를 반영한 것이
라면 교인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일반화된 호혜성의 규범이나 높은 수준의 신뢰,강
한 연결망은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종교적인 차원에서 부과되어
지는 규범의 실천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요컨대 내가 아무런 대가 없이 누군
가를 돕는 다거나,실질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한 강
한 신뢰의 정도를 보이는 것은 절대자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수단인 것
이며 자신이 종교적으로 존재론적 변환을 이루었다는 자기 확인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우리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한계를 지적
할 수 있겠다.

���������������������������������������������������������������������������

핵심되는 말 :사회자본,호혜성,신뢰,연결망,완성적 동기,도구적 동기,종교적 규범,

내면화,중심과 주변,자발적 결사체,교회 내 위치,교회 내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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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연연연구구구의의의 배배배경경경 및및및 목목목적적적

근대 이후 자유로운 개인의 합리적 선택은 ‘성’스러운 것이 되었다.‘발
전’(development)과 '진보'(evolution)의 거대 서사 속에서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합리적 개인은 하나의 이상향으로서 설정되었으며 혈연적 ․ 정서적 관
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하였던 전통적 관념들은 소멸되거나 극복되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었다.근대의 이분법적 분류체계 속에서 ‘개인의 존엄성과 권
리’,‘자기 충족을 위한 합리적 선택’과 같은 가치들은 ‘생득적 ․ 귀속적 속성에 의
한 자기 정체성의 획득’,‘정서적인 관계에 기초한 비합리적 선택’에 비해 효율적이
며 우월한 것으로 인지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서구 중심적 신념체계는 자본주의의 경쟁적 시장원리와 결합하게 되
면서 독립된 개인이 아닌 원자화되고 고립된 개인들을 만들어내게 되었으며 타인
에 대한 이타적 행위 보다는 경쟁적 상황에서의 우위를 점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
게 만들어 버렸다.또한 개인의 행위를 사적인 영역으로 한정함으로써 개별 행위
자들의 신념이나 행동은 역사성을 상실한 채 끊임없는 자기 증식과 생존만을 추구
하게 만들었다.그 결과 인간은 군중 속에서도 소외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풍요 속
에서도 빈곤과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개인이나 일 국가 차원에서 해결
될 수 없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라고 포기해 버릴 수는 없다.현대 사회가 노정시
킨 극단적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그리고 인간 소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
개인이 초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 속에 배태되
어 있는 존재라는 인식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맥락에서 개인들
간 혹은 개인과 집단간의 ‘관계’(relation)그 자체에 주목하는 사회자본에 대한 논
의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10여 년간 사회과학을 포함한 학문의 전 영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회자본은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그리고 연결망의 형성을 통해 현대 사회
가 초래한 병리적 현상들을 극복할 수 있으며,그러한 ‘관계맺음’의 특성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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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나 조직의 차원에서 생산적인 ‘자본’으로 역할 할 수 있음에 주목한다.사실
일상의 삶 속에서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인간이 사
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관계맺음은 개인이나 사회 전체의 존립을 위해서
도 필수적이며 일반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다.하지만 개별 사회나 조직 혹은 개인
들 간의 연결망 속에 배태되어 있는 관계 맺음의 속성들은 나름의 역사적 ․ 문화
적 경험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거시적으로는 사회나 조직
발전에,미시적으로는 개인의 능력 발달이나 사회경제적 지위 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발현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사회자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개념의 층위와 적용의 범위를 고려해보았을
때 하나의 단일한 개념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지만 경제성장이나 민주주의의 발전,
제도적 성취를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으로서 사회자본을 언급할 수 있다.사회자본
이 국가 및 사회의 성장,형평성,빈곤탈출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Seragedin&
Grootaert(2000)의 주장1)과 이탈리아 남부와 북부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 경제발전
과 민주적 제도의 성취가 사회자본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Putnam의 연구
(Putnam,1993)는 새로운 발전의 대안으로 우리가 사회자본에 주목하게 되는 근
거를 제공해 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 국가나 사회 혹은 조직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제도적 성취를 가
능하게 해주는 사회자본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이 문제는 결국 무엇이
타인에 대한 믿음과 이타적 행위를 유발시키는 것인가 하는 문제로 환원될 수 있
다.사회자본 형성의 기원과 관련하여 Putnam은 대면적 접촉을 전제로 한 자발적
결사체의 경험이 타인에 대한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을 내면화 시키는데 있어서 매
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다양한 자발적 시민 단체(civicassociation)
들은 그 본질이 정치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사회 참여와 의미의 원천으로서 작동
하게 되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극단적 개인주의의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그러나 근대화와 도시화가 진행되고 원자화된 개인

1)Seragedin과 Grootaert는 사회자본이 ‘①정보공유의 역할을 하여 공식/비공식제도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그 결과 시장의 실패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②개인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구성원
들 간의 신뢰를 회복하게 하는 조정역할을 하며 ③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해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역
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Seragedin&Grootaert,2000: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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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간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시민 단체의 수는 격감하게 되었고 그 결과 사회자
본의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였던 자발적 결사체 내에서의 경험들은
소멸되게 되었다 (Putnam 1993a,1993b,1995,2000).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단체 특히 교회는 사회자본의 형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즉 사회자본의 이론적 지평에서 교
회는 원자화된 개인들 간의 무한 경쟁과 고립이라는 현대 사회의 병폐를 치유하고
상호 신뢰의 구축,규범의 내면화 그리고 연결망 형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인지되었다 (Putnam, John A.Coleman,Crowin Smidt,Bella,
Wuthnow).대부분의 종교 단체는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봉사의 규범을 부과하
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이웃들을 구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에 관여하며,종
교 단체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은 시민참여의 필수적 조건인 인적 자본 및 사회자본
의 획득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또한 종교 단체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들을
종교적 공동체에 통합시키고,그것의 규범을 내면화 시키며,다른 구성원들과 공
유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시키게 된다 (CorwinSmidtedited,2003,Chapter2
Ram A.Cnaan:19).

요컨대 교회는 사회자본의 메타포(metaphor)로서 인지될 수 있고 여타의 자
발적 결사체보다도 사회자본의 형성과 확장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교회
내에서 축적된 경험들이 사회 일반으로 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교회에도 이러한 분석이 적용 가능한 것인가?한국의 역사를 되짚어
보았을 때 교회는 미시적 ․ 거시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근대
화의 시작과 함께 한국 사회에 이식 ․ 정착된 교회는 일제 식민시기 사회변동과
민족통합의 기재로 작용하였으며2),60~70년대에는 민중의 대변자이자 부당한 권
력의 횡포와 전횡을 견제하는 비판 세력으로서 역할 하였다.특히 전쟁이라는 비
정상적이고 폭력적인 상황과 압축적인 근대화의 과정을 경험한 한국 사회에서 교
회는 완성적 동기에 기초한 공동체적 관계맺음을 가능하게 해주며 실질적이고도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회적 공간으로서 역할 하였다.최근에 와서

2)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영신,“기독교와 사회발전”,『기독교 사상』,1984년 5월호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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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지를 위한 제 3의 영역으로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3)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상호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을 내면화시키고 타인과의 연결망을 구성하게 해주는 중요한 원천으로 작용
하였으며 개인의 차원에서부터 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 내 사회자본이 구성되는 방식과 그것의 결정요인은 무엇일
까?본 연구는 교회 내 사회자본의 결정 요소로서 ‘①교인들의 사회 ․ 경제적 배
경’,‘②교회 내의 위치’를 설정하고 각각의 요소들이 사회자본의 형성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살펴볼 것이다.이것에 기초하여 교회라는 조직 내에서 사
회자본이 형성되는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메커니즘을 분석하여 보고 한국 사회에
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한계를 가늠하여 보도록 하겠다.

3)한도현,「종교단체의 사회참여와 사회봉사」,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연구발표회 자료집,200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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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사사사회회회자자자본본본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이이이론론론적적적 논논논의의의

111...사사사회회회자자자본본본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기기기존존존 연연연구구구의의의 흐흐흐름름름

현대사회의 병폐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사회자본
(socialcapital)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지적조류를 형성하며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경제학에서 사회자본은 기업조직의 해체나 네트워크의 구축,생산의 혁신을
주도하는 수단으로 묘사되고 있으며,정치학에서는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다루어지고 있다.또한 사회학에서는 개인의 자원동원능력이나 신뢰,호혜성에 기
초한 공동체의 건설에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인식되기도 한다.”4)

그러나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각광받고 있는 사회자본의
기원은 사실 전혀 새로운 것이라 할 수 없다.사회자본의 기본적인 개념은 19세기
말 고전사회학자들의 다양한 논의들 속에서 그 맹아적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
“고전 사회학적 연구로부터 파생된 사회자본의 기원과 효과에 대한 원형적인 통찰
력은 포르테스와 센센브렌너(Portes& Sensenbrenner)의 작업에 의해서 최초로
윤곽이 잡히게 되었다.”5)포르테스와 센센브렌너는 사회자본을 “설령 경제 영역으
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경제적 목표와 구성원의 목표추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집
단성(collectivity)내의 행위에 대한 기대”라고 규정하고 그 기원을 맑스와 엥겔
스6),짐멜7),뒤르켐과 파슨스8),베버9)에서 찾고 있다.이처럼 사회자본에 대한 이

4)유석춘 외 공편역,『사회자본-이론과 쟁점』,그린,2003,p.15
5)위의 책,p.228
6)맑스와 엥겔스에서 제한적 연대의 개념을 끌어내어 불리한 상황이 집단 응집력의 원천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였다.

7)짐멜로부터 호혜적 거래 즉,인격화된 교환의 연결망을 통해 드러나는 규범과 의무(이웃간의 호의,
친절)를 도입하였다. 

8)뒤르켐과 파슨스의 논의에서 가치,도덕적 강제,헌신이 계약관계보다 앞서며 개인에게 순전히 도구
적인 것 이상의 목표가 존재한다는 가치 투입의 중요성을 발견하였다.

9)베버로부터 강제할 수 있는 신뢰 즉,공식적인 제도나 특수주의적 집단 환경이 규율에 순응하기 위
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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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토대가 맑스와 엥겔스,짐멜,베버,뒤르켐과 파슨스의 논의 모두에게서 발견
된다는 사실은 사회자본의 개념이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인 층위를 가지고 이해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사회자본의 대립적 혹은 다면적 이해는 크게 3가지 맥락에
서 구분될 수 있다.첫 번째는 사회자본의 사회적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로
서 맑시스트적인 관점에서 사회자본을 자본의 새로운 형태로 규정하고 계급 불평
등을 재생하는 기재로 인식하는 입장(Bourdieu,1986)과 불평등한 자원의 분포를
설명하기 위한 가치중립적 개념으로 인식하는 입장(Coleman,1990)이 병존하고
있다.

두 번째는 사회자본을 규정하는 범위의 영역으로서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으로 구분될 수 있다.거시적 접근에서는 사회자본을 협력과 협동을 촉진시키
는 연결망,규범,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성으로 정의내리고 있는 반면,
미시적 접근에서는 행위자가 연결망 속에 있는 자원에 접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상이한 관점은 사회자본을 절대 선으로 인식할
것인가,아니면 몰가치적 개념으로 인식할 것인가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사회자본의 개념을 통해 무엇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논의로
서 비서구와 서구의 입장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비서구의 입장에서 사회자본의
연구가 근대 ․ 전근대 ․ 탈근대의 상황이 혼재된 현실을 분석하고 시장적 상황
의 비시장적 요소의 역할을 파악하기 위함이라면,서구의 입장에서 사회자본 연구
는 개인주의적 지향의 공동체적 관심으로의 전환,소속감 ․ 정체성 ․ 결속력의
제공을 위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10)

이와 같은 사회자본의 복합적 특성은 우리가 사회자본에 주목하게 만드는
매력적인 요소임에는 분명하지만,이러한 특성으로 인한 개념상의 혼란과 실제 경
험적 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겨져 있다.다
양한 영역의 학자들이 ‘사회자본’이라는 동일한 개념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그것
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이나 동일한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

10)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의 책 서론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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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자본에 대한 중층적인 연구의 흐름 속에서 사회학을 포함한 한

국의 학계에서도 사회자본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그것의 사회적 적용이 시도되었
다.“사회학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사회자본에 대한 논의는 크게 보아 두 진영으로
갈라져 진행되었다.사회자본으로서의 신뢰와 사회적 연결망에 관심을 집중시켜
온 경제사회적 논의(이재혁,1996a,1996b,1998;김용학 ․ 손재석,1998;이재열,
1998,1999,2001;김용학,1999,2004;박찬웅,1999a,1999b;장덕진,1999;이재열
․ 박찬웅 ․ 한준,2003)와 한국 사회의 발전의 독특성을 비추어주는 새로운 이론
적 자원으로서의 사회자본 개념,그 중에서 특히 일반화된 호혜성과 폐쇄적 공동
체에 집중하는 발전사회학적 논의(유석춘 ․ 장미혜,1998;유석춘,2002a)가 있
다.”11)

그러나 경제사회학적 논의나 발전사회학적 논의 모두 사회자본의 개념을 총
체적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여 한국사회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일정
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분절적
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자본의 연구들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종합하여 보려는 시
도들이 진행되었다 (유석춘 공편역,2003;최종렬,2004).그러나 사회자본이 가지
고 있는 논의의 중층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아직까지 사회자본의 개념이나 그것의
경험적 분석에 대한 정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사회자본에 대한 기존 연구의 흐름은 사회자본을 바라보는 입지
점이 어디인가에 따라 상이한 모습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볼 때 사회자본이 행위자간의 ‘관계’,그 자체에서 발생되는 유․무
형의 ‘자본’이며,미시적 차원에서 보여주는 행위자들 간의 관계맺음에 기초한다는
데에는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deSouzaBriggs,1997;Lappe&
DuBois,1997;Leana& VanVurenⅢ,1999).본 연구는 이와 같은 사회자본의
개념에 대한 보편적 합의 위에서 신뢰와 호혜성의 통합의 관점에서 사회자본의 개
념을 이념형적으로 구성한 최종렬의 논의12)를 수용하고자한다.최종렬은 지금까

11)최종렬,(2004).“신뢰와 호혜성의 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자본-사회자본 개념의 이념형적 구
성”.『한국사회학』.38(6):p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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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논의되어온 사회자본의 개념이 신뢰,호혜성,규범,연결망,기능적 효과 등이
모두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러한 개념들이 가지고 있는 관련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한다.이를 극복하고 사회자본에 대한 명확한 개념화를
위하여 사회자본의 개념을 ‘정서적 연결망’,‘사회적 연결망’,‘기능적 효과’로 구분
하여 분석할 것을 제안한다.“정서적 연결망의 핵심은 호혜성의 규범과 신뢰인데
호혜성의 규범이 없으면 신뢰가 없다는 현상학적 정의를 받아들여 신뢰와 호혜성
을 하나로 묶어 정서적 연결망이라고 칭한 것이다.사회적 연결망은 기본적으로
인지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유대의 강도에 따라 강한 유대의 형태와 약한 유
대의 형태로 구분된다.기능적 효과는 사회자본의 작동된 결과로서 사회자본은 개
인의 실체적 속성이라기보다는 관계의 발현적 속성이기 때문에 차후에 그 기능적
효과를 보고 파악할 수밖에 없다.”13)최종렬은 정서적 연결망인 호혜성의 규범과
신뢰를 샐린스(Shalins,1972:185-230)의 ‘일반화된(generalized)호혜성’/‘균형잡
힌(balanced)호혜성’/‘부정적(negative)호혜성’의 개념과 주커(Zucker,1986:57)
의 ‘배경적 기대(background expectation)’ / ‘구성적 기대(constitutive
expectation)’/‘불신’의 개념을 통해 재구성하였다.즉,‘일반화된(generalized)호
혜성’은 ‘배경적 기대(backgroundexpectation)’와 ‘균형잡힌(balanced)호혜성’은
‘구성적 기대(constitutiveexpectation)’와 ‘부정적(negative)호혜성’은 ‘불신’의 개
념과 짝을 맺음으로서 호혜성과 신뢰의 이념형적 통합을 시도한 것이다.

사회적 연결망에 있어서는 ‘교환의 빈도’,‘교환의 주기’,‘교환자원의 중첩성’,
‘자원배분의 대칭성’,‘연결망의 폐쇄성/확장성’,‘연결망의 구성밀도’,‘성원의 동질
성’에 기초하여 강한유대와 약한유대로 구분하였다.이상에서 언급한 정서적 연결
망과 사회적 연결망의 이념형적 교차분석을 통해 사회자본의 이념형을 구성하였
다.14)

12)최종렬,(2004).“신뢰와 호혜성의 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자본-사회자본 개념의 이념형적
구성”.『한국 사회학』.38(6)을 참조할 것.

13)최종렬,(2004).pp.106
14)최종렬은 정서적 연결망과 사회적 연결망을 결합시킬 때에만 사회자본의 기능이 밝혀진다고 주장
한다.따라서 세 개의 정서적 연결망과 두 개의 사회적 연결망을 교차시켜 여섯 가지의 사회자본의
이념형을 만들었다.아래의 표는 최종렬의 논문 <표 6>을 재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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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러한 최종렬의 사회자본 개념을 수용하여 사회자본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서 ‘호혜성’,‘신뢰’,‘연결망’을 설정하고 경험적인 연구를 위한 설문의
구체적인 문항들을 작성하였다.즉,기존의 사회자본 개념이 가지고 있는 다층적
인 층위로 인해 초래되었던 혼란을 극복하고 실증적인 연구를 위한 사회자본의 이
념형적 개념화를 위해 사회자본을 정서적 연결망과 사회적 연결망으로 재구성한
최종렬의 논의 위에서 연구를 진행시키고자 하는 것이다.최종렬의 논의와 그것의
구체적인 적용은 ‘자료의 측정 및 분석틀’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222...사사사회회회자자자본본본 논논논의의의의의의 쟁쟁쟁점점점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접근이 가능한 사회자본의 특성과 사회자본을 바로 보
는 개별 연구자들의 입지점이 상이함을 고려해보았을 때 사회자본에 대한 첨예한
논쟁은 쉽게 예상되어 질 수 있다.본 절에서는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의 흐름 속에
서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사항들을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다.

(((111)))사사사회회회자자자본본본에에에 의의의한한한 두두두 가가가지지지 차차차원원원의의의 혜혜혜택택택

사회자본을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절대 선’으로 인식할 것인가 아니며 개별 행
위자들의 이익 추구에 유리한 관계맺음의 형태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사회자
본에 대한 논의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져 왔다.

사회자본을 하나의 공공재로 전제하고 한 사회가 추구하고 구축하여야할 문
화적 ․ 조직적 특성으로 파악하는 입장에서는 사회자본 자체의 형태와 성격에 중
점을 두고 있다.한 사회의 발전과 제도적 성취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주는 ‘관계
맺음’의 방식들은 한 개인에게 사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이익이 사회의 구성

정서적 연결망
일반화된호혜성/배경적기대 균형잡힌호혜성/구성적기대 부정적 호혜성/불신

사회적 연결망 강한유대 1)필로스 관계 3)계 5)홉스의 자연상태
약한유대 2)연고집단 4)교락집단 6)죄수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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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자본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즉,사회자본이라는 것은 내가 가짐으로 해서 타인이 가질 수 없는 제로섬
(zerosum)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각자의 사회자본이 증가되면 될 수록 사회 전체
의 사회자본도 증가하는 포지티브 섬(positivesum)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이다.이러한 사회자본에 대한 이해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사회자본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효과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사회자본을 공공재가 아닌 경우에 따라 개인이나 사회전체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입장도 존재한다.이재열은 사회
자본을 개인적 수준과 집합적 수준으로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이
재열,1999).즉,사회자본을 공공재로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집합
적 수준에서의 사회자본이 개인적 수준에서의 사회자본의 합과 등치될 수 없다는
것이다.개별 행위자간에 관계맺음에 대한 경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러한 과정
을 통해 특정한 조직 혹은 관계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
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또한 후쿠야마도 관계망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전 사회적
으로 유해한 자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마피아의 예를 통해 밝히고 있다
(Fukuyama,2000:99).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사회자본을 완성적 동기에 의한 것으로 파악할 것인
가 아니면 도구적 동기에 의한 것으로 파악할 것인가의 문제로 환원될 수 있다.15)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은 사회자본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혜택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상호 배타적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설명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할 수
있다.사회자본은 구성원간의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교감을 바탕으로 상호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재적인 성격과 더불어 실질적 ․ 물리적 자
본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나 재화 혹은 조직 내의 지위나 존경,인정 등
의 취득에 있어서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도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사회자본은 공공재인가,아닌가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떠한

15)포르테스는 사회자본의 본질이 관계의 구조에 있다고 보고 사회자본의 근원을 '완성적 동기
(consummatorymotivations)'와 '도구적 동기(instrumentalmotivation)'로 구분하였다.자세한 내용
은 포르테스의 “SocialCapital:ItsOriginsandApplicationsinModernSociology”(1998,Annual
ReviewofSociology22)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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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과 조건에서 사회자본이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색
으로 방향을 재설정해야 할 것이다.”16)

(((222)))사사사회회회자자자본본본의의의 형형형성성성과과과 연연연결결결의의의 강강강도도도

사회자본의 혜택에 대한 양가적 해석과 더불어 집단의 폐쇄성/개방성이 사
회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 또한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었다.콜
만(Coleman,1988)과 포르테스(Portes,1998)는 집단의 폐쇄성이 사회자본의 형성
과 축적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해 준다고 주장한다.콜만은 집단의 경계가 모호한
개방적인 구조에서는 규범에 대한 압력이 적어 효과적인 규범이 창출되지 않고 신
뢰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하며,포르테스는 상호간의 기대와 의무에 기반 한 사회자
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람들 간의 연대감이 형성되어야 하며 때문에 강
한 연대가 사회자본 형성에 중요한 전제조건이 됨을 주장한다.

반면 린(Lin,2001),버트(Burt,2000),그라노베터(Granovetter,1973)의 입장
에서는 집단의 개방성이 사회자본의 형성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 주고 있음을 주
장한다.사회자본을 시장에서 기대되는 수익을 갖는 “사회적 관계”에의 투자라고
보는 린의 경우에 사회자본의 형성에 있어서 집단의 폐쇄성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집단 내에서의 관계맺음을 개별 행위자들의 이윤추구를 위한 의도적 행위
로 가정 하고 약한 유대에 기반 한 집단의 개방성이 사회자본의 형성에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준다고 보았다.버트는 개별행위자의 구조적 위치에 초점을 두고
구조적 구멍(structuralhole)이 중개해주는 약한 연대의 개방성이 사회자본의 축
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그라노베터는 폐쇄적 연결망 내에서 발
견되는 정보의 중복성을 지적하면서 개방성에 기초한 집단에서 공유되는 중복되
지 않은 정보들이 행위자들의 이익 획득과 사회자본의 구축에 더욱 효율적임을 주
장하였다.

한국 학계에서 집단의 폐쇄성과 개방성에 대한 논쟁은 혈연이나 연고집단이

16)배영.(2002).「사이버 공간의 사회자본:I사 포럼 분석을 중심으로」.연세대학교사회학과박사학위
논문.p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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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사회적 효용성에 대한 논의와 맞물리면서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이
러한 논쟁에 대해 유석춘 등(2002)은 “기존 집단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자본
을 확대하려면 약한 연대가 필요하고,기존 집단의 정체성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면 강한 연대가 사회자본의 확대에 보다 강력한 수단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어
떤 기준으로 비교를 할 것인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문제라고 주장하였다.”17)

그러나 현실적으로 강한 연대와 약한 연대의 구분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가족과 같은 혈연으로 이어진 경우에도 가족의 범위를 어
떻게 보는가에 따라 강한 연대와 약한 연대의 구분이 모호해진다.현실에서 확인
되는 유대의 강도가 매우 유동적임을 감안한다면 사회자본의 형성에 유리한 조건
은 강한 연대의 속성과 약한 연대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맥락에 따라 각
각의 특성들이 전환 가능한 집단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강한 유대를 가지고 있
지만 개방적일 수 있는,또한 약한 연대의 속성과 더불어 개별 행위자들에게 강력
한 수준의 규범과 동조압력을 부과할 수 있는 폐쇄성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음을
전제하여야 할 것이다.

(((333)))사사사회회회자자자본본본의의의 형형형성성성과과과 수수수평평평적적적 ․․․ 수수수직직직적적적 연연연결결결망망망

집단의 폐쇄성 ․ 개방성과 더불어 집단 내의 연결망이 수평적인가 수직적
인가의 문제도 사회자본의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18)퍼트남은 이탈
리아 북부와 남부의 비교연구에서 수직적 네트워크는 그것이 아무리 조밀하고 참
여자들에게 중요하더라도,사회적 신뢰와 협력을 지속시킬 수 없음을 강조한다
(Putnam,2000:292~293).수직적 정보의 흐름은 수평적 흐름보다 신뢰성을 감소시
키며 상급자와 하급자 모두에게 기회주의적 행위를 강요하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
고 있다는 것이다.상호성보다는 종속으로 특징 지워지는 후견인(착취)과 피후견

17)박소연.(2005).「동창회와 시민단체의 사회자본 비교연구」.연세대학교사회학과석사학위논문.pp.7
18)사회자본과 관련하여 폐쇄성은 수직적 연결망으로 개방성은 수평적 연결망으로 등치시켜 논의를
전개시킨 듯 하다.하지만 현실의 다양한 경험들을 유추해 보았을 때 집단의 폐쇄성이나 개방성이
반드시 수직적 연결망이나 수평적 연결망으로 귀결된다고 볼 수 없다.



- 13 -

인(배반)의 관계는 집합적 행동의 딜레마를 해결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없으며 이
러한 사실은 자본주의가 18세기 봉건주의보다 더 효율적이며,민주주의가 20세기
의 전제주의보다 효율적이라는 사실에서 반증된다고 주장한다.
물론 사회자본의 형성과 축적에 있어서 퍼트남의 분석은 일견 타당성을 가지

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모든 수직적 연결망이 착취와 배반의 관계로 특징 지워지
는 아니다.사회자본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호혜성의 측면에서 사회적 지위와 경제
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개별 행위자에게 일반화된 호혜성의 규범을 내면화 시킬
수 있다면,타인과의 이타적 관계맺음을 효과적으로 강요할 수 있다면 집단 내에
서 형성되는 사회자본의 총량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사회자본의 형성을 더욱 촉
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즉 사회자본의 형성과 축적에 있어서 연결망의 형태가 수
직적이냐 수평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망 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맺음의 방
식과 특성이 사회자본의 형성과 축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다.또한 각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회적 맥락의 특
수성에 따라 일반화된 호혜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수직적 관계가 사회자본의 형
성과 축적에 더 적합할 수 도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33...사사사회회회자자자본본본의의의 형형형성성성과과과 종종종교교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자본과 관련된 논의는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맥락
에서 진행되어 왔다.그러나 사회자본에 대한 제 논의들이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사실은 ‘관계’자체가 하나의 자본일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
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한정된 형태의 사회적 공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특히
거시적 관점에서 사회자본을 사회나 조직의 문화적 속성으로 인식하는 입장에서
는 다양한 종류의 시민 단체(civicassociation)-그것이 정치적이든 비정치적이든
간에-의 참여와 결사체적 삶(associationallife)의 경험을 사회자본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토대로 파악한다.자발적 참여를 통해 구성되는 다양한 종류의 시민 단체
는 면대면 접촉에 기초한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을 내면화 시키고 조직 내․외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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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생하는 협력과 갈등의 경험을 통해 사회적 연결망을 확대시키고 민주적 절차
를 훈련받게 되는 것이다.그러나 생존을 위한 무한 경쟁의 사회적 환경과 개인주
의의 팽배는 사회자본의 형성과 축적에 있어서 주요한 기반을 마련해주는 자발적
결사체의 경험을 소멸 시키고 있다.19)이러한 상황에서 종교단체는 사회자본의 형
성과 축적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으로서 주목받고 있다.사회자본의 형성과 종교의
관련성에 대하여 Putnam은 ‘미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신앙 공
동체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회자본의 보고’라고 주장한다
(Putnam,2000,66).20)또한 Miller(1998)는 “미국 사회에서 종교는 어떤 다른 제
도보다도 사회자본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Wood(1997)는 시민적 결사가 소멸되어 가는 도시공간에서 교회에 기초한 사회적
조직이 여타의 조직보다도 신뢰를 일반화하고 사회적 연결망을 지탱시켜 주는데
더 성공적임을 주장하고 있다.
Smidt(2003)는 종교가 사회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그것의 결과에 주목

하여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 차원 -① 전통적으로 미국 사회에서 종교는 가장 보
편적인 형태의 집합적 삶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의 다른 사람들에게 육체적 돌
봄(care)이나 사회적 지원을 제공해주는 주요한 자원으로서 역할 하였다.② 종교
적인 믿음이 개인들의 결사체적 삶의 수준과 형태 그리고 목적을 형성하는데 도움
을 줄 수 있다.③ 종교적인 관습은 위험에 처한 사회 구성원에게 ‘안전한 안식처’
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발적인 기부와 여타의 봉사를 통해 사회자본
의 형성에 기여한다 -에서 설명하고 있다.
사회자본의 형성에 있어서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역할과 관련하여

Wood(2003)는 종교적으로 구체화된 사회자본과 인종적으로 구체화된 사회자본의
차이를 비교하였다.그는 풀뿌리 정치 참여의 두 가지 모델을 신념에 기초하여 조

19)결국 Putnam이 지적한 미국사회의 문제는 자발적 결사체의 소멸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사회자본
의 감소가 건강한 시민사회를 쇠퇴와 관련성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Putnam.2000).

20)Putnam은 사회자본과 관련하여 종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현재 미국 사회에서 발견되는
대다수의 종교관련 단체들이 사회자본의 형성과 관련된 자발적 결사체의 속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다.1960년대의 종교단체들과 비교하여 현재의 종교단체들은 개인적인 정신적 만족만을 추구할 뿐
이며 결사체적 협력이나 협동의 경험을 축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 15 -

직된 공동체와 인종에 기초하여 조직된 공동체로 설정하고 전자의 노력이 더 성공
적이었음을 밝히고 있다.믿음에 기초한 공동체의 노력이 더 성공적이었던 이유를
교회 조직이 연결망과 신뢰의 접근에 있어서 막혀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
였다.
FrederickHarris(2003)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이에서 종교단체를 통해 사회

자본이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그는 종교가 호혜성의 규범을 구성원들에게
내면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사회자본의 형성에 있어서 긍
정적인 환경을 마련해준다고 주장하였다.
JanelCurry(2003)는 소규모이며 동질적이고 면대면 접촉이 가능한 Iowa의 소

규모 공동체 연구를 통해 모든 소규모 공동체가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는 사실을 확인하고 종교단체와 같이 지속 가능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만이
연결적인 사회자본과 결속적인 사회자본을 결합시킬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종
교단체 내에서 형성된 사회자본이 외부로 확장되어 질 수 있는가의 문제와 관련해
서 교회의 자원봉사자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보다,종교적 전통의 특성
보다는 교회에 출석하는 정도가 다른 수준의 자발적 참여에 대해서 더 많은 설명
력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DavidCampbell& StevenYonish,2003)또한
RogerNemeth와 DonaldLuidens(2003)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더 자선을 목적으로 한 활동에 적극적임을 확인하였다.
사회자본과 종교의 상관성을 연구한 기존의 연구들을 정리하여 보면 사회자본

의 형성과 확장에 있어서 종교는 이타적 관계맺음의 규범을 내면화하고 상호신뢰
와 연결망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는 중요한 사회적 공간으로서 역할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종교단체 내에서 상호 신뢰와 이타적 관계
맺음과 같은 것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을 뿐,
구체적인 수준에서 조직 구성원 간의 상호이해의 규범이나 신뢰가 형성되는 과정
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찰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또한 종교와
사회자본의 상관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대부분 미국사회를 기초로 한 것이기
에 한국사회에서의 종교 특히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한국적 현실을 반영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이러한 측면에서 종교단체 내에서 사회자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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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고 발현되는 실제적인 과정을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차원에서 분석하는 작
업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를 통해 조직 단위에서 사회자본이 형성되는 구체적인 양
상에 대한 새로운 실마리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444...사사사회회회자자자본본본의의의 형형형성성성과과과 교교교회회회조조조직직직의의의 구구구조조조

조직의 구조적 구성과 사회자본의 형성과 관련하여 NanLin(2001)은 조직 내
의 위계적 직위는 권위적 명령체계와 연결되어 있으며,보다 높고 강력한 직위는
규정과 절차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낮은 지위의 점유자들을 사회화시
키고 지도함으로써 이들의 행위를 규정할 뿐만 아니라 명시적인 규정과 절차 또는
상위 직위의 점유자에 의해 해석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낮은 직위의 보직,점유자
의 해고,배태된 자원의 재할당을 규정한다고 주장하였다.또한 유용자원에 대한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직위의 상대적 서열은 권위 위계에서 수직적 위치에 의해 결
정되며 높은 지위는 특정한 형태와 분량의 자원이 배태된 위계조직 하에서 유용한
자원의 위치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다시 말하면 위계구조에
서 직위가 높을수록 자원에 관한 더 좋은 자료를 제공받는다는 것이다.
Bourdieu(1986)는 모든 집단이 어느 정도는 제도화된 형태의 위임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집단의 존재근거가 되는 사회자본 전체를 한 행위자 혹은 한 묶음의 집단
적 행위자들에게 집중시켜 피위임자가 집단을 대표하고 집단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임제도가 가지고 있는 모순 중의 하나는 위임
받은 행위자가 집단이 자신에게 집중시켜 준 그 권력을 바로 그 집단을 향해 그리
고 어떤 경우에는 집단에 대항해서 행사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즉 위임과 대표의
메커니즘 속에는 사회자본을 오용하거나 착복할 수 있는 소지가 내표되어 있다는
것이다.Bourdieu는 이러한 위임체계를 상징권력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
로서 사용하고 있지만 조직의 구조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NanLin과 마찬가지로
위계적 구조의 상층부를 구성하고 있는 행위자들이 조직 내에서 형성되는 사회자
본을 독점할 수 있음을 주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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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위계적 구조가 사회자본의 형성과 재분배에 있어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NanLin과 Bourdieu의 연구결과들은 조직의 구성원리와 사회자본
의 형성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이러한 기존 논의의 맥락
에서 교회 내의 직분이 사회자본의 형성과 맺고 있는 상관성을 분석함으로써 교회
가 왜 사회자본의 메카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교회 내에서 사회자본이 축적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가늠하여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교회,그 중에서도 한국교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광호(2006)의 조직신학의 연구
에 기초하여 한국교회의 조직적 특성을 살펴보고자한다.21)흔히 ‘직분’이라 지칭되
는 교회 내의 위치는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될 수 있다.항존직이란 교회에 필수
적으로 있어야만 하는 직분을 말하며,임시직이란 지교회가 특별한 형편상 항존직 직
분자를 두기 어려울 때 필요에 따라 임시적으로 두는 직분을 말한다.장로교에서는
목사,장로.집사 등 세 직분을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목사는 공예배에서의 말
씀선포와 성례집행,권징사역,축도들을 감당하는 직분으로서 회중의 선임을 받아야
하며 항상 교인들로부터 ‘배나 존경받는 자’(딤전 5:17)로 남아 있어야 한다.
‘장로는 목사와 함께 교회의 감독을 맡는 직분자로서 공예배시 이루어지는 목

사의 설교에 책임 있게 참여함으로써 관찰하는 일과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성
도들의 신앙생활을 감독하는 일이다.’장로들은 목사와 함께 성교본문을 정하는
역할을 감당하여야 하며,성도들을 일일이 심방하여 교인들의 신앙적인 성숙과 일
상의 삶을 감독하고 독력하는 역할을 감당해야한다.
집사 직분은 교인들의 생존과 관련된 일상적인 삶과 연관된다.집사직분은 교

회의 재정적인 논의와 함께 교회적 구제사역에 관한 문제들을 담당한다.
목사,장로,집사직분 이외에 한국교회에는 권사,강도사,전도사라는 직분이 존

재한다.권사는 한국교회에만 있는 특이한 임시직분으로서 여성예우차원에서 제정
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권사는 장로,집사직분과 마찬가지로 고시를 거쳐
시험에 합격해야만 하는 직분으로서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심방하되 특히 병자

21)아래의 내용은 이광호의 “직분에 관한 개혁주의적 이해-한국교회 직분의 정체성에 관련하여”를 부
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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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궁핍한 자,환난 당한 자,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쓰는 선배 여집사(SeniorDeaconess)로 이해될 수
있다.
‘강도사는 과거 한국교회에 목사들의 수가 부족할 때 독립적으로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임시적 종속직분이라고 할 수 있다.즉 강도사는 정상적인 교
회 상황에서 있었던 직분이 아니라 한국교회에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의 수가 절대
적으로 부족했을 때 목사와 동등한 자격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된 임
시적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전도사와 서리집사는 권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교회에 있는 특이한 임시

직이다.한국 교회에서의 전도사는 ‘Evangelist’가 아닌 ‘AssistantPastor’의 의미
를 가지고 있는 직분으로서 사역자의 직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한다.서리집사
는 항존직으로서 장립집사를 세울만한 형편이 되지 못한 개척교회에서 일시적으
로 그 직무를 맡기기 위해 있던 1년 임기의 직분이다.그러므로 교회가 성장하여
장립집사를 둘 수 있는 경우라면 더 이상 서리집사가 필요하지 않다.그러나 현재
한국교회에서는 회중의 선출과정을 거치지 않은 서리집사가 마치 일종의 대우차
원 혹은 교인 관리차원에서 주어지는 직분처럼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 교회는 이러한 항존직과 임시직 직분에 기반 하여 ‘당회’,‘제직회’,‘공동

의회’의 조직 구성을 가지고 있다.‘당회’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분야를 맡
은 직분자들인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며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중요결정사항을
제직회와 공동의회에 공식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2)

22)교회의 ‘총회헌법’에서는 당회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 11장 당회
제85조 당회의 의무
1.당회는 영적 제반 사무를 처리하는 치리회이므로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한다.
2.당회는 제반 예배를 주관하고,학습과 세례 받을 자를 문답하며,부모를 권면하여 유아세례를
받게 한다.

3.당회는 유아세례 받은 자를 문답하여 입교시켜 성찬에 참석하게 한다.
4.당회는 교인의 이명 증서를 교부하고 접수하며 제적도 한다.
5.당회는 집사와 권사를 고시한다.
6.당회는 장로,집사와 권사를 임직하고 교회직원을 임면한다.
7.당회는 각종 헌금을 실시할 시일과 방법을 작정한다.
8.당회는 노회에 총대장로를 선정하여 파송하고,상황을 보고하며,청원 건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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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직회’는 교회가 맡기 직분자들의 전체적 대의기관으로서 목사,장로,집사 등
모든 직분자들이 함께 모여 영적인 일과 더불어 일반적인 교회의 형편들을 나누며
교회의 행사들과 제반 사항들에 대한 논의를 하며 의결하게 된다.또한 당회나 집
사회에서 행해진 일반적인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논의하게 되는 것이
다.즉 제직회는 교회의 전반적인 일반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는 직분자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셈이다.
‘공동의회’는 교회의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교회에 속

한 모든 입교인들이 공동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당회와
제직회의 일들에 대한 보고를 받고 승인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여 보면 한국교회는 항존직으로서 목사,장로,집사의 직분을,임시직으

로서 권사,강도사,전도사,서리집사의 직분을 두고 있으며 교회 조직의 운영을
위해 당회,제직회,공동의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조직적 틀을
기본으로 하여 개별 교회들은 각각의 특성과 현실에 맞추어 하부조직들을 형성하
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의 직분이 어떠한 경우에도 계급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직분에는 계층적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며 그것이 개인의 명
예와 관련된 것은 더더욱 아니다.그렇지만 직분과 직분사이에는 매우 분명한 경
계를 가지면서 동시에 깊은 연관성을 가지게 된다.어느 직분이 더 권위 있는 핵심
적인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은 잘 이해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23)

9.당회는 범죄자와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고,필요한 경우에는 본 교회 교인이 아니라도 증
인으로 소환심문할 수 있고,범죄한 증거가 명확할 때 시벌하고,회개하는 자를 해벌한다.
10.당회는 교회의 영적유익을 도모하며,각 부속기관을 지도 감독한다.
11.당회는 교회의 기본재산을 관리한다

23)이광호.(2005).“직분에 관한 개혁주의적 이해-한국교회 직분의 정체성과 관련하여”.조직신학연구 제 6
호 PP.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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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자자자료료료의의의 측측측정정정 및및및 분분분석석석틀틀틀

111...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가톨릭교회가 아닌 개신교 교회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연구자의 개인적인 관심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가톨
릭보다는 개신교가 그 교세나 교인의 수에 있어서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
으며,우리의 일상에 보다 보편적인 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개신교가 여러 교단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24)이며,
각 교단의 역사적 배경이나 입장,지향하는 바가 서로 상이한 경우도 존재하기 때
문에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 교회를 하나의 영역으로 범주화시키는 것이 용이하지
만은 않다.그러나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지향점이나 조직의 운영방식,교회 내의
경험들에 있어서는 교단별로 그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즉,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요소,예를 들어 정통적인 신앙과 구원의 문제,예언자적 소명에 바탕
을 둔 사회변동의 원동력,성령을 통한 은혜의 체험 등에 있어서는 모든 교단들이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요소들 중에서 방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
라 교단이 구분될 뿐 교회가 운영되고 조직되는 방식에 있어서는 대동소이(大同小
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정치적 ․ 사회적 ․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

수주의 ․ 정통주의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제 교단 중 가장 큰 교세를 보이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에 속해있는 S교회를 선정하였다.서울 강남구 수서
동에 소재한 S교회는 81년 가족 교회25)로 시작하여 94년 수서동에 200평부지 5층
높이의 성전을 건립하여 이전한 성공적인 케이스의 중소형 교회이다.20여년 이라

24)한국 교회의 교단 종류와 규모에 대해서는 부록 1.‘개신교 주요 교단별 현황’을 참조할 것.
25) 한 교회의 담임목사가 되는 길에는 다양한 경로가 있다 . 기존에 운영되는 교회의 부목사로 시무하
다가 본 교회나 다른 교회의 목사로 청빙되어가는 경로와 처음부터 교회를 개척하여 운영하는 방식
이다 . ‘가족교회 ’란 두 번째 경로에 속하는 것으로서 교회 개척초기에 가족을 중심으로 성도를 구성하
고 교회를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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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나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점과,등록교인이 300여명,주일예배 출석
인원이 400~500여명 되는 중소형 교회라는 점에서 교회 내부에서 사회자본이 형
성 ․ 축적되는 과정을 관찰하고 분석하기에 적당한 사례라고 하겠다.물론 S교회
가 한국사회에서의 교회 일반을 대표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인 조사과
정에 있어서의 한계와 S교회가 교인의 수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대형교회와 개척
교회의 중간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그리고 교세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장
로교회임을 감안하여 볼 때,S교회에 대한 사례연구 통해 교회 내에서 사회자본이
형성되는 메커니즘과 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일정정도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
라 생각된다.S교회의 사회자본을 분석하기 위해 100명의 교인을 무작위로 선정하
여 설문조사하였으며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S교회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 사
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S교회응답자들의인구․사회․경제적특성 단위:명
성별 학력 종사 상의지위 교회 내 위치26)

남자 27 초등학교 4 고용자 11 강도사 1 성직자 4여자 73 전도사 3
중학교 0연령

피고용자 28
장로 5 장로/권

사/(안수)
집사

1620대 25 권사 9고등학교 35
30대 18 자영업 13 안수집사 2 평신도1 36대학교 4540대 21 서리집사 47
50대 26 비해당 48 평신도 32 평신도2 43대학원 1660대 10 기타 1
직업 한달가구수입 생활수준 교회 내 조직 참여 및 활동

전문직 26 100만원미만 14 상의 상 1 공식적인 예배만 참여 50사무직 22 중의 하 0100-200만원 27
판매직 4 중의 상 36 1개의 조직에 참여 42200-300만원 28
학생 12 중의 하 42300-500만원 25

가정주부 32 하의 상 17 2개 이상의 조직에
참여 8500-700만원 5무직/은퇴 3 하의 하 3

S교회 응답자들의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설문조사가 주일오전/오후예배,수요예배,
금요철야 예배 및 기타 교회 모임에 나온 성도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진행된 것

26) 본 연구에서는 조사 된 ‘교회 내 위치 ’를 성직자 , 장로/권사/(안수)집사/평신도1/평신도2로 재해석
하였다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론적 주장과 분석틀 ’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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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해 보았을 때 본 조사는 여성이 남성보다 종교 활동에 더 적극적이라는 기
존의 연구 결과를27)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연령은 20대에서 50대 까지 고르
게 분포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의 특성상 직업이 가정주부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의 32%에 달했다.전체응답자의 96%가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학
과 대학원을 졸업한 응답자가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있었다.한달 가구수입은
200-500만원 사이가 전체의 53%를 차지하였는데 이를 통해 S교회가 중산층을 중
심으로 운영되는 교회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생활수준을 묻는 질문에서도
중산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8%에 달했는데 이는 응답자들 스스로도 자신들을
중산층이라 인지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구체적인 연구의 방법에 있어서는 양적 방법인 통계적 연구방법과 질적 방법

인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통계적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2003년도 기초학문육성 인문사회분야지원사업과제로 선정된 “한국의 사회자본:
전통사회와 현대사회의 사회자본 비교연구”28)의 일환으로 수행된 설문조사를 통
해 확보하였다.29)설문조사는 전술한 바와 같이 교회의 공식적인 예배 및 교회 내
의 다양한 모임에 참석한 교인들을 대상으로 1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설문조

27) “......종교성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든지 모든 연구는 거의 예외 없이 여성의 종교성이 남성보다 강
하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 .”, (이원규 ,「종교사회적 관점에서 본 교회여성의 교회생활과 여성의식 ․ 

사회의식」, Vol.45, No.0, 2002)

28)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주최,연구책임자:유석춘,과제번호:KRF-2003-074-BS0033
29)이 조사는 한국사회의 사회자본의 실태와 속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S
교회를 포함하여 총 8개 집단의 사회자본의 특성과 실태를 설문지를 통해 파악하기 위함이었다.구
체적인 조사 집단과 그 선정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 집단 조사대상 조직 선정 이유
종친회 선산 류씨 문절공파 종친회 한국인의대표적인연결방식으로서연고집단

사회자본으로서의 기능/역할에관한논의분분동창회 중앙고등학교 65기
향우회 재경안동향우회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 대표적인 자발적 결사체

시민성 또는 연고성에 관한 논의 분분
교회 성지교회 종교를 매개로 하는 공동체
아파트1) 방배동 엘지자이 아파트 현대 한국인의 대표적인 주거형태

일상적인 관계맺기의 유형
어촌계 울산 주전동 어촌계 도구적 연결망의 대표적인 방식인력시장 건설일용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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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04년 12월 15일부터 2004년 1월 15일까지 약 한
달 동안에 걸쳐 실시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회자본의 세 가지 구성요소(호혜성,신뢰,연결망)

와 이를 각각 표준화하여 합산한 ‘사회자본 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응답자
의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교회 내의 위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수집된 자료는 SPSS12.0forWindows를 통해 분석되었다.
양적 연구방법과 더불어 질적 연구방법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교회 내에서 축

적되는 실질적인 경험들을 규명하고 그것의 구체적인 발현 형태와 과정을 파악하
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질적 연구방법의 일
환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는데 인터뷰 대상자는 S교회에서 장로나 권사와 같은 중요
한 직분을 맡고 교회에 다양한 조직에서 리더로서 역할 하는 교인과 일반 성도지만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닌 교인을 구분하여
선정하였다.또한 교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S교회에서 부목사로 시
무하고 있는 F강도사30)를 인터뷰 하였다.인터뷰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표 2>인터뷰 대상자의 특성

성별 나이 직분 직책31)
F강도사 남 36 강도사 행정,예배,성장,사역,교육개발원,청년부
S장로 남 70 장로 사역개발원원장
K권사 여 56 권사 사역개발원경조사팀장 /구역장 /성가대 대원
W권사 여 65 권사 구역장
Y집사 여 49 집사 여전도회 총무 /구역장
J집사 여 50 집사 사역개발원주방팀장
Y집사 여 56 집사 구역장

30)강도사는 목사와 전도사의 중간 단계에 있는 직책으로서 ‘부목사가 없을 경우’교회의 실질적인 운
영과 교회 각 부처의 행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31)개별 교회마다 조직적 특성과 목회자의 목회비젼을 반영한 상이한 교회 내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S교회의 경우 7개의 개발원(예배개발원,교제개발원,성장개발원,사역
개발원,증거개발원,행정개발원,교육개발원)을 구성하고 개발원 산하의 세부 조직을 통해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각 개발원별로 그 역할과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배개발원은 예배와 찬양에 관련된 모든 분야를 기획,조정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3개의 찬양대’와
‘2개의 찬양팀’,‘안내팀’,‘차량안내팀’,‘성찬팀’,‘강단장식팀’,‘예배중보기도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제개발원은 교회를 처음 출석한 모든 사람(신자/비신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교회에 적응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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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개개개념념념의의의 정정정의의의 및및및 측측측정정정

본 연구를 포함한 “현대 한국사회의 사회자본:전통사회와 현대사회의 비교”2
차년도 연구조사에서 설정한 사회자본의 세 가지요소 즉 호혜성,신뢰,연결망은
그 특성상 계량화하여 측정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그 개념 규정에서부
터 사회자본을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상이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에 그것을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통일된 지표나 합의된 설문내용이 부재한 것이 사실이
다.32)본 연구는 “현대 한국사회의 사회자본:전통사회와 현대사회의 비교”2차년
도 연구조사에서 실시한 신뢰,호혜성의 규범,연결망의 측정 방법과 그 결과에 기
초하여 논의를 진행시키도록 하겠다.

(((111)))호호호혜혜혜성성성

“현대 한국사회의 사회자본:전통사회와 현대사회의 비교”2차년도 연구조사에
서는 도덕적 의무감을 호혜성의 속성으로 파악하고 ‘이해관계의 방향성’,‘예상된
보답의 즉각성’,‘예상된 보답의 등가성’이라는 세 분석 차원에서 호혜성의 개념을
‘일반화된 호혜성’,‘균형잡힌 호혜성’,‘부정적인 호혜성’으로 체계화 시켰으며

은 돕는 일을 하며 권사회,안수집사회,남전도회,여전도회로 구성되어 있다.
성장개발원은 성도들의 신앙적 훈련과 양육에 관한 모든 것을 기획하고,방향을 설정하며 지역별로
구분된 교구를 통해 지역단위의 성도양육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사역개발원은 교회가 운영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역을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주방팀,긍휼사업팀,장
학사업팀,성전미화팀 등등의 다양하고 세부적인 하부체계를 이루고 있다.
증거개발원은 국내외 전도,선교사역을 담당하며 전도팀,국내외선교팀,태권도선교팀,의료팀으로 구
성된다.
교육개발원은 주일학교에 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서 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청년부,
영어예배부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개발원은 6개의 개발원 사역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며 교회의 건물과 재정을 효과적으로 관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위에서 열거한 다양한 조직의 장이나 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성도들로서 교
회 내의 다양한 조직에서 일정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다.
S교회에 대한 자세한 ‘조직 구성도’는 부록2를 참조할 것.

32)실질적인 설문의 설계와 연구의 진행에 있어서는 최종렬의 “신뢰와 호혜성의 통합의 관점에서 바
라본 사회자본”,『한국사회학』38,6,2004.에 기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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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hlins,1972:185-230)33)그것에 기초하여 호혜성을 경험적으로 측정하였다.
일반화된 호혜성(generalizedreciprocity)은 사회자본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내가 타인에게 받은 무언가를 같은 집단에 속한 제 3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의미한
다.시간적으로 그 보답은 장기적이며 관계적으로는 간접적으로 그 혜택이 돌아가
는 상황을 이르는 것이다.‘즉,당사자들만의 교환 관계가 아닌 집단 전체로 교환
이 일반화되는 규범이 작동하는 모습을 일컫는다.이러한 일반화된 호혜성은 장기
적으로 지속되면서 두터운 상호 신뢰가 공유된 공동체적 집단에서 나타나는 규범
으로 집합적 자산으로서의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핵심이 된다.’34)
균형 잡힌 호혜성은 일반화된 호혜성에 비해 교환이 등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시간적으로는 그 보답이 즉각적이며 관계적으로는 직접적인 보답
이 이루어지게 된다.시장에서의 교환 행위가 대표적인 균형 잡힌 호혜성의 예가
될 수 있겠다.반면 부정적 호혜성은 상호교환이 부재한 상황으로서 호혜성의 규
범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호혜성을 경험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일반화된 호혜성,균형잡힌 호혜성,부

정적 호혜성이 5점 척도(-2/-1/0/1/2)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호혜
성의 구성요인과 측정 척도는 <표 3>과 같다.
<표 3>호혜성의 구성요소와 측정 척도

구성
요소 측정 부정적 호혜성

(-2점)
균형잡힌 호혜성

(0점)
일반화된 호혜성

(2점)

호혜성

이해
관계의
방향성

평소 누구의 입장과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가?(문9)

전적으로 나의
입장 반반이다 전적으로 그

사람의 입장

보답의
즉각성

호의에 대한 보답은 얼
마나 빠르게 이루어져
야 하는가?(문10)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반반이다 보답이 아무리

늦어져도 상관없다

보답의
등가성

보답의 정도 또는
크기는 어떠해야
하는가?(문11)

내가 대접한
것보다 훨씬 더
나아야 한다

반반이다
내가 대접한 것에
훨씬 미치지
못해도 괜찮다

33)호혜성에 대해 가장 체계적으로 고찰한 사람은 셀린스(Sahlins,1972)이다.그는 이해관계의 방향
성,예상된 보답의 즉각성,예상된 보답의 등가성이라는 세 분석적 차원을 통해 호혜성의 개념을 일
반화된 호혜성,균형잡힌 호혜성,부정적 호혜성으로 정교화 하였다.

34)장충권,‘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자본-연결망,신뢰,호혜성을 중심으로-’,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과,2005.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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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척도를 기준으로 ‘호혜성 지수’(ReciprocityIndex)를 산출하였는데 이
는 응답자가 택한 최대 5명의 교인들에 대한 ‘이해관계의 방향성’,‘보답의 즉각성’,
‘보답의 등가성’의 평균을 합산한 것이다.

(((222)))신신신뢰뢰뢰

신뢰의 경우에도 높은 신뢰-낮은 신뢰 또는 사적 신뢰-공적 신뢰(제도적 신뢰)
로 구분하던 기존 연구의 틀에서 벗어나 ‘배경적 기대’,‘구성적 기대’,‘불신’으로
유형화하였다.일반적으로 신뢰는 타자가 자신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
을 것이라는 주관적인 믿음으로 정의된다.‘주커(Zucker,1986)에 따르면 신뢰는
모든 교환을 이해하는데 기본이 된다고 말하면서 “사회학적 견지에서 신뢰는 교환
에 참여한 사람들이 공유하는 일련의 기대”로 정의한다.그는 이와 같은 신뢰의
개념을 행위의 일반적 틀로서 누구에게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공통의 이해관계로
서의 ‘배경적 기대’와 특정한 영역,교환,상호작용 등에 좀더 한정적인 맥락이나
상황을 규정하는 규칙들로서의 ‘구성적 기대’로 구분한다.’35)
본 연구에서는 상호 관계에서 신뢰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불신’으로 설

정하여 측정하였다.경험적인 측정에 있어서는 호혜성과 마찬가지로 신뢰가 5점
척도를 통해 연속선상에 놓여있다고 보았다.따라서 2에 가까울수록 ‘배경적 기대’,
0에 가까울수록 ‘구성적 기대’,-2에 가까울수록 ‘불신’에 해당된다.신뢰를 측정하
기 위해 구성원간의 기대가 깨어진 위기상황을 설정하여 개인들이 어떻게 반응하
는 가를 측정하였다.이를테면 상대방이 3달치 생활비를 빌려가서 갚지 못했다는
경우를 가정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이 그러한 위기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것이며 계속 기다리겠다는 대답에 대해서
는 2점,위기상황을 초래한 상대방을 믿을 수 없기에 법적인 소송을 해서라도 받
아내겠다면 -2점을 부여하였다.이와 같은 방식으로 상대방이 자신에 대한 험담을

35)위의 논문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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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다닌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보고 ‘나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기에 내가
참는다’를 2점,상대방이 잘못하는 것이므로 관계를 끊는다면 -2점을 부여하였다.
신뢰의 구성요소와 측정 척도는 <표 4>와 같다.

<표 4>신뢰의 구성요소와 측정 척도

구성
요소 측정 불신

(-2점)
구성적 기대
(0점)

배경적 기대
(2점)

신뢰

물질적
기대

3달치 생활비를
빌려가서 갚지 않
을 경우의 대처
(문12)

법적인 소송을
해서라도 돈을
받아낸다

반반이다
돈을 갚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기다린다

비물질
적 기대

나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
을 들었을 경우의
대처 (문13)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과의관계를끊는다

반반이다 나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참는다

신뢰회복
의 방법

기대에 어긋나
는 처신을 할
경우의 대처
(문14)

기존에 있는
법이나 규칙 같은
절차를 통해서
해결 한다

그사람과나를모두알
고있는다른사람을통
해서왜그러는지알아본
다

직접 그 사람을 만나서
확인해 본다

신뢰의 경우에도 호혜성과 같은 방법으로 ‘신뢰 지수’(TrustIndex)를 산출하였
다.

(((333)))연연연결결결망망망

연결망의 측정에 있어서는 상호작용의 빈도,친근성,관계의 지속성을 모두 고
려하여 “연결망 지수(networkindex)”를 개발하였다.일반적으로 연결망의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상호작용의 빈도,연결망의 밀도,관계의 지속성 등이 쓰인
다.이러한 기존의 측정 항목과 함께 관계의 중복성과 관계 내에서 교환되는 자원
의 총량을 추가하였다.이는 응답자와 응답자가 연결된 개인과의 관계가 중복될수
록,교환자원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총량이 많을수록 연결망의 강도가 강할 것이
라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어떤 응답자와 그 응답자와 연결된 한
개인의 관계가 친인척이면서 학교 동문이고,직장동료인 경우라면 하나의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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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것보다 연결 강도가 강할 것이며,상호 교환되는 자원의 중류가 정보,재
화,용역,위세 등으로 다양하고 그 총량이 많을수록 더욱 강한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연결망 지수의 경험적인 측정은 연결망의 구성요소 각각을 표준화하여 합산하였

다.5개의 연결망 구성요인이 다른 척도에 의해서 측정된 것이기에 각각의 구성요인
을 표준화 한 것이다.연결망의 구성요소와 그 측정 기준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연결망의 구성요소와 측정 척도36)

구성요소 측정 척도

연결망

교환의
빈도

실제로 만나는 빈도
(문8-1)

① 거의 매일 ② 1주일에 한번
③ 1달에 한번 ④ 3-4달에 한번
⑤ 6개월에 한번 ⑥ 1년에 한번
⑦ 하지 않는다

전화를 주고 받는 빈도
(문8-2)

인터넷으로 만나는
경우(문8-3)

지속성 서로 알고지낸 기간
(문3-11) 1년 단위

교환
자원의 총량 교환되는 자원 (문6,7) ① 정보 ② 용역 ③ 위세

④ 재화 ⑤ 위로 ⑥ 평판

밀도 서로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인지 여부 (문4) 실제로 연결된 관계 수/연결 가능한 관계 수

관계의
중복성

응답자와 어떤 관계인가
(문3-2)

① 친(인)척
③ 초중고교 동문
⑤ 이웃
⑦모임/단체의 회원

② 직장상사/동료/부하
④ 대학 동문
⑥ 같은 고향 사람
⑧ 기타

‘연결망 지수’(NetworkIndex)는 ‘호혜성 지수’와 ‘신뢰지수’와 달리 연결망 지
36)교환의 빈도는 대면적 접촉,전화접촉,인터넷접촉으로 구분되며 “① 거의 매일,② 1주일에 한번,
③ 1달에 한번,④ 3-4달에 한번,⑤ 6개월에 한번,⑥ 1년에 한번,⑦ 하지 않는다”의 항목으로 구
성되어 있다.면대면 접촉이 전화 접촉이나 인터넷 접촉 보다,전화 접촉이 인터넷 접촉 보다 연결
망의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전제하고 대면 접촉에는 3의 가중치를 전화접촉에는 2
의 가중치를 두고 인터넷 접속에는 1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또한 ‘① 거의 매일’에서 ‘⑦ 하지 않
는다’는 7개의 응답을 0에서 6점까지 부여한 후에 합산하였다.
관계의 중복성은 응답자와 응답자가 언급한 각 개인들 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복 되어 있는 가를
측정한 것으로서 ‘① 친(인)척’부터 ‘⑧ 기타’까지 최소 1에서 최대 8까지의 값을 갖는다.예를 들어
응답자와의 관계가 ‘② 직장상사/동료/부하’,‘③ 초중고교 동문’,‘④ 대학 동문’,‘⑤ 이웃’이라면 관
계의 중복성은 4가 되는 것이다.
교환 자원의 총량은 응답자와 응답자가 언급한 각 개인들 사이에 어떠한 자원이 얼마만큼 오고
갔는가를 지수화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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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를 표준화하여 합산하였는데 이는 ‘연결망 지수’를 구
성하는 밀도,교환의 빈도,지속성,관계의 중복성,교환자원의 총량이 다른 척도로
측정되었기 때문이다.

333...이이이론론론적적적 주주주장장장과과과 분분분석석석틀틀틀

사회자본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결사체 내에서의 전면적인 상호교섭과
대면적 접촉이 전제되어야 한다.그러나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시장의
원리에 따른 무한경쟁 체제 속에서 호혜성과 신뢰에 기반 한 자발적 결사체 내에
서의 경험은 소멸되고 있으며 개별 행위자들의 소외와 고립은 심화되었다.이러한
사회 병리적 현상을 해결하고 사회자본을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종교
단체,그 중에서도 교회가 주목받고 있는데,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교회가 도시화
․ 근대화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주기적인 대면적 접촉을 제도화한 조직이기 때문
이다.또한 교회는 종교적 교리에 기반 한 일반화된 호혜성과 상호 신뢰 규범을 내
면화하고 그것을 통한 조직 구성원 간의 관계맺음이 이루어지며,파편화된 개인들
이 완성적 동기37)에 의해 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으로서 역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의 연구 결과에 기반 하여 교회 내에서 형성되는 사회자

본의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즉 교회 내의 어떠한 요소가 타인
에 대한 이타적 행위를 유도하고,타인이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
음을 강화시키며,개인과 개인을 더욱 강하고 밀접하게 연결시켜주는 것인가 하는
물음에 답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험적인 분석을 위한 종속변수로서 호혜성,신뢰,연결망을 지수화 한 ‘호혜성

지수’(ReciprocityIndex),‘신뢰 지수’(TrustIndex),‘연결망 지수’(NetworkIndex)

37)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로서 호혜성 ․ 신뢰 ․ 연결망을 설정하였다.각각의 구성요
소는 다시 ‘일반화된 호혜성 /균형잡힌 호헤성’,‘배경적 기대 /구성적 기대’,‘강한 연대 /약한 연
대’로 구분되는데,‘일반화된 호혜성 /배경적 기대 /강한연대’가 하나의 범주로 묶어 ‘완성적 동기
에 의한 사회자본’으로 규정하였으며 ‘균형잡힌 호혜성 /구성적 기대 /약한 연대’를 또 다른 범주
로 묶어 ‘도구적 동기에 의한 사회자본’으로 개념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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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들 세 가지 지수를 표준화 하여 합산한 ‘사회자본 지수’(SocialCapitalIndex)
를 설정하였다.각각의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로서 조사 대상이 된 ‘S교회 교인
들의 인구 ․ 사회 ․ 경제적 속성’과 ‘교회 내에서의 위치를 설정하였다.
교인들의 ‘인구 ․ 사회 ․ 경제적 속성’에는 ‘성별’,‘연령’,‘학력’,‘수입’이 포함

된다.교인들의 인구 ․ 사회 ․ 경제적 속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이유는 소득이
나 학력 등과 같은 개인의 속성이 교회 내에서 사회자본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
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한국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증진을 위한 박희봉 ․
김명환의 연구에 의하면 남성이 여성보다 신뢰의 수준이 높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집단 내 협력과 정보공유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희봉 ․ 김명환,
2001:230).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사회자본을 분석한 장충권의 연구(2005:63)에 있
어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타인에 대한 신뢰가 높게 나타나며 수입이 많을수록 일반
화된 호혜성의 경향을 띠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험적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조사 대상인 S교회 교인들의 개인적인 속성이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고 개인적 속성이 사회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하여 보고자한다.
‘교회 내의 위치’는 교회 내에서의 직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형식상 ‘담임목

사’,‘부목사’,‘강도사’,‘전도사’,‘장로’,‘권사’,‘(안수)집사’,‘서리집사’,‘평신도’로
구분될 수 있다.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의 형성과 축적에 있어서 교회 내
의 위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미 있는 분석을 위해 제도적인 직분의 구분에서
벗어나 경험적이고 맥락적인 차원에서 교회 내의 직분을 재해석 하였다.즉,‘담임
목사’,‘부목사’,‘강도사’,‘전도사’를 ‘성직자’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었으며 ‘장로’,
‘권사’,‘(안수)집사’를 ‘장로/권사/(안수)집사’의 범주로 묶어 통계 처리하였다.장로
와 권사의 경우 교회 헌법상 일정한 자격조건과 심사38)를 거쳐야만 직분의 획득이

38)헌법,정치,제5장 치리장로,제2조 장로의 자격,“만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서 흠 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디모데 전서 31:1~7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헌법,정치,제13장 장로 집사 선거 및 임직,제1조 선거방법,제 2조 임직 승낙,“치리 장로와 집사
는 각 지교회가 공동의회 규칙에 의하여 선거하되 투표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단,당회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헌법,정치,제13장 장로 집사 선거 및 임직,제 2조 임직 승낙,“치리 장로 혹은 집사를 선거하여
노회가 고시 승인하고(집사는 제외한다.)선거된 본인도 승낙한 후에 당회가 임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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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며 실제적인 역할에 있어서도 믿음의 선배이자 인생의 선배로서 일반 교인
들에게 종교적 ․ 도덕적 모범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장로와 권사를 하나의 범주
로 설정하였다.(안수)집사를 장로와 권사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은 (안수)집사 또
한 장로나 권사의 직분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자격조건과 심사를 거쳐야 하며 교인
들의 일반적인 직분의 이해에 있어서도 (안수)집사는 장로와 평신도의 중간단계로
서 교회 내의 다양한 활동에 있어서 비중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 인지되기
때문이다.즉,제도적인 차원에서 장로와 권사,안수집사의 직분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교회 내 역할의 의미와 교인들의 이해에 있어서는 장로,권사,(안
수)집사가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리집사와 평신도 직
분을 맥락적으로 재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교회에서 서리집사가 가지고 있
는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서리집사는 본래 교회 헌법에 명시된 (안수)집사를
세울 형편이 되지 않는 개척교회에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맡기기 위하여 존재하
였던 임시 직분으로서 그 임기 또한 1년으로 제한되어 있었다.그러나 ‘현재 한국
교회에서는 회중의 선출과정을 거치치 않은 서리집사가 마치 일종의 대우차원 혹
은 교인 관리차원에서 주어지는 직분처럼 되어 있다.’39)바꿔 말하자면 한국교회
에서 서리집사는 ‘집사’라는 직분의 명칭만을 가지고 있을 뿐 교회 내의 실제적인
활동과 역할기대에 있어서는 평신도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이러한 입장
에서 본 연구는 자신의 직분을 서리집사라고 답한 응답자들을 모두 평신도의 범주
로 묶고 교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조직에서의 활동여부에 따라 평신도를 두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다.교회 내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무엇이냐는 설문 문항 Q13에

헌법,헌법규칙,제8장 각종고시,제12조 장로,집사와 권사고시,
“1.장로고시

장로고시 청원자는 소속노회의 규칙에 따라 장로고시 청원서를 제출하고,다음과 같이 고시에
응시한다.

(1)필기고사 1)성경 2)소교리문답 3)교회정치 4)기타(소속 노회가 정한 과목)
        (2) 구두시험
           필기고사에 합격한 자에게 구두로 고시한다.

2.집사와 권사의 고시
집사 또는 권사의 고시는 장로고시 절차에 준하여 그 당회의 정한 바에 따라 고시한다.”

39)이광호.(2005).“직분에 관한 개혁주의적 이해-한국교회 직분의 정체성과 관련하여”.조직신학연구
제6호 pp.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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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하여 S교회 내의 다양한 조직에서 일정한 직책을 담당하고 있는 평신도를 ‘평
신도 1’로 범주화 시켰으며 아무런 직책도 맡고 있지 않는 평신도를 ‘평신도 2’로
범주화 시켰다.교회 헌법에서 집사의 직무40)를 교회 내의 서무,구제,회계 등으로
규정한 것을 감안하여 보았을 때 S교회의 행정 및 예배를 위한 다양한 조직41)에
참여하고 있는 ‘평신도 1’의 범주에 포함된 교인들이 의미상으로는 집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분류기준에 근거하여 교회 내의 위치
를 성직자,장로/권사/(안수)집사,평신도 1(의미상의 집사),평신도 2로 범주화하
였으며 이러한 교회 내의 직위가 사회자본과 사회자본의 세 가지 구성요소에 미치
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자본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에 의하면 조직 내 상층에 있는 임원들은 조직

의 사회자본을 착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논의되어 지고 있다.(Bourdieu,
1986;Lin2001)조직 내의 위계적 구조는 상호 협력과 신뢰 및 호혜성의 증대를
가져오지 못하고 상호 배반과 착취의 관계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조직 내의 중심부를 이루는 구성원과 주변부를 이루는 구성원
들 간의 관계맺음이 상호배반과 착취로만 귀결되는 것이 아니며 이타적 규범과 상
호신뢰의 내면화를 통해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자원이 전이될 수 있으며 이러한 조
직적 환경이 오히려 사회자본의 형성에 긍정적인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음을 교회의
사례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물론 교회 내에 존재하는 중심과 주변의 구분은 여타
의 조직에서와 같이 사회 ․ 경제적 지위나 서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하지만

40)교회 헌법에 명시된 집사의 조건 및 직무는 다음과 같다.
제 7장 집사
제55조 집사의 자격
집사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35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자 입교인으로 무흠히 5년을 경과한 자.
2.좋은 명성과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자.
3.행위가 복음적이고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딤전3:8-13).

제56조 집사의 직무
집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빈곤한 자를 돌보며 교회의 서무,회계와 구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다.
제57조 집사의 선택
집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41)S교회 내에 존재하는 조직의 성격과 역할에 대해서는 각주 24와 부록 2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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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유지되는 과정에서 공식적 ․ 비공식적으로 직분에
따른 역할기대가 다르게 주어지게 된다.장로나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교인
들에게는 믿음의 선배로서 혹은 교회의 어른으로서 새로운 교인이나 일반 교인들
에 대해 보살핌과 관심의 책임이 주어지게 되고 교회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
할을 부여받게 된다.일반 교인들은 연장자이자 교회의 원로인 장로나 권사에게
일상의 삶이나 신앙적인 측면에서 자신들의 어려움을 토로하게 되고 위로와 안정
을 얻게 된다.이러한 관계맺음을 통해서 일반교인들은 장로나 권사에 대한 존경
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즉 교회 내에서 신앙의 성숙정도에 따라 중심과 주변이 구분되며 중심부의 구

성원들은 도덕적 ․ 규범적 ․ 종교적 준거에 근거하여 물질적 ․ 비물질적 자원을
베풀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여받게 되고 주변부의 구성원들은 그러한 중심부 구
성원들의 실천을 하나의 본보기로서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이러한 교회의 조직적
환경이 사회자본의 형성과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 교회 내에서
사회자본이 형성 ․ 축적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분석하여 볼 것이다.
<그림 1>은 S교회의 사회자본과 그것의 결정요인을 설명하기 위하여 선택된

독립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분석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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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교회 사회자본 분석을 위한 분석틀

이와 같은 분석틀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다른 조건
의 영향력은 일정한 것으로 통제하였다.

Ⅰ.교인들의 인구 ․ 사회 ․ 경제적 속성이 사회자본의 세 가지 구성요소와 이
들의 합으로 산출된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Ⅱ.교인들의 교회 내 위치가 사회자본의 세 가지 구성요소와 이들의 합으로 산
출된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교인들의 인구 ․ 

사회 ․ 경제적 속성

성별

연령

교육년수

평균수입

교회 내 위치

성직자

장로/권사/(안수)집사

평신도1

평신도2

호혜성

신뢰

연결망

사회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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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상에서 언급한 두 가지 가설의 검증을 통해 교회 내에서 사회자본
이 형성 ․ 축적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살펴보고 사회자본의 형성과 종교가 가
지고 있는 관련성을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차원에서 분석하여 볼 것이다.또한 조
직 내 사회자본의 형성에 있어서 어떠한 요인들이 결정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가를 살펴보고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함의와 역할에 대한 가
능성과 한계를 고찰하여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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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SSS교교교회회회 사사사회회회자자자본본본의의의 특특특성성성

본 장에서는 사회자본의 결정요인에 대한 세 가지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S
교회 내에서 형성되는 호혜성,신뢰,연결망의 특성을 설문조사 된 내용을 토대로
‘개념의 정의 및 측정’에서 언급한 방식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111...SSS교교교회회회의의의 호호호혜혜혜성성성

사회자본의 핵심 개념인 호혜성은 인류학적 연구들에 의해 주목받게 된 개념으로
서 도덕적 의무감에 바탕을 둔 교환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Malinowski,1932,
Mauss,1990,Polanyi,1945,1957)
본 연구에서는 호혜성의 개념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의 방향성’,

‘예상된 보답의 즉각성’,‘예상된 보답의 등가성’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호혜성을 측
정하고 그것을 ‘일반화된 호혜성’,‘균형 잡힌 호혜성’,‘부정적 호혜성’으로 유형화 하
였다.(Sahlins,1972:185-230)
‘이해관계의 방향성’에 관한 설문문항은 “평소 누구의 입장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생

각하는가?”이며 설문 응답자가 ‘전적으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부터 ‘전적으로 나의 입
장’까지 5점 척도(2/1/0/-1/-2)로 답하도록 하였다.
‘예상된 보답의 즉각성’에 해당되는 설문 문항은 “만약 상대방의 가족을 모두 귀하

의 댁으로 초대하여 저녁식사를 대접한 경우 그것에 대한 보답은 얼마나 빠르게 이루
어져야 하는가?”이며 이 질문에 대해서 ‘보답이 아무리 늦어져도 상관없다’에서 ‘최대
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까지 5점 척도(2/1/0/-1/-2)로 답하게 하였다.
‘예상된 보답의 등가성’의 경우 설문 항목은 “만약 상대방의 가족을 모두 귀하의 댁

으로 초대하여 저녁식사를 대접한 경우 그것에 대한 보답의 정도와 크기는 어떠해야
하는가?”이며 이에 대해서 ‘내가 대접한 것에 훨씬 미치지 못해도 괜찮다’에서 ‘내가 대
접한 것보다 훨씬 더 나아야한다’까지 5점 척도(2/1/0/-1/-2)로 답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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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S교회 호혜성의 속성 (N=100,Totalresponses=461)

-2 -1 0 1 2
부정적 호혜성 균형 잡힌 호혜성 일반화된 호혜성

호혜성

이해관계의
방향성

평소 누구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가?(문9)
9(2.0%) 41(8.9%) 222111111(((444555...888%%%))) 163(35.4%) 37(8.0%)
50(10.8%) 211(45.8%) 200(43.4%)

보답의
즉각성

호의에 대한 보답은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문10)
39(8.5%) 20(4.3%) 112(24.3%) 24(5.2%) 222666666(((555777...777%%%)))

59(12.8%) 112(24.3%) 290(62.9%)

보답의
등가성

보답의 정도 또는 크기는 어떠해야 하는가?(문11)
14(3.0%) 7(1.5%) 107(23.2%) 40(8.7%) 222999333(((666333...666%%%)))

21(4.6%) 107(23.2%) 333(72.2%)

<표 6>은 S교회의 호혜성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 문항 9~11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타인과의 관계맺음에 있어서 나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지,아니면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는지를 물어보고 그것에 기초하여 ‘이해관계의 방향
성’을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45.8%가 상대방과 나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으
로 응답하였다.전적으로 혹은 대체로 나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응답은
각각 2%,8.9%이고 전적으로 혹은 대체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 한다는 응답은
각각 8%,35.4%였다.‘전적으로 혹은 대체로 나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응답을 ‘부정적 호혜성’으로,‘나와 상대방의 편의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을 ‘균형
잡힌 호혜성’으로,‘전적으로 혹은 대체로 상대방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는 응답을 ‘일반화된 호혜성’으로 유형화하여 보면 이해관계의 방향성의 측면에서
S교회 교회 교인들은 균형 잡힌 호혜성(45.8%)과 일반화된 호혜성(43.4%)에 기초
한 관계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즉 S교회 교인들은 다른 교인들과의 관계맺음
에 있어서 나와 타인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내가 먼저 타인
을 배려해야 한다는 입장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이러한 현상은 실제
적인 일상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리주의적 관계맺음과 종교적 공동체로
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종교적 ․ 규범적 관계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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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지향이 중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42)S교회의 교인들은 타인과 나의 이익
이 동시에 존중되어야 한다는 균형 잡힌 호혜성의 성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
만 나보다는 타인을 배려해야만 한다는 규범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것이
다.
‘보답의 즉각성’과 ‘보답의 등가성’을 ‘이해관계의 방향성’과 같은 방식으로 부

정적 ․ 균형 잡힌 ․ 일반화된 호혜성의 범주로 구분하여 보면 S교회 교인들은
일반화된 호혜성에 기초하여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나의 호의에 대
한 보답은 아무리 늦어져도 상관이 없으며,또한 그 보답은 내가 베푼 호의에 미치
지 못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 볼 것은 다소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에서 질문한 문

9)-‘평소 누구의 입장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가’-에서는 균형 잡힌 호혜성
과 일반화된 호혜성이 중첩되어 나타나지만 현실적인 실례를 들어 물어본 문10)과
문11)에서는 상대적으로 일반화된 호혜성의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이다.이것은 비단 S교회에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설문 조사의 대상이 된 7
개의 집단 모두에서 확인되는 사실이다.설문의 응답을 토대로 S교회를 포함한 8
개 집단의 ‘이해관계의 방향성’,‘보답의 즉각성’,‘보답의 등가성’을 수량화하여 측
정한 결과 ‘이해관계의 방향성’의 평균은 1.13,‘보답의 즉각성’은 3.40,보답의 등가
성은 4.34로 확인 되었다.43)즉 S교회를 포함한 8개 집단 모두 ‘이해관계의 방향성’
보다는 ‘보답의 즉각성’이나 ‘보답의 등가성’이 상대적으로 일반화된 호혜성의 경

42)S교회의 경우 조사 대상이 된 7개의 집단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일반화된 호혜성의 규범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 진다.이는 S교회가 종교단체로서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서 종교단체 내
에서 호혜성의 규범이 종교적 교리에 의해 강제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3)집단별호혜성의수준비교 단위:평균(표준편차)
종친회
N=59

동창회
N=100

향우회
N=84

어촌계
N=102

시민단체
N=100

교회
N=100

아파트
N=71

인력시장
N=100

Total
N=716

이해관계
방향성

1.19
(2.31)

0.37
(2.17)

0.39
(2.55)

5.00
(4.57)

0.82
(2.72)

1.78
(3.25)

0.23
(1.52)

0.25
(2.64)

1.33
(3.31)

보답의
즉각성

2.05
(6.15)

4.41
(5.53)

3.60
(6.87)

6.52
(5.04)

2.04
(5.95)

4.58
(5.97)

0.14
(3.91)

2.35
(6.46)

3.40
(6.07)

보답의
등가성

2.85
(5.38)

5.02
(4.62)

5.05
(5.48)

6.61
(4.73)

2.97
(5.16)

5.91
(4.80)

1.39
(3.11)

3.54
(4.77)

4.34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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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띠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현상은 두 가지 차원에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
각된다.첫 번째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에서는 ‘나’의 이해와 ‘타인’에 대한
이해를 동시에 고려하지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나’보다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우선시 한다는 것이다.두 번째는 일정한 경계를 가지고 구성
원들 간의 상호교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조직들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에서 ‘나’와 ‘타인’과의 관계가 둘만의 문제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조직 내의 다른
사람들의 관계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이러한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 자신의
이해관계를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절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조사 대상이 된 7개의 집단과 S교회의 호혜성 지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각 영

역별로 S교회가 어촌계 다음의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교회 내 구성원 간의
상호 교섭에 있어서 종교 교리에 의한 호혜성의 규범과 사회적 압력이 여타 집단
에 비해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22...SSS교교교회회회의의의 신신신뢰뢰뢰

신뢰는 호혜성과 더불어 주요한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이다.본 연구에서는 신뢰
를 경험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세 가지 차원 -‘물질적 기대’,‘비물질적 기대’,‘신
뢰회복의 방법’-에서 질문을 구성하고 설문의 응답에 기초하여 신뢰를 ‘배경적 기
대’,‘구성적 기대’,‘불신’으로 유형화 하였다.44)신뢰는 그 속성상 평상시에는 인지

44)신뢰를 ‘배경적 기대’,‘구성적 기대’,‘불신’으로 유형화 한 것은 주커(Zuker,1986:57)의 논의에 기
초한 것이다.배경적 기대와 구성적 기대,불신에 대한 개념은 최종렬의 연구(최종렬,2004)를 참고
할 것.
‘......공통의 알려진 세계의 일부로 당연시되는 공동의 기대는 신뢰의 한 요소일 뿐이다.주커는 슈
츠를 따라 이를 배배배경경경적적적 기기기대대대(((bbbaaaccckkkgggrrrooouuunnndddeeexxxpppeeeccctttaaatttiiiooonnnsss)))라 부른다.이는 두 가지 특성을 지닌다.
첫째는 일상생활의 태도인데 이는 집합체의 진실한 성원들이 공유하는 일련의 표준화된 신호와 약
호규칙을 통해 창조된 것이다.둘째는......동일한 해석적 틀을 사용하고 사건들을 동일한 전형적 방
식으로 본다고 가정하는 것을 말한다.배경적 기대는 짧게 말해 한 집합체의 성원들이 공유하는 상
징과 해석틀을 말한다.......배경적 기대는 뒤르케임이 말하는 하나의 집합의식만이 존재하는 기계적
연대와 상통한다.......신뢰의 다른 한 요소는 맥락 또는 상황ㅇ르 정의하는 규칙인데,주커는 이를 가
핀겔의 용어를 빌려 구구구성성성적적적 기기기대대대(((cccooonnnssstttiiitttuuutttiiivvveeeeeexxxpppeeeccctttaaatttiiiooonnn)))라 부른다.......구성적 기대는 배경적 기
대에 비해 구체적인 부문,교환,상호작용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이다.......뒤르케임
의 유기적 연대와 그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또 김용학(2004:140)이 말하는 “사건으로서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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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못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깨어졌을 경우를 설정하여 그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고 그것을 토대로 신뢰의 정도
를 배경적 기대,구성적 기대,불신으로 유형화 하였다.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물질적 기대’의 경우 “3달치 생활비를 빌려가서 갚지 않

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문하였다.질문에 대한 응답은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라도 돈을 받아낸다’에서부터 ‘돈을 갚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
고 계속 기다린다’까지 5점 척도(-2/-1/0/1/2/)로 구성하였다.
‘비물질적 기대’는 “상대방이 당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보고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
람과의 관계를 끊는다’부터 ‘나에게 잘 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참는다’까지 5
점 척도(-2/-1/0/1/2)로 응답하게 하였다.
‘신뢰회복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떤 식으

로 깨어진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를 물어보았다.구체적인 질문은 “기대에 어긋나
는 처신을 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 하는가”이며 3점 척도(-2/0/2)-‘기
존에 있는 법이나 규칙 같은 절차를 통해서 해결한다’,‘그 사람과 나를 모두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왜 그러는지 알아 본다’,‘직접 그 사람을 만나서 확인해
본다’-로 답하게 하였다.‘신뢰회복방법’의 경우 ‘물질적 ․ 비물질적 기대’와 비교
하기 위하여 5점 척도의 범위로 가정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와도 유사성이 있다......균형 잡힌 호혜성과 짝을 맺는다......불불불신신신과 신뢰는 동일선상에서 서로 양극단
을 차지하고 있는,말하자면 정도의 차이로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다.신뢰와 불신은 오히려 질적으
로 상이한 구성물이라 할 수 있다.불신은 의심의 거부하는 것이고 이는 상황의 유동성을 극대화하
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질서의 수립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최종렬.2004.pp.10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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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S교회 신뢰의 속성 (N=100,Totalresponses=461)

-2 -1 0 1 2
불신 구성적 기대 배경적 기대

신뢰

물질적
기대

3달치 생활비를 빌려가서 갚지 않을 경우(문12)
2(0.4%) 9(2.0%) 135(29.3%) 22(4.8%) 222999333(((666333...666%%%)))
11(2.4%) 135(29.3%) 315(68.3%)

비물질적
기대

나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을 경우(문13)
41(8.9%) 8(1.7%) 222000111(((444333...666%%%))) 46(10.0%) 165(35.8%)

49(10.6%) 201(43.6%) 211(45.8%)
신뢰회복
의 방법

기대에 어긋나는 처신을 할 경우 어떻게 해결하겠는가(문14)
40(8.8%) 138(30.3%) 222777888(((666111...000%%%)))

<표 7>은 S교회 교인들의 신뢰를 측정하여 정리한 결과이다.교회 내 관계맺
음에 있어서 물질적 기대가 깨어졌을 경우 응답자의 63.6%는 돈을 갚지 못할 사
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기다린다고 응답하였다.법적인 소송을 해서라도
돈을 받아낸다는 응답은 전체의 0.4%에 불과하였으며 ‘반반’이라고 답한 경우는
29.3였다.즉,‘물질적 기대’의 차원에서 S교회 교인들은 교회 내에서 연결된 다른
교인들에 대해서 높은 신뢰를 보여주고 있으며 배경적 기대에 기초한 관계를 형성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배경적 기대가 한 집합체의 성원들이 공유하는 상징과 해
석틀임을 감안하여 보았을 때,기독교라는 공동의 의미체계를 가지고 있는 교회에
서 높은 수준의 신뢰와 ‘배경적 기대’의 속성이 확인된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종교
적 속성이 조직 내 구성원간의 신뢰 구축에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Wood,1997,2003)를 경험적으로 확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비물질적 기대’가 깨어진 경우 응답자의 8.9%가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35.8%가 ‘나에게 잘못이 있다
고 생각하고 그냥 참는다’고 답하였다.‘상대방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입장’과 ‘나에
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겠다고 답한 경우가 43.6%로 가
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그러나 5점 척도로 조사된 응답을 3점 척도로 재
구성하여 보면 ‘나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45.8%)>‘나의 잘못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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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 잘못을 동시에 고려하는 입장’(43.6%)>‘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
고 관계를 끊는다는 입장’(10.6%)의 순으로 결과가 조정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이것은 비물질적 기대가 깨어진 경우 상대적으로 구성적 기대에 기초하여 문
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여전히 배경적 기대를 바탕으로 한
관계맺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신뢰회복의 방법’에 있어서 S교회 설문 응답자들의 61.0%는 ‘직접 그 사람을

만나서 확인해 본다’라고 답하였다.‘나의 기대를 깨뜨린 상대방’과 ‘나’를 모두 알
고 있는 제 3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응답은 30.3%,기존의 법이나 제도를
통해 해결한다는 응답은 8.8%를 차지하였다.이러한 조사 결과는 S교회 교인들이
신뢰의 회복에 있어서도 배경적 기대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상대방
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자신의 기대가 깨어진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그것을 통해 이전 관계로의 회복을 꾀한다는 것은 상호간에 높은 수준에서 상징과
해석체계가 공유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이것은 S교회가 동일한 신념체계
를 기반으로 조직된 종교공동체로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호혜성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신뢰 또한 절대적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 아니기에 S교회에서 확인된 신뢰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측정 방법이 적용된 다른 집단과의 비교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S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된 7개의 집단45)과 S교회의 신뢰 지수(Trust

Index)를 비교하여 보면 ‘물질적 기대’의 차원에서는 ‘동창회 >어촌계 >향우회
>교회 >종친회 >인력시장 >시민단체 >아파트’의 순으로 신뢰의 수준이 측
정되었으며 ‘비물질적 기대’의 범주에서는 ‘어촌계 >향우회 >종친회 >교회 >
동창회 > 시민단체 > 인력시장 > 아파트’의 순서로 신뢰의 정도가 분석되었다.
‘신뢰회복의 방법’에 있어서는 ‘어촌계 >동창회 >인력시장 >향우회 >종친회
>교회 >시민단체 >아파트’의 순으로 신뢰의 수준이 측정되었다.46)이러한 집
단별 서열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아파트가 어촌계에 비해 구성적 기대의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지,아파트 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맺음이 전

45)각주 22)를 참조할 것.
46)집단별신뢰의수준비교                                                          단위: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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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구성적 기대에 기초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S교회와 7개 집단의 신뢰를 각 영역별로 비교하여 보면 S교회는 ‘물질적 기대’

의 차원에서는 8개 집단의 평균(5.54)보다 약간 높은 수준(5.95)을 보여주고 있으
며 ‘비물질적 기대’의 영역에서도 8개 집단의 평균(2.57)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
(2.86)이다.‘신뢰의 회복방법’에서는 평균(5.35)을 밑도는 수준(4.76)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신뢰의 차원에서 S교회를 분석하여 보면 S교회는 어촌

계,동창회,향우회,종친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성적 기대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인력시장,아파트,시민단체와 비교해서는 배경적 기대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교회의 신뢰측정 결과와 그것에 기초한 집단별 비교를 종합하여 보면 S교회

의 교인들은 배경적 기대에 근거한 높은 수준의 상호 신뢰를 보여주었지만 S교회
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뢰를 조사한 7개 집단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구성
적 기대의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교 대상이 된 7개 집단의 특성을 살

펴 볼 필요가 있다.S교회보다 상대적으로 배경적 기대의 성향이 강하게 측정된
어촌계,동창회,향우회,종친회는 학연 ․ 혈연 ․ 지연을 매개로 구성된 1차 집단
으로서 높은 수준의 신뢰와 유대를 담지하고 있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계’의 한
종류로서 도구적 동기에 의해 조직이 구성되는 어촌계만이 조금 예외적인데,어촌
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 어촌계가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일상의 생활에서
부터 경제적 이해관계까지 공유하고 있는 전통적 생활공동체이며,높은 정도의 배
경적 기대를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47)

종친회
N=59

동창회
N=100

향우회
N=84

어촌계
N=102

시민단체
N=100

교회
N=100

아파트
N=71

인력시장
N=100

Total
N=716

물질적기대
(S.D.)

5.24
(4.17)

7.49
(3.15)

6.67
(4.29)

7.17
(3.93)

4.21
(4.86)

5.95
(4.23)

1.93
(2.59)

4.66
(4.71)

5.54
(4.39)

비물질적기대
(S.D.)

3.02
(4.74)

2.47
(4.21)

3.07
(5.06)

4.89
(5.08)

2.45
(4.13)

2.86
(5.28)

0.21
(3.26)

1.14
(5.42)

2.57
(4.89)

신뢰회복방법
(S.D.)

5.02
(4.66)

7.20
(3.81)

5.12
(5.02)

7.75
(3.55)

3.72
(5.33)

4.76
(5.82)

2.56
(3.75)

5.68
(5.55)

5.35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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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교회보다 상대적으로 구성적 기대의 범주에 가까운 인력시장,아파트,시민단
체는 근대화 ․ 도시화 이후 생겨난 조직으로서 생득적 ․ 귀속적 특성보다는 구
성원들의 후천적 속성과 이해관계가 조직 구성의 주요한 원리로 작용하는 2차 집
단의 범주에 포함된다.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보았을 때 S교회는 1차 집단 보다는
구성적 기대의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며,2차 집단 보다는 배경적 기대의 성
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신뢰의 측면에서 S교회는 공통의 상징과 의미체계를 가지고 있는 1차

집단의 속성과 도시화 ․ 근대화된 생활공간 속에서 존재하는 2차 집단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조직인 것이다.구성원 간 관계맺음의 동기와 방식에 있어서
는 1차 집단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구체적인 조직의 구성 원리에 있어서는 2차
집단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단체는 개별 행위자들의 통합성과 자율성을 동시
에 만족시켜주는 사회적 공간으로서 역할하고 있다고 하겠다.바로 이점이 사회자
본의 형성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에 주목하게 되는 이유인 것이다.

333...SSS교교교회회회의의의 연연연결결결망망망

본 연구에서는 연결망의 구성요소를 ‘연결망의 밀도’,‘관계의 빈도’,‘관계의 지
속성’,‘관계의 중복성’,‘교환자원의 총량’으로 설정하고 ‘개념의 정의 및 측정’에서
개념화한 방법으로 연결망의 구성요소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합산하여 연결망 지
수(NetworkIndex)를 산출하였다.본 연구에서는 측정된 연결망지수를 토대로 연
결망을 ‘강한 유대’와 ‘약한 유대’로 유형화 시켰으며 각 구성 요소별로 조사된 결
과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11)))연연연결결결망망망의의의 밀밀밀도도도와와와 관관관계계계의의의 중중중복복복성성성

47)최종렬.(2005)“일반화된,너무나 일반화된 호혜성:울산 주전동 어촌계의 사회자본”.한국의 사회자
본:전통사회와 현대사회의 비교 -2차년도 중간발표집 pp.13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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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망의 밀도’는 연결망 전체의 기본적인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연결망의
구성요소로서 기존 연구에서도 연결망의 유형과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빈번하게
사용되는 개념이다.(Granovetter,1973;Marsden,1984;Knoke,1990)
본 연구에서 연결망 밀도는 (시)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를 제외한 사람들

중에서 응답자가 친하다고 꼽은 S교회의 교인들-최소 1명에서 최대 5명까지-간의
상호인지여부를 비율로서 나타내었다.48)즉 응답자가 꼽은 최대 5명의 사람들이
실제로 맺고 있는 관계의 수를 연결가능 한 관계의 수로 나누어 밀도를 측정한 것
이다.측정된 수치가 1에 가깝다는 것은 연결된 개인 모두가 서로 알고 있음을 의
미하는 것으로서 설문응답자와 그(녀)가 꼽은 친한 사람들의 관계가 촘촘하게 연
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그들끼리도 서로 알고 지내
는 촘촘한 연결망이라면 개인에게 집단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조 압력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며 일반적으로 연결망의 크기가 작을수록,혈연 ․ 지연 ․
학연에 기반 한 조직일수록 연결망의 밀도는 높아질 것이라 예상된다.
측정된 S교회의 밀도는 1에 근접한 0.87이었는데 이것은 S교회 내부에서 형성

되는 연결망이 상당히 조밀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개별 교인들의 행위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집단 전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
다.49)즉 연결망의 밀도 측면에서 S교회 교인들은 강한 연대에 기초한 관계를 형
성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연대의 강함과 약함은 구성원들의 관계가 얼마나 중복되어 있는 가를 통

해 가늠할 수 있다.상호 간의 관계가 중복 될수록 개별 행위자들은 상대방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강하게 느끼게 되고 나의 이익보다는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우선
적으로 고려하게 되기 때문이다.

48)설문 문항 중 문4)에 해당된다.
49)S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연결망을 조사한 7개 집단의 연결망 밀도와 비교해보아도 S교회 교인들
이 비교적 촘촘한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어촌계의 연결망 밀도(0.99)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종친회(0.90)> 교회(0.87)> 동창회(0.85)> 아파트
(0.83)> 시민단체(0.81)> 향우회(0.76)> 인력시장(0.70)의 순으로 연결망의 밀도가 측
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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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중복성은 설문지 문항 3-2)50)를 통해 측정하였는데 응답자가 꼽은 친한
5명과 응답자가 어떠한 관계(친인척,직장관계,초중고동문,대학 동문,이웃,같은
고향 사람,모임/단체 회의,교인,기타)인가를 질문하고 중복하여 답하도록 하였
다.이 질문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평균적으로 ‘1.23’개,즉 대략 하나의 관
계만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것은 다른 집단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51)
가장 낮은 수준의 관계 중복성으로서 S교회의 경우 구성원 대부분이 같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일 뿐 여타의 관계로 묶여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어촌
계(2.91)와 향우회(2.12)를 제외한 나머지 집단 모두가 대략 1개의 관계만이 중복
되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교회가 보여주는 낮은 수준의 관계 중복성은 교회만의
특성이라기보다는 급격한 근대화 ․ 도시화에 따른 분절된 형태의 관계맺음의 결
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하여야 하는 사실은 친한 5명과의 관계가 ‘교인 >이웃 >

직장관계 =초,중,고교 동창 >친인척’의 순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52)친한 5명을
모두 같은 교회의 교인으로 통제한 것을 감안하여 보았을 때 교인을 제외한 나머
지 항목들을 살펴보는 것이 설문응답자와 응답자가 꼽은 최대 5명과의 관계가 가
지고 있는 속성을 파악하는데 유의미한 것이라 할 수 있다.‘교인’을 제외한 나머
지 결과를 살펴보면 이웃(45.4%)> 직장관계 =초중고교 동창(19.4%)> 친인척
(10.2%)의 순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물론 교인을 제외하였
을 경우 전체 응답이 108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 설문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S교

50)문3-2)(응답자가 꼽은 5사람은)귀하와 어떤 관계입니까?중복되는 경우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친(인)척 ②직장 상사/동료/부하 ③초,중,고교 동문 ④대학 동문 ⑤이웃 ⑥같은 고향 사람 ⑦모임
/단체의 회원(어떤 모임/단체?: )⑧ 기타(자세히 표기)⑫ S교회의 교인

51)집단별 관계의 중복성
종친회 동창회 향우회 어촌계 시민단체 교회 아파트 인력시장 Total

평균
(표준편차)

1.58
(0.79)

1.34
(0.41)

2.12
(0.66)

2.91
(0.65)

1.61
(0.48)

1.23
(0.41)

1.23
(0.45)

1.35
(0.52)

1.69
(0.78)

52)S교회 교인들의 관계
교인 이웃 직장관계 초중고교 친인척 동향인 모임단체 대학동문 기타

S교회
N=100

462
81.10%

49
8.60%

21
3.70%

21
3.70%

11
1.90%

2
0.40%

2
0.40%

1
0.20%

1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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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교인들 대부분이 ‘이웃’관계로 중복되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그러
나 S교회 교인들의 주소지를 근거로 거주공간을 살펴보면 전체 교인의 41.3%가
교회가 소재한 수서동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중 65%가 ‘수서동 신동아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설문조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S교회 교인들
의 절반 이상은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같은 교회의 교인이자
‘이웃’의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이러한 가능성이 S교회만의
속성인지,아니면 한국 사회에서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인지에 대한
연구는 비교연구를 통해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지만,S교회만을 한정하여 본다
면 S교회는 근대화 ․ 도시화 이후 새롭게 변형된 형태의 근린 공동체로서 지역사
회의 사회자본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토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S교회 교인들은 조밀한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지

만 그것이 관계의 중복성에 기인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덧붙여 교회는 ‘이
웃’이라는 개념이 소멸해가는 현재의 상황에서 새롭게 변형된 근린 공동체의 토대
를 마련해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222)))관관관계계계의의의 빈빈빈도도도와와와 지지지속속속성성성
연결망의 특성을 언급함에 있어서 상호접촉의 빈도는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

공해준다고 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설문을 통해 ‘실제로 만나는 빈도’,‘전화를
주고받는 빈도’,‘인터넷상으로 만나는 빈도’를 물어보고 각각의 응답에 상이한 가
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하였다.53)이는 실제적인 대면 접촉과 전화를 통한 접촉,인
터넷을 통한 접촉이 관계맺음에 있어서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기 때문
이다.7개 집단과 비교해보았을 때54)S교회는 높은 수준의 교환빈도(114.05)를 보

53)실제로 만난 경우에는 3배의 가중치를 전화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2배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자
세한 산출 방법은 각주 28)을 참고할 것.

54)집단별 교환 빈도의 차이
종친회
n=60

동창회
n=100

향우회
n=84

어촌계
n=102

시민단체
n=100

교회
n=100

아파트
n=73

인력시장
n=100

Total
n=719

교환빈도 68.22
(31.69)

83.51
(31.31)

87.07
(28.14)

115.25
(31.69)

109.21
(36.88)

114.05
(29.24)

40.62
(28.64)

110.66
(28.45)

94.39
(3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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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종교단체의 특성상 ‘예배’라는 형식으로 일주일에 적어도
한번,많게는 3~4회 정도 대면적 접촉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교회는 각종 예배와
교회 내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상호접촉의 기회를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제도화
시켰으며 이것에 근거하여 상호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성공과 협력,갈등과 교섭
의 경험 등을 축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여 준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교회의
사회적 기능은 대면적 접촉의 중요성을 언급한 토크빌과 면대면 접촉을 포함한 다
양한 경험들을 제공해 주는 자발적 결사체의 존재를 강조하는 퍼트남 논의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관계의 지속성이란 응답자와 응답자가 알고 있는 최대 5명 사이에 얼마나 오랜

기간을 알고 지냈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S교회는 평균 ‘6.53’년 동안 서로를 알
고 지낸 것으로 확인된다.S교회가 처음 설립된 시기(1981년)를 고려해보고,생득
적으로 조직에 가입되게 되는 여타의 집단(종친회:35년,동창회:30.53년,향우회:
29.20년,어촌계:53.85년)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관계가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지
속된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전통사회나 농촌지역과 달리 이주와 이동이 빈번한
현대 도심의 삶을 감안하여 본다면 ‘6.53’년이라는 시간이 그리 짧은 시간만은 아
닌 것으로 보여 진다.또한 생득적 특성을 지닌 집단과 비교했을 때 교회의 참여와
탈퇴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333)))교교교환환환 자자자원원원의의의 총총총량량량

연결망의 속성은 연결망 내에서 어떤 자원들이 얼마나 상호 교환되는지의 분
포를 살펴봄으로써 파악 될 수 있다.S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원교환의 형태와
종류를 통해 S교회 교인들이 보여주는 관계맺음의 특성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다.본 연구를 위한 설문에서는 교환되는 자원을 정보,재화,위로,용역,위세,평
판의 범주로 나누고 각각의 자원을 연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질문하였다.예를 들어 재화의 경우에는 “급하게 돈을 꾸거나 중요한 물건(자동차
등)을 빌렸다”,위세의 경우에는 “취직이나 승진에 관한 도움을 받았다”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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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각 자원의 범주를 구체화하여 설문하였다.55) 설문된 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S교회 내 자원제공의 종류

자 원  제 공

2 .1 3
2 . 0 5

1 .3 1

0 . 6 9

0 . 4 1

0 .1 3

0

0 . 5

1

1 . 5

2

2 . 5

위 로 제 공 정 보 제 공 평 판 제 공 용 역 제 공 재 화 제 공 위 세 제 공

<그림 3>S교회 내 자원받음의 종류

자 원 받 음

2 . 3

1 . 9 7

1 . 4 7

0 . 7 2

0 . 4 3

0 . 0 6

0

0 . 5

1

1 . 5

2

2 . 5

정 보 받 음 위 로 받 음 평 판 받 음 용 역 받 음 재 화 받 음 위 세 받 음

<그림 2>와 <그림 3>를 통해 S교회 교인들 간에 교환 되는 자원이 위로와 정
보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상대방에게 제공한 것은 ‘위로’>‘정보’이며 가
장 많이 받은 것은 ‘정보’>‘위로’였다.‘정보’가 교회를 포함한 7개 집단 모두에서
가장 많이 교환되는 자원으로 측정된 것을 감안하여 보면 교회에서 교환되는 자원
중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위로’라고 할 수 있다.‘위로’는 정신적 ․ 물질적 어려움

55)별첨된 설문지의 문6)과 문7)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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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누군가에게 토로하고 그것에 대해 마음의 위안이나 정서적 안정을 얻고자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때문에 위로를 제공하거나 받기 위해서는 교인들 간에 상당
한 정도의 상호이해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만 한다.즉 조직 구성원 간의 관계가
강한 연대를 이루고 있을 때 ‘위로’라는 자원이 활발하게 교환되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S교회 교인들의 관계맺음은 교회의 공식 예배나 행사와 같은 제도적 측면
에 의해서 강화되며,그러한 관계에 배태되어 있는 속성은 형식적이거나 도구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이고 정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S교회에서 형성된 관계맺
음은 실질적이고 물질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적 접근이라기보다는 정신적 교
감과 소통을 얻기 위한 정서적 접근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교환자원의 종
류와 함께 교환되는 자원의 총량은 연결망 내 관계 맺음의 성격을 가늠하는 중요
한 척도가 된다.교환자원의 총량은 상대방에게 제공한 6개의 자원과 상대방에게
받은 6개의 자원을 합산한 결과이며 S교회 내에서 자원이 교환되는 정도를 계량
적으로 측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S교회 교환 자원의 총량은 13.67(자원제공 총
량:6.72자원받음 총량:6.95)로서 7개 집단 중에서 어촌계,인력시장 다음으로 높
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56)그러나 어촌계와 인력시장의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조직의 특성상 조직 구성원간의 자원교환이 도구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이런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S교회 교인들 간에
이루어지는 자원 교환의 총량은 앞의 두 조직에 비해 다소 떨어지지만 그 속성은
완성적 동기에 의한 것이며,여기에서 종교단체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S교회 교인들은 밀도가 높은 연결망을 형성하고

56)집단별 교환 자원의 총량
조사집단 종친회

n=59
동창회
n=100

향우회
n=84

어촌계
n=102

시민단체
n=100

교회
n=100

아파트
n=71

인력시장
n=100

Total
n=716

자원받음
총량

6.14
(4.07)

6.03
(4.79)

6.00
(5.09)

10.62
(4.23)

6.08
(4.24)

6.95
(5.12)

2.86
(2.17)

9.01
(6.49)

6.93
(5.20)

자원제공
총량

5.66
(4.67)

5.81
(4.70)

6.33
(4.93)

10.72
(4.07)

5.64
(4.21)

6.72
(5.45)

2.86
(2.28)

8.92
(7.26)

6.80
(5.40)

자원교환
총량

11.80
(8.32)

11.84
(9.15)

12.33
(9.39)

21.33
(8.08)

11.72
(8.05)

13.67
(10.14)

5.72
(4.20)

17.93
(13.21)

13.7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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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그 관계가 중복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관계의 빈도에서는 종교단
체라는 특성상 구성원들 간의 대면적 접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계
의 지속성 또한 이주와 이동이 빈번한 현대사회의 삶을 감안하여 보았을 때 상대
적으로 오랜 기간 지속된다고 할 수 있다.교환 자원의 종류에 있어서는 ‘위로’가
가장 활발하게 오고 갔으며 6개 자원의 총량에 있어서도 높은 수준의 자원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요컨대,S교회 교인들은 강한 연대와 완성적 동기에 근거한 연
결망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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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SSS교교교회회회 사사사회회회자자자본본본의의의 결결결정정정요요요인인인

앞장에서 S교회 교인 간의 관계맺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호혜성,신뢰,연결
망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보았다.그 결과를 7개 집단과 비교해 보았을 때 S교회
교인들은 상대적으로 일반화된 호혜성의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신뢰
와 강한 연대를 바탕으로 교인 간의 관계가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57)
그렇다면 S교회 내에서 형성되는 사회자본의 세 가지 구성요소-호혜성,신뢰,

연결망-의 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또한 각 구성요소를 합산한
사회자본의 총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이론적 분석틀에서 밝힌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과 그것의 세 가지 구성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
수로서 ‘교인들의 인구 ․ 사회 ․ 경제적 속성’,‘교회 내의 위치’를 설정하고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 모델을 구성하는 ‘인구 ․ 사회 ․ 경제적 속성’에는 성별,연령,교육 년

수,평균수입이 포함되며58)교회 내의 위치는 교회 내의 직분을 맥락적 차원에서 재
구성한 성직자,장로/권사/(안수)집사,평신도1(의미상의 집사),평신도2로 구성된다.
사회자본과 그것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회귀모델은

다음과 같다.

Y1=β1(1)X1+β2(1)X2+β3(1)X3+β4(1)X4+β5(1)X5+β6(1)X6+β7(1)X7+
ε1

57)호혜성,신뢰,연결망의 집단별 비교   

호혜성 일반화된 호혜성<-------------- -------------------------------->균형잡힌 호혜성
어촌계 교회 동창회 향우회 인력시장 종친회 시민단체 아파트

신뢰 배경적 기대<-------------------------- ------------------------->구성적 기대
어촌계 동창회 향우회 교회 종친회 인력시장 시민단체 아파트

연결망 강한 연결망<-------------------------- -------------------------->약한 연결망
어촌계 교회 인력시장 시민단체 향우회 동창회 종친회 아파트

58)범주형 변수인 ‘성별’의 경우 남성을 기준으로 더미(dummy)변수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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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2=β1(2)X1+β2(2)X2+β3(2)X3+β4(2)X4+β5(2)X5+β6(2)X6+β7(2)X7+
ε2

Y3=β1(3)X1+β2(3)X2+β3(3)X3+β4(3)X4+β5(3)X5+β6(3)X6+β7(3)X7+
ε3

Y4=β1(4)X1+β2(4)X2+β3(4)X3+β4(4)X4+β5(4)X5+β6(4)X6+β7(4)X7+
ε4

Y1:호혜성,Y2:신뢰,Y3:연결망
Y4:사회자본 (Y4=ZY1+ZY2+ZY3)
X1:성별(남자),X2:연령,X3:학력,X4:수입,X5:성직자,X6:장로/권사/(안수)집사
X7:평신도1(의미상의 집사)
ε1,ε2,ε3,ε4:오차

위에서 제시한 회귀모형에 따라 호혜성,신뢰,연결망과 그것을 합산한 사회자
본 총량을 분석하여 보고 각각의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살펴보
도록 하겠다.

111...SSS교교교회회회 호호호혜혜혜성성성의의의 결결결정정정요요요인인인

S교회의 교인들은 일반화된 호혜성에 기초한 관계맺음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즉,S교회 교인들은 자신의 입장이나 이익 보다는 상대방의 입장과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다.그렇다면 S교회 교인들의 어떠한 속성이
이러한 일반화된 호혜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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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S교회 호혜성의 회귀분석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B Std.Error Beta
(Constant) 7.353 6.982 1.053 .295
성별(남자) 3.535 2.496 .153 1.416 .160
연령 .072 .092 .098 .780 .437
교육년수 -.147 .384 -.047 -.384 .702
평균수입 .001 .008 .015 .131 .896
성성성직직직자자자 11.379 5.663 ...222222000****** 2.009 .048
장로/권사/(안수)집사 4.909 3.642 .178 1.348 .181
평신도1 3.448 2.310 .163 1.493 .139

RSquare=0.128F(p)=1.891(0.080)

*P<0.10,**P<0.05,***P<0.01

호혜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응답자의 인구 ․ 사회 ․ 경제적 속성’,‘교회 내의
위치’를 독립변수로 설정한 분석 결과를 보면 종속변수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
12.8%였다.(P<0.1)각각의 독립변수가 호혜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응
답자의 인구 ․ 사회 ․ 경제적 배경은 호혜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교회 내의 위치에 있어서 성직자(β=0.220)만이 P<0.05수준에서 호혜성에 유의미
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개 집단과 S교회를 호혜성의 측면에서 비교해 보았을 때 S교회는 어촌계 다

음으로 일반화된 호혜성의 경향을 나타냈다.바꾸어 말하자면 S교회 교인들은 7개
집단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자신의 입장보다는 타인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
는 이타적 관계맺음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회귀분석 결과 이러한
일반화된 호혜성에 기반 한 이타적 관계맺음은 성별이나 연령,교육수준이나 평균
수입과는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일반적으로 타인에 대한 이타적
이해는 연령이나 학력 혹은 수입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59)그러나
위의 회귀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S교회 내에 형성된 높은 수준의 일반화된 호혜

59)7개 집단 중 인력시장을 분석한 장충권의 논문(2005)에서는 평균수입이 호혜성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또한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형성을 연구한 박희봉 ․ 김명환의 연구(2001)에서는
지역 구성원의 사회 ․ 경제적 배경이 사회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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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경향은 응답자의 개인적 속성과는 아무런 관련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교회 내 위치에 있어서도 성직자만이 호혜성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 이해와 관용을 요구받는 성직자의 위치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교회 내의 어떤 위치보다도 성직자들은
종교적 ․ 도덕적 차원에서 부과되는 호혜성의 규범을 강하게 내면화하고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교회 내의 위치가 호혜성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심층
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성직자,장로와 권사,집사,평신도가 어떠한 의미를 가
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교회 내의 직
분을 제도적 구분과 더불어 교회 내의 다양한 활동과 종교적 규범에 대한 몰입정
도로 범주화하여 구분하였다.즉,종교적인 관점에서 존재론적 변환의 과정을 “교
회의 입문->주일성수->직분/교회 내 조직의 참여->존재론적 변화->존재론적 변
환의 사회로의 확장”으로 설정60)하였을 때 교회의 입문에서 주일성수의 단계를
평신도2의 위치로,직분/교회 내 조직의 참여의 단계를 평신도1의 위치로,존재론
적 변화와 그것의 사회로의 확장의 단계를 성직자,장로와 권사,안수집사의 위치
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종교단체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이러한 교회 내의 위치 구분은 권위주

의적인 서열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존재론적 변환
단계이자 교회 내 다양한 활동의 적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즉,성직자나 장로/권사가 집사나 평신도 위에서 군림한다기보다는 영적지도
자이자 신앙의 선배로서 교회 내의 다양한 의견과 주장들을 수렴하여 그것을 교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S교회의 경우
담임목사의 청빙과 같은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장로와 권사로 구
성된 ‘담임목사 청빙 위원회’가 교인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하여 적당한 후보
자들을 물색하는 작업만을 수행 할 뿐이며 최종적인 결정은 모든 교인들이 소속된
‘공동의회’61)에서의 투표를 통해 결정된 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60)Warren,Rick.(2002).PurposeDrivenLife.Zondervan.
61)교회의 ‘총회헌법’에서는 공동의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 14장 교회회의 및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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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교회 내 직분의 구분이 종교적 규범에 대한 내면화의 정도와 종교적 차
원에서의 존재론적 변화의 각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평신도들에 비해 성직자
들이 일반화된 호혜성의 형성에 유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위의 분석결과는 자
연스럽게 설명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장로/권사/(안수)집사의 위치나 맥
락적으로 집사직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평신도1의 위치가 평신도2와 비교하여
일반화된 호혜성의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이는
장로와 권사,집사,평신도가 모두 타인에 대한 이타적 이해와 일반화된 호혜성에
기초한 관계맺음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즉,성직자는 그
직분의 특성상 일반 교인들에 비해 일반화된 호혜성의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지
만 일반성도들의 교회 내 위치의 차이는 일반화된 호혜성의 형성과 관련하여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즉,교회 내에서 형성되는 강한 수준의 일반화된
호혜성은 교회 내의 위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종교단체가 기본적으로 담

     제105조 공동의회 *5
1.회원
공동의회 회원은 그 개체교회 무흠 입교인으로 한다.
2.소집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시일,장소,안건을 1주일 전에 공

고한다.
(1)정기회 :1년 1차 이상 정기적으로 회집한다.
(2)임시회 :1)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2)무흠 입교인 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3)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3.회장과 서기
(1)회장 :그 개체교회 당회장이 겸한다.당회장 유고시는 당회가 임시회장을 청한다.
(2)서기 :그 개체교회 당회서기가 겸하고,회의록을 따로 편찬하여 보관한다.

4.개회 성수
공동의회 개회는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 회집한 회원으로 가능하나,회집한 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시일을 다시 정하여 회집하게 할 수 있다.
5.회의안건
공동의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당회가 제시한 사항.
(2)개체교회 예산과 결산 사항.
(3)개체교회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4)직원의 선거 사항.
(5)상회가 지시한 사항.

이상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동의회는 개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참여하는 최고의 의결기구로
서 예산이나 기타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교회 내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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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있는 하나의 특성으로서 일반 교인들은 직분에 상관없이 비슷한 정도의 일
반화된 호혜성의 규범을 모두 내면화하고 있다고 해석되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S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한 수준의 일반화된 호혜성 경향은 무엇으로

설명되어 질 수 있는 것일까?기독교를 포함한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하나의 규범으로서 설정하고 그것을 일상생활의 원리로서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이러한 이타적 관계맺음을 강조하는 종교적 규범이 종교단체가 사
회자본의 메카로서 역할 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예상된다.사회의 여
타 조직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교회를 포함한 종교단체에서는 강력한 수준의 타인
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교육받고 그것을 실천할 것을 강요한다.또한 개별 교인들
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절대자에 대한 믿음의 증표로서 종교적 가르침에 대한 실
제적인 실천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된다.현세에서의 타인을 위한 노력과 실천은
자신이 믿고 있는 절대자의 지상 명령에 따르는 것이며,이러한 종교적 믿음은 타
인에 대한 이타적 행위의 실제적인 발현의 중요한 근거로서 작용한다고 할 수 있
다.
결국 종교적 규범의 내면화 과정은 절대자와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지극히 개

인적인 과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는 일반화된 호혜성에 기초한 타
인과의 관계맺음이며 이러한 종교단체의 특성이 사회자본의 형성과 축적을 위한
중요한 사회적 공간으로서 교회에 주목하게 되는 이유인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일상의 경험들 속에서 종교적 규범이 일반화된 호혜성에

기초한 관계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교교교회회회 일일일을을을 하하하다다다보보보면면면 어어어떤떤떤 일일일로로로든든든지지지 서서서로로로 부부부딪딪딪치치치게게게 되되되고고고 그그그랬랬랬을을을 때때때 먼먼먼
저저저 우우우리리리가가가 생생생각각각하하하는는는 것것것은은은 정정정말말말 내내내가가가 하하하나나나님님님 앞앞앞에에에 범범범죄죄죄 하하하지지지는는는 않않않았았았을을을까까까???
이이이런런런 일일일이이이 왜왜왜 일일일어어어났났났을을을까까까???생생생각각각하하하고고고 나나나를를를 먼먼먼저저저 돌돌돌아아아보보보게게게 된된된다다다..................나나나를를를 먼먼먼
저저저 살살살펴펴펴서서서 기기기도도도하하하고고고 상상상대대대방방방을을을 책책책망망망하하하기기기 보보보다다다는는는 나나나를를를 돌돌돌아아아보보보고고고 상상상대대대방방방을을을
생생생각각각하하하기기기 때때때문문문에에에 같같같이이이 일일일하하하는는는 교교교인인인들들들 간간간에에에 골골골이이이 깊깊깊어어어진진진다다다거거거나나나 그그그런런런 경경경우우우
는는는 많많많지지지 않않않다다다”””KKK권권권사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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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교교회회회 일일일이이이라라라는는는 것것것이이이 어어어쩔쩔쩔 때때때는는는 무무무척척척이이이나나나 귀귀귀찮찮찮고고고 힘힘힘들들들다다다..................교교교회회회에에에서서서
일일일을을을 하하하다다다보보보면면면 작작작은은은 것것것이이이라라라도도도,,,과과과일일일이이이나나나 커커커피피피 같같같은은은 것것것이이이라라라도도도 대대대접접접하하하는는는 손손손
길길길들들들이이이 있있있다다다...꼭꼭꼭 그그그런런런 것것것들들들을을을 먹먹먹어어어서서서가가가 아아아니니니라라라 그그그것것것들들들을을을 대대대접접접하하하는는는 사사사람람람들들들
의의의 마마마음음음 때때때문문문에에에 위위위로로로를를를 받받받는는는 것것것이이이다다다...다다다음음음에에에는는는 내내내가가가 대대대접접접하하하기기기도도도 하하하고고고 그그그
렇렇렇게게게 서서서로로로의의의 마마마음음음을을을 주주주고고고받받받는는는 것것것이이이다다다...”””JJJ집집집사사사

위의 두 사례를 통해 교인들 간의 관계 맺음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나의 입장보
다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전제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나와는 다른
타인과 협력하여 공동의 목적을 이룬다는 것이 항상 긍정적인 환경 위에서 진행되
는 것은 아니다.서로의 입장과 견해의 차이로 인한 갈등과 마찰도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중요한 것은 조직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마찰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상황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는가 하는 것이다.이러한 문제해결과정에
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입장과 상황보다는 상대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일반화된 호혜성일 것이다.교회라는 종교단체의 특성상 조직의 구성원들은 나보
다는 타인을,부유한자 보다는 가난한자를,강자보다는 약자를 우선적으로 생각하
여야 한다는 종교적 규범을 높은 수준에서 요구 받고 있으며 이것의 구체적 실천
을 통해 절대적 존재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요컨대 교회 내 구성원들은 일반화된 호혜성의 규범을 하나의 종교적 신념
으로서 인지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실제적 발현을 자신이 믿고 있는 절대자에
대한 신앙의 증거로서 여기고 있는 것이다.종교적 신념으로서 강조되는 일반화된
호혜성의 규범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당위적인 차원에서 언급되어지는 규범의 차
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영역을 관통하는 생활의 원리로서 작용하고 있다
고 할 것이다.바로 이점이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가 사회자본의 형성과 일반화
된 호혜성의 형성에 있어서 주목받아야 되는 이유일 것이다.

222...SSS교교교회회회 신신신뢰뢰뢰의의의 결결결정정정요요요인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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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7개 집단과 S교회의 신뢰지수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S교회 교인들은 7개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었다.상대방이 나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을 것이며 상대방 보다
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또한 신뢰가 깨어진 경우 그것을 회
복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선호하였는데 이는 상대방
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신뢰가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실현되기 어려운 일이라 할 것
이다.
그렇다면 S교회 내에서 형성되는 교인들 간의 높은 신뢰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표 9>S교회 신뢰의 회귀분석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B Std.Error Beta
(Constant) 7.856 6.041 1.301 .197
성별(남자) .120 2.159 .006 .056 .956
연령 -.069 .080 -.099 -.858 .393
교육년수 .226 .332 .077 .680 .498
평균수입 .005 .007 .068 .651 .517
성성성직직직자자자 12.092 4.900 ...222555000****** 2.468 .015
장장장로로로///권권권사사사///(((안안안수수수)))집집집사사사 13.368 3.151 ...555111666********* 4.243 .000
평평평신신신도도도111 3.250 1.999 ...111666444*** 1.626 .107

RSquare=0.258F(p)=4.463(0.000)

*P<0.10,**P<0.05,***P<0.01

호혜성에 대한 회귀분석과 마찬가지로 ‘응답자의 인구 ․ 사회 ․ 경제적 속
성’,‘교회 내의 위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S교회의 신뢰를 회귀분석 한 결과 종
속변수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 25.8%였다.(P<0.01)각각의 독립변수가 신뢰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응답자의 사회 ․ 경제적 배경은 신뢰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교회 내의 위치는 신뢰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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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신도2의 위치에 비해서 성직자(β=0.250)와 장로/권사(β=0.526)의 위치가 각
각 P<0.05,P<0.01수준에서 신뢰의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
졌다.평신도1(β=0.164)의 경우에 있어서도 P<0.10수준에서 신뢰의 형성과 선형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호혜성의 경우와 달리 신뢰의 경우에 있어서는 교회 내의 위치가 신뢰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호혜성의 개념이 규범적이고 관념적인 차원
에서 ‘내가 해야만 하는 것’으로 인지되었던 반면 신뢰의 개념은 그러한 호혜성의
규범이 깨어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상황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바
꾸어 말하자면 타인의 입장에 대한 우선적 이해와 이타적 관계 맺음에 대한 종교
적이고 도덕적인 이해에 있어서는 교회 내 위치에 따른 차이가 보여 지지 않았지
만 그것이 구체적인 상황에 깨어 졌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교
회 내의 위치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평신도2의 위치에 있는 교인들에 비해

성직자와 장로/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배경적 기대 즉,강한 신뢰의
정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되어 질 수 있
을 것이다.첫 번째는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성숙정도가 타인에 대한 신뢰의 수준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호혜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적
가르침에서는 타인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강조하고 있으며,전술한 존재론적 변환
의 단계에 따라 그것의 구체적인 발현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의 K권사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서 타인에 대한 신뢰를 어떠한 방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내내내가가가 000000집집집사사사에에에게게게 222000000000만만만원원원을을을 빌빌빌려려려준준준 것것것은은은 그그그 사사사람람람이이이 너너너무무무 힘힘힘들들들어어어 보보보
였였였기기기 때때때문문문이이이다다다...그그그 일일일로로로 해해해서서서 상상상처처처받받받고고고 생생생활활활이이이 곤곤곤궁궁궁해해해 지지지면면면 믿믿믿음음음 생생생활활활에에에
도도도 안안안 좋좋좋을을을 것것것 같같같았았았다다다..................물물물론론론 내내내가가가 그그그 돈돈돈을을을 받받받지지지 못못못한한한 것것것에에에 대대대해해해서서서는는는 인인인
간간간적적적으으으로로로 아아아까까까운운운 마마마음음음도도도 든든든다다다...내내내가가가 아아아주주주 여여여유유유 있있있는는는 사사사람람람도도도 아아아니니니고고고..................하하하
지지지만만만 하하하나나나님님님이이이 시시시켜켜켜서서서 한한한일일일이이이니니니까까까,,,내내내 이이이웃웃웃을을을 내내내 몸몸몸과과과 같같같이이이 사사사랑랑랑하하하라라라고고고
하하하셨셨셨으으으니니니까까까 하하하나나나님님님이이이 또또또 다다다른른른 계계계획획획을을을 가가가지지지고고고 있있있을을을 것것것으으으로로로 믿믿믿고고고 있있있다다다...사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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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람람은은은 바바바로로로 앞앞앞만만만,,,좁좁좁은은은 것것것만만만 볼볼볼 수수수 있있있다다다...하하하지지지만만만 하하하나나나님님님의의의 계계계획획획은은은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어어어떤떤떤 식식식으으으로로로 내내내가가가 전전전혀혀혀 모모모르르르는는는 방방방법법법으으으로로로 하하하나나나님님님이이이 다다다 매매매 꾸꾸꾸어어어 주주주실실실
것것것으으으로로로 믿믿믿고고고 있있있다다다...”””KKK권권권사사사

위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K권사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이천만원의 돈은 영
영 받지 못할 것이 아니라 절대적 존재에 의해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보상받게 되
는 것으로 인식됨을 확인 할 수 있다.종교적 가르침이나 규범이 직접적으로 타인
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명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킨 다기 보다는 절대자가 나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알고 앞으로의 일을 예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타인에 대
한 강한 신뢰의 근거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타인이 나의 기대를 저버릴 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절
대자에 대한 종교적 믿음이 하나의 토대를 형성해 주고 있는 것이다.
즉 종교적 차원에서 절대자에 대한 무조건 적인 믿음은 타인에 대한 의심과 두

려움을 극복하고 강한 정도의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안전판을 제공해
준다고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교회 내에서 성직자 혹은 장로/권사의 위치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와 역할기대가 있으며 그러한 집단적 압력과 의미체계가 교회 내의 위치에 따
른 신뢰의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교회 내 ․ 외부적으로 성직자나 장
로/권사의 위치는 종교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영역에서도 높은 수준
의 도덕성과 규범을 요구 받고 있으며 타인에 대한 강한 정도의 신뢰 또한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하나의 규범으로서 인식된다고 할 수 있다.

“““행행행동동동이이이나나나 말말말에에에 조조조심심심에에에 조조조심심심을을을 기기기하하하게게게 된된된다다다..................본본본이이이 되되되어어어야야야 하하하는는는 것것것이이이
다다다...사사사람람람이이이라라라 분분분이이이 올올올라라라오오오기기기도도도 하하하지지지만만만 참참참고고고 상상상대대대방방방을을을 보보보듬듬듬어어어 주주주어어어야야야 할할할
때때때 내내내가가가 승승승리리리했했했구구구나나나 하하하는는는 만만만족족족감감감을을을 느느느낀낀낀다다다.....................(((상상상대대대방방방이이이 나나나의의의 기기기대대대를를를 저저저
버버버리리리거거거나나나 나나나를를를 실실실망망망시시시키키키는는는)))그그그런런런 일일일이이이 오오오면면면..................신신신앙앙앙의의의 힘힘힘으으으로로로 얼얼얼른른른 내내내가가가
물물물리리리친친친다다다...신신신앙앙앙이이이 없없없다다다면면면 그그그렇렇렇게게게 하하하지지지 못못못한한한다다다...”””WWW권권권사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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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물물질질질적적적인인인 도도도움움움이이이 아아아니니니라라라 주주주위위위에에에 이이이렇렇렇게게게 따따따뜻뜻뜻한한한 사사사람람람이이이 있있있구구구나나나...
본본본이이이 되되되는는는 것것것이이이다다다..................나나나도도도 교교교회회회 주주주방방방 일일일을을을 그그그만만만 두두두면면면(((경경경제제제적적적으으으로로로 형형형편편편이이이
좋좋좋아아아지지지면면면)))집집집사사사님님님,,,권권권사사사님님님이이이랑랑랑 똑똑똑같같같이이이 가가가방방방 들들들고고고 심심심방방방가가가고고고 아아아픈픈픈 사사사람람람들들들
위위위해해해서서서 기기기도도도하하하고고고 없없없는는는 사사사람람람들들들에에에게게게 봉봉봉사사사하하하고고고 그그그런런런 때때때가가가 오오오리리리라라라고고고 생생생각각각한한한
다다다...”””JJJ집집집사사사

위의 인터뷰 사례를 통해 권사의 직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교인들이 권사의
위치를 인지하는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교회 내에서 일정한 위치나 직분을 담당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자신의 행동이 하나의 ‘본’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타인에 대한 강한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즉 다른
교인이 나의 기대나 믿음을 깨뜨린다 하더라도 한 교회의 장로이자 권사로서 그것
을 신앙의 힘으로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며 종교적 가르침 안에서 타인
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모순적 상황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교회와 같은 종
교단체 내에서는 종교적 ․ 도덕적 차원에서 타인에 대한 강한 신뢰의 의무가 일
정한 위치에 있는 개인에게 부과되며,이러한 의무는 신앙의 이름으로 내면화되어
진다고 할 수 있다.또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교인들에게 있어서도 하나의 신념체
계로서 타인에 대한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고,인터
뷰 내용 중에서 ‘본’이 된다는 표현은 이러한 상호 신뢰의 메커니즘을 단적으로 표
현한 것이라 할 것이다.
성직자와 장로/권사/(안수)집사 이외에 맥락상 집사의 직분을 의미하는 평신도

1(β=0.164)의 위치 또한 P<0.10수준에서 교회 내 신뢰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었다.이것은 평신도1과 평신도2의 구분이 교회 내에 존재하는 조직의 참여
정도에 따른 것임을 감안하여 보았을 때 두 가지 차원에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이다.하나는 교회 내 조직의 참여가 종교적 규범의 내면화와 연동되어 있는 것이
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평신도1의 위치에 있는 교인들이 평신도2의 위치에 있는 교
인들보다 타인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강조하는 종교적 규범을 더 강한 수준에서
내면화 하였다는 것이고,다른 하나는 교회 내 조직의 참여와 활동을 통해 축적된
경험이 타인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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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내 다양한 조직에서의 활동이 금전적인 이익이나 사회적 명예와 관련이
있기 보다는 종교적 소명에 따른 봉사와 헌신임을 고려해 보았을 때 교회 내 조직
의 참여와 종교적 가르침에 대한 내면화 정도가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연동된다는
위의 가정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교회 내 조직에 적극적
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다른 교인과의 대면적 접촉이 많아짐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를 통해 상호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 뿐 만아니라 갈등과 충돌을 일으
킬 수 있는 기회 또한 증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즉,교회 내의 다양한 조직에 참
여함으로써 개별 교인들은 타인과 강한 신뢰에 기반 한 관계맺음을 형성할 수 있
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동시에 신뢰 관계가 깨어 졌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가를 체득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구구구역역역식식식구구구의의의 경경경우우우에에에는는는 각각각자자자의의의 사사사정정정을을을 잘잘잘 알알알지지지...사사사는는는 곳곳곳도도도 가가가깝깝깝
고고고..................구구구역역역예예예배배배마마마치치치고고고 나나나면면면 이이이런런런 저저저런런런 사사사는는는 이이이야야야기기기들들들도도도 하하하고고고 남남남편편편이이이야야야기기기
자자자식식식이이이야야야기기기도도도 하하하고고고..................누누누가가가 돈돈돈이이이 필필필요요요하하하다다다고고고 하하하면면면 해해해주주주고고고 싶싶싶은은은 거거거야야야...서서서
로로로 잘잘잘 알알알고고고 있있있으으으니니니까까까 구구구역역역식식식구구구가가가 아아아니니니라라라면면면 안안안하하하지지지...옛옛옛말말말에에에 돈돈돈 심심심부부부름름름하하하는는는
자자자식식식은은은 낳낳낳지지지도도도 말말말라라라고고고 했했했는는는데데데..................(((그그그러러러다다다 금금금전전전적적적으으으로로로 무무무슨슨슨 문문문제제제가가가 생생생기기기
면면면)))대대대화화화로로로 풀풀풀어어어야야야하하하고고고 시시시간간간적적적으으으로로로 기기기다다다리리리는는는 게게게 필필필요요요하하하더더더라라라...”””YYY집집집사사사

“““교교교회회회에에에서서서 꽃꽃꽃꽂꽂꽂이이이를를를 하하하시시시는는는 집집집사사사님님님과과과 오오오해해해가가가 있있있었었었다다다..................어어어느느느 날날날 갑갑갑자자자기기기
나나나에에에게게게 공공공격격격적적적으으으로로로 말말말을을을 하하하는는는데데데..................그그그런런런 상상상황황황이이이 되되되었었었을을을 때때때 나나나를를를 낮낮낮추추추고고고
그그그래래래야야야 하하하는는는데데데,,,그그그게게게 그그그 당당당시시시에에에는는는 잘잘잘 되되되지지지 않않않더더더라라라...내내내가가가 잘잘잘못못못한한한 것것것도도도 아아아닌닌닌
데데데 이이이 집집집사사사님님님이이이 왜왜왜 이이이러러러나나나 당당당황황황스스스럽럽럽기기기도도도 하하하고고고 화화화도도도나나나고고고..................집집집에에에 와와와서서서 곰곰곰
곰곰곰이이이 생생생각각각해해해 보보보니니니까까까 그그그 집집집사사사님님님 입입입장장장에에에서서서는는는 오오오해해해가가가 될될될 수수수도도도 있있있었었었겠겠겠구구구나나나 하하하
는는는 생생생각각각이이이 들들들고고고 해해해서서서..................내내내가가가 먼먼먼저저저 연연연락락락해해해서서서 잘잘잘못못못했했했다다다,,,내내내 의의의도도도는는는 그그그런런런 것것것
이이이 아아아니니니었었었다다다 이이이야야야기기기하하하고고고 오오오해해해를를를 풀풀풀었었었어어어요요요...그그그러러러고고고 나나나니니니까까까 한한한결결결 마마마음음음도도도 편편편
해해해지지지고고고 그그그 집집집사사사님님님과과과 관관관계계계도도도 전전전보보보다다다 좋좋좋아아아졌졌졌다다다...”””KKK집집집사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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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구역과 예배개발원 산하의 ‘강단장식팀’62)이라는 교회
내 조직을 통해 교인들이 전인격적인 차원에서의 교류가 이루어지며 이를 바탕으
로 강한 정도의 신뢰관계가 형성됨을 확인 할 수 있다.또한 상대방이 나의 기대와
믿음을 저버렸을 경우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결과
를 가져오는 지를 경험하게 된다.Y집사의 경우 한번 손상된 신뢰 관계를 회복하
기 위해서는 대화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K집사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나에
대해 오해한 경우 억울하더라도 자신이 먼저 그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타인에게 설득시켜야 한다는 것을 체득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회 내 조직에서의 다양한 경험은 대면적 접촉에 기초한 자발적 결사

체가 상호 협력과 성공의 경험을 제공하여 주며 사회자본의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한다는 퍼트남의 논의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어 질 수 있을 것이
다.

333...SSS교교교회회회 연연연결결결망망망의의의 결결결정정정요요요인인인

앞서 S교회 내에서 형성되는 호혜성과 신뢰의 결정요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
았다.그렇다면 호혜성과 신뢰와 더불어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주요한 구성요소인
연결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일까?
<표 10>S교회 연결망의 회귀분석 *P<0.10,**P<0.05,***P<0.01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B Std.Error Beta
(Constant) -.324 1.534 -.211 .833
성별(남자) -.078 .549 .014 -.143 .887
연연연령령령 -.050 .021 ---...222888000****** -2.438 .017
교육년수 .120 .085 .161 1.425 .158
평균수입 -.001 .002 -.032 -.311 .757
성직자 1.471 1.243 .119 1.183 .240
장장장로로로///권권권사사사///(((안안안수수수)))집집집사사사 4.110 .800 ...666222111********* 5.140 .000
평신도1 .356 .512 .069 .695 .489

RSquare=0.284F(p)=4.986(0.000)

62) 부록 2 ‘S교회의 조직도 ’를 참조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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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교회에서 측정된 연결망 지수를 회귀분석 한 결과 종속변수에 대한 전체 설명
력은 28.4%(P<0.01)였으며 독립변수 중 연령과 장로/권사/(안수)집사의 위치가 연
결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사회자본의 세 가지 구성요소 중 유일
하게 응답자의 인구 ․ 사회 ․ 경제적 속성 중 연령이 연결망의 형성과 ‘음’의 상
관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연령이 낮아질수록 강한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서 나이가 적은 교인들 일수록 다른 교인들과 맺는 관계의 밀도나 빈
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 진다.젊은 연령층이라고 판단되는 20대와 30대의 응답자
와 그 응답자가 꼽은 최대 5명과 연령 동질성을 분석한 결과 20대와 30대 교인들
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대의 경우에는 친하다고 꼽은 5
명 중 평균 3.6명이 같은 연령 대에 속해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대의 경우는 평
균 2.4명이 비슷한 연령에 속한 교인이었다.20대가 최대 5명 중에서 4.80명을 응
답하였고 30대가 4.39명을 응답한 것을 감안하여 보았을 때 20대는 비슷한 연령대
의 교인들과 상호교섭이 빈번하며 30대는 20~60대에 이르는 모든 교인들과 빈번
한 상호교섭을 한다고 할 것이다.63)
또한 젊은 연령대의 상호 접촉과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교회 내 다양한

활동들의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하는 것은 성직자나 50~60대의 장로/권사/(안수)집
사들이지만 그것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실행의 주체가 되는 것은 20~30대에 속
하는 젊은 층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 내의 위치에 있어서는 장로/권사/(안수)집사의 직분만이 P<0.01수준에서

연결망의 형성에 유의한 영향(β=0.621)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즉,평신

63)연령동질성은 응답자와 응답자가 꼽은 교인의 연령대가 같을 경우 ‘1’의 값을 부여하였다.그래서
최대 5명을 응답하고 그 5명과 모두 같은 연령대라면 연령동실성은 ‘5’가 된다.

 

         

연령분포 연령동질성(Std.) 응답자의 응답한 교인의 수(Std.)

20(N=25) 3.6(1.73) 4.8(0.82)
30(N=18) 2.4(1.29) 4.4(0.98)
40(N=21) 2.6(1.20) 4.5(1.08)
50(N=26) 2.2(1.21) 4.5(0.90)
60(N=10) 2.6(2.12) 5.0(0.00)
Total(N=100) 2.73(1.54) 4.6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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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장로/권사/(안수)집사의 직분을 가진 교인들이 상대적
으로 강한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조사된 장로/권사/(안수)집사의 연령
대가 모두 50~60대 임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연령 대와 연결
망의 형성이 가지고 있는 음의 관계와 상호대립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그러나
연결망 지수가 ‘관계의 빈도’,‘연결망의 밀도’,‘교환 자원의 총량’,‘관계의 지속성’,
‘관계의 중복성’을 합산하여 산출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표 11>은
연결망 지수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를 연령과 직분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표 11>교회 내 위치에 따른 연결망 구성요소의 차이

연결망의 밀도 관계지속성 관계의빈도 관계의중복성 자원교환총량

성직자

20대 0 0 0 0 0
30대 0.87 1.00 135.67 1.67 16.67
40대 0.80 2.40 140.00 2.00 14.00
50대 0 0 0 0 0
60대 0 0 0 0 0

장로/권사/(안수)집
사

20대 0 0 0 0 0
30대 0 0 0 0 0
40대 0 0 0 0 0
50대 0.91 16.59 122.90 1.18 18.90
60대 0.87 13.73 123.50 1.17 20.67

평신도1

20대 0.90 3.18 138.88 1.18 17.25
30대 0.87 4.41 107.56 1.21 17.00
40대 0.89 3.69 118.00 1.29 12.67
50대 0.74 3.96 106.90 1.36 12.00
60대 0 0 0 0 0

평신도2

20대 0.87 4.55 120.82 1.19 13.06
30대 0.90 4.01 104.83 1.47 9.83
40대 0.97 6.79 95.00 1.10 8.50
50대 0.91 10.74 85.33 1.10 12.67
60대 0.68 3.20 105.50 1.06 2.00

위의 <표 11>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장로/권사의 직분은 50~60대 사이에 분
포하는 반면 평신도1은 20~50대 까지,평신도2는 20~60대 까지 고르게 분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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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할 수 있다.‘관계의 지속성’측면에서 장로/권사/(안수)집사 직분을 가지고
있는 50대,60대 교인들은 평균적으로 16.59년,13.73년이라는 비교적 긴 기간을 응
답한 5명과 알고 지낸 것으로 나타났다.즉,장로와 권사,(안수)집사의 직분을 가
지고 있는 교인들은 그들이 꼽은 5명의 교인들과 적어도 10년 이상 서로 알고 지
낸 것이다.‘자원 교환의 총량’에 있어서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것은 오랜 기간을 서로 알고 지낸 강한 연결망 내에서 자원의 교환이 활발하게 진
행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로나 권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본 교회의 입교

인으로서 교회 내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인들을 감독하고 통솔할 수 있는 능
력을 가지고 있는 교인으로서 전교인이의 3분의2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교
인들의 추천이 있은 후에 장로/권사/(안수)집사 고시를 치르게 되는데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장로,권사,(안수)집사의 직분을 수여받게 된다.즉,장로나 권사,(안
수)집사의 직분은 오랜 기간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
니라 그 사고나 행동이 여러 교인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며 교인들의 추천이 있
어야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절차를 거쳐 장로나 권사 혹은 (안수)집사의 직분을 얻게 된다는

것은 한 교회에서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이고 교인들과 원만한 관계맺
음을 형성하여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또한 일차적으로 그 사람이 장로가 될 만한
인물인지,권사가 될 만한 인물인지를 주위의 다른 교인들에게 물어본 후에야 장
로/권사고시를 치를 수 있다는 사실에서 장로/권사의 직분을 얻고자 하는 교인들
이 다른 교인들에 비해 좀더 완성적 동기에 가까운 관계맺음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겠다.
연결망 지수의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장로/권사/(안수)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은 관계의 지속성이나 밀도에서 여타의 교인들과 이미 강한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관계의 빈도에 있어서만 평신도1의 20대보다 적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교회 내 조직에 참여하고 활동하고 있는 20대 교인들
의 상호 접촉 빈도가 매우 높음을 감안하여 볼 때 설명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환 자원의 총량에 있어서 장로와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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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교인들이 가장 활발한 자원의 교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교회 내에서
가장 많이 교환 되는 자원이 ‘위로’이며 장로나 권사 혹은 (안수)집사에게 요구되
어지는 역할이 일반 성도들에 대한 관심과 보살핌임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장로와
권사의 직분은 정신적 ․ 육체적 ․ 신앙적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에
게 조언자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누군가에 ‘위로’를 요구한다는 것은 자신
의 치부일 수 도 있는 어려운 상황을 누군가에게 털어 놓아야 된다는 것이며,그것
은 강한 연결망을 전제로 하였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교회 내에서 ‘위로’가 교환되는 구체적인 상황을 살

펴볼 수 있다.

“““장장장로로로와와와 권권권사사사의의의 역역역할할할은은은 부부부모모모의의의 역역역할할할이이이고고고 신신신앙앙앙의의의 선선선배배배로로로서서서의의의 역역역할할할이이이
고고고..................혼혼혼자자자서서서 감감감당당당하하하지지지 못못못하하하는는는 것것것들들들을을을 털털털어어어놓놓놓고고고 기기기도도도를를를 부부부탁탁탁하하하는는는 거거거
야야야..................다다다들들들 집집집안안안일일일이이이고고고 창창창피피피한한한 일일일일일일 수수수도도도 있있있는는는데데데 참참참다다다가가가 견견견지지지지지지 못못못하하하고고고
찾찾찾아아아오오오는는는 거거거지지지..................도도도저저저히히히 나나나 혼혼혼자자자 해해해결결결을을을 못못못하하하니니니까까까 그그그래래래도도도 권권권사사사님님님이이이고고고 장장장
로로로님님님들들들이이이니니니까까까 말말말씀씀씀을을을 드드드려려려서서서..................그그그렇렇렇게게게 터터터 놓놓놓고고고 이이이야야야기기기를를를 하하하다다다보보보면면면 마마마음음음
이이이 풀풀풀어어어지지지고고고 새새새로로로운운운 힘힘힘을을을 얻얻얻고고고 하하하는는는 것것것이이이지지지..................우우우리리리는는는 살살살아아아온온온 경경경력력력이이이 있있있
으으으니니니까까까,,,다다다들들들 나나나이이이들들들이이이 있있있잖잖잖아아아...우우우리리리가가가 살살살아아아오오오면면면서서서 얻얻얻었었었던던던 경경경험험험들들들 가가가지지지고고고
이이이런런런 일일일은은은 있있있을을을 수수수 있있있고고고 그그그럴럴럴 때때때는는는 이이이렇렇렇게게게 해해해야야야 하하하고고고 그그그런런런 것것것으으으로로로 내내내가가가
살살살아아아온온온 경경경험험험들들들을을을 이이이야야야기기기해해해주주주지지지...거거거기기기에에에 우우우리리리가가가 종종종교교교적적적으으으로로로 하하하나나나님님님 말말말씀씀씀
을을을 듣듣듣고고고 이이이렇렇렇게게게 해해해보보보자자자 해해해서서서 용용용기기기를를를 갖갖갖고고고 길길길을을을 찾찾찾는는는 그그그런런런 성성성도도도들들들도도도 많많많
아아아...”””WWW권권권사사사

“““보보보편편편적적적으으으로로로 교교교회회회의의의 불불불만만만이이이나나나 세세세상상상의의의 불불불만만만을을을 이이이야야야기기기 할할할 때때때 다다다 들들들어어어주주주는는는
것것것이이이 아아아니니니라라라 잘잘잘 못못못 생생생각각각하하하는는는 것것것도도도 이이이야야야기기기 해해해 줄줄줄 수수수 있있있다다다...만만만약약약 잘잘잘 못못못 알알알고고고
있있있는는는 것것것이이이 있있있다다다면면면 그그그것것것을을을 이이이해해해 시시시켜켜켜야야야 한한한다다다..................타타타이이이르르르고고고 설설설득득득을을을 시시시키키키고고고
이이이해해해를를를 시시시켜켜켜주주주는는는 경경경우우우도도도 많많많다다다...”””CCC장장장로로로

이상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교회 내에서 장로와 권사의 역할은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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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신앙의 선배이자 인생의 선배로서 여러 교인
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그것에 대해 같이 걱정해주고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이러한 조언자로서의 역할은 교회 내에서 요구
되어지는 장로와 권사의 의무이며 완성적 동기에 기초한 관계맺음의 방식들이 교회
내에서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방식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성직자의 역할 또한 교인들을 어려움을 살피고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이

지만 교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완성적 동기에 기초한 강한 연결망을 형성하는 것
에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장로나 권사와 같이 일상의 경험들
을 공유한다기보다는 종교적 지도자로서 교인들에게 인지되어진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교회 내에서 교인들이 요구하는 관계맺음은 강한 연결망을 바탕으로

한 전인격적인 교류이며 장로와 권사의 직분을 가진 교인들이 이러한 관계맺음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444...SSS교교교회회회 사사사회회회자자자본본본총총총량량량의의의 결결결정정정요요요인인인

이상의 내용에서 S교회 내에서 형성되는 호혜성,신뢰,연결망의 결정요인이
무엇이며 그러한 결정요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았다.호혜성과 신뢰의 경
우 응답자 개인의 인구 ․ 사회 ․ 경제학적 속성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으며
교회 내의 위치에 있어서는 호혜성의 경우 성직자 직분이,신뢰의 경우 성직자,장
로/권사/(안수)집사,평신도1의 위치가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연결망의 경우에 있어서는 호혜성이나 신뢰와는 달리 응답자의 연령이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교회 내의 위치에 있어서는 장로/권사의 직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본 절에서는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총체적인
관점에서 사회자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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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S교회 사회자본총량의 회귀분석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B Std.Error Beta
(Constant) -1.186 1.381 -.859 .392
성별(남자) .306 .494 .060 .619 .538
연령 -.020 .018 -.122 -1.079 .283
교육년수 .059 .076 .087 .781 .437
평균수입 .000 .002 .013 .129 .897
성성성직직직자자자 2.916 1.119 ...222555777****** 2.606 .011
장장장로로로///권권권사사사 3.508 .720 ...555777888********* 4.876 .000
평평평신신신도도도111 .821 .461 ...111777555*** 1.782 .078

RSquare=0.311F(p)=5.673(0.000)

*P<0.10,**P<0.05,***P<0.01
<표 12>는 S교회 내의 사회자본 총량을 회귀분석 한 결과이다.회귀모델이 가

지고 있는 설명은 31.1%(P<0.01)였으며 교회 내의 위치가 사회자본 형성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사회자본의 총량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응답자 개인의 인구 ․ 사회 ․ 경제학적 속성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역사회의 경우에는 구성원의 사회 ․ 경제적 배경이 사회자본 형성

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박희봉 ․ 김명환,2001)와는 다른 것이다.박
희봉 ․ 김명환의 연구 결과에서는 타인의 신뢰정도가 남성과 여성에 따라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연령이 높아질수록 ‘신뢰’,‘집단 내 협력’,‘정보공
유’가 활발히 이루어짐을 밝히고 있다.64)
물론 박희봉과 김명환의 연구가 설정한 분석단위나 개념들이 본 연구의 그것

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차이를 토대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조직
적 특수성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교인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일반화된 호혜성의 규범이나 높은 수준의 신뢰,강

한 연결망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속성,예를 들어 돈이 많다거나,교육을

64)박희봉,김명환.(2001)."우리 나라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증진에 관한 연구".『한국정치학회보』.
34(4).p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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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받았다거나,나이가 많다거나 하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마땅
히 그러해야 한다는 종교적인 차원에서 부과되어지는 규범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
다.

“““..................성성성도도도들들들이이이 마마마음음음을을을 상상상하하하게게게 하하하는는는 경경경우우우도도도 있있있고고고 오오오늘늘늘 하하하루루루는는는 우우우리리리 가가가
족족족이이이나나나 나나나를를를 위위위해해해서서서 챙챙챙기기기고고고 싶싶싶은은은 그그그런런런 마마마음음음 들들들고고고 귀귀귀찮찮찮아아아서서서 그그그만만만 하하하고고고 싶싶싶
은은은 생생생각각각도도도 솔솔솔직직직히히히 들들들지지지...그그그런런런데데데 하하하나나나님님님이이이 그그그런런런 것것것을을을 원원원하하하지지지 않않않아아아..................하하하나나나
님님님 일일일이이이니니니까까까 그그그리리리고고고 이이이 사사사람람람은은은 나나나를를를 그그그 만만만큼큼큼 의의의지지지하하하고고고 내내내가가가 가가가서서서 이이이들들들을을을
위위위로로로함함함으으으로로로써써써 새새새 힘힘힘을을을 얻얻얻으으으니니니까까까 그그그것것것에에에 기기기쁨쁨쁨을을을 느느느끼끼끼고고고 가가가는는는 거거거지지지...새새새 힘힘힘
을을을 얻얻얻고고고 그그그러러러는는는 것것것을을을 보보보면면면 대대대견견견스스스럽럽럽고고고 보보보람람람이이이 있있있고고고 하하하나나나님님님이이이 이이이렇렇렇게게게 역역역사사사
하하하시시시는는는 구구구나나나 다다다시시시 은은은혜혜혜를를를 깨깨깨닫닫닫게게게 되되되고고고..................이이이 사사사람람람도도도 은은은혜혜혜를를를 받받받지지지만만만 카카카운운운
슬슬슬러러러 해해해준준준 나나나도도도 은은은혜혜혜를를를 받받받는는는 거거거야야야..................”””WWW권권권사사사

위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내가 아무런 대가 없이 누군가를 돕
는 다거나,실질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한 강한 신뢰
의 정도를 보이는 것은 절대자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수단인 것이며 자신
이 종교적으로 존재론적 변환을 이루었다는 자기 확인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재력이나 학식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나이가 많던 적던,여자이건
남자이건 모든 교인들은 일반화된 호혜성의 규범과 상대방에 대한 강한 정도의 신
뢰를 추구하게 되며 그 결과 상호간 강한 연결망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이러한
맥락에서 교회 내의 위치가 S교회 내 사회자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회귀분
석의 결과는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그림 4>는 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S교회
사회자본의 결정 경로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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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S교회 사회자본의 결정요인 (유의미한 표준화된 회귀계수)

교인들의
인구/사회
/경제적
속성

성별

연령

교육년수

평균수입

교회내
위치

성직자

장로/권사/
(안수)집사

평신도1

그렇다면 S교회 사회자본의 결정요인으로 분석된 교회 내의 위치가 사회자본의
형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다음 장에서는
사회자본의 결정요인으로 판명된 교회 내의 위치가 사회자본의 형성과 관련하여
함의하고 있는 바를 심도 있게 고찰하여보도록 하겠다.

R=.311***

호혜성

신뢰

연결망

사회자본

R=.128*

R=.258***

R=.284***

-.280**

.220**
.250**

.257**

.516***
.621***

.578***

.164*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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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교교교회회회 내내내 위위위치치치와와와 사사사회회회자자자본본본

111...교교교회회회 내내내 위위위치치치와와와 사사사회회회자자자본본본

앞선 회귀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교회 내의 위치가 사회자본의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교회 내 위치에 따른 사회자본의 세
가지 구성요소와 사회자본의 총량을 비교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표 13>직분별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와 사회자본총량

호혜성,신뢰,사회자본총량에서 성직자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장로/권사/(안수)집사,평신도1,평신도2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연결망지수에 있
어서는 장로/권사/(안수)집사,성직자,평신도1,평신도2의 순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장로/권사/(안수)집사의 교회 내 위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
보여 진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교회 내의 위치를 권위적인 서열로 인식

하기보다는 종교적 내면화의 정도에 따른 존재론적 변환의 단계들로 개념화 하였
다.때문에 성직자,장로/권사/(안수)집사,평신도1,평신도2의 위치를 기존에 논의
되어지던 수직적 ․ 수평적 연결망의 개념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조직적 차원에서

호혜성
Mean(Std.)

신뢰
Mean(Std.)

연결망
Mean(Std.)

사회자본총량
Mean(Std.)

성직자
N=4

21.50
(4.73)

22.50
(9.57)

1.38
(0.88)

2.36
(1.59)

장로/권사/안수집사
N=16

16.38
(8.61)

21.88
(7.98)

2.28
(2.97)

2.17
(2.29)

평신도1
N=36

12.44
(9.80)

12.94
(9.45)

-0.30
(2.35)

-0.14
(2.03)

평신도2
N=43

9.44
(10.97)

9.79
(7.88)

-0.69
(1.93)

-0.92
(1.81)

F(p) 3.147(.029) 9.311(.000) 7.380(.000) 11.56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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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과 주변의 개념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 진다.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교단체로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중심과 주변의 구분은 개별
행위자들의 경제적 ․ 사회적 속성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타인에 대한 이타적 이
해,관용,신뢰와 같은 종교적 규범들에 대한 내면화 정도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는
것이다.즉,사회의 여타 조직에서와는 달리 교회에서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
은 높은 수준의 일반화된 호혜성과 신뢰를 일상의 생활 원리로서 체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이러한 종교단체의 조직적 특성은 다양한 자원이 중심에서 주변
으로 전이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며 상대방이 나의 기대를 저버릴 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재를 제공해 준다고 할 것이다.결국 교회의 중
심과 주변에 있는 모든 교인들은 이타적 관계맺음과 높은 수준의 상호신뢰가 가져
올 수 있는 성공적인 결과들을 경험하게 된다.덧붙여 교회의 중심부에 위치함으
로써 부여되는 역할기대가 개별 행위자의 종교적 신앙심과 접목되면서 타인에 대
한 배려와 관심은 외부로부터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규정한 삶의 원리로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교회 내 사회자본의 형성 메커니즘은 교인들 간에 교환되는 자원의 총

량을 직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분명하게 드러난다.

<표 14>직분별로 제공하는 자원의 종류와 양

정보제공
Mean(Std)

재화제공
Mean(Std)

위로제공
Mean(Std)

용역제공
Mean(Std)

위세제공
Mean(Std)

평판제공
Mean(Std)

자원제공총량
Mean(Std)

성직자
(N=4) 2.75(2.63) 0.00(0.00) 2.75(2.22) 0.25(0.50) 0.00(0.00) 2.50(1.91) 8.25(5.31)

장로/권사/(안수)집사
(N=16) 3.31(1.96) 0.44(1.03) 2.63(1.75) 1.00(1.26) 0.25(0.45) 2.13(2.22) 9.75(6.38)

평신도1
(N=36) 2.31(2.14) 0.58(1.13) 2.17(2.01) 0.69(1.31) 0.11(0.46) 1.22(1.69) 7.08(5.60)

평신도2
(N=43) 1.26(1.50) 0.30(0.71) 1.81(1.61) 0.63(1.31) 0.12(0.39) 0.98(1.39) 5.09(4.55)
F(p) 5.427(.002) .876(.456) .998(.398) .501(.683) .595(.620) 2.541(.061) 3.2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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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직분별로 제공 받는 자원의 종류와 양

정보받음
Mean(Std)

재화받음
Mean(Std)

위로받음
Mean(Std)

용역받음
Mean(Std)

위세받음
Mean(Std)

평판받음
Mean(Std)

자원받음총량
Mean(Std)

성직자
(N=4) 2.50(1.00) 0.00(0.00) 2.00(1.83) 0.00(0.00) 0.00(0.00) 3.25(2.22) 7.75(3.10)

장로/권사/(안수)집사
(N=16) 3.69(1.78) 0.44(1.21) 2.25(1.65) 1.00(1.71) 0.00(0.00) 2.44(2.45) 9.81(6.39)

평신도1
(N=36) 2.33(1.80) 0.61(1.08) 2.14(1.93) 0.81(1.53) 0.03(0.17) 1.58(1.90) 7.50(5.53)

평신도2
(N=43) 1.77(1.65) 0.33(0.71) 1.72(1.59) 0.60(0.95) 0.12(0.45) 0.84(1.25) 5.37(3.87)
F(p) 4.917(.003) .901(.444) .545(.653) .804(.495) .828(.482) 4.828(.004) 5.427(.002)

<표 14>과 <표 15>는 교회 내 위치에 따른 교환 자원의 종류와 양을 보여주
고 있다.6개의 자원(정보,재화,위로,용역,위세,평판)을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
모두 정보와 평판에서만 교회 내의 위치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정보,용역,위세의 제공에 있어서는 장로/권사/(안수)집사의 위치에 있는 교인

들이 가장 활발하였으며,위로와 평판의 경우에는 성직자가 가장 많은 자원을 제
공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재화의 경우에는 평신도1의 위치에 있는 교인들이 가장
많은 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S교회 내에서 제공되는 자원의 대부
분이 위로와 정보,평판임을 고려해 본다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65)결국 성직자와 장로/권사/(안수)집사의 위치에 있는 교인들이 S교
회 내에 이루어지는 자원 제공의 중심에 서있는 것이다.이것은 자원제공의 총량
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장로/권사/(안수)집사가 자원의 제공에 있어서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였으며,성직자,평신도1,평신도2의 순으로 자원을 제공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성직자보다 장로/권사/(안수)집사의 위치에 있는 교인들의
자원제공이 더 두드러지는 이유는 성직자는 그 직분의 특성상 교인들에게 제공하
여야하는 자원의 종류가 여타의 직분과는 차별화 되어있으며,전체 교인들의 상황

65)<그림 2>,<그림 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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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형편을 고려해야 한다는 직분의 특수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진
다.이에 반해 장로/권사/(안수)집사의 위치에 있는 교인들은 일반 교인에게 종교
적 믿음과 인생의 선배로서 전면적인 교류가 요구되어진다는 점에서 성직자와는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정리하여 보면 성직자나 장로와 권사,(안수)집사의 위치에 있는 교인들이 다

양한 종류의 자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되는 자원의 성격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종교적 신념에 의해 내면화된 호혜성과 상회신뢰의 규범에 기초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15>는 교회 내의 위치에 따라 어떤 자원을 얼마만큼 제공 받고 있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자원을 제공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보와 평판을 제공 받는 경우
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직분별 차이가 나타난다.
자원 제공의 총량과 자원 받음의 총량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자원

을 받은 것보다 자원을 제공한 총량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는 S교회
교인들의 자원교환이 대체적으로 일반화된 호혜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짐을 의미하
는 것이다.성직자의 경우 직분의 특성상 ‘위로’를 여타의 교인들에게 제공하는 경
향이 강했으며,‘명절 인사/선물이나 경조사 부조를 받았다/주었다’로 측정된 ‘평
판’에 있어서는 주는 것 보다는 받는 것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이는 일반 교
인들이 목사님을 비롯한 성직자들을 절대자의 대리인이자 자신들의 영적지도자로
의미화하고 있음을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장로/권사/(안수)집사의 경우 ‘정보’를 제공한 것보다 받은 것이 더 크게 나타

났다.이것은 장로나 권사의 역할이 교회 내에서 개별 교인들의 사정과 형편을 파
악하고,일반 교인들이 교회에 바라는 바를 수렴하여 교회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
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평판에 있어서도 성직자와 마찬가지로 장로/
권사/(안수)집사의 위치에 있는 교인들이 제공하는 것보다는 받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로나 권사의 연령대가 50~60대이며 믿음과 인생의 선
배이자 교회의 어른으로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위로의
경우 장로/권사/(안수)집사의 위치에 있는 교인들이 받는 경우보다는 주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평판과 비슷한 맥락에서 장로와 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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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분이 교인들의 조언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그러나 앞서
W권사의 인터뷰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장로나 권사가 일방적으로 위로를 제공
한다기보다는 조언을 원하는 입장이나 조언을 해주는 입장 모두가 정신적 ․ 신앙
적 차원에서 위로를 주고받는다고 할 것이다.취직이나 승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위세의 경우 제공한 경우만 있을 뿐 받은 경우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화와 용역의 경우에 주고받는 것이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그 총량이 다른
자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직분에 따른 자원교환의
특성을 설명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고 하겠다.
교회 내 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평신도1과 공식적인 예배만 참여하는 평신도2

의 경우에는 교환되는 자원의 성격에 따라 주고받는 것이 차이를 보이지만 자원제
공의 총량과 자원받음의 총량을 비교하여보면 제공하는 것보다는 받는 것이 더 크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하여 보면,교회 내에서 형성되고 제공되어지는 다양한 자원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위로이며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성직자와 장로와
권사,(안수)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교인이라고 할 수 있다.조직 내 사회자본
의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조직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개별 행위자들이 얼
마나 일반화된 호혜성과 신뢰의 규범을 내면화 시키고 있으며,이것에 기초한 전
인격적 관계맺음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바로 이 지점에서 교회는 사회자본의
형성과 축적에 매우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여 주며 여타의 다양한 조직 내에서 사
회자본의 형성과 축적을 촉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모델로서 다루어 질 수 있는 것
이다.

222...교교교회회회 내내내 위위위치치치와와와 교교교회회회 내내내 조조조직직직의의의 참참참여여여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회 내 위치는 형식적인 직분의
구분이 아니라 맥락과 의미에 따라 교회 내의 직분을 재해석한 것이다.서리집사
가 한국 교회에서 가지는 의미가 그리 크지 않으며 평신도와의 구분이 사실상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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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다는 것에 착안하여 서리집사와 평신도를 하나의 범주로 상정하고 교회 내
조직의 참여 여부를 기준으로 의미상의 집사(평신도1)와 의미상의 평신도를 구분
한 것이다.<표 16>은 교회 내 위치에 따른 교회 내 조직의 참여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표 16>교회 내 위치에 따른 교회 내 조직의 참여

(부)구역장
/교구장

주일학교
교사

청년부/남전
도(부)회장 성가대

사역/예배
개발위원장
사역팀장

관리부장
/부회계/서
기/행정업무

성직자
N=4 0 0 0 0 0 0

장로/권사/안수집사
N=16 8 1 1 1 4 1
평신도1
N=36 13 8 3 8 1 3
평신도2
N=43 0 0 0 0 0 0

위의 <표 16>에서는 성직자가 아무런 조직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는데 성직자의 경우 교회 내의 모든 조직에 기본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
는 것이기에 교회 내 조직의 참여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장로/권사/(안수)집사의 범주에 포함된 16명의 교인들은 모두 교회 내 조직
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교회 내 조직에 참여하는 평신도1의 경우 구역장,부구역장,
교구장의 직책을 맡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본 연구에서 상정한 직분은 교회 내 조직의 참여여부를 기준으로 기존의

서리집사와 평신도의 직분구분을 재해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때문에 사회자본의
세 가지 구성요소와 사회자본의 총량에 있어서 ‘평신도1’과 ‘평신도2’가 보여주는
차이는 교회 내 조직의 참여여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즉,교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교회 내부의 하부조직을 종교적 규범의 내면화에 근거한 자발적 결
사체의 참여로 설정한다면 교인들은 교회 내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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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일반화된 호혜성의 규범과 상호 신뢰를 내면화 시킬 수 있으며 다른 교인들과
강한 연대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자발적 결사체 내에서의 경험은 내부적으로 공동의 협력과 성공의 경험

을 통해 호혜성규범과 상호 신뢰를 증진시키며 외부적으로 다양한 조직과의 경쟁
속에서 민주적인 문제해결의 절차를 학습할 수 있는 사회자본 형성의 중요한 토대
를 제공한다는 퍼트남의 주장을 경험적으로 증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들이 교회 내 조직에서 축적되고 있으며 그것

이 사회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방식은 무엇일까?
본 연구에서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S교회 내의 조직들 중에서 가장 핵심

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교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구체적
인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111)))협협협력력력과과과 성성성공공공의의의 경경경험험험

S교회에서 주최하는 ‘불우이웃돕기 벼룩시장’행사는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열리게 되는데,동사무소와 연계하여 행사 장소를 제공받고 수익의 일정금액을 지
역 내 불우이웃을 위한 성금으로 기탁하게 된다.구체적인 행사의 진행은 교회 성
도들이 일정한 물품들을 헌납하고 그것을 여전도회에서 수납 ․ 분류하여 판매하
게 된다.이러한 행사의 전 과정은 여전도회에서 주관 하게 되고 수익금의 회계 및
불우이웃을 위한 성금 기탁 또한 S교회 여전도회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힘힘힘들들들지지지요요요...제제제가가가 맡맡맡은은은 일일일이이이 물물물품품품의의의 수수수집집집이이이었었었거거거든든든요요요...벼벼벼룩룩룩시시시장장장 있있있기기기 몇몇몇
주주주일일일 전전전부부부터터터 만만만나나나는는는 교교교회회회성성성도도도들들들 마마마다다다 물물물품품품 헌헌헌납납납을을을 부부부탁탁탁해해해야야야 하하하고고고...............또또또 물물물
품품품의의의 정정정리리리는는는 제제제가가가 맡맡맡은은은 역역역할할할은은은 아아아니니니지지지만만만 일일일하하하고고고 있있있는는는 모모모습습습을을을 보보보면면면 같같같이이이
하하하게게게 되되되요요요...또또또 당당당일일일 날날날에에에는는는 물물물건건건들들들을을을 보보보기기기 좋좋좋게게게 진진진열열열하하하고고고 아아아무무무튼튼튼 일일일이이이 참참참
많많많아아아요요요...하하하지지지만만만 불불불쌍쌍쌍한한한 이이이웃웃웃을을을 돕돕돕는는는 일일일이이이고고고,,,내내내가가가 하하하나나나님님님의의의 영영영광광광을을을 드드드러러러
낼낼낼 수수수 있있있는는는 일일일이이이니니니까까까 힘힘힘들들들어어어도도도 웃웃웃으으으면면면서서서 하하하려려려고고고 해해해요요요..................그그그리리리고고고 제제제가가가 이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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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렇렇게게게 장장장사사사를를를 해해해본본본 경경경험험험이이이 없없없거거거든든든요요요...그그그래래래서서서 처처처음음음에에에는는는 길길길거거거리리리에에에서서서 모모모르르르는는는
사사사람람람한한한테테테 물물물건건건을을을 판판판다다다는는는 게게게 쑥쑥쑥스스스럽럽럽고고고 그그그랬랬랬는는는데데데 나나나 혼혼혼자자자 하하하는는는 것것것도도도 아아아니니니고고고
여여여러러러 성성성도도도하하하고고고 같같같이이이 하하하는는는 일일일이이이니니니까까까,,,그그그리리리고고고 하하하나나나님님님 일일일이이이니니니까까까 용용용기기기도도도 나나나고고고
그그그러러러더더더라라라구구구요요요..................내내내가가가 담담담당당당한한한 물물물건건건을을을 판판판다다다고고고 그그그것것것이이이 내내내 돈돈돈이이이 되되되는는는 것것것은은은
아아아니니니지지지만만만 내내내가가가 맡맡맡은은은 품품품목목목이이이 잘잘잘 팔팔팔리리리고고고 그그그러러러니니니까까까 기기기분분분이이이 좋좋좋더더더라라라고고고요요요...하하하나나나
님님님의의의 은은은혜혜혜로로로 그그그리리리고고고 우우우리리리 여여여전전전도도도회회회 회회회원원원들들들이이이 힘힘힘을을을 합합합쳐쳐쳐서서서 행행행사사사를를를 잘잘잘 마마마쳤쳤쳤
다다다는는는 것것것에에에 대대대해해해서서서 하하하나나나님님님께께께 감감감사사사드드드려려려요요요...””” YYY집집집사사사

위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벼룩시장을 개최하기 위해 몇 주일 전부터 체계적인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일군(一群)의 교회여성들
은 상품으로 팔 물품을 교회성도들에게 수집하고 또 다른 교회여성들은 수집된 물
건을 종류와 상태에 따라 분류하게 되는 것이다.하지만 기계적인 역할 분담이 아
니라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한 유기적인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었다.인터뷰
내용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나의 일’과 ‘남의 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 일’이라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다.또한 지
역사회와 연계된 이러한 행사를 통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의미 있는 일에 이바지 하고 있으며,그것을 신앙과 공익의 차원에서 내면화 시키
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인터뷰 대상자인 Y집사는 ‘길거리’라고 표현된 사회적 공간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처음에는 어색함을 느꼈던 것으로 보여 진다.하지만 지역사
회의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함이라는 명분과 교우들과 함께 있다는 심리적 안정
감,그리고 신앙에 기초하여 어색함이나 불편함을 극복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즐기고 그것에서 성취감을 경험 하게 되는 것이다.이러한 B집사의 모습을 통해
가족이라는 좁은 울타리에 속해 있던 여성이 어떤 식으로 사회적인 영역,공공의
영역으로 자신의 존재감과 역할을 확장시킬 수 있는 지를 확인 할 수 있겠다.또한
‘불우이웃돕기 벼룩시장'행사는 개인적 차원의 경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것에 참여한 모든 교회여성들에게 상호협력에 기초한 성공을 경험하게 만드는 기
회를 제공 해준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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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협력과 성공의 경험 중에는 리더십(leadership)의 경험도 포함된다.K
권사의 인터뷰 내용에서 이러한 사실이 드러난다.

"""내내내각각각 생생생각각각하하하기기기에에에 하하하나나나님님님께께께서서서는는는 나나나 혼혼혼자자자 잘잘잘하하하는는는 것것것보보보다다다 다다다 함함함께께께,,,함함함께께께,,,
무무무엇엇엇이이이든든든지지지 함함함께께께하하하는는는 것것것을을을 기기기뻐뻐뻐하하하신신신다다다...연연연합합합여여여전전전도도도회회회장장장이이이 하하하는는는 것것것이이이 아아아
니니니라라라 연연연합합합여여여전전전도도도회회회가가가 하하하는는는 것것것이이이고고고 때때때로로로는는는 허허허물물물도도도 보보보이이이고고고 하하하지지지만만만 덮덮덮어어어가가가
면면면서서서 이이이끌끌끌어어어 가가가는는는 것것것이이이다다다...여여여러러러 사사사람람람이이이 모모모여여여서서서 무무무슨슨슨 일일일을을을 하하하다다다보보보면면면 이이이것것것
도도도 안안안 되되되고고고 저저저것것것도도도 안안안 되되되고고고,,,참참참 이이이견견견이이이 많많많다다다...그그그럴럴럴 때때때 회회회장장장이이이 나나나서서서서서서 111000가가가
지지지의의의 이이이견견견들들들을을을 하하하나나나로로로 묶묶묶어어어서서서 이이이끌끌끌어어어가가가는는는 것것것이이이다다다...그그그것것것이이이 불불불가가가능능능하하하고고고 의의의
견견견충충충돌돌돌이이이 소소소모모모적적적이이이라라라고고고 생생생각각각될될될 때때때는는는 회회회장장장이이이 단단단호호호하하하게게게 이이이렇렇렇게게게 해해해서서서 가가가자자자,,,
따따따라라라와와와라라라 내내내가가가 책책책임임임진진진다다다 하하하는는는 결결결단단단력력력도도도 필필필요요요한한한 것것것이이이다다다..."""KKK권권권사사사

규모가 큰 조직이든 그렇지 않은 조직이든 하나의 조직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
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한 조직의 장으로서 조직의 성원 모두가 만족하고 그 조직
이 추구하는 이상에도 부합되게 조직을 꾸려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때로는 어려운 결단의 순간도 필요할 것이며,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
할 것이다.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공공의 목적을 가진 조직에 참여하고,그곳에
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아마도 그리 흔한 경
우는 아닐 것이다.교회여성들은 교회 내의 다양한 조직 속에서 자신이 그 조직의
리더가 되거나 아니면 한 조직의 리더로서 역할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간접
적으로나마 체험하게 된다.리더로서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경우를 경험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취합하여 공동의 노선을 설정하고 그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매우 귀중
한 경험이며 자신이 그러한 역할을 기대 받는 상황에 처해있음을 교회여성들은 인
지하게 되는 것이다.설사 자신이 현재 리더의 위치에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
도회의 구성원들은 모범적인 리더가 어떤 것이며,그렇지 못한 경우가 어떤 것인
가를 파악하게 되고 그것을 내면화하여 구체적인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
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를 사고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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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갈갈갈등등등과과과 교교교섭섭섭의의의 경경경험험험

교회는 위에서 언급한 협력과 성공의 경험 뿐 만아니라 상호 갈등과 교섭의 경
험을 제공하나는 사회적 공간으로서 역할 한다.K권사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이러
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여여여전전전도도도회회회를를를 포포포함함함한한한 교교교회회회 일일일을을을 하하하다다다보보보면면면 좋좋좋은은은 일일일에에에는는는 말말말할할할 것것것도도도 없없없고고고
일일일을을을 하하하다다다보보보면면면 마마마음음음을을을 다다다치치치게게게 된된된다다다...교교교회회회를를를 주주주일일일 성성성수수수만만만 한한한다다다던던던가가가,,,멀멀멀리리리
하하하는는는 사사사람람람들들들은은은 상상상처처처받받받을을을 일일일이이이 없없없다다다...언언언제제제나나나 가가가까까까운운운 사사사람람람들들들끼끼끼리리리 상상상처처처를를를 주주주
고고고받받받는는는 것것것이이이다다다...정정정말말말 좀좀좀 부부부딪딪딪치치치는는는 그그그런런런 사사사람람람과과과 만만만났났났을을을 때때때는는는 서서서로로로 이이이야야야기기기
도도도 나나나누누누고고고 하하하지지지만만만 그그그 문문문제제제를를를 가가가지지지고고고 하하하나나나님님님 앞앞앞에에에 기기기도도도를를를 한한한다다다...교교교회회회에에에서서서
권권권사사사나나나 구구구역역역장장장이이이나나나 교교교구구구장장장이이이나나나 여여여전전전도도도회회회 회회회장장장 정정정도도도의의의 직직직책책책을을을 맡맡맡고고고 계계계신신신
분분분들들들은은은 다다다른른른 사사사람람람을을을 책책책망망망하하하기기기 이이이전전전에에에 내내내가가가 잘잘잘못못못한한한 것것것은은은 없없없는는는지지지,,,내내내가가가 하하하
나나나님님님의의의 말말말씀씀씀대대대로로로 행행행했했했는는는지지지를를를 먼먼먼저저저 돌돌돌아아아본본본다다다...”””KKK권권권사사사

나와는 전혀 다른 타인과 관계를 맺는다는 상황 자체는 이미 갈등적 상황을 배
태(embedded)한 것이다.이는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여성들의 관계맺음에
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동일한 신앙을 공유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개성을 갖는 행
위자들이 공동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갈등과 교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지극
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중요한 것은 여전도회와 같은 교회 내의 활동을 통해 교
회여성들은 타인과의 갈등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들과 공동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섭의 방법들을 훈련받게 된다는 것이다.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갈등적 상황에
대한 경험과 그것을 내면화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여성들은 타인을 나와 동등한 하
나의 주체로서 인식하게 되고,신앙공동체 내에서의 관계와 신념에 기초하여 갈등
적 상황의 원인을 성찰적으로 돌아보게 되는 것이다.교회는 타인과의 관계맺음과
그에 따르는 다양한 상황들을 경험하게 하는 사회적 공간으로서 역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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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경경경쟁쟁쟁과과과 배배배제제제의의의 경경경험험험

S교회에서 교회여성들 간의 경쟁관계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경험은 이전 목사
님의 부인,즉 이전 교회사모와 여전도회의 주도권 다툼이었다.이 상황을 이해하
기 위해서 S교회의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전술한 바와 같이 S교
회는 81년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하여 등록교인 300여명,주일 예배 참석 성도
500여명에 이르는 교회로 성장하였다.개척 당시 원로목사님의 부인(이후 교회사
모라 칭함)이 많은 역할을 하였으며,초창기에 교회 안팎의 살림을 책임졌던 것으
로 보인다.그러나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여전도회가 양적 ․ 질적으로 확
대되면서 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교회사모와 경쟁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원
로 목사님이 소천하신 이후 교회가 새로운 목사님의 청빙문제로 어수선한 상황에
서 연합여전도회의 회장을 맡았던 K권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교회사모와 여전도회
의 경쟁관계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우우우리리리 SSS교교교회회회 같같같은은은 경경경우우우에에에는는는 원원원로로로목목목사사사님님님이이이 가가가정정정교교교회회회에에에서서서부부부터터터 일일일으으으켜켜켜 세세세
운운운 교교교회회회이이이다다다 보보보니니니까까까 사사사모모모님님님이이이 큰큰큰일일일을을을 안안안했했했다다다 할할할 수수수 없없없지지지...큰큰큰 동동동력력력이이이 된된된 것것것
은은은 사사사실실실이이이지지지만만만 그그그 양양양반반반이이이 무무무엇엇엇을을을 잘잘잘못못못했했했냐냐냐하하하면면면,,,너너너무무무 그그그렇렇렇게게게 하하하다다다 보보보니니니까까까
여여여전전전도도도회회회를를를 몽몽몽땅땅땅 죽죽죽여여여 버버버렸렸렸어어어...한한한참참참 여여여전전전도도도회회회가가가 활활활성성성화화화되되되고고고 여여여전전전도도도회회회 자자자
체체체에에에서서서 기기기도도도로로로 봉봉봉사사사로로로 파파파워워워가가가 있있있었었었는는는데데데,,,어어어느느느 해해해인인인가가가 아아아무무무것것것도도도 모모모르르르는는는 여여여
집집집사사사가가가 연연연합합합여여여전전전도도도회회회장장장이이이 되되되면면면서서서 모모모든든든 일일일이이이 사사사모모모님님님 손손손에에에서서서 결결결정정정되되되고고고 끝끝끝
나나나버버버리리리는는는 거거거야야야.....................조조조금금금만만만 뭐뭐뭐 해해해도도도 기기기도도도하하하고고고 각각각각각각 생생생각각각하하하고고고 무무무엇엇엇을을을 해해해야야야
좋좋좋을을을까까까 의의의논논논하하하고고고 그그그렇렇렇게게게 하하하는는는 것것것이이이 아아아니니니라라라 사사사모모모님님님 어어어떻떻떻게게게 할할할까까까요요요???내내내내내내
사사사모모모님님님 얼얼얼굴굴굴만만만 쫓쫓쫓아아아다다다니니니게게게 되되되는는는 거거거지지지...개개개인인인적적적으으으로로로 할할할 수수수 있있있는는는 게게게 아아아무무무것것것
도도도 없없없어어어져져져 버버버리리리게게게 된된된 거거거야야야...여여여전전전도도도회회회가가가 완완완전전전히히히 죽죽죽어어어버버버린린린 거거거지지지...내내내가가가 연연연합합합
여여여전전전도도도회회회장장장이이이 될될될 때때때는는는 원원원로로로목목목사사사님님님이이이 병병병환환환으으으로로로 병병병원원원에에에 입입입원원원해해해 계계계시시시고고고 새새새
로로로운운운 담담담임임임 목목목사사사님님님이이이 오오오시시시기기기 바바바로로로 전전전이이이었었었거거거든든든...그그그래래래서서서 도도도저저저히히히 이이이래래래서서서는는는 안안안



- 84 -

된된된다다다 해해해서서서 사사사모모모님님님은은은 사사사모모모님님님의의의 역역역할할할을을을 하하하십십십시시시오오오...성성성도도도들들들을을을 다다다 바바바보보보로로로 만만만들들들
어어어서서서 하하하라라라면면면 하하하고고고 안안안하하하면면면 못못못하하하는는는 로로로보보보트트트로로로 만만만들들들어어어 놓놓놓는는는 것것것은은은 안안안돼돼돼는는는 것것것입입입
니니니다다다 라라라고고고 말말말을을을 했했했지지지..."""KKK권권권사사사

이상의 언급을 통해서 교회여성들이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고 외부의 자극에 무
비판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님을 알 수 있다.교회 내부에서의 주도권을 두고
교회사모와 교회여성들 간의 경쟁이 존재했으며,교회여성들은 자신들이 교회사모
한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상황자체를 거부한 것을 알 수 있다.이것은 여전도
회가 교회여성들 간의 협력과 교섭의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
증하는 것이며,여전도회에서의 다양한 경험들이 교회여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
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적적적극극극적적적으으으로로로 교교교회회회일일일에에에 참참참여여여하하하면면면서서서부부부터터터 들들들은은은 말말말이이이 뭐뭐뭐냐냐냐면면면,,,“““어어어디디디서서서 저저저렇렇렇
게게게 일일일잘잘잘하하하는는는 파파파출출출부부부를를를 데데데려려려왔왔왔어어어”””이이이렇렇렇게게게 말말말을을을 하하하는는는 거거거야야야...아아아............이이이게게게 텃텃텃세세세
구구구나나나...교교교회회회 안안안에에에서서서도도도 텃텃텃세세세가가가 심심심해해해...기기기존존존에에에 일일일하하하던던던 집집집단단단들들들 간간간이이이나나나 권권권사사사님님님
들들들 사사사이이이에에에서서서 알알알력력력 관관관계계계도도도 있있있고고고.................."""KKK권권권사사사

K권사의 두 번째 사례를 통해서도 교회여성들이 교회 내에서 매우 역동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기존에 교회 활동에 적극적인 교회여성과 그
곳에 진입하고자 하는 교회여성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살핌만이 존재하는 것
이 아니라 ‘텃세’라고 표현되는 긴장과 갈등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다.위의 두
사례에서 살펴본 두 가지 사례를 토대로 교회여성들이 교회 내에서 각자가 원하는
바,즉 자신의 이해관계를 두고 같은 공동체 구성원들과 경쟁과 대립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파악 할 수 있다.교회라는 공동체의 특성상 그것이 경제적 이익과 관
련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한 추구와 만족을 위해 때
로는 서로 긴장 점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교회내의 구체적인 경험들을 살펴보았을 때 교회는 교회여
성들에게 공적인 목적을 위한 상호협력과 그것의 성공적이 수행이라는 경험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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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주며,타인과의 경쟁과 갈등 교섭의 과정 속에서 원만한 문제해결과 갈등해소
의 기술들을 터득하게 해주는 사회적 공간으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다
른 여타의 자발적 결사체와는 달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신앙공동체라는 강력한 결
속력과 유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과정이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
행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즉,교회는 구성원 서로 간에 같
은 교회의 성도라는 동질감에 기반 하여 교회 내에서 축적되는 다양한 경험들을
사회자본으로 전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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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ⅦⅦ...요요요약약약 및및및 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사회자본의 형성에 있어서 종교가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고 교회가
사회자본의 원천으로서 작동될 수 있는 결정요인 및 교회 내에서 사회자본이 구축
되어가는 구체적인 과정을 S교회의 사례를 통해 분석 하였다.
S교회 교인들 간의 관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호혜성,신뢰,연결망의 차원에

서 파악하여 본 결과 S교회 교인들은 일반화된 호혜성의 경향을,높은 수준의 신
뢰와 강한 연결망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러한 속성이 발현
되는 결정요인으로서 교회 내의 위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이것은 교회가 종교적 ․ 도덕적 규범의 내면화 정도에 따라 중심부와 주변부
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자원이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전이되는 과정을 통해 사
회자본이 구축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조직적 특성이 사회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 있어서

는 위계적인 조직 구조 하에서 조직의 상층부를 구성하는 행위자들이 사회자본을
착복할 수 있으며 수직적인 조직의 구조 자체가 상호 신뢰와 협력의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그러나 S교회의 사례를 통해 조직 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이타적인 행위와 타인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을
때 조직적 차원에서 사회자본의 형성은 촉진 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조직의 구성원
들은 완성적 동기에 의한 정서적 ․ 물질적 자원의 원활한 소통을 경험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바로 이러한 교회의 조직적 특성이 교회가 사회자본의 메카로
서 주목받게 되는 이유이며 교회 내에서 사회자본이 형성 ․ 축적되는 메커니즘이
라고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인 구분에 의한 교회 내의 위치를 교회 내 조직의
참여여부를 통해 실제적이고 맥락적인 입장에서 재해석 하였다.이를 통해 교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하부조직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자본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것은 결국 자발적 결사체의 경험과 사회



- 87 -

자본의 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를 단위 조직의
차원에서 실증적으로 증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교인들은 다양한 교회 내 조직의
참여를 통해 타인과의 협력과 경쟁,갈등과 화해,성공과 실패의 경험들을 체득하
게 되고 그러한 구체적인 과정들을 통해 사회자본이 형성되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타인에 대한 일반화된 호혜성과 높은 수준의 신뢰와 강한 유대를 강조

하는 종교적 규범은 교회 구성원들이 사회자본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기초를 제공
하여 준다고 할 수 있다.또한 종교적 규범의 내면화 정도에 따라 중심부와 주변부
가 구분되는 교회 조직의 제도적 구성과 자발적 결사체로서의 경험들은 다양한 자
원들이 원활히 소통되고 그것이 다시 사회자본을 강화시키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가 ‘S’교회라는 하나의 사례연구에 불과한 것이기에 이러한 분

석의 결과를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특성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또한 ‘대형교회화’와 같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들과 본
연구의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결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도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분명 하나의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된 결과이기는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제안했다는 입장에서 본 연구
의 의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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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111】】】 출출출처처처:::문문문화화화관관관광광광부부부

개개개신신신교교교 주주주요요요 교교교단단단별별별 현현현황황황

※ 본 교세 현황은 각 교단에서 제출한 자료(’2001.12.31.기준)를 근거로 한 것임.

교 단 명 소 재 지 대표자
교 세 현 황

교회수
(개)

목사수
(명)

신도수
(명)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종로구 연지동 135
백주년기념관 315호

최병곤 6,621 9,601 2,283,107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강남구 대치동 1007-3 한명수 6,795 18,038 2,300,327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서초구 반포동 58-10 이 선 1,576 3,636 427,832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신촌동1073(홍일빌딩710)

김요셉 1,403 2,871 238,020

대한예수교장로회(호헌) 금천구시흥4동4-120호 배기은 340 356 25,000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강서구 등촌3동 667-3동
원빌딩 3층

정영민 4,100 4,987 1,169,572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정통)

서초구방배3동1031-3 서상기 2,263 3,907 823,469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보수)

중랑구 묵2동 244-115 배형석 819 961 227,420

한국기독교장로회 종로구 연지동 136-56
기독교회관 1501호

전병금 1,448 2,644 322,333

기독교대한감리회 중구 태평로 1가 64-8 김진호 5,262 7,298 1,394,515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강남구 대치동 890-56
성결회관

김필수 2,169 4,810 503,991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종로구 행촌동 1-30 최성균 1,022 1,740 262,395

기독교한국침례회 구로구 오류동 115-1 권처명 2,370 3,238 692,767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종로구 평동 222
총회회관 301호

박영찬 1,417 3,534 1,106,712

구세군대한본영 종로구신문로1가58-1 강성환 228 657 100,710

대한성공회 중구 정동 3 윤 환 122 213 69,863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영등포구양평동5가89-1 진등용 270 624 33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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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222】】】 SSS교교교회회회 조조조직직직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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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333】】】 SSS교교교회회회의의의 사사사회회회자자자본본본 조조조사사사 설설설문문문지지지

설설설 문문문 지지지

Group ID

한한한국국국의의의 인인인간간간관관관계계계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실실실태태태조조조사사사

  안녕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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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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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저희의 연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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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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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응응답답답자자자성성성명명명 전전전화화화번번번호호호 면면면접접접일일일시시시 및및및 소소소요요요시시시간간간
집전화번호
( ) -

핸드폰번호
( ) - 월 일 시 (총 ____분간 )

【문문문111】】】】다다다음음음에에에 제제제시시시되되되어어어 있있있는는는 단단단체체체나나나 조조조직직직 중중중에에에서서서,,,현현현재재재 귀귀귀하하하가가가 관관관심심심을을을 가가가지지지고고고 참참참여여여하하하고고고
있있있는는는 것것것이이이 있있있으으으면면면 모모모두두두 √√√√해해해 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조조조사사사대대대상상상집집집단단단 내내내부부부의의의 모모모임임임이이이나나나 단단단체체체는는는
제제제외외외시시시켜켜켜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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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다다다음음음은은은 귀귀귀하하하가가가 속속속해해해 있있있는는는 ○○○○○○○○○(((조조조직직직의의의 이이이름름름)))에에에서서서 서서서로로로 알알알고고고 지지지내내내는는는 사사사람람람들들들에에에 관관관해해해서서서
여여여쭤쭤쭤보보보겠겠겠습습습니니니다다다...(((시시시)))부부부모모모,,,배배배우우우자자자,,,자자자녀녀녀,,,형형형제제제///자자자매매매를를를 제제제외외외시시시키키키고고고 다다다른른른 분분분들들들을을을 대대대상상상으으으로로로
응응응답답답해해해 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문문문222】】】】귀귀귀하하하는는는 ○○○○○○○○○○○○(((조조조직직직의의의 이이이름름름)))에에에서서서 지지지난난난 111년년년 사사사이이이에에에 직직직접접접 만만만났났났거거거나나나,,,서서서로로로 연연연락락락을을을 주주주
고고고 받받받은은은 사사사람람람들들들이이이 있있있습습습니니니까까까???그그그 분분분들들들은은은 모모모두두두 몇몇몇 명명명이이이나나나 됩됩됩니니니까까까???

명명명



- 100 -

【【【【문문문333】】】】귀귀귀하하하가가가【【【【문문문222】】】】에에에서서서 응응응답답답하하하신신신 분분분들들들 중중중에에에서서서 친친친한한한 정정정도도도에에에 따따따라라라서서서 다다다섯섯섯 명명명을을을 떠떠떠올올올려려려
보보보십십십시시시오오오...그그그리리리고고고 그그그 분분분들들들은은은 어어어떤떤떤 특특특성성성을을을 가가가진진진 사사사람람람들들들인인인지지지,,,다다다음음음에에에 예예예시시시되되되어어어 있있있는는는 표표표
와와와 같같같이이이 응응응답답답의의의 보보보기기기를를를 보보보고고고 해해해당당당되되되는는는 번번번호호호를를를 적적적어어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응답의 보기 (((예예예시시시))) 갑 을 병 정 무
1) 아아아는는는 사사사람람람의의의 이이이름름름

   (단단단순순순히히히사사사람람람을을을쉽쉽쉽게게게구구구분분분하하하기기기위위위한한한것것것으으으로로로가가가명명명이이이나나나직직직
함함함을을을쓰쓰쓰셔셔셔도도도됩됩됩니니니다다다)

홍길동 김사장 박총무 이순희 최씨

2) 귀귀귀하하하와와와 어어어떤떤떤 관관관계계계입입입니니니까까까 ?
  (중중중복복복되되되는는는 경경경우우우 모모모두두두 표표표시시시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① 친(인)척 ② 직장 상사/동료/부하 .
③ 초,중,고교 동문 ④ 대학 동문
⑤ 이웃 ⑥ 같은 고향 사람
⑦ 모임/단체의 회원(어떤모임/단체?: )
⑧ 기타(자세히표기)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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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적적어어어주주주
십십십시시시오오오 ) 41 57 45 28 33

5) 교교교육육육수수수준준준 (중중중퇴퇴퇴 , 재재재학학학 포포포함함함 )

①초등학교 졸업이하②중학교 졸업③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 졸업⑤ 대학원 이상 ⑥잘 모르겠다

4 6 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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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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모임/단체의회원(어떤 모임/단체?: )
⑧기타(자세히 표기)_____________________

3) 성성성별별별
① 남성 ②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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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교교교육육육수수수준준준 (중중중퇴퇴퇴 , 재재재학학학 포포포함함함 )

①초등학교 졸업이하 ② 중학교졸업 ③고등학교 졸업
④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이상 ⑥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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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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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경경경제제제적적적인인인 수수수준준준
① 상류층의 상층 ② 상류층의 하층 ③ 중류층의 상층
④ 중류층의 하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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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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문444】】】】    귀귀귀하하하가가가【【【【문문문333】】】】에에에서서서 응응응답답답해해해주주주신신신 분분분들들들끼끼끼리리리는는는 개개개인인인적적적으으으로로로 잘잘잘 아아아는는는 사사사이이이인인인지지지 여여여부부부를를를 표표표시시시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서서서로로로 잘잘잘 아아아는는는 사사사이이이인인인 분분분들들들끼끼끼리리리 실실실선선선으으으로로로 연연연결결결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단단단 문문문333에에에서서서 아아아무무무도도도 접접접촉촉촉
하하하지지지 않않않았았았거거거나나나 111명명명만만만 접접접촉촉촉했했했을을을 경경경우우우에에에는는는 이이이 문문문항항항에에에 응응응답답답할할할 필필필요요요가가가 없없없습습습니니니다다다...

【【【【문문문555】】】】    귀귀귀하하하가가가【【【【문문문 333】】】】에에에서서서 응응응답답답하하하신신신 분분분들들들은은은 ○○○○○○○○○○○○(((조조조직직직 이이이름름름)))에에에서서서 111년년년에에에 한한한번번번 모모모이이이는는는 ‘‘‘총총총회회회’’’(((전전전
체체체모모모임임임)))에에에 어어어느느느 정정정도도도나나나 참참참여여여하하하십십십니니니까까까???

111년년년에에에 한한한번번번 모모모이이이는는는 총총총회회회(((전전전체체체 모모모임임임)))에에에 참참참가가가하하하는는는가가가???

항상
참여한다

대체로
참여하는
편이다

반반
대체로
참여하지
않는다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총회가 없다/
비해당 갑 을 병 정 무

1 2 3 4 5 6

【【【【문문문666】】】】앞앞앞에에에서서서 응응응답답답하하하신신신 분분분들들들은은은 지지지난난난 111년년년 사사사이이이에에에 어어어떤떤떤 일일일 때때때문문문에에에 만만만났났났거거거나나나 또또또는는는 연연연락락락을을을 주주주고고고 받받받으으으
셨셨셨습습습니니니까까까???먼먼먼저저저 귀귀귀하하하께께께서서서 그그그 분분분들들들에에에게게게 어어어떤떤떤 종종종류류류의의의 도도도움움움을을을 받받받으으으셨셨셨는는는지지지에에에 관관관해해해서서서 여여여쭤쭤쭤보보보겠겠겠습습습니니니
다다다...다다다음음음의의의 보보보기기기 중중중에에에서서서 해해해당당당되되되는는는 것것것을을을 모모모두두두 골골골라라라 √√√√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갑갑갑갑

무무무무 을을을을

정정정정 병병병병

갑갑갑갑

무무무무 을을을을

정정정정 병병병병

<<<<응답의 예시응답의 예시응답의 예시응답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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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는는는 그그그 사사사람람람으으으로로로부부부터터터............... 갑 을 병 정 무
1) 중요한 정보나 소식을 전해 들었다
2) 급하게 돈을 꾸거나 중요한 물건 (자동차 등 )을 빌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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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문문문777】】】】이이이번번번에에에는는는 지지지난난난 111년년년 사사사이이이에에에 귀귀귀하하하께께께서서서 그그그 분분분들들들에에에게게게 어어어떤떤떤 종종종류류류의의의 도도도움움움을을을 제제제공공공하하하셨셨셨는는는지지지에에에 관관관해해해
서서서 여여여쭤쭤쭤보보보겠겠겠습습습니니니다다다...다다다음음음의의의 보보보기기기 중중중에에에서서서 해해해당당당되되되는는는 것것것을을을 모모모두두두 골골골라라라 √√√√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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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문문문888】】】앞앞앞에에에서서서 응응응답답답하하하신신신 분분분들들들과과과는는는 얼얼얼마마마나나나 자자자주주주 만만만나나나는는는 편편편입입입니니니까까까???그그그 분분분을을을 실실실제제제로로로 만만만나나나는는는 경경경우우우,,,전전전
화화화를를를 주주주고고고받받받는는는 경경경우우우,,,컴컴컴퓨퓨퓨터터터 인인인터터터넷넷넷(((이이이메메메일일일,,,메메메신신신저저저,,,카카카페페페,,,게게게시시시판판판 등등등)))상상상으으으로로로 만만만나나나는는는 경경경우우우로로로 구구구
분분분하하하여여여 응응응답답답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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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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문문999】】】】평평평소소소 그그그 분분분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에에에서서서 누누누구구구의의의 입입입장장장이이이나나나 이이이익익익을을을 우우우선선선적적적으으으로로로 고고고려려려하하하는는는 편편편입입입니니니까까까???다다다음음음의의의
보보보기기기 중중중에에에서서서 골골골라라라 번번번호호호를를를 적적적어어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평평평소소소 누누누구구구의의의 입입입장장장과과과 편편편의의의를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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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다다다음음음의의의 문문문제제제들들들은은은 귀귀귀하하하가가가 앞앞앞에에에서서서 응응응답답답하하하신신신 분분분들들들과과과의의의 인인인간간간관관관계계계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질질질문문문들들들입입입니니니다다다...평평평소소소 그그그
분분분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에에에서서서 있있있었었었던던던 일일일들들들을을을 떠떠떠올올올려려려 보보보시시시고고고,,,각각각각각각의의의 질질질문문문에에에 대대대해해해서서서 솔솔솔직직직하하하게게게 응응응답답답해해해 주주주
십십십시시시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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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문111000】】】】만만만약약약 귀귀귀하하하가가가 그그그 분분분의의의 가가가족족족을을을 모모모두두두 집집집으으으로로로 초초초대대대하하하여여여 저저저녁녁녁식식식사사사를를를 대대대접접접하하하였였였을을을 경경경우우우,,,그그그것것것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보보보답답답은은은 어어어느느느 정정정도도도나나나 빨빨빨리리리 이이이루루루어어어져져져야야야 한한한다다다고고고 생생생각각각하하하십십십니니니까까까???다다다음음음의의의 보보보기기기 중중중에에에서서서 골골골라라라
번번번호호호를를를 적적적어어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호호호의의의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보보보답답답은은은 얼얼얼마마마나나나 빠빠빠르르르게게게 이이이루루루어어어져져져야야야 하하하는는는가가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반반
보답이
아무리
늦어져도
상관없다

갑 을 병 정 무

1 2 3 4 5

【【【【문문문111111】】】】만만만약약약【【【【문문문111000】】】】과과과 같같같은은은 상상상황황황이이이라라라면면면 그그그것것것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보보보답답답의의의 정정정도도도는는는 어어어떠떠떠해해해야야야 한한한다다다고고고 생생생각각각하하하십십십니니니
까까까???다다다음음음의의의 보보보기기기 중중중에에에서서서 골골골라라라 번번번호호호를를를 적적적어어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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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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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문111222】】】】귀귀귀하하하가가가 그그그 분분분에에에게게게 상상상당당당한한한 금금금액액액의의의 돈돈돈(((예예예를를를 들들들면면면 333달달달치치치 생생생활활활비비비 정정정도도도)))을을을 빌빌빌려려려주주주었었었는는는데데데 갚갚갚지지지
않않않는는는다다다면면면,,,귀귀귀하하하는는는 어어어떻떻떻게게게 하하하실실실 것것것 같같같습습습니니니까까까???다다다음음음의의의 보보보기기기 중중중에에에서서서 골골골라라라 번번번호호호를를를 적적적어어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333달달달치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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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문문111333】】】】만만만약약약 그그그 분분분이이이 귀귀귀하하하에에에 대대대해해해서서서 험험험담담담을을을 하하하고고고 다다다닌닌닌다다다는는는 말말말을을을 다다다른른른 사사사람람람으으으로로로부부부터터터 전전전해해해 들들들었었었을을을
때때때,,,귀귀귀하하하는는는 어어어떻떻떻게게게 하하하실실실 것것것 같같같습습습니니니까까까???다다다음음음의의의 보보보기기기 중중중에에에서서서 골골골라라라 번번번호호호를를를 적적적어어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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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14】그렇다면 【문12】,【문13】의 상황과 같이 그 분들이 귀하의 기대와는 다
른 처신을 할 경우에,귀하는 다음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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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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갑 을 병 정 무

1 2 3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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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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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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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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긴긴 시시시간간간 동동동안안안 선선선생생생님님님의의의 고고고견견견을을을 말말말씀씀씀해해해 주주주셔셔셔서서서 대대대단단단히히히 감감감사사사합합합니니니다다다 .
좋좋좋은은은 하하하루루루 되되되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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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각 각 각 집단별 집단별 집단별 집단별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질문 질문 질문 질문 사항사항사항사항

․․․․종친회 종친회 종친회 종친회 

Q12. 귀하는 종친회에서 어떠한 직책을 맡고 있습니까? ___________(예, 회장, 고문, 

이사 등등)

․․․․동창회동창회동창회동창회

【【【【문문문문15151515】】】】앞에서 앞에서 앞에서 앞에서 응답해주신 응답해주신 응답해주신 응답해주신 분들에게 분들에게 분들에게 분들에게 집안의 집안의 집안의 집안의 경조사경조사경조사경조사((((결혼결혼결혼결혼, , , , 장례 장례 장례 장례 등등등등))))가 가 가 가 있다면있다면있다면있다면,  ,  ,  ,  

                                어느 어느 어느 어느 정도의 정도의 정도의 정도의 금액을 금액을 금액을 금액을 부조 부조 부조 부조 하시겠습니까하시겠습니까하시겠습니까하시겠습니까?(?(?(?(만원 만원 만원 만원 단위로 단위로 단위로 단위로 적어 적어 적어 적어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Q12. 귀하는 중앙65교우회에서 어떠한 직책을 맡고 있습니까?

□1) 회장    □2) 임원   □3) 평회원 □4) 동호인회(골프, 등산, 바둑 등) 리더

□5) 기타_______________(자세히 표기)

․․․․향우회향우회향우회향우회

Q12. 귀하는 언제 고향 안동을 떠나셨습니까? 

     ________년           

Q13. 귀하는 언제부터 안동향우회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________년

갑 을 병 정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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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귀하는 다음의 의견에 대해서 평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

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내가 태어나서 자란 지역에 대해 소속감을 가지고 있
다 

(1) (2) (3) (4) (5)

2) 나와 같은 고향의 사람들에 대해 ‘우리는 하나’라는
   느낌을 갖는다

(1) (2) (3) (4) (5)

3) 자신의 고향이 발전하는데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
은 당연하다

(1) (2) (3) (4) (5)

4) 웬지 싫다는 생각이 드는 지역출신의 사람들이 있다 (1) (2) (3) (4) (5)

5) 싫어하는 지역 출신의 사람이 있다면 결혼상대자로 
택하지 않겠다

(1) (2) (3) (4) (5)

6) 선거에서 투표할 후보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출신지
역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1) (2) (3) (4) (5)

․․․․시민단체 시민단체 시민단체 시민단체 

【【【【문문문문15151515】】】】앞에서 앞에서 앞에서 앞에서 응답해주신 응답해주신 응답해주신 응답해주신 분들에게 분들에게 분들에게 분들에게 집안의 집안의 집안의 집안의 경조사경조사경조사경조사((((결혼결혼결혼결혼, , , , 장례 장례 장례 장례 등등등등))))가 가 가 가 있다면있다면있다면있다면, , , , 

어느 어느 어느 어느 정도의 정도의 정도의 정도의 금액을 금액을 금액을 금액을 부조 부조 부조 부조 하시겠습니까하시겠습니까하시겠습니까하시겠습니까?(?(?(?(만원 만원 만원 만원 단위로 단위로 단위로 단위로 적어 적어 적어 적어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 ) ) 

Q12. 귀하는 환경운동연합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1) 상근활동가    □2) 소모임의 리더         □3) 일반회원 

□4) 기타_______________(자세히 표기)

Q13. 귀하는 환경운동연합의 모임에 참여하신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________년

갑 을 병 정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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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회 교회 교회 

Q12. 귀하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1) 목사    □2) 부목사  □3) 강도사  □4) 전도사  □5) 장로   □6) 권사

□7) 안수집사 □8) 집사     □9) 평신도   □10) 기타_______________

Q13. 귀하는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십니까? _______ (예: 구역장, 여전도 

회장 등등)

․․․․아파트아파트아파트아파트

【【【【문문문문15151515】】】】앞의 앞의 앞의 앞의 질문에서 질문에서 질문에서 질문에서 친하다고 친하다고 친하다고 친하다고 응답해 응답해 응답해 응답해 주신 주신 주신 주신 분들은 분들은 분들은 분들은 어떤 어떤 어떤 어떤 동기에서 동기에서 동기에서 동기에서 귀하와  귀하와  귀하와  귀하와  

        친하게 친하게 친하게 친하게 지내게 지내게 지내게 지내게 되었습니까되었습니까되었습니까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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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갑 을 병 정 무

Q12. 귀하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1)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2) 입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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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어촌계어촌계어촌계

Q12. 귀하는 주전동 어촌계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습니까?            

                             

                                           

․․․․인력시장인력시장인력시장인력시장

Q12. 귀하의 전문분야 또는 기능은 무엇입니까? (중복 표기 가능)

□1) 내외장 목수  □2) 미장         □3) 조적(벽돌)    □4) 비계공

□5) 철근    □6) 타일         □7) 조경         □8)설비

□9) 철거    □10) 하스리(컷팅)  □11) 로푸공     □12) 페인트

□13) 전기    □14) 용접         □15) 건물청소    □16) 일당잡부

□17) 기타_______________(자세히 표기)

Q13. 귀하의 직위는 무엇이십니까?

□1) 작업 반장(십장, 오야지) □2) 기능공  □3) 조공(데모도) □4) 잡부(인부)

□5) 기타_______________(자세히 표기)

Q14. 귀하는 얼마동안 이 일을 하셨습니까? ________년

Q15. 최근 한달 동안 평균 근로 일수는 얼마입니까?                       

                                                            

________일
 

Q16. 귀하는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일자리를 얻습니까?

□1) 작업반장(십장, 오야지)        □2) 동료근로자

□3) 가족 친지        □4) 새벽인력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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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용역업체(유료 직업소개소, 인력공사 등)

□6) 공공 직업알선기관(노동부 일일취업센터 및 구청취업알선센터)

□7) 무료직업소개소(사회복지관, 종교단체 등)

□8) 직접 현장 방문  □9) 기타_______________(자세히 표기)

Q17. 귀하는 건설일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기능을 어떻게 습득하셨습니까?

□1) 일하면서 어깨 너머로 배운다.      □2) 작업반장(십장, 오야지)에게 배운다.  

□3) 동료 근로자로부터    .      □4) 가족/친지로부터

□5) 무료 또는 공공 직업훈련기관에서   □6) 기술/기능 전문 교육 학원에서 

□7) 기타_______________(자세히 표기)

Q18. 귀하는 하루 일을 마친 후에 저녁이나 술자리를 주로 누구와 합니까?  

(중복 표기 가능)

□1) 그날 현장에서 같이 일한 동료   □2) 같은 인력사무소에 속한 사람들 

□3) 평소에 같이 일하러 다니는 동료들 □4) 기타_______(자세히 표기)

□5) 식사나 술자리를 하지 않는다.

Q19. 다음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 중에서 골라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1)일을 마친 후에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하는 저녁 식사 및 술자리는
나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2)언제든지 지금하고 있는 일을 그만둘 수 있고 다른 업종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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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 집안일(이사,집 보수공사 등)을 도와줄 사람이 있다.
5)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개인적 비밀을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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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SSSoooccciiiaaalllCCCaaapppiiitttaaallliiinnnttthhheeeCCChhhuuurrrccchhh

JJJaaannnggg,,,JJJuuunnngggHHHooo
DDDeeepppttt...ooofffSSSoooccciiiooolllooogggyyy

TTThhheeeGGGrrraaaddduuuaaattteeeSSSccchhhoooooolll
ooofffYYYooonnnssseeeiiiUUUnnniiivvveeerrrsssiiitttyyy

Itisunderstoodthatreligiousorganizations,especiallychurches,haveimportant
meaning in relationwithforming socialcapitalanditisbeing discussedin
variousacademicfieldsincludingSocialScienceinrecent10years.Churchcanbe
saidtobeperforminganimportantrolebecausechurchcanbeunderstoodasa
metaphorofsocialcapitalandithasadvantagesintheformingandexpansionof
socialcapitalthanothervoluntarygroupsanditsaccumulatedexperienceswithin
thechurchcanbespreadtogeneralsociety.Than,whatisthemethodofcreating
socialcapitalandafactordecidingthat?Thispaperstudiedwhatkindoffactors
areaffectingtheformingofsocialcapitalbysettingeach'factordecidingsocial
capitals within a church' as '① church members' social․ economical
backgrounds','② position within the church'through the exampleof'S
Church'.

Theresultsofregressionanalysisonfactorsaffectingthepropertiesofthree
factorsofforming socialcapital- benefits,reliability,network andafactor
affectingthetotalquantityofsocialcapitalwithinSChurchwereanalyzedthat
only theagegroupsamong population․socialeconomicpropertiesofchurch
membersaffectedthecreationofnetworkanditdidnotaffectthe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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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sandthetotalquantityofsocialcapital.
Itisanalyzedthatthepositionwithinchurchhasmeaningfuleffectson3

factorsofsocialcapitalaswellasthetotalquantity ofsocialcapital.Itis
analyzedthatnovariablesotherthanpriestsaffectedbenefitsofSChurchforthe
caseofbenefitsandthepositionwiththechurchhaseffectsonthereliability.It
seemsthatcommunalexpectationsandmeaningstructurewereaffectedbythe
positionwithinthechurchaswellasthedegreeofmaturityintermsofreligious
level.Itisanalyzedthatthelowertheagethestrongerthenetworkandthisis
theresultsreflecting thatyoungergenerationsarethemainbody ofchurch
membersintermsofactualoperationofthechurch.Itisanalyzedthatpopulatio
n․social․economicpropertiesofchurchmembershadnoeffectsonthetotal
quantityofsocialcapitalwhichisthesum ofbenefit,reliability,networkandonly
thepositionwithinthechurchhasmeaningfuleffectsonthecreationofsocial
capital.In the end,ifthe position within the church is the reflection of
internalization ofreligiousstandardthan itcan besaidthatthegeneralized
standardofbenefits,highlevelofreliability,strongnetworkingformedamong
churchmembersaretheresultsofpracticingthestandardsimposedfrom the
religiouslevelthataChristianoughttodo.Inotherwords,thingslikehelping
someonewithoutanyexpectationforrewards,displayingstrongfaithonothers
despitethepossibilityofactualdamagesaretoolsforprovingone'sownfaithon
God and itcan be regarded as a toolforself-confirmation thatone has
transformedontologicallyintermsofreligion.From thispoint,wecanpointout
thepossibilitiesandlimitationsofchurch.

�������������������������������������������������������������������������������

KeyWord:SocialCapital,Reciprocity,Trust,Network,ConsummatoryMotivation,
InstrumentalMotivation,ReligionalNom,Internalization,Center,Round,
VolunteerAssociation,Position,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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