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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한한한국국국인인인의의의 단단단체체체참참참여여여 유유유형형형과과과 그그그 효효효과과과
---일일일반반반적적적 신신신뢰뢰뢰와와와 정정정치치치참참참여여여를를를 중중중심심심으으으로로로 ---

본 연구는 서구 사회의 경험에 기반을 둔 사회자본론이 한국사회의 맥락에 어
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피고자 하는 시도이다.이를 위해 2차적 관계로 이루
어진 자발적 결사체와 연고를 중심으로 형성된 동창회,향우회 등 연고관련 모임
이 한국사회에 어떠한 양상으로 존재하는가를 파악하고 과연 사회자본으로 기능
하고 있는지를 일반적 신뢰와 정치참여의 두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다양한 종류와 성격의 단체들의 존재방식을 살피기 위해 ‘시민운동단체’,‘종교

단체’,‘취미모임’,‘동창모임’,‘향우회’,‘친목단체’의 참여여부를 바탕으로 잠재적
집단분석을 시행하였다.이 같은 방법을 취한 이유는 서구의 경험에 기반을 둔 수
평적/개방적,수직적/폐쇄적 단체에 대한 이념형적 이분법을 피하고 현실에서의
복잡한 참여의 방식을 참여유형을 통해 밝혀내기 위함이다.그 결과 “왕성한 참여
형”,“연고모임 중심형”,“결사체 중심형”,“고립형”의 총 네 가지의 참여유형이 발
견되었다.“왕성한 참여형”은 연고관련 모임과 자발적 결사체 모두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참여하고 있었고 사회경제적 지위에서도 가장 높앗다.“연고모임 중심
형”은 취미모임과 같은 자발적 결사체 참여는 저조하며 동창회 향우회 등 연고관
련 모임 참여율이 매우 높았다.반면 “결사체 중심형”은 연고관련 모임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며 종교단체,취미 모임 등 2차적 관계로 이루어진 결사체 참여
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이 두 유형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서로 비슷했다.그리
고 고립형은 모든 모임에서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였으며 가장 낮은 수준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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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발견된 네 가지의 단체참여 유형이 사회자본으로 기능하는지를 살피기
위해 일반적 신뢰수준과 정치참여의 수준에서 유형 간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
펴보았다.일반적 신뢰는 일반인에 대한 신뢰와 일반인의 공정성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단체참여 유형 간 어떠한 차이도 발견할 수 없었다.정치
참여는 정치 효능감과 정치참여활동의 정도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왕성한 참여형”
과 “결사체 중심형”은 높은 정치 효능감을 생성하여 결과적으로 활발한 정치참여
활동을 나타내었다.“연고관련 모임”은 정치 효능감을 매개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정치참여활동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일반적 신뢰와 수평적 결사체를 연결하는 다수의 논의들

이 실제로는 과장되었거나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그리고 본 연구에서 드러난 참여유형 간 정치참여의 차이는 한국사회의 연
고관련 모임과 자발적 결사체가 사회자본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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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되는 말 :연고관련 모임, 자발적 결사체, 사회자본론, 단체참여 유형,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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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배배배경경경 및및및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모임 및 단
체참여 양상을 파악하고 그 효과를 경험적으로 탐색하는데 있다.구체적으로 단체
참여의 효과란 서구에서 자발적 결사체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사회자본론
의 핵심이 되는 일반적 신뢰와 정치참여의 두 측면이다.1)

인간관계,공동체,규범,신뢰,호혜성 그리고 연결망 등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는 사회자본론은 1990년대에 들어 최근까지도 사회학과 정치학,경제학을 포함
한 사회과학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과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개념이다.사회자본에 대한 논의는 대표적으로 콜만(Coleman,1988;1990),
부르디외(Bourdieu,1986),퍼트남(Putnam,1993a)및 뉴튼(Newton,1997)포르테
스(Portes,1999)등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전개되어 왔다.사회자본의 개
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이에 따라 그 정의 또한 다르게 정의되곤
하는데,이는 사회자본의 성격과 기능,그리고 형태에 대해 매우 다양하게 접근하
고 있음을 뜻한다.그 가운데 본 연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회자본론의 측면은
수평적 성격을 가진 면대면 결사체의 기능을 강조하는 퍼트남(Putnam,1993a;
1993b;1995a;1995b)의 논의이다.

퍼트남은(Putnam,1995a)은 사회자본을 “상호간 이익을 위한 협력과 협동을
촉진시키는 연결망,규범,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성”으로 정의한다.따
라서 사회자본은 목적 달성을 위해 협동적이고 집합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영역에
서 협력활동을 촉진시켜 문제해결에 기여한다.그리고 이와 같은 기능이 있는 사
회자본을 생성하는 공간으로 거론되는 것은 결사체이다(Whiteley,1999;이선미,
2004a;2004b;2004c;유재원,2000).결사체 활동은 면대면 상호작용을 증가시켜
결사체 참여를 통해 일반화된 신뢰가 형성될 수 있으며 종국적으로 경제적,정치

1) 사실 사회자본론에서 일반적 신뢰와 정치참여는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사회적 자본의 종합적
효과로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명확성을 위해 개념적인 구분을
따라 둘을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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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수행에 긍정적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이선미,2004c).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결사체의 구조이다.결사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결사체가 사회자본의 원
천으로서 긍정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개방적이고 수평적이어야 하며,
수직적인 구조를 가진 경우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Putnam,1993a;1995a;Pharr,2000;Newton,1999a).이에 따라 한국사회에 사회
자본론을 적용하는 다수의 연구들도 수직적인 구조의 연고집단을 비판하고 수평
적 연결망으로 이루어진 자발적 결사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사회자본론을 그대로 수용하여 한국사회에 적용함에 있어 사회・문화
적 성격이 다른 서구사회에서의 경험에 기반을 두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한국사회에는 서구와 달리 개방적인 결사체보다는
폐쇄적이며 수직적 성격이 강한 연고집단이 사회 내에서 주요한 관계망을 형성하
고 있기 때문이다.많은 연구들은 우리 사회의 역사적 경험과 민주주의의 수준이
서구와 다르다는 점을 언급하고는 있으나 이는 사회자본론이 그리는 서구사회의
모습을 지향점으로 삼아 대안을 제시함에 있어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장애물을 언
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그리고 연고집단의 존재를 충분히 고려하여 퍼트남
류의 사회자본론에 대한 변용가능성이나 부분적 수용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도
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수평적,개방적 결사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서구의 사회자본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의 문제점은 서구사회와 한국사회의 세 가지 차이에서 비롯된다.첫
째는 시민사회의 형성과 성숙과 관련된 역사적 경험의 차이이다.이를 일제 식민
통치 이래 한국전쟁과 분단,그리고 권위주의 체제의 영향으로 시민사회가 사적,
공적 신뢰가 훼손되어 시민사회 토대가 붕괴되었으며 가능한 시민적 연대가 끊어
져버린 경험(이재혁,1998)이후 1980년대 민중운동으로부터 시민사회의 성장을 바
라보거나(유팔무・김호기,1995)아니면 유교적 전통 속에서 국가와의 밀접한 관계
를 맺으며 자유주의 사상으로 국가를 견제해온 서구의 시민사회와는 전혀 다른
비영리・비정부 부문이 연고집단의 형태로 이어져 왔다(유석춘,2002)고 파악하든
한국의 사회는 서구와 다른 모습으로 변화,발전해 왔다는 점은 명백하다.둘째는
문화적 차이이다.사회자본론이 기반을 두고 있는 서구의 가치는 오랜 시간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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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성숙해온 자유민주주의와 개인주의 그리고 이와 함께 발전해온 자본주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한국사회가 이러한 가치를 받아들인 것은 그리 오래된 일
이 아니며 오히려 아직까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소속된 집단 안에서 설정된 사
회적 역할을 중시하는 유교적 전통(Rosemount,1988;이승환,1998)이 영향력을 발
휘하고 있다.셋째는 사회구조적 차이이다.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사회자본론과 관
련하여 서구와 한국사회의 중요한 차이는 바로 연고집단의 존재이다.타인과의 관
계를 중시하는 전통 속에서 일차적인 관계로 이루어진 연고집단은 이와 같은 역
사적,사회적 배경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사회의 구조는 물론 의식 속에서
깊게 배태되어왔다.한국 사회의 서로 다른 성격과 목적과 구조를 지닌 다양한 집
단에서 많은 경우 인적구성의 원리는 다름 아닌 연고에 의함이다.연고집단이 우
리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의 구조적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사실은 역으
로 연고집단이 전통사회를 거쳐 근대화가 이루어진 현재까지 사라지지 않고 사회
전반에 강하게 잔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차이점을 고려했을 때,서구의 사회자본론을 한국사회에 그대로 대
입시켜 대안을 모색하기 이전에 얼마나 적용가능한가를 경험적으로 살펴봐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연고집단의 현재적 위치를 파악하는 일
이 필수적이다.먼저 사회자본론을 한국사회에 적용하려는 많은 논의들에서 연고
집단은 그 폐쇄적,수직적 성격으로 사회자본론에서 강조되는 결사체의 기능을 수
행할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연고집단은 귀속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집단
으로서,안과 밖의 구분이 뚜렷하여 외부집단에 대한 배타성과 불신을 키운다는
것이다(이재혁,1998).연고집단의 성격을 ‘폐쇄적’이라 한정시키는 것에 반론을 제
기하는 상반된 시각도 존재한다.유석춘(2002)에 따르면 연고집단은 폐쇄성과 개방
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연고집단의 내부와 외부를 가르는 경계는 폐
쇄적으로 닫혀있다기 보다는 경우에 따라 유연하게 확장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지
고 있다.또한 연고집단은 구성원들의 여타 모임에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 국가와
시장은 물론,그리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결사체와 교묘히 결합하면서 사회구조 내
에 배태되어 있기 때문에,일차적인관계인 연고집단과 이차적인 관계인 자발적 결
사체 모임,혹은 ‘연결망’의 구분은 서구적 관점의 이분법적 사고라 주장한다.이



- 4 -

러한 관점을 받아들이면,연고집단 내부의 높은 신뢰는 얼마든지 그 경계를 넘어
사회전반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이 두 가지 대립된 입장이 제
시하는 대안은 전자의 경우 “연고집단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전통적 유대나 신뢰
관계를 넘어서 개방적,수평적 연결망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생성해야 한다”는 것
이며 후자는 “한국사회만이 가지고 있는 사회자본의 풍부한 원천으로서 기존의
다양한 연고집단이 지닌 잠재력을 인정하고 개발해야한다”는 것이다(유석춘,
2003).

사회자본론을 한국사회에 적용함에 있어 연고집단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핵심적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첫 째,연고집단은 배타
적 파당성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한국사회의 기본적인 인간 관계망으로서
시민사회에 배태되어 있는가?둘 째,연고집단은 사회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가 아니면 별개의 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호혜성을 바탕으로 신뢰의 증진에 기여
할 것인가?본 연구는 사회자본으로서 연고집단에 대한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노력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그러나 위의 두 핵심적 질문에 대한 궁극적 해답을 내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제약이 존재한다.먼저 퍼트남의 사회자본론의 수평적 결사체와 같이 한국사회의
연고집단이 사회자본의 원천으로서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양적 분석을
통한 경험적 연구를 위해서는 연고집단을 계량화하여 측정한 후 변수로 만들어
분석에 사용해야 한다.그러나 이는 시간과 비용이라는 현실적 한계로 인해 거의
불가능하다.때문에 연고집단을 양적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다수의 연구들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되는 소수의 연고집단 만을 선택하여 분석하거나 동
창회,종친회,향우회 등 연고집단이 가시적인 구조를 가진 단체를 분석의 대상으
로 삼고 있다.이 경우 연구 결과를 연고집단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두 번째 문제점은 연고주의적 행위와 관련된다.연고집단에 대한 비판은 타
인에 대한 배타적 감정이라는 연고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언급하고 있다.그러나
연고집단이 어떠한 구체적 과정을 통해 배타적 감정을 낳는지,이 배타적 감정이
어떠한 심리적,사회적 요인들로 이루어져 있는지,그리고 일상생활에서나 특정한
상황에서 어떠한 구체적 행위들과 관계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론적,경험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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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족하다.때문에 연고집단이 초래하는 연고주의적 행위에 대한 측정과 이를
이용한 분석은 아직 이루어질 수 없다.그리고 이를 첫 번째 문제와 연관 지어 보
자면,연고관련 단체가 연고집단과 등치될 수 없기 때문에 연고관련 단체의 참여
와 연고주의적 행위를 연결시켜 구체적 메커니즘을 밝히는 것은 하나의 연구에
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약 하에서 본 연구는 분석의 초점을 동창회,향우회와 같은 연고
관련 단체들과 자발적 결사체에 국한하고자 한다.사회자본론에서의 수평적 결사
체는 모두에게 열려있지만 회원과 비회원을 구분하는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 단체
들이기 때문에 이와 동일한 차원에서,연고집단이라는 광범위하고 경계를 파악하
기 힘든 개념보다는 연고관련 모임이라는 구체적 실체를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퍼트남 류의 사회자본론에서 강조하는
수평적 구조의 결사체가 아닌,한국사회에 다수 존재하는 수직적 결사체,즉 연고
관련 모임이 사회자본으로 기능하고 있는가를 경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다양한 종류의 단체들에 참여양상을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
적 속성을 바탕으로 살펴볼 것이다.그리고 연고적 모임과 서구적 형태의 자발적
결사체에 대한 선험적,이념형적 구분을 내리지 않고 동창회,향우회 등의 연고관
련 모임이 2차적 관계로 이루어진 자발적 결사체와 맞물려 어떠한 양상으로 존재
하는지 참여유형을 분석함으로써 밝힐 것이다.이를 통해 연고집단이 2차적 단체
들에 배태되어 있는 양상을 간접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그리
고 참여유형들과 일반적 신뢰 및 정치참여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한국사회의 특징
적인 단체로 볼 수 있는 연고관련 모임들이 자발적 결사체와 함께 사회자본으로
서 기능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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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및및및 선선선행행행연연연구구구

222...111...단단단체체체참참참여여여와와와 일일일반반반적적적 신신신뢰뢰뢰

222...111...111연연연고고고집집집단단단과과과 자자자발발발적적적 결결결사사사체체체

연고집단은 구성원이 태어난 고향(지연집단),학창시절의 경험(학연집단),같은
가문의 구성원(혈연집단)이라는 공통의 조건과 경험을 기초로 조직되는 집단이다.
구성원의 자격이 출생과 함께(혈연 및 지연)혹은 입학과 함께(학연)자동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자발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없다.연고집단은 오히려 비결사적
이고 비자원적인 1차집집단성격의 조직이다(유석춘,2002).

연고집단의 내부적인 특징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첫 째,연고집단은
재정적 후원자와 일반회원으로 양분된 조직구조를 지니고 있다.일반회원은 양적
으로 매우 방대하지만 대체로 조직의 활동에 깊이 관여하지 않고 형식적인 구성
원으로 남아 있다.즉 연고집단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회원과 명목상 소속
만 되어 있는 회원들 사이에 큰 역할의 차이가 존재하는 ‘이중성’을 특징으로 한
다.둘 째,연고집단은 전문적이기보다는 일반적이고 특수하기보다는 보편적인 관
심을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된다.주로 인간생활의 가장 보편적인 측면,즉 출생이
나 결혼 혹은 사망과 같은 일상사의 의례를 따라서 활동을 전개하는 연고집단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일부 비정부시민단체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는다(유석
춘,2002).

자발적 결사체는 그 정의와 성격에 있어서 연고집단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
시에 가지고 있다.로즈(Rose,1957)와 실즈(Sills,1964)의 정의에 따르면,자발적
결사체는 (정부 혹은 공공기관과는 달리)사적인 조직이며,(가족,씨족,민족,국
가 등의 귀속적 집단이 아닌)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가입여부가 결정되고,(일반
기업과 달리)비영리적이고 보수(報酬)가 없어 생계유지와 무관하고 시간이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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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참여하는 비전일제 방식의 사회조직체를 말한다.YMCA나 라이온즈 클럽,
갖가지 취미 및 레크리에이션 모임과 봉사단체 또는 친목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발적 결사체에 포함되는 사회의 공식적,혹은 비공식적 조직의 수와 종류는
방대하고,각 조직마다 성격도 그 수만큼이나 매우 다양하다.단순화의 문제를 무
릅쓰고 그 구조적 특징과 목적을 살펴보자.먼저 단순한 취미모임과 같은 경우 대
부분 수평적 위계구조를 가지고 있고 직책의 역할도 단순하다.구성원들의 사회적
배경은 다양하며 구체적인 취미활동의 행위자체를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
다.반면 교회나 종교관련 단체들의 경우 위계적인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활
동은 고도로 상징화,의례화 되어 있고,따라서 활동의 의미도 상징적 신념에 준
거하고 있다.그리고 여성유권자 연맹과 같은 시민단체의 경우 활동이 전문화된
정도에 따라 고도로 분업화되어 있으며 수직적 위계가 잘 발달해 있으면서 동시
에 수평적 관계가 공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성원의 자격요건은 뚜렷하지만
비교적 접근이 용이하며 매우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활동에 임하는 조직이다
(WarrinerandPrather,1965).

연고집단과 자발적 결사체의 구성 원리와 활동,그리고 조직의 목적 등을 위
와 같이 비교해 보았을 때,활동이나 목적에 의해 두 종류의 모임을 구분하기는
힘들다.오히려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집단에의 가입이 귀속적(ascribed)인가 성취
적(achieved)인가하는 것이다2).연고집단에 대비하여 개방적인 연결망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주목하는 것도 바로 이 차이이다.연고집단의 폐쇄성과 자발적 결사체의
개방성이라는 이분법은 연고집단과 같은 일차적 집단과 신뢰와의 부적 상관관계
를 주장하는 시각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그리고 이 이분법을 바탕으로,
연고집단으로 이루어진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연줄망’에서 ‘개방적’이고 ‘수평적’
인 ‘연결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당위를 제시한다.

2) 김용학(2003)은 학연은 생래적으로 획득한 집단은 아니지만 연줄주의를 의도적으로 지향하면서 획
득한(achieved)집단도 특수주의적인 것으로서,연줄망(연고집단)에 포함시킨다.학연이 연고집단
에 포함시키는 것은 연고집단에 대한 거의 모든 연구들에서 발견할 수 있다.하지만 그 이유가 의
도적으로 연줄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오히려 입학과 함께 결정되기 때문(유
석춘,2002)이며,고등학교와 같은 경우,바꾼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누
군가 고등학교나 대학을 선택할 때,앞으로 획득하게 될 연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일반화하
기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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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연줄망’과 ‘연결망’이라는 두 개념을 구체적 현실에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모호하다.연고집단을 비판하는 연구들은 규범적인 차원에서
연줄망은 ‘악’이고 연결망은 ‘선’이라고 선험적으로만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유석
춘,2002).연결망으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연줄망과 연결망의 구분은
추상적인 것으로서,구체적인 현상을 구분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한
다(김용학,2003c).이 문제는 연고,비연고의 이분법적 구성 원리에 초점을 맞추
고,이를 통해 집단의 차원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이다.이러한 관점에서는 현실에
서의 개인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간과되는 문제가 있다.특히 집단의 성
격이라는 중범위 수준의 요인이 신뢰행위라는 개인 수준의 요인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집단 안에 개인이 놓여 있는 관계의 구조를 고려
해야 한다.

222...111...222...단단단체체체참참참여여여와와와 일일일반반반적적적 신신신뢰뢰뢰의의의 관관관계계계

결사체 참여와 신뢰의 상관관계는 사회자본론에서 빈번하게,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다루어지고 있다.대표적인 학자는 퍼트남으로,그는 시민사회의 전통
이 강한 사회에서 신뢰가 싹튼다고 주장한다.여기서 시민사회의 의미는 토크빌
(Tocqueville)이후에 많은 학자들에 의해 논의되고 있는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간관계의 네트워크이다.개인 간의 네트워크가 상호작용의 규범을 성장시키고,
조정과 의사 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키며
(Putnam,1993a)사회적 신뢰와 주민간의연대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Putnam,
1995a;1995b)는 것이다.

그런데 단체참여와 신뢰의 관계에 있어 개인이 어떠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지 여부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Craig,Niemi& Silver,1990;
.Mishler& Rose,2001).퍼트남(Putnam,1993)이 사회자본 생성에 기여할 수 있는
조직의 특성을 수직적이기 보다는 수평적인 조직이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서구사
회에서도 다양한 조직에 따라 다양한 신뢰의 양태가 결정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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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볼 수 있다.한국사회에 단체참여와 신뢰의 관계에 대한 사회자본론적 관
점을 적용하는 많은 논의들은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즉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연고집단은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자발적 결사체와는 달리 신뢰의 형성
에 기여하지 못하며 오히려 신뢰의 개인적,사회적 수준을 낮추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1차적 구성 원리로 조직된 연고집단은 보편주의적이고 개방적인 ‘연결망’과는
달리 특수주의적이며 폐쇄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흔히 지적된다(김용학,2003a),
이는 안과 밖의 경계에 대한 의식이 뚜렷하여 집단의 외부에 대하여 배타적임을
의미하는 것으로,바로 이 지점에서 연고집단이 저신뢰를 낳는 요인이라 비판받는
다.연고집단은 집단 내부에는 강한 신뢰가 발생하지만 이는 외부의 ‘일반적 타자’
로 확대되지 못하고 오히려 배타성과 불신을 키우고 따라서 사회 전체의 신뢰를
낮추게 된다는 것이다(이재혁,1998).이러한 논의들은 일반적 신뢰(generaltrust)
와 안심(assurance)을 구분하고 그 효과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 야마기시
(Yamagishi2001)의 주장과 맞닿아 있다.야마기시의 신뢰와 안심의 구분에서,그
리고 연고집단에 대한 비판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폐쇄적)집단의 내부
에서 형성된 강한 신뢰(안심)는 외부(의 일반적 신뢰)로 확산되기 힘들다”는 것이
다.

야마기시의 신뢰 개념에 대한 분석에서 핵심적인 부분 중의 하나가 안심과
신뢰의 구분이다.먼저 ‘안심’(assurance)은 상대가 나를 이용할 의도가 없다는 기
대 중에서 상대의 자기 이익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는 것이다.즉 ‘안심’한다는 것
은 상대가 나를 배신하는 행위는 자신에게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행동의 결과에
대한 계산의 결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이다.3)이렇게 ‘안심’은 신뢰를 받
는 대상이 신뢰자를 이용하는 행동을 할 유인가(incentive)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부터 생긴다.상대방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고,상대

3) Yamagishi는 안심의 예로 손오공과 삼장법사의 관계,마피아에서 두목과 부하의 관계를 든다.삼
장법사는 손오공의 머리에 두른 쇠고리를 통해 고통을 줄 수 있으므로 손오공이 자신의 말을 잘
들을 것이라 기대하며,마피아의 두목은 배반하는 사람은 바로 처형당한다는 것을 확실히 함을 통
해 부하의 복종을 기대한다.이러한 예를 통해 ‘안심’의 핵심요소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통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Yamgishi,2001)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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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을 완전히 감시할 수 있는 경우이며,따라서 사회적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
다고 믿는 것이다.그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발생하는 믿음은 ‘안심’이지 ‘신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그리고 이와 같은 ‘안심’은 오래 지속되고 강한 관계에서 발생
하게 된다.그의 정리에 따르면 신뢰란 이와 같이 관계적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
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인격적 특성이나 평판과 같은 정보에 기반한 판단에 근거
를 두고 있는 것이다.상대를 신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보가 있으며 그에 의거한 신뢰이기 때문에 ‘정보의존적 신뢰’로 정의된다.그러
나 이와 같은 정보가 없을 경우 타인이 믿을 만한가에 대한 기본적인 기대가 ‘일
반적 신뢰’이다.즉 인간 일반의 신뢰성에 대한 판단에 근거한 것이 일반적 신뢰
이며 보편적 타자에 대한 신뢰라 할 수 있다.그에 따르면 사회의 비효율성과 불
안과 같은 근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신뢰는 바로 ‘일반적인 신뢰’이다.
그리고 한 사회의 신뢰 수준이 높다함은 바로 일반적 신뢰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
한다(Yamagishi,2001).

본 연구가 야마기시의 신뢰 개념에 주목하는 이유는 안심과 신뢰와의,특히
일반적 신뢰와의 관계 때문이다.그의 주장에 따르면 "안심은 신뢰를 파괴
(Yamagishi,2001)한다."특정 상대와 안심을 발생시키는 관계가 지속되면 그 이외
의 상대에 대한 신뢰가 저하하고,그 관계 외부의 사회적 불확실성 수준에 대한
주관적 예측이 커져서 더욱 그 관계를 지속하려 한다고 주장한다.다시 말해 신뢰
의 범위가 내부로만 한정되고,집단의 외부로 확장되기 어렵다는 것이다.이 때문
에 일본의 신뢰수준이 높다는 일반적 통념과는 달리 미국과 일본의 신뢰수준에
대한 그의 연구에서 일본에서의 ‘일반적 신뢰’는 미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미국은 일본과 같은 집단주의 사회가 아닌 개인주의 사회이기 때문
에 안심이 형성되는 관계가 드물며 따라서 외부인과 내부인에 대한 신뢰의 차이
가 크지 않다고 설명한다(YamgishiandYamgishi,1989).

그러나 메이시와 사토(MacyandSato,2002)와 사토(Sato,2002;2005;2006)는
스톨(Stolle,2001)과 나이트(Knight,2001)의 ‘우리가 아는 사람과 형성한 신뢰를
같은 사회에 속해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에
서 출발하여 이를 고찰하였다.그들은 야마기시가 편당주의(parochialism)와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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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사이에 지나치게 단절된 것으로 보았다면서,개인이 속한 사회적 집단의 이
동성(mobility)정도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이다.그에 따르면,사회적 이동
성과 낯선 타인을 신뢰하여 그와 협력하게 되는 정도는 뒤집어진 U자 형태의 관
계가 있다.즉 사회적 이동성이 매우 낮은 사회에 속한 개인과 매우 높은 사회에
속한 개인은 낯선 타인을 신뢰하지 못해 협력적 행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며 중간
정도의 이동성을 보이는 사회에 속한 개인이 낯선 타인을 잘 신뢰하고 협력을 이
루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이는 일반적 신뢰의 형성은 개인이 배태되어 있는 사
회적 관계에 뿌리를 두고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요컨대 그의 주장
은 안심관계(assurancerelationship)가 신뢰와 맺는 관계는 ‘이동성(mobility)'이라
는 제3의 변수를 매개로하여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연고집단과 신뢰와의 관계에 대한 예측이 서로 다른 가운데 최근
에는 자발적 결사체와 신뢰와의 상관관계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연구들이 제시되
고 있다.먼저 서구의 사회자본론을 한국사회에 적용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제
기를 하고 있는 연구들을 들 수 있다.즉 여러 수평적인 결사체 안에서의 상호작
용이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적용하는 것은
서구문화에 초점을 맞춘 발상으로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회의 문화를 배제하는
것으로서 정확한 설명이나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박희봉 외,2003).그리고
연고주의가 신뢰의 형성에 있어서 긍정적이냐 혹은 부정적이냐 하는 점에서도 논
란이 있을 수 있다(김성국,1992).또한 서구와는 다른 시민사회의 경험을 가진 사
회에 사회자본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의 문제점과 더불어 그 가정에 대한 회의
적인 시각도 존재한다(이선미,2004a;2004b;2004c).이러한 관점은 수평적인 결사
체 내에서 형성된 개인 간 신뢰가 외부로 확장되어 일반적 신뢰를 형성한다는 주
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그리고 최근 유럽의 몇 몇 사회를 대상으로 삼아 사
회적 모임 및 단체에의 가입,활동과 일반적 신뢰의 관계를 살펴본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둘의 관계는 그렇게 밀접하지 않다.프랑스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단체참
여와 신뢰는 아예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Mayer,2003)네덜란드나
벨기에 및 노르웨이에서는 둘의 관계가 사회적,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거나 잠
재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deHartandDekker,2003;Hooghe,2003).이러한



- 12 -

연구들은 자발적 결사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사회자본론의 주장은 과장되었음을
지적한다.

자발적 결사체 및 연고집단에 대한 이와 같은 다양한 연구들은 단체참여와
일반적 신뢰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예측을 어렵게 한다.결국 서구와는 다른 시민
사회의 경험과 문화적,정치적,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사회에 수평적 결
사체를 강조하는 사회자본론의 적용과 이를 바탕으로 연고집단에 제기되는 비판
들이 적절한가의 문제는 경험적 연구를 통해 드러나야 하는 것이다.

222...222...단단단체체체참참참여여여와와와 정정정치치치참참참여여여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모임 및 단체에 참여하는 것이 민주적 정치참여의 다
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사회자본론이 대두되기 이전부터 있어 왔다
(Almond& Verba,196vanDeth,1966;Verba& Nie,1972).토크빌 이후 퍼트남
을 비롯한 다수의 학자들이 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에 있어서 강하고 역동적인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와 같은 흐름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결사
체가 중요한 이유는 사회적 모임이나 단체,즉 결사체가 사람들이 서로 만나 서로
상호작용하는 장소가 되어 개인이 원자화,분절화를 막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안
정된 환경을 제공하여(Putnam,1993a;1995a)민주적 정치 시스템 안으로 참여자
들을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자발적 결사체가 민주주의를 위한 학교
라고 불리는 것도 결사체가 시민적 덕목을 배양하고 결과적으로 정치과정에 직,
간접적으로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Cohen&
Rogers,1995;Putnam 1995a;Paxton,2002;Warren,2002)

사회적 모임 및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것과 정치적 참여의 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둘 간의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Almond&
Verba,196vanDeth,1966;Verba& Nie,1972;BillietJ& Cambré1999;Pollock,
1982;Leighly,1995)그리고 이 둘의 연결고리는 명확히 분리되는 것은 아니나 분
석의 명확성을 위해 정치효능감을 매개로 하는 것과 직접적인 정치참여활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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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즉 결사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험들
이 정치 효능감을 높여 결과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치참여활동을 이끌어내는 방식
과 결사체 활동이 직접적인 정치참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222...222...111정정정치치치 효효효능능능감감감

정치효능감은 자신의 정치적 행동이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
다는 개인적인 믿음을 의미한다(Acocketal,1985).이러한 정의의 기저에는 정치
변화가 가능하고 그러한 변화를 이끄는데 자신이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사람
들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으며,따라서 높은 정치적 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이 정치체제나 정치과정에 일정
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높다.헤스(Hess,1971)는 이러한 정치
효능감의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하여 개념적 발전을 이루었는데,그에 따르면 정치
효능감은 정치체제 및 그 대리인에 대한 신뢰감(trust),자신이 그 체제를 조절하고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확신(confidence),그리고 정치체제로 하여금 그에 대
한 반응을 보이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믿음(belief)의 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이
렇게 세 요소로 구성된 정치 효능감은 일반적으로 내적 효능감과 외적 효능감의
두 차원으로 구분된다(Acocketal,1985;Morrell,1998;Finkel,1987).내적 효능
감은 투표와 같은 정치적 행동에 참여할 충분한 능력을 가지거나 정치를 이해할
능력이 있다는 자기 인식을 의미한다.그리고 외적 효능감은 시민들의 요구에 대
한 정부,또는 정책 결정자의 반응성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정치 효능감에 대
한 이와 같은 개념적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개인이 정치적 행동을 통
해서 정치과정이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은 내적인 능
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외적인 반응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결
부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하지만 내적・외적 효능감은 그 방향성이 서로 다르며
더 세밀한 분석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 있어서 둘의 구분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인,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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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정치효능감의 정도는 높은 경제적 수준과 경제력을 갖고 있는 전
문직종의 남성,즉 정치적 영역과 이미 잘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서 높게 나타
난다고 지적된다(Madsen,1987;Niemi& Craig& Matti,1991).그러나 한편 개인
의 정치적 효능감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은 토론과정에서의 설득에 의해서도 변화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Bandura,1997)는 주장을 고려하면,상대적으로 고
정된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외에 단체참여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도 증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단체 참여와 정치효능감 사이의 관계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단
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것과 정치참여의 인과관계,혹은 세부적인 연결고리를 찾
으려는 시도에서 발견되었다.구체적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단체와는 성격
이 다른,정치참여와의 연관성이 크게 보이지 않는 단순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모임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밝히는 과정에서 단체소속과 정치참여
사이를 이어주는 것으로서 정치 효능감을 언급한 것이다(Pollock,1982).이전에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것과 상대적으로 높
은 수준의 정치적 참여 사이의 연관관계는 애초에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이들
이 이러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이는 단체참여의 효과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의 높음이 반영된 결과이며 둘의 관계는 의사 상관관계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되었다.하지만 폴락(Pollock,1982)이 비정치적 모임에서도 문
제해결과정,의사결정과정과 같은 상호작용 또한 정치참여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는 점을 ‘의도치 않은 정치적 동원’으로 개념화한 이후,점차 단체참여와 정치효능
감의 정적 상관관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JanLeighley).

구체적으로 단체참여의 행위는 그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호작용의 과정
을 통해서 정치참여를 촉진하거나 이에 도움이 되는 태도,기술을 배양한다.예를
들어 단체참여를 통해 관심의 영역이 확대되어 사회적,정치적 문제들을 더 잘 인
식하게 되거나,다양한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협력의 방식을 학습하는
것이다(Verda,Schlozman& Brady,1995;Warren,2001).그리고 정보의 폭이 확
대되어 효과적인 정치적 행동에 필요한 자원을 상대적으로 손쉽게 확보할 수 있
게 된다(Olsen,1972).이와 더불어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다양한 교류나 참여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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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토론하고 논의하는 행위들은 직접 정치와 연
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Moyser
& Parry,1996).다섯 개의 국가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한 알몬드와 버바(Almond
& Verba,1963)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정치적 교
양과 사회적 신뢰 및 정치적 참여에 있어서 높음을 주장하였고 버바와 나이(Verba
& Nie,1972)는 사회적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의사결정 기술을 발달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이상의 연구 결과들은 단체에 참여함으로서 겪게 되는 다양한 경
험들이 정치효능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그리고
이렇게 높아진 정치효능감은 정치참여활동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 기존연구의
일치된 결과이다(Verba& Nie,1972;Verba,Nie& Kim,1978;Milbrath& Goel,
1977).

222...222...111정정정치치치참참참여여여활활활동동동

정치참여활동이란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시민 각자가 자
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치적인 의견을 경청하는 모든 행
태를 의미한다(Verba& Nie,1972;Huntington& Nelson,1976).헌팅턴과 넬슨
(Huntington& Nelson,1976)은 정치참여를 자율적인 참여와 동원된 참여로 구분
하는데,자율적인 참여는 정부의 정책결정에 직접 영향력을 주려고 자신이 계획한
참여행위를 말하고,동원된 참여는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려고 행위자가 아
닌 다른 사람이 계획한 참여행위를 의미한다.그들이 제시한 정치참여의 유형은
선거운동활동,로비활동,조직활동,접촉,폭력 등이 해당한다(김상돈,2007에서 재
인용).

정치참여행위 가운데 대중에게 가장 보편화 되어 있으면서 공식적인 투표의
경우,많은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하더라도 단체참여 활동과의 직접적
이고 분명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ParryMoyser& Dayl,1992;vanDeth,1992;
VerbaSchlozman,& Brady,1997).그리고 이 외에도 많은 연구들이 사회적 모임
및 단체에 참여함이 양식화된(conventional)정치참여의 방식,예를 들어 캠페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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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한다던지,정치인에게 편지를 쓰는 행위(Parry Moyser& Dayl,1992;van
Deth,1992;VerbaSchlozman,& Brady,1997),그리고 정당에 소속되는 것(Barry,
1970)과 같은 정치참여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갖는다는 경험적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Parry etal,1992;van Deth,1992;Verbaetal,1995).또한 비양식화된
(non-conventional)정치행위,즉 합법적 형태의 시위,진정서에 서명하기,윤리적
이유에서 비롯한 불매운동 등이 사회적 모임 및 단체에 속한사람들에게서 더 빈
번하게 이루어진다는 점도 밝혀졌다(Parryetal,1992;van Deth,1992;Billiet,
1996).

단체참여와 정치참여활동의 관계에서 결사체 활동이 직접적인 정치참여활동
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은 동원이론에서 잘 드러난다.여기서 동원이란 정치후
보,정당,활동가,집단,조직 등이 다른 사람에게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이다
(Rosenstone& Hansen,1993).동원이론은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
을 갖추고 있고 정치에 관심이 많더라도 정치활동을 권유하거나 참여할 조직 혹
은 네트워크가 없으면 정치참여를 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하고 있다(이강
형,2007).정치참여를 독려하거나 가능케 하는 역할은 가족이나 이웃 혹은 직장동
료가 될 수도 있으며 자발적 결사체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Verda,Schlozman&
Brady,1995).동원의 방식에 있어서 자발적 결사체를 통해 정치참여자를 동원하
는 방식은 간접적인 동원에 해당한다(이강형,2007).결국 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하
는 이들은 정치관계자들에 의해 동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단체에 참여하지 않
는 이들에 비해 높고,결과적으로 정치적 참여활동에 가담할 확률 또한 높은 것이
다.

그러나 단체참여와 정치참여의 관계를 살핀 다수의 연구에서 정치효능감의
개념을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직접적인 정치참여활동의 기회가 제공되는 방
식이 아닌 경우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정치효능감을 매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활동은 일방향이 아닌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에 있을 수 있다.즉 과거의 정치참여활동에서 겪은 성공의 경험은 정치효능
감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참여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하지만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본 연구의 초점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분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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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단체참여는 두 가지 방식,첫 째,정치효능감을 매개하거나,
둘 째 직접적인 기회의 제공,즉 동원을 통해 정치참여활동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기존 연구들의 틀을 따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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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자자자료료료와와와 측측측정정정 및및및 분분분석석석틀틀틀

333...111...자자자료료료와와와 측측측정정정

333...111...111...자자자료료료 개개개괄괄괄

본 연구가 사용하고자 하는 자료는 성균관 대학교 서베이리서치 센터에서 매
년 실시하는 전국표본조사인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 GeneralSocialSurvey:
KGSS)의 2004년 자료이다.KGSS는 전국 18세 이상 인구를 모집단으로 해서 다단
계지역집락표본추출법(multi-stageareaprobabilitysampling)으로 추출된 자료로
서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최종 표집블럭 수를 200개로 한정하고 이를 1차표집단위인 전국 광역시,도의
가구 수 분포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 각 광역시,도로부터 배분된 수만큼의 2차표집단위인 동,읍,면을 인구비례확
률표집(probabilityproportionatetosizesampling)원칙을 적용하여 무작위로
추출한다.

• 이렇게 추출된 각 동,읍,면으로부터 한 개의 최종 표집 블럭(동의 경우에는
통/반,읍,면의 경우에는 리)을 무작위로 선정한다.

• 선정된 통/반 또는 리의 가구리스트로부터 10개의 가구를 계통 표집한다.
• 마지막으로 최종 선정된 가구 내에서 만 18세 이상 성인 가구원들의 리스트를
작성한 후 이들 가운데 태어난 월일이 가장 빠른 사람을 최종 면접대상자로
삼는다.

KGSS의 2004년도 자료에는 ISSP(InternationalSocialSurveyProgramme)의
39개국 회원국과 공통으로 조사하는 ISSP시민권 모듈이 포함되어 있어,본 연구
의 관심이 되는 집단 참여와 같은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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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11...222표표표본본본의의의 특특특성성성

표1.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수(명) 비율(%)

성별
남성 611 46.57

여성 701 53.43

연령

평균연령 43.64세

표준편차 15.67

18~29세 250 19.05

30대 368 28.05

40대 277 21.11

50대 164 12.50

60대 151 11.51

70세 이상 102 7.77

소득

월평균 가구소득 323.07만원

표준편차 195.52

100만원 이하 215 17.12

100-199만원 266 21.18

200-299만원 299 23.81

300-399만원 226 17.99

400만원이상 250 19.9

교육수준

평균 교육년수 11.77년

표준편차 4.36

중학교이하 323 24.62

고졸 439 33.46

전문대학이상 550 41.92

혼인상태

기혼(배우자 유) 871 66.39

사별/이혼/별거 148 11.28

미혼 29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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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의 성별,연령,교육수준,소득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고용
상태 등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위의 표1과 같다.먼저 성별을 보면 남성이
46.57%이며,여성이 53.43%로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다소 높다.조사 응답자들
의 평균 연령은 43.64세이며 표준편차는 15.67세이다.연령대별로는 30대가 28.05%
로 가장 비율이 높고 40대는 21.11%,50대는 12.50%가 표집 되었다.월평균 가구
소득은 323.07만원,표준편차는 195.5만원이며 분포를 살펴보면 다수의 사회조사에
서와 같이 평균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의 왼쪽,즉 소득이 낮은 쪽에 다수의 응답
자가 분포되어 있다.이는 소득 수준을 범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잘 드러나는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소득 수준은 200만 원대로 전체의 23.81%를 차
지하고 있고,평균소득 이하인 300만원 미만까지의 누적분포가 62.11%에 이르러
소득의 상위수준보다는 하위수준에 상대적으로 많은 가구들이 몰려 있음을 확인

구  분 빈도수(명) 비율(%)

직종

고위, 관리직 112 8.62

전문/준전문직/기술공 234 18.00

사무종사 154 11.85

서비스/판매직 259 19.92

농어업 및 숙련 종사자 86 6.62

기능원/기계관련 종사자 202 15.54

단순노무직 114 8.77

취업경험 없음 139 10.69

정치적 이념 성향

이념 성향 평균 3.020

표준편차 0.96

매우 진보적 51 4.13

다소 진보적 366 29.66

중도 364 29.5

다소 보수적 413 33.47

매우 보수적 40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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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다음으로 응답자들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전문대학 이상의 높은 교
육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50명으로 전체의 41.92%를 차지하고 있으며,고졸
은 439명으로 전체의 33.46%이다.이를 통해 전체 표본의 75%가량이 고등학교 졸
업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평균 교육 년 수는 11.77년으로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수준인 것으로 미루어 표본의 평균적인 교육수준은 고
졸로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혼인상태의 경우 전체 응답자 가운데 기혼자가
66.39%로 가장 비중이 크며 미혼 22.33%,사별/이혼/별거 11.28%의 순으로 분포
하고 있다.직종4)의 분포를 보면,서비스 및 판매직에 종사하는 이들이 전체의
19.92%로 가장 비율이 높으며 다음으로 전문직/ 준전문직/ 기술공 종사자가
18.0%로 뒤를 잇고 있다.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고위/관리직 종사자
는 8.62%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대로 소득 및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직종인 단순
노무직 종사자는 8.77%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333...111...333개개개념념념의의의 정정정의의의 및및및 측측측정정정

본 연구에서는 앞서 논의된 일반적 신뢰와 정치참여를 연고관련 모임 및 자발
적 결사체에의 참여와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고자 한다.여기에서는 분석에 사용될
개념들의 정의를 살펴보고 이를 자료에서 측정 및 지수화한 방법들을 검토한다.

(((111)))연연연고고고관관관련련련 모모모임임임 및및및 자자자발발발적적적 결결결사사사체체체의의의 참참참여여여 유유유형형형 분분분류류류

KGSS의 2차년도 자료는 여러 종류의 사회적 집단,모임 또는 단체에 현재 소
속되어 있는지,혹은 과거에 소속된 적이 있는 지를 물어보고 있다.설문에 포함
된 단체는 ‘정당,’‘시민운동단체,’‘노조,‘사업자 단체 또는 직업조합,’‘종교 단체,’
‘스포츠,레저 모임 등 문화 단체,’‘동창모임’‘향우회,’‘친목단체’그리고 ‘기타 모
임이나 단체’이다.그리고 각 모임 또는 단체에 대한 참여와 활동의 여부가 ① 소

4) 직종은 현재 직업이 없는 경우 가장 최근에 한 일로 응답케 하였다.그리고 직종분류는 한국표준
직업분류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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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되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② 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은 안한다 ③ 과거에 소
속된 적이 있다 ④ 소속된 적 없다 이렇게 네 가지의 명목형 척도를 통해 측정되
었다.

KGSS에서 이와 같이 조사된 9개의 모임이나 단체들 가운데 연고관련 모임에
해당함이 명확한 것은 향우회와 동창모임을 들 수 있다.연고 가운데 혈연에 해당
하는 종친회는 질문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불가피하게 연구의 대상에 포함
시키지 못하였다.울산대 동아시아 연구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한중일 삼
국에서 상대적으로 중요시되는 연고관계는 중국의 경우 혈연,일본의 경우 업연
(직장에서 맺어진 관계),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지연과 학연이었다(한승완,2004에
서 재인용)는 점을 고려했을 때,학연의 동창모임과 지연의 향우회만을 통해서도
한국사회에서 연고관련 모임에 참여함이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서구적 의미에서의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하는 모임은 ‘정당,’‘시민운동단체,’
‘노조,‘사업자 단체 또는 직업조합’,‘종교 단체’,‘스포츠,레저 모임 등 문화 단체’
가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5)이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친목단체’와 ‘기타 모임이나
단체’이다.먼저 ‘기타 모임이나 단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모임인지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그리고 ‘친목단체’의 경우 이 명칭만으로는 연고
관련 모임에 속하는지 자발적 결사체에 속하는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없다.모임
의 인적구성 원리에 따라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한국의 인간관계가 혈
연,지연 및 혈연의 연고에 크게 의존한다고 했을 때 단순한 친목을 도모하는 모
임도 연고의 원리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리라 추측한다.

연고집단이나 자발적 결사체에의 참여를 변수로 만들어 사용한 기존의 연구
들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가장 흔한 방법은 모임의 성격을 구
분하지 않고 참여하고 있는 모임의 수를 모두 더하여 참여의 정도를 보여주는 변
수로 사용하는 것이다(김석호,2005).이 외에 본 연구와 동일한 자료를 사용한 이

5)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실제 분석에 임함에 있어서 연고집단과 자발적 결사체의 구분이 반드시 필
요하지는 않다.이러한 이론적 구분이나 가설 없이 현실에서 개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유형을 찾아
내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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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혁(2006)의 연구에서는 향우회와 동창모임을 1차 집단으로,나머지 7개 가운데
‘노조 사업자 단체 또는 직업조합’과 ‘종교 단체’를 제외한 정당,시민운동단체,스
포츠,레저 등 문화단체,친목단체,기타 모임이나 단체,이렇게 5개의 모임을 2차
집단으로 분류하여 통계분석에 임하였다.이러한 방법들도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개인들이 여러 모임에 참여하는 구조를 파악하는 데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특히 후자의 경우 연고의 1차 집단과 2차 집단에 대한 선험적 판단이나 서
구적 이론에 분류의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칫 현실에서 다양한 단체와 모임
들의 성격과 그들이 존재하는 양상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다.모임/단
체의 형식은 2차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적구성의 원리는 연고적인
경우 서구적 기준에 따른 분류인 1차-2차 집단의 이분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또한
어떠한 성격과 종류의 모임들이 응답에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기타 모임이
나 단체’를 2차 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점도 해석상의 모호함을 초래하는 문제
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타 모임이나 단체’,‘정당’그리고 ‘직장관련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6개의 사회적 모임과 단체의 참여 여부 및 정도의 자료를 잠재적 집단 분
석에 사용할 것이다.시장에서의 위치가 그대로 반영되며 동시에 취업하지 않은
응답자들은 원천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한 ‘노조,사업자 단체 또는 직업조합’또한
분석에 있어서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외하였다.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당’을
제외하였는데,이는 본 연구가 결사체 참여의 효과로 살펴보고자 하는 ‘정치 효능
감’및 ‘정치 참여’와 개념상에 있어서,또 구체적 행위에 있어서 동일하거나 중복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결사체 참여의 순수한 효과를 정확하게 파
악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마지막으로 ‘기타 모임이나 단체’는 구
체적으로 어떠한 집단을 가리키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경험적 분석과 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제외하였다.실제로 설문에 답한
응답자들은 자신이 속한 모임 및 단체 가운데 위에 열거된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을 때 표기하였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모임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따라서 하나의 범주로 보기 힘든 서로 다른 다양한 집단들이 이 항목에
섞여서 응답되었을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분석 및 해석에 있어서 난해함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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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분석에서 제외한
것이다.이렇게 총 6개의 사회적 모임 및 단체에 대한 참여 여부를 통해서 한국사
회에서의 개인이 다양한 모임들에 참여하는 양상과 유형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그리고 이 유형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일반적 신뢰와 정치효능감
및 정치 참여와의 관계를 살펴보려 한다.

(((222)))일일일반반반적적적 신신신뢰뢰뢰

본 연구가 사용하고 있는 KGSS자료에서 사회적 신뢰와 연관되어 다음과 같
은 항목들이 측정되었다.

표2.신뢰관련 설문 문항과 측정
항목 측정 척도 척도 내용

일반인에 

대한 신뢰

귀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점

척도

① 항상 신뢰할 수 있다

②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

③ 대체로 조심해야 한다

④ 항상 조심해야 한다

일반인의

공정성에

대한 판단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귀하를 

이용하려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귀하에게 공정하게 대하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점

척도

① 항상 이용하려 한다

② 대체로 이용하려 한다

③ 대체로 공정하려 한다

④ 항상 공정하려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에 대한 야마기시의 정의와 구분에 기반 하여 정의한 신
뢰를 다루고자 한다.특정한 집단 내부에서 직,간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될
수 있는 신뢰가 아닌 집단의 외부에 존재하는 상상된 타인인 ‘일반적인 사람’에
대한 신뢰,즉 일반적 신뢰를 종속변수로 삼는 것이다.일반적 신뢰는 대상에 대
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의 인간 일반에 대한 신뢰(Yamagishi,2001)이기
도 하며 동일한 사회에 속해 있다는 정도의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가질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신뢰(Sato,2002)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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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신뢰에 대한 두 문항 가운데 다른 연구들에서도 공통적으로 거의 동
일하게 사용되는 것은 ‘일반인에 대한 신뢰’항목6)이며,‘일반인의 공정성에 대한
판단’은 자주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이 문항은 야마기시의 연구(Yamagishi,2001)
에서 일반적 신뢰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개념으로서 유사하게 사용되었다.그에 따
르면,사회 전체에 폐쇄된 관계의 연결망7)이 있는 환경에서는 내집단 편애적
(ingroupfavoritism)행동이 본인에게 유리하며,동시에 안심이 형성되어 있는 관
계에 속한 내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외부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 보편주의적인 행
동원리를 취하는 공정한 행동은 내부 사람들에게 잘못된 행동으로 간주된다.반대
로 폐쇄된 연결망이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내집단 편애적
인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은 불공평한 행동이 될 가능성이 크다(Yamgishi,2001).
그의 연구에서는 응답자가 스스로 얼마나 공정하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보고하게
하였고 이를 통해 공정함이 얼마나 중요한 개인적 특성으로 간주되는 가를 통해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신뢰와 연계된 ‘공정성’을 측정하였다.본 연구에서는 본인
이 얼마나 공정하게 행동하는가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응답자를 얼마나 공
정하게 대하는가를 질문한 문항을 사용하여 야마기시의 연구에서와는 달리 상대
에 대한 판단이다.즉 상대방이 얼마나 내집단 편애적인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6) 일반적 신뢰에 관한 이 설문 문항은 잉글하트(R.Inglehart)미시건대 교수팀을 주축으로 이루어지
는 조사인 세계가치조사연구(World Values Survey)나 미국 시카고 대학의 NORC(National
OpinionResearchCenter)에 의한 GSS(GeneralSocialSurvey)와 같은 설문조사에서 개인의 신뢰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해 동안 반복적으로 사용해온 설문문항과 거의 동일하다.세계가치조
사연구에서 1차에서 가장 최근에 조사된 4차 조사까지 사용된 문항과 응답항목은 다음과 같다.
◆ Generallyspeaking,wouldyousaythatmostpeoplecanbetrustedorthatyouneedto
verycarefulindealingwithpeople?
① Mostpeoplecanbetrusted.② Needtobeverycareful.
그리고 미국의 GSS에서 1972년에서부터 가장 최근의 조사까지 사용된 설문과 응답 항목은 다음
과 같다.
◆ Generallyspeaking,wouldyousaythatmostpeoplecanbetrustedorthatyoucan't be
toocarefulinlife?
① Mostpeoplecanbetrusted ② Can'tbetoocareful.③ Itdepends ④ 기타(NoAnswer/
Don'tKnow/NotApplicable)
KGSS에서 사용된 설문문항과 세계가치조사와 GSS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이 서로 동일한 질문인지
확정짓기 위해선 정확한 비교연구가 필요하겠지만,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 신뢰’를 측정
함에 있어 세 질문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7) 야마기시의 용어를 따르면 ‘안심관계(assurancerelationship)'과 동일하며 많은 논의들에서 연고집
단도 동일한성격의 집단으로 상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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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판단이며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수록 상대방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
가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따라서 일반인에 대한 신뢰와 같이 일반적 신뢰의 한
측면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라 판단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신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이상에서 살펴본
세 개의 설문 문항을 분석에 포함하여 다양한 모임 및 단체의 참여가 일반적 신
뢰에 대한 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333)))정정정치치치 효효효능능능감감감

정치 효능감에 대하여 정치 참여와 정치 관심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적
연구가 이루어 졌다.이들 연구들은 정치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외적,내적
효능감을 측정하는 문항은 서로 유사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Milleretal,1980;Niemietal,1991;Madsen,1987;Acocketal,1985)본 연구
에서 사용하는 KGSS자료에는 외적 효능감과 내적 효능감을 측정하는 다양한 문
항 가운데 각각 두 개씩 총 네 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구체적인 설문의 측정은
다음과 같다.

표3.정치 효능감 설문 문항과 측정

항목 측정 척도 척도 내용

외적

효능감

나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어떤 영향도 주기 어렵다.

5점

척도

① 매우 그렇다

② 다소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정부는 나 같은 사람들의 의견에 관심
이 없다.

내적

효능감

나는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정치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은 정치나 행정에 
대해 나보다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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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연구에서 정치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6개 내지 7개의 문항을 사용
하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그 보다 적은 4개의 문항을 사
용하였다.하지만 특정한 문항은 요인분석 결과 외적 효능감과 내적 효능감의 어
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기도 하는 문제(Craig& Maggiotto)등을 고려했을 때 모든
문항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최선은 아니다.그리고 위의 변수들은 외적,
내적 효능감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으로 반복되어 확인된 변수들인 만큼 측정에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444)))정정정치치치참참참여여여활활활동동동

정치참여의 의미와 이것이 포함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정치참여를 어떻게 정
의하느냐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정치참여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
지 범주로 정의 되어 왔다.첫째는 정치참여를 사회구성원이 공직자의 선택이나
공공정책의 형성・집행 과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McClosky,1968;Verba
& Nie,1972).둘째는 정치참여를 공직자의 선택이나 공공정책의 형성・집행 뿐
아니라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사회나 직장에서의 의사결정과정에 관여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Greenburg,1986;Nagel,1987).셋째는 정치참여를 정부・

사회・직장 참여뿐 아니라 단순한 사회경험을 포괄하여 사회체험으로 정의한다.
이상과 같은 정치참여의 정의들은 정치를 얼마나 폭넓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구분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두 번째 정의에 따라 정의된
정치참여 행위를 분석의 대상으로 포함하고자 한다.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치참여 행위를 질문하는 설문항목은 다음의 표4와 같이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결사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행위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기 위해 위의 정치참여 행위들을 지난 1년간 한 경험이 있는 횟수를 구
하여 정치참여를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로 만들어 사용하였다.이렇게 구한 지표는
설문에 포함된 전반적인 정치참여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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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정치참여활동 설문 문항과 측정

측정 척도 척도 내용

진정서에 서명하기

명목형

① 지난 1년 동안 한 적  

   이 있다

② 그보다 오래 전에 한   

   적이 있다

③ 전에는 안했지만 앞으  

   로 할 수 있다

④ 전에도 안했고 앞으로  

   도 절대 하지 않을 것  

   이다

정치적, 윤리적 또는 환경적 이유로 어떤 

상품을 불매하거나 사주기

시위에 참가하기

정치 모임이나 집회에 참가하기

나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 정치인이나 

공무원과 접촉하거나 접촉을 시도하기

사회적, 정치적 활동을 위해 기부하거나 

모금하기

나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 언론기관에 

접촉하거나 출현하기

인터넷의 정치공개토론이나 토론 모임에 

참여하기

333...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분분분석석석틀틀틀

본 연구에서는 연고관련모임인 동창모임,향우회,그리고 2차적 모임인 시민
운동단체,종교단체,스포츠,레저 등 문화단체,그리고 친목단체에의 참여유형을
잠재적 집단 분석을 통해 찾아내고 각 유형과 일반적 신뢰 수준과 정치 효능감
및 정치참여활동을 연결시키고자 한다.

종속변수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 신뢰와 정치효능감 및 정치참여
활동이다.이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는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속성과 참여 유형
이다.개인의 인구사회학적 속성으로는 ‘연령’,‘성별’,‘교육수준’,‘주관적 계층귀속
감’,‘혼인상태’,등이 포함된다.그리고 참여 유형은 ‘시민운동단체,’‘종교 단체,’



- 29 -

‘스포츠,레저 모임 등 문화 단체,’‘동창모임’‘향우회,’‘친목단체’에의 참여 및 활
동에 대한 설문문항을 사용하여 잠재적 집단 분석을 통해 찾아볼 것이다.인구사
회학적 속성과 일반적 신뢰 및 정치참여와의 관계는 다수의 기존 연구들에서 검
토된 것이지만 그 관계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서도 발견되는지 재확인해보
고자 한다.그러나 본 연구의 주요한 관심은 일반적 신뢰와 정치참여에 대한 집단
및 모임 참여의 효과이다.이와 같은 변수들을 바탕으로 단체 참여의 유형,일반
적 신뢰,그리고 정치 효능감과 정치참여활동으로 이루어진 정치참여의 세 요인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세운다.

▲ 참여 유형의 발견
Ⅰ.조사대상자들의 모임 및 단체의 참여여부는 서로 구분되는 유형으로 드러날

것이다.
▲ 일반적 신뢰
Ⅱ.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속성에 따라 일반적 신뢰 수준에서 차이가 날 것

이다.
Ⅲ.조사대상자의 참여 유형에 따라 일반적 신뢰 수준에서 차이가 날 것이다.
▲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
Ⅳ.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속성에 따라 정치 효능감의 수준에서 차이가 날것

이다.
Ⅴ.조사대상자의 참여 유형에 따라 정치 효능감 수준에서 차이가 날 것이다.
Ⅵ.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속성에 따라 정치참여 수준에서 차이가 날 것이
다.

Ⅶ.조사대상자의 참여 유형에 따라 정치참여의 수준에서 차이가 날 것이다.

아래의 그림1은 이렇게 설정한 가설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
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사회적 모임 및 단체에의 참여유형,일반적 신뢰 및 정치
참여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설정한 분석의 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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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분석의 틀

인구・사회학적 속성

성별

교육수준

소득

혼인상태

주관적 계층

직종

정치적 이념

일반적 신뢰

일반인에 대한 신뢰

공정성 판단

정치 참여

정치 효능감

정치참여활동

참여의 유형

참여 유형 Ⅰ

참여 유형 Ⅱ

참여 유형 Ⅲ

•
•
•

먼저,전통적으로 인구사회학적 속성과 일반적 신뢰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
경제적지위(SES)는 일반적 신뢰와 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반복된 연구의
발견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따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자신이 속한다
고 생각하는 계층이 높을수록 일반적 신뢰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8)

다음으로 참여의 유형과 관련해서 기존의 이론적 주장과 경험적 연구에 따라

8) 인구사회학적 속성과 일반적 신뢰와의 관계는 뚜렷하지 않으며 관계가 있다하더라도 매우 미약하
다는 주장이 있다(Newton,2001).하지만 뉴튼도 사회경제적 지위와 일반적 신뢰와의 관계는 강하
지는 않더라도 존재함은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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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다음과 같은 예상을 할 수 있다.먼저 연결망의 특성과 관련하여 연고관련
모임과 자발적 결사체를 구분하는 논의들을 따른다면,연고관련 모임은 ‘연결망의
특성상 강하고 중첩되어 있으며 수직적 구조를 갖는 폐쇄적 네트워크’이며,자발
적 결사체는 ‘상대적으로 약하고 밀도가 낮으며 수평적인 구조를 갖는 개방적 네
트워크’이다(이재혁,2000;김용학,2003;한승환,2004).물론 이와 같은 구분은 이
념형적인 것으로서,집단에만 초점을 맞추어 그 특성을 분석한 것이라 할 수 있
다.따라서 이러한 구분은 개인들의 참여 유형은 이와 같이 이분법적이지 않을 수
있다.하지만 위 연구들에서의 주장처럼 네트워크적 특성이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특성을 갖게 한다면,즉 내부 사람들에게는 높은 신뢰를 갖고 적극적으로 교류하
며 외부 사람들에게 배타적인 감정을 갖게 하여 연고적 네트워크를 넘어서는 다
른 연결망을 적극적으로 형성하지 않을 수 있다.반대로 개방적 네트워크에 적극
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이들은 이와 같은 배타적 감정이 없을 것이며 또한 폐쇄적
인 연고적 네트워크에는 깊게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이와는 달리 유석춘(2000)은
“한 개인은 여러 개의 연고집단에 동시에 소속될 수 있고 연고집단의 내부와 외
부를 가르는 경계는 폐쇄적으로 닫혀있다기 보다는 경우에 따라서 유연하게 확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또한 한국 사회의 전통적 연고관계는 국가와 시장의 영
역에서 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의 다양한 결사체 속에서도 교묘하게 결합되어 있
다는데 이른다.한국 사회의 중요한 구성 원리로서의 연고집단을 지적하는 것이
다.이러한 주장을 따른다면 연고관련 모임과 자발적 결사체는 서로 중첩되어 있
는 모습을 보일 것이며,따라서 참여의 유형도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것이 아닌 좀
더 복잡한 양상을 갖게 될 것이다.

폐쇄적 연고의 ‘연줄망’을 개방적 ‘연결망’과 집단과 이념형적으로 구분하고
후자를 강조하는 논의들을 따른다면,참여의 유형은 연줄망과 연결망이 나뉘어진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일반적 신뢰의 수준은 전자에서는 낮고,후자에서는 높을
것이다.그리고 낯선 타인들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정치 참여에 있어서도 전자
에서는 낮고 후자에서는 높을 것이다.만약 참여의 유형이 이와는 달리 더 복잡한
양상을 갖게 된다면 네트워크적 형태와 신뢰 및 정치 참여와의 관계는 전자와 같
이 단순하지는 않을 것이다.그리고 일반적 신뢰 수준과 자발적 결사체에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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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는 없거나 혹은 뚜렷하지 않다는 최근의 발견들(Newton,2001;Mayer,
2003;HartandDekker,2003;Hooghe,2003;WollebækandSelle,2003)을 따른
다면 한국사회에서도 결사체와 같은 모임의 참여와 일반적 신뢰의 긍정적 상관관
계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포함시킴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를 통제한 상태에서 순수한 참여유형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일반
적 신뢰와 정치 참여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연관성이 있음이 기존의 연구
들에서 확인된 만큼 본 연구에서는 이를 분석에 포함시킴으로서 한국사회에 존재
하는 참여의 유형의 차이가 다른 조건들이 동일한 상태에서 일반적 신뢰와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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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단단단체체체참참참여여여의의의 양양양상상상

444...111연연연고고고관관관련련련 모모모임임임 및및및 자자자발발발적적적 결결결사사사체체체 참참참여여여 양양양상상상

444...111...111사사사용용용변변변수수수와와와 분분분포포포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닌 여러 종류의 사회적 모임 및 단체에 참여하게 된다.단순히 정서적 동기를
가지고 친목을 위한 모임에 참여하기도 하며 취미생활과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욕
구 충족을 위해서 동호회에 참여하기도 한다.그리고 특정한 사회적,정치적 목적
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기도 하며 종교적 이유로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에 적을 두기도 한다.

KGSS자료는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모임과 사회적 단체를 열
거하고 응답자로 하여금 소속과 활동에 대하여 질문하였다.다음은 KGSS에서 사
용된 구체적인 문항이다.

� 사람들은 때로는 여러 종류의 집단이나 모임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습니
다.귀하는 다음과 같은 집단이나 모임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습니까?소속
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지를,소속되어 있지 않다면 과거
에는 소속되었던 적이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질문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당’,‘시민운동단체’‘노조,사업자 단
체 또는 직업조합’,‘종교 단체’,‘스포츠,레저 모임 등 문화단체’,‘동창모임’,‘향우
회’,‘친목단체’,‘기타 모임이나 단체’등 총 9개의 단체 혹은 모임이 포함되었고,
‘가입해 적극적 활동’,‘가입했으나 활동안함’,‘과거에만 가입한 적 있음’,‘가입경
험 전무’가 응답지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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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총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응답지를 세 범주
로 재분류하였다.‘가입해 적극적 활동’과 ‘가입경험 전무’의 두 범주는 그대로 두
었으며 ‘가입했으나 활동안함’과 ‘과거에만 가입한 적 있음’을 하나의 범주로 통합
하였다.다음은 이렇게 재분류한 후에 살펴본 응답의 분포이다.모임의 성격을 확
인할 수 없는 ‘기타 모임이나 단체’는 표에서 제외하였다.

표5.8가지 사회적 모임 및 단체 참여 분포9)

9) 결측값으로 인해 각 변수의 N이 동일하지 않음을 밝혀둔다.

응답범주 빈도수(명) 비율(%)

1 정당

가입하여 적극적 활동 13 0.99

과거 가입/ 활동 안함 124 9.45

가입경험  없음 1,160 88.41

합계 1297 　

2 시민운동단체

가입하여  적극적 활동 9 0.69

과거 가입/ 활동 안함 71 5.41

가입경험  없음 1,216 92.68

합계 1296 　

3
노조, 사업자

단체 또는 직업조합

가입하여  적극적 활동 27 2.06

과거 가입/ 활동 안함 166 12.65

가입경험  없음 1,102 83.99

합계 1295 　

4 종교 단체

가입하여  적극적 활동 152 11.59

과거 가입/ 활동 안함 277 21.11

가입경험  없음 873 66.54

합계 1302 　

5
스포츠, 레저 등

문화 단체

가입하여  적극적 활동 173 13.19

과거 가입/ 활동 안함 335 25.53

가입경험  없음 788 60.06

합계 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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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가지 사회적 모임 및 단체에의 참여 분포(위에서 계속)
응답범주 빈도 비율(%)

6 동창모임

가입하여  적극적 활동 341 25.99

과거 가입/ 활동 안함 558 42.53

가입경험  없음 405 30.87

합계 1304 　

7 향우회

가입하여  적극적 활동 118 8.99

과거 가입/ 활동 안함 224 17.07

가입경험  없음 952 72.56

합계 1294 　

8 친목단체

가입하여  적극적 활동 503 38.34

과거 가입/ 활동 안함 374 28.51

가입경험  없음 425 32.39

합계 1302 　

위의 표를 보면 사람들이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여 활동하는 집단은 ‘동창 모
임’이다.소속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이들은 전체 응답자의 25.99%이며 가입경
험이 있는 이들은 42.53%이다.이는 연줄 가운데 가장 활발하며 영향력이 큰 것이
학연이라는 주장(김용학,2003c)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이를 통
해 학연은 한국사회에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가장 광범위한 네트워크이며 가
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의 통로일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연고관련 모임
가운데 나머지 하나에 해당하는 ‘향우회’에의 참여율은 ‘동창모임’에 비해 높지 않
다.‘향우회’에 소속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이들은 8.99%에 불과하며 가입경험
이 있거나 소속만 되어 있는 이들은 17.07%이다.지연이 중요한 연고이기는 하나
향우회와 같은 가시적인 모임을 형성하는 경우는 학연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향우회는 지연을 그대로 반영하는 모임이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다.향우회
란 국립국어원의 국어사전에 따르면 “객지에서 고향 친구나 고향이 같은 사람끼
리 친목을 위하여 가지는 모임”으로 고향이 아닌 타지에서 형성되는 모임이다.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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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지연의 일부분만을 반영하는 모임이라 할 수 있다.
‘동창모임’다음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이는 사회적 집단은 ‘친목단체’로,가입

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이들이 전체의 38.34%에 이르며 가입경험이 있는 이들
이 28.51%이다.추측컨대 ‘친목단체’라는 명칭이 포함할 수 있는 모임의 종류가 다
양한 것이 가입률이 높은 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현실에서 사람들
이 가장 많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은 구체적인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 공식적 조
직이라기보다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는 정서적 의미가 강한 소규모 비공식적 조직
이기 때문일 것이다.

연고관련 모임이 아닌 2차적 결사체임이 분명한 모임 가운데 가장 참여율이
높은 것은 ‘스포츠,레저 등 문화단체’로,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이들은 전체의
13.19%,가입경험이 있는 이들은 25.53%이다.그리고 ‘시민운동단체’에의 참여율은
매우 낮은 편이어서 응답자 전체의 0.69%에 해당하는 이들만이 적극적으로 활동
하고 있었다.그리고 소속경험이 있는 이들은 5.41%였는데,시민단체의 상근 참여
자를 제외하면 참여의 방식은 주로 활동은 하지 않지만 소속되어 회비를 통한 간
접적인 참여를 하는 형태나 시간이 허락할 때 간헐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
어질 것이므로 실제로는 전체의 약 6% 가량이 ‘시민운동단체’에 참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당’에의 참여율도 낮은 편이어서 응답자의 약 10%가량이 적극적으로 활동
하고 있거나 소속경험을 가지고 있는 수준이었다.그리고 ‘노조,사업자 단체 또는
직업조합’에 소속되어 활동하거나 소속경험이 있는 이들은 전체 응답자의 약 15%
가량이었다.여기에는 노조 이외의 직장관련단체들이 포함되어 있으며,응답자 가
운데 조사당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이들이 약 45% 이며 최근까지 경제활
동의 경험이 없는 이들이 약 11% 가량임이 반영되어 전체적으로 낮은 참여율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한다.하지만 동시에 노조 가입률이 낮은 현실 또한 간접적으
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전체적인 참여의 정도를 살펴보자.이를 위해 모임의 종류를 구분하
지 않고 소속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임의 개수를 계산하였으며,이 분
석에는 ‘기타 모임 및 단체’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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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소속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임의 수

위의 표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2.5%가 설문 문항에 열거
된 사회적 모임이나 단체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경험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그
리고 약 40% 정도의 응답자가 한 개 혹은 두 개의 모임 및 단체에 소속되어 적극
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세 개 이상의 모임 및 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들은 전체의 17.15%이다.

위의 표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 사람당 평균 1.19개의 모임에 활발히 참여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물론 이는 어떠한 모임에 가입을 하고 그 안에서 적극적
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로만 제한하였으므로 실제로 가입되어 있는 모임의 수는
이보다 더 많다.과거에 소속된 경험이 있는 모임까지 포함하면 한 사람당 평균
2.01개의 모임에 소속되어 있거나 경험이 있으며,범위를 더 넓혀 활동여부와 관
계없이 소속되어 있는 모임까지 확대하면 한 사람당 평균 3개의 모임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44...111...222...단단단체체체참참참여여여자자자의의의 인인인구구구사사사회회회학학학적적적 속속속성성성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모임에 참여하는 것일까?이에 답하기 위해 분석의
대상이 되는 ‘시민운동단체’,‘종교단체’,‘스포츠,레져 등 문화단체’,‘동창모임’,

모임의 수 빈도수(명) 비율(%)

0 557 42.45

1 324 24.7

2 206 15.7

3 124 9.45

4 61 4.65

5 32 2.44

6 7 0.53

7 1 0.08

Total 1,312 100

평균 1.19



- 38 -

‘향우회’그리고 ‘친목단체’에 참여하는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속성을 알아보았다.10)

(((111)))성성성별별별

그림2.각 모임 및 단체 참여자의 성별 분포

*시민단체:N=59,종교단체:N=152,취미모임:N=173,동창모임:N=341,
향우회:N=118,친목단체:N=503

먼저 각 모임에 참여하는 이들 가운데 남녀 성비를 살펴보자.먼저 남성의 비
중이 가장 높은 모임은 연고모임 중 하나인 향우회로,전체 참여자의 78%가 남성
이다.다음으로 남성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시민운동단체이며,남성의 비율은
59.3%,여성의 비율은 40.7%이다.그리고 동창모임과 취미모임도 시민운동단체와
비슷한 성비를 보이고 있다.반면 종교단체의 경우 여성의 비중이 더 높다.실제
로 교회의 경우,남성 신자의 활동보다 여성신자들의 활동이 더 활발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이원규,2002).반면 친목단체의 경우 남녀의 성비가 거의 같았다.이상

10)본 연구에서는 설문 문항에 포함된 총 9가지 사회적 모임 및 단체 가운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계적 분석에서의 왜곡을 막고 결사체의 순수한 정치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
해서 ‘정당’과 ‘노조,사업자 단체 또는 직업조합’그리고 ‘기타 모임 및 단체’는 앞으로
실시할 모든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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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를 요약하면,향우회의 경우 남성 회원이 중심이 되는 모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시민운동단체,동창모임,취미모임은 성비가 비슷하나 남성 회원의 비중이
다소 높은 단체라 할 수 있다.그리고 종교단체는 반대로 여성회원이 중심이 되는
단체이다.

(((222)))연연연령령령

그림3.각 모임 및 단체 참여자의 연령층 분포

*시민단체:N=59,종교단체:N=152,취미모임:N=173,동창모임:N=341,
향우회:N=118,친목단체:N=503

위의 그림은 19세에서 39세까지를 청년층,40세에서 59세까지를 장년층,60세
이상을 노년층으로 범주화하여 각 모임에서의 연령층 분포를 파악한 것이다.연령
층을 이와 같이 범주화하는 이유는 생애주기에 따라 가입하는 모임이 어떻게 달
라지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이다.먼저 연령층이 가장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모임
은 종교단체로,청년층이 38.2%,장년층이 35.5%이며 노년층이 26.3%를 각각 차지
하고 있다.반면 향우회와 시민단체의 경우 장년층의 분포가 두드러지는 집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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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향우회에서 장년층의 비율은 49.2%이며 시민운동단체도 이보다 약간 높은
50.9%로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다.향우회와 시민운동단체의 연령비율의 차이는
시민운동단체의 경우 청년층의 비율은 39%로 노년층의 10.2%에 비해 약 4배 정도
높다는 점이다.반면 향우회는 종교단체와 더불어 다른 집단에 비해 노년층의 비
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체이며,청년층의 비중이 가장 낮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
기도 하다.청년층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은 취미모임으로,전체의 50.9%를 청
년층이 차지하고 있다.최근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취미모임
이 형성되고 이러한 모임이 오프라인으로도 이어지는 현상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각 집단 참여자들의 연령층의 분포가 극명하게 갈리지 않
기 때문에 생애주기에 따라 변하는 참여의 양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대체로 연령이 올라갈수록 취미모임,동창모임에서 친목단체로,그리고 종교 단체
및 향우회로 중심이 이동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33)))혼혼혼인인인상상상태태태

그림4.각 모임 및 단체 참여자의 혼인상태 분포

*시민단체:N=59,종교단체:N=152,취미모임:N=173,동창모임:N=341,
향우회:N=118,친목단체:N=503



- 41 -

위의 그림을 통해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점은 기혼자의 비중이 전체적으
로 매우 높다는 점이다.이는 기혼자들이 전체 응답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높
으며 동시에 참여의 정도에 있어서도 다른 범주에 해당하는 응답자들보다 높다는
점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각 모임 가운데 종교단체에서 사별/별거/이혼자들의
비중이 타 모임 및 단체에 비해 두 배에서 세 배 가까이 높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개인에게 심리적 불안정을 초래한다
고 보았을 때,개인의 혼인상태도 종교단체에의 소속으로 이끄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그리고 취미,문화모임과 동창모임에서 미혼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는 연령의 효과가 간접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444)))교교교육육육수수수준준준

아래의 그림은 각 모임 및 단체에서 세 단계로 구분한 교육수준별 분포를 보
여주고 있다.

그림5.각 모임 및 단체 참여자의 교육수준 분포

*시민단체:N=59,종교단체:N=152,취미모임:N=173,동창모임:N=341,
향우회:N=118,친목단체:N=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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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각 집단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커지
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로 미루어 교육수준과 참여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교육수준의 분포에 있어서 먼저 친목단체와 향우회를 보
면,두 단체는 서로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들 집단에서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이들은 약 22%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고등학교 졸업의 학
력을 가진 이들은 약 33%정도이다.그리고 전문대학 재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
답자들은 4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동창모임도 이와 비슷하지만 저학력 집단,
즉 중학교 졸업이하 학력을 가진 응답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다.고학력 집단
의 비중이 가장 두드러지는 집단은 취미모임으로,이 집단에서 전문대 재학이상의
학력을 지닌 이들의 비중은 61.3%로 다른 어떤 집단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반면 이 집단에서 중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을 가진 이들은 6%되지 않으며 타 모임
및 집단에서 저학력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매우 낮아 학력의 불균형이 가
장 심함을 확인할 수 있다.반면 종교단체의 경우 교육수준별 분포가 가장 고른
편이라 할 수 있다.시민단체의 경우 동창모임과 학력의 분포가 유사하지만 전문
대 재학 이상의 고학력층의 비중이 더 높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6은 각 집단 참여자들의 교육수준을 범주로 묶지 않고 교육년수
의 평균을 보여주고 있다.이 그림을 통해 집단을 비교해보면 위와 비슷한 결과를
재확인 할 수 있다.참여자의 평균 교육년수가 가장 높은 집단은 역시 취미모임으
로서 약 13.8년이며,이는 대학 재학이상의 학력 수준이다.다음으로 높은 집단은
시민운동단체로 약 13.3년으로 취미 모임과 더불어 타 집단에 비해 높은 평균적
학력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다음으로 높은 평균 교육년수를 보이는 단체는 동창
모임으로 약 12.80년 이며,향우회와 친목단체의 평균 교육년수는 매우 유사하여
각각 12.16년과 12.28년이다.반면 종교단체는 모든 모임 및 단체 가운데 평균 교
육년수가 가장 낮아 그 값은 약 11.2년이다.이는 응답자 전체 평균인 11.79년 보
다도 다소 낮은 것으로,모든 모임 가운데 유일하게 참여자들의 평균 교육년수가
전체 평균보다도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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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각 모임 및 단체 참여자들의 평균 교육년수

*시민단체:N=59,종교단체:N=152,취미모임:N=173,동창모임:N=341,
향우회:N=118,친목단체:N=503

(((555)))소소소득득득

다음으로 각 모임 및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의 소득 수준을 알아보자.먼
저 아래의 그림7은 소득수준별 분포를 나타내는 그림이다.먼저 평균적인 소득 수
준이 가장 높은 집단은 취미모임이다.이 집단의 참여자 가운데 월 가구소득이
4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층의 비중이 38.2%로 다른 모든 집단에 비해 가장 높으며
종교단체에 비하면 2배가 넘는 분포이다.그리고 동시에 1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층의 비중은 3.0%로 가장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이는 앞서 교육수준의
분포에서 취미 모임 참여자들의 교육수준이 가장 높았던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
로 보인다.즉 일정정도 이상의 사회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단에서 취미 모임의 활
동이 두드러지는 것이다.반면 모든 소득층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단체
는 종교단체이다.종교단체의 경우 가구소득이 월 4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층의 비
중은 16.7%로 다른 집단들에 비해 가장 낮으며 200만 원 미만의 응답자 비중은
45.84%로 가장 높다.이를 평균적인 가구소득의 분포를 고려하여보면,전체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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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평균 보다 낮은 수준의 가구소득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이는 아래의
그림8에서 다시 살펴볼 것이다.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취미 모임과 반대로 가장
낮은 종교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집단에서의 소득수준 분포는 대체로 유사한 형태
를 보이고 있다.다만 향우회에서 고소득층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이는 향우회가 타지에서 어느 정도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잡은 이들이
모임의 주축이 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반면 시민단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던 교육수준에 비하면 가구소득의 분포에 있어서는 다소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림7.각 모임 및 단체 참여자의 월 가구소득 분포

*시민단체:N=59,종교단체:N=144,취미모임:N=165,동창모임:N=331,
향우회:N=116,친목단체:N=489

응답자들의 월평균 가구소득을 범주로 묶지 않고 각 모임 및 단체 참여자들
의 월평균 가구소득의 평균을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8과 같다.전체 응답자들의 월
가구소득의 평균은 321.1만원이다.먼저 취미모임 참여자들의 월 가구소득의 평균
은 418.7만원으로 다른 어떤 집단들 보다 높은 가구소득을 보이고 있어,앞서 살
펴본 결과를 재확인 할 수 있다.반면에 종교단체 참여자들의 월 가구소득 평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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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3만원으로 취미모임 참여자들의 가구소득 평균보다 약 120만원 가량 차이가
나며,전체 응답자들의 평균보다도 23만원 정도 낮은 수준이다.종교단체 참여자
들의 평균 교육수준과 평균 소득은 모든 집단 가운데 가장 낮으며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장 낮을 것으로 보인다.취미모
임 다음으로는 향우회 참여자들의 월 가구소득 평균이 386.9만원으로 뒤를 잇고
있으나 시민운동단체,동창 모임,향우회,친목단체 참여자들의 평균 가구소득은
대체로 유사하다.

그림8.각 모임 및 단체 참여자들의 월 가구소득 평균

*시민단체:N=59,종교단체:N=144,취미모임:N=165,동창모임:N=331,
향우회:N=116,친목단체:N=489

(((666)))직직직종종종

아래의 그림9는 각 모임 및 단체 참여자들의 직종 분포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전체적으로 관리/고위직 및 전문/준전문직 종사자들의 비중이 모든 모임 및 단체
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이들의 참여가 다른 직종에 비해
활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각 집단의 직종 분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먼저 관리/전문직의 참여가 가장 두드러지는 집단은 시민운동단체로,시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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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각 모임 및 단체 참여자의 직종 분포

*시민단체:N=59,종교단체:N=152,취미모임:N=173,동창모임:N=341,
향우회:N=118,친목단체:N=503

동 참여자 전체의 50.09%가 이에 해당한다.그리고 취업경험이 없는 참여자의 비
중은 3.4%로 모든 집단 가운데 가장 낮다.취미모임에서도 관리/전문직의 비중이
높지만 농어업 및 블루칼라 종사자들의 비중이 시민운동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과 취업경험이 없는 이들의 비중이 다소 높은 점에서 차이가 난다.반면에
관리/전문직의 참여가 가장 낮은 집단은 종교단체로 전체 참여자들 가운데
27.15%를 차지하여 사무/서비스/판매직 종사자의 35.76%보다 낮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으며,취업경험이 없는 이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여 11.26%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각 직종의 분포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시민운동단체와
취미모임이 서로 유사하며,동창회와 향우회,그리고 친목단체가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상과 같이 6가지 집단에 참여하는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
과,먼저 두드러지는 점은 참여자들의 특성에 있어 종교단체와 취미모임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취미 모임에는 젊은 층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참여자들의 교육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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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소득수준이 타 집단에 비해 가장 높았다.반면 종교단체 참여자들 가운데에
는 노년층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참여자들의 평균적 교육 수준 및 소득 수준은
가장 낮으며 응답자 전체 평균보다도 낮아 취미모임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있어 취미모임과 가장 유사한 집단은 시민운동
단체이다.시민운동단체 참여자들 역시 교육수준이 높으며 연령층의 분포에 있어
노년층의 비중이 낮다.하지만 소득수준에 있어서는 취미모임에 비해 낮은 편이
다.그리고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에 있어서 동창모임과 향우회 그리고 친목단체는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향우회는 남성 참여자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으며 노
년층의 분포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 있어서 동창모임,친목단체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777)))정정정치치치적적적 이이이념념념 성성성향향향

아래의 그림10은 각 모임 및 단체 참여자들의 정치적 이념성향의 분포를 보
여주고 있다.

그림10.각 모임 및 단체 참여자의 정치적 이념성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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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모임 및 단체 참여자들의 정치적 이념성향의 분포에 있어 크게 둘로 나누
어 볼 수 있을 것이다.먼저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참여자들 가운데 스스로를 진보
적이라 생각하는 이들의 비중은 다른 단체들보다 높은 편이어서 40%를 넘는 수준
이다.특히 시민운동단체 참여자들의 경우 진보적인 이들의 비중이 가장 높아서
약 48%에 이른다.반면 나머지 단체들인 취미모임,동창모임,향우회,그리고 친목
단체 참여자들의 정치적 이념성향 분포는 매우 유사한데,이들 단체에서는 시민단
체와 종교단체와는 달리 스스로를 보수적이라 인식하는 이들의 비중이 40%정도
이다.

444...111...333단단단체체체 중중중복복복 참참참여여여를를를 결결결정정정하하하는는는 요요요인인인

아래의 표7은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속성과 참여모임의 개수의 관계를 나타낸
표이다.먼저 성별을 보면,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남성은 평균적으로 1.36개의 모임에 참여하는 반면 여성은 1.04개의
모임에 참여하며,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연령층 사이의 차이를 살펴
보면 가장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는 나이인 장년층에서 가장 많은 수의 모임에 참
여하며 다른 연령층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청년층과 노년층 사이
에는 유의미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참여모임의 개수는 학력에 따라서도 편차
를 보였다.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이들이 참여하는 모임의 평균 개수는
0.935로 매우 낮았다.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이들은 1.212개의 모임에 참여
하고 있었으며 전문대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이들은 1.322개의 모임에 참여하
고 있었다.이 둘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 차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대체
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참여하는 모임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1)혼
인상태와 참여하는 모임의 개수를 살펴보면,기혼인 응답자는 평균 1.3개의 모임
에 참여하고 있었으며,미혼인 응답자들은 1.092개에 참여함으로써 뒤를 잇고 있
다.그리고 배우자와 별거상태에 있거나 이혼,혹은 사별로 현재 배우자가 존재하

11) 교육년수와 참여하는 모임의 개수 사이의 상관관계 값은 0.15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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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인구사회학적 속성과 참여모임 개수의 평균12)

항목
참여모임 

개수의 평균
빈도수(명) F값

성별
남자 1.357 611

 17.04
***

여자 1.044 701

연령층

청년층(18~39세) 1.104 618

 13.71
***

장년층(40~59세) 1.454 441

노년층(60세 이상) 0.941 253

교육

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0.935 323

 8.21
***

고등학교 졸업 1.212 439

전문대 재학 이상 1.322 550

혼인

상태

 기혼 1.299 871

 11.42
***

 사별/별거/이혼 0.743 148

미혼 1.092 293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0.906 481

 30.39
***

200-399만원  1.227 525

400만원 이상 1.728 250

직종

고위/관리/전문/준전문직 1.465 346

 9.88
***

사무종사/서비스/판매직 1.249 413

농어업/블루칼라 0.983 402

취업경험 없음 0.921 139

정치적 

이념 

성향

진보적 1.259 417

 1.48중도 1.129 364

보수적 1.289 453

전체 1.19 1312

*p<0.1 **p<0.05 ***p<0.01

12) 소득 수준과 직종의 경우 결측값이 존재하여 다른 변수와 전체 응답자의 수가 동일하지 않다.하
지만 확인결과 결측값이 참여모임 개수의 평균과 범주 간 차이의 유의미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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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응답자들은 앞의 두 집단보다 매우 작은 수인 0.743개의 모임에 참여하고
있었다.그리고 이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다음으로 가구소득과
참여모임 개수의 평균의 경우,한 눈에 보아도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수
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가구소득이 월 100만 원 이하인 개인은
다른 모든 범주의 가구소득에 해당하는 응답자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
은 수치를 보였으며,반면 가구소득이 400만원에서 600만원 미만인 집단과 600만
원 이상인 집단은 다른 모든 집단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많은 개수의
모임에 참여하고 있었다.13)이 고소득 군은 평균적으로 1.7~8개의 모임에 참여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구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이들이 참여하는 모임의
평균수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가구소득과 마찬가지로 직종에서도 직업의
위세가 높다고 할 수 있는 직종일수록 참여하고 있는 모임의 개수가 많았다.먼저
고위/관리직,전문/준전문직 종사자들은 평균적으로 1.465개의 모임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사무/서비스/판매직 종사자들이 1.249개로 뒤를 이었다.반면
농어업/블루칼라 종사자들은 0.98개,취업경험이 없는 이들은 0.92개의 낮은 수치
를 보였다.첫 두 직종군과 뒤의 두 직종군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였다.정치적 이념성향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소득,학력,직종 등 사회경제적 지위는 참여하
는 모임의 개수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개인의 사회경
제적 지위를 이루는 하위요소들은 보통 서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한
개인이 참여하는 모임의 개수에 다른 요인을 통제하더라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다.따라서 참여하는 모임의 개수를 종속변수로,
위에서 다룬 인구사회학적 속성들을 독립변수로 하는 네거티브 이항 회귀
(negativebinomialregression)분석을 실시하였다.

13) 소득을 만원단위로 환산하여 참여하는 모임의 개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그 값은 0.21이었으
며 이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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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참여모임 개수에 대한 네거티브 이항 회귀분석결과
  계수 표준편차    t

성별 -0.2150
***

0.0735 -2.92

연령층
청년층 -0.2843

***

0.0843 -3.37

노년층 -0.1046 0.1101 -0.95

(기준) 장년층

 교육년수  0.0117 0.0124  0.94

가구소득
200-399만원  0.2015

**

0.0855  2.36

400만원 이상  0.4569
***

0.1019  4.48

(기준) 200만원 미만

혼인상태
기혼  0.1215 0.0962  1.26

사별/별거/이혼 -0.0777 0.1624 -0.48

직종

고위/관리/전문/준전문직  0.1577 0.1033  1.53

사무종사/서비스/판매직  0.2226
***

0.0956  2.33

취업경험 무  0.1334 0.1381  0.97

(기준) 농어업/블루칼라  0.0054 0.0391  0.14

 이념성향14)  0.1197 0.2185  0.55

alpha 0.433
***

N = 1178

*p<0.1 **p<0.05 ***p<0.01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먼저 성별의 경우,앞선 분산분석의 결과와 마찬가지
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모임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남성이 여성
에 비해 사회활동의 정도가 높기 때문일 수 있으며,한편으로 아직도 많은 모임이
나 단체들이 여성보다는 남성 중심으로 조직되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연령층의 경우,가장 활발하게 모임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난 장년층을 기준으로
삼아 나머지 연령층을 더미변수로 분석에 포함하였다.그 결과 장년층에 비해 청

14) 회귀분석에서는 5점척도로 되어 있는 원 문항을 연속형 변수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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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층은 유의미하게 낮은 정도로 모임에 참여하고 있음이 나타났다.분산분석에서
는 노년층 또한 장년층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다른 변수를 통제한 결과 그
러한 차이는 사라진 것이다.이러한 결과를 생애주기와 연관하여 생각해본다면,
다양한 모임 및 단체에의 참여는 개인이 장년층에 이르러 어느 정도 사회생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 폭이 넓어지는 시기가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그 이전의 시기에는 참여의 계기 혹은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 할
수 있으며 장년층에 이르러 가장 활발하게 모임 및 단체에 참여하게 되고,이는
점차 사회생활이 축소되는 노년층에 이르러서도 일정정도 유지되는 것으로 생각
해 볼 수 있다.

가구소득과 참여하는 모임과의 상관관계,즉 소득이 높을수록 많은 수의 모임
에 참여한다는 분산분석에서의 발견은 회귀분석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회
귀분석에서는 2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을 지닌 집단을 기준집단으로 삼았다.분석
결과 가구소득이 200만원에서 4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월 400만원대
이상의 고소득 집단은 기준집단인 200만원대 소득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많은 개수
의 모임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었다.기준 집단을 200만원에서 400만원 미만인
응답자들로 설정하여 분석해본 결과 이들도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보다 유의미
하게 낮은 개수의 모임에 참여하고 있었다.따라서 소득이 올라갈수록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는 모임의 개수도 늘어난다고 할 수 있다.월 가구소득을 이 분석에서
와 같이 범주로 묶지 않고 만원단위의 연속형 변수를 분석에 포함하였을 때도 마
찬가지로 소득이 상승할수록 더 많은 수의 모임에 참여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
다.(유의미도 p<0.001)분산분석에서는 혼인상태에 따라서 참여하는 모임의 개수
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회귀분석에서는 통계적 유의미성이 사라졌다.이는
혼인상태가 교육수준 및 가구소득 등 다른 변수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
으로 보인다.실제로 혼인상태에 따른 교육년수 및 가구소득은 서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인다.기혼자 집단이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년수와 가구소득을 가지고 있
으며,사별/별거/이혼 상태에 있는 집단은 평균 교육년수 및 가구소득이 가장 낮
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직종의 경우도 다른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을 통제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분산분석에서 나타났었던 것과 같은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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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뚜렷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는다.다만 사무직,판매/서비스직 종사자들만이 다
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도 농어업/블루칼라 종사자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많은 수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회귀분석에서 직종 간의 격
차가 사라진 것도 혼인상태와 마찬가지로 교육년수와 가구소득 등 사회경제적 지
위를 결정하는 다른 요인들이 직종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실제로 직종 간 평균 교육년수와 가구소득은 거의 모든 경우 유의미
한 차이를 보였다.특히 고위/관리직,전문/준전문직 종사자들은 가장 높은 수준
의 학력과 가구소득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른 집단과의 차이는 매우 컸다.농어업/
블루칼라 종사자 집단은 교육년수와 가구소득에 있어서 가장 낮았으며 취업경험
이 없는 집단보다 더 낮았다.이상의 결과를 요약해본다면,사회적으로 ‘승자’라고
할 수 있는 집단은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회귀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결국 가장 중요한 변수는
가구소득이다.높은 소득이 가져다주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다양한 모임에의 참
여를 유도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이는 사회자본에 관한 부르디외(Bourdieu,
1986)논의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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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단단단체체체 참참참여여여유유유형형형의의의 발발발견견견

555...111잠잠잠재재재적적적 집집집단단단분분분석석석

본 연구에서는 개인들이 연고관련 집단 및 여러 종류의 자발적 결사체에 참
여하는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잠재적 집단 분석(LatentClassAnalysis)을 사용하
였다.잠재적 집단 분석이란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개념,혹은 요인을 직접
적으로 관찰된 변수들을 지표로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이윤석,
2005).예를 들어,우리는 ‘종교적 헌신’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음에
도 이를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는 없다.하지만 일주일에 교회에 몇 번 나가는가,
하루에 기도를 몇 번하는가와 같은 관찰된 지표들을 통해서 ‘종교적 헌신’이라는
숨겨진 원인을 찾아낼 수 있으며 이것이 잠재적 집단 분석의 원리이다
(McCutcheon,1987).요인분석(factoranalysis)이 바로 관찰변수를 이용하여 잠재
적 변수를 찾아내는 기법이지만 요인분석은 연속형 변수인 관찰변수만을 척도화
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분석이다.따라서 분류변수(categoricalvariable)나 이산변수
(discretevariable)에는 적용할 수 없으며 잠재적 집단 분석을 사용하여야 한다.우
리는 잠재적 집단 분석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가능한 수보다 적은 수의 몇 가지
유의미한 잠재 유형(latenttype)을 찾아낼 수 있다.가장 적절한 잠재적 집단 모델
이 선정되면 우선 각 잠재적 집단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나오는데 이를 잠
재적 집단 확률(latentclassprobability)라고 한다.이를 통해 가장 적절한 잠재적
집단의 수 뿐만 아니라 각 잠재적 집단이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알게 된다
(이윤석,2005).각 잠재적 집단에 속하게 되는 사례들은 서로 중복되지 않으며 분
석에 포함되는 사례들은 모두 단 하나의 잠재적 집단에 속하게 된다.최종적으로
선정된 모델은 각 잠재적 집단이 분석에 사용된 분류변수(categoricalvariable)에
서 어떻게 분포되는지도 알게 되며 이를 조건 확률(conditionalprobability)라 한
다(이윤석,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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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연구들에서도 연고관련 집단이나 자발적 결사체에의 참여를 다루고
있으나 많은 경우,참여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단순히 참여하고 있는 집단 및
단체의 수를 단순히 합하여 사용하였다.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그 수만큼이나 다
양한 자발적 결사체들의 성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특히 연고관
련 집단에의 참여를 단순하게 다른 자발적 결사체와 동일한 것으로 전제하는 문
제가 있다.왜냐하면 연고관련 집단은 서구적인 자발적 결사체와는 그 성격이 다
른 것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기본적으로 집단의 구성방식이 자원적인 것인
지 아니면 연고에 의한 것인지로 구분할 수 있다(유석춘,2002)이는 연결망적 특
성과도 연관이 되는데,연고관련 집단에의 소속은 고향,출신학교와 같이 변하지
않거나 쉽게 변하기 힘든 요인에 의해서 가입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미리
결정된다.반면 자발적 결사체에의 참여에 있어 원칙적으로는 (혹은 이념형적으로
는)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는 차이가 있다.이와 같이 연고관련 집단
과 자발적 결사체가 이론적으로 구분된다고 한다면 참여의 유형의 이념형은 2X2
개가 가능할 것이다.하지만 이런 유형구분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할 뿐 실제의 참
여 유형이 이와 정확히 맞는 형태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은 경험적 확인이 필요한
작업이다.현실에서 시민들의 참여유형은 이보다 훨씬 복잡할 수도 있으며 혹은
훨씬 단순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서구 사회에는 자발적 결사체가 지배적인 반면 한국
사회에서는 연고적 인적구성과 개방적 인적구성이 혼합된 형태의 모임이 지배적
일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수평적 결사체만이 사회자본
으로서 효과를 갖는다는 사회자본론을 한국사회에는 적용할 없는 이론에 불과하
게 된다.하지만 사회・문화・역사적인 차이로 어떤 조직은 사회자본으로서 긍정
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조직은 그렇지 않다고 단순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사회자본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집단
들을 고려해야 하며,서구와의 사회구조적 차이 때문에 이념형적 구분보다는 현실
에서의 존재양상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연고관련 집단과 자발적 결사체의 참여유형을 경험적으로 찾아내기 위해서 잠재
적 집단분석을 사용하였다.잠재적 집단분석의 장점은 이론적 가정 없이 탐색적으



- 56 -

로 현실에서의 참여유형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며 무엇보다 통계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이에 잠재적 집단 분석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 되
는 참여유형의 발견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6개의 모임 및 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유형은 최대
26=64개가 가능하다.하지만 현실에 존재하는,서로 구분되는 참여의 유형은 이보
다 그 수가 작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개의 잠재적 집단에서 출발하여 그 수
를 하나씩 늘리면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아래는 그 결과이다.

표9.잠재적 집단 분석결과

모델번호
잠재적 

집단의 수
자유도 Log-likelihood   Pearson   P-value

1 2 50 81.209 91.311 0.0000

2 3 43 53.231 58.075 0.0621

3 4 36 37.482 37.653 0.3935

4 5 29 30.002 32.048 0.3178

5 6 22 21.838 21.178 0.5097

이렇게 얻어진 다양한 집단 수를 가진 모델들 가운데 최적의 모델을 찾는 과정
이 필요하다.각 모델의 적합도를 보여주는 p-value를 바탕으로 먼저 모델들을 추
리면 모델 3,4그리고 5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이렇게 다수의 모델 들
가운데 최적의 모델을 선택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기준이 있다.로그-
우도 카이제곱 값(Log-likelihood)의 차이와 자유도를 바탕으로 통계적 비교를 통
하는 기준이 있으며 가장 적합한 해석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먼저
로그-우도 카이제곱 값을 사용하여 최적의 모델을 찾아보자.아래는 로그-우도 카
이제곱 값을 사용한 모델 비교의 결과이다.p-value가 유의확률보다 낮으면 보다
모수(parameter)가 많아 복잡한 모델,즉 잠재적 집단의 수가 많은 모델이 비교대
상이 되는 모델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찰된 값에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
미한다.따라서 잠재적 집단의 수가 많은 모델을 선택하게 된다.반대로 모델 간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면 간결성의 원칙(principleofparsimony)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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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잠재적 집단의 수가 적은 모델을 선택해야 한다.

표10.최적의 모델을 찾기 위한 모델 간 비교결과

비교모델
자유도의 

차

Log-likelihood 


의 차

P-value 비교결과

1과 2 7 27.978 0.0002 모델 2

2와 3 7 15.749 0.0275 모델 3

3과 4 7 7.48 0.3807 모델 3

3과 5 14 15.644 0.3356 모델 3

비교 결과 네 개의 잠재적 집단을 상정하는 모델 3은 세 개의 잠재적 집단을
상정하는 모델 2와의 비교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다섯 개
의 잠재적 집단을 상정하는 모델 4와의 비교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는다.따라서 네 개의 잠재적 집단을 상정하는 모델 3이 결과적으로 최적의 모델
임을 알 수 있다.또한 모델 3은 타 모델에 비해 집단 간 특성의 차이가 뚜렷하여
해석가능성에 있어서도 적합하며 집단에 할당되는 응답자 분포 또한 적절하여 가
능한 모델 가운데 최적의 것이라 판단하였다.

555...222단단단체체체참참참여여여 유유유형형형 분분분석석석결결결과과과

555...222...111단단단체체체참참참여여여 유유유형형형의의의 주주주요요요 특특특성성성

이렇게 구한 각 잠재적 집단의 특성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11과
같다.정육각형의 꼭짓점은 분석의 대상이 되는 6개의 연고관련 집단 및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하며 각 꼭짓점과 중심을 잇는 선상에서 꼭짓점에 가깝게 위치할수
록 해당 모임에의 참여율이 높음을 의미한다.따라서 정육각형 내부의 다각형은
전체적인 참여정도는 물론 각 집단의 참여유형의 대략적인 특성을 알 수 있게 한
다.예를 들어 첫 번째 집단의 경우,이 집단에 해당하는 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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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잠재적 집단의 참여적 특성

집단 1: 왕성한 참여형
집단 2: 연고 중심형

평균 
참여율

사례수

전체 26.6% 1,271

집단 1 64.2% 77

집단 2 41.5% 203

집단 3 34.6% 330

집단 4 10.1% 661

집단 3: 결사체 중심형 집단 4: 고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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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모임에 참여하며,이들의 약 1/5이 시민운동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한다.이에
반해,세 번째 집단에서는 동창모임에의 참여율은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
며(41.17%)향우회에는 11%정도만이 참여함을 알 수 있다.따라서 정육각형 내부
에 그려진 다각형이 클수록 전체적인 참여율이 높은 것이며,상대적으로 큰 다각
형을보이는 집단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연고관련 집단
과 자발적 결사체에 더욱 열정적으로 참여하며 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과 관계
를 맺고 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이 네 개의 유형에서 보이는 각 모임 및 단체
참여율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다.

표11.잠재적 집단의 각 모임 및 단체 참여율

잠재적 잠재적 잠재적 잠재적 집단집단집단집단
1111 2222 3333 4444 평균평균평균평균

(7.1%)(7.1%)(7.1%)(7.1%)
****

(18.9%)(18.9%)(18.9%)(18.9%) (27.5%)(27.5%)(27.5%)(27.5%) (46.5%)(46.5%)(46.5%)(46.5%)

단체명

소속

활동

여부

시민운동단체
O 19.1 0.5 8.1 1.7 4.5

X 80.9 99.5 91.9 98.3 95.5

종교 단체
O 19.1 16.1 27.1 15.6 19.1

X 80.9 83.9 72.9 84.4 80.9

스포츠, 
레저모임 등 

문화단체

O 76.7 25.4 68.5 2.7 30.3

X 23.3 74.6 31.5 97.3 69.7

동창모임
O 97.7 95.7 41.1 9.6 40.8

X 2.3 4.3 58.9 90.4 59.2

향우회
O 80.0 31.4 11.4 2.0 15.7

X 20.0 68.6 88.6 98.0 84.3

친목단체
O 92.7 79.8 51.6 28.8 49.3

X 7.3 20.2 48.4 71.2 50.7

*:괄호 안의 숫자는 모집단에서 각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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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왕왕왕성성성한한한 참참참여여여형형형

먼저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전체적인 참여도에 있어서 가장 활
발함을 보이는 집단이다.그림에서 알 수 있듯,종교단체를 제외한 다른 모든 모
임 및 단체에 가장 높은 비율로 참여하고 있다.이 집단에서 동창회의 참여율은
97.7%에 이르며 거의 모든 이들이 친목단체에 참여하고 있다(92.7%).그리고 향우
회와 스포츠,레저 등 문화단체에의 참여율은 각 각 80%와 77%로 상대적으로는
물론,절대적인 의미에서도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또한 시민운동단체에의 참
여율도 19.1%로서,평균적 참여율보다도 높다.종교단체에의 참여율은 두 번째 집
단에 비해 약간 낮지만 그 외의 다른 집단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
다.이 집단이 보이는 참여유형을 요약하자면,연고관련 집단에의 참여율이 매우
높으며 그 외 자발적 결사체에도 다른 모든 집단보다 높은 수준으로 참여하고 있
다.따라서 첫 번째 집단은 우선,모든 집단을 통틀어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이러한 특징을 고려할 때,첫 번째 집단은 “왕성한 참
여형”으로 이름붙일 수 있을 것이다.“왕성한 참여형”이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비
율은 7.1%로 가장 낮다.

(((222)))연연연고고고모모모임임임 중중중심심심형형형

두 번째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정육면체 안 다각형의 크기로 판단할 때 전
체적으로는 두 번째로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특히,그림에서 분명하게 드러
나듯 연고관련 집단에의 참여가 다른 모임 및 단체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다.이
집단의 동창모임과 친목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거나 그러한 경험이 있는 비
율은 각 각 95.7%와 79.8%로 매우 높다.향우회의 경우는 31.4%의 참여율을 보이
고 있는데,이는 과반수에 못 미치는 것이지만 첫 번째 집단 다음으로 높은 수치
이며 향우회 평균 참여율의 약 2배이다.그리고 스포츠,레저 등 문화단체에 대한
가입률은 25.4%로 평균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다.하지만 이 집단의 시민운동단
체 참여율은 0.5%로 거의 참여하고 있는 이들이 없다.첫 번째 집단과 가장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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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형을 보이는 집단은 바로 두 번째 집단으로써,이 집단 역시 연고관련 모임
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친목단체에의 참여율도 높다.그러나 첫 번째 집단과는
달리 스포츠,레저 등 문화단체에의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시민운동단체에
의 참여는 전무하다.두 번째 집단에 속하는 이들의 참여유형은 연고관련 집단인
동창회와 향우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따라서 두 번째 집단은 “연고모임 중심
형”으로 이름붙일 수 있다.이 단체참여 유형은 모집단의 18.9%를 차지하고 있다.

(((333)))결결결사사사체체체 중중중심심심형형형

세 번째 집단에서 보이는 참여 유형은 두 번째 집단과는 몇 가지 측면에서
대조적이다.이들은 동창모임과 향우회에의 참여율은 41.1%와 11.4%로 평균적인
수준이지만 첫 번째,두 번째 집단에 비한다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그리고
친목단체에 소속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이들은 평균참여율보다 약간 높다.세
번째 참여유형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종교단체에의 참여율로,24.7%로 다른 어떤
집단에 비해서도 높다.그리고 시민운동단체의 참여율은 8.1%인데,첫 번째 집단
다음으로 높은 시민운동단체에 참여를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집단이다.그
리고 스포츠,레저 등 문화단체에의 참여율은 68.5%로 높은 수준이다.세 번째 집
단은 첫 번째,세 번째 집단과 비교했을 때,동창모임과 향우회 및 친목단체에의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그리고 종교단체에는 가장 높
은 참여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첫 번째 집단에 비해 낮기는 하지만 스포츠,레저
등 문화단체에의 참여율은 평균을 웃도는 수준으로 2차적 결사체 참여가 두드러
진다.이는 세 번째 집단은 두 번째 집단과는 대조적인 참여유형을 보이는 것이며
따라서 세 번째 집단은 “결사체 중심형”으로 이름붙일 수 있을 것이다.“결사체
중심형”은 모집단에서 27.5%를 차지한다.

(((444)))고고고립립립형형형

마지막 집단은 전체적으로 매우 저조한 참여를 보이는 집단이다.이 유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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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민운동단체,스포츠,레저 등 문화단체,그리고 향우회의 참여율은 채 3%도
되지 않는다.동창모임에의 참여율도 9.6%로,타 집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다.
다만 28.8%가 친목단체에 속해있으며 15.6%가 종교단체에 속해있다.종교단체에의
참여율이 유일하게 평균적인 수준에 근접한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모든
집단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마지막 집단은 모든 영역에서 평균이
하의 매우 저조한 참여수준을 보이는 집단이다.종교단체에만 평균에 근접했을 뿐
나머지 모임 및 단체에의 참여율은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이 집단은 “고립
형”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립형”은 모집단의 46.5%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의 표12와 같다.

표12.네 단체참여 유형의 특징

555...222...222...단단단체체체참참참여여여 유유유형형형별별별 인인인구구구사사사회회회학학학적적적 속속속성성성

분석의 대상이 되는 6개의 사회적 모임 및 단체,즉 ‘시민운동단체,’‘종교 단
체,’‘스포츠,레저 모임 등 문화 단체,’‘동창모임’‘향우회,’그리고 ‘친목단체’에의
소속 및 활동여부를 바탕으로 잠재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4개의 잠재적 집단
이 발견되었다.“왕성한 참여형”,“연고모임 중심형”,“결사체 중심형”그리고 “고
립형”은 어떤 모임 및 단체에 어느 정도로 참여하는가에 따라 갖게되는 특징을

항 목 왕성한 왕성한 왕성한 왕성한 참여형참여형참여형참여형
연고모임 연고모임 연고모임 연고모임 

중심형중심형중심형중심형
결사체 결사체 결사체 결사체 중심형중심형중심형중심형 고립형고립형고립형고립형

참여의 

특징

연고관련 모

임과 친목 모

임에 가장 적

극적으로 참

여하며 다양

한 자발적 결

사체에 고루 

참여한다.

시민운동단체

에 거의 참여

하지 않으며 

동창모임 및 

향우회, 그리

고 친목단체

에 높은 수준

으로 참여한

다.

연고관련 모

임에의 참여

는 상대적으

로 낮으며 종

교단체와 취

미・문화모임

에의 참여가 

상 대 적 으 로 

높다.

종교관련 모

임과 친목단

체에 낮은 수

준으로 참여

하며 전반적

으로 참여도

가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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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서로 구분되는 집단으로서,우리는 이를 한국 사회의 참여 유형을 보여
주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그런데 이렇게 밝혀진 참여의 유형은 인구사회학적
속성에 영향을 받는 것일 수 있으며 특히 각 유형은 전체적인 참여의 정도에 있
어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정한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
지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111)))성성성별별별

아래의 그림12는 네 개의 참여 유형 내에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보여주는 그
림이다.

그림12.단체참여 유형별 성비

먼저 그래프를 보면 남성의 비율이 “왕성한 참여형”에서 “고립형”으로 갈수
록 점차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왕성한 참여형”에서 남성의 비율은
76.62%로 이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3/4이상이 남성이다.그리고 “연고모임 중
심형”의 경우 남성의 비중은 유형 전체의 55.67%로 절반이 약간 넘는 정도이며,
“결사체 중심형”의 경우 50.3%가 남성이다.반면 “고립형”은 전체 유형 가운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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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게 남성의 비중이 절반이 채 되지 않는 38.43%이다.이와 같은 성비의 분포는
각 유형이 집단 참여의 정도가 “왕성한 참여형”에서 “고립형”으로 갈수록 낮아지
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하나 이상의 모임 및 단체에 참여하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57.55%의 사람들 중에서 여성의 비중은 남성보다 높아 52.85%를
차지하고 있지만 앞서 살펴본 참여 모임 개수의 평균에서는 남성이 1.56개로 여성
의 1.04개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이를 고려해 보았을 때 남성은 모임 및 단체
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여성보다 많은 수의 모임 및 단체에 참여하고 있으며 따라
서 집단 참여의 정도가 높은 유형에서 남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22)))연연연령령령

그림13.단체참여 유형별 연령층 분포

다음으로 각 집단별로 연령층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자.첫 번째
참여유형인 “왕성한 참여형”에는 장년층의 비중이 두드러진다.이들의 비중은 전
체의 51.95%를 차지하고 있으며,청년층은 38.9% 그리고 노년층의 9.09%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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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반면 “연고모임 중심형”은 첫 번째 유형과 비교했을 때 청년층의 비중
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노년층이 22.17%를 차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
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세 번째 유형인 “결사체 중심형”에서도 노년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데,이는 각 유형에서 두드러지는 참여 모임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두 번째 참여유형인 “연고모임 중심형”은 주로 동창회와 친목단체
에서 매우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향우회에의 참여율도 높은 수준이다.반
면 “결사체 중심형”은 취미,문화모임과 종교단체에의 참여율이 두드러지는 집단
이다.따라서 “연고모임 중심형”에서는 향우회가,“결사체 중심형”에서는 종교단
체가 노년층의 비율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세 번째 유형의 특징은 장년층의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작다는 점
이다.장년층이 전 연령층 가운데 가장 참여가 활발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년층
의 비중이 장년층을 초과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데,취미,문화모임에서의 참여
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마지막 유형인 “고립형”에서도 청년층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인데,이는 세 번째 유형에서의 청년층 비중이 갖는 의미와는 다소
다르다.이 유형은 전체적으로 참여가 매우 저조한데 여러 사회적 모임 및 단체에
의 참여가 청년층보다는 장년층에 이르러서 더 높아지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이는 네 번째 유형에서 참여하는 모임 수의 평균이 가장 낮은
노년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333)))혼혼혼인인인상상상태태태

아래의 그림14는 유형별 혼인상태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응답자 가운데 기
혼의 비중이 높다는 점과 혼인상태별로 참여의 정도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
반영되어 네 개의 참여유형에서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의 비중이 전체적으로 매우
높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그리고 각 유형이 참여의 정도를 반영
하고 있기 때문에 기혼자의 비율은 이에 따라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도 볼 수 있
다.하지만 특이한 점은 사별/별거/이혼 상태에 있는 이들의 유형에 따른 비율변
화이다.이들은 참여의 정도에 있어서 가장 낮기 때문에 “고립형”에서의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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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단체참여 유형별 혼인상태 분포

타 유형에 비해 높다는 점은 쉽게 이해가 되는 사항이다.하지만 “연고모임 중심
형“이 ”결사체 중심형“보다 전체적 참여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또한 ”결사체 중
심형“에서 사별/별거/이혼자들의 참여가 다른 단체에 비해 높은 종교단체에의 참
여가 두드러짐에도 불구하고 사별/별거/이혼자들의 비중이 ‘연고모임 중심형’인
두 번째 유형에서 세 번째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한편 미혼자의 비
율은 ”결사체 중심형“에서 27.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왕성한 참여형“에서
16.88%로 가장 낮았다.

(((444)))소소소득득득

아래의 그림15는 각 유형에 해당하는 이들의 월 가구소득 평균을 보여주고
있으며 표13은 유형간 소득평균 차이의 유의미성을 보여주는 사후검정표이다.네
유형은 평균소득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먼저 “왕성한 참여형”에 해당하
는 이들의 월 가구소득의 평균은 41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다음으로 세 번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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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단체참여 유형별 평균소득

표13.단체참여 유형 간 소득 차이의 통계적 유의미성 검증(bonferronitest)

집단간 평균차
왕성한 

참여형

연고모임 

중심형

결사체 

중심형

연고모임 

중심형
-86.73

***

결사체 중심형 -49.25  37.48

고립형 -125.46
***

-38.74
*

-76.21
***

*p<0.1 **p<0.05 ***p<0.01

여유형인 “결사체 중심형”집단의 평균소득이 두 번째로 높아 363.8만원이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었다.그리고 두 번째
참여유형인 “연고모임 중심형“이 326.3만원으로 뒤를 이었는데 ”왕성한 참여형“과
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지만 ”결사체 중심형“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마지막으로 ”고립형“의 월 가구소득의 평균은 287.5만원으로 전체 응
답자들의 평균소득인 321.4만원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모든 유형에 대하여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의 소득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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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교교교육육육수수수준준준

그림16.단체참여 유형별 학력 분포

위의 그림을 통해 네 집단참여 유형의 학력분포를 살펴보면,“왕성한 참여형”
과 “결사체 중심형”이,그리고 “연고모임 중심형”과 “고립형”의 학력분포가 서로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가장 고학력 인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유형은 세 번
째인 “결사체 중심형”과 첫 번째 유형인 “왕성한 참여형”이다.이들 유형에는 전
문대 재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이들이 전체의 50%가 넘어 나머지 두 집단에 비해
20%가량 높은 분포를 보이며 중학교 졸업이하의 저학력 집단의 비중은 11%정도
에 불과하여 나머지 집단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반면 “연고중심 참여형”과
“고립형”에서는 학력수준 별로 서로 비슷한 비율을 가지고 분포하고 있어 전문대
재학이상의 고학력자들과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모두 두
유형에서 약 30% 중반 정도로 분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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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직직직종종종

직종의 분포에 있어서 그림17을 통해 “연고모임 중심형”과 “고립형”이 서로
매우 유사한 직종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이 두 유형에서 고위・

관리직,전문・준전문직 종사자의 분포는 20% 후반이며 사무/서비스/판매직 종사
자들은 20% 중반의 분포를 보인다.그리고 농어업 및 블루칼라직 종사자들의 비
율이 가장 높아서 3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반면 “왕성한 참여형”에서 사회적으
로 위세가 높은 직종인 고위・관리직,전문・준전문직 종사자가 유형 전체의 절반
에 가까운 46.1%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사무/서비스/판매직 종사자들은 15.8%
에 불과하다.“고립형”에서는 관리/전문직 종사자의 비중이 유형 가운데 가장 낮
아 전체의 12.5%를 기록하고 있어 “왕성한 참여형”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직종 분포에 있어 “결사체 중심형”의 특징은 사무/서비스/판매직 종사자들의 비
중이 모든 유형 가운데 가장 높은 32.6%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림17.단체참여 유형별 직종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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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정정정치치치적적적 이이이념념념성성성향향향

각 유형에 해당하는 이들의 정치적 이념성향의 분포는 아래의 그림18과 같다.
이를 보면,참여유형별로 정치적 이념성향 분포에 있어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음
을 알 수 있다.네 유형 모두에서 스스로를 보수적이라 인식하는 이들의 비율은
30%대로 서로 비슷하였다.그러나 “왕성한 참여형”과 “고립형”에서 이념적으로
중도 성향인 이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30%가 넘는 수치였다.그런데 “연
고모임 중심형”에서 스스로를 진보적이라 인식하는 이들의 비중은 다른 어떤 유
형보다도 높아 42.78%를 기록하였다.흔히 연고관련 모임은 유교적인 가치와 연관
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유교적인 가치는 곧 이념적으로 보수와 연관지어 생각
하는 경향이 있는데 위의 결과는 이와는 반대되는 결과이다.주로 “연고모임 중심
형”은 동창모임과 향우회와 같은 연고모임에의 높은 참여율로 특징지어지는 집단
이지만 진보적 성향인 이들의 비중이 높으므로 연고모임과 보수적인 성향을 연관
지어 생각하는 상식이 사실과 다를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18.단체참여 유형별 정치적 이념성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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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왕성한 참여형”,연고모임 중심형“,”결사체 중심형“그리
고 ”고립형“의 인구사회학적 속성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의 표14와 같다.

표14.집단참여 유형의 인구사회학적 속성

네 개의 유형은 집단 참여에 있어서의 차이만큼이나 인구사회학적 속성에 있
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가장 대비되는 두 유형은 “왕성한 참여형”과 “고립
형”이다.“왕성한 참여형”의 전형적인 모습은 흔히 ‘사회적 승자’라 할 수 있는 높
은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을 가진 관리/전문직 남성의 참여가 두드러지며 “고립형”
에는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낮은 교육수준과 소득 수준을 가진 낮은 지위
를 가진 직종의 여성이 전형적인 참여자라 할 수 있다.이와 같은 차이는 앞서 살
펴본 바와 같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집단 참여의 정도와 관련이 있다는 점
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참여하는 모임 및 단체에 있어서 대조적인 모습
을 보이는 “연고모임 중심형”과 “결사체 중심형”은 교육수준을 제외한 나머지 인
구사회학적 속성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서로 비슷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이들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어 “왕성한 참여형”과
“고립형”의 중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이로 미루어 각 집단참여 유형 간에
참여의 정도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반영된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떠한 집단에 두드
러지게 참여하는가는 인구사회학적 속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

항 목 왕성한 왕성한 왕성한 왕성한 참여형참여형참여형참여형
연고모임 연고모임 연고모임 연고모임 

중심형중심형중심형중심형
결사체 결사체 결사체 결사체 중심형중심형중심형중심형 고립형고립형고립형고립형

인구-

사회학적

속성

남성의 비율

이 높으며 평

균 가구 소득, 

교육 수준이 

가장 높다. 높

은 위세의 직

종 종사자 비

율이 높음.

성별, 학력과 

직종의 분포

는 고른 편이

며 소득 수준

은 세 번째로 

높음.

성별과 연령

의 분포는 고

른 편이나 고

학력의 비중

과 높은 위세

의 직종 종사

자 비율이 높

다. 소득 수준

은 두 번째로 

높음.

여성의 비율

이 높으며 평

균 가구 소득, 

교육 수준이 

가장 낮다. 직

종의 분포는 

고른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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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55...222...333...단단단체체체참참참여여여 유유유형형형과과과 유유유교교교적적적 가가가치치치 및및및 자자자원원원동동동원원원

앞서 발견된 네 가지 참여의 유형은 참여정도에 있어서는 물론이며 주로 참
여하고 있는 모임 및 단체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그렇다면 이
러한 차이가 각 유형에 해당하는 이들의 행동 및 가치에 있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여기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행동 및 가치는 생활에 필
요한 자원을 동원하는데 있어서의 차이와 가족 및 부모봉양에 대한 생각의 차이
이다.이를 보고자 하는 이유는 각 유형이 연고관련 모임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반영된다면 연고관련 모임에 주로 참여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이들이 다른 유형에 비해 더 유교적인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을 것이며,자원동
원에 있어서 더 가족중심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예상하기 때문이다.

(((111)))유유유교교교적적적 가가가치치치

유교적 가치와 관련하여 본 연구가 사용하는 KGSS2004년도 자료에는 다음
과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표15.유교적 가치 설문 문항과 측정
측정 척도 척도 내용

성인이 된 자녀는 부모를 돌볼 의무가 

있다
5점 

척도

① 매우 찬성

② 다소 찬성

③ 찬성도 반대도 아님

④ 다소 반대

⑤ 매우 반대

다른 사람을 돕기 전에 먼저 자신과 가

족들을 보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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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항을 더하여 하나의 지표로 만들었으며 그 분포는 아래의 표16와 같다.

표16.유교적 가치 지표의 분포

위 분포를 보면,전체적으로 부모를 봉양해야한다는 설문 문항과 자신과 가족
을 타인보다 먼저 돌봐야 한다는 설문 문항으로 이루어진 유교적 가치에 다수의
응답자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렇다면 집단 참여유형과 유교적 가치
정도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모델 1은 단체 참여유형을 제외한 기초통제변수만을 포함한 것이며 모델 2는
이에 네 가지 참여유형 변수를 추가한 모델이다.종속변수로 사용한 유교적 가치
변수는 그 값이 작을수록 동의하는 정도가 높은 것이므로 계수가 음수인 경우에
그 동의 정도가 높은 것이다.모델 1의 분석결과를 보면,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유교적 가치에의 동의 정도가 높았으며 미혼자들이 기혼자 및 사별/별거/이혼자
들에 비해 동의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그리고 직종에서 농어업과 블루칼라
종사자들이 취업경험이 없는 이들보다 유교적 가치에의 동의정도가 높았다.이외
에 다른 변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찾을 수 없었다.단체 참여유형
을 추가한 모델 2의 분석결과도 모델 1과 동일하다.그리고 네 가지 단체 참여유
형은 유교적 가치에의 동의 정도에 있어서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밝혀졌다.네 유형은 연고모임의 참여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자
식은 부모를 봉양해야 한다는 명제와 타인보다 자신과 가족을 먼저 돌봐야 한다

빈도수(명) 비율(%)

1 359 27.49

2 315 24.12

3 373 28.56

4 169 12.94

5 68 5.21

6 18 1.38

7 4 0.31

합계 130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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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명제로 이루어진 유교적 가치에 얼마나 동의하는가의 정도에 있어서는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즉 유교적 가치에 얼마나 동의하는가는 연고관련 모임
에 참여하는 것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표17.유교적 가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유교적 가치

모델 1 모델2

계수 표준편차 계수 표준편차

성별    여자  0.1135
*

 0.0822  0.1026
*

 0.0837 

연령 -0.0068  0.0038 -0.0066  0.0038 

소득 -0.0140  0.0085 -0.0134  0.0086 

교육년수  0.0084  0.0135  0.0093  0.0136 

주관적 계층 -0.0270  0.0262 -0.0263  0.0263 

혼인

상태

기혼  0.3137
***

 0.1106  0.3181
***

 0.1110 

사별/별거/이혼  0.5039
***

 0.1771  0.5056
***

 0.1773 

(기준) 미혼

직종

관리/전문직 -0.1584  0.1442 -0.1625  0.1445 

사무/서비스/판매직 -0.2079  0.1370 -0.2083  0.1372 

농어업/블루칼라 -0.3279
**

 0.1373 -0.3315
**

 0.1376 

(기준) 취업경험 없음

정치적 성향 -0.0168  0.0260 -0.0175  0.0261 

참여

유형

왕성한 참여형 -0.1019  0.1590 

연고모임 중심형 -0.0381  0.1044 

결사체 중심형 -0.0381  0.0897 

(기준) 고립형

Adj. R
2

0.213 0.218

N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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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자자자원원원동동동원원원

각 유형에 따라 연고관계의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 만큼 자원교환의 범위
가 어느 정도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보는 과정을 통해서 관계맺음의 범
위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즉 연고적 참여의 활발함이 자원동
원 범위의 배타성을 초래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물론 이는 자아중심적
연결망 자료 포함되어 있다면 구체적인 양상과 직접적인 효과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지만 본 연구가 사용하고 있는 KGSS자료는 이러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간접적인 추론에 그칠 수 밖에 없다.하지만 단체 참여유형에 따라 자원동원
의 양상이 달라진다면,즉 자원동원 대상으로서 가족을 이용하는 정도가 연고관련
모임이나 개방적 성격의 자발적 결사체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면 단체
참여라는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KGSS자료에서 자원의 교환과 관련하여 다음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귀하는 누구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시
겠는지 순서대로 두 분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① 감기가 심하게 들어 식사준비나 장보기와 같은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②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③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경우

이 설문에 대한 응답문항으로 배우자 및 가족,친척관계,친구관계,그리고 공
적제도 혹은 이를 통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열거되어 있다.아래의 그림은 각 문
항에 대한 응답의 분포이다.15)

15) 원 설문에는 각 경우에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을 순서대로 둘을 응답케 하였다.본 연구에서는 응
답자들이 선택한 둘을 순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취급하였고 그림으로 표현된 분포는 이를 합한
수치의 전체에 대한 비율이다.결측값에 따라 각 문항의 전체 N에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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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9.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하는 대상16)

자신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하게 되는 대상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것은 가족
으로 전체의 67.41%였으며,다음으로 친구 및 동료(17.26%),친척(8.15%)등 이었
다.도움의 성격상 공적인 제도를 통하는 경우는 0.92%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
다.도움을 구하는 대상이 없는 경우는 6.26%였다.

그림20.급하게 돈을 빌리는 대상

16) 여기서 가족은 배우자와 자녀,그리고 형제・자매 및 부모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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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도움을 빌리는 대상에서도 역시 가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48%
라는 수치를 보였다.친구나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21.16%로 뒤를 이
었으며 없다는 응답이 11.10%로 나타났다.공적인 제도를 통하는 경우는 10.72%로
친척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림21.낙심했을 때 상담하는 대상

응답자가 낙심했을 때 상담과 같은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 가운데 친구 및 동
료가 전체의 46.42%로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가족은 38.56%로 뒤를 이었으며 도
움 받을 대상이 없다는 응답은 9.62%를 차지했다.정신과 의사나 성직자와 같은
제도를 통한 도움요청은 1.69%에 불과했다.

자원교환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족과 친구 그리고 공적제도를 이용하
는 정도에 대한 지표를 다음과 같이 만들었다.

여기서 Ri는 전체 도움요청의 경우 가운데 특정한 대상을 활용하는 경우의 횟
수이다.본 연구에서는 대상을 꼽은 순서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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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두 번째로 꼽은 대상이라 하더라도 첫 번째로 꼽은 대상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따라서 총 6번의 경우에 친구 및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3번이라면
F=3이 된다.다음은 이렇게 작성한 지표의 기초 통계치이다.이를 보면 전반적으
로 가족에의 의존도가 다른 대상에 비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그리고 공공제
도를 이용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임도 확인할 수 있다.

표18.도움요청 대상별 지표의 기초통계

이렇게 작성한 지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단체 참여유형에 따라 가족,친
구 및 동료,그리고 공공제도가 자원동원의 대상이 되는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
지를 보여줄 수 있는 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하지만 이는 다음과 같은 한계 또한
지니고 있다.먼저 이 지표만을 가지고는 특정한 상황에서 총 몇 번 가운데 몇 번
도움을 요청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설문 문항에서는 특정한 상황을 주
고 주로 도움을 요청할 대상을 두 번 꼽게 하였지만 이를 바탕으로 만든 지표는
특정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모든 경우에 가족 혹은 친구나 동료를 찾는지의
비율을 알려주지는 못한다.예를 들어 응답자가 지금까지 큰돈을 급하게 빌려야
하는 상황이 5번 있었는데 그 중 3번 가족을 찾았을 경우 가족이 자원동원의 대
상이 되는 비율이 60%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자원동원 대상으로서의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된다.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
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다음으로 응답자가 활용 가능한 자원동원 대상의 범위
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서,인간관계의 범위에 따라서
개인이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인맥의 범위는 서로 다르다.따라서 사회경제적 위
치나 인간관계의 범위가 서로 다른 두 개인이 동일하게 공공제도에 도움을 요청
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의미는 다르다 할 수 있다.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넉넉한

지표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N

가족 3.090 1.551 0 6 1283

친구/동료 1.693 1.311 0 6 1283

공공제도 0.260 0.524 0 4 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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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이 많이 있으며 금융 기관을 통한 대출이 용이한 사람이 친구에게 금전적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반대로 주변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친구가 거의 없음에
도 대출이 용이하지 않아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의 의미는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이러한 한계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지표가 한 개인이 자원동원 대
상으로서 가족,친구나 동료 그리고 공공제도에 의존하는 정도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간접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데 불과하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위에서 만들어진 지표는 주어진 한계 내에서는 최대한 의미를 끌어낼
수 있는 변수라 할 수 있다.

아래의 표19과 20은 위에서 작성한 지표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결과이
다.종속변수의 분포를 고려하여 가족과 친구 및 동료 지표에 대해서는 선형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공공제도 지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이항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표19은 자원동원의 대상으로서 가족과 친구 및 동료에 의존하는 정도를 보여
주는 지표에 대한 회귀분석결과이다.먼저 가족의존도의 분석결과를 보면,단체
참여유형을 제외한 기초 통제변수만을 포함한 모델 1의 결과를 보면,교육년수가
높을수록,스스로 인식하는 주관적 계층이 높을수록 가족의존도는 높아진다.그리
고 미혼자에 비해 기혼자는 가족의존도가 높다.이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가족
가운데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가의 여부와 부분적으로 관계가 있다.하지만 사별
/별거/이혼 상태에 있는 이들은 미혼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은
이들이 배우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지만 다른 가족들에게도 필
요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들이 자원동원이 가능한 관계의 범위가
넓지 않거나 가족 외에 다른 집단에 의존하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그리
고 직종 간 차이에 있어서 관리/전문직 종사자들의 가족 의존도가 낮은데,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가족 이외에 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인
맥이 폭넓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그리고 정치적 이념에서 스스로를 보
수적이라 인식할수록 가족의존도가 높다.

모델 2는 단체 참여유형을 포함한 모델이다.기준 집단인 “고립형”에 비해
“왕성한 참여형”과 “연고모임 중심형”은 가족에의 의존도가 높았지만 이러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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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9.도움요청 대상별 지표에 대한 회귀분석 (1):선형회귀 분석
가족 친구 및 동료

모델 1 모델 2 모델 1 모델 2

성별 여자
0.056

(0.100)
0.071

(0.101)
0.010

(0.084)
0.047

(0.085)

연령
0.002

(0.005)
0.001

(0.005)
-0.015

***

(0.004)
-0.015

***

(0.004)

소득
0.003

(0.010)
0.003

(0.010)
0.011

(0.009)
0.009

(0.009)

교육년수
0.030

*

(0.016)
0.030

*

(0.016)
-0.003
(0.014)

-0.007
(0.014)

주관적 계층
 0.093

***

(0.032)
0.094

***

(0.032)
-0.023
(0.027)

-0.027
(0.027)

혼인

상태

기혼
 0.381

***

(0.134)
0.372

***

(0.134)
-0.505

***

(0.112)
-0.519

***

(0.112)

사별/별거/이혼
-0.579

***

(0.215)
-0.579

***

(0.215)
0.066

(0.180)
0.059

(0.180)

(기준) 미혼

직종

관리/전문직
-0.359

**

(0.175)
-0.353

**

(0.175)
0.109

(0.146)
0.122

(0.146)

사무/서비스/판매직
-0.170
(0.166)

-0.163
(0.166)

0.013
(0.139)

0.007
(0.139)

농어업/블루칼라
-0.204
(0.166)

-0.205
(0.166)

0.153
(0.139)

0.169
(0.139)

(기준) 취업경험 없음

정치적 이념 성향
0.067

**

(0.031)
0.068

**

(0.032)
-0.075

***

(0.026)
-0.071

***

(0.026)

참여

유형

왕성한 참여형
0.186

(0.193)
0.280

*

(0.161)

연고모임 중심형
0.088

(0.127)
0.133

(0.106)

결사체 중심형
-0.071
(0.109)

 0.243
***

(0.091)

(기준) 고립형

상수항 1.931
***

1.930
***

2.776
***

2.719
***

N 1188 1188 1188 1188

Adj. R
2

0.080 0.081 0.089 0.096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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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그리고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지
만 "고립형"에 비해 “결사체 중심형”의 가족의존도는 낮았다.이와 같이 다른 인구
사회학적 변인들을 통제하였을 때 가족의존도에 있어서 참여유형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볼 수 없었다.연고관련 모임에 참여하는 정도가 이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으로서 가족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은 것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원동원 대상으로서 친구에 의존하는 정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의
첫 번째 모델에서 연령과 혼인상태,정치적 이념성향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연령이 낮을수록 친구의존도는 높았으며 기혼
자들은 미혼자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그리고 스스로를 정치적
으로 진보적이라 생각할수록 친구의존도는 낮아졌다.단체 참여유형 변수를 투입
한 두 번째 모델의 분석결과를 보면,기준 집단인 "고립형"에 비해 “왕성한 참여
형”과 “결사체 중심형”은 친구의존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나머지 통
제변수에서는 모델 1에서 유의미한 변수였던 연령,혼인상태 그리고 정치적 이념
성향은 그 방향성이나 크기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아래의 표20은 자원동원 대상으로서 공공제도에 의존하는 정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네거티브 이항 회귀분석 결과이다.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변수들이 많지 않았다.먼저 여자보다는 남자가 공공제도에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미혼자들보다는 기혼자들 사이에서 높았다.분석에 단체 참여
유형을 추가하여도 유형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기
초 모델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변수들은 영향력의 방향이나 크기
가 거의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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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0.도움요청 대상별 지표에 대한 회귀분석 (2):네거티브 이항 회귀분석
공공제도

모델 1 모델 2

성별 여자
-0.307

**

(0.132)
-0.292

**

(0.134)

연령
0.001

(0.006)
0.000

(0.006)

소득
0.016

(0.013)
0.015

(0.013)

교육년수
0.003 

(0.021)
0.015 

(0.013)

주관적 계층
-0.038 
(0.042)

-0.036 
(0.042)

혼인

상태

기혼
0.347

*

(0.186)
0.338

*

(0.187)

사별/별거/이혼
0.461 

(0.284)
0.460 

(0.284)

(기준) 미혼

직종

관리/전문직
0.371 

(0.270)
0.372 

(0.270)

사무/서비스/판매직
0.344 

(0.262)
0.343 

(0.262)

농어업/블루칼라
0.299 

(0.261)
0.289 

(0.261)

(기준) 취업경험 없음

정치적 성향
-0.041 
(0.043)

-0.035 
(0.043)

참여

유형

왕성한 참여형
0.078 

(0.234)

연고모임 중심형
0.215 

(0.154)

결사체 중심형
-0.104 
(0.149)

(기준) 고립형

상수항 -1.550
*

-1.564
*

N 1188 1188

Pseudo R2 0.014 0.016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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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아플 때 집안일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그리고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찾는 대상을 바탕으로
작성한 가족,친구 및 동료 그리고 공공제도에 대한 자원동원 의존도를 살펴본 결
과 가족과 공공제도에 대한 의존도에서는 단체 참여유형 간 유의미한 차이를 발
견할 수 없었다.그러나 친구 및 동료에 대한 의존도에 있어 “왕성한 참여형”과
“결사체 중심형”은 "고립형"보다 높았다.먼저 가족의존도와 공공제도에 대한 결과
를 생각해보면,연고관련 모임에 많이 참여하는 것과 가족에의 의존도가 높다거나
자발적 결사체에 많이 참여한다는 것이 공적인 제도에의 의존도가 높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음이 확인된 결과라 할 수 있다.이 둘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도 존
재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연고관련 모임에 참여하는 것과 연고주의적인
행동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측정되지 않은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
다.또한 아직까지 자신에게 필요한 도움을 구하는 대상이 주로 가족이며,개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도움을 제공해줄 수 있는 공공제도가 아직 미비하여 많은 이들
이 찾지 않아 의존도가 많이 낮은 것이 반영되었을 수도 있다.그리고 친구에의
의존도는 이들이 참여를 통해 맺는 인간관계의 동질성(homogeneity)과 이질성
(heterogeneity)이 영향을 미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고립형"은 단체에 거의 참
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체참여를 통해 인간관계의 확대 가능성이 타 집단에
비해 매우 낮다.그리고 연고관련 모임에 많이 참여하는 이들도 단체참여를 통해
서는 자신과 학교나 고향이 같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두드러진다.즉 이 두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단체참여를 통해서는 서로 다른 사회배경을 가진 사람들
을 만날 기회가 적으며 따라서 인간관계의 동질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반면
“왕성한 참여형”과 “결사체 중심형”의 경우 이와는 반대로 자신과는 다른 사회경
제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 인간관계의 이질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17)따라서 이들은 가족 이외에 단체참여를 통해 만나게 된 친구나 동
료에게 도움을 요청할 여지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다.

17) 여기서는 다만 인간관계의 이질성의 정도에 대한 논의이며 그라노베터가 주장하는 약한 연결망
의 강함(strengthofweaktie)와 같이 자원동원에 있어서 이질성이 유리하다는 주장과 연결되지
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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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단단단체체체참참참여여여의의의 효효효과과과

잠재적 집단분석을 통해 찾아낸 네 개의 참여유형은 연고관련 모임과 이차적
모임의 혼합양상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다.첫 번째 유형은 두 가지 형태의 네트워
크가 복합적으로,그리고 풍부하게 형성되어 있었으며 두 번째 유형은 연고적 네
트워크가 중심적이었다.반면 세 번째 유형에도 연고적 네트워크는 존재하지만 이
유형은 종교단체와 취미,문화 모임과 같은 이차적 관계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참여가 매우 저조하며 어떠한 형태의 관계도 일정수준이
상 형성되지 않았다.이와 같은 참여의 유형을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의
일부로 파악한다면 우리의 관심은 각 유형에 속함이 개인에게 갖는 다양한 차원
에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
다.하나는 일반적 신뢰에 대한 영향이며 나머지는 정치참여에의 영향이다.

666...111단단단체체체참참참여여여 유유유형형형과과과 일일일반반반적적적 신신신뢰뢰뢰

다양한 종류의 자발적 결사체와 신뢰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사회자본론의 중
심에 놓여있다.사회자본론은 결사체에의 소속이 면대면 상호작용을 증가시켜 신
뢰와 호혜주의와 같은 협동을 위해 필요한 규범과 가치를 학습시키는 역할을 하
는 것으로 주장한다.즉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자본의 생성에 있어서 결사체의
중요성은 결사체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시각을 단기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이익을 향하도록 확장시키며 비협조적인 행위에 제명을 포함한 여러 가
지 제재를 가함으로써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시키
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이와 같은 긍정적 기능의 핵심에는 ‘신뢰’가 존
재한다.신뢰는 일차적으로 미시적 차원의 비공식적인 개인 간 신뢰로서,이는 무
엇보다도 수평적인 면대면 결사체의 속성으로 간주된다(Putnam,2000).여기서의
신뢰는 집단 내에서 개인 간에 형성된 신뢰이다.그런데 퍼트남에 따르면 수직적
구조의 결사체가 아닌 수평적 구조를 가진 결사체에서 형성된 개인 간 신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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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화된 신뢰를 낳음으로써 협력을 위한 지식과 준비를 제공한다.
신뢰에 대한 퍼트남의 이와 같은 구분은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자발적 결사

체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모임 및 단체의 분석에 그대로 적용된다.즉 서구적
의미의 2차적이며 개방적인 관계를 매개로하는 자발적 결사체는 일반적 신뢰를
양산하는 장소이다.반면 1차적이며 폐쇄적인 연고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연고집단
은 오히려 그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일반적 신뢰와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지적된다.집단 내부의 신뢰는 높지만 결과적으로 집단 내부에 대한 배타성과 불
신은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앞서 잠재적 집단 분석을 통해서 드러난 네 가
지의 참여유형이 일반적 신뢰의 생성에 대하여 갖는 효과를 이렇게 예상할 수 있
을 것이다.즉 네 유형 가운데 매우 저조한 참여정도를 보이고 있는 "고립형"을 제
외하면 연고관련 모임이 지배적인가 아니면 서구적 의미의 자발적 결사체가 지배
적인가로 구분지어 볼 수 있다.첫 번째 유형인 “왕성한 참여형”에는 둘 모두 풍
부하지만 연고관련 모임에의 참여가 특히 높으며,두 번째 유형인 “연고중심형”에
는 자발적 결사체보다 연고관련 모임에의 집중도가 높다.세 번째 유형인 “결사체
중심형”에서도 연고관련 모임에의 참여를 발견할 수 있지만 이 유형은 종교와 취
미모임 같은 개방적 결사체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이렇게 보았을 때,“결사체 중
심형”에서 일반적 신뢰가 상대적으로 일반적 신뢰의 수준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다.이제 통계적 분석을 통해 참여의 유형과 일반적 신뢰의 관계를 살
펴보자.일반적 신뢰와 연관해서,직접적으로 일반적 신뢰를 측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문항을 포함하여 ‘일반인의 공정성에 대한 판단’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먼저 이 변수들의 분포는 아래의 표21,22와 같다.먼저 일반인에 대한 신뢰
의 분포를 보면,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비율은
36.67%로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63.33%보다 낮아 절대적 수준에서 보
다면 일반인에 대한 신뢰도는 다소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하지만 미국의
GSS(GeneralSocialSurvey)2002년 자료와 일본의 JGSS(JapaneseGeneralSocial
Survey)2002년 자료,그리고 2005년 KGSS자료를 통해 동일한 질문을 통한 세
국가의 신뢰수준을 비교한 연구(Sato,2006)에 따르면 일반인을 신뢰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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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한 이들의 비율은 한국에서 제일 높았으며(약 53%)다음으로 미국(약 34%)과
일본(약 20%)의 순이었다.18)일반인의 공정성에 대한 판단 문항에서는 전체 응답
자 가운데 59.61%가 공정하려 한다고 생각하여 과반수이상이 일반인들이 응답자
자신을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대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려 한다고 판단하고 있었
다.

표21.일반인에 대한 신뢰
항목 빈도수(명) 비율(%)

항상 신뢰할 수 있다 33 2.54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 444 34.13

대체로 조심해야한다 634 48.73

항상 조심해야한다 190 14.6

합계 1301 100%

표22.일반인의 공정성 판단
항목 빈도수(명) 비율(%)

항상 이용하려 한다 49 3.73

대체로 이용하려 한다 439 33.46

대체로 공정하려 한다 718 54.73

항상 공정하려 한다 64 4.88

합계 1270 100%

아래의 표23은 이와 같은 분포를 가진 일반인에 대한 신뢰와 일반인의 공정
성 판단에 대한 서열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이다.

18) GSS2002년 자료와 JGSS2002년 자료 및 KGSS2005년 자료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와 응
답범주에 다소 차이가 있어 KGSS2004년도의 수치와 동일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우며 세 국가 사
이의 신뢰수준을 비교하는 것으로만 가능하다.세 자료에서 일반인에 대한 신뢰의 응답범주는 ①
신뢰할 수 있다 ② 신뢰할 수 없다 ③ 경우에 따라 다르다로 되어 있으며 영어로 된 설문 문항은
각주 6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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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3.일반적 신뢰와 공정성 판단에 대한 서열 로지스틱 회귀분석
일반적 신뢰 공정성 판단

모델 1 모델2 모델 1 모델2

계수 표준편차 계수 표준편차 계수 표준편차 계수 표준편차

성별    여자 -0.116  0.128 -0.139  0.130  0.350
***

 0.133  0.341
**

 0.136

연령 -0.009  0.006 -0.008  0.006  0.002  0.006  0.003  0.006

소득  0.029  0.022  0.028  0.022 -0.027  0.022 -0.028  0.023

교육년수  0.016  0.013  0.017  0.013 -0.004  0.014 -0.003  0.014

주관적 계층  0.095
**

 0.042  0.094
**

 0.042  0.109
**

 0.044  0.108
**

 0.044

혼인

상태

기혼 -0.115  0.171 -0.100  0.171  0.139  0.178  0.151  0.179

사별/별거/이혼 -0.134  0.287 -0.138  0.287 -0.046  0.296 -0.052  0.296

(기준) 미혼

직종

관리/전문직  0.096  0.163  0.089  0.163 -0.064  0.171 -0.078  0.171

사무/서비스/판매직  0.080  0.164  0.071  0.165 -0.086  0.171 -0.102  0.172

농어업/블루칼라  0.102  0.222  0.104  0.222  0.422
*

 0.237  0.408
*

 0.237

(기준) 취업경험 없음  

정치적 성향 -0.037  0.060 -0.042  0.060 -0.104
*

 0.063 -0.109
*

 0.063

참여

유형

왕성한 참여형 -0.231  0.250 -0.106  0.255

연고모임 중심형 -0.179  0.163 -0.165  0.170

결사체 중심형  0.113  0.138  0.109  0.145

(기준) 고립형

cut 1 -1.324 -1.486 -2.668 -2.690

cut 2 1.105 0.949 0.078 0.060

cut 3 4.268 4.116 3.620 3.607

Adj. R
2

0.019 0.021 0.013 0.015

N 1138 1138 1119 1119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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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대부분의 인구사회학적 변수가 일반적 신뢰와 어떠한 유의미한 관
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계층귀속감이다.뉴튼(Newton,2001)에 따르면 사회적 신뢰는 흔히 사용되
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 변수들과 폭넓게,혹은 강한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유일하게 신뢰와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반복적으로 밝혀진 것
은 사회적 ‘승자’가 ‘패배자’들보다 더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즉 약하
고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높은 교육수준,높은 소득,그리고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그리고 중년의 연령층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신뢰가 발견된다는 것이다.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의 만족도가 높으며 자신의 국가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대체로
삶이 행복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Orren,1997;Newton,1999,2000).본 연구에
서 실시한 분석에서는 계층귀속감만이 유일하게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변수였고 교육 년 수나 성별은 그렇지 않았지만 뉴튼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확인
할 수 있었다.

일반인들이 자신을 얼마나 공정하게 대할 것이냐는 공정성 판단에 있어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변수는 성별과 주관적 계층,정치적 성
향,그리고 직종의 일부였다.먼저 남성보다 여성이,주관적 계층이 높을수록,정
치적 성향에 있어서 진보적일수록 타인이 자신을 공정하게 대할 것이라고 판단하
였다.일반적 신뢰와 더불어 공정성에 대한 판단에서도 스스로 인식하는 주관적
계층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였다.

일반적 신뢰와 공정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단체 참여유형 사이에 어떠한
통계적 유의미성이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게다가 모델의 설명력도 매우
낮은 편이어서 단체참여의 유형이 일반적 신뢰의 형성 혹은 파괴에 미치는 영향
력 또한 매우 미약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각 잠재적 집단 사이
에 연고관련 모임 참여의 정도와 자발적 결사체 참여의 정도에서 서로 차이가 있
기 때문에 일반적 신뢰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수준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
갔다.본 분석을 통해서는 연고집단의 가시적인 단체로서 연고관련 모임의 일반적
신뢰에 대한 부적인 상관관계와 더불어 서구적 2차 결사체의 긍정적 상관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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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주장의 경험적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19)
이는 자원 결사체에 대한 최근의 두 가지 이론적,경험적 주장을 지지하는 결

과이다.먼저 수평적 구조를 가진 면대면 자원 결사체와 일반적 신뢰의 강한 상관
관계를 가정하는 사회자본론을 비판하는 주장(vanDeth,1997;이선미,2004)에 따
르면 서구와는 다른 시민사회 형성의 경험을 가진 한국사회에서는 결사체 참여가
개인 간 신뢰가 형성되는 장소가 되기 어렵다.그리고 일반화된 신뢰가 개별 개
인 간의 면대면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될 수 있는가 또한 의문이라는 것이다
(Cohen,1999;이선미,2004).그리고 최근 유럽의 몇 몇 사회를 대상으로 삼아 사
회적 모임 및 단체에의 가입,활동과 일반적 신뢰의 관계를 살펴본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둘의 관계는 찾아볼 수 없거나 잠재적인 것에 불과하다(Mayer,2003;Hart
andDekker,2003;Hooghe,2003).그리고 일반적 신뢰에 주는 영향력에 있어 적
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이 소극적,수동적으로 참여하는 회원에 비해 별로 다르지
않음을 보고하기도 한다(WollebækandSelle,2003).이러한 연구들과 본 연구에서
실시한 분석을 검토해볼 때 서구와 같은 자발적 결사체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
는 주장은 재고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일반적 신뢰와 참여유형의 관계를 살펴본 위 분석에서는 신뢰를 낳는 사회자
본으로서 수직적이며 폐쇄적이지 않은 수평적이며 개방적인 면대면 결사체의 기
능에 대한 퍼트남의 주장이나 가시적 형태의 연고집단으로서 패거리 문화를 형성
하는 동창회와 향우회가 그 배타성으로 인해 일반적 신뢰를 파괴한다는 주장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었다.이는 현재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단체
들이 일반적 신뢰를 생성하고 이를 통해 거시적 수준에서 사회적,정치적으로 긍
정적 효과를 낳는 사회자본으로서는 기능하지 않고 있음을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판단할 수 있다.

연고집단에 대해서는,실제로 거의 불가능하기는 하지만,이를 직접적으로 측
정하는 변수를 사용하지 않았고 동창모임과 향우회라는 측정 가능한 단체를 분석

19) 잠재적 집단 변수를 포함시키는 대신 6개의 모임 및 단체를 포함하는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마찬
가지로 모임・단체 사이에 일반적 신뢰 및 공정성 판단에 대한 영향력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
으며 모델의 설명력 또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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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연고집단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서구적 형태의 수평적 결사체를 강조하는 주장이 한국사회의 현실과 맞
지 않는 것이라는 점은 본 분석결과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666...222단단단체체체참참참여여여 유유유형형형과과과 정정정치치치 참참참여여여

정치 효능감을 높이고 정치에 참여하는 행위를 촉진하는 변수로는 기본적으
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과 소득,그리고 사회적 지위 등이 발견된 바 있
다.(Wolfinger& Rosenston,1980;Goss,1999)이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수이외
에 사회자본론을 비롯한 여러 연구에서 자발적 결사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것이
협력과 호혜성의 덕목을 키워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 덕목을 함양시킬 뿐만 아
니라(Verba,Schlozman,& Brady,1995;Putnam,2000;2004;Warren,2001)이미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결합,활용하여 결과적으로 정치 효능
감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Skocpol,1999;
Verba,2003)을 주장한다.하지만 서구의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들이 아닌 아시아
국가들에서 결사체와 정치 효능감 및 정치참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연구는 풍부하지 않다(Verba,Nie.& Kim,1978;McDonough,Shin &
Moises,1998).본 연구는 결사체 참여의 효과가 정치 효능감과 정치참여활동과 어
떠한 관계가 있는지 참여의 유형을 바탕으로 그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11)))정정정치치치 효효효능능능감감감

다음의 표24는 정치 효능감을 측정한 변수의 분포이다.외적 정치효능감을 측
정하는 두 항목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동의하는 이들의 비율이 60% 이상이어서
그리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내적 정치효능감을 측정하는 두 문항에 대한 응답
의 분포는 서로 엇갈리는데,자신의 한국정치에 대한 이해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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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이들은 35%정도인데 반해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
는 이들의 비율은 약 60%정도였다.

표24.정치효능감 변수의 분포20)

외적

정치

효능감

①

나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

항목 빈도수(명) 비율

그렇다 763 60.8

보통이다 281 22.39

그렇지 않다 211 16.81

Total 1,255 100

②

정부는 나같은 사람의 의견에 관심이 없다

항목 빈도수(명) 비율

그렇다 819 65.26

보통이다 247 19.68

그렇지 않다 189 15.06

Total 1,255 100

내적 

정치

효능감

①

나는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정치적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 한다

항목 빈도수(명) 비율

그렇다 337 26.79

보통이다 478 38

그렇지 않다 443 35.21

Total 1,255 100

②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은 정치나 행정에 대해 나보다 잘 알고 있다

항목 빈도수(명) 비율

그렇다 763 60.8

보통이다 281 22.39

그렇지 않다 211 16.81

Total 1,255 100

이 변수들을 합하여 정치효능감의 정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를 만들어 분
석에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표25와 같다.

20) 각 설문은 역으로 재코딩하여 숫자가 커질수록 높은 정치효능감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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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5.정치효능감에 대한 선형회귀분석
정치 효능감

모델 1 모델2

계수 표준편차 계수 표준편차

성별    여자 -0.382
***

0.112 -0.316
***

0.113

연령  0.012
**

0.005  0.011
**

0.005

소득  0.035
***

0.012  0.031
***

0.012

교육년수  0.071
***

0.018  0.065
***

0.018

주관적 계층  0.121
***

0.036  0.116
***

0.036

혼인

상태

기혼  0.016 0.150 -0.007 0.150

사별/별거/이혼  0.074 0.242  0.066 0.241

(기준) 미혼  

직종

관리/전문직  0.188 0.198  0.211 0.197

사무/서비스/판매직 -0.010 0.188  0.002 0.187

농어업/블루칼라 -0.028 0.188  0.001 0.188

(기준) 취업경험 없음

정치적 성향 -0.144
***

0.037 -0.145
***

0.036

참여

유형

왕성한 참여형  0.787
***

0.216 

연고모임 중심형  0.059 0.142 

결사체 중심형  0.225
***

0.121 

(기준) 고립형

상수항 5.276 *** 5.250 

Adj. R
2

0.121 0.130

N 1182 1182

*p<0.1 **p<0.05 ***p<0.01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정치효능감과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 모델 1이
다.결과를 보면,여자보다 남자가,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정치효능감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소득 및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에도 정치효능감이 높았다.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정치효능감이 높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재확
인 해볼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그리고 스스로의 정치적 이념성향이 진보적
이라 인식할수록 정치효능감이 높았다.단체 참여유형까지 포함한 모델 2의 결과
를 보면,모델 1에서 정치효능감과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모든 변수들은
그 영향력의 크기는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통계적 유의미성을 상실하지 않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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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단체 참여유형 간 영향력의 차이를 보면,네 번째 유형,즉 "고립형"에 비하여

다른 변수를 모두 통제했을 때 “왕성한 참여형”은 0.79, 결사체 중심형은 0.23만
큼 높은 정도의 정치효능감을 보였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이었다.
단체 참여유형 간의 정확한 비교를 위해 기준이 되는 집단을 바꾸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첫 번째 집단인 “왕성한 참여형”은 나머지 모든 집단에 대하여
유의미하게 높은 정치효능감을 가지고 있었고,네 번째 집단인 "고립형"은 왕성한
참여형은 물론 “결사체 중심형”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정치효능감의 수준을 보였
다.그리고 두 번째 참여유형인 “연고중심형“과 세 번째 참여유형인 결사체 중심
형”은 서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 사회에 존재
하는 다양한 단체들이 정치효능감을 높이는 사회자본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보
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연고관련 모임의 경우 정치효능감과의 정적인
상관관계는 분명치 않다.“연고모임 중심형”의 경우 “고립형”및 “결사체 중심형”
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결사체 중심형”은 “고립형”보
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의 정치효능감을 보였기 때문이다.하지만 연고관련 모임
과 자발적 결사체에의 참여가 모두 높은 “왕성한 참여형”이 다른 모든 참여유형
에 대해 높은 수준의 정치효능감을 보였다는 것은 연고관련 모임도 뚜렷하지는
않지만 정치효능감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22)))정정정치치치참참참여여여활활활동동동

구체적인 정치참여활동에 관해서는 ‘진정서에 서명하기’,‘정치적,윤리적 또는
환경적 이유로 어떤 상품을 불매하거나 사주기’,‘시위에 참가하기’,‘정치 모임이
나 집회에 참가하기’,‘나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 정치인이나 공무원과 접촉하거나
접촉을 시도하기’,‘사회적,정치적 활동을 위해 기부하거나 모금하기’,‘나의 의견
을 알리기 위해 언론기과네 접촉하거나 출현하기’,‘인터넷의 정치공개토론이나 토
론 모임에 참여하기’와 같은 참여행동이 포함되어 있다.이를 분석에 사용하여 정
치참여 행동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와 같은 행동 가운데 지금까지 실행에 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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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개수를 계산하여 변수로 사용하였다.다음의 그림22는 이렇게 계산된 정치참여
활동 변수의 분포이다.괄호 안의 수치는 비율을 보여준다.

그림22.지금까지 응답자가 참여한 정치참여활동의 개수
(36.9)

(22.2)

(16.4)

(3.6) (1.4) (0.4)

(10.4)
(6.5)

(2.2)

설문에 포함된 여덟 가지의 정치참여활동 가운데 지금까지 어떤 것도 실행에
옮긴 경험이 없는 이들은 446명으로 전체의 36.9%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았
다.그리고 하나를 실행한 경험이 있는 이들은 268명으로 전체의 22.2%를 차지했
으며 두 가지를 실행한 경험이 있는 이들은 198명으로 그 비율은 16.4%였다.반면
여덟 가지 가운데 일곱 가지를 해 본 경험이 있는 이들은 1.4%에 그쳤으며 여덟
가지를 모두 경험해본 이들은 0.4%에 불과했다.정치참여활동을 하나도 하지 않은
이들과 한 가지를 해 본 경험이 있는 이들을 포함한 비율이 전체의 60% 가까이를
차지하는 이와 같은 분포를 보았을 때,정치참여활동이 절대적 기준에서 많이 활
발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의 표26은 인구사회학적 변수 및 잠재적 집단 변수와 정치참여 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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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6.정치적 행동에 대한 네거티브 이항 회귀분석
정치적 행동

모델 1 모델2 모델 3

계수 표준편차 계수 표준편차 계수 표준편차

성별    여자 -0.140
**

0.070 -0.058 0.070 -0.028 0.069

연령 -0.006
*

0.003 -0.007
**

0.003 -0.007
**

0.003

소득  0.018
***

0.007  0.015
**

0.007  0.011 0.007

교육년수  0.093
***

0.013  0.088
***

0.013  0.081
***

0.013

주관적 계층 -0.009 0.023 -0.017 0.023 -0.034 0.022

혼인

상태

기혼  0.068 0.091  0.048 0.089  0.037 0.087

사별/별거/이혼  0.013 0.161  0.023 0.158  0.027 0.155

(기준) 미혼

직종

관리/전문직  0.290 0.136  0.311
**

0.134  0.286
**

0.132

사무/서비스/판매직  0.191 0.132  0.185 0.131  0.160 0.129

농어업/블루칼라  0.261
*

0.136  0.292
**

0.135  0.265
**

0.133

(기준) 취업경험 없음  

정치적 성향 -0.119
***

0.027 -0.114
***

0.026 -0.085
***

0.026

정치 효능감  0.089
***

0.017

참여

유형

유형 1  0.546
***

0.120  0.509 0.118

유형 2  0.129 0.091  0.134
***

0.090

유형 3  0.354
***

0.073  0.344 0.072

(기준) 유형 4

상수항 -0.486 -0.60 -1.050

alpha 0.423
***

0.381
***

0.335
***

Pseudo R
2

0.062 0.071 0.074

N 1154 1154 1154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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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단체 참여유형 변수가 포함되기 이전인 모델 1의 결과를 보면,남자가
여자보다,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정치적인 참여행동의 수가 높았다.그러나 연
령의 효과는 계수 값을 보았을 때 매우 작은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마찬가지로 정치 참여행동의 가능성은 커진다.그리고 취업경험
이 없는 이들에 비해 농어업/블루칼라 종사자들이 정치행동을 하며,또한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그러하다.단체 참여유형 변수를 포함시킨 모델 2의 결과를
보면,참여유형 변수가 투입되었을 때 성별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하지만 연령과 소득 및 교육수준의 영향력은 그 크기는 줄어들기는
하지만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그리고 직종의 경우,관
리/전문직 종사자는 참여유형 변수를 포함시킨 모델 2에서 유의미성을 획득하며,
농어업/블루칼라 종사자들의 영향력은 다소 상승한다.단체 참여유형 사이에서의
차이를 보면,먼저 “왕성한 참여형”과 “결사체 중심형”은 "고립형"에 비해 정치적
참여행동의 가능성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왕성한 참여형”
은 약 0.546만큼,“결사체 중심형”은 약 0.354만큼 높았다.하지만 “연고모임 중
심형”은 "고립형"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그리고 결사체 기
준이 되는 집단을 바꾸어 추가적으로 분석해본 결과,“왕성한 참여형”과 “결사체
중심형”사이에는 약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연고모임 중심형”과 “고립형”에
비해 높았다.

마지막 모델에는 모임 및 단체에 참여하는 것이 정치참여활동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지만 이 관계가 정치효능감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
해서 정치효능감을 추가하였다.그 결과 먼저 모델 2에서 참여유형이외에 정치참
여활동과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있는 변수들의 영향력은 가구소득을 제외하고는
그 크기가 다소 줄어들기는 하지만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치효능감도 정치적 참여행동의 가능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맺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그러나 소득의 정치참여에 대한 긍정적 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상실되
었다.이렇게 소득의 유의미한 영향력이 사라진 것은 정치효능감이 소득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때문에 소득과 정치적 행동의 가능성과의 관계는 정치효능감
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그리고 단체 참여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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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에서는 사회적 모임 및 단체에의 참여가 저조한 “고립형”에 대한 나머지
참여유형의 차이는 정치효능감을 통제한 모델과 그렇지 않은 모델 간에 큰 차이
를 보였다.먼저 정치효능감을 통제하지 않은 모델에서 정치참여와 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왕성한 참여형”과 “결사체 중심형”의 영향력이 마지막 모델에서는
사라졌다.그리고 오히려 기준이 되는 “고립형”에 대한 “연고모임 중심형”의 유의
미한 차이가 드러나게 되었다.“왕성한 참여형”과 “결사체 중심형”은 “고립형”에
비해 정치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었는데 이를 통해 이 두 집단은 정치효능
감을 매개로 하여 정치적 행동의 가능성이 높았던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리
고 최종 모델에서 기준집단보다 높은 정치적 행동의 가능성을 보인 집단은 두 번
째 집단인 ‘연고중심형’집단인데,이 집단은 정치효능감을 매개로 하지 않고,이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정치적 행동의 가능성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본 분석결과 만으로는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단
체에의 참여가 정치참여활동으로 이끄는 것이 결사체에의 참여가 활발한 두 유형
에는 정치효능감을 매개로 주로 이루어지고 “연고모임 중심형”에는 정치참여활동
으로의 직접적인 기회제공 등이 주요한 작동방식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단체 참여유형이 정치참여에 갖는 영향력을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활동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단체에 다양한 유형으로 참여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작동과 방식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시민적 참여’를 증
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즉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단
체들이 사회자본으로서 기능하여 그 구성원들이 민주주의적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그리고 위의 결과는 서구적인 자발적 결
사체에의 참여는 물론 연고관련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거의 동일한 효과가 있음
을 확인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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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요요요약약약 및및및 결결결론론론

본 연구의 목적은 서구의 역사적,사회적 경험에 기반을 둔 사회자본론이 한
국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일반적 신뢰와 정치참여라는 두 가지 효과를 중
심으로 살펴보는데 있었다.이는 서구 사회와 한국 사회가 첫 째,시민사회의 형
성 및 성숙의 과정에 있어서,둘 째,유교적 전통이라는 문화적 배경에 있어서,그
리고 마지막으로 연고집단의 존재라는 사회구조적 조건에 있어서 상이하기 때문
에 사회자본론의 무비판적 수용은 자칫 한국 사회에 대한 그릇된 설명과 예측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한다.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고려함에 있어서의 핵
심은 연고집단과 다른 결사체의 존재 양상을 살피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연고집단을 계량화하여 측정한 후 변수로
만들어 분석에 사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때문에 본 연구를
비롯하여 연고집단의 효과를 경험적으로 살펴본 연구들은 영향력이 클 것으로 판
단되는 극소수의 연고집단을 대상으로 삼거나 본 연구에서와 같이 연고관련 모임
에의 참여를 계량화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이렇게 했을 경우 결과를 연고집
단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하지만 경험적 연구에 있어서는 몇 개
의 연고집단을 선택하여 그 일부분만을 살펴보는 것보다 KGSS와 같은 전국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연고관련 모임에의 참여자를 분석의 기초적인 대상으로 삼는 것
이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연고집단의 실체에 더 가까운 것으로 생각
한다.또한 본 연구가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사회자본론에서 강조하는 수평적
구조의 결사체가 아닌,한국사회에 다수 존재하는 수직적 결사체,즉 연고관련 모
임이 사회자본으로 기능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따라서 사회자본론에서
언급되는 수평적 구조의 다양한 결사체들은 회원과 비회원이 나뉘는 경계선을 가
지고 있는 구체적 모임들이기 때문에 연고집단이라는 광범위하고 경계를 파악하
기 힘든 개념보다는 연고관련 모임이라는 구체적 실체를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
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존의 연구들은 연고집단 전체를 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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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또 하나의 분석적 문제를 안고 있다.두 집단을 형식논리를 바탕으로 이념
형적으로 구분 짓고 분석을 시행한다는 문제점이 그것이다.이는 개인이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연고관련 모임과 자발적 결사체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결론에 도달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이를 극복하
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잠재적 집단 분석을 통해 참여의 유형을 찾아보는 방법을
택하여 먼저 연고관련 모임과 자발적 결사체가 존재하는 양식을 살펴보았다.그리
고 이렇게 발견된 단체 참여유형과 일반적 신뢰 및 정치참여와의 관계를 경험적
자료를 활용하여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먼저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해 분석의 대상이 되는
‘시민운동단체’,‘종교관련 단체’,‘스포츠,레저 등 문화단체’,‘동창모임’,‘향우회’,
‘친목단체’의 6개 모임 및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양상을 살펴보았다.각 단체에 참
여하는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시민운동 단체’에는 여
성보다는 남성,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수준과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장년층,
그리고 관리/전문직 종사자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
성에 있어 시민운동 단체와 가장 유사한 모임은 스포츠,레저 등 문화단체에 참여
하는 이들로,특히 소득과 교육수준에 있어서 가장 높았다.반면 종교단체에는 남
성보다는 여성의 참여가,그리고 노년층의 참여가 두드러졌으며 소득과 교육수준
에 있어서 전체 모임 가운데 가장 낮은 모습을 보였다.그리고 이에 따라 직업위
세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는 직종의 분포가 높았다.향우회와 동
창모임,그리고 친목단체는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있어서 서로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다만 향우회에서 남성의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노년층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이처럼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속성만으로 6개의 모
임을 분류한다면 시민운동단체와 취미모임을 하나로 묶을 수 있으며 참여자들의
평균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그리고 향우회,동창회,친목
단체가 하나로 묶일 수 있을 것이다.이 모임에의 참여자들은 중간 정도의 평균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그리고 종교단체는 다른 모임과 묶이지 않으며,
참여자들의 평균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가장 낮았다.

한국사회에서 한 개인이 소속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임의 평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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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약 1.19개로 서구의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하지만 이
전의 연구결과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증가한 수치로 보인다.21)분석결과,참여의
정도,즉 개인이 참여하고 있는 모임의 개수와 사회경제적 지위는 정적인 상관관
계를 보였다.남성이 여성보다,소득이 높아질수록 평균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
임의 개수는 상승하였다.동창모임 및 친목단체 등 연고관련 모임이나 이와 비슷
한 성격의 모임들은 계층이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되
어 있지만 시민운동 단체 및 취미모임 등 개방적 결사체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계
층에서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일정정도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본 연구에서는 연고집단의 존재라는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해 잠재적
집단 분석(LatentClassAnalysis)을 사용하여 개인들이 연고관련 집단 및 여러 종
류의 자발적 결사체에 참여하는 유형을 파악하였다.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모임 및 단체에 대한 어떠한 선험적,이론적 가정 없이 각 집
단들의 존재양상을 살펴보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연고집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고적 모임들의 현재적 위치를 파악하기 위함이다.분석결과 네 개의 잠재적 집
단이 발견되었는데,각 집단은 참여의 양상에 있어서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
다.정리하자면,연고관련 모임과 친목단체,그리고 취미모임에 거의 모든 이들이
참여하며 다른 단체에도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참여하고 있는 “왕성한
참여형”,연고관련 모임과 친목단체에 매우 높은 수준으로 참여하지만 타 단체에
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낮은 “연고모임 중심형”,동창모임과 친목모임에 대해 평균
이상의 참여를 보이지만 취미모임과 종교단체와 같은 자발적 결사체에의 참여가
두드러지는 “결사체 중심형”,마지막으로 모든 단체에의 참여에 평균이하의 매우
저조한 참여를 보이는 “고립형”,이렇게 네 가지의 잠재적 집단이 발견되었다.이
는 한국사회에 분포하고 있는 네 가지의 참여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네 가지의
참여유형에 해당하는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전체적으로 유형의 성격보다는
참여의 정도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라 할 수 있었다.즉 참여의 정도가 가장 높

21) 유재원(2000)의 연구에서는 일인당 가입한 자발적 결사체의 평균치는 0.3개에 불과했다.하지만
이 연구에서 어떠한 단체들을 대상으로 하였는지는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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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왕성한 참여형”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볼 수 있으며 반대
로 참여도가 매우 저조한 “고립형”의 평균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가장 낮았다.이
둘 사이에 “연고모임 중심형”과 “결사체 중심형”이 놓이게 되는데,“결사체 중심
형”은 교육수준은 가장 높으며 소득수준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왕성한 참여형”
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어서 “연고모임 중심형”보다 높았다.

이와 같이 잠재적 집단 분석을 통해 살펴본 연고관련 모임과 자발적 결사체
의 존재방식은 이들에 대한 이념형적,선험적 구분만큼 뚜렷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고립형”을 제외한 전 참여유형에서 동창모임에의 참여율은 평균이상이었
으며,연고관련 모임과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친목단체에의 참여율도 마찬
가지였다.그리고 “왕성한 참여형”과 “결사체 중심형”에서 특히 서구적 의미에서
의 자발적 결사체와 연고관련 모임에의 참여가 현실에서는 크게 분리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연고관련 모임의 폐쇄성과 수직적 성격
으로 인해 집단의 외부에 대한 배타성을 키우게 된다는 구성원들에 대한 효과가
현실에서는 얼마나 직접적으로 드러날지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물론 연
고관련 모임에의 참여가 곧바로 연고집단과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다.하지만 적어
도 연고집단과 개방적 결사체에 대한 선험적인 가정들과 이를 통해 내린 결과가
현실에서는 들어맞지 않을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기에는 충분하다.그리고 연고
집단이 다양한 자발적 결사체와 교묘히 결합하면서 사회구조 내에 배태되어 존재
(유석춘,2002)함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실에서 폐쇄적 성격의 연고관련 모임과 개방적 성격의 자발적 결사체가 이
와 같이 참여의 유형에 있어 혼재되어 존재하는 양상이라면 사회자본의 효과는
개방적,수평적 성격의 결사체에서 비롯되며(Putnam,1993a;1995a),따라서 연고
관련 모임은 그러한 효과를 가질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약으로 이를 직접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었으며 참
여의 유형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았다.한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연고관련 모임
과 자발적 결사체를 아우르는 사회적 모임 및 단체들이 사회적 자본으로서 기능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밝힘으로써 사회자본론의 한국적 적용의 가능성을 탐색하
고자 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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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참여의 유형과 일반적 신뢰와는 어떠한 상관관계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가 각 모임에의 참여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유형으로 묶었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없는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각 모임에의 참여여부를 더미변수로
만들어 분석을 실시해 보기도 하였다.이 결과는 본 논문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
만 각 집단과 일반적 신뢰와의 유의미한 관계는 여전히 찾아볼 수 없었다.다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일반적 신뢰에 대한 모든 분석에서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
는 계층만이 일반적 신뢰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스스로를 높은 계
층으로 인식할수록 일반적 신뢰가 높았다.이는 사회적 신뢰는 흔히 사용되는 사
회적,경제적,정치적 변수들과 폭넓게,혹은 강한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다.하지
만 유일하게 신뢰와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반복적으로 밝혀진 것은 사
회적 ‘승자’가 ‘패배자’들보다 더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것(Orren,1997;
Newton,1999b,2000)이라는 기존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였다.

그리고 참여의 유형이 일반적 신뢰와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는 점
은 유럽사회를 대상으로 실시된 다수의 경험적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와 유사하다.
즉 사회자본론에서 주장하듯 자발적 결사체에의 참여가 반드시 일반적 신뢰를 낳
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일반적 신뢰와 수평적 결사체를 연결하는 다수의
논의들이 실제로는 과장되었거나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또한 수직적・폐쇄적 구조의 단체는 일반적 신뢰를 저해하며 수평
적・개방적 구조의 단체는 일반적 신뢰를 저해한다는 주장 또한 지지할 수 있는
경험적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정치적 효능감과 정치참여에 대한 참여유형의 유의미한 관계는 확인
할 수 있었다.먼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하고서도 각 참여유형에 따른
정치효능감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왕성한 참여형”은 나머지 모든 유형에
대하여 유의미하게 높은 정치효능감을 보였으며,“고립형”은 반대로 가장 낮은 정
치효능감을 보였다.“왕성한 참여형”다음으로는 “결사체 중심형”,“연고중심형”
의 순이었다.정치적 행동의 가능성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왕성한 참여형”과 “결사체 중심형”이 나머지 두 유형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높은 정치적 참여를 보였으며 “연고모임 중심형”과 “고립형”에는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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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가 없었다.그러나 정치효능감을 통제하면 “왕성한 참여형”과 “결사체 중
심형”은 정치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정치참여와 관계를 맺고 있었으나 순수한 참
여유형이 갖는 효과를 보이는 집단은 “연고모임 중심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자발적 결사체가 거의 대부분의 사회적 모임을 차지
하는 서구와는 다른 구조적 조건을 고려하여 사회자본으로서 한국에 존재하는 다
양한 사회적 모임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일반적 신뢰를 생성하는 효과는 발견하
지 못했으나 정치효능감을 고양시켜 정치참여활동으로 이어지게 하거나 직접적으
로 정치참여활동의 가능성을 높이는 기능은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현대 한국사회에서의 연고집단의 위치와 관련지어 해석한다면
먼저 어떤 조직은 항상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어떤 조직은 항상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분법적인 단순화의 논리를 버려야 함을 의미한다.즉
본 연구결과는 연고관련 모임이 현실에서 다양하게 지적되는 역기능에도 불구하
고 아직 개발될 수 있는 긍정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한국사회만이 가지고 있는 사회자본의 풍부한 원천으로서 기존의 다양한
연고집단이 지닌 잠재력(유석춘,1998;2000)을 인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그러면서 동시에 자원적 결사와 같은 서구적 사회구
성의 원리도 활성화되도록 하여 다양한 종류의 연대를 통해 형성되는 다양한 집
단이 서로를 가로지르며 맺는 관계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유석춘,2003).서구
와는 다른 역사적 경험과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서구와 같이
철저하게 “개인주의화된 개인”보다는 한국식의 “연고주의적 개인”이 전통의 현대
화를 통해 민주주의에 적합한 시민적 정체성이 될 수 있다(김성국2000).따라서 한
국사회에 사회자본론을 보다 의미 있게 적용하여 정확한 진단을 통한 대안을 모
색하기 위해서는 수평적 결사체를 강조하고 수직적 결사체의 역효과를 지적하는
서구의 사회자본론을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연고집단의 존재라는 한국적 특수
성 속에서 연고집단이 사회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본격적으로 고찰하는 다양
한 이론적,경험적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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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FFFooouuurrrTTTyyypppeeesssooofffGGGrrrooouuupppPPPaaarrrtttiiiccciiipppaaatttiiiooonnn
aaannndddIIItttsssEEEffffffeeeccctttiiinnnKKKooorrreeeaaa

---GGGeeennneeerrraaalllTTTrrruuussstttaaannndddPPPooollliiitttiiicccaaalllPPPaaarrrtttiiiccciiipppaaatttiiiooonnn---

Lee,KiYoung
Dept.ofSociology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Theaim ofthisstudyistoinvestigateproperapplicationofthetheoryof
socialcapitaltoKoreansocietyoneofthemaincharacteristicsofwhichisthe
presenceofstrong“yongojipdan”,thatis,affectivenetworks.Asthefirststep
to do this,themodeofexistenceofsix kindsofsocialgroupsas“civil
movement organization”, “religious organization”, “hobby group”, “alumni
association”,“hometowngathering”and“fraternizationgroup”isanalyzedand
theirfunctionassocialcapitalisevaluatedbytheireffectongeneraltrustand
politicalparticipation.
By latentclassanalysis,itisdiscoveredthatthereexistsfourtypesof

group participation: “active participator”, “yungo-related group centered
participator”,“voluntary association centered participator”and “theisolated”.
Thefirsttype,“activeparticipator”showsthehighestlevelofparticipation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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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ostallkindsofsocialgroupsandtheaveragesocio-economicstatusof
people falling under this type is the highest among all types.While
“yungo-relatedgroupcenteredparticipator”showshigherlevelofparticipating
in affective networks related groups as alumniassociation and hometown
gathering,“voluntaryassociationcenteredparticipator”literallyexhibitshigher
levelin groups ofsecondary relationships as religious groups and hobby
groups.Thesocio-economicstatusofthesetypesisalike.Thelasttype,“the
isolated”ischaracterizedbyitslowestlevelofparticipationinalmostallkinds
ofgroups,andthesocio-economicstatusofthistypeisalsothelowest.
Eachtypeshowsno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amongoneanotherin
thelevelofgeneraltrust.Asforpoliticalparticipation,thereishigherdegree
ofpoliticalactivityinthefirstandthirdtypeandthiseffectismediatedby
higher level of political efficacy.However,the second type has direct
influenceson thedegreeofpoliticalactivity withoutmediating by political
efficacy.
These results show thata lotofstudies which emphasize the role of

horizontaland open associationsassocialcapitalto generategeneraltrust
cannotbedirectlyappliedtoKoreansociety.Inadditiontothis,itisclearthat
voluntaryassociationsaswellasyongo-relatedgroupsinKoreaareableto
functionassocialcapitaltoelevatethelevelofpolitical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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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s:yongo-relatedgroup,voluntaryassociation,socialcapitaltheory,
typeofparticipation,generaltrust,politicalparticipation


	차 례
	국문 요약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2.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단체참여와 일반적 신뢰 
	2.1.1연고집단과 자발적 결사체 
	2.1.2단체참여와 일반적 신뢰의 관계 

	2.2단체참여와 정치참여 
	2.2.1정치 효능감 
	2.2.2정치참여활동 


	3.자료와 측정 및 분석틀 
	3.1.자료와 측정 
	3.1.1.자료 개괄 
	3.1.2표본의 특성 
	3.1.3개념의 정의 및 측정 
	(1)연고관련 모임 및 자발적 결사체 참여 유형 분류 ⋅⋅⋅⋅⋅⋅⋅⋅⋅
	(2)일반적 신뢰 ⋅⋅⋅⋅⋅⋅⋅⋅⋅⋅⋅⋅⋅⋅⋅⋅⋅⋅⋅⋅⋅⋅⋅⋅⋅⋅
	(3)정치 효능감 ⋅⋅⋅⋅⋅⋅⋅⋅⋅⋅⋅⋅⋅⋅⋅⋅⋅⋅⋅⋅⋅⋅⋅⋅⋅⋅
	(4)정치참여활동 ⋅⋅⋅⋅⋅⋅⋅⋅⋅⋅⋅⋅⋅⋅⋅⋅⋅⋅⋅⋅⋅⋅⋅⋅⋅⋅


	3.2연구의 분석틀 

	4.단체참여의 양상 
	4.1연고관련 모임 및 자발적 결사체 참여 양상 
	4.1.1사용변수와 분포 
	4.1.2.단체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속성 
	4.1.3단체 중복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 


	5.단체 참여유형의 발견 
	5.1잠재적 집단분석 
	5.2.단체참여 유형 분석결과 
	5.2.1단체참여 유형의 주요 특성 
	(1)왕성한 참여형 ⋅⋅⋅⋅⋅⋅⋅⋅⋅⋅⋅⋅⋅⋅⋅⋅⋅⋅⋅⋅⋅⋅⋅⋅⋅
	(2)연고모임 중심형 ⋅⋅⋅⋅⋅⋅⋅⋅⋅⋅⋅⋅⋅⋅⋅⋅⋅⋅⋅⋅⋅⋅⋅⋅
	(3)결사체 중심형 ⋅⋅⋅⋅⋅⋅⋅⋅⋅⋅⋅⋅⋅⋅⋅⋅⋅⋅⋅⋅⋅⋅⋅⋅⋅
	(4)고립형 ⋅⋅⋅⋅⋅⋅⋅⋅⋅⋅⋅⋅⋅⋅⋅⋅⋅⋅⋅⋅⋅⋅⋅⋅⋅⋅⋅⋅

	5.2.2.단체참여 유형별 인구사회학적 속성 
	5.2.3.단체참여 유형과 유교적 가치 및 자원동원 


	6.단체참여의 효과 
	6.1단체참여 유형과 일반적 신뢰 
	6.2단체참여 유형과 정치 참여 
	6.2.1정치 효능감 
	6.2.2정치참여활동 


	7.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