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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은 일반 으로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과 계성

에 기 하여 발생되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강조하기 해 학문 으로 도

입된 개념이라고 하겠다. 이를 지방자치제도에 도입하게 되면 주민과 지방자치

단체 간의 신뢰 계에 기 해서 지역사회 발 을 한 다양한 정치 ·사회 ·경

제  참여기제와 계를 갖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은 서양의 학문  기

와 토양으로부터 그 기 가 형성되어 우리나라의 토양에 그 로 용하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제기된다.

이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상과 자치권 확  요구가 

날로 증 하는 시 에서 지방자치제도의 발 에는 반드시 지역사회의 발 이 연

계되어 있고, 이를 해서는 필수 으로 지역주민들의 극 인 참여가 가장 큰 

동인이라는 을 인식해 왔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역사회의 주체가 되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  자본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제

시하게 된다면, 이는 곧바로 지역구성원들의 극  참여가 형성·발 되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방안 제시를 목표로 본 연구는 지 까지 사회  자본에 

한 여러 기존연구들을 검토한 후에 지방자치단체를 크게 5가지 유형으로 구분

하여 과연 어떤 형태로 사회  자본이 형성되어 지역사회 발 에 투 되는지 그 

주요소를 측정하고, 그러한 측정결과를 분석하여 신뢰 네트워크를 발 시킬 수 

있는지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게 되었다. 여 히 불투명한 연구토양에서 새

로운 시도를 한 연구진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향후 정책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 한다.

2012년 12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한 표 환



요 약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다양한 연구의 핵심주제가 되어 온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은 사회의 경제

성장과 사회발 의 동인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사회  자본이란 

한 지역사회와 련해서 볼 때, 그 지역사회가 포 하고 있는 능력의 총체  합

이 지역민 간의 신뢰를 통해서 형성·증가되어 표출된 것을 의미한다. 사회  자

본에 한 표 연구자들이 주창하는 바를 보면 사회  자본은 교육차에 따라, 

빈부에 따라, 도시 는 농 지역에 따라, 직업에 따라, 남녀에 따라, 나이에 따

라 그 어느 것도 차이가 없지만(Putnam), 각 나라  시 마다 사회  자본의 

한 수 과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축 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 다.

하지만 국내의 련 연구는 학술  논의의 기 단계에서 더 폭 넓게 나아가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아직 정책의도와 부합되는 정책을 제공하기 한 방

법론도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  자본  사회

 자본에 향을 주는 요인의 측정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

기 때문에, 가장 요한 요소인 신뢰를  연구 상으로 설정하고, 지역을 단

로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를 유형화한 비교분석을 통해서 사회  자본  가장 핵

심  요소이자 사회  자본의 결과인 신뢰에 향을 주는 요인을 악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사회  자본의 여러 구성요소들인 시민참여, 규범, 호혜성, 네트

워크 활동 정도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이러한 변수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신뢰

와의 계를 분석하 다. 따라서 본 연구 질문의 출발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사회  자본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둘째,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신뢰에 향을 주는 사회  자본은 무엇인가?



요  약 V

넷째, 사회  자본 증진을 한 정책  안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의 사회  자본을 측정하기 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분류

한 유형은 도시형 자치단체로서 인구 50만 이상 도시, 인구 50만 미만 소도

시, 자치구, 농 형 자치단체로서 군, 그리고 복합형 자치단체로서 도농복합시이

다. 각 유형별 자치단체를 상으로 각 자치단체별 사회  자본의 수 과 유형

별 수 의 차이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가져온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요인

에 한 분석을 시도하 다.

2. 사회적 자본과 신뢰 간의 관계

지역사회의 신뢰는 계 속에서 형성되는 정체성에 한 인식으로부터 형성되

는 사회 인 신뢰에 의지하고 있다. 이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오는 

정 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에 한 개인  믿음에 바탕을 둔 경제 으로 계산된 

신뢰모델과 다르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신뢰는 지역사회 내 다른 구성원들이 일

상 으로 보여주는 정직성과 력  태도로 발생한다. 

한편 신뢰는 규범이나 도덕  코드, 사회화의 내용, 사회 습 등과 같은 실체

로서 양 인 측정도구를 이용해 조사하기가 어려운 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사회  자본으로서 신뢰를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나타났고, 1990년 에는 주로 Ynamgishi and Yanagishi 등과 같이 경제, 지식, 평

, 계이용, 정직성 등의 신뢰척도를 이용하여 미국과 일본 등의 신뢰수 을 

비교 연구하기도 하 다.

정부 분야에서도 신뢰는 요한 사회  자본의 하나로 작용한다. 앙정부에 

한 신뢰가 높은 경우, 지방정부의 신뢰도 높고,  지방정부의 신뢰도가 높을

수록 앙정부의 신뢰도역시 높다는 비례 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논의는 

그만큼 지방정부의 신뢰는 앙정부의 신뢰와 한 련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다. 그 논의의 요소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 (citizen-initiated contact)에 한 논의이다. 주민 에 한 논

의는 행정 역에서 서비스 수혜자인 구성원들이 정부운 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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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면서 더욱 요한 부분으로 인식된다. 주민 은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공공문제에 하여 공직자와의 직 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하고, 자신의 

선호를 반 하고 그에 한 정부의 반응을 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받게 된

다. 주민은 범 하게 정부와 을 함으로써 매개되지 않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형성되는 직 경험에 의하여 정부신뢰를 구축할 가능

성이 증가된다. 

둘째, 정부 역과 련된 지방정부의 신뢰요소에 한 논의이다. 앙정부에 

한 신뢰가 높으면, 지방정부에 한 신뢰가 높다. 정부성과 지표인 실업률이나 

소득 불평등의 경우 주정부 집행기   주의회에 한 신뢰에 부정 인 향을 

다. 

셋째, 정책의 지향성이 지방정부의 신뢰에 향을 미친다는 논의이다. 지방정

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효율 , 문 , 합법 , 효과 이라는 국민과 시민의 인

식이 정책에 한 신뢰도를 높여 다. 어떤 정책지향 요인이 지방정부신뢰 향상

에 구체 인 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한 시사 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사회  자본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 해서 노력했던 국내

외 기존연구들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5개 유형에 맞는 사회  자본을 

측정할 수 있는 본 연구의 측정지표  세부측정지표 도출을 하 으며, 그에 따

라 본 연구목 에 맞는 연구 분석틀과 통계조사설계를 실시하 다.

3. 사회적 자본 측정 결과의 분석

본 연구에서 사회  자본을 측정하기 하여 설문분석을 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안에 한 참여에 해서는 부분이 부정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투표에 해서는 참여한다는 의견이 상당수 나타나서 

이와 조를 이루고 있다. 둘째, 규범과 련돼어 조례를 수해야 한다고 부

분 응답했는데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블루칼라와 은 학생층에서는 이에 한 

선호도가 높았다. 셋째, 신뢰와 련돼서는 거주지역의 자치단체에 한 신뢰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고 소  화이트칼라로 불리는 직업군에서 부정 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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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타났다.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에 한 신뢰는 보통수 으로 나타나서 지자

체 즉, 기 장과의 신뢰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한 농 형이라 할 수 

있는 군지역이 다른 유형의 지자체보다 공무원들에 한 신뢰가 상 으로 높

게 나타났다. 넷째, 호혜성에 한 인식조사를 해 사활동, 기피시설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한 인식을 조사하 다. 이때 사활동에 해서는 참여도가 낮

게 나타났으며, 학력 간 차이는 없었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참여도가 높게 나타

났다. 다음으로 기피시설에 해서 수용도가 50%에 가깝게 나타나서 지역이기

주의가 차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 다. 다문화가정의 수용과 련

돼서는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서 인식이 정 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다섯째, 네트워크는 지역사회의 주민들과의 친 성을 확인해 보는 요인으로 

결과는 평소 이웃주민들과 교류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 분석한 각 요인별 통계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

계학 으로 변수별 검증에서 호혜성 요소에 해당하는 기피시설 수용에서만 남녀 

간 통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연령에 따라서는 투표의향, 조

례 수, 범법행  신고, 갈등해결 활동, 지자체장, 공무원, 사활동, 기피시설 수

용성, 이웃과의 교류에서 연령 간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가 하게 나타나서 

모든 요인별로 연령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 유형

간 차이부분과 련해서는 신뢰요소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 한 신뢰, 

그리고 네트워크 요소인 이웃과의 교류정도(친 성)에서 자치단체 유형간 차이

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특히 군 지역은 도농복합 도시와 자치구 

보다 지자체장에 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웃과의 친 성에서 이

와 같았다. 네 번째, 직업계층 간 차이와 련해서는 이웃과의 친 성에서만 직

업층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자 업, 농림수산업층에서 상 으로 높게 나타났

다. 다섯 번째, 학력 간 차이와 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신뢰에서만 통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신뢰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공공정책의 결정과정, 기

장, 공무원, 지방의원에 한 신뢰간 상 계를 확인한 결과 4가지 구성요소 간

에 유의미한 계를 확인하 고, 이를 산술평균하여 자치단체 유형간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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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산정하 다. 이  투표의향, 지역내 갈등해결 활동의향, 이웃과의 친 성

이 모든 유형에 걸쳐 신뢰도와 하게 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4. 사회적 자본 증진 사례

주 역시 북구의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주YMCA 좋은동네 만들기’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을만들기는 주민참여를 통해 마을 삶터를 재구조화 

하는 과정 심의 운동/사업/정책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되면서 지방자치단

체가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 하거나 는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마을만들기를 도입하기 때문에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제도화 

되었다.

강릉시 마을만들기 사업은 강릉경실련이 주축이 되어 2004년부터 마을만들기 

사업 을 구성하고 강릉시 할지역 내의 농 지역에서 마을만들기를 력방식

으로 폭넓게 하기 해 주민들과 조직 인 력방식을 구축하고자 하 다. 주로 

마을 단 에서의 교육과 작은 사업들을 제안하여 추진했다. 를 들면, 동네 화

단만들기, 반상회 만들기, 농 체험 로그램 운  등과 같은 것들로, 한 마을에

서 시작해서 진 으로 면단 까지 확장되었다.

두 번째 사례로서 성미산마을기업은 최 의 공동육아조합  생활 동조합 사

례이다. 이는 1994년부터 이미 맞벌이 부부들 20여 가구가 뭉쳐 직  어린이집을 

만들어 운 하면서, 동조합으로 출자 을 모아 운 ·발 하여 2001년 생활 동

조합을 만들어 친환경 먹거리를 공동구매하는 것으로 다양한 지역활동의 심으

로 자리잡고 있다. 여타의 동아리로써 산악회, 농사모임, 아토피, 각종 공부모임, 

민요배우기 모임 등 생활상 뒷받침이 되는 각종 주민단체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

한 공동문화 활동으로는 성미산마을축제, 숲속 음악회, 마을 운동회 등이 있고 

지역 안에 한 공동 처 사례로는 ‘성미산 살리기’ 운동을 만 2년동안 끈질기

게 투쟁하면서 지역보 에 다수 주민들이 동참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세 번째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사회  자본 증진 사례의 표로는, 

김천시가 지역의 정체상황을 극복하고자 ‘2011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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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고용노동부)을 기반으로 김천시의 일자리 문제를 선도 으로 해결하고자 사

업을 추진한 것이 있다. 이는 도시와 농  지역 간의 노동력 불균형 상황을 해결

하기 한 ‘도농간 노동력 순환 로그램’으로 이행하면서 농 일손의 부족 문제

를 해결하고, 동시에 지역의 취업 취약계층을 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함께 얻

어내고자 이행한 사업이다. 즉, 김천시는 실효성 있는 고용정책을 추진하기 하

여 각 이해 자들인 농 , 지방자치단체, 지역 학, 교육기  등으로 하여  지

역의 가장 요한 안문제인 고용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도록 네트워크 

거버 스 형태로 운 하여 사회  자본의 신뢰 계를 발 시킨 계기가 되었다. 

 다른 사례는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사업으로 이는 육과학기술부가 2007년부

터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발 한 사업으로 각 평생학습도시 체제

의 내부자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시켜 각 련 주체들의 평생학습 역량을 강화하

여 지역 평생학습을 발 시키고자 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추진목 은, 지역 내

에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각  학교, 민간단체 등 다양한 교육자원간 

제휴와 력, 그리고 지역 내 트 십을 활용한 네트워크 극 화와 지역내 각종 

사업들 간 시 지 창출과 지역주민 교육기회 균등 제공에 있다.

 다른 사업으로 청주시 문화산업 네트워크(클러스터) 사례는  문화산업 분

야에서의 사회  자본 구성요소와 련된 사례로 이 분야는 여러 수 의 다양한 

행 자들 간의 력과 보완을 통해서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창조산업으로 <굿 

거버 스>의 구성조건을 내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의 사업을 앙정

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으로 주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분야

도 아니므로 지역주민, 분야 문가, 다양한 련주체들의 력에 의한 상호작용

들이 반드시 필요한 력체계를 통해서 그 부가가치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 속에서 탄생된 문화콘텐츠는 직간 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  

다른 부가가치를 부여한다. 그리고 ‘문화’ 고유의 특성상 이 분야의 행 자들은 

매우 다양하고 개방 이고, 일반개인  시민단체 등 공식 비공식  네트워크와 

친목이 요한 계요인으로 작용하는 분야이다. 한 행 자 상호간의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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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와 친목을 통해서 문화핵심 지식, 기술 등의 상호교류가 발생하고 그것이  

다른 문화를 창조하는 ‘창조  산업’의 기틀이 된다. 이러한 기틀 마련에 개인 

는 공식 비공식 조직의 네트워크 간 상호작용이 요하게 작동하고 이러한 의

미에서 사회  자본의 요성이 가장 잘 악될 수 있는 분야이다.

5. 사회적 증진 방안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서도 표출된 사실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수 에서 사회

 자본을 확충하기 한 제도  부분을 구축하기 해서 가장 먼  선행되어야 

할 것은 사회  자본을 한 지역  기반의 재정력 확보이다. 사회  자본형성

을 해서는 시설  교육을 담당하기 한 지자체의 재정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사회  자본의 특성상, 그 효과가 국가수 에서 발생하기 보다는 개인, 마

을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앙정부차원에서가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

서 산범 에서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한 주민자치센터 혹은 자발 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끔 지방자치단체 차

원에서 유도하는 제도에 한 설치 운 조례의 마련 등 운 에 한 법제의 마

련이 필요하다. 자발  참여의 유도이긴 하지만 기 시행에 있어서 분명 참여

의 범 나 운 의 범 , 차 등이 제정되어 있는 규칙 등이 필요하다. 이런 것

들을 조정하는 것이 거버 스 행정환경에서 지자체의 역할로서 요구되는 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 전통적 참여기제를 넘어 실질적인 시민참여 기제의 확보 필요

시민참여는 건 한 시민사회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의 개인과 집단  조직 간

의 동 이며 집단 인 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한 집단행동을 장려하

는 효과를 가져 온다. 시민참여는 서민사회를 건설하고, 지역사회 자본을 용이하

게 하며,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한 시민의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과 직 인 

계를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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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참여 활동 강화를 위한 지역 네트워크의 접근성 확대 필요

시민의 참여는 행동으로서 지역사회에 한 사람들의 가치에 기반하고, 강한 

네트워크, 강한 지역사회연 감, 지역사회에 한 믿음, 자발  활동을 통해 증

가하고, 실제 삶의 활동에서 잠재  유 계를 실 할 때 증가한다. 사회  행

사참여, 직업  역할 참여, 교회에 다니는 것, 시민사회조직 참여, 마을회 에 참

여 모두 지역사회 참여의 가 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개방형 네트워크의 활성화 

지방자치단체는 자발  결사체와 네트워크의 활성화에 요한 조건을 제공하

는 주체이며, 시민의 주도 인 참여는 매우 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방자치단체

는 지방 차원에서 극 으로 사회  자본을 증진시키기 하여 직 인 역할

을 수행해야 한다. 

4)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제도화

지역사회참여 활성화를 한 인 네트워크 구성의 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

역사회 발 을 한 기  활동으로써 지역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기 한 네트워

크 구성에 노력하여야 하고, 지역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체육 , 문화시설, 카페

테리아 등을 도입하고, 다양한 시설을 싸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5) 지역주민의 참여역량 강화를 한 상시학습체제 운

신뢰의 문화를 구축하여야 하고, 신뢰의 문화는 교육과 한 련성을 지니

며 이러한 노력은 장기간의 체험을 기반으로 한 교육을 동해 이루어질 수 있다. 

상호신뢰에 한 교육과정은 특정연령, 계층, 성별 등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을 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  신뢰의형성을 해서는 친화

인 사회문화 환경, 규범의 확산이 필요하며, 장기 으로는 교육의 역할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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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함으로, 소수자에 한 심, 지역주민들 사이의 존 , 인권, 공공질서 수, 

리더십 등에 한 세부 사항에 한 시민  자질 함양을 한 실천  교육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6) 자원봉사 활동센터의 제도화 및 접근용이성 확보

시민의 자원 사에 한 요구를 일할 수 있는 곳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본으로서 자원 사는 시민이 참여하고 계를 맺으며, 사회  신뢰의 터 을 

형성하는 보다 넓은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

들이 자발 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 내의 자원 사 활동센터 등에 해 주민

들에게 소개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자원 사활동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것이 요하다.

7) 지역공동체의 자율적 기반 조성을 통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재의 마을만들기 사례에서 보이는 주요 키워드는 도시재생, 사회연 경제, 

동조합,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의 단어들이다. 이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지역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지역주민의 역량을 보여주는 결과물을 지칭한다. 이와 같이 주민들 각자가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표가 되어 주민 스스로가 자발 으로 주민공동체 사업

을 활성화 하면서 지역개발까지 연계가 가능한 다양한 략  수단들이 활성화 

되면 사회  자본의 증진을 진한다.

8) 마을가꾸기와 마을기업 창설 사업을 통한 지역리더 육성의 제도화

자기 지역에 한 심과 애착을 통해서 지역이 발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

고 지역 발 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재들이 많이 탄생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재

들이 많을수록 지역의 사회  기업, 마을기업, 농업회사법인 등 각종 지역공동체

들이 상호 연계되어 지역발 을 한 경 사업들을 더 육성할 수 있고  그

게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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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제화를 통한 지원체계 구축 필요

지 까지의 사례에 본 바와 같이 마을공동체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법  지

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사업지원비의 기 운 과 련해서도 체계화가 되어야 

한다. 이를 해서는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운 하는 것이 좋다. 

그리하여 주민,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연결시켜  수 있는 간(지원)조

직의 체계화, 네트워크화가 필요하고 그 표 인 사례가 민 력 원회 등이

다. 2012년 재로 보면, 안산, 완주, 강릉, 수원, 청주, 정선, 구, 서울, 정읍, 부

산, 주 등에 간지원조직(지원센터)을 운 하고 있고, 한 비 인 곳도 익

산, 순천, 양양, 시흥, 인천 등이 있다.

10) 주민참여형-관광형-주거가치형 농촌 어메니티의 자원화

이 증진방안은 주로 농 형/도농복합형 지방자치단체의 사회  자본 구성요소

를 강화함으로써 주민과 지역사회 간 신뢰를 축 할 수 있는 방안이다.

11) 문화･교육 등 융･복합적 지역특화산업 집중 추진으로 사회적 자본 확대

평생학습센터 구축 등을 포함한 각종 인 라구축  네트워크로 운 체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주민이 직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동

시에 사회  자본 구성인자들이 주민 사이에 함양될 수 있도록 화합의 장을 마

련하는 지속 인 로그램 운 체계의 구축으로 사회  자본을 축   확 할 

수 있다.

12) 지역사회 협의체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반 운영

주로 도시형 지방자치단체의 사회  자본 구성요소와 련해서 증진이 가능한 

방안으로 이해당사자를 상으로 교육 아카데미를 운 하거나 는 의기구를 

직  자율 으로 운 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심이 되어서 회의체 형태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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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  형태 등의 방향 네트워크 기반을 만들어 운 을 지원하여 사회  자본

을 증진시키는 략이다. 

13) 새로운 소셜미디어 SNS의 적극적 활용을 제도화

를 들면, 서울시청의 공식 트 터는 @seoulmania인데 이러한 쇼셜미디어를 

통한 방향의 ‘트윗 토크’가 지방자치단체마다 극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페이스북,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정책을 생산

하는 매개체로 극 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차 늘고 있는 바 이러한 소셜

미디어 도구를 활용한 사회  자본 증진 방안에 정보화시 에서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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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

1. 문제제기

미국에서의 사회  자본은 경쟁 계에 있는 기업들을 포함해 연구소 학 주

(州)  연방정부 등이 생산  력 계를 구축할 수 있는 사회  능력을 가리킨

다. 미국경제가 강한 이유는 바로 사회  자본이 발달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운틴 교수는 최근 미국에서 크게 늘고 있는 트 십과 컨소시엄, 네트워크 등

이 사회  자본의 구체  조직형태라고 분석했다. 표 인 사례가 생명공학. 이 

분야의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과 연구개발을 한 트 십을 계속 확 하고 있

다. 1990년에 이미 74% 던 다른 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 비율이 1994년에는 

86%로 올라갔다고 기록된 바 있다. 이 경우에도 거의 모든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셈이었다. 이는 연구비용이 막 하게 소요되고 기술 주기가 짧기 때문이기도 하

다. 그러나 기본 으로는 생명공학이 한 회사만으로는 연구되기 어렵기 때문이라

고 할 것이다. 이런 사정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다. 그런데도 미국만이 이 분

야에서 독보 인 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회  자본이 주효했기 때문이라고 

운틴 교수는 지 했다(동아일보, 2009년 9월 23일자). 그에 따르면 사회  자본

은 신뢰와 규범, 네트워크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확인하고 있다. 그  네트워

크의 핵심은 미국의 학들이다. 스탠퍼드 가 실리콘밸리, MIT 가 보스턴의 

128번 도로 주변에 첨단산업기지의 형성을 발시킨 것이 실증 인 사례다. 한편 

정보화, 디지털사회를 바탕으로 한 창의기반 사회에서의 주된 사업 천은 

자본(financial capital)이 아니라 인 자본(human capital)이며, 사회 자본(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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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에서 우리나라의 사회  자본은 어느 수

에 와 있을까? 이에 한 해답으로 삼성경제연구소가 2009년 조사한 한국의 신뢰

지수는 OECD 29개 국가  24 , 사회  자본 수 은 22 로 모두 하 권에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009년 삼성경제연구소 조사: 우리나라 사회  자본의 수

: 아시아경제, 2011. 01. 27자). 특히 노동부문에서의 사회  신뢰 수 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년 국내외에서 발표되는 국가경쟁력 지수에서 우리나

라의 노사 계 경쟁력은 최하 로 기록되고 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따른 갈등도 좀처럼 어들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사내하도  등 노동의 유연성

과 안정성을 둘러싸고 매번 갈등을 되풀이하면서도 서로 양보하고 타 하는 모범

인 사례를 남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2005~2008년 <세계가치조사> (World Value Survey, WVS)에 따르면 한국 정부

에 한 국민의 신뢰는 조사 상 40국  23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앙

일보, 2010. 4. 23일자). 이에 한 문가들의 평가는, 정부가 민간과 활발한 의

사소통을 통해 동반자  계를 형성해야 하는데도 실상은 그 게 하지 못하다

는 , 민주화와 경제 성장으로 시민사회･시장과 같은 민간 부문의 힘이 세졌는

데도 여 히 이들 에서 군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등으로 실성이 

부족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 사회  비용이 증가하고, 불신이 팽

배해져 왔다는 문제들을 지 한 바 있다. 정치권과 삐걱 는 정부의 태도도 국

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요인으로 지 하 고, 그 원인으로는 시민사회의 투

쟁  시 문화에 한 정부의 원칙 없는 처나 일반 국민의 권리를 제 로 지

켜주지 못하는 법제도 등도 정부에 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지 하

다. 따라서 사회  갈등이 악화되면 결국 정부에 한 신뢰가 약화된다는 

이 입증된 것이다. 결과 으로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해서는 소통이며, 먼  

정치권과 정부가 조 체제를 구축하고 ‘문제 해결능력’을 키우는 것이 정부가 

가장 먼  해야 할 일이라는 을 문가들은 강조한 바 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본격 인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

구는 차 증 되었고, 지역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이슈에 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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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역랑에 한 요구가 증 되고 있다. 이 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따라 

미국  유럽의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혹은 지역사회단체와 보다 한 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역사회 문제와 련하여 지역사회 내 지방자

치단체를 비롯한 민간부문과 시민간의 상호의존 계를 인정하고, 개인과 지역사

회의 요구와 열망을 충족시키기 해 공동목표를 구체화하기 해 노력이라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통 인 정부역할을 반드시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민간단체 는 개인도 정부행 를 수행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정부의 

안이 제시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해 지방자치

단체를 포함한 지역사회 내 각 주체간의 동이 시되고 있다. 

2. 연구의 목적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지방자치단체・기업・시민단체・시민 

등 모든 지역사회 주체의 총체 인 능력의 증 가 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

며, 시민사회의 발 과 연계된다. 여기서 시민사회(civil society)의 개념은 민주주

의와 민주화를 비롯한 지역사회발 을 한 제라는 논의의 심역할을 하고 

있다(Putnam, 1995). 시민사회는 지역사회가 발 하고, 지역사회의 의사가 형성

되고 문제가 해결되기 해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집단의 복

잡한 상호작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것은 지역주

민들이 어떻게 공공 토론  의사결정에 참여하느냐의 사회  정치과정이 지역

사회의 건 성을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주민들이 서로 돕고, 지역사회

를 체 으로 우선순 를 두어 문제를 다루는지가 결국 그 지역의 성공 인 발

을 결정짓는다는 것이다. 결국, 학자  연구의 내용에 따라 그 정의가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사회  자본(social capital)으로 불리는 지역사회 능력의 총체  

합이 형성·증가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사회 발 을 해 사회  자본의 축 이 필요하다고 

제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회  자본과 련된 연구를 해서는 사회  



4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자본 측정 및 증진방안

자본  사회  자본에 향을 주는 요인의 측정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특히 사회  자본  지방자치단체에 한 신뢰를  연구 상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신뢰는 사회  자본의 한 구성요소로 간주되

기도 하며, 사회  자본의 결과로 여겨지기도 한다. 사회  자본에서 신뢰는 단

순한 계의 측면을 넘어서 체 사회구조의 작동원리와 련된 논의로서 사회

 자본을 논할 수 있는 통로를 제시한다. 사회  자본의 증가에 향을 주는 요

인을 측정하기 해서 Putnam의 연구결과와 같이(Putnam, 1995, 1996 이하) 지역

을 단 로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를 유형화한 비교분석을 시도하 다. 그리고 사

회  자본  가장 핵심  요소이자 사회  자본의 결과인 신뢰에 향을 주는 

요인을 악하기 해 사회  자본의 여러 구성요소들인 시민참여, 규범, 호혜

성, 네트워크 활동 정도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이러한 변수들과 지방자치단

체의 신뢰와의 계를 악하고자 한다. 

이를 하여 다른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크게 5가지 유

형별로 구분하여 사회  자본을 측정하고, 유형별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 그 원

인을 악하며 이를 토 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  자본을 증진하기 한 안

을 모색하고자 하 다. 이러한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해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

을 설정하 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사회  자본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둘째,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신뢰에 향을 주는 사회  자본은 무엇인가?

넷째, 사회  자본 증진을 한 정책  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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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해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를 유형화하여 비교연구

를 시도하 다. 기존 연구와 이론을 토 로 지방자치단체를 유형화하 다. 분류

한  유형은 도시형 지방자치단체로서 인구 50만 이상 도시, 인구 50만 미만 

소도시, 자치구, 농 형 지방자치단체로서 군, 그리고 복합형 지방자치단체로서 

도농복합시이다. 

각 유형별 지방자치단체를 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 사회  자본의 수 과 

유형별 수 의 차이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가져온 정치 , 사회 , 문화 , 경제

 요인에 한 분석을 시도하 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사례분석과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먼  사례연구와 

련해서는 국내 지방자치단체  사회  자본이 확보되어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혹은 지역발 에 정 인 효과를 가져온 지방자치단체를 상으로 성공요인을 

악하고자 하 다. 즉, 사회  자본이 축 된 지방자치단체를 상으로 설명

(Explanatory) 질문을 제기하여 특정 사건, 로그램, 활동 등의 사례조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사회  자본에 한 원인과 결과를 악하고자 하 다. 이를 해 

문헌연구와 지조사를 병행하여 자료수집을 실시하고자 하 다. 

한, 지방자치단체별 사회  자본의 차이를 악하기 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주민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되 설문조사는 비례할당  체계

 표본추출법을 활용하 다. 이 방법은 단순확률표본추출에 비해 추정오차의 

한계를 최소화하여 최 한 유의미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표본에 속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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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선정하고 표본추출과정을 리하는데 있어서 시간과 비용을 감할 수 있

다. 한 각 층 내의 모소에 한 개별 인 추정 값을 구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이를 해 화번호부 상에 포함된 가구를 상으로 화번호 D/B를 구축하여 

무작 화걸기법(RDD: Random Digit Dialing)을 활용하여 화번호 리스트와 

조사에 필요한 화번호 표본을 추출하 다. 여기서 무작 화걸기법(RDD: 

Random Digit Dialing)을 이용한 이유는 목표모집단에 한 비편향표본을 추출할 

수 있고, 화번호부를 사용할 때 생기는 문제 들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

다는 장 이 있기 때문이다. 

제3절 연구의 분석틀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사회발 을 해 사회  자본의 축 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출발하 다. 사회  자본과 련되어 연구내용이 어느 정도 축 이 되

어 있는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련하여 유형별로 구분한 

비교가 부족하다는 에 착안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의미를 찾고자 하는 연구들이 지 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새롭게 연구한다는 차원에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도시형 지방자치단체

와 농 형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로 사회  자본을 측정하고 유형

별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을 악하며 이를 토 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  

자본을 증진하기 한 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사례분석과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이루어졌

으며, 사례연구는 국내 지방자치단체  사회  자본이 확보되어 지역사회의 문

제해결 혹은 지역발 에 정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단한 지방자치단체를 

상으로 성공요인을 악하 다. 이를 해 문헌연구와 지조사를 병행하여 사

례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 으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주민들을 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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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간략하게 연구분석틀을 제시하면 <그림 1-1>과 같다.

내용 서술에 한 차를 간략히 소개하면, 먼  사회  자본에 한 이론  

논의를 한 후 사회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요소를 구분한 뒤, 신뢰와 사회

 자본과의 계성을 검토한다. 그런 후 사회  자본 측정을 한 척도를 도출

하기 하여 기존의 국내외 연구를 총망라하여 비교분석을 해 간략하게 도표로 

이를 제시하면서 본 연구에 합한 사회  자본 구성요소를 찾을 것이다. 조사

설계를 구축한 후 분석결과에 해서는 신뢰, 호혜성, 네트워크를 심으로 서술

 분석과 구성요소별 통계  분석, 그리고 신뢰와 사회  자본과의 인과 계를 

분석한 뒤, 이와 연 된 사회  자본 증진 사례들을 선별하고 분석하고 시사

을 도출한다. 결론 으로 사회  자본 증진을 한 다양한 방안을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 결론에 갈음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그림 1-1> 연구분석틀

연구목적

문헌분석

실증분석

사례분석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사회적 자본 파악

사회적 자본의 차이 분석

사회적 자본과 신뢰간 인과관계

사회적 자본의 이론적 논의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사회적 자본과 신뢰간 인과관계 분석

사회적 자본에 관한 기존연구 검토

사회적 자본 측정을 위한 조사설계

사회적 자본 측정결과 분석

사회적 자본 측정결과 기술적 분석

사회적 자본 측정결과 통계적 분석

지역공동체(마을만들기) 운영사례

마을기업(사회적 기업) 운영사례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례

지역사회 협의체 운영 사례

사회적 자본 증진

기본방향

사회적 자본 증진
방안 도출

사회적 자본 증진

기초 및 백업자료

사회적 자본 증진

실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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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사회적 자본의 구성 및 관계성 ⑇

1. 사회적 자본의 논의 배경

1) 논의의 발단

사회  자본의 논의 배경은 냉 이후의 지역, 국가의 민주화 정도 혹은 경제

발  정도의 차이를 설명하는 변수를 찾기 한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물리 , 

경제 , 인  자본이 거의 유사한, 지역 혹은 국가 사이에 발생하는 발 상의 차

이를 설명하는 잃어버린 연결고리(missing link)로서 사회  자본이 주목을 받았

다. 특히 Putnam은 이탈리아 남부의 경우 건제 치하에서 사회  자본을 만들

어 내기 힘든 체제인데 반해서, 북부는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행 자

간의 권력의 평등한 분배  신뢰형성이 쉽게 이루어져 사회  자본의 차이가 

생기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들이 경제 인 발 의 차이가 있게 되었다고 설명

하면서 사회  자본에 한 논의를 구체화 시켰다. 1995년 Putnam은 “Bowling 

Alone”에서 시민의 자발  참여가 높은 지역공동체 일수록 도시빈민, 교육, 건강, 

범죄, 마약, 실업 등의 문제들을 보다 성공 으로 해결한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경제개발  사회학  측면에서 보았을 때 시민참여와 사회  연계가 많을수록 

정 인 메커니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  자본은 모든 사회과학에 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 사회  계

와 사회 상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틀로서 사회과학분야에 용되

기 시작했다. 사회과학분야에서 사회  자본이 요하게 두되는 이유로는 사



제2장 이론적 논의 9

회과학의 연구의 주체와 상이 인간이라는 기본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

이다. 재와 같이 사회  자본이 활발하게 연구 상이 된 것은 Bourdieu, 

Loury, Coleman 등에 의해서 이루어 졌으며, 특히 Putnam 을 통해 정치  사회

상의 분석에 리 사용되기 시작하 다.

사회  자본은 바로 인간과의 계 즉 인간 간의 신뢰성, 믿음 등과 같은 것에 

바탕을 둔 자본이기 때문에 사회  자본의 증 는 사회발 의 원동력을 제공하

게 된다. 더불어 사회  자본은 보이지 않는 자본으로써, 사용하면 할수록 그 가

치를 더해 가는 등 사회발 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  자본에 

한 연구들이 그 개념을 개인 인 자산으로부터 지역사회에서 국가의 특징으로 

까지 넓 가고 있으며, 특히 사회학  이론으로부터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

용하는 용어로 까지 확 되었다. 이러한 사회  자본은 인 자본개발(Coleman, 

1988; Loury, 1977, 1992)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제  성과(Baker, 1990), 지역

(Putnam, 1993, 1995), 국가(Fukuyama, 1995)에 향을 미쳤다. 따라서 사회  자

본 분석가 들은 사회  행동을 한 자원으로서의 계의 요성에 심을 집

하고 있다. 특히 행정의 역에서 사회가 복잡, 다양화됨에 따라 정부가 모든 문

제를 해결하는 행정국가 방식의 행정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행정 역에서 독립

인 참여자 간의 자발 인 력이 매우 요해지고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토 로서 사회  자본이 요하게 두되고 있다.

사회  자본은 정치, 경제, 사회  체제가 원활하게 작동 되도록 하는 윤활유

와 같다. 사회  자본이 고갈되면 정 의 법칙이 횡행하는 사회로 락하여 체

제의 작동에 심각한 장애가 오지만, 반면, 풍부한 사회  자본은 단순한 윤활유 

이상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사회  자본이 사회의 병리 상을 치유할 수 있는 

수단이 되려면 사회  자본의 측정방법부터 비교, 평가 하는 그런 방법까지 사

회  자본에 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2) 한국에서 사회적 자본의 논의 여건

한국의 경우 문화 인 특수성으로 인해 서구의 사회  자본의 논의를 그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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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민주 인 정부 하에서 사회  자본을 이용한 정부의 

효율성 증진은 사회에서 반듯이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으로서 한국도 역시, 

한국  상황에 맞는 사회  자본에 한 논의가 반듯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의 경우 공 인 부분에 해 불신이 매우 높다. 공 인 규칙에 한 신뢰

가 없는 상황에서 사회구성원들은 미래에 한 불안감을 가능한 여 피해를 최

소화 하고, 이익을 최 화하기 해 사 인 신뢰 계를 유지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가족이기주의의 팽배로 인한 부도덕한 가족이기주의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

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기업부분에서도 나타나 내부의 사 신뢰 계를 바탕으로 

조직이 철 하게 수직 으로 계화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공 역에서 제도화된 차에 한 믿음의 부재는 규칙과 규범을 

지킬수록 나만 손해라는 잠재의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어 집합행동의 딜 마를 

극 화하게 된다.

2. 사회적 자본의 정의, 특성 및 구성요소

1) 사회적 자본의 개념 정의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은 그 개념  기원과 다차원성으로 인하여 매우 포

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러 학자들이 그 의미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먼  Bordieu(1986)은 사회  자본을 “상호습득(acquaintance)과 인정의 제도화

된 계의 지속  연결망의 소유와 련된 실제   잠재  자원”이라고 규정

하고 있으며, Baker(1990)는 “특정 사회구조에서 행 자들이 이끌어 낸, 그리하

여 자신의 이해 계를 실 하기 해 사용하는 사원으로서 이는 행 자들 간의 

계가 변화하여 창출된다”고 정의하 다. Shiff(1992)는 사회  자본을“사람들 

사이의 계에 향을 미치고 생산이나 효용함수에 한 논의나 투입물에 향

을 미치는 사회구조의 구성요소들”이라고 정의하며 구체 으로 사회  자본을 

형성하는 요소에 해 다루기도 하 다.

사회  자본의 표 인 연구자인 Putnam(1993)은 사회  자본을 “ 동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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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진시킴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라고 정의

하 다. 그 밖에 Inglehart(1997)는 자발 인 조합들의 한 네트워크가 발 되

는 신뢰와 용의 문화, Coleman(1998)는 시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규범 인 가치

와 믿음  사회  네트워크를 의미하며, 이에 따른 사회  자본의 기능으로 제도

와 시민 간의 신뢰를 강화시켜 사회  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하 다. 

<표 2-1> 사회적 자본의 정의, 목적, 분석단위

연구자 정의 목적 분석단위

Bourdieu
(1986) 그룹재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자원 경제적 자본을 보존 계급 경쟁에서의 개인

Putnam
(1993)

상호편익을 위한 협조를 가능케 하는 
신뢰, 규범, 연결망

효과적인 민주주의와 
경제를 보존 국가수준 내 지역사회

Coleman
(1998)

행위자가 그들의 이익을 달성하는 
자원으로서 사회 구조적 측면

모든 종류의 자원을 
보존

가족과 지역사회 
단위에서의 개인

 

자료: Winter,(2000a, 200b)변형

이러한 사회  자본의 개념  속성은 분석의 과 수 에 따라 역동 으로 

변화할 수 있으며, 무수히 분화되고 있는 사회  자본 연구 역과 주체를 조망하

기 해 미시/거시 인 측면과 계망/기능 인 측면으로 나 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미시/거시 인 근방법을 살펴보면, 미시  근방식은 “사회  자본

은 어떤 행 자가 자신이 속한 집단에 배태된 자원에 근하거나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자산(Lin, 2001a, 2001b)”이라고 정의한다. 한 이러한 자산은 가치함입

(value introjection), 계약에서의 비계약  요소들(non-contractual elements in 

contracts)라고 보고 있으며, 어떤 개인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과 맺고 있는 사회

 네트워크가 자신의 목 을 달성하는데 얼마나 효율 이냐가 요하다. 

<표 2-2> 미시적 수준의 사회적 자본

통합성 (공동체 내부의 연대)
낮다 높다

연계성
(외부와 연결망)

높다 아노미 사회적 기회

낮다 비도덕적 개인주의 비도덕적 가족주의   

자료: M. Woolcock(2001a, 2001b, 200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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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  근 방식의 경우 사회  자본을 “그 사회나 국가의 통이 신뢰나 호

혜성과 같은 계규범을 확보하고 있는 정도”라고 규정하며, 한 사회나 국가의 

문화  특성이 민주주의나 경제발 과 같은 커다란 목 을 달성하는데 구성원을 

어느 정도로 참여시킬 수 있느냐와 같은 문제로 귀결된다고 한다.

<표 2-3> 거시적 수준의 사회적 자본

조직의 완전성
(집단의 일관성과 역량)

낮다 높다

상승작용
(국가/사회관계)

높다
무정부 상태
(붕괴된 국가)

비효율성
(약한 국가)

낮다
약탈, 부패
(약탈 국가)

협력, 책임성, 유연성
(발전국가)

  

자료: M. Woolcock(2001a, 2001b, 2002b)

둘째, 계망 심의 근 방식은 사회  자본을 “상호인지가 제된 제도화된 

계의 네트워크와 연계된 실질  혹은 잠재  자원의 총합(Bourdieu, 1986)”이라

고 정의한다. 여기서 사회  자본은 단순한 연 의 네트워크 이상을 의미한다.

셋째, 기능  속성 심의 근 방식은 Coleman(1990)에 의해 정의되며, 사회

 자본은 주어진 구조 속에 속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특정한 행 를 유도하고 

진시키는 생산 인 기재라고 한다. 기능  속성 심으로 사회  자본을 설명

하는 이 은 어떤 개인이 아무리 많은 네트워크와 결사체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계망 구조 속에 속한 개인들 사이에 신뢰와 호혜성 규범이 존재하

지 않는다면, 목 달성에 효율 으로 동원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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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사회적 자본의 실체: 분석초점과 수준 

공동체 및 국가

네트워크 체계

사회통합,

민주주의,

경제발전

개인 및 집단

연계망과

결사체

자원동원

목표달성 합의,

대안

거시

관계망 기능

미시

자료: 김동윤(2009)

2) 사회적 자본의 특성 및 구성요소 

사회  자본은 기존의 경제 , 물리  는 인간  자본과는 구별된 특성을 

가지면서도 그러한 자본과 마찬가지로 자본 인 특성 한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  자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제반 사회활동에 

다수의 시민의 참여가 요구되며, 선별 으로 교환이 가능한 형태로 구성된다. 둘

째, 제 조건으로 구성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  규범을 필요로 하고 있

으며, 셋째, 구성원간의 합리 인 네트워크에 의한 동이 요구된다. 필연 인 

연 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넷째, 사회  자본이 높을수록 민주주의의 발 과 

경제의 성장이 지속 으로 가능한 공공재 인 성격을 지니며, 다섯 번째, 선순환 

혹은 악순환하는 모순 인 성격을 지닌다. 한 개인과 사회의 공식, 비공식  

활동과 가치 에 향을 미치며,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고 축 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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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경제자본, 인적자본, 문화자본, 사회적 자본의 차이

경제자본 인적자본 문화자본 사회적 자본

이론적 
의의

화폐가 아닌 생산 
수단의 형태로 존
재하는 자본

자본가에 의한 배
타적 소유만 인정
되던 자본의 개념 
수정

경제자본과 문화자
본의 불일치

개인이 아닌 사회
적 관계에서 파생
되는 자본

자본 
소유자

개인(자본가) 개인(노동자)
가족전체 또는 
가족의 개별구성원

집단(사회집단)

자본 
소유자가 
갖는 이익

타인의 노동력에 
대한 착취를 통한 
경제적 이익

노동시장에서 협상
력 증대, 높은 임
금

다른 계급과의 구
별 짓기, 계급의 
문화적 재생산

정보의 취득
사회적 연대
결속의 창출

자본의 
존재형태

물질적 대상
(생산수단)

교육, 훈련을 통해
개별노동자에게
채화된 기술, 지식

가족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문화적
취향

사회적 관계 속에 
존재하는 신뢰와 
결속관계

분석
단위

구조(계급) 개인 가족 개인 또는 집단

연구의 
초점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계급적 착
취 관계

교육과정과 임금
수준의 연관성 등

문화자본을 통한
세대간 계급 재생
산

개인 혹은 집단
사이의 관계유형

자료: 유석춘 외(2003)

사회 네트워크, 규범, 그리고 신뢰로 표되는 사회  자본의 연구논리는 그 

정 인 역할자체에 해서 부인하거나 논박하는 연구가 거의 없다. 그러나 사

회  자본 논리에 해서는 많은 비 이 축 되고 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개념

상의 혼란을 비롯하여, 개인  차원의 신뢰와 사회  차원의 신뢰가 어떻게 연

계되는지 혹은 사회  자본 측정에 있어서의 문제 등이 지 되고 있다.

가. 기본구성요소

사회  자본을 구성하는 기본요소는 학자마다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Putnam(1993)은 사회  규범, 네트워크, 신뢰라는 3가지 기본요소를 제시하 으

며, Stone(2001)의 경우 사회  자본의 기본 요소를 규범, 가치, 연결망, 자발 으

로 생산된 집합  자원이라 하 다. 최 출(2004)은 신뢰, 네트워크, 사회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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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참여기회, 이타주의  포용력이라고 기본요소를 규정하 다. 이러한 규정 

외에도 사회  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연 감(solidarity), 동(cooperation), 

공공정신, 제도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 게 사회  자본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는 학자들 마다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체 으로 네트워크, 상호 호혜성, 시민 여를 심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네트워크는 실체가 있으며, 이 실체가 작동함으로써 사회  자

본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신뢰와 호혜성은 네트워크를 움직이는 원리가 된다. 

이러한 신뢰와 같은 사회  자본의 구성요소는 구성원들 간의 계 속에 존재하

며, 교환을 통해 창출된다. 이러한 사회  계는 네트워크로 표 된, 신뢰에 기

반한 호혜주의 규범에 의해 형성되고, 이러한 호혜주의 규범은 력행동에 참가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Putnam, 1993; Fukuyama, 2005).

이 구성요소들을 조  더 구체 으로 살펴보면 첫째, 네트워크는 사회  자본

을 구성하는 핵심 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이 범 한 사회  

(Social contact)을 통해 자원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이 사회   

정치  삶에 매우 효과 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네트워크는 매

우 요하다(Kolankiewicz, 1996). Putnam은 시민참여의 네트워크는 일반  호혜

성의 규범을 확고하게 증진시키며, 력과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하여 다른 개인 

간의 신뢰성에 한 정보를 확산한다고 논의하 으며, Coleman(1998)의 경우 네

트워크의 폐쇄성이 강할수록 구성원 간의 규범과 신뢰가 증가하므로 사회  자

본 축 에 보다 유리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네트워크는 사회  자본의 축

과도 직 인 연 을 갖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둘째, 호혜성은 참가자들로 하여  보상이 신속하고 분명하게 한 자동 으

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하는 잘 맞아떨어지는 계산을 의미하

지 않는다. Coleman(1988)은 상호호혜성이라는 용어 신 상호부조의 규범을 언

하 다.  호혜성은 개인의 이기심을 차단하고, 집단 체의 목표를 해 행동

하게 하며, 사회  지원, 지 , 명 , 그리고 다른 보상에 의해 강화되어 은 국

가를 만들 수 있는 사회  자본이 되는 것으로, 호혜성은 행 에 한 보상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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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의 불특정한 시기에 나타날 수 있으며, 간혹 미지의 타인으로부터 주어질 수

도 있다는 가정 에서 성립되며, 원칙 으로 불안정하다. 호혜성은 시간 측면에

서는 장기 으로, 계측면에서는 간 으로 보상이 되돌아오는 신뢰가 련되

며, 신뢰 없이 성립될 수 없으며, 호혜성은 신뢰를 증가시켜주고, 호혜성의 실패

는 신뢰를 감소시킨다. 

셋째, 시민  여(참여)는 시민사회의 사 구성으로서 한 사회나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공  쟁 이나 이슈, 그리고 제도나 정책에의 참여 성향을 말한다. 민

주주의가 시민들의 자발 인 공동체의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기반해 본다

면 시민  여는 사회  자본의 정치성 논의의 핵심이다. 시민  여는 시민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사회정치  참여 행  반을 포 하는 개념으로 시민참여

(civic participation)와 정치참여(political participation)로 구분된다. 

나. 사회적 자본의 차원

단일 으로 사회  자본을 구성하는 요소에 해 많은 논의가 있으나, 이러한 

단일 차원  근은 사회  자본의 일면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사회  자본을 좀 더 구체 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학자들의 논의가 두되었다.  

Nahapiet & Ghoshal(1998)은 사회  자본의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기 해 사회인

지  측면을 고려하 다. 이 게 사회  자본을 차원에 따라 분류하면, 첫째, 사

회  자본의 인지  차원(cognitive dimension)에 해 살펴볼 수 있다. 사회  자

본의 인지  차원은 자원에 한 표 , 해석, 의미, 시스템의 공유를 말한다. 여

기서 조직의 인지체계란, 특정 조직 구성원의 유입, 유출과 계없이 조직행동의 

일 성을 유지시켜주고, 조직규범, 가치, 문화 등을 보존, 발 시켜주는 메커니즘

을 말한다. 인지  차원이 사회  자본의 한 측면으로 고려될 수 있는 이유는 구

성원들이 상황과 의미를 공유함으로써 조직이 필요로 하는 핵심가치와 역량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공동 목표달성을 한 구심  역할을 하게 되므로, 조직 내

부의 인지  특성에 따라 가치창출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  자본의 구조  차원(structural dimension)을 볼 수 있다. 이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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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 간 연결망의 특성과 행태에 을 맞추는 것으로써, 핵심 개념은 네트워

크이다. 이때의 네트워크는 개인이나 집단 등 행 자들 간의 체 인 연계 행태

를 의미하며, 가 구에게 어떻게 근하는가에 한 계구조를 의미한다.

셋째는 사회  자본의 계  차원(relational dimension)을 말한다. 이는 구성

원들 간의 계 특성이 이익이나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을 맞추

고 있으며, 핵심개념은 신뢰이다. 조직 구성원 상호간의 계가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조직 내 정보가 원활하게 달되지 못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비용이 발생하고, 도덕  험  역 선택의 손실이 발생한다. 신

뢰는 잠재  생산성과 사회  거래비용의 감소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

인 가치 한 지니고 있다. 한편 호혜  규범은 공유된 언어와 행동 양식, 조

직에 한 공유된 인식을 통해 정보의 공유와 교환에 참여하는 구성원 간에 상

황에 한 동일한 인식을 갖도록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 한 인식공유는 조직의 

문제해결을 한 지식과 정보의 결함 등에 정 으로 기여한다. 

결국 사회  자본이 형성되기 해서는 사회  자본의 요소 사이의 계가 존

재해야하며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사회  자본의 형성과 련된 논의는 학자

들 마다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에 해 Bourdieu(1986)은 사회  자

본 형성의 필수요소는‘ 계’이며 이 계는 가족이나, 학교, 계 , 정당 등과 같

은 제도  행 에 의해서 사회 으로 제도화되며 보증된다고 논의한다. 덧붙여 

이 계들은 ‘교환’ 속에서 실제로 성립되고 한 유지  강화된다고 하 다. 

이러한 사회  자본은 종교  공통의 역사  경험 등도 사회  자본의 형성을 

공고하게 한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Stolle & Newton(2001)은 가족경험에 기 한 

개인의 성격  특성이 신뢰와 상호부조 규범  계망에 향을 미치는 결과를 

통해 가족  특정변수의 향력을 주장 하 으며, Stone & Hughes(2002)는 개인

 특성, 가족  특성, 지역  특성, 제도  특성이 사회  자본의 형성에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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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사회적 자본의 분석수준과 구성요소

연구자 분석수준 인지적 자본 구조적 자본 관계적 자본

Coleman(1990)
개인, 집단 및 

지역사회
사회적 규범 네트워크 신뢰

Putnam(1993) 지역사회 사회적 규범 네트워크 신뢰

Stone(2001)
집단 및 
지역사회

규범 네트워크 신뢰

배병룡(2005) 개인 및 조직 규범 네트워크 신뢰

한준(2006) 국가 규범 네트워크
신뢰/참여/호혜

성의 믿음

 

사회  자본을 형성시켜주는 요인들이 참여기제를 거치면서 결과 으로 나타

나는 계를 단순화해 보면 다음 <그림 2-3>과 같다(이곤수, 송건섭, 2007에서 

재구성).

<그림 2-3> 단순화한 사회적 자본과 시민접촉의 관계 

사회자본의 원천 사회자본의 구성차원 사회자본의 결과

• 사회참여(사회적 
관계, 결사체)

• 참여기체

• 네트워크
• 신뢰
• 규범

• 시민접촉
• 시민을 위한 정부 

(정부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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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자본의 수준 

사회  자본이 존재하는 수 은 일반 으로 개인  수 , 집단(group), 지역사

회(community)수  등 세 개의 수 으로 구별한다(Paxton, 1999). 사회  자본은 

둘 이상의 행 자들 간의 계에 존재하는 것으로, 둘이상의 행 자들의 범 를 

기 으로 한다.

사회  자본의 수 에 한 쟁 을 살펴보면 첫째, 개인 수 의 사회  자본

은 개인 , 사 인 재화로서 인 자원과 마찬가지로 경제  이득이나 다른 사  

성취(교육과 같은)에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집단수 의 사회  자본은 뉴욕의 다

이어몬드 도매시장의 경우 도매시장 거래에 있어서 보석을 감정(inspection)하지 

않고,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그것을 주고받는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Coleman, 

1988). 셋째, 지역사회 수 의 사회  자본은 집단들과의 사회  자본을 의미, 수

은 국가로 까지 확 되었다(Paxton, 1999)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Paxton의 지역사회 수 의 사회  자본은 무 범 가 다양하고 포 이다.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지역사회 수 은 우리나라를 기 으로 한 지역공동체인 

기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서로 직간 으로 하고 그 가운데 요한 지

역 소식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주민들이 상호 반 으로 가지는 신뢰, 

규범  연계망 등을 지역사회 수 의 사회  자본으로 규정한다(김명숙, 2004).

1)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사회적 자본

가치로서 사회  자본은 사회  자본형성 자체가 사회체제의 목표로 수용되는 

경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사회  자본 형성이 공동의 선은 아닐지라도‘삶의 질’

의 용지표로 공간선호도와 응 계에 있다면 지역사회는 사회  자본 형성을 

공통의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행정학 역에서 실제 으로 사회  자본의 개념을 응용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히 지역사회 단 에서 지역사회 발 을 도

모하기 해 많은 기존연구들의 노력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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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사회적 자본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내용

박희봉(2001)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은 지방정부 생산성, 내, 외부 정치적 효능성, 지방
정부 효과성과의 관계를 보여 줌

서순탁(2002)
도시 계획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이 중요하다고 지적,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
한 제도설계방향을 제시

Grootaert &
 Bastelaer(2002)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10개 지역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사회자보니 발
전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

 소진광(2004) 사회적 자본의 유용성 언급 및 지역발전의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지적

김명숙(2004)
지역의 사회적 자본이 지방정치에 미치는 효과를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경우 정치에 대한 신뢰가 높을 것이라는 경험적 조사를 실시

Woolcock(2004)
도시계획수립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을 통한 교섭과 대화를 통해 공동문제에 
대한 공유된 해결책을 만드는데 필요한 프레임 워크를 제공한다고 주장

그리고 이러한 지역사회 수 에서의 사회  자본에 하여 분석하고자,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Bullen & Onyx(1998)은 지역사회에서 사회  자본 련 

주제  그에 련된 측정방법 등을 도출하 다. 먼  개인과 집단 간 계의 네

트워크를 맞물리게 하는 개념으로 Network의 참여를 사용하 으며, 둘째로, 법

계나 사업계약과 같이 즉각 이고 공식 으로 계산된 교환이 아닌 단기 인 

이타주의(altruism)와 장기 인 자기 이익간의 조화를 의미하는 호혜성

(reciprocity)을 제하 다. 세 번째는 최소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서로 존 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기 한 로 응할 것이라

는 확신을 바탕으로 사회  계에서 기꺼이 험을 감수하게 하는 신뢰를 제하

다. 넷째는 공식 으로 제도화된 법  재가를 생각하는 비공식사회 통제형태

를 마련하 으며, 신뢰, 네트워크, 규범  호혜성 등이 결합하게 되면 자원에 

한 소유권을 함께 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사회는 공통분모를 마련하게 된

다고 논의하 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가장 큰 사회  자본은 주민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

란 주민들 간의 사회  상호작용으로써 동일지역에서 공동의 장을 형성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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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지역사회 수준에서 사회적 자본의 측정지표

연구자 측정지표 개념요소 측정방법

Bullen & Onyx
(1998)

지역사회참여, 사회에서 적극적인 활동력, 
신뢰와 안전의 감지, 이웃 관계, 가족 및 
친구관계, 다양성의 포용력, 삶의 가치, 
작업연계

- 사회적 자본 관련 주제를 주민들의 
행태지표로 구체화

- 예비설문조사
- 결과 요인분석

Krishna(1999)
비공식 네트워크, 기존 역할, 결속력, 상
호신뢰

- 인도의 64개 마을의 수자원 관리과정
을 조사 

- 상관관계 분석

소진광
(2006)

신뢰, 참여, 연계망, 제도 및 규범, 이타주
의

- 사회적 자본 개념요소의 표본 인자 
추출

- 설문조사한 자료를 비교, 분석

김명숙
(2004)

신뢰, 규범, 사회연계망
- 사회적 자본 개념 세 가지 제시
- 기존 연구를 참조 문항도출
- 설문결과 요인분석

이며 이는 주민들 간의 공동행동  상호작용의 계 공동체이다. 지역사회란 

지역성과 주민들 간의 공동성이라는 개념을 동시에 가지는 하나의 사회시스템이

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커뮤니티를 시스템 으로 이해하는 것은 

Coleman(1990)의 견해인 사회  자본은 구성원들 간 계 구조 속에 존재하며 

특정행 를 진하는 연결망이 사회  자본이라는 것과 연결된다. 

2) 지역사회 수준에서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

이제까지 논의되어 온 사회  자본의 요 개념 요소인 계, 공통요소 등은 

지방  환경, 지역  환경과 한 계를 맺고 있다. 사회  자본은 분석단  

는 지역사회 특성에 따라 표 인자를 달리 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사회  

자본은 지역사회특성에 따라 그 측정 차를 달리해야 한다. 이를 해 첫째, 지

역사회마다 다를 수 있는 사회  자본의 존재방식, 존재형태와 유형을 먼  검

토하고 그에 맞는 측정지표를 개발하고, 둘째, 구조와 인지를 연계할 수 있는 사

회  자본의 표 인자를 개발해야 한다. 셋째, 실제자본의 유용성을 간과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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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실제 으로 지역  차원에서 행동할 수 있는 행동하고 있는  인연 , 교량

, 연계 인 사회  자본을 모두 담아야 한다. 

Grootaert et al.(2002, 2002a, 2002b)은 지역사회수 에서 사회  자본 측정과 

련한 사례연구를 종합하고 세 가지 유형의 용지표를 제시하 다. 첫째, 지역

사회 단체나 네트워크의 회원제를 통해 네트워크의 범 와 회원구성의 다양성이 

요하다고 논의하 으며, 둘째, 긴 사태 시 가정이나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

성원으로부터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집단행

동과 련된 용지표로써, 지역사회에서 많은 공공서비스를 마련하기 해서는 

개인들이 뭉친 단체에 의한 집단행동이 필요하며, 정부와 같은 외부의 힘에 의

해 력이 강요되지 않는 범  안에서 지역사회 변의 사회  응집력에 해 

논의하 다. 

지방자치가 자리 잡게 되면서 지역사회수 에서 각 지역사회 수 에 맞는 개

발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주민의 선

택과 참여의 범 가 개인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 체사회로 확 되고 있다. 이

는 상호신뢰에 기반을 둔 수평  네트워크와 수직  교류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따라서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해서는 지역차원에서 사회  자본을 잘 계발 

시키는 것이 매우 요한 과제이다.

지역  차원에서의 사회  자본형성은 주민들 간의 계에서 구체화되고 있

다. 이 과정에서 주민조직은 그들 공통의 이익을 달성하기 해 능력, 선택  

참여를 확 하는 방향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활동은 궁극

으로 주민들의 자발 인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주민의 삶의 질, 주민복지

향상과 직 으로 연결된다.

한 주민들과의 계를 결집시키기 해서는 지역사회의 공통기반 확보가 

제되어야 한다. 이를 해서는 구성원 간의 신뢰를 제고해야 하며, 지역사회의 

공동목표를 정립하기 해 주민들 간의 참여를 통한 소통이 반듯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를 정립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하고 안 망을 확

보하기 한 제도  규범을 형성하고 지켜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사회수 에서 사회  자본을 활성화하기 해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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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몇 가지 명제를 제시할 수 있다(소진  외, 2006).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추진

하고자 하는 개발 략과 련하여 사회  통합문제를 요시해야 한다. 둘째, 사

회정의(social justice), 특히 성장과실의 분배에 있어서 정의에 한 인식이 강조

되어야 한다. 셋째, 다양한 지역사회 조직이나 단체들이 개발과정에 자유롭게 참

여하여 모든 의사결정에 스스로 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민주주

의 풍토  참여와 책임의 메카니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의 목표달성

에 공헌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구성하기 해서는 지역사회의 안정성

이 제되어야 한다고 논의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의 요한 사회  자본인 시민을 사회  자본의 입장에서 분석하

기 해서는 특별할 논리  주의가 필요하다(Putnam, 1993). 그것으로 논의되는 

것은 개념의 정의를 할 때 이론 으로나 경험 으로 그것의 결과와 분리시켜야 

하며, 논리의 방향을 통제해서 사회  자본의 존재가 사회  자본이 산출하리라

고 기 되는 결과보다 명백하게 선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사회  

자본과 사회  자본이 가져오는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의 존재여부를 

통제해야 하며, 체계 인 방식으로 지역사회에서 사회  자본의 역사  기원을 

밝 야 한다.

개인의 속성으로부터 지역사회의 특성으로 사회  자본을 변형시키려는 지

인 노력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지역사회에서의 사회  자본을 통해 이루

어진 사회 인 결과들을 새로운 용어로 새롭게 이름 붙여서 설명하고 그러한 용

어를 사용하여 정책 인 처방을 제시하는 작업은 훨씬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질 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논리 인 연결성과 명백한 실증작업을 해

서는 조심스러워야 하며, 정교한 이론 인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사회  자본은 궁극 으로 해당 지방정부의 역량을 향상시

키며, 주민들의 자발  참여는 해당 지방정부를 포함한 다른 조직  단체들과 상

호작용하면서 자기결정력을 높이면서 결국 지방정부 역량을 강화 시키는 것으로

써, 즉 주민은 지역의 주요한 사회  자본으로서 지방정부의 역량을 향상시킨다. 

사회  자본형성을 해서 지방정부의 역할도 민간의 창의 인 발상과 욕구를 

민간과 지방정부의 인 , 물  자원과 연계시켜 트 십을 구축해야하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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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 신뢰를 방해하는 각종 장애물을 제거하여 공공정책을 공동으로 개발 추진

해야 한다. 그러한 것에 한 구체 인 방안으로 자원 사활동 등의 지원을 통

한 민간의 사회참여  사회개선 에 지 발굴, 극  트 십의 형성, 지방정

부의 실질  구조조정 필요, 과감한 민 화와 민간 탁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 게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한 실천 략으로서 사회  자본의 역할은 무

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정책을 통해 사회  자본이 형성, 발 되는지에 한 논

의는 선진국의 특수한 경험과 정치 상에 의해 국한되어 검토되어 오고 있다.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와 사회  자본의 계를 살펴보고 지역사회 주체로서의 

시민들의 참여와 시민사회의 핵심 인 역할 등을 강조하는 패러다임으로써 사회

 자본의 기능을 한국사회에 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고려해 볼 때 지역사회의 사회  자본이 주민참여, 자원동원과 

활용, 주민교육 등의 기제를 통해서 강화되면 이는 다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

결해 주면서 선순환 고리가 되지만, 반 로 신뢰가 낮아지게 되면  다른 지역

사회문제로 돌아오거나 확장될 소지가 있다. 사회  자본의 향력 고리를 그림

으로 정리하면 다음 <그림 2-4>와 같다.

<그림 2-4>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연결된 사회적 자본의 관계도

지역사회문제

개발프로그램

주민참여

주민교육자원동원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

높음 낮음

문제탈출 문제잔류

자료: 소진  외(2006)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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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 및 효과

1) 중요성

사회  자본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으나 인간 간의 계 는 사회구

성원들에게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감정과 공유된 행동규범  공통 인 문화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매우 필요

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  자본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사회와 연결된 규범과 

신뢰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다분히 실제 인 목 과 계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사회  자본의 개념은 경험 으로 정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Putnam, 1996: 665). 

실제로 Putnam(1993B)을 비롯한 사회  자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인 , 물  

자본과 기술만으로는 경제성장, 사회발  등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지 하면

서 사회  자본의 유용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사회  자본이 성장, 형평성, 

빈곤탈출 등을 포함하는 발 결과(development outcome)에 향을 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Grootaert, 2001, 2002, 2004). 왜냐하면 사회  자본은 ① 정보공

유의 역할을 하여 공식･비공식제도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시장실패

를 최소화하며, ② 개인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회복하게 

하는 조정역할을 하고, ③ 집단  의사결정을 통해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기 떄문이다.

경제 인 에서만 보더라도 사회  자본은 투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며

(Putnam, 1993), 사회  네트워크와 신뢰가 경제성장을 증진시킨다는 것은 경제

학자들의 지속 인 연구 상이다. 기존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회  자

본이 없다면 체로 사회는 붕괴될 것이며, 사회  자본 형성이 미약한 사회는 

경제  성장, 지속 가능한 발 을 한 환경보호, 복지사회 건설을 어렵게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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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과

한편, 사회  자본의 기능에 의해 나타나는 다양한 효과들은 사회  자본을 

용시켜서 연구할 수 있는 특정 종속 변수의 범 를 넘어서며, 의미나 특성은 

더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자본의 기능은 크게 순기능과 역

기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  순기능으로는 첫째, 신뢰를 통해 거래비용의 감소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을 보고하기 해 지불해야 하는 다양한 비용이 약된다. 둘째, 

정보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할 수 있다. 사회  계 속에 존재하는 잠재

된 정보원을 활용함으로써 정보를 얻는데 소요하는 노력과 비용 감소된다. 셋째, 

규범 혹은 사회 통제력을 발휘하여 사람들이 공익을 추구하도록 격려 혹은 제약

한다. 이는 긴 한 공동체 연결망을 통해 기본 원칙을 유지하고 복종을 증진시

킨다. 넷째, 조직  지역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신뢰도가 높은 사회일수록 

정책의 장기  측 가능성을 높이고, 정책수행이 보다 추진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불균형 혹은 자원 근에 있어서의 

경쟁등과 같은 개념의 부재 등을 지 하며, 여러 학자들이 사회  자본에 한 

역기능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한 역기능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집단 구성원들에게는 편익을 가져다주지만 외부인에 해서는 근을 차단하여 

배재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둘째, 강력한 결속력과 공동체의 폐쇄성은 집단 구

성원에 한 과잉요구(overdemand)를 유하며, 셋째, 공동체나 집단에 참여하는 

것은 반드시 규범에 따라야 하는 순응을 요구한다. 넷째, 사회  자본의 형성은 

계를 확립하고 유지하는데 상당한 투자를 요구하거나, 투자가 하지 못할 

경우 비생산 일 수 있으며, 비용효과성이 낮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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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 자본 논의의 한계

사회  자본에 한 연구는 지나치게 그 정  결과들에 해 강조한다. 실

제로 사회학자들에게는 사회성에서 비롯되는 좋은 것만을 찾으려는 사회학  편

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Portes, 1998). 사회  자본에 한 연구들은 최소한 ‘외

부인에 한 배타성’, ‘구성원에 한 지나친 요구’, ‘개인 자유의 제한’, ‘하향 평

화하는 규범’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사회  자본의 부정  결과를 보여 다. 

이는 이탈리아, 아일랜드, 폴란드의 이민 후손들과 같은 백인 민족들에 의해서 

뉴욕의 건설회사  경찰 그리고 소방  조합이 빈틈없이 통제하는 것에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를 통해 사회  자본이 보통 구성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강

한 연결망은 외부인의 근을 차단한다고 이해하게 한다. 

사회  자본의 다른 부정  효과는 처음의 부정  효과에 수반하여 나타난다. 

일례로 발리에서  일반 으로 가족과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상호부조를 장

려하는 강한 규범이 지배, 그 결과 도유망한 기업이 경제  확장을 하지 못하

고 복지제공 호텔로 략한 것을 볼 수 있다.

사회  자본이 경제발 이나 사회문제해결의 핵심 인 요인이 아닌 상황변수

나 부수  요인일 수 있다. Putman이 제시한 사회  자본의 요소(신문구독률과 

신뢰)들이 서로 연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 도 계속되어 오고 있다. 사회  자

본은 경제발  혹은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서 독립변수가 아닌, 종속변수의 입장

에서도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발 이나 사회문제 해결에 사회  자본이 

핵심 인 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러한 사회  자본은 아직까지 이에 한 통일 인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  자본은 사람들 간의 사회  상호 계에 기 한다는 넓은 의미로서는 모

두 이해하고 있으나, 그 세부 요소에 해서는 학자들 마다 다양한 요소를 주장

하고 있다. 이는 같은 사회  자본을 논하면서, 서로 다른 사회  자본을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 사회  자본을 구성하는 하 요소들 한 추상 이기 때문에 

사회  자본의 실체를 악하고, 측정하기 어렵다. 사회  자본은 아직 그 논의



28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자본 측정 및 증진방안

의 다양성과 다차원성으로 인하여, 하나의 이론 틀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다

차원 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각 국가의 특성을 반 하기 보다는 아직 서

구국가 주의 연구 틀을 가지고 많은 연구  사례에 반 되고 있다. 이러한 반

은 각 사례나 문제 요인의 특수성을 반 하기 않음으로써 이론의 설명력이나 

실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회  자본이란 개념을 지나치게 확 해서 용하는 것은 그 개념이 가지고 

있는 잠재 인 함정을 경시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에 한 논의는 반드시 필

요하다(Portes, 1998).

제2절 사회적 자본과 신뢰의 구조 및 관계 ⑇

사회  자본에 한 연구는 주로 개념화와 측정  결과와 편익에 을 두

었으며, 사회  자본의 수 과 형태를 기술하고 사회  자본의 정치 , 경제  

사회  향을 분석하는데 집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회  자본의 핵심

요소인 사회신뢰에 을 두고 사회  자본에서의 신뢰에 해 다루고자 한다.

1. 신뢰의 의의

1) 신뢰의 개념

신뢰는 사회  자본의 한 구성요소로 간주되기도 하며, 사회  자본의 결과로 

여겨지기도 한다. 사회  자본에서 신뢰는 단순한 계의 측면을 넘어서 체 

사회구조의 작동원리와 련된 논의로서 사회  자본을 논할 수 있는 통로를 제

시한다.

Fukuyama(1996)는 신뢰에 해서 어떤 공동체 내에서 그 공동체의 다른 구성

원들이 보편  규범에 기 하여 규칙 이고 정직하며 동 인 행동을 할 것이라

는 기 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뢰는 타자의 행 에 한 정  기 의 확신이라



제2장 이론적 논의 29

고 논의한다. 신뢰가 사회  자본의 개념과 연결된 이후 많은 이론 , 경험  연

구들은 신뢰를 통한 사회  자본의 효용성에 한 논의들을 축 해 나갈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러한 신뢰가 사회  자본과 히 연결된 데에는 사회  자본이 사

회  실체들의 계 속에 배태되어 있기 때문에 직 인 측정이 어렵다는데서 

비롯하고 있다, 이때 신뢰를 통해 사회  자본은 사회  실체로 인정된다. 

신뢰가 사회  자본의 실체를 인정하는 방식은‘거래비용’을 통해서이며, 신뢰

는 공식  계약이 포 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상세하게 구체화 시키는데 드는 비

용과 계약 수를 한 감시비용, 분쟁비용 등을 이고, 불확실성에 비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사회  맥락이나 개인  맥락에 한 첩  고려 없이 ‘거래

비용’이라는 객 화된 지표로서 신뢰의 효용성을 측정한다는 것은 일정한 한계

를 지닌다.

이러한 신뢰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내릴 수 있으며, 인간을 규제, 통제하는 

규범  기능을 띄고 있음으로 사회  계와 한 연 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신뢰는 집단, 사회가 다양한 목 을 성취할 수 있는 사회

 자본의 일종으로써, 사회 계의 안정성을 지키고 행 에 한 사회체계의 잠

재력 증진을 해 매우 요한 요소이다.

2) 신뢰의 유형화

신뢰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모든 유형의 신뢰가 좋은 사회  자본에 기여

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  자본과 련하여 가장 자주 논의되는 신뢰의 유형은 

일반화된 신뢰와 특정 신뢰이다. 여기서 일반신뢰는 사람에 한 신뢰, 사법제도

(경찰, 경찰)에 한 신뢰, 국가제도(정부, 의회, 정당, 행정기 )에 한 신뢰, 시

민사회단체에 한 신뢰, 익명의 경제 행 자간의 신뢰를 말하며, 특정신뢰는 가

족, 친구, 친족에 한 신뢰, 기업인과 특수한 계에 한 신뢰를 말한다. 

신뢰의 형성과 련하여 Coleman (1988)은 첫째, 친근하고 사 인 계에서의 

신뢰로서 이는 구체 인 상황의 계 구조 인 측면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

고, 둘째,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계에서의 신뢰는 공유된 가치나 행동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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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논의하 으며, 셋째, 일반화된 신뢰와 상호호혜(generalized trust and 

reciprocity), 넷째, 제도에 한 신뢰로서 이는 공식 인 차, 쟁 의 해결이나 

자원배분 등에 의해 형성된다고 논의하 다. 

2. 사회적 자본과 신뢰의 형성

신뢰를 사회 으로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의 문제는‘실천  기획’과 련되어 

있다. 이러한 신뢰는 인 인 인간 계 규율의 사회 인 약속이자 계약이다. 결

국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 한 신뢰를 어떻게 확 하고 일반화된 신뢰로 

발 시킬 수 있으며, 낯선 사람들에 한 신뢰를 어떻게 발 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한 실천 인 논의가 필요하다. 

신뢰의 발 은 기 신뢰를 어길 경우 불이익이 신뢰를 유지함으로써 얻게 되

는 이익을 과하는 타산  신뢰(calculus based trust)에서 지식의 신뢰

(knowledged based trust)상태인 기로 넘어간다고 논의한다. 이 시기는 상호교

류가 증가하면서 상 방에 한 경험과 자료가 축 되어 상 방의 행동에 한 

측가능성이 높아져 상 방을 믿게 된다. 마지막 시기는 동일화의 신뢰

(identification based trust)로써, 서로의 목표, 규범, 가치 등이 일치하는 것이 확인

되며 서로를 신할 수 있고, 나 이상으로 상 가 나를 변해  것이라고 믿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신뢰는 개별 행 자들의 계라는 미시  행 를 기반으로 

하지만 이것이 체 사회의 차원으로 확 되면 개별 행 자들의 심리  차원이

라 제도 인 수 으로 환원시키기 어려운‘사회구조의 한 차원’으로 이해된다. 신

뢰는 그 자체가 가변 이면서도 일정 수  반복이 되면서 신뢰구조라는 하

나의 안정된 구조  원리로서 작동하고 있으며, 한 사회의 신뢰구조를 악하는 

것은 그 사회의 사회  자본을 측정하는 요한 통로가 된다.

이러한 신뢰구조를 악하기 한 방법으로는 한 사회의 신뢰구조를  신뢰

사회 내지는 고 신뢰사회로 구분하는 방법(Fukuyama, 1995)이 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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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신뢰구조의 특징과 사회유형

저 신뢰구조 고 신뢰구조

특징

･ 집합주의적 성향
  (강한가족, 강압적 관료체계, 중앙집권적 정부)
･ 중개집단 미약
･ 공직자의 부패/ 비효율적 대민행정

･ 고도의 상호 도덕적 의무(일본의 종신
고용, 고도의 공동체 연대)

･ 지방분권적(봉건제)
･ 개인주의적 전통

사회
유형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남부, 홍콩, 라틴아메리
카, 중국, 한국, 대만, 사회주의 국가 

미국, 독일, 일본

자료: Fukuyama, 1995

의 표에서 보듯 사회  배경 혹은 유형에 따라 신뢰구조의 형성에는 차이가 

발생한다. 한국과 서구사회의 신뢰구조 형성은 다른 구조를 보이고 있다.

행 자들은 신뢰를 통해 상호 호혜 인 행 를 증진, 도덕  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뢰는 용과 낯선 사람에 한 수용, 문화 , 정치  차이를 수용하도

록 자극한다. 이러한 신뢰는 시민문화의 요한 부분으로 공동체, 연 , 상호간 

조화에 한 사회의 심을 잘 반 하게 되었다. 이로써, 신뢰가 보다 사회

계 속에 고착화되고 사람들의 행 를 견인하는 힘으로 작용하기 해서는 문

화  규칙과 규범으로 정착되는 일이 필요하다. 

개인 간의 신뢰는 따뜻함과 개방성을 드러내는 친 성을 통해 증진된다. 험

성이 증 하고 비인격 인 인간 계가 강화되면서 신뢰의 요성이 강화되는 만

큼 친 감의 강화는 매우 요한 근  문화의 과제가 된다. 이러한 친 감은 

연  친근성보다는 시민참여의 통에 기 한 강한 평가에 근거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신뢰는 계 속에서 형성되는 정체성에 한 인식으로부터 형성되

는 사회 인 신뢰에 의지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오는 정

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에 한 개인  믿음에 바탕을 둔 경제 으로 계산된 신

뢰모델과 다르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신뢰는 지역사회 내 다른 구성원들이 일상

으로 보여주는 정직성과 력  태도로 발생한다(Fukuyama, 1995).

신뢰는 규범이나 도덕  코드, 사회화의 내용, 사회 습 등과 같은 실체로서 양

인 측정도구를 이용해 조사하기가 어려운 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자본으로서 신뢰를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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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뢰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

시민의 정부 신뢰는 정책수행에 필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정부를 신

뢰하지 못한다면 정책수행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게 되고, 효과 인 정부의 업

무수행을 어렵게 한다(Peter, 1996). 이처럼 정부 신뢰는 정부가 피드백의 상이 

되는 정부 평가의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국정운 의 원활화를 

해 향을 미치는 양방향 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신뢰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정부가 국민에게 바

람직하게 방향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측에 기반을 둔 정  기 와지지 등으

로 정의할 수 있다. 정부 신뢰는 이명박 정부가 임기 후반기의 화두로 내세운 

“공정사회”의 구축을 한 필수요소이기도 하다. “불공정 사회”의 경우 경제 , 

정치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믿게 되며, 당연히 

자신들에게 항상 불리하게 용되는 법 규범이나 사회구조, 정치시스템에 해 

신뢰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즉 사회  계 내에서의 신뢰도 요하지만, 사

회의 시스템과 제도 등을 장하고 있는 정부신뢰 증진 역시 다양성이 공존하고 

참여가 기본이 되는  행정환경에서 매우 요한 주안 이라 할 수 있다. 

정부신뢰에 한 고찰은 거버 스 행정환경의 도래와 함께, 시민 권리 의식 

성장과 참여에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서구학자들에 의해서 지속 으로 논의되었

다. 이러한 논의를 하는 이유는 정부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함이다. 이를 해서 정부신뢰에 향을 주는 요인들에 한 고찰은 매우 

요하다. 

정부 신뢰에 있어서 앙정부에 한 신뢰가 높은 경우, 지방정부의 신뢰도 

높으며, 지방정부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앙정부의 신뢰도역시 높다는 비례 계

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그만큼 지방정부의 신뢰는 앙정부의 신

뢰와 한 련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듯 정부신뢰를 논하는 경

우 지방정부를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신뢰에 한 고찰

은 정부신뢰를 다루는데 있어서 필수 이며, 다양한 연구를 통해 지방정부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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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를 증진시키는 방법들에 해 논의되고 있다.

첫째, 주민 1)(citizen-initiated contact)에 한 논의이다. 이러한 주민 에 

한 논의는 행정 역에서 서비스 수혜자인 구성원들이 정부운 에 참여하는 비

율이 높아지면서 더욱 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는 부분이다. 인터넷을 통한 

주민의 정부에 한 으로 인해 통 인 면 면 에 비해 주민참여를 활

성화 시키고 궁극 으로 민주주의  거버 스 행정환경에 이바지 한다고 볼 수 

있다.  주민 은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공공문제에 하여 공직자와의 직

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하고, 자신의 선호를 반 하고 그에 한 정부의 

반응을 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받게 된다. 이러한 주민 에 한 논의는 

주민은 범 하게 정부와 을 함으로써 매개되지 않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

게 되고, 이를 통해 형성되는 직 경험에 의하여 정부신뢰를 구축할 가능성이 

증가된다고 논의되고 있다. 

둘째, 정부 역과 련된 지방정부의 신뢰요소에 한 논의이다. 이 논의에서

는 앙정부에 한 신뢰가 높으면, 지방정부에 한 신뢰가 높다. 정부성과 지

표인 실업률이나 소득 불평등의 경우 주정부 집행기   주의회에 한 신뢰에 

부정 인 향을 다는 선행연구가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역과 련된 

지방정부 신뢰요소는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서 논의되고 있으며, 앙정부와 지

방정부 사이의 신뢰의 상 계의 비례에 해서는 그 논의가 일 이지 않고, 

때로는 역의 계라고 나타나기도 한다. 

셋째, 정책의 지향성이 지방정부의 신뢰에 향을 미친다는 논의이다. 지방정

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효율 , 문 , 합법 , 효과 이라는 국민과 시민의 인

식이 정책에 한 신뢰도를 높여 다. 아직은 한국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시군구청 등 지방정부의 주요 기 들에 한 신뢰연구가 활발하게 이

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지방정부의 신뢰와 앙정부의 신뢰함수는 비슷

한 부분이 존재하지만, 체 으로 상이한 부분이 많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

1) 주민접촉은 주민이 공공서비스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요구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공직자에게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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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방정부의 신뢰의 확보는 완 한, 안정 인 지방자치제도를 운 하기 해

서 필수 인 요소인 만큼, 국내에서도 신뢰를 측정하고 그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한 실증 인 연구들이 필요하다. 

다음 장에서는 사회  자본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 해서 노력했던 

국내외 기존연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5개 유형에 맞는 사회  

자본을 측정할 수 있는 본 연구의 측정지표  세부측정지표 도출을 한 검토

를 하기로 한다. 그런 후 본 연구목 에 맞는 연구의 분석틀과 통계조사설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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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회적 자본의 측정 및 결과 분석

제1절 사회적 자본 측정에 관한 기존연구 검토 ⑇

1. 사회적 자본 측정에 관한 연구 의의와 한계

사회  자본의 본질과 개념에 해 다양한 논의의 개가 있어 왔으나, 실제

으로 이러한 논의의 다차원성으로 여 히 합의된 내용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  자본의 본질을 실제 으로 밝 내기 한 노력으로서 사

회  자본을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나타난다. Putnam은 사회  신뢰와 계

망을 신문구독률과 신뢰라는 척도를 통해 사회  자본의 계량화를 시도, 사회  

자본을 측정할 척도를 가장 먼  제시하 다는 에서 선구 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학제부분에서 사회  자본의 측정을 통해 실증연구를 도모하고 있으

나, 사회  자본의 측정에는 몇 가지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사회  자본의 개념

요소 설정  근 시각에 따라 측정내용과 그 결과가 매우 상이하며, 연구목

에 부합하는 합하고 객 인 측정도구를 밝 내기에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사회  자본에 한 측정은 부분 으로 신뢰나 참여등과 같은 가치  부분에 의

존하고 있다.

사회자본에 한 각 연구는 분야에 따라 표 화된 혹은 임시방편 인 방법론

에 의해 측정지표가 계속 변화해서 사용되는 등 측정도구 등의 불일치하며, 일

반 으로 재 통용되는 사회  자본의 측정도구로는 구조 /인지 , 공식 /비

공식 , 수평 /수직 , 질 /양 , 도구 /이타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다.

측정지표 개발을 한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부분 문헌연구에 의존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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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지표개발방법으로 국내의 경우 으로 양 인 방법에 의존하고 있으나, 국

외의 경우 양 인 방법과 더불어 질 인 방법도 함께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사

회  자본과 련된 요소들의 상당수는 암묵 이고 상 이기 때문에 객  

측정이나 구조화가 어렵다. 

OECD는 2002년 이후 이러한 구조화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해 국제 인 비교

가능성이 있는 측정도구 개발을 한 논의를 도모하기 시작하 으며, World Bank 

역시 2004년 국제 인 지표로서 다양한 차원의 사회  자본에 한 정량  자료

를 만들기 한 핵심 인 설문지 작업을 통해 측정도구 개발 연구를 하고 있다.

2. 사회적 자본 측정에 관한 국내연구 검토

1) 학문분야별 사회적 자본 조사설계 척도

1990년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행정학 등에 한 분야에서 사회  자본 이

론을 도입한 개념 주의 연구들이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 사회  자본에 

한 심이 높아졌다. 

사회  자본을 측정하기 한 척도는 네트워크, 신뢰, 호혜성, 규범 등 사회  

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심으로 각 학문의 연구주제에 따라 개발되고 있다. 

사회  자본을 구성하는 요소에서 나온 척도는 서구의 이론에서 도출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문화 인 특성을 반 한 사회  자본의 척도 개발을 해서 우

리나라 문화, 지역, 사회의 독특성을 반 하는 구체 인 측정지표가 요구 된다.

한국의 경우 사회  자본 척도개발을 한 연구방법에 있어서 으로 양

연구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  자본 측정을 한 객 이고 

인 지표는 없기 때문에 양 인 연구방법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측정을 한 

인 지표라고 볼 수 없다.

국내의 사회  자본 측정을 한 지표개발 련 연구를 보면 사회  자본의 

구성요소나 측정지표는 각기 토 하고 있는 학문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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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학문분야에 따른 국내 사회적 자본 척도 연구 1

분야 연구자 측정을 위한 구성요소 측정지표 개발과정

행정학

김명숙
(2004)

사회신뢰, 사회규범, 사회연계망,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효능감, 
협조

① 사회적 자본의 이론검토를 통한 가설 설정
② 기존의 여러 연구문헌들을 참고하여 측정 

문항을 작성

최영출
(2004)

신뢰, 네트워크, 집단적 협력, 
사회적 포용력, 제도적 규범

① 국내외 사회적 자본 수준측정과 관련된 
문헌연구를 통한 수준측정지표 도출

② 계층분석(AHP)방법론을 적용, 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

전용식
이종호
(2008)

네트워크, 규범, 신뢰

① 사회적 자본의 이론 검토를 통해 측정을 
위한 구성요소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도출

② 기존의 여러 연구문헌들을 참고하여 측정 
문항을 작성

언론학
심홍진
황유선
(2010)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연결망, 
트위터, 자아존중감, 인터넷 
이용수준

① 사회적 자본에 대한 기존 이론의 검토
② 기존의 소셜 미디어 사이트(Facebook, 

MySpace)연구에서 측정수준 지표를 도출

사회
복지학

최종혁
안태숙
이은희
(2010)

신뢰, 규범, 네트워크 

- 측정지표 개발을 위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론검토

① 개념도출: 심층인터뷰 분석
② 지표개발: 지표문항구성
③ 지표확정: 내용타당도 확인
   (전문가 집단의 문항분석)

문영주
(2011)

네트워크연결성, 비전설정 및 
공유, 호혜적 규범, 신뢰, 협력, 
단체참여

①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선행이론 검토
② 측정지표개발의 선행이론을 검토
③ 기존 측정지표를 이용, 설문지를 구성

2)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를 고려한 조사설계 척도

다음의 표는 사회  자본 측정을 한 지표개발에 련된 국내외 연구내들을 

보다 세 하게 분류하여 학문분야 연구에 따른 사회  자본 개념 요소와 연구방

법을 제시하 다.

실제 으로 사회  자본을 측정하기 한 요소는 신뢰, 네트워크 규범으로 나

어 살펴볼 수 있으며, 각각의 연구에서 목 과 내용에 맞게 측정지표를 다양

하게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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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국내 사회적 자본 세부측정지표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 연구자 세부측정지표

신뢰

최종혁, 안태숙, 
이은희 (2010)

구성과정신뢰/의사결정 구조신뢰/역할 신뢰/민관 신뢰/
개인 신뢰/조직 신뢰

박세경 외(2008)
주위의 이웃/각종모임이나 직장 동료/종교모임지인/지역
사회상점/가게 주인, 점원/지역사회 경찰/지역사회 교사/
지역사회 공공기관과 공무원과의 신뢰의 서열평균

규범
최종혁, 안태숙, 
이은희 (2010)

사회 책임 규범/참여적 규범/상호호혜 규범/질서 규범

네트워크

소진광 (20036
지역사회 참여단체 수/이웃의 범위/지역사회 리더십/도
움이 필요시 지원체계 구비 정도

최종혁, 안태숙, 
이은희 (2010)

구성/이해/참여/협의/협력/촉진

박세경 외(2008) 조직적 상호작용/비공식 상호작용에서의 서열평균

 

<표 3-3> 사회적 자본 측정요소에 관한 연구

개념요소 표현인자 기능

신뢰

･ 가족간 신뢰
･ 상업적 거래관계에서의 신뢰
･ 공공정책에 대한 신뢰
･ 신용불량자 발생율

공통기반 확보

참여

지역사회 행사참여
각종 지역사회단체 회원 수
지역사회내 공공기관 활용횟수
지역사회 대표로서의 활동

공동의 목표정립

연계망(네트워크)

지역사회내 공식 및 비공식 단체
이웃의 범위
도움이 필요시 지원체계 구비정도
비상연락망 확보

이웃과 지역사회 유지

제도 및 규범

사회적 규범 인지정도
범법행위에 대한 신고율
지역사회내 청소년 선도
범죄율 및 지역사회 안전 체감도

자원동원 및 안전망 확보

이타주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
자원봉사활동 경험과 횟수
사후 재산처분방식
장기 기증의향

공동이익 창출

소진광.(200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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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요인 측정지표(문항)

신뢰

사회신뢰
① 사람에 대한 신뢰성
② 타인에 대한 공정성
③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성

제도신뢰

①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도
②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도
③ 학교에 대한 신뢰도
④ 종교단체에 대한 신뢰도
⑤ 사회단체에 대한 신뢰도
⑥ 지역사회조직에 대한 신뢰도

네트워크

① 이웃과의 친 성
② 지역사회에서의 의사소통
③ 지역사회에 대한 협조성
④ 친교의 다양성
⑤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도
⑥ 단체로부터의 지원정도
⑦ 지역사회단체 구성원의 다양성

참여
① 투표참여 ② 유세참여 ③ 정치적 후원 ④ 후보지지 
⑤ 문제해결 ⑥ 자원봉사 ⑦ 행사참석 ⑧ 시설이용

호혜성

① 외국인에 대한 수용성
② 불우이웃에 대한 수용성
③ 혐오시설에 대한 수용성
④ 이견에 대한 수용성
⑤ 문화적 차이에 대한 수용성

김태룡 외(2006)는 시민단체가 사회  자본 형성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를 하기 해 사회  자본을 측정하기 한 지표를 제시하 다.

<표 3-4> 시민사회단체가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요소와 측정지표

자료: 김태룡 외(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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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김태룡 외 (2006)는 정보격차가 사회  자본에 미치는 향에 해 분석

하고자 측정요인과 측정지표를 제시하 다.

<표 3-5> 정보격차가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측정

측정요인 측정지표

사회적 자본

신뢰

개인
신뢰

① 사람에 대한 신뢰성
② 타인에 대한 공정성

제도
신뢰

① 학교에 대한 신뢰도
② 종교단체에 대한 신뢰도
③ 사회단체에 대한 신뢰도
④ 지역사회조직에 대한 신뢰도

네트워크

① 이웃과의 친 성
② 지역사회에서의 의사소통
③ 지역사회에 대한 협조성
④ 지역단체로부터의 지원정도

호혜성
① 이견에 대한 수용성
② 문화적 차이에 대한 수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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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 연구소(2009)는 사회  자본 지수의 구성항목과 내용을 제시하 다.

<표 3-6> 사회적 자본 지수의 구성항목과 내용

분야 항목 내용

신뢰

일반적 신뢰도 대부분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중

공정성 남들이 자신을 이용하지 않고 공정히 대함

금융시장 신뢰 GDP대비 민간부문 국내여신

공공기관 신뢰도 정부, 국회, 경찰, 사법제도, 군대, 행정사무, 정당에 대한 신뢰도

사회기관 신뢰도 종교, 언론, 노조, 방송, 기업에 대한 신뢰도

정부 소유권 보호 법적구조･소유권: 사법제도의 독립성과 소유권 보호 정도 포함

사회규범

시민의식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공공교통 무임승차, 탈세, 뇌물수수를 정당화할 수 없
다고 응답한 비율

부패 공무원과 정치인이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추구

법의 지배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는 정도(계약집행 수준, 경찰･법원의 질등)

법의 기원 영국보통법=0, 시민법=1, 사회주의법=2

네트워크 (1)종교, (2) 교육･예술･문화, (3)스포츠･여가, (4)노조, (5)정치정당, (6)전문협회에 가입한 비중

사회구조

소득불균형 지니계수

민주주의 민주주의 성숙도

정부역량 정부의 정책수행능력

사회갈등지수 (소득불균형+민족다양성)÷(민주주의 지수+정부역량)

이민자 비중 (World Migrant Stock, UN, 2000년, 2005년)

도시인구 비중 (WDI, 2000-2007년)

비공식적 교제 친구, 직장동료, 종교친우, 스포츠클럽 회원과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교제

TV보급율 TV를 소유한 가정의 비중

인터넷 보급율 100명당 인터넷 사용자 수

정치적 권리 선거, 출마 등 정치적 절차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정도

종교 인구 중 가톨릭과 이슬람교도 비중

자료: 삼성경제연구소(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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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자본 측정에 관한 국외연구 검토

사회  자본이라는 개념은 서구의 정치문화  맥락에서 발 한 개념으로 사회

 자본의 척도 역시 서구에서 많은 부분 논의 되어 왔다. 특히 사회  자본을 

측정하기 한 방법은 미국의 Putnam(1993)의 논의가 선구자라고 볼 수 있다. 

Putnam은 시민사회에 존재하는 집단들과 그 회원 수를 헤아려 사회  자본을 

측정하고, 사회  자본 측정방법의 문제 을 보완하기 해서 다시 구성원간의 

응집력을 통한 신뢰구역(radius of trust)과 그러한 응집력으로 나타나는 불신구역

(radius of distrust)을 보다 분명히 하여 사회  자본을 보다 합리 으로 측정하려

고 하 다.

이후 Fukuyama(1995)은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에서 Putnam의 사회  자본 측정의 문제 을 보완하는 방법을 제시하

으며, 사회  자본 측정방법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사회  자본의 측정방법으

로 설문조사법을 용하여,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네트워크 정도

를 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국외의 사회  자본 척도 개발과 련한 특징은 개별학자 심으로 사회  자

본의 척도가 개발되고 있으나, 더불어 국가 차원 는 공 기 에서 주도 으로 

지표를 개발하고 사회  자본 수 을 측정하고 있다는 이다.

1990년  이후 OECD, 2000년  이후 World bank에서 주도로 사회  자본의 

수 을 측정하고 있으며, 국의 경우 통계청, 호주  캐나다의 경우 정부 차원

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한 요한 요소로 사회  자본을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

하여 사용하고 있다.

국외의 사회  자본 척도 역시 개별학자 심으로 사회  자본의 척도가 개발되

고 있으나, 더불어 국가 차원 는 공 기 에서 주도 으로 지표를 개발하고 사회

 자본 수 을 측정하고 있다는 이 국내의 경향과 다른 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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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항목 지표

신뢰

일반화된 
신뢰

-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 할 수 있다는 범위

특수화된 
신뢰

- 정부, 선출된 대표, 정당, 군대, 법체계, 언론, 노동조합, 경찰, 종교
단체, 시민서비스, 경제적 거래에 대한 신뢰도

- 유럽법정에 회부되는 소송 사례 수
- 가족, 친구 여가, 정치, 부모에 대한 존경, 자녀에 대한 부모 의무

의 중요성

규범과
 가치

이타심
- 자원봉사: 주당시간
- 헌혈

관용성
- 이민, 다원주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관점
- 타인의 정체성, 신념, 행동, 라이프스타일의 관용

사회계약

- 빈곤의 원인에 대한 믿음
- 빈곤층의 상태 개선을 위한 세금 추가 지불의지
- 노년층의 상태개선을 위한 세금추가 지불의지
- 지역공동체 및 이웃을 위한 실제 실행의지
- 남녀 간의 가사분담

사회적 
네트워크

네트워크
- 정치적/자원봉사/자선단체나 스포츠 클럽의 회원
- 가족, 이웃, 친구로부터 받는 지원
- 친구와 동료와의 접촉 빈도

정체성

국가/
유럽정체성

- 국가에 대한 자부심 

지방/공동체/지역
정체성

- 국가의 상징과 유럽의 상징 동일시
- 지방/공동체/지역 정체성의 감정

대인관계의 정체성 - 가족과 친척관계의 네트워크에 소속감

1) EU와 월드뱅크

EU는 1990년  유럽을 심으로 새롭게 등장한 ‘사회의 질’연구를 통해 사회

 자본을 측정하고 있으며, 1997년 6월 설립된 The European Foundation on 

Social Quality(EFSQ)를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사회 경제  안정성, 사회  응집성, 사회  포섭, 사회  역능화가 

사회발 에서 요한 차원으로 인정되고 있다.

<표 3-7> 사회의 질 연구의 사회적 응집성 지표

자료: 조권중(201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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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 WVS)는 1981년 유럽가치조사에서 시작되

었으며 스웨덴 스톡홀름에 치한 세계가치조사 회(World Values Survey 

Association)이 주 하고 있다. 주로 사람에 한 신뢰와 제도에 한 신뢰 등의 

항목과 다양한 유형의 단체에의 참여 등을 묻는 항목을 사용하고 있으며, 동시

간 에 다양한 국가의 을 악할 수 있으며, 건강과 복지 측면에서 상호 연

성과 요한 결과의 도출을 연계해서 분석할 수 있다는 장 을 지닌다.

2) 미국과 호주

미국에서 사회  자본의 측정은 참여 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조사로

는 Saguaro 세미나에서 발표된 사회  자본 지역사회 벤치마크조사(Social 

Capital Community Benchmark Survey: SCCBS)이다. 2000년 조사에서 사회  자

본은 총 8개 역과 11개 하 요소로 구성하여 측정하 다.

<표 3-8> SCCBS사회적 자본 구성요인 및 측정지표

차원 구성요인 측정지표

신뢰
사회적 신뢰 - 이웃, 직장동료, 가게점원, 동료, 종교인, 지역경찰, 타인에 대

한 신뢰

인종 간 신뢰 - 백인, 흑인, 히스패닉인, 아시아인에 대한 신뢰

친구관계의
다양성

친구관계의 
다양성

- 개인적 친구의 다양성(동성애자, 생활보호대상자, 동일종교 신
자 등 11개 항목)

정치참여
보수적 정치참여

- 지난주 신문 정치면을 읽은 횟수, 선거명부 등제 여부, 최근 
대통령 선거 참여 여부, 정치에 대한 흥미 표현, 정치관련 사
건에 대한 지식정도

진보적 정치참여 - 데모, 행진 등의 집회 참여, 노동관련 단체 및 인종관련 단체 
기입

시민리더십
및 유관기관참여

시민리더십 - 공식집단 참여횟수, 1년간 클럽활동 참여횟수, 1년간 학교 및 
지역문제 공청회 참여횟수 

유관기관 참여 - 종교집단, 스포츠 클럽, 각종 리그, 학부모 단체, 시민권관련 
단체, 투자관련단체, 인터넷 단체등에 대한 참여

비공식적 
사회유대

비공식적 
사회유대

- 1년간 카드 및 보드게임 참여 획수, 자기 집/ 친구 집에서 초
대 및 방문횟수, 친척 방문 횟수

기부 및 
자원봉사

기부 및 
자원봉사 - 종교적 기부여부, 건강 및 질병 관련 봉사 여부

신앙활동 신앙활동 참여 - 종교단체 가입여부, 종교단체 정기 집회 참여 여부, 교회의 행
사 참여여부

시민참여의 평등 시민참여 평등 - 지역별 시민참여정보 차이

자료: 홍영란 외, (200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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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본의 개념과 련된 호주의 연구는 공공정책 연구  통계에 뿌리를 

두고, 호주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은 사회  네트워크를 심

으로 호주의 사회  자본의 틀과 지표를 제시하 다. 특히 개인이 참여하고 있

는 네트워크의 질  수 에 한 측정을 시도하 다는 에서 주목할 만하다.

<표 3-9> 호주 통계청의 개념적 틀과 사회적 자본의 지표틀

개념적 틀 측정지표

네트워크의 질

규범적 기준
- 신뢰 및 신뢰감
- 협력
- 호혜성               

- 다양성의 수용 
- 효능감

공통 목적
- 사회적 참여
- 시민참여
- 지역사회 지원

- 친분관계
- 경제참여

네트워크 구조
- 네트워크 규모
- 결속력 및 개방성
- 네트워크 빈도수

- 임시거주/이동
- 권력관계

네트워크 활동

지원공유
- 물리적 재정적 지원
- 지역사회로 통합

- 공동행동

다른 형태의 활동
- 지식, 정보 공유 
- 제재 가하기

- 협상

네트워크 유형
- 결속하기
- 집단 다양성

- 연계
- 소외

자료: ABS(2002)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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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요소 설문문항(표현인자)

A. 지역사회 
참여

1.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단체에 관여하고 있나?
2. 과거 6개월간 지역사회 행사(예, 교회축제, 학교 콘서트, 솜씨 자랑 등)에 참여한 적

이 있나?
3. 지역사회 조직이나 클럽(예, 스포츠, 기술, 사교클럽 등)의 활동적인 회원인가?
4. 어떤 지역사회 조직이나 단체의 경영자문위원회 혹은 조직자문위원회에 관여하고 

있는가?
5. 과거 3년간, 위급한 경우 지역사회 구호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

B. 사회에서의 
적극적 활동력

1.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버린 쓰레기를 주운적이 있는가?
2. 가족을 만나기 위해 지역사회 밖으로 나간 적이 있는가?
3.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 정보를 필요로 할 때 그 정보의 소재를 알고 있는

가?
4. 다른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당신은 자연스럽게 표현

하는가?
5. 이웃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꺼이 화해를 모색하는가?
6. 일할 때, 아무도 당신한테 요구하지 않아도 주도권을 쥐고 필요한 일을 하는가?

C. 신뢰와 
안전의 감지

1. 일몰 후 거리를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2. 모든 사람들이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는가?
3. 당신 집 밖으로 누군가의 차가 고장나 있다면 그를 집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전화사

용을 허락하는가?
4. 당신의 거주지는 안전한 장소로 알려져 있는가?
5. 당신은 지역사회가 가정처럼 느껴지는가?

D. 이웃관계

1. 당신은 도움이 필요할 때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나?
2. 아기를 돌보는 중 잠깐 외출해야 할 일이 발생할 경우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겠는가?
3. 지난주에 이웃을 방문한 적이 있는가?
4. 지역사회에서 쇼핑할 때 당신은 친구나 아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가?
5. 지난 6개월간 병든 이웃을 위해 선의를 베푼 적이 있는가?

E. 가족 및 
친구관계

1. 지난 주 친구와 몇 번의 전화통화를 했는가?
2. 어제 몇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는가?
3. 주말에 당신 집밖에서 다른 사람과 점심이나 저녁을 한 적이 있는가?

F. 다양성의 
포용력

1. 당신은 당신 거주지역의 다문화주의가 인생을 보다 유익하게 한다고 생각하는가?
2. 당신은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 섞여 사는 걸 즐기는가?

G. 삶의 가치
1. 사회에서 당신은 가치 있다고 느끼는가?
2. 내일 죽는다면, 당신 삶의 의미에 대해 만족하겠는가?

H. 작업연계
1. 당신은 당신이 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일부라고 느끼는가?
2. 당신은 당신친구에 대해 작업동료인가?
3. 당신은 작업중 팀의 일원이라고 느끼는가?

Bullen & Onyx(1998, 2000,2001)은 사회  자본의 개념요소를 밝히고 있다.

<표 3-10> 사회적 자본의 개념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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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자본 측정 연구의 함의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회  자본의 척도 개발을 해서 각 나라별, 연구 분야별

로 다양한 연구들이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  자본의 측정은 기존의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경 학에서 다루기 힘들었던 계나 신뢰 등의 개념을 재해석하

고 경제 인 자원이 아닌 자원을 측정 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

최근의 추세는 사회  자본의 측정을 통해 사회문제해결 혹은 사회의 참여자들

의 수 이나 의식, 행태들이 극 으로 정책에 반 되기 해 타당성 있고 실질

인 척도개발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한국  상황에서는 서구와 같이 국

가  혹은 국제 인 차원에서 포 이고 단일한 척도개발을 한 연구가 아직 

미진하다. 

사회  자본이라는 개념 자체가 서구에서 온 개념으로써, 그 개념의 다양성과 

모호성으로 인해 개념자체에서 이론에 한 비 인 논의가 계속되어 오고 있는 

시 에, 사회  자본의 측정에서 만큼은 이론 인 분석이나 피상 인 분석이 아

닌 우리사회의 상에 맞는 사회  자본 측정지표 개발을 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해 양 연구방법뿐 아니라 근거 이론분석 등의 질  연구방법을 이용한 

척도를 개발하고, 국가 인 차원에서 단일 기 에서의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제2절 사회적 자본 측정을 위한 조사설계 ⑇

1. 측정변수 설명

자연자본과 마찬가지로 사회  자본 역시 희소가치를 갖는 귀 한 공공재

(public good)로서, 이들은 괴되기 쉽고 다시 복원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지속가능한 사회(sustainable society)를 하여 우리사회 특히 도시정

부를 해 필요한 것은 사회  자본의 증진과 자연자본의 증진이다. 그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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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회  자본의 증진을 해 노력해야 할 것은‘새로운 공동체의식’을 배양함

과 동시에 ‘공 신뢰’를 확립하는 것이다.

새로운 공동체의식을 해서 ‘사 신뢰’가 아닌 통 인 공동체의 미덕을 되

살려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의미로는 배타 인 사리추구의 집단규범으

로 변질된 사  신뢰를 ‘시민  덕목(civic virtues)’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 요하

다. 문제는 우리사회에 필요한 사회  자본을 구성하는 공동체  규범을 어떻게 

배양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는 ‘교육’과 ‘정치훈련’ 과정을 통해 이

루어 질 수 있다. 

새로운 세기의 ‘고 신뢰사회(high-trust society)’를 만들기 해서, 공  는 제

도  신뢰의 증진, 즉 제도에 한 신뢰를 높여가는 방향으로 우리사회를 개

해 나가야 한다. ‘기본이 바로서는 사회’, ‘게임의 룰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한 새로운 제도화를 해서는 법치주의가 우선되어야 하며, 더불어 이상 으

로 생각하는 강한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는 사 인 신뢰에 국한되지 않는 열린 

계망의 사회  자본이 가져오는 결과물을 의미함으로, 정부의 정책과정이 투명

하고 공정하도록 하는 한편 극 인 사회개 의 의지가 동반되어야 한다.

제도  신뢰의 증진을 해서 유의할 것은 제도  맹신을 피하고 사회  안

망으로서 가외성(redundency)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소에 신뢰하고 있는 

공식  제도에 해 극단 으로 신뢰하게 되면, 상황의 변동과 그에 따른 불확

실성과 험수 의 변화에 둔감해지기 때문에 신뢰자본 뿐 아니라, 사회 체를 

태롭게 한다. 이를 극복하기 해서는 일정한 불신을 제도화하여, 낮은 확률에 

해서도 철 한 방책과 만약의 사고에 비한 수습책의 마련에 철 한 비

가 필요하다.

특히 지역사회의 사회  자본의 증진을 한 방안으로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이 사회  자본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

득력을 얻고 있다. 물론 성숙한 시민의식에 의한 시민의 참여에 의한 사회  자

본의 증진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나, 실 으로 아직은 시민의 참여가 매우 

미약하며, 참여에 한 제도  기제가 부족한 것이 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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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설계틀

1) 조사를 위한 연구 분석틀

지역사회 차원에서 사회  자본이 정  효과를 극 화하면서 부정  효과를 

최소화하기 해서는 다양한 분야별로 사회  자본의 효과를 살펴보아야 한다. 

먼  개인  차원에서 계자본으로서의 개인의 기회문제, 정치  차원에서 지역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한 참여와 이를 통한 정당성 확보  지방민주주의의 문

제, 정책  차원으로서 불필요한 규제 감소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문

제, 경제  차원에서 신뢰에 기반한 거래비용 감소문제, 사회  차원에서 자율성 

제고  복지 그리고 갈등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문제, 마지막으로 문화  차원에

서 공동체  가치  용과 호혜, 다양성의 존 문제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효과를 극 화하고 사회  자본에 배태된 연고주의, 배타성, 부

패, 불투명성 등의 부정  효과를 최소화하기 해서는 사 인 자본을 공 인 

형태로 환하기 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사회  자본의 정확한 수  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3-1> 사회적 자본의 효과와 정책적 이슈

사회적 자본의 긍정적 효과

사회적 자본의 부정적 효과

• 연고주의, 배타성, 부패, 불투명성

• 개인적: 관계자본으로 기회확충

• 정치적: 참여에 의한 정당성, 민주주의

• 정책적: 규제비용 감소, 정책책임성, 투명성

• 경제적: 신뢰에 기반하여 거래비용 감소로 경제 효율성 제고

• 사회적: 자율성 제고, 상호부조 복지망, 갈등해소로 사회통합

• 문화적: 공동체적 가치, 관용과 호혜, 다양성

삶의 질
사회의 질,

경쟁력

정책적 이슈: 사적인 관계자본을 공공재로 전환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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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이슈를 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  자본을 측정하고 이를 

토 로 사회  자본을 증진하기 한 연구의 분석틀은 <그림 3-2>와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  자본의 구성요소는 <그림 3-3>과 같이 시민참여, 규범, 

신뢰, 호혜성,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각의 구성요소는 아래와 같다. 

<그림 3-2> 연구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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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 

2) 설문조사 개요

<그림 3-4> 설문조사 개요

조사 대상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조사 규모  총 250명

오차한계  250명 기준 시, 
90% 신뢰구간에서 최대 ±5.2% point

조사 지역 

전국 시･군･구 지역을 5개 유형으로 분류
①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② 인구 50만명 미만 중소도시
③ 군 지역
④ 도농복합지역
⑤ 광역시 소속 구 지역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Telephone interview)

표본추출 방법  지역 유형별 임의(편의)할당표본추출
(Purposive Quota Sam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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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본 설계

본 조사는 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총 250명을 

상으로 사회  자본을 측정을 하기 해 설계되었으며, 표본설계의 기본 목표

는 국 230개 시･군･구 지역을 총 망라한 표본을 추출하는데 첫 번째 목표가 

있다. 이 에서 무작 로 추출된 표본을 통해 조사의 목 에 부합한 결과를 도

출해내는 것이 두 번째 목표이다.

본 조사는 표본 추출 방법으로 임의할당방식(Purposive Quota Sampling)을 

용하 으며, 이를 해 우선 국 시/군/구 230개 지역을 5개 유형으로 분류한 

후 유의미한 통계분석이 가능하도록 성, 연령을 함께 고려하여 각 유형별 50명

씩 임의 할당하 다.

 

4) 표본 추출 과정 

본 조사의 각 단계별 표본 추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  1단계는 국의 시･

군･구를 인구량  행정구역 특성을 기 으로 하여 ①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② 인구 50만명 미만 소도시, ③ 군, ④ 도농복합시, ⑤ 자치구 5개 유형으로 

분류하 다. 2단계에서는 유형별로 시･군･구의 수를 고려하여 30배수 이상 화

번호 무작 로 추출하고, 3단계는 각 유형별로 유효표본 50개씩 총 250의 표본

을 조사하 다. 

<표 3-11>  할당표

지역
유형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총계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대도시 5 5 5 5 5 5 5 5 5 5 25 25 50

중소도시 5 5 5 5 5 5 5 5 5 5 25 25 50

군 5 5 5 5 5 5 5 5 5 5 25 25 50

도농복합 5 5 5 5 5 5 5 5 5 5 25 25 50

자치구 5 5 5 5 5 5 5 5 5 5 25 25 50

총계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125 125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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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본의 특성

표본의 특성은 살펴보면, 남녀 비율은 125명씩 50%(125명), 연령 와 거주지

역은 각 계층별 50명씩 20%이고, 직업은 화이트 칼라 17.2%(43명), 블루 칼라 

15.1%(38명), 자 업 11.2%(28명), 농/림/수산업 10.3%(26명), 주부 19.9%(50명), 

학생 12.8%(32명), 무직/기타 12.5%(31명)이다. 학력은 학교 졸업 이하 

28.3%(51명), 고등학교 졸업 44.1%(110명), 학교 졸업 30.6%(77명), 학원 재

학 이상 3.5%(9명)로 나타났다.

<표 3-12> 표본의 특성

사례수(명) 비율(%)

전                    체 (250) 100.0

성별
남 성 (125) 50.0
여 성 (125) 50.0

연령

2 0 대 (50) 20.0
3 0 대 (50) 20.0
4 0 대 (50) 20.0
5 0 대 (50) 20.0
6 0 대  이 상 (50) 20.0

지역

유형

인 구  5 0 만  이 상  대 도 시 (50) 20.0
인 구  5 0 만  미 만  중 소 도 시 (50) 20.0
군 지 역 (50) 20.0
도 농 복 합  도 시 (50) 20.0
자 치 구  지 역  (50) 20.0

직업

화 이 트  칼 라 (43) 17.2
블 루  칼 라 (38) 15.1
자 영 업 (28) 11.2
농 / 림 / 수 산 업 (26) 10.3
주 부 (50) 19.9
학 생 (32) 12.8
무 직 / 기 타 (31) 12.5
모 름 / 무 응 답 (3) 1.0

학력

중 학 교  졸 업  이 하 (51) 20.3
고 등 학 교  졸 업 (110) 44.1
대 학 교  졸 업 (77) 30.6
대 학 원  재 학  이 상 (9) 3.5
무  응  답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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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사회적 자본 측정의 결과 분석 ⑇

1.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별 기술적 분석

1) 시민 참여(Civic Engagement)

가. 지역사회단체 자발적 관여 의향 

시민단체/ 공익단체와 같은 지역사회단체에 앞으로 자발 으로 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의향 있음 23.1%, 의향 없음 44.0%로 부정 응답이 략 

두 배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3-5> 참여: 지역사회단체 자발적 관여 의향

우선, 연령별로 살펴보면, 지역사회단체에 자발 으로 여하는 것에 해 40

(34.0%)가 가장 정 으로 생각하 고, 20 가 10.8%로 가장 낮아 은층의 

지역사회에 한 심이 비교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역시  도시 거주자의 경우 부정 응답률(54.0%, 52.4%)이 다른 소

규모 도시들 보다 높은 반면, 인구 50만 미만의 소도시, 군 지역, 도농복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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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는 역시와 도시에 비해 정  의향이 높았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52.7%) 직업군, 학력별로는 학원 재학 이상(51.7%)이 

다른 계층에 비해 여 의향이 높았으며, 학원 재학 이상의 사례수가 어 해

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 3-13> 계층별 지역사회단체 자발적 관여 의향

Base:전체 사례
매우
많음

약간
있음

보통
별로
없음

전혀
없음

의향
있음

보통
의향
없음

모름
/무
응답

평균
:

(점)

전체 (250) 9.3 13.8 30.1 25.8 18.2 23.1 30.1 44.0 2.8 2.69

성별
남성 (125) 11.7 14.3 29.5 23.9 19.4 26.0 29.5 43.4 1.1 2.75

여성 (125) 6.9 13.4 30.7 27.7 16.9 20.3 30.7 44.7 4.4 2.64

연령

20대 (50) 1.7 9.1 37.1 36.3 15.8 10.8 37.1 52.1 0.0 2.45

30대 (50) 10.8 13.8 38.8 22.8 13.9 24.5 38.8 36.6 0.0 2.85

40대 (50) 10.5 23.5 25.8 23.2 17.0 34.0 25.8 40.2 0.0 2.87

50대 (50) 11.0 17.8 22.8 26.7 20.1 28.8 22.8 46.8 1.7 2.72

60대 이상 (50) 12.7 5.0 25.8 20.2 24.2 17.7 25.8 44.4 12.2 2.56

지역
유형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50) 10.8 7.3 27.9 29.9 22.5 18.1 27.9 52.4 1.7 2.53

인구 50만 미만 중소도시 (50) 15.0 12.3 31.0 27.5 12.6 27.3 31.0 40.0 1.7 2.90

군 지역 (50) 8.5 18.5 33.7 16.9 16.4 27.0 33.7 33.2 6.0 2.85

도농복합 도시 (50) 9.0 19.7 29.3 26.7 13.7 28.7 29.3 40.3 1.7 2.83

자치구 지역 (50) 3.3 11.3 28.5 28.3 25.8 14.6 28.5 54.0 2.9 2.36

직업

화이트 칼라 (43) 6.6 18.2 32.7 30.1 12.5 24.8 32.7 42.6 0.0 2.76

블루 칼라 (38) 9.3 18.6 15.3 26.7 26.0 27.9 15.3 52.7 4.1 2.57

자영업 (28) 19.0 16.3 41.2 7.4 16.0 35.3 41.2 23.5 0.0 3.15

농/림/수산업 (26) 3.9 9.9 37.9 16.9 16.4 13.8 37.9 33.3 14.9 2.62

주부 (50) 12.0 17.9 26.1 25.0 19.0 29.9 26.1 44.0 0.0 2.79

학생 (32) 0.0 8.5 44.0 39.6 7.9 8.5 44.0 47.5 0.0 2.53

무직/기타 (31) 11.7 3.2 19.7 29.7 30.7 14.9 19.7 60.4 4.9 2.32

무응답 (3) 39.3 0.0 32.7 28.0 0.0 39.3 32.7 28.0 0.0 3.50

학력

중졸 이하 (51) 8.5 6.3 31.3 20.0 20.2 14.9 31.3 40.2 13.6 2.57

고졸 (110) 4.5 20.4 28.8 27.0 19.3 24.9 28.8 46.3 0.0 2.64

대졸 (77) 14.7 9.4 32.7 25.9 17.3 24.0 32.7 43.2 0.0 2.78

대학원 재 이상 (9) 9.5 9.5 29.2 43.5 8.2 19.1 29.2 51.7 0.0 2.69

무응답 (4) 52.2 21.7 0.0 26.1 0.0 73.9 0.0 26.1 0.0 4.00



56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자본 측정 및 증진방안

나. 투표 의향  

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각종 투표에 참여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다수(82.0%)가 투표에 참여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 는데 특히 투표 참

여에 매우 강한 의향을 나타낸 응답자들이 68.9%나 되었다.

<그림 3-6> 참여: 투표 의향

연령별로는, 60  이상의 투표 의향(91.8%)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비롯하

여 40  이상 고 연령층에서 투표 의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더불어 20 의 투표 

의향(84.2%) 한 높은 수 이었는데 이는 최근 은 세 의 높아진 정치에 

한 심이 반 된 결과로 단되며 학생층의 높은 투표 의향(86.7%)과 맥을 같

이 한다.

지역별로는, 인구 50만 미만의 소도시  군 지역에서 투표 의향이 각각 

82.2%와 86.7%로 가장 높았으나, 나머지 비교  큰 도시들의 투표 의향 한 높

은 수 으로 그 차이가 크지 않으며, 학력별 투표의향 역시 계층에 상 없이 

체 인 경향성을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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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계층별 투표 의향

Base:전체 사례
매우
많음

약간
있음

보통
별로
없음

전혀
없음

의향
있음

보통
의향
없음

모름/
무응
답

평균:
(점)

전체 (250) 68.9 13.0 10.5 4.4 2.8 82.0 10.5 7.2 0.3 4.41

성별
남성 (125) 73.7 10.5 10.2 2.9 2.7 84.2 10.2 5.6 0.0 4.49

여성 (125) 64.2 15.6 10.8 5.9 2.8 79.8 10.8 8.7 0.7 4.33

연령

20대 (50) 63.5 20.7 9.3 4.0 2.5 84.2 9.3 6.5 0.0 4.39

30대 (50) 53.0 11.7 19.1 10.0 6.2 64.7 19.1 16.2 0.0 3.95

40대 (50) 66.2 18.0 9.8 6.0 0.0 84.2 9.8 6.0 0.0 4.44

50대 (50) 79.9 5.1 9.3 2.0 3.7 85.0 9.3 5.7 0.0 4.56

60대 이상 (50) 82.0 9.8 5.1 0.0 1.4 91.8 5.1 1.4 1.7 4.74

지역
유형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50) 74.5 5.4 8.2 7.0 5.0 79.8 8.2 12.0 0.0 4.37

인구 50만 미만 중소도시 (50) 74.4 7.8 11.6 2.0 2.5 82.2 11.6 4.5 1.7 4.52

군 지역 (50) 69.1 17.6 10.5 0.0 2.9 86.7 10.5 2.9 0.0 4.50

도농복합 도시 (50) 61.7 19.0 12.3 7.0 0.0 80.7 12.3 7.0 0.0 4.35

자치구 지역 (50) 65.0 15.4 10.1 6.0 3.4 80.5 10.1 9.4 0.0 4.33

직업

화이트 칼라 (43) 67.6 9.6 14.0 7.2 1.7 77.2 14.0 8.8 0.0 4.34

블루 칼라 (38) 63.8 19.8 9.3 0.0 7.1 83.6 9.3 7.1 0.0 4.33

자영업 (28) 77.0 0.0 17.1 5.9 0.0 77.0 17.1 5.9 0.0 4.48

농/림/수산업 (26) 75.5 12.5 12.0 0.0 0.0 88.0 12.0 0.0 0.0 4.63

주부 (50) 69.0 13.3 8.8 4.0 3.1 82.4 8.8 7.1 1.7 4.44

학생 (32) 66.2 20.6 7.0 6.2 0.0 86.7 7.0 6.2 0.0 4.47

무직/기타 (31) 64.7 14.6 7.2 7.2 6.3 79.3 7.2 13.5 0.0 4.24

무응답 (3) 100.0 0.0 0.0 0.0 0.0 100.0 0.0 0.0 0.0 5.00

학력

중졸 이하 (51) 72.3 11.2 11.4 2.0 1.4 83.6 11.4 3.4 1.6 4.54

고졸 (110) 65.6 13.3 12.8 4.5 3.8 79.0 12.8 8.3 0.0 4.32

대졸 (77) 68.6 15.0 8.5 5.3 2.6 83.6 8.5 7.9 0.0 4.42

대학원 재 이상 (9) 80.4 8.2 0.0 11.5 0.0 88.5 0.0 11.5 0.0 4.57

무응답 (4) 100.0 0.0 0.0 0.0 0.0 100.0 0.0 0.0 0.0 5.00

다. 주민자치활동 참여 의향  

주민자치활동에 참여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의향 없음이 36.1%로 의

향 있음(31.6%), 보통(31.0%) 응답보다 높았으나 체 으로 뚜렷한 경향성이 보

이지 않았다. 하지만 연령별로는 40 와 50 의 경우는 정 응답(40.0%,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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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정 응답(28.8%, 36.8%)에 비해 높은 반면, 20 의 경우는 의향 없음 비율

(45.5%)이 의향 없음(15.1%)에 비해 히 높게 나타났다.

<그림 3-7> 참여: 주민자치활동 의향

 지역별로는, 군 지역의 정 응답자(45.2%)가 부정 응답자(29.5%)보다 많은 

반면, 자치구 지역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의향 없음(45.3%, 42.1%)

이 의향 있음(26.3%, 30.9%)보다 비교  높게 나타났다.



제3장 사회적 자본의 측정 및 결과 분석 59

<표 3-15> 계층별 주민자치활동 참여 의향

Base:전체 사례
매우
많음

약간
있음

보통
별로
없음

전혀
없음

의향
있음

보통
의향
없음

모름/
무응답

평균:
(점)

전체 (250) 12.6 19.0 31.0 22.9 13.2 31.6 31.0 36.1 1.3 2.95

성별
남성 (125) 14.1 19.5 29.4 24.1 10.9 33.7 29.4 35.0 1.9 3.02
여성 (125) 11.1 18.4 32.6 21.7 15.6 29.5 32.6 37.3 0.7 2.88

연령

20대 (50) 2.0 13.1 39.4 34.6 10.9 15.1 39.4 45.5 0.0 2.61
30대 (50) 7.7 21.9 37.3 21.6 11.6 29.5 37.3 33.2 0.0 2.92
40대 (50) 23.7 16.3 31.2 21.5 7.3 40.0 31.2 28.8 0.0 3.28
50대 (50) 17.0 24.4 19.9 20.1 16.7 41.4 19.9 36.8 2.0 3.05

60대 이상 (50) 12.7 19.2 27.2 16.8 19.7 31.9 27.2 36.4 4.5 2.88

지역
유형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50) 17.3 9.0 28.4 29.3 16.0 26.3 28.4 45.3 0.0 2.82
인구 50만 미만 중소도시 (50) 8.0 20.1 37.9 19.1 13.3 28.1 37.9 32.4 1.7 2.90

군 지역 (50) 10.8 34.4 25.4 13.4 16.0 45.2 25.4 29.5 0.0 3.10
도농복합 도시 (50) 13.0 14.3 39.2 21.5 10.0 27.3 39.2 31.5 2.0 2.99
자치구 지역 (50) 13.9 17.0 24.1 31.2 10.9 30.9 24.1 42.1 2.9 2.92

직업

화이트 칼라 (43) 8.9 14.8 35.8 30.7 9.8 23.7 35.8 40.5 0.0 2.82
블루 칼라 (38) 12.6 21.7 29.8 14.5 16.8 34.3 29.8 31.3 4.6 2.99
자영업 (28) 17.1 21.4 35.5 22.4 3.6 38.5 35.5 26.0 0.0 3.26

농/림/수산업 (26) 7.8 22.2 31.4 6.5 28.9 30.0 31.4 35.4 3.2 2.73
주부 (50) 22.7 19.2 22.6 22.0 13.4 42.0 22.6 35.4 0.0 3.16
학생 (32) 3.1 14.2 40.1 34.6 7.9 17.3 40.1 42.6 0.0 2.70

무직/기타 (31) 9.1 22.7 22.9 27.3 15.7 31.7 22.9 43.1 2.3 2.82
무응답 (3) 39.3 0.0 60.7 0.0 0.0 39.3 60.7 0.0 0.0 3.79

학력

중졸 이하 (51) 12.1 19.0 25.5 15.5 23.5 31.1 25.5 39.0 4.5 2.80
고졸 (110) 11.9 15.9 36.6 25.3 10.3 27.8 36.6 35.6 0.0 2.94
대졸 (77) 13.4 19.8 29.2 25.6 11.9 33.2 29.2 37.5 0.0 2.97

대학원 재 이상 (9) 0.0 48.3 21.0 22.5 8.2 48.3 21.0 30.7 0.0 3.09
무응답 (4) 52.2 21.7 0.0 0.0 0.0 73.9 0.0 0.0 26.1 4.71

2) 규범(Norm)

가. 지방자치단체 조례 준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조례 수에 한 태도를 질문한 결과, 다수(74.7%)

가 조례를 수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20.3%로 

거의 모든 응답자가 조례 수에 해서 보통 이상의 정  견해를 보 다.



60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자본 측정 및 증진방안

<그림 3-8> 규범: 지방자치단체 조례 준수에 대한 태도

계층별로 조례 수에 한 태도를 살펴보면, 50  연령층, 인구 50만 이상 

도시 거주자 그리고 자 업 직업군에서 조례 수 응답이 80%가 넘었는데, 특히 

40 , 50  연령층, 블루칼라 계층, 학생 계층에서는 조례를 수할 필요가 없다

고 응답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60  이상(63.0%), 군 지역(69.7%)과 도농복합지역(64.7%), 농/림/수산

업 직업군(52.3%)의 조례 수에 한 정 응답이 다른 계층에 비해 다소 낮은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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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계층별 지방자치단체 조례 준수에 대한 태도

Base:전체 사례
반드시
준수

대체로
준수

보통
별로
필요
없음

전혀
필요
않음

준수 보통
필요
없음

모름/
무응답

평균:
(점)

전체 (250) 34.9 39.8 20.3 1.9 0.7 74.7 20.3 2.7 2.3 4.09

성별
남성 (125) 35.6 37.6 21.7 2.6 0.7 73.2 21.7 3.2 1.9 4.07

여성 (125) 34.2 42.0 18.9 1.3 0.8 76.2 18.9 2.1 2.7 4.11

연령

20대 (50) 16.0 55.2 25.6 1.4 1.7 71.3 25.6 3.1 0.0 3.83

30대 (50) 14.6 63.9 14.0 4.6 0.0 78.5 14.0 4.6 2.9 3.91

40대 (50) 38.0 41.7 18.3 0.0 0.0 79.7 18.3 0.0 2.0 4.20

50대 (50) 59.6 21.3 17.1 0.0 0.0 80.9 17.1 0.0 2.0 4.43

60대 이상 (50) 46.2 16.9 26.4 3.7 2.0 63.0 26.4 5.7 4.9 4.07

지역
유형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50) 38.0 52.1 6.4 1.4 0.0 90.1 6.4 1.4 2.0 4.29

인구 50만 미만 중소도시 (50) 35.5 37.9 24.5 0.0 0.0 73.5 24.5 0.0 2.0 4.11

군 지역 (50) 34.0 35.6 23.5 0.0 2.0 69.7 23.5 2.0 4.9 4.05

도농복합 도시 (50) 34.5 30.2 28.7 5.0 1.7 64.7 28.7 6.7 0.0 3.91

자치구 지역 (50) 32.4 43.1 18.4 3.3 0.0 75.5 18.4 3.3 2.9 4.08

직업

화이트 칼라 (43) 19.0 60.7 14.4 0.0 1.9 79.7 14.4 1.9 4.0 3.99

블루 칼라 (38) 39.9 39.2 20.9 0.0 0.0 79.1 20.9 0.0 0.0 4.19

자영업 (28) 46.5 34.9 12.6 5.9 0.0 81.4 12.6 5.9 0.0 4.22

농/림/수산업 (26) 39.5 12.7 36.7 3.2 3.9 52.3 36.7 7.1 3.9 3.84

주부 (50) 39.4 35.9 19.9 1.3 0.0 75.4 19.9 1.3 3.5 4.18

학생 (32) 15.0 52.5 32.6 0.0 0.0 67.4 32.6 0.0 0.0 3.82

무직/기타 (31) 47.2 32.0 10.8 5.5 0.0 79.2 10.8 5.5 4.6 4.27

무응답 (3) 67.3 32.7 0.0 0.0 0.0 100.0 0.0 0.0 0.0 4.67

학력

중졸 이하 (51) 38.3 22.3 29.0 3.6 2.0 60.6 29.0 5.6 4.8 3.96

고졸 (110) 37.5 38.0 20.9 2.1 0.0 75.5 20.9 2.1 1.6 4.13

대졸 (77) 26.5 53.2 16.1 0.9 1.1 79.7 16.1 2.0 2.2 4.05

대학원 재 이상 (9) 27.3 64.5 8.2 0.0 0.0 91.8 8.2 0.0 0.0 4.19

무응답 (4) 100.0 0.0 0.0 0.0 0.0 100.0 0.0 0.0 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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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범법행위 신고 

범법행  신고에 한 태도를 질문한 결과, 신고 함 56.1%, 신고 안함 15.9%

로 정 응답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림 3-9> 규범: 범법행위 신고에 대한 태도

연령별로는, 50  이상 고 연령층(50  64.4%, 60  이상 56.8%)에서 비교  

높게 나타난 반면, 20 의 경우 50%에 못 미치는 수 이며 신고 안함 응답이 

24.1%로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66.2%)와 자치구 지역(55.1%)에서 신고 응

답이 가장 높았는데 나머지 지역들 한 신고 응답이 50% 이상으로 지역별 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직업별로는,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 계층에서 60% 이상의 응답자가 법범행

를 목격하면 신고한다고 응답했으나, 농/림/수산업(45.7%), 주부(48.1%), 학생

(49.3%) 계층에서는 정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률이 50% 미만으로 

비교  낮은 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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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계층별 범법행위 신고에 대한 태도

Base:전체 사례
반드시
신고

대체로
신고

보통
별로
안함

전혀
안함

신고 보통
신고
안함

모름/
무응답

평균:
(점)

전체 (250) 27.7 28.4 24.5 12.5 3.4 56.1 24.5 15.9 3.5 3.67

성별
남성 (125) 30.5 31.4 24.0 10.2 2.6 61.8 24.0 12.8 1.3 3.78

여성 (125) 24.9 25.4 25.1 14.7 4.2 50.4 25.1 18.9 5.6 3.55

연령

20대 (50) 12.5 37.1 24.4 13.3 10.8 49.5 24.4 24.1 2.0 3.28

30대 (50) 18.7 35.9 28.7 13.8 1.4 54.6 28.7 15.3 1.4 3.57

40대 (50) 13.5 41.7 30.5 14.3 0.0 55.2 30.5 14.3 0.0 3.54

50대 (50) 43.6 20.8 18.2 10.4 1.7 64.4 18.2 12.1 5.3 4.00

60대 이상 (50) 50.3 6.5 21.0 10.4 3.1 56.8 21.0 13.5 8.7 3.99

지역
유형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50) 31.6 34.6 15.4 13.0 0.0 66.2 15.4 13.0 5.3 3.90

인구 50만 미만 중소도시 (50) 20.2 34.1 29.4 12.9 1.7 54.3 29.4 14.6 1.7 3.59

군 지역 (50) 31.6 23.2 18.5 13.5 8.1 54.8 18.5 21.6 5.1 3.60

도농복합 도시 (50) 28.3 21.7 33.8 8.7 4.2 50.0 33.8 12.8 3.3 3.63

자치구 지역 (50) 26.8 28.4 25.6 14.2 3.1 55.1 25.6 17.3 2.0 3.63

직업

화이트 칼라 (43) 14.0 47.0 21.2 15.9 1.9 61.0 21.2 17.8 0.0 3.55

블루 칼라 (38) 30.6 32.3 25.5 9.7 1.9 62.9 25.5 11.6 0.0 3.80

자영업 (28) 26.0 33.0 23.6 14.4 0.0 59.0 23.6 14.4 3.0 3.73

농/림/수산업 (26) 42.9 2.8 16.6 20.8 6.5 45.7 16.6 27.3 10.4 3.61

주부 (50) 33.4 14.7 32.1 9.9 1.4 48.1 32.1 11.3 8.5 3.75

학생 (32) 7.6 41.7 27.4 17.6 2.6 49.3 27.4 20.2 3.1 3.35

무직/기타 (31) 46.0 19.9 19.9 2.3 12.0 65.9 19.9 14.3 0.0 3.86

무응답 (3) 0.0 67.3 32.7 0.0 0.0 67.3 32.7 0.0 0.0 3.67

학력

중졸 이하 (51) 45.1 9.3 22.7 13.0 3.0 54.3 22.7 16.0 6.9 3.86

고졸 (110) 25.9 33.6 21.1 13.7 2.5 59.5 21.1 16.2 3.2 3.69

대졸 (77) 20.8 31.3 31.4 10.0 5.4 52.1 31.4 15.4 1.1 3.53

대학원 재 이상 (9) 0.0 49.8 29.2 11.5 0.0 49.8 29.2 11.5 9.5 3.42

무응답 (4) 52.2 26.1 0.0 21.7 0.0 78.3 0.0 21.7 0.0 4.09

다. 지역 내 갈등해결을 위한 주도적 활동 의향 

지역 내 갈등해결을 해 주도 으로 활동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의

향 없음 32.7%, 의향 있음 26.6%로 차이가 조  있으나 거의 비슷한 주 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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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갈등해결을 한 주도  활동에 해 40 (29.8%)와 50

(38.6%)가 다른 계층에 비해 활동 의향이 높은 반면, 20 (41.4%)와  30 (40.5%)

의 경우 부정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일반 으로 20 와 30 인 학생들이 다른 직

업군에 비해 부정 응답 비율(37.0%)이 높았는데, 이는 블루 칼라 계층(38.3%) 다

음이다.

<그림 3-10> 규범: 지역 내 갈등해결을 위한 주도적 활동 의향

지역별로는, 인구 50만 미만 소도시(38.2%)의 활동 의향이 가장 높았고 다

음으로 군 지역(28.0%) 순으로 나타났고, 도시가 18.5%로 가장 낮다.



제3장 사회적 자본의 측정 및 결과 분석 65

<표 3-18> 계층별 지역 내 갈등해결을 위한 주도적 활동 의향

Base:전체 사례
매우
많음

약간
있음

보통
별로
없음

전혀
없음

활동 보통
활동
없음

모름/
무응답

평균:
(점)

전체 (250) 6.9 19.7 38.0 20.5 12.2 26.6 38.0 32.7 2.6 2.88

성별
남성 (125) 10.4 18.7 38.9 19.9 10.2 29.2 38.9 30.1 1.8 2.99
여성 (125) 3.3 20.8 37.1 21.1 14.2 24.1 37.1 35.3 3.5 2.77

연령

20대 (50) 3.7 14.7 40.3 26.2 15.2 18.3 40.3 41.4 0.0 2.65
30대 (50) 0.0 23.6 36.0 27.3 13.2 23.6 36.0 40.5 0.0 2.70 
40대 (50) 4.0 25.8 41.5 14.8 11.3 29.8 41.5 26.2 2.5 2.96
50대 (50) 16.4 22.2 35.4 15.3 7.0 38.6 35.4 22.3 3.7 3.27

60대 이상 (50) 10.3 12.4 37.0 18.9 14.3 22.8 37.0 33.2 7.0 2.84

지역
유형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50) 6.7 11.8 32.0 24.5 19.2 18.5 32.0 43.7 5.8 2.60
인구 50만 미만 중소도시 (50) 6.0 32.2 36.3 16.0 7.8 38.2 36.3 23.9 1.7 3.13

군 지역 (50) 7.1 20.9 36.8 19.8 11.9 28.0 36.8 31.6 3.7 2.91
도농복합 도시 (50) 10.7 14.8 45.7 13.7 15.2 25.5 45.7 28.8 0.0 2.92
자치구 지역 (50) 4.0 19.0 39.5 28.5 7.0 23.0 39.5 35.5 2.0 2.84

직업

화이트 칼라 (43) 6.6 28.6 37.1 13.6 14.0 35.2 37.1 27.7 0.0 3.00
블루 칼라 (38) 2.2 22.8 31.8 26.4 12.0 25.0 31.8 38.3 4.9 2.76
자영업 (28) 13.2 16.3 46.1 13.4 6.5 29.6 46.1 19.9 4.5 3.17

농/림/수산업 (26) 11.7 9.5 39.5 14.6 20.8 21.2 39.5 35.4 3.9 2.76
주부 (50) 5.0 17.7 41.5 19.9 12.5 22.7 41.5 32.4 3.4 2.82
학생 (32) 0.0 19.0 44.0 25.1 11.8 19.0 44.0 37.0 0.0 2.70

무직/기타 (31) 13.8 17.7 24.8 32.0 8.9 31.6 24.8 40.9 2.7 2.95
무응답 (3) 0.0 39.3 60.7 0.0 0.0 39.3 60.7 0.0 0.0 3.39

학력

중졸 이하 (51) 6.9 12.6 39.3 19.9 12.8 19.5 39.3 32.7 8.5 2.79
고졸 (110) 7.3 18.9 39.7 23.5 8.6 26.2 39.7 32.0 2.0 2.93
대졸 (77) 6.1 22.7 35.7 16.4 19.1 28.8 35.7 35.5 0.0 2.80

대학원 재 이상 (9) 0.0 43.5 36.8 19.6 0.0 43.5 36.8 19.6 0.0 3.24
무응답 (4) 26.1 26.1 21.7 26.1 0.0 52.2 21.7 26.1 0.0 3.52

3) 신뢰(Trust)

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정책 결정 과정

거주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의 결정 과정에 해 얼마나 

신뢰하는지 질문한 결과, 신뢰 안함 31.9%, 신뢰 함 21.2%로 부정  응답이 약 

10%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해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3.0%로 가장 높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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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신뢰: 지방자치단체 공공정책 결정과정

연령별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공공정책 결정 과정을 신뢰하는 응답자가 

60  이상(32.5%)이 가장 많은 반면, 20 가 19.4%로 가장 은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신뢰 안함의 경우, 30 가 4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군지역(25.9%)와 인구 50만 미만 소도시(24.3%)의 신뢰 응답이 

약간 높은 반면, 인구 50만 이상 도시(41.7%)의 경우 불신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 농/림/수산업 직업군의 신뢰 응답이 

32.0%로 가장 높았고,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화이트 칼라 직업군

(47.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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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계층별 지방자치단체 공공정책 결정과정 신뢰 정도

Base:전체 사례
매우
신뢰

약간
신뢰

보통
별로
신뢰
안함

전혀
신뢰
안함

신뢰 보통
신뢰
안함

모름/
무응답

평균:
(점)

전체 (250) 2.8 18.4 43.0 26.0 5.9 21.2 43.0 31.9 3.9 2.86

성별
남성 (125) 4.3 21.6 42.8 22.6 6.3 25.9 42.8 28.9 2.4 2.95

여성 (125) 1.3 15.2 43.2 29.4 5.4 16.6 43.2 34.9 5.4 2.76

연령

20대 (50) 3.4 15.9 50.7 24.9 5.1 19.4 50.7 30.0 0.0 2.88

30대 (50) 0.0 17.3 39.7 31.0 10.6 17.3 39.7 41.6 1.4 2.65

40대 (50) 2.0 20.0 43.3 22.5 8.0 22.0 43.3 30.5 4.2 2.85

50대 (50) 0.0 15.1 48.7 32.5 2.0 15.1 48.7 34.5 1.7 2.78

60대 이상 (50) 8.7 23.9 32.6 19.1 3.7 32.5 32.6 22.8 12.1 3.17

지역
유형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50) 3.3 15.1 35.7 26.8 14.9 18.4 35.7 41.7 4.2 2.64

인구 50만 미만 중소도시 (50) 3.1 21.2 49.5 22.9 0.0 24.3 49.5 22.9 3.3 3.05

군 지역 (50) 4.0 21.9 42.5 19.5 3.4 25.9 42.5 22.9 8.8 3.04

도농복합 도시 (50) 3.7 17.7 44.0 24.0 9.0 21.3 44.0 33.0 1.7 2.83

자치구 지역 (50) 0.0 16.4 43.4 36.8 2.0 16.4 43.4 38.8 1.4 2.75

직업

화이트 칼라 (43) 0.0 16.4 35.9 41.8 5.9 16.4 35.9 47.7 0.0 2.63

블루 칼라 (38) 0.0 15.7 46.7 22.9 9.7 15.7 46.7 32.7 4.9 2.72

자영업 (28) 0.0 22.0 49.6 14.4 9.5 22.0 49.6 23.9 4.5 2.88

농/림/수산업 (26) 18.2 13.8 34.0 19.7 3.9 32.0 34.0 23.6 10.4 3.25

주부 (50) 3.4 16.4 43.2 30.2 3.7 19.7 43.2 33.9 3.1 2.85

학생 (32) 2.2 14.4 50.6 29.6 3.1 16.7 50.6 32.7 0.0 2.83

무직/기타 (31) 0.0 28.0 42.8 15.3 6.3 28.0 42.8 21.6 7.6 3.00

무응답 (3) 0.0 72.0 28.0 0.0 0.0 72.0 28.0 0.0 0.0 3.72

학력

중졸 이하 (51) 4.9 22.5 39.1 16.4 2.0 27.4 39.1 18.3 15.2 3.14

고졸 (110) 4.1 15.7 45.4 25.4 7.6 19.8 45.4 33.0 1.8 2.83

대졸 (77) 0.0 19.0 41.6 33.9 5.6 19.0 41.6 39.5 0.0 2.74

대학원 재 이상 (9) 0.0 9.5 67.5 22.9 0.0 9.5 67.5 22.9 0.0 2.87

무응답 (4) 0.0 52.2 0.0 21.7 26.1 52.2 0.0 47.8 0.0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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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장

거주지역의 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에 한 신뢰 정도를 질문한 결과, 의 

공공정책 결정과정에 한 신뢰와 달리 정 응답(32.5%)이 부정 응답(20.6)보다 

높았으나, 보통 응답 비율이 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3-12> 신뢰: 지방자치단체장

계층별 신뢰도를 살펴보면, 60  이상(43.5%), 군 지역(57.1%), 농/림/수산업 종

사자(47.8%), 졸 이하(36.5%)가 지방자치단체장에 한 신뢰가 다른 계층보다 

비교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에 한 불신 비율은 모든 계층에서 

10~20%로 낮은 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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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계층별 지방자치단체장 신뢰 정도

Base:전체 사례
매우
신뢰

약간
신뢰

보통
별로
신뢰
안함

전혀
신뢰
안함

신뢰 보통
신뢰
안함

모름/
무응답

평균:
(점)

전체 (250) 10.6 21.9 43.5 17.2 3.4 32.5 43.5 20.6 3.4 3.20

성별
남성 (125) 12.0 24.4 41.9 14.3 4.7 36.4 41.9 19.1 2.7 3.25

여성 (125) 9.2 19.5 45.2 20.1 2.0 28.7 45.2 22.1 4.0 3.14

연령

20대 (50) 4.9 26.1 49.3 14.6 5.1 31.0 49.3 19.7 0.0 3.11

30대 (50) 2.5 18.7 47.3 20.8 4.8 21.2 47.3 25.5 6.0 2.93

40대 (50) 5.3 27.7 41.8 21.5 1.7 33.0 41.8 23.2 2.0 3.14

50대 (50) 17.5 16.4 44.4 15.7 4.0 34.0 44.4 19.7 2.0 3.28

60대 이상 (50) 22.8 20.8 34.8 13.5 1.4 43.5 34.8 15.0 6.8 3.54

지역
유형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50) 12.0 21.3 49.4 10.9 1.4 33.3 49.4 12.4 5.0 3.33

인구 50만 미만 중소도시 (50) 9.9 18.4 51.6 16.5 3.7 28.2 51.6 20.2 0.0 3.14

군 지역 (50) 22.0 35.1 31.8 6.2 3.4 57.1 31.8 9.6 1.4 3.67

도농복합 도시 (50) 3.7 21.7 38.3 25.7 7.0 25.3 38.3 32.7 3.7 2.89

자치구 지역 (50) 5.4 13.3 46.4 26.8 1.4 18.7 46.4 28.2 6.7 2.94

직업

화이트 칼라 (43) 1.9 25.3 42.6 26.6 1.9 27.3 42.6 28.5 1.7 2.99

블루 칼라 (38) 19.8 9.7 41.3 22.0 0.0 29.6 41.3 22.0 7.1 3.29

자영업 (28) 9.7 21.4 45.0 11.5 12.5 31.1 45.0 23.9 0.0 3.04

농/림/수산업 (26) 24.2 23.6 45.1 3.2 0.0 47.8 45.1 3.2 3.9 3.72

주부 (50) 8.7 22.7 36.3 22.3 3.5 31.4 36.3 25.7 6.6 3.12

학생 (32) 2.2 22.5 62.9 7.0 5.3 24.8 62.9 12.4 0.0 3.09

무직/기타 (31) 13.5 25.2 37.8 18.9 2.3 38.6 37.8 21.2 2.3 3.29

무응답 (3) 0.0 72.0 28.0 0.0 0.0 72.0 28.0 0.0 0.0 3.72

학력

중졸 이하 (51) 24.0 12.5 47.1 11.9 1.4 36.5 47.1 13.3 3.0 3.47

고졸 (110) 6.6 22.7 46.8 13.7 4.6 29.2 46.8 18.4 5.6 3.14

대졸 (77) 6.6 27.2 36.5 25.2 3.5 33.8 36.5 28.7 0.9 3.08

대학원 재 이상 (9) 0.0 9.5 61.3 29.2 0.0 9.5 61.3 29.2 0.0 2.80

무응답 (4) 52.2 47.8 0.0 0.0 0.0 100.0 0.0 0.0 0.0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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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거주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질문한 결과, 신뢰함 

26.1%, 신뢰 안함 21.4%로 비슷한 수 을 보 고, 특히 보통 응답 비율(51.4%)이 

앞서 언 한 신뢰 련 두 측정지표의 보통 응답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성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신뢰 정도를 살펴보면, 남성의 신뢰 응답률(32.4%)

과 불신 응답률(23.5%)이 여성(19.9%, 19.3%)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의 보통 응답(60.1%)이 높기 때문으로 단된다.

한편, 연령별로는 60  이상의 신뢰 비율이 42.4%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 농/림/수산업의 신뢰 비율(38.4%)이 다른 직업 계층에 

비해 높은 수 이다.

<그림 3-13> 신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역별로는, 군 지역이 35.2%로 거주 지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한 신뢰 

정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비해 높은 반면,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경

우 불신 응답이 3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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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신뢰 정도

Base:전체 사례
매우
신뢰

약간
신뢰

보통
별로
신뢰
안함

전혀
신뢰
안함

신뢰 보통
신뢰
안함

모름/
무응답

평균:
(점)

전체 (250) 8.9 17.2 51.4 16.0 5.4 26.1 51.4 21.4 1.1 3.08

성별
남성 (125) 9.2 23.1 42.7 18.0 5.5 32.4 42.7 23.5 1.5 3.13

여성 (125) 8.5 11.3 60.1 14.0 5.3 19.9 60.1 19.3 0.8 3.04

연령

20대 (50) 4.5 11.0 63.7 15.6 5.1 15.5 63.7 20.7 0.0 2.94

30대 (50) 2.5 20.2 51.3 13.8 12.3 22.7 51.3 26.0 0.0 2.87

40대 (50) 3.3 16.3 58.0 22.3 0.0 19.7 58.0 22.3 0.0 3.01

50대 (50) 15.0 15.3 41.7 18.3 5.7 30.3 41.7 24.0 4.0 3.16

60대 이상 (50) 19.1 23.3 42.1 9.9 4.0 42.4 42.1 13.9 1.7 3.44

지역
유형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50) 8.3 20.2 37.0 23.6 9.3 28.5 37.0 32.9 1.7 2.95

인구 50만 미만 중소도시 (50) 11.5 14.4 59.3 12.9 2.0 25.9 59.3 14.9 0.0 3.21

군 지역 (50) 11.5 23.7 54.4 7.0 3.4 35.2 54.4 10.4 0.0 3.33

도농복합 도시 (50) 3.7 13.7 55.8 19.8 7.0 17.3 55.8 26.8 0.0 2.87

자치구 지역 (50) 9.4 14.2 50.4 16.6 5.3 23.6 50.4 21.9 4.0 3.06

직업

화이트 칼라 (43) 6.6 11.6 66.7 11.2 3.9 18.2 66.7 15.1 0.0 3.06

블루 칼라 (38) 9.0 19.0 41.2 16.6 11.5 28.0 41.2 28.1 2.7 2.97

자영업 (28) 0.0 24.5 55.6 16.9 3.0 24.5 55.6 19.9 0.0 3.02

농/림/수산업 (26) 25.7 12.7 54.5 3.2 3.9 38.4 54.5 7.1 0.0 3.53

주부 (50) 12.4 17.6 42.8 21.7 3.5 30.1 42.8 25.1 2.0 3.14

학생 (32) 7.1 5.3 62.3 19.9 5.3 12.4 62.3 25.3 0.0 2.89

무직/기타 (31) 3.2 27.3 40.0 19.6 7.2 30.5 40.0 26.8 2.7 3.00

무응답 (3) 0.0 67.3 32.7 0.0 0.0 67.3 32.7 0.0 0.0 3.67

학력

중졸 이하 (51) 16.6 9.4 54.8 15.3 3.9 25.9 54.8 19.2 0.0 3.19

고졸 (110) 6.8 17.3 50.8 15.3 8.0 24.1 50.8 23.4 1.8 2.99

대졸 (77) 7.0 20.9 51.2 18.7 1.1 27.9 51.2 19.8 1.1 3.14

대학원 재 이상 (9) 0.0 25.9 53.1 11.5 9.5 25.9 53.1 21.0 0.0 2.95

무응답 (4) 26.1 26.1 21.7 0.0 26.1 52.2 21.7 26.1 0.0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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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방의원

거주 지역의 지방의원에 한 신뢰 정도를 질문한 결과, 신뢰 안함 31.3%, 신

뢰 함 19.9%로 부정 응답이 10%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림 3-14> 신뢰: 지방의원

연령별로 살펴보면, 지방의원을 불신하는 정도가 40 (41.5%)가 가장 높았고 

다른 연령층에서도 불신 비율이 신뢰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반면, 60  이상의 

경우 다른 연령층과 달리 정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도농복합 도시(43.7%)을 필두로 부분의 지역에서 불신 응답이 

많았으나, 군 지역에서만 반 의 결과(신뢰 함 31.5%, 신뢰 안함 17.3%)가 도출

되었다.

직업별 지방의원 신뢰 수  한 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데, 화이

트 칼라(34.0%)가 지방의원을 가장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림/수산업 

직업군(신뢰 32.3%, 불신 16.9%)을 제외한 나머지 계층에서도 불신의 비율이 신

뢰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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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학력이 높을 수록 지방의원에 해 불신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도

출되었다.

<표 3-22> 계층별 지방의원 신뢰 정도

Base:전체 사례
매우
신뢰

약간
신뢰

보통
별로
신뢰
안함

전혀
신뢰
안함

신뢰 보통
신뢰
안함

모름/
무응답

평균:
(점)

전체 (250) 4.6 15.3 43.6 23.2 8.2 19.9 43.6 31.3 5.2 2.84

성별
남성 (125) 4.3 18.8 42.5 21.0 10.2 23.0 42.5 31.2 3.3 2.85

여성 (125) 4.8 11.9 44.8 25.3 6.1 16.7 44.8 31.4 7.1 2.83

연령

20대 (50) 2.9 9.6 64.0 14.0 9.6 12.5 64.0 23.5 0.0 2.82

30대 (50) 1.4 26.0 33.4 29.4 9.8 27.4 33.4 39.1 0.0 2.80

40대 (50) 4.2 14.0 40.3 33.3 8.2 18.2 40.3 41.5 0.0 2.73

50대 (50) 5.3 10.4 46.9 20.7 7.7 15.8 46.9 28.3 9.0 2.84

60대 이상 (50) 9.0 16.5 33.4 18.5 5.7 25.5 33.4 24.2 16.9 3.06

지역
유형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50) 5.8 17.6 38.2 27.2 6.2 23.4 38.2 33.4 5.0 2.89

인구 50만 미만 중소도시 (50) 4.5 14.5 47.6 20.4 9.6 19.0 47.6 30.0 3.3 2.83

군 지역 (50) 6.8 24.7 45.6 10.2 7.1 31.5 45.6 17.3 5.7 3.15

도농복합 도시 (50) 3.7 10.3 37.3 35.0 8.7 14.0 37.3 43.7 5.0 2.64

자치구 지역 (50) 2.0 9.4 49.3 23.0 9.3 11.4 49.3 32.4 6.9 2.70

직업

화이트 칼라 (43) 1.9 21.5 42.6 25.5 8.5 23.4 42.6 34.0 0.0 2.83

블루 칼라 (38) 8.6 10.4 32.1 35.4 4.4 19.0 32.1 39.9 9.0 2.82

자영업 (28) 0.0 8.9 62.1 15.0 14.0 8.9 62.1 29.0 0.0 2.66

농/림/수산업 (26) 10.4 21.9 39.7 6.5 10.4 32.3 39.7 16.9 11.0 3.17

주부 (50) 4.8 16.3 41.2 25.5 5.1 21.1 41.2 30.7 7.0 2.89

학생 (32) 4.5 11.8 60.2 17.3 6.2 16.3 60.2 23.5 0.0 2.91

무직/기타 (31) 2.7 13.1 36.0 25.3 12.7 15.7 36.0 38.0 10.3 2.64

무응답 (3) 0.0 39.3 0.0 60.7 0.0 39.3 0.0 60.7 0.0 2.79

학력

중졸 이하 (51) 8.5 13.7 45.0 18.9 2.0 22.2 45.0 20.9 11.9 3.09

고졸 (110) 2.2 17.3 44.5 23.1 8.1 19.5 44.5 31.3 4.7 2.81

대졸 (77) 4.7 12.5 41.8 26.4 12.4 17.2 41.8 38.7 2.2 2.70

대학원 재 이상 (9) 0.0 8.2 49.8 30.6 11.5 8.2 49.8 42.0 0.0 2.55

무응답 (4) 26.1 52.2 21.7 0.0 0.0 78.3 21.7 0.0 0.0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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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호혜성(Reciprocity)

가. 봉사활동 참여

거주 지역의 사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를 질문한 결과,‘참여하지 않는다’는 응

답이 52.1%로‘참여 한다’는 응답(22.8%)의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림 3-15> 호혜성: 봉사활동 참여 정도

연령별로 살펴보면, 50 (35.8%)가 거주 지역 사활동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다음으로 30 (30.3%) 순이며, 반 로 60  이상(59.3%), 20 (59.0%), 30

(56.1%), 40 (51.0%) 순으로 사활동에 잘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직업별 사활동 참여 정도는 반 으로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는

데 주부(55.4%), 학생(53.7%)의 불참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사활동 참여는 학력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그  

고등학교 졸업(26.2%)과 학교 졸업(21.3%)의 참여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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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계층별 봉사활동 참여 정도

Base:전체 사례
자주
참여

대체로
참여

보통
별로
참여
안함

전혀
참여
안함

참여 보통
참여
안함

모름/
무응답

평균:
(점)

전체 (250) 5.0 17.8 24.7 24.2 27.9 22.8 24.7 52.1 0.4 2.48

성별
남성 (125) 7.9 18.2 23.6 26.7 22.8 26.1 23.6 49.5 0.8 2.61

여성 (125) 2.0 17.5 25.8 21.7 33.0 19.5 25.8 54.7 0.0 2.34

연령

20대 (50) 1.4 15.0 24.5 28.0 31.0 16.5 24.5 59.0 0.0 2.28

30대 (50) 5.0 25.3 13.6 27.1 29.0 30.3 13.6 56.1 0.0 2.50

40대 (50) 5.7 14.0 29.3 28.5 22.5 19.7 29.3 51.0 0.0 2.52

50대 (50) 11.1 24.7 27.1 15.3 19.8 35.8 27.1 35.1 2.0 2.92

60대 이상 (50) 1.7 10.2 28.9 22.1 37.2 11.9 28.9 59.3 0.0 2.17

지역
유형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50) 1.4 10.7 30.0 32.5 25.4 12.1 30.0 57.9 0.0 2.30

인구 50만 미만 중소도시 (50) 4.0 17.5 20.0 33.4 25.1 21.5 20.0 58.5 0.0 2.42

군 지역 (50) 3.1 30.4 23.1 14.0 29.5 33.5 23.1 43.4 0.0 2.64

도농복합 도시 (50) 12.3 11.0 31.2 24.0 21.5 23.3 31.2 45.5 0.0 2.69

자치구 지역 (50) 4.0 19.6 19.1 17.3 38.0 23.6 19.1 55.3 2.0 2.33

직업

화이트 칼라 (43) 6.6 23.9 17.4 20.7 31.4 30.5 17.4 52.1 0.0 2.53

블루 칼라 (38) 0.0 28.5 17.6 22.8 28.5 28.5 17.6 51.3 2.7 2.47

자영업 (28) 8.9 14.6 26.1 33.9 16.5 23.5 26.1 50.4 0.0 2.66

농/림/수산업 (26) 10.6 12.3 37.9 20.8 18.5 22.8 37.9 39.3 0.0 2.76

주부 (50) 1.7 18.1 24.8 23.9 31.5 19.7 24.8 55.4 0.0 2.35

학생 (32) 2.2 18.6 25.5 34.4 19.3 20.9 25.5 53.7 0.0 2.50

무직/기타 (31) 5.9 4.6 29.3 14.5 45.7 10.4 29.3 60.3 0.0 2.10

무응답 (3) 39.3 0.0 32.7 28.0 0.0 39.3 32.7 28.0 0.0 3.50

학력

중졸 이하 (51) 3.0 11.8 29.0 19.1 37.1 14.8 29.0 56.2 0.0 2.25

고졸 (110) 4.0 22.2 19.1 27.5 26.3 26.2 19.1 53.8 0.9 2.50

대졸 (77) 4.8 16.5 31.5 21.8 25.3 21.3 31.5 47.2 0.0 2.54

대학원 재 이상 (9) 9.5 8.2 21.0 43.5 17.7 17.7 21.0 61.3 0.0 2.48

무응답 (4) 52.2 21.7 0.0 0.0 26.1 73.9 0.0 26.1 0.0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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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피 시설 수용성

거주 지역에 쓰 기 소각장/ 하수 처리장 등 기피 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된 

경우 수용하겠는지 질문한 결과,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45.9%로 비교  높은 수

을 보 다.

기피시설 수용성에 해 고연령층일수록 수용정도가 높았는데 특히 60  이

상(60.0%)이 기피 시설 수용에 해 가장 정 인 것으로 나타났고, 더불어 인

구 50만 이상 도시와 군 지역의 수용도가 50% 이상(54.8%, 53.2%)으로 높은 

수 이다.

<그림 3-16> 호혜성: 봉사활동 참여 정도

직업별로는, 자 업(63.5%)의 기피 시설 수용성이 가장 높고, 블루 칼라가 

52.6%로 그 다음이었으며, 반 로 기피 시설 수용에 한 부정  견해는 주부 

계층(32.5%)에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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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계층별 기피 시설 수용성

Base:전체 사례
적극
수용

대체로
수용

보통
별로
수용
안함

전혀
수용
안함

수용 보통
수용
안함

모름/
무응답

평균:
(점)

전체 (250) 18.9 27.0 25.8 15.4 10.7 45.9 25.8 26.0 2.3 3.29

성별
남성 (125) 22.5 31.5 24.3 12.1 6.6 54.0 24.3 18.6 3.0 3.53

여성 (125) 15.2 22.5 27.2 18.7 14.8 37.7 27.2 33.4 1.6 3.05

연령

20대 (50) 4.9 32.2 38.7 13.5 10.7 37.1 38.7 24.2 0.0 3.07

30대 (50) 8.9 31.2 22.1 23.7 11.6 40.1 22.1 35.3 2.5 3.02

40대 (50) 13.0 30.5 30.2 24.3 2.0 43.5 30.2 26.3 0.0 3.28

50대 (50) 25.5 23.1 21.9 11.7 15.9 48.6 21.9 27.5 2.0 3.31

60대 이상 (50) 42.0 18.0 16.1 3.7 13.2 60.0 16.1 16.9 7.1 3.77

지역
유형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50) 20.1 34.7 20.0 13.9 11.3 54.8 20.0 25.2 0.0 3.38

인구 50만 미만 중소도시 (50) 19.8 27.5 23.2 18.8 9.0 47.3 23.2 27.8 1.7 3.31

군 지역 (50) 27.5 25.8 26.5 3.7 12.1 53.2 26.5 15.8 4.5 3.55

도농복합 도시 (50) 17.7 20.2 33.0 20.5 8.7 37.8 33.0 29.2 0.0 3.18

자치구 지역 (50) 9.3 26.8 26.3 20.0 12.2 36.1 26.3 32.2 5.4 3.01

직업

화이트 칼라 (43) 8.9 31.9 31.8 17.6 9.8 40.8 31.8 27.4 0.0 3.13

블루 칼라 (38) 20.1 32.5 19.0 14.5 13.9 52.6 19.0 28.4 0.0 3.31

자영업 (28) 28.3 35.2 23.5 9.5 3.6 63.5 23.5 13.1 0.0 3.75

농/림/수산업 (26) 31.4 6.5 27.0 11.0 15.3 37.9 27.0 26.4 8.8 3.30

주부 (50) 20.5 23.8 21.2 18.2 14.3 44.3 21.2 32.5 2.0 3.18

학생 (32) 4.5 35.7 32.5 21.1 6.2 40.1 32.5 27.3 0.0 3.11

무직/기타 (31) 26.1 21.4 23.7 10.4 10.3 47.5 23.7 20.7 8.1 3.46

무응답 (3) 0.0 0.0 67.3 32.7 0.0 0.0 67.3 32.7 0.0 2.67

학력

중졸 이하 (51) 32.9 15.7 19.8 9.5 14.3 48.6 19.8 23.8 7.8 3.47

고졸 (110) 13.3 25.4 28.2 19.9 11.5 38.7 28.2 31.3 1.7 3.09

대졸 (77) 17.2 36.2 27.2 12.0 7.5 53.3 27.2 19.5 0.0 3.43

대학원 재 이상 (9) 19.1 43.5 8.2 29.2 0.0 62.6 8.2 29.2 0.0 3.53

무응답 (4) 26.1 0.0 47.8 0.0 26.1 26.1 47.8 26.1 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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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문화 가정 수용성

집 근처로 다문화 가정이 이사 오는 것에 한 생각을 질문한 결과, 수용하겠다

는 응답이 68.8%로 다문화 가정에 한 인식이 매우 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7> 호혜성: 다문화 가정 수용성

연령별로 살펴보면, 체  경향성과 마찬가지로 모든 연령 에서 다문화 가

정 수용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40 (74.3%), 50 (72.8%), 20 (70.3%)의 수

용도가 매우 높은 수 이다.

지역별로는, 체 으로 50% 이상의 수용도를 보인 가운데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수용도(81.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군 지역(70.9%), 자치

구 지역(67.3%)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자 업의 수용 응답률이 81.4%로 월등히 높았으며, 특히 블루 칼

라와 자 업 직업군에서는 비수용 응답이 한 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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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계층별 다문화 가정 수용성

Base:전체 사례
적극
수용

대체로
수용

보통
별로
수용
안함

전혀
수용
안함

수용 보통
수용
안함

모름/
무응답

평균:
(점)

전체 (250) 36.8 32.1 27.2 1.7 1.1 68.8 27.2 2.8 1.2 4.03

성별
남성 (125) 38.4 31.8 27.3 1.9 0.6 70.2 27.3 2.5 0.0 4.06

여성 (125) 35.1 32.3 27.1 1.5 1.6 67.4 27.1 3.1 2.4 4.00

연령

20대 (50) 33.0 37.3 23.2 3.1 3.4 70.3 23.2 6.5 0.0 3.93

30대 (50) 33.0 32.2 32.8 2.0 0.0 65.2 32.8 2.0 0.0 3.96

40대 (50) 41.3 33.0 25.7 0.0 0.0 74.3 25.7 0.0 0.0 4.16

50대 (50) 38.3 34.5 25.5 1.7 0.0 72.8 25.5 1.7 0.0 4.09

60대 이상 (50) 38.2 23.3 28.9 1.7 2.0 61.5 28.9 3.7 6.0 4.00

지역
유형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50) 43.8 37.4 17.2 1.7 0.0 81.1 17.2 1.7 0.0 4.23

인구 50만 미만 중소도시 (50) 30.2 29.3 35.7 3.4 1.4 59.5 35.7 4.9 0.0 3.83

군 지역 (50) 43.9 27.0 23.1 0.0 2.0 70.9 23.1 2.0 4.0 4.15

도농복합 도시 (50) 43.2 22.2 33.0 1.7 0.0 65.3 33.0 1.7 0.0 4.07

자치구 지역 (50) 22.8 44.5 27.0 1.7 2.0 67.3 27.0 3.7 2.0 3.86

직업

화이트 칼라 (43) 35.2 28.3 34.1 2.3 0.0 63.5 34.1 2.3 0.0 3.96

블루 칼라 (38) 31.6 33.3 35.1 0.0 0.0 64.9 35.1 0.0 0.0 3.96

자영업 (28) 44.0 37.4 18.6 0.0 0.0 81.4 18.6 0.0 0.0 4.25

농/림/수산업 (26) 42.9 21.8 20.3 3.2 3.9 64.7 20.3 7.1 7.8 4.05

주부 (50) 34.1 34.3 27.9 1.7 0.0 68.4 27.9 1.7 2.0 4.03

학생 (32) 31.1 44.3 16.7 2.6 5.3 75.4 16.7 7.9 0.0 3.93

무직/기타 (31) 46.7 23.5 27.6 2.3 0.0 70.1 27.6 2.3 0.0 4.15

무응답 (3) 0.0 28.0 72.0 0.0 0.0 28.0 72.0 0.0 0.0 3.28

학력

중졸 이하 (51) 35.9 18.2 36.4 1.6 2.0 54.1 36.4 3.6 5.9 3.90

고졸 (110) 38.5 34.4 25.6 1.5 0.0 72.9 25.6 1.5 0.0 4.10

대졸 (77) 33.4 38.9 25.4 2.2 0.0 72.3 25.4 2.2 0.0 4.03

대학원 재 이상 (9) 43.0 37.4 0.0 0.0 19.6 80.4 0.0 19.6 0.0 3.84

무응답 (4) 52.2 0.0 47.8 0.0 0.0 52.2 47.8 0.0 0.0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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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네트워크(Network): 이웃과의 교류 정도(친밀성)

평소에 주변 이웃들과 얼마나 교류하는지 질문한 결과, 교류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54.4%로, 교류 안함(14.4%) 응답자의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림 3-18> 네트워크: 이웃과의 교류 정도(친밀성)

우선, 여성(60.4%)이 남성(48.4%)보다 이웃과의 교류가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남성과 여성의 비 교류 응답률은 비슷한 수 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 (65.0%)가 이웃과의 교류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

났고 50 (61.5%)의 교류 정도도 비교  높은 수 인 반면, 20 의 경우 38.5%

로 이웃과의 친 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군 지역(65.8%)의 교류 수 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인구 50만 미만 소도시(57.9%), 도농복합 도시(56.2%) 순이나, 자치

구 지역의 비 교류 응답률(29.9%)은 타 지역에 비해 히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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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 계층별 이웃과의 교류 정도(친밀성)

Base:전체 사례
자주
교류

가끔
교류

보통
별로
교류
안함

전혀
교류
안함

교류 보통
교류
안함

평균:
(점)

전체 (250) 28.9 25.5 31.2 11.0 3.3 54.4 31.2 14.4 3.66

성별
남성 (125) 25.2 23.2 37.6 9.6 4.4 48.4 37.6 14.0 3.55

여성 (125) 32.6 27.8 24.8 12.4 2.3 60.4 24.8 14.7 3.76

연령

20대 (50) 11.2 27.3 31.5 21.9 8.2 38.5 31.5 30.1 3.11

30대 (50) 25.1 39.8 19.1 12.6 3.3 65.0 19.1 15.9 3.71

40대 (50) 38.8 18.0 29.8 13.3 0.0 56.8 29.8 13.3 3.82

50대 (50) 39.4 22.1 34.9 2.0 1.7 61.5 34.9 3.7 3.96

60대 이상 (50) 30.1 20.2 41.0 5.3 3.4 50.3 41.0 8.8 3.68

지역
유형

50만 이상 대도시 (50) 24.8 23.6 38.0 8.5 5.1 48.4 38.0 13.6 3.55

50만 미만 중소도시 (50) 18.3 39.5 30.2 10.5 1.4 57.9 30.2 12.0 3.63

군 지역 (50) 41.7 24.1 27.5 6.8 0.0 65.8 27.5 6.8 4.01

도농복합 도시 (50) 33.2 23.0 34.3 7.8 1.7 56.2 34.3 9.5 3.78

자치구 지역 (50) 26.6 17.2 26.3 21.5 8.4 43.8 26.3 29.9 3.32

직업

화이트 칼라 (43) 25.8 28.1 22.5 21.6 1.9 54.0 22.5 23.5 3.54

블루 칼라 (38) 23.7 27.2 37.1 7.5 4.4 50.9 37.1 12.0 3.58

자영업 (28) 38.1 28.5 33.4 0.0 0.0 66.6 33.4 0.0 4.05

농/림/수산업 (26) 56.1 6.0 30.7 7.1 0.0 62.1 30.7 7.1 4.11

주부 (50) 36.3 28.6 29.2 4.2 1.7 64.9 29.2 5.9 3.94

학생 (32) 7.0 25.5 36.9 22.7 7.9 32.5 36.9 30.6 3.01

무직/기타 (31) 18.9 27.3 34.7 11.3 7.8 46.3 34.7 19.1 3.38

무응답 (3) 39.3 32.7 0.0 28.0 0.0 72.0 0.0 28.0 3.83

학력

중졸 이하 (51) 36.8 15.0 39.3 5.6 3.4 51.7 39.3 9.0 3.76

고졸 (110) 27.1 28.8 31.2 8.3 4.6 55.9 31.2 12.9 3.66

대졸 (77) 27.4 30.7 23.8 16.1 2.0 58.1 23.8 18.2 3.65

대학원 재 이상 (9) 9.5 9.5 43.7 37.2 0.0 19.1 43.7 37.2 2.91

무응답 (4) 52.2 0.0 47.8 0.0 0.0 52.2 47.8 0.0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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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별 통계적 분석  

1) 인구통계학 변인별 사회적 자본 차이 검증 

가. 성별

남･녀 간 사회  자본에 한 차이를 검증하기 해서 사회자본 구성 요소의 

하  차원들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독립표본 t 검증(Independent sample t-test)를 

실시하 다.

분석결과, 호혜성 요소에 해당하는 기피시설 수용(t=3.055, df=242, p<.01에서

만 남･녀간 통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시민참여 요소에 해

당하는 지역사회단체 자발  참여 의향, 투표 의향, 주민자치활동 참여, 규범 요

소의 지방자치단체 조례 수, 범법행  신고, 지역 내 갈등해결 활동, 신뢰 요소

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정책 결정과정 신뢰, 지방자치단체장 신뢰, 지방자치단체 공

무원 신뢰, 지방의원 신뢰, 호혜성 요소의 사활동 참여, 다문화 가정 수용성, 네

트워크 요소의 이웃과의 친 성에서는 통계 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7> 남･녀간 사회자본 차이 검증

호혜성: 기피시설 수용성

M SD df t

성별

남자
(n=121) 3.53 1.17

241 3.055**
여자

(n=123) 3.05 1.28

* p<.05, ** p<.01, *** p<.001

나. 연령 

연령 간 사회  자본에 한 차이를 검증하기 해서 사회자본 구성 요소의 

하  차원들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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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Scheffe 다 범  검증 방법(Scheffe multiple range test)으로 사후검증

(Post-hoc test) 하 다.

분석결과, 시민참여 요소에 해당하는 투표 의향(F=4.205, df=4, 244, P<.01), 규

범 요소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수(F=4.270, df=4, 239, P<.01), 범법행

 신고(F=3.818, df=4, 236, P<.01), 지역 내 갈등해결 활동(F=2.536, df=4, 238, 

P<.05), 신뢰 요소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F=2.592, df=4, 236, P<.05), 자방

지방자치단체 공무원(F=2.902, df=4, 242, P<.05), 호혜성 요소에 해당하는 사활

동 참여(F=2.857, df=4, 244, P<.05), 기피시설 수용성(F=2.758, df=4, 239, P<.05), 

네트워크 요소인 이웃과의 교류정도(친 성)(F=4.458, df=4, 245, p<.01)에서 연령

간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실제로 어떤 지역 유형 간에 통계 으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시민참여 요소의 투표 의향은 60  이상이 30 보다 

더 높았으며, 규범 요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 수 의식은 50 가 20 와 

30 보다, 범법행  신고 경향은 50 와 60  이상이 20  보다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나 지역 내 갈등해결 활동 의향은 사후검증에서 집단간 통계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신뢰 요소의 지방자치단체장 신뢰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신뢰 역시 사

후검증에서는 집단 간 통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호혜성 요소의 경

우 사활동 참여 경향은 50 가 60  이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피시

설 수용성은 사후검증에서 집단간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네트워크 요소에 

해당하는 이웃과의 교류 정도(친 성)은 40 , 50 가 20 보다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하지만 시민참여 요소의 지역사회단체 자발  참여 의향, 주민자치활동 참여 

의향, 신뢰 요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정책 결정과정 신뢰, 지방의원 신뢰, 호혜

성 요소의 다문화 가정 수용성에서는 연령 간 통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84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자본 측정 및 증진방안

<표 3-28> 연령대간 사회자본 차이 검증

시민참여: 투표 의향 규범: 지방자치단체 조례 준수

N M SD F(df) N M SD F(df)

연령

20대 50 4.39ab 0.99

4.205**
(4, 244)

50 3.83a 0.78

4.270**
(4, 239)

30대 50 3.95a 1.31 48 `3.91a 0.70

40대 50 4.44ab 0.91 49 4.20ab 0.74

50대 50 4.56ab 1.01 49 4.43b 0.78

60대 이상 49 4.74b 0.69 47 4.07ab 1.06

규범: 범법행위 신고 규범: 지역 내 갈등해결 활동

N M SD F(df) N M SD F(df)

연령

20대 49 3.28a 1.19

3.818**
(4, 236)

50 2.65a 1.03

2.536*
(4, 238)

30대 49 3.57ab 1.01 50 2.70a 0.98

40대 50 3.54ab 0.91 48 2.96a 1.03

50대 47 4.00b 1.13 48 3.27a 1.15

60대 이상 45 3.99b 1.26 46 2.84a 1.18

신뢰: 지방자치단체장 신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N M SD F(df) N M SD F(df)

연령

20대 50 3.11a 0.90

2.592*
(4, 236)

50 2.94a 0.81

2.902*
(4, 242)

30대 46 2.93a 0.86 50 2.87a 0.97

40대 49 3.14a 0.89 50 3.01a 0.73

50대 49 3.28a 1.07 48 3.16a 1.10

60대 이상 46 3.54a 1.07 49 3.44a 1.05

호혜성: 봉사활동 참여 호혜성: 기피시설 수용성

N M SD F(df) N M SD F(df)

연령

20대 50 2.28ab 1.11

2.857*
(4, 244)

50 3.07a 1.05

2.758*
(4, 239)

30대 50 2.50ab 1.29 48 3.02a 1.20

40대 50 2.52ab 1.16 50 3.28a 1.04

50대 49 2.92b 1.30 49 3.31a 1.41

60대 이상 50 2.17a 1.10 46 3.77a 1.43

네트워크: 이웃과의 친밀성

N M SD F(df)

연령

20대 50 3.11a 1.13

4.458**
(4, 245)

30대 50 3.71ab 1.09

40대 50 3.82b 1.10

50대 50 3.96b 1.00

60대 이상 50 3.68ab 1.07

* p<.05, ** p<.01, *** p<.001
a, b, ab: Scheffe 사후검증,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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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자치단체 유형

지방자치단체 유형 간 사회  자본에 한 차이를 검증하기 해서 사회자본 

구성 요소의 하  차원들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일원분산분석 후 사후검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신뢰 요소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 한 신뢰(F=5.570, df=4, 

236, p<.001)와 네트워크 요소인 이웃과의 교류정도(친 성)(F=2.767, df=4, 245, 

p<.05)에서 지방자치단체 유형간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지방자치단체 유형간에 통계 으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군 지역이 도농복합 도시와 자치구 지역보다 지

방자치단체장에 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웃과의 친 성의 경우 군 

지역이 자치구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민참여 요소의 지역사회단체 자발  참여 의향, 투표 의향, 주민자치

활동 참여 의향, 규범 요소의 지방자치단체 조례 수, 범법행  신고, 지역 내 갈

등해결 활동, 신뢰 요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정책 결정과정 신뢰, 자방지방자치단

체 공무원 신뢰, 지방의원 신뢰, 호혜성 요소의 사활동 참여, 기피시설 수용성, 

다문화 가정 수용성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유형간 통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 3-29> 지방자치단체 유형간 사회자본 차이 분석

신뢰: 지방자치단체장 네트워크: 이웃과의 친밀성

N M SD F(df) N M SD F(df)

지역

유형

대도시 48 3.33ab 0.90

5.570***
(4, 236)

50 3.55ab 1.12

2.767*
(4, 245)

중소도시 50 3.14ab 0.94 50 3.63ab 0.96

군 49 3.67b 1.01 50 4.01b 0.99

도농복합 48 2.89a 0.97 50 3.78ab 1.05

자치구 47 2.94a 0.86 50 3.32a 1.31

* p<.05, ** p<.01, *** p<.001
a, b, ab: Scheffe 사후검증,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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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직업 

직업 계층간 사회  자본에 한 차이를 검증하기 해서 사회자본 구성 요소

의 하  차원들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일원분산분석 후 사후검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네트워크 요소에 해당하는 이웃과의 친 성(F=4.400, df=6, 240, 

p<.001)에서만 직업 계층간 통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구체 으

로 자 업과 농/림/수산업 직업 계층이 학생 계층보다 이웃과의 친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민참여 요소의 지역사회단체 자발  참여 의향, 투표 의향, 주민자치

활동 참여, 규범 요소의 지방자치단체 조례 수, 범법행  신고, 지역 내 갈등해

결 활동, 신뢰 요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정책 결정과정 신뢰, 지방자치단체장 신

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신뢰, 지방의원 신뢰, 호혜성 요소의 사활동 참여, 기

피시설 수용성, 다문화 가정 수용성에서는 통계 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0> 직업 계층간 사회자본 차이 분석

네트워크: 이웃과의 친밀성

N M SD F(df)

직 업

화이트 칼라 43 3.54ab 1.16

4.400***
(6, 240)

블루 칼라 37 3.58ab 1.08

자영업 28 4.05b 0.86

농/림/수산업 25 4.11b 1.09

주부 49 3.94ab 0.99

학생 32 3.01a 1.06

무직/기타 31 3.38ab 1.16

* p<.05, ** p<.01, *** p<.001
a, b, ab: Scheffe 사후검증, a<b 

마. 학력 

학력간 사회  자본에 한 차이를 검증하기 해서 사회자본 구성 요소의 하

 차원들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일원분산분석 후 사후검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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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신뢰 요소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신뢰(F=3.138, df=2, 243, 

p<.01)에서만 학력간 통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구체 으로 

학교 졸업 이하 학력 계층이 학교 재학 이상 학력 계층보다 지방자치단체장

에 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민참여 요소의 지역사회단체 자발  참여 의향, 투표 의향, 주민자치

활동 참여, 규범 요소의 지방자치단체 조례 수, 범법행  신고, 지역 내 갈등해

결 활동, 신뢰 요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정책 결정과정 신뢰, 지방자치단체 공무

원 신뢰, 지방의원 신뢰, 호혜성 요소의 사활동 참여, 기피시설 수용성, 다문화 

가정 수용성, 네트워크 요소인 이웃과의 친 성에서는 통계 인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3-31> 학력 계층간 사회자본 차이 분석

신뢰: 지방자치단체장

N M SD F(df)

학력

중졸 이하 43 3.47b 1.05
3.138**
(2, 243)

고졸 108 3.14ab 0.92

대재 이상 85 3.05a 0.94

* p<.05, ** p<.01, *** p<.001
a, b, ab: Scheffe 사후검증, a<b 

2) 지방자치단체 신뢰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

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사회  자본은 에 따라 시민  참여, 규범, 호혜성, 네트워크, 신뢰 등 다

양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이 구성요소들은 서로 순환되면서 상

호작용을 한다(Putnam, 1993).



88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자본 측정 및 증진방안

하지만, 여러 가지 구성요소들  가장 본질 인 요소는 신뢰로 호혜성, 자발

 참여, 지역공동체 형성과 같은 요소들도 결국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형성되

며(Fukuyama, 1997, 2001, 2002), 시민간의 네트워크가 상호작용  규범을 확장

시키고, 시민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며, 결국 사람들에 한 신뢰를 높여

다(Putnam, 1993).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신뢰도가 나머지 구성요소들-시민 참여, 규범, 호

혜성, 네트워크-과 유의미한 향 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각 지역별 

신뢰 제고를 한 고려 요인을 악하기 해 상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

시하 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신뢰도(이하 신뢰도)를 산출하기 해 신뢰의 하  차원인 

지방자치단체 공공정책 결정과정,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의

원에 한 신뢰간 상 계를 확인한 결과 네 가지 구성요소들 간에 유의미한 

계를 확인하 고, 이를 산술평균하여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신뢰도 수로 산정

하 다.

분석결과, 지역사회단체 자발  참여 의향, 투표 의향, 지방자치단체 조례 

수 의식, 범법행  신고 경향, 지역 내 갈등해결 활동 의향, 기피시설 수용성, 다

문화 가정 수용성, 이웃과의 친 성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악되었으며, 이  

투표 의향, 지역 내 갈등해결 활동 의향, 이웃과의 친 성이 지방자치단체 유형

을 떠나  사회  신뢰도와 하게 연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 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의 경우 신뢰도 향상을 해서 투표 의

향, 지방자치단체 조례 수 의식, 범법행  신고 경향, 지역 내 갈등해결 활동 

의향, 기피시설 수용성, 이웃과의 친 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군 지역의 경우는 

투표 의향, 지역 내 갈등해결 활동 의향, 다문화 가정 수용성, 이웃과의 친 성을 

향상시켜  수 있는 정책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 도농복합 도시에서는 지역민들의 지역사회단체 자발  참여 의향, 투표 

의향, 지역 내 갈등해결 활동 의향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자치구 지역의 경우 

지역사회단체 자발  참여 의향, 투표 의향, 지방자치단체 조례 수 의향, 범법 

행  신고, 지역 내 갈등해결 활동, 다문화 가정 수용성, 이웃과의 친 성 제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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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안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참고로, 50만 이상 도시와 자치구 지역 등 인구량이 많은 지역의 신뢰도 제

고를 해서는 규범  요소들의 향상을 극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한

편, 50만 미만의 소도시의 신뢰도와 다른 구성요소들간의 유의미한 상 계

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3-32> 신뢰도와 사회자본 구성요소별 상관관계

사회자본 구성요소별 하위 차원
지방자치단체 신뢰도

대도시
중소
도시

군 지역
도농
복합

자치구 
지역

시민 
참여

지역사회단체 자발적 참여 의향 .27 .13 .07 .41 .33

투표 의향 .51 .26 .39 .40 .33

주민자치활동 참여 의향 .27 .15 .07 .20 .14

규범

지방자치단체 조례 준수 .37 .25 .27 .22 .31

범법행위 신고 .32 .00 .01 .14 .48

지역내 갈등해결 활동 .42 .16 .44 .30 .48

호혜성

봉사활동 참여 .17 .02 .09 -.02 .24

기피시설 수용성 .32 .13 .25 -.01 -.07

다문화 가정 수용성 -.03 .07 .40 -.07 .33

네트
워크

이웃과의 친 성 .37 .21 .42 -.15 .39

주. 음영처리 된 셀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의미함(p<.05)

나. 신뢰 모델 검증

다음으로, 지방자체단체 신뢰도 증진에 향을 주는 사회자본 요소들의 향

력을 확인하기 해 인구통계학  변인과 시민 참여, 규범, 호혜성, 네트워크 요

소의 하  차원들을 선행요인으로, 신뢰 요소의 하  차원들과 신뢰의 하  차

원들의 산술평균 값인 지방자치단체 신뢰도(이하 신뢰도)를 후속 효과 요인으로 

설정한 모델을 검증하 다. 모델 검증은 계  회귀분석(Hierarchial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실시하 다. 구체 으로 인구통계학  변인과 사회자본 요소별

로 해당 변인들을 단계 으로 투입하여 공변량을 고려하는 향력 검증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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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방자치단체 신뢰에 지니는 효과를 확인했다. 

분석 결과, 우선, 지방자체단체 정책결정 과정에 한 신뢰에 한 체 설명

량은 17.3%로 확인되었다. 인구통계학  변인과 호혜성, 네트워크 요소의 향

력은 없었으며, 시민 참여 요소의 투표 의향(β=0.21, p<.01)과 규범 요소의 지방

자치단체 규범 수(β=0.14, p<.05), 지역 내 갈등해결 활동 의향(β=0.17, p<.05)

만이 정 인 향력을 나타냈다. 

지방자치단체장 신뢰에서는 체 변인들의 설명량은 14.2%로 확인되었다. 

와 마찬가지로 인구통계학  변인과 호혜성, 네트워크 요소의 향력은 없었으

며, 시민 참여 요소의 투표 의향(β=0.22, p<.01)과 규범 요소의 지방자치단체 규

범 수(β=0.16, p<.05)만이 정 인 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한 신뢰의 경우, 검증 모델의 설명력은 15.2%로 나

타났다. 본 모델에서는 인구통계학 변인  연령(β=0.17, p<.05)과 시민 참여 요

소의 투표 의향(β=0.24, p<.01) 정 인 향력을 지니고 있는 반면, 나머지 변인

들의 향력은 없었다.

지방의원에 한 신뢰 한 체 변인들의 설명량은 8.8%로 규범 요소의 하  

차원  지역 내 갈등해결 활동 의향(β=0.19, p<.05)만이 정  효과를 지닌 것으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체단체 신뢰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모델의 체 설명량은 

23.2%로, 시민 참여 요소의 투표 의향(β=0.27, p<.001), 규범 요소의 지방자치단

체 규범 수(β=0.15, p<.05)와 지역 내 갈등해결 활동(β=0.17, p<.05)의 정 인 

향력이 발견되었다. 반면 나머지 변인들이 지방자치단체 신뢰도에 미치는 

향력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 검증 결과를 종합해보면, 사회자본 하  요소들  거주민의 투표 참여 

의향이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 규범 수 태도  의향-지방자체단체 규범 

수, 지역 내 갈등해결 활동 참여 의향-이 강할수록 지방자치단체를 신뢰하는 경

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가치 심 이고 직  보상을 담보하지 못하는 

사회자본 요소-지역사회단체  주민자치활동 참여도, 호혜성, 이웃과의 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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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방자치단체 신뢰도에는 일 인 향력을 갖지 않는 반면, 투표 참여, 지

방자차단체 규범 수, 지역 내 갈등해결 활동 등 그 결과가 개개인에게 직

인 향을 미치는 사회자본 요소의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신뢰도 증진을 

해 지속 으로 검토하면서 강화시켜나갈 필요가 있음을 주지시켜주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표 3-33> 지방자치단체 신뢰도에 대한 영향력 검증(위계적 회귀 최종투입, β ) 

구 분

지방자치
단체

정책결정 
과정

지방자치
단체장

지방자치
단체

공무원

지방
의원

지방자치
단체

신뢰도

인구
통계학 
변인

성(남자=1)  0.08  0.06  0.02  0.00  0.05

연령  0.01  0.08  0.17*  0.03  0.10

학력 -0.10  0.00  0.11 -0.06 -0.01

시민적 

참여

지역사회단체 자발적 참여  0.01  0.06  0.12  0.12  0.10

투표  0.21**  0.22**  0.24**  0.13  0.27***

주민자치활동 참여  0.13 -0.05 -0.13 -0.09 -0.04

규범

지방자치단체 규범 준수  0.14*  0.16*  0.09  0.05  0.15*

범법행위 신고 -0.03 -0.06 -0.01 -0.05 -0.05

지역 내 갈등해결 활동  0.17*  0.10  0.07  0.19*  0.17*

호혜성

봉사활동 참여 -0.02 -0.05  0.04  0.08  0.02

기피시설 수용  0.05  0.11  0.01 -0.06  0.02

다문화 가정 수용  0.00 -0.04 -0.03  0.09  0.00

네트워크 이웃과의 친 성  0.03  0.14  0.10  0.10  0.12

R2  0.223  0.194  0.202  0.143  0.278

△R2  0.173  0.142  0.152  0.088  0.232

F  4.490***  3.737***  4.016***  2.597**  6.131***

* p<.05, ** p<.01, *** p<.001
주. 신뢰도: 신뢰변수(정책결정과정~지방의원)의 산술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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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결과의 요약

지방자치의 도입과 함께 지역에서의 사회  자본에 해 학술 , 실체 으로 

그 요성은 인식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으로 사회  자본을 어떻

게 인지하는지에 한 연구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요성 비, 

그 인지도에 한 실제 인 연구가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상으로 사회  자

본에 한 인지도를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로 첫째, 사회  자본 구성요소별 기술  분석을 살펴보고 둘째, 사회

 자본 구성요소를 통계 으로 분석해 보았다. 먼  사회  자본 구성요소별 

기술  분석에서는 앞서 이론 으로 논의한 사회  자본의 구성요소인 참여, 규

범, 신뢰, 호혜성, 네트워크 5가지에 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첫째, 참여에 해서는 부분이 부정 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자본은 자발 인 참여가 매우 요하다. 이러한 참여가 선행되지 않는다

면, 사회  자본이 만들어질 수 있는 수단이 결여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실제 참여부분의 응답결과, 의향 있음 23.1%, 의향 없음 44.0%이 나타났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투표에 해서는 참여에 해 82.0%가 

정 인 의향을 나타냈다. 

참여부분에 해 반 으로 정 인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으나, 둘째, 규범

부분에서는 다수 74.7%가 조례를 수해야 한다고 응답하 다. 보통의 경우도 

20.3%로 거의 모든 응답자가 규범은 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이 나타났

다. 특히 40 , 50  연령층, 블루칼라 계층, 학생 계층에서는 조례를 수할 필

요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째, 신뢰부분에서는 거주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한 신

뢰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신뢰 안함 31.9%, 신뢰함 21.2%로 부정  응답이 약 

10%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30 가 41.6%, 화이트 칼라 직업군이 47.7%로 지방

자치단체에 한 부정 인 신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거주지역의 지방

자치단체 공무원에 한 신뢰는 신뢰와 비신뢰가 비슷한 수 으로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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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통 응답 비율(51.4%)이 앞서 언 한 신뢰 련 두 측정지표의 보통 응답

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신뢰에 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지역별로

는, 군 지역이 35.2%로 거주 지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한 신뢰 정도가 다

른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비해 높은 반면,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경우 불신 응

답이 3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넷째, 호혜성에 한 인식을 살펴보기 해 사활동에 한 참여도와 기피시

설, 다문화가정의 호혜성에 한 의식을 살펴보았다. 사활동에 해 참여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한편, 사활동 참여는 학력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

여지며, 그  고등학교 졸업(26.2%)과 학교 졸업(21.3%)의 참여도가 높은 편

으로 나타났다. 기피시설 수용도의 경우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45.9%로 높게 나

타났는데, 이는 지역이기주의가 차 낮아지고 있는 부분을 반 하는 것이라 보

여진다. 특히 다문화 가정 수용성에 해서는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68.8%로 다

문화 가정에 한 인식이 매우 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네트워크 부분은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친 성에 해 확인해 보고자 

하 다. 그 결과 평소에 주변 이웃들과 얼마나 교류하는지 질문한 결과, 교류 한다

고 응답한 사람이 54.4%로, 교류 안함(14.4%) 응답자의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사회  자본 구성 요소별 통계  분석에 한 내용이다. 첫째, 인구통

계학 변인별 사회  자본 차이의 검증은 호혜성 요소에 해당하는 기피시설 수용

(t=3.055, df=242, p<.01에서만 남･녀간 통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연령에 따라서는 시민참여 요소에 해당하는 투표 의향(F=4.205, df=4, 

244, P<.01), 규범 요소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수(F=4.270, df=4, 239, 

P<.01), 범법행  신고(F=3.818, df=4, 236, P<.01), 지역 내 갈등해결 활동

(F=2.536, df=4, 238, P<.05), 신뢰 요소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F=2.592, 

df=4, 236, P<.05), 자방지방자치단체 공무원(F=2.902, df=4, 242, P<.05), 호혜성 

요소에 해당하는 사활동 참여(F=2.857, df=4, 244, P<.05), 기피시설 수용성

(F=2.758, df=4, 239, P<.05), 네트워크 요소인 이웃과의 교류정도(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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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F=4.458, df=4, 245, p<.01)에서 연령 간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유형 간 사회  자본에 한 차이 부분은 신뢰 요소에 해

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 한 신뢰(F=5.570, df=4, 236, p<.001)와 네트워크 요

소인 이웃과의 교류정도(친 성)(F=2.767, df=4, 245, p<.05)에서 지방자치단체 유

형간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지방자

치단체 유형간에 통계 으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군 지역이 도농복합 도시와 자치구 지역보다 지방자치단체장에 한 신뢰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웃과의 친 성의 경우 군 지역이 자치구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직업 계층간 사회  자본에 한 차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네트워크 요

소에 해당하는 이웃과의 친 성(F=4.400, df=6, 240, p<.001)에서만 직업 계층간 

통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구체 으로 자 업과 농/림/수산업 직

업 계층이 학생 계층보다 이웃과의 친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는 학력차이의 검증이었으며, 신뢰 요소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신

뢰(F=3.138, df=2, 243, p<.01)에서만 통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는 신뢰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보았다. 이를 해 우선, 

신뢰도를 산출하기 해 신뢰의 하  차원인 지방자치단체 공공정책 결정과정,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의원에 한 신뢰 간 상 계를 확

인한 결과 네 가지 구성요소들 간에 유의미한 계를 확인하 고, 이를 산술평

균하여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신뢰도 수로 산정하 다.

분석결과, 지역사회단체 자발  참여 의향, 투표 의향, 지방자치단체 조례 

수 의식, 범법행  신고 경향, 지역 내 갈등해결 활동 의향, 기피시설 수용성, 다

문화 가정 수용성, 이웃과의 친 성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악되었으며, 이  

투표 의향, 지역 내 갈등해결 활동 의향, 이웃과의 친 성이 지방자치단체 유형

을 떠나  사회  신뢰도와 하게 연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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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용을 통한 사회적 자본 증진 ⑇
1. 마을만들기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례

1) 마을만들기 제도화

마을만들기란 주민참여를 통해 마을 삶터를 재구조화 하는 과정 심의 운동/

사업/정책을 의미한다. 물론 운동으로서의 마을만들기와 제도화된 사업으로서의 

마을만들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에 주의가 필요하다. 지방자치제도가 시

작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

하거나 는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마을만들기를 도입하기 때문에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제도화 되었다(마을만들기: Hppt://maeulnet.kr).

2) 동네 리더 양성을 위한 ’광주YMCA 좋은동네 만들기’ 운동

주지역에서 1999년부터 마을회원들이 ‘좋은동네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학습

공동체를 구성해서 마을만들기 운동을 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마을을 

변화시키기 한 동네리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2000년에는 ‘좋은동네 시민

학’을 개설하여 주민들이 원할 경우 찾아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이동 학, 

방향 토론식의 교육, 동네 실정과 조건에 맞는 맞춤형 학습 등의 운 원칙을 세

우고 동네 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이 운동이 제시하는 시사 을 보면, 이 운동은 주로 마을만들기를 한 실천

과제를 이행하기 보다는 주도할 수 있는 동네 리더를 양성하는데 을 두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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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다른 마을만들기 사례와 구별된다. 물론 교육 로그램을 정하고 교육하

는데 있어서는 사례연구, 선진지역 견학, ‘다함께 돌자 동네 한바퀴’, ‘우리동네 

디자인 하기’ 등 마을을 상으로 한 동네만들기 로그램으로 참여학습을 유도

하는 구체 인 교육과정에 의한 실천력 향상에 을 둔 것이기도 하 다.

3) 광주광역시 북구의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례

가. 개요 

2000년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면서 시작된 북구청의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

업으로 북구청에서는 이 사업을 담하는 ‘마을만들기 ’을 행정조직으로 별도

로 구성하 다. 그리고 외부 문가로 구성된 자문조직으로 ‘마을만들기 연구회’

도 구성해서 이 사업에 한 이론  체계와 실천  안 등을 주민과 함께 모색

하도록 조직하 다. 이 사업에서는 공무원이 주도하지 않고 문가로 구성된 자

문기구인 ‘마을만들기 연구회’가 주동하여 일본의 마을만들기 련 조직의 사람

들을 청해서 한일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외국의 사례를 직  체험하는 기회를 

만들기도 하 고,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략  방안도 제안하면서 자문조

직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 다(김희송, 2012).

나. 시사점

이 사업은 조례제정으로 법제화 지원  주민자치 원회의 자발 인 추진체계

가 심이 되어 이행한 사업이다. 북구청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에 

한 조례를 제정하여 법률 인 지원체계를 마련하 다. 2003년 당시에도 조례

제정 원회를 구성해서 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그 다음 해인 2004년 ‘아름다

운 마을만들기 조례’(총3장 30조)를 공포하고, 그 지원의무를 명문화시키기도 하

다.

법규를 제정함으로써 마을만들기 업무에 하여 구청장의 책무로 이를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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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민에 해서는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여 극 참여하고 구청의 

력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 다. 지원방안에 해서는 구청장은 이에 필요

한 조사  연구를 해 구체 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그 사업의 기본계

획 수립, 구체  실천을 한 행재정  지원을 극 추진해야 한다고 근거규정

을 만들었다.

이후 북구청은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 원회를 상으로 마을만들기에 

한 강좌, 주민자치학교의 운 에서 그 사업의 필요성 등을 달하고 각 마을의 

자발 인 지원에 따른 사업추진을 이어갔다. 실제로 구청에서 산지원을 하

지만, 각 주민자치 원회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주체로서 활동하여 주민 스

스로의 비  제시와 목표달성 등 자발 인 노력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4) 광주광역시 사례

이러한 향을 받아 주 역시도 2010년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를 제

정하여 지원체계를 마련하 고 2011년부터는 ‘행복한 창조마을만들기’ 시책을 수

립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일반 주거지역을 상으

로 주거, 문화, 복지, 일자리 등이 복합 으로 이행되며, 각 자치구별로 1개 마을씩 

총 5개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각 마을별로 2억원씩 지원하고 있어서 다른 지원사

업들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비 이 큰 지원제도를 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광주광역시 남구 사례

가. 개요

 주시의 남구청더 동일한 조례를 제정하 을 뿐만 아니라 지원조직으로 ‘마

을공동체 력센터’를 개설해서 마을공동체 지원을 한 심기구로 운 하고 

있다. 주 역시 남구 마을공동체 력센터(독립된 조직으로 별도의 3명 인력

이 담)의 사업계획서(2012)에 따르면 센터가 주로 하는 역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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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 남구 마을공동체 지원 거 기 , ② 주 남구 마을리더 양성 인력개발

학교, ③ 주 남구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센터 운  등이다(김희송, 2012).

주 남구 특화마을 문화콘텐츠 연구소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 이

러한 기능에 맞는 구체 인 이행사업의 내역을 보면, 마을공동체 인력양성 사업,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지원, 마을만들기 연구학술 사업,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구

축사업, 사회  경제구축 등을 주요사업으로 실천하고 있다.

나. 시사점

기존의 다른 지역에서 추진해 온 마을만들기 사업의 경우에는 주로 재정지원

에 의한 사업추진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 역시 남구의 

‘마을공동체 력센터’를 심으로 한 사업은 최우선 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던 

시민단체 계자가 주 기 이 력센터의  센터장으로 되면서 직  마

을만들기를 실천하던 실무자가 행정 료의 지 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그 

효과가 더욱 두드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김희송, 2012).

그 결과 센터 사업내용들을 구성했던 것들이 모두 장의 마을만들기로부터 

이 된 것으로 자발 으로 시작했던 마을만들기 사회운동이 제도화 된 거버 스 

체제로 통합되면서 더욱 시 지 효과를 발산하는 정  요인으로 작용하 다.

6) 서울시의 구로구 : 학교도서관 주민 개발 활성화 추진

서울시 구로구는 도서  확충을 계획하면서 내 학교들과 력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이미 책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학교 도서 들을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함으로써 ‘책 읽는 구로’를 만들자는 사업을 추진하 다. 내 한 동에 치한 

지구 학교와 업무 약을 맺고 주 42시간씩 주민들에게도 도서 을 개방하도록 

하 다. 평일은 9시까지, 토요일도 9시부터 녁 9시까지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하 고, 구로구는 그 신 지구 학교에 도서  운 비의 일부를 보조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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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이와 같은 제도가 다수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되지 않았다고 해

서 각 학교 도서 별로 인문학 고 읽기, 독서토론, 화상 , 문화체험 등 다양

한 로그램을 마련해서 주민들로 하여  학교도서 과 친해져 자주 이용함으로

써 주민들에게 이미 주변에 존재해 있는 기존의 공공기  시설들을 활용해 다양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2. 강릉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사례

1) 강원도 새농어촌건설운동

강원도에서는 1998년부터 ‘새농어 건설운동’이라는 새로운 농 형 마을만들

기 사업이 제안되었다. 이 운동은 실사구시, 자력갱생, 자율경쟁을 이념으로 하

고 정신, 소득, 환경분야의 신운동으로 의식과 발상의 환을 통하여 최  부

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어 다운 환경을 조성한다는 기본 계획을 가진 실천 심의 

공모사업으로 시행되었다. 이 사업의 성격은 도를 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가 

최 로 사람 심, 상향식 방식, 선실행 후지원 방식으로 공모방식을 통해서 시

행하는 사업이었던 것이다.

강원도의 ‘새농어 건설운동’ 사업은 시군 단 에서 우수마을 추진의 하나로, 

마을에서 계획을 세워 먼  실천하고 그 결과를 시군에서 도로 추천하게 되면 

도에서는 이를 평가하여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상사업비 성격의 지원  5억을 보

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시작 기단계인 1999년에 10개 마을을 선정하

고, 2000~2004년까지는 15개 마을, 2005년부터는 30개 마을을 선정하여 지원

해 오고 있다.

효과  측면을 보면, 강원도의 ‘새농어 건설운동’은 농어 지역 마을 주민들

ㅇ게 새롭게 많은 자신감을 회복시켜주고 성취동기를 유발시켰으며, 나아가 주

민의 단결과 자치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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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릉시 현황

강릉시는 1995년 명주군과 강릉시가 통합한 농 지역과 도시지역이 함께 합

쳐진 도농복합도시이다. 시의 일반  환경조건을 고려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구 규모는 20만이 조  넘으며, 공업기반이 약하고 3차산업 활동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문화유산으로는 강릉단오제와 령, 강릉경포 , 

정동진 등의 표문화자원이 있다. 그러나 도시의 성장동력이 되는 산업기반이 

미약하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도시와 마찬가지로 농 인구가 격감하여 농 지역

들이 속하게 쇠퇴되는 상을 많이 목격할 수 있다.

3) 개요

강릉경실련이 주축이 되어 2004년부터 마을만들기 사업 을 구성하고 강릉시 

할지역 내의 농 지역에서 마을만들기를 력방식으로 폭넓게 하기 해 주민

들과 조직 인 력방식을 구축하고자 하 다.

주로 마을 단 에서의 교육과 작은 사업들을 제안하여 추진했다. 를 들면, 

동네 화단만들기, 반상회 만들기, 농 체험 로그램 운  등과 같은 것들로, 한 

마을에서 시작해서 진 으로 면단 까지 확장되었다.

2006년도 이후에는 정부의 지원으로 인한 정보화마을사업이 만들어지면서 동

시에 ‘녹생농 체험마을, 농 종합개발사업, 장수마을’ 등의 사업과,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마을만들기, 지역만들기(2005)’도 다양하게 추진되면서 지방공무원

과 시민사회단체, 주민들이 함께 네트워크의 기반을 구축하 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2007년 행정안 부는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러한 운동에 참여한 강릉시는 ‘강을시 마을만들기 지원단’을 구성하여, 마을

장에서 각 지역사회의 주민 표들인 업체 문가, 학계, 시민사회단체, 행정공무원 

등 다양한 시각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조율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 고, 결과

으로 앙부처인 행정안 부로부터 우수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2억의 상사업

비를 보조받게 되었다. 결과 으로 이 사업보조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제4장 사회적 자본 증진 사례 분석 101

안으로 주민교육과 마을만들기 상설지원조직을 제 로 설립하여 운 하자는 

체의견에 따라서 드디어 ‘강을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만들어 운 하게 되

었다(권상동, 2012;김 호, 2012).

4) 시사점

2008년 당시의 강릉시에서는 마을만들기에 한 지식이나 체계 인 역량을 

갖춘 지방공무원, 문가 등이 많이 있지 못하 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해 계자 

간의 합의를 거쳐, 당시 유일한 거버 스 조직인 ‘강을의제21실천 의회’가 사업

자 을 집행한다는 합의 하에 운 되기 시작하 다.

당시 한 조례도 없었으며, 지방공무원, 시민단체 등 구도 경험을 가진 

문가들이 부족하 기 때문에 자체 으로 학습체계를 갖추기 해서는 장학

습이 요하다는 인식 하에 마을에서부터 직  마을만들기를 하는 과정을 통해

서 직  배우기 시작하 다.

그러한 과정에서 차 외부의 마을사업 문가들과 폭넓게 교류하게 되었고, 

동시에 마을교육을 함께 병행하면서 마을에서 추진되던 조그마한 규모의 사업들

이 진 으로 확장되었고, 나아가 농 마을의 소규모 사업들이 도시권으로 확

산되면서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 사업 를 보면, 기 마을에서는 성황당 보수, 

마을꽃밭 만들기, 마을쉼터, 마을정자 만들기, 골목길 벽화그리기 등이 주요 사

업들이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차 주민, 시민단체들이 깨닫게 된 것은 마을기

이 축 되어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소수의 주민들 동의만 필요

했던 조그마한 사업에서 벗어나 체 주민들이 함께 하는 사업으로도 발 되어 

갈 수 있다는 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사업  마인드를 기르게 되고 

차 비즈니스로 연결하기도 하 다.

그 결과 최근의 사업들은 커뮤니티 비즈니스 형태의 사업으로 환하려는 노

력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마을만들기는 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을이 속한 지

역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수단으로서 단순한 주거환경의 개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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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활성화를 소규모 사업을 운 하는 수 으로부터 발 하여 주민들의 직

인 참여를 통해서 지역의 소규모 경제순환을 진하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보

하면서 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신뢰를 높여주는 기제가 되고 있다.

3. 안산시 꽃우물 마을 사례

화정동 도심에 인 한 농  원마을로 500년  느티나무, 100년된 화정교회 

등 오래된 공동체 문화유산들이 있는 생활터 이었는데, 그린벨트의 해제로 인

하여 공장과 같은 형건물들이 잠입해 들어오면서 마을의 문화유산들이 해체될 

기에 처했었다. 이러한 해체 기를 극복하고자 주민들 스스로 뿐만 아니라 마

을운 원회, 어린이 도서 , 화정교회, 안산시 자치행정과, 문가, 업체 등이 

함께 동참한 의체를 만들어서 마을 박물 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

했다. 그리하여 주민들이 직  발굴한 마을보물 25가지를 정해서 우선 순 에 

맞게 이러한 마을보물들을 복원하여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이를 한 

마을만들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사례로는 남  여민동락 공동체, 주 북구의 마을만들기, 

서울 마포구의 성미산 공동체, 구 삼덕동 담장허물기 등 다양하다.

사회  자본은 자발 인 주민조직에 의해서 그 생산성 더욱 높다. 즉 주민의 

자발 인 조직이 많고, 건 하게 활동할수록 민주주의도 성숙해 지고, 경제도 발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뒷받침해 다. 일본 마치츠쿠리 사례도 공동체 회복 

략의 하나로서 주민에 의한 자발  주민조직의 형성으로 마을만들기를 수행한 

것인데, 특히 도쿄 세타가야구는 마을만들기를 해 ‘세타가야 신기본계획’ 속에 

주민을 동반자로 규정한 뒤 자발 인 주민조직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 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주민 의체가 수 백 여개나 되었다(이종수, 2012).

다음은 마을기업 내지는 마을 동조합을 활용한 사회  자본의 증진 사례를 

분석하기 에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사례를 하나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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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사회(동네) 재생정책

1) 개요

각박한 사회가 도시화, 산업화 되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 간 소외감과 사

회  배제, 공동의식의 결여와 같은 지역공동체 의식감소가 심각해져 이러한 부

정  상황을 치유하기 하여 사회는 앙  지방정부의 공식 인 채  뿐

만 아니라 거비 스로 표되는 시민사회와의 공동연 를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 

구 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방편의 하나로 국에서는 이미 1998년 노동당 정부가 다시 정권을 잡

으면서 가장 하 단 인 지역사회(동네)까지 분권과 참여가 기반이 되는 지역사

회 재생 운동을 시작하 다. 이것이 시민사회의 표 역으로서 ‘지역사회(공동

체) 형성’ (Community building), 지역사회(동네) 재생(Neighborhood regeneration) 

정책이다. 한편 2010년 연합정부로 탄생된 새로운 보수당 심의 정부도 거 한 

사회(Big Society)의 기치 아래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신노동당 정부 정책에 의하면 마을 는 동네는 주거의 인 성을 매개로 사람

들이 면하고 비공식 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하면서 동질  소속감을 느끼면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주지 주변의 공공장소가 된다. 이러한 동네 단 를 

심으로 지역공동체 의식과 참여를 증진하는 새로운 국가 략을 추진하여 왔

다. 이 정책집행을 해서 정부는 국 으로 가장 빈곤한 88개 동네를 선정하

여 10년 간 재정지원 등의 사업을 이행하 다. 경제 으로 극빈한 동네의 사회

경제  환경을 변화시키는 일부터 먼  추진하 고, 여러 가지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장애물들을 처리하기 하여 통합 인 근 방법을 사용해서 개선하고자 

하 다(이하 곽 근, 2012). 

를 들면, 고용, 보건, 교육, 범죄  주택서비스 등 서로 연 된 분야에 하

여 총체 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 간의 사회  자본 형성을 해서 

지역공동체를 회복시키고, 그러한 지역공동체를 매개로 지속 인 주민참여를 유

도하여 주민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노력하 다. 이러한 사업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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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지역사회 강화기 ’(Community empowerment fund)을 마련하 고, 주민간

의 상호학습을 한 ‘지역사회 강화 네트워크’(Community empowerment network) 

제도를 도입하여 운 하 다. 작은 소규모의 주민조직을 한 지원제도로는 ‘지

역사회 소기  지원’(Community chest), 는 지역사회 학습기 (Community 

learnign chest) 등을 조성하여 지원하 다.

2) 시사점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에 뿌리를 둔 정책  개입 략을 추진

하면서도 보건, 복지, 환경, 치안 등  분야에 걸쳐 주로 정부만이 독 인 생

산자로서 활동해 오던 것을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자발 인 주민공

동체와 력 계를 통해서 력자  공동생산(co-production) 방식으로 정부의 

책임을 다하고 사회  책임도 완수하는 다차원  정책사업을 이행하는 방식의 

하나로 채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기 을 마련하여 지원하 던 것은 지역사회의 문제

와 련해서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주민들의 직  참여기회와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한 제도로 운 하 지만, 그보다도 먼  주민들이 지역공동체의 지조  활

동  상호지원 활동에 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진정으로 참여하도록 우

선시하는 단에 따라서 이행한 것이다.

지역사회를 리하기 해 정부가 추진한 략을 보면, 동네포럼과 같은 공론

의 장을 먼  마련해 두고 있다. 이러한 공개장소 확보는 지역사회 구성원, 서비스

공 자  정책결정자 상호간의 상시 인 화가 가능하도록 일선 장 심으로 

소통채 을 만들어 둔 것이다. 그리고 동네 체가 필요로 하는 자원, 주민들이 원

하는 요구사항 등에 하여 조사를 해 두고 나서, 정책 추진을 한 명확한 우선

순 를 수립하기 하여 주민들과 함께 비 과 실천계획을 수립 발 시키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모두 실질 인 최종 결과가 무엇이 될 것인지에 을 두고 공

동으로 인지하는 성과지표를 만들어 실천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이에 한 모니터

링 체계도 구축하여 지속 인 학습을 공유하면서 발 하도록 운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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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캐머론 연합정부도 ‘거 한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의지 아래 공동체

의 역량 강화, 공공서비스의 개방, 사회  행 의 증진 등 총체 으로 사회  자

본의 구성요소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와 시민사회의 극  참

여를 요청하고 있다.

제2절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활용을 통한 사회적 자본 증진 ⑇

1. 사회적 기업의 활동 사례

1) 사회적 기업의 의미

사회  기업은 사회  공  목 을 우선 으로 추구하면서 업활동을 수행하

는 기업을 의미하는 바, 통상 으로 지칭하는 사회  목 은 취약계층에게 일자

리 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지역사회발   공익증진과 수익  

이윤이 발생하면 이를 사회 , 공  목 의 실 을 해서 재투자 는 배분하

는 행 를 기본으로 한다.

민주  자유시장 체제에서 사  이익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공공성을 추구하는 

민간조직도 참여하는 경제활동을 ’사회  경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 를 들면, 

동조합, 비 리 시민단체, 공제회,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이 공공성을 목

으로 하는 민간기업 즉 ’사회  기업‘이라고 하고, 이들 사회  기업들의 경제활

동이 요한 기업의 사회  책임경 을 주도할 수 있는 동력의 하나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정부는 2007년 7월 ’사회  기업육성법‘을 제정한 

것이고, 정부의 각 부처별로 ’사회  기업육성을 한 TF ‘을 2011년 3월 구성

하도록 하 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들을 사회  기업으로 인정하여 재

정, 융  세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명박 통령이 제시한 ‘공생발 ’ 비 으로 거시 인 차원의 지구환경 보

과 녹색성장 추구만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  책임 의식의 고양과 이의 실천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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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과 개인과 사회를 함께 발 시킬 수 있는 체제를 이루게 하는 것이라 하면

서, 사회  가치 창출을 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요하다고 강조하 다. 이때 시

장경제 체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시장의 경제활동에 직  여할 수 없지만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조합, 

NPO 등이 정부를 신하여 시장경제 체제에서 공공서비스를 달하는 사회  책

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김종걸, 2011). 그러므로 이러한 정부의 사회  기업에 

련되어 있는 법  규제를 반 으로 재 검 하여 자율 인 책임 활동, 투명한 

경  행태 등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체계 인 정책  지원을 해야 할 상이 된다.

<그림 4-1> 공생발전과 사회적책임에 의한 가치사슬의 관계 

 <그림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생발 의 기본은 기업이 사회의 혜택을 

가져오면 기업의 수익도 증가한다는 공유가치의 가치사슬의 향을 주고받는 

계에 있다. 그 기 때문에 민간기업에 해서는 생산  매하는 제품과 서비

스에 한 소비자의 만족 정도가 1차 인 상품에 한 만족도에만 있는 것이 아

니라, 기업의 경제활동에 의한 지역사회에 한 보건, 주택, 양개선, 환경오염

의 해결 등 사회 가치 창출이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업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기업 가치의 창출은 직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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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치 창출과 연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에 한 사회  책임이 요하

게 된 것이다. 더불어 정부의 시장경제에 한 직 인 여가 어려운 상황에

서는 정부가 간 으로 향을 미칠 수 있는 공기업, 정부기  등 공공기

과 비 리 민간단체, 동조합과 같은 정부지원 단체들로 하여  직･간 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반드시 ‘사회  책임’을 다하는 선도 인 역할을 수

행하도록 하는 정책 인 가이드라인을 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

를 고려해 볼 때, 사회  책임에 한 국제 표 인 ISO 26000의 기본개념은 민

간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기  등에도 반드시 용, 실천해야 할 가치이다. 국제

표  ISO 26000에 응하는 주체로서 국가 뿐만 아니라 공공기업과 민간기업,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 계자들을 한 응방안 마련도 요하다.

2) 우리나라 ‘비영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책의 전환 추진

재 우리나라 시장 경제에서 사익과  공공성을 같이 추구하는 비 리형 기업

들이 있다. 이들은 ‘사회  기업육성법’의 일정 기 에 충족하는 기업들이기도 

하며 특히 정부로부터 재정  세제 지원을 받고 있어서 이들 기업은 주주의 이

윤동기가 아니라 직원들의 복리후생,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취약계층의 일

자리 창출, 취약계층에 한 서비스 제공과 같은 공공성을 목 으로 하는 ‘사회

 민간기업’들이다. 주로 동조합, 비 리 시민단체, 공제회, 재(사)단법인 등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같은 ‘사회  민간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도 

동시에 극 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에서 동조합은 비 리 사업과 리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어서 일

반 민간기업과 구분이 된다. 하지만 동조합 련 법체계가 빈약하기 때문에 

이들이 실질 인 사회  기업으로서의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한 

시정이 요구된다. 를 들면, 동조합은 법인의 한 형태로 인정되지 않고 련

법에 제한되어 있는데, 주로 농업 동조합법, 수산업 동조합법, 소기업 동조

합법, 신용 동조합법 등 개별 동조합법상으로 인가되어 다양하고 자율 인 활

동이 어렵다. 한 직 인 이해 계자들에 해서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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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거나(의료생 의 경우 근무자인 의사, 간호사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규

정), 다른 동조합 간 연합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어서 조합 간 력을 

통한 지역사회 발 에 공헌하고자 하는 자원성의 동원 등을 어렵게 하고 있다. 

 다른 ‘사회  민간기업’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비 리단체들이 있다. 

이들은 한국소비자연맹, 한체육회,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등으로 표되는데, 

‘비 리단체지원법’ 하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기 들이다. 이들 비 리단체가 정부

로부터 지원 을 받아 공공성을 추구한다는 목  하에 활동하면서도 사실상 경

의 투명성이 높지 않거나, 사익의 추구를 통한 부패 확산, 비 리단체를 개인의 

사리사욕과 개인  출세로 악용하는 사례들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3) 일본사례

일본 기업들은 사회  공정, 윤리, 인권, 환경 등의 가치를 회사 경 에 통합

시키는 것이 기업의 사회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경 이라

고 생각하지만, 환경 면에만 힘을 기울일 뿐 다른 부문에 한 노력은 여 히 부

족한 상황에서 일본 기업의 CSR 경 은 환경 응과 지역 차원의 사회공헌을 

심으로 한 미국형 CSR 경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 커뮤니티 차원의 

사회  공헌 활동은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하나의 사례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회사인데, 키후  타지미시에 있는 자

본  2,500만엔, 종업원 60명의 택시 주식회사가 있다. 이 회사는 ‘세계 최 의 

생활지원기업’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련된 일이면 가리지 않고 맡아서 처

리한다.  택시, 복지개호 서비스택시는 물론이고, 운  행, 쇼핑 행, 성

묘 동행, 병원 동행, 정원 정리, 묘지 청소, 장지 바꾸기, 애완견 시 까지 뭐든지 

다 하고 있다.  다른 사례는 바로 지역 주민들이 취약계층 지원기업을 만든 사

회  비즈니스형의 CSR 경  사례이다. 

오사카시 니시나리구에 있는 주식회사 나이스는 자본  2,000만엔의 회사이

다. 니시나리구는 오사카에서도 지 장애인, 외국인, 노숙자가 많은 지역으로 연

간 440억엔의 생활보호비가 정부로부터 지 되고 있다. 에는 정부지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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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외부의 복지서비스 기업으로 흘러나갔으나, 그 자 이 지역 개선과 주

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민의 뜻을 모아 장애인과 노숙자들을 지원

하는 회사를 세운 것이다. 장애인과 노숙자들이 빌딩과 도로, 공원을 청소하고 

약국, 안마소, 복지용구 매, 음식업 경  등 다양한 사업을 개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향후 동조합과 같은 곳은 좀 더 극 인 사회  책임성을 담

보할 수 있는 활동을 마음껏 하도록 하게 하기 해서는, 정부 산하기 과 같은 

운  형태 보다는 조합원들에 의해서 독립 , 민주 으로 운 이 가능하도록 상

법과 민법 등 련 법체계를 정비하여 소비자(노동자) 심의 자율  구성체로 

거듭나도록 정책 시행이 요구된다.

그리고 비 리단체들을 ‘사회  기업’의 한 종류로 포함하여 경 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  이익을 확 할 수 있도록 ISO 26000의 표 을 용하여 모범사례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  배려와 지원을 통해서 비 리단체

의 경제활동 참여 행태가 새로운 사회  책임경  신의 모범사례로 환되도

록 선도 인 정책의 실험실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최초의 공동육아조합 및 생활협동조합 사례: 성미산마을기업

서울시의 마포구에 치한 성미산마을은 마포구청 뒤 성미산에 치해 있으며 

행정구역으로는 성산동, 망원동, 합정도, 연남동, 서교동을 경계로 하고 있는 지

역이다. 이미 1994년부터 이미 맞벌이 부부들 20여 가구가 뭉쳐 직  어린이집

을 만들어 운 하면서, 동조합으로 출자 을 모아 운 한 사례로 유명해 졌다. 

직  사례를 체험하기 해서 매년 국에서 략 5천여 명의 방문객이 이 마을

을 찾는데 끊이지 않고 있다. 이후 차 1995년에는 두 번째 공동육아 어린이집

이 만들어지고, 1999년에는 방과후교실도 동조합 방식으로 운 되어 왔다.

그리고 이로부터 발 하여 2001년 생활 동조합을 만들어 친환경 먹거리를 

공동구매하는 것으로 해서 지역주민들 간의 계가 더욱 친 해지게 되었다. 생

활 동조합의 재 매출규모는 50억이고, 회원이 5천여 가구가 되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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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지역활동의 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여타의 동아리로써 산악회, 농사모

임, 아토피, 각종 공부모임, 민요배우기 모임 등 생활상 뒷받침이 되는 각종 주민

단체활동을 하고 있다. 

공동문화 활동으로는 성미산마을축제, 숲속 음악회, 마을 운동회 등이 있고 지

역 안에 한 공동 처 사례로는 ‘성미산 살리기’ 운동을 만 2년동안 끈질기게 

투쟁하면서 지역보 에 다수 주민들이 동참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마을 공동의 장소로는 <성미산마을극장>이 세워져 1년 365일 사시사철 주민

들이 활용하고 있으며, 화, 콘서트, 패션소, 성인식 등 다양한 이벤트들이 계속 

열리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총체 으로 마을의 문화 술 동아리로 번성하고, 마

을극단(무말랭이), 사진동아리, 동네풍물 등으로 정제되어 지역사회와 주민 간의 

연결고리로 순기능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활 동조합을 심으로 다양한 주민 소통이 이루어지고 더욱 발

하여 이제는 고등학교의 안학교들이 설립되어 국 최 로 12년제 안학

교를 운 하면서 170명의 아이들이 어린이집-방과후교실-마을학교 꿈터에 이어 

고 안학교로 이어지는 교육시스템을 체계화 하여 운 하기에 이르 다.

뿐만 아니라 마을기업들은 매년 한 두씩 생겨나면서 주민들의 출자로 마을카

페, 동네식당, 친환경반찬가게 등이 운 되고, 자발 인 자원 사로는 품앗이를 

하는 자발  동체제도 잘 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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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사례

1) 개요

‘마을기업’이라고도 번역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는 마을

기업을 통해 지역 일자리  소득을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

이기 때문에 ‘기업’의 측면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 보다는 지역주민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상호 력하고 노력하여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회  목표가 더 요한 정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기업’보다는 ‘마

을’에 더 집 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 을 모색하기 해 지역계획 단계에서 지역사업 

실행단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만들기 단계가 서로 유기 인 계를 형성하면서 

추진 가능한 사업이다. 

2)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정부는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주도의 비즈니스

를 통해 안정  소득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 의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

로 추진하고 있다(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 http://www.cbcenter.kr/).

그리고 행정안 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한 추진내용을 연도별로 보면, 

2010년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의 시범  도입이 있었고, 2011년 마을기업 육성

사업으로 명칭 변경을 하 다. 그리고 2011년 3월 ~ 2012년 2월에는 총 500개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 으며 이를 하여 투자비 약248억 

사업비(국비 124억, 지방비 124억)를 지원하 고 이러한 가운데 비즈니스 활동을 

한 사업비로 1차년도 5천만원, 2차년도 3천만원 이내의 산지원이 있었다. 

2011년 11월 재 사회  기업은 559개 마을기업으로 육성하여 략 2,975개의 

안정  일자리 창출을 기 하 다. 이를 다시 2012년에는 700개, 2013년에는 

1,000개로 확 하도록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지원과정에서 행정안 부는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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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육성 가이드라인 수립  사업비 지원 등 제도  기반 마련과 성과평가 등

을 실시하는 것이 주기능이고, 각 시군구의 역할을 보면, 할구역 내에서 시군

구별로 공모자를 선정하여 행정안부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나아가 일자리  수

익창출 등 목표달성치와 지원받은 산의 정 사용처를 제안한다. 그리고 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마을기업  정 마을기업을 선정하여 지속 리  지원을 한

다. 더불어 경 , 마  등 컨설 과 마을기업 리 문교육도 실시하는 임무

를 수행한다.

3) 마을기업 유형

크게 지역자원 활용형, 친환경녹색에 지형, 생활지원복지형으로 구분한다.

① 지역자원 활용형

지역특산품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마을기업으로 북 완주의 ‘건강밥상꾸러

미사업단’이 사례가 된다. 

80개 마을 공동체가 참여하여, 채소와 잡곡, 과일 등 4인 가족이 1주일간 먹을 

수 있는 10여 가지의 농산물을 꾸러미로 포장하여 간 유통과정 없이 소비자와 

직거래하면서 소득을 창출. 모든 상품에는 생산일자와 생산자가 표시되어 있다. 

군청이 보장하여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있다.

② 친환경녹색에너지형

이는 폐자원 재활용, 녹색에 지 실천을 추구하는 유형으로 부산 서구 동 신

동의 ‘닥밭골 북카페’ 사례가 있다.

폐가를 재생해 커피&독서방을 만들어 2천원의 렴한 커피를 즐기고, 2천여

권의 신간 서 을 무료로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

용하고 있다. 북카페가 들어서기 에는 폐가에 무단 투기된 쓰 기로 골머리를 

앓던 곳이었으나 이를 친환경으로 환시켰다. 주 에는 벽화마을을 함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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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어린아이들로부터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③ 생활지원복지형

이는 소득 취약계층, 다문화가정 등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사례는 ‘한구자리

채울 찻집 겸 식당이 있다.

경상남도 하동에 거주하는 다문화 이주여성들의 자립형 공동체로, 하동공설시

장 안에 찻집 겸 식당으로 하동 특산물인 녹차와 하동공동반 등의 음식을 매

하며, 다문화 련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인, 베트남인, 필리핀인 등 8명

의 결혼이민 여성을 포함한 총 11명 회원이 1,000만원을 출자하고 행정안 부와 

하동군의 마을기업 육성사업비를 지원받아 운 하고 있다.

제3절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사회적 자본 증진 ⑇

1.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사례

1)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일자리 창출 고용정책의 변화

일자리 창출과 각종 고용정책은 이제 앙정부만 담할 것이 아니라 지방분

권체제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고용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분권체제 하

에서는 지역의 자원 악, 인재 리 등 지역의 상황을 앙보다 더 정확하게 

악할 수 있는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제 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팽

배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회

 자본의 구성요소들을 어떻게 구축하고 활용해야 더욱 효과 인 지방자치단체

의 자율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분석해 본다(박상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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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농복합형 김천시: ‘도농순환 일자리 창출사업’

김천시는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지역 내의 은 층 심의 

지역인재들이 빠르게 감소한 지역의 하나이다. 주거형태와 도시형태는 도농복합

형 도시로 형 인 이 의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즉, 도시지역에는 취업에 약

을 갖고 있는 근로빈곤층이 차 으로 늘어가는 상황이고, 농 지역의 경우

에는 은 일손들이 부족해지면서 농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었다. 그리고 지역 

체로는 인  물  자원의 흐름을 순환시켜주는 시스템(지역기업, 지역학교 등)

이 없어서 주로 농 인력의 공 은 타지역을 포함한 민간시장에 일시 으로 의

존하는 실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의 정체상황을 극복하고자 김천시는 ‘2011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고용노동부)을 기반으로 김천시의 일자리 문제를 선도 으로 해

결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는 도시와 농  지역 간의 노동력 불균형 

상황을 해결하기 한 ‘도농간 노동력 순환 로그램’으로 이행하면서 농 일손

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지역의 취업 취약계층을 한 일자리 창출 효

과도 함께 얻어내고자 이행한 사업이다.

이를 하여 사업단을 구성하 는데, 고용분야의 특성을 보여주는 분야별 교

육능력과 고용창출능력 등의 요소를 최 한 살릴 수 있도록 통합  네트워크 체

제로 구성하고자 하 다. 그리하여 사업단 주 기 으로는 ‘경북 학교 산학

력단’이 선정되었으며, 각 분야별로 ‘김천농 ’은 특화사업으로 ‘도농순환 일자

리 창출 로그램’의 추진을 맡았다. 그리고 ‘장애인 취업지원 로그램’을 해

서 김천시 장애인종합복지 이, 취약계층의 하나인 다문화가족 지원을 해서는 

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고령자 취업지원을 해서는 ‘경북인재개발원’과 

‘김천시 노인회’ 등을 선정하 다. 한 이들 조직의 표들로 하여  ‘컨소시엄 

자문단’을 구성하도록 하여 간매개 역할을 통하여 력과 자문, 그리고 사업추

진 과정에서의 갈등해소 등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체계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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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김천시는 실효성 있는 고용정책을 추진하기 하여 각 이해 자들인 농 , 지

방자치단체, 지역 학, 교육기  등으로 하여  지역의 가장 요한 안문제인 

고용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도록 추진체계로서 네트워크 거버 스 형태로 

구성 운 하게 하 다.

김천시는 이와 같이 각 참여기 들에 하여 도농순환 일자리창출, 장애인 취

업지원, 다문화가족 취업지원, 고령자 취업지원 등 크게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주로 집체교육, 장 심의 실무교육 그리고 그로 인한 직무능력 향상을 꾀도록 

하 고, 취업지원을 해서는 장애인 구인업체를 설립하고 장애인 특성에 맞게 

직업교육(직무기술 습득, 직업능력 향상 등)을 실한 후 취업알선을 하 다. 다문

화가정을 해서 상담원 양성교육을 하여 상담원들이 활동하도록 하 으며, 고

령자를 해서는 실버 어사 양성, 아동돌보미 양성 등에 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고용인력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 다.

이러한 교육실시를 하기 해서 지역의 경제  여건과 노동시장의 특성 등을 

주도면 하게 분석하고, 이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여 실시간으로 당면하는 지역 

노동지역의 부조화 상을 해소하도록 운 하 다. 그 결과 나타난 주요 성과를 

보면 2010년도에는 지역일자리 책 경진 회에서 상, 랜드사업 우수상 수상, 

2011년도에는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 그리고 일자리 

창출 우수기 으로 지정 표창, 2012년도에는 일자리 공시제 추진실  평가에서 

우수기 (우수상)으로 지정받기도 하 다.

좀 더 지속 인 취업알선이 효과를 보기 해서는 지역 내에 실시간 취업알

선제도가 운 되어야 하고, 지역노동시장 여건 분석도 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취업희망자에게 합한 맞춤형 교육제도도 지속 으로 운 해야 한다. 

이러한 속 인 맞춤형 교육제도로는 평생학습도시 운 사례가 좋은 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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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생학습도시 운영사례

1) 평생학습도시의 개념 및 목표

평생학습도시란 ‘사회통합과 번 , 개인성장을 진할 수 있도록 모든 부문의 

학습자원을 동원하여 개인의 잠재력을 발 시키는 도시’ 는 ‘지역사회의 통합

과 활성화, 경제발 을 향상시키기 해 학습의 가치를 인정하고 활용하는 도시’

를 의미한다. 평생학습도시는 개인의 자아실 , 사회  통합 증진, 경제  경쟁

력을 높이어 궁극 으로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 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총체  도시 재구조화 운동이자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자원을 기  간 

연계, 지역사회 간 연계, 국가 간 연계시킴으로써 네트워킹 학습공동체를 형성하

려는 지역시민에 의한, 시민을 한, 시민의 지역사회교육 운동이다. 

평생학습도시가 추구하는 목표로는, 평생학습도시 간 상호정보 교류  력

을 통해 평생학습도시 상생의 발 을 도모하고, 성공 인 평생학습도시 사업 추

진을 하여 각 학습도시의 내부역량 강화를 도모하며,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국의 국민들에게 평생학습문화를 정착시키고 평생학습의 인식을 확산시켜 평

생학습의 생활화를 도모한다. 한 학교교육 체제에서 평생학습사회로 환을 목

표로 하여, 지식의 폭증, 인간의 수명 연장, 지식의 생명주기 단축으로 인하여 학

교교육 심의 패러다임에서 평생학습 심 패러다임으로 화하고 있기 때문에 

일터는 학습조직을, 지방자치단체는 학습도시를, 사회는 학습사회를, 국가는 지식

강국 건설을 추진하도록 사회 각 부문의 평생학습의 장을 확 할 필요가 있다(교

육인 자원부, 2007).

2) 현황

인구의 노령화와 고학력화, 그리고 지식의 생명주기 단축으로 인해서 평생학

습 기간 연장, 소극  의미의 복지보다 교육을 통한 인력개발  생산  복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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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계 기존 지정 도시(지정연도)

서 울 7
관악구(’04), 양천구(’05), 성북구(’05), 영등포구(’06), 강동구(’07), 강서구(’07), 
마포구(’07)

부 산 3 해운대구(’02), 연제구(’06), 사상구(’07)

대 구 2 달서구(’05), 동구(’05)

인 천 3 연수구(’03), 부평구(’05), 남구(’06)

광 주 3 남구(’05), 동구(’06), 광산구(’06)

대 전 2 유성구(’01), 대덕구(’07)

울 산 2 울주군(’06), 중구(’07)

경 기 11
광명시(’01), 부천시(’02), 이천시(’04), 수원시(’05), 구리시(’05), 안산시(’06), 
용인시(’06), 시흥시(’06), 평택시(’06), 과천시(’07), 안양시(’07)

진, 노령자 인력 자원화, 생애 단계별 교육기회의 재분배 문제가 지방자치단체 

수 에서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두된 것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와 

력하여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을 

한 평생교육 사업을 특화하고 있다. 

명시가 1999년 3월 9일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함으로써 평생학습 공동체 건

설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창원시, 군포시, 김해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조례 

제정을 통하여 평생학습 을 설치･운 하는 등 평생교육에 한 지방자치단체

의 심이 고조되어 왔다. 정부에서는 변하는 세계화･지식정보화 시 에 지역

심 국가 균형 발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2000년 평생교육법이 제정된 후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제15조)을 통하여 지역균형 발 의 기틀을 마련하기 

해 2001년부터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 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장들이 

평생교육의 진흥으로 지역 신  국가 균형 발 에 생산 인 주역으로 앞장서 

나가기 해 2004년 9월 21일(19개 도시, 38명) 평생학습도시 의회

(http://www.kallc.or.kr)가 설립되었다( 국평생학습도시 의회장 구동구청장). 

2012년 재 평생학습도시 의회의 회원도시는 84개 도시, 회원 159명(지방자치

단체장 84, 교육장 75)이다. 

<표 4-1> 78개 평생학습도시(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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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계 기존 지정 도시(지정연도)

강 원 4 삼척시(’06), 화천군(’06), 강릉시(’07), 횡성군(’07)

충 북 4 청주시(’04), 제천시(’05) 단양군(’05), 진천군(’06)

충 남 7
금산군(’04), 부여군(’05), 태안군(’06), 아산시(’06), 서산시(’06), 서천군(’07), 
천안시(’07)

전 북 7
진안군(’01), 전주시(’04), 익산시(’05), 김제시(’06), 남원시(’06), 정읍시(’06), 
군산시(’07)

전 남 9
순천시(’03), 목포시(’04), 무안군(’04) 신안군(’04) 여수시(’06), 광양시(’06), 
곡성군(’06), 강진군(’07), 영암군(’07)

경 북 4 안동시(’03), 칠곡군(’04), 경산시(’07), 구미시(’07)

경 남 8
거창군(’03), 창원시(’04), 김해시(’05), 남해군(’05), 양산시(’06), 하동군(’06), 
진주시(’07), 통영시(’07)

제 주 2 제주시(’02), 서귀포시(’03)

합 계 78개 회원 153명: 지방자치단체장 78명, 교육장 75

     

3) 추진 사례: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사업

가. 개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이 지역 인 자원･물 자원･재정  자원의 동원･연계

라는 차원에서 평생학습도시의 네트워크 사업 필요성이 있으나 지역사회 평생교

육 련 주체들 간 트 십이 부족하여 평생학습도시 사업추진에 네트워크의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원에서, 각 평생학습도시 체제의 내부자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특징 있는 기제를 갖추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2007년부터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

을 추진하 다. 즉,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네트워크 체제가 구축되면, 각 련주

체들의 평생학습 역량이 강화되어 지역 평생학습 발 에 석이 될 수 있기 때

문에 이를 추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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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의 목적

네트워크 사업은 매우 범 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 일정한 사업이 있다기보

다는 지역과 기 의 속성에 따라 추진이 된다. 를 들어 로그램 운 도 기  

간 연계가 이루어진다면, 네트워크 사업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지 않고 기  단

독으로 운 이 된다면 네트워크 사업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네트워크 사업의 

추진목 은, 지역 내에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각  학교, 민간단체 등 

다양한 교육자원간 제휴와 력, 그리고 지역 내 트 십을 활용한 네트워크 

극 화와 지역내 각종 사업들 간 시 지 창출과 지역주민 교육기회 균등 제공에 

있다.

다. 2010 강릉시 네트워크 사업

사업명은 ‘간병사 양성과정’으로 2010년 소외계층에 한 평생교육 로그램 

공모사업으로 수행하 다. 사업추진 배경을 보면, 지역사회 인구의 노령화와 핵

가족제도의 보편화로 보호자 없는 환자가 차 증가하고 있었고, 한 근로의욕

은 있으나 취업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소외계층에게 취업교육의 기회가 요

구되었다. 이에 취업과 련하여 실질  직능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강릉시 소외

계층의 잠재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각 의료서비스제공기 에 직  취업을 

연계함으로써 소외계층에게 안정 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 다.

주요 추진목표로는 지역 내 국민기 생활법상 수 자, 차상 계층 등 소외계

층을 상으로 취업과 련한 직능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지역사회

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실질  취업으로 연계하고자 하 다. 지역내 측되는 취

업 수요와 연계하여 소외계층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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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사업추진일정 및 현황

구분 내용 비고

7월 협력기관 업무협의

8월 홍보 및 수강생 모집

9월 프로그램 운영 (22명 등록, 20명 수료

10월 취업연계 (11명 취업)

<표 4-3> 기관간 역할분담

구분 역할 비고

강릉시
사업계획 신청, 프로그램 운영지원
운영기관 지도 점검 , 시비대응투자
연계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강릉지역자활센터
프로그램 설계･운영, 수강생 모집
수강생 사후관리

자활공동체,
병원 등

실무 강사진 수급, 수강생 교육,
자격부여, 취업 연계 및 창업 지원

<표 4-4> 예산집행 내역

구분 세부내
영역별 집행 현황(단위: 천원)

비고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소계

계 6,640 3,400 10,040

강사비 강사비 3,000 2,000 5,000

교재비 교재비 560 560

실습비 실습재료비 2,100 900 3,000

홍보비
생활정보지 광고 
및 현수막 제작비

468 468

운영비 일반수용비 512 1,012

사업성과로는 문 인 직능교육을 제공받은 소외계층의 취업을 제고하 고 

한 지역 내 종합의료서비스기 , 의료교육기 , 소외계층지원기 ,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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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등 유 기 이 상호 력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사

회를 실 하 다. 그러나 문제 에 있어서는 평생교육지원 로그램의 상자인 

소외계층은 생활환경요인으로 인해 매우 소극 이고 학습의욕이 하되어 있다

고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실질 으로 로그램 참여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

이 불확실한 취업 연계밖에 없으므로 극 인 참여를 유도할 수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최소의 실비(교통비, 식비)제공을 하여 로그램 참여를 유도

하면 더 많은 상자가 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용방향

다른 한편에서는 기 지방자치단체 심의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통한 평생학

습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해 오고 있다. 즉,  기 지방자치단체 

내의 주민복지문화센터 등 다양한 평생교육시설  단체 간의 네트워크 추진, 

기존 평생학습도시를 심으로 학습도시와 미지정 도시간의 네트워크 활용으로 

평생학습 자원의 효용가치를 높이고 하 다.

<그림 4-2>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평생학습 네트워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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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사회는 네트워크 학습사회로서 평생교육법상의 추진체제와 행정자치

부- 역지방자치단체-기 지방자치단체로 이어지는 일반행정 체제를 연계하여 

평생학습의 수직 ･수평  연계 강화를 활용한, 형식･비형식･무형식  가정･학

교･지역사회간의 수평  통합을 핵심 략으로 추진하는 사회  자본 증진 방안

의 하나이기도 하다.

3. 청주시 문화산업 네트워크(클러스터) 사례

1) 문화산업 분야에서의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

이번 청주시 문화사업에 한 사례에서 짐작하는 경우와 같이, 문화산업 분야

는 여러 수 의 다양한 행 자들 간의 력과 보완을 통해서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창조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굿 거버 스>의 구성조건을 강하

게 갖고 있다. 따라서 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으로 주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분야도 아니므로 지역주민, 분야 문가, 다양한 련주체

들의 력에 의한 상호작용들이 반드시 필요한 력체계를 통해서 그 부가가치

를 얻어낼 수 있는 분야의 특성을 갖는다.

2) 지역 문화산업 클러스터와 사회적 자본 요인과의 연관성

클러스터의 의미는 지역과 련해서 볼 때 련되는 활동에 직간 으로 연결

된 행 자들(정부기 , 기업, 연구기 , 시민단체, 분야 문가)이 개별 주체로서 

함께 경쟁과 상호 력 하에 공간 으로 지리 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교

류를 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분야를 볼 때에, 우선 

문화산업은 문화와 술 등을 기반으로 이윤추구와 함께 지역의 발 을 도모하

면서 시장의 상품가치로 환하여 거래가 가능하도록 산업화로 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문화산업의 특징으로는 인간의 창의성과 지식을 련되는 여타 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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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집 성과 집 (클러스터)효과를 통해서 시장성 있는 고부가가치로 탈바꿈

시켜 이윤과 고용창출 등을 할 수 있는 산업분야이기도 하다. 따라서 문화산업 

클러스터란 특정한 지역  공간에 다양한 문화산업의 련주체들이 모여, 문화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 활동, 이러한 과정 속에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이를 

기반으로 다시 력, 상호보완을 통하여  다른 경제･사회･문화  시 지를 창

출하는 공동체이다. 

이와 같이 문화산업 클러스터는 련 주체자들 간의 활발한 상호 력을 진

시켜 지역의 문화산업의 자생력을 지속시키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 속에

서 탄생된 문화콘텐츠는 직간 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  다른 부가가치를 

부여한다. 그리고 ‘문화’ 고유의 특성상 이 분야의 행 자들은 매우 다양하고 개

방 이고, 일반개인  시민단체 등 공식 비공식  네트워크와 친목이 요한 

계요인으로 작용하는 분야이다. 한 행 자 상호간의 네트워크와 친목을 통

해서 문화핵심 지식, 기술 등의 상호교류가 발생하고 그것이  다른 문화를 창

조하는 ‘창조  산업’의 기틀이 된다. 이러한 기틀 마련에 개인 는 공식 비공

식 조직의 네트워크 간 상호작용이 요하게 작동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  

자본의 요성이 가장 잘 악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한 것이다.

3) 청주시 문화산업 클러스터 

가. 개요

정부는 지역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해 문화체육 부(2005), 한국문화

콘텐츠진흥원92008) 등을 심으로, ‘문화산업진흥기본법(1999)’에 근거하여 

2010년까지 6,000억원의 산을 투입하면서 문화산업진흥지구(부산, 구, , 

주, 천안, 제주, 인천, 고양, 성남, 안동), 문화산업단지(청주, 춘천), 문화산업진

흥시설(상암동 문화콘텐츠 센터, 부천 한국만화 상진흥원) 등을 클러스터 단지

로 지정하여 문화산업 활성화를 도모해 왔다. 청주시의 경우 청주 문화산업 클

러스터를 시행할 때 기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던 정책이 변화과정에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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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기반으로 정부, 재단, 기업 의회, 학 등 각 참여주체 간의 계성이 네

트워크형 거버 스 체제로 변화되면서 시 지 효과를 발휘하 다.

청주시는 지역시민의 문화향유 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여 2000

년 11월 문화산업단지 지정신청을 하고, 이듬 해에 문화체육 부로부터 ‘청주

첨단문화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되었다. 이후 2001년~2010년까지 총 643억을 지

원받아 시는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고 문화산업단지조성사업을 

주도 으로 운 하 다. 이 문화산업단지는 2005년 주요특화산업으로 학습용 게

임콘텐추 산업에서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산업으로 변경하면서 ‘청주에듀피

아’(1,980m²)를 공하여 멀티미디어체험 , 시  컨벤션 홀 등 첨단시설을 

갖춘 문화산업의 생산 소비 체험의 복합시설로 운 해 왔다. 이 단지에 련업

체들도 2001년 이후 충북소 트웨어산업 회, 주성 학 스피커음향기술 신센

터, 청주  디자인 신센터, 지역 력연구센터 등 다양한 연구기 , 기업체들이 

입주해 활동하 다. 2011년 기 으로 약 70여개 업체, 470여명의 고용인원들이 

일하고 있다( 지훈·정문기, 2012).

그러던  이명박 정부의 지역문화산업 지원정책의 방향이 바 면서 일  

산배분이 아닌 역단 로 경쟁방식으로 산이 배분되면서, 청주시에 주는 

산이 감소하 고, 2008년 이후부터는 앙정부의 산지원의 종료, 청주시의 

보조지원 종료 등으로 새로운 거버 스 형태의 변화를 거쳐 생존의 길을 찾게 

되었다.

나. 시사점

청주시의 문화산업단지의 기 거버 스 체제를 보면 앙정부와 청주시, 단

지의 운 주체인 재단인  심으로 운 되면서, 참여자들은 교육도시로서의 

청주시 지역 내 여러 ICT 련 학과 기업이 참여를 하게 되었다. 물론 기에

는 실행주체인 재단이 기업들의 단지 입주를 홍보하며 주변 학들과의 공동 로

젝트를 제안하면서 연계사업을 실시하 다. 단지조정 기단계에는 정부들이 직

 나서서 극 인 유치노력으로 문화산업기반이 약한 청주에 단지를 조성할 



제4장 사회적 자본 증진 사례 분석 125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되었고, 이후 각 참여주체들은 각 기업과 학들이 진

으로 참여하면서 산업단지의 활력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기단계는 어 했던 

정부가 가장 주도 으로, 지원체계 기반을 구축해서 운 해 갔다. 

그 뒤로 정부의 지원이 끝나자, 수도권의 문화산업 클러스터들과 직  경쟁하

는 처지가 된 입주기업들은 과거보다는 더 극 으로 직  학의 인력과 지식

을 활용하여 능동 으로 처하는 정  행태를 보이게 되었다. 즉, 정부의 지

원이 끊기고 다소 수직 인 통제도 사라진 상황에서, 그간 잠재  역량이 길러

져 정부 산 지원이 없이도, 정부를 배제한, 각 주체들 간의 력네트워크가 자

생하게 되었다. 이는 상호교류를 통한 신뢰를 쌓은 결과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상호교류가 잇는 동안 네트워크 체제 하에서 수평  력과 상에 기 한 정보

교류, 사업추진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청주 문화산업단지는 재 문화체육 부의 문화산업 클러스터 우수

사례로도 선정되었으며, 특화산업인 에듀테인멘트 산업 매출액에 있어서도 지역

별 순 에서 5 (서울, 경기, 부산, 구)이고 기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1 를 

하는, 지역특성을 잘 살려 사회  자본의 구성요소로 뒷받침 된 네트워크 거버

스 체제로 정 으로 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화산업  문화컨텐츠를 다루는 창조  산업에 한 정책이행을 해서는 

반드시 정부, 산업, 학계, 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유기  력체제 구축 운 에 

기 해야 한다. 그리고 건 한 경쟁과 력의 상호 력체제가 요구되며, 행 자 

간 네트워크 교류의 보장, 력과 네트워크의 수평 ･개방  계 유지도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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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지역사회 협의체 활용을 통한 사회적 자본 증진 ⑇

1. 푸른광주 21 협의회 사례

1) 협의회의 활동 사항

푸른 주21 의회는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차원에서의 환경보 운동이다. 계

획수립에는 지역사회의 주요단체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토론과 합의라는 민주

인 차를 거치며, 한, 실천에는 지역주민들의 자발 이고 주도 인 참여와 활

동이 인상 이다. 사단법인 푸른 주21 의회의 발족과 주요활동을 살펴보면. 

1995년에는 「푸른 주21」의 추진 비회의, 「푸른 주21」을 한 시민토론

회 개최, 그리고 「푸른 주21 의회」결성식이 이루어졌다. 1999년에는 『푸른

주21 의회』실천사업을 실시하면서 주요활동은 지역사회운동으로서의 성격

을 지니고 있다. 그 결과 2007년에는 민 력 우수사례 최우수상을 수상(행자부

장 상)하 고, 2008년에는 5개 자치구 기 의제21 설치완료, 3차 의제

(2007~2011)지표 개발, CO2 라미스 선언식,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응 국제

포럼, 온실가스 감사업 ‘탄소은행’ 국최  시행, 지속가능발 교육을 한 

RCE 간담회 등을 시행하 다.

그리고 푸른 주21 의회의 활동은 지역사회의 “환경과 개발계획”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도시계획이나 환경 리계획과 같이 시설투자계획을 포 하는 계

획에는 미치지 못하나 지역사회의 미래 비 을 제시하고 행동규범을 담는 계획

이다. 한편, 푸른 주21 의회의 지방의제21은 시민이 극 참여하여 작성된다

는 에서 기존의 지역환경 리계획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시민의 참가를 통해 

작성된다. 지방의제21은 지속  개발을 실 하기 해 폭넓은 계층이 참여하여 

작성된다. 그들의 력이 없으면 실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계획을 성공 으로 

이끌기 해서 참여를 충분히 확보하고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활동을 하기 해서 법 기반을 마련해서 사회  자본 축 의 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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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주 역시 환경기본 조례(1998. 6. 27) 조례 제2799호(개정 2005. 5. 15 

조례 제3340호)를 제정하 다. 그  시민참여와 련된 일부 조문을 보면 표

으로 제4장 시민참여  정보의 공개를 들 수 있다. 

제28조(시민참여 등)에서는 ① 시는 환경보전시책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필요

한 조치의 일환으로 시에 푸른광주21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협의회의 설

치･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정보의 공개)

①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

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는 환경정보 공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정보센터

의 운영 등 종합정보체계의 구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사점

지난 10여년의 주의제21의 활동에 요한 측면은 민 산학의 치 체계라 

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 지방의제21 존립의 기본 목표로서 실체

 가치를 뜻한다면, 치는 지방의제21 실천에 요구되는 수단 이고 차 인 

가치를 의미한다. 지속가능성과 치의 상호보완  계를 염두에 두고 의회

를 구성하고 있는 트 들의 끊임없는 상호 조와 상생  실천이 단히 요

하다고 볼 수 있다. 한 조례제정을 통해 활동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수원시의 시민계획단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수립 사례

1) 시민계획단의조직

수원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한 시민참여제도를 활성화 하는 방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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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민계획단>을 구성해서 활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도시계획 엔지니어링  도시계획 문공무원과 민간 문가 등 소수

집단이 심이 되어 작성되었던 수원시의 미래도시계획을 실제 살고 있는 도시

민들이 직  참여하여 미래계획을 수립하도록 시민참여형, 개방형 도시계획체제

를 운 하고 있다. 즉, 수원시는 ‘203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해서 

2012년 2월에 주민, 기업체, 시민단체, 련 문가, 자 업자, 사회  약자, 학생 

등 다양한 시민계층들로 구성된 시민계획단을 만들었다. 시민계획단은 수원시의 

미래상인 비 과 목표, 략, 그에 따른 세부실천 략과 지표, 주요(실행)계획 등

에 하여 총 5차례 단계별 회의에 참석하여 공동으로 20년 후 수원을 만들어 

가는 계획서 완성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 시민계획단은 총 130명이며 6개 분

과별로 소회의를 운 하여 세부 으로 문화해서 운 하고자 한다. 6개 분야는 

균형발 , 마을만들기, 환경수도, 역사문화도시, 구도심 활성화, 경제활성화 등의 

분과로 나뉘었다. 

2) 추진절차

시민계획단은 4월 28일부터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2~3주 간격으로 5번 

회의를 개최하여 6월 30일까지 각 6개 분과별 회의 결과로 도출된 미래비 , 목

표, 략 등을 체회의에서 정리한 후, 시민계획단 수 에서는 모두 투표로 결정

을 하 다. 이 과정에서 계공무원들도 시민계획단 구성원들과 함께 참여하여 

체투표를 하 다. 그 결과 수원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휴먼시티 수원”이라

는 비 이, 그리고 정책목표 3가지로는 “사람과 환경의 가치를 실 하는 도시”, 

“역사문화 과 첨단산업이 상생하는 도시”, “거버 스를 통한 균형발 도시” 

등을 설정하 다. 이후 2단계 회의에서는 실천 략으로 ‘살기좋은 안 한 도시’, 

‘시민이 주인인 열린도시’ 등 12개 략을 선별하 다.

자칫 딱딱하고 형식에 그칠 수 있는 분과회의, 체회의 운 을 방지하고 좀 

더 자유스럽고 지역주민인 시민과 공무원, 문가 등이 소통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겸하도록 하기 해서 회의 간마다 난타와 클래식 연주 등 문화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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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하기도 하 고, 시민계획단원들의 활약상을 기록하기 하여 기념사진촬

도 개최하 고, 주말을 이용해 출석한 시민들을 하여 기타 포상기회를 부여하

는 등 시민배려의 로그램도 극 활용하 다. 이러한 시민활동이 기반된 시민

계획단의 결과보고서는 이번 10월 공청회를 개최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

을 최종 으로 수렴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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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사회적 자본 증진 방안 

제1절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를 고려한 기본개선방향 ⑇

1. 시민참여 강화

1) 전통적 참여기제를 넘어 실질적인 시민참여 기제의 확보 

사회  자본의 형성은 민주주의 발 의 석으로, 무엇보다 민주 인 정부를 

구축하기 해서는 실질 인 시민참여가 불가결하다(Putnam, 1993; Warren, 

1995; Rahn, 1997;Lowndes &Wilson, 2001). 통 인 시민참여의 논의는 주로 선

거 참여, 원회 참여, 민원이나 청원 제기 등 공식  는 소극  방식으로 

개되었으나 실질 인 참여와 민주  정부의 가능성은 시민사회로부터 투입가능

과 환류의 기능에 의존한다는 에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시민 주도 인 문

제제기나 평가 노력이 강조되어야 한다. 

시민참여는 건 한 시민사회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의 개인과 집단  조직 간

의 동 이며 집단 인 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한 집단행동을 장려하

는 효과를 가져 온다. 시민참여는 서민사회를 건설하고, 지역사회 자본을 용이하

게 하며,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한 시민의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과 직 인 

계를 맺는다(박희 , 2007).

2) 시민참여 활동 강화를 위한 지역 네트워크의 접근성 확대 

시민참여와 사회  자본의 계에 한 선행연구는 일반 으로 두 변수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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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정 으로 악하는 학자와 부정 으로 연구하는 학자로 구분할 수 있

다. 부분의 연구에서 시민참여와 사회  자본에 해 정 인 상 계를 도

출하고 있으며, 부정 인 연구부분에서는 사회  자본의 여러 요소 에 시민참

여에 향을 미치지 않는 요소들을 통계 으로 선별해 내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사회  자본은 집단행동의 딜 마 문제를 해결 는 완화하는 효과를 가졌다. 

실제로 상당한 경험  연구들이 시민참여의 규범과 네트워크가 공공부문의 제도

와 성과에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박희 , 2000). 시민사회단체 

참여활동이 개인 간의 단 을 원활히 하고 민주  거버 스에 필요한 역량을 기

르며 사회  자본 형성에 요한 공동이해라는 인식을 형성하게 한다.

시민의 참여는 행동으로서 지역사회에 한 사람들의 가치에 기반하고, 강한 

네트워크, 강한 지역사회연 감, 지역사회에 한 믿음, 자발  활동을 통해 증

가하고, 실제 삶의 활동에서 잠재  유 계를 실 할 때 증가한다. 사회  행

사참여, 직업  역할 참여, 교회에 다니는 것, 시민사회조직 참여, 마을회 에 참

여 모두 지역사회 참여의 가 될 수 있다. 한 기존의 시민참여와 다르게 시민

이라는 논의로 시민주도 인 기제로서 사회  자본을 이용할 수 있는 수단

이 등장하기도 한다. 시민참여가 주로 과 정치인을 매개하는 핵심 인 수단

으로서 시민들이 정부  정책에 향력을 미치기 해 행하는 활동으로 악되

는 반면 시민 은 지방정부의 서비스 공 이 부분의 경우 시민의 수요에 따

라 구조화된다는 에서 시민과 정부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방정부의 정책결

정과 내용에 향을 미치는 요한 기제라고 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개방형 네트워크의 활성화 

특히,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일방 인 투입이나 외침이 아닌, 상호작용이라는 

에서 시민 이 요하다. 이 경우 사회  자본이 무임승차와 같은 공공문제 

해결을 해결하고 실질 인 시민참여를 통해 민주주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

고, 이것은 시민과 지방정부 입장에서 모두 상호이익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러한 맥락에서 지방정부는 자발  결사체와 네트워크의 활성화에 요한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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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주체이며, 시민의 주도 인 참여는 매우 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회  

자본을 이용하여 지방정부의 응성과 민주성에 기여하면 결과 으로 지방정부

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즉, 지방정부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극 으로 사

회  자본을 증진시키기 하여 직 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 규범 제도화

1) 지역사회 지원을 위한 법제･재정지원의 제도화 

한국의 경우 1995년 민선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상호작용

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주민참여가 다양하게 개되어 오고 있다. 그 로는 시민

단체 활동, 지방정부 홈페이지 상에서의 On-line 참여,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

치 원으로의 참여 등이 있다. 이 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인 참여의 

장의 마련은 자발 인 참여의 유치  정부와의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해서 반드시 제되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수 에서 사회  자본을 확충

하기 한 제도 인 부분을 구축하기 해서 가장 먼  선행되어야 할 것은 사

회  자본을 한 지역  기반을 한 재정 확보이다. 사회  자본형성을 해

서는 시설  교육을 담당하기 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  자본의 특성상, 그 효과가 국가수 에서 발생하기 보다는 개

인, 마을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앙정부차원에서가 아니라, 지방자

치단체 차원에서 산범 에서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이 에 이미 주민자치센터 혹은 자발 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끔 지방자치단

체 차원에서 유도하는 제도에 한 설치 운 조례의 마련 등 운 에 한 법제

의 마련이 필요하다. 자발 인 참여의 유도이긴 하지만 기 시행에 있어서 분명 

참여의 범 나 운 의 범 , 차 등이 제정되어 있는 규칙 등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이 거버 스 행정환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서 요구되

는 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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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제도화

둘째, 지역사회참여 활성화를 한 인 네트워크 구성의 장을 마련하여야 한

다. 지역사회 발 을 한 기  활동으로써 지역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기 한 

네트워크 구성에 노력하여야 하고, 지역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체육 , 문화시

설, 카페테리아 등을 도입하고, 다양한 시설을 싸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

도 인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주민과 상시적으로 쌍방향적 소통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제도화

셋째, 지역사회에 한 정책  제언을 할 수 있게, 지역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

는 통로를 형성해야 한다. 간 으로 지역의원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표

하는 것이 아닌, 주민들의 의견을 직  주장하고 반 하여 지역사회를 발 시

키기 한 통로를 형성하는 것이 요하다. 온, 오 라인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

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이용에 한 홍보를 통해 활성화 시

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용에 있어서도 쉽게 이용 가능한 체계로 도입하여, 지

역 사회  약자의 의견도 개진할 수 있는 형식으로 도입해야 한다.

4) 지역주민의 참여역량 강화를 위한 상시학습체제 운영

넷째, 신뢰의 문화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뢰의 문화는 교육과 한 련성을 

지니며, 이러한 노력은 장기간의 체험을 기반으로 한 교육을 동해 이루어질 수 

있다. 상호신뢰에 한 교육과정은 특정연령, 계층, 성별 등에 국한 되는 것이 아

니라, 모든 시민들을 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  신뢰의 형성을 해서는 

친화 인 사회문화 환경, 규범의 확산이 필요하며, 장기 으로는 교육의 역할이 

매우 요함으로, 소수자에 한 심, 지역주민들 사이의 존 , 인권, 공공질서 

수, 리더십 등에 한 세부 사항에 한 시민  자질 함양을 한 실천  교육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 지방자치단체는 구, 군 단  차원에서 유명강사 혹은 달 단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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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의 개설 등을 통해 이러한 인  자질 함양을 한 교육 로그램을 꾸 히 

제시하는 것이 요하다. 사회  자본은 연결 뿐 아니라 유지가 매우 요한 부

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로그램의 단계 등을 도입하

여 지속 으로 차별화 있는 교육을 제시하는 것이 요하다. 

5) 자원봉사 활동센터의 제도화 및 접근용이성 확보

다섯째, 시민의 자원 사에 한 요구를 일할 수 있는 곳과 연계하는 것이 필

요하다(조권 , 2010). 자본으로서 자원 사는 시민이 참여하고 계를 맺으며, 

사회  신뢰의 터 을 형성하는 보다 넓은 의미를 지닌다. 한, 자원 사는 지

역공동체와 연계될 때 보다 활성화 가능성이 증진되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

자치단체는 지역주민들이 자발 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 내의 자원 사 활동

센터 등에 해 주민들에게 소개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자

원 사활동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것이 요할 것이다.

6) 이해관계자 간 협력시스템의 제도화

여섯째로, 열린 공동체로서 다양한 행 자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을 특화시키고, 기업  타 지역 주민들과의 연계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

는 연합형태의 제도  장치를 구축하여야 한다. 사회  자본의 핵심은 네트워크

인 만큼 어디까지나 무궁무진한 재원이다. 이를 증진시키기 해서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 내에서만이 아닌 다양한 행 자들이 참여하고 서로의 신뢰  네트워

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연합 인 제도로서 센터 혹은 연합단체가 필요하다.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센터를 만들고 이에 참여하게 독려함으로써, 다양한 지

역의 사람들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더불어 기업의 사회  참여의 유도를 해 기업의 교육발 기  설치  교부

등의 인센티 를 마련하여 사회  책임과 기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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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뢰 확보의 중요성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성과를 통해 지방정부의 신뢰증진을 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정치참여와 신뢰 간에는 긴 한 상호연  계를 지니고 행정성과는 정부 

신뢰형성에 기여하며 지방정부의 지역사회의 사회  자본축 에 한 기여라는 

순환  국면을 나타낸다.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은 지역의 공공문제 해결을 한 

시민들의 사회  을 활성화 시키고, 보다 반응 이고 민주 인 정부형성에 

기여한다. 정치인  공공제도에 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이 주민들로 하여  

보다 활발한 정치참여를 유도하게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이양수, 2006).

신뢰는 문화  속성을 지니므로, 문화  측면에 주목하여 사회  자본을 도출

하기 한 신뢰유도의 행정문화 형성하여야 한다. 이를 해 지방자치단체와 시

민이 인터넷과 출 물  미디어를 이용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문화 창출  이

용에 한 극 인 주체가 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스스로 행정정보 등에 

한 근거 있는 질 높은 정보를 제시하고, 시민 역시 그 정보에 근이 용이하

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정보의 장막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해 악하

고 논의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시민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도층의 솔선수범을 통해 시민들이 이들에게 

갖는 신뢰를 증진할 수 있다. 정치인, 공무원, 고소득 계층, 기업가 등의 지도층

의 솔선수범은 규범의 변화를 유도하여 사회  신뢰를 진시키는데 결정 인 

역할을 한다(우천식 외, 2007). 이러한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이들의 솔

선수범이 있고, 그것을 주민들이 체감한다면 이들에 한 신뢰도가 증진될 것이

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한 공공부문의 신뢰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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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자본-신뢰-참여에 의한 사회적 자본 강화 순환체계

4. 호혜성 제고를 위한 참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기존의 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해 일반시민이 공 권한이 부여된 

사람들에게 향력을 행사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참여가 도입되었

는데, 이는 강력하고 다원화된 시민사회가 책임 있게 시민을 변할 수 있는 정

부를 실 할 것을 제로 한다. 

새로운 시민사회 역할의 기본 원리로 참여주의, 의민주주의의 기와 담론

 정책결정, 공동체 주의를 제시할 수 있다. 참여주의는 시민들이 개인이나 

NGO와 같은 집단으로 제도 으로 참여하는 것에 을 맞추고 있다. 조사기법 

교육, 리더십 트 이닝 등의 극  시민교육을 통해 시민의 참여  역량을 강

화할 수 있으며, 참여주의의 경우 사회  자본이 증진된 사회일수록 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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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나타나며, 이는 거버 스 환경에서의 시민  성숙이 높아야 시민참여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증진됨과 한 계를 가진다. 

다음으로 의제 민주주의의 기와 담론  결정과정은 사회의 자율  자기결

정과 자율  리를 의미하는 사회  거버 스의 가치를 지향한다.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네트워크가 그 기능을 강화해 나가면서 참여욕구와 자기결정이 요구

를 기술 으로 가능하게 하면서 증진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주의는 응집

성 있는 공동체를 다시 구축하고 공동문제를 구성원들이 직  참여하여 해결해

야 한다는 것으로, 신좌  시민주의 입장에서는 극 인 참여증가를 해서 정

부가 주도하여 시민의 덕성을 함양해야 한다고 말하며, 정부가 앞장서서 이타

이고 헌신 인 시민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극 인 시민참여는 지방자치단체와의 력을 증진시키고, 공공부문 

역할에 한 인식의 정 인 환에 기여할 것이다. 시민들은, 지방정부  민

간부분과 함께 조하여 공공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지역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효과 으로 조하는 주요한 행 자로 재평가되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한편, 문제해결을 한 지역사회의 능력을 제고하기 한 략으로는 지역사

회의 모든 구성원이 주요한 지역요구를 구체화 하고, 목표  행동계획에 해 

의하며, 성공 인 수행을 해 도움이 되도록 력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지역사회 참여의 활성화를 해 극 인 사회활동을 통한 다채로운 인  네트

워크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자원 사

를 통해 인  네트워크를 수립하고, 공공정책 내에서만 복지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닌, 사회  약자들에 한 배려를 증진시키기 한 노력을 도모해야 한다. 

지역사회공동체 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  자본의 수 이 향상되도록 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지역사회 공동체 운동은 그 운동에 의해 외 으로 그 지역

사회 공동체나 조직집단의 이미지가 형성되고, 그 집단의 사회  자본도 공고해 

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다. 지역사회 공동체 운동은 지리  역, 공동의 유

감, 사회  상호작용을 내포하는 집단이 소속감과 공동목 을 추구하는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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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토 로 정태 인 의식을 운동으로 환시켜 나가는 것이다. 지역사회 공동

체 형성의 성공은 지역의 사회  자본을 축 하고 지역사회의 정체성도 향상되

는 상승효과를 가져온다.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  자본을 바탕으로 한 시민의 참여가 

극 으로 활성화 된다면 재정 약  효율성, 주민의 선호가 반 된 지방자치단

체 정책이 구성될 것이며, 이는 응성  민주성 확보에 실질 으로 기여할 것

이다.

 

5. 수평적 네트워크 확대

통 인 거버 스(계층 인 거버 스)의 한계로 인하여 복잡한 문제해결에 

있어 정부의 직 인 통제가 약화되고 있다. 이제 정부는 보다 간 인 수단

을 통한 조향과 지도로서의 역할로 나아가야 하고, 따라서 계층제가 아닌 네트

워크(network)와 비계층제(heterarchy)가 필요하다. 

거버 스에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근본 으로 다른 사회문제 해결 양식의 가

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며, 다양한 행 자와의 네트워크와 력, 신뢰의 구축을 통

한 사회문제해결을 한 새로운 방향을 의미한다. 이때, 요한 것은 자원의 상

호의존성(mutual resource dependency), 약(negotiated agreement)이다.

사회는 더 이상 국가와 같은 집권  조직에 의해 독 으로 통제되어 오는 

것이 아닌, 복수의 다양한 행 자들에 의해 물질  자원과 정보가 공유되고 있

다. 국가 는 지방정부는 공동체문제를 다루기는 무 크고 료 이기 때문에 

공동체 주의를 통해 최소한의 국가 여로 시민들이 그들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 으로 강구하여야 하며, 그것의 기본이 되는 것은 

네트워크, 공유, 약이다. 그 다고 정부의 역할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지 무

정부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여 히 공공문제해결에 가장 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는 방향잡기의 역할을 해야 하고 이를 해 네트워크 상황에

서 인센티 , 의사소통 도구, 는 규약등과 같은 보다 세련된 정책도구를 필요

로 하게 된다. 제도  에서 “네트워크 리자”인 정부는 네트워크의 구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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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에 향을 끼침으로써 문제해결과 정책결정에 더 나은 조건을 형성하기 

해 노력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논의하는 거버 스는 정부와 민간조직, 지역주민을 포함한 각 

지역사회 주체가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한 제반 노력과 력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최근 지역사회에서 시민, 집단, 단체, 기 의 사회  네트워크가 민주  거

버 스 확립에 미치는 향의 심이 증 되고 있다는 연구가 있었다. 이는 지

역사회가 진정한 민주  거버 스를 실 하여 지역주민의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

할 수 있는 곳으로 인정받게 된 것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회  자본

은 신뢰에 기반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거버 스는 주민, 지역기업, 지방자치단체

가 함께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으로 이러한 방식을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

라고 볼 수 있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개선이 가능하도록 법제화

 지방자치단체는 자율 인 사회주체인 시민들이 자신의 목 을 추구할 수 있

는 framework를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이 함께 지방자치단체 안에

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해 지방자치단체가 나름의 제도를 만들어 

자발 으로 시민들이 합의하고 스스로 조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어야 한

다. 그러기 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역할과 기능의 범 를 정의하고, 연

결 장치와 고리를 마련하여, 주도 인 역할을 담당할 한 행 주체를 확인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제도를 설계하고 시민 스스로 자기 조향을 가능하

게 할 수 있는 비 을 제시해  필요도 있다. 다양한 행 주체들 간의 자원의존

성과 기능연계성 등에 한 집합 인 환류와 학습을 진하는 기재를 제공해  

것이며, 다양한 목 , 시간/공간  , 그리고 다양한 거버 스 제도의 결과들 

사이의 조화가 추구될 수 있다. 

시민사회 력의 구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지속 으로 증가할 것이

다. 그 구체 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문제 트 ,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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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주체들이 목 을 추구하기 해 행동/상호작용하는 틀을 제공하는 기본 규

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둘째, 다양한 공공문제의 기본조직자가 되어 시민들의 

화의 소통 창구가 되어주어야 한다. 셋째, 정보와 지식의 상 인 독  공

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넷째,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는 공식 인 항소법원

(count of appeal)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섯째, 상 으로 취약한 세력에

게 힘을 실어 으로써 힘의 차이를 상쇄하고 새로운 균형을 추구하는 것도 필요

하며, 마지막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정체성에 한 자기이해, 략  

능력, 이해 계 등을 조 하여 바람직한 해결책을 유도하여야 한다. 

제2절 사회적 자본 실증사례에서 도출한 증진방안 ⑇

1.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1) 지역공동체의 자율적 기반 조성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재의 마을만들기 사례에서 보이는 주요 키워드는 도시재생, 사회연 경제, 

동조합,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의 단어들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지역에 살

고 있는 주민들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지역을 변화

시키고자 하는 지역주민의 역량을 보여주는 결과물을 지칭한다. 이와 같이 주민

들 각자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표가 되어 주민 스스로가 자발 으로 주

민공동체 사업을 활성화 하면서 지역개발까지 연계가 가능한 다양한 략  수

단들이 활성화 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공동체는 사실상 주민의 자발  참여, 각 참여주체 상호간의 신뢰

와 력, 나눔과 공동체의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마을만들기 등 마을

공동체 활성화 략을 제 로 추진하게 되면 주거환경의 개선, 일자리 창출, 다

양한 학습과 교육기회 마련, 문화유산 보 과 환경개선 등 사회  자본이 

하게 증가되는 부수 인 효과도 창출해 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단기 으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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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것이 아닌 주민들의 자발  참여로 지속성을 갖고 장기 이고, 종합 으로 

공동체를 회복해 가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지속 으로 사회  자본이 축 되

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 그 기 때문에 마을만들기, 지역활성화 시책 등을 추진

하기 해서는 주민이 직간 으로 주도할 수 있는 거버 스 형태로 운 되어

야 한다. 표 인 사례가 지역공동체 운  사례들이다.

2) 자발적인 지역공동체 운영을 위한 지역리더 교육 및 확보 

가. 마을가꾸기와 마을기업 창설 사업을 통한 지역리더 육성

서울시 성북구청은 지역공동체 형성을 해서 직 으로 2010년부터 내의 

각 마을(장수마을), 동(정릉동~석 동), 시장(돈암제일시장) 등을 상으로 ‘도시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이를 통해서 163명의 마을만들기 리더를 육성한 바 있다.

즉, 성북구의 도시아카데미는 일종의 마을 가꾸기 시책으로, 도시화 과정에서 

지나치고 잊 지는 지역의 고유정서를 회복하고, 마을공동체를 재건하기 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을 진단하고, 문제 을 찾아서 스스로의 힘으로 개선 아이

디어를 도출해 자발 으로 마을가꾸기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해서 지역의 리더를 육성하는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 것 뿐만 아니

라, 내 종암동을 심으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이곳에서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에 한 연구도 병행하고, 마을회의도 개최하는데, 유사한 

생활권을 가진 주민들을 묶어 주민들이 주도하는 주민회의체를 운 하고 있다. 

를 들면, 통마을이나 아 트 단 , 시장 상가지역 공장지역, 각종 단체  외

국인 모임지 등 공동단 를 구분하여 주민회의, 마을회의와 지역복지, 안 과 재

난방지 홍보 등 다양한 안건도 교환하도록 하 다.

나. 지역사회의 핵심 대표(리더)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 지방자치단체의 동 는 읍면 단 에서 소지역의 번 과 발 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리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교육, 실무교육 등이 필요하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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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으로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핵심 인 사업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문가 등이 함께 모여 지속 가능한 제도로 운 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자기 지역에 한 심과 애착을 통해서 지역이 발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

고 지역 발 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재들이 많이 탄생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재

들이 많을수록 지역의 사회  기업, 마을기업, 농업회사법인 등 각종 지역공동체

들이 상호 연계되어 지역발 을 한 경 사업들을 더 육성할 수 있고  그

게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게 될 것이다. 기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

단체가 의지를 갖고 주도 으로 지역의 핵심리더를 양성하는 교육기 , 교육

로그램, 교육지원사업 등을 최우선 인 지역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법제화를 통한 지원체계 구축 

앞 사례와 같이 마을공동체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법  지원체계 구축이 필

요하며, 사업지원비의 기 운 과 련해서도 체계화가 되어야 한다. 이를 해

서는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운 하는 것이 좋

다. 가령 서울시는 2012년 3월에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한 조

례’를 공포하 으며, 나아가 마을만들기 지원을 한 행정기구로부터 담부서

를 조직해서 별도로 운 하는 것이 더욱 제도 인 효과를 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연결시켜  수 있는 간(지

원)조직의 체계화, 네트워크화가 필요하고 그 표 인 사례가 민 력 원회 

등이다. 2012년 재로 보면, 안산, 완주, 강릉, 수원, 청주, 정선, 구, 서울, 정

읍, 부산, 주 등에 간지원조직(지원센터)을 운 하고 있고, 한 비 인 

곳도 익산, 순천, 양양, 시흥, 인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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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기업 육성 방안

1) 사회혁신을 선도 또는 촉매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활용

사회  자본 증진과 직  련된 생활 동조합이 있지만, 정부는 이미 2011년

에 새로운 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여 자율 인 운 체제의 활성화를 한 법  

기반을 마련하 다. 즉, 동조합은 필요에 의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

유하고, 스스로 민주 으로 통제하고 운 하도록 하면서 조합원 자신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도록 운 하는 사업체가 바로 동조합기업이 되도록 하 다. 이

러한 과정에서 동조합기업은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도 공헌하는 비 리  성격을 가진 사업조직으로 활성화하라는 취지가 더욱 강

해졌다.

그리하여 지역을 심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  가치를 지속 으로 창

출 가능한 사회 신에 기 한 생활 동조합 는 사회  동조합을 만들 수 있

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극 지원해야 한다. 물론 이 경우에는 직 인 지원보다

는 간 인 방식으로 지역사회의 리더, 사회 신가들에게 지원하여 스스로 발

해 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교육기

 는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이를 한 동조합 교육 로그램의 비

도 필요하다.

2) 사회적 기업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육성정책 제도화 

를 들면, 서울시 성북구청의 경우, 2011년 12월 국 으로 처음 ‘성북구 사

회  기업 허 센터’를 건립하여 청년 등 사회  기업가 육성, 사회  기업 박람

회 개최 등과 같은 특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해서는 기 지방자치단체는 

(3~5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법 으로 뒷받침하기 하여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사회  기업 육성  지원을 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한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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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창업이 실질 으로 지역일자리와 직  연계되므로, 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상으로는 일자리 정책과 함께 사회  기업 담 을 신설 운 하는 것

이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열쇠가 된다. 그리고 시민들을 한 창업설

명회 개최  문가와 리더 양성을 한 아카데미 개설 운 이 필요하고, 사이

버상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  네트워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련자들과 연동체계를 만든다. 가장 요한 사업개발비 

지원을 하여 지방의회와 직  력하여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화도 

필요하다.

3.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방안

1) 주민참여형-관광형-주거가치형 농촌 어메니티의 자원화

이 증진방안은 주로 농 형/도농복합형 지방자치단체의 사회  자본 구성요소

를 강화함으로써 주민과 지역사회 간 신뢰를 축 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가. 농촌 어메니티 자원 활용

정부 차원에서는 2010년 ‘농업농   식품산업 기본법’을 제정하고 21세기 

장기 농업농 의 발 방향을 실천하기 하여, 생산자에 한 직 지불 유형

의 마을개발 략을 추진하고 있다(김상범, 2012). 나아가 농  고유의 어메니티 

자원을 발굴하고 공간특성을 고려한 개발을 통해서 농업농 의 총체 인 경쟁력

과 효율성을 강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여기서 ‘농  어메니티’라고 하면 농 의 특성을 반 하면서도 각 농  구성

원에게 경제  가치를 제공해 주는 요한 지역자원을 의미한다. OECD가 제공

하는 의미로 말한다면 농 에 존재하는 생물종 다양성, 역사  건축물, 농 공동

체 등의 자원들이다. 특히 농 의 주거가치도 정주패턴의 요한 가치를 지닌, 

도시와의 경쟁에서 우 를 지닌 어메니티 자원들이다. 농 의 깨끗한 공기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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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자연경 , 넓은 주거공간, 풍부한 녹지, 친근한 이웃 계 등이 농 의 

자원들이다. 따라서 농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농 을 진시켜 농 공간

을 새로운 사회  자본이 축 될 수 있는 어메니티 자원 기반으로 재편성하는 

작업에 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나. 생활자원과 관광자원의 가치 재창출 사업화

농 주민의 입장에서 농 에서의 삶의 질 제고, 매력 이고 쾌 한 환경의 조

성 등을 통한 생활자원의 가치를 높이게 되면 정주공간의 가치가 확보된다. 이

러한 기본가치를 확보한 후에 농 을 찾는 이용자 는 소비자를 하여 농 마

을의 방문 등을 진하여 자원의 가치를 높이도록 한다.

농업･농 유산제도, 문화와 정보, 환경, 디자인 등이 목되어 농 을 새롭게 

재발견하고 자허는 색깔 있는 마을만들기 등과 같은 정책을 통해서 앞서 제시한 

2가지 심의 농  어메니티의 가치를 높이게 되면 이는 결과 으로 농 주변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주변산업에까지 되면서 사회  자본 요소들이 축 되

어 이 과 다른 농 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2) 사례: 전남 완도군의 청산도 ‘슬로우 걷기 축제’

남 완도군은 2012년 4월부터 그달 30일까지 ‘느림은 행복이다’라는 주제로 

아시아 최  슬로우시티 청산도 슬로우 걷기 축제를 개최하여 약 7만여 명의 

객들이 청산도를 방문하 다. 그리하여 음식 , 숙박, 교통, 농수산특산품 매 

등 종합 으로 85억 원 이상의 지역경제 상승효과를 발시켰다고 발표한 바 있

다. 이와 같이 농 지역에 잠재해 있는 농  어메니티를 잘 활용하여 지속 인 

자원활용을 통해서 지역의 사회  자본도 축 하면서 동시에 잠재  역량도 확

하는 이 효과를 얻도록 기회를 마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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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사회 자율적 협의체 활용 방안

1) 문화･교육 등 융･복합적 지역특화산업 집중 추진으로 사회적 자본 확대

가. 광주 남구청의 ‘문화교육특구’ 지정

주시 남구청의 경우와 같이 문화교육특구로 지정받아 정부지원 을 지역특

화산업에 집 으로 투자하도록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앙정부의 지식경제부

로부터 남구청은 2011년 12월 ‘문화교육특구’로 지정받아, 근  역사문화유 의 

보고인 양림동 일 를 잘 보존하고 있고, 련된 계승사업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문화교육특구 조성사업을 2015년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국

비지원 등 214억원의 산 투입을 보장받았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남구청은 첨단문화  콘텐츠사업을 비롯하여 23개 사

업을 집  추진하게 되었다.

나.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학교 만들기 추진

남구청은 동시에 학부모 학생 교사 경찰 시민단체 등 총 633명이 참여하는 학

생사랑 지역 의회를 구성한 후 이들이 주체가 되어 각자에 맞는 다양한 활동방

법을 채택해서 학교폭력을 방하는데 활동하고 있다.

한 방과 후 청소년 학생들을 한 탁기 을 선정하 고, 토요일과 일요일

에도 학생들이 로그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밖에서 알차고 유익한 

학습시간이 되도록 ‘신나는 방과후 SS스쿨’ 로그램도 운 하고 있다.

다. 도서관시설 확충으로 활용도 제고

뿐만 아니라 학생과 주민들의 학습공간 확충과 주민들의 독서욕구 충족, 만남

의 장소 확충 등을 해서 형도서 을 3개에서 6개로 늘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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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각 동에 20여 개의 작은도서 을 확충해서 이들을 서로 연결하여 네트

워크화 하면서 정보교류, 친구교류, 자원교류 등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과 주민들이 주거지역과 가까이서 언제든지 한 생활공간으로

서 도서 시설을 활용하고 동시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도 일상 으로 취득이 가

능하도록 근성을 높이는데 목 을 두고 있다.

라. 교훈

한마디로 평생학습센터 구축 등을 포함한 각종 인 라구축  네트워크로 운

체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주민이 직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

으로써 동시에 사회  자본 구성인자들이 주민 사이에 함양될 수 있도록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지속 인 로그램 운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남구청은 주민들 2만7천명이 함께 참가하는 ‘오카리나 합주’ 공연계획을 세

우고(2013년 4월), 이 공연을 하여 2012년 내내 유치원생으로부터 노인 등 각

계각층, 각  단체, 모임, 동호회, 사회단체 등의 구성원들로 하여  오카리나 배

우기를 개하여 내년도 남구청 합주 모임행사를 계획하고 이를 지속 으로 

추진함으로써 부분 으로는 강습에 따른 일자리 창출, 주민들의 화합의 장 마

련, 상호 교류의 장 마련 등 다양한 차원으로 사회  자본 요소들이 동시에 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 ‘푸른광주21’ 사례로 본 협의체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첫째, 푸른 주21사례를 통해 제도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는 당 성은 다음

과 같다. 지역사회의 복지, 문화 술, 교육, 소외, 환경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

하기 한 환경개선활동을 한 지역사회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문제해결  지역사회발 을 한 시민참여유형이 직  참여 이외의 간

참여유형을 확 함으로서 시민참여 기회확 를 요구하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둘째, 제도 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목표와 련해서는 ① 지역사회의 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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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능력 제고를 한 기반 구축, ② 지역사회구성원의 공동체의식 향상을 

한 책임부여, ③ 지역사회단 의 문제해결을 한 네트워크 구축, ④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한 지원  마련이 요하다. 이를 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한 지역사회단 의 재정운 주체인 의체 구성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 경우 시민이나 기업의 기부를 받아서 지역사회재단 기 으로 사용할 수 있

도록 허용해야 하며, 지역사회재단의 구성원으로는 지역사회주민, 지역사회단체 

등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역사회재단의 역할은 기  모집  리, 지역사회

사업  지역사회단체 자 지원, 지역사회개선을 한 사업지원, 지역사회에서 

해결되어야할 문제 개발  문제 해결을 한 아이디어 뱅크, 지역사회단체에 

한 상담  컨설  기능, 지역사회단체 운 을 하여 필요한 물  자원과 인

 자원의 효율  사용을 한 지원 등의 역할수행을 뒷받침 해 주어야만 한다.

셋째, 정책목표가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한 실제  재

정지원 제공, 지역사회단체의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단체 활성화 지원, 지역사

회문제 해결에 한 시민참여 방법의 다원화, 지역별로 지역사회재단을 만들어 

지역별 맞춤형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힘써야 한다. 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을 한 네트워크 구축의 핵심축 기능을 구축해서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 련 단

체들이 지역사회재단을 심으로 한 네트워크 형성이 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네

트워크 공동활용 기반조성을 해야 한다.

넷째, 추진체계는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으로 이루어지도록 하

고, 앙정부는 ① 지역사회재단의 실효성 검토를 한 연구 발주, ② 지역사회

재단의 설치와 련된 국민의견 수렴  타당성의 검토, ③ 지역사회재단과 지

역사회재단의 재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계법 정비(지방자치단체조례로 일임 

가능)가 요구된다. 한 ④ 특정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사회재단 시범운   사

례 공유를 통한 지역사회재단 확산 노력도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추진 풍토 조

성, ② 지역사회재단과 지역사회재단의 재원을 기부 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조례 제정, ③ 지역사회단  지역사회재단 설립을 한 의회 구성으로 지역

주민, 시민단체, 기업, 학교 등의 다양한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고, 지역사회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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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 충당방법과 자 사용방법에 해서도 구체 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3) 지역사회 협의체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반 운영

주로 도시형 지방자치단체의 사회  자본 구성요소와 련해서 증진이 가능한 

방안으로 이해당사자를 상으로 교육 아카데미를 운 하거나 는 의기구를 

직  자율 으로 운 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심이 되어서 회의체 형태 는 

워크  형태 등의 방향 네트워크 기반을 만들어 운 을 지원하는 략이다. 

이러한 략을 활용한 사례들에 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가. 사례: 충남 간판개선사업(2009)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공주시는 백제의 도읍지인 역사도시로 지역의 역사문화 유산을 활용한 총체

인 문화거리 조성 일환으로 2009년에 이미 국고개간 개선사업을 완료한 바 있

다. 이외에도 이미 온양온천역 장주변과 홍성읍 오 리 일원의 업소 간  정

비, 논산시 취암동 일원과 보령시 천해수욕장 일부 지역의 업소간  정비, 그

리고 산군 도리 일 의 간 을 지역특성에 맞는 모습으로 개선한 바 있다.

나. 활용전략: 인식전환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간 제작업체와 고주를 상으로 하는 ‘간 아카데미’를 운 하면서 간 제

작업체의 역량 강화와 고주의 간 에 한 인식 환에 을 두고 사업을 추

진하 다. 즉 이해당사자들에 한 사 교육 등을 통해서 사업의 취지와 결과에 

한 요성 등을 사 에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면서 소통기회도 

만든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충남 공공디자인 클리닉 센터’를 통해서 통합 이고 다면 인 디자인 진단을 

실시하도록 하 고 이를 통해서 체계 인 디자인 수 을 높여 다른 민간업자들

이 제작한 옥외 고물 간 과 비교해도 더 높은 수 의, 더 효율 인 가격의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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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간 을 제공할 수 있게 하 다. 말하자면 옥외 고물의 매체  표  기술

의 발  등 간 제작업의 역량과 수  향상이 지속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필요시 창의성 넘치는 디자인 수행능력을 갖춘 문 고제작업체

에 해서는 공 인 자격을 부여하여 활용하는 로그램 마련도 필수 이다.

특히 주민들이 자율 으로 의체를 구성한 곳에 집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한 효과가 이웃지역에도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사례: 마을지킴이단 운영

경상남도 김해시의 경우에는 아동여성인권김해시연 가 2012년 6월부로 마을

단  사회안 망 구축을 해서 시행하는 ‘마을지킴이 사업’에 참여하여 그 발

식을 가진 바 있다. 이 발 식에 17개 읍면동의 마을지킴이단 회원 100여 명 

이상이 참여를 하여 지킴이 활동을 심 있게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마을지킴이단의 구성을 보면, 마을의 이장, 통장, 새마을부녀회, 자원 사자들

로 되어 있다. 이들은 다시 행정, 경찰, 여성상담소와 같은 분야별 문기 들과 

네트워크 연계가 되어 있어서 지역 내에 성폭력,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거나 우

려가 있는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한다. 2010년 진

읍 마을지킴이단으로부터 출발하여 작년에는 3개 지역(진 , 장유, 삼안)으로 

확 되었고, 2012년부터는 17개  읍면동으로 되었다.

5)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사례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지역사회 내에서 취약계층 주민들을 상으로 

지역사회 안 망 구축을 해 주민들과 가장 착성을 가진 동 단 에서 민

트 십을 강화할 수 있는 ‘동별 지역사회복지 의체’의 구성  운 을 극 활

용해야 한다( 병 , 2012). 한쪽에서는 다양한 기부와 나눔을 해  수 있는 병

원장, 학교선생님, 복지사, 학원장, 시장상인, 음식 주, 자원 사자 등을 발굴하

고, 다른 한쪽에서는 수혜를 필요로 하는 소득 주민과 장애인, 홀몸노인, 소년



제5장 사회적 자본 증진 방안 151

소녀가장 등 공 으로 지원받기 쉽지 않은 복지사각지 에 있는 취약자들을 찾

아내서 상호간 연계체 을 통해 생계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이 원

활하도록 운 체계를 효율화 시켜야 한다( 병 , 2012).

5. 새로운 소셜미디어 SNS의 적극적 활용을 제도화

1) 미국의 시민트위터포럼운영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SNS를 활용한 행정을 운 해 오고 있다. ‘시민 

트 터 포럼’이라고 하는 성공사례이다.

SNS 트 터의 해쉬태그(#)를 활용해서 주민과 공무원,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

체장 사이에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책제안, 의견수렴, 기타 자문 등을 직  수집

할 수 있다. 주로 분야별, 사안별로 의견수렴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서 직  담

당공무원과 련 주민 간의 불만이나 개선안 제시, 이에 한 공무원의 즉각 

응 등 직 인 달, 수집, 정책에의 반 을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사회  자

본 진매체로 활용 가능하다.

2)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운영사례

서울시 강남구청의 경우 시민과 트 터 소통을 하고 있는데(2010년 10월부터 

@gn_family), 이 트 터를 개설해서 구청의 여러 사업을 알리기도 하고 시민들

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특히 ‘트 터 내용 분석시스템’을 만들어서 해당 부서

에 시민의 트윗 내용을 제 로 달해 정책에 반 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서 운

하고 있다.

서울시청의 공식 트 터는 @seoulmania인데 이는 서울시장 트 터로 온 문의

에 답변하고 있다. 방향의 ‘트윗 토크’도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페이스북,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정책을 생산하는 매개체

로 극 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차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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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

사회  자본은 행정학 뿐만 아니라 련 학문의 새로운 을 제공하는 개념

으로 다양한 연구의 핵심주제가 되어 왔다. 사회의 경제성장과 사회발 의 동인

으로서 사회  자본의 요성이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빈부격차의 심화, 소외 

계층의 증가, 사회발 을 통한 인간  유 감과 공동체의식의 화석화와 같은 경

제성장과 사회발 의 어두운 측면을 설명하는 으로도 유용성이 인정되고 있

다. 사회  자본의 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사회  자본에 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사회  자본의 경제사회  효과에 한 연구들이 진행되면

서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서 사회  자본 련 정책의 상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사회  자본 연구와 사회  자본의 축 에 있어서 

선진국과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국내의 련 연구는 학술  논의의 기 단

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으며, 정책의도와 부합되는 정책을 제공하기 한 

방법론도 명확하게 정리되고 있지 않다. 한 재 한국의 사회  자본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 으로 낮은 수 으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 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 한 사회  자본은 그 개념  모호성과 

복합  다층성, 측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국가발  략으로써의 구체  정책

화에 어려움을 가 시켜 왔다. 따라서 사회  자본 형성을 한 정책 역시 새로

운 발  계기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회통합  국가발 이라는 폭 넓은 

에서 미래 세 의 건 한 육성을 해 정부 뿐 만 아니라 사회 각 부문이 

사회  연 와 의를 통해 국가  차원의 략과 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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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까지 본 연구에서 사회  자본을 측정하기 하여 설문분석을 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안에 한 참여에 해서는 부분

이 부정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투표에 해서는 참여한다는 의견이 상

당수 나타나서 이와 조를 이루고 있었다. 둘째, 규범과 련돼서는 조례를 

수해야 한다고 부분 응답했는데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블루칼라와 은 학생

층에서는 이에 한 선호도가 높았다. 셋째, 신뢰와 련돼서는 거주지역의 지방

자치단체에 한 신뢰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특히, 고 소  화이트칼라로 불

리는 직업군에서 부정 인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에 한 신뢰는 보통수 으로 나타나서 지방자치단체 즉, 기 장과의 신뢰에 있

어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한 농 형이라 할 수 있는 군지역이 다른 유형의 지

방자치단체보다 공무원들에 한 신뢰가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호혜

성에 한 인식조사를 해 사활동, 기피시설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한 인식

을 조사하 다. 이때 사활동에 해서는 참여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학력간 차

이는 없었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피시설에 

해서 수용도가 50%에 가깝게 나타나서 지역이기주의가 차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 다. 다문화가정의 수용과 련돼서는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서 인식이 정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네트워크는 지역사

회의 주민들과의 친 성을 확인해 보는 요인으로 결과는 평소 이웃주민들과 교

류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 분석한 각 요인별 통계  함의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인구통계학 으로 변수별 검증에서 호혜성 요소에 해당하는 기피시설 수용

에서만 남녀 간 통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연령에 따라서는 

투표의향, 조례 수, 범법행  신고, 갈등해결 활동,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 

사활동, 기피시설 수용성, 이웃과의 교류에서 연령 간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

미가 하게 나타나서 모든 요인별로 연령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 유형간 차이부분과 련해서는 신뢰요소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

체장에 한 신뢰, 그리고 네트워크 요소인 이웃과의 교류정도(친 성)에서 지방

자치단체 유형간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특히, 군 지역은 도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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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도시와 자치구 보다 지방자치단체장에 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웃과의 친 성에서 이와 같았다. 네 번째, 직업계층간 차이와 련해서는 

이웃과의 친 성에서만 직업층간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특히 자 업, 농림수산

업층에서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섯 번째, 학력간 차이와 련해서는 지방

자치단체장의 신뢰에서만 통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신뢰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공공정책의 결정과정, 기

장, 공무원, 지방의원에 한 신뢰간 상 계를 확인한 결과 4가지 구성요소 간

에 유의미한 계를 확인하 고, 이를 산술평균하여 지방자치단체 유형간 신뢰

도 수로 산정하 다. 이  투표의향, 지역내 갈등해결 활동의향, 이웃과의 친

성이 모든 유형에 걸쳐 신뢰도와 하게 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다양한 사례조사 결과가 보여주듯이 각각의 사례마다 보편 으로 사

회  자본의 요소를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었으며, 참여를 한 제도  장치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참여의 통로가 더욱 확보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 민 력 방식으로 활발한 움직임과 함께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긴

하게 력하고 연결되어 서로의 의견을 모으는 사례들이 차 증가해 온 것으

로 확인 다. 이러한 참여활동,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안은 

물론 참여를 극 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어 실 으로 상당한 사회  자본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2절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 ⑇

1.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정책집행 방안 

지방자치단체 사회  자본 증진을 한 정책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네트워크  트 십 역의 정책확 를 하여 정책자문기구를 운

해야 한다. 자문기구의 구성은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계 공



제6장 결  론 155

무원, 민간 문가( 학교수, 연구기  연구원, 시민사회단체 등)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한 자문기구의 기능은 정책과제 발굴  제시, 정책과제의 실행 평가, 

수시로 필요한 자문제공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네트워크  트 십 역의 실태 분석  개인, 조직, 지역수 의 발

략 수립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별 실태를 분석하기 하 기 개발된 측정

지표를 수정･보완하여 측정을 실시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토 로 발 략과 정

책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셋째,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해

야 할 것이다. 최근의 사회  자본, 특히 신뢰나 네트워크 구축 련 정책은 소

트사업 는 소 트 콘텐츠와 결합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즉, 지역내 다양한 

시민단체와의 력을 통해 지역주민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

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정책 로그램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2. 다양한 협력 및 연계 네트워크의 구축 운영 방안

두 번째, 각 정부부처에서 실시 인 사회  자본 진단과의 효율  연계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각 부처별  연구기 에서 실행하거나 계획 인 사회  

자본 련 정책이 존재한다. 각각의 차별성이 존재하지만 공동보조를 취하거나 

상호 지원을 제공하고, 부처별 역  사항을 차별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보다 

효과 인 정책 실행이 가능할 것이다. 

부처간 상호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해서는 련 부처, 시민사회단체, 

련하계로 구성되는 논의기구의 구성이 필요할 것이며, 이 기구는 상호 의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등에 한 의견교환과 조

계 구축을 목 으로 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사회  자본의 국  통계가 생산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  자본은 경제, 행정, 문화 등 다양한 역에서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

고 이에 한 학계, 계, 정계에서의 인식도 증가되고 있다고 단된다. 따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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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자료를 기반으로 정책 제언  연구수행의 기반을 확립하기 하여 체계

인 사회  자본 통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사회  자본과 련된 다양한 학문분야의 연구기 들이 공동으로 사회  자본 

조사항목을 개발･공유하고 분야별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 시

하며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비교하기 해서는 어느 정도 통일된 지표의 활용이 

요구된다. 재는 각 연구기 마다 나름의 사회  자본 측정지표를 활용하고 있

기에 연구기  연구물이나 측정지표간의 비교연구가 제한되고 있다.

3. 일반적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한 방안

사회  자본은 행 자 간에 발생하는 사회  상호작용  계에 기 한 것으

로써, 지역사회의 자치를 강조하는데 있어 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사회  

자본에 해서 학자들은 심과 연구목 에 따라 이웃, 지역사회, 조직, 국가  

국제사회 등 다양한 수 에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사회  자본에 한 정의  

측정지표는 학자들의 연구분야나 심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본 연

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수 에서 사회  자본 증진을 한 방안에 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특히 지방자치화에서 갈등을 이고 사회  통합을 증 시키기 

해서, 이해집단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성과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의 

공동체성 극 화는 지역사회 발 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더욱이 요하게 다

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사회  자본의 증진은 지방자치화가 확 되어가고 있는 사

회, 행정 환경 인 측면에서 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지역사회의 구

성원을 심으로 한 설문결과에서 재 지역사회가 사회  자본이 매우 활발하

게 운용되고 있거나, 혹은 실질 으로 사회  자본이 가지고 있는 장 으로 인

한 효과성이 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는 없다. 특히 사회  자본의 가장 

기 인 부분인 신뢰부분에서 아직 지역사회의 구성원은 정부에 한 신뢰성이 

그다지 높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방자치라 하더라도 아직까지 정

부가 주도 으로 주민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실에서 당하다고 논의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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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 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  자본의 증진을 해서는 먼  공 인 

제도 혹은 기 에 한 신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해서 첫째, 정부는 사회  자본과 거버 스가 상호 공진화  계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정부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민

주주의 이고 거버 스의 행정환경에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정치 인 역량의 

동원, 정치  책무성의 제도와 변화에 한 응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March 

& Olesen, 1995). 정치 인 역량의 동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사회  네트워크  

자발  결사체를 통한 시민사회의 지지와 참여의 동원이 요하다. 최근 나타나

는 시민  참여의 과잉에 한 우려는 아직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  경계를 

가로지르는 다양한 사회  네트워크(cross social network)가 리 발달하지 못한 

채 일종의 근시안  에서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해에 집착한 결과라 할 수 

있다(한 , 2006). 

정치  책무성은 거버 스 성과에 한 평가라는 측면과 함께 민주  정책과

정에서 여러 사건들에 한 해명과 해석이라는 측면을 지닌다. 책무성의 경우 

사회  자본에 의해 직 으로 많은 향을 받지는 않지만, 간 으로 사회  

참여의 수 이 높은 경우 여론을 통한 책무성의 요구와 압력이 증가한다. 이러

한 정치  책무성은 정부가 국정운 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들로 인하

여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부분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운 된다면, 여러 

사건들에 한 해명과 해석에 좀 더 극 으로 응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러

한 노력들이 지속 으로 이루어지므로 써 정부 부분에 있어서 정치 인 책무성

을 확보하기 용이해 질 것이다. 더불어 정부부분의 투명성과 극 인 개방성으

로 인해 국정운 에 있어 정부 혹은 국민의 참여가 활성화된다면, 매우 바람직

한 정치  책무성의 구축에 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이 부분의 강조 은 지방

자치단체가 정책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한 차

와 논란의 소지가 없는 외 인 법집행을 통해, 끊임없는 상과 흥정의 소지

를 없애는 것만이 사회 반 인 신뢰와 공 인 차원의 사회  자본을 증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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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실에서 공 인 제도에 한 신뢰와 더불어 사회  자본의 축 에 필

요한 것이 둘째, 공식 인 규범과 규칙에 한 신뢰이다. 앞서 논의한 정치 인 

역량의 동원과 정치 인 책무성이 정부 입장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 한다면, 

이는 공 인 제도에 해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지켜 나가기 해 노력해야 하

는 부분이다. 사회 인 규범이 존재하는 것은 한 사회가 제 로 구축되고 지속

되게 하기 해 서로의 역에 한 일정한 규칙을 인정하면서 더불어 사는 사

회를 구축하기 해 반듯이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 기 때문에 이러한 

규칙을 만드는 것이 정부일 지라도 실제 으로 구축된 규칙이나 법제를 지켜서 

그 사회를 제 로 운용해 나가게 하는 것은 구성원인 주민이 되는 것이다. 이는 

타인에 한 호혜성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호혜성의 존재에 해 이해하고 믿

음이 있다면, 타인에게 확장되어 선의와 동의 선순환이 생기고 일반화된 신뢰

가 증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주민들은 윤리 인 측면이 강한 호

혜성에 해 스스로의 호혜성이 가치 있다고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선 

연구에서 나온 설문결과에서 많은 부분 주민들이 다양성을 시도해 나가는데 

정 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이 차 성숙

되어 가며, 더불어 사는 사회에 해 정 인 주민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  자본의 축 을 한 기반이 시민사회에 존재한다

는 희망 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규칙에 한 신뢰는 개인의 선택

에서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때문에 개인들 간의 사 인 신뢰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어야 할 인센티 를 여 다. 

세 번째는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는 방안에 한 논의이다. 앞에서 사회  

자본의 구성요소를 살펴보았지만, 신뢰, 규범, 호혜성 등에 해 모두 인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직 인 행  없이 사회  자본은 존립할 수 없다. 그 기 때문

에 사회  자본의 구성요소인 사회  참여가 그만큼 요한 것이다. 한 참여

는 시민사회의 일부 활성화된 부분 주의 안정성과 신이 조화를 이룬 거버

스를 발 시키기 해 네트워크의 다양성과 개방성  사회  참여의 수 을 높

일 필요로 인하여 더 요하게 논의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주민참여 활성화에 한 부분은 첫째, 국정운 에 있어서 기존 성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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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정부가 아닌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자 입장에서 정부 운 에 한 평가의 

피드백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둘째는 항상 서비스 자원의 

부족을 경험한 사회구성원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한 극 인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참여의 활성화는 자발  결사체와 그 활동을 진하는 것에

서 시작할 수 있다. 선진국의 사례에서 공공지향 인 시민의식의 발 은 자신이 

속한 일차  연고 집단을 넘어서는 느슨한 결속력을 갖는 각종 모임들, 증 동호

회나 사모임과 같은 결사체에 참여하는 경험이 매우 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재열 외, 2008). 특히 극 인 자발결사체의 사례로는 자원 사를 들 수 있

다. 사회  자본의 논의에 있어 자원 사에 한 연구들은 매우 많이 이루어지

고 있다. 특히 자원 사의 동인이 하나의 이론에 의해서 설명될 수도 없고, 그 

인과 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나, 낯선 자에게 이타 인 마음을 갖고 행동

을 한다는 것은 사회  자본의 호혜성과 극  참여와 네트워크의 면모가 모두 

통용되는 활동이라는 것이라 종합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  자본

을 구성하는 기능들이 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발 인 사

활동에 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확산되는 활동은 네트워크 망을 넓게 확 하

고 이를 통한 호혜  규범을 확 시켜 인신뢰, 기간 신뢰를 증가시키는 역할

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한 연구들도 존재한다(김 옥, 권해수, 2011). 즉 타인

에게의 바람직한 활동 지원이 결국 신뢰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사회 인 자본의 

효과가 그만큼 정 인 부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거버 스 사회가 주민 외 다양한 행 자를 모두 포 하는 다양성을 지향한다

는 제에서 참여부분의 구성원의 개개인 인 모습 역시 요하지만 최근 사회

와 경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조직하기 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포

성과 응집성의 증 는 다양한 이해 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력하여 공동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분에 

해 사회  자본과 사회  기업의 개념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사회  기업은 

리를 최소화하고 포 인 복지사업에 많은 기여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해 계의 갈등보다 공동의 필요성 충족에 많은 부분 심을 기울인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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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부분에서 통 으로 논의되어왔던 정책 인 근 외에 경제 인 부분으로 

근하고자 하는 노력으로써, 사회  자본의 고찰에 있어 사회  자본과 사회  

기업에 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다. 사회  자본이 경제발 에 이바지 할 수 있

다는 입장에서 사회  기업(social enterprise)에 한 고찰은 실업과 빈곤을 해결

할 수 있는 사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한 복지

부분에 부여되는 비용의 축소를 통해 공공부문 사이의 비 칭성(information 

asymmetry)을 일 수 있다. 특히 사회  기업은 소비자, 지역 공동체, 생산자의 

이익을 해서 일하고 이윤을 창출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을 희생시

킬 필요가 없고,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에 신뢰 계가 형성되기 용이하다. 

이 게 사회  자본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으나, 역기능을 최소화 하

여 그것을 지키는 것 한 매우 요할 것이다. 사회  자본의 역기능은 사회  

자본의 정 인 부분에도 불구하고 그 반 부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다. 인간이란 집단을 형성하게 되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역을 만들

어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배제하고 배척하려고하는 성

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게 사회  자본의 역기능은 첫째, 네트워크 폐쇄를 

들 수 있다. 경쟁력 있는 네트워크는 높은 질  수 의 지식, 정보, 원격수 의 

기타 인 라 네트워크로의 근성을 얻게 된다. 이러한 근성은 네트워크의 주

체에게 창조 이고 새로운 의사결정  략수립을 한 많은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불확실성이 어들게 된다. 불확실성의 감소는 정보사회에서 

아마 가장 요한 편익일 것이다(Nijkamp et al. 1994). 네트워크 폐쇄는 사회  

자본이 단순히 네트워크 폐쇄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인연  사회  자본이 

지배 인 경우 네트워크 폐쇄성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지식기반경

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행정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데 지역  차원에서 

사회  자본이 폐쇄 인 행태를 취하게 된다면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사회  자

본의 본질이 제 로 발휘되지 못할 것이다.  

사회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수 에서 사회  자본을 

강화하려는 활동이 더 큰 비용을 야기하기 에, 우선 신뢰를 기반으로 한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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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 체제를 강화시킬 수 있는 자연스러운 네트워크 체계 안에서 도입될 수 있

는 정책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해 기단계인 인연  사회

 자본의 요성보다, 교량  사회  자본의 요성부분에 을 맞추어 유연

하게 기존의 사회문화의 네트워크 체제를 건들이지 않는 선에서 응성과 신

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집단사고이다. 사회  자본은 집단  수 에서 생성되고 집단을 통

해서만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자본은 궁극 으로 집단 인 상이다

(Tura and Harmaakorpi, 2005). 사회  자본이 집단 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 집단

의 문제를 다룬다고 그 자체로 역기능이라 할 수 없다. 다만 여기서의 집단 사고

(groupthink)의 함정은 집단 구성원들 간에 정보공유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동료나 타 역할 주체의 의사를 단순 신뢰 형태로 추종함으로써 모두가 원하지 

않는 결과에 빠지는 상을 말한다. 즉 개인 인 계성(personal relationships)에 

토 한 사회  자본이 “끼리끼리”문화를 만들어내게 되고, 무엇을 아느냐 보다

는 구를 아는가에 따라 상황에 한 리 인 반응이 유도되는 식의 집단사고

를 불러일으킨다(박종화, 2011). 이러한 집단사고를 최소화하기 해서는 지역사

회 구성원 자체의 의식의 환이 요구된다. 지역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계성에 

해 지나친 강조를 통해 집단사고라는 부정 인 외부성을 래할 수 있다는 개

인인식의 환을 통해, 제 로 된 정보공유를 차단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

아야 하겠다. 특히 이러한 인식의 환부분은 제도 혹은 규범 으로 환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  자본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사실상 추구하고 있는 행동기회를 창출하는 과정에

서 시 과 상황에 맞는 네트워크 계를 만들어야 한다. 

세 번째는 과잉동조이다. 특정 사회상황에서 사회  자본 등에 의해 활동의 

연속 인 패턴이 례를 형성하고 따라서 이를 회피하기 어렵게 된다. 그럼 이

러한 “ 례”가 잘못된 상황인지 알면서도 사람들은 구성원들 간의 연결을 생각

해서 지속가능한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때 과잉동조, 목표와 수단 간의 체

상이 발생하여 ‘역량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잉동조체제를 막

기 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행 가고 력할 것인가에 해 공통 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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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기 보다는 개개인의 의견을 존 하고 자발 인 행 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 지역의 분 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 례”라는 것 자체는 어떤 행 가 발생

하 을 때, SOP처럼 처리할 수 있다는 이 을 지니고 있으나, 공통사회에서 가지

고 있는 잘못된 SOP의 경우 오히려 사회가 부정 으로 이끌어질 수 있는 단 를 

제공한다. 이러한 부분에 한 보완을 해 Boschma(2002)는 집단 내 지나친 인

식  근 성으로 인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다양하면서도 보완 인 역량

(diverse but complementary capabilities)에 토 한 공통지식의 형성을 강조한다. 

어느 사회이건 그 사회가 지향하는 이상과 실은 다를 수 있으며, 사회  자

본에 해서 생각하는 것 역시 이론  내용과 실제 인 이면이 다를 수 있다. 그

러나 사회  자본에 해 연구하는 것은 개인들의 신뢰가 증진되면 그 사회가 

바람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고 효율 으로 그 사회를 이끌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기 때문에 사회  자본은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없고 가

시 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이 축 되고 그것

에 한 효과는 굉장히 클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  자본을 증진시키기 

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증 으로 증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배양한다면 

사회  자본으로 인한 효율성과 효과성이 극 화 될 것이다.    

4.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상  그들의 자치권에 한 논의가 날로 증 고 있는 시

에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 서로의 특수성을 공유하고 있는 자치체계라는 면

에서 이들의 사회  자본을 다루는 일 역시 요하게 논의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행정환경 하에서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  자본을 증진할 

수 있을지에 해서 고민해 보는 것은 매우 필수 인 일일지도 모른다. 그 기 

때문에 그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들에게 그들이 생

각하는 사회  자본에 해서 설문함으로써, 실질 으로 구성원들이 느끼는 사

회  자본에 해서 조사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한 구체 인 방안을 논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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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하 다. 

앞에서는 사회  자본의 이론 인 논의로 얻을 수 있는 일반 인 사회  자본

을 증진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해 논의하 다면 여기서는 구체 으로 지방자치

단체  구성원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지에 해 논의한다. 

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  자본 증진을 해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 구성

원들이 모일 수 있는 다양한 로그램을 개발한다. 

실제 으로 지방자치단체 구성원들이 모일 수 있는 구청 내 편의시설 등이 마

련되어 있으나, 참여가 매우 미미하거나 혹은 특정 연령층에 한정되어있는 경향

이 강하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편의시설의 시설을 고 화  특성화 하는 

략이 필요하다. 편의시설의 고 화 혹은 특성화는 한번쯤 가보고 싶은 장소로 

인식될 것이며, 이 게 되면 심 있는 다양한 연령층이 참가할 것이다. 정부에

서 운 하는 로그램은 이지만 실제 으로 시설의 깨끗함 혹은 최신성 

등이 상 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은 층이나 혹은 특정계층에서는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는 고 화  특성화는 사회  자본

을 구성하기 한 장으로써 일단 면 면이 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해소 

시켜 으로써, 다양한 구성원이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이다. 이러한 면

면을 통한 신뢰형성이 사회  자본의 핵심이기 때문에 매우 요한 부분이라 사

료된다. 이는 정부에서 하는 서비스는 질 인 수 이 낮을 것이라는 기존의 인

식도 타 할 수 있으며, 이를 시행하기 해서 정부가 정부 스스로 하는 것이 아

니라 민자 출자 등 혹은 사회  기업을 활용한다면 경제 인 측면에서도 큰 손

실 없이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한 이러한 장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로그램

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열린 음악회 혹은 지역장기자랑 등을 하는 방송국과의 

연계를 통해서 다양한 지역 구성원들이 행 에 참여하고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성 모임도 다양하게 구성된다면, 지역의 사회  자본을 증진하기 한 첫 

번째 만남의 단계가 제 로 구축될 것이다.

둘째, 다양한 국가 정책에 참여 가능한 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들의 모임이 친

목을 한 장이 아닌, 정부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되기 해서는 지방자치

단체 차원에서의 정부시책을 결정할 때 결정 회의 등에 참석을 장려해야 한다. 



164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자본 측정 및 증진방안

앞서 구성된 지역 구성원들은 재 살고 있는 자신의 지역에서의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운 되는지에 한 심이 많을 것이다. 앞서 구축된 사람들과의 네트

워크를 통해 각 지역의 상황도 악하게 될 수 있으며, 그 지역을 해 정책결정

자 입장이 아닌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상황에 해 논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참여는 실제 으로 서비스 제공자의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기 

해 용이할 것이다. 그러한 입장에서 정부는 유명무실한 참여제도가 아닌, 실제

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테면 

자발 인 네트워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자치활동 모임들을 악하고, 각 이

슈별로 정부가 리하면서 그들을 원회 혹은 자문단 형식으로 청하는 것이

다. 이러한 것은 국가 체 인 측면에서는 어려운 리일지 모르나, 지방자치단

체의 차원에서는 그 지역을 악하기는 용이할 것이다.

셋째, 앞서 논의한 면 면의 장 혹은 이슈별 정책참여를 해서 정부의 홍보

부분이 매우 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어떠한 핵심 사안에 해 정부입장에서 

홍보하는 경우 부분이 정부 웹사이트를 이용해야만 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경우가 부분이다. 극 인 홍보 수단을 이용하기 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에서 운용하고 있는 방송국을 이용해야 함은 물론이고, 아 트 단지 혹은 지방

자치단체의 구성원들이 많이 다니는 심지에 포스터 활동 등을 통해서 정부 정

책이나 시스템에 심이 없는 구성원이라도 한번쯤을 볼 수 있는 개방성을 지닌 

홍보가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한번쯤은 이용해보고 혹은 참여해 보고 싶도록 

장려한다면 이를 통해 사회  자본의 증진을 한 기 수단이 제 로 활용될 수 

있는 단 를 제공할 것이다. 

넷째, 사회  자본에 한 구성원들의 인식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부분의 일

반 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회  자본은 자본의 형태가 아닌 인연, 학연, 연

주의의 자신이 속해있으면, 효율 인 그룹이나 내가 배제된 그룹이라고 생각하

는 경우 그 집단에 래서 정 으로 생각하지 않을뿐더러 부정 인 시각을 가

질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을 배재하기 해서는 먼  사회  자본이 무엇인지, 

이것의 정 인 효과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지에 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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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앞서 논의하 지만 사회  자본이 역기능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그 효용성

이 큰 것 한 사실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회  자본은 매우 요한 의미를 가

지고 있으나, 일반 인 시각에서 보았을 경우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회

 자본인지 인식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 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  

자본에 해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환이 필요한 것이다. 

결론 으로 사회  자본을 제고하는 확실한 방법의 하나는 바로 지역사회, 지

역주민들에게 자생력을 강화 시켜주고, 활발한 활동을 진시켜 주식 해 반드

시 네트워크 거버 스 형태에 기 한 운 체계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네트워크 체계란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

직  통제와 일방 인 재정지원, 기술지원에 의한 Top-down 방식의 운 형태가 

아닌, 지역주체들의 자율 인 의지와 자생 인 역량으로 활발한 상호교류와 이

를 할 수 있는 수평  네트워크 체제가 되도록 환경조성을 해야 한다는 을 강

조한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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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Measuring and Enhancing Ways of Social Capital 

in Local Government

Following the researches of Bourdieu (1986), Putnam (1993) and Coleman 

(1995), there have been considerably increasing consequential studies and field 

workings in abroad and in Korea alike. But until now, it is likely that there's no 

clearly set and commonly agreed definition on social capital. According to them, 

social capital relates to the value of social networks, bonding similar people and 

bridging between diverse people, with reciprocal trust and it serves as a resource that 

actors derive from specific social structures and then use to pursue their interests; it is 

created by changes in the relationship among actors (Baker 1990, p. 619).

Though existing studies and researches in Korea have suggested that social 

capital has considerable benefits for a range of economic and sociological outcomes, 

the definition and determinants are variously depending on whether they focus on the 

substance, the sources, or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So, our research interest starts 

from the appeal of the concept as it integrates social network theory and 

administrative culture, and combines a number of ideas including civic tradition, civic 

participation and involvement in the local community, and social cohesion. From the 

beginning, the main interest of the research lies in analyzing  what the determinant 

factors are to influence social capital formation in a local community and how to 

measure them to be tangible. 

To analyze influential factors and their relation, this research fixed Trust as the 

axis of the research object to get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rust and 

the other factors like civic involvement, reciprocity, networking activities within a local 

community. And the local community is categorized into 5 types such as metropolitan 

cities with the local residents of 500,000 up to and middle-sized cities with less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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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population, autonomous urban districts within upper-level of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 rural basic and urban-rural local governments. This categorization of local 

government is based on to the population size and urban and rural boundaries. 

Anyhow, this research survey focused primarily on the relations an actor maintains 

with other actors in a local community, the structure of relations among actors within 

a collective activities and involvement in local politics, both types of linkages and 

networking tools.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the measuring social capital factors existing within 

the Korean local government community reveal some characteristics in the followings. 

First of all, the survey identified a wide range of determinants that have been linked 

to social capital including history and culture, social structures, family, education, 

environment, mobility, economics, social class, civil society, consumption, values, 

networks, associations, political society, institutions, policy, and social norms at various 

levels. Clearly the factors listed here play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capital structure however the causal factors and functional 

relationships are largely unknown. Specifically within Korean local society, the main 

actors, especially local people, manifest negative opinions in involving into the 

ongoing issues inside local government, which shows in turn to some degree of 

distrust of local residents to the local government where they live in. 

In concluding, the research suggest that the concrete ways of enhancing social 

capital boosting social cohesion within local government are to help local actors foster 

utmost self-confident capability and organize networked governance operational system 

in the community activities. The meaning of the real implementation by way of 

governance-networked process puts here more emphasis on the local government’s 

liberal decision-making will than on hierarchical, top-down and unilateral procedures, 

in exerting their programs for local residents and in inviting them to participate and 

voluntarily involve in its affairs directly related to forming social cohesion and trust 

among the members of lo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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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 문 지 

ID -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세요? 
본 조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실시
하는 조사입니다.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내용은 지역사회 발전에 귀중한 자료로써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본 조사와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처리 이외
의 목적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선생님께서 느끼신 
바를 솔직히 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우선 지역사회 참여에 대해 전반적인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에 선생님

께서 느끼신 바를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 지금부터 질문 드리는 각 문항에 대하여 00님께서 느끼시는 정도에 따라 ‘매우 많다’, ‘보

통’,  ‘전혀 없다’로 말씀해 주십시오

문1. 00님께서는 앞으로 시민단체나 공익단체와 같은 지역사회단체에 자발적으로 관여하실 의

향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① 매우 많다 ② 약간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없다 

⑤ 전혀 없다 ⑨ (읽지 말 것) 모름/무응답

문2. 그럼 00님께서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각종 투표에 참여하실 계획이 얼마나 있

으십니까?

① 매우 많다 ② 약간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없다 

⑤ 전혀 없다 ⑨ (읽지 말 것) 모름/무응답

문3. 그럼 00님께서는 주민자치활동에 참여하실 계획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① 매우 많다 ② 약간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없다 

⑤ 전혀 없다 ⑨ (읽지 말 것) 모름/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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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규범에 대해 전반적인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

에 선생님께서 느끼신 바를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문4. 00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조례를 얼마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반드시 지켜야 한다 ② 어느 정도 지켜야 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지킬 필요가 없다 ⑤ 전혀 지킬 필요가 없다 ⑨ (읽지 말 것) 모름/무응답

문5. 00님께서는 지역사회에서 범법행위를 발견하실 경우 신고를 얼마나 하시는 편입니까?

① 반드시 한다 ② 대체로 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하지 않는 편이다 ⑤ 전혀 하지 않는다 ⑨ (읽지 말 것) 모름/무응답

문6. 00님께서는 지역내 갈등해결을 위해 주도적으로 활동하실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① 매우 많다 ② 약간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없다 

⑤ 전혀 없다 ⑨ (읽지 말 것) 모름/무응답

※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신뢰에 대해 전반적인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질

문에 선생님께서 느끼신 바를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문7. 00님께서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① 매우 신뢰한다 ② 약간 신뢰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⑨ (읽지 말 것) 모름/무응답

문8. 그럼 거주하시는 지역의 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은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① 매우 신뢰한다 ② 약간 신뢰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⑨ (읽지 말 것) 모름/무응답

문9. 그럼 거주하시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① 매우 신뢰한다 ② 약간 신뢰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⑨ (읽지 말 것) 모름/무응답

 

문10. 그럼 거주하시는 지역의 지방의원은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① 매우 신뢰한다 ② 약간 신뢰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⑨ (읽지 말 것) 모름/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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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지역사회의 상호 공익성과 네트워크에 대해 전반적인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

다. 다음 질문에 선생님께서 느끼신 바를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문11. 00님께서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봉사활동에 얼마나 참여하십니까?

    ① 매우 참여한다 ② 어느정도 참여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참여하지 않는다 ⑤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⑨ (읽지 말 것) 모름/무응답

문12. 00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쓰레기 소각장, 하수 처리장 등과 같은 꼭 필요

하지만 기피되는 시설이 설치되기로 결정되었다면 이러한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① 적극 수용하겠다 ② 대체로 수용하겠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수용하지 않겠다 ⑤ 전혀 수용하지 않겠다 ⑨ (읽지 말 것) 모름/무응답

문13. 만약 00님 댁 근처로 다문화가정이 이사올 경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적극 수용하겠다 ② 대체로 수용하겠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수용하지 않겠다 ⑤ 전혀 수용하지 않겠다 ⑨ (읽지 말 것) 모름/무응답

문14. 00님께서는 평소에 주변 이웃들과 얼마나 교류하십니까?

    ① 자주 교류한다 ② 약간 교류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교류하지 않는다 ⑤ 전혀 교류하지 않는다 ⑨ (읽지 말 것) 모름/무응답

♣ 마지막으로 자료처리를 위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DQ1. 귀하께서는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① 경영/관리/전문/자유직 ② 사무관련직 ③ 전문기술직(엔지니어,전문기술인 등)

    ④ 자영업 ⑤ 서비스/판매/영업직 ⑥ 농/임/수산업

    ⑦ 생산/단순노무직 ⑧ 주부 ⑨ 학생

    ⑩ 무직/기타  (읽지 말 것) 모름/무응답

DQ2. 실례지만, 귀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재학 이상 ⑨ (읽지 말 것) 모름/무응답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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