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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주민참여 결정요인과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 ‘마을만들기’ 참여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이 인 숙

(부산장신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지역사회 주민참여 결정요인과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부산지역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A동 주민 389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참여 요인인 근린환경만족도, 외부지원만족도, 지역애착도, 이웃과의 유대감의 영향

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역사회 주민참여 결정요인은 외부지원만족도와 이웃과의 유대감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외부지원이 커지거나, 이웃과의 유대감이 커지면 

지역사회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외부지원만족도, 지역 애착도, 이웃과의 

유대감 등이 사회자본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셋째, 사회자본 하위 요소별로 영향력을 검

증한 결과 신뢰와 네트워크는 외부지원만족도, 지역애착도, 이웃과의 유대감의 영향력이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반면, 상호호혜성은 지역애착도와 이웃과의 유대감이 유의미하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이

를 바탕으로 함의와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주민참여, 사회자본, 근린환경만족도, 지역애착도, 이웃과의 유대, 외부지원만족도

 

1. 서론

한국사회는 1960년대 도시화율이 39.1%에서 점차 가속화되어 2010년 86%에 이르렀다. 이는 OECD 

34개 회원국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로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높은 수치이다(OECD, 2010). 이러

한 현상은 초기 도시화를 선도했던 관주도의 국책사업인 대규모 뉴타운 사업과 기존의 도시 재정비 

사업 등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의 해체를 더욱 가속화시켰다(원준혁․김흥순, 2012). 이 같은 흐름 속에

서 지역사회 결집이 약화되고, 주민들의 지역활동 참여는 더욱 저조하게 되었다. 결국, 지역공동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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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와 지역사회의 역량이 약화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지역사회 통합에 대한 관심과 지역사회 역

량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00년대 이후 정부와 지자체에서 농촌과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국토해양부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약 61개의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원준혁․김흥순. 2012: 56). 마을만들기 

사업의 확대는 점차 시민의식의 고양으로 이어지고 관주도의 일방적 행정 방식에서 탈피해 지역사회

복지실천의 주체를 다양화시켰다. 지역특색에 맞는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

의 다양한 풀뿌리조직이나 시민단체 등도 참여하고 있어 더욱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김남두 외, 

2006; 김수영 외, 2014). 그 결과 나타난 주요한 변화는 바로 지역사회에서 주민참여가 확대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과거에 지역복지와 지역개발 역할에서 관과 전문가가 주도되어 추진해 왔던 지역사

회복지 실천 방식에서 주민의 의견과 참여에 바탕을 둔 주민주도가 중요해 진 것이 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사회단체, 주민 등의 마을만들기에 대한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실

제로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주민참여가 활발히 진행되도록 하는 것은 의외로 어려운 일이다(이

지혜 외, 2009: 73).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공동체 만들기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만이 참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를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만

들기를 지속적, 효과적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는 마을만들

기 사업의 고유한 목적이기도 한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복원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지역사회의 주민참여의 결과가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 즉, 지역사회 

주민들은 자신의 참여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경우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으며, 지

역사회의 문제해결능력이 강화되는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올 때 더욱 그러하다.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주민들 사이에는 공유된 목적을 추구하는 역량이 강화되는 시민사회 역량을 표상하는 개념이 바로 사

회자본일 것이다(Portes, 1998). 

사회자본은 사회적 관계 속에 내재하고 있는 자본으로 물적자본이나 인적자본처럼 자본의 소유자

에게 이익이 배타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유되는 특성을 보이는 ‘공공재’로서의 속성을 지닌다

(유석춘 외, 2003). 사회자본은 지역사회복지의 중요한 자원이자 환경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실천적

인 측면에서도 효용이 크다(박희봉․김명환, 2000; 강용배, 2003; 이창기․박종관, 2005; 김보미, 

2008; 최인혜, 2009; Innes, 1995, Healey, 1997). 지역사회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관계재를 형성하므로 사회자본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되는 것이다

(Innes, 1999: 415). 예컨대, 주민참여를 통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할 수 있을 때 주민들에게 

사회자본이 형성되고, 동시에 사회본의 형성은 지역사회의 주민참여를 이끄는 원천이 될 수 있을 것

이다(김혜연, 2011). 

지금까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나(정석, 1999; 심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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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송혜승 외, 2008;, 신주혜, 2010; 이용성, 2010; 이주헌․최찬환, 2011; 문종화․장준호, 2012), 

자발적인 지역사회 참여나 시민참여가 사회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은 주로 이

론적 논의가 중심이 되었다(Putnam, 1993; Rich et al., 1995). 주민참여는 궁극적으로 주민간의 신뢰

와 상호호혜성 및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도 영향을 미친다거나, 일부 연구에서

는 지역사회 역량강화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일

부에 그치고 있다(박희봉․김명환, 2000; 곽현근, 2004; 최인혜, 2009; 곽현근․유현숙, 2011). 따라서 

지역사회의 주요한 자원으로서 주민참여 또는 참여의사가 사회자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실

증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주민참여의 중요성은 당위적인 측면에서 강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지역사회 다양한 영

역에서 시민 참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참여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 어

떤 요인이 주민의 참여 또는 참여의사를 추동하는지, 이를 결정하는 요인이 사회자본 형성과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사회 주민참여 또는 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주민참여 결정요인이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

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지역공동체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민참여를 통

해 사회자본의 증대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지역사회 주민참여의 개념

지역사회 주민은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 안에 살면서 상호간에 그리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장소

에 대하여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유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Mattessich and Monsey, 1997: 56)’로 정

의내릴 수 있다. 지역사회 주민은 도시의 정치사회적 구성원이며, 거주성, 이해관계, 공공성이 결합된 

개념으로 지역의 주권자, 의사결정기관, 그리고 권리와 의무의 대상이 된다. 또한, 참여란 일반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 선택에 대하여 영향을 주거나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McCracken and Narayan, 1999; 이병대․심재승, 2012: 186에서 재인용).

따라서 지역사회 주민참여는 주민을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궁극적인 목소리로 보는 것이며, 

주민참여는 직간접적인 이해당사자로서 해당사업의 발의와 계획의 수립 시행과정에 주체적으로 관여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주민참여는 주민 스스로가 마을발전을 위한 노력에 참여하는 과

정에서 전문적 주민교육이나 주민역량을 확대하며 동시에 지역과 마을의 다양한 자원들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발전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의미한다.  

최근 자신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늘어나면서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감시나 개입에서 주민참여가 중요해지고 그 역할 또한 커지고 있다. 특히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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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주민은 단순 참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활동하며, 주민 스스로 자신의 생활 터전에 

공동 책임을 갖고, 지역사회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을 함께 하고 있다(최종혁, 2000).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주민참여는 참가, 참획, 참여라는 3단계로 이행된다고 보는데, 참가단계는 지

역주민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는 것, 작업이나 학습이 즐겁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환경조사, 조사결

과 발표, 참가자의 과거 학습을 활용하는 것들이 주로 이루어진다. 참획단계는 지역리더의 육성을 목

표로 마을만들기에 관한 기초지식 학습과 참가자의 네트워킹 형성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참여단

계는 주민주도에 의한 참여로 마을만들기에 관심이 없는 주민에 대해 어떤 접근으로 전개해 갈 것인

가 하는 기획에서부터 실시, 그리고 기획한 프로그램을 시뮬레이션하고 다음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피드백 작업을 하는 것이다(마쓰오다다스 외, 2006; 최정한·김은희, 2009: 21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 주민참여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주체적으로 지역사회 의사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지역의 공통적인 사안에 대해 전문가와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 해결

하는 자발적인 노력으로 정의하고, 주민참여를 자발적 참여 또는 참여의사를 포괄하여 사용하고자 한

다.

2) 지역사회 주민참여와 사회자본

(1) 지역사회 주민참여의 영향요인

주민참여 또는 참여의사와 관련하여 어떤 요인들이 주민참여 여부 및 참여의사에 영향을 미치는가

는 지역사회 참여영역에 따라서 매우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이를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지역 주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거변수에 따른 차이다(곽현근, 2004; 곽현근․유현숙, 

2005; 김흥순․원준혁, 2013). 주민참여 또는 참여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성별, 연령, 거

주기간, 소득, 교육, 자가소유 여부, 직업 등이 확인되었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 참여도가 높다는 의

견(곽현근․유현숙, 2005; 양덕순․강영순, 2008)과 남녀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최정민, 

2005; 김동근, 2011)가 있으며, 국외 연구에서는 오히려 여성들의 지역사회 관심도가 높아 참여도가 

더 높다고 제시되었다(Conway and Hachen, 2005). 연령은 젊은층에 비해 장년층이 참여도가 높고, 

특히 40대 연령층 참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양덕순․강영순, 2008; 이지혜 외, 2009; 김동

근, 2011). 소득 측면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참여도가 높다는 견해가 일반론이지만(문상필, 2002; 김

동근, 2011; Verba and Nie, 1972; Olsen et al., 1989; Perkins et al., 1996), 소득과 주민참여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다는 결과도 있다(정하용, 2007; 양덕순, 강영순, 2008; Conway and Hachen, 

2005). 교육수준은 고학력층 참여도가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곽현근․유현숙, 2005; 양덕순․

강영순, 2008; Olsen et al., 1989; Lall et al., 2004; Conway and Hachen, 2005), 학력과 주민참여 간

에는 유의미한 상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도 있다(정하용, 2007).

거주지 요인으로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참여도가 높아진다는 분석결과(곽현근․유현숙, 200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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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 외, 2009; Conway and Hachen, 2005)와 거주기간이 유의미한 변수가 아니라는 분석결과도 있

다(양덕순․강영순, 2008; 김동근, 2011). 주거의 자가소유 여부는 자가소유자의 참여도가 높다는 결

과가 있지만(김동근, 2011; Perkins et al., 1996; Lall et al., 2004), 반면 공동주택 임차인이 자가주택 

소유자보다 오히려 참여도가 높다는 결과도 있다(Conway and Hachen, 2005). 

둘째는 물리적, 환경적 측면으로 근린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외부지원에 대한 만족도 등이다(곽현

근, 2004; 박진아․김병석, 2014; Jencks and Mayer, 1990; Ross and Miroswsky, 1999). 지역사회의 

사회적, 물리적 환경이 지역사회 참여와 관련하여 근린환경 중에서는 근린시설과 서비스, 교통요인 등

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박진아․김병석, 2014), 빈곤이나 풍요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지

역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형성함으로써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있다(곽현근, 2004; 곽현근․유현숙, 

2005). 또, 마을이 취약하거나 무질서할수록 일상생활을 통해 제도적 자원을 활용할 기회가 줄어들어 

지역사회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아지며 문제해결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Jencks and Mayer, 

1990; Ross and Miroswsky, 1999). 외부 행정기관이나 단체 등의 지원이나 도움도 참여를 이끄는 주

요 요인으로 나타난다(이재준․이상문, 2003).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지역사회 개발이나 환경 개선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요인으로 외부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주민참여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요인임을 밝혔다.   

셋째는 정서적, 인지적 측면으로 이웃과의 유대감에 관한 요인과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도 요인(이

병용, 2006; 곽현근․유현숙, 2005; 이지혜 외, 2009: 김동근, 2011; 김흥순․원준혁, 2013; 박진아․

김병석, 2014; Conway and Hachen, 2005) 등인데, 이는 주민들의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 대한 개인

적, 집합적 인식도 참여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임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 정보공

유, 그리고 유대감을 반영하는 지역사회 응집력은 주민들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좀 더 집합적으로 

해결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높다(Perkins et al., 1992).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은 그 지역사회를 

유지하는데 헌신하려는 의지를 만들어 내는데,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나 애착심과 관련하여 주민참

여를 이끄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결과가 있다(곽현근․유현숙, 2005; 이병용, 2006; 김동근, 

2011; 김흥순․원준혁; 2013; Conway and Hachen,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거주지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지역사회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근린환경만족도, 외부지원만족도, 이웃과의 

유대감과 지역 애착도 등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2) 지역사회 주민참여 결정요인과 사회자본 형성

사회자본은 상호관계의 연결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으로

(Bourdieu, 1986: 248), 지역사회 주민참여를 통한 사회적 관계의 확대는 사회자본의 축적으로 귀결될 

수 있다. 사회자본의 개념을 선행연구를 통해 종합해 보면 사회자본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형성됨

으로써 생겨나는 유무형의 자본으로 신뢰, 네트워크, 상호호혜성의 형성을 일컫는다(Lin, 2000, 2001; 

Bourdieu, 1986; Coleman, 1988; Putnam, 1993; Portes, 1998; Skocpol and Fiorina, 1999). 

지역사회 사회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역사회의 공적, 사적 사회단체나 모임 등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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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적으로 참여하거나, 조직화를 통해 형성된다는 것(박희봉․김명환, 2000; 김태룡, 2006; Putnam, 

1993, 2000; Light, 2004)과 주민참여 과정을 통해 지역에 대한 애착도와 만족감, 외부 기관과의 관계

를 통해 사회자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있다(강용배, 2003; 김상민, 2005; 이창기․박

종관, 2005; Rich et al., 1995). 또한, 주민참여의 구성요소를 환경적 요소와 과정적 요소로 구분하여 

이들이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보미, 2008).

한 지역의 사회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Putnam(1993, 2000)은 그 지역 사회단체의 존

재와 활동에 초점을 두었고, 사회자본을 협력을 촉진하는 사회적 자원으로 보고 자발적 결사체를 강

조하였다. 구성원 간의 신뢰와 네트워크, 상호호혜성 등과 같은 요소들은 건전한 시민사회를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러한 요소들은 사회참여와 조직화를 통해서만 형성된다고 하였다. 

박희봉과 김명환(2000), 곽현근(2004)의 연구에서는 자발적인 지역사회 참여가 사회자본 형성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동체를 형성하는 중요한 자원으로서 참여가 사회자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들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사회자본 증진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지역사회

에서 주민의 참여가 상호호혜성, 신뢰, 집단 내 협력, 정보공유로 구성된 사회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의 사회자본 실태를 비교한 이창기와 박종관(2005)의 연구

는 외부기관의 지원과 지역주민들의 동기부여, 지역 활동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며 지

역주민들의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와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주민환경운동과 사회

자본 축적 과정을 분석한 김상민(2005)은 주민환경운동이 구성원들 간의 신뢰 구축의 과정이었으며 

구성원과의 유대감과 구성원들 개인의 네트워크를 확산시키고 상호교류를 증진시켰다는 것을 검증하

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주민참여 결정요인이 사회자본 형성의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함을 예측

할 수 있으며,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고려된 근린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외부지원만족도,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도와 이웃과의 유대감 등의 인지적 평가요소가 사회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주민참여를 통해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부산지역의 A동 주민을 연구대

상으로 지역의 주민참여를 촉진시킨 요인과 이러한 주민참여 요인이 사회자본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였다.   

연구 지역인 부산의 A동은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온 경험이 있으며, 마을만들기 사업

을 단순히 도시재생사업 중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조직과 지역사회복지관과 협력하여 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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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마을 내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형성을 이루기 위한 사업이 수행되었다. 

조사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면접조사와 자기기입식조사를 병행하였는데, 

면접대상자가 면접조사와 자기기입식조사 중 선택하도록 하였다. 조사지역은 노인인구, 저소득층 등

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으로, 24개 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특성상 아랫동네와 윗동네로 구분

된다. 조사 대상자는 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지역이 아닌 아랫동네 4개통을 제외하고, 윗동네 20개통 

주민으로 하였다. 표본추출은 비확률적 표집방법인 할당표집(quota sampling)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각 20개 통별로 20명씩 표본을 할당하여 총 400명에 대한 표본조사가 이루어졌다. 할당표집의 표본 

할당 기준은 A동 인구구성 비율과 현실적인 조사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남녀는 3:7로 할당하고, 연령

대는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으로 분류하여 각각 20%씩 동일하게 구성하였다1). 응답

이 부실한 질문지 11개를 제외하고 총 389명의 유효표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질문지에 의한 면접조사는 가정 방문을 통해 이루어졌고, 조사원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고, 질문

지 조사방법과 관련된 교육과 예비조사를 통해 훈련을 받은 후에 현장 조사에 참여하였다. 질문지 조

사 기간은 2013년 12월 30일부터 2014년 1월 10일까지다. 

2) 측정도구

측정도구는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항목들을 중심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요 참여 요인인 근린환

경만족도, 외부지원만족도, 지역애착도, 이웃과의 유대감과 신뢰, 네트워크, 상호호혜성의 사회자본 척

도로 구성하였다. 그밖에 성별, 연령, 학력, 소득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거주기간과 주거소유 유형

의 거주지 특성,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 여부가 통제변수로 포함되었다.

(1) 주민참여 요인

근린환경 만족도는 근린시설과 서비스 등과 관련된 항목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춘호(2001)와 

양현정․신경주(2007)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문항을 참고하였다. 측정도구는 지역의 근린시설, 보건

복지서비스, 교통 등에 대한 만족도 14문항으로 구성하여 ‘매우 만족’에서 ‘매우 불만’의 Likert 5점 척

도를 사용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 α=.771이다.

외부지원만족도는 이지혜 외(2009)의 연구에서 행정에 대한 의견 반영정도와 외부지원 만족도 등

을 중심으로 측정도구를 구성하였는데, 이를 참고하여 지역의 다양한 행정기관의 지원에 대한 만족도

를 측정하는 8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 α=.764이다. 

지역 애착도는 지역사회에 대한 정체성과 애착심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최열․임하경(2005)

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문항을 참고하여 4문항으로 구성하여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지역애

착도에 대한 신뢰도 Cronbach α=.813이다.

1) 실제 조사에서는 성별 할당비율은 어느 정도 지켜졌지만, 연령별 할당비율은 30대와 40대가 20%에 

미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는 조사가 주로  낮시간에 이루어져서 젊은층 연령대 조사가 어려워 고

령자가 더 많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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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의 유대감 변수는 Woldoff(2002)가 사용한 지역사회에 대한 일상적 유대, 사회적 유대의 유

형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일상적 유대는 이웃과의 사소한 정보공

유, 상호작용 등의 일상적 교류를 의미하며, 사회적 유대는 이웃과 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반영

하는 것으로 모두 5문항을 사용하였고,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 α=.830이다. 

(2) 사회 자본

사회자본의 측정도구를 OECD(2001)의 측정도구와 국내 선행연구(홍영란, 2007; 김태룡, 2006; 최

종혁 외, 2010) 등을 통해 종합해 신뢰(trust), 네트워크(network), 상호호혜성(norms of reciprocity)

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신뢰 12문항, 네트워크 10문항, 상호호혜성 8문항으로 하여 모두 

24문항으로 구성되며, 전체 신뢰도 Cronbach α=.913이다. 

신뢰는 사회적 교환에 참여한 사람들이 공유하는 일련의 기대이며, 통상 대인적 신뢰와 제도적 신

뢰를 통해 측정된다. 대인적 신뢰는 가족, 친구, 이웃, 직장 동료나 상사, 모임 구성원, 자신에 대한 신

뢰 등으로 측정하였다. 제도에 대한 신뢰는 정부, 정책, 학교, 언론 및 대중매체, 사회단체 등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였다. 전체 신뢰도는 Cronbach α=.902이다. 네트워크는 의사소통과 참여 등의 하위요소

를 통해 측정하였다. 의사소통 변수는 친구, 모임의 구성원, 이웃, 직장 동료나 상사, 가족과의 의사소

통 정도 등으로 측정하였다. 참여는 지역사회(반상회), 시민사회단체, 사교모임(계, 경조사, 친목회 

등), 자원봉사활동 등의 참여로 측정하였다. 전체 네트워크의 신뢰도 Cronbach α=.858이다. 상호호혜

성은 호혜성과 사회적 책임성으로 구성되며, 공동체와 구성원들, 장애인 및 불우이웃, 다문화 등에 대

한 수용성, 지역사회 이익을 위한 헌신성 등을 통해 측정되었다. 사회적 책임성은 질서, 규칙 준수정

도, 타인 피해 방지 노력 등을 통해 측정하였다. 신뢰도 Cronbach α=.828이다.

(3) 인구사회학적 및 거주지 특성

지역사회 주민참여의 영향 요인 중 사회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론적으로 고려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거주지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성별, 연령, 학력, 

가족소득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연령과 가족소득은 연속변수이며, 성별은 비연속변수로 남성을 기

준변수로 하여 여성을 더미변수로 구성하였고, 학력은 중졸이하를 기준변수로 하여 고졸이상을 더미

변수로 구성하였다. 거주지 변수에서 거주기간은 연속변수이며, 주거소유 유형은 자가주택 비소유를 

기준변수로 하여 자가주택 소유를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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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척도 문항 구성  신뢰도

변 수 변수 설명 신뢰도(α) 문항수

독립

변수
주민 참여 요인

근린환경만족도 근린시설, 서비스, 교통 .771 14문항

외부지원만족도 행정 의견 반영, 외부지원도 .764 8문항

지역애착도 지역정체성, 사회적친분 .813 4문항

이웃과의 유대
이웃과 정보공유, 

상호작용, 일상적 교류
.858 11문항

종속

변수

사회자본

신뢰 대인 신뢰, 제도 신뢰 .902 12문항

네트워크 의사소통, 참여 .858 10문항

상호호혜성 호혜성, 사회적 책임성 .828 6문항

지역사회 참여여부 참여, 비참여

통제

변수

인구사회학적 및 

거주지 특성
성별, 연령, 학력, 가족소득/ 거주기간, 주거소유유형

3) 분석방법

본 조사결과에 대한 통계처리는 SPSS 21.0을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먼저 빈도,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거주지 특성 등을 분석하였다. 주민의 지역

사회 참여를 예측하기 위해 주민참여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주민참여 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

하여 종속변수가 가질 수 있는 결과가 단지 두 가지 밖에 없는 경우 사용된 ‘로지스틱 회귀모형

(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사용하였다2). 마지막으로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요인이 사회자본에 미치

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거주지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28.2%, 여성이 71.8%이고, 응답자의 연령은 평균 58.4세

이고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20대가 4.9%, 30대가 8.3%, 40대가 10.6%이며, 50대가 21.8%, 60대가 

28.5%, 70대 이상 고령 인구가 25.9%로 대체로 고연령층이 응답에 많이 참여하였다.

2) 종속변수가 질적인 변수로 결과가 두 가지 밖에 없는 경우, 다중선형회귀모형을 설정하여 최소자승

법에 의하여 회귀계수를 추정하고자 할 때는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종속변수가 1과 

0을 취하기 때문에 종속변수와 오차항은 정규분포에 따르지 않고 베르누이(Bernoulli)분포 또는 이

항(확률)분포를 따르게 되므로, 로짓모형을 사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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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32.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중학교 23.2%, 초등학교가 

22.7%, 대학교 이상 졸업자가 10.9%이며, 무학은 10.4%로 고령층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월 평균 

가족 총소득은 1,892,000원이고, 소득구간 별로 보면 100~200만원 미만이 27.2%로 가장 많았고, 다음

이 200~300만원 미만이 18.3%, 300~400만원 미만이 15.0%이고, 400만원 이상이 10.8%인데 비해, 50

만원 미만인 가구도 16.9%를 차지하여 저소득 가구 비율이 높았다. 

응답자의 거주한 기간은 평균 31년 정도로 지역 특성 상 오래된 거주자가 많은 지역으로 40년 이상 

거주한 응답자가 31.6%로 가장 많았고, 30-40년 미만 거주자가 21.4%, 다음이 10-20년 미만의 거주자

가 15.1%로 나타났다. 주거지 자가소유가 68.8%로 가장 많았고, 전세가 16.2%, 일부보증 및 일반월세

가 11%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은 단독주택 거주자가 71.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다세대․다가구․

연립주택이 16.9%, 아파트 거주자가 8.1%에 그쳤다.  

<표 2>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   거주지 특성

영역 항목 빈도 %
영

역
항목 빈도 %

성별

남성 109 28.2

소

득

50만원미만 36 16.9

여성 277 71.8 50만원-100만원미만 25 11.7

합계 386 100.0 100만원-200만원미만 58 27.2

연령

20대 19 4.9 200만원-300만원미만 39 18.3

30대 32 8.3 300만원-400만원미만 32 15.0

40대 41 10.6 400만원이상 23 10.8

50대 84 21.8 합계 213 100.0

60대 110 28.5

거

주

기

간

5년미만 35 10.5

70세이상 100 25.9 5년이상 10년미만 25 7.5

합계 386 100.0 10년이상 20년미만 50 15.1

학력

무학 39 10.4 20년이상 30년 미만 46 13.9

초등학교 85 22.7 30년이상 40년미만 71 21.4

중학교 87 23.2 40년이상 105 31.6

고등학교 123 32.8 합계 332 100.0

대학교 이상 41 10.9
거

주

지

소

유

형

태

자가 263 68.8

합계 375 100.0 전세 62 16.2

주거 

형태

단독주택 274 71.4 보증부 월세 23 6.0

아파트 31 8.1 월세 19 5.0

다세대,연립주택 65 16.9 무상 이용 5 1.3

기타 14 3.6 영구임대아파트 4 1.0

합계 384 100.0 기타 6 1.6

합계 382 100.0

2) 지역사회 주민참여 결정요인

지역사회 주민참여의 결정요인과 사회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

와 종속변수의 기술통계치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먼저 지역사회 주민참여의사가 있는 주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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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이고, 사회자본은 5점 만점에 평균 3.40점(SD=.58)으로 중간 점수인 3점보다 높았다. 사회적 자

본 중 신뢰는 평균 3.26점이고, 네트워크는 평균 3.42점이며, 상호호혜성은 평균 3.53점으로 상호호혜

성이 가장 높았다. 상호호혜성은 즉각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교환관계를 이룸으

로써 상호수용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오래된 마을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

된다.

지역사회 주민참여 요인 중 근린환경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02점으로 3점을 기준으로 볼 때 

근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다른 요인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편이었다. 근린환경이 외부지원 만족도는 

8점 만점에 5.07점으로 나타나 만족한 편이었다. 지역 애착도는 평균 3.14점으로 3점을 기준으로 볼 

때 약간 높은 편이었고, 이웃과의 유대감은 평균 3.81점으로 대체로 높은 편이었다. 

<표 3>  변수의 기술통계치

항목 단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사회자본 총합 점수 1 5 3.3983 .57772

신뢰 점수 1 5 3.2600 .65586

네트워크 점수 1 5 3.4232 .79008

규범 점수 1 5 3.5332 .63170

참여 여부(1=참여, 0=비참여) 더미 0 1 63.4% -

근린환경만족도 점수 1 5 2.0223 .19302

행정지원만족도 점수 1 8 5.0723 3.01693

지역애착도 점수 1 5 3.1436 .85059

이웃과의 유대 점수 1 5 3.8119 .77447

성별(1=여성, 0=남성) 더미 0 1 72.2% -

연령 세 20 73 58.3515 15.09330

학력(1=고졸이상, 0=중졸이하) 더미 0 1 43.7% _

가족소득(월) 만원 20 700 189.0406 108.62407

거주기간 개월 5 840 376.0790 227.52178

주거소유(1=자가소유, 0=비소유) 더미 0 1 68.8% -

지역사회 주민참여 결정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2개의 분석모형을 설정하여 이항형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에서 모형에 투입된 변수에 따라 <모형 1>은 인구사회학적요인 및 거주지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모형 2>는 인구사회학적요인 및 거주지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근린환경만족

도와 외부지원만족도, 지역 애착도와 이웃과의 유대감 등을 종합한 지역사회 주민참여 요인의 영향력

을 검증하는 로지스틱 회귀모델을 제시하였다. 먼저, <모형 1>에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거주지 요

인 중에서 향후 지역사회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Wald검증=6.561, p=.010, 

Odds=1.881)과 소득수준(Wald검증=8.118, p=.004, Odds=1.0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영향력

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오즈(Odds)3)는 1.881배다. 이는 남성보다 여성들이 지

역에 더 오랜 시간 생활하며, 지역에 대한 관심과 참여기회도 더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

3) 오즈(Odds)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의 비로 여기서는 지역사회에 참여할 

확률과 참여하지 않을 확률의 비를 의미한다. 로지스틱 회귀함수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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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득수준의 영향력인 Odds는 소득이 한 단위(만원 단위) 올라갈 때마다 참여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1.003배로 크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사지역이 저득층 밀집지역이라는 점에서 편차가 

크지 않아 나타난 결과로 추론된다. 그밖에 연령이나 학력변수는 지역사회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했고, 특히, 주거지 관련 요인인 거주 기간과 주거소유 여부도 선행연구 결과와 달리 유의

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했다.  

<모형 2>에서는 지역요인을 투입한 결과 성별과 소득변수는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주었고, 

외부지원만족도(wald 검증=17.385, p=.000, Odds=1.205)가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웃

과의 유대감(wald 검증=7.316, p=.007, Odds=1.569)이 지역사회 주민참여의 결정 요인으로 나타났

다. 지역애착도, 근린환경만족도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외부기관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도가 높아지면 주민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가능성이 1.205배 높아짐을 의미하는데, 외부지원에 의해 실

질적인 지역발전이 가능하리라는 기대심리가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웃과의 

일상적 유대감이 높아지면 지역사회에 참여 가능성이 1.569배 높아져서 이웃과의 친밀성이나 유대감

이 형성되어야 지역사회에 참여할 의사가 생기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4>  지역사회 주민참여의사 결정 요인

항목

모형 1 모형 2

B S.E, Wals
Exp

(B)
B S.E, Wals

Exp

(B)

인구

사회

학 /

거주

특성

성별(1=여성) .632* .247 6.561 1.881 .567* .261 4.732 1.763

연령 -.006 .010 .346 .994 -.009 .011 .702 .991

학력(1=고졸이상) .031 .275 .012 1.031 .177 .290 .374 1.194

소득(월) .003** .001 8.118 1.003 .003* .001 6.546 1.003

거주기간 .000 .001 .005 1.000 -.001 .001 .892 .999

주거소유(1=자가) -.011 .259 .002 .989 -.070 .278 .064 .932

주민

참여

요인

근린환경만족도 .866 .713 1.475 2.377

외부지원만족도 .186*** .045 17.385 1.205

지역애착도 .231 .148 2.437 1.260

이웃과의 유 감 .450** .166 7.316 1.569

상수항 -.208 .596 .122 .812 -4.728** 1.656 8.146 .009

-2LogL 461.592 424.620

Chi-Square 17.399**(df=6) 54.370***(df=10)

*p<.05, **p<.01, ***p<.001

3) 지역사회 주민참여 요인이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지역주민의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근린환경만족도, 외부지원만족도, 지역애착도, 이웃과

의 유대감 변수로 구분하여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거주지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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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귀계수 독립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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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인 영향력과 결정계수를 검증하였다4).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요인(성별, 연령, 학력, 소득)과 거주지 요인(거주기간과 주거소유유

형)을 입력 방식으로 회귀분석한 결과 <모형 1>과 같이 회귀식은 유의미하며(F=14.785, p<.001), 수

정된  값이 .184로 사회자본의 총 변량 가운데 18.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서 

두 가지 변수가 의미 있는 결과를 보였는데, 연령(=.287, p<.001)과 거주기간(=.207, p<.01)이 사

회자본의 형성에 영향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많을수록 사회자본이 많이 축

적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연령이 많은 경우 지역에 오래 거주한 토박이들이 많아 특히 이웃 등과

의 사회적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는 거주기간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결과를 통해서도 검증되는데, 조사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사회적 관계를 통해 창출되는 사회자

본의 축적이 용이함을 보여주었다.  

<표 5>  사회자본 형성 향요인 분석

항목
모형 1 모형2 공선성 통계량5)

 t  t 공차 VIF

성별(1=여성, 0=남성) .039 .824 .010 .277 .970 1.030

연령 .287*** 4.556 .139** 2.963 .527 1.896

학력(1=고졸이상,0= 졸이하) .037 .767 .043 1.219 .952 1.050

가족소득(월) .031 .629 -.035 -.966 .902 1.108

거주기간 .207** 3.338 .093* 2.059 .563 1.777

주거소유(1=자가소유, 0=비소유) -.009 -.185 -.018 -.503 .887 1.128

근린환경만족도 -.009 -.255 .953 1.049

외부지원만족도 .131*** 3.723 .934 1.071

지역애착도 .288*** 7.939 .880 1.137

이웃과의 유 .514*** 14.129 .878 1.139

(상수) 17.352*** 3.710***

adjusted 
 .184 .575

F 14.785*** 50.596***

*p<.05, **p<.01, ***p<.001

다음은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거주지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인 지역사회 참여 요인인 

근린환경만족도, 외부지원만족도, 지역 애착도, 이웃과의 유대감 등 네 가지 변수를 투입하고, 사회자

본을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2>와 같이 회귀식이 유의미하며

(F=50.596, p<.001), 수정된  값이 .575로 나타나 사회자본 형성에 대한 설명력이 57.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거주지 요인 중 연령과 거주기간은 영향력이 약화되었

4) 독립변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 및 거주지 변수,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참여 영향 변수들 간의 상관관

계 분석을 실시하여 인과관계가 실증될 수 있는지 검증한 결과 변수들간의 상관계수가 .80 이상인 

변수가 없었다(상관관계 분석표 생략). 

5) 공선성 진단 결과도 분산팽창요인(VIF)이 10이하이고, 공차한계(TOL)도 0.1이상으로 나타나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250  한국사회복지학 제67권 제 2 호

지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외부지원만족도(=.131, p<.001), 지역 애착도(=.288, p<.001), 이웃

과의 유대감(=.514, p<.001) 등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즉, 외부기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행

정적,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가 클수록 사회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고, 지역에 대한 애착도가 클수록 그리고 이웃에 대한 유대감이 클수록 사회자본 형성이 용이하

게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지역 주민의 사회자본 형성에 가장 영향

력 있는 변수는 외부지원만족도, 지역 애착도, 그리고 이웃과의 유대감이며, 선행연구 결과와는 달리 

근린환경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자본의 각 하위요소에 대한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신뢰, 네트워크, 상호호혜성

으로 나누어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거주지 요인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지역사회 참여요인의 영

향력을 분석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사회자본 하위요소 중 신뢰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회귀식은 유의미하며(F=14.629, 

p<.001), 수정된  값이 .271로 사회자본의 총 변량 가운데 27.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

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거주지 요인은 매우 미미하여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사

회 주민참여 요인 중에서는 외부지원만족도(=.119, p<.05)와 지역 애착도(=.314, p<.001), 이웃과

의 유대감(=.231, p<.001)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외부 행정기관의 지원과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도, 그리고 이웃과의 유대감이 지역주민간의 신뢰의 사회자본을 형성하는데 주요한 요인임

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회귀식은 유의미하며(F=24.894, p<.001), 수정된 


값이 .395로 사회자본의 총 변량 가운데 39.5%를 설명하였다. 네트워크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거주지 요인 중에 연령(=.196, p<.01)과 거주기간(=.136, p<.05)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그 지역에 오랜 시간 거주할수록 네트워크가 잘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역사회 주민참여 요인 중에서는 외부지원 만족도(=.128, p<.01)와 지역 애착도(=.260, p<.001), 

이웃과의 유대감(=.291, p<.001)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 애착도가 가장 영향력이 

크며, 다음이 이웃과의 유대감, 외부기관의 지원의 순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주요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상호호혜성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회귀식은 유의미하며(F=80.263, p<.001), 수정된  값

이 .684로 사회자본의 총 변량 가운데 68.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호혜성에 대한 인구사

회학적 요인 및 거주지 요인 중에 성별(= -.065, p<.05)과 주거소유(= -.077, p<.05)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에 비해 남성일수록 다양한 구성원들에 대한 수용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높게 나타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주거지는 자가 소유 보다는 전세나 월세 등의 형태일수록 상호호

혜성의 규범이 잘 축적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는데, 비록 자가소유자가 아니어도 지역에 대한 관

심과 애착을 통해 사회자본을 형성함을 추론할 수 있다. 지역사회 주민참여 요인 중에서는 지역 애착

도(=.143, p<.001)와 이웃과의 유대감(=.787, p<.001)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외부지원 만

족도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선행요인 중에서 외부지원보

다는 내적으로 이웃과의 유대감과 지역 애착도가 사회자본 형성에 주요한 영향력을 미침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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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특히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수용성과 사회적 책임성 영역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6>  사회자본 하  요소별 향 요인

항목
신뢰 네트워크 상호호헤성

 t  t  t 

성별(1=여성, 0=남성) .026 .579 .041 .993 -.065* -2.165

연령 .100 1.624 .196** 3.495 .017 .419

학력(1=고졸이상, 0=중졸이하) .079 1.720 .013 .311 .033 1.082

가족소득(월) -.054 -1.148 -.005 -.120 -.029 -.946

거주기간 .051 .862 .136* 2.511 .011 .288

주거소유(1=자가소유, 0=비소유) .006 .123 .022 .502 -.077* -2.464

근린환경만족도 .018 .402 -.003 -.067 -.058 -1.934

외부지원만족도 .119* 2.569 .128** 3.034 .048 1.571

지역애착도 .314*** 6.608 .260*** 5.994 .143** 4.556

이웃과의 유대 .231*** 4.844 .291*** 6.696 .787** 25.089

(상수) 1.125*** .448*** 1.137***

adjusted 
 .271 .395 .684

F 14.629*** 24.894*** 80.263***

*p<.05, **p<.01, ***p<.001

5.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지역사회 주민참여 결정요인과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주민참여

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자본 형성의 중요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을 둔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거주지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외부지원만족도와 이웃과의 유대감이 

지역사회 주민참여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거주지 요인을 통

제한 상태에서 외부지원만족도, 지역 애착도, 이웃과의 유대감 등이 사회자본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

타냈다. 셋째, 사회자본 하위 요소별로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신뢰와 네트워크는 외부지원만족도, 지

역애착도, 이웃과의 유대감의 영향력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나, 상호호혜성은 성별과 주거소

유여부, 그리고 지역애착도와 이웃과의 유대감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 스스로가 중심이 되어 자신들의 욕구를 통합, 조정

하여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주민참여의 과정이라고 할 때, 사회자본 형

성은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지향하며 이에 대한 주민의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복지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민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지역사회복지실천

을 통해 사회자본이 축적되면, 이것이 주민의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토대가 되고, 이를 통해 주민의 삶

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선순환의 단초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내 주민과 조직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들 간의 신뢰와 상호호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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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성되고 네트워크가 확장되어 사회자본이 축적될 있다고 볼 때, 이는 결국 경제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과는 달리 자본의 이익이 공유되는 공공재로서의 사회자본을 확대한다는 점에서도 사회복지적 함

의가 크다. 

셋째, 소득보장 중심의 사회정책의 한계를 넘어서, 주민참여를 통한 사회자본 축적을 통해 사람들

과의 관계를 지역사회단위에서 회복하고 생활권의 관계망을 구축하여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사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특히, 변화되고 성장된 지역주민은 지역사회 복

지의 영역에서도 수동적인 수급자가 아닌 적극적인 참여자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

지의 자원을 확대하는 것이 된다(홍현미라, 2013)6).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주민참

여 결정요인과 사회자본 형성의 주요요인이 지역 애착도, 이웃과의 유대감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유

사한 결과를 확인하였다(곽현근․유현숙, 2005; 이병용, 2006; 이지혜 외, 2009: 김동근, 2011; 김흥

순․원준혁; 2013; Conway and Hachen, 2005).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도는 지역사회에 대해 헌신하

려는 의지를 만들어 내며, 이는 결국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의 주민과 제도에 대한 신뢰, 상호호혜성, 

그리고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는 사회자본의 축적으로 귀결되는 주요한 요인이 됨을 보여준 것이다. 이

웃과의 유대감과 지역애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평소에 주민센터나 지역복지관 등이 주민들이 만날 

수 있는 장을 제공하여 지역에 대한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갖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역

의 주민센터나 복지관, 사회단체 등이 문화기능과 편의기능 등을 통해 주민참여를 매개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사회문제 해결의 진정한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여건을 만

들어 가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프로그램 수요자에게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과정에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며, 이를 위해 사업에 대한 홍보와 

교육 및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자본에 대한 영향력은 지역사회에 대한 외부지원 여부도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부 행정기관이나 단체 등의 지원이나 도움도 참여를 이끄는 주요 요인이며(이재준․이상문, 2003), 

이를 통해 지역사회 개발이나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외부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함을 확

인할 수 있는 결과이며 외부 행정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도구적 지원에 의해서도 사회자본이 축적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최근 지역복지관 등에서도 지역사회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문

제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의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이 활성화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사회자본이 

창출되고 축적될 수 있도록 지역의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민간기관과 주민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연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자본 축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연령이 주요하게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도 젊은층에 비해 장년층이 참여도가 높다는 것(양덕순․강영순, 2008; 이지혜 외, 2009; 김

6) 본 조사에서 참여의지가 있는 지역사회 활동 중에 ‘결식아동, 청소년문제, 노인, 실직자 등 어려운 

이웃을 돕는 지역공동체복지 활동 참여의사(44.1%)가 가장 높아 복지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나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주민조직활동에 관심(28.8%)이 많았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토대가 마련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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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근, 2011)과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높아져 참여도가 높아진다는 것과 유사

한 결과이다(곽현근․유현숙, 2005; 이지혜 외, 2009; Conway and Hachen, 2005). 따라서 지역에 오

랫동안 살아 온 장년층 이상의 주민일수록 그동안 지역에서 맺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사회자본이 축

적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들이 지역조직을 이끌 수 있는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와 열

의를 갖고 있으므로 이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민들이 좀 

더 지역사회에 참여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사회 주민참여의 결정요인 중 성별과 주거소유 여부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

보다는 여성이 지역사회 참여의지가 더 적극적임을 보여주는 결과로 여성참여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외 연구에서도 지역에서 더 많은 시간동안 생활하는 여성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여성의 참여도가 더 높다는 분석 결과와는 유사하다(Conway and Hachen, 2005). 여성

주민의 참여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서의 여성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현실이므로 여성들이 단순히 여가시간 활용차원에서의 참여

가 아닌 지역문제에 좀 더 적극적인 역할과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지역조직에 여성대표를 할당하는 등 

여성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적극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가 주거를 소유하지 못한 임

차인들이 더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나, 공동주택 임차인이 자가주택 소유자보다 오히

려 참여도가 높다는 분석결과와도 유사하다(Conway and Hachen, 2005). 이는 주민참여의 주체를 다

양화하기 위해 임차인의 상황이지만 이들이 오히려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참여의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권익을 보장하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한계는 주민참여나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주요 요인을 지역사회의 환경적 측면과 인지

적, 정서적 측면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여, 참여자의 리더십 부분이나, 참여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

적 환경으로 작용하는 정치사회적 요인에 대한 영향력도 고려해 볼만하다. 특히, 지역사회 주민참여가 

고정된 과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달되는 가변적 특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향후 이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한 질적 연구나 종단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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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the Local Community Resident-Participation Factors 

and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Lee, Insook

(Busan Presbyteri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local community 

resident-participation factor on the local community resident-participation 

determinant and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Accordingly, questionnaire 

method was used for 389 residents in A-dong that have participated in 

community building projects in Busan region to analyze their demographical 

factor & residential area factor and local community resident-participation factors 

of satisfaction of neighborhood environment, satisfaction of administrative 

support, local attachment and neighbor connectedness effects.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first, the satisfaction of outside support and neighbor connectedness 

were found to be the main factors. Second, the satisfaction of outside support, 

local attachment and neighbor connectedness showed meaningful effects in the 

state where these factors were controlled. Third, the effects of each social capital 

sub-element were verified and the results showed that while trust and network 

had meaningful effects on satisfaction of outside support, local attachment and 

neighbor connectedness effects, norm of reciprocity showed meaningful effects on 

gender, house ownership status, local attachment and neighbor connectedness, 

thereby showing differences. Based on these study findings,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were presented. 

Key words: resident-participation, social capital, satisfaction of neighborhood 

environment, local attachment, neighbor connectedness, 

satisfaction of outside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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