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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청년 미취업자와 취업자 간 사회적 자본과 자아존중감의 차

이에 대해 살펴보고, 청년 미취업자의 사회적 자본,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며, 이에 더 나아가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의 영향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미치는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한국복지패널(KOWEPS)의 2015년 10차 조사자료를 활용하

였고, 설문조사 당시 만 19세에서 만 38세 사이의 청년 미취업자 총

1141명을 주 연구대상자로 하였으며,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청년 미취업자와 청년 취업자의 사회적 자본의 하위변

수 중 사회적 네트워크와 자아존중감의 경우, 청년 미취업자와 취업자간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나타났다. 둘째, 변수들의 상관관계

를 살펴본 결과, 독립변수인 사회적 자본과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은 종

속변수인 삶의 질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을 갖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는 사회적 네트워크, 자아존중감, 신뢰, 일반화된 호혜성 순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지니는 독립변

수들을 확인해보았을 때 이는 사회적 네트워크, 신뢰, 일반화된 호혜성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년 미취업자의 사회적 자본, 자아존중감, 삶의

질 간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첫

째, 종속변수인 삶의 질과 독립변수인 사회적 자본 간의 관계에서는, 청

년 미취업자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활성화 될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신뢰가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일반화된 호혜성이 높을수록 삶

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과 독립변

수인 사회적 자본의 관계의 경우, 청년 미취업자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활성화 될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신뢰가 높을수록, 일반화된 호혜성

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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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셋째, 종속변수인 삶의 질과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있어서

는 청년 미취업자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 &

Kenny의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뢰와 삶의 질의 관계, 일반화

된 호혜성과 삶의 질의 관계, 사회적 네트워크와 삶의 질의 관계 모두에

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보았을 때, 청년

미취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자아존중감을 높게 해주어, 높아진 자아존중감을

통해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 청년 미취업자들이 개개인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방지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청년 미

취업자를 위한 사회적 연결망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조집단을 마

련하는 방안, 청년 취업 교육 프로그램 내에 사회적 자본과 자아존중감

을 함양하는 프로그램 추가 방안, 주거형태와 취업상태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 대한 파악 및 이들에 대한 사회적

자본과 자아존중감을 제고할 복지혜택 등 마련하는 방안 등이 있다. 둘

째, 본 연구의 함의를 통한 청년 미취업자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청년 미취업자들이 결여할 수 있는 안정감과 소속감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는 단순히 행위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 서비스 수여를 받는 전체 일반

적 대상자들이 그렇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

서는 사회적 자본을 통해 제고된 자아존중감이 현 청년 미취업자의 삶의

질 제고 뿐만 아니라, 청년 미취업자에게 목표를 이루고 취업을 하기 위

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에서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새로

운 접근관점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주요어 : 사회적 자본, 자아존중감, 청년, 취업, 일, 만족, 삶의 질

학 번 : 2015-2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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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논문은 급격한 기술의 발전과 그로 인한 생활양식, 가치관, 문화의

변혁을 수반하는 시대의 전환 속에서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에게 희망과 용기를 다시 찾게할 실마리를 탐색하고자 하는 논문이다.

선행 이론과 연구 검토를 통해 그간의 사회과학을 포함한 여러 분야 학

자들의 연구결과의 함의점들을 연결함으로서 국가 행정의 목표이자 사람

들이 가진 공통된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행복을 어떻게 바라보아

야 하고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책적 관점에서 이를 어떻게 이것

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달하고 유용하게 쓰여 시기적절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는 본 논문의 연구질문에 포함된

주 개념인 ‘사회적 자본’, ‘자아존중감’, ‘일’, ‘취업’, ‘만족감’, ‘행복’과 관련

된 구절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나에게는 공부가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사

랑과 용기가 있어요. 내가 불평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p.256).”, “우리는 모두 살아있어요. 하지

만 왜 살아있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있는지 그걸 몰라요. 누구라도

행복해지고 싶다는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죠. 사는 방식이 각각

달라도 목적은 모두 같아요. 우리 세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자라

왔어요. 배울 기회를 가지고 뭔가를 이룩해 낼 가능성도 부여받았

으니 큰 행복을 기대할 만큼의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자기들의 힘으로 쟁취하지 않으면 안되요. …태만은 언뜻 보기에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일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만족을 느끼게

해준답니다(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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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책 <안네의 일기> 중 안네가 나치대원들을 피해 1942년 7

월부터 ‘은신처’에서 지내며 1944년 4월과 7월에 쓴 일기내용의 일부이

다. 한 달 뒤인 1944년 8월 4일 안네는 게슈타포에 의해 수용소로 끌려

가게 된다. 안네의 일기처럼 안네가 용기를 잃고 자포자기 하지 않고 힘

든 은신처 생활을 버티게 해준 건 은신처 생활이 끝난 후 살아가게 될

새로운 생활에 대한 희망과, 다가올 기회에 대한 준비로서의 공부, 그리

고 힘든 생활 속에서 정신적 버팀목이 되주었던 안네의 마음을 이해하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니었을까? 안네는 바깥 세상과 단절된 은신처에서

약 2년을 보냈다. 정보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화, 경제침체와 취업

난 속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2017년 대한민국의 다수의 취업준비생 또한

취업준비를 하며 사회와 어느정도 경제적 공간적 심리적으로 단절된 생

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2017년 대한민국 신림동 고시촌과 노량진 공시촌에는 헐렁한 티셔츠와

트레이닝 바지를 입은 청년들이 걸어다닌다. 학원수업을 듣고 혼자서 밥

을 먹으며 독서실로 향하는 청년들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다. 아직 공무

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비교적으로 나이가 많아 장수생

이라고도 불리는 30대 고시생, 공시생들의 눈에는 작은 빛 마저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어서 이 생활을 끝냈으면 하는 바램으로 하루하루를 그

렇게 버텨나간다. 이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에만 국한되지 않

는다. 학벌 등 요즘 소위 말하는 스펙이 부족하고 지금 당장의 생계가

막막하여, 정규직과 같은 안정적인 직장을 꿈꾸기 힘들어 아르바이트로

자신의 꿈도, 제대로 된 연애도 포기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청년들,

취업을 위해 스터디를 하고, 취업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 카페의 공지

사항을 꾸준히 확인하며, 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계속해서 원서를 넣고

기업시험을 보는 대학생들 등 2017년 한국의 미취업 청년들은 앞날에 대

한 불안감과 압박감으로 쉽지 않은 생활을 해나가고 있다.

정규교육과정을 마치고 취업을 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그 사이의

기간이 과거에 비해 몇 년 더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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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길어질수록, 즉 자신의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실패가 반복되어

지체될수록 청년들은 지친다는데 있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은 힘들어 할

뿐 아니라 자신의 꿈을 잃어버리기도 한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이다. 삶

의 목표와 방향을 잃고 불안정해지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청

년실업률 상승은 만성화된 지 오래다. 수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일부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문제이며, 개

인의 문제 만이 아닌 우리 사회 환경, 시스템 상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들의 삶의 질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은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상

황이다. 이는 고등교육을 받고 높은 수준의 인적개발이 이루어진 인적자

원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교육이라는 투입과 청년들이

취업과 노동을 통해 창출해내는 부가가치라는 사회·경제적 효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넓어짐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도 심각한 자원의 비효율

성의 문제를 가져다준다. 국가 경쟁력 강화, 경제적 성장이라는 경제적

관점과 사회문제의 예방, 사회통합이라는 사회적 관점을 위해서도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시급하다. 청년 미취업자의 삶의 질 개선을 통해 학

생에서 노동자, 직장인으로 전환되기까지 과도기에 있는 그들이 이 과정

을 잘 해쳐나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줄 정책적 대안이 요구되는 시점이

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자본과 자아존중감이 청년 미취업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의 경쟁문화, 제4차 산업혁명

의 도래와 더불어 도시화·산업화·현대화의 진전, 취업준비과정에서 좁아

지는 인간관계, 한국사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여가시간 등을 홀로 즐

기는 나홀로족, 혼밥족 등의 개인문화의 확산은 청년 미취업자의 심리

적·사회적 욕구의 결핍과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우리 한국 사회

는 청년 미취업자에 있어 이러한 심리적·사회적 욕구의 결핍으로부터 취

약하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년 미취업자의 사회적

자본이 낮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결핍은 여러 선행연

구들에 의해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자아존

중감의 하락은 곧 자기자신에 대한 총체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모호해지

며 자아정체성·자아일체감을 낮춘다는 점에서, 청년 자신이 자신의 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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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원하는 꿈과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모호하게

만들며, 진로를 설계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모호하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

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성에 대한 상실은 청년 미취업자의 삶과 직업에

대한 목표추구 및 입직한 후 실제 직장생활에 있어서도 지속가능성의 결

여를 불러온다.

현재 한국의 청년실업대책은 비효과적인 일자리 제공사업, 직업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인턴제도와 같은 직장체험활동, 직업훈련 및 자격증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성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대안들은 개별적이고 단기적인 면에 취중해 있으며, 파편적으로 작동된

다. 이러한 기존의 한국 청년실업에 대한 정책의 문제점은 사회 전반의

경제성장둔화와 사회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가치들의 충돌과 정보의 불균

형으로 인한 청년 미취업자와 같은 그 사회의 구성원이 구조적으로 겪게

되는 고립 및 소외감, 정체성 상실과 혼란을 총체적으로 개선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시각과 방안들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응

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 고립 및 소외에서 탈피하여 정보의 불균형을 개

선하고 가치 간의 충돌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사회적 자본과, 이를 통

한 총체적 자아정체성의 제고 및 개인이 가지는 가치들의 균형 회복을

통한 청년 미취업자의 진로의 방향성 회복, 즉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성을 회복하고 이에 대한 지속

가능성 제고를 통한 자아존중감의 회복이 청년 미취업자 개인의 삶의 질

을 개선하는 지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청

년 미취업자의 삶의 질을 사회적 자본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정책적 제고

를 통해 어떻게 정책적·사회적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연구가 현 한국사회에 어떤 의의를 갖는지에 살펴보고 넘어가기로 한다.

본 연구가 한국사회에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 생각해봄에 있어 가장 먼

저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은 한국의 경쟁문화라고 할 수 있다. 최근들어

TV에서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

기다. 거의 모든 주요 채널마다 가수가 되고 싶어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내세우고 청소년들은 이에 열광한다. 이러한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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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한 인디밴드 멤버 가수 故반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다. “지

금 대한민국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경쟁이고 살아남지 않

으면 도태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 오디션 프로그램들에서 반

영이 된다고 생각해요. 동질감을 느끼는 거죠.” 경쟁의 사전적 의미를 찾

아보면, 경쟁이란 같은 목적에 대하여 이기거나 앞서려고 서로 겨루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은 경쟁사회로 받아들여진다. 학교에 들어

갈 때에도, 회사에 취직할 때에도, 승진하기 위해서도 사람들은 경쟁을

해야 한다. 일본의 작가이자 아들러 심리학의 권위자로 알려진

Kishimi(2016)는 말한다. “한국은 일본 이상으로 경쟁사회라고 생각합니

다. 분명 학교에 들어갈 때에도, 회사에 취직할 때에도 사람은 경쟁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쟁이 당연한 거라고 해서 그것이 정상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경쟁한다는 것의 문제는 경쟁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만 괜

찮으면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편으로 경쟁은 개인과 사회에 있어 타인이라는 준거기준, 준거

인물을 통해 자신의 객관적 상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현재 상태

에서 그대로 침체되지 않고 여기서 한 발 더 발전하려는 동기를 고취시

키는 건강한 요인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경쟁의 안 좋은

면 또한 경쟁이 ‘남들과 비교’하게 되는 그 근본 출발점이라는 점이다.

타인과 자신을 매순간 비교하려는 성향을 우리 사회가 조장한다고도 할

수 있으며, 이미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행위는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경쟁은

내가 남들보다 빨라야 되고, 잘 해야 되고, 잘 되어야 하므로 타인을 기

준삼아 살아가게 하고 이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타인과 사회를 적대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타인을 나와 같은, 경험과 생

각, 감정을 공유하는 동질적인 존재가 아닌, 내가 이겨야 하고 우월감을

느껴야 하는 상대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듯 과잉경쟁은 한 개인

이 타인과 사회를 자신과 동질적으로, 이타적으로 바라보려는 시각을 가

지게 하는데 어려움을 주며, 배타적인 시각을 가지게 하고, 경쟁에서 도

태된 이들을 소외되게 하며, 상이한 집단 간의 공감을 힘들게 하여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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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를 각박하게 만든다.

본 연구주제의 함의와 관련하여 두 번째로 생각해볼 점은 한국이 현재

겪고 있는 높은 청년 실업률과 그 속에서 소외되는 청년들이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이후 지속되고 있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저

성장 고착화 등으로 인해 실업률이 날로 악화되고, 청년실업이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은 지 오래다. 2000년 이후 대한민국 청년세대의 실

업률 상승은 만성화된 상태이다. 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사회문제

이며, 또 다른 부정적인 사회문제들을 야기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청년실

업은 주로 15세에서 29세 또는 34세 사이 청년세대의 실업을 의미한다.

이렇듯 2000년 이후 한국 경제는 ‘만성적인 청년실업’이라는 문제에 봉착

하게 되었다.

국제노동기구(ILO) 추정 2012년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9%였고, 매년

증가되어 2014년에는 10%에 달했다. 공식 및 추정 실업률에 비하여 실

질적인 실업률은 더욱 심각하여, 2010년 실질 청년실업률은 27.4%에 달

했으며 2014년에는 30.9%까지 치솟았고 2015년에는 대졸 실업자만 50만

명을 넘어섰다. 이렇듯 한국사회에서 청년실업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

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체상황을 벗어나고 또한 이로 인해 야기

될 사회문제 예방을 위해서도 이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

요하다.

세 번째로 생각해볼 연구의 함의는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불평등이다.

한국사회는 평등한 사회인가? 그렇다면 그 평등한 사회인지에 대한 기준

은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중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논의와 함께, 그렇다면 과연 한국사회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의 분배

의 불평등 지표를 살펴보기 위해 크게 3가지 방법,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 10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을 살펴보았다.

먼저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를 살펴보면, 지니계수는 값이 0에 가

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게 이루어졌음을 뜻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

평등도가 높음을 뜻하며 통상 0.4를 넘으면 상당히 불평등하다고 평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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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지니계수는 2013년에는 0.302, 2014

년에도 0.302, 2015년에는 0.295, 2016년에는 0.304를 기록하였다. 2015년

에 비하여 2016년에 지니계수가 상승한 한국의 경우, 예년보다 분배의

불평등이 더 심화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0분위 배율을 살펴보았을 때는, OECD가 집계한 임금 10분위 배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4.63, 2013년 4.7, 2014년 4.79, 2015년에는

4.8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임금 10분위 배율이란 하위 10% 수준의 임

금을 받는 근로자 소득과 상위 10%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소득 격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 배율이 크면 클수록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다. 이렇듯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 근로자와 초고소득 근로자간 임금 격

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위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 경우 하위 10% 근로자보다 상위 10% 근로자가 5배가량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대적 빈곤율을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빈곤선을 밑도는 가

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 역시 2013년 17.8%에서 14년

17.9%, 15년 18.6%로 높아졌다. 특히 그 동안은 하위계층의 소득이 늘더

라도 상위계층의 소득이 더 빨리 올라가서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했으나

최근엔 상위층 소득은 올라가는데, 하위층 소득은 오히려 떨어져 격차가

급격히 확대되는 추세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를 뜻하는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44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5.6% 줄어든 반면에 상위 20%인 소득 5분위의 소득은 834만 8000원으

로 2.1% 증가했다.

규모의 경제와 같은 자본에서의 차이, 출발점의 차이, 대기업과 중소기

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양극화의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벌어

지는 경쟁 속에서 많은 청년들은 ‘자리를 잡기까지의 과정’에서 지쳐가고

있다. 노동을 통해 자본을 쌓는 속도보다, 자본가가 자본을 통해 자본을

늘려가는 속도가 더 빨라진 자본이 자본을 낳는 사회 속에서, 청년 실업

자들은 안정적으로 자신이 사회에 받아들여지기도 이전에 사회에서 배제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소외감마저 느끼며 자신이 점점 고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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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작아진다고 느끼고 있다. 이들이 사회에서 도태되어 고립되는 것을

막고, 이들에게 다시 희망을 일깨워 다시 사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서도 지금은 이들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네 번째로 생각해볼 연구의 함의는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

어 있다.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정창무교수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

원에서 주최한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도시’ 포럼에서 다음과 같이 역설

했다.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세 가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속도(Speed), 둘째는 사이버피지컬

(Cyber-physical), 셋째는 디지털트윈(Digital twin)입니다.” 이 포럼에서

정충모 교수는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에 준비하기 위해, 세계 각국들

이 무한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이 경쟁은 앞으로 훨씬 더 심화될 것이라

고 하였다. 선두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과 정보에 대

한 무한경쟁이 국가들 사이에 펼쳐질 것이며, 이러한 경쟁을 토대로한

기술의 발전과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시공간의 압착과 사회조직의 해체

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제4차 산업혁명을 통

해, 인공지능의 발달과 활용으로 전문직과 비전문직들을 포함한 대다수

의 직업들이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것이며, 이로 인해 대다수의 사람

들이 일자리를 잃고, 사회조직이 해체되며, 사회의 빈익빈 부익부(貧益貧

富益富)가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제4차 산업혁명과 함께, 사람들의

일과 주거환경 또한 가까워지다 못해 사무실과 숙소가 같은 곳에 위치하

고, 드론의 발달로 인해 교통은 물론 물류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

다. 생활은 편해지고, 사람들은 서로와 함께하지 않아도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것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하고 혼자

즐기는 것 외에 다른 것에는 일체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누구야 어떻게

되든 그저 자기 할 일만하고 살아가면 되기 때문이다.

Putnam(1995)은 저서 <Bowling Alone>에서 인터넷과 공동체의 미래

에 있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들로 1)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와 2)

소통방식의 변화를 들었다. 소통방식의 변화란 즉 사람이 직접 얼굴을

맞대는 커뮤니케이션에 비해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언어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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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지 않는(non-verbal) 정보의 전달이 훨씬 더 적다는 점에서 오는 변

화이다. 전화는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소통을 하는 것을 가

능하게 함으로써 외로움을 줄여주지만, 동시에 직접 얼굴을 맞대는 사교

활동도 축소시킨다. 인간은 감정 신뢰감을 포함한 서로의 비언어적 메시

지를 감지하는데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다. 그러므로 전자통신으로 매개

되는 교섭에 비해,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면대면 소통은 학습, 피드백 등

놀라운 능력을 제공한다. Putnam은 실험을 통해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

이션 보다 직접 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람들이 서로 더 사교적이고

인간적이며 신뢰감이 생기고 친밀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까운 과거에 텔레비전과 라디오가 일반화되면서 사람들은 점차 주말

에 다른 사람들과 만나기보다는 집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

인하였다. 사람들이 가까워지고, 공동체를 구성하고, 사회적 자본을 형성

하려면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학자

John Brem과 Wendy Lann은 연구를 통해 하루 1시간 텔레비전을 덜

보면 5년에서 6년의 교육을 더 받은 효과에 해당하는 시민 비타민을 복

용하는 셈이 될 정도로 TV시청이 시민적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타인과 얼굴을 마주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줄어

들고, 타인과 사회와의 연결됨을 느끼는 순간들이 점차 줄어들면서, 사람

들은 외로움, 고립, 불통, 단절을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 간다. 제4

차 산업혁명을 통해 서비스직의 인력들이 로봇으로 대체될 전망이며, 현

재 패스트푸드점을 포함한 일부 식당 들에서는 이미 무인자동화 주문을

실시하고 있다. 식당에서 조차 직원 대신에 인공지능 로봇이 주문받는

일을 대체하며, 이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직접 마주하고 심리적으로

누군가와 매일 마주하고 소통해야하는 최소한의 의무감과 부담감, 책임

과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간 면대면 만남의 단절과 이로 인한 소통방식의 변화와

이러한 새로운 공간적 고립은 시민참여와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사회적 자본의 감소는 우리에게

가까운 미래에 도래할 도전과제들을 시사한다. Putnam(1995)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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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본은 우리의 운명이 연결된 다양한 방식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힘으로써 우리의 처지를 개선한다. 타인과 적극적이고 신뢰성 있는 연

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사회의 나머지 부분에도 유익한 특징을 발전시키

거나 유지한다. 타인과 적극적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은 보다 관대하고,

덜 냉소적이며, 다른 사람의 불행에 더 공감한다. 반면 타인과의 연결관

계가 없는 사람은 일상적인 가벼운 대화나 혹은 보다 공식적인 토의 속

에서 자신의 생각이 옳은지 시험할 수 없다.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장 나쁜 충동에 지배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Putnam(1995)은 1990년대에 발생했던 대규모 묻지마 총기난사사건의 가

해자 대부분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단절되어 고립되있었던 외톨이었다고

증언한다. 또한 20세기 후반의 정치심리학 분야의 연구들은 공동체, 직

업, 단체와 단절된 사람들은 극단주의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

게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속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사회적 자본의 감소

는 개인적 차원에서 정신 및 신체적 건강과 경제적 전망에 강한 부정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집단적·사회적 차원에서는 소통 및 공감의 부재

로 인하여 사회 통합을 저해시키고 이는 여타 경제적 요인 등과 함께 작

동될 시 사회의 안정성에 위협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네트워크는 우리의 목표를 손쉽게 달성하게

해주는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도관 구실을 한다. 예컨대

Putnam(1995)에 의하면 많은 미국인은 인간적 연결관계를 통해 직업을

얻는다고 한다. 우리가 만일 그 사회적 자본을 결여하고 있다면 다수의

경제사회학자들이 지적했듯이 제아무리 재능과 훈련 즉 인적 자본이 많

아도 우리의 경제적 전망은 심각하게 축소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

실은 현재 한국의 심각한 취업난과 취업준비를 하며 사회로부터의 단절

을 겪는 취업준비생들의 생활을 생각해볼 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개인과 사회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접어드는 현대 사회와, 곧 만

나게 될 미래사회가 주는 심각한 사회문제와의 연관성을 내포한다.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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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의 확산으로 인한 급격히 줄어든 일자리와 격화된 경쟁, 심화된 빈

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고 도태되는 수 많은 사람들,

사회적 불평등과 소외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으며, 본 연

구는 이에 대한 시기와 환경적 적실성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생각해볼 본 연구의 함의는 한국인 삶의 질의 현황이다.

한국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자살률이 약 130% 증가했으며, OECD 회

원국 중 자살률 1위를 오랫동안 지키고 있다. WHO는 한국의 자살률이

2017년 세계 4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최근 농약규제로 소폭 감소한 수치

라고 밝힌 바 있다.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곧 행복도가 낮은 사

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

제라 볼 수 있다. OECD 행복지수를 보면, 2017년 2월 OECD가 발표한

행복지수순위에서 한국은 32개국 중 31위를 기록했다. 한국사회의 성장

적 측면에서 생각해보았을 때도,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사회가 지속가능

한 건강한 사회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또한 행복하지 않은 사회상황

의 지속 및 이로 인한 우리 사회에 대한 냉소주의는 현재 우리 사회의

행복, 삶의 질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사회 통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종의 위기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다.

사회적 자본, 자아존중감, 삶의 질에 관련된 본 연구가 연구의 가치를

가지는 것은 우리 한국사회가 행복하지 않은 사회라 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사람들은 사는 것이란 마라톤과 같다고 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

해지려는 목표를 가지고 산다. 즉 산다는 것은 행복이라는 닿지 않는 목

표점을 꿈꾸면서 수 많은 크고 작은 힘든 시련들에도 버티고 인내하며

꿈을 쫓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2017년 한국의 청년 미취업자들은

꿈을 쫓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청년

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이 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과정에서

중도에 포기하거나 너무 오래 웅크려 있지 않도록, 그래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이들을 도와줄 사회적이고 체계적인 기제가 필

요하다.

청년실업은 2000년 이후 성장이 만성화된, 이 문제 뿐만 아니라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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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수반되는 다른 사회적 문제들을 포함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장·단기적 정책적 대응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청

년의 낮은 취업률은 낮은 혼인율 및 출산율과도 연관되며, 21세기 들어

본격화 된 우리나라에서 본격화된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생각해볼 때,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교육과 노동의 시간적 간격이 벌어

짐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적 재원관리의 비효율성 등 세금확충의 문제 또

한 내포하고 있다.

청년들은 시기적으로 취업을 포함한 여러 환경의 변화를 겪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청년들에게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해 파편적인 정보,

단기적인 일자리 방안 만을 제공하며,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제를 경제적·정보적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개인에게 부담하도록 방관하

는 것은 정부의 정책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

의 목적은 환경적으로 불확실성에 직면한 개인들의 삶의 질에 긍정적 변

화를 유도할 수 있는 요인들을 규명해내어, 이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 패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여, 개인의 삶에서 선

순환을 구축하고, 나아가 이것이 사회경제적 선순환과 사회통합을 불러

오는 것이다.

많은 수의 청년 미취업자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위

축된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학생으로부터 직장인이라는 전환기라 할 수 있는 과도기에 있는 이들은

취업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등 많은 힘을 쏟는다. 경기침

체와 사회변화라는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이러한 노력투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러한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지표가 이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복지감 및 삶의 질이

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낮은 주관적 삶의 질은, 위에서 논의한 개인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여 자아실현을 하는데 있어 침체를 가져오기 쉬우

므로, 이것은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이라는 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 13 -

또한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사회적 자본과 자아존중감이 종속변수

인 삶의 질에 미치는 인과관계 외에도 독립변수인 사회적 자본이 또 다

른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정(+)의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인적

자본이 사회적 자본을 통해 경제적 자본으로 전환되는 흐름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사회적 자본은 정보적 지지, 사회와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직업에 대한 정보 및 소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사회적 자본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은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반복되는

취업실패 속에서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계속 해서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내포한다.

한국 청년들은 높은 교육률과 장시간을 투입하여 준비한 직업훈련양에

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식, 기술, 능력을 포함한 인적 자본이 경제적 자

본으로 전환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인적자본-사회적 자본-

경제적 자본의 순환 사이클에서, 사회적 자본의 매개역할의 규명을 한다

는 것은, 본 연구가 지향하는 정책적 시사점이 청년의 삶의 질 뿐만 아

니라, 사회적 자본이 삶의 질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역할 규명을 통해

학생에서 직장인이라는 전환기에 있는 청년의 사회에 대한 적응성, 자립

가능성, 취업으로의 연결성을 제고하는 열쇠를 찾아 필요정책을 마련하

는데 있다. 즉, 본 연구에서 규명할 인과관계의 함의는 청년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나아가 청년 취업을 해결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 청년 미취

업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사회적 자본과 자아존중감의 유의미한 정

(+)의 역할이 파악된다면, 이는 정부의 청년실업 정책 마련에 있어, 사회

적 자본을 구축하고 유지시키며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취업 및 복

지정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사회적 연

결망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집단 속에서 물질적 지지와 심리적 지지를

구축하는 방안, 청년 취업 교육 프로그램 내에 사회적 자본과 자아존중

감을 함양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 주거형태와 취업상태 등을 고려하

여 장기간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 대한 사회적 자본과 자아존중감

을 제고할 복지혜택 등을 강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기

존의 선행연구에서 행해진 사회적 자본과 자아존중감 각각이 행복 및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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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에 대해 미치는 개별적 효과를 살펴본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

회적 자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자아존중감

을 높일 수 있는 형성요인의 역할에 대해 규명하며, 이를 제고하는데 정

책적으로 도움이 될 방안을 찾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단순

히 청년 미취업자의 삶의 질과 행복을 제고하는 요인을 찾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미취업자인 사회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신분상태에서

벗어나 이들이 꿈을 이루는 성취와 자아실현을 하는데 힘이 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다.

이렇듯 본 연구는 청년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 사회적 부가가치를 마

련하고 사회를 통합하는데 기여할 정책적 구제대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규명

을 통해 이제는 만성화된, 그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청년실업자의

삶을 구제하고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책대안의 탐색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즉, 본 연구를 통해 그 기제로서 사람들 사이의 소통 및

네트워크를 통한 소속감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자본과 자아존중감의 영향

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문제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자본, 자아존중감에 대해 살펴볼 본 연구는 아

래에서 살펴볼 선행연구검토와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여

크게 4가지 방향의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첫째, 사회환경적 맥락에 따라 경제적 자본과 소속감이 상대적으로 적

은 청년 미취업자가 청년 취업자에 비해 사회적 자본과 자아존중감이 낮

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청년 미취업자들의 사회적 자본·자아존중감과 청

년 취업자들의 사회적 자본·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둘째, 사회적 자본이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론과 여

러 선행연구의 주장을 기반으로, 청년 미취업자의 사회적 자본이 자아존

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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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사회적 자본과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여러 선행연구의 주장을 토대로, 청년 미취업자의 사회적 자본과 자아존

중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넷째, 사회적 자본과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전제 하에, 사회적 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 자아존중

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삶의 질

국가통계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통계개발원의 자료 ‘주관적 복지감

(Subjective Well-Being: SWB) 측정 방안’에 따르면 국민들의 삶의 만

족도를 파악하고 측정하는 이유는 첫째, 정책을 위한 전반적인 기초자료

로 활용하거나 국민들이 현재 어떤 상태이며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모니터링의 역할을 하고 둘째, 정책에서 우선순위결정 또는 의

사결정시 중요한 자료가 되며 셋째,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과 정책

실행 이후 변화정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박

주언 외, 2012; 이소리, 2017). 세계적으로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

으로 시작된 것은 1960년대부터이다. 이 시기부터 삶의 질에 대한 문제

가 학문적·정책적 측면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한국의 경우 1980년

이후부터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삶의 질이란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에 의하면, “한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권과 가치체계의 맥락 안에서 자신의 목표, 기대, 규범, 관심과

관련하여 인생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상태에 대한 개인적인 지각”이라고

할 수 있다. 삶의 질을 설명하는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사기(morale)’, ‘행복감(happiness)’, ‘심리적 안

녕상태(psychological well being)’ 등의 용어로 인간의 생활과 사회발전

에 영향을 주는 건강, 경제, 환경, 사회적 요인의 상호작용 결과나 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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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주관적 인식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다(이소리, 2017). 삶의 질의

개념과 유사히 쓰이는 삶의 만족도란 사전적 의미로 생활의 여러 측면에

대한 만족도로써 일반적으로 건강, 경제, 문화, 가족 관계, 안전 등의 여

러 항목으로 구성되며, 여기에서 ‘만족’은 욕구가 충족되었다는 상태를

의미한다.

삶의 질의 개념은 초기 연구들에서는 소득이나 교육수준, 직업 등의

조건을 반영한 객관적이고 물질적인 사회지표들로 평가하였으나, 최근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면 많은 학자들이 삶의 질의 개념에 대해 ‘행복한

삶’ 혹은 ‘좋은 상태의 삶’이라는 의미로 파악하면서 삶의 경험과 관심영

역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느끼는 주관적·심리적 측면을 중시하고 있

다(한영란, 1997). 박준홍(2016)은 삶의 질을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경험

하는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감이라 하였고, 강철희·최명민·김수연(2012)은

삶의 질의 연구에 있어 이를 행복한 감정인식이라는 관점으로 개인이 삶

에 대해 행복함을 느끼는 정도를 ‘주관적 안녕감’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

였다. 이렇듯 주관적 측면이 강조되면서, 삶의 질은 인지적 차원과 정서

적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김동규(2002)에 의하면 인지적 차원은 자

신의 삶에 대한 기대, 욕구, 희망으로 평가하거나 타 집단과 비교해서 평

가하는 것이며, 정서적 차원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정서 경험을 의미한다. 즉 이는 인지적 차원은 자신의 삶의 전

체적인 측면에서 만족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직업, 관계 등과

같은 특정 영역의 측면에서 언급하는 것이고, 정서적 차원은 개인의 감

정이나 기분과 같은 측면을 뜻한다(이소리, 2017). 이러한 연구들의 시각

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봄에 있어 주관적 정서적 인지적

차원에 중점을 두고, 개인이 생활에서 느끼는 종합적인 심리적 정서적

안녕상태와 만족도로 측정하였다.

삶의 질은 이렇듯 아직 그 정의가 모호하고 복합적인 개념이다. 삶의

질에 대한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삶의 질은 크게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외부환경요소는 자연환경과 정

치적 환경, 사회적 환경이 해당되며, 내부환경요소는 육체적 건강,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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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량, 사회적 활동, 물질적 풍요가 해당된다(Lindstrom 외, 1993;

Veenhoven, 2000; Pukeline 외, 2011; 김새봄, 2013). 이러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인 20세기 중반까지는 인간의 삶의 질, 삶의 만족도, 행복을 결정하

는 요인은 일반적으로 소득과 같은 경제적 자원에 국한되어 왔다. 그러

나 1960년대부터 진행된 연구를 통해 전 세계의 대부분 국가에서 근대의

산업혁명 이후 이루어진 전세계적 경제성장을 통해 경제적 자원이 풍족

함에도 불구, 빈곤문제, 극심한 양극화, 자살률 상승과 같은 사회적 문제

가 발생함에 따라, 경제적인 풍족함이 반드시 높은 삶의 질을 수반하는

것이 아님이 밝혀졌다.

삶의 질의 요인변수에 관한 그 동안 많은 연구들이 행해졌으며, 연구

들에서 다양한 요인변수들이 제기되었다. Easterline(1974)은 실증분석을

통해 개인의 효용함수는 절대소득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이 속한 상대적인 위치에서 결정된다는 상대소득가설을 증명하였다. 이

는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도 하는데 즉, 행복은 특정시점까지는 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같이 상승하지만, 일정한 지점에 다다르면 그 이상 상승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소득 이외에 여러 다른 요인들이 관계

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대한 이스털린 역설의 일반적 해석은 인간

이 ’쾌락의 쳇바퀴‘에 있다는 것인데 이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열망 또한

같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가 충족된 이후에는,

소득이 절대적으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다.

제 2 절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에 대해 살펴봄에 있어 먼저 사회적 자본의 구

성요소들에 대해 살펴보고,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삶의 질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유사한 개

념인 주관적 삶의 만족도, 생활만족도, 행복 등과 같은 개념들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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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사회적 자본의 정의

Bourdieu

(1986)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제도화한 네트워크가 가지는

자원

Coleman

(1988)

사회구조를 구성하고 그러한 구조 내에서 개인과 조직의 행동을

쉽게 만들어 주는 구성요소

Putnam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과 같은 사회조직의 특징과 관련되는 것

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사회적 자본의 개념

사회적 자본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면 현재 사회적 자본은 학자마다 다

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Nahapiet & Ghoshal(1998)에 의

하면 사회적 자본이란 개인 또는 사회적 단위가 소유한 관계의 네트워크

로부터 발생하는 이용가능한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합으로, 이익

과 가치를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며 조직을 효과적으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속성이다. Coleman(1988)은 사회적 자본을 사회구조

를 구성하고 그러한 구조 내에서 개인과 조직의 행동을 쉽게 만들어 주

는 구성요소라고 보았다. Bourdieu(1986)는 사회적 자본을 구성원들 사

이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제도화한 네트워크가 가지는 자원이라고 정의하

였다. 또한 Putnam(1995)은 사회적 자본을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과 같

은 사회조직의 특징과 관련되는 것으로 사회구성원의 상호이익을 위해

조정과 협력을 가능케 함으로써 경제적, 정치적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보았다. Putnam(1995)은 또한 사회적 자본을 1) 연계·포괄적 유형과 2)

결속·배타적 유형으로 나누었다. 여기서 후자인 결속·배타적 사회적 자

본은 ‘당장 무엇을 손에 넣는 데’ 좋은 반면, 전자인 연계·포괄적 사회적

자본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1> 사회적 자본의 정의



- 19 -

(1995)
으로 사회구성원의 상호이익을 위해 조정과 협력을 가능케 함으

로써 경제적, 정치적 효율을 높이는 것

Nahapiet

&

Ghoshal

(1998)

개인 또는 사회적 단위가 소유한 관계의 네트워크로부터 발생하

는 이용가능한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합으로 이익과 가치

를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며 조직을 효과적으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속성

2. 사회적 자본의 형성요인

그렇다면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고 증가하고 쇠퇴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떻게 해서 사회적 자본은 형성되는 것

일까?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대답으로 사회학자 Alan Wolfe는 1995년과

1996년 전국을 돌며 교외에 거주하는 중산 계급 수백 명과 이야기를 나

누면서 이러한 가설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바 있다. Wolfe의 주장에 따르면 현대인들은 자기 사회적 연계의 대부분

을 직장에서 찾고 있다.

또한 Putnam(1995)은 사람들의 생활, 사람들간의 관계, 네트워크의 중

심이 과거로부터 변화한 점을 지적했다. “…거주 지역 중심의 공동체에

서 직업 관련 공동체로 중요성이 이동한 것이다. 오늘날은 한 세대 전보

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집 밖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적 토

론, 우리의 공동체 유대 역시 집보다는 직장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친

구도 여기서 많이 사귄다.” Putnam은 한 인터뷰 대상자의 말을 인용하

며, 과거에 비해 사람들의 생활이 직장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친

구도 직장에서 사귀고, 공동체 봉사활동도 직장을 통해서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산업혁명 자체가 일하는 장소를 거주 장소에서

분리해내는 과정의 시작이었으며, 우리는 집 밖의 공장과 사무실에서 더

욱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Putnam(1995)은 또한 정확한 정보의 전달, 의사의 소통, 공감,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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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생성에 있어서 직접 면대면 소통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공

동체(Community), 친교 공감(Communion), 소통(Communication)은 어원

상으로나 그 의미에서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소통은 사회적 감정적

연계의 근본적 조건이다”고 하며, 과거와 현대의 소통 방식, 소통 매개채

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그는 이를 라디오, TV, 전화, 인터넷 매체의 사용

과 보급에 빗대어 설명하였다. 전자통신으로 매개되는 교섭에 비해, 얼굴

과 얼굴을 맞대는 상호작용의 구조는 방해, 교정, 피드백, 학습의 놀라운

능력을 제공한다. 하나의 메시지를 받으면 응답하는 형식으로 상호작용

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자통신과는 달리, 직접 대면 상호작용은 두

사람이 메시지를 동시에 보내고 받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관련하

여 사회학자 Erving Goffman은 면대면 소통에서, 발언을 한 사람은 청

취자의 반응이 실제로 나타나기도 전에 자기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하는

지 알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어조와 제스처 등을

중간에 바꾼다고 하였다. Putnam은 실험결과를 통해 직접 대면과 컴퓨

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을 비교한 실험은 의사소통 수단이 풍부할수록 사

람들끼리 더 사교적이고 인간적이며 신뢰감이 생기고 친밀해진다는 사실

을 확인했다고 하였다. 핸드폰보급률과 인터넷이용률이 높은 한국의 청

년층이자, 그리고 미취업 상태로 소속처와 소속감을 결여한 개인은 취업

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하는 시간이 보다 낮고, 혼

자 있는 시간이 보다 높다고 유추할 수 있다.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혼자

자취를 하며 고시공부, 취업준비 등을 하는 미취업자의 경우 친구들과의

만남 뿐 아니라, 가족들과의 소통 또한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가족들과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에 한 번 혹은 하루 한, 두

번 전화로 간단히 안부를 전하는 것으로는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기에 많

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직장이라는 자신의 소

속이 없는 20대, 30대 청년 미취업자가 사회적 연계, 사회적 자본의 형성

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그래서 사회적 자본이 낮을 것이라는

추측은 타당해 보인다. 이러한 가정 하에 <가설 1>을 도출하였다.



- 21 -

<가설 1> 청년 미취업자의 사회적 자본은 청년 취업자의 사회적 자본과

유의미한 차이를 가질 것이다.

1-1. 청년 미취업자의 신뢰는 청년 취업자의 신뢰와 유의미한 차이를 가

질 것이다.

1-2. 청년 미취업자의 일반화된 호혜성은 청년 취업자의 일반화된 호혜

성과 유의미한 차이를 가질 것이다.

1-3. 청년 미취업자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청년 취업자의 사회적 네트워

크와 유의미한 차이를 가질 것이다.

3. 사회적 자본이 미치는 영향

그렇다면 위와 같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회적 자본은 개인과

집단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뒤에서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자아

존중감과 삶의 질에 대해 사회적 자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 더 구체

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사회적 자본이 개인과 집단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한 선행연구들에 대해 여기서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한다.

Putnam(1995)은 사회적 자본은 사람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물질적, 정서적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 친구들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 사회학자 Claude Fisher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간략히 정리했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중요하다. 직

장을 구하는데도 요긴한 경우가 종종 있지만, 도움을 받고 우정을 나누

며 때로는 슬픔과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누군가를 찾는데 훨씬 요긴

하다.”

위와 같은 내용을 Putnam은 사회적 자본을 2가지 종류로 구분하는 것

을 통해 정리하였는데, Putnam은 사회적 자본을 먼저, ‘당장 무엇을 손

에 넣는데’ 필요한 결속·배타적 유형과 ‘앞으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연

계·포괄적 유형’으로 나누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Putnam(1995)은 사회

적 자본을 통한 타인 및 사회와의 연결됨은 개인에 있어서는 성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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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취업, 경제적 전망, 신체적 면역력, 자원봉사활동의 참여, 기부를 포

함한 타인에 친절을 베푸는 행위, 포괄적 호혜성, 인생에 대한 전반적 만

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폭력, 불안,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우울

증, 감기, 심장마비, 동맥경화, 고혈압, 뇌졸중, 순환기 장애, 암을 포함한

질병의 유발, 자살 가능성, 사망률을 낮추는 영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는

사회적 자본, 사회적지지, 연계 등을 ‘완충장치‘에 빗대며, 보다 폭 넓은

믿음의 완충장치 없이 혼자 남아 있는 자아에게 무력감과 실패는 너무나

쉽게 절망감과 자포자기로 바뀔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사회적 지지는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며, 서로 직접 대면하는 유대

관계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끈보다 치료효과를 더 발휘하는 듯

보인다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친한 친구, 막역한 지인, 친한 이웃, 서로

돕는 동료 직원들이 있는 사람은 식사와 수면의 문제, 슬픔, 외로움, 자

기 비하에 빠져들 가능성이 낮다. 위와 같은 논의를 볼 때 현재 한국사

회의 청년 미취업자의 경우 취업 준비를 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면대면

접촉을 정기적으로 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등 네트워크의 단절을 겪고 이

와 함께 경제적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외로움, 신체적·정신적 면역력의

저하, 이로 인한 자기비하로부터 보호해주고 막아줄 방패역할을 할 네트

워크, 사회적 자본이 취업자 집단에 비해 부족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

하다. 이렇듯 사회경제적 상황과 관련 이론적 논의들을 살펴보았을 때,

청년 미취업자는 청년 취업자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본 연구의 <가설 2>를 도출하였다.

<가설 2> 청년 미취업자의 자아존중감은 청년 취업자의 자아존중감과

유의미한 차이를 가질 것이다.

4.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사회적 자본을 이루는 구성요소들을 선행연구에서 살펴보면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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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Putnam(1993) 네트워크, 신뢰, 사회적 규범

Grootaert(1986) 네트워크, 사회적 규범, 공공제도

Bourdieu(1986) 네트워크, 신뢰, 사회적 규범

Coleman(1988) 네트워크, 신뢰, 호혜성

Ostrom(1990) 네트워크, 신뢰, 호혜성

한상미(2007) 네트워크, 신뢰, 호혜성

학자들의 견해 또한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Putnam(1993)은 사회적 자

본 구성요소로서 네트워크, 신뢰, 사회적 규범을 제시하였으며,

Grootaert(1986)는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로서 네트워크, 사회적 규범, 공

공제도를 꼽았다. Bourdieu(1986)의 경우,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 네

트워크, 신뢰, 사회적 규범을 들었으며, Coleman(1988)은 네트워크, 신뢰,

사회적 규범을 들었다. Ostrom(1990)은 시민적 참여의 연결망이 확고한

호혜성의 규범을 낳는다고 주장하여 네트워크와 신뢰, 호혜성이 선순환

적 관계임을 주장하였다. 국내 연구의 경우, 한상미(2007)는 사회적 자본

의 구성요소로 네트워크, 신뢰, 호혜성을 꼽았으며, 홍영란 외(2007)는 사

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 네트워크, 신뢰, 사회적 규범, 호혜성, 관계구조

를 들었다. 반면 박태정(2007)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는 네트워크, 신뢰, 사회적 규범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서지원(2008)에 의

하면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는 네트워크와 사회참여이다. 장백기의 2011년

연구는 네트워크와 신뢰, 그리고 사회참여를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

써 설명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선행 연구는 많은 학자들

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

이를 보이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신뢰, 호혜성, 네트워크 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2>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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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란 외(2007) 네트워크, 신뢰, 호혜성, 사회적 규범, 관계구조

서지원(2008) 네트워크, 사회참여

장백기(2011) 네트워크, 신뢰, 사회참여

5.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

1) 신뢰의 개념

이렇듯 선행연구를 살펴봄으로서 사회적 자본의 중요 구성요소로 신뢰

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신뢰

라는 개념은 신뢰를 주는 당사자와 신뢰를 받는 대상의 거리와 그 범위

에 따라 나뉠 수 있으며, 그렇기에 본 연구에서 신뢰개념을 사용하는데

있어 해석의 모호성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한 구

성요소로서 신뢰의 개념에 대해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넘어가

고자 한다.

본래 신뢰란 타인의 말과 행동, 의사 결정에서 상대방이 기회주의적으

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Robbins & Judge, 2007)를 말

한다. 이러한 신뢰에는 위험과 친밀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하는데,

전자인 위험이란 상대방이 나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후자인

친밀성이란 신뢰 당사자들간 관계를 맺어온 시간적 과정을 말한다(이재

운, 2017). Fukuyama(2002)는 신뢰를 어떤 공동체 내에서 그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이 보편적인 규범에 기초하여 규칙적이고 정직하며 협동적

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로 정의하였다. 그는 신뢰가 어떤 집단이나

조직을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돕는 윤활유와 같다고 하였으며, 또한 신뢰

는 작고 기본적인 사회집단인 가족으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다

양한 유형의 사회집단에서 구현될 수 있다고 하였다. Putnam(2000)은 신

뢰를 협력적 행위를 촉진시켜 사회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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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신뢰의 정의

Fukuyama

(2002)

어떤 공동체 내에서 그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이 보편

적인 규범에 기초하여 규칙적이고 정직하며 협동적인 행

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

직의 속성들을 가리킨다고 하며, 신뢰의 핵심은 자발적 협력을 촉진하는

기능에 있다고 하였다. Mayer, Davis와 Schoorman(1995)은 신뢰란 타인

을 감시 및 통제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중요한

특정 행동을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

동을 쉽게 따르겠다는 의향이라고 하였다. Luhmann(1979)은 신뢰란 어

떤 행위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한 한 행위자의 자신감이라고 하였

고, Gambetta(1998)는 신뢰란 한 행위자가 감시할 수 있기 전에 그 행위

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다른 행위자나 행위자 집단이 특정

행동을 할 것이라는 것을 평가하는 그 행위자의 주관적 확률이라고 하였

다. Kishimi(2016)는 신뢰란 아무런 조건없이 다른 사람을 믿는 것이라

하였는데, 그는 인간관계의 거리와 깊이는 신뢰의 정도에 따라 구분된다

고 하며, 친밀하지 않은 관계와 친밀한 관계를 구분짓는 기준은 ‘신용인

가, 신뢰인가의 차이’라고 하였다. Kishimi(2016)는 신뢰를 신용과 구분

하여 정의하였는데, 먼저 신용이란 상대가 가진 조건을 믿는 것인데 반

해, 신뢰란 아무런 조건없이 다른 사람을 믿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비

록 믿을만한 근거가 없다고 해도 믿는 것을 말한다. 즉, Kishimi에 의하

면 신뢰는 그 사람이 가진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믿는 것으

로, 물질적 가치가 아닌 인간적 가치에 주목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Kishimi(2016)는 이와 함께 타인에 대한 신뢰란 ‘그 사람을 믿는 나를

믿는 것이다’고 하였다. 이는 나의 판단에 자신이 없으면 아무래도 물질

적 가치인 담보같은 것을 구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 신뢰가 있어야 타자

신뢰도 있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여기서 그가 자아존중감과 타인신뢰

의 상관관계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3> 신뢰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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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himi

(2016)

1) 아무런 조건없이 다른 사람을 믿는 것

2) 그 사람이 가진 조건이 아닌 그 사람 자체를 믿는 것

3) 그 사람을 믿는 나를 믿는 것

Robbins &

Judge(2007)

의사 결정에서 상대방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

Putnam

(2000)

협력적 행위를 촉진시켜 사회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조직의 속성

이재운

(2017)

상대방이 나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당사자들

간 관계를 맺어온 시간적 과정

Mayer,

Davis,

Schoorman

(1995)

타인을 감시 및 통제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방이 나에게 중요한 특정 행동을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

에 근거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쉽게 따르겠다

는 의향

Luhmann

(1979)

어떤 행위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한 한 행위자의

자신감

Gambetta

(1998)

한 행위자가 감시할 수 있기 전에 그 행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다른 행위자나 행위자 집단이

특정 행동을 할 것이라는 것을 평가하는 그 행위자의 주

관적 확률

2) 신뢰의 구성요소

다음으로 신뢰의 구성요소에 대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Mayer, Davis

와 Schoorman(1995)은 신뢰의 구성요소로는 위험, 상호의존성, 자발성의

개념이 있다고 하였다. Robbins와 Judge(2007)는 신뢰의 구성요소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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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신뢰의 구성요소

Robbins & Judge(2007) 성실성, 역량, 충성심, 일관성, 개방성

Mayer 외(1995) 능력, 배려, 성실성

이경호(2010)
상사신뢰 : 능력, 성실성, 일관성

조직신뢰 : 공정성, 배려, 개방성

Mayer, Davis, Schoorman(1995) 위험, 상호의존성, 자발성

Covey(2017) 성실성, 의도, 능력, 성과

성을 다해 노력하는 성실성(integrity),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역량

(competence), 상대방을 보호하고 체면을 세워주는 충성심(loyalty), 예측

가능한 행동을 하는 일관성(consistency), 행동에 있어 숨김이 없는 개방

성(openness)의 다섯 가지 요소를 들었다. Mayer 외(1995)는 신뢰의 구

성요소를 능력(ability), 배려(benevolence), 성실성(integrity)으로 세 가지

를 주장하였다. 이경호(2010)는 조직에 대한 신뢰의 구성요소와 상사에

대한 신뢰에 대해 논하며, 조직에 대한 신뢰의 구성 요소로는 조직의 공

정성, 조직이 구성원을 배려하는 정도, 조직의 개방성을 들었고, 상사에

대한 신뢰의 구성요소로는 상사의 능력, 성실성, 일관성을 들었다.

Covey(2017)는 신뢰의 구성요소로 성실성, 의도, 능력, 성과를 들었다.

<표4> 신뢰의 구성요소

3) 신뢰의 유형분류

다음으로 신뢰의 유형분류와 관련해서도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양하다.

먼저 Luhmann(1979)은 신뢰의 대상에 따라 인적 신뢰와 시스템 신뢰로

구분하였는데, 인적 신뢰란 사람에 대한 신뢰를, 시스템 신뢰란 특정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리라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위 신뢰의

구성요소를 떠올려보았을 때, 일관성, 배려 등의 요소와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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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hmann; 1979, 이재운, 2017).

Zucker(1986)는 신뢰를 형성 기반에 따라, 신뢰 당사자 간 상호작용

결과로 축적된 정보와 평판이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 기반 신뢰, 가족이

나 동일한 교육 배경처럼 신뢰 당사자 간 특성이 유사하여 형성되는 특

성 기반 신뢰, 공식적인 제도에 의해서 형성되는 제도 기반 신뢰로 구분

하였다(Zucker; 1986, 이재운; 2017).

Lewicki와 Bunker(1996)는 신뢰 형성 단계에 따라, 계산 기반 신뢰,

지식 기반 신뢰, 동일시 기반 신뢰로 구분하였다(최재욱, 2013). 계산 기

반 신뢰란 약속 미이행시 당할 처벌이나 제재를 계산하고, 신뢰를 유지

하면 얻는 보상을 고려해 형성된 신뢰이다. 지식 기반 신뢰는 예측 가능

한 정보나 지식을 바탕으로 피신뢰자에게 형성되는 신뢰이다. 동일시 기

반 신뢰란 자신과 동일시하는 신뢰 대상을 믿고 자신의 대리인으로 생각

하여 형성되는 신뢰이다. 이들에 의하면 신뢰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처음

의 계산 기반 신뢰를 거쳐 지식 기반 신뢰로, 그 후 동일시 기반 신뢰로

발전한다고 주장하였다(Lewicki & Bunker; 1996, 이재운; 2017). 여기서

계산 기반 신뢰와 지식 기반 신뢰는 Kishimi(2015)가 언급한 3가지 신뢰

의 개념인 1) 아무런 조건없이 다른 사람을 믿는 것, 2) 그 사람이 가진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믿는 것, 3) 그 사람을 믿는 나를 믿는

것‘과 대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성익(2011)은 신뢰의 대상이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 신뢰를 인적

신뢰와 비인적 신뢰로 구분하고, 비인적 신뢰는 신뢰 대상이 의도를 지

닌 행위 주체인 제도적 신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시스템 신뢰로 구분

하였다(안성익; 2011, 이재운; 2017).

Fukuyama(1995)는 사회적 신뢰를 들었는데, 이 사회적 신뢰는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개인과 단체생활, 공공활동에 있

어서의 행태, 태도, 성향에 기초가 되는 통합된 개념이다(Fukuyama;

1995, Putnam; 1995; 박희봉, 이희창, 조연상; 2003, 김남정; 2017).

Fukuyama(1995)는 관계의 범위에 따라 신뢰를 구분하며 관계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신뢰도는 낮아진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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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신뢰의 유형

Luhman(1979) 인적 신뢰, 시스템 신뢰

Zucker(1986) 과정 기반 신뢰, 특성 기반 신뢰, 제도 기반 신뢰

Lewicki &

Bunker(1996)
계산 기반 신뢰, 지식 기반 신뢰, 동일시 기반 신뢰

안성익(2011) 인적 신뢰, 제도적 신뢰, 시스템 신뢰

이수인(2010) 대인신뢰, 제도신뢰

Uslaner(1999) 일반신뢰, 특정신뢰

<표5> 신뢰의 유형분류

이렇듯 신뢰에 대한 유형분류에서도 학자마다 의견이 다양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들에서 주장된 바를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 신

뢰는 사람에 대한 신뢰와 제도에 대한 신뢰로 나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신뢰를 분류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구분

에 따르면 크게 대인신뢰와 제도(기관)신뢰로 나눌 수 있다(이수인,

2010; 강민성, 2015). 여기서는 전자인 사람에 대한 신뢰인 대인신뢰와

후자인 제도에 대한 신뢰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학자

들이 신뢰를 어떻게 분류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사람에 대한 신뢰라고 할 수 있는 대인신뢰는 불특정 다수에 대

한 신뢰인 일반신뢰(generalized trust)와 특정한 사람에 대한 신뢰인 특

정신뢰(particular trust)로 구분된다(Uslaner, 1999; Levi, 1998; Petit,

1998; 박통희, 2004; 강민성, 2015). 사람에 대한 신뢰인 대인신뢰를 신뢰

의 범위에 따라 일반신뢰와 특정신뢰로 분리시켜야할 필요에 대해 박희

봉 외(2003)는 “우리나라와 같이 사적 신뢰를 중시하는 문화에 있어서

친한 사람에 대한 신뢰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일반인에 대한 신뢰는 다



- 30 -

르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박종민 외(2006)에 따르면 일반

신뢰는 합리적 계산에 기초하지 않으며 잘 모르는 일반 사람들의 선의에

대한 믿음, 즉 일반화된 상호성의 규범에 기초한 신뢰이다.

Newton(1999)에 따르면 일반신뢰는 잘 알지 못하는 타자가 선, 정직성,

상호성과 같은 인격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믿는 사회 구성원들의 동료시

민들에 대한 긍정적 평가 태도라고 하였다. Carl & Billari(2014)는 일반

신뢰를 타 사회구성원에 대한 신뢰라고 하였다. 이에 반해 특정한 사람

에 대한 신뢰인 특정신뢰는 박동희(2006)에 의하면 하나의 특별한 관계

에 있는 사람 또는 집단에 대한 신뢰와 개인적 연계가 있는 사람들에 대

한 신뢰를 뜻한다.

후자인 제도신뢰는 박병진(2007)에 의하면 한 사회의 기본적 게임의

규칙에 대해 공유된 신뢰로서 제도화된 질서의 정당성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 내 제도나 규범, 더 나아가서는 체제 자체에 대한 신뢰를 말한다.

제도신뢰는 정치적 신뢰, 정부 신뢰, 정치제도 신뢰 등으로 나타내어진다

(강민성, 2015). 먼저, 정부신뢰는 이승종(2010)에 의하면 정부에 대하여

국민이 갖는 긍정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박천오·박경효(2001)는 정부신

뢰를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가 국민이 원하는 바를 추구하려는 의지와 추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이라 하였고, 손호중·채원호(2005)는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국민이 정부의 행동에 대하여 취하는 긍정적인 기

대나 심리적 지지라고 하였다. Miller(1974)는 정부신뢰를 정부가 시민들

의 기대에 부응하여 잘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패널데이터를 통해 “일반적으로 볼 때, 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한국복지패널조사, 2015)라는 질문

을 통해 측정한 신뢰는 대인신뢰 중에서도 일반신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사용되는 일반신뢰에 대

한 문항 또한 Carl & Billari(2014)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볼 때, 대부분

의 사람들을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을 대할 때 있

어 너무 조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Generally speaking

would you say that most people can be trusted or that you can’t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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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일반신뢰의 정의

Uslaner(1999) 불특정 다수에 대한 신뢰

Newton(1999)

잘 알지 못하는 타자가 선, 정직성, 상호성과 같은 인

격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믿는 사회 구성원들의 동료

시민들에 대한 긍정적 평가 태도

박종민 외

(2006)

합리적 계산에 기초하지 않으며 잘 모르는 일반사람

들의 선의에 대한 믿음, 일반화된 상호성의 규범에

기초한 신뢰

Carl &

Billari(2014)
타 사회 구성원에 대한 신뢰

Hirschey 외

(2009)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을만하며 악의없는 의도를 가지

고 있다는 믿음

Oleinik(2014)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에 대한

신뢰

too careful in dealing with people?)”라는 질문이 사용된다고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사회의 개인주의와 경쟁문화, 그리고 고립되는

청년들과 그들의 좁아지는 인간관계라는 환경적 맥락을 배경으로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보고자 하므로, 사람에 대한 신뢰인 대인신뢰 중에서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반신뢰의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표6> 일반신뢰의 개념정의

4) 신뢰와 삶의 질

신뢰는 여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ardin(2001)은 일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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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가 사회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유익한 관계를 자주 맺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고, 이 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에 적극적이고, 참여적이며, 관

용적이고, 개인의 자유권·기본권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게 한다고 하며

이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자유로운 의사발언 등을 포함한다고 하

였다. 이와 관련하여 Uslaner(2002)는 일반신뢰가 시민 개인들로 하여금

사회 내에서 배심원의 의무를 행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신뢰의 역

할은 사회를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해주는 측면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Adler(2014)는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 욕구를 소속감이라

고 보았으며, 이 소속감을 얻기 위해서는 타인을 신뢰하여야 한다고 보

았다. 즉 신뢰가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 욕구인 소속감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본 것이다. Hamamura 외

(2016)는 일반신뢰가 신체의 건강과 행복에 긍정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

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일반신뢰와 신체건강·행복의 정(+)의 상관관계는

개발도상국 시민보다 선진국 시민들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Mikucka

외(2017) 또한 사회신뢰가 경제적 수입의 사회적 불균형과 주관적 복지

감의 부(-)의 관계를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Schneider 외

(2011)는 신뢰가 불안감, 걱정 등을 느끼는 것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기능을 통해 건강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요인을 줄인다고 하였다.

Christian(2007)은 미국의 인구주택 총 조사 자료를 통해 패널분석을 함

으로써 사회적 신뢰와 행복감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

며, 김준환(2006)은 신뢰를 포함하는 사회적 자본은 사회구성원 간 상호

관계를 촉진하여 개인의 행복감과 삶의 질을 증진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이동진 유병희(2011)의 연구는 행복감과 대체가능한 삶의 질에 사회적

신뢰가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하미옥 김장락 정백근 강윤식 박기수

(2013)는 사회적 자본을 사회적 참여와 신뢰 두 가지 변수를 통해 설정

하고 이들이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에 관해 갖는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들에 따르면 사회적 참여와 신뢰는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한다.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를 행복도와 역의 관계

가 있는 것으로 상정한다면 사회적 참여와 신뢰는 행복도와 양의 상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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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서 관용과

삶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를 봄에 있어 정명은 김미현 장용석(2014)은 8

년여 간의 서울서베이 자료를 통해 측정한 개인의 행복 수준과 관용과

신뢰로 구성된 지역의 사회자본 수준 간에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

이고 있다. 또한 이 세 지표 간의 상관성이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보인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신뢰가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포함하여, 주관적 복지감과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정(+)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봄으로써 신뢰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신뢰와 삶의 질의 긍정적인 영향관계에 대한 가정

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6. 사회적 자본으로서 일반화된 호혜성

1) 호혜성의 개념

사회적 자본을 연구하는 대다수 학자들에 의해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

소로 꼽히는 호혜성 및 일반화된 호혜성(generalized reciprocity)은 도움

을 받은 사람이 도움을 준 당사자가 아닌, 같은 사회에 속한 제3자에게

도움을 돌려주는 것으로 시간적, 장기적, 관계적으로 보았을 때 간접적으

로 보상이 되돌아오는 상황을 말한다. 본래 호혜성의 규범(norms of

reciprocity)이란 무언가를 받으면 그것을 준 사람에게 그만큼을 돌려주

어야 한다는 사회의 일반적 규범을 일컫는다. 도움을 받은 사람이 도움

을 준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되갚는 것을 뜻하는 호혜성의 규범에 비해,

일반화된 호혜성은 도움을 받은 사람이 꼭 도움을 준 그 사람에게 갚지

않더라도, 그러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제3자에게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듯 일반화된 호혜성은 당사자들만의 교환 관계가 아닌, 집단 전체

로 교환이 일반화되는 규범이 작동하는 모습을 일컫는다. 이러한 일반화

된 호혜성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두터운 상호 신뢰가 공유된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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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집단에서 나타나는 규범으로 집단의 집합적 자산으로서의 사회적 자

본을 형성하는 핵심이 된다(장충권, 2005).

호혜성의 분류와 관련하여 Putnam(1995)의 경우 호혜성을 균형적

(balanced, specific) 호혜성과 일반화된(generalized, diffuse) 호혜성으로

나누었다. Sahlins(1972)는 이해관계의 방향성, 예상된 보답의 즉각성, 예

상된 보답의 등가성이라는 세 분석적 차원을 통해 호혜성 개념을 일반화

된 호혜성(generalized reciprocity), 균형잡힌 호혜성(balanced

reciprocity), 부정적 호혜성(negative reciprocity)으로 정교화하였다. 일

반화된 호혜성에서 부정적 호혜성으로 감에 따라, 이익 혹은 도움 등의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행위의 폭이 점차 작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첫째, 일반화된 호혜성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의 수여자를 제3자를 포함하여 그러한 행위의 조건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균형잡힌 호혜성은 일반화된 호혜성에 비해 교

환이 등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반면 셋째, 부정적 호혜성은 상호적

교환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부정적 호혜성은 호혜성의 규범이 없는 것

과 같다.

반면 Gouldner(1960)는 호혜성을 3가지 종류로 나누었다. 첫째는 경제

적 교환양식의 호혜성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교환하는 상호 만족적인 교

환양식으로서의 호혜성을 말한다. 둘째는 지위상 의무로서의 호혜성으로,

지위(역할)상 상호 관련된 의무로서의 호혜성을 말하며, 셋째는 일반화된

규범적 의무로서의 호혜성을 들었다. 둘째 지위상 의무로서의 호혜성은

사회적으로 표준화된 역할규범에 따라 역할 당사자들에게 부과된 의무이

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식 혹은 부부사이의 상호의무로서의 호혜성 따

위를 말한다(류태건, 2015). Gouldner(1960)의 일반화된 규범적 의무로서

의 호혜성은, 역할 당사자들 사이가 아니라, 과거 타인들이 나에게 행한

행위를 기초로 한 타인들에 대한 의무이며, 여기에서 보답의 정도는 받

은 혜택의 대략적인 등가성(rough equivalent)을 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Keohane(1986)은 호혜성을 구체적 호혜성(specific reciprocity)과

포괄적 호혜성(diffused reciprocity)으로 구분한다. 구체적 호혜성은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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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 사이에 교환의 시차(sequence)가 엄격히 정해진 상황에서 등가

물을 교환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포괄적 호혜성은 등가성의 규정이 덜

명확하고 교환의 시차가 덜 한정된 교환을 말한다. 이러한 교환관계에서

는 의무감이 중요하고, 보편적으로 수용된 행위기준을 준수할 것이 요구

된다(류태건, 2015).

2) 일반화된 호혜성과 삶의 질

일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호혜성에서 호혜성의 기본적 역할은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도록 돕는데 있다. 국가간의 비교에서 보았을 때, 사회적

안전망이 잘 구축된 북유럽 복지국가의 경우 행복지수가 상대적으로 높

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국가가 그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데

도 외면받고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지에 대해 적극적

으로 살피며, 사람들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아주 곤궁한 상황에 빠지

지 않도록 돕는 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의 중요함을 일

깨워준다. 실제로 행복지수가 높은 국가로 꼽히는 덴마크의 경우, 덴마크

인들은 국민들이 자신이 세금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공동체 구성원에게

도움을 주고, 자신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공동체의 도움으로 인

해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에 빠질 일은 없다는 생각에 안정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지위와 미래에 대한 불안정성과 불안감을

줄여, 덴마크가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기보다 복지정책과 같은

사회적 안전망,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 ‘불행한 사람이 적은 나라’라고 표

현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일반화된 호혜성은 이렇듯 사람들 사이의 협력을 창출하고 사회적 안

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된다. Putnam(1995)은 일반화된 호혜

성을 사회적 자본의 ‘시금석’으로 간주하고 이 규범이 통용되는 공동체에

서는 기회주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고 집합행동의 딜레마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일반화된 호혜성의 기능과 관련해서

Michael Taylor(1982)의 구절을 인용하여, “호혜성의 체계 내에서 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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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행동은 통상 단기적 이타주의와 장기적 자기 이익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나는 언젠가 당신이 나에게 도움

이 될 것이라는 막연하고 계산적이지 않은 기대감에서 지금 당신을 돕는

다. 호혜성은 단기적으로는 이타적인 일련의 행동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행동들이 모두 합쳐지면 일반적으로 모든 참여자를 더 좋아지게 만든

다.”라고 하였다.

Kishimi(2015)는 자기자신의 가치는 타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을

통해 느낄 수 있다고 하며, 나 자신을 좋아하겠다고 결심하기 위해서는

타자와의 관계를 쌓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Adler(2014)의 주장을 인

용하며, ‘내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때는 내 행동이 공동체에 유익할 때

이다. 아들러 심리학이 칭찬 대신 용기를 주라고 권하고, “고맙다”는 말

을 하라고 제안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나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라

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고 하며 공동체 구성원에게 내 자신이 도

움이 되는 것을 느낌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가치가 있다고 느끼게 되고

이를 통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일반화된 호혜성과 자아존중감, 일

반화된 호혜성과 삶의 질 간 정(+)의 인과관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그는

이렇듯 공헌감이 왜 중요한가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사람의 가치는 공헌

자체가 아니라 공헌감을 통해 얻게 되며, 꼭 실질적으로 누군가를 위해

공헌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존재가 타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Adler(2014) 또한 친구에게 받기만 하는게 아니라 친구에게 주고 공헌

하며, 자신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하며, 일반화된 호혜성이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에 있어 긍정적(+) 인과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종

합해 보았을 때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일반화된 호혜성과 삶의 질이 긍정

적 인과관계에 있다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호혜성의 개념 중에서도 일반화된 호혜성 개념을 이용하여 이것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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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회적 자본으로서 사회적 네트워크

1) 사회적 네트워크의 개념

네트워크 혹은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는 사회적 자본의 주

요 구성요소로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신뢰, 호혜성, 규범 등과

같은 요인들이 자리할 수 있게 된다. Putnam(1998)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족이나 친구, 이웃 등의 비공식적 네트워크와 직장 같은 공식적인 관

계의 네트워크로 정의하였다. Emirbayer & Goodwin(1994)은 사회적 네

트워크를 보다 큰 사회구조 내에서 행위자들을 연결시키는 특수한 내용

(의사소통관계, 권력관계, 정서적 관계, 교환관계)을 가진 사회적 관계들

의 여러 가지 가능한 집합체들 중의 하나라고 하였으며, Scott(2000)은

사회적 행위자들이 서로 맺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관계들이라고 정의하

였다.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 혹은 사회연결망(social

tie)은 신뢰와 호혜성에 의해 정(+)의 영향을 받으며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적 네트워크와 삶의 질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사회적 네트워크는 개인과 사회에게 유용하다는

주장들을 찾을 수 있었다. 사회학자 Claude Fisher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개인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점을 다음과 같이 간단히 언급한 바 있

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중요하다. 직장을 구하는 데

도 요긴한 경우가 종종 있지만, 도움을 받고 우정을 나누며 때로는 슬픔

과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누군가를 찾는데 훨씬 요긴하다.” Fisher는

위와 같은 말을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의 정보적 지지 기능과 정서적 지

지 기능을 설명함으로써 사회적 네트워크가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긍

정적 영향을 피력한 것이다.

Putnam(1995)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사회폭력, 교육, 취업, 경제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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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교

육과 관련하여 그는 서로 연계된 개인들의 존재가 청소년에게는 긍정적

모범의 역할을 하며 공동체 밖의 멘토, 역할모델, 교육적 후원자, 취업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에게 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관련하여 그는 통계적 뒷받침을 통해 사

회적 자본이 풍부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은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보다

잘 극복하고 질병과도 효과적으로 싸운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한다며, 사

회적 자본은 우리가 동네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우울증 치료제, 수면제,

위장약, 비타민 C를 포함한 약품의 대체품은 아니지만 치료보조제의 역

할을 한다고 하였다. 그는 관련선행연구들을 모으고 통합한 결과, 사회적

연계성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의 하나라는 결론

에 도달하였다. 우리가 공동체에 보다 밀접하게 통합되어 있을수록 감기,

심장마비, 뇌졸중, 암, 우울증에 걸리거나 어떤 형태로든 일찍 사망할 가

능성이 줄어든다. 실제로 그는 사회적 자본, 사회적 네트워크는 질병과

싸우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인간의 면역체계를 향상시키는 생리학적 촉

매장치로서 실제로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예방효과는 가족의

밀접한 유대, 친구 네트워크, 사회적 행사의 참여, 심지어는 종교적 활동

을 비롯한 그 외 시민적 활동에 간단히 가입만 해도 나타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Putnam, 1995). 여기서 그는 사회적 고립이 인간에 미치는 치

명적 영향을 설명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그는 고립되어왔던 동물은 덜

고립되었던 동물보다 동맥경화 발생률이 훨씬 높으며, 외로움은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면역력을 감퇴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킨다고 하였다.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대상으로 한 장기적 연구를 들며, 개인의 건강상태,

사회경제적 요소,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여부를 모두 고려한 이후에

도, 사회적 끈이 가장 적은 사람들은 심장병, 순환기 장애, 그리고 여성

에게는 암으로 사망할 위험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외에도 건

강쇠약과 낮은 사회적 네트워크 사이에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

장하였다. 또한 그는 고립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질병보다 사망에

더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질병보다 사망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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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자본과 한층 더 밀접한 연결 관계를 갖는다는 연구결과들은 일반적인

신체 저항력의 아주 근본적인 수준에서 이 효과가 작동한다고 그는 보았

다. 그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다른 특징들은 동일하지만 사회학적으로

단절된 사람들과 가족 친구 공동체와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을 서로 비교할 때, 전자는 후자에 비해 어떤 원인에서건 사망할 가능성

이 2배에서 5배 높다 하였다.

19세기 Durkeim은 그의 저서 <자살론>에서 자살이라는 자기 파괴는

개인적 비극이기도 하지만, 한 사회에서 자살률은 구성원이 사회에 어느

정도로 통합되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사회통합과 자살률

의 상관관계를 보여줌으로서, 사회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서 가치관의

충돌이 발생할 때 사람들은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자살률은 기혼자, 밀접하게 결합된 종교적 공동체, 국가적 통합의

시기에는 낮은 반면, 급격한 사회 변화가 사회 구조를 해체할 때 자살이

훨씬 자주 발생한다고 하였다. Putnam은 Durkeim의 연구결과를 두고

우리의 삶에 가장 심각한 방식으로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사회적 연계성

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Maslow(2005)는 5가지 기본 욕구를 바탕으로한 욕구계층이론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존중욕구, 자

아실현욕구로 이어진다. Maslow는 각 단계의 욕구가 순차적으로 유발됨

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행동을 작동시키는 동기를 설명하려 하

였다. 여기서 Maslow는 욕구가 다음 단계의 욕구로 넘어가는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충족되는 점을 설명하였다. 즉 한 단계의 욕구가 절대적으로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의 욕구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위계층의 욕구

가 어느정도 충족이 되면 다음 단계의 욕구가 발로된다는 것이다. 여기

서 사회적 네트워크는 Maslow 욕구충족모형의 3단계에 위치하고 있는

사회적 욕구(Social needs)와 관련됨을 확인할 수 있다. Maslow는 사회

적 욕구를 소속감과 애정(Belongness and love)으로 이뤄져 있다고 설명

하였다. 이러한 점을 살펴볼 때 사회적 네트워크가 사회적 욕구를 충족

시킴으로서 인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사회적 네트워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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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3단계 사회적 욕구의 충족은 4단계 자아존중요구를 발로시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아존중감을

높이는데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5단계인 자아

실현욕구로 이어짐으로, 삶의 질과 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Adler(2014) 또한 소속감을 인간의 가장 기본적 욕구로

보았다. 사회적 관계를 통해 공식적,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맺는 사회적

네트워크는 인간의 소속감을 충족시킴으로서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

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Alderfer(1972)의 경우 인간의 욕구를 욕구충족을 위한 행동이 얼마나

추상적인 가를 기준으로 존재(Existence), 관계(Relatedness), 성장

(Growth)의 순차적인 3단계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사회적 네트워크는 관

계욕구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사회적 네트워크가 관계욕구

를 충족시킴으로서 삶의 만족도와 성장욕구에 대한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진향·오미옥(2014)은 신뢰와 네트워크가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이 연구는 거제시 지역주민 422명

을 대상으로 한 조사원 일대일 면접 방식의 설문조사와, 이로 수집된 변

수의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장·단기적으로 구분하여 경제적인 요인

과 사회적 자본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로는 Bartolini·Sarracino(2014)의

연구가 있다. Bartolini·Sarracino(2014)는 사회적자본과 국내 총생산

(GDP)의 변화에 따른 행복감을 비교분석하여 두 변인이 다른 시간적 특

성으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멤버십의 변화(네트워

크)와 사회적 신뢰 지표를 사회적자본의 조작적 정의로 설정하였을 때,

단기적으로는 행복감과 삶 만족도에 미비한 영향을 주었으나 중장기적으

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을 확인하였다. 이와 반대로, GDP의 증가는

단기적으로 행복감과 삶 만족도를 증진시켰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그 영향

력이 점차 소멸되었다.

집단적 차원에서 보면 사회적 네트워크는 자발적으로 조직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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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각 집단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데, 사회적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의 본질적인 형태로서 집단 내에서

네트워크가 잘 형성될수록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해 협력할 가능성이 높아

진다. 상호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된 네트워크는 집단행동으로 초래

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사회에 긍

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파급효

과는 개인에게도 도달함으로써, 개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Putnam(1995)은 경험적 사실에 입각해서 보면

사회적 네트워크는 좋은 행동에 사람을 서로 끌어들이는 채널을 제공한

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다른 사람의 복지를 배려하도록

고무하는 호혜성의 규범을 길러낸다고 하였다. Putnam(1995)는 모든 종

류의 이타심은 사회적 참여와 지역 공동체 참여에 의해 장려된다고 하였

는데, 공동체 업무에 적극적인 미국인은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사람보다

헌혈할 가능성이 2배 더 높다고 하며, 사회적 네트워크의 참여가 이타적

태도 그 자체보다 자원봉사와 자선 행위의 강력한 예측 지표라고 주장하

였다. 그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보았을 때 다른 사회적 성격적 특성들

을 통제하고, 도움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도울 가능성이 보다 높

으며, 따라서 친절을 베푸는 단순한 행위는 물결처럼 파급효과를 만들어

낸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들이 서로에게 상호

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사회적 자본의

한 구성요소로서 사회적 네트워크와 삶의 질이 긍정적 인과관계에 있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8. 한국 청년실업에 있어 사회적 자본이 가지는 의의

현대 한국사회에서 이와 같은 사회적 자본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 살펴

봄에 있어서는 빈익빈 부익부와 같은 부의 양극화, 경쟁문화로 인한 개

인주의·배타주의,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이러한 현상들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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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들로 인한 폐해를 생각해볼 수 있다. 소수만이 살아남는 경쟁에서 승

리하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 실패자에게 삭막한 사회환경, 이들이 다시

제기할 수 있는 현실적 구제대책의 결여 및 이에 대한 대응성이 낮은 정

책은 이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 자본의 감소로 이끌 가능성이 높다. 취

업이 어려운 현실, 양극화, 개인주의, 과잉경쟁과 같은 요소들은 한국사

회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불안정성은 경쟁에서 뒤쳐지면 도

태되며, 취업 후에 일자리를 다시 잃게되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

으로 생계가 당장 막막해진다는 위기의식 등과 함께 사회에 대한 안정감

과 신뢰를 약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반면 복지수준과 그로 인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된 덴마크,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경우 한국과 달리 어떤 상황에 마주치더라도

경제적으로 곤궁해질 것이라는 걱정을 사람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

에 대한 안정감과 신뢰가 확실히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

다. 제4차 산업혁명이 다가옴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고 분배의 형평성

이 깨지면 각종 사회문제들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되는 상황에

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자본의 확충 및 유지가 사회의 안

정성과 사회통합을 위해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사회적 자본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흐름 속에 있는

현 한국사회에 있는 청년 미취업자의 사회적 자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본

다면, 청년 미취업자의 경우, 실업이라는 요인으로 인하여 같은 세대에

속한 청년 취업자에 비하여 사회적 자본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청

년 미취업자의 경우,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회·경제적으로 불안정하

며, 취업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정서적으로 여유가 없어져 가족과

친구, 이웃들과의 관계가 좁아지고 소원해져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우

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한국 사회는 청년 미취업자에 있

어 이러한 심리적·사회적 욕구의 결핍으로부터 취약하기 쉬운 구조를 가

지고 있다. 사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한 과잉경쟁, 개인주의, 배타

주의, 사회적 고립 등은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인 신뢰, 일반화된 호혜

성, 사회적 네트워크를 감소시켜 결국 청년 미취업자의 사회적 자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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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한국과 한국 청년 미취업자의 사회적 자본의

이러한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

된다고 할 수 있다.

9.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의 관계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여유진

(2015)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201

4)」의 자료를 통해 OECD 사회통합의 요소인 사회적 배제, 사회적 자

본, 사회이동 전망과 행복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첫째로 사회적 배제

와 행복 간의 관계를 보기 위하여 경제적 계층 및 일자리의 안정성과 행

복도의 관계를 탐색하였는데 소득분위(10분위)와 행복도 간, 일자리의 안

정성(정규직 여부)과 행복도 간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둘째로 사회적 자본과 행복 간의 관계를 보기 위하여 사회에 대한

전반적 신뢰도(10점 척도), 자원봉사 기부 경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

트워크의 존재 여부와 행복도 간의 관계를 측정하였는데 사회적 신뢰도

가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았고, 자원봉사와 기부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또한 행복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한다. 그는 셋째로

사회이동 전망과 행복 간의 관계를 보기 위해 지난 2년간의 생활수준 변

화 및 향후 2년간의 생활수준 변화 기대를 변수로 사용하여 향상 또는

향상을 기대하는 집단의 행복도가 타 집단에 비해 높음을 확인하였다.

여유진(2015)의 연구는 OECD 사회통합 요소와 관련하여 측정이 가능한

사회통합 변수를 도입하여 행복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

다. OECD(2001)에서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첫째, 개

인에서 배태되어 있는 기술, 지식, 건강 등 인적자원, 둘째, 집단 내 및

집단 간 협력을 촉진시키는 규범, 관계망 등의 사회적 자본, 셋째, 복리

에 영향을 주는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연결하는 정치적·제도적·법

적 장치, 넷째, 연령, 생활형태, 사회적 지위, 학습, 사회적 연결 범위 등

경제·사회적 배경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OECD, 2011; 장유미, 201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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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OECD의 발표 또한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 간 긍정적 인과관계를

제시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Putnam(1995)은 사회적 자본이 제공할 수 있는 정신적 물질적 순환효

과에 대해 설명함으로서 사회적 자본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피력하였다. 타인과의 대화 및 공감, 그리고 관계로부터 오는

안정감은 개인을 극단적인 사고에 매몰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며, 스트

레스로부터의 면역력을 높여준다. 사회적 유대가 감소했던 기간에 우울

증과 심지어는 자살 역시 증가했다는 점을 들며, 사회와의 연결성, 사회

적 자본이 개인에게 주는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로부터의 완충효과에 대해

설명하였다. 친한친구, 막역한 지인, 친한 이웃, 서로 돕는 동료 직원들이

있는 사람은 식사와 수면의 문제, 슬픔, 외로움, 자기 비하에 빠져들 가

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자본이 인적 자본을 쌓은 개인이 사

회에서 그를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연결되어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개인의 경제적 전망을 높이고 경제사회적으로 안정감을 형성하

는 것이다. 그는 통계적 연구들을 바탕으로 인간의 삶의 질에 가장 강력

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사회와의 연결됨이라고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하게 지지하였다.

종합해 보았을 때, 한국의 청년 미취업자는 취업을 위해 투여해야 하

는 노력과 시간, 그리고 심리적 압박감 등으로 인해, 친구관계가 소원해

지고, 사회관계의 폭이 좁아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물리적·심리적

네트워크와 포용의 폭이 줄어드는 양상은 개인주의 및 개인문화의 발달

및 경쟁문화, 그리고 사회변화와 함께 수반되는 가치관의 충돌과 그로

인한 혼란과도 관련이 깊다.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 신뢰, 그리고 일반

화된 호혜성의 감소는 청년 미취업자가 가지는 사회적 자본이 낮을 가능

성을 시사해주며, 사회적 자본의 제고가 사회변화와, 학생에서 취업자로

변환되는 전환기에 있는 청년 미취업자의 환경변화로 인한 혼란에 대한

대응력, 그리고 통합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

용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개인자신과 사회환경에 대

한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가치관과 시각을 가지게 하여 청년 개인의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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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본 연구는 가정한다. 그렇기 때문

에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청년 미취업자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서 사회적 자본을 독립변수로 두고 분석해보고자

한다.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의 긍정적 관계에 대한 위와 같은 이론적

토대와 선행연구의 결과에 기반하여 <가설 3>을 도출하였다.

<가설 3> 사회적 자본은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3-1. 신뢰는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3-2. 일반화된 호혜성은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3-3. 사회적 네트워크는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제 3 절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을 논함에 있어, 먼저 자아존중감에 대해 살펴보

고, 그 다음으로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살

펴볼 수 있을 것이다.

1. 자아존중감의 개념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1892년 William James에 의해 처음으로

“자신에 대한 가치, 즉 자신의 성취에 대한 과거의 예측과 비교했을 때

현재 자신의 성취수준”으로 정의되었다(Magill, Rodriguez, & Turner,

1996: 1497-1498; Kazdin, VandenBos, Frank-McNeil, Baroody, &

Forman, 2000: 214-215). Coopersmith(1967)를 위시하여 이후 많은 연구

자들에 의해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상이나 기준에 비교하

여 현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평가”로 정의되어 왔으며(Coopersmith,

1967; Damon & Hart, 1982; McCandless, 1970; Gilmore, 1974;

Hooyman & Kiyak, 2002: 183-184), “자신의 가치(self-wort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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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자아존중감의 정의

William James

(1892)

자신에 대한 가치, 즉 자신의 성취에 대한 과거의 예측과

비교했을 때 현재 자신의 성취수준

Coopersmith

(1967)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상이나 기준에 비교하여 현재 자신

의 정체성에 대한 평가

George

(1990)

자신의 가치(self-worth)에 대한 감정, 자신의 강점과 약점

을 인정하고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믿음

Rosenberg

(1965)
자신을 유능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

감정, 즉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정하고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

각하는 믿음”을 의미한다(George, 1990; George, 1998; Maddox et al.,

2001: 변호순, 2005). 자아존중감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한

Rosenberg와 Coopersmith의 선행연구를 보면, Rosenberg(1965)는 자아

존중감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로, 자신을 유능하고 가

치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으며, Coopersmith(1967)는

자신의 유능함, 중요성, 가치 등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 내린 평가라고 정의하였다. 인간의 5단계 기본욕구이론을

주장한 Maslow(1943)는 자아존중감을 자기 자신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존재라고 스스로 느끼는 감정이라고 하였다. 미국사

회사업가협회에서 간행한 사전은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이 가치 있다

고 인식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Barker, 2003). 이렇듯 자아존중감

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게

갖고 있는 태도에 대해, 자신이 내린 가치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높은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해 전반적으로 매우 호의적인 평가를 내

린 것을 의미하며, 낮은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평

가를 내린 것을 의미한다(Baumeister et al., 2003).

<표7> 자아존중감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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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smith

(1967)

자신의 유능함, 중요성, 가치 등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

적으로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 내린 평가

미국사회사업가

협회
개인이 자신이 가치있다고 인식하는 것

Baumeister

et al.(2003)

높은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해 전반적으로 매우

호의적인 평가를 내린 것을 의미하며, 낮은 자아존중감이

란 자기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를 내린 것

Maslow(1943)
자기 자신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존재

라고 스스로 느끼는 감정

2. 자아존중감과 청년 미취업자

그리고 Reasoner(1983)는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을 안정감, 자아감, 소

속감, 목적감, 능력감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 경우,

Reasoner(1983)가 제시하는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은 모두 내면적인 것

이라고 볼 수 있다(김영옥․김성회, 2013). 청년 미취업자의 경우 사회경

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며, 소속감이 결여된 상태로 Reasoner가 제시

한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인 안정감과 소속감이 낮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할 때, 청년 미취업자의 경우, 청년 취업자에 비해 자아존중감

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Maslow(1943)는 자아존중감을 내적 자아존중감과 외적 자아존중감으

로 나누어 말하고 있다. 외적 자아존중감은 타인이 자신을 소중하게 대

해 주는데서 형성되는 것으로, 명성, 존경, 지위, 평판, 위신 그리고 사회

적인 성공 등에 기초를 두며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며 나에게 어떻

게 반응하는가에 관련된 개념이고, 내적 자아존중감은 스스로가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자신이 가치있는 존재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

절히 대처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청년 미취업자의 경우,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적 자아존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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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을 가능성이 높고, 내적 자아존중감 또한 반복되는 취업실패와 좌

절, 그로 인한 좌괴감 등으로 인해 내적 자아존중감 또한 낮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 사회경제적 상황과 관련 이론적 논의들을 살펴보았을 때,

청년 미취업자는 청년 취업자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을 가능성이 높으

며, 이는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확인될 것이다.

3. 자아존중감의 영향요인으로서 사회적 자본

자아존중감과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Maddox 외

(2001)는 자아존중감과 상관관계를 가지는 변수들로 개인적 성취(교육수

준, 소득), 사회적 관계(가족, 친구), 사회적 역할과 참여, 건강수준 등을

들었다. Cohen & Wells(1985)는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영

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Joseph(1994)는 타인에 의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이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김주현·한경혜

(2001)는 자원봉사활동의 참여가 노인의 자아존중감 수준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자원봉사활동은 사회적 자본의 일

반화된 호혜성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일반화된 호혜성이 자아

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사한다.

Maslow(1943) 또한 5단계 욕구계층이론(Hierarchy of needs)에서 자

아존중감에 대한 욕구가 발로되는 영향요인으로서 사회적 욕구, 즉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사회적 자본의 역할에 대해 제시하였다. 그는 5단계

로 이루어진 인간의 욕구계층이론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생리적 욕구, 안

전 욕구, 사회적 욕구, 존중욕구, 자아실현욕구가 순차적으로 발로되는

것을 설명한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에 속하는 사회적 자본은 Maslow 욕

구충족모형의 3단계에 위치하고 있는 사회적 욕구(Social needs)와 관련

되며, Maslow(1943)은 이것이 우정, 친밀감, 가족 등을 통한 소속감과

애정(belongness and love)으로 이뤄져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점을

살펴볼 때 사회적 자본을 통한 3단계 사회적 욕구의 충족은 4단계 자아

존중요구(Esteem)를 발로시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하



- 49 -

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아존중감을 높이는데 긍정적(+) 역할을 한다

고 해석할 수 있다.

Alderfer(1972) 또한 인간의 욕구를 욕구충족을 위한 행동이 얼마나 추

상적인 가를 기준으로 존재(Existence), 관계(Relatedness), 성장(Growth)

의 순차적인 3단계로 분류한 그의 E.R.G. 이론에서 관계욕구

(Relatedness)의 충족이 자신에 대한 존경과 존중을 포함하고 더 나은

자신이 되고 싶은 욕구인 성장욕구(Growth)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들

의 동기를 촉진한다고 하며, 사회적 자본이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Adler(2014)와 그의 이론을 인용한 Kishimi(2015) 자기자신의 가치는

타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을 통해 느낄 수 있다고 하며, 나 자신을

좋아하겠다고 결심하기 위해서는 타자와의 관계를 쌓아야 한다고 하였

다. 이는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적 관계 등 사회적 자본이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형성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주장한 것이다. 그는 Adler(2014)의

주장을 인용하며, ‘내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때는 내 행동이 공동체에

유익할 때이다. Adler의 심리학이 칭찬 대신 용기를 주라고 권하고, “고

맙다”는 말을 하라고 제안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나 자신이 가치있

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고 하며 공동체 구성원에게

내 자신이 도움이 되는 것을 느낌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가치가 있다고

느끼게 되고 이를 통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일반화된 호혜성과 자

아존중감의 정(+)의 인과관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Kishimi는(2016)는 신

뢰의 또 다른 해석은 ‘타인을 믿는 자기자신을 믿는 것'이라고 하며, 타

인에 대한 신뢰와 자신에 대한 신뢰의 정(+)의 상관관계에 대해 주장하

며, 타인에 신뢰를 포함하는 개념인 사회적 자본과 나 자신에 대한 신뢰

를 포함하는 개념인 자아존중감 간의 정(+)의 상관관계를 제시하였다.

이렇듯 그는 사회적 자본의 요소인 일반화된 호혜성과 신뢰를 자아존중

감에 있어 중요한 형성요인으로 보았다.

Adler(2014) 또한 친구에게 받기만 하는게 아니라 친구에게 주고 공헌

하며, 자신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하며, 사회적 자본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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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인 일반화된 호혜성이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에 있어 긍정적(+) 인과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거듭 강조하는 말이지만, 자신을 좋아

하기 위해서는 타자와의 관계를 쌓아야합니다.’라고 하며, 자아존중감의

형성요인으로 사회적 관계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렇듯 Adler(2014) 또

한 자아존중감의 주요 형성요인으로써 사회적자본을 들었다.

Putnam(1995) 또한 친한 친구, 막역한 지인, 친한 이웃, 서로 돕는 동

료 직원들이 있는 사람은 식사와 수면의 문제, 슬픔, 외로움, 자기 비하

에 빠져들 가능성이 낮다고 하며, 사회적 관계를 자아존중감의 주요 긍

정적 영향요인으로 보았다.

종합해볼 때 자아존중감의 주요 영향요인 및 형성요인으로서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성, 신뢰를 포함하는 사회적 자본의 역할이 선행연구에서

중요히 다뤄졌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들은 인내와 끈기,

결의, 공감, 동정심, 성실함 같은 미덕과 내면의 힘을 갖추고 있다. 이러

한 요소들은 사회적 네트워크와 일반화된 호혜성, 신뢰를 통해 서로를

통해 관찰되고 재확인될 수 있다. 반대로 이와 같은 사회적 자본이 결여

될 경우, 자기비판으로 부족감이나 회의를 느끼는 것을 막아줄 장치 또

한 결여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자아존중감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

다. 다시 말해 타인을 신뢰하고, 타인과 소통하고, 타인과 무언가를 베풀

고 나누는 것은 자기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무언가

친절을 베푸는, 즉 자기자신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과도 연관이 된

다. 친구를 배려하기, 친절하게 말하기, 너그러워지기와 같은 긍정적인

경험은 온정을 베풀 수 있는 기회와 같고, 타인에 대한 배려는 자기자신

에 대한 배려로 이어진다. 이는 실제로 선행연구를 통해, 돈을 혼자 간직

하고 있기보다는 기부를 할 때 뇌의 보상 센터가 더욱 활성화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사회적 자본이 자아존중감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가설 4>를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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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자아존중감의 영향요인

Maslow(1943) 사회적 욕구(Social needs)의 충족

Alderfer(1972) 관계 욕구(Relatedness)의 충족

Cohen & Wells(1985) 사회적 지지

Joseph(1994) 타인에 의한 무조건적인 사랑 & 수용

Putnam(1995) 사회적 관계

Maddox(2001)
사회적관계, 사회적 역할과 참여, 개인적 성취,

건강수준

Adler(2014) 일반화된 호혜성, 공헌감, 사회적 관계

Kishimi(2015) 일반화된 호혜성, 공헌감, 신뢰

김주현·한경혜(2001) 자원봉사활동의 참여

<가설 4> 사회적 자본은 자아존중감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4-1. 신뢰는 자아존중감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4-2. 일반화된 호혜성은 자아존중감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4-3. 사회적 네트워크는 자아존중감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표8> 자아존중감의 영향요인

4.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의 관계

다음으로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

면,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정신보건, 행복감, 학업에 대한 성

취, 직무에 대한 만족,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삶의 질과도 밀접하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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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 동안의 여러 선행 연구에서는 자아존

중감을 인간의 적응과 정신건강보건에 직접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Hills, Francis & Jennings, 2011; 곽현근, 2008;

이자영 외, 2009). Baumeister 외(2009)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

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보다 불안을 더 느끼고 대인관계가 좋지 않다고 하

였다. 곽현근(2008)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자신과 다른 사람

을 수용하고, 주위의 환경이나 사회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소속감을

가지고, 성취감이 높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

으며, 최해림(1999)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를 거부하고 자기를 멸시하고 살 능력이나 살 가치가 없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대식 외(2010)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

은 자신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의 피드백을 반성적으

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Co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활동적이고 성공적이며 적극적이며, 비판에 크게 당황하거

나 흔들리지 않는다 하였고, Laible(2004)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과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Rosenberg(1965)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

으로 지각하며, 사회적 고립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Baumeister 외(2003)는 자아존중감이 개인의 정서, 행동, 인지과

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

하면 개인에게 심리적 문제나 정서적 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며, 그러므

로 자아존중감은 적응하는 능력,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 자신에 대한

신뢰, 성취하는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또한

Baumeister 외(2003)은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 긴장을 유발하는 정도,

자신에 대한 태도,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Baumeister, Campbell, Krueger & Vohs, 2003; Ciarrochi, Heaven &

Fiona, 2007; 이자영 외, 2009). Maslow(1943)의 경우, 자아존중감을 인

간의 욕구 5단계 이론에서,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자아존

중 욕구, 자아실현 욕구의 순차적 5단계 욕구에 속한다고 보았으며,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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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 욕구가 사회적 욕구의 실현에 정(+)의 영향을 받으며, 자아실현 욕

구에 정(+)의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아,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이 외에도 많은 심리학자들은 신경증과 부적응의 문제에

낮은 자아존중감이 기저한다고 보고 있으며, 연구 결과 취약한 자아존중

감은 우울증의 발병, 유지, 재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

다(Beck, 1967; Brown & Harris, 1978). Brown & Mankowski(1993)는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닌 사람과 낮은 자아존중감을 지닌 사람은 긍정적

인 사건에는 유사하게 반응하지만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다르게 반

응하였음을 보고하였고, Campell, Chew, & Scratchley(1991)의 연구에서

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에 비해 일상적 사건을 더 부정

적으로 평가하고 스트레스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아 더 많이 우울해진다

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보았을 때, 취업준비를 하는 생활 속에서 인간관계의

단절 및 그 범위의 축소로 인해 소외 및 고립되기 쉬운 청년 미취업자의

경우, 반복되는 취업실패,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

한 위축감으로 인해 청년 취업자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을 가능성이 상

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낮은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기자

신의 유능함, 중요성, 가치 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함으로서

(Coopersmith, 1967) 진로계획과 실행을 포함한 취업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부정적인 사건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Brown

& Mankowski, 1993),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Campell, Chew,

& Scratchley, 1991)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학

생에서 직장인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있는 개인의 삶의 질이 낮을 경

우, 과도기를 겪는데 필요한 에너지 및 생활의 주도적 관리에 있어 방향

성을 잃고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취업이라는 청년 개인의

하나의 자아실현을 위해서도 삶의 질을 파악하는데 자아존중감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사료된다. 이렇듯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

았을 때,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들의 흐

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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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가설 5>와 <가설 6>을 도출하였다.

<가설 5> 자아존중감은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6>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 간 정(+)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

할 것이다.

6-1. 신뢰와 삶의 질 간 정(+)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할 것이다.

6-2. 일반화된 호혜성과 삶의 질 간 정(+)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

할 것이다.

6-3. 사회적 네트워크와 삶의 질 간 정(+)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

할 것이다.

제 4 절 청년 미취업자와 삶의 질

Graham(2011)은 행복에 대한 기존연구들을 모아 정리한 저서 ‘The

pursuit of happiness’에서 삶의 질과 유사한 행복의 요인변수에 대해 정

리하였다. 행복이 충족되기 위한 조건들은 전세계적으로 비슷한 패턴을

띄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첫째, 안정적인 결혼, 둘째, 건강함, 셋째 충

분하고 너무 높지 않은 소득이다. 이와 상반되는 조건은 곧 불행의 중첩

된 조건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첫째, 실업, 둘째, 이혼, 셋째, 경제적

불안정성이다. 청년 미취업자의 경우, 미취업의 상태로 인하여 불행의 첫

번째 요인변수인 실업과 세 번째 요인변수인 경제의 불안정성에 해당되

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였기에 미혼이거나 결혼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아 위 세 가지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Oswald(1997) 또한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실업과 행복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실업상태일수록 행복도가 낮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행복에 대한 이 세 가지 요인들과 함께, 행복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으로 Graham(2011)은 나이와 사회적·경제적 불안정성을 들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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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먼저, 나이와 행복도는 통계적으로 U자형 관계 형태를 띈다는 것이

다. 비교적 인생의 중반기에 있다고 볼 수 있는 30대 청년과 중년의 사

람들이 경우, 행복도가 상대적으로 타 연령대에 비해 낮다는 것인다. 이

에 대해서는 Blanchflower와 Oswald(2004)도 미국의 사회총조사(General

Social Survey) 자료와 영국의 유럽지표조사(Eurobarmeter Survey

Series) 자료를 이용하여 각 나라별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순

위 로짓 모형(Ordered logi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나이가 증

가함에 따라 행복도가 감소하였다가 일정시점이 되면 다시 증가하는 U

자 형태를 보이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사회적·경제적 불안정성 또한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청년 미취업자의 경우, 경제적으로 그리

고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는 청년미취업자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함의를 준다.

이러한 면에서 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 살펴보려는 청년 미취업자의

삶의 질은 기존에 진행된 행복요인연구와 비교하여 볼 때, 선행연구에서

발견된 이론적 토대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선행연구에서 삶의

질에 있어 이러한 경제적이고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에 의한 영향이 검증

되었다면, 여기에 사회적 자본, 자아존중감과 같은 삶의 질에 대한 심리

적 요인과 욕구이론에 대한 연결성을 추가할 수 있는 함의를 갖는다. 이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행해진 사회적 자본과 자아

존중감 각각이 행복 및 삶의 질에 대해 미치는 개별적 효과를 살펴본 것

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회적 자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형성요인의 역할에 대해 규명

하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발견을 토대로 현재 한국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이자 국정과제인 청년실업문제와 사회통합에 대한 정책

적 제언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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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청년 미취업자의 사회적 자본은 청년 취업자의 사회적 자본과 유의

미한 차이를 가질 것이다.

1-1. 청년 미취업자의 신뢰는 청년 취업자의 신뢰와 유의미한 차이를 가질 것

이다.

1-2. 청년 미취업자의 일반화된 호혜성은 청년 취업자의 일반화된 호혜성과

유의미한 차이를 가질 것이다.

1-3. 청년 미취업자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청년 취업자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유의미한 차이를 가질 것이다.

<가설 2> 청년 미취업자의 자아존중감은 청년 취업자의 자아존중감과 유의미

한 차이를 가질 것이다.

<가설 3> 사회적 자본은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3-1. 신뢰는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3-2. 일반화된 호혜성은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3-3. 사회적 네트워크는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4> 사회적 자본은 자아존중감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4-1. 신뢰는 자아존중감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4-2. 일반화된 호혜성은 자아존중감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4-3. 사회적 네트워크는 자아존중감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5> 자아존중감은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6>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 간의 정(+)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할

것이다.

6-1. 신뢰와 삶의 질 간의 정(+)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할 것이다.

6-2. 일반화된 호혜성과 삶의 질 간의 정(+)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할

것이다.

6-3. 사회적 네트워크와 삶의 질 간의 정(+)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할

것이다.

<표9>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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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아래는 사회적 자본·자아존중감이 청년 미취업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고자 하는 본 논문의 가설들을 정리한 분석의 틀이다. 독

립변수로 신뢰, 일반화된 호혜성, 사회적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사회적 자

본을 두었고, 매개변수로는 자아존중감을 두었으며, 종속변수는 삶의 질

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은 독립변수인 사회적 자

본으로부터 정(+)의 영향을 받으며, 종속변수인 삶의 질에 정(+)의 영향

을 준다고 보았다.

<표10> 분석의 틀

독립변수 : 사회적 자본 종속변수 : 삶의 질

신뢰 Ÿ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는지 여부

Ÿ 건강만족도
Ÿ 여가생활만족도
Ÿ 전반적 생활만족도
Ÿ "비교적 잘 

지냈다“
 
Ÿ “큰 불만없이 

생활했다“ 

일반화된 
호혜성

Ÿ 필요시 지역사회 사람들에 도움을 줄 의향
Ÿ 비선호시설 입지에 대한 관용도

사회적 
네트워크

Ÿ 가족관계 만족도
Ÿ 사회적친분관계 만족도

통제변수 : 인구사회학적 특징
성별 Ÿ 더미변수
연령 Ÿ 만 19세 ~ 만 38세

교육수준 Ÿ 무학 ~ 대학원(박사)
건강상태 Ÿ 건강이 아주 안 좋다 ~ 아주 건강하다
종교뮤무 Ÿ 더미변수

⇩
매개변수 : 자아존중감

자아
존중감

Ÿ Rosenberg(1965) 자아존중감 척도에 기초
한 1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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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연구모형

제 1 절 연구방법

1.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

복지연구소가 빈곤층, 근로빈곤층, 차상위층의 규모와 복지실태 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문조사하여 구축

된 10차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전국적인 대표성을 지닌 종단조사이며, 2006년도를 1

차년도로 하여 매년 실시되는 종단자료로서 빈곤층 및 차상위층의 가구

형태, 소득수준, 취업상태 등의 실태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지

원과 정책효과성 평가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

활용한 10차 조사는 2015년 1월에 조사를 시작하여 상반기에 완료되었

고, 지역별, 계층형태를 정렬 변수로 활용하여 비례배정에 따라 확률비례

추출법으로 층별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층화작업을 한 뒤 랜덤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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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본 연구에서 쓰인 취업여부, 건강상

태, 신뢰, 일반화된 호혜성 등의 문항들은 설문조사 문항 당시 사용되고

기록되어 있는 2014 12월을 기준으로 하였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중심이 되는 연구대상집단은 청년 미취업자이다. 일반적으

로 청년실업은 주로 15세에서 29세 또는 34세 사이 청년세대의 실업을

의미하지만, 한국의 경우, 정규교육을 받고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가족과

부모로부터 독립하기까지 걸리는 시간간격이 최근들어 과거에 비해 현격

히 길어짐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성인으로 인정되는 만 19세에

서부터 만 38세까지로 연구에서 사용될 ‘청년층’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하여, 20대와 30대 연령층 사람들의 데이터를 사용하려 한다. 이와 관련

하여 일본에서도 역시 청년실업자의 대상 범위를 이전의 20대에 한정하

는 것에서 최근 30대를 포괄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 연구

들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젊은층을 정의하는 이유는 고학력화와 더불어

일본에서 취업, 결혼, 출산 등 중요한 성인기 이행 시점이 과거에 비해

점차 늦어져 30대의 생물학적 연령은 높지만 사회경제적 연령은 20대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김기헌, 2013). 또한 현재 공공기관 취

업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만 34세 미만 청년층에 대한 취업우대정책이,

청년 실업률이 만성화된지 오래된 현 시점에서 이는 30대 중후반의 많은

미취업자집단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반대의견이 제기되는 등, 이로 인해

정책의 테두리 속에서 소외되는 집단이 생겨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청년 임대주택 정책의 대상연령

층이 만 19세 이상 만 39살 이하의 월소득 391만원 이하 집단을 대성으

로 하고 있다는 점 또한 이러한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본 연구에서 반영할 함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

는 ‘청년층’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20대와 30대를 포괄하는 집단으로 하

였다. 즉, 연구에서 사용할 데이터인 한국복지패널 10차 원자료에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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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 중, 연령대는 만 19세에서 38세 사이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였

다.

다음으로 미취업자인 점을 보기 위해, 한국복지패널 10차 원자료에 있

는, 2014년 12월 31일의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근로자’, ‘자영업·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근로능력있는 미취업자‘와 ‘근로능력없는 미

취업자’를 대상으로 샘플을 추출하였다. 여기서 ’근로능력 있는 미취업자

‘란 201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4주 동안 구직활동한 실업자, 근로무능

력의 사유가 아닌 가사, 학업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자

로 근로능력은 있으나 근로를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를 말한다(한국

보건사회연구원, 2015). 이러한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8세 이하의

집단 중 취업자와 미취업자를 구분하여, <가설1>과 <가설2>의 청년 취

업자 집단과 청년 미취업자 집단 간 사회적 자본과 자아존중감의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 검증에 활용하였다.

3. 독립변수, 매개변수 및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삶의 질이며,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인지적

삶의 만족감에 상응하는 지표들을 사용하여, 한국복지패널 10차 원자료

의 5점 척도로 된 ‘전반적 생활 만족도’, ‘건강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

문항과 4점 척도로 된 ‘비교적 잘 지냈다’, ‘큰 불만없이 생활했다’라는

문항을 합산한 후 표준화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는 사회적 자본이며, 독립변수인 사회적 자본의

하위변수로는 선행연구검토를 토대로 신뢰, 일반화된 호혜성, 사회적 네

트워크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고, 한국복지패널 내에 있는 이에 대한 질

문을 토대로 변수를 정리하였다. 신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사

람들을 믿을 수 있는지’ 여부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 만하다‘, ’매우

조심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의 응답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 만하

다‘ 응답을 제외한 나머지 두 응답을 부정으로 처리하여, 더미변수화하여

사용하였으며, 일반화된 호혜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필요시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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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 도움을 줄 의향‘, ’비선호시설 입지에 대한 관용도‘를 ’전혀 그

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로 나뉜 5점척도로 구성된 문항들을 합산한 후 표준화하여 사용하였다.

사회적 네트워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만족도와 사회적친분관

계만족도에 대한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

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척도 문항을 합산한 후 표준화하여 사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 매개변수는 자아존중감이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선행연구

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

(Self-Esteem Scale; SES) 총 10문항에 기반하여 작성된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4점 척도 질문으로 된,

한국복지패널 10차 원자료 내 10문항을 활용하였다.

<표11> 자아존중감 측정문항(Self-Esteem Scale; SES)

항목 변수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대체로 그렇지 않다

2. 보통이다

3. 대체로 그렇다

4. 항상 그렇다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6.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7.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8.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9.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10. 나는 내가 때때로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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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과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인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변수들을 통제하였다. 통제변수로는 개인적 특성 및 인

구사회학적 요인을 고려하였다. 여기에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

태, 종교유무를 사용하였다. 성별은 남성은 ‘1’로 여성은 ‘0’으로 더미변수

처리하였고, 교육수준은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교’, ‘대학교’, ‘대학원석사’, ‘대학원박사’로 구분하였으며, 건강상태는 5점

척도의 ‘2014년 12월 31일 기준 건강상태’를 묻는 주관적건강상태 문항을

역코딩하여 ‘건강이 아주 안 좋다=1’,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2’, ‘보통이

다=3’, ‘건강한 편이다=4’, ‘’, 아주 건강하다=5’로 처리하여 사용하였다.

종교유무는 종교가 있는 경우는 ‘1’, 종교가 없는 경우는 ‘0’으로 더미변

수 처리하였다.

5.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사회적

자본, 자아존중감, 삶의 질, 개인적 특성을 측정한 변수들을 활용하여 영

향관계를 분석하려한다. 이는 다음과 같다.



- 63 -

<표12> 측정도구의 구성 내용

변수 측정 변수 설명 척도

종

속

변

수

삶의 질

건강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1. 매우 불만족 / 2. 대체로

불만족 / 3. 그저 그렇다 / 4.

대체로 만족 / 5. 매우 만족

5점

척도

“비교적 잘 지냈다“

"큰 불만없이 생활했다“

1. 극히 드물다 / 2. 가끔 있

었다 / 3. 종종 있었다 / 4.

대부분 그랬다

4점

척도

독

립

변

수

사

회

적

자

본

신뢰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는지 여부(더미변수화)
0. 안 믿음 / 1. 믿음

더미

변수

일반화된

호혜성

필요시 지역사회 사람들에

도움을 줄 의향, 비선호시

설 입지에 대한 관용도

1. 전혀 그렇지 않다 / 2. 별

로 그렇지 않다 / 3. 보통이다

/ 4. 대체로 그렇다 / 5. 매우

그렇다

5점

척도

사회적

네트워크

가족관계 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1. 매우 불만족 / 2. 대체로

불만족 / 3. 그저 그렇다 / 4.

대체로 만족 / 5. 매우 만족

5점

척도

매

개

변

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10문항)

1. 대체로 그렇지 않다 / 2.

보통이다 / 3. 대체로 그렇다

/ 4. 항상 그렇다

4점

척도

통

제

변

수

개

인

적

특

성

인구

사회학적

요인

성별 0.여 / 1.남
더미

변수

나이
연속

변수

교육수준

1. 무학 / 2. 초등학교 / 3. 중

학교 / 4. 고등학교 / 5. 전문

대학교 / 6. 대학교 / 7. 대학

원(석사) / 8. 대학원(박사)

더미

변수

건강상태(역코딩)

1. 아주 건강하다 / 2. 건강한

편이다 / 3. 보통이다 / 4. 건

강하지 않은 편이다 / 5. 건강

이 아주 안 좋다

5점

척도

종교유무 0. 없음 / 1. 있음
5점

척도

취업관련

요인

미취업
근로능력있는 미취업자

근로능력없는 미취업자

취업

임금근로자

자영업·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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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한국복지패널 10차조사 자

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집단인

청년 미취업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종교유무를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해 살펴보았다.

둘째, <가설 1>과 <가설 2>의 청년 미취업자의 사회적 자본·자아존

중감과 청년 취업자의 사회적 자본·자아존중감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

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넷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

출하였다.

셋째, 사회적 자본, 자아존중감, 삶의 질 간 상관관계를 보기위해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가설 3>, <가설 4>, <가설 5>에서 청년 미취업자의 사회적

자본, 자아존중감, 삶의 질의 영향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가설 6>에서 청년 미취업자의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의 관

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Baron & Kenny

의 매개효과분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조건이 있다. 첫째, 조건

1은 독립변수는 매개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이다. 둘

째, 조건 2는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

이다. 셋째, 조건 3은 매개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

다. 그리고 넷째, 조건 4는 매개변수를 포함한 경우, 독립변수의 종속변

수에 대한 영향이 조건 2보다 적거나 없어야 한다. 즉 매개변수를 추가

할 때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효과(ß값)가 줄어들어야 한다. 만약

영향이 적다면 부분매개효과가, 영향이 없다면 완전매개효과가 존재함을

의미한다(Baron & Kenny, 1986; 박흥기 이동식, 2016). 이와 함께 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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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의 통계적 검증을 위해 MacKinnon 외(2002)의 연구에서 제시한,

Sobel 검정값을 제시하였다. Sobel 검정에서 도출한 z값이 ±1.96을 만족

하는 구간 안에 있을 경우 매개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문필동, 2017).

<표13> 매개효과의 성립조건 (Baron & Kenny, 1986; 박흥기 이동식,

2016)

조건 1: 독립변수는 매개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독립→매개)

조건 2: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독립→종속)

조건 3: 매개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매개→종속)

조건 4: 매개변수를 포함한 경우,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이 조건 2

보다 적거나 없어야 한다. 만약 영향이 적다면 부분매개효과가, 영향이 없다

면 완전매개효과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제 4 장 연구결과

본 장에서는 먼저 조사대상자인 청년 미취업자의 개인적 특성을 살펴

보고, 이들의 사회적 자본, 자아존중감, 삶의 질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후, 앞서 제시된 가설의 검정을 통해 청년 미취업자와 청년 취업자 간

사회적 자본과 자아존중감의 일반적 경향과 차이를 비교해보았다. 다음

으로 사회적 자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이 삶의 질

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사회적 자

본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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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

1) 청년 미취업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의 대상집단인 만 19세에서 38세의 나이에 해당하는,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청년 미취업자 집단을 추출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개인

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에서 청년

미취업자의 성별 분포는 여성의 경우 767명(67.2%), 남성의 경우 374명

(32.8%)으로,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대를 5년 단위로 범주화하여 살펴보면 만 19세에서 23세 사

이가 457명(40.2%)로 가장 높았고, 그 이후로는 크게 감소했다가 연령대

가 올라갈수록 미취업률이 조금씩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만 19

세에서 23세 사이의 취업률이 가장 낮은 것은 아직 교육과정 중에 있는

등의 요인이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청년 미취업자 연령의 경우 평균 만

28.09세, 표준편차 6.285의 양상을 보였다. 교육수준의 경우 가장 높은 비

율을 보인 것은 대학교(538명, 47.2%) 였으며, 다음으로 전문대학교, 고

등학교 순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강상태의 경우, ‘아

주 좋지 않다’ 4명(0.4%), ‘좋지 않은 편이다’ 39명(3.4%), ‘보통이다’ 85명

(7.4%), ‘좋은 편이다’ 750명(65.7%), ‘아주 좋다’ 263명(23.0%)로 나타나,

청년 미취업자 대부분이 건강이 좋은 편이거나 아주 좋은 편으로 확인되

었다(88.7%). 건강상태의 경우 5점 리커트 척도에 평균 4.08, 표준편차

0.684의 모습을 보였다. 종교의 경우, 종교가 없는 경우가 669명(58.6%),

종교가 있는 경우가 472명(41.4%)로, 종교가 없는 경우가 과반을 차지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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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 청년 미취업자의 개인적 특성

(단위 : 명, %)

변수 빈도(명) 백분율(%)

성별
여성 767 67.2

남성 374 32.8

연령대

만 19~23세 457 40.1

만 24~28세 209 18.3

만 29~33세 213 18.7

만 34~38세 262 23.0

교육수준

초등학교 2 0.2

중학교 15 1.3

고등학교 259 22.7

전문대학 296 25.9

대학교 538 47.2

대학원(석사) 31 2.7

대학원(박사) 0 0.0

건강상태

아주 안 좋음 4 0.4

안 좋음 39 3.4

보통 85 7.4

좋음 750 65.7

아주 좋음 263 23.0

종교유무
없음 669 58.6

있음 472 41.4

합계 1141 100.0

2) 청년 취업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번에는 연령대가 만 19세에서 38세에 해당하며 현재 일을 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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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빈도(명) 백분율(%)

성별
여성 932 46.3

남성 1080 53.7

연령대

만 19~23세 267 13.3

만 24~28세 402 20.0

만 29~33세 591 29.4

만 34~38세 752 37.4

교육수준

초등학교 4 0.2

중학교 24 1.2

고등학교 465 23.1

청년 취업자 집단의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청년 취업자의 성별 분

포는 여성의 경우 932명(46.3%), 남성의 경우 1080명(53.7%)로, 남성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여성의 비율이 2배 가까

이 훨씬 높았던 청년 미취업자의 성별 분포와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

었다. 연령대를 범주화하여 살펴보면 청년 취업자의 경우 만 19세에서

23세 사이가 267명(13.3%)로 비율이 가장 낮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점 더 비율이 높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수준의 경우 가

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대학교(839명, 41.7%) 였으며, 다음으로 전문

대학, 고등학교 수준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청년 미취업자의 개인적 특성

의 모습과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강상태의 경우, ‘아주 좋지 않

다’ 3명(0.1%), ‘좋지 않은 편이다’ 28명(1.3%), ‘보통이다’ 108명(5.4%),

‘좋은 편이다’ 1360명(67.6%), ‘아주 좋다’ 515명(25.6%)로 나타나, 청년

취업자 또한 대부분이 건강이 좋은 편이거나 아주 좋은 편으로 확인되었

다(93.2%). 종교의 경우, 종교가 없는 경우가 1235명(61.4%), 종교가 있

는 경우가 777명(38.6%)로, 청년 취업자 또한 종교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15> 청년 취업자의 개인적 특성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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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교 579 28.8

대학교 839 41.7

대학원(석사) 88 4.4

대학원(박사) 13 0.6

건강상태

아주 안 좋음 3 0.1

안 좋음 26 1.3

보통 108 5.4

좋음 1360 67.6

아주 좋음 515 25.6

종교유무
없음 1235 61.4

있음 777 38.6

합계 2012 100,0

2. 청년 미취업자의 사회적 자본, 자아존중감, 삶의 질

의 일반적 경향

여기에서는 청년 미취업자의 사회적 자본, 자아존중감, 삶의 질의 일반

적 경향을 살펴보려고 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회적 자본은 신뢰,

일반화된 호혜성, 사회적 네트워크로 나눠서 살펴보았다.

1) 청년 미취업자의 사회적 자본의 일반적 경향

① 신뢰의 일반적 경향

신뢰를 측정하는 방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문항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 만하다’, ‘매우 조심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 라는 답변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 만하다’라고 답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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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문항
매우 조심해야 한다

& 잘 모르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만하다

신뢰

일반적으로 볼 때, 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23 (45.9) 507 (44.4)

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을 부정처리, 더미변수화하여 사용하였다. 이렇듯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서 신뢰의 일반적 경향

을 살펴보면, 청년 미취업자들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해서

불신하는 경우(523명, 45.9%)가 신뢰하는 경우(507명, 44.4%)보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6> 신뢰의 일반적 경향

(단위 : 명, %)

② 일반화된 호혜성의 일반적 경향

다음으로 청년 미취업자의 일반화된 호혜성의 경향은 두 가지 문항으

로 이뤄져 있다. 먼저 ‘귀하는 만약 지역사회 내에서 누군가 위급하게 도

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기꺼이 도움을 줄 의향이 있습니까?’의 응답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8명(0.7%), ‘별로 그렇지 않다’ 78명(6.8%), ‘보통이다’

222명(19.5%), ‘대체로 그렇다’ 657(57.6%), ‘매우 그렇다’ 65명(5.7%)로

나타났다. 이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의 평균이 3.67, 표준편차가

0.738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청년 미취업자들의 과반수(63.3%)는 위급

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의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귀하

의 지역사회 내에 새롭게 화장시설, 특수학교, 장애인 거주시설 등과 같

은 비선호시설이 입지한다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전

혀 그렇지 않다’ 52명(4.6%), ‘별로 그렇지 않다’ 234명(20.5%), ‘보통이다’

318명(27.9%), ‘대체로 그렇다’ 391명(34.3%), ‘매우 그렇다’ 35명(3.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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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일반

화된

호혜성

귀하는 만약 지역사회 내에서

누군가 위급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기꺼이 도움을 줄 의

향이 있습니까?

8

(0.7)

78

(6.8)

222

(19.5)

657

(57.6)

65

(5.7)

귀하의 지역 사회 내에서 특수

학교, 장애인 거주시설 등과 같

은 비선호시설이 입지한다면 받

아들이시겠습니까?

52

(4.6)

234

(20.5)

318

(27.9)

391

(34.3)

35

(3.1)

나타나, 비선호시설에 대한 수용도가 ‘대체로 그렇다’를 선택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391명, 34.3%)으로 나타났다. 이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에

평균이 3.12, 표준편차가 0.965로 나타났다.

<표17> 일반화된 호혜성의 일반적 경향

(단위 : 명, %)

③ 사회적 네트워크의 일반적 경향

다음으로 청년 미취업자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경향은 두 가지 문항으

로 이뤄져 있다. 먼저 ‘가족관계 만족도’에 대한 응답으로 ‘매우 불만족’

5명(0.4%), ‘대체로 불만족’ 26명(2.3%), ‘그저 그렇다’ 116명(10.2%), ‘대

체로 만족’ 701(61.4%), ‘매우 만족’ 182명(16.0%)로 나타났다. 이는 5점

리커트 척도의 질문에 평균 3.999, 표준편차 0.659의 응답양상을 보였다.

이를 볼 때 청년 미취업자들의 과반수(76.4%)는 가족관계가 원만한 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에 대한 응답으

로 ‘매우 불만족’ 6명(0.5%), ‘대체로 불만족’ 36명(3.2%), ‘그저 그렇다’

228명(20.0%), ‘대체로 만족’ 699(61.3%), ‘매우 만족’ 61명(5.3%)로 나타

나, 과반수에 달하는(66.8%) 청년 미취업자가 대체로 만족스러운 사회적



- 72 -

변수 문항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사회적

네트워크

가족관계 만족도
5

(0.4)

26

(2.3)

116

(10.2)

701

(61.4)

182

(16.0)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6

(0.5)

36

(3.2)

228

(20.0)

699

(61.3)

61

(5.3)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점 리커트 척도 질문에

평균 3.750, 표준편차 0.641의 응답양상을 보였다.

<표18> 사회적 네트워크의 일반적 경향

(단위 : 명, %)

2) 청년 미취업자의 자아존중감의 일반적 경향

다음으로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의 일반적 경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 SES)에 기반하여 작성된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4점 척도 질문으

로 된 총 10 문항들로 구성이 되었다.

먼저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에

대한 응답으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 27명(2.4%), ‘보통이다’ 191명

(16.7%), ‘대체로 그렇다’ 594명(52.1%), ‘항상 그렇다’ 218명(19.1%)로 나

타났다. 둘째,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응답으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 21명(1.8%), ‘보통이다’ 280명(24.5%), ‘대체로 그렇

다’ 597명(52.3%), ‘항상 그렇다’ 132명(11.6%)로 나타났다. 셋째,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에 대한 응답으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 37명(3.2%), ‘보통이다’ 152명(13.3%), ‘대체로 그렇다’ 596명

(52.2%), ‘항상그렇다’ 245명(21.5%)로 나타났다. 넷째, ‘나는 내 자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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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에 대한 응답으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 28명(2.5%), ‘보통이다’ 214명(18.8%), ‘대체로 그렇다’ 625명

(54.8%), ‘항상 그렇다’ 163명(14.3%)로 나타났다. 다섯째, ‘나는 내 자신

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에 대한 응답으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 91명

(8.0%), ‘보통이다’ 327명(28.7%), ‘대체로 그렇다’ 488명(42.8%), ‘항상 그

렇다’ 124명(10.9%)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역점수화한 부정적인 문항들을 살펴보면, 첫째, ‘나는 대체적

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에 대한 응답으로 ‘항상 그렇다’ 4

명(0.4%), ‘대체로 그렇다’ 33명(2.9%), ‘보통이다’ 155명(13.6%), ‘대체로

그렇지 않다’ 838(73.4%)로 나타났다. 둘째,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

다’에 대한 응답으로 ‘항상 그렇다’ 8명(0.7%), ‘대체로 그렇다’ 135명

(11.8%), ‘보통이다’ 401명(35.1%), ‘대체로 그렇지 않다’ 486명 (42.6%)로

나타났다. 셋째,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에 대한

응답으로 ‘항상 그렇다’ 82명(7.2%), ‘대체로 그렇다’ 588명(51.5%), ‘보통

이다’ 254명(22.3%), ‘대체로 그렇지 않다’ 106명(9.3%)로 나타났다. 넷째,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에 대한 응답으

로 ‘항상 그렇다’ 6명(0.5%), ‘대체로 그렇다’ 28명(2.5%), ‘보통이다’ 97명

(8.5%), ‘대체로 그렇지 않다’ 899명(78.8%)로 나타났다. 다섯째, ‘나는 때

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에 대한 응답으로 ‘항상 그렇

다’ 6명(0.5%), ‘대체로 그렇다’ 28명(2.5%), ‘보통이다’ 118명(10.3%), ‘대

체로 그렇지 않다’ 878명(77.0%)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10개의 문항을 합산한 후 표준화하여 살펴보았을 때, 자

아존중감은 4점 리커트 척도에 평균 3.145, 표준편차 0.381의 응답 양상

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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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문항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다

자

아

존

중

감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7

(2.4%)

191

(16.7%)

594

(52.1%)

218

(19.1%)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

다

21

(1.8%)

280

(24.5%)

597

(52.3%)

132

(11.6%)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

37

(3.2%)

152

(13.3%)

596

(52.2%)

245

(21.5%)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28

(2.5%)

214

(18.8%)

625

(54.8%)

153

(14.3%)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

족한다

91

(8.0%)

327

(28.7%)

488

(42.8%)

124

(10.9%)

역점수화한 문항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

는 느낌이 든다

4

(0.4)

33

(2.9)

155

(13.6%)

838

(73.4%)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8

(0.7%)

135

(11.8%)

401

(35.1%)

486

(42.6%)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82

(7.2%)

588

(51.5%)

254

(22.3%)

106

(9.3%)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

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6

(0.5%)

28

(2.5%)

97

(8.5%)

899

(78.8%)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

이라고 생각한다

6

(0.5%)

28

(2.5%)

118

(10.3%)

878

(77.0%)

<표19> 자아존중감의 일반적 경향

(단위 : 명, %)

3) 청년 미취업자의 삶의 질의 일반적 경향

종속변수인 청년 미취업자의 삶의 질은 건강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여가생활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전반적 생활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와

‘비교적 잘 지냈다’, ‘큰 불만없이 생활했다’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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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서적, 인지적 삶의 만족감에 상응하는

지표들을 사용하여 삶의 질을 관측하기 위한 것이다. 위 5가지 문항들을

합산한 후 표준화하여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한 응답은 5점 척도에 평균

4.018, 표준편차 0.541의 양상이 나왔다.

건강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매우 불만족 8명(.7%), 대체로 불만족

57명5.0%), 그저 그렇다 150명 (13.1%), 대체로 만족 667명 59.3(%), 매

우 만족 138명(12.1%)으로 청년 미취업자의 과반수가 자신의 건강에 대

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 보면 매우 불만족 12명(1.1%), 대체로

불만족 122명(10.7%), 그저 그렇다 377명(33.0%), 대체로 만족 478명

41.9(%), 매우 만족 41명(3.6%)로 청년 미취업자의 반은 자신의 여가생

활에 대해 만족하지만, 나머지 반은 자신의 여가생활에 에 대해 ‘그저 그

렇다‘고 생각하거나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요인들을 종합해 볼 때 자신의 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 지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매우 불만족 5명(0.4%), 대체로 불만족 50명

(4.4%), 그저 그렇다 286명(25.1%), 대체로 만족 652명(57.1%), 매우 만

족 37명(3.2%)로 청년 미취업자의 과반수(60.3%)가 자신의 생활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비교적 잘 지냈다’ 문항에 대한 응답을 살펴 보면 극히 드

물다 11명(1.0%), 가끔 있었다 51명(4.5%), 종종 있었다 149명(13.1%),

대체로 그랬다 819명(71.8%)로 청년 미취업자의 과반수는 지난 일주일간

대체로 잘 지냈다고 응답한 것을 확인하였다.

‘큰 불만없이 생활했다’ 문항에 대한 응답을 살펴 보면 극히 드물다 25

명(2.2%), 가끔 있었다 84명(7.4%), 종종 있었다 141명(12.4%), 대체로

그랬다 780명(68.4%)로 이 또한 청년 미취업자의 과반수는 지난 일주일

간 큰 불만없이 생활하였다고 답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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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문항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삶의 질

건강만족도 8 (0.7) 57 (5.0)
150

(13.1)

677

(59.3)
138 (12.1)

여가생활

만족도
12 (1.1)

122

(10.7)

377

(33.0)

478

(41.9)
41 (3.6)

전반적생활

만족도
5 (0.4) 50 (4.4)

286

(25.1)

652

(57.1)

37

(3.2)

문항 극히 드물다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
대체로

그랬다

비교적

잘 지냈다
11 (1.0) 51 (4.5) 149 (13.1) 819 (71.8)

큰 불만없이

생활했다
25 (2.2) 84 (7.4) 141 (12.4) 780 (68.4)

<표20> 삶의 질의 일반적 경향

(단위 : 명, %)

제 2 절 청년 미취업자와 청년 취업자의 사회적 자본·

자아존중감 비교

본 연구의 <가설 1>과 <가설 2>에 해당하는 청년 미취업자와 청년

취업자 간 사회적 자본의 유의미한 차이 비교, 청년 미취업자와 청년 취

업자 간 자아존중감의 유의미한 차이 비교를 실시하였다.

1. 청년 미취업자와 청년 취업자의 사회적 자본 비교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청년 미취업자는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외부사회와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의 교류를 가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심각해질 경우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내포한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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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차이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등분산이
가정됨 .772 .380 .517 2942 .605 .019 -.028 .048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517 2105.0
38

.605 .019 -.028 .048

연구의 <가설 1: 청년 미취업자의 사회적 자본은 청년 취업자의 사회적

자본과 유의미한 차이를 가질 것이다>를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

를 실시하였다.

1) 청년 미취업자와 청년 취업자의 신뢰 비교

청년 미취업자와 청년 취업자간 사회적 자본의 하위 변수인 신뢰의 차

이가 유의미한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Levene의 등분산 검정은 주어진 데이터를 토대로 두 집단의 모분산이

동일하다는 가정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통계적 판단기준을 제시해 준

다. Levene의 등분산 검정결과, 유의확률 p값이 0.380으로 이는 95% 신

뢰수준(5% 유의수준)의 p값인 0.05보다 크다. 그러므로, 두 집단의 분산

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즉 이는 두 집단의 모평균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수 있으므로 등분산 가정시의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결과를 해석하면 된다.

평균의 동일성 검정 부분의 유의확률을 확인해보면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p값은 0.605로 이는 95% 신뢰수준(5% 유의수준)의 p값인 0.05보다

크다. 그러므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으며, 청년 미취업자와 청년 취

업자간 신뢰의 차이가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표21> 신뢰의 차이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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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차이의
표준
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등분산이
가정됨

.240 .624 -.304 2942 .761 .026 -.058 .042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303 2081.9 .762 .026 -.058 .042

2) 청년 미취업자와 청년 취업자의 일반화된 호혜성

비교

다음으로 청년 미취업자와 청년 취업자 간 사회적 자본의 하위 변수인

일반화된 호혜성의 차이가 유의미한 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

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Levene의 등분산 검정결과, 유의확률 p값이

0.624로 이는 95% 신뢰수준(5% 유의수준)의 p값인 0.05보다 크므로 분

산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등분산이 가정된

t값을 확인하면 이는 -3.04, 유의확률 p값은 0.761로 이는 95% 신뢰수준

(5% 유의수준)의 p값인 0.05보다 크다. 그러므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으며, 청년 미취업자와 청년 취업자간 일반화된 호혜성의 차이가 유의

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표22> 일반화된 호혜성의 차이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3) 청년 미취업자와 청년 취업자의 사회적 네트워크

비교

청년 미취업자와 청년 취업자간 사회적 자본의 하위 변수인 사회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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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차이의
표준
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등분산이
가정됨 33.001 .000 -3.505 2942 .000 .019 -.104 -.03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3.353 1856.0 .001 .020 -.106 -.028

트워크의 차이가 유의미한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Levene의 등분산 검정은 주어진 데이터를 토대로 두 집단의

모분산이 동일하다는 가정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통계적 판단기준을

제시해주며, 검정결과 유의확률 p값이 0.000으로 이는 95% 신뢰수준(5%

유의수준)의 p값인 0.05보다 작으므로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귀

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으며, 따라서 두 집단의 모평균이 동일하다고 가

정하지 않는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결과를 해석하면 된다.

평균의 동일성 검정 부분의 유의확률을 확인해보면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p값은 0.001로 이는 95% 신뢰수준(5% 유의수준)의 p값인 0.05보다

작다. 그러므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으며, 청년 미취업자와 청년 취

업자간 사회적 네트워크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표23>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종합해 보았을 때, 청년 미취업자와 청년 취업자 간 사회적 네트워크

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가설을 검증할 수 있었던 반면, 신

뢰와 일반화된 호혜성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귀무가설

을 기각할 수 없었다. 즉 청년 미취업자와 취업자간 사회적 자본의 차이

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면에서 통계적으로 그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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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청년 미취업자의 사회적 자본은 청년 취업자의 사회적 자본

과 유의미한 차이를 가질 것이다. (△)

1-1. 청년 미취업자의 신뢰는 청년 취업자의 신뢰와 유의미한 차이를 가

질 것이다. (x)

1-2. 청년 미취업자의 일반화된 호혜성은 청년 취업자의 일반화된 호혜

성과 유의미한 차이를 가질 것이다. (x)

1-3. 청년 미취업자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청년 취업자의 사회적 네트워

크와 유의미한 차이를 가질 것이다. (o)

2. 청년 미취업자와 청년 취업자의 자아존중감 비교

앞서 청년 미취업자는 사회적으로 소속감과 연결감이 낮아지고 경제적

으로 불안정해지며, 청년 취업자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가설 2: 청년 미취업자

의 자아존중감은 청년 취업자의 자아존중감과 유의미한 차이를 가질 것

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먼저, 청년 미취업자와 청년 취업자간 자아존중감의 차이가 유의미한

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Levene의 등

분산 검정결과 유의확률 p값이 0.000으로 이는 95% 신뢰수준(5% 유의

수준)의 p값인 0.05보다 작다. 그러므로,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으며, 따라서 두 집단의 모평균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지 않을 시의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결과를 해석하면 된

다.

평균의 동일성 검정 부분의 유의확률을 확인해보면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p값은 0.000로 이는 95% 신뢰수준(5% 유의수준)의 p값인 0.05보다

작다. 그러므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으며, 청년 미취업자와 청년 취

업자간 자아존중감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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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차이의
표준오
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등분산
가정 20.951 .000 -5.553 2942 .000 .1357 -1.019 -.4872

등분산
가정되지
않음

　 　 -5.335 1879.4 .000 .1412 -1.030 -.4763

<표24> 자아존중감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결과

<가설 2> 청년 미취업자의 자아존중감은 청년 취업자의 자아존중감과

유의미한 차이를 가질 것이다 (o)

제 3 절 신뢰도분석

변수들간 영향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기 전 다수의 문항들로 합산된 변

수들인 종속변수인 삶의 질과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에 대해 신뢰도 분

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삶의 질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삶의 질은 건강만족

도, 여가생활만족도,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비교적 잘 지냄’, ‘큰 불만없

이 생활함’으로 구성된 총 5개의 문항으로 이뤄져있다.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α계수가 0.736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α계수

의 값이 0.6 이상이면 통계적으로 설문문항에 대해 신뢰도가 있다고 보

므로, 이는 신뢰도 검정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위 5개의 문항에

대한 응답이 상호간 유사하게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삶의

질 5문항들은 각각에 대해 하나의 척도로 종합하여 분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아존중감은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함, 좋은 성품, 타인과 같이 일할 수 있음, 긍

정적 태도, 대체로 자신에 만족, 대체로 실패한 느낌(역코딩), 자랑할 점

없음(역코딩), 존경원함(역코딩), 쓸모없는 느낌(역코딩), 좋지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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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문항 Cronbach's α

삶의 질
건강만족도, 여가생활만족도,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비교적 잘 지냄’, ‘큰 불만없이 생활함’
0.736

자아

존중감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함, 좋은 성품, 타인과

같이 일할 수 있음, 긍정적 태도, 대체로 자신에

만족, 실패한 느낌(역코딩), 자랑할점없음(역코딩),

존경원함(역코딩), 쓸모없는 느낌(역코딩),

좋지않은 사람이라고 느낌(역코딩)

0.771

이라고 생각(역코딩)으로 구성된 총 10개의 항목으로 이뤄져있다. 신뢰

도 분석결과, Cronbach's α계수가 0.771으로 이는 통상적 기준인 0.6보다

높게 나타나, 신뢰도 검정을 충족하였다. 즉, 위 7개의 항목에 대한 응답

이 상호간 유사하게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내적일치성을 확인하였

다. 자아존중감 10문항들은 각각에 대해 하나의 척도로 종합하여 분석할

수 있다.

<표25> 신뢰도분석 결과

제 4 절 사회적 자본, 자아존중감, 삶의 질의 상관관계

청년 미취업자의 신뢰, 일반화된 호혜성, 사회적 네트워크로 구성된 사

회적 자본, 자아존중감,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종속변

수인 삶의 질, 독립변수인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인 신뢰, 일반화된 호

혜성, 사회적 네트워크,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 그리고 통제변수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종교유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Pearson 상관분석결과, 독립변수인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소인 신뢰, 일반화된 호혜성, 사회적 네트워크, 그리고 매개변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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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존중감은 종속변수인 삶의 질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을 갖

는 요인은 사회적 네트워크(r=.622**), 자아존중감(r=.561**), 건강상태

(r=.361**), 교육수준(r=.226**), 신뢰(r=.224**), 일반화된 호혜성

(r=.206**), 연령(r=-.090**)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연령이 삶의 질

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온 이유는, 연구대상자 집단이

미취업 상태인 것을 감안할 때 또래 세대와의 비교를 통해 자신은 아직

취업을 하지 못했거나, 현재의 미취업상태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불안감

이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지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설문의 응답자는 첫째, 사회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수록, 둘째, 자아존

중감이 높을수록, 셋째,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넷째, 교육수준이 높을수

록, 다섯째, 신뢰가 높을수록, 여섯째, 일반화된 호혜성이 높을수록, 일곱

째, 연령이 낮을수록 삶의 질이 높을 것이라고 유추할수 있다.

다음으로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독립

변수와 통제변수들을 확인하였다.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에 가장 강한

상관성을 갖는 변수들은 사회적 네트워크(r=.445**), 교육수준(r=.242**),

건강상태(r=.228**), 신뢰(r=.217**), 일반화된 호혜성((r=.202**), 연령

(r=-.089**), 종교(r=.67*), 성별(r=.054)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설문

의 응답자는 첫째, 사회적 네트워크가 높을수록, 둘째,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셋째,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넷째, 신뢰가 높을수록, 다섯째, 일반

화된 호혜성이 높을수록, 여섯째, 연령이 낮을수록, 일곱째, 종교가 있을

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 것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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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건강
상태

종교
유무

신뢰
일반
화된
호혜성

사회적
네트
워크

자아
존중감

삶의
질

성별 1

연령 -.279
**

1

교육
수준

.140
**

-.297
**

1

건강
상태 .033 -.157

**
.124

**
1

종교
유무 -.003 -.044 .077

**
.017 1

신뢰 -.034 .042 .078
*

.158
**

.035 1

일반화된
호혜성 .079

*
-.077

*
.088

**
.079

*
.071

*
.117

**
1

사회적
네트워크 -.026 -.053 .230

**
.276

**
.056 .203

**
.208

**
1

자아
존중감 .054 -.089

**
.242

**
.228

**
.067

*
.217

**
.202

**
.445

**
1

삶의 질 .029 -.090
**

.226
**

.361
**

.055 .224
**

.206
**

.622
**

.561
**

1

<표26> 변수들간 상관계수(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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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절 사회적 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가설 3: 사회적 자본은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을 검

증하기 위해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종교유무를 통제한 상태에

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인 신뢰, 일반화

된 호혜성, 사회적 네트워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적절히 만족

하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변수들의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와 Durbin-Watson 계수를 살펴보았다. 청년 미취업자의 삶

의 질에 대한 독립변수의 하위변수별 독립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변수들의 분산팽창계수(VIF)가 1.049 ∼1.081로

1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VIF 값이 10 미만이면 다중공

선성(multicollinearity)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므로, 다중공선성의 문

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Durbin-Watson 계수는 1.851로 2에 근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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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계 1 단계 2

B β B β

(상수) 2.093 0.894

통제

변수

성별 -.012 -.010 .024 .021

연령 .002 .021 .000 -.005

교육수준 .118 .193*** .041 .066*

건강상태 .275 .342*** .152 .190***

값으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Durbin-Watson 계수가 1에서 3 사이의 값을

보이면 잔차의 독립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므로, 이 경우 잔차간

의 상관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계적 회귀분석 실시하여 단계 1에서는 청년 미취업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변수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종교

유무를 투입하였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청년 미취업자의 경우 건강상태

(β=.342, p<.001)와 교육수준(β=.193,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청년 미취업자의 삶의 질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6.7%(F=41.058, p<.001)로 나타났다.

단계 2에서는 단계 1의 모델에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인 신뢰, 일반

화된 호혜성, 사회적 네트워크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네트워크(β=.525, p<.001), 건강상태(β=.190, p<.001), 신뢰(β=.076,

p<.005), 교육수준(β=.066, p<.05). 일반화된 호혜성(β=.065, p<.05) 순으

로 청년 미취업자의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년 미취업자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활성화 될수록, 건강상

태가 좋을수록, 신뢰가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일반화된 호혜성

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3.7%(F=100.968, p<.001)이다. 회귀식에 사회적 자본 변수가 추가되었을

때 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7.4% 증가한 점을 보았을 때, 사회적 자본

이 청년 미취업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

다.

<표27> 사회적 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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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유무 .043 .039 .014 .012

사회적

자본

신뢰 .082 .076**

일반화된

호혜성
.052 .065*

사회적

네트워크
.523 .525***

R² .167 .442

Adjusted R² .163 .437

F 41.058*** 100.968***
***p<.001, **p<.01, *p<.05

다음으로는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 간의 영향관계를 보다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더미변수인 신뢰를 제외한, 일반화된 호혜성과 사회적 네

트워크, 그리고 종속변수인 삶의 질 간의 관계를 산점도로 나타내보았다.

x축에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인 신뢰, 일반화된 호혜성, 사회적 네트워

크를 각각 입력한 후, y축에 삶의 질을 입력하여 산점도를 도출하였으

며, fitted-line을 통해,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와 삶의 질이 정(+)의 관

계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2> 일반화된 호혜성과 삶의 질의 영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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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사회적 네트워크와 삶의 질의 영향관계

<가설 3> 사회적 자본은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o)

3-1. 신뢰는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o)

3-2. 일반화된 호혜성은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o)

3-3. 사회적 네트워크는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o)

제 6 절 사회적 자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가설 4: 사회적 자본은 자아존중감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있어서는 사회적 자

본의 구성요소인 신뢰, 일반화된 호혜성, 사회적 네트워크가 자아존중감

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종교유무를 통제한 상

태에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변수들의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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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VIF)와 Durbin-Watson 계수를 살펴보았다. 청년 미취업자의 자

아존중감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하위변수별 독립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

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변수들의 분산팽창계수(VIF)가 1.049∼

1.081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VIF 값이 10 미만이면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Durbin-Watson 계수는 1.936으로 2에

근접한 값으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Durbin-Watson 계수가 1에서 3 사이

의 값을 보이면 잔차의 독립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므로, 이 경우

잔차간의 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실시하여 단계 1에서는 청년 미취업자의 자아존중감

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변수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종교유무를 투입하였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청년 미취업자의 경우 건강

상태(β=.206, p<.001)와 교육수준(β=.217,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

강상태가 좋을수록 청년 미취업자의 자아존중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9.8%(F=23.262, p<.001)로 나타났다.

단계 2에서는 단계 1의 모델에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인 신뢰, 일반

화된 호혜성, 사회적 네트워크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네트워크(β=.348, p<.001), 교육수준(β=.125, p<.001), 신뢰(β=.111,

p<.001), 일반화된 호혜성(β=.093, p<.005), 건강상태(β=.091, p<.05) 순으

로 청년 미취업자의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청년 미취업자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활성화 될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신뢰가 높을수록, 일반화된 호혜성이 높을수록, 건

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회귀모

형의 설명력은 24.7%(F=43.162, p<.001)이다. 회귀식에 사회적 자본 변수

가 추가되었을 때 이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1단계에 비해 14.9% 증가한

점을 보았을 때, 사회적 자본이 청년 미취업자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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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계 1 단계 2

B β B β

(상수) 2.037 1.417

통제

변수

성별 .012 .015 .028 .034

연령 .001 .016 .000 -.005

교육수준 .093 .217*** .054 .125***

건강상태 .116 .206*** .052 .091**

종교유무 .039 .050 .021 .027

사회적

자본

신뢰 .085 .111***

일반화된

호혜성
.053 .093**

사회적

네트워크
.245 .348***

R² .102 .253

Adjusted R² .098 .247

F 23.262*** 43.162***

<표28> 사회적 자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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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사회적 자본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산점도로 나타내보았

다. x축에 더미변수인 신뢰를 제외한 사회적 자본, y축에 자아존중감을

입력하여 산점도를 도출한 후, fitted-line을 통해, 사회적 자본과 자아존

중감이 정(+)의 관계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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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일반화된 호혜성과 자아존중감의 영향관계

<그림 5> 사회적 네트워크와 자아존중감의 영향관계

<가설 4> 사회적 자본은 자아존중감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o)

4-1. 신뢰는 자아존중감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o)

4-2. 일반화된 호혜성은 자아존중감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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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계 1 단계 2

B β B β

(상수) 2.093 .689

통제 성별 -.012 -.010 -.020 -.017

4-3. 사회적 네트워크는 자아존중감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o)

제 7 절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가설 5: 자아존중감은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를 검증

하기 위해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종교유무를 통제한 상태에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단계 1에서는 청년 미취업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변수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종교

유무를 투입하였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청년 미취업자의 경우 건강상태

(β=.342, p<.001)와 교육수준(β=.193,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청년 미취업자의 삶의 질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6.3%(F=41.058, p<.001)로 나타났다.

단계 2에서는 단계 1의 모델에 자아존중감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아존중감 (β=.486, p<.001), 건강상태(β=.242, p<.001), 교육수준(β

=.087, p<.005) 순으로 청년 미취업자의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년 미취업자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

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7.5%(F=104.097, p<.001)이다. 회

귀식에 사회적 자본 변수가 추가되었을 때 이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1단

계에 비해 21.2% 증가한 점을 보았을 때, 자아존중감이 청년 미취업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29>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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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연령 .002 .021 .001 .013

교육수준 .118 .193*** .053 .087**

건강상태 .275 .342*** .194 .242***

종교유무 .043 .039 .016 .015

요인

변수
자아존중감 .689 .486***

R² .167 .379

Adjusted R² .163 .375

F 41.058*** 10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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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간의 관계를 산점도로 나타내보았다.

x축에 자아존중감, y축에 삶의 질을 입력하여 산점도를 도출한 후,

fitted-line을 통해, 사회적 자본과 자아존중감이 정(+)의 관계에 있는 것

을 확인하였다.

<그림6>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의 영향관계

<가설 5> 자아존중감은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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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절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 간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자본과 자아존중감이 청년 미취업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삶

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

해, Baron and Kenny(1986)이 제시한 3단계 매개 회귀분석 절차에 따라

1단계 사회적 자본→자아존중감, 2단계 사회적 자본→삶의 질, 3단계 사

회적 자본과 자아존중감→삶의 질에 대한 영향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회귀분석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종교유무를 통제한 후 실시

하였다. 여기에서도 또한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인 신뢰, 일반화된 호혜

성, 사회적 네트워크와 통합된 변수인 사회적 자본을 각각 분석하여, 1)

신뢰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분석 2) 일반화된 호

혜성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분석 3) 사회적 네트

워크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분석을 각각 실시하였

다.

매개효과의 존재는 2단계 사회적 자본의 회귀계수가 3단계 사회적 자

본의 회귀계수 보다 클 때로, 크기는 ‘총효과–직접효과’로 추정하였다.

1. 신뢰와 삶의 질 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먼저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인 신뢰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자아존중

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다음 표는 분석결과이다. 매개효과의 존재

는 2단계 사회적 자본의 회귀계수가 3단계 사회적 자본의 회귀계수 보다

클 때로, 크기는 ‘총효과–직접효과’로 추정하였다.

매개분석결과, 3단계 신뢰 자아존중감→삶의 질에 대한 관계에서 신뢰

의 회귀계수(β=.084, p<.001)가 2단계 신뢰→삶의 질에 대한 관계에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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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단계

(독립변수→매개변수)

신뢰→자아존중감

2단계

(독립변수→종속변수)

신뢰→삶의 질

3단계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신뢰 자아존중감

→ 삶의 질

B β B β B β

(상수) 2.105 2.182 .774

통제

변수

성별 .017 .020 -.006 -.005 -.017 -.015

연령 .000 .001 .001 .007 .001 .007

교육수준 .087 .201*** .109 .178*** .051 .083*

건강상태 .101 .178*** .254 .317*** .187 .233***

종교유무 .035 .045 .038 .034 .014 .013

독립

변수
신뢰 .131 .172*** .172 .159*** .084 .078*

매개

변수

자아

존중감
.669 .472***

R² .130 .191 .385

Adjusted R² .125 .187 .381

F 25.571*** 40.325*** 91.292***

뢰의 회귀계수(β=.159, p<.05) 보다 작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3단계에서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이 투입되었을 때, 신뢰의 영향력 또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볼 때, 자아존중감은 신뢰와 삶의

질의 영향관계에 있어 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3단계 회귀

계수가 무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매개효과가 아닌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를 보았을 때, 청년 미취업자의 삶의 질

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와 일반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이 중요하

며, 이러한 신뢰는 자아존중감을 높게 해주어, 높아진 자아존중감을 통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30> 신뢰와 삶의 질 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p<.001,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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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간 경로 Z p-value

신뢰→자아존중감→삶의 질 5.4325 .000***

<그림7> 신뢰와 삶의 질 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다음으로, 신뢰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MacKinnon 외(2002)의 연구에

서 제시한 소벨 검정(Sobet test)을 실시하였다. 신뢰, 자아존중감, 삶의

질의 매개모형에서 Z값은 5.4325(p<.001)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Sobel

test statistic: Z값이 ± 절대값 1.96보다 크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

단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

며, 그러므로 신뢰와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부분매개효과

를 검증할 수 있었다.

<표31> 신뢰, 자아존중감, 삶의 질 간 Sobel test 결과

***p<.001

2. 일반화된 호혜성과 삶의 질 간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

다음 표는 일반화된 호혜성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매개효과의 존재는 2단계 사회적 자본의 회귀

계수가 3단계 사회적 자본의 회귀계수 보다 클 때로, 크기는 ‘총효과–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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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단계

(독립변수→매개변수)

일반화된호혜성

→자아존중감

2단계

(독립변수→종속변수)

일반화된호혜성

→삶의 질

3단계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일반화된호혜성 자

아존중감→ 삶의 질

B β B β B β

(상수) 1.760 1.702 .529

통제

변수

성별 .004 .005 -.023 -.020 -.026 -.022

연령 .001 .021 .002 .026 .001 .016

교육수준 .089 .207*** .112 .183*** .052 .086**

건강상태 .110 .195*** .266 .332*** .192 .240***

종교유무 .030 .039 .031 .028 .011 .010

독립

변수

일반화된

호혜성
.095 .166*** .134 .165*** .071 .087**

매개

변수

자아

존중감
.667 .470***

R² .129 .194 .386

접효과’로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3단계 일반화된 호혜성 자아존중감→삶의 질에 대한 회귀계

수(β=.087, p<.01)가 2단계 일반화된 호혜성→삶의 질에 대한 회귀계수

((β=.165, p<.001) 보다작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수의 크기

뿐만 아니라, 3단계에서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이 투입되었을 때, 일반화

된 호혜성의 영향력 또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볼 때, 자

아존중감은 일반화된 호혜성과 삶의 질의 영향관계에 있어 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3단계 회귀계수가 무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완

전매개효과가 아닌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를

보았을 때, 청년 미취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화된 호혜

성이 중요하며, 이는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이를 통해 높

아진 자아존중감을 통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표32> 일반화된 호혜성과 삶의 질 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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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간 경로 Z p-value

일반화된 호혜성

→자아존중감→삶의 질
5.338 .000***

Adjusted R² .124 .189 .382

F 25.277*** 40.981*** 9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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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8> 일반화된 호혜성과 삶의 질 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다음으로 일반화된 호혜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자아존중

감의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소벨 검정(Sobet

test)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매개모형에서 Z값은 5.338(p<.001)로 나타

나 일반화된 호혜성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33> 일반화된 호혜성, 자아존중감, 삶의 질 간 Sobel test 결과

***p<.001

3. 사회적 네트워크와 삶의 질의 간 자아존중감의 매

개효과

다음으로 사회적 네트워크와 삶의 질 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 표는 일반화된 호혜성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자아존중

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3단계 사회적 네트워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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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단계

(독립변수→매개변수)

사회적 네트워크

→자아존중감

2단계

(독립변수→종속변수)

사회적 네트워크

→삶의 질

3단계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사회적 네트워크

자아존중감→삶의 질

B β B β B β

(상수) 1.475 .952 .268

통제

변수

성별 .032 .038 .028 .024 .013 .011

연령 .000 .000 .000 -.001 .000 -.001

교육수준 .057 .132*** .044 .071* .017 .028

건강상태 .060 .106*** .160 .200*** .132 .165***

종교유무 .027 .035 .020 .018 .007 .006

독립

변수

사회적

네트워크
.270 .384*** .548 .550*** .423 .424***

매개 자아 .464 .327***

아존중감→삶의 질에 대한 회귀계수(β=.424, p<.001)가 2단계 사회적 네

트워크→삶의 질에 대한 회귀계수((β=.550, p<.001) 보다 작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단계 모델에서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이 투입되었을

때 삶의 질에 미치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회귀계수가 줄어든 것을 볼 때,

자아존중감은 일반화된 호혜성과 삶의 질의 영향관계에 있어 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3단계 회귀계수가 무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완

전매개효과가 아닌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를

보았을 때, 청년 미취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네트워

크가 중요하며, 사회적 네트워크는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네트워크와 함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34> 사회적 네트워크와 삶의 질 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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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존중감

R² .231 .432 .514

Adjusted R² .227 .428 .511

F 51.299*** 129.461*** 154.318***

변수 간 경로 Z p-value

사회적 네트워크

→자아존중감→삶의 질
9.23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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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9> 사회적 네트워크와 삶의 질 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다음으로 사회적 네트워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자아존중

감의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소벨 검정(Sobet

test)을 실시한 결과, 매개모형에서 Z값은 9.230(p<.001)로 나타나 사회적

네트워크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부분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었다.

<표35> 사회적 네트워크, 자아존중감, 삶의 질 간 Sobel test 결과

***p<.001

<가설 6>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 간의 정(+)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

개할 것이다. (o)

가설 6-1. 신뢰와 삶의 질 간의 정(+)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할 것

이다. (o)

가설 6-2. 일반화된 호혜성과 삶의 질 간의 정(+)의 관계를 자아존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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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결과

<가설 1> 청년 미취업자의 사회적 자본은 청년 취업자의 사회적 자본과 유

의미한 차이를 가질 것이다.

1-1. 청년 미취업자의 신뢰는 청년 취업자의 신뢰와 유의미한 차이를 가질

것이다. (x)

1-2. 청년 미취업자의 일반화된 호혜성은 청년 취업자의 일반화된 호혜성과

유의미한 차이를 가질 것이다. (x)

1-3. 청년 미취업자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청년 취업자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유의미한 차이를 가질 것이다. (o)

일부

채택

/

일부

기각

<가설 2> 청년 미취업자의 자아존중감은 청년 취업자의 자아존중감과 유의

미한 차이를 가질 것이다. (o)
채택

<가설 3> 사회적 자본은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3-1. 신뢰는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o)

3-2. 일반화된 호혜성은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o)

3-3. 사회적 네트워크는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o)

채택

<가설 4> 사회적 자본은 자아존중감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4-1. 신뢰는 자아존중감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o)

4-2. 일반화된 호혜성은 자아존중감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o)

4-3. 사회적 네트워크는 자아존중감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o)

채택

<가설 5> 자아존중감은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o) 채택

<가설 6>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 간의 정(+)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

할 것이다.

6-1. 신뢰와 삶의 질 간의 정(+)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할 것이다. (o)

6-2. 일반화된 호혜성과 삶의 질 간의 정(+)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할

것이다. (o)

6-3. 사회적 네트워크와 삶의 질 간의 정(+)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할

것이다. (o)

채택

이 매개할 것이다. (o)

가설 6-3. 사회적 네트워크와 삶의 질 간의 정(+)의 관계를 자아존중감

이 매개할 것이다. (o)

<표36> 가설채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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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청년 미취업자와 취업자 간 사회적 자본과 자아존중감의 차

이에 대해 살펴보고, 청년 미취업자의 사회적 자본과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며, 이에 더 나아가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의 영향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미치는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한국복지패널(KOWEPS)의 2015년 10차 조사자료를 활용하

였고, 1976년부터 1996년 사이 출생한, 설문조사 당시 만 19세에서 만 38

세 사이의 청년 미취업자 총 1141명을 주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적 자

본, 자아존중감, 삶의 질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백분

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청년 미취업자와 청년 취업자 간

사회적 자본과 자아존중감의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

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위하여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고, 변수들간 상관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적 자본이 삶의 질에 미

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이 사회

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독립변수인 사회적 자본과 종속변수인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자아

존중감이 가지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의 매

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매개효과의 통계적 검증을 위해

Sobel 검정(Sobel test)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를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을 보면, 청년 미취업자의 성별에 따른 분포

는 남성의 경우 374명(32.8%), 여성의 경우 767명(67.2%)로 여성의 비율

이 남성에 비해 2배 정도 높았다. 연령을 5년 단위로 나누어 보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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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연령층은 만 19세에 23세 사이가 457명(40.2%)

로 가장 낮은 취업률을 띄고 있었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교육수준은

대학교(538명, 47.2%)였으며, 이는 전문대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이어졌

다. 건강상태의 경우 대부분의 청년 미취업자들은 건강상태가 좋거나 아

주 좋은 편(88.7%)으로 응답했으며, 종교의 경우 종교가 없는 경우(669

명, 58.6%)가 종교가 있는 경우(472명, 41.4%) 보다 많았다.

둘째,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인 사회적 자본, 자아존중감, 삶의 질의

일반적 경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회적 자본을 신뢰, 일반화된 호혜성,

사회적 네트워크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먼저 신뢰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경우(523명)가 신뢰하는 경우(507명)보

다 조금 더 많았다. 일반화된 호혜성의 경우, 지역사회 내에서 누군가 위

급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기꺼이 도움을 줄 의향이 있는지에 대

한 질문의 응답으로 청년 미취업자들의 과반수(63.3%)가 위급한 누군가

에게 도움을 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의 질문에

평균 3.56, 표준편차가 0.738의 응답을 보였다. 지역사회 내에 비선호시설

의 입지를 수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5점 리커트 척도에 평균 3.12, 표준

편차가 0.965의 분포의 ‘전혀 그렇지 않다’ 52명(4.6%), ‘별로 그렇지 않

다’ 234명(20.5%), ‘보통이다’ 318명(27.9%), ‘대체로 그렇다’ 391명

(34.3%), ‘매우 그렇다’ 35명(3.1%)의 응답으로 나타나, 비선호시설에 대

한 수용도가 ‘대체로 그렇다’를 선택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391명,

34.3%)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네트워크와 관련해서는 먼저, 가족관계 만

족도에 대한 응답으로, 5점 리커트 척도 질문에 평균 3.999, 표준편차

0.659의 분포를 보이는 응답이 나타나, 청년 미취업자들의 과반수(76.4%)

는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양호하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에 대한 응답으로 5점 리커트 척도 질문에 평균 3.750,

표준편차 0.641의 응답양상을 띈, ‘매우 불만족’ 6명(0.5%), ‘대체로 불만

족’ 36명(3.2%), ‘그저 그렇다’ 228명(20.0%), ‘대체로 만족’ 699(61.3%),

‘매우 만족’ 61명(5.3%)로 나타나, 과반수에 달하는(66.8%) 청년 미취업

자가 대체로 만족스러운 사회적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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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 SES)에 기반하여 작성된 4점 리커

트 척도의 10개 문항을 합산한 후 표준화하여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한

청년 미취업자의 응답은 평균 3.145, 표준편차 0.381의 양상을 보였다. 삶

의 질의 경우, 최근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서적, 인지적 삶의 만족감

에 상응하는 지표들을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관측하기 위

해 건강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여가생활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전반적

생활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비교적 잘 지냈다’, ‘큰 불만없이 생활했다’

문항을 합산한 후 표준화하여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한 응답은 5점 척도

에 평균 4.018, 표준편차 0.541의 양상이 나왔다.

셋째, 청년 미취업자와 청년 취업자의 사회적 자본과 자아존중감의 차

이가 유의미한지에 대해 독립표본 t-test를 통해 비교해본 결과, 신뢰와

일반화된 호혜성의 경우, 차이가 유의미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

었으며, 사회적 네트워크의 경우,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p값을 살펴보

았을 때, 5% 유의수준의 p값인 0.05 이하로 나와, 청년 미취업자와 취업

자간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이와 마찬

가지로 자아존중감 또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넷째,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독

립변수인 사회적 자본과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은 종속변수인 삶의 질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삶의 질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을 갖는 요인은 사회적 네트워크

(r=.622**), 자아존중감(r=.561**), 건강상태(r=.361**), 교육수준

(r=.226**), 신뢰(r=.224**), 일반화된 호혜성(r=.206**), 연령(r=-.090**)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연령이 삶의 질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미한 상

관관계가 나온 이유는, 연구대상자 집단이 미취업 상태인 것을 감안할

때 또래 세대와의 비교를 통해 자신은 아직 취업을 하지 못했거나, 현재

의 미취업상태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불안감이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

지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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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지니는 변수들을 확인해보았을 때, 매개변수인 자

아존중감에 가장 강한 상관성을 갖는 변수들은 사회적 네트워크

(r=.445**), 교육수준(r=.242**), 건강상태(r=.228**), 신뢰(r=.217**), 일반

화된 호혜성((r=.202**), 연령(r=-.089**), 종교(r=.67*)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청년 미취업자의 사회적 자본, 자아존중감, 삶의 질 간의 영향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첫째, 종속변수인 삶의 질과 독립변수인 사회적 자본 간의 관계에

서는, 청년 미취업자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활성화 될수록, 건강상태가 좋

을수록, 신뢰가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일반화된 호혜성이 높을

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과

독립변수인 사회적 자본의 관계의 경우, 청년 미취업자의 사회적 네트워

크가 활성화 될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신뢰가 높을수록, 일반화된

호혜성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종속변수인 삶의 질과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있어서는 청년 미취업자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 & Kenny의 3단계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신뢰와 삶의 질의 관계, 일반화된 호혜성과 삶의 질의 관계, 사

회적 네트워크와 삶의 질의 관계 모두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검

증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보았을 때, 청년 미취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자아존

중감을 높게 해주어, 높아진 자아존중감을 통해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

다는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Maslow의

욕구단계이론과도 상응하는데, Maslow는 사회적 욕구를 소속감과 애정

(belongness and love)으로 이뤄져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점을 살펴

볼 때 사회적 네트워크가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서 인간의 삶의 만

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3단계 사회적 욕구의

충족은 4단계 자아존중요구를 발로시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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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아존중감을 높이는데 긍정적(+) 역

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5단계인 자아실현욕구로 이어지므로

삶의 질과 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자본을 통해

제고된 자아존중감이 현 청년 미취업자의 삶의 질 제고 뿐만 아니라, 긍

정적인 행위를 하게 만드는 동기를 유발시켜 청년 미취업자에게 목표를

이루고 취업을 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에서 청

년실업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관점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제 2 절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불안정에 직면할 수 있는 청년 미취업

자의 삶에 있어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 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

펴보았다. 이는 궁극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인지적 안정감에 있

어 경제적, 사회적인 연결성이 미약해지며 이에 대한 불안정을 겪고 있

는 청년 미취업자에게 사회적 자본을 통해 되찾은 자아존중감이 삶의 주

관적 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 이들에게 정서적인 지지와 희망을 되찾아

사회와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꿈과 역할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이다.

현재 한국의 청년실업대책은 비효과적인 일자리 제공사업, 지속적인

직업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인턴제도와 같은 직장체험활동, 직업훈련 및

자격증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성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

러한 정책대안들은 시간적으로 나열해보았을 때 정책의 연결성과 지속성

이 결여되어있는 등, 많은 부분에 있어 개별적이고 단기적인 면에 취중

해 있으며, 파편적으로 작동된다. 이러한 기존의 한국 청년실업에 대한

정책의 문제점은 사회 전반의 경제성장둔화와 사회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가치들의 충돌과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한 청년 미취업자와 같은 그 사회

의 구성원이 사회화의 물리적, 경제적, 정서적 연결성이 희미해지며 구조

적으로 겪게되는 고립 및 소외감, 정체성 상실과 혼란을 총체적으로 개

선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각과 방안들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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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환경 속에서 도출된 본 연구의 의의는 한 개인이 높은 삶의 질

을 누리기 위해서 또는 조금 더 일반적인 표현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요인들이 결정적이며 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한 개인의 행복을 바

라보는 관점에 대해 고찰해보고, 그 논의의 결과를 통해 어떠한 요인들

이 개인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이와 함께 어떠한 요인들에 대한 관

찰을 통해 최소한 그 당사자가 현재 행복한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복

해지는 방향성 안에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데 있다. 그리고 본 연구

를 통해 검증한 그러한 요인들은 사회적 자본과 이를 통해 제고한 자아

존중감이다.

이렇듯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불안정성에 대응할 수 있는 요

인으로서 고립 및 소외에서 탈피하여 정보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가치 간

의 충돌을 최소화 시키며, 외부충격으로부터 면역력을 키워줄 사회적 자

본과, 이를 통한 총체적 자아정체성의 제고 및 개인이 가지는 가치들의

균형 회복을 통한 청년 미취업자의 진로의 방향성 회복, 즉 ‘자신이 누구

이고,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성을 회복하고 이

에 대한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한 자아존중감의 회복이 청년 미취업자 개

인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

증한 이러한 영향관계를 반영하여, 이러한 발견을 현실에서 이를 필요로

하는 대상집단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생각해보

았다.

첫째, 무엇보다 청년 미취업자들이 개개인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방지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누구나 혼자가 되면 차가워진다’는 말이

있다. 그리고 이는 경기불황의 시대에 사회경제적으로 불안전한 상황에

처한 개인에게는 더욱 명확히 적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논의 결과, 현

재 한국사회의 많은 청년 미취업자들은 취업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다양

한 사람들과 면대면 접촉을 정기적으로 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등 네트워

크의 단절을 겪고 이와 함께 경제적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외로움, 신체

적·정신적 면역력의 저하, 이로 인한 자기비하로부터 보호해주고 막아줄

방패역할을 할 네트워크, 사회적 자본이 취업자 집단에 비해 부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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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연구에서 검증한 영향관계를 토대로 보자면, 사

회경제적 불안정성 속에서 이러한 낮은 사회적 자본은 낮은 자아존중감

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사회적 전환기에 있어 안정감과 소

속감이 결여된,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포괄한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낮은 삶의 질로 향하게 할 우려가 있다. 경제적으

로, 사회적으로 힘든 상황에 혼자 있는 개인은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걱정과 자신의 미래, 삶에 대한 부정적 예측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고 이를 누군가와의 교류, 소통, 네트워크를 통해 규칙적이고 지

속적으로 끊어내지 않으면 미래에 대한 걱정과 취업실패의 반복이라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타인과의 접촉과 교류를 통해 사람

들은 혼자 고립되어 흐르지 못하고 정체되어가던 자신의 생각에 크고 작

은 자극과 충격을 주고 대화를 통해 이를 사회와 집단 속으로 흐르게 할

수 있다. 미취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불안에 대해 털어놓고 의지

할 누군가를 물리적으로 가까이 연결시켜주고, 이렇게 누군가 그들의 말

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주고 용기를 북돋워주어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나 또한 당신의 상황이 개선되고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강력히 전달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

적으로 위기에 처한 개인들을 돕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다.

이렇듯 사회적 자본은 타인과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만이 답이 아니며 다른 긍정적인 가능성들과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마음과 생활에 그에 기반한 순환과 완충장치를 제공해준

다. Putnam을 포함한 많은 학자들이 지적했듯, 한 가지 큰 문제는 사회

적 네트워크, 사회적 자본을 가장 필요로 하는 바로 그곳에 사회적 자본

이 없거나 매우 낮다는 점이다. 청년 미취업자 또한 여러 면에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타인과 소통하고 정

서적 순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사회적 연결망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조집단을 마련하는 방안, 청년 취업 교육 프로그램 내

에 사회적 자본과 자아존중감을 함양하는 프로그램 추가 방안, 청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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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제 등의 정책집행 및 관리에 있어서 청년의 자아존중감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 주거형태와 취업상태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 대한 파악 및 이들에 대한 사회적 자본과 자아존중감을 제

고할 복지혜택 등 마련하는 방안 등이 있다. 자조집단활용의 경우, 대상

집단이 원하는 것을 버킷리스트 설문조사와 심리검사 등을 통해, 가장

많이 도출된 상위 항목들과 가장 도움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대상자들

을 기준으로 뽑아서 공통되는 버킷리스트, 관심사,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비슷한 세대 사이 네트워크 및 자조집단을 등을 형성하고 카운슬링 제도

등을 병행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홀로 사는

같은 세대의 성인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취업스터

디, 맛집, 외국어, 동물보호 등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기관에서 시

행한 버킷리스트 설문조사, 비슷한 고민상담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네

트워크와 자조집단, 카운슬링 제도 등을 강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함의를 통한 청년 미취업자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서는 청년 미취업자들이 결여할 수 있는 안정감과 소속감을 공공서비스

를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는 것이란 단순히 행위적이고 전달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 서비스 수여

를 받는 전체 일반적 대상자들이 안정감과 소속감이 그들에게 있다고 인

지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사회적 자본

이 주는 믿음의 완충효과, 면역효과와 관련되어 있다. 사회적 자본은 사

회적 연계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낮은 수

준의 사회적 연계성은 우울증을 직접 예측하게 해주며, 높은 수준의 사

회적 연계성은 이러한 증세의 심각성을 완화시키고 회복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사회적 연계성이 높은 사람은 식사와 수면의

문제, 슬픔, 외로움, 자기비하에 빠져들 가능성이 낮아 자아존중감을 제

고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러한 어려움이

자신이 더 근면하지 못해서, 더 영리하게 대처하지 못해서, 자신이 잘못

해서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탓하고 계속해서 비난하여, 자신이 가진 희망

과 용기를 소진해버려, 취업을 하기위한 지속적인 도전을 하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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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악순환에 빠지는 것을 사회적 안전망과 사회적 자본은 예방하고 완화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결됨은 개인에게 폭 넓은 믿음의 완충장치를 제공

해주어 무력감과 실패가 너무나 쉽게 절망감과 자포자기로 바뀌지 않도

록 도와준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정책은 개인에게 개인자신의 삶에서 과

거, 현재, 혹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최소한의 도움을 청하

고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이

경제적인 힘이 되었든 정서적인 힘이 되었든, 최소한 누군가에게 자신의

힘든 점이나 고민을 털어놓고, 개인이 마음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안전

한 누군가가 있다는 믿음을 정책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아무리 힘들고

큰 일이 있더라도 정부의 공공서비스의 영향과 이러한 안전망 속에서 안

전하다는 의식과 느낌을 느끼게 해야 한다. 당장 이러한 지지를 경제적

인 차원으로 구축하는 것이 어렵다면, 상담을 통한 취업에 대한 알선, 청

년수당과 같은 정책에 대한 정보적 지지와 이를 통한 경제적 지지, 고민

상담과 같은 심리적 지지, 자조집단 속에서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스터디 그룹 등의 자조집단 마련방안의 활성화 등을

강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완충장치구축을 위한 복합적

상담 서비스 등에 있어서는 그 분야의 전문성이 마련되어 당사자들에게

믿음을 주는 공공복지서비스 구축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이 느끼는 사회로부터의 안정감과 소속감을 위해서는 이러한 복지

서비스의 확충과 함께 필수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정부신뢰와 공동

체신뢰의 회복이다. 정부신뢰의 회복과 함께 정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부터 모인 세금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쓰

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한 공동체 차원의 공감과 이해가 수

반되도록 제도적 차원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금의 확충과 이의

필요에 대해서 머리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차원에서도 이해

되고 인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의 개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개

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맺어지고, 타인을 내가 경쟁해

야 하는 상대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타인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과 여

유가 결국 사회와 자기자신에게 베푸는 친절과 여유로 돌아올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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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 일반화된 호혜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 덴마크의 예에서

볼 수 있듯 국민들이 자신이 세금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공동체 구성원

에게 도움을 주고, 자신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공동체의 도움으

로 인해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에 빠질 일은 없다는 믿음은 사회

에 대한 안정감과 소속감을 제고시킨다. 상대방과 경쟁에서 이겨야한다

는 생각, 기회가 있을 때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개인들이 느

끼지 않도록 사회에 대한 불신을 완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

에서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 안정감과 소속감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사회적 자본과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을 방

지해야할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도입되고 보편화될 자동기기 무인화 시스템 등으로 인

하여, 20세기에 라디오와 TV가 그랬듯, 21세기 초반에 컴퓨터와 인터넷,

스마트폰이 그랬듯 사람들은 일과 일상 생활, 여가시간을 공동체의 사람

들과 함께 보내기보다 혼자 해결하고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질 것이다.

Putnam(1995)은 “직접 대면과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을 비교한 실험

은 의사소통 수단이 풍부할수록 사람들끼리 더 사교적이고 인간적이며

신뢰감이 생기고 친밀해진다는 사실을 확인한다”고 하였다. 드론을 이용

한 물류, 무인택시와 함께 식당, 편의점에서조차 무인처리시스템이 점점

더 보편화되는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사회에 대한 감각, 개인 자신과 사

회와의 연결성에 대한 인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일상의 변

화와 IT기술발달과 인공지능의 접목을 통해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든

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은 20세기에 TV와 라디오가 그랬듯,

일상생활에서와 여가시간 활용 등에 있어 이전보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며, 이는 사람들이 점점 더 격리되고, 서비스업에서 조차 사람과

면대면 접촉할 기회들이 줄어든다는 것을 말한다.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사이에서 친밀감과 동질감을 쌓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유대감을 가지게

될 기회들이 점점 더 줄어든다는 뜻이기도하다. 이러한 자신이 속한 공

동체와의 직접적 접촉이 없어져, 폭 넓은 믿음의 완충장치 없이 혼자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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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있는 자아에게 무력감과 실패는 너무나 쉽게 절망감과 자포자기로 바

뀔 수 있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미래와

연결을 잃어버린 청년 미취업자는 완충장치 없이 조그만 외부의 부정적

인 충격에도 너무 취약해질 수 있다. Putnam은 ‘내 운명은 내가 공부하

고, 약을 멀리하며, 교회에 다니느냐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이 과연 그런

행동을 하는냐에도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를 앞에서의 말과

연결시켜볼 때, 청년 미취업자들의 미래도, 이들이 꿈과 목표, 직업을 되

찾을지 여부도 이들이 생활에서 맞닦드리고 교류하며, 이들에게 소속감

과 안정감을 느끼게하고 가치관을 주입할 이들을 둘러싼 환경, 상대방에

게 있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들이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

서 뿐만 아니라 자기 이웃의 선택과 환경에 의해서도 깊은 자극을 받아

동기를 부여받는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즉 청년 미취업자들이 청년 취업

자로 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긍정적 모범의 역할을 할 공동

체, 역할 모델, 후원자, 취업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 지지를 제공하는 공

공서비스에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 속에서 희망을 발

견하도록 해야한다. 자신의 꿈을 이뤄가는 과정은 결국 청년 스스로가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지만, 혼자 설 수 있는 그 곳까지 힘이 되고 용기

를 잃지 않도록 함께 가줄 정책적 힘과 믿음이 되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

이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첫째, 본 연구는 1개의 년도 데이터에 기반한 횡단면 연구로서,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인 시간적 선행성

에 대해 검증하지 못한다는 방법론적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는 패널데이터 구축 및 후속연구에서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종단분석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측정도구들은 삶의 질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최근 연

구의 경향인 정서적 지표 등을 반영하였다. 종속변수로 건강만족도,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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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만족도, 전반적 생활만족도, 최근 잘 지냈는지 여부, 큰 불만없이 지

냈는지 여부 등을 묻고 있는 가운데, 독립변수 또한 신뢰, 일반화된 호혜

성, 사회적 네트워크를 측정하기 위해, 의향, 만족도, 다른 사람들을 얼마

나 신뢰하는지 여부 등 심리적이고 인지적인 주관적 지표에 의존하고 있

기 때문에, 행위 등을 포함한 외적관찰이 가능한 객관적 지표의 결여로

인해 해석의 한계가 있다. 이는 후속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는데

있어 인지적 데이터 만이 아닌 실제 타인과의 접촉과 소통의 여부 등 행

동의 여부에 대한 응답들을 포함하여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 자본과 자아존중감이 가지는 방향성과 관련하여 더 고민

해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네트워크, 일반화된 호혜성, 신뢰와 같은 사회

적 자본과 자아존중감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두 변수가 높은 상관관

계를 띄는 점을 본 연구에서는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해 재확인하였고,

사회적 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Sobel 검정을 통해 검증하였지만, 인과관계의 방향성에 관하여 명확히

검증하기 위해 후속연구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자

본과 자아존중감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호적일 수 있다. 직관적으

로 판단하였을 때, 타인에게 관대한 사람은 자신에게도 관대할 확률이

높으며, 타인에게 비판적인 사람은 자신에게도 비판적일 확률이 높다. 하

지만 이는 반대의 방향으로도 추론이 가능하다.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은

타인에게도 관대할 확률이 높으며, 자신에게 비판적인 사람은 타인에게

도 비판적일 확률이 높다. 자기자신을 매순간 비판하고 자기자신에게 차

갑고 자기자신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사람은 타인에게도 차갑고 타

인과의 관계 또한 건강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정한다. 이처럼 사회적 자본이 자아존중감의 영향요인이 되는지, 자아

존중감이 사회적 자본의 영향요인이 되는지의 여부는 본 연구에서 선행

연구를 통해 이론을 구축하고 통계적 방법을 통해 인과관계를 검증했음

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화는 후속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순적이게도 사람의 인지적 지표를 다루는 양적연구의 한계로

인해 데이터 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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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과 자아존중감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된 회귀분석과 매개분석 이외에도, 연구의 발견이 유용하게 활용되

기 위해서는 인과관계의 방향성이 명확하게 보완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

러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보완과 동시에, 사회적 자본에

서 자아존중감으로 향하는 이론적 검증 또한 함께 뒷받침 되어야할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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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quantitatively explored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which consists of trust, generalized reciprocity and social network,

and self-etseem on the quality of life of 'the young unemployed'

aged between 19 to 38. In order to verify the research hypotheses,

KOWEPS(Korea Welfare Panel Study) data for 2015 was used along

with statstical analysis software SPSS 20.0. The methods that this

study executed in order to prove suggested hypotheses are given

below.

First, the study examined a series of independent t-test in order to

identify statistical differences in social capital and self-esteem

between the young unemployed and the young employed. Seco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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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executed seven se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in order

to examine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and self-esteem on the quality

of life. Third, the study executed Baron & Kenny(1986)'s mediator

effect analysis in order to see the mediator effect of self-esteem

between social capital and the quality of life.

As a result, the statistical difference of social network (as one of

three components of social capital) and self-esteem between the

young unemployed and young employed were observed. The positive

impact of all three components of social capital and self-esteem on

the quality of life also turned out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Lastly, the mediator effects of self-esteem within the causlity

between social capital and the quality of life were also proven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rough the analysis, thus making it clear that

social capital can potentially be the source to boost individual's

self-esteem which, in turn, is in positive caulity with quality of life.

Thus, in this light this study provides suggestions to adopt

methods to prevent the young unemployed from being isolated

through policy supports such as comprehensive conselling service

which provides informational and emotional supports, and to promote

self-help groups among the young unemployed. Practices that we

could adopt from this notion are ones such as having public surveys

on bucket lists and psychological testings in order to understand

people's preferences and goals, and to make connections between

their beings to form self-help groups within the similar

prefrences-groups so that they can share their problems, thoughts,

understanding, goals, hopes, sense of belonging, and ideas to get

through difficulties together. This study also shed lights on the

importance to inject general perception on stronger and tighter social

safety net through public welfare policies on the young unemployed

to build emotional and social buffer-effect which can be created by

social capital and self-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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