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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결망 밀도와 협력적 교환 관계에  

관한 연구 

: 사회적 딜레마 현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전공 

김은비 

 

 

 시장의 변화가 가속화되어 불확실성이 만연해 있는 기업 환경에서, 사회적 

자본은 인적 자원과 재무적 자원 이외에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자원이다. 내

부의 자원만으로 경쟁우위를 창출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외부 조직과

의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구축한 사회적 자본은 새로운 자원을 창출하게 

도와주고, 이는 결국 조직의 생사를 결정짓게 된다. 이에 따라 사회적 자본과 

이의 선행요인인 연결망의 구조가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 왔다. 특히, 

조직 간 협력이 중요시되면서 Coleman(1988)의 이론은 협력의 해결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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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다. 폐쇄형 연결망이라는 선행요인이 신뢰와 통제 메커니즘을 통해서 

협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활발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에서는 

Coleman의 이론을 실증하였을 뿐, 그 메커니즘을 정확히 밝힌 연구가 존재

하지 않는다. 또한 조직 수준의 연결망 분석만 다수 존재하고 개인적 수준에

서 연결망 분석을 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oleman의 메커니즘이 협력적 교환관계에 미치는 영

향을 개인적 수준에서 구조적 설명을 통해 실증적으로 밝히는 것이 주된 연

구목적이다. 특히 통제 메커니즘이 행위자들의 협력적 교환관계를 이끄는지에 

집중하였으며, 보유한 부가 많은 행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통제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높은 밀도의 연결망 구조 내에 

위치한 행위자들은 밀도가 낮은 연결망 구조에 위치한 행위자들 보다 더 협

력적 성향을 보일 것이다. 또한 보유한 부가 많은 행위자들이 연결망 밀도가 

낮은 곳에서보다 높은 곳에서 협력적 성향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본 연구는 가설 검증을 위해서 실험을 통해 연결망 상의 교환관계를 구현하

고 이를 실증하였다. 연결망 밀도가 낮은 구조와 높은 구조 내에 행위자들을 

위치시키고 그들의 협력적 교환 관계를 비교했다. 피실험자는 총 70명이 참

가하였는데, 2가지 가설을 따로 검증하기 위해 40명과 30명으로 나뉘어 배치

하였다. 피실험자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성별은 남자 35

명과 여자 35명이다. 학교 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이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학

문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가설 검증 결과, 연결망 밀도와 협

력적 교환 간의 관계는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초기 부의 효과의 조절 효과는 

지지되지 않았다. 표본 수가 적어 통계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값이 도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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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그래프 상으로는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실험연구를 통해 Coleman의 통제 메커니즘을 밝혀, 사회적 연결

망 연구에 기여하였다. 또한 개인적 수준에서 구조적 설명을 통해 실증하여, 

기존의 기업 심리학에 또 다른 설명을 제시하는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밀집된 연결망이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기업이 제도적 차원에서 

기업 안팎으로 사회적 자산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실무적 시사점 또한 제공하

였다. 향후 본 연구의 발견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표본을 수집해 검증

해야 한다. 특히, 초기 부의 효과는 표본의 수로 인해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

지 못했다. 또한 정교한 방법을 개발하여 신뢰의 메커니즘도 측정해야 한다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재, 사회적 연결망 연구를 통해 사회적 자본이 

구축된다면 이는 사회적·조직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주요어 : 연결망 밀도, 협력적 교환 관계, 사회적 딜레마, 초기 부의 효과, 

사회적 자본  

학 번 : 201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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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 절. 문제제기와 연구배경 

 

 

현대의 문명은 여러 집단의 협력(cooperation)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Axelrod, 1984). 개인들의 협력, 그리고 개인들의 집합 그 이상인 

기업들 간의 협력이 현재의 사회를 고도로 발전시켰다. 경영학에서도 협력의 

중요성은 일찍이 강조되어 왔다. Barnard(1938)와 Simon(1976)에 따르면 

조직이 지속적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 구성원들의 협력이 중요하다. 

구성원들의 인적자원(human resources)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기제가 협력을 통한 인적 자원의 결합이기 때문이다.  

 

협력에 의해 발전되었지만, 고도로 발전된 사회에서는 개인과 조직이 

성장을 위해 더 치열한 경쟁을 겪어야만 한다. 발전된 사회가 역으로 협력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이나 조직이 접근할 수 있는 물질적, 혹은 

비물질적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과거보다 풍부한 자원이 누구에게나 

허용되면서 더 가치있는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이에 

공동체적인 삶보다 개인의 편의와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현상이 많이 

발견된다. 대학 신입생들이 동아리나 동기들과의 교류를 통해 친분을 쌓는 

대신 자신의 미래만을 준비하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문제가 한 예시이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사회적 연대가 붕괴되어 사람들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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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결국엔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Putnam, 1995).  

 

 이와 같은 상황은 사회적 자본이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제도에 의한 

사회적 자본의 재구축을 환기시킨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학에서 발생한 

개념으로 사회적 관계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을 말한다(Bourdieu and Wacquant, 1992). 사회적 자본은 상호 인식과 

면식이 존재하는 관계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연결망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즉, 연결망 내부에 위치한다는 것은 사회적 관계에 

배태(embeddedness)되어 사회적 자본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Granovetter, 1985). 자본의 접근에 있어서 유용한 요인인 연결망은 

특정 행위자가 타 행위자의 행동에 영향을 받아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결정을 내리도록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연결망의 효과는 구조에 따라서 달라진다. 제 3자의 행동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구조는 Coleman이 제시한 닫힌 연결망(closure network)이다. 

그는 연결망 구조의 모양 중 닫힌 연결망(closure network)이 사회적 

자본과 협력을 증대시킨다고 제시한다. 닫힌 연결망 내에서 신뢰가 발생하고, 

또한 행위자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며 행동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위자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연결망 내에 존재하는 규범을 

바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만약 지속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반복한다면 

연결망 외부로 제외되어 구성원으로써 접근할 수 있었던 사회적 자원을 잃게 

될 수도 있다. 반대로 규범에 따라 올바른 행동을 취할 경우 구성원들 

사이에서 명성이 높아져 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이 많아지고 이는 

이득으로 연결된다(Corton and Cook,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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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 내에서 Coleman의 이론을 기업 수준에서 실증하였던 선행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Gulati, 1995; Gulati and Gargiulo, 1999; Baker, 1950; 

Levinthal and Richman, 1988; Uzzi, 1997; Walker et al., 1997; Chung, 

Singh, and Lee, 2000; Duysters and Lemmens, 2003). 조직 간에 배태된 

관계 내에서 신뢰가 형성되고, 이에 따라 행동의 불확실성이 줄어든다. 결국 

과거의 거래를 주고 받았던 기업과 미래의 파트너를 다시 맺는 형태가 

발견된다(Gulati, 1995; Gulati and Gargiulo, 1999). 즉, 파트너 기업의 

과거의 행동이 특정 기업의 미래 행동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권력을 가진 조직의 경우에도, 닫힌 연결망 내에 위치하면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다른 행동을 보인다. 자원에 따른 권력 비대칭에 따라서 권력을 

가진 조직이 협상권을 쥐고 있다. 비교적 자원에 의존하는 정도가 적기 

때문에 의존도가 큰 상대방의 특징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권력을 가진 조직도 닫힌 연결망 내부에서 규범에 따라 제약을 

받게 된다(Bae and Gargiulo, 2004; Raub and Weesie, 1990; Brass et al., 

1998). 지속적으로 권력을 사용하여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면 연결망 

외부로 제외되어 미래의 수익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Coleman의 닫힌 연결망은 구성원들에게 사회적 자본에의 접근과 

협력을 증진시키도록 유도한다. 사회적 자본의 재구축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존속을 꾀하기 위한 

목적인 본 연구에서는 Coleman이 제시한 연결망 구조에 집중하여 연구할 

것이다. 연결망 연구자들이 협력의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연결망 밀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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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는데, Coleman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선행 연구에서 실증하지 

않았던 Coleman의 통제 메커니즘을 통해서 협력적 교환관계의 증대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볼 것이다. 또한 개인 수준의 연구가 부족함에 따라서 

연결망 밀도에 따른 협력적 교환 관계를 개인의 관점에서 실험 연구를 통해 

구조주의적 설명으로 실증하려 한다.  

 

 

제 2 절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연결망 밀도가 협력적 교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적 딜레마 상황 아래 연구 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더불어 

초기 부의 효과가 연결망 밀도와 협력적 교환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연결망 밀도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구조의 특성이다. 

따라서 개인의 심리적 요인을 제외한 구조적 요인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려 

한다.  

 

 다음 장에서는 사회적 자본, Coleman의 이론과, 사회적 자본과 협력에 관한 

선행 연구 리뷰, 그리고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 후 

연구 가설과, 방법론 적인 고찰에서는 사회적 딜레마 상황을 나타내줄 수 

있는 실험연구모형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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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제 1 절 사회적 자본 

 

사회학과 정치학 

 

하나의 개념이 다수의 학문에서 연구 주제로 사용되는 현상은 흔치 않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학, 정치학, 경영학 등의 폭 넓은 연구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개념으로, 학문의 성격에 따른 각각의 정의가 따로 존재한다. 

사회적 자본의 일반적인 성격은 개인에 의해 소유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행위자들 사이, 즉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자본으로 개인이 아닌 개인들 간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자본이다. 

사회적 자본은 자본재와 같이 뚜렷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적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행위자들의 생산 능력을 증대시킬 수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다.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은 1800년대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Tocqueville가 1835년에 미국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서로의 

공공 이익을 추구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이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은 

Bourdieu(1986)의 연구 이후이다.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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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본 정의는 “행위자 간 사회적 면식과 인식이라는 지속적이고 

제도화된 연결망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이다(Bourdieu, 1986; Bourdieu and Wacquant, 1992). Bourdieu는 

이렇듯 사회적 자본을 통해서 자본이라는 개념을 경제분야에 제한하는 것이 

아닌, 범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개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결망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적 기회를 쟁취할 수 있는데, 이는 사회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 자원이다. 이 자원은 ‘축적된 역사(accumulated 

history)’로써 경제적 자본과 같이 개인에게 생산성을 창출할 수 있게 

도와준다(Bourdieu, 1986: 253). 

 

다음으로 사회학에서 Coleman(1988)의 사회적 자본 연구는 합리적 선택 

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이라는 경제학적 개념을 전통 사회학에 

도입시킨 연구이다. 기존 사회학에서 제도에 따라 행동하는 과잉 

사회화(over-socialized)된 개인을 그려왔다면, Coleman은 제도를 자신의 

이해실현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합리적 인간형으로 묘사하였다. 즉, 사회적 

자본은 행위자의 이해 실현(actor’s realization of interest)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본이다. Coleman이 말하는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 사회적 구조와 같은 사회적 연결망에서 비롯되어 

생산되는 것이다. 특히 폐쇄(closure)된 사회적 구조에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강조하였는데, 폐쇄형 연결망을 통해 제공되는 사회적 자본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된다. 첫 번째는 행위자들 사이의 신뢰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이다. 마지막은 행위자들의 행위를 



7 

 

제재할 수 있는 규범이다. Coleman은 학부모와 그 자녀들 사이의 연결망 

형태를 통해서 신뢰, 정보, 규범이라는 사회적 자본 기능을 설명하였다. 

정확한 메커니즘은 이후 Coleman과 Burt의 사회적 자본 논의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앞선 글에서 살펴본 Bourdieu와 Coleman의 영향으로 사회적 자본을 다룬 

사회학 연구들이 많다. Brass, Butterfield and Skaggs(1998)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의 기능인 규범은 연결망 내 구성원들 사이 합의를 이끌고, 

구성원들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감소시킨다. 규범을 지키는 협력적인 행동은 

연결망 내 사회적 자본을 재생산하도록 이끌어간다. Granovetter(1985)는 

약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 구축한 사회적 자본의 이점을 증명하였다. 

비일상적인 취업 기회 같은 경우는 친한 관계, 즉 강한 유대를 공유하는 

사이가 아닌 관계에서 주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Burt(1992)는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s)을 주장하며 중복적이지 않은 사회적 관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자본의 이점에 대해 설명한다. Granovetter와 

Burt의 이론은 연결망 내 구조적 위치의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자본이 정보의 다양성에서 우세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연결망의 특성, 

관계의 강도에 따라 발생하는 상이한 사회적 자본이 사회 또는 개인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정치학 분야에서는 지역 사회 내 사회적 자본의 유무가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키는지에 대해 연구한 문헌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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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Putman(1993)의 연구이다. 그는 Coleman(1988)의 사회적 자본을 

빌려와 지역 사회의 사회적 자본과 연결시켜 설명하였다. Putman이 

Coleman의 사회적 자본에서 차용하여 도입한 사회적 자본은 지역 사회 내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공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촉진시키는 신뢰, 

규범, 연결망과 같은 사회 구조적 요소들”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제도적이고 

공동체주의 지향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자본에 대해 접근하였는데, 

1970년대부터 1989년까지 약 20년에 걸쳐 이태리 지방정부를 조사하면서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사회적 자본의 이론을 확립하였다. 그 결과 시민 

참여의식을 돋우는 지역 모임이 많은 중북부의 지방정부가 남부지방보다 

정책의 효과성이 높았고, 경제 발전 면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였다. 즉, 

시민들을 참여하도록 이끄는 지역 연결망 내의 사회적 자본이 민주적 제도의 

발달과 경제적 성공을 이끈 것이다.  

 

위의 Putnam과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 자본이 경제 성장, 빈곤층의 감소 

등과 같은 사회적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존재한다(Seragedin and 

Grrotaert, 2000; Grootaert, 1996). 사회적 자본은 자발적으로 조직된 

집단들에 의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구축이 되지만 그 기본은 가족에 있다. 

가족의 결속력이 강력한 사회집단은 이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 전체적인 

신뢰가 높아져 거래비용을 절감시키는 경향이 있다(Fukuyama, 1995). 사회 

내의 신뢰의 정도가 높을 수록, 국가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앞선 연구들과는 반대로 사회적 자본의 결과가 부정적이라는 관점도 

존재한다(Platteau, 1996). 사회적 자본이 계층화되면서 계층 내에서의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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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 등의 정실주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경영학 

 

사회학과 정치학 등에 이어서 경영학 내에서도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고전, 그리고 신고전경제학에서 원자화된 인간과 완전 

경쟁시장을 기본 가정으로 삼고 있지만(Schneider, 1974; Hirschman, 

1982), 실제 시장에 존재하는 불완전성과 불확실성 때문이 이를 현실에 

대입하기는 힘들다. 경제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은 모두 

다르고 이에 따라 생산력에도 차이를 보이게 된다. 또한 분자화된 개인을 

그려오던 기존 경제학과는 달리 개인과 기업은 모두 활발히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결과 관계 속에 배태(embeddedness)되어 

있다(Granovetter, 1985).  

 

사회적 관계에 배태된 행위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사회적 자본이다. 

사회적 자본이란 사회적 관계가 경쟁우위의 원천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이경묵, 1996). 조직이 생존을 하고, 또한 지속적인 가치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내부와 외부의 사회적 자본을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기업 내의 인적 자본(human resource)은 사회적 자본을 거쳐 기업 특유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Barney, 1991; Coleman; 1988). 따라서 

구성원들 간 관계형성과 상호작용은 기업 특유 자산을 증대시켜 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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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기 위해 구축하여야 한다.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불확실한 현대 

사회에서 기업이 내부 자원으로만 성장과 존속을 지속하기엔 한계가 

존재한다.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하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기업 내부의 

자원과 상호 보완성이 있는 외부 자원을 찾아 융합하여야 한다(Chung et al., 

2000). 내부에서 얻을 수 없는 자원을 외부에서 얻기 위해서는 타 조직과의 

관계형성을 통한 사회적 자본 구축이 중요하다. (이경묵, 1996). 

 

이에 따라 경영학 내에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져 왔다. 

먼저 기업 내의 사회적 자본을 체계적으로 나누고 분석한 Napapiet and 

Ghoshal(1998)은 사회적 자본을 세 가지 차원(구조적, 인지적, 관계적 

차원)으로 구분하였는데, 이 세 차원은 정보와 같은 지적 자본과의 결합과 

교환을 통해 새로운 지적 자본을 창출한다는 개념이다. 구조적 측면은 

조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일반적인 구조를 뜻하고, 인지적 차원은 조직 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해의 관점들을 말한다. 그리고 관계적 차원은 

구성원들 사이 신뢰, 관습 등의 특성을 뜻한다. 즉, 사회적 자본이 잘 

구축되어 있으면 새로운 가치 창출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로 기업 내의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조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Tasi and 

Ghosshal(1998)은 기업 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사회적 자본이 조직에 

미치는 또 다른 긍정적 효과를 발견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자원의 교환 및 

결합에 영향을 미치며 혁신을 증진시킨다는 결과이다. Leana and Van 

Buren(1999)는 조직 내 사회적 자본을 생성시키는 것으로 고용 

관행(employment practice)를 이야기한다. 안정적인 관계를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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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도록 돕고, 강한 규범과 정확한 역할을 제시해주는 고용 관행을 통해서 

조직 내 구성원들의 사회적 자본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는 유지 비용이 

들지만 조직원들의 협동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위와 같이 조직 내 구성원의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켜 1차적으로 경쟁 

우위를 점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2차적으로 기업의 외부 관계 형성을 통해 가치 창출을 이루어야 한다. 기업 

외부의 사회적 자본은 이해관계자들과의 유대관계를 잘 유지해야만 하는데,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이유를 설명해준다. Dyer and Ouchi(1993)와 

Dyer(1996a)의 연구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에서 조립업체와 부품업체간의 

긴밀한 신뢰 관계가 산업 내에서 경쟁력을 높여준다. 사회적 관계를 지속함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주고, 기업 간 자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신제품 개발 기간을 줄 일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부품의 

가격 경쟁을 통해 값싸게 들여올 수 있는 기회는 줄지만, 신뢰관계에서 얻는 

이득이 이를 상쇄시켜준다. 이에 따라 해외 진출을 하는 업체들이 기존에 

함께 거래를 해오던 부품업체들을 함께 진출을 하는 경향이 있다(Martin, 

Mitchell, and Swaminathan, 1995).  

 

 외부 환경이 불확실하다면 기업들의 전략적인 사회적 자본 관리가 더욱 

중요해진다. Abrahamson and Rosenkopf(1997)의 연구에 의하면 정보에 

대한 불확실성, 즉 정보가 부족하면 주변의 기업에게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사회적 관계를 지속해오면서 과거의 거래를 통해 주변 기업들에 대한 신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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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뢰하는 기업의 행동은 신뢰할 만한 행동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를 따르게 된다. Chung et al.(2000)의 연구에서도 

불확실성은 미래 전략적 파트너를 선택할 때 사회적 자본을 사용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의사결정자의 제한된 합리성도 문제가 되지만 정보불균형성과 

같은 시장의 불확실성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 데에 높은 비용을 동반하게 

한다. 그러나 이전에 거래를 해오던 파트너는 신뢰할 수 있게 되는데, 이에 

따라 새로운 기업의 능력을 가늠해보는데 소비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방향에서 이전 파트너들과 다시 전략적 제휴를 맺게 된다.  

 

 잘 쌓아둔 사회적 관계는 또한 기업의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Ahuja(2000)는 연결망의 밀도가 혁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질 

좋은 사회적 관계의 구축은 기업 사이 신뢰를 증진시키고, 기회주의적 행동을 

감소시킨다. 또한 관계특유투자(relationship-specific investment)가 

증가하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으로 합동 문제 해결력을 증대시킨다. 이를 

통해 기업들 사이 자원 공유 이익이 증가하여 혁신으로까지 결과가 이어지게 

된다. Uzzi(1996)의 연구에서는 파트너 관계의 질이 기업의 생존 가능성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파트너와 관계의 질이 좋으면 정보 

교환이 활발해지고, 서로 신뢰하게 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사회적 자본이 제공하는 정보 접근 기회가 커짐에 

따라 생존 가능성도 증대되는 것이다.  

 

 상호 유대감과 신뢰를 쌓는 사회적 관계는 기업에게 생존률, 혁신, 수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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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강한 관계는 기업 간 의존도를 

증대시키고, 또한 정보의 동질화를 진행시켜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존재한다. Uzzi(1997:57)에 의하면 기업이 특정 관계에 배태된 경우에 기업 

간 통합된 동의가 증대되고, 파레토 개선(Pareto improvement)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배태된 관계의 긍정성에는 문턱값(threshold)이 존재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배태된 관계 내의 회사들과 비슷해져 정보에 무뎌지고 

외부의 충격에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Baker(1990)는 시장에 강한 유대관계와 약한 관계가 혼재한다는 이론을 

제시한다. 기업과 투자은행 사이 관계를 통해 밝혀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결망 사이에 강한 유대관계(exclusive tie)와 약한 관계(episodic tie)가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 사이 의존도를 낮추고 권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이유 때문이다.  

 

 

제 2절 사회적 자본의 종류: Coleman과 Burt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에 배태(embeddedness)되어 형성된다 

(Granovetter, 1985). 따라서 연결망을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선행 

요인으로 보는 연구들이 존재한다. 특히 행위자가 어떠한 형태의 연결망을 

형성하고 어느 위치에 입지하는 것이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자원 접근에 

유리한지에 관해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연구로는 Coleman의 

폐쇄형 연결망과 Burt의 개방형 연결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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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eman의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의 종류 그 첫 번째는 Coleman(1988)의 것이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주는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나 사회적 구조, 또는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형성된다. 특히 Coleman은 폐쇄형 연결망(closed 

network)이 사회적 자본을 구성한다고 설명한다. 폐쇄형 연결망은 연결망 

내에 위치한 행위자들이 서로를 모두 직접적으로 인지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형태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기업 내의 팀제는 폐쇄형 연결망 형태를 대변할 

수 있다. 팀 내에서는 서로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 1 이 업무와 

관련된 정보가 필요할 때 다른 구성원들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다.  

 

 팀제와 같은 폐쇄형 연결망의 경우는, 회사가 전략적 차원에서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결망 형성에 구성원의 

자발성은 결여되어 있다. 그러나 회사 밖의 사회생활의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친구와 단 

둘만(dyad)의 관계로 제한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세상은 세 명(triad) 

이상의 구성원들이 함께 상호작용하는 형태의 집단들로 구성되어있고, 또한 

설명된다. Coleman(1988)도 자녀들과 그 부모들이 형성하는 연결망 형태, 

즉 4명의 행위자로 이루어진 사회적 관계를 예시로 들고 있다.  

 

3 명 이상의 연결망이 발생되는 원인으로는 구조적 균형(structural 

balance)때문이다. 구조적 균형은 두 명의 행위자가 상호작용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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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dyad)의 관계가 또 다른 제 3의 쌍(dyad)의 존재유무를 예측하는 것이다. 

친구의 친구끼리는 향후 친구가 된다는 논리이다(Granovetter, 1973). 예를 

들어 A 라는 사람이 친구 B·C와 각각 상호작용을 하고 있지만, B와 C는 

서로를 알지 못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A가 B·C와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는 균형상태일 경우 B와 C는 서로 친구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 즉, ‘금지된 삼각형(Forbidden triad)’은 존재할 수 없게 되면서 

친구의 친구들끼리는 모두 친구가 된다(Granovetter, 1973: 1363). 이러한 

흐름이 반복되면 직접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되는 친구의 친구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Coleman이 제시하는 폐쇄형 연결망이 구축된다. 

 

연결망 내 행위자들이 서로를 직접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폐쇄형 연결망은 

신뢰와 처벌이라는 두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서 사회적 자본을 재생산한다. 첫 

번째 메커니즘은 지속적인 상호 호혜적 관계에서 비롯되는 

신뢰이다(Coleman, 1988: 102). Coleman의 사회적 자본의 핵심 구성 

요소인 신뢰는 행위자로 하여금 위험을 감수하는 자발성을 기르게 한다. 

사회적 관계 사이에 교환되는 자본은 경제적 물질 자본과 같이 유형의 것이 

아니다. 또한 물건 값을 현금과 맞바꾸는 현대의 시장 원리와도 다르다. 

무형의 자산을 행위자 사이에서 주고 받는데, 타인에게 받은 정보와 같은 

비물질 자산은 빚(debt)과 같은 형태로 관계 내에 존재하게 된다. 이 빚은 

신뢰적 관계의 지속성 하에서 다른 방법으로 미래에 갚게 되는 순환구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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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메커니즘은 규범(norms)과 제재(sanction)이다(Coleman, 1988: 

104). 폐쇄형 연결망 내에서는 행위자들 사이 일정한 관행(routine)이 

만들어진다. 반복되는 관행은 연결망 내 규범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행위자들이 지키고 따라야 할 규율이 된다. 규율은 행위자들의 안정적인 

상호작용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거나 혹은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 

불안정적인 상호작용이 발생할 경우, 즉 한 행위자가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된 경우에는 규범의 재생산 전 타 행위자들의 통제의 행위가 나타난다. 

n명으로 구성된 폐쇄형 연결망에서 특정 행위자가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n-

1명의 행위자들이 그의 행동을 제지하여 규범에 맞도록 유도할 것이다. 만약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잘못된 행동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면 n-1명이 특정 

행위자를 연결망 외부로 배제시키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행위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제지하게 된다. 

 

행위자들은 신뢰와 규범이 자리 잡은 폐쇄형 연결망 내에서 사회적 자본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다. 불확실성이 만연한 연결망 외부의 

행위자들에게서 정보를 얻으려 한다면, 정보 탐색 비용과 거래비용 등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정보의 신뢰성 부분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는 데에는 폐쇄형 연결망이 우월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폐쇄형 연결망 내부의 행위자들은 모두 중첩되는 

정보를 소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폐쇄형 연결망 내부에서는 색다른 정보를 얻기 힘들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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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가 정보의 다양성을 목적으로 둔다면, 연결망 외부의 관계의 강도가 

약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Granovetter, 1973). 서로 긴밀히 

연결되지 않은 상이한 집단 간을 연결하는 약한 유대관계는 한 행위자의 

모든 사회적 관계 중 매우 일부를 차지하고 제한적이다. 그러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통로로는 폐쇄형 연결망 내부의 관계보다 

효과적이다. Granovetter(1973)의 연구에 따르면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이 

약한 사회적 관계의 지인들에게서 정보를 얻고 직업을 구했다. 비록 헌신도가 

낮은 약한 연결망이라 정보의 신뢰성은 떨어지지만, 비중첩적인 정보를 

다양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Burt의 사회적 자본 

 

Burt(1992)는 이러한 구조적 위치의 이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깨닫고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s)이라는 개념을 

소개한다. 구조적 공백이란 중복적이지 않은 사회적 관계(tie)들 사이에 

생기는 틈을 의미한다. 특정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들과 많이 연결되어 있고, 

동시에 특정 행위자들과 연결된 행위자들끼리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형태이다. 이러한 구조적 공백에 의해 행위자들 사이에는 기존 폐쇄형 

연결망에서 접근할 수 없었던 중첩되지 않은 정보들이 전달되고, 반대로 

통제도 된다. 

 



18 

 

연결망 내 구조적 공백에 위치해 있는 행위자는 다른 행위자들에 비하여 

자율성이 더 부여된다. 이는 다양한 정보에의 접근에 유리한 위치이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2개의 폐쇄형 연결망에 한 행위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해보자. 같은 동네에서 자란 지연으로 묶여진 

폐쇄형 연결망과 같은 대학교를 졸업한 학연으로 묶여진 폐쇄형 연결망이 

존재할 수 있다. 두 연결망의 사회적 자본은 내부 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해 

오던 방식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과 정보 또한 상이할 것이다. 두 연결망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특정 

행위자는 중간 다리(bridge)의 위치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두 연결망 내의 

다른 행위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정보에 노출되어 있고 얻을 수 

있다.  

 

다양한 정보에의 접근뿐만 아니라, 구조적 공백에 위치해 있는 행위자는 

브로커(broker)로써 정보의 통제권을 가지게 된다(Burt, 1992). 브로커는 

A라는 폐쇄형 연결망 내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B라는 폐쇄형 연결망 

내에서 얻을 수 있다. 이 정보를 브로커가 호의에 의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의 연결망 내에서 다른 연결망 내부로 전해줄 수 있지만, 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또는 연결망 내 사회적 

자본의 통제를 위해서 정보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차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전략적 위치에 입지한 브로커는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활용하여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동을 취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높은 

사회적 자본을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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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Coleman과 Burt는 폐쇄형과 개방형 연결망이라는 서로 다른 

구조적 특성으로 사회적 자본을 설명한다. Coleman과 Burt의 대비되는 

주장은 관계의 질에 대해 상반되기 때문에 비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Coleman의 폐쇄형 연결망은 지속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유대감과 소속감이 

증가하면서 강한 사회적 관계가 예상된다. 반면 Burt의 구조적 공백은 강한 

사회적 유대감보다 통제권을 통해 이득을 취하는 상황에 주목하였기 때문에 

약한 사회적 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관계의 강도는 예측일 뿐, 실제 

그들의 주장에서는 이를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둘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한데, 사회적 자본에서 다루는 정보가 다른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Coleman은 정보의 질과 양에 대해 설명하고, Burt의 열린 연결망은 정보의 

다양성에 대해 논의한다. 즉, 관계의 질 측면에서나 정보의 차이 측면에서나 

두 사회적 자본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Bae, 2011). 

 

 

제 3절 사회적 자본과 협력 

 

기존 사회학 리뷰 

 

사회학자 Durkheim(1893)은 기계적 연대(Mechanical solidarity)와 유기적 

연대(Organic solidarity)라는 두 가지 개념을 도입하여, 도시화를 통해 

분업화된 사회의 결속력에 대해 논하였다. 산업화 되기 이전의 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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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행동과 생각이 비슷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용이하였다. 이를 

기계적 연대라고 하는데,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단체적 

결속력이 강하다. 그러나 산업화가 되면서 노동의 분업이 진행되었다. 이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또한 분업시켰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도시를 유기적 연대 사회라고 일컫는다. 기계적 연대에서 유기적 연대로 

변화된 도시에서는 사회 결속력이 약해져 무질서, 위기, 아노미 등이 

유발된다. Durkheim은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도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비슷하게 Putnam(1995)도 볼링을 혼자 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사회적 유대와 결속이 해체되고, 개인주의적 고립이 

증가하는 미국 사회의 변화를 비판하였다. 그는 연결망을 구축하여 신뢰와 

협력의 결과를 낳는 사회적 자본을 쌓아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신뢰와 협력, 그리고 구성원들의 협동을 증진시키는 사회적인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는 앞서 Bourdieu(1986)와 Coleman(1988)이 제시한 사회적 

자본의 구축이 중요해진다. 법을 재정함으로써 강제로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을 제지하는 것 이외에, 구성원들끼리의 연결망은 신뢰를 바탕으로 

자발적인 협력 행동을 증진시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다. Sandefur and 

Laumann(1998)의 연구에서는 Coleman이 제시했던 사회적 자산에 

집중하여 이 자산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논하였다. 호혜적 

상호작용관계로 쌓아진 신뢰와 사회적 연대(social solidarity)에 

주목하였는데,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결속력을 증진시킨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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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자산을 구축하는 요인인 연결망 구조와 이에 대한 결과에 주목한 

연구들도 존재한다. Marwell, Oliver and Prahl(1988)의 연구에 따르면 

그룹에 속해있는 행위자들이 그렇지 않은 행위자들에 비해 단체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룹 내 타 행위자들이 공동체에 기여하는 행동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또한 그룹 구성원으로 기존에 취해오던 ‘습관적인 행동(habit for 

cooperation)’으로 협력하게 된다(Marwell, Oliver and Prahl, 1988: 505). 

이와 비슷하게 Gould(1993)는 연결망 내의 행위자가 집단 행위에 

참여하는지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회적 딜레마의 전통 구조와는 

다르게 행위자들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았다. 

그러나 연결망 내 행위자들 사이 존재하는 공정성의 규범의 존재는 

행위자들을 집단 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개개인에게는 

문턱값이 존재하여 주변 행위자들이 참가한 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형태를 보였다. Briggeman and White(2008)는 두 명(dyad)의 관계와 세 

명(triad)의 관계를 비교하였는데, 세 명 이상의 관계에서 감시 

메커니즘(monitoring mechanism)이 발생하여 협력을 증진시킨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처럼 밀도 높은 연결망은 협력적 행동을 증가시켜 사회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다(이재열, 2006). 사회적 연결망과 시민적 참여 

사이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다(Putnam, 2000). Putnam(1993)의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의 유무에 따라 달라졌던 지방자치제의 성과가 그 한 예이다. 

사회적 연결망은 강한 결속력을 배양하여 신뢰와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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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구성원들의 협력을 이끌어 낸다. 사회학에서도 Coleman과 같이 

연결망 밀도를 고민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들의 관계를 밝혀내었다. 

 

 

기존 경영학 리뷰 

 

사회적 자본의 연구 중 특히 Coleman(1988)은 연결망 밀도라는 

독립변수와 협력적 행동이라는 종속변수를 신뢰와 통제 메커니즘을 통해서 

설명한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밀도가 높은 연결망 속에 발생하는 규범, 관습, 

문화 등이 연결망 내 구성원들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제약하여 그들을 

협동으로 이끄는 효과가 있다. 행위자 개인의 이익 증대라는 가치와 공동체 

이익의 증대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현대사회에서 협력의 중요성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이다. 특히 경영학에서는 기업간 전략적 제휴관계를 

Coleman의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Gulati(1995)에 의하면 두 기업간의 직접적인 거래 경험은 미래에 다시 

협력을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직접 경험을 통해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되고, 신뢰는 양 기업이 서로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어한다. 이 때문에 미래에 다시 전략적 제휴를 맺을 때 

합작투자(joint venture)와 같은 정식적인 형태가 아닌 신뢰 바탕의 비 

형식적인 유형의 제휴를 맺기도 한다. Walker et al.(1997)도 폐쇄형 연결망 

내에서 기회주의적 행동이 줄어든다고 말한다. 연결망 내의 기업과 파트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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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는 다면 기회주의적 행동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를 경험한 기업은 이 후에도 사회적 자산을 재생산하기 위해 연결망 

내 조직과 다시 전략적 제휴를 맺어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 과거의 경험은 

신뢰를 쌓는 동시에 조직 간 관계 특색에 따른 자산을 보유하도록 한다. 

Levinthal and Richman(1988)에 따르면 과거의 거래 경험은 신뢰를 쌓게 

하고, 이는 잘 발달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구축되도록 돕는다. 따라서 두 

기업 간의 관계 특유 자산(relation-specific asset)이 증가하여 협력적 교환 

관계가 유지된다.  

 

연결망 내의 신뢰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역할도 한다. Gulati and 

Gargiulo(1999)의 연구에서는 과거 협력을 했던 기업의 정보를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 일 수 있다. 파트너 기업의 능력과 신뢰성을 경험하게 되어 

다시 미래의 파트너로 채택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이다. 즉, 사회적 관계에 

배태되어(relational embeddedness) 있는 기업은 사회적 자산을 통해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Chung et al.(2000)에 따르면 정보불균형성과 

같은 시장의 불확실성과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으로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데 

비용이 따른다. 그러나 이전에 거래를 했던 파트너는 행동 패턴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감소한다. 이는 새로운 제휴 파트너를 찾는데 

사용되는 시간과 비용 등의 탐색비용이 줄어든 다는 의미로 연결망 내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다시 제휴를 맺을 가능성이 증가한다. Duysters 

and Lemmens(2003)의 연구도 이와 같은 맥락을 따른다. 연결망의 밀도는 

전략 그룹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과거에 전략을 맺었던 회사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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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상호작용은 상대방의 신원(identity)를 명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는 미래의 제휴 파트너에 그들을 후보로 재 고려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함께 하나의 전략 그룹을 형성하게 된다.  

 

연결망 내의 파트너 중 어떠한 파트너와 다시 제휴를 맺을지에 대한 

연구도 존재하다. Garcia-pont and Nohria(2002)는 이전에 제휴를 맺었던 

조직이 미래의 협력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주장한다. 같은 산업 내에 

존재하더라도 비슷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조직과 전략을 맺었던 경험이 

향후 미래의 제휴 협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유유상종의 

결과로, 연결망 구조 내의 위치가 비슷하면 외부 제약에 대처하는 방안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비슷한 입장과 행동을 취하는 조직과 함께하는 것이 외부 

환경에 맞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조직에 사회적 자산이 풍부한 사람을 선발해야 하는 중요성도 강조된다. 

조직원들 각자가 보유한 사회적 자산이 기업수준의 협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Eisenhardt and Schoonhoven(1996)의 연구에 따르면 경영진 중 

이전 조직에서 높은 직책을 맡았던 사람이 타 조직과의 제휴의 기회를 

좌우한다. 전 조직에서 높은 직책을 맡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를 

쌓았다면, 사회적 자산을 무기로 타 조직의 의사결정 담당자의 특성을 미리 

파악하여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조직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었는지 

이외에도 개인의 출신 배경 학교 또한 기업의 사회적 자산 형성과 전략적 

제휴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Steers et al, 1989). 명문대 출신이 동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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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은 사회적 유대관계를 통해 외부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여 

타 조직과의 협력을 이끌 수 있다. 조직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의사결정에서도 사회적 자본을 이용하여 조직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 

대기업의 임원직에 명문대 출신이 많은 현상이 이 때문이다.  

 

폐쇄형 연결망 내에서 지속적으로 사회적 자산을 재생산 하였을 경우에 

단점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Baker, 1990; Uzzi, 1997; Chung et al., 2000). 

조직간 의존도가 높아져 권력의 불균형이 있으며(Baker, 1990), 다양한 

정보를 공급받지 못해 외부의 충격에 나약하기 때문이다(Uzzi, 1997). 

따라서 유대감이 강한 관계와 약한 관계를 적절히 배합하여 전략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나 약한 관계의 사회적 자본을 주장하는 연구들은 협력적 

교환관계에 대해 고찰하는 본 연구의 취지와 다르다. Burt(1992)의 사회적 

자본은 연결망 내 위치를 활용하여 정보의 다양성을 제어하면서 이득을 

극대화시키려는 중간 브로커(broker)의 역할을 설명하기 때문에 협력보다는 

시장 거래(market transaction)에 적용하는 편이 더 낫기 때문이다(Walker 

et al., 1977). 협력적 교환 관계에 대해 고찰하는 본 연구는 Burt(1992)의 

사회적 자본보다 Coleman(1988)의 밀집된 연결망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경영학 내의 전략적 제휴 연구처럼, 사회적 자산은 상대방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 또한 파트너의 

기회주의적 행동이 제약하여 협력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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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실험내용 리뷰 

 

사회 각 분야에서 협력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어 왔다. 경영학 내에서도 

Barnard(1938)와 Simon(1976)이 기업 내의 협력(cooperation)적 관계의 

중요성을 명시하면서부터 협력에 대한 관심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시장 

환경이 급변하여 미래의 불확실성이 만연해 있는 현대시대에 기업들은 기업 

안팎으로 협력을 증진시켜 성장과 존속을 지속시킬 수 있는 성장동력을 

찾으려고 노력한다(Dyer and Singh, 1998; Gulati and Gargiulo, 1999; Uzzi, 

1997).  

 

협력은 일반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둘 이상의 

이해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원을 공유하는 것’으로 통용된다(Selin and 

Chavez, 1995). 그러나 이러한 자발적 자원의 공유 이후에 얻어진 결과물의 

분배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내가 얻을 대가와 들인 노력 비용의 차는 

사실 협력을 하지 않았을 때가 더 클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바로 사회적 

딜레마(social dilemma)이다.  

 

 사회적 딜레마(social dilemma)는 개인의 이유있는 합리적 행동(individual 

rationality)이 공동체의 비합리성(Collective irrationality)을 이끄는 

현상이다(Kollock, 1998). 즉 사적 이익의 극대화와 집단 이익의 극대화가 

상호 충돌하는 경우이다. 사회적 딜레마 상황 하에서 행위자가 

협력적인(cooperative) 행동 또는 경쟁적인(competitive)행동을 선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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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이러한 선택은 행위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집합적인 이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인이 자기 이득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인 행동을 

선택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결과가 도출되고, 개인에게 비합리적인 

협동을 선택할 때에는 개인이 얻게 되는 이익은 크지 않지만 모두가 이득을 

얻게 된다. 최정규(2009: 47-48)의 예시에 따르면 어촌에서 개인들이 

자신의 단기적 이익 실현을 위해 무자비하게 물고기를 잡아들이면 물고기는 

곧 씨가 말라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같은 해역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과 

협조해서 어획량을 줄이고, 이를 지켜간다면 물고기는 적정수준으로 유지되어 

장기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딜레마 현상은 주변에서 

매우 쉽게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는데, 이론적 그리고 실증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바로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게임의 구조를 

통해서이다.  

 

[표 1] 협동과 배신에 따른 보상과 처벌 보수행렬(Axelrod, 1984) 

 
행위자 2 

협조 경쟁 

행위자 1 
협조 R,R S,T 

경쟁 T,S P,P 

 

죄수의 딜레마는 보통 2명의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딜레마를 

설명한다.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있는 행위자는 협력 또는 경쟁이라는 선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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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협력을 선택하게 된다면 둘에게 돌아오는 총 합이 

증가하여 상호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면 상대방이 협력을 할 때에도, 그리고 경쟁을 할 때에도 일관되게 

경쟁을 택하는 쪽을 택해야 한다. 위의 [표 1]을 통해 행위자들이 받는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행위자 1과 행위자 2 모두 협조를 하였을 

경우 상호 협조에 대한 보상(R=Reward)을 받는다. 반대로 행위자 모두 

경쟁전략을 택하였을 경우에는 상호 경쟁에 대한 처벌(P=Punishment)를 

받게 된다. 두 행위자 모두 같은 전략을 사용하는 것 이외에도 한가지 전략이 

더 남아있다. 한 행위자는 협조를, 다른 행위자는 경쟁을 택하여 서로 다른 

전략을 취하는 것이다. 이 때 협력을 한 행위자는 상대가 함께 협조할 

가능성을 기대하였다 배반당하였기 때문에 배신당한 몫(S=Sanction)을 얻게 

된다. 상대방이 협조를 하였을 경우에 자신이 경쟁적인 전략을 취한다면 

협력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어 항상 

경쟁에 대한 유혹(T=Temptation)이 존재한다. 이 4가지 보상의 크기는 

혼자 경쟁적인 이익을 취한 경우(T), 상호 협조를 한 경우(R), 상호 경쟁을 

한 경우(P), 혼자 협조를 한 경우(S)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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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보상 예시 보수행렬 

 
행위자 2 

협조 경쟁 

행위자 1 
협조 4,4 0,5 

경쟁 5,0 1,1 

 

 [표 2]는 위의 보상과 처벌에 관한 직접적인 예시이다. 먼저 행위자 1과 

2가 모두 협력한 경우 개인이 받게 되는 보상은 각각 4점이다. 이는 한 

사람은 경쟁을 택하고 다른 한 사람은 협력을 택한 쪽의 최대 보상 5점보다 

작은 점수이다. 그러나 상호 협조의 경우 둘의 총합은 8점이고 상호 다른 

선택을 한 경우의 총합은 5점이다. 즉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상호협조의 경우가 낫다(Kollock, 1998).  

 

 총합을 계산해보면 상호 협조의 총합이 제일 크다. 따라서 행위자들은 

총합이 더 큰 쪽을 택할 것인가? 공동의 이익 대신 개인의 입장에서 

고려해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먼저 행위자 1의 관점에서 보도록 하자. 행위자 

1이 행위자 2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2의 선택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만약 행위자 2가 협조를 선택한다면, 합리적 행위자 

1은 경쟁을 선택할 것이다. 자신이 같은 협력을 선택했을 때 얻을 점수는 

4점이지만 경쟁을 선택했을 때 얻을 점수는 5점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행위자 2가 경쟁을 선택할 것이라는 예상하에 선택을 해야 한다면, 행위자 

1은 역시 경쟁을 선택할 것이다. 상대방이 경쟁을 하였을 때 자신이 협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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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좋은 점수를 얻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행위자 1이 경쟁을 하는 상대에게 협조를 할 때 얻을 수 있는 점수는 

0점이지만, 같이 경쟁을 한다면 1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을 택하는 

쪽이 우월하다. 이와 같이 상대방이 협조를 선택할 때 그리고 경쟁을 선택할 

때 관계없이 무조건 경쟁을 하는 편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유리하다. 

 

1970년 사회적 딜레마에 대한 심리학자들의 관심에 의해서 수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어떻게 하면 사회적 딜레마를 극복하고 상호 협조의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지에 대한 것이 주 연구 목적이다(Schuessler, 1989; 

Vanberg and Congleton, 1992; Kahn and Murnighnan, 1993; Joyce et al., 

2006). 이에는 대표적으로 반복적 시행 및 앙갚음(Tit for tat), 출구(exit) 

옵션과 파트너 선택이 있다. 먼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할 필요 없는 사람들 

간 사이에는 개인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것을 선호한다. 이전에도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거래가 끝난 이후에도 서로의 존재에 대해 인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두 명의 행위자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경쟁 전략을 택할 것이다. 단 한번의 시행에서 두 

명의 행위자가 경쟁 전략을 택하는 것을 경쟁 전략에서는 내시 균형(nash 

equilibrium)이라고 한다.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취하는지에 관계없이 특정 

행위자에게 이익을 보장하는 전략은 우월 전략(dominant 

strategy)이다(최정규, 2009: 34). 앞선 글에서 살펴봤듯이 죄수의 

딜레마에서의 우월 전략은 행위자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경쟁적 전략을 

취할 때 이다. 두 명의 행위자에게는 경쟁 전략이 우월전략이 되는데,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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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한 경쟁 전략을 택할 때 내시 균형을 이룬다고 한다(최정규, 2009). 

한번의 시행에서는 내시 균형을 이루게 되지만 반복적 시행에 있어서는 

균형이 깨진다. 반복적 시행은 지속되는 관계(ongoing relationship)를 

뜻하는데, 이는 행위자들이 미래에도 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행동은 보복 당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복은 개인의 이익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반복적 게임에 참여하는 

행위자는 협력적 태도를 보인다. 즉, 관계의 지속은 두 행위자가 서로의 

신분(identity)을 파악하게 하고, 과거의 행적(history)를 남겨 경쟁적 

행동에 대한 앙갚음(Tit for tat)의 기회를 증가시킨다(Axelrod, 1984). 

그리고 이는 행위자들을 협력적 행동으로 유도한다.  

 

파트너를 배정받았을 때 게임 시작 전 진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출구 

옵션(exit option)과 파트너 배정 전에 행위자가 직접 누구와 게임을 할 지 

선택할 수 있는 파트너 선택권(partner selection) 또한 내시 균형을 

깨뜨리고 행위자들의 협력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출구 옵션 또한 상대방에게 

앙갚음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상대방이 과거에 경쟁을 택했을 경우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 퇴장할 수 있다. 이는 배신한 행위자의 행동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협력적 행동이 증가한 것이다(Schuessler, 1989; 

Vanberg and Congleton, 1992). 출구 옵션과 비슷하게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전의 경험에서 비롯된 선택을 하게 된다. 과거에 

협력적이었던 행위자들과 다시 상호작용을 하면서 협력적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Hayashi and Yamagishi,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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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나 개인적인 성향이 협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존재한다. 개인주의적 성향과 집단주의적 성향으로 나뉘어지는 문화적 

차이는 사회적 딜레마 상황 아래에서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Cox et al, 

1991). 집단주의적 성향의 동양권, 흑인 문화의 사람들은 협력적 행동을 

보였고, 개인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영미계 미국사람들은 경쟁적인 성향을 

나타냈다. Croson et al(2008)에 의하면 협력적인 성향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빈번히 나타난다고 보고한다. 사회적 딜레마 상황아래에서 

성별의 차이가 협력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 

이외에도 협력적 또는 경쟁적인 개인 성격은 협력적 행동과 관련이 

있다(Kelley and Stahelski, 1970).  

 

 

제 4절 연구모형 

 

“박사과정을 밟는 동안 내가 살았던 미국 매사추세츠 주 

애머스트라는 동네는, 외출할 때 문을 잠그지 않아도 되고 

도서관에 노트북을 깜빡 잊고 두고 와도 다음 날 그 자리에 

가면 찾을 수 있는 곳이 었다…(중략)……늘어가는 주택 수요에 

대응하여 그 지역 일부를 택지로 개발하자는 타운의 제안을 

거부한 적이 있다……… 이 결정의 배경에는 외부로부터의 

인구(특히 저소득층 인구) 유입을 바라지 않는 주민들의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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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배타적 감정이 깔려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최정규, 

2009: 서문) 

 

 최정규(2009)의 ‘이타적 인간의 출현’이라는 저서에서 발췌해온 글이다. 

마을의 구성원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 문을 잠그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않는 주민들의 

의식이 이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구성원 이외의 

비구성원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감정을 보인다. 우리의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특히 연줄사회로 설명되는 한국의 사회에서는 학연, 지연, 

혈연 등의 공동체가 중요시 여겨지고 강조된다. 이는 애초에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 효과도 있지만, 사회적 구조 내에서 상호작용을 한 후에 

서로 비슷해진 이유도 존재한다. 위의 예시에서 보았던 마을의 같은 경우, 

또는 학연이나 지연 같은 경우는 전자의 경우보다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행위자들은 특정 구조 속의 구성원이 된 이후에 연결망 내에서 타 

행위자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 인식과 행동이 비슷해졌을 것이다. 

비슷해 진 이후에는, 다른 집단은 원래 성격이 달랐던 듯 행동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문점을 발견하여 연결망의 어떠한 특성이 

위와 같은 현상을 만들었고, 연결망 내의 행위자끼리만 서로 협동하도록 

이끄는지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Coleman(1988)의 사회적 자본은 행위자들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는 

하나의 수단으로 해석된다. 폐쇄된 연결망, 즉 연결망의 밀도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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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에서는 풍부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Bae and 

Koo, 2008; Hansen, 1999; Saxenian, 1996). 연결망 내 정보에의 접근 

이외에도 행위자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결망 내에서 생성된 

신뢰, 규범, 통제의 메커니즘을 따라야 한다. 이는 연결망 구조 내 구성원들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원동력으로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Coleman의 

연결망 구조와 협력적 교환 관계에 대해 다룬 주제들만 봐도 알 수 있다. 

앞선 장의 선행연구에서도 보았듯이 연결망 밀도와 협력적 교환관계에 대해 

다룬 연구들이 많다. 과거의 거래를 통해 형성된 사회적 자본이 미래의 

파트너를 선택할 때 영향을 많이 미친다(Levinthal and Richman, 1988; 

Gulati, 1995; Gulati and Gargiulo, 1999; Chung, Singh, and Lee, 2000; 

Duysters and Lemmens, 2003). 과거의 행적은 그 파트너와 신뢰를 쌓게 

되는 중요한 계기로써 향후 파트너 선택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또한 거래의 결과까지 보장해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대부분 기업 

수준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개인 수준에서 연결망의 밀도와 협력적 

교환관계에 관해 다룬 연구들은 매우 소수만 존재한다. 제 3절 사회적 

자본과 협력의 사회학 리뷰에서 살펴보았던, Marwell, Oliver and 

Prahl(1988), Gould(1993), 그리고 Briggeman and White(2008)의 연구가 

개인 수준에서 연결망 밀도와 협력적 교환관계를 밝혀낸 것 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결망 밀도와 협력적 교환 관계에 대한 개인적 수준의 

연구의 부족함을 깨닫고 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할 것이다. 또한 

Coleman(1988)의 메커니즘 중 기존의 연구에서 많이 보았던 과거의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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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쌓은 신뢰의 메커니즘이 아닌, 통제의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추어 구조적 

설명으로 논증할 것이다.  

 

 

Coleman의 사회적 자본과 파트너 대체가능성          

 

 파트너 대체가능성은 행위자의 인식에 기반하는 것으로,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메긴 거래 파트너들의 경제적 우위에 따라 달라진다(Bae, 2011). 

예를 들어, 행위자 A가 다른 행위자 B, C와 각각 상호 교환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 때 B와 C는 행위자 A에게 대체 가능한 거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그 조건은 A가 B와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물품 등을 C와의 

관계에서도 얻을 수 있을 때이다. 즉, 비슷한 교환 상품을 제공하는 B와 C 

중에서 행위자 A의 주관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메겨진 경제적 우위에 따라 

교환 파트너는 대체될 수 있다.  

 

 Coleman(1988)의 경쟁모델인 Burt(1992)는 중복되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관계는 단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구조적 공백(structure holes)에 위치한 

행위자는 정보의 다양성과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는데, 중첩되는 

정보는 관계 유지 비용만 커질 뿐 구조적인 위치의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중첩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두 명의 행위자와 거래를 

하고 있었다면 비용절감을 위해 하나의 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주는 행위자와의 관계를 새로 구축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된다.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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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구축을 위해 많은 비용을 들인 것도 아니고,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피해도 적기 때문이다. 또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관계 유지의 비용을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주는 행위자와 관계를 맺는데 사용하는 것이 정보의 중첩을 

막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략이다.  

 

 신뢰와 규범이 존재하는 폐쇄형 연결망에서는 중복되는 정보의 공급원을 

단절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폐쇄형 연결망 내에서의 행위자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빈도가 높아 상호 유대감을 가지고 만남을 지속하는 가까운 

친구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폐쇄형 연결망 구조 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다양하지는 않지만 함께 가치를 공유하는 상호 호혜적인 행위자들 

사이에서 얻은 정보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 또한 구성원인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형성된 연결망의 특색에 따라 정보의 특징도 달라질 

것이다. 신뢰할 수 있고 연결망 내 특색을 가진 정보는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절하는 대신 관계 구축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배제의 가능성 

 

폐쇄형 연결망 내에 위치한 행위자들은 풍부하고(Bae and Koo, 2008; 

Hansen, 1999; Saxenian, 1996) 믿을 수 있는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는데, 

이는 행위자들이 서로 배태된 관계(embeddedness tie)에 있기 

때문이다(Granovetter, 1985, Portes and Sensenbrenner,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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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들이 관계를 잘 유지하면 유대관계 속에서 신뢰할 수 있고 연결망 

특색에 따른 정보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연결망 내에서 규범을 

위배하는 잘못된 행동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연결망 외부로 제외되어 

폐쇄형 연결망 내의 정보에 접근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행위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연결망을 벗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은 대체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행위자들은 상호 호혜적 관계를 유지하여 

연결망 내의 입지를 굳혀야 한다. 연결망 내부에서 입지를 굳히지 못하고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동을 지속한다면 통제 메커니즘에 따라 연결망 

외부로 배제(exclusion)되어 사회적 자본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Coleman, 1998). 5명의 행위자가 위치한 밀집된 연결망에서 한 

명의 행위자가 개인 이익 극대화 추구만을 지속하였을 경우 나머지 4명이 

제지할 수 있는 힘이 있다(Coleman, 1988; Walker et al, 1997). 개방형 

연결망 구조에서는 한 명의 행위자가 4명과 모두 연결되어 있지 않다. 5명의 

행위자 중 소수만 관계를 맺고 있다면, 특정 행위자의 잘못된 행동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제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 4명의 힘과 소수의 통제의 힘 크기에 

차이가 발생하여 행동의 수정 여부가 달라진다. 만약 행동의 수정이 

이루어진다면 다시 상호 호혜적 관계로 발전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잘못된 행동이 발견되었을 시엔 해당 행위자가 연결망 외부로 배제될 

가능성이 커진다. 통제의 힘이 더 큰 밀집된 연결망 구조의 경우가 개방형 

연결망 구조보다 잘못된 행위를 한 행위자를 배제시킬 수 있는 힘의 크기도 

역시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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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망 내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는 연결망 내의 행위자들끼리 거래를 

했던 과거(history)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행위자들의 미래의 행동은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이 불확실성은 과거에 했던 행위자의 행동의 

패턴을 파악하면 감소될 수 있다(Podolny, 1993; Spence, 1973). 협력적인 

행동을 보여왔던 행위자에게서는 미래의 협력을 예상할 것이고, 경쟁적인 

행동을 보여왔던 행위자에게서는 미래의 경쟁을 예상하게 될 것이다. 폐쇄형 

연결망 내의 합리적 행위자들이라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택할 것이다. 단기적인 이익을 취하려다 연결망 외부로 배제가 된다면 

장기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상황이 출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결망 내 입지를 굳혀 미래의 장기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서 연결망 구조 

내 행위자들은 협력적 태도를 보일 것이다.  

 

배태된 관계, 특히 연결망 밀도가 높은 곳에서 발생한 사회적 자본은 

대체하기 힘들다(Bae, 2011). 행위자가 개인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행동을 

지속하다가 연결망 외부로 배제된다면, 사회적 자본의 손실로 이어져 장기적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 동안 다른 행위자들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들였던 비용 또한 자본 손실 비용에 포함된다. 따라서 구성원으로써의 입지와 

미래의 교환을 보장받아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접근을 지속시키기 위해 

행위자는 연결망 내에서의 협력적인 태도를 고수할 것이다. 특히 연결망 

밀도가 높은 곳에서 협력적 행동의 빈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배제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Coleman(1988)의 사회적 자본을 생성하는 밀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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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망은 통제 메커니즘을 통해 구성원들의 협력 행동을 촉진시킨다. 즉, 

밀집된 연결망 내에 위치한 구성원들은 신뢰를 져버려 발생하는 배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교환관계에서 더욱 협력적인 태도를 고수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연결망 밀도와 협력적 교환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보유한 부의 효과(Initial wealth effect)  

 

행위자들 사이에서 거래가 발생했을 때, 두 행위자의 힘(power)의 차이에 

따라 거래의 결과가 좌우된다(Emerson, 1962; 1972). 가치 있는 자원을 

보유 했느냐의 문제는 행위자들의 힘에 직결되어 협상을 할 때 자원에 따라 

힘을 가진 행위자가 더 유리한 입지에 위치한다. 이 유리한 입지는 협상력을 

증대시켜 결과를 행위자 자신의 이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끌고 올 수 

있으며, 상대방의 의존도에 따라 미래의 수익까지 보장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행위자의 힘을 결정하는 가치 있는 자원 중 초기 부(wealth)에 집중하였다. 

부는 행위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능력의 개념으로 개인적 수준에서도, 

조직적 수준에서도 행위자들의 행동과 상대방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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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성격이나 행동의 특성은 개인의 선천적인 측면에서 형성될 수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고 변화한다. 특히 

행위자가 보유한 부가 얼마만큼인지에 따라서 그들의 성격과 행동은 

달라지는데, 보유한 부가 풍부한 행위자는 그렇지 않은 행위자와 비교하였을 

때 지각(cognition), 감정(emotion), 행동(behavior)에서 차이를 보인다. 

Kraus et al.(2011)에 따르면 자원 보유량의 높고 낮음은 개인의 

지각에서부터 행동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 유유상종의 법칙에 

따라서(Lazarsfeld and Merton, 1954; Lawler and Yoon, 1998), 

자원보유량이 많은 행위자들끼리 친분을 쌓고 유대관계를 맺는다. 이는 

자원의 보유량에 따라 계층이 분리되는 요인이 된다. 계층이 분리된 후 자원 

보유량이 많은 사람들은 그 친구 또한 비슷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나 희귀 

자원에 접근이 용이해져 외부환경에 제약을 덜 받는다. 이에 반해 보유량이 

적은 사람들은 가진 자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접근성 또한 떨어지게 되어, 

외부 환경의 변화에 민감해진다. 따라서 자원 보유량이 많은 개인은 외부 

환경보다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되어 이기적인 성향과 행동을 

보인다. 보유량이 적은 개인은 외부 환경에 초점을 맞춰 변화를 주시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와 다른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게 되어 친사회적 성향을 

보인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이기적인 성향은 비윤리적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Piff et al(2012)에 따르면 자원 보유량이 많은 

사람은 협상 상황에서 거짓말을 통해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범한다. 상대방과 협력을 하면 모두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상황에서도, 

이기적인 성향의 경제적 성공자들은 자신의 이윤 극대화에만 초점을 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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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성공한 행위자들은 이기적인 성향을 보이며 

협조보다는 경쟁을 택한다.  

 

   그렇다면 자원 보유량이 적은 행위자는 보유량이 많은 행위자와의 거래에서 

항상 불이익을 당해야만 하는가? 모두가 함께 이익을 나눌 수 있는 요인은 

없는 것인가? 이는 둘로 제한되어 거래하는 상황을 탈피하고 초기 부의 양이 

많은 행위자와 함께 밀집된 연결망 구조 내에 위치하면 된다. 여러 명이 

상호작용을 하는 연결망 속에 자원 보유량이 많은 성공한 행위자를 

포함시킨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Bae and Gargiulo, 2004; Raub and 

Weesie, 1990; Brass et al., 1998). 연결망 밀도라는 요소가 강자의 

명성이나 미래의 이익을 제약한다면, 그도 역시 협동에 참여할 것이다. 

연결망 밀도가 높은 곳에서 제외가 된다면 향후 부 축적의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기적인 행동을 통해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게 되면 나머지 

구성원들은 보유량이 많은 파트너라 할지라도 거래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즉, 연결망 밀도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행위자의 이기적인 행동을 제약하여 

협력적 교환을 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이에 따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2. 연결망 밀도와 협력적 교환 간의 관계는 초기 부의 효과에 의해 

양의 방향으로 조절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초기 부가 증가할수록 연결망 

밀도와 협력적 교환 간의 양의 상관관계는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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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방법론 

 

 

제 1절 개요 

 

 가설 검증을 위해서 실험을 통해 연결망 상의 교환관계를 구현하고 그 결과

로 실증할 것이다. 이 방식은 연결망 교환 이론(Network exchange theory)

에 관한 연구(Willer, 1999)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본 방식의 장점은 

다른 요소를 통제하고 실험자가 관심있는 요인의 효과만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연결망 구조를 실험자 임의의 방식으로 외생적으로 조

작할 수 있고, 피실험자를 2가지 실험조건 아래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관찰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2가지 실험조건은 연결망 밀도로써 낮은 

연결망(sparse network)과 높은 연결망(dense network)이다. 이번 실험에

서 사용할 2가지의 연결망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연결망 구조에 따른 실

험 조건의 차이는 향후 프로그램 설명에서 계속할 것이다.  

 

 

[그림 1] 피실험자 연결망 구조 

 본 연구에서 실험을 통해 얻은 실증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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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실험 설계에 의한 검증은 내적 타당성(internal validity)은 높으나, 외

적 타당성(external validity)은 낮을 수 있다. 특히, 피실험자가 학생인 경우

는 이 표본이 기업 내 관리자들을 대변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딜

레마는 어린 시절부터 모두가 겪어오는 상황이다. 사회적 딜레마는 단체 생활

이 시작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피실험자인 학생들도 기업의 관

리자와 비슷한 경험을 지속해왔다. 또한 연결망 밀도에 제약을 받는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는 기업의 의사결정자나 학생이나 동일한 반응과 행동을 보

일 것이다.  

 

 

제 2절 실험 절차 

 

피 실험자 

 

 피실험자는 총 70명으로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참여했으며, 성별은 남자 35

명과 여자 35명으로 다양한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로 구성되어있다. 

피실험자들은 20살부터 34살까지이며 대부분 3학년 이상의 재학생들이다. 

이 피실험자들은 서울대학교 사이트 구인게시판을 통해 선착순으로 지원받은 

결과이다. 게임 참여에 대한 대가는 5천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지급하였으며, 

피실험자들의 동기부여를 돋우기 위해 1등에게 상품권을 더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본 연구는 연결망 밀도에 따른 협력적 교환관계를 실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행위자들의 기본 성향은 중요한 통제변수가 된

다. Triandis and Gelfand(1998)에 따르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행위자는 

개인 이익의 극대화를 우선시하면서 이기적인 면모를 보인다. 그에 반해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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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성향이 강한 행위자는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등 이타적인 면모를 보인다. 이렇듯 행위자의 성향은 애초에 결과

에 영향을 미쳐 연구 결과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제하기 

위해 게임이 모두 끝난 후 설문지를 작성하여 성향 파악을 시도하였다. 설문

지는 Triandis and Gelfand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성

향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 문항 16개와 이외의 인구통계학적 질문을 묻는 문

항들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설명 

 

 

[그림 2] 게임서버와 5대의 컴퓨터 연결 그림 

 

 본 논문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고안하였다. 기존실험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바탕으로 연결망 구조와 초기 

게임 점수를 실험자 임의로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한 프로그램이다. [그림 2]

처럼 서버를 관리하는 컴퓨터에 게임 프로그램이 설치된 5대의 컴퓨터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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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 접속을 한 후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한 단계(round)마다 피실험자

들의 선택이 서버에 저장이 되는데, 20단계가 모두 끝나면 이를 서버 컴퓨터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실험자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에는 피실험자 본인과 

게임을 할 수 있는 타 피실험자 목록, 진행되고 있는 게임 단계(round)의 수, 

게임 제안을 요청할 수 있는 게임 요청 수, 그리고 피실험자 자신이 얻은 전 

단계에서의 점수, 누적 총 점수, 전략 제시 후에 얻게 되는 점수의 의미를 알 

수 있는 보수 행렬을 확인할 수 있다. 

 

 두 가지 실험 조건에서 동일하게 주어진 것은 게임 요청 수 이다. 총 2개의 

게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조작했는데, 특정 피실험자가 게임을 하고 싶은 타 

피실험자에게 선택적으로 제안을 할 수 있다. 제안을 받은 피실험자는 제안에 

응답하여, 협력, 경쟁 또는 제안 거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게임 요청 수를 

2개로 조작해 놓은 것은, 게임에서 연결망 밀도에 따라 파트너 선택의 범위

가 달라지는데 이를 통제하여 동일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밀도가 낮은 연결망

의 경우에는 5명 중 자신을 제외한 2명의 타 피실험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

에 선택할 수 있는, 혹은 대체할 수 있는 파트너가 없다. 반면 밀도가 높은 

연결망의 경우는 다른 피실험자들과 모두 연결되어 있어 밀도가 낮은 연결망

의 경우보다 2명의 대체 파트너가 더 존재하게 된다. 통제하지 않으면 자칫 

게임 요청 수가 달라져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해 

두었다. 또한 배제의 가능성이라는 메커니즘을 직접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고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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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의 전략과 보상 행렬 

 
행위자 2 

협조 경쟁 

행위자 1 
협조 4,4 0,5 

경쟁 5,0 1,1 

  

 피실험자 본인이 게임을 함께하고 싶은 다른 피실험자에게 게임 제안을 할 

수 있고, 제안을 받은 피실험자는 이를 수락할 수 있다. 이 때 피실험자들이 

제시한 전략에 따라서 점수를 달리 받게 되는데, 둘 모두 협력이라는 전략을 

제시하였을 경우엔 각각 4점을 얻을 수 있다. 한 명의 피실험자가 협력을 제

시하고 나머지 한 명의 피실험자가 경쟁을 제시하였을 때는, 경쟁한 피실험자

가 5점을 얻고 협력한 피실험자가 0점을 얻게 된다. 마지막으로 둘 다 경쟁

이라는 전략을 제시한 경우에는 각각 1점씩을 올릴 수 있다. 피실험자들은 

전략을 제시하기 전에 프로그램상에 나타나있는 위의 [표 3]과 같은 보수행

렬을 확인한 후, 전략을 제시하게 된다. 이러한 점수표를 보고 제안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선택할 파트너의 과거 정보이다. 총 20단계로 설계된 실험은 한 

단계가 넘어갈 때 마다 피실험자들의 이전 게임에서의 협력률과 이전 점수가 

공시된다. 파트너 선택 권한이 없는 밀도가 낮은 연결망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전략 제시에만 유효하지만, 파트너 선택 권한이 있는 밀도가 높은 연결망에서

는 정보에 따라 원하는 피실험자에게 먼저 게임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을 받

은 피실험자들도 협력률과 이전 점수에 관한 정보를 통해서 제안에 대응을 

할지, 혹은 제안을 거절할지 선택할 수 있다.  

 



47 

 

 위와 같은 실험 절차에서, 2가지의 독립적인 실험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는 

연결망 밀도와 협력적 교환 관계만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고, 두 번째는 초

기 부의 조절효과를 보기 위한 실험이다. 두 가지 독립적인 실험에서의 차이

점은 초기 게임 자본이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5명으로 이루어진 피실험자 

한 팀에게 모두 0점으로 시작하도록 똑같은 초기 자본 점수를 부여했다. 반

면 두 번째 실험에서는 5명으로 이루어진 피실험자 중 무작위 추출된 1명에

게만 초기 점수 10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4명의 피실험자에게는 0점을 부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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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결과 

 

 

제 1절 요인분석 

 

 통제 변수인 개인의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16가지 문항을 설문하였다. 이는 

개인주의 성향과 집단주의 성향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으로(Triandis and 

Gelfand, 1998), 본 연구의 목적과 동일하게 요인 수를 2개로 놓고 베리맥스

에 의한 회전방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주의 성향과 집단주의 성향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비교적 

잘 묶였으나, 몇 문항의 질문이 편파적이었기 때문에 요인부하량이 낮게 도출

되었다. 개인주의 문항 6번, 7번, 8번과 집단주의 문항 13번, 14번, 15번이 

그러하다. 특히 집단주의 문항 중 13, 14, 15번은 요인부하량이 높게 나타났

지만, 가족에 관한 질문은 설문자들이 다른 번호를 응답할 때 떠올리는 주변 

인물들과 비교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높은 점수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성향을 묻는 문항을 각각 3개씩 제외시킨 후 변수화 하

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개인주의 성향의 신뢰계수 값은 .689, 집단주의 성향

의 신뢰계수 값은 .78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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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항 요인분석 값 

문항 요인 1 요인 2 

1. 나는 타인에게 의존하기 보다 나 자신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675 .271 

2. 나는 대부분 나에게 의지하며, 남에게 거의 의지하지 

않는다. 
.736 .166 

3. 나는 종종 “나만의 일”을 한다. .710 -.042 

4. 타인과 차별되는 나만의 개성은 나에게 중요하다. .633 .079 

5.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내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610 -.292 

6. 이기는 것이 전부이다. .307 -.513 

7. 경쟁은 자연의 법칙이다. .347 -.299 

8. 다른 사람이 나보다 일을 잘하는 것을 보면 나는 

긴장하고 자극을 받는다. 
.217 -.484 

9. 동료가 상을 받게 되면 나는 이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059 .643 

10. 동료의 행복은 나에게 중요하다. .115 .644 

11. 나는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겁다. -.088 .520 

12. 나는 다른 사람과 서로 도와 함께 일할 때 기분이 

좋다. 
-.192 .704 

13. 부모와 자녀는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 
.099 .510 

14. 내가 원하는 것을 희생해야 한다 할지라도, 내 가족을 

돌보는 것은 나의 의무이다. 
.247 .683 

15.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가족은 서로 붙어 있어야 

한다. 
.200 .626 

16. 내가 속한 집단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001 .440 

Cronbach의 알파 .689 .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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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기술 통계 

 

 [표 5] 피실험자 구성 

 N sparse dense 남녀 구성 

독립 실험 1 

연결망 밀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40 20 20 20:20 

독립 실험 2 

초기 부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30 15 15 15:15 

전체 70 35 35 35:35 

 

 

 [표 6] 각 변수들의 기술 통계치 

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성별 1 2 1.5 .504 

나이 20 34 24.39 2.855 

학년 1 10 3.91 1.726 

소속 1 12 3.60 2.851 

성향 1 2 1.66 .478 

연결망 1 2 1.5 .504 

협력지수 0 .7750 .354643 0.177456 

누적 점수 44 202 116.07 42.624 

초기 부 0 1 .09 .282 

N=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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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변수들 간의 단순 상관 관계 

변수 1 2 3 4 5 6 7 8 9 

1. 성별          

2. 나이 -.146         

3. 학년 .050 .766        

4. 소속 .091 -.198 -.234       

5. 성향 .181 -.029 -.019 -.017      

6. 연결망 -.029 -.025 -.017 -.121 .060     

7. 협력지수 .075 .060 .008 .074 .141 .116    

8. 누적점수 .021 -.084 -.090 -.045 .235 .848 .270   

9. 초기 부 .000 -.294 -.253 .079 -.101 .000 -.062 .057  

N=70,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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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연구 가설 검증 

 

 본 연구에서는 연결망이라는 특정한 환경에 위치한 개인들의 행동 차이를 

관찰하였다. 즉 연결망 밀도는 피실험자들이 경험하는 환경적 특성이다. 연구

의 초점은 환경 아래에서 개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관한 것 이기 때문

에 개인 수준에서 분석을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하여 spss 18.0ver으로 독립 표본 t검정(two independent samples t-

test)을 실시하였다. 독립표본 t검정은 각각 다른 두 모집단의 속성 중 하나

인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서 두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독립적으로 추출한

다. 그 후에 추출된 표본들의 평균을 비교하여 모집단 간 유사성을 비교하는 

것이 이 방법이다(성태제, 2011).  

 

 

성별과 개인 성향, 그리고 협력적 교환 관계 

 

 연구 가설을 본격적으로 검증하기 전, 성별과 성향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성별에 따른 협력적 행동이 다르다는 기존 선행연구

에 따라(Croson et al., 2008), 피실험자들의 성별에 따른 협력 지수1의 평균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또한 행위자들의 기존 개인주의 혹은 집단주의 

성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에 따라서 이 성향과 협력 지수 간

의 평균 차이도 분석하였다. 독립 표본 t 검정의 결과, 성별에 따른 협력 지

                                            

1 협력지수는 피실험자가 각 라운드에서 협력을 선택한 횟수를 표준화(연결망 밀도에 

따라 피실험자들이 게임을 요청할 수 있는 타 피실험자의 수로 계산)한 후, 전체 

20라운드의 평균을 내어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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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평균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620, n.s.). 성향에 따른 협력 

지수의 평균 차이도 유의미하지 않았다(-1.172, n.s.). 즉, 성별과 성향에 따

른 협력 지수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  

 

 

연결망 밀도와 협력적 교환 관계 

 

 연결망 밀도와 협력적 교환 관계의 양의 상관관계를 예측했던 가설 1을 검

증하기 위해서 독립 실험 1 표본을 바탕으로 독립 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8]와 [그림 3]에 제시된 것처럼 낮은 연결망 밀도와 높은 연결

망 밀도 사이에는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존재한다. 본격적인 결과 해석 전, 

등분산 가정을 확인하면 이는 유의확률 .221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는 

값이다. 즉, 등분산이 가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등분산이 가정된 상태에서 결

과를 보면, 연결망 밀도에 따른 협력적 교환관계는 밀도가 높은 연결망이 밀

도가 낮은 연결망보다 협력지수가 유의 수준 .05 이하에서 2.095 높게 나타

났다. 즉, 연결망 밀도와 협력적 교환 관계의 양의 상관관계를 예측했던 가설 

1은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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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연결망 밀도와 협력적 교환관계에 관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독립변수(연결망 밀도) 

종속변수 t / F 값(유의확률) 

협력지수 
독립표본 

t분석 
-2.095**(.043) 

N:40, p .05(양방검증), sparse-dense 값. 

 

 

 

[그림 3] 연결망 밀도에 따른 협력적 교환관계 그래프 

 

 

 

초기 부의 효과 

 

 연결망 밀도와 협력적 교환 간의 관계는 초기 부의 효과에 의해 조절될 것

이라는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 실험 2 표본을 바탕으로 독립 표본 t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표 9]와 같이 다른 연결망 구조에 위치한 초기 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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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10점 더 가지고 시작한 피실험자들 사이 평균값의 차이가 무의미하게 도

출되었다. 독립 표본 t 분석에서는 평균의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지만, 그래프

를 보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프의 [그림 4]는 [표 10]을 바탕으

로 표현한 것이다. 초기 자본 0의 피실험자들은 예상했던 그래프의 모습과는 

다르지만, 초기 자본 10을 가진 피실험자들의 협력지수가 밀도가 낮은 곳에

서보다 높은 곳에서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5]와 [그림 6]에서도 

이 같은 결과가 일치한다.  

 

 

[표 9] 초기 부에 관한 독립 표본 t 검정 

 
초기 부 10인 피실험자 초기 부 0인 피실험자 

협

력

지

수 

Sparse(3 명) Dense(3명) Sparse(12명) Dense(12명) 

-1.206(.294) 1.205(.241) 

n:30, p .05(양방검증) 

 

 

[표 10] 초기 부와 연결망 밀도에 따른 행위자들의 협력 지수 평균 

 
sparse dense 

초기 부 10 0.275 0.3625 

초기 부 0 0.4167 0.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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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초기 부의 조절 효과 

 

 

 

 

 
[그림 5] 연결망 밀도가 높은(dense) 곳에서 초기자본 10과 0인 행위자들의  

단계별 협력 성향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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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연결망 밀도가 낮은(sparse) 곳에서 초기자본 10과 0인 행위자들의  

단계별 협력 성향 그래프 

 

 

 

 

제 5장 논의 및 결론 

 

제 1절 논의 

 

 본 연구에서는 개인 수준에서 연결망 밀도가 협력적 교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leman의 통제 메커니즘을 분석하기 위해 

연결망 밀도가 높은 곳과 낮은 곳 모두에 파트너 선택의 권한을 2명으로 제

한하였다. 이 때 밀도가 낮은 연결망에서는 타 행위자 2명과만 연결되어 있

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파트너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연결망 밀도가 높

은 곳에서는 본인 이외의 행위자 4명과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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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너가 2명 더 존재한다. 대체 파트너가 있는 밀도가 높은 연결망에서는 타 

행위자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 행위자 이외의 행위자와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통제 메커니즘에 의해 선택 받지 못하고 처벌을 받던 행위자들

은 행동을 수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연결망 밀도가 낮은 곳보다 높은 곳에서 

전체적인 협력적 성향이 높게 나타나는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연결망 밀도와 협력적 교환 관계는 초기 부의 효과에 의해 양의 방향으로 

조절된다. 표본의 수가 적어 독립 표본 t 분석에서는 유의미한 값이 도출되지

는 않았다. 그러나 결과 제시 때 보았던 그래프는 초기 부가 높은 행위자가 

연결망 밀도가 낮은 곳에서 보다 높은 곳에서 더 협력적이라고 나타났다. [그

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결망 밀도가 높은 곳에 위치한 초기 부 10인 

행위자들은 10단계 이후부터 비교적 협력적 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이

는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협력과 경쟁 전략을 번갈아 가며 제시하다가, 다른 

행위자들이 자신의 1등 위치를 위협하는 것을 확인 후에 1등을 유지 혹은 탈

환하기 위해 협력적 전략을 고수하는 것이다. 이는 Tesser(1988)의 자기평

가유지모델(self-evaluation maintenance)을 바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 

모델은 가까운 사람의 뛰어난 성취가 행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가까운 사람

이 성취를 이룬 영역이 행위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속성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는 것이다. 즉, 1등을 유지하던 행위자가 타 행위자들의 게임 점수에 자극 받

아 최고점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적인 태도로 전략을 변경한 것이다. 반면 밀

도가 낮은 곳에서는 파트너 선택권이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파트너를 선

택할 기회가 없다. 게임 초반부터 신뢰를 잃어버렸다면 지속적인 경쟁 전략 

제시를 통해 최소한의 보상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경쟁 전략을 

고수하는 패턴이 [그림 6]에서 관찰되었다. 그 결과 밀집된 연결망 내에 위



59 

 

치한 초기 부 10으로 시작한 행위자들은 최고점을 유지 혹은 탈환하여 1등을 

유지하였으나, 밀도가 낮은 연결망 내에 위치한 초기 10으로 시작한 행위자

들은 최고점을 유지하지 못하였다.  

 

독립 실험 2에서 초기 부 10으로 시작한 행위자들과 다르게 초기 부가 없

었던 행위자들은 예상했던 것과 반대의 행동 패턴을 보이고 있다. 초기 부가 

없던 행위자는 연결망 밀도가 낮은 곳에서 더 협력적으로 행동한다. 이는 초

기 부라는 개념을 행위자들이 인식할 때 실험자가 의도했던 바와 다르게 인

식하기 때문이다. 실험이 모두 끝난 후, 실험에 참여했던 피실험자 3명과의 

인터뷰에서 얻은 결론이다. 현실에서 초기 부의 효과는 명성으로 이어지고 

권력의 상대로 느껴지지만, 게임에서 처음 시작할 때 무작위로 얻게 된 게임 

점수는 우연에 의해서 주어진 운 좋은 혜택이기 때문에 권력의 상대가 아닌 

단순한 경쟁상대로 여겨졌다는 것이다. 이 효과는 초기 부를 얻지 못한 피실

험자들의 그래프가 왜 밀도가 낮은 곳에서는 더 협력적이고, 높은 곳에서는 

더 경쟁적인 행동 패턴을 보이는지 설명한다. 밀도가 낮은 곳에서는 초기 부

를 가진 행위자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타 행위자가 적은 반면, 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초기 부를 가진 행위자와 모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즉 

밀도가 낮은 연결망에서 초기 부를 가진 행위자와 연결되지 않은 행위자들은 

경쟁상대 중 운 좋게 높은 점수를 얻고 시작하는 타 행위자와 게임을 진행하

지 않기 때문에, 무작정 경쟁적인 태도 대신 타 행위자와의 상호작용 흐름에 

따라 행동한 것이다.  

 

 위의 가설 검증 결과 그래프들을 살펴보면, 기존의 게임이론에서 나타나던 

피실험자들의 행동 패턴과 다르다. 기존의 행동 패턴은 [그림 7]과 같이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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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협력지수가 낮다가 게임이 반복될수록 증가한다. 그러다 게임이 종료되

는 시점이 가까워지면 협력지수는 급격히 하락한다. 이는 게임이 반복되면서 

피실험자들 내에 조건부 협력(Tit for Tat) 전략이 자리 잡기 때문이다. 피실

험자는 게임 초기에 자신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게임을 이끌게 되는

데 지속적인 경쟁 전략은 상대방의 보복으로 미래의 부를 잃게 만든다. 이처

럼 반복적인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는 개인의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우월전

략인 경쟁이 최선은 아니다. 게임이 진행되면서 모두 배반을 하거나 모두 협

력을 하는 형태로 패턴이 고정되는데, 모두 배반하여 얻는 이득보다 모두 협

동하였을 때 얻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이다. 조건부 협력이 이루어질 때, 상

대방과 신뢰를 쌓지 않는다면 서로 경쟁전략을 취하게 되면서 게임에서 높은 

성적을 얻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게임 초반에 피실험자들은 낮은 협력지수를 

기록하다가 증가하게 된다. 실험이 끝나갈 때에는, 상대방과 다시 마주치지 

않게 됨으로 다시 우월전략인 경쟁을 선택하게 된다.  

 

 

[그림 7] 기존 게임 이론에서 도출된 피실험자들의 협력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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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모든 실험들에서 게임 초반에 높은 협력지수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기존에 피실험자 2 명이 각각 

상대방만을 상대로 진행하던 죄수의 딜레마 게임과 다르게 피실험자들을 

연결망 구조 내에 위치시켰기 때문이다. 게임을 진행할 파트너를 선택하여 

2 명이 전략을 제시하고 게임을 성사시키기는 하지만, 5 명이 위치해있는 

연결망 내에서는 공공재 게임2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처음부터 경쟁전략을 

선택하면 연결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협조하여 타 

피실험자들의 동태를 살피는 것이다(최정규, 2009: 130). 실제로 실험이 

끝난 후, 이에 대한 후기 인터뷰에서 피실험자가 위와 같은 대답을 하였다. 

 

 

제 2절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Coleman(1988)의 

메커니즘을 실증하였다는 것이다.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연결망 밀도를 독립 

변수에, 그리고 협력을 종속 변수에 대입하여 Coleman 이 제시한 이론을 

실증한 논문들은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연결망 밀도가 협력을 증대시키는 

통제 메커니즘을 연구한 논문은 없다. 잘못된 행동을 지속하는 행위자를 

                                            

2  공공재 게임도 죄수의 딜레마 게임과 함께 사회적 딜레마를 실험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나, 2 명이 게임을 진행하는 죄수의 딜레마와 달리 다수가 실험에 참가한다. 

피실험자들에게는 초기부터 같은 액수의 돈이 지급된다. 이 중에 각자가 원하는 만큼(0 부터 

지급된 돈 전부) 공공계정에 기부를 할 수 있다. 피실험자들이 기부한 금액의 총액은 

공공계정에서 두 배로 불어난 후, 참가자에게 모두 균등하게 배분된다(최정규, 2009:126). 이 

공공재 게임에서도 우월 전략은 무임 승차, 즉 기부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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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하여 행동을 수정시키거나 혹은 연결망 외부로 제외시키는 연결망 구조 

내의 통제 메커니즘을 현실에서 찾는 것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연결망 구조를 미리 설정하고, 그 구조 내에서 피실험자들의 

행동을 관찰하였기 때문에 통제 메커니즘 측정이 가능하였다.  

 

둘 째, 초기 부를 가진 사람이 밀집된 연결망 내에서 협력적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기존에 존재하는 선행 연구들도 Coleman 의 밀집된 

연결망과 협렵적 태도의 관계가 초기 부의 효과에 의해서 양의 방향으로 

조절될 것이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그 실증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연결망 밀도가 높은 정도를 완벽히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아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 연구를 통해서 연결망 밀도를 미리 

설정해두고 초기 부의 효과를 측정함으로써, 연결망 밀도와 협력적 교환 관계 

사이에 초기 부의 효과가 양의 방향으로 조절한다는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셋 째, 개인적 수준에서 구조적 설명으로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기존의 경영학 연구들은 모두 기업수준의 연구들로 기업 간 전략적 

제휴관계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개인적 수준에서 연결망 

밀도와 협력적 교환 간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기존 경영학 연구에 기여를 

하였다. 더불어 개인의 심리학적 요소를 제외시킨 구조적 설명은 기존의 기업 

심리학에서 팀 내의 역학관계 등(예, 상사 부하의 관계)을 분석하던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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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연구(Wang et al., 2005)에 다른 해석을 덧붙일 수 있는 계기를 

제시한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기업은 제도적 차원에서 기업 

안팎으로 사회적 자산을 구축하여 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밀집된 연결망 

구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 내부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팀제 

이외에 사내 사회적 자산을 증진시키기 위한 동아리 활동 등의 비공식적인 

활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구성원들 사이 신뢰의 구축은 기업의 경쟁력을 

증진시키고,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또한 기업 외부의 

사회적 자산을 구축하여 기업 경쟁의 원천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경제 

발전에 따라 비슷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많아져 특화된 

경쟁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외부 사회적 자산 구축을 통해 기업 외부의 

정보와 융합하여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위와 같이 본 연구는 이론적, 실무적인 시사점이 있지만, 표본의 한계점 

또한 존재한다. 첫 째, 표본이 매우 작다는 점이다. 총 70 명의 피실험자들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독립 연구 1 과 독립 연구 2 로 

피실험자들을 양분하여 가설 1 과 가설 2 를 검증하였다. 따라서 가설 2 의 

경우는 그래프 상에서만 결과가 나타나고 독립 표본 t 분석에서는 무의미한 

값이 도출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의 수를 늘려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 째, 피실험자 전원이 한국인 학생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외국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남긴다. 문화와 살아온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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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협력적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Cox et al, 1991)가 

존재한다. 즉, 피실험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어 

일반화의 가능성을 떨어진다. 이는 향후 연구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셋 째, Coleman 의 메커니즘 중 신뢰 메커니즘은 

실증적으로 연구 고찰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실험 연구의 특성 상 실험자가 

원하는 단순한 구성만을 실증할 뿐, 정교한 구성을 하기 힘들다. 따라서 

미래의 연구에서 정교한 방법의 개발을 통해 신뢰 메커니즘도 측정해야 할 

것이다. 넷 째, 인지능력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피실험자들이 컴퓨터 게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임에 참여하는 방식을 

고안하였다. 실험 직전 피실험자들에게 실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설명을 

했음에도 몇몇 이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진행하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만약 인지 능력을 측정하여 통제변수로 넣었다면 더욱 정교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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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설 문 지 

 

 
 

※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

울대학교 경영학과 인사조직을 전공하는 석사과정 학생입니다. 이 설문지는 “연결망 밀도

와 협력적 교환관계에 관한 연구”에 사용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실험에 참가해 주시는 

귀하의 기본적인 성향과 인구통계학적 문항을 묻는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오직 학술적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절대 외부나 수업 관계자에게 귀

하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귀하의 응답 내용은 정확한 연구결과를 내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

시어 모든 문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정확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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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은 없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읽고 난 후의 느낌, 생각을 솔직하게 응답

하시면 됩니다. 

 

2.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답하지 마시고 귀하의 실제 느낌이나 생각을 사실 그대로 응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3. 본 설문에는 유사하거나 반복적인 내용의 문항이 있을 수 있으나 자신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것에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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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일, 시간(           ),   id no.(       ) 

 

 

 

 

 

1. 다음에 제시된 문항들을 잘 읽으신 후, 귀하의 실제 생각을 잘 나타내는 정도에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타인에게 의존하기 보다 나 자신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6 7 

2. 나는 대부분 나에게 의지하며, 남에게 거의 의지하지 않는다. 1 2 3 4 5 6 7 

3. 나는 종종 “나만의 일”을 한다. 1 2 3 4 5 6 7 

4. 타인과 차별되는 나만의 개성은 나에게 중요하다. 1 2 3 4 5 6 7 

5.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내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1 2 3 4 5 6 7 

6. 이기는 것이 전부이다. 1 2 3 4 5 6 7 

7. 경쟁은 자연의 법칙이다. 1 2 3 4 5 6 7 

8. 다른 사람이 나보다 일을 잘하는 것을 보면 나는 긴장하고 

자극을 받는다. 
1 2 3 4 5 6 7 

9. 동료가 상을 받게 되면 나는 이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1 2 3 4 5 6 7 

10. 동료의 행복은 나에게 중요하다. 1 2 3 4 5 6 7 

11. 나는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겁다. 1 2 3 4 5 6 7 

12. 나는 다른 사람과 서로 도와 함께 일할 때 기분이 좋다. 1 2 3 4 5 6 7 

13. 부모와 자녀는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 1 2 3 4 5 6 7 

14. 내가 원하는 것을 희생해야 한다 할지라도, 내 가족을 돌보는 

것은 나의 의무이다. 
1 2 3 4 5 6 7 

15.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가족은 서로 붙어 있어야 한다. 1 2 3 4 5 6 7 

16. 내가 속한 집단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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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인구통계항목들입니다. 이는 응답자를 분석목적에 따라 분류하기 위한 것으로 통계목적 외에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심과 성실한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얼마입니까?                   세 

 

 

3) 귀하의 소속 학과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기업해 주십시오. 예: 경영대학 경영학과) 

                                                                                

 

 

4) 입학연도 및 학년은 어떻게 되십니까?              년 입학,         학년 

(대학원생의 경우는, 학부 4 년과 대학원 학년을 합산해주십시오. 대학원 1 학년의 경우는 5 학년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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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Network Density and 

Cooperative Exchange 

: focusing on phenomenon of social dilemma 

 

Kim, Eunbi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the society experiences more rapid changes and uncertainties of the 

environment abound, social capital has newly garnered more spotlight, in addition 

to human capital and financial capital. Internal resources alone may no longer 

suffice in creating competitive advantages in the market. Social capital built 

within social relations with external organization helps the organization create 

new resource, and plays a crucial role in its survival.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social capital, researchers have previously explored social network structures 

as the antecedent of social capital. In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among organizations, scholars have traditionally looked to Coleman’s theory 

(1988) as their reference. According to the theory, closed networks encourage 



７９ 

 

cooperation through trust and control mechanism. While previous researches 

examined Coleman’s theory, researchers have not clarified the exact mechanism 

of the theory. Additionally, while researchers have extensively analyzed the 

network on the organizational level, they have rarely focused on analyzing the 

network on the individual level. 

 

This study seeks to cure these deficiencies in the research field by fulfilling two 

purposes: Firs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network 

density and cooperative exchange, focusing on control mechanism at individual 

level empirically. Second, this study aims to test moderating effects of initial 

wealth effect. In specific, actors showed enhanced cooperative exchange 

behaviors inside a dense network than in a sparse network. Actors who have more 

initial wealth at the beginning are expected to act more cooperatively in a dense 

network than in a sparse network. 

 

 In this study, experiments based on prisoner’s dilemmas game are designated to 

compare the behaviors of actors, who are located on either a sparse or a dense 

network. Hypotheses were tested by the analysis of the sample consisting of 70 

participants, chosen from a wide range of academic majors. Subjects consisted of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35 male and 35 female. In order to avoid the 

learning effect of subjects, two independent experiments were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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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each hypothesis. As a result, a statistically meaningful relationship 

was established between the network density and cooperative exchange behaviors. 

However, the result did not provide support for the moderating effect of initial 

wealth effect: t-test coefficient was not significant, although it showed 

meaningful results on the graphs.  

 

 This study contributed to the research of social network by examining 

Coleman’s control mechanism. Also, I examined the exchange relationship on the 

individual level with structural explanations. It will suggest another angle of 

approach in organizational psychology. These findings have real-life implications 

reaching outside of academia: organizations should focus on developing social 

capital on the institutional level, from within and outside of the organization. In 

extending the findings of this study, future studies need more samples, especially 

because the graphs suggested promising results, even though the moderating 

effect did not result in significant coefficients. A larger sample size may lead to 

more accurate results. The effects that trust mechanism has in cooperative 

exchanges need to be further examined. 

 

Keywords : Network Density, Cooperative Exchange, Social Dilemma, Initial 

Wealth Effect, Social Capital 

Student Number : 201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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