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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는 서로 근접하게 거주하며 형제와 다를 바 없이 가까운 관계를
일컫는 말로 ‘이웃사촌’이라는 용어가 있어왔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의 급
격한 도시화, 핵가족화를 거치는 동안 주민들의 우울증 및 고독사가 빈발(頻發)
하는 한편, 층간소음, 층간흡연, 쓰레기무단투기, 반려동물에 의한 문제, 주차문
제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시비와 갈등 또한 미디어를 통하
여 빈번하게 주목받고 있다. 최근 5년의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이웃 간 발생
한 범죄의 빈도는 21,107건(2010), 20,652건(2011), 22,200건(2012), 20,001건(2013),
19,586건(2014)으로 매년 2만 건을 육박한다(경찰청, 2014). 이들은 일시적 충동
이나 우발적 범행보다는, 오랜 시간 누적된 감정이 촉발된 반목(反目)의 표현으
로 여겨지고 있다(헤럴드경제, 2015). 이웃四寸이 이웃死村으로 변질되어가는
실태이다.
이웃관계의 중요성을 밝히는 연구들은 여럿 존재한다. 친밀한 이웃관계가 개
인의 삶의 질이나 건강상태, 빈곤탈출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
러나 이웃관계가 냉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것이 무엇으로 인한 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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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약화, 악화되는 이웃관계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사회복지적인 고민은 부재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소득의 양극화와 맞물려 계
층별 거주지분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오늘날, 서로 유사한 수치들을 보고하는
시·군·구의 빈곤상태로는 이웃관계의 변이를 포착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보
다 실질적 근린환경인 읍·면·동 수준의 소속동네 빈곤에 주목하여 소위 ‘못 사
는 동네’로 여겨지는 장소에서 이웃관계의 상실이 더욱 급격한지, 혹은 오히려
친밀한 관계수준이 두드러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동네의 빈곤상
태가 이웃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근거를 설명하려는 시도로서 소속동네의 빈곤
이 동네의 다른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동네차원의 낮은 거주안정성 및
높은 무질서와 연관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경유하여 주민들의 이웃관계에 영향
을 가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거주하는 지역의 환경적 특성이 주민
에게 미치는 직접적, 간접적 맥락효과를 면밀히 살피고자 하였다.
빈곤율이 높은 동네에서 이웃관계가 어떠하리라는 전망은 크게 ‘사회해체이
론’의 관점과, 그에 ‘대립되는 연구경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요약하면 전자의
경우 경제적 빈곤층이 다수 거주하는 동네는 주로 낙후된 곳으로서 주민들의
단기적 유입 및 유출이 잦음은 물론, 무질서상태 또한 만연해있다는 점에서 긍
정적 이웃관계의 형성이 저해된다고 설명하며, 후자는 빈곤한 동네환경이 비록
열악하더라도 홀로 있을 때와는 달리 빈곤한 개인들에게 심리적 지지기반이 되
므로 그곳에서 친밀한 이웃관계가 활성화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상정하였다.
1) 소속동네가 빈곤할수록 동네수준의 거주불안정성과 무질서도가 증가하는가?
2) 소속동네가 빈곤할수록 주민들의 이웃관계수준이 감소하는가?
3) 소속동네의 빈곤이 동네의 거주불안정성 또는 무질서도 증가를 통하여 주민
들의 이웃관계수준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본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011년에 실
시한 ‘전국범죄피해조사(2010)’자료를 토대로 2수준 위계선형모형(2-level hierarchical linear model)을 활용하여 2-2-1수준 다층매개분석을 이행하였다. 연구모집
단은 전국의 14세 이상 가구원이며, 연구표본은 군집표집(cluster sampling)과 계
통표집(systematic sampling)을 통하여 각각 대표성을 확보한 총 680개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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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곳에 거주하는 16,557명의 가구원으로, 원자료의 표집과 표본을 그대로 사
용하였다. 본 연구는 ‘동네 속의 개인’을 분석단위로 설정함으로써 동네의 특성
들이 주민 개개인의 이웃관계에 미치는 맥락효과의 실재여부를 검증하였다.
연구문제 및 가설의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에서 소속동네가 빈곤할수록 동네수준의 거주불안정성과
무질서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는 소속동네의 빈곤이 동네수준의 다
른 문제들과 관련되는지를 탐색해보기 위함이다. 그러나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동네의 빈곤과 무질서도 사이에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동네
의 빈곤과 거주불안정성 간에는 오히려 부적인 관계가 드러났다(=-.871, p<.00
1). 사회해체이론에서는 빈곤한 동네의 특성으로서 동네의 거주불안정성과 무질
서가 흔히 거론되곤 하였으나, 연구결과는 이론을 지지하지 않았다. 즉 한국사
회에서는 어떠한 동네에 경제적 빈곤층이 많이 거주하는 것이 곧 무질서한 동
네와 동치가 아니라는 점과, 빈곤한 동네에서 전반적으로 동네주민들의 거주안
정성이 오히려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연구문제 2]를 통해서는 소속동네가 빈곤할수록 이웃관계수준이 감소
할 것이라는 가설을 도출하였다. 이 또한 확대된 사회해체이론에 기반을 둔 예
상으로, 이웃관계에 대한 소속동네 빈곤의 직접적 맥락효과는 실재하고 있다.
이웃관계의 세 가지 하위유형인 이웃유대(=.035, p<.001), 주민조직참여(=.02
9, p<.001), 집합적 효능감(=.008, p<.05) 모두에서 맥락효과가 확인되었다. 그
러나 맥락효과의 방향성은 예측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는데, 소속동네가 빈곤할
수록 이웃관계가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 본 결과는 비록 시대적 배경이 달라졌
어도 여전히 ‘빈곤한 동네’에서 주민들 간의 유대, 모임참여, 동네문제를 예방
혹은 그에 대응할 의지가 강하게 표현됨을 보여준다.
셋째, [연구문제 3]은 소속동네의 빈곤이 거주불안정성 혹은 동네무질서도의
증가를 통하여 이웃관계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간접적 맥락효과를 상정
하였다. 다만 소속동네의 빈곤이 거주불안정성의 감소를 통하여(=-.871, p<.00
1) 이웃유대(=.020, p<.001), 주민조직참여(=.013, p<.05), 집합적 효능감(=.00
3, p>.10)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맥락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때 이웃유대와 주민
조직참여에서는 부분매개가, 집합적 효능감에서는 완전매개가 성립하였다. 무엇
보다 빈곤한 동네에서의 높은 이웃관계수준이 ‘거주안정성의 증가’를 통하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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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됨을 연구결과로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동네수준의 부족한 자료, 주관적 개인지표들의 합산으로 객관적
동네지표를 구성하였던 측정의 한계, 개인의 성격이나 기질을 고려하지 못한
외생변수 통제의 불(不)충분, 지리적으로 국한된 ‘이웃관계’ 개념의 한계, 한정
된 매개변수로 인한 설명의 부족, 횡단자료 분석으로 인한 인과관계의 미(未)파
악 문제의 한계점을 내포한다.
상기한 제한점을 지님에도 본 연구는 직접적 맥락효과의 검토를 통하여 사
회해체이론이 적어도 현 시점 한국사회의 이웃관계에 있어서는 설명력이 낮다
는 연구결과를 축적하였다는 점, 간접적 맥락효과의 검토를 통하여 빈곤층이
많이 거주하는 동네에서 드러나는 이웃관계수준 차이의 관련요인을 분석하였다
는 점, 전국범위의 데이터로 위계선형모형을 활용하여 다층분석을 수행함으로
써 동네수준의 변수가 개인의 이웃관계에 미치는 맥락효과를 적절하게 포착하
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를 가진다.
나아가 실천현장에서 주민조직화사업을 실시할 시 빈곤한 동네일수록 높은
유대수준과 조직참여율, 동네의 안전에 대한 의지와 같은 가시적 혹은 잠재적
자원들이 이미 존재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를 결집하고 활용하는 개입이 필
요함을, 빈곤한 동네의 거주안정성이 주민들의 부적절한 주거상태와 연결되고
자칫 빈곤층의 고립상태를 의미하지 않도록 주거환경의 개선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을, 이웃관계의 제고를 위하여 무질서한 동네일수록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
이 있어야 함을, 개인수준 변수들의 유의성을 토대로 연령이 낮을수록, 장애가
있을 때, 점유가 불안정할 때, 아파트에 거주할 때 취약한 이웃관계에 더욱 관
심을 기울여야 함을 각각 실천적 함의로 제시하였다.

주요어: 맥락효과, 소속동네의 빈곤, 동네의 거주불안정성, 동네무질서도,
이웃관계, 사회해체이론, 다층매개분석
학 번: 2014-2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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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최근 발간한 빈곤통계연보(2014)에 의하면, 2013년도
현재 전국단위기준으로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미만의 시장소득을 보유한 절대빈
곤 가구비율은 18.0%, 중위소득 50% 미만의 상대빈곤 가구비율은 22.6%에 달
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국민들의 전반적 경제수준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수의 개인이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
상당수의 빈곤층 존재와 더불어, 소득불평등 그리고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역의 분리(residential segregation) 역시 심화되어왔다(선주형, 2004; 양승호, 2014).
근래의 도시사회학 및 경제지리학 연구들에 따르면, 한국사회는 20세기 말 IMF
경제위기 이후 두드러진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간접적 지표로서 이전보다 급격
하게 계층별 군락화(clustering)가 이루어지고 있다(박윤환, 2011; 정수열, 2015).
1990~2000년대 서울시의 주거패턴을 시계열적으로 검토한 한 연구는, 높은 주
거비용의 지불능력이 있는 소위 ‘파워엘리트(power elite)’ 고소득층은 자신에게
편안한 거주환경을 물색,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빈곤층의 거주환경은
그에 종속됨으로써 거주지분포의 지역, 동네별 편중이 강하게 존재함을 밝힌
바 있다(김창석, 강세진, 2011). 이러한 현상은 전국 혹은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빈곤지표로는 파악이 어려운, 실제 거주하는 지역단위인 ‘동네’의 빈곤정도와
그것의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여기에서 동네(neighborhood)란 지리적으로는 대략 1,000명에서 15,000명의
인구가 모여 거주하는 장소이자, 내부에서 사람들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적 의
미를 동시에 담고 있는 개념이다(Davides & Herbert, 1993; 이종한, 김혜숙, 199
7; 진미윤 외, 2001). 행정자치부(2015)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자
료에 의거하면, 2015년 1월 1일 현재 국내총인구는 51,327,916명, 읍·면·동은 도
합 3,496개, 통·리는 94,204개, 반은 486,092개이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였을 시,
동네는 현존하는 구역의 범위에서 읍·면·동 단위와 인구학적 측면에서 유사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정구역상의 읍·면·동을 자신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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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관계를 맺는 동네와 동치의 개념으로 활용하겠다.
빈곤동네와 비빈곤동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의 양태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 동네환경은 일종의 생태학적 개념으로, 그곳에 거주하는 개인의 삶의 다
방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연구되어왔다(Bronfenbrenner, 1989). 이때 개인의
심리사회적 결과물에 미치는 동네의 영향력을 흔히 ‘근린효과(neighborhood effects)’라고 한다. 이 개념은 환경 속의 인간(PIE: Person In Environment)에 토대
를 둔 것으로, 소속된 동네가 어떠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태도와 의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사회체계가
구성원에게 그들의 개인적 속성과는 별도의 구조적 속성을 부여한다는 점을 강
조한다(이현희, 1994).
근린효과를 다룬 연구들에 따르면 실제로 빈곤한 동네는 주민들의 신체·정신
건강, 범죄행동, 교육수준 등에서 비빈곤동네와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Shaw
& McKay, 1942; Massey et al, 1987; Aneshensel & Sucoff, 1996; Ross & Mirowsky, 2001; Sampson et al, 2002). 효과의 존재여부에 대한 관심과는 달리 효과
의 방향성은 별도로 정하여진 바가 없으나(박경숙, 2008; 정수열, 2008), 일반적
으로는 빈곤층의 비율이 낮은 동네일수록 긍정적 결과가 높고 부정적 결과는
낮은 경향이 두드러졌다(임세희, 2010; 박선희, 박병현, 2012; 곽현근, 2013). 선
행연구의 결과들은 빈곤한 동네에의 거주가 주민들의 삶에 부정적 영향력을 끼
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거주하는 동네에 따라 주민들의 삶에 차이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동
네환경의 영향’을 반영한 것인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동네특성의 차이가
아니라, 주민들이 지닌 특성이 동네마다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도 설명
이 가능하기 때문이다(Sampson et al, 2002). 예컨대 ‘빈곤한 동네에 거주하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다’가 아니라, 이미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즉 건강 저해
요소를 보유한 사람들이 그 동네에 살고 있다’로도 동네 간 건강수준의 차이를
드러낼 수 있다. 여기서 전자는 맥락효과(contextual effects), 후자는 구성효과(compositional effects)로 불린다(Jencks & Meyer, 1990; Slogget & Joshi, 1994; Robert, 1998). 즉, 근린효과는 특정결과에 미치는 개인들의 특성에 의하여 동네
간 차이를 설명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이는 ‘구성효과’와, 그러한 개인속성들을
통제하고도 동네속성, 즉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 맥락의 영향력이 여전히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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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를 검증하는 ‘맥락효과’로 구분된다.
맥락효과 관점은 장소 혹은 지역의 효과가 개인수준으로 환원할 수 없는 지
역의 고유한 속성에서 비롯된다고 여기는 입장이다(노병일, 곽현근, 2005; 김형
용, 2009a). 빈곤동네가 단순히 저소득 빈곤층의 주거지라는 물리적 거주공간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그들의 생활상태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생태적
환경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Aneshensel & Sucoff, 1996; 이상록, 2012). 본 연구
의 초점은 동네환경의 맥락효과로서, 거주하는 동네가 개인의 특성과는 별개로
주민들의 삶에 독립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동네가 빈곤의 동학을 보여줄 수 있는 생태적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과
학에서 사회적 범주로서의 공간은 시간이나 역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
루어져왔다(Rankin & Quane, 2002; 백학영, 2007; 김형용, 최진무, 2012; 박윤환,
2013). 실제로 맥락효과의 관점에서 소속동네의 빈곤한 환경이 거주민의 생활양
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국내연구는 많지 않다.
빈곤지역 혹은 빈곤동네는 빈민의 소외 및 격리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공
간이다(김남줄, 2005; 강현아, 2010; 조희은, 2014). 빈곤층의 일부는 적절한 주
거환경을 감당할 경제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집값이 낮은 낙후된 지역으로 점차
밀려나고, 그러한 지역에 밀집하여 거주한다(Massey & Denton, 1993; 김수현
외, 2011). 1960년대 이후 약 20년 동안 불량주거지역의 전형이었던 판자촌, 달
동네, 산동네의 형태가 빈곤집중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이소정, 2006). 198
0년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판자촌들이 대거 철거된 이후 주거 빈곤층의 거주공
간은 비닐하우스, 쪽방, 컨테이너, 움막, 지하셋방, 고시원, 여관, 영구임대아파
트 등으로 다양화되었다(김민진, 2009; 서종균 외, 2009).
빈곤층의 특정지역으로의 유입은 부득이하게 소속동네의 빈곤율을 높이고,
주거빈곤층은 계속해서 소위 ‘못 사는 동네’로 밀려나 모여 거주하는 형태를 띤
다(남원석, 2004). 빈곤층은 자신들이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렴한 거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빈곤한 동네로 이주하는 것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
로 인하여 거주지역이 빈곤동네로 규정되는 것이기도 하다.
집값이 낮은 동네, 대체로 이미 낙후된 가난한 동네로 저소득 빈곤층이 이주
하는 것은 동네의 빈곤정도를 가중시키는 현상이다(Cutrona et al, 2006). 이러한
상황에서 소속동네 빈곤의 영향력을 포착하는 작업은, 자칫 모여 있는 빈곤한

- 3 -

개인들의 특성들의 합인 구성효과로 환원되어 문제의 근원이 거주민들에서 비
롯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Lewis(1966)의 빈곤문화론이 그 예인데, 그는
빈곤의 밀집현상을 빈곤층의 부정적 속성들이 집합된 상태와 동일시함으로써
동네수준의 문제들을 개개인의 책임으로 치환한 바 있다.
빈곤지역의 맥락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메타분석한 결과들은 대체로 동네
의 빈곤현상이 개인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Mair et
al, 2008; Murry et al, 2011). 그러나 이들은 동네환경의 중요성을 인식, 환기시
키는 데에는 성공하였어도, 빈곤한 동네에서 왜 부정적 결과가 두드러지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소속동네 빈곤의 영향력이 발현되는
기제(mechanism)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였다(Leventhal & Brooks-Gunn, 2000; Sampson et al, 2002; Wright et al, 2014). 본 연구는 이를 위하여 소속동네의 ‘거
주불안정성’과 ‘무질서’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두 변수는 이웃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문제들로서(Skogan, 1992; Bursik & Grasmick, 19
93), 소속동네의 경제적 빈곤현상과도 밀접히 연관되는 변수들임에 근거하여,
동네빈곤이 그 동네에 거주하려는 의향을 저해하는 여타의 동네수준 및 개인수
준의 문제들로 파생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함에 있어 중요하다.
동네의 거주불안정성이란 특정동네에 중·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주민의 비율이
낮은 상태를 지칭하는 개념으로(Silver & Miller, 2004), 빈곤한 동네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는 최종목적지가 아닐 확률이 높다(McCulloch, 2003). 한편
동네무질서는 통제되지 않는 혼돈상태가 시각적으로 드러난 상태로(Kim, 2010),
물리적으로는 비위생적인 동네를, 사회적으로는 무규범상태(anomie)의 동네환경
을 의미한다. 해외의 선행연구들은 소속동네가 빈곤할수록 높은 거주불안정성
또는 높은 동네무질서가 관찰됨을 보고하였다(Pinderhughes et al, 2001; Ross, 2
001).
본 연구는 동네의 빈곤, 그로 인한 동네의 거주불안정성과 무질서가 이웃관
계(neighborship)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이웃관계란 지리
적 근접성에 의하여 형성된 주민들이 공통의 가치나 태도, 염원 등을 공유하며
상호지지기능을 수행하는 관계를 일컫는다(Hurlbert et al, 2001). 이웃관계는 기
본적으로 1) 동네의 내부에서 생성되고, 2) 대인적 특성(interpersonal trait)으로
서 ‘개개인의 특징’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에 의해 구성되는 변수이므로 동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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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을 탐색하기에 적합하다(Subramanian et al, 2003).
서구에서 주민들의 이웃관계에 미치는 맥락효과를 다루었던 여러 연구들은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에 근거하여 공공부조 수급자·실업자·
한부모가구주와 같은 빈곤층의 비율이 높거나, 거주안정성이 낮거나, 무질서 정
도가 높은 동네에서는 이웃유대, 주민조직참여, 집합적 효능감 등으로 묘사되는
이웃관계수준이 낮게 표현됨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Shaw & McKay, 1942; Wilson, 1987; Sampson & Groves, 1989; Tigges et al, 1998; Drukker et al, 2003; Brisson & Usher, 2005; Witherspoon & Hughes, 2014). 국내연구
들 역시 상기한 해외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들을 보고하였다(곽현근, 2007; 2013;
박선희, 박병현, 2012; 고은정, 2014).
한편, 국내의 빈곤지역 거주민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민 다수가 경제적으로
궁핍한, 비교적 동질한 상태일 때 그들이 능동적으로 상부상조하는 건강한 이
웃관계를 지님을 보여주었다. 이는 서구나 남미의 빈곤지역에서 보고된 부정적
빈곤문화(culture of poverty)와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한국 도시빈민 특유의 긍
정적인 사회문화적 속성으로 이해되곤 하였다(남희용, 1996; 박서호, 2001; 유병
덕, 2004). 소속동네의 빈곤과 이웃 간 신뢰 사이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고한 연
구결과(박세경 외, 2008; 윤우석, 2010), 빈곤한 동네에 거주할 때 이웃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김형용, 2009b)도 존재한다.
이와 같이 이웃관계는 동네속성과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국외와
국내의 판이한 사회적 맥락에 따라, 시대적 배경에 따라, 그리고 어떠한 연구방
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혼재된 결론(mixed results)에 도달하는 변수이므로 한
국사회에서 재고찰할 가치가 있다. 현 시점에 동네단위의 빈곤율이 높은 공간
에서도 판자촌의 이웃관계와 유사한 긍정적 성질이 드러나는지, 반대로 주민들
의 사회적 관계가 해체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동네빈곤
속성의 영향력이 다양한 통제 후에도 유의한지 맥락효과의 존재유무와 방향성
을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나아가 맥락효과가 동네의 거주불안정
성과 무질서도를 통하여 이웃관계에 발현되는지를 탐색한다.
빈곤한 동네에서는 주민들의 적응유연성(resilience) 및 궁극적으로는 탈(脫)빈
곤에 도움을 주는 이웃관계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 된다. 이웃관계는 스
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이 우울, 불안, 긴장 상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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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역할을 하며(이인선, 2004; 김영미, 2013; 남현정, 2014), 자활의지와 관련
된 신체건강 및 효능감, 자존감 등의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되고 있다(Golden et al, 2009; Huxhold et al, 2013). 빈곤층의 경우, 고립될 때
보다 유사계층의 비율이 높은 동네환경에서의 유대관계가 그들의 심리적 지지
기반으로서 기능하기도 한다(Granovetter, 1983). 이러한 현상은 소속동네가 빈
곤할수록 과연 자원으로서의 이웃관계수준이 실제로 높게 나타나는지, 또는 낮
기 때문에 증진시켜야 하는지를 확인해볼 필요성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우울증,
층간소음갈등, 고독사(孤獨死) 등이 사회문제화(化)된 오늘날, 소위 ‘이웃사촌’의
모습이 빈곤한 동네일수록 상실 혹은 보존되는지를 확인하여, 한국사회의 온기
와 역량 복원을 위한 사회복지개입의 지점을 소상하게 짚고자 한다.
본 주제와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들은 맥락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1) 동네범
위의 설정과 2) 분석방법의 한계를 공통적으로 지닌다. 먼저 많은 2차자료들은
익명성보장을 이유로 지역변수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활용
한 연구들은 동네를 시·군·구 단위로 다소 넓게 설정함으로써 실제 거주반경의
효과를 살피지는 못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던
읍·면·동 단위의 동네연구들은 주로 특정지역에 국한된 응답결과를 해석한 것
이라는 점에서 외적타당도(external validity), 즉 일반화가능성이 낮아지는 단점
을 가진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의 상반된 연구결과들은 아직 사회해체이론의
적절성 여부를 엄밀히 포착해내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개개인은 거주동네에 내재되어있기(nested) 때문에, 동네환경의 영향력
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층분석이 요구된다. 그러나 일부의 연구들은 단층회귀
의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수준으로 도출된 결과를 개인수준에 적용하는 생
태학적 오류(ecological fallacy)를 범하기도 하였다.
이웃관계가 상술한 연유들로 인하여 상이한 결론에 이를 수 있는 변수임에
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에는 국외와는 달리 아직까지 연관된 연구 자체가 부
족하다는 근본적인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는 동네환경을 보다 실질적인 근린
환경으로서의 읍·면·동으로 설정하고 있는 전국범죄피해조사(2010) 자료를 기반
으로 다층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앞에서 거론된 기초지자체 분석단위 및 방법론
적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는 방식으로 연구의 차별성, 엄밀성 확보 및 연구의
축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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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소속동네의 빈곤이 동네의 거주불안
정성 및 무질서를 매개로 이웃관계에 미치는 영향으로서의 맥락효과(contextual
effects)를 밝히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소속동네가 빈곤할수록 동네수준의 거주불안정성과 무질서도가
증가하는가?
◆ 연구문제 2. 소속동네가 빈곤할수록 주민들의 이웃관계수준이 감소하는가?
◆ 연구문제 3. 소속동네의 빈곤이 동네의 거주불안정성 또는 무질서도 증가를
통하여 주민들의 이웃관계수준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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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본 장은 소속동네의 빈곤이 이웃관계에 미치는 맥락효과에 대한 이론적 근
거를 살핀다. 제1절은 주요설명변수인 소속동네 빈곤의 개념과 그것의 맥락효
과를 사회해체이론에 기반을 두어 다룬다. 제2절은 매개변수로서 소속동네 거
주불안정성 및 무질서의 개념과 이들의 맥락효과를 정리한다. 제3절은 종속변
수인 이웃관계의 개념과 중요성을 검토한다. 뒤이은 제4절은 주요변수간의 관
계로서, 소속동네 빈곤이 이웃관계에 미치는 직접적 맥락효과를 부적·정적 연관
성을 주장하는 논거들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탐색한 후, 설명변수와 매개변수,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각각 지적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을 종합함
으로써 소속동네 빈곤이 이웃관계에 미치는 간접적 맥락효과의 논리를 형성한
다. 마지막으로 제5절은 기존연구들의 한계를 요약하고, 극복지점을 제시함으로
써 분석의 토대를 정립한다.

제1절.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본 연구의 주요한 문제제기는 소속동네의 불리한 환경 자체가 개인 혹은 가
구관련 배경과는 독립적으로 주민들의 이웃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공
간은 그곳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백학
영, 2007). 현 논의를 진행, 검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속동네의 빈곤’이 의미하
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의 명확화가 요구된다.
‘동네(neighborhood)’란 일종의 사회적 공간으로서, 거주지의 인접성을 바탕으
로 주변과 경계가 지어지는 가운데 사람들이 비공식적이고 대면적인 이웃관계
에 관여함으로써 유기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장소를 뜻한다(Bursik & Grasmick, 1993; 조현미, 2009; 박송영, 2011; 강정희, 2012). 이처럼 하드웨어 측면의
‘장소적 의미’와 소프트웨어인 ‘관계적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는 점은, 사람들이
동네라는 구역 안에서 상호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하
교 시 함께 오고가는 동네 친구, 계 혹은 반상회 모임, 마실이 가능한 반경에
거주하는 이웃 등이 특정영역 내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대표적 사례들이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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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현대사회에서 동네는 공간적, 사회적으로 통합되었음을 뜻하는 게마인샤프
트(Gerneinschaft)의 성격을 대부분 상실하였다고 여겨지나, 그럼에도 삶의 긴장
들로부터 지속적 회복작업(ongoing repair)을 이루는 장소이자 이웃과의 일상적
접촉을 통해 느슨한 유대(weak ties)를 생성,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Kasarda &
Janowitz, 1974; Kawachi & Berkman, 2003; 곽현근, 2007).
그러나 동네의 복합적인 개념은 특정한 동네에서는 이웃관계가 활발하고 좋
은 반면, 다른 동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실재(實在)를 보여줄 수는 있어도, 어
떠한 연유로 그러한지에 관련한 근거까지 마련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본 절은
거주하는 동네가 지니는 빈곤의 속성을 중점적으로 살펴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정립하고자 한다. 이를 적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으로 본 연구는
Shaw와 McKay(1942)에 의하여 주창된 사회해체이론을 설정하였다.

1. 소속동네 빈곤(Neighborhood Poverty)의 정의
소속동네의 빈곤(neighborhood poverty)이란 일정한 구간에 빈곤층으로 대표
되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조밀히 거주하는 공간적 상태를 의미하며, 동네불이익
(neighborhood disadvantage)과 동치의 개념 혹은 그의 가장 주요한 하위유형으
로 여겨지곤 한다(Shaw & McKay, 1942; Wilson, 1987; Massey, 1996). 본 개념
은 만성적 자원부족, 즉 동네에 경제, 사회, 가족 자원이 동시적으로 부재한 사
람들의 집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새로운 차원의 곤궁을 뜻한다. 20세기 미국
사회에서는 빈곤층이었던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슬럼(slum)이나 게토(ghetto)와 같은 밀집거주지를 이루는 방식으로 생존하곤 하였다. 그곳은 빈곤한
개인들이 대거 모여 거주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회적 고립, 방치,
차별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환경이었다(Cutrona et al, 2006). 이렇듯 어떠한
동네에 빈곤층이 집중된다는 사실은 그들을 유입시키는 특정한 조건(거주지분
리, 배제 등)이 존재함을 암시하므로, 흔히 이는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성으로
간주되곤 한다(윤우석, 2010; Brenner et al, 2012).
취약계층이 공간적으로 집중된 상태는 자연스럽게 동네의 사회경제적 지위
(socioeconomic status)를 하락시키며,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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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동네의 빈곤, 즉 동네 내 빈곤층의 점유정도이다. 이때 거론되는 동네수준의
빈곤계측방식 또한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다. 기존연구들의 조작적 정의에 따르
면 동네에 거주하는 총 가구 수 대비 공공부조수급가구 비율이 가장 많이 활용
되고 있으며, 이를 빈곤율 10%, 25%, 40% 등과 같은 조작화된 기준에 따라 빈
곤동네와 비빈곤동네, 혹은 고수준 빈곤동네(high-risk), 중간수준 빈곤동네(intermediate-risk), 비빈곤동네(low-risk)로 구분하는 방식, 해당연도 동네의 중위소득,
한부모가구주 비율, 여성가구주 비율, 고졸이하 비율, 실업자 비율, 비전문직 비
율 등의 방식으로 빈곤층의 분포를 표현한다(Jargowsky, 1997; Partridge & Rickman, 2005; Ingoldsby et al, 2006; Kohen et al, 2008; Liu et al, 2008; Haines et
al, 2011). 상기연구들은 각각의 비율로 종합지수(composite index) 혹은 합산점
수(summary score)를 산출함으로써 특정동네가 얼마나 빈곤한지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곤 하였다. 소속동네의 빈곤을 여러 방법으로 계측하여 보다 포괄적인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측정방식은 그중에서도 어떠한 독
립변수가 의미있는 설명력을 보유하는가에 대해서는 함구하기 때문에, 동네빈
곤을 계측하는 개별변수들을 별도로 살펴야한다는 방법론적 지적을 받았다(Small & Newman, 2001; Hurd & Zimmerman, 2013).
그 외에 빈집의 개수, 범죄율 등의 지표를 소속동네의 빈곤을 측정하는 방식
으로 지칭하기도 한다(Murry et al, 2001; Caughy & O’Campo, 2006). 여기에서
범죄율을 소속동네 빈곤의 준거로 사용하였다는 점은 빈곤동네와 범죄와의 연
관성이 높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실제로 많은 범죄학 연구들에서는 동네의 빈
곤현상이 범죄의 피·가해에 미치는 영향들을 살피기도 하였다. 결국 빈곤층이
모여드는 동네는 그 자체가 객관적, 구조적 변인이지만, 그저 정적인(static) 상
태로 머무르지 않고 개인의 소득상태와 별개로 각 주민들의 삶에 다차원적 영
향을 미친다(Elliot et al, 1996).

2. 사회해체이론: 소속동네 빈곤의 맥락효과(Contextual Effects)
빈곤층이 밀집된 사회 환경은 공간적 특수성을 지니는 곳으로서 20세기 초반
부터 미국사회에서 크게 주목을 받아왔다. Shaw와 McKay(1942)로부터 착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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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해체이론은, 이후 Wilson(1987)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이슈화가 된 바 있다.
앞서 범죄율의 지표가 소속동네 빈곤의 측정도구가 된다는 점을 명시하였는
데, 사회해체이론은 본래 범죄학 및 사회학 이론으로서 당시 범죄의 증가현상
의 근거를 개인적 결함에서 찾으려는 시도들에서 탈피하여, 동네의 빈곤현상이
청소년비행이나 사람들의 범죄증가를 유발하는 주효(奏效)요인이라고 주장하였
던 것을 골자로 삼는다. 이는 미국 사회생태학적 범죄이론의 기초를 제시하였
다는 위상을 가지는 주요한 이론으로 평가되고 있다.
Shaw와 Mckay의 연구는 1920년대 시카고학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도시연구 속에서 발전하였다(이현희, 1994). 그들이 정립한 이론의 기원은 1920
~30년대 시카고시의 중심부 및 인접 빈민가, 우범지역을 실증적으로 탐구하였
던 도시생태학자 Burgess(1925)의 ‘동심원이론(concentric zone theory)’인데, 이
이론의 핵심은 각각 상이한 성격을 지닌 사회계층의 공간적 분화과정에 의하여
도시는 동심원 모양으로 지대가 분리된 채 서로 다른 계층들의 거주지로서 점
유된다는 것이다. 동심원이론을 간명하게 묘사하면 다음의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Burgess(1925)의 동심원이론
이와 같은 공간의 분화는 각 지대의 거주자들이 자신의 편의를 고려하여 전
략적으로 경쟁을 통해 선택한 결과이다. 즉 빈곤할수록 통근의 용이성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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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중심부라고 여겨지는 도심의 공장 및 상업지역에 밀집거주하며, 반대로 부
유할수록 전원 경관과 도시생활의 동시적 향유를 위하여 교외지역에 자리를 잡
는다는 것이다. 도심지대 및 부근의 전이지대는 시카고가 도시화, 산업화를 거
치면서 이민자들이 정착하였던 구역으로, 집값과 임대료가 저렴하였기 때문에
빈곤층, 병자, 범죄의 피·가해자와 같은 취약계층들이 밀집하는 동네였다(전신
현, 2003). 이곳이 슬럼가(slum)라고 불리게 되는 공간이다.
Shaw와 Mckay는 빈곤층이 과밀한 동네에서 해체된 사회의 현상들이라고 불
릴 수 있는 비행과 범죄, 재범, 학교 정학, 질병, 정신병, 유아사망률 등이 집중
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그들은 1900년부터 1940년까지의 시카고 지역에 대한
공식통계를 사용하여, 범죄를 위시한 사회문제들이 빈곤한 동네환경에서 확연
히 높으며 동네가 부유해질수록 감소해감을 밝혀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곧 소속동네의 빈곤에 의한 영향이라는 것을 방증하
지는 못하였는데, 동네의 주민구성이 문제의 원인일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기
본적으로 문제행동을 보유한 사람들이 질이 나쁜 환경으로 이동하다보니 마치
빈곤한 동네에서 문제가 많은 것처럼 여겨진다는 사회적 표류 가설(social drift
hypothesis)이 비판의 내용이었다(Galea et al, 2005). 따라서 그들은 시간의 흐름
에 따라 동일한 동네에 거주하는 인구집단의 구성이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빈곤
한 동네에 부정적 결과들이 안정적으로 배태되고 있음을, ‘동네의 속성들이 분
포하는 양태’와 ‘이들이 파악한 여러 사회문제들의 분포형태’ 간의 정합성을 검
증함으로써 실증하고자 하였다(Shaw & Mckay, 1942).
이들 연구의 초점이었던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문제들의 공간에 따른 차이
를 확인하는 절차에서 사회해체이론이 제시하는 동네의 속성은 사회경제적 속
성, 물리적 속성, 인구구성의 인과적 요인군으로 대분된다(Browning & Cagney,
2003). 사회경제적 속성은 소속동네의 빈곤으로, 물리적 속성은 동네의 거주불
안정성으로, 인구구성은 동네구성원들의 이질성으로 특징지어지며, 이들이 사회
해체를 야기한다고 보고 있다. 그들은 세 요소 중에서도 특히 동네의 사회경제
적 수준을 주요인자로 여겼는데, 그만큼 사회해체이론이 빈곤동네에 초점을 두
었음을 알 수 있다.
대략 40년이 흐른 후 사회학자였던 Wilson(1987) 역시 맥락(context)으로서의
빈곤동네라는 유사한 화두를 가지고 논지를 전개하였다. 역사적 상황을 들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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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1960년대 당시 미국은 빈곤과의 전쟁(The War against Poverty)을 선포하
고 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부에 유가 파
동(oil shock)이 발발하고 경기가 불황에 접어들자, 1980년대에 신보수주의자(neo
-conservatist)들을 중심으로 복지확대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는 현상이 대두된다.
흑인 한부모가구주는 ‘복지여왕(Welfare Queen)’, 밀집거주하며 고립되어있는 빈
곤층은 기존 계급체계 내에 포함조차 되지 않는 ‘하류계급(Underclass)’이라고
표현한 바에서도 나타나듯, 그들에게 가난한 주민들은 만성적으로 공공부조급
여에 의지해 근근이 삶을 이어가는 눈엣가시와 같은 존재였다(김윤태, 서재욱,
2013). 기본적으로 언더클래스 이론은 당시 모여 살고 있던 빈곤층은 문제가
있는 존재라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이들이 관대한 복지급여로 인하여 노동시장
에서 일하려는 의지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최대한 급여에 의존하지
않도록 수급자격을 엄격하게 하자는 실천적 함의를 가졌다.
이때 Wilson은 빈곤이 특정동네에 밀집되는 현상은 구조적 문제가 근원이지,
개인책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국가 및 지역수준의 탈산업
화와 일자리 감소, 경제적 구조조정 즉 빈곤, 그리고 거주불안정성을 사회구조
적 문제로서 거론하였다(Wilson, 1987). 그는 특히 가난한 흑인들이 거주하던
빈곤동네인 게토(ghetto)에서는 사회적 자원 및 수입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비행
외에도 높은 유아사망, 저체중 아이 출산, 미성년자의 혼전출산, 부모의 양육태
도, 음주행위, 가정학대 피해, 학업부진 및 중퇴, 우울 등의 문제를 경험한다고
주장하였다(Sampson et al, 2002; Hurd et al, 2013). 그는 빈곤동네의 사회적 고
립을 지적하며, 중심부에 거주하는 지리적 위치와는 달리 경제적으로는 극단적
인 주변부로서의 경험만을 가지게 되는 주민들이 점차 사회적으로 자신들이 인
정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의심하고 거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밝혔
다(정윤옥, 2014). 즉 동네의 높은 빈곤율과 실업률은 낮은 인적자본으로 해석
되며, 결과적으로 그곳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주민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아동들의 발달을 저해한다고 역설한 것이었다. 이렇듯 문제행동이라고 여겨졌
던 바를 주민들이 경험하는 피해로 재해석한 그의 주장은 다수의 동네연구를
촉발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사회해체이론에 토대를 둔 경험적 연구들은, 개인의 삶에 동네의 빈곤이라는
생태학적 속성이 미치는 영향으로서의 맥락효과를 지지하는 결과들을 상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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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시켜왔다. 이들 연구는 개인 혹은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같은 혼입
변수(confounding variables)들을 고려한 상태에서 소속동네 빈곤의 영향을 다루
었다.
우선 범죄의 피·가해에 미치는 빈곤동네의 특성이 가장 대표적인 맥락효과의
사례이다(Massey et al, 1987; Bursik & Grasmick, 1993; Leventhal & Brooks-Gunn, 2000). 실증연구들을 통하여, 집중된 빈곤은 흑인 및 백인의 빈집털이(burglary), 절도(theft), 살인(homicide), 폭행(assault), 강간(rape) 등의 범죄를 증가시키
는 것으로 드러났고(Krivo & Peterson, 1996; Lee, 2000; Wadsworth & Kubrin,
2004), Fagan 외(2012), Lei 외(2014)의 연구는 여성의 반사회적 행동(antisocial
behaviors)에도 일정부분 소속동네 빈곤의 역할이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뿐 아
니라 동네의 빈곤은 초범자의 재범(re-offending)을 야기하는 요인이기도 하였다
(Wright et al, 2014). Murry 외(2011)의 메타연구에 따르면, 외현화 증상(externalizing symptoms)으로서 폭력, 공격성, 행동문제(conduct problems), 청소년 비행
에 동네의 빈곤수준이 정적 영향을 미쳤다.
맥락효과는 결과적 측면으로서의 신체건강에서도 드러난다고 알려져 있다(Ross & Mirowsky, 2001; Do & Finch, 2008). 동네의 사회경제적 수준인 빈곤과
밀은 주관적 건강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Subramanian et al, 2006), 아울러 생체지표(bio-marker)로 알려진,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타
액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코티졸의 분비를 유의하게 높이기도 하였다(Brenner
et al, 2012). 나아가 빈곤층의 밀집은 무질서의 인지를 통하여 알로스타틱 부하
(allostatic load), 즉 인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항상성이 깨진 상태를 공고화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Schulz et al, 2012).
빈곤동네에의 거주는 주민들의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
(Faris & Dunham, 1939). 특정동네에 빈곤이 밀집된 현상은 내재화 증상(internalizing symptoms)으로 여겨지는 자아존중감을 낮추고 우울을 증가시키며, 정신
적 고통(distress)을 높일뿐더러 심지어는 정동장애(emotional disorder)를 야기하
는 효과까지 보이기도 한다(Aneshensel & Sucoff, 1996; Wickrama & Bryant, 20
03; Cutrona et al, 2006; Hull et al, 2008; Haines et al, 2011; Rudolph et al, 20
13; Meyer et al, 2014).
그 외에도 소속동네의 빈곤은 인지발달, 육아, 대학진학과 같은 교육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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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저해하는 요소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임질(gonorrhea) 및 자살을 부추기는
요소로서 위험을 조성하는 환경(risk factor)이라고 알려져 있다(Jencks & Mayer,
1990; Shumow et al, 1999; Cohen et al, 2000; Kubrin et al, 2006; Caughy & O’
Campo, 2006; Gonzales et al, 2011; Kneebone et al, 2011; Cueller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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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소속동네 거주불안정성(Residential Instability)과 무질서(Disorder)

1. 소속동네 거주불안정성의 정의
동네의 거주안정성은 이웃들 사이의 관계가 유지되고 발전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요소로, 자신의 동네에 대한 주민들의 소속감과 참여를 촉진한다고 여겨
져 왔다(Sampson, 1988; Coleman, 1988; Cutrona et al, 2006; 박가은, 2012). 이
러한 점에서 거주민들의 단기적 주거유동이 잦은 동네는 일종의 불리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Shaw와 Mckay(1942), Wilson(1987)은 해체된 사
회의 전형적 증상으로서 빈곤의 과밀뿐 아니라 동네의 거주불안정성을 들고 있
다. 장기적 거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기적 유입과 전출이 많이 일어난다는
점은, 곧 그만큼 동네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여겨지기에 과도기적 공간 혹은 불가피하게 거주하는 기피공간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개념 또한 동네불이익의 일면을 적절하게 보
여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Browning et al, 2013). 거주하기에 불안정한 동네
도 인구유출(out-migration)이라는 주거유동의 동학(dynamics)을 수치화시켜 객관
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속동네의 빈곤과 함께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성으로 명명된다(Dupéré et al, 2007; 윤우석, 2010; 김진석, 2012).
동네차원의 거주불안정성은 주로 동네의 총 가구 수 대비 5년 이상 동일동
네 중·장기거주가구(혹은 5년 미만 단기거주가구)의 비율, 5년 전에는 현재와
다른 동네에서 거주하였던 가구비율, 자가소유비율, 임대주택비율 등으로 지표
화되곤 하였다(Silver et al, 2002; Kubzansky et al, 2005; Schieman, 2005; Caughy
& O’Campo, 2006; Wright et al, 2014). 주로 많은 연구들이 5년을 중·장기거주
의 척도로 삼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Sampson(1991)의 연구는 무려 20년 동안
같은 동네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소속동네의 거주불안정성의 지표로서
활용하기도 하였다. 물론 거주불안정성이 높은 동네에서도 오랜 기간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며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동네라 할지라도 단기거주자들은
늘 있기 마련이므로, 이러한 속성은 개인의 거주기간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Kang & Kwak,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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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네무질서의 정의
살고 있는 동네가 무질서하다는 것은, 그곳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부득이하게
주민들에게 스트레스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네불이익의 맥락으로 간주
된다(Sampson et al, 2002). 사회해체이론에서 파생된 Ross(2000)의 무질서모델에
의하면 거주동네의 무질서(neighborhood disorder)란 동네구성원들이 인식하는
물리적(physical), 사회적(social) 단서(cues), 즉 혼돈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이
는 태만함과 퇴락을 의미하는 표시로서의 청결치 못함, 불결함, 쓰레기와 소음,
노상판매, 혼잡스러운 낙서, 수리되지 못하여 황폐하고 파손된 건물과 같은 동
네의 낙후된 물리적 외향(appearance)뿐 아니라, 주민들 사이의 잦은 갈등, 만취
자 및 비행청소년 등 위협감을 조성하는 사람들의 배회, 도박이나 마약, 불법거
래가 횡행하여 통제되지 않는 사회적 이웃환경(uncontrollable environment)까지
를 포괄한다(곽현근, 노병일, 2003; 김영미, 2011).
무질서한 동네의 상태는 거주민들에게 잠재적인 해(potential harm)를 끼칠
수 있는 조짐을 암시한다(Hill et al, 2005). 이는 무질서한 동네환경이 해당동네
가 방임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음에 근거를 둔다(정윤옥, 2013). 동네의
무질서는 빈곤의 과밀이나 거주불안정성이 자체적으로 구조적인 영향력을 행사
하는 것과는 달리, 주민들이 그러한 상태를 인지, 평가하였을 때가 영향력 측정
의 시발점이 된다는 점, 그리고 무질서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수가 별
도로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인지적, 사회과정적, 주관적, 기능
적 특성으로 불린다(Ross et al, 2001; Mair et al, 2008; 김영미, 2008; 정선희, 2
014).
본 개념은 주로 Ross와 Mirowsky(1999)가 제시한 동네무질서 척도에 근거하
여 물리적 무질서 관련 문항과 사회적 무질서 관련 문항을 무질서 요인으로 묶
어 함께 측정하거나 각각을 분류하여 측정한 후, 응답자 중 동일한 동네에 거
주하는 주민들의 평균점수를 활용하여 확인하는 경향성을 가진다(Wen et al, 20
03; 노병일, 곽현근, 2005; 김민경, 2013; 노성훈, 조준택, 2014). 이 또한 응답한
동네주민들의 판단정도를 종합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인지, 판단하는 무질서
와 무관하지는 않더라도 그보다는 상위차원에서 별개로 존재하는 개념임에 유
념할 필요가 있다(Michen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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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주불안정성과 무질서의 맥락효과
소속동네의 빈곤과 함께 거주불안정성과 무질서도 또한 중요한 사회적 맥락
으로서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알려져 있다(Jencks & Mayer, 1990).
거주불안정성의 경우, 주민들의 폭행 및 범죄조직 연루(gang affiliation)에 정
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된 바 있다(Warner & Rountree, 1997; Sampson et al, 2002; Gruenewald et al, 2006; Dupéré et al, 2007). 높은 무질서를
지닌 동네 역시 개개인의 공공기물에 대한 낙서(graffiti), 파손(vandalism)을 비롯
하여 협박을 수반한 강도행위, 절도의 가해행위 및 폭력피해, 약물중독을 유발
하는 조건으로 나타났다(Lewis & Salem, 1986; Sampson & Raudenbush, 1999;
Markowitz et al, 2001).
한편 불안정한 동네에의 거주는 개인의 주관적 신체건강수준과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켰고(Subramanian et al, 2006; Kirby & Kaneda, 200
6), 건강에 미치는 스트레스의 악영향을 더욱 가중시키는 양상을 보여주었다(Boardman, 2004). 그러나 빈곤층의 경우에는 오히려 동네 내 장기적 거주비율의
높은 수준을 뜻하는 거주안정성이 주관적 신체건강수준과 역방향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기도 한다(Cagney et al, 2005). 동네무질서의 경우에도 신체적 웰빙을 저
해하는 요소로 작동하며(Hill et al, 2005),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
회적 보호요인들을 잠식시키는 부정적 기능을 하였다(McFarland et al, 2012).
정신건강에 대하여는 동네의 거주불안정성이 정신질환과 우울증상을 증가시
키는 주요요인으로 나타났으며(Silver et al, 2002; Matheson et al, 2006), 스트레
스 인지와 긴장을 높이는 요인으로도 여겨져 왔다(Schulz et al, 2008). 무질서
역시 빈민들의 우울과 무기력의 내재화 증상을 높이는 데에 기여한다고 실증된
바 있다(Geis & Ross, 1998; Ross, 2000; Browning et al, 2013). Mair 외(2008)의
메타연구는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소속동네의 빈곤을 포함하여 동네의 거주불
안정성, 동네무질서 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45개 논문들을 종합한
결과, 그중 37개에서 우울 또는 우울증상에 동네불이익이 유의미한 정적 영향
을 나타냈다고 명시하기도 하였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환경적 맥락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
하여 무감각한 경향이 있다(Cutrona et al, 2006). 그러나 빈곤, 거주불안정, 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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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와 같이 불이익이 만연하다고 간주되는 동네에 거주하는 것은 개인의 인지,
행동이나 건강 이외에도 삶의 여러 영역에 대하여 주로 부정적인 맥락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Wilson(1987)은 당시 빈곤을 위시한 취약상태가 모여 있는 동네
를 일컬어 문제행동으로 간주되는 피해가 발발하는 논란지대(hotspot)로 여겨지
고 있음을 역설한 바 있는데, 검토 결과 상당수의 동네연구들이 개인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본 명제를 뒷받침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일상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자원으로 고려되는 이웃관계에도 동네차원의 불이익 속성들이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탐색해볼 근거가 되며, 만약 맥락효과가 존재한다면 앞선
결과들에 의거할 때 부적 방향의 효과가 발현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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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주민들의 이웃관계(Neighborship)

1. 이웃관계의 정의
동네는 거주공간으로서의 의미와 관계형성의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물론 지
리적 의미가 상당부분 퇴색되기는 하였으나, 한 마을이나 동네에 거주하다 보
면 관계의 수준에는 편차가 있더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민들 간의 상호작
용이 발생하게 된다. 면식(面識), 담소를 나누는 행위, 신뢰 형성, 유대감 공유,
도움 주고받기, 주민조직에 참여하기 등의 소극적·적극적 행위들을 모두 그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정한 집단의 성격은 내부의 성원들이 어떠한 상호
작용을 하고 있는지에 의존하기 때문에, 동네구획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주민집
단의 유형이나 속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의 기본단위로서 ‘이웃관계’
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정유진, 2014).
이웃관계는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적 지지 및 자원을 통틀어 아우르는 ‘사회
적 자본(social capital)’의 하위개념으로 이해된다(Hurlbert et al, 2001). 구조적으
로는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s)’ 또는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에
종속되며, 기능적으로는 주로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의 역할을 한다.
사회적 관계망이란 사회체계에 속한 개인이 자신의 역량 하에서 직·간접적으
로 서로 간 지속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일련의 사람들로 구성되는 개념이며,
가치나 태도, 염원 등을 공유하고 있는 친족, 이웃, 친구, 동료 등을 의미한다
(박상민, 1992; 김미호, 문재우, 2013). 개인이 일상에서 맺고 있는 각양의 사회
적 관계는 제도 속에서 공통의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삼는 공식적 관계망과, 이
해관계에 구애받지 않는 비공식적 관계망으로 대분된다(권중돈, 2010; 김종향, 2
011). 이때 비공식적 관계 가운데 근접성에 의하여 물리적 거주공간이 집합되어
있는 동네에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회적 접촉을 구조적 의미에서의 이웃관
계라고 할 수 있다.
주민들 사이에 형성된 관계는 연대 혹은 지역사회 참여를 통하여 개인의 삶
을 의미있게 만드는 일종의 지지적 자원으로서 기능한다(이은주, 2009). 사회적
지지란 일상생활에서 가족, 이웃, 친구, 사회복지기관, 전문가 및 주변사람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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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제공되는 정서, 재정, 정보 등의 다차원적 지원을 의미한다(Latkin & Aaron, 2003; 엄미선, 전동일, 2006). 이웃이 제공주체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이
웃관계는 사회적 지지의 특정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기능은 주로 정
서적 상호보호(caring) 및 격려, 즉 호혜적 지지로 대표된다(Haynie, 2002; 박미
경, 2009). 이에 따라 기능적 측면에서 이웃관계는 감성적 연대감이나 친밀성을
가지는 관계로 정의되곤 한다(박재영, 2006; 남현정, 2014). 물론 이웃관계는 정
서적 지지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지 및 정보제공 등 여타의 기능들도 이행한다.
이웃관계는 크게 양적(구조적) 차원과 질적(인지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측정
된다(Yip et al, 2007). 양적으로 관계망의 유무(existence), 크기(size), 범위(range),
동네참여활동의 개수(number of participatory activities), 상호작용빈도(frequency
of interaction) 등을 파악한다면, 질적으로는 관계의 밀도(density), 즉 지역사회
의 응집력(social cohesion)을 묘사하는 지표로서 주민들의 유대(social ties)나 신
뢰감(trust), 동네활동 참여정도(degree of participation), 공동선을 위하여 공유된
신뢰와 신념을 바탕으로 동네의 일에 관여하는 집합적 효능감(collective efficacy)
등을 측정한다(Shaw & Mckay, 1942; Granovetter, 1983; Markowitz et al, 2001;
Perkins & Long, 2002; Sampson et al, 2002; Franzini et al, 2005; Wu et al, 201
0; 박선영, 2008; 윤우석, 2010; 장수지, 2010; 송윤아, 2014; 전혜정, 김명용, 201
5). 중·장·노년층의 사회적 관계를 다루었던 박영란과 박경순(2013)의 메타연구
에 의거하면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수행된 국내연구의 약 70%가 관계의 질적
측면을 다루고 있다. 이는 사회적 관계라는 개념이 구조적으로 크고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기능이 담지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도 또
한 이웃관계의 질적 차원으로서 이웃유대, 주민조직참여 및 집합적 효능감을
다루는 것으로 그 범위를 국한하였다(Kasarda & Janowitz, 1974; Bursik, 1988).
먼저 이웃유대(informal integration with neighbors; neighborhood ties)는 주민
들 간에 서로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담소를 나누고, 이웃집에 방문하며, 필요
할 시 물질적, 정신적으로 서로 돕는 행동 및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친밀감, 소
속감, 신뢰감을 의미하는 개념이다(Ross & Jang, 2000; 곽현근, 노병일, 2003; 전
신현, 2003; 김영미, 2010; 이정은, 2011). 본 개념은 동네 내부에서의 이웃 간
상호작용이 전제된 상태에서, 그러한 행동들을 통하여 서로가 연계되어있다는
느낌을 수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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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주민조직참여(civic participation in neighborhood organizations)는 동네의
발전을 위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슈를 결집하고 모임을 구성하는 개념으
로서 산발적, 개인적으로 형성되는 비공식적 이웃유대와 상이하다(Kasarda & Janowitz, 1974; 윤민화, 2014). 다만 본 연구에서 살펴볼 영역은, 소속된 모임 또
는 조직의 개수와 같은 양적 지표가 아닌 질적 지표로서의 헌신의 정도(degree
of devotion)이다. 즉 자신이 얼마나 많은 모임에 연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실적 측면보다는, 얼마나 그곳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집합적 효능감(collective efficacy)은 동네의 공동선(善)을 위하여 비공식적 유
대 및 주민참여를 토대로 상호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일컫는 개념으로, 범죄
학에서는 ‘비공식적 사회통제(informal social control)’로도 명명된다(Leventhal &
Brooks-Gunn, 2000; 정승민, 2006; 현안나, 김영미, 2014). 이는 같은 동네에 거
주하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낯선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를 목격하
였을 때 경찰에 신고하거나 직접 나서서 도움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예
방을 위한 모니터링이나 순찰활동을 수행하려는 동네주민들의 의지 등을 이른
다. 본 개념은 ‘집합적(collective)’이라는 용어로 인하여 흔히 동네수준의 변수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인지된’ 집합적 효능감으로서 이웃관계를
구성하는 개인변수를 의미한다. 주민들의 인지된 집합적 효능감이 모여 결국
동네수준의 집합적 효능감을 형성하는 것이다(Duncan et al, 2003).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사회적 관계를 변수로 투입하는 과정에서, 이웃관계를
세부적으로 고찰한 경우는 드물다(지명원, 2001; 김남줄, 2005; 박순희 외,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비공식적 사회적 관계 중에서도 한 동네에서 함께 거주하는
이웃 간의 관계, 그리고 그것의 질적 차원을 세 가지 하위개념으로 대분한 이
웃유대, 주민조직참여, 집합적 효능감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이를 통하여 동네
불이익의 맥락효과가 동네를 넘나드는 범죄행위, 혹은 미시적 차원으로서 개인
의 건강뿐 아니라 동네에 소속된 주민들끼리의 내부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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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웃관계의 정적, 부적 영향력 및 중요성
사회적 관계와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및 복지 간의 연관성을 다
루는 연구들은 대체로 사회적 관계의 긍정적 효과에 주목한다(홍경준, 2001; 한
준 외, 2014). 주관적 웰빙은 금전적 풍요뿐 아니라 비물질적 삶의 중요성을 환
기하는데, 건강한 사회적 관계가 후자를 촉진하는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한준 외(2014)의 연구는 이웃관계, 그중에서도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및 주변에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의 존재를 표현하는 이웃유대가 삶의 만족도를
제고시킨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그 외에도 이웃관계는 주민들의 자활의지를 북돋우며 중·고령자의 구직활동
이나 재취업을 돕고, 신체, 심리적 건강 및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주요한 변인이
다(Hull et al, 2008; Golden et al, 2009; Huxhold et al, 2013; 김선희, 2001; 장
준배, 2002; 전신현, 2003; 전영주, 2008; 민기채, 2008; 정나리, 2009; 김종향, 20
11; 이정은, 2011; 권은비, 이정화, 2012; 김슬기, 2013; 조희은, 2014). 아울러 스
트레스를 야기하는 상황이 심리적 상태에 미치는 부적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Aneshensel, 1992; Latkin & Curry, 2003; Boardman, 200
4; 이인선, 2004; 김영미, 2013; 남현정, 2014).
그러나 이웃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관계가 개인에게 호의적인 효과만을 가지
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관계는 보상뿐 아니라 일정한 대가를 수반하는 이중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Gutman et al, 2005; Osterling, 2007; 박미경, 2009;
서정아, 2013). 이는 연결망이 배태된 맥락에 따라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
다(윤우석, 2012). 예를 들어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동네에
전반적으로 공유되어있다면, 결국 그 안에서의 이웃관계는 일종의 범죄자본(criminal capital)으로 기능하게 된다(신동준, 2010). 여기에 더하여 한경혜 외(2003),
박미경(2009), 한준 외(2014)의 연구들도 공통적으로 사회적 관계의 ‘갈등적’ 측
면은 건강이나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을 서술한 바 있다.
관계라는 것이 사회적 비교를 통하여 타인에 대한 열등감, 타인과의 대립, 타인
으로부터의 모욕을 유발함으로써 부정적 효과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또한 관계의 유무나 크기 자체보다도 관계의 질적 속성이 중요함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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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맺음’은 서로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수반되는 개념으로서, 상대를 향한
관심으로부터 비롯된다. 이토록 동네에서 옆집의 주민들과 면식조차 이루어지
지 않고 있는 사회현실은 현재 한국사회가 주변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이 얼마
나 숨 가쁘게 성장에 몰두해왔는지를 대변한다(김대근 외, 2012).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동안 공동체의식보다는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 견고히 자리잡
으면서 이웃 간의 관계는 오히려 빈곤해져갔다.
‘성장의 한계’, ‘위험사회’, ‘불확실성의 시대’가 도래한 오늘날, 역설적이게도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참여와 자치를 필두로 하는 이웃관계의 역할이 재조
명되고 있다(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2012; 한덕연, 2015). 이웃관계의 발전이
경제적, 인구학적 위기상황을 타개해가기 위한 시대적 전환의 한 방법으로서
강구되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돕고 서로 살리려는 의지, 우정과 환대의 감각,
상부상조의 습관을 만들어갈 사람들이 모이는 동네를 통하여 사회의 제반문제
를 해결함에 있어 이웃관계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다(김대근 외, 2012).
특히 성장의 혜택에서 소외, 배제되곤 하는 취약계층에게 이웃관계는 얼마 안
되는 가용한 자원으로서 일상에서 더욱 절실하고 중요하다(Belle, 1983).
이웃관계를 변수로서 투입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에 대해 연구의 함의를 할애한다. 주로 사회적 관계를 독립변수로,
건강이나 취업, 복지상태 등을 종속변수로 놓고 분석을 시행한 후,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다양한 영역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제언하는 것이다(김영미, 2010; 황혜원, 2014). 그러나 이들은 사회적 관계를 형
성해야한다는 정도의 추상적인 지침을 줄 뿐,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세부적 논의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웃관계를 설명변수가 아닌
종속변수로 고려함으로써, 어떠한 방식으로 이웃관계를 증진시킬지에 대하여
개인과 동네를 포괄하는 생태학적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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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주요변수간의 관계

1. 직접적 맥락효과: 소속동네의 빈곤이 이웃관계에 미치는 영향
빈곤에 대한 공간적 접근은 흡사한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소유한 사람이라도
그들이 어떠한 곳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결과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이영아, 정윤희, 2012). 즉, 빈
곤한 동네에 거주하는 주민과, 그렇지 않은 동네에서 살고 있는 유사한 특성을
지닌 주민의 이웃관계 만족도는 크게 다를 수 있다. 본 절은 동네불이익의 속
성에 대한 서구의 이론적 논의 및 연구동향을 추가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사회경
제적, 인구학적, 물리적 불이익을 지닌 동네에의 거주가 ‘이웃관계’에도 불이익
을 예고하는지를 확인한다.

1) 확대된(Extended) 사회해체이론: 부적 영향력
높은 빈곤율을 필두로 거주불안정성과 무질서와 같이 취약성에 노출된 동네
에서 생활하는 것과, 소속된 주민들이 맺고 있는 이웃관계 간의 연관성을 효과
적으로 뒷받침하였던 대표적인 이론은 역시 앞서 소개하였던 Shaw와 McKay(19
42)의 ‘사회해체이론’이다. 원래 본 이론은 사람들의 범죄와 비행을 설명하는 범
죄학 이론이었으나 동네불이익이 범죄 뿐 아니라 각종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것
을,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줄 수 있는 매개변수에 대한 탐지를 실증분석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점차 확장, 수정되어갔다(Browning & Cagney, 2003).
Bursik(1988; 1993)에 따르면, 해체된 사회(disorganized society)란 소속동네의
주민들이 직면하는 공통의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부재한 동네를 뜻한다. 즉
거주하기에 불리한 동네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며, 그것이 개인의 삶에 치
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사회해체이론의 주된 요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데 본 이론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빈곤동네에의 거주가 범죄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자, 그러한 패턴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
한 비판과 함께 무슨 경로를 통하여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밝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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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설명력을 높여야한다는 새로운 움직임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연구
의 추세는 그렇다면 동네불이익과 사회문제들 사이에 왜(why) 이러한 연관성이
발견되는지에 대한 설명력을 탐색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Sampson et al, 2002;
Haynie et al, 2006; Mair et al, 2008; Kohen et al, 2008; Wright et al, 2014).
여기에서 두 변수 간 관계를 설명할 매개변수로 등장한 대표적인 변인이 사
회적 응집력(social cohesion), 곧 이웃관계의 질적인 차원이다1). 주민들 간에 형
성된 심리사회적 유대, 신뢰와 호혜의 관계망은 주민들이 스스로 해당동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자 역량으로 간주된다(곽현근, 2013). 그
러나 경제적으로 궁핍한 동네는 해체된 지역사회로서 동네 이웃 간의 유대가
낮으며, 동네조직에의 참여도도 저하되어있고, 동네에 거주하는 아동 및 청소년
들에 대한 비공식적 감독 및 사회통제가 부실하다는 것이다(Bursik & Grasmick,
1993; Cook et al, 1997; Sampson et al, 2002; 윤우석, 2010; 이정은, 2011; 장지
현, 2014; 황혜원, 2014). 즉 빈곤의 집중이라는 구조적 특성이 사회해체과정을
강화시킴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웃사이의 유대와 참여, 지지 및 상호통제기
능이 손상된다는 논거가 추가적으로 전개되어갔다(Sampson et al, 2002; 김영미,
2011).
여기에는 주류사회에 소속된 피고용상태의 개인이나 제도와의 지속적 상호작
용이 거의 없어 고립되어있는 빈곤주민들이 모여 거주할 때, 그 자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불이익의 축적을 가져오고 이웃에 대한 신뢰, 동네문제를 해결하
려는 참여나 의지, 집합적 효능감을 약화시킨다는 전제가 깔려있다(Wilson, 198
7). 이에 대하여 Boardman 외(2001) 및 Cutrona 외(2006)의 연구는, 빈곤동네의
고질적 자원부족 상태가 주민들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높이기 때문에 기본적으
로 사람들이 예민해져있는 형편에서는 동네의 유대관계가 붕괴되며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한 바 있으며, Turney와 Harknett(2010)은 만성적
1) 사회적 응집력 외에도 동네의 특성이 작동하는 과정에 대한 기제를 설명하는 다양한 경로는
Jencks와 Mayer(1990)의 논의(사회화모델, 전염모델, 지역자원모델, 경쟁모델, 상대적 박탈감
모델)들에 상세하게 기술되어있다. 사회화모델(collective socialization model)은 성공적 역할모
델의 부재, 부적절한 부모양육방식 혹은 학교환경을 통하여, 전염모델(epidemic model)은 비행
친구를 통하여, 지역자원모델(institutional model)은 제도적 박탈 또는 지역 간 시설환경의 차
이를 통하여, 경쟁모델(competition model)은 희소자원에 대한 주민들 간 경쟁을 통하여, 상대
적 박탈감 모델(relative deprivation model)은 빈곤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열등감을 통하여 동네
의 구조적 영향력이 개인의 제반문제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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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고갈 상태가 주민들의 삶을 탈진시킴으로써 여타의 이웃으로부터 지지 혹
은 지원을 주고받으려는 여력을 줄일 뿐 아니라, 희소한 동네자원이 상호 간
불신하고 의심하게끔 만들기에 지지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 있어 빈곤율이
낮은 동네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렇듯 사회해체이론가들은 동네환경의 빈곤이라는 불이익의 특성이 사회적
응집력, 곧 주민들 간의 유대와 결집력 및 사회통제능력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여겼고, 이어 그것이 범죄나 비행, 공공질서 파괴와 같은 반사회적 행동 혹은
외로움과 우울감, 무기력감, 낮은 학업성취 등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경험적 연
구들을 통하여 실증함으로써 이론의 논리적 구조를 정교화하였다(Bursik & Grasmick, 1993; Elliot et al, 1996; Cagney et al, 2005; Browning et al, 2006; 2008;
Haines et al, 2011; 노병일, 곽현근, 2005; 곽현근, 2007; 2013; 박선희, 박병현, 2
012; 고은정, 2014; Lei et al, 2014). 그리고 파생된 문제들은 주민 간 이웃관계
악화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문제를 악순환시킨다고 보았다(Markowitz et al, 2001). 상기의 연구들은 각각 청소년 혹은 성인과 같이 연령에 따
른 집단, 혹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백인, 한국인 등 상이한 인종·민족에 의한
군락들을 대상으로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통제한 상태에서 이웃관계에
미치는 소속동네 빈곤의 부적 역할을 검토한 바 있다.

2) 대립되는 연구경향: 정적 영향력
반면 빈곤한 동네에서 이웃관계가 오히려 다소 강하다는 주장들도 제기되곤
하였다(Glazer & Monyhan, 1963; Granovetter, 1983; Wilson & Tolson, 1990; Altschuler et al, 2004; Schieman, 2005; Osterling, 2007; Kim, 2010; Haines et al,
2011). 빈곤층, 그리고 그들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동네의 특성이 그 자체로 이
웃관계를 약화시킨다는 주장은 백인 중산층이 지닌 편견적 가정(biased assumption)이며, 이는 빈곤동네의 생태학적 실재와 배치된다는 것이다.
Granovetter(1983)는 소속동네가 빈곤할 때 주민들이 강한 유대(strong ties)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근거로서 교육을 덜 받은 젊은 흑인들의 관계망을 분석하
였던 Ericksen과 Yancey(1977)의 연구 등을 사례로 들며, ‘경제적 압박’과 ‘사회
서비스 부재’의 동시적 발발을 언급하였다. 동네의 높은 빈곤율이 그들에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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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이고도 직접적인 삶의 위협으로 여겨지게 되면, 생존을 위하여 이웃끼리
서로 강력한 관계를 생성시킨다는 것이다(Sennnett, 1970). 그것의 예시로서 게
토(ghetto)나 달동네(shantytown) 주민들은 유형적 도움(tangible help), 즉 식료품
구매권(food stamp), 재정, TV, 모자 등을 빌려주거나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
는 등의 지지와 더불어, 무형적 도움(nontangible help), 예컨대 담소, 정서적 지
지, 상담, 가르침, 상호규제 등의 지지를 통하여 서로의 긴급한 욕구들을 호혜
적으로 채워주며 마치 실제의 가족처럼 생활한다고 하였다(Wilson & Tolson, 1
990). 나아가 동네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조직에 참여하는 것
또한 빈곤한 동네환경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도 하였다(Altschuler et al, 20
04). 이러한 주장은, 만약 빈곤한 개인이 주변에서 자신과 유사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주민들을 쉽게 찾아보기 힘든 동네에 거주하였더라면 이와 같은 상호부
조적 행동들이 이루어질 수 없었으리라는 데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물론 그곳에서의 공고화된 유대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일상적 접촉이나
일자리 정보를 주고받는 것과 같은 느슨한 유대(weak ties)를 잃을 수 있다는
점, 또한 보다 넓은 범위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곤 하나(Haines et al, 2011), 중요한 자원들이 결핍된 상태에서 이웃관계
는 그 이후에 여전히 극복해야 할 도전들이 산적해있음에도 우선은 일상의 생
존력을 회복시키는 견고한 자원이다(Osterling, 2007). 여기에서 빈곤동네의 주민
들이 직면하는 시급한 욕구들이 비빈곤동네의 그것과는 상이함을 가늠할 수 있
다. 따라서 백인 중산층의 척도로써 사회적 관계를 측정하였을 때에는 응당 빈
곤동네의 이웃관계가 저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 일리노이 주의 일반가구에 대한 CCH(Community, Crime and Health)
자료를 활용하여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였던 Kim(2010)의 연구 또한 소속동네의
빈곤율이 높을수록 주민들의 친밀한 사회적 관계가 표현된다고 밝힘으로써 최
근의 미국사회에서 사회해체이론과 불일치하는 예외적인 결과를 보고한 바 있
다. 소속동네 빈곤과 주민관계의 정적 연관성에 대한 이 연구의 해석에 따르면,
생애 스트레스 관점(Life Stress Perspective)을 동네수준에 응용하는 설명이 일종
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동네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형성, 발전, 유지하
는 환경적 토대라는 점에서, 소속동네의 빈곤상태는 주민들에게 주요한 스트레
스원(stressor)으로 작용한다. 이때 스트레스원은 대인관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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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도 있는데, 주민들이 상호관계성을 활용하여 스트레스원과 개인의 궁핍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함이다. 즉 이웃관계는 빈곤한 동네의 주민들이 열악한
거주환경 속에서의 역경(adversity)을 극복하고자 하는 심리사회적 자원으로 기
능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지지적인 관계망(supportive network)으로 발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Wheaton, 1985; Lin et al, 1986; Vaux, 1988; Mitchel & Lagory, 2
002; Almedom, 2005).
불이익이 집중된 사회적 환경이 주어질 때 오히려 이를 이겨내기 위하여 주
민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게 된다는 지점은, 빈곤층이 모여 거주하는 슬럼가라
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사람이 연대감과 응집력을 성장시키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존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는 Gans(1962)의 논의, 또는 경제적 궁핍 및 차
별과 같은 빈곤의 파괴적 영향력을 받는 동네에 거주하더라도 이웃 간의 강한
유대감이 역경을 완충할 수 있다고 주장한 Anderson(2003)의 유사논지와도 긴
밀히 이어진다. 이들은 개인의 빈곤상태가 그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빈곤
의 집중형태를 통하여 형성 가능한 주민 사이의 친밀감으로 상쇄될 수 있음을
수렴적으로 암시하였다.
물론 빈곤층을 대거 포괄하고 있는 동네는 누적된 불이익(cumulative disadvantage)을 배태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고도위험요인(high-risk factor)로 여겨지나,
역설적으로 레질리언스(resilience; 적응유연성, 탄력성, 회복력 정도로 번역)를
육성하는 토양이기도 하다(Vanderbilt-Adriance & Shaw, 2008). 레질리언스 연구
(Resilience Studies)들은 위해한 환경에서 긍정적 결과(positive outcomes)들이 도
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개인은 사회적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능동
적으로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진다(河上肇, 2009). 이때, 처한 환경이 결
핍되어있을수록 나아지고자 하는 열망은 더욱 크게 생성된다는 것이 이 관점의
주장이며, 이웃관계는 변화를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
한국의 빈곤동네 관련 질적 연구들 역시 주민들 사이의 강한 연대감이 그곳
에 존재해왔음을 시사한다(조은, 조옥라, 1992; 김효진, 2009). 이는 상관관계,
다층모형,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한 기존의 일부 양적 분석결과와도 일치하는 것
이다(박세경 외, 2008; 윤우석, 2010; 김장민, 김신열, 2010; 박선희, 박병현, 201
2). 이와 같이 한국에서 빈곤동네의 이웃관계에 대한 상반된 방향의 연구결과
들이 혼재되어왔다는 사실은, 서구의 사회해체이론이 현재 한국사회의 맥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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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재(再)판단해볼만한 필요성을 제시한다.
상기한 연구들은 불이익이 존재하는 동네에서 이웃관계가 긍정적 방향으로
나타남을 보여준다. 즉 빈곤한 동네에서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관계가 악화된다
는 가설을 능동적으로 기각하는 반례들을 찾아낸 것이다. 그러나 이들 질적 연
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빈곤동네에 거주하는 비빈곤층의 이웃관계에 대한 서
술은 별도로 하지 않고 있다. 결국 빈곤한 동네환경에 거주하는 빈곤층의 긍정
적 이웃관계를 살펴보았다고 하여, 그것을 동네의 총인구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맥락효과로 해석하는 데에는 논리적 비약이 따른다.
나아가 소속동네의 빈곤은 스트레스원에 대한 대처 혹은 역경극복의지로서의
레질리언스가 형성되기 위한 환경적 조건으로서는 부합하나, 필요조건일 뿐 그
자체가 레질리언스의 증진을 야기하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레질리언스는 그러
한 동네들에 개인, 가구차원의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들이 존재할 때에 비로
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Vanderbilt-Adriance & Shaw, 2008).
반면 긍정적 맥락효과의 실재를 제시한 국내의 소수 양적 연구들은 의외로
한국적 맥락에서 사회해체이론의 주장을 기각하는 듯하지만, 대부분은 특정한
지역에 한정된 연구라는 점에서 아직 그렇다할 단정을 지을 수는 없다. 무엇보
다 부적 영향력을 강조한 본 이론을 비껴가는 효과의 방향성에 대한 어떠한 해
석도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연구자들이 예
상했던 바와 달리 빈곤동네와 이웃관계의 정적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결과가 도
출되었기에 그저 현상이 그러하다는 서술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한 까닭이며,
아울러 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 근거나 체계적 절차를 설명하는 데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직까지 기본적으로 연구의 개수가 적으며 그중 상당수는 질적인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해체이론과 대치되는 연구경향을
이론화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귀납적, 연역적 축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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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속동네 빈곤의 간접적 맥락효과
1) 소속동네의 빈곤이 동네의 거주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해체이론 및 그의 전신인 동심원이론에서 언급하는 빈곤층의 과밀상태,
즉 빈곤한 동네환경은 주거구역이 아닌 상권구역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
당한 인구가 그곳에 오래 거주하지 않았을 뿐더러 주민들의 전출입도 잦았다.
빈곤층은 많은 경우 점유의 불안정을 겪고 있으며, 잦은 이사를 통하여 주로
주거의 하향이동을 한다(진미윤, 2013). 소속동네의 빈곤은 결국 거주지속성이
확보되지 못한 빈곤층이 그 동네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로 규정되므로, 동
네수준의 거주불안정성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Burgess(1925)는 동네의
거주불안정성이 빈곤한 지역에서 발발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그것이 거주민들에
게 자극(irritation)의 수치 및 강도를 급증시킴으로써 주민들을 예민하고 혼란스
럽게 만든다고 덧붙였다(이현희, 1994). 사람들이 오래 거주하지 못하고 동네를
떠나는 현상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할 때, 그것이 남아있는 주민들에게
부차적인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이어 Shaw와 McKay(1942)는 사회해체의 주요인자로서 특정동네가 지닌 물리
적 속성으로서의 거주불안정성을 동네의 사회경제적 속성인 빈곤과 대등한 위
치에 두었으며, 동시에 이를 빈곤동네의 주요한 특징으로 삼았다. 이는 두 개념
이 본 이론에서 필수적 역할을 하는 변수들이며, 이들의 정적 상관관계가 상당
히 높음을 암시한다. 그들은 빈곤이라는 동네의 속성을 문제원인의 주요지표로
꼽았으나, 사회해체의 현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개념은 동네의 거주불안정
성이라고 명명함으로써 후자의 중요성을 또한 간과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훗날 Bursik(1993)은 Shaw와 McKay의 이론이 단순히 사회해체와
범죄와의 관계성에 천착하여 사회해체의 세부적 단계들을 제대로 포착해내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비록 소속동네의 빈곤과 거주불안정성, 구성원의 이질
성 등 사회해체의 특징들을 짚어내었고 변수들 간에 연관성이 있음을 언급하였
으나, 그들은 변수들이 각각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고 범죄와 연결되는지를 직
접 설명하기보다는 각 조건들이 함께 만들어낸 상황을 그저 사회해체라는 이름
으로 정의하였다는 것이 비평의 핵심이었다(이현희, 1994). 이렇듯 초창기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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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해체이론은 개념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윤우석, 2014). 따
라서 Bursik(1993)은 빈곤한 동네가 Shaw와 McKay가 주장한 바와 같이 그저
불안정한 동네라는 특징을 가진다는 사실적 정보에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 거
주불안정성에 의한 동네 내 비공식적 감시 및 통제기능의 약화를 통하여 부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이론을 확장시킨 바 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주장들은 소속동네의 빈곤 및 거주불안정성 간에 분명
히 의미있는 관계가 존재함을 짐작케 한다(Pinderhughes et al, 2001). 그러나 이
론의 기저에는 빈곤동네가 주로 도심, 즉 상권구역에 위치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동네가 빈곤해서 거주불안정성이 두드러지는지 혹은 주거
구역이 아니므로 거주불안정성이 높은지를 분별해내기는 쉽지 않다. 본 연구는
도심지역과 교외지역 여부를 통제함으로써, 거주불안정성이 어떠한 변수로부터
비롯된 현상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탐구해낼 것이다. 도심여부가 고려되었을 때,
빈곤한 동네는 오히려 고립지대로서 불가피하게 거주안정성이 담보될 수도 있
는 가능성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다(Ross et al, 2000; 장세훈, 2005).
그러나 실증분석의 결과들에 따르면, 거주불안정성에 대한 빈곤동네의 영향
력은 주로 정적인 방향성을 보여준다. Eliott 외(1996)는 Denver와 Chicago에 거
주하고 있는 1,707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빈곤동네와 거주하기 불안정한 동네
는 결코 상이한 동네가 아닌 서로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지니며, 그러한 공존
상태가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악화시킨다는 점을 정리하였다.
동일한 선상에서 Sampson 외(1999)의 연구 또한 1995년에 시카고 지역 주민 8,
782명을 대상으로 조사된 응답내용에 바탕을 두어, 빈곤한 동네에서 높은 실업
률, 문화적 이질성, 한부모가구 비율과 함께 거주불안정성이 높게 제시되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김장민, 김신열, 2010).

2) 소속동네의 빈곤이 동네무질서에 미치는 영향
거주하는 동네환경의 물리적, 사회적 무질서는 빈곤한 동네에서 용이하게 발
견되는 현상이다(Kohen et al, 2002; 강희경 외, 2009). 사회해체이론에서 Shaw
와 Mckay는 빈곤층이 과밀한 동네일 때, 해체된 사회의 현상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무질서가 가시적으로 드러난다고 주장하였다(Hill et al, 2005). Wilson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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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네수준의 사회경제적 불이익이 그곳에 사회적 무질서를 조성하고 그것이
무질서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주민들의 우울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Hurd et al, 2013). 뒤이은 Sampson 외(2002)의 연구 역시 빈곤층이 많은
동네에서 위협과 불안, 무질서가 악화된다고 보고 있다.
두 변수 간의 관계성을 대표적으로 다루었던 Ross(2000)의 연구도 주로 빈곤
층이 과밀한 동네의 주민들이 동네 내에서 발발하는 범죄 혹은 물리적, 사회적
무질서의 증상들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무질서
의 징후들이 주민들로 하여금 범죄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유발하
기 때문에 그들의 근심과 걱정을 높인다고 보았다(전신현, 2003). 이처럼 빈곤
층 및 소외계층의 밀집과 같이 구조적으로 불리한 동네에서는 적절한 환경을
유지할 자원의 부족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무질서가 야기됨으로써 주민들이 쉽
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노출된다고 여겨지곤 하였으며, 그곳을 탈출할 방법
이 없는 극빈한 개인들은 무질서와 지속적으로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되어
왔다(Wilson, 1987; Ross et al, 2000; Boardman et al, 2001; 윤우석, 2012).
McCulloch(2003)의 연구는 1991년 영국의 가구들을 포함한 총 5,199명의 주
민들에게 실시된 패널조사(BHPS)를, Haney(2007)의 연구는 1992~94년 아틀란타
(Atlanta), 보스턴(Boston), 디트로이트(Detroit)와 로스엔젤레스(Los Angeles) 지역
에 거주하는 3,403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응답내용을 바탕으로, 거주동
네의 빈곤수준이 높을수록 동네의 물리적 무질서가 유의하게 높다는 것을 실증
하였다. Kim(2010)의 연구도 1995년 및 1998년 지역사회, 범죄 및 건강조사(Community, Crime and Health Survey)의 피조사자인 2,482명의 자료를 통하여 소
속동네의 빈곤정도가 동네의 물리적, 사회적 무질서를 유의하게 증가시키고 있
음을 보여주었다.

3) 동네의 거주불안정성이 이웃관계에 미치는 영향
사회해체이론가들에 의하면 동네의 거주불안정성은 동네에 대한 애착과 관계
망 형성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간주되어왔다. 거주안정성이 확보된 동네에서
는 주민들 사이의 깊은 교류 및 친밀감이 높아져 공동체에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케 되며, 익명성이 줄어듦으로써 효과적인 사회통제를 이룰 수 있는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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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효능감이 형성된다. 따라서 거주안정성은 동네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통제하
고서도 사회적 응집력을 높이는 데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Sampson & Groves,
1989; 이현희, 1994). 거주안정성이 뚜렷한 동네의 분위기는 소속된 개별주민의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주민들에게 유대 형성 및 동네의 사건(local affairs)들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부여하며, 이는 개인의 결핍상황을 극복하게 하
는 일종의 자원으로서 작용한다(Schieman, 2005; Turney & Harnett, 2010).
반면 주민들의 거주기간이 불안정하고 신원이 명확치 않은 사람들의 잦은
출몰, 유입 및 유출이 일어나는 동네환경은 이웃사이의 연대(solidarity)를 후퇴
시키며 고립감과 불신감, 무력감을 야기할 수 있다(김영미, 2011). 이는 거주환
경이 불안정한 동네의 상태가 이웃관계형성에 구조적 장애가 된다는 점과, 아
울러 거주안정성이 자아내는 사회조직(social organization)과는 상반되는 사회해
체(social disorganization)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웃관계는 시간이 요구되는 개념
으로서, 주민들이 서로 같은 동네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동질의식을 공유하
고 있을 때에 비로소 형성된다. 그러나 빈번히 이동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
지면 그만큼 동네의 주민 간 이질성 또한 높아지는 것이므로, 불가피하게 관계
수준의 성장 또한 저해되는 것이다(Bursik & Grasmick, 1993).
Markowitz 외(2001)는 주거이동이 만연한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정착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대를 향한 주민들 간의 경계심이 강하다고 보았
다. 한편으로는 높은 주거유동성으로 인하여 동네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것이 유대를 형성하기 어렵게 만드는
조건임을 명시하였다. Sampson(1991)의 연구는 1984년 영국 500개 지역단위에
거주하는 총 11,030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네수준의 거주안정성이 이웃 간
의 우정과 면식의 네트워크, 즉 사회적 응집력을 높인다는 점을 실증함으로써
거주불안정성이 이웃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었다. 높
은 수준의 거주불안정성은 이웃유대 약화를 촉진할 뿐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저해하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관계마저 단절시키는 영향력을
지닌다고 경험적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Sampson et al, 1999). Lowenkamp 외(2
003)는 600개 동네의 14,617명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1994년 영국범죄조사
(BCS) 자료를 토대로 Sampson의 연구를 10여년 후에 재현하여, 중·장기 거주민
의 비율이 낮을수록 이웃유대와 주민조직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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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함으로써 사회해체이론을 지지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소속동네의 거주불
안정성은 1997~98년에 위스콘신(Wisconsin) 주의 매디슨(Madison) 지역에 거주
하는 830명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를 통하여, 동네차원의 욕구와 필요
에 대해 여타의 주민들과 대화하고 주요이슈들에 참여하는 것을 저해한다는 결
과를 보여주기도 하였다(Kang & Kwak, 2003).

4) 동네무질서가 이웃관계에 미치는 영향
동네무질서도 이웃관계에 부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생태학적 요소이다.
주민들이 물리적, 사회적 무질서가 만연한 동네에 거주할 때, 이는 동네에 대한
주민들의 애착과 헌신도의 상실을 유발함으로써 전반적인 지역사회의 통제력을
잠식시킨다(Skogan, 1992). 이에 주민들은 동네의 이슈들에 대한 참여 및 이웃
과의 유대를 꺼려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서로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키
워가게끔 만든다고 여겨진다. 높은 수준의 무질서 환경을 경험해온 주민들은
이웃에 의하여 자신에게 닥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일상적 대화, 방
문, 도움 등의 측면에서 상호작용을 줄이려고 하며, 이렇듯 통제 불가의 부정적
강화(uncontrollable, negative reinforcements)를 지속적으로 겪는 동네에서는 교
류, 참여, 상호지지를 기능으로 하는 이웃관계가 붕괴된다는 것이다(Geis & Ross, 1998; Kim, 2010; 곽현근, 노병일, 2003). 결국 높은 무질서도가 주민들의 변
화의지 및 외부지향성을 낙담시켜, 그들은 거주지 내에 발이 묶이면서도 이웃
관계에 의지할 수조차 없게 된다는 것으로 동네무질서의 파괴적 영향력이 설명
된다(Haney, 2007).
Ross와 Jang(2000)의 연구는 1995년 당시 일리노이(Illinois) 주의 거주민들 중
에서 대표성이 확보된 2,482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높은 무질서도를 가진 동네
에서 주민들이 유의하게 저조한 이웃유대수준을 보였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무질서가 높은 동네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들의 조직참여가 더욱 많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웃유대와 마찬가지로 더욱 낮은 수준의 결과
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연장선상의 맥락에서 Markowitz 외(2001)의 연구는 1984
년, 1988년, 1992년 영국범죄조사(Britain Crime Survey) 자료를 통하여, 매 웨이
브마다 151개 동네에 거주하는 10,000명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동네의 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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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 공포를 통해 사회적 응집력을 약화시키는 과정을 실증한 바 있다. Ross와
Mirowsky(2009)의 연구 또한 1995년과 1998년 지역사회, 범죄 및 건강조사(CCH) 자료의 성인 2,482명을 대상으로 동네의 물리적, 사회적 무질서가 상호 간
불신을 높이는 요소라는 점을 밝혀내었다.
국내연구로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702명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수행된 김영제, 한상일(2008)의 연구, 서울지역 중년여성 189명의 응답결과를
분석한 이정은(2011)의 연구, 그리고 2008년도 서울시복지패널조사자료를 활용
하여 2,111명의 60대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김동배, 유병선(2013)의
연구가 모두 이웃관계에 미치는 동네무질서의 부적 역할을 검증하였다.

5) 거주불안정성과 무질서의 매개역할
소속동네의 거주불안정성은 그 자체로뿐 아니라, 빈곤동네의 주요한 속성으
로서 정적 관계를 맺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이웃관계수준에 부적 효과를 미
치기도 한다. 즉 소속동네 빈곤의 영향력을 보다 잘 설명해줄 수 있는 변인으
로 기능하는 것이다. 혹여 특정한 이유로 이웃유대가 강하였던 빈곤동네라고
하더라도,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낯선 이에 대한 두려움 및 불확실성과 그로 인
한 불신의 축적 때문에 결국 빈곤한 동네에서는 신뢰가 붕괴되고 집합적 효능
감이 낮아질 것이라는 Woolcock(1998)의 논의는, 거주불안정성이 빈곤동네에서
이웃관계가 손상되는 데에 일정한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존연구
들의 결과를 정리한 윤우석(2012)의 연구는 빈곤동네에서의 거주불안정성이 동
네주민들의 유대, 참여, 집합적 효능감의 모든 측면에서 이웃관계를 예측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구조적 특성임을 밝혔다. 핵심은 빈번하게 이사하는 주거빈
곤층이 모여 거주하는 동네에서는 사회적 응집력이 낮아진다는 것이다(임세희,
2010).
Aneshensel과 Sucoff(1996)의 연구는 로스엔젤레스 자치주(county) 내 동네들
에 거주하는 877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동네의 빈곤과 거주불안정성이 사회의
응집력을 낮추고 그것이 우울수준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발
견하였으며, Sampson(2003)의 연구 또한 2003년 시카고 지역의 343개 동네에
거주하는 8,782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네의 빈곤과 거주불안정성이 집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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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감을 저해하는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두 변수를 모두 투입하였을 때에도
여전히 동네빈곤의 영향력이 남아있다는 결과들은, 이웃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빈곤동네 변수를 동네수준의 거주불안정성이 부분매개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반면 국내연구에서 윤우석(2012)은 대구광역시의 36개 동네에 거주하는 710명
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빈곤동네 변수와 거주불안정성 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였
을 때 거주불안정성만이 이웃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
써 완전매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동네무질서도 동네의 구조적, 객관적 조건의 맥락효과를 매개하는 과정
적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Latkin & Curry, 2003). 비록 종속변수를 이웃관계로
설정한 것은 아니었으나, Ross(2000)는 1995년 및 1998년 지역사회, 범죄 및 건
강조사(CCH)의 피조사자인 2,482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우울수준에 미치는 소속
동네 빈곤의 유의한 영향력이 동네무질서를 투입하고서 사라졌음을 검증한 바
있다. 사실 객관적인 동네의 빈곤율 수치는 주민들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으며, 도리어 그것이 무질서의 형태로 드러날 때 주민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겨진다(Haney, 2007; 강희경 외, 2009). 즉 ‘빈곤한’ 동네에서
발견되는 물리적, 사회적 ‘무질서’가 주민들의 고립감, 무기력감뿐 아니라 주민
들 간 상호의심과 불신감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Ross et al, 2001). 이는 빈곤
한 동네가 무질서한 동네와 연관성이 있음을, 나아가 무질서가 소속동네의 빈
곤과 이웃관계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

3. 이웃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변수
이웃관계를 예측하는 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수들은 이외에도 다양하게
공존한다. 여기서는 동네차원의 변수들과 개인차원의 변수들을 차례대로 살펴
보겠다. 이는 이웃관계의 형성요인으로 동네요인과 개인요인들이 모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 근거를 둔다(정윤식, 2014).
먼저 동네수준의 변수들부터 검토한다. 도심여부는 이웃관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되는 변수이다(김남줄, 2005). 주요한 입장은 도심에서는 비도심
인 시골(rural)보다 사회적 관계가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Hofferth & 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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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nd, 1998; Onyx & Bullen, 2000; Ziersch et al, 2009; 김주희, 강성희, 2002).
동심원이론 및 사회해체이론에서 도심지역에 빈곤층이 밀집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과연 도심여부를 통제하고도 빈곤동네가 유의한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하여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인구밀도는 일정 단위면적 당의 인구수를 뜻하며, 이 또한 동네의 구조를 나
타내는 변수로서 맥락효과 분석에 활용되는 변수이다(Sampson et al, 1999; Browning et al, 2004). 구체적으로 높은 인구밀도는 주민조직참여 등의 이웃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Greiner et al, 2004; Johnston et al, 2005; Besser et al, 2008)와, 높은 인구밀도가 사회참여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결
과(원동재, 김태룡, 2013), 그리고 아주 고밀도동네(very high population density)
이거나 아예 자원에 대한 경쟁이 적은 저밀도동네(very low population density)
일 때, 즉 극단의 인구밀도를 가질 때 이웃 간 신뢰감의 형성정도가 높다는 분
석 등이 있다(Collier, 2002).
다음으로는 개인수준의 변수들을 소개한다. 연령의 경우, 높아질수록 이웃관
계가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Luong et al, 2011). 사회 정서적
선택이론(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에 따르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시간
의 유한성에 대한 자각으로 인하여 의미있는 일에 자신의 남은 시간을 투자하
고자 하므로, 관계에 있어 양적 측면보다는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는 사람들과
의 질적인 교류를 선택하게 된다(Cartensen et al, 2011).
성별 역시 이웃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이웃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
존연구를 살펴보면 여성이 네트워크의 수가 적게 형성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
면, 남성일 때 이웃유대나 공동체의식, 주민조직참여 등에서 유의미하게 낮은
결과 값을 나타낸다(곽현근, 2007; 박선희, 박병현, 2012). 하지만 성별의 효과는
연구마다 상이하게 나타나는 편이다(Lin, 2000).
학력도 이웃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 또한 효과의 방향은
연구별로 차이가 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연구가 있는 반면(곽현근, 2007; 김동배, 유병선, 2013), 높은 학력을
지닐수록 주민조직에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다
(곽현근, 2007). 특히 곽현근(2007)의 연구에서 학력은 이웃유대를 저하시키는
요소이자, 동시에 주민조직참여를 향상시키는 요소이기도 하였다. 한편 Hell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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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과 Putnam(1999)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도리어 이웃 간의 상호신뢰감이 높
아진다고 실증하였다.
소득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개인 혹은 가구의 저
소득 상태는 물질적 자원의 부족뿐 아니라 사회적 자원으로서의 이웃관계를 위
축시키거나 단절시키는 영향력을 가지는 주요한 설명변인으로 여겨지곤 한다
(Belle, 1983; 국가인권위원회, 2004; 이성호, 2007; 이태호, 2013). 즉 빈곤층일수
록 이웃관계는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다(이현옥, 이은정, 2013).
장애여부도 이웃관계의 변이를 설명하는 요소이다. 장애의 유형과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장애인은 생존을 위해 환경 및 사회체계와 타협해나가며 자신의 몸
과 건강을 돌보는 과정에서, 비장애인에 비하여 삶의 질 측면에서 심각한 수준
의 외로움과 고립감을 경험한다(Shakespeare, 2007; 김민영, 2013). 선입견과 무
시, 적개심 등의 장벽이 친밀한 이웃관계의 형성을 방해하는 것이다.
한편 자가를 점유한 사람은 주민 간 네트워크와 참여,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규범적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Kasarda & Janowitz, 1974; DiPasquale & Glaeser, 1999; Glaeser et al, 2002; 하
성규, 2009). 거주안정성의 지표로서 자가를 소유하였을 때 이웃관계가 증진될
것이라는 견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아파트거주의 경우도 이웃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는 내부지향적이고도 폐쇄적인 건물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
곳에의 거주가 이웃 간 친밀감을 결여하고 고립감, 단절감을 유발한다는 주장
은 이전부터 존재해왔다(Madge, 1964; 박재영, 2006; 곽현근, 2013).
한 동네에서 개인이 거주한 기간은 개인차원의 거주(불)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DiPasquale와 Glaeser(1999), Magdol과 Bessel(2003)의 연구는 개인의
거주안정성이 사회적 관계를 증진시키는 전제조건이라고 실증한 바 있다. 구체
적으로 Kasarda와 Janowitz(1974), 정창수와 문용갑(1990)의 연구는 오랜 거주기
간이 사회적 유대 및 이웃관계의 강도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보았
고, Kang과 Kwak(2003) 또한 개인의 거주기간이 증가할수록 시민들의 조직참
여가 유의하게 제고됨을, 그리고 김승남, 김재홍(2013)은 현 동네에의 거주기간
이 늘어날수록 이웃에 대한 신뢰가 증대됨을 확인하였다.
동네무질서에 대한 개인의 인식 또한 이웃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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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는 상반된 입장이 존재하는데, 인지된 동네무질서가 오히려 문제해
결을 위한 주민조직참여를 강화시키고 이웃의 유대를 강화한다는 연구결과(김
영미, 2014)가 있는 반면, 이웃과의 신뢰 및 호혜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고은정,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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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기존연구의 한계
소속동네의 불이익 속성들이 이웃관계에 미치는 맥락효과를 살펴본 연구의
유형은 동네수준의 빈곤, 거주불안정성, 무질서가 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웃
간의 관계를 잠식한다고 주장하였던 사회해체이론 계통의 주류연구들과, 빈곤
한 동네에서 더욱 친밀한 관계가 발현된다고 보았던 소수의 연구들로 대분된
다. 현재까지 제시한 선행연구들이 봉착했던 한계점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맥락효과를 다루었던 많은 연구들이 아동 혹은 청소년을 중심으로 동
네의 영향력을 확인함으로써, 성인집단, 중·고령층 집단, 그리고 연령과 무관하
게 동네에 거주하는 인구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는 점이다(Allison et al,
1999; Komro et al, 2011; 김윤태, 서재욱, 2013; 윤우석, 2014; 황혜원, 2014). 맥
락효과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가 유년기부터 청소년기라는 점이 주된 논
거이나(Chilman, 1999), 성인집단이 동네구성원의 상당비율을 차지한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이웃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대상을 아동, 청소년에 국
한하지 않고, 전 연령층을 고루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해외연구의 경우 구조적 동네불이익의 영향력을 단순히 확인하는 차원
을 넘어 그것이 왜,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기제와 경로를 파악하는 데에
주력해왔으나, 결과적으로 동네불이익이 이웃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부정적
혹은 긍정적이라는 일관된 답변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물론 연구의 수에 비
례한 추론을 통하여 대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기에는 충
분하다고 여겨지나, 정량적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바를 질적 분석에서 뒤집어
기술하고 있다는 점은 소위 하류계급(Underclass)이라고 명명되었던 밀집된 빈
민들 및 그들의 거주지가 지니는 효과에 대한 논쟁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암시
한다. 이는 이웃관계라는 개념이 그 자체로서 다차원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현
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정창수, 문용갑, 1990).
셋째, 국내연구의 경우에는 사회과학 관련 데이터들에서 지역차원 변수의 미
(未)구성으로 인하여, 사회해체이론의 검증은 물론 동네라고 부를 수 있는 구획
(block)의 구조적 영향력부터도 아직 많이 확인되지 못한 상태이다. 맥락효과를
다루었던 대부분의 기존 국내연구들은 동네 혹은 근린이라는 분석단위를 설정
함에 있어 공통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먼저 2차자료에서 지역변수들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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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많은 연구들이 시·도, 혹은 시·군·구 차원의 영향력을
분석한다(황영은, 2011; 정자유, 2012; 김길용, 2014). 동네가 대개 인구 1,000명
에서 15,000명을 수용하는 좁은 공간적 개념이라는 점을 미루어볼 때, 앞선 연
구들은 동네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진미
윤 외, 2001; 정유진, 2014).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네를 읍·면
·동 혹은 통·반 단위로 좁게 설정하여 1차자료를 활용한 연구들도 있다(전신현,
2003; 노병일, 곽현근, 2003; 박한상, 정창무, 2005; 곽현근, 2008; 김길훈, 2013).
그러나 이들의 경우,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었기 때문에 외적
타당도(external validity)의 확보가 어렵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다른 한편으로, 분
석단위가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동네환경의 영향력을 분석함에 있어 애초에 다
층분석이 아닌 OLS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로 논지를 전개한 연구들도 존재한다
(김희윤, 2010; 이정은, 2011). 이는 방법론적 한계에 기인한 것이나, 의도치 않
게 지역수준의 결과를 개인수준에 적용하는 생태학적 오류(ecological fallacy)를
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모든 연령층 및 읍·면·동 차원을 포괄하는 전국데이터를 이용하여
정량적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도 이웃관계의 질적 수준에 미치는
소속동네 빈곤의 영향력이 서구의 주요결과와 일치하는지, 또한 어떠한 향방의
맥락효과가 발현되든 그것이 사회해체이론의 논리적 매개과정을 통하여 설명되
는지의 탐색에 주력하는 것으로 상기의 한계들을 극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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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제1절. 연구모형
본 연구는 사회해체이론에 입각하여 1) 소속동네 불이익 속성(빈곤, 거주불안
정성, 무질서)들의 연관성을 살핀 후(X→M), 2) 소속동네의 빈곤과 주민들의 이
웃관계 간 부적 관계성 여부 및 정도를 통하여 직접적 맥락효과를 파악하며(X
→Y), 3) 동네의 거주불안정성과 무질서의 매개역할을 검토함으로써 소속동네
빈곤의 간접적 맥락효과를 순차적으로 측정하게 된다(X, M→Y). 이 모든 분석절
차는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방법에 입각한 것으로, Sobel Test의
결과로 유의성을 확인함으로써 마무리되는 2-2-1수준 매개모형(upper-level mediation model)이다. 연구모형은 [그림 3-1]와 같다.

[그림 3-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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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가설
연구문제로서 제기하였던 1) 소속동네의 빈곤과 거주불안정성, 무질서 속성
간의 연관성, 2) 주민들의 이웃관계에 미치는 소속동네 빈곤의 직접적 맥락효
과, 3) 거주불안정성 또는 무질서의 증가를 통한 간접적 맥락효과에 대하여 이
론 및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한다. 연구가설은 <표 3-1>에
제시하였다.
첫째, 소속동네 불이익 속성들이 연결되어있는지를 탐색하는 기초 작업이다.
관련연구에서 논의된 바에 의거할 때(Ross, 2000; McCulloch, 2003; Cutrona et
al, 2006), 동네가 빈곤할수록 중·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주민비율이 낮은 불안정
한 지역임을 예측해볼 수 있다(1-1). 아울러 동네가 빈곤할수록 동네의 외향 및
안전과 관련하여 무질서도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1-2). 본 연구는 첫 번
째 연구문제를 통하여 소속동네의 빈곤이 단순히 빈곤한 주민들의 비율이 높음
을 의미할 뿐 아니라, 과연 그로 인하여 동네수준의 또 다른 부정적 속성들을
파생시키는지의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둘째, 소속동네 빈곤의 직접적 맥락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가설이다. 먼저 주
민들이 지닌 이웃관계(이웃유대, 주민조직참여, 집합적 효능감)의 수준은 그들이
거주하는 동네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예상한다(2-1). 만약 분석의 시작점, 곧 종
속변수 외에 어떠한 변수도 투입하지 않은 무조건부 모형(Fully Unconditional
Model)에서 무선효과(random effect), 즉 이웃관계에 대한 소속동네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면 다층분석을 지속할 근거는 사라진다. 반면 동네 간의 차이가
의미가 있다고 확인될 때, 이후에는 통제변수들을 비롯하여 소속동네의 빈곤정
도를 나타내는 기초생활수급자비율을 투입하게 된다. 이때 사회해체이론에 근
거하여, 소속동네가 빈곤할수록 이웃관계의 수준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2-2).
셋째, 소속동네의 빈곤이 지니는 간접적 맥락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가설이
다. 연구문제 1에서 빈곤한 동네일수록 거주불안정성이나 무질서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날 것이 기대되며, 연구문제 2에서 동네가 빈곤할수록 이웃관계가 감
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속동네의 증가된 거주불안정성(3-1)과 무질서도(32)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각각 매개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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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연구가설

연구문제 1. 소속동네가 빈곤할수록 동네수준의 거주불안정성과 무질서도가
증가하는가?

[1-1]. 소속동네가 빈곤할수록 동네수준의 거주불안정성이 증가할 것이다.
[1-2]. 소속동네가 빈곤할수록 동네수준의 무질서도가 증가할 것이다.

연구문제 2. 소속동네가 빈곤할수록 주민들의 이웃관계수준이 감소하는가?

[2-1]. 소속동네에 따라 이웃관계수준(이웃유대, 주민조직참여, 집합적 효능감)은 차이
를 나타낼 것이다.
[2-2]. 소속동네가 빈곤할수록 주민들의 이웃관계수준은 감소할 것이다.

연구문제 3. 소속동네의 빈곤이 동네의 거주불안정성 또는 무질서도 증가를
통하여 주민들의 이웃관계수준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가?

[3-1]. 소속동네의 빈곤이 동네의 거주불안정성 증가를 통하여 주민들의 이웃관계수준
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소속동네의 빈곤이 동네의 무질서도 증가를 통하여 주민들의 이웃관계수준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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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제1절.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에서 2011년에
수행한 ‘전국범죄피해조사(2010)’를 분석의 자료로서 활용한다. 본 조사는 2011
년 4월부터 5월 사이에 섬, 기숙시설(요양원), 특수사회시설(감옥, 군대), 관광호
텔, 외국인 거주지역 조사구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가구(제주도 포함) 및 만 14
세 이상 가구원을 모집단으로 삼아 실시되었으며, 반복적 횡단자료를 구축하고
있다(김지선, 홍영오, 2011). 연구대상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기반을 둔 전
국표본이며, 총 유효사례수로서 7,550가구의 16,557명을 아우른다. 원자료를 그
대로 활용한 본 연구에서 분석단위(analysis unit)는 조사에 응답한 모든 ‘개인’으
로 설정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기본적으로 군집표집(cluster sampling)을 통하여
조사구를 선정한 후, 표집된 조사구 내에서 계통표집(systematic sampling)을 사
용하여 조사가구 및 가구원을 추출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 모든 절차가 확
률적 표집에 속하므로 자료의 신뢰성은 확보된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표본
추출은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구성된다.
1) 전국을 7개 ‘특별·광역시’(7) 및 9개 ‘도’의 동부(9)와 읍·면부(9), 총 25개의
층으로 구분
2) 층별 가구 수에 비례하도록 755개 조사구를 추출
3) 조사구별로 각 가구에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계통표집으로 10가구 추출
본 조사는 설문지를 통한 대인면접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여기에는 가구
및 가구원의 일반특성, 경제상태, 주거이력 및 실태 뿐 아니라 거주지의 범죄환
경, 범죄에 대한 두려움, 범죄피해경험, 일상생활과 범죄예방활동, 신체 및 정신
적 피해관련문항 등이 소상히 조사되어있다.
이웃관계에 미치는 맥락효과를 탐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전국범죄피해조
사(2010) 자료를 활용하려는 근거는 첫째, 주민들을 대상으로 행정상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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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까지 자료가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맥락효과를 확인하려는 동네변수로서
각 읍·면·동의 불이익 속성을 구성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많은 자료들은 피조사자가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대하여 대개 시·도, 도시·농촌
혹은 시·군·구 차원까지만 공개되어있기에,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는 보다 구체
적인 반경으로서의 읍·면·동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은 동네의 효과를 세밀하
게 포착함에 있어 적실하다.
한편 본 연구는 자료 내에 이미 존재하는 변수들 외에도 조사대상자들이 살
고 있는 동네에 대한 정보를 자료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맥락변수 및 2수준 통
제변수들을 구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전국 시·군·구의 2011년도 통계연보(2010
년 기준), 2010년도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자료 및 2010년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
고서를 참고하였고, 이에 기반을 두어 각각 ‘읍·면·동 주민등록가구’, ‘읍·면·동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읍·면·동 각 주택유형비율’, ‘각 주택유형에 대한 소
득1분위 가구의 점유비율’, ‘각 주택유형에 대한 5년 이상 중·장기 거주민 비
율’, ‘읍·면·동 인구밀도’를 계산한 후, 원래의 자료에 연동하였다.
데이터 선택의 두 번째 근거는, 이웃관계를 조사하는 세부문항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의 성격상 비록 범죄피해와 관련된 문항들이 주를 이루지
만, 그럼에도 범죄발생과 연관성이 있는 동네 내 이웃환경 문항들이 배경(background)으로서 조사되고 있다. 본 연구의 관심내용은 이웃 간의 비공식적 상호
작용으로, 응답문항 및 내용에 의거하였을 때 연구에 적절히 연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논문의 최종연구대상은 1차적으로 추출된 전국 217개 시·군·구의 680개
읍·면·동 및 그곳에서 2차로 표집된 만 14세 이상의 주민 16,557명이다. 자료에
서 1수준(N=16,557) 및 2수준(N=680) 모두 표본의 수가 넉넉하며, 각 읍·면·동
에 포함된 주민이 평균 25명에 육박하기 때문에 다층분석을 시도할 수 있는 근
거는 마련되어있다(Sampson et al, 1997). 맥락효과를 확인하는 데에 있어서는,
2수준의 사례수가 많을수록 추정의 엄밀성이 높아지는데 본 연구에서 활용할
자료는 이를 충족하고 있으므로 분석결과의 정확성은 담보될 것으로 예측된다
(Maas & Hox, 2005; Snijder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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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분석방법 및 변수설명

1. 분석방법
기본적으로 본 연구는 분석방법으로써 다층분석(multi-level analysis)의 일환인
2수준 위계적 선형모형(2-level Hierarchical Linear Model, HLM)을 활용할 계획
이다. 이 방식은 분석할 자료에 다양한 수준의 변수들이 동시에 포괄되어있을
경우, 그리고 개인변수들이 가족, 학교, 집단, 지역, 국가 등의 상위구조에 내재
된(nested) 자료의 구조에 한하여 사용이 권고된다(Raudenbush & Bryk, 2002).
물론 환경 속의 인간(PIE)을 전제할 때, 사회적 현상을 관찰함으로써 수집되는
자료들은 상당수 다층적 구조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위계적 선형모형을 활용
하는 기저에는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집단 혹은 환경들이 맥락으로 작동하여
외생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이 깔려있으므로, 다층분석은 소속동네의
맥락효과를 파악하려는 연구의 목적을 충족하는 적절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
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 역시 개인수준의 변수들과 동네수준의 변수를 내포하
고 있으며, 개인들이 특정 읍·면·동 안에 거주하기 때문에 앞서 상정한 조건에
부합한다.
한편 자료의 이러한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고전적 OLS 회귀분석을 활용
할 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연구의 타당도가 저하된다고 보고된다(전민정, 2005;
김두섭, 강남준, 2008; 허지정, 김훈상, 2009; 장안식, 2012; 이재열 외, 2013). 첫
째, 일반 다중회귀분석에서는 개인수준과 지역수준을 동등하게 취급하게 되는
데, 구분 없이 모든 관측값들이 하나의 측정수준을 가진다고 가정하여 분석을
실행할 경우 한편으로는 지역수준의 특성을 통해 개인수준의 특성을 유추하게
됨으로써 생태학적 오류(ecological fallacy)를, 또는 모든 변산성을 하위수준에서
만 고찰하고 그것을 상위수준에 일반화하는 원자오류(atomic fallacy)를 범할 위
험성이 존재한다. 이는 뚜렷이 구분되어 있는 분석단위를 합산적 접근법(aggregation) 혹은 환원적 방법(disaggregation)을 통해 단일분석단위로 만드는 다소 부
자연스러운 절차에서 생겨나는 오류이다. 둘째, 위계적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변수 간 인과관계를 보는 과정에서 상위집단에 속한 하위구성원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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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성을 간과함으로써 회귀계수의 표준오차를 실제보다 과소 추정하는 문제이
다. 이는 통계적 유의성을 과대평가할 소지가 있다. 셋째, 일반 다중회귀모형에
서 회귀계수는 고정효과 모수(fixed effect parameters)이므로 이때 각 예측변수
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는 자료 내 모든 대상에게 동일하다고 가정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소속된 집단에 따라 효과의 크기나 방향이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간과한다. 넷째, 일반적인 다중회귀분석은 하위수준과 상위
수준에서 준거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공변인(covariates)들을 동시에 통제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때 다층모형을 활용하면 방법론적 문제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다. 즉 준거
변수에 대한 하위수준과 상위수준의 분산정보를 추출하고, 하위수준 개체의 특
성이 상위수준의 집단(cluster)에 따라 변이하는 실제적 가능성을 포착함으로써,
기존의 방법론보다 통계적으로 더욱 엄격한 추정이 가능한 강점을 지니는 것이
다(전민정, 2005; 석진홍, 박우성, 2012). 이를 염두에 두고 본 연구는 2수준 위
계선형모형(거주동네⊃개인)으로 개인의 이웃관계에 대한 소속동네 빈곤의 영향
력을 분석한다. 그러나 연구문제가 동네에 따른 개인수준 독립변수들의 변이여
부를 보는 것이 아닌, 동네수준 맥락변수 및 매개변수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고
자 하는 것임에 기인하여 본 연구는 1수준 변수들의 무선효과(random effects
through Random Intercept and Slope Model)보다는 1,2수준 변수들의 고정효과
(fixed effects through Random Intercept Model)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한편 본 연구는 소속동네 빈곤의 간접적 맥락효과를 확인하려는 절차 속에
서 2-2-1수준 매개효과를 검토한다. 이러한 경우 수준을 교차한다는 점을 제외
하고는 단층 매개효과 분석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Baron과 Kenny가 주장하는
고전적 4단계 방식의 논리를 동일하게 적용해도 무방하다고 간주된다(Hoffman
& Stetzer, 1996; Mathieu & Taylor, 2007; Lei et al, 2014)2). 단, 연구모형에서
맥락변수와 매개변수, 즉 소속동네의 빈곤과 동네의 거주불안정성 및 무질서는
모두 2수준 변수들로서 다층이 아닌 단층분석이 요구되므로, 그때에 한하여
OLS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2)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분석방법
a. 독립변수 → 매개변수 b. 독립변수 → 종속변수
c. 독립변수, 매개변수 → 종속변수 d. 매개변수 투입 시 독립변수의 유의한 영향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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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변수들의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보여주는 기술통계 분석
및 주요변수들에 대한 상관관계분석을 IBM SPSS Statistics 20.0 프로그램을 활
용하여 실시할 것이다. 이때 분석자료에서 주요변수들의 정규성 성립여부를 왜
도와 첨도를 통하여 검토할 것이며, 설명변수들의 다중공선성 부재여부를 분산
팽창인자(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와 공차한계(tolerance)를 산출하여 확인
하겠다. 2) 연구문제들에 답하고자 HLM 6.02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위계선형모형에 입각한 다층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무
조건부 기초모형(Fully Unconditional Model)과 통제변수와 맥락변수, 매개변수를
누적적으로 연이어 투입한 분석모형(Random Intercept ANCOVA)들을 상정하여
소속동네 빈곤의 직·간접 맥락효과를 순차적으로 살필 것이다. 분석모형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본 절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할애하겠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본 연구는 전국 680개 읍·면·동에 소속된 주민들의 이웃관계에 동네수준 변
인으로서의 소속동네의 빈곤이 미치는 맥락효과를 분석한다. 여기서는 연구에
서 활용될 변수들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이웃관계의 질적 차원이다. 이는 사회해체이론, 기존
의 연구 및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에 기반을 두어, ‘이웃유대’, ‘주민조직참여’,
그리고 ‘집합적 효능감’의 세 차원으로 분류하였다(Kasarda & Janowitz, 1974; Sampson & Groves, 1989; Sampson et al, 2002; 윤우석, 2014)3).
3) 종속변수인 이웃관계를 하위요인(이웃유대, 주민조직참여, 집합적 효능감)들로 구분하여 각각
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웃관계에 대한 문항이 3개의 서로 다른
항목으로 묶여야만 한다. 즉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 탐색적 요인
분석의 결과, 이웃관계(7문항) 변수는 3개의 요인(1요인: 이웃유대, 2요인: 집합적 효능감, 3요
인: 주민조직참여)으로 대분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요인분석(최대우도추출, *Oblimin회전)의
결과(**structure matrix)는 다음의 <표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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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웃유대는 동네주민들이 상호작용을 통하여 공유하는 소속감, 친밀감,
신뢰이며(김영미, 2010), Ross와 Jang(2000)의 척도에 근거하여 이웃유대의 수준
은 2010년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에서 ‘서로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 ‘동네
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
다’에 대하여 피조사자들이 응답한 3문항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각각의 문
항은 5점 척도로서 1이 전혀 그렇지 않음을, 5가 매우 그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0.747의 값으로 확인되었으며, Cronbach’s
α계수는 일반적으로 0.6이상이면 지표로 구성하는 데에 무리가 없다고 여겨진
다(Nunnally, 1967; Hair & Anderson, 1998; Lee & Crocker, 2006).
주민조직참여란 소속동네에서 수렴되는 공통목적을 위해 상호 교류하는 체계
적 공동체에의 헌신정도를 의미하며, 공통의 이슈를 위하여 주민 간 유대를 ‘결
집’하였다는 점에서 이웃유대와 차이를 보이는 개념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윤민

<표 4-1>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항목

요인

우리 동네 사람들은

1
2
.902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897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
.875
동네의 각종행사 및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동네 아이들이 낯선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도와줄 것이다.
.791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760
범죄예방을 위해 주민들의 순찰이 필요하다면 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503
***Rotation Sums of Squared Loadings
3.351
2.016
****KMO=.842, *****Bartlett’s χ²=66878.782 (df=21, p<.001)

1) 서로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
2)
3)
4)
5)
6)
7)

3
.749
1.368

*Oblimin회전(사각회전): 요인들 간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여겨질 때 활용하는 분석방법으로,
만약 각 요인들이 독립적이라면 Varimax회전(직각회전) 방식을 사용한다.
**비직각회전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변수와 요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형태행렬(pattern matrix)보다는 구조행렬(structure matrix)을 해석하는 것이 선호된다(이영준, 2002).
***‘회전 제곱한 적재값’을 의미하며, 회전한 이후의 고유값(Eigen Value)으로 볼 수 있다(Field, 2005).
****KMO: 각 변수들 간 상관계수의 다양성이 공통된 요인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통계치
로서, 0.5이상이면 양호하다고 여겨진다(Field, 2005).
*****Bartlett’s χ²: 구형성(sphericity)의 검정으로, 요인분석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판단하
는 지표이다. p<.05로 유의하므로 요인분석의 활용이 가능하다(Field,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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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4). 주민조직참여의 정도는 Ross와 Jang(2000), Hull 외(2008)의 참여측정
지표를 참고하여 ‘동네의 각종행사 및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의 단일문항
에 대한 응답값으로 측정하였다.
집합적 효능감은 공동의 선을 위하여 소속동네에서 규범에 위반되는 행동들
을 통제하며 예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역량 및 개입의지로 개념화된다(정승민,
2006; 곽현근, 2013). 본 개념은 Sampson과 Raudenbush(1997)의 척도를 응용하
여 ‘동네 아이들이 낯선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도와줄 것이다’, ‘범죄사건
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범죄예방을 위해 주민들의 순찰이 필요하
다면 활동에 참여할 것이다’의 3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0.689의 값으로 확인되었다.

2) 설명변수
2수준 위계적 선형모형은 상위차원 변수들의 데이터 셋(dataset)과 하위차원
의 데이터 셋을 별도로 만들어, 동시에 분석을 하도록 되어있다(Raudenbush &
Bryk, 2002; 2004). 이에 따라 설명변수들 또한 상위차원인 동네수준 변수와 하
위차원인 개인수준 변수로 구분하여 측정하게 된다.

(1) 동네수준 변수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동네수준 변수는,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는 맥락변수인 ‘소속동네의 빈곤’과, 매개변수로서의 ‘소속동네 거주불안정성’
및 ‘동네무질서’, 그리고 기타 동네수준의 통제변수들로 이루어져있다.
먼저 연구를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맥락변수는 ‘소속동네의 빈곤’이다. 소
속동네의 빈곤은 거주하는 동네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Low Socioeconomic status)를 의미한다(노병일, 곽현근, 2005). 이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은 주로 동네
의 총 가구 수 대비 공공부조 수급가구의 비율로 소속동네의 빈곤율을 산출하
는 것이다(Ingoldsby et al, 2006; Kohen et al, 2008). 즉 수급가구의 비율이 높
을수록 그만큼 소속동네가 빈곤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시·군·
구에서 발행한 2011년도 지역통계연보의 인구파트 및 사회보장파트, 201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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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실태조사 및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각각 참고하여 읍·면·동의 주민등록가
구 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가구를 산출하였다. 수급가구파악이 불가
능한 일부동네의 경우에는 ‘읍·면·동 각 주택유형 비율 대비 (전국단위로 조사
된) 소득1분위 가구의 점유비율’을 주택유형마다 계산하여 합산한 후, 소득1분
위 내 수급가구비율을 곱하여 각 읍·면·동의 수급가구 비율을 추정하였다. 2010
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조사된 전국의 총 가구 수(n=17,574,067)와, 2010년 주
거실태조사에서 조사된 전국의 총 주택 수(n=17,339,558)는 대략 1%의 차이만
을 보이므로 읍·면·동에 관한 공식적 통계자료가 부재한 일부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변수를 형성할 수 있었다.
첫 번째 매개변수인 동네의 거주불안정성은 동네 내 주민들의 주거상황이
얼마나 유동적인지를 드러내는 지표로서,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 5년 미만
동안 단기적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의 비율을 일컫는다(박성훈, 김준호, 2012). 국
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시스템(MDSS)은 거주기간 별 가구 수를 조사하여 제시
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가 시·군·구 차원까지로 국한되어있으며, 거주불안정성
의 단위(unit)로 설정한 ‘동네’보다는 크게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분석에 활용하
는 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읍·면·동
의 거주불안정성 지표는, 2010년 주거실태조사 및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참고
하여 ‘읍·면·동의 각 주택유형 비율 대비 (전국 시·도의 동·읍면부 단위로 조사
된) 각 주택유형별 5년 미만 단기거주자 비율’을 구한 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두 번째 매개변수로서 소속동네의 무질서는 물리적, 사회적 질서 및 통제가
붕괴되었음을 드러내는 동네의 외양적, 가시적 특징에 대하여 주민들이 묘사하
는 바이다(정윤옥, 2014). 이는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로 개념이 구분
되나, 무질서의 전반적인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두 개념을 종합하는 방식
으로 개념화하였다. 따라서 동네차원의 무질서도는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각
읍·면·동에 소속된 주민들이 응답한 무질서도, 즉 ‘주변에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고 지저분하다’,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다’, ‘주변에 방치된 차나 빈
건물이 많다’, ‘기초질서(무단횡단, 불법 주정차)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무리지어 다니는 불량 청소년들이 많다’, ‘큰소리로 다투거나 싸우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의 6문항에 대한 개별값의 평균을 동네별로 분류한 후, 각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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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에 소속된 주민들이 평가한 무질서도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동네의 무질서
도를 구하는 객관적 지표의 확보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연유, 주관적으로 인지된
무질서의 평균이 중립적으로 조사된 동네무질서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Perkins & Taylor, 1996; Geis & Ross, 1998), 응답자가 읍·면·동 주민
들의 변수값을 대표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표집이 확률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
실, 그리고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주로 동일한 방식을 채택해왔다는 경험적 증
거(이성식, 2003; 박성훈, 김준호, 2012; 김민경, 2013; 노성훈, 조준택, 2014)들은
피조사자 응답값의 동네별 평균을 활용해도 무방함을 드러내는 근거들이 된
다4). Ross와 Mirowsky(1999)의 척도에 의거한 이 조사의 측정에 따르면, 본 연
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0.835의 값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이웃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지는 동네수준의 통제변수를 제
시한다. 여기에는 도심여부와 인구밀도가 포함된다.
도심여부는 응답자들이 거주하는 동네를 ‘동’부와 ‘읍면’부로 분류하여 전자를
도심, 후자를 비도심으로 규정하였다. 이때 도심을 1로, 비도심을 0으로 각각
가변수화(dummy coding) 하였다.
인구밀도는 단위면적 당 인구수로, 2011년도 지역통계연보의 토지 및 기후파
트와 인구파트를 참고하여 각 읍·면·동 면적대비 주민등록인구로 측정하였다.

(2) 개인수준 변수
아래는 이웃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동네불이익의 맥락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수준의 통제변수들이다. 이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주거변수로 양

4) 그러나 개인수준의 값들을 합산하여 동네수준의 상위개념으로 구성하는 것(data aggregation)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동네 내에서 한 개인이 동네를 대표할 수 있는 정도를 다루는 ICC(1)값
과, 집단평균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ICC(2)값을 구하여 전자는 0.2, 후자는 0.6이상을 초과하는
지를 확인하는, 합산척도의 타당도 검증작업을 실시해야 한다(Klein & Kozlowski, 2000; 윤필
현, 한주희, 2013). 이 값들이 일정정도 이상 커야 동네 내 개인들이 유사하다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표를 통해 ICC(1)과 ICC(2)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박원우, 고수경, 2005).
ICC(1)=(MSB-MSW)/MSB+(k-1)*MSW, ICC(2)=(MSB-MSW)/MSB
(MSB=집단 간 분산, MSW=집단 내 분산, k=집단규모: 서로 다를 경우에는 집단 평균규모)
본 연구의 경우 각각 ICC(1)=.367(4.607/12.551), ICC(2)=.933(4.607/4.938)을 나타내어, 타당성
조건을 충족하므로 개인들의 값을 동네수준으로 합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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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된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로 투입한 변인은 연령, 성별, 학력, 소득, 그리고 장
애여부이며, 주거변수로는 자가의 소유여부, 거주기간, 아파트거주여부, 그리고
개인이 인지한 동네무질서이다. 주거변수의 투입은 이웃관계가 장소에 기반을
둔 개념임에 근거한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변수로서 연령의 경우, 피조사자들의 만 나이를 연속변수
로서 투입하였다.
성별의 경우에는 남성을 1로, 여성을 0으로 가변수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교육수준은 최종학력으로 지표를 설정하며, 중졸이하집단을 기
준으로 고졸집단과 대재이상집단을 각각 가변수로 처리하였다.
소득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2010년 전국범죄피해
조사 데이터는 소득을 ‘무소득’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까지 10점 척도의 서열
변수로 제시하고 있다. 이때 각 서열의 평균값으로 연속변수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예컨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에 속하는 대상자들의 월 가구소득
은 150(만원)으로 기입하였다. 예외적으로 1000만원 이상 집단은 최댓값의 부재
로 평균을 산출할 수 없어 통상 1000(만원)으로 정리하였다. 한편 가구소득은
정적 비대칭(positively skewed)의 편포(偏布)를 이루므로 변수의 변환이 요구된
다(곽지숙, 허명회, 2003). 이에 따라 월 가구소득에 밑수가 e인 자연로그를 취
하는 방식으로 변환을 실시하였다. 무소득자의 경우, 기입값을 0에서 1로 조정
한 후에 로그화하였다(log1=0). 연구대상에 포함된 미성년자 혹은 미취업상태에
있는 주민들은 아직 개인소득이 없기 때문에, 부모의 소득이 가정 내로 고르게
분포한다는 점을 가정한 상태에서 본 연구는 연속변수화된 로그 월 가구소득을
분석에 활용한다.
한편 장애여부도 이웃관계의 변이를 설명하는 요소로서, 본 연구에서도 장애
가 이웃관계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장애를 지녔으면 1로, 비장
애인이면 0으로 각각 가변수화하였다.
주거변수로서 자가소유여부의 경우 소유하였을 때를 1로, 전·월세의 임대로
거주하는 경우 0으로 각각 가변수화 하였다. 여기서 ‘자가’의 해당범위는 가구주
를 위시한 해당가구의 구성원임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본 변수는 ‘나의 집’이
아닌 ‘우리 집’으로 개념화하였으며, 이는 자가의 소유가 가구차원에서의 높은
생활수준과 거주안정성을 모두 드러낼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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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또한 개인 및 가구수준의 거주(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주요한 지표
로서,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의 거주기간’에 대한 피조사자들의 응답값을 연
속변수로 투입하였다. 한편 동일한 가구에 소속된 가구원들의 거주기간은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가구주의 거주기간 및 각 가구원의 연령을 토대로
변수를 추정하였다. 반면 추정할 근거가 부재한 경우, 결측치(missing value)로
처리하였다.
한편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은 이웃관계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
고 아파트거주를 1로, 그 외의 거주지를 0으로 각각 가변수화하였다.
인지된 동네무질서 역시 이웃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본 연구는 동
네의 무질서도를 측정할 때와 동일한 6개 무질서 관련문항에 대한 피조사자 응
답의 평균값을, 동네수준 뿐 아니라 개인수준의 통제변인으로도 투입하였다.
끝으로 분석에 사용될 변수목록들을 <표 4-2>에 요약하여 종합적으로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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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변수목록
구분

변수분류

개념 및 측정
Ÿ

이웃과의 비공식적 상호작용을 통하
여 경험하는 연결감을 의미하며, 3개
로 구성된 문항들의 평균점수를 활
용하여 연속변수로 구성

Ÿ

동네의 각종 행사나 모임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지를 묻는 단일문항의
점수를 연속변수로 구성

Ÿ

동네의 안전과 같은 공동선을 위하
여 주민들이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
결하려는 의도로서, 3문항의 평균점
수를 활용하여 연속변수로 구성

이웃
유대

자료출처

이
웃

종속변수

관

주민
조직
참여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2011)

계
집합적
효능감

맥
락
변

Ÿ

소속동네의
빈곤

수

동
설

네

명

수

변

준

수

변

거주
불안정성

Ÿ

매
개
수

동네
무질서도

동

도심여부

소속읍면동에서의 단기간(5년 미만)
거주상태인 주민비율을 뜻하는 연속
변수

주거실태
조사(2010)
인구주택
총조사(2010)
주거실태
조사(2010)
인구주택
총조사(2010)

소속읍면동의 물리적 외향 및 사회
적 이웃환경에 대한 평가수준을 뜻
하며, 조사된 대상자들이 인식한 무
질서 정도를 묻는 6문항에 대한 동
네별 평균점수를 연속변수로 활용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2011)

Ÿ

‘동’부와 ‘읍면’부로 분류하여 전자를
도심으로, 후자를 비도심으로 설정(가
변수: 도심=1)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2011)

Ÿ

소속읍면동의 단위면적 당 인구수를
뜻하는 연속변수

지역통계
연보(2011)

Ÿ

변

소속읍면동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뜻
하며, 주민등록가구 대비 국민기초생
활수급가구 비율을 산출하여 계산한
연속변수

지역통계
연보(2011)

수

네
변
수

인구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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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분류

개념 및 측정

연령

Ÿ

연구대상자들의 만 나이(연속변수)

성별

Ÿ

성별(가변수: 남성=1)

Ÿ

학력(가변수: 중졸이하집단을 기준으
로 ‘고졸집단’과 ‘대재이상집단’을 명
목변수로 처리함)

Ÿ

월평균 가구소득으로, 개인 및 가구
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의미함(연속변
수: 무소득=1, 100만원 미만=50, 200
만원 미만=150, 300만원 미만=250, 4
00만원 미만=350, 500만원 미만=450,
600만원 미만=550, 700만원 미만=650,
1000만원 미만=850, 1000만원 이상=1
000, 각 수치에 자연로그를 씌운 값)

자료출처

인
구
사

최종학력

회
학
적
변
수 월 가구소득
개
인
설
명
변
수

수
준

장애여부

Ÿ

장애의 유무(가변수: 있음=1)

Ÿ

집을 소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로, 임
대(전세 및 월세)와 자가로 이분변수
화함(자가=1)

Ÿ

현재 거주하는 동네에서의 생활기간
을 의미하며, 개인차원의 거주안정성
을 나타내는 지표. 연속변수로 구성

Ÿ

거주하는 주택유형을 나타내는 것으
로, 단독주택을 비롯하여 아파트가
아닌 유형과, 아파트인 유형으로 이
분변수 화함(아파트=1)

Ÿ

개인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
에 대한 물리적, 사회적 무질서를 얼
마정도 인식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며,
6문항 점수의 개인별 평균점수로 연
속변수 구성

변
수
자가소유
여부

주

거주기간

거
변
수

아파트거주

인지된
동네무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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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
정책연구원
(2011)

3. 분석모형
분석의 과정에서 본 연구는 도합 4개의 모형(Model 1~4)을 제시한다.
먼저 소속동네의 빈곤이 거주불안정성 및 무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중회귀모형(Model 1: Multiple Regression Model)을 구성한다. 이후, 소속동네
의 빈곤이 이웃관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다층분석이 성립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무조건부 모형(Model 2: Fully Unconditional Model)을 상정한다. Model 2를 통
하여 이웃관계수준이 동네별로 유의하게 다르다는 것을 검증한 후에는, 개인수
준 및 동네수준의 통제변수들과, 맥락변수로서 소속동네의 빈곤까지 투입된 분
석모형(Model 3: Random Intercept ANCOVA)을 정립한 상태에서 직접적 맥락
효과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매개변수들까지 투입한 최종모형(Model 4:
Random Intercept ANCOVA)에서 맥락변수와 매개변수의 유의성 여부를 분석
하고, Sobel Test를 통하여 매개의 유효성을 확인함으로써 간접적 맥락효과를
입증하는 것으로 분석절차가 마무리된다. 각 모델의 토대가 되는 방정식은 아
래와 같다.

1) Model 1: 다중회귀모형(→)
(소속동네의 거주불안정성)
= 0 + 1·(소속동네의 빈곤율) + 2·(도심여부) + 3·(인구밀도) + 

(소속동네의 무질서도)
= 0 + 1·(소속동네의 빈곤율) + 2·(도심여부) + 3·(인구밀도) + 
: 설명변인으로서의 동네변수이며, p(p>0)와 곱해지는 괄호 안 내용으로 처리
: 종속변인으로서의 매개변수
: 오차

Model 1은 연구문제 1의 해결을 위하여 동네수준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검
증하는 다중회귀모형이다. 혹여 Model 1에서 소속동네의 빈곤이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드러내는 종속변인이 존재한다면 이를 유의했던 변수에 대한 하나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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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통제변수로 취급하여 모형을 재구성함으로써, 소속동네의 빈곤이 동네의
거주불안정성 혹은 무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교하게 측정할 것이다. 처
음부터 이웃관계가 아닌, 매개변수들을 종속변인으로 상정한 모형을 배치한 근
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기대했던 바와 달리 소속동네의 빈곤과 연관성이 없는
변수가 있다면 사전에 걸러내어, 이후의 모형들에서 동네수준의 통제변수로 투
입함으로써 분석의 엄밀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2) Model 2: 무조건부 모형
Level-1 Model … (1) : (이웃관계) = 0 + 
Level-2 Model … (2) : 0 = 00 + 0

∼(0²)
0∼(000)

Combined Model … (1)+(2) : (이웃관계) = 00 + 0 + 
: j번째 동네 i번째 주민의 이웃관계수준
0: j번째 동네주민들의 평균적 이웃관계수준
: 1수준(개인수준) 오차
00: 전체 주민들의 평균적 이웃관계수준
0: 2수준(동네수준) 오차
²: 동네 내 차이(개인에 따른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웃관계수준의 분산
00: 동네 간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웃관계수준의 분산

Model 2부터의 모형들은 절편(intercept)인 를 상수항이 아닌, 동네차원의
변수들에 의하여 값이 달라지는 ‘변수’로 설정하는 임의절편모형(Random Intercept Model)이다(Garson, 2013). 두 번째로 제시되는 무조건부 모형은 종속변수
외에 어떠한 변수도 투입하지 않은 가장 기본적인 모형으로, 여기서 무선효과
의 결과가 유의할 시 동네별로 이웃관계5)의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동네수준의 변수들을 투입하는 다층분석을 이어갈 수 있다. 쉽게 말하
면 본 모델은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Model

5) Model 2부터는 종속변수인 이웃관계를 각각 이웃유대, 주민조직참여, 집합적 효능감으로 치환하
여 총 3번씩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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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에서는 총 분산(²+) 대비 2수준 오차의 분산()비율인 급내상관계수(ICC:
Intra-Class Correlation)의 값을 구하여, 이웃관계가 개인특성 혹은 동네특성 중
어떠한 쪽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다. ICC값
은 클수록 동네수준의 설명이 요구된다는 뜻이므로 다층분석의 적용이 용이하
나, 일반적으로 값이 0.05이상이면 동네 간 변이가 존재한다고 여겨져 분석을
이어가도 무방하다(송태민, 이주열, 2013).

3) Model 3: 맥락변수 투입모형(→ )
Level-1 Model … (1)

(이웃관계) = 0 + 1·(성별) + 2·(연령) + 3·(최종학력) + 4·(월 가구소득)
+ 5·(장애여부) + 6·(자가소유여부) + 7·(거주기간) + 8·(아파트거주여부) +

9·(인지된 동네무질서) + 

∼(0²)

Level-2 Model … (2)

0 = 00 + 01·(소속동네의 빈곤) + 02·(도심여부) + 03·(인구밀도) + 0
p = p0 (p>0)

0∼(000)

Combined Model … (1)+(2)

(이웃관계) = 00 + 01·(소속동네의 빈곤) + 02·(도심여부) + 03·(인구밀도) +
10·(성별) + 20·(연령) + 30·(최종학력) + 40·(월 가구소득) + 50·(장애여부) +
60·(자가소유여부) + 70·(거주기간) + 80·(아파트거주여부) + 90·(인지된 동네무질서)
+ 0 + 
*수식기호는 Model 2에서와 동일하므로 생략

Model 3과 Model 4는 1수준, 2수준 변수들이 모두 포함된 모형(Random Intercept ANCOVA)이다. Model 3은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맥락변수인
‘소속동네의 빈곤’을 비롯하여, 그 외의 개인·동네수준 통제변수들이 모두 투입
된 상태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이웃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및 동네
차원의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동네의 빈곤이 이웃관계수
준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직접적 맥락효과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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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Model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만약 거주불안정성이나 무질서 중 하나라
도 소속동네의 빈곤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 변수 역시 동네수준
통제변수 중의 하나로 통합모형(Combined Model)에 투입된다.
한편 Model 3에서는 개인특성들의 구성효과 또한 확인이 가능하다. 이웃관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속성들을 파악하는 작업은, 그것의 변화를 꾀하는
방식으로도 일정정도 이웃관계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나아가 관계수
준이 약한 주민의 유형을 개입의 표적(target)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맥
락효과의 파악 못지않게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4) Model 4: 매개변수 투입모형(,→ )
Combined Model … (Model 4)

(이웃관계) = 00 + 01’·(소속동네의 빈곤) + 02·(도심여부) + 03·(인구밀도) +
04·(소속동네의 거주불안정성 또는 소속동네의 무질서도) + 10·(성별) + 20·(연령)
+ 30·(최종학력) + 40·(월 가구소득) + 50·(장애여부) + 60·(자가소유여부) +

70·(거주기간) + 80·(아파트거주여부) + 90·(인지된 동네무질서) + 0 + 

Model 4는 간접적 맥락효과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위한 마지막 분
석모형으로, 본 모형의 실행가능성은 Model 1의 결과에 의존한다. 여기서는 동
네의 거주불안정성 혹은 무질서도 변수를 각각 투입하였을 때 매개변수의 계수
(04)가 유의하면서 동시에 소속동네 빈곤의 계수(01’)가 Model 3에서의 계수(
01)보다

줄어들어야 한다. 여기까지의 단계들이 충족된 상태에서, Sobel Test를

통하여 매개효과, 즉 간접적 맥락효과가 유효한지를 검증하면 이로써 모든 분
석과정이 종료된다6).

6) Sobel Test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a=매개변수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비표준화계수 (SEa=표준편차)
b=종속변수에 미치는 매개변수의 비표준화계수 (SEb=표준편차)
이때 b가 독립·통제변수들이 포함된 상태에서의 매개변수계수를
의미한다는 점에 주의해야한다. 여기서 분자는 간접효과,
분모는 간접효과의 표준오차이다. Z의 절댓값이 1.96이상이면 유의수준 .05에서,
2.58이상이면 유의수준 .01에서 간접적 맥락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유창민,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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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에서의 이슈: 중심화
위계적 선형모형을 활용할 때, ‘중심화(centering)’는 중요한 이슈로서 다루어
진다. 분석의 과정에서 설명변수들을 원자료(raw-data)의 형태로 사용하거나, 편
차점수로 전환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후자를 일컬어 중심화라고
한다(Raudenbush & Bryk, 2002). 계수의 값에 실질적 의미가 있을 경우에는 원
자료를 사용하나, 분석 상 그렇지 않을 때가 많으므로 다층분석에서는 중심화
방식이 선호되곤 한다.
2수준 위계선형모형의 경우 중심화는 ‘수준’에 따라서는 1수준 예측변인의
교정과 2수준 예측변인에 대한 교정의 두 방식으로 대분되며, ‘방법’을 기준으
로는 각 변수의 값에서 전체평균을 뺀 값을 투입하여 교정하는 중심화 방법(grand mean centering)과 변수값에서 집단평균을 뺀 값을 투입하는 중심화 방법(group mean centering)으로 구분된다. 맥락효과를 포착하기 위하여 보통 1수준 설
명변수는 집단평균 중심화를, 2수준 설명변수는 전체평균 중심화를 이행하므로
본 연구도 동일한 방식을 채택하였다(서정아, 2013). 가변수의 경우 절편계수에
의미부여가 가능하나, 해석의 용이성 및 일반적 절차에 따라 별도의 중심화를
실시하지 않았다(박선희, 박병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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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결과

제1절. 기초통계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지닌 일반적 속성들은 다음의 <표 5-1>과 같다.
먼저 성별의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이 7,919명(47.8%), 여성이 8,638명(52.2%)
씩 각각 표집되었다. 이는 2010년 인구총조사에 근거한 전국인구의 성별분포(남
성=49.7%, 여성=50.3%)에 비하여 여성비율이 더 높으나, 남성의 수가 적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대상자들의 연령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결과, 40대가 3,278명(19.8%)으로
가장 많은 인구수를 점유하고 있었으며, 뒤이어 30대가 3,067명(18.5%), 50대 2,
919명(17.6%), 20대 2,174명(13.1%), 60대 1,764명(10.7%), 10대 1,466명(8.9%), 70
대 1,408명(8.5%), 80대 이상 481명(2.9%) 순으로 표집되었다. 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30대~50대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연
령의 평균은 45.02세로, 2010년 당시 전국인구의 평균연령인 38.10세보다는 대
략 7세가량 높게 나타났다.
최종학력에 따른 분포에서는 10,377명(62.7%)이 대학교 미만, 즉 고등학교 졸
업 혹은 그 이하까지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중졸이하
가 4,687명(28.3%), 고졸이 5,690명(34.4%)이었다. 2~3년제 대학 혹은 4년제 대
학의 중퇴·재학부터, 석·박사과정 대학원 졸업까지의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6,1
80명(37.3%)에 그쳤다. 이는 당시 전국의 학력분포 상에서 대학교 이상의 학력
보유자가 33.8%라는 점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이며, 대학교를 기준으로 보았
을 때 오히려 표본의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월 가구소득을 대상 구분의 척도로 삼았을 시에는, 100만원 이상에서 300만
원 미만 사이의 가구소득을 가진 사람이 6,077명(36.7%)으로 가장 많았으며, 30
0~500만원 5,184명(31.3%), 100만원 미만 2,384명(14.4%), 500~700만원 1,773명
(10.7%), 700만원 이상 913명(5.5%)이 뒤를 이었다. 무소득자도 가장 적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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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226명(1.4%)으로 파악되었다. 평균소득은 3.6점으로 산출되었으며, 300~400
만원 사이에 해당되는 구간이다. 이는 2010년 각 분기별 실질 가구소득이 355~
376만원 사이에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장애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장애를 보유한 사람이 459명(2.8%), 장애의 제약이
없는 사람이 16,098명(97.2%)으로, 이 또한 당해 연도 전국의 신체장애, 언어장
애, 정신장애 인구비율인 3.1%와 유사성을 지닌다.
거주지역에 따른 대상자의 분류를 살피면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에 거주하
는 대상자 2,175명(13.1%) 및 6개 광역시 거주인원인 도합 4,622명(27.9%)을 비
롯하여, 행정구역상의 도 단위에서는 경상도 2,461명(14.9%), 충청도 1,995명(12.
0%), 경기도 1,956명(11.8%), 전라도 1,916명(11.6%), 강원도 919명(5.6%), 제주도
513명(3.1%) 순으로 각각 표집되었다. 이는 실제의 인구분포와는 어느 정도 차
이가 있는데, 2010년 기준으로 가장 인구가 많은 서울(20.2%)과 경기도(23.4%)
의 경우에는 표본수가 적게 선정되었고, 그 외의 지역들에서는 모두 실제의 비
율보다 1~3%p가량 더 많이 선택되었다. 이는 일상적으로 조사되기 어려운 수
도권 이외 지역들의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의 거주기간은 동네수준의 거주불안정성 지표가 5년을 기준으로 단기와
중·장기거주를 구분하는 경향을 따라,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대분하였다. 그 결
과, 현 동네에서의 5년 미만 단기거주자는 6,323명(38.2%), 중·장기거주자는 10,
054명(61.8%)으로 조사되었다. 2010년 전국 단기거주가구의 비율인 42.9%보다
4.7%p 낮은 수치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아, 연구대상자들이 같은 동네에서 더욱
오래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거주유형에 따른 분류이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7,773명
(46.9%)으로, 그 외의 거주자는 8,784명(53.1%)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실태조
사에 따른 아파트의 비율 49.6%, 혹은 인구총조사에 따른 아파트 거주가구비율
47.1%와 흡사한 결과로,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아파트 거주가 전체가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검토 결과를 요약하면, 본 자료의 연구대상이 지닌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
별부터 거주유형까지 다양한 기준들로 비교하였을 때에도 모집단의 그것과 동
질한 편이다. Paired t-test를 수행한 결과(백학영, 2007), 표본과 모집단의 평균
적인 특성 차이는 .314, t값은 .265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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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16,557, 거주기간 제외)
변수
성별

연령

최종학력

월 가구소득

장애여부

거주지역

거주기간

거주유형

구분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평균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재학 이상
무소득
100만원 미만
100만원~300만원
300만원~500만원
500만원~700만원
700만원 이상
유
무
서울특별시
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5년 미만

빈도(명)
7,919
8,638
1,466
2,174
3,067
3,278
2,919
1,764
1,408
481
4,687
5,690
6,180
226
2,384
6,077
5,184
1,773
913
459
16,098
2,175
4,622
1,956
919
2,461
1,916
1,995
513
6,323

28.3
34.4
37.3
1.4
14.4
36.7
31.3
10.7
5.5
2.8
97.2
13.1
27.9
11.8
5.6
14.9
11.6
12.0
3.1
38.2

5년 이상

10,054

61.8

합계

16,377

100

아파트
그 외

7,773
8,784

46.9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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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분율(%)
47.8
52.2
8.9
13.1
18.5
19.8
17.6
10.7
8.5
2.9
45.02(세)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다음은 본 연구에서 활용된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 결과이다. 변수들의 집중
경향도(central tendency)와 변산성(dispersion)의 파악을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및 최댓값을, 정규성(normality)을 분석하는 데에 왜도와 첨도를, 다중공
선성(multicollinearity)의 부재여부를 확인하고자 분산팽창인자와 공차한계를 각
각 산출하였다.
먼저 변수분포의 정규성 확보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이다. 변수의 분포는 왜도
의 경우 절댓값 3미만, 첨도는 절댓값 10미만일 때 정규분포와 흡사하다고 여
겨진다(Kline, 2011). <표 5-2>는 정규성 검토의 분석결과이다.
이웃유대의 경우, 도합 세 문항을 1~5점 사이로 측정하였고 총점이 높을수록
동네주민들과의 유대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대상자들의 이웃유대 평
균은 2.76점이며, 이는 3점이 ‘보통이다’라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보통보다 약간
낮은 정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최소 1점부터 최대 5점까지의 응답값이
존재하며, 이는 이후의 종속변수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왜도값과 첨도값은
각각 .207, -.710으로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다.
주민조직참여는 모임에의 적극적 참여정도를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총
평균은 2.43점으로서 전반적으로 소극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간주된다. 왜
도와 첨도는 .568, -.589로 역시 정규분포와 유사하다.
집합적 효능감은 이웃유대와 마찬가지로 세 문항을 1~5점 사이로 측정하였
고, 대상자들의 평균이 3.53점으로 여타의 이웃관계 요소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
고한다. 즉 사람들이 보통보다 높은 효능감의 수준을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낸
다. 왜도와 첨도 또한 -.387, .346으로 정규성을 확보하였다.
소속동네의 빈곤은 읍·면·동의 기초생활수급가구비율로 산출하였으며, 동네에
평균 5.13%의 기초생활수급가구가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또한 2010
년도 전국의 수급가구비율인 5.00%와 유사한 결과로, 표집 및 추정의 엄밀성을
잘 보여주는 지표이다. 소속동네 빈곤율의 최솟값은 .11%, 최댓값은 30.42%로
각 동네에 따른 편차가 상당히 크다. 왜도와 첨도도 2.312과 9.384로 여타의 변
수들에 비하여 훨씬 높은 값을 보고하지만, 앞서 제시한 정규성의 준거에는 부
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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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수준의 거주불안정성은 읍·면·동의 5년 미만 거주자 비율로 계산한 변수
로서, 평균적으로 48.29%의 유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솟값은 10.00%, 최댓값
은 84.06%로 안정성과 불안정성의 격차를 확인할 수 있으나, 왜도와 첨도가 각
각 -1.573, 2.294로 정규성 가정을 위배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동네무질서도는 동네의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여섯 문항을 동네별로 묶어 산출한 지표로서, 평균 2.39점을 나타내었다. 이는
각 동네의 평균 무질서도가 보통보다는 낮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최솟값은 1점,
최댓값은 3.89점으로 격차가 크지 않으며, 왜도(.095)와 첨도(.392)도 정규분포에
근접한 수치를 보고하였다.

<표 5-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치 및 정규성 검토
(단위: 점, %)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왜도

첨도

이웃유대

2.76

1.08

1.00

5.00

.207

-.710

주민조직참여

2.43

1.18

1.00

5.00

.568

-.589

집합적 효능감

3.53

.80

1.00

5.00

-.387

.346

소속동네의 빈곤

5.13(%)

3.74

.11

30.42

2.312

9.384

동네의 거주불안정성

48.29(%)

13.19

10.00

84.06

-1.573

2.294

동네무질서도

2.39

.47

1.00

3.89

.095

.392

이웃
관계

다음으로는 설명변수들 사이에서 다중공선성이 부재한지를 검토한다. 두 개
이상 설명변수 간의 강한 상관관계를 일컬어 다중공선성이라고 하는데(김태근,
2006), 이는 각 설명변수의 특징들이 섞이면서 종속변수를 부정확하게 설명할뿐
더러, 실제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임에도 불구하고 분석결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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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지 않다고 간주될 수도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진단지표인 분산팽창지수가 일정정도 이하의 수치를 나타내어야 한다. 통상
적으로 10미만의 값을 다중공선성의 위험성이 희박하다는 기준으로 삼는다(O’
Brien, 2007). 한편 공차한계는 분산팽창지수의 역수로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
미를 가지며 1/10, 즉 0.1보다 큰 값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이웃유대, 주민조직참여, 집합적 효능감을 종속변수로 두고 나머
지 동네 및 개인수준의 변인들을 설명변수로 투입하여 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에
서 분산팽창지수와 공차한계를 각각 산출하였다. 분산팽창인자 값의 범위는 1.0
07~1.974, 공차한계는 .506~.993으로 확인되어 진단기준을 충족하므로 설명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결과는 <표 5-3>과
같다.

<표 5-3> 설명변수 간 다중공선성 검토
변수

분산팽창인자(VIF)

공차한계(TOL)

소속동네의 빈곤

1.181

.847

동네의 거주불안정성

1.974

.506

동네무질서도

1.888

.530

도심여부

1.775

.563

인구밀도

1.363

.733

성별

1.007

.993

연령

1.306

.766

최종학력(고졸)

1.654

.605

최종학력(대재이상)

1.834

.545

월 가구소득

1.223

.817

장애여부

1.022

.978

자가소유여부

1.226

.816

거주기간

1.707

.586

아파트거주여부

1.378

.726

인지된 동네무질서

1.684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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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여기에서는 기초통계의 마지막 단계로서 각 변수들 간의 유의한 관계들을 확
인하고자 Pearson 단순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1) 다중공선성을 진단
하는 또 하나의 주요한 지표로서 높은 상관계수 값을 들 수 있는데, 실제로 변
수들 사이에서 보편적 기준치인 절대값 0.8보다 작은 상관계수를 가지는지를
살펴보는 것과(Gujarati & Porter, 2010), 2) 맥락변수와 매개변수 간의 관계 추
정 및 3) 종속변수와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변수들의 가늠을 주요목적으로 한
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모든 변수들의 이변량 상관계수(bivariate correlation coefficient)는 <표 5-4>에 제시하였다.
첫째, 상관계수 r이 .001부터 .777까지의 범위를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탐지되지 않았다. 게다가 r=.777(p<.01)의 값은 종속변수들인 이웃유대와 주민조
직참여 간의 연관성이기 때문에 다중공선성 진단에서 제외된다. 그 외에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동네무질서도와 인지된 동네무질서 사이의 r=.624
(p<.01)인데, 이들은 각각 동네수준과 개인수준의 지표이기 때문에 충분히 유사
할 수 있다. 그러나 분산팽창인자 지수가 두 변수 모두에서 작았고, 상관계수가
0.8미만이며, 두 변수 각각에 평균 중심화(centering)를 실시하였으므로 분석 시
문제의 소지는 차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맥락변수인 소속동네의 빈곤, 그리고 매개변수로서의 거주불안정성 및
동네무질서도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놀랍게도 동네수준의 빈곤율은 거주불안
정성(r=-.374, p<.01), 무질서도(r=-.056, p<.01)와 모두 부적 상관관계를 보고하
였다. 즉 예상했던 바와 달리, 동네가 빈곤할수록 중·장기 거주주민의 비율이
높고, 무질서도가 낮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는 결과이다. 이에 근거하여 두개
의 매개변수, 곧 거주불안정성과 무질서도 간에는 정적 상호관계가 존재함을
추측할 수 있다(r=.251, p<.01).
셋째, 종속변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지닌 변수들을 확인하였다. 먼저 이웃
유대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던 설명변수는 소속동네 빈곤을 위시한 모든 통제변
수들이었다. 변수구성이 정밀하게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는 결과이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인 소속동네의 빈곤(r=.210, p<.01), 연
령(r=.412, p<.01), 장애여부(r=.044, p<.01), 자가소유여부(r=.289, p<.01), 거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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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r=.488, p<.01)과, 부적 상관관계를 드러낸 동네 거주불안정성(r=-.383, p<.01),
동네무질서도(r=-.145, p<.01), 도심여부(r=-.324, p<.01), 인구밀도(r=-.220, p<.01),
성별(r=-.070, p<.01), 최종학력(고졸: r=-.028, p<.01, 대재이상: r=-.125, p<.01),
월 가구소득(r=-.101, p<.01), 아파트거주여부(r=-.198, p<.01) 및 인지된 무질서(r
=-.132, p<.01)로 양분된다. 비록 여타의 변수들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이나, 소
속동네의 빈곤과 장애여부가 이웃유대와 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 그리
고 최종학력과 월 가구소득의 경우에는 부적 관계를 보인다는 점이 특기할 만
하다.
주민조직참여 또한 모든 변수들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드러내었다. 이웃유대
와 동일하게 소속동네의 빈곤(r=.183, p<.01)과, 연령, 장애여부, 자가소유여부,
거주기간과는 정적 관계를, 나머지 변수들과는 부적 관계를 보였다.
마지막 종속변수인 집합적 효능감에서도 나머지 변수들과의 유의미한 상관관
계가 보고되었다. 소속동네의 빈곤(r=.063, p<.01)을 비롯한 대부분의 관계들은
앞서 소개한 이웃유대나 주민조직참여의 그것과 동일한 방향이나, 성별(r=.084,
p<.01), 장애여부(r=-.045, p<.01)는 이전과는 상이한 방향성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르면 여성, 장애인이 이웃유대 및 주민조직참여의 정도가 높은 반면 남성, 비
장애인이 더욱 높은 집합적 효능감 수준을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관관계분석의 결과를 종합하면, 소속동네의 빈곤은 거주불안정성과 무질서
모두에서 부적 관계를, 이웃관계의 모든 측면과는 정적 관계를 각각 나타내었
다. 물론 통제 후에는 이와 다른 결과가 입증될 수도 있으나, 현재까지의 결과
는 적어도 20세기 미국사회에서 주창된 사회해체이론의 주요논리가 21세기 한
국사회에서는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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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변수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이웃유대

1

1

주민조직
참여

2

.777**

1

집합적
효능감

3

.395**

.400**

1

소속동네
빈곤

4

.210**

.183**

.063**

1

거주
불안정성

5

-.383**

-.376**

-.156**

-.374**

1

동네
무질서도

6

-.145**

-.177**

-.141 **

-.056**

.251**

1

도심여부

7

-.324**

-.330**

-.141 **

-.225**

.569**

.206**

1

인구밀도

8

-.220**

-.214**

-.099**

-.205**

.362**

.155**

.501**

1

성별

9

-.070**

-.036**

.084**

-.018*

.022**

.003

.014

-.002

1

연령

10 .412**

.367**

.102**

.133**

-.258**

-.090**

-.190**

-.110**

-.054**

1

11 -.028**

-.035**

-.017*

-.019*

.077**

.073**

.038**

.008

-.012

-.043**

1

12 -.125**

-.109**

-.051 **

-.132**

.196**

-.017*

.178**

.135**

-.015

-.035**

-.558**

1

13 -.101 **

-.086**

-.074**

-.140**

.219**

-.060**

.175**

.119**

-.040**

.008

.065**

.264**

1

장애여부

14 .044**

.022**

-.045**

.044**

-.057**

.017*

-.045**

-.036**

.039**

.121**

-.017*

-.009

.001

1

자가소유
여부

15 .289**

.260**

.079**

.071**

-.201 **

-.241 **

-.138**

-.122**

-.011

.196**

-.034**

-.086**

-.076**

.001

1

거주기간

16 .488**

.447**

.135**

.223**

-.469**

-.154**

-.373**

-.212**

-.011

.440**

-.043**

-.122**

-.080**

.062**

.348**

1

아파트
거주여부

17 -.198**

-.166**

-.021 **

-.190**

.320**

-.216**

.230**

.073**

.009

-.172**

.020**

.199**

.237**

-.041 **

.047**

-.261 **

1

인지된
무질서

18 -.132**

-.152**

-.119**

-.035**

.157**

.624**

.129**

.096**

.004

-.169**

.048**

-.017*

-.051 **

-.003

-.192**

-.128**

-.134**

최종학력
(고졸)
최종학력
(대재이상)
월
가구소득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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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

제2절. 가설검증
1. 소속동네의 빈곤이 동네의 거주불안정성 및 무질서에 미치는 영향
가설검증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동네불이익의 속성들, 즉 소속동네의 빈곤과
거주불안정성, 무질서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모두 동네수준의 변수
임에 근거하여, 단층 OLS 다중회귀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여타의 동네수준 변수
들을 통제한 후에도 동네가 경제적으로 빈곤할 때 단기거주율과 동네무질서도
가 높아지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연구문제 1], 즉 소속동네의 빈곤이 동네의 여
러 문제들을 파생시키는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표 5-5>의 Model 1-1에 따르면 모형적합도는 F=191.596(p<.001)로 적합성을
확보하였으며, 도심여부와 인구밀도를 통제한 상태에서 소속동네의 빈곤이 거
주불안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879, p<.001). 다만 예
상했던 방향과 달리, 동네가 빈곤할수록 오히려 거주불안정성이 낮았다. 앞선
상관관계분석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사회해체이론에서는 빈곤동네의 주요
특징으로 사람들의 불안정적 정착을 거론한 바 있지만, 이론의 토대가 된 시카
고 지역에서는 빈곤한 동네가 도심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거주불안정성이 동네의 빈곤에 기인한 것인지, 혹은 도심여부에 의한 것인지를
분별해내지 못하였다. 이 결과에 의하면 도심이 읍면부보다 높은 거주불안정성
을 드러내고 있는데(=15.779, p<.001), 이를 통하여 결국 본 이론이 당시의 장
소적 특수성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소속동네의 빈곤은
주민들의 이탈보다는 잔존을 택하게끔 만드는 요소였는데 이는 일정부분 빈곤
한 동네가 도심보다는 시골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일각에서는 생
활수준 변동 등의 연유로 인하여 주민들이 소득수준이 높은 동네 즉 빈곤층의
비율이 낮은 동네에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더욱 버겁기 때문으
로 풀이된다. 이에 따르면 빈곤한 동네에 거주하는 빈곤한 주민들의 경우에는
빈곤의 고착화를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본 모형의 설명력(R²)은 45
.7%이었다.
소속동네의 빈곤과 동네무질서 간의 관계를 나타낸 Model 1-2의 모형적합도
또한 F=16.193(p<.001)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동네가 빈곤할수록 낮은 무질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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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고 있음에도,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는 못하였다(=-.002, p>.10). 이
또한 동네가 빈곤할 때, 거주하는 개인들이 인지한 무질서의 동네별 집합점수
가 높으리라는 기대와는 배치되는 결과이다. 즉 물리적, 사회적 무질서를 종합
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경제적으로 빈곤한 동네라고 하여 낙후되거나 통제되지
않는 무규범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반면 도심은 읍면부보다 무
질서도가 높게 나타났다(=.231, p<.001). 이번 모형의 설명력은 6.3%로 다소
낮았다.
소속동네의 빈곤과 무질서 간의 연관성이 기각됨에 따라, 동네무질서 변수를
또 하나의 통제변수로 두고 동네빈곤과 거주불안정성의 관계를 보다 면밀히 살
펴보았다. 그 결과, 모형적합도의 유의성(F=154.259, p<.001) 및 동네가 빈곤할
수록 낮은 거주불안정성이 보고됨은 변함없었고(=-.871, p<.001), 도심여부(=
14.879)와 동네무질서(=3.896, p<.001)가 거주불안정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그리고 동네무질서를 고려하지 않았을 시 거주불안정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던 인구밀도(=.065, p<.10)가 무질서 통제 후에는 더 이상의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함(=.057, p>.10)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Model 1의 최
종설명력은 47.4%이었다.

<표 5-5> 소속동네의 빈곤과 거주불안정성, 무질서의 연관성
Model 1
변수명

Model 1-1
소속동네의 빈곤
→ 동네의 거주불안정성

Model 1-2
소속동네의 빈곤
→ 동네무질서도

Model 1-3
소속동네의 빈곤
→ 동네의 거주불안정성



S.E.

t



S.E.

t



S.E.

t

소속동네
빈곤

-.879

.104

-8.488
***

-.002

.005

-.380

-.871

.102

-8.556
***

도심여부

15.779

.967

16.324
***

.231

.045

5.100
***

14.879

.969

15.352
***

인구밀도

.065

.000

1.686
†

.049

.000

1.273

.057

.000

1.475

3.896

.807

4.826
***

동네
무질서
F
R²

191.596***
.457

16.193***
.063

†p<.10,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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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59***
.474

2. 소속동네의 빈곤이 이웃관계에 미치는 맥락효과
1) 다층분석 성립여부 확인결과
<표 5-6>의 Model 2는 어떠한 설명변수도 투입하지 않은 무조건부 모형이
다. 여기에서 무선효과(random effect)는 이웃관계의 동네별 차이를 뜻한다. 종
속변수인 이웃유대(χ²=8526.86, p<.001), 주민조직참여(χ²=7852.35, p<.001), 집합
적 효능감(χ²=4574.72, p<.001) 모두 동네 간의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동네에 따른 차이가 고려된 상태에서는 분산구성요소(Variance Component)를
파악해야 하는데, 개인수준의 분산(²)과 동네수준의 분산(00)의 총합 대비 동
네분산의 비율을 드러내는 급내상관계수(ICC)의 값이 0.05이상일 때 다층분석의
근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웃유대(.786/1.208=.349), 주민조직참여(.472/1.444
=.327), 집합적 효능감(.127/.646=.197)의 급내상관계수들이 모두 기준치보다 현
저히 높았다. 동네수준분산이 총 분산의 20~3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결과는 동
네별 이웃관계의 차이에 동네변수들의 역할이 존재함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편차(Deviance)는 –2LL(log likelihood)의 값으로, 이후 변수들이 누적되면서
수치가 감소하면 모형적합도가 좋아지는 것으로 해석한다(김철신 외, 2013).

<표 5-6> 무조건부 모형의 변량
변수명

이웃유대

주민조직
참여

집합적
효능감

Model 2
Random
Effect

S.D.

Variance
Component

0


.649

00
²

.422

Total

1.208

00
²

.472

Total

1.444

00
²

.127

Total

.646

0

0


.887
.687
.986
.357
.720

.786

.972

.519

***p<.001

- 75 -

ICC

df

.349

.327

.197

679

Chi-square
(χ²)

Deviance

8526.86***

44769.62

7852.35***

48220.31

4574.72***

37408.46

2) 소속동네의 빈곤이 이웃유대에 미치는 맥락효과
다음으로는 연구문제 2와 3을 검증하기 위하여 소속동네의 빈곤이 이웃관계
에 미치는 직·간접적 맥락효과를 검토한다. 분석은 이웃유대, 주민조직참여, 집
합적 효능감 순으로 진행한다.
이웃유대에 미치는 동네빈곤의 맥락효과는 <표 5-7>과 같다. Model 3은 개
인·동네수준의 변수들을 통제한 후 이웃유대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소속동네
빈곤의 직접적 맥락효과를 다루고 있다.
먼저 개인수준 통제변수의 영향력부터 살펴보면, 주민의 연령이 높을수록(=
.012, p<.001), 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047, p<.001), 전·월세보다는 자가를
소유하였을 때(=.272, p<.001), 그리고 현 동네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수록(=.01
4, p<.001) 높은 이웃유대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주민이 남성일 때(=-.089, p
<.001),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즉 중졸이하집단보다는 고졸집단이나(=-.077, p<
.001), 대재이상집단일 때(=-.207, p<.001), 장애를 가졌을 때(=-.082, p<.10)와
아파트에 거주할 때(=-.124, p<.001) 주민들의 이웃관계수준이 낮아졌다. 한편
인지된 동네무질서는 이웃유대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나타나지 않았다. 동네수
준의 통제변수에서는 비도심보다는 도심일 때(=-568, p<.001), 인구밀도가 높
은 동네일수록(=-.000, p<.01), 동네의 무질서도가 높을수록(=-.191, p<.001)
이웃유대의 수준이 낮게 보고되었다.
소속동네의 빈곤은 이들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주민들의 이웃유
대수준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035, p<.001). 즉 소속동네에 경제적 빈곤
층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이웃유대 또한 높은 수준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는 한
국사회의 빈곤한 동네가 가지는 특수성을 보여주는 기존의 연구들(조은, 조옥
라, 1992; 박세경 외, 2008; 윤우석, 2010)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Model 3의 편차는 39808.92로, 아무 설명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Model 2의
44769.62에 비하여 모형적합성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각각 개인수준
(Level-1)의 변산을 15.9%, 동네수준(Level-2)의 변산을 57.1% 설명함으로써, 전
체적으로는 30.3%의 설명력(R²)을 보여주었다7).
7) Level-1의 R²={(무조건부 모형의 ²)-(각 모형의 ²)}/(무조건부 모형의 ²)
Level-2의 R²={(무조건부 모형의 00)-(각 모형의 00)}/(무조건부 모형의 00)
Total R²={(무조건부 모형의 총 분산)-(각 모형의 총 분산)}/(무조건부 모형의 총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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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에서 소속동네의 빈곤이 동네의 거주불안정성과 부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거주불안정성 지표를 추가한 Model 4를 통
하여 동네빈곤이 이웃관계에 간접적으로도 맥락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포착
하고자 하였다.
Model 4에 의하면, 동네의 거주불안정성은 주민 개개인의 거주기간과는 별개
로 이웃유대에 부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019, p<.001). 이때 소속동네 빈곤
의 정적 영향력은 유의성을 상실하지 않았으나(p<.001), =.035에서 =.020으로
계수가 줄어듦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소속동네의 빈곤이 거주불안정성의
감소를 통하여 이웃유대수준을 높이는 경로가 생성된다.
Model 4의 편차는 39703.22로 지속적으로 감축됨으로써 모형적합성의 개선
을 확보하였으며, 동네의 거주불안정성 지표는 개인변산을 0.1%p, 동네변산을
6.4%p 더 설명하여 총 2.3%p의 설명력을 추가하였다. 이웃유대수준에 대한 최
종모형의 설명력은 32.6%로 나타났다.

줄어드는 급내상관계수(ICC)는 동네변수들의 투입이 이웃관계수준을 잘 설명함을 방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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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소속동네의 빈곤이 이웃유대에 미치는 직·간접적 맥락효과
이웃유대
변수명

Intercept (00)

t



Model 4
S.E.

t

3.217

.042

76.60***

3.016

.044

68.46***

성별

-.089

.013

-6.75***

-.090

.013

-6.78***

연령

.012

.000

25.79***

.012

.000

25.99***

-.077

.019

-4.01***

-.069

.019

-3.57**

-.207

.021

-9.98***

-.197

.021

-9.52***

월 가구소득

.047

.008

5.78***

.046

.008

5.72***

장애여부

-.082

.042

-1.95†

-.083

.042

-1.99*

자가소유여부

.272

.018

15.27***

.267

.018

15.06***

거주기간

.014

.001

21.09***

.014

.001

21.10***

아파트
거주여부

-.124

.026

-4.82***

-.088

.025

-3.47**

인지된
동네무질서

-.005

.012

-.41

-.005

.012

-.42

도심여부

-.568

.048

-11.89***

-.310

.051

-6.13***

인구밀도

-.000

.000

-2.91**

-.000

.000

-2.40*

동네무질서

-.191

.040

-4.77***

-.109

.038

-2.83**

소속동네의
빈곤

.035

.005

7.05***

.020

.005

4.06***

-.019

.002

-10.57***

최종학력
(고졸)
최종학력
(대재이상)
개
인
변
수

Model 3
S.E.

동
네
변
수

거주불안정성
Deviance

Variance

Cumulative

R²
(added R²)

39808.92

39703.22

Level-1

²

.661***

.660***

Level-2

00

.181***

.154***

Total

.842***

.814***

ICC

.215

.189

Level-1

.159

.160 (.001)

Level-2

.571

.635 (.064)

Total

.303

.326 (.023)

†p<.10,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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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속동네의 빈곤이 주민조직참여에 미치는 맥락효과
<표 5-8>은 주민조직참여에 미치는 맥락효과의 결과를 보여준다. Model 3을
들여다보면, 연령이 높을수록(=.011, p<.001), 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026,
p<.01), 자가를 소유하였을 시(=.241, p <.001), 거주기간이 늘어날수록(=.013,
p<.001) 동네의 주민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졸이
하집단보다 고졸집단과(=-.067, p<.01) 대재이상집단이(=-.206, p<.001), 장애
를 가졌을 때(=-.225, p<.001), 아파트에 거주할 때(=-.125, p<.001), 인지된
동네무질서가 높을수록(=-.028, p<.05) 주민조직에 대한 참여가 소극적임이 보
고되었다. 여기에서 인지된 동네무질서가 이웃유대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주민조직참여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데, 동네무질서를 높게 인식할수록 문제해결, 즉 무질서 해소라는 공통의 목표
에 의거한 참여의지나 변화를 향한 주민들의 구체적인 노력들이 억압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웃유대와 달리, 성별에 따른 주민조직참여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을 고려한 상태에서 동네가 도심에 위치할 때(=-.661, p
<.001), 인구밀도가 높을수록(=-.000, p<.05), 동네무질서도가 높을수록(=-.300,
p<.001) 또한 주민들의 조직참여도가 줄어들었다.
반면 소속동네의 빈곤이 미치는 맥락효과의 검토 결과, 오히려 동네가 빈곤
할수록 주민조직참여 또한 이웃유대와 유사하게 능동적으로 활발해지고 있었다
(=.029, p<.001). 빈곤한 동네일수록 주민들이 다양한 차원에서의 결핍을 통하
여 문제의식을 느끼고 조직체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가지게 된다고 풀이할 수
있다. 이는 주민들에게 끼치는 무질서의 작용방식과는 상반되는 현상이다.
Model 3의 편차는 43928.77로, Model 2의 48220.31와 비교하여 큰 폭으로 감
소하였다. 이들은 각각 개인수준의 변산을 11.3%, 동네수준의 변산을 57.8%씩
설명함으로써 도합 26.5%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소속동네의 거주불안정성 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한 Model 4는 동네에서 단
기거주자 비율이 늘어날수록(=-.020, p<.001) 역시 주민들이 동네조직 혹은 모
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도가 줄어듦을 나타내고 있다. 조직체가 안정적으
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토대를 이루는 성원들이 존재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오
래 거주하지 않는 동네라면 조직이 형성되더라도 쉽게 해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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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동네의 빈곤은 거주불안정성 지표의 추가에 따라 계수가 =.029에서 =
.013으로 줄어듦을 물론, 유의성도 상당히 감소하였다(p<.001→p<.05). 이 결과
에 따르면, 빈곤층이 많이 거주하는 동네에서 그렇지 않은 동네보다 주민들의
조직참여가 높은데, 연유의 주요한 일부로서 사람들이 그곳에 오래 거주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더할 수 있다.
Model 4의 편차는 43818.70으로 또한 감소하였으며, 거주불안정성 지표는 개
인변산을 0.1%p, 동네변산을 6.8%p 설명하여 총 2.3%p의 설명력을 추가하였다.
주민조직참여 수준에 대한 최종모형의 설명력은 28.8%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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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소속동네의 빈곤이 주민조직참여에 미치는 직·간접적 맥락효과
주민조직참여
변수명

Intercept (00)

Model 3
S.E.

t



Model 4
S.E.

t

2.939

.045

65.02***

2.720

.047

57.60***

성별

-.016

.015

-1.07

-.017

.015

-1.10

연령

.011

.001

20.51***

.011

.001

20.73***

최종학력
(고졸)

-.067

.022

-3.04**

-.056

.022

-2.56*

최종학력
(대재이상)

-.206

.024

-8.73***

-.194

.024

-8.22***

월 가구소득

.026

.009

2.87**

.026

.009

2.80**

장애여부

-.225

.048

-4.73***

-.227

.048

-4.78***

자가소유여부

.241

.020

11.90***

.235

.020

11.64***

거주기간

.013

.001

17.80***

.013

.001

17.80***

아파트
거주여부

-.125

.029

-4.38***

-.080

.028

-2.85**

인지된
동네무질서

-.028

.013

-2.11*

-.028

.013

-2.13*

도심여부

-.661

.051

-13.00***

-.385

.054

-7.19***

인구밀도

-.000

.000

-2.27*

-.000

.000

-1.71†

동네무질서

-.300

.043

-7.03***

-.209

.041

-5.12***

소속동네의
빈곤

.029

.005

5.50***

.013

.005

2.46*

-.020

.002

-10.81***

개
인
변
수

동
네
변
수

거주불안정성
Deviance

Variance

Cumulative

R²
(added R²)

43928.77

43818.70

Level-1

²

.862***

.861***

Level-2

00

.199***

.167***

Total

1.061***

1.028***

ICC

.188

.162

Level-1

.113

.114 (.001)

Level-2

.578

.646 (.068)

Total

.265

.288 (.023)

†p<.10, *p<.05, **p<.01, ***p<.001

- 81 -

4) 소속동네의 빈곤이 집합적 효능감에 미치는 맥락효과
이웃유대의 마지막 구성요소인 집합적 효능감에 대한 맥락효과는 <표 5-9>
에 정리하였다. 검토 결과, 여성보다 남성일 때(=.126, p<.001), 연령이 높아질
수록(=.005, p<.001), 최종학력에 있어 중졸이하집단보다는 고졸집단(=.149, p
<.001)과 대재이상집단(=.146, p<.001)이, 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075, p<
.001), 거주기간이 늘어날수록(=.002, p<.001) 주민들의 집합적 효능감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장애인의 경우(=-.255, p<.001), 그리고 인지
된 동네무질서도가 높을수록(=-.040, p<.001) 집합적 효능감의 수준은 낮아졌
다. 여기에서는 여성이 이웃유대가 높았던 결과와는 달리, 공동선을 위하여 동
네의 안전에 대한 예방의지를 나타내는 집합적 효능감의 경우에는 남성이 높은
점수를 드러냈다는 점, 최종학력이 이웃유대와 주민조직참여와는 부적 관계를
나타냈으나, 집합적 효능감에 있어서는 정적 관계를 보여주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한편 자가의 소유여부와 아파트에의 거주여부는 집합적 효능감에 별다
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더하여 동네가 도심에 위치할 때(=-.219, p<.001), 그리고 동네의 무질
서도가 높을 때(=-.218, p<.001) 집합적 효능감의 수준이 약화됨을 파악할 수
있다. 동네의 인구밀도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는 이웃유대와
주민조직참여에서 확인된 바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이때 소속동네의 빈곤은 앞
서 거론된 결과들과 일관되게 집합적 효능감과 정적인 관계를 보여준다(=.008,
p<.05).
Model 3의 편차는 35116.65로, Model 2의 37408.46보다 감소한 수치를 보고
하였다. 다만 이들은 각각 개인수준 변산을 4.2%, 동네수준 변산을 18.9%씩 설
명함으로써 총 7.1%의 다소 낮은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집합적 효능감의 경우에는 거주불안정성 지표 투입 이후에도 이웃유대와 주
민조직참여에서 소속동네의 빈곤이 여전히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분매개
의 성립을 보고한 것과는 판이한 결과가 제시된다. 먼저 소속동네의 거주불안
정성이 집합적 효능감 수준을 낮추는 기제로 작동한다는 점은 앞과 동일하다(
=-.006, p<.001). 그러나 이에 따라 소속동네 빈곤이 가진 정적 영향력의 유의
성은 소멸되었다(=.003, p>.10). 이는 소속동네의 빈곤이 거주불안정성을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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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로 하여 집합적 효능감에 맥락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Model 4의 편차는 35098.16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거주불안정성 지표는 동
네변산을 2.4%p 설명하여 총 0.5%p의 설명력을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집합적
효능감 수준에 대한 최종모형의 설명력은 7.6%로 확인되었다.
<표 5-9> 소속동네의 빈곤이 집합적 효능감에 미치는 직·간접적 맥락효과
집합적 효능감
변수명

Intercept (00)
성별
연령
최종학력
(고졸)
최종학력
(대재이상)
개
월
가구소득
인
변
장애여부
수
자가소유여부
거주기간
아파트
거주여부
인지된
동네무질서
도심여부
인구밀도
동
동네무질서
네
변
소속동네의
수
빈곤
거주불안정성
Deviance
Level-1
Level-2
Variance
Total
ICC
Level-1
Cumulative
R²
Level-2
(added R²)
Total

Model 3
S.E.

Model 4
S.E.

t



3.542
.126
.005

.033
.011
.000

106.90***
10.98***
12.96***

3.475
.126
.005

.036
.011
.000

95.71***
10.96***
13.08***

.149

.017

8.96***

.154

.017

9.22***

.146

.018

8.14***

.151

.018

8.42***

.075
-.255
.012
.002

.007
.036
.015
.001

10.64***
-7.04***
.81
4.01***

.074
-.260
.009
.002

.007
.036
.015
.001

10.61***
-7.08***
.58
4.02***

-.025

.021

-1.16

-.007

.022

-.33

-.040

.010

-3.91***

-.040

.010

-3.93***

-.219
-.000
-.218

.037
.000
.031

-5.92***
-1.35
-7.01***

-.136
-.000
-.189

.041
.000
.031

-3.29**
-1.06
-6.01***

.008

.004

2.14*

.003

.004

.82

-.006
²
00

35116.65
.497***
.103***
.600***
.172
.042
.189
.071

†p<.10,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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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01
-4.33***
35098.16
.497***
.100***
.597***
.168
.042 (.000)
.213 (.024)
.076 (.005)

5) Sobel Test 결과
현재까지 소속동네의 빈곤이 이웃유대와 주민조직참여, 그리고 집합적 효능
감에 미치는 직·간접적 맥락효과를 살펴보았다. 간접적 맥락효과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방식을 따랐는데, 상기한 표들
에서 제시한 바처럼 동네의 거주불안정성을 통하여 이웃관계에 미치는 간접적
맥락효과가 과연 실제로 유효한지를 검토하고자, 분석의 마지막 단계로서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Preacher & Leonardelli, 2001).
양측검증(two-tailed test)을 실시한 Sobel Test의 결과는 모든 종속변수에서
간접적 맥락효과가 유의미함을 드러내었다. ‘소속동네의 빈곤→동네의 거주불안
정성→이웃유대’의 경로는 Z=6.351(p<.001)값을, ‘소속동네의 빈곤→동네의 거주
불안정성→주민조직참여’의 경로는 Z=6.494(p<.001)를, ‘소속동네의 빈곤→동네
의 거주불안정성→집합적 효능감’의 경로는 Z=4.909(p<.001)값을 각각 보고하여
모두 유의한 결과치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간접적 맥락효과와 관련된 연구가설 3-1은 기각되었는데, 소속동네의
빈곤이 거주불안정성의 ‘증가’가 아닌 ‘감소’를 통하여 이웃관계를 ‘제고’시키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Sobel Test 결과는 다음의 <표 5-10>과 같다.

<표 5-10> Sobel Test 결과__간접적 맥락효과의 유효성 검증
변수
독립

매개

종속

독립→매개

S.E.

이웃유대

소속동네
빈곤

동네의
거주
불안정성

주민조직참여

-.871

집합적 효능감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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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매개→종속

S.E.

Sobel Test
Test Statistics(Z)

-.019

.002

6.351***

-.020

.002

6.494***

-.006

.001

4.909***

제 6 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요약
한국사회에서 이웃관계는 한국전쟁 이후 새로운 터전을 찾아 이농을 선택한
사람들 사이에서 구직, 자녀교육 등에 주요한 역할을 하며, 상호간 접촉을 통하
여 주민들이 희망을 공유해온 사회적 관계의 일환이었다(조은, 조옥라, 1992).
특히 빈곤층에게 이웃관계는 빈곤탈출을 위한 인적자원이었으며, 후속세대에만
큼은 빈곤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하여 서로 긍정적 자극을 주고받는 능동적 관
계로서 기능해왔다(유병덕, 2004; 김남줄, 2005).
그러나 초고속 경제성장을 거치며 대도시화, 핵가족화, 개인주의적 사조(思潮)
가 주류가 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웃과의 교류를 단절한 채 각박한 삶을 살
고 있다. 물론 의도적으로 이웃관계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혹은 그것이 불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들도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개인의 합리적 선택
에 의거한다고 하여도, 한국사회가 직면한 이웃관계의 붕괴 및 그로부터의 고
립은 층간소음 등 사소한 문제들에 따른 잦은 갈등을 비롯하여, 40대 이상의
고독사 및 무연사(無緣死)를 배태하는 등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았다
(서진혁, 2013). 이때 빈곤층은 이웃관계의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단절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Belle, 1983; 이성호, 2007).
기존연구들은 이웃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웃관계가 개인의 건강
및 정신건강, 탈빈곤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를 완충하는 조절효
과를 가진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Hull et al, 2008; Golden et al, 2009; Huxhold
et al, 2013). 그러나 이웃관계가 무엇에 의하여 형성되고 발전하는지, 또한 무엇
이 이웃관계를 저해하는지의 탐구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는 맥락효과의 탐색, 곧 심리사회적 지지기반으로서의 이웃관계수준
이 소속동네의 특성들에 의하여 변화를 나타내는지를 주요목적으로 삼았다. 앞
서 빈곤층이 사회적 고립의 타격을 크게 받고 있음을 거론한 바 있는데, 과연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네에서는 여타의 동네들에 비하여 실제로 이
웃관계수준이 상이한지, 만약 그렇다면 더 높은지 혹은 낮은지, 그리고 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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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소속동네의 빈곤율이 높을 때 이웃관계가 어떠하리라는 전망은 ‘사회해체이
론’의 주류적 입장과, 소수의 ‘대립되는 연구경향’으로 대분되었다. 요약하면 전
자의 경우 경제적 빈곤층이 다수 거주하는 동네는 주로 낙후된 곳으로서 주민
들의 단기적 유입 및 유출이 잦음은 물론, 무질서상태 또한 만연해있다는 점에
서 긍정적 이웃관계의 형성이 저해된다고 설명하며, 후자는 빈곤한 동네환경이
비록 열악하더라도 홀로 있을 때와는 달리 빈곤한 개인들에게 심리적 지지기반
이 되므로 그곳에서 친밀한 이웃관계가 활성화된다고 주장한다.
예전 판자촌에서의 빈곤밀집현상이 이웃관계의 낙관적 형태로 그려진 바 있
고, 한국사회의 급격했던 경제성장의 여파로 이웃관계가 상실될 위기에 처한
오늘날의 상황을 통하여 짐작할 때, 미국사회의 슬럼을 기반으로 정립된 사회
해체이론의 적실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추후 한국사회에 더욱 적합한 새로운
이론을 모색하려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2011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전국범죄피해조사(2010)’
자료를 토대로 2수준 위계적 선형모형을 활용하여 2-2-1수준 다층매개분석을
이행하였다. 최종 연구대상은 확률표집으로 전국대표성을 지닌 총 680개 읍·면·
동의 16,557명이며, 본 연구는 ‘동네 속의 개인’을 분석단위로 설정하여 동네가
개인의 이웃관계에게 미치는 맥락효과의 실재여부를 검증하였다.
연구문제 및 가설의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에서 소속동네가 빈곤할수록 동네수준의 거주불안정성과
무질서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는 이후 연구문제 3에서의 간접적 맥
락효과를 위한 작업이자, 소속동네의 빈곤이 동네수준의 다른 문제들과 연결되
는지를 탐색해보기 위함이다. 그러나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동네의 빈곤과 무질
서도 사이에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동네의 빈곤과 거주불안
정성 간에는 오히려 부적인 관계가 드러났다(=-.871, p<.001). 사회해체이론에
서는 빈곤한 동네의 특성으로서 동네의 거주불안정성과 무질서가 흔히 거론되
곤 하였으나, 연구결과는 이론을 지지하지 않았다. 즉 한국사회에서는 어떠한
동네에 경제적 빈곤층이 많이 거주하는 것이 곧 무질서한 동네와 동치가 아니
라는 점과, 빈곤한 동네에서 전반적으로 동네주민들의 거주안정성이 오히려 높
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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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연구문제 2]를 통해서는 소속동네가 빈곤할수록 이웃관계수준이 감소
할 것이라는 가설을 도출하였다. 이 또한 확대된 사회해체이론에 기반을 둔 예
상으로, 이웃관계에 대한 소속동네 빈곤의 직접적 맥락효과는 실재하고 있다.
이웃관계의 질적 측면으로 대분하였던 이웃유대(=.035, p<.001), 주민조직참여
(=.029, p<.001), 집합적 효능감(=.008, p<.05) 모두에서 맥락효과가 확인되었
다. 그러나 맥락효과의 방향성은 이론적 예측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는데, 소속동
네가 빈곤할수록 이웃관계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 결과는 박세경 외(2008), 윤
우석(2010), 김장민, 김신열(2010)의 연구와 일치하며, 비록 시대적 배경이 달라
졌어도 여전히 빈곤한 동네에서 주민들 간의 유대, 모임참여, 동네문제를 예방
혹은 그에 대응할 의지가 강하게 표현됨을 보여준다.
셋째, [연구문제 3]은 소속동네의 빈곤이 거주불안정성 혹은 동네무질서도의
증가를 통하여 이웃관계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간접적 맥락효과를 상정
하였다. 다만 소속동네의 빈곤이 거주불안정성의 감소를 통하여(=-.871, p<.00
1) 이웃유대(=.020, p<.001), 주민조직참여(=.013, p<.05), 집합적 효능감(=.00
3, p>.10)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맥락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때 이웃유대와 주민
조직참여에서는 부분매개가, 집합적 효능감에서는 완전매개가 이루어졌다. 무엇
보다 빈곤한 동네에서의 높은 이웃관계수준이 ‘거주안정성의 증가’라는 기제를
통하여 발생된다는 것을 연구결과로서 새로이 제시하였다.
주요연구결과는 [그림 6-1]에 종합하였으며, 아울러 <표 6-1>에 연구의 결과
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의 채택 혹은 기각여부를 정리하였다.

[그림 6-1] 주요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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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연구가설 채택/기각여부
연구문제 1. 소속동네가 빈곤할수록 동네수준의 거주불안정성과 무질서도가
증가하는가?

[1-1]. 소속동네가 빈곤할수록 동네수준의 거주불안정성이 증가할 것이다.

기각

[1-2]. 소속동네가 빈곤할수록 동네수준의 무질서도가 증가할 것이다.

기각

연구문제 2. 소속동네가 빈곤할수록 주민들의 이웃관계수준이 감소하는가?

[2-1]. 소속동네에 따라 이웃관계수준(이웃유대, 주민조직참여, 집합적 효능감)은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2-2]. 소속동네가 빈곤할수록 주민들의 이웃관계수준은 감소할 것이다.

채택

기각

연구문제 3. 소속동네의 빈곤이 동네의 거주불안정성 또는 무질서도 증가를
통하여 주민들의 이웃관계수준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가?

[3-1]. 소속동네의 빈곤이 동네의 거주불안정성 증가를 통하여 주민들의
이웃관계수준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소속동네의 빈곤이 동네의 무질서도 증가를 통하여 주민들의
이웃관계수준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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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기각

제2절. 연구결과논의
본 연구는 소속동네에 빈곤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개인의 저소
득 상태와 반대의 방향으로 이웃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토함으로써
‘개인의 빈곤상태’와 ‘소속동네의 빈곤상태’는 서로 다른 현상임을 입증하였다.
즉 소득빈곤과 동네빈곤이 각각 독립된 영역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임세희, 2010). 이는 빈곤한 동네가 그저 주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위
험요인만이 아닌, 잠재력(potential)을 또한 보유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첫째, 소속동네의 빈곤은 이웃관계를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여기에는 거주안
정성의 일정한 역할이 존재한다. 서울시 사당동 재개발지역 현장을 수년간 탐
구하였던 조은과 조옥라(1992)의 연구는 이를 빈곤층이 많은 공간에서 오래 살
아온 주민들 사이에 동질의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당시 사당동의 주
민들은 공통적으로 제한된 친족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곳에서 주민
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유사한 처지에 있는 이웃 간의 협력밖에 없다는
인식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빈곤한 동네로의 유입은 저렴한 주거비로 인한 생계유지의 용이성이
주된 이유가 되면서, 사람들이 오래 머무르는 곳으로 자리 잡는다. 이때 아무리
열악한 거주환경이라고 하여도 주민들이 그곳을 더욱 편안해하는데, 사당동 주
민들의 말에 의하면 소위 ‘문 꼭꼭 쳐 잠그고 사는 동네’인 중산층 주택가의 지
하셋방을 견디느니, 빈곤한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 사는 공간이 낫다고 생각
함에 기인한다(조은, 조옥라, 1992). 그곳에서는 질이 나쁘더라도 자가를 소유해
볼 수 있고, 자존심을 지킬 수 있으며 경제적 취약성을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생활양식과 자조체계를 계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박서호, 2001).
물론 소속동네의 빈곤이 빈곤층의 이웃관계에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림 6-2]는 소속동네 빈곤의 맥락효과가 월 가구소득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보여준다. 시각화를 위하여 2010년 기준, 전국의 기초생활수급가구 비율
5.00%을 준거로 빈곤동네와 비빈곤동네를 구분하고, 소득구간도 당시 가계금융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저소득층(중위소득 50%미만 구간), 중산층(중위소득 50%
이상~150%미만 구간), 고소득층(중위소득 150%이상 구간)으로 대분하였다. 통
제변수들을 모두 공변량(covariates)으로 투입한 후 분석한 결과, 원래의 연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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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이웃관계에 대한 소속동네 빈곤과 월 가구소득의 상호작용
과대로 동네빈곤(+)과 개인빈곤(-)의 주효과들이 유의하면서, 동시에 상호작용효
과도 유의하게 나타났다(=.002, p<.01). 그림에서 전반적으로 빈곤한 동네일수
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이웃관계의 수준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기할만
한 점은, 중산층 이상에서 빈곤동네의 영향력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소속동네의 빈곤이 빈곤층의 이웃관계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
니라, 그곳에 거주하는 여타의 계층들에서는 더욱 큰 정적 맥락효과를 지님을
보여준다.
20여년이 지난 오늘날의 연구결과에도 소속동네의 빈곤은 주민들의 농밀한
연대감을 형성시키는 조건이 되고 있으며(김효진, 2009; 조희은, 2014), 본 연구
의 결과 역시 박세경 외(2008), 윤우석(2010), 김장민, 김신열(2010), 박선희, 박
병현(2012)의 선행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 반면 본 연구는 부정적 맥락효과의
발발을 주장하였던 곽현근(2007; 2013)의 연구결과와는 배치되는데, 이는 그의
분석이 모두 대전광역시에 한정된 표본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둘째, 빈곤한 동네가 곧 무질서한 동네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존의 이론에
서는 취약계층의 동네에서 높은 수준의 무질서가 야기됨으로써 주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노출된다고 여겨지곤 하였다. 따라서 그곳을 탈출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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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없는 극빈한 개인들은 무질서와 지속적으로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되
어왔다(Wilson, 1987; Ross et al, 2000).
그러나 연구결과는 소속동네의 빈곤율이 높은 동네와 낮은 동네에서 무질서
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후속분석에서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로
나누어 검증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주민들이 많은 동네가 실제로 더 낙후되어있고, 통제되지 않는 사람들의 배회
가 더욱 잦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결론이다.
물론 여기에는 Sen(2001)이 언급한 ‘심적 조절(mental conditioning)’의 결과가
투영되어있을 수도 있다. 심적 조절이란 외적인 변화 없이 마음을 바꾸어 효용
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며, 지속적으로 빈곤한 상태일 때 심화되는 심리적 변화
이다. 따라서 동네의 빈곤이 높은 거주안정성과 연관된다는 결과에 기반을 둘
때, 그곳에 오래 거주한 주민들은 실제로는 다른 동네보다 높은 무질서를 경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적 조절에 의하여 그리 여기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빈곤한 동네에서 무질서도가 유의하게 낮은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심적 조절이 크게 작동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예측된다.
셋째, 이웃관계의 각 요소에 미치는 개인수준 변수들의 차이가 감지되었다.
가구소득(+)은 이웃관계의 모든 요소에, 자가의 소유(+)와 아파트 거주여부(-)는
이웃유대와 주민조직참여에, 인지된 동네무질서(-)는 주민조직참여와 집합적 효
능감에 각각 영향을 끼쳤다. 성별의 경우에는 여성은 이웃유대가, 남성은 집합
적 효능감이 높았으며, 최종학력은 중졸이하집단에서 이웃유대와 주민조직참여
가 높았던 반면, 고졸집단과 대재이상집단일 때 집합적 효능감 수준이 높았다
는 점을 통하여 한 변수의 영향이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도 함을 확인하였
다. 개인수준의 모든 통제변수들이 두개 이상의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친 연구
결과, 그리고 이들이 나타낸 구성효과의 방향성은 선행연구들의 내용과 모두
일치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이웃관계의 하위유형들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인특
성에의 개입전략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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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함의

1. 이론적 함의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접적 맥락효과의 검토를 통하여 사회해체이론의 국내 적용가능성(applicability) 여부에 대한 논의를 축적하였다는 점이다. 사회해체이론에서는 빈곤
층의 다수거주라는 구조적 특성이 사회해체과정을 강화시켜 이웃사이의 유대와
참여, 지지 및 상호통제기능이 손상된다는 논거를 제시하였다(Sampson et al, 20
02). 반면 그와 대립되는 연구들에서는, 소속동네의 높은 빈곤율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도 직접적인 삶의 위협으로 여겨지게 되므로 생존을 위하여 이웃끼
리 서로 강력한 관계를 생성시킨다고 보았다(Sennnett, 1970).
사회해체이론에서 언급하는 슬럼이나 게토는 주로 40% 이상의 빈곤율을 보
고하는 곳이기에 한국의 빈곤동네들과는 상황이 이질적이다. 그럼에도 서구의
연구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소속동네의 빈곤율을 연속변수로 둔 후에 통제할 수
있는 개인변수들을 처리하고 맥락효과를 살핀 결과, 적어도 이웃관계에 미치는
동네빈곤의 부적 영향력을 제시하였던 사회해체이론의 논리적 구조가 현 시점
의 한국사회에서는 유효하기 어렵다는 점을 포착하였다. 이웃관계에 미치는 소
속동네 빈곤의 맥락효과는 이웃유대와 주민조직참여의 경우 p<.001의 수준에
서, 집합적 효능감에서는 p<.05의 수준에서 모두 유의미하였으나, 그 방향에 있
어 이론의 내용과는 정반대의 연구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해체이론보다는, 아직 통합적으로 명명되는 이론은 없으나 동네수준의 레
질리언스 관점과 같은 ‘대립되는 연구경향’에 하나의 근거를 추가하였다는 의의
를 가진다.
둘째, 간접적 맥락효과의 검토를 통하여 빈곤층이 많이 거주하는 동네에서
왜 긍정적 이웃관계가 발현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맥락변
수와 매개변수 간의 관계 또한 예상하였던 바와 상이한 결과가 제시되었다. 즉
소속동네가 빈곤할 때 동네의 거주불안정성이 줄어들면서 부분적으로 이웃관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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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또한 Shaw와 McKay(1942), Bursik(1993) 등이 사회해체이론에서 거론하였
던, ‘빈곤동네의 주요한 특징은 높은 거주불안정성이다’는 명제를 뒤집는 결과
이다. 상기한 명제가 20세기 미국의 배경 하에서는 성립되었으나, 그때에도 거
주불안정성이 소속동네의 빈곤의 특징인지, 도심여부의 특징인지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분별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의 경우 도심일 때
에는 동네의 거주불안정성이 높아지며, 동네가 빈곤할 때에는 오히려 주민들이
그곳에 오래 머무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기존의 이론에서는 혼재되었
던 두 변수의 영향력을 구분하였다. 아울러 그곳에 오랜 기간 거주하는 것이
자의인지 혹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함인지까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이웃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검증하였다는 데에
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사회해체이론이 지닌 논리적 과정변수를 차용
하였으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사뭇 다른 정반대의 논지를 전개하는 토대가 되었
기 때문이다.
셋째, 전국범위의 데이터로 위계선형모형을 활용하여 다층분석을 수행함으로
써 읍·면·동의 동네수준 변수가 개인의 이웃관계에게 미치는 맥락효과를 적절
하게 포착하였다. 이는 서론에서 지적하였던 ‘분석방법’과 ‘동네범위의 설정’에서
드러나는 기존연구들의 뚜렷한 두 가지 한계를 극복한 것이다. 나아가 특정지
역에 국한된 응답내용이 아닌, 이미 2009년에 국가통계로 지정된 대표성 있는
‘전국범죄피해조사’의 2010년 자료를 사용하여 이론의 적절성 여부에 대답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강점을 가진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작금의 한국사회에서 1) 사회해체이론의 체계적 적용이
이웃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측면에 있어서만큼은 어려울 것으로 여겨지며, 2) 맥
락효과가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대부분의 측면에서 예측과
대조되었던 결과들은, 국내의 유사한 연구결과들을 미루어볼 때 동네의 영향력
과 관련하여 기존의 결핍중심적(deficit-focused model) 이론과는 다른 새로운 이
론을 정립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Masten, 2001). 소속동네
의 빈곤이 사회해체의 과정들을 강화시키는 기제가 아니라는 것이 연구결과에
서 가히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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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천적 함의
다음은 본 연구가 지니는 실천적 함의이다.
첫째, 소속동네가 빈곤할수록 높은 이웃관계가 도출되었다는 것은 빈곤한 동
네의 주민들에게서 일종의 레질리언스(resilience)가 발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한 동네에 거주하는 이웃끼리 서로 인사도 하지 않고 생활하는 삭막한 현
대사회에도 여전히 빈곤한 동네들을 중심으로 친밀한 이웃관계의 모습이 실재
하고 있다. 곧 아직 정(情)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연구결과에서 가구의 저소득
상태는 이웃유대와 집합적 효능감에 부적인 영향을 끼쳤으나, 그러한 저소득층
이 한 동네에 많이 거주하는 상태는 이웃유대와 주민조직참여, 집합적 효능감
모두를 높이는 조건이었다. 즉 빈곤한 생활이 전반적으로 이웃관계의 수준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빈곤상태에서 홀로 있을 때보다 유사한 지위의 주
민들이 곁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 탄력적으로 빈곤에 대처하는
역량(power)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소속동네의 빈곤상태는 비단 빈곤층에게뿐
아니라 주민 전반의 이웃관계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었다.
실례(實例)로 서울시 우수 마을공동체의 사례를 소개한 단행본(김대근 외, 20
12)의 내용에 따르면, 실제로 소속동네가 빈곤할수록 높은 이웃관계의 수준이
보고된다는 본 연구결과가 지지되는 형국이다. 가난한 동네들에서 지역사회의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채로운 주민모임들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복지공동체가 형성되며, 마을기업이 만들어지는 사례들이 소개되는 것이다. 반
면 소득수준이 높고 빈곤층의 비율이 낮은 동네들에서는 의도적으로 공동체 형
성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빈곤한 동네에서는 높은 유대수준과 조직참여율, 동네의 안전에 대한
의지와 같은 존재 가능한 자원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세심하게 결집하는 개입이
중요하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표 3)에 의거하여 지역사회복지관들은 취
약한 개인을 소속동네와 연결시키는 ‘지역조직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보건복
지부, 2015). 이들은 기본적으로 복지관에 의하여 새로운 주민네트워크를 형성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 과정에서 이미 주민들의 유대에 의하여 자발적
으로 형성되어있는 기존의 주민조직이나 공동체들을 간과하기도 한다. 즉 사업
을 진행함에 있어 관할 동네에는 주민들 간에 별다른 연고도, 사회적 관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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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할 것이라는 단순한 사회해체론적 전제가 깔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동네의 특성에 대한 생태학적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까닭이다(최종혁, 이
연, 2001). 결국 빈곤한 동네일수록 그곳에 벌써 존립할 수도 있는 응집성(cohesiveness)을 깨지 않는 방식으로 세밀하게 이를 격려하고 제고시켜, 주민들이 지
역사회의 제반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동네
를 이해할 때 지역조직화를 위한 불필요한 에너지 소요를 줄일 수 있다(김장락
외, 2014).
둘째, 낮은 거주불안정성은 소속동네 빈곤의 매개체가 되어 이웃관계에 긍정
적 영향을 미쳤으나, 동네의 빈곤과 거주불안정성 간의 부적 관계는 한편으로
빈곤의 고착(固着)현상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다. 레질리언스 관점에 의하면
높은 이웃관계수준이라는 결과는 그만큼 빈곤한 동네환경이 여러모로 위협적이
며 생존하기에 힘겨운 조건이라는 점을 반증(反證)한다. 실제로 유대와 참여와
같은 이웃관계는 좋을지 몰라도, 누적되는 불이익으로 여타의 자원들마저 부족
한 동네의 특성으로 인하여 그곳에서 오랫동안 거주할 경우 주민들의 유병율이
높다는 증거도 제시되고 있다(Cagney et al, 2005). 고착된 빈곤가구의 경우에는
빈곤상태에서의 탈출가능성 자체가 희박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김교성, 반
정호, 2004). 게다가 만약 빈곤한 동네에서의 거주안정성이 주민들의 부적절한
주거형태와 연결되면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와 관련되는 이슈이다. 사회
해체이론의 주장이, 이웃관계는 제외하더라도 여타의 종속변수들에서는 기각되
지 않을 가능성이다.
따라서 주거의 안정성이 높은 빈곤동네의 특성을 주민들의 동네에 대한 애
착과 같이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와 함께, 부득이하게 주거난민으로서 그들이
그곳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그것이 주민들의 건강 등 삶의 다원적 지표
들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즉 빈곤층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에
서의 낮은 거주불안정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더욱 고심해야할
것이다. 혹여 점유불안정으로 인한 지속적 하향이동의 종착지라면 그곳은 자칫
탈피하기 힘든 ‘빈곤의 늪’을 의미할 수도 있다(Wilson, 1987). 결국 빈곤한 동
네의 주민들이 적절한 주거형태를 가진 상태로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도록
동네를 모니터링하고, 주택의 리모델링 혹은 개보수(改補修)나 주거지원사업 등
을 통하여 빈곤동네의 거주안정현상이 빈곤층의 집중적 고착상태로 환원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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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개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매개변수로서의 기능은 성립하지 않았으나, 무질서한 동네일수록 이웃
유대, 주민조직참여, 집합적 효능감 모두에 부정적 영향이 가해지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결국 슬럼화(slumism)가 동네의 물리적, 사회적 무질서에 의하여 악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소속동네의 빈곤정도와는 별도
로, 동네무질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이웃관계와 같은 주민들의 생활이나
의식변화를 고취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정주환경의 개선은 지속성을 위하여 해당동네와 함께 지자체의 의지가 수반
될 필요가 있으며, 빈곤한 동네를 비(非)가시화하는 기존의 재개발방식인 자산
주도형 재생(property-led regeneration)에서 주민욕구에 기반을 두어 무질서를 근
절하는 지역사회형성형 동네재생(community building-led regeneration)방식으로의
변화된 접근이 요구된다(류진석, 2011). 사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속동네의
빈곤이 동네의 높은 무질서도로 이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도성장의 시
기를 지나는 동안 빈곤동네 재개발 및 철거현장들은 그곳에서 통용되어온 질서
를 간과하고 외부의 시선에서 무질서를 재단하며 개발을 정당화하곤 하였다.
그러나 이 방식들은 경제적으로 빈곤한 주민들을 흩뜨리고 방치하는 결과를 촉
발한다는 점에서 지하셋방, 옥탑방 등지에서 생활하는 소위 보이지 않는 빈곤
층(hidden poverty)을 양산하는 고질적 문제를 가져왔다(이소정, 2006). 빈곤층의
파편화와 비가시화는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배제와 차별을 경험케 한다.
이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가 소속 읍·면·동들을 중심으로 2006년부터 2014년
까지 추진하였던 ‘무지개프로젝트’가 성공적 국내모범사례로 제시된다. 여기서는
빈곤과밀지역의 성장중심적 재개발보다는 주거환경개선, 편의시설확충, 교육여
건개선, 복지서비스제공으로 무질서를 줄여감으로써 원거주민의 이탈방지 및
재정착을 지원하고 주민공동체를 복원하는 방식을 취하여왔으며(대전광역시, 20
09; 류진석, 2011; 곽현근, 2013), 이로써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대한 낙인감을
해소하고 동네에 대한 주민인식을 변화시켜 이웃관계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
바 있다.
넷째, 이웃관계의 각 요소에 미치는 개인수준 변인들에서 발견되는 개입지점
이다. 공통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장애가 없을 때, 거주기간이 늘어날수록 이
웃유대, 주민조직참여, 집합적 효능감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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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청년층, 장애인, 주거가 불안정한 비주택거주민이나 노숙인의 이웃관계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대하여 청년층의 유출로 인한 동네의 고령화를 방지하려는 노력으로서
청년들과 경증 장애인, 노인들을 중심으로 기타 주민들 누구나 함께 근교의 땅
에서 농사를 지으며 지역사회의 이웃관계를 활성화시키는 일본 도쿄 NPO단체
야마보우시(Yamabousi)의 사례는 특기할 만하다. 이 단체는 저조한 이웃관계가
나타나는 척박한 도심지에서, 관계망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주축으로 삼는
유기무라 목장공동체(Yugimura farm)를 설립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아파트의 거주 또한 이웃유대와 주민조직참여를 저해하는 요소였다. 폐
쇄적인 내부구조로 인하여 이웃관계가 단절되기 쉽다고 제시한 선행연구의 내
용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Madge, 1964; 박재영, 2006). 아파트 내에 반상회라는
모임이 있어도, 그것이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는 진입장벽이 되어 이웃관
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마저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다. 고립된 아파트단지에 대한 주민센터 혹은 복지관의 개입노력은
바자회나 일일녹색장터, 축제, 옥상텃밭 가꾸기, 아파트 자원봉사활동, 탁구대회,
문화강좌, 육아품앗이 등과 같은 소소한 행사들을 통하여 주민들 간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서울특별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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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제언
상술한 이론적, 실천적, 정책적 의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부족한 동네수준 자료의 문제이다. 본 연구는 소속동네의 빈곤을 측정
함에 있어 지역통계연보 및 인구주택총조사,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각
읍·면·동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을 산출하여 활용하였다. 그러나 지역 혹은 동
네를 다루는 변수들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는 제한된 현존 국내자료의 여건 상
여전히 읍·면·동 단위의 정확한 빈곤층 비율 계측은 어려우며, 무엇보다 기초생
활수급자 이외에 여타 빈곤층의 읍·면·동 단위 거주실태 파악은 요원한 상태이
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 동네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으면
빈곤층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을 것으로 추측하고 분석을 진행하였으나, 실제
로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측정의 한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속동네의 빈곤과 동네무질서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도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존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동네무질
서를 측정함에 있어 각 동네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인지한 동네무질서의 집합을
활용한 점에 대하여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는 동네의 물리적, 사회적 무질서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가 부재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체한 지표이나,
아무리 무작위성을 확보하였다고 해도 25명 남짓한 주민들의 의견이 그 동네의
무질서도를 온전히 대표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추후에는 무질
서의 정교한 측정을 위하여 한 동네 당 더 많은 수의 표본을 확보하려는 노력
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외생변수 통제의 불(不)충분 문제이다. 본 연구는 이웃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 연령, 최종학력, 월 가구소득, 장애여부, 자가의 소유여부, 현 동네
에의 거주기간, 인지된 동네무질서, 도심여부, 인구밀도, 동네무질서도의 총 11
개 통제변수를 설정하였다. 이들은 맥락변수(소속동네 빈곤) 및 매개변수(동네
거주불안정성)와 함께 최종모형에서 이웃유대와 주민조직참여에 대하여 각각
32.6%, 28.8%의 설명력을 나타낸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관계의 또
다른 측면인 집합적 효능감에서는 7.6%의 낮은 설명력만을 보여주었다. 여기에
는 이웃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 개개인의 성격이나 기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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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부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박애선, 1997; 김명귀 외, 2000). 이
는 2차자료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이웃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관계, 사
회적 자본을 조사할 때에 반드시 고려되어야할 부분으로 사료된다.
넷째, 국한된 개념의 한계이다. 본 연구는 이웃관계를 동네라는 지리적 범위
에 한정시킨 주민들과의 관계로 정의한 후에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실제로 이
웃을 단순히 동네 내부에서의 관계로 한정짓는 것은 협소한 접근이다. 공통된
취미로 인하여 모인 각종 동호회나, 동일한 종교의 신앙을 소유하였다는 이유
로 관계를 맺는 경우들 또한 이웃이라는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오히려 일상
생활 속에서는 이들이 옆집 주민보다 더욱 의미 깊은 관계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들까지 미처 다루지 못하였다. 차후에 소속동네의 빈
곤이 동네 외부 이웃들과의 실질적 관계에도 유사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볼
여지가 있다. 또한 자신이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의 경제적 계층실태에 대한
정보도 더하여질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는 빈곤한 동네에서의 높은 이웃관계가
주로 유사한 계층 내에서의 관계인지, 혹은 서로 다른 계층들 사이의 관계로도
이어지는지, 그 성격에 대하여도 보다 분명하게 규명되어야할 것이다.
다섯째, 한정된 매개변수로 인한 설명의 부족이다. 본 연구는 거주불안정성
과 무질서를 간접적 맥락효과의 매개변수들로 구성한 후 투입하였고, 이에 따
라 무질서는 매개의 역할을 하지 못함을, 거주불안정성은 이웃유대와 주민조직
참여에서는 부분매개역할을, 집합적 효능감에서는 완전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이웃유대와 주민조직참여의 경우, 거주불안정성을 투입하고
서도 여전히 p<.001과 p<.05의 수준에서 소속동네 빈곤의 정적인 역할이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는 어떠한 중간요소들이 동네의 빈곤과 이웃관계
의 연관성을 보다 잘 설명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새로운 고민들이 요구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인과관계의 미(未)파악 문제이다. 맥락효과는 개인을 향한 동네의 영
향력을 확인하는 것인데, 본 연구는 횡단자료를 통하여 변수 통제 후에 소속동
네의 빈곤, 동네의 거주불안정성 및 무질서, 이웃관계 간의 편상관관계(partial
correlation)를 살핀 것일 뿐 변수들의 인과관계까지 설명해내지는 못하였다. 특
히 동네수준의 변수들 사이에서는 반대의 경로도 검토될 수 있다. 예컨대 무질
서한 동네가 빈곤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후에는 소속동네의 빈곤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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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적(time-variant) 특징을 활용함으로써, 동네빈곤과 개인특성 간의 동시적 관련
성(concurrent correlation)을 넘어선 인과성을 포착하는 종단분석이 수행될 필요
가 있다.
일곱째, 연구의 확대에 대한 후속연구 제언이다. 본 연구는 소속동네의 빈곤
이 이웃관계에 미치는 맥락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이론의 욕구에 대한 시
발점을 다졌다. 아울러 이웃관계의 정적, 부적 영향력을 이론적 배경에서 부분
적으로 소개한 바 있다. 그러나 빈곤한 동네에서 포착된 친밀한 이웃관계가 주
민들의 건강, 정신건강, 빈곤탈피 등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와 관련된 부
분은 아직까지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사회해체이
론의 과정변수들은 활용하되 소속동네의 빈곤이 이웃관계의 ‘감소’가 아닌 ‘증
진’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소속동네의 빈곤’과, 그곳에서의 ‘이웃관계수준’
이 여타 영역의 어떠한 역동과 변화들을 만들어낼지를 다루는 탐구들이 계속하
여 전개되어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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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측정도구 설문문항]
‘전국범죄피해조사(2010)’의 문항 중 연구에 활용한 문항만 발췌, 수록하였다8).

[종속변수: 이웃관계]
문) 동네와 이웃환경 (2010년 연말기준)
전혀

그렇지

그렇지

않은

않다

편이다

1) 서로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

1

2)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보통

그런

매우

이다

편이다

그렇다

2

3

4

5

1

2

3

4

5

3)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잘 돕는다.

1

2

3

4

5

4) 동네의 각종행사 및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항목

5) 동네 아이들이 낯선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도와줄 것이다.
6)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7) 범죄예방을 위해 주민들의 순찰이 필요하다면
이 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8) 맥락변수인 소속동네의 빈곤, 매개변수 중 하나인 소속동네의 거주불안정성, 동네수준 통제변
수인 인구밀도는 설문문항이 아닌 다른 자료들을 토대로 산정하였기 때문에 부록에서 제외한
다. 동네수준의 또 다른 통제변수인 도심여부는 응답자들의 거주지에서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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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수: 동네무질서9)]
문) 동네와 이웃환경 (2010년 연말기준)
전혀

그렇지

그렇지

않은

않다

편이다

1) 주변에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고 지저분하다.

1

2)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다.

3) 주변에 방치된 차나 빈 건물이 많다.

보통

그런

매우

이다

편이다

그렇다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5) 무리지어 다니는 불량 청소년들이 많다.

1

2

3

4

5

6) 큰소리로 다투거나 싸우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1

2

3

4

5

항목

4) 기초질서(무단횡단, 불법 주정차 등)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9) 이들 문항은 개인수준 통제변수인 ‘인지된 동네무질서’의 측정도 겸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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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수]
문) 현재 귀댁에 실제로 함께 살고 있는 만 14세 이상(1997년 4월 이전 출생)
가구원에 대하여 다음 내용을 응답해주십시오.
가구원 번호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1=남, 2=여)

만 연령

장애여부
(1=있음, 2=없음)

⓵
⓶
⓷
⓸
⓹
문)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⓵ 초등학교

⓶ 중학교

⓷ 고등학교

⓸ 대학(4년제 미만)

⓹ 대학(4년제

이상) ⓺ 대학원 이상 ⓻ 무학
문) 귀댁의 월평균 소득(상여금,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포함)은 얼마나 되십니
까?
⓵
⓷
⓹
⓻
⓽

무소득
월평균
월평균
월평균
월평균

⓶
⓸
⓺
⓼
⓾

100~2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500~600만원 미만
700~1000만원 미만

월평균
월평균
월평균
월평균
월평균

1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600~7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문) 지금 살고계신 집의 소유형태는 무엇입니까?
⓵ 자가(가족소유 포함)

⓶ 월세 없는 전세

⓷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⓸

기타(무상 등)
문) 귀하는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얼마나 오래 거주하고 있습니까?
____년 ____개월

문) 주택의 유형
⓵ 단독주택

⓶ 아파트

⓷ 연립주택

⓸ 다세대주택

피스텔, 공장, 여관)내 주택 ⓺ 오피스텔 ⓻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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⓹ 비거주형 건물(오

Abstract

Contextual Effects of Neighborhood
Poverty on Residents’ Neighborship
: Roles of Neighborhood-Level Residential Instability and Disorder

Tak, Jangha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Korea, there is a term ‘Neighbor Cousin’, meaning near and intimate relationships like cousins among neighbors. Throughout 20th century’s dramatic urbanization, however, many people’s lone deaths as well as depressive disorders have been broken out due to mutual indifference phenomena, while quarrels or conflicts between residents because of noise complaints, interlayer smoking, illegal
dumping of trash, companion animals, and parking problem issues also have been addressed through media frequently. According to police crime statistics on
recent 5 years, the frequency of crimes among neighbors are close to 20,000,
respectively 21,107(2010), 20,652(2011), 22,200(2012), 20,001(2013), 19,586(2014).
Mostly, these are considered an expression of cumulative enmity or hostility, rather than a momentary drive or an accidence.
Lots of studies exist, illuminating the significance of neighborship. Intimate neighborship helps individuals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health status, and poverty-exit. But there is no consideration here and now about from where fro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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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ghborship came out, and how to solve this problem by enhancing the degree
of neighborship. This study, focuses on neighborhood poverty which is becoming more important with a phenomenon of residential segregation, coming from
today’s income bi-polarization. This study explores whether the loss of neighborship is boosted or neighborship is well preserved in so-called ‘poor villages’. Furthermore, it also examined whether the neighborhood poverty is related to other neighborhood-level problems such as residential instability and disorder, and
whether the neighborhood poverty indirectly influences residents’ neighborship through these mediating paths. In short, this study tried to see if there are direct and indirect contextual effects of neighborhood’s environmental features through the overall procedures.
The expectations of neighborship in neighborhoods where the poverty rate is
high are divided into two different categories: the mainstream,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and ‘the opposite minor tendency’. While the former one explains
that neighborhood poverty status worsens people’s neighborship because poverty
concentration makes people feel sharper due to the lack of resources, thus makes them want to move to other places, and also because it causes the neighborhood chaotic, the latter one says that the negative effects of individuals’ or households’ poverty towards them are buffered by the positive and comfortable neighborship in poverty concentrated area because of the coziness formed due to
the feeling that there are plenty of people of same poor status, even though this is, in fact, quite a risk environment.
Thus, this study posed three main research questions.
1. Does neighborhood poverty increase neighborhood-level residential instability
and disorder?
2. Does neighborhood poverty decrease residents’ neighborship?
3. Does neighborhood poverty decrease residents’ neighborship through the increase of neighborhood-level residential instability and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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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mplemented 2-2-1 multi-level mediation analysis by using 2-level
hierarchical linear model(HLM), based on the data called ‘Korean Crime Victim
Survey(2010)’, collected by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The sample of this
study has 680 neighborhoods(upper level), and 16,557 individuals(lower level).
The study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is study expected in [Research question 1] that the higher the neighborhood poverty rate, the higher the neighborhood-level residential instability and
disorder. That was a groundwork for [Research question 3], checking the indirect contextual effect, and more fundamentally looking whether the higher poverty
rate in a neighborhood is augmented to different serious problems. Yet it couldn’t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neighborhood poverty and disorder, and rather the negative relationship(=-.871, p<.001) was figured out instead between
neighborhood poverty and residential instability. In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both neighborhood-level residential instability and disorder are thought to be one
of main characteristics in the areas of poverty, but the results didn’t support it.
In Korea, a neighborhood in which many poor residents live is not the same
with a physically or socially disordered neighborhood. Moreover, the rate of people residing in the same neighborhood more than 5 years is higher in poor neighborhoods.
Second, this study drew a hypothesis that the higher the neighborhood poverty rate, the lower the quality of neighborship in [Research question 2], on the
basis of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Actually there is a direct contextual effect
of neighborhood poverty. It was found in all of the three subtypes of neighborship, named neighborhood ties(=.035, p<.001), civic participation in neighborhood organizations(=.029, p<.001), and collective efficacy(=.008, p<.05). The directivity of contextual effects was opposite though. There existed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ose variables. This result demonstrates the ties, participation,
and the will to solve the neighborhood issues are expressed stronger in poor
neighborhoods, although the historical contexts have been changed.
Third, this study postulated the indirect contextual effect in [Research 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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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 3] which poses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neighborhood poverty
and individuals’ neighborship by the increase of neighborhood-level residential instability and disorder. Nonetheless, the results showed that neighborhood poverty
rate diminished neighborhood-level residential instability(=-.871, p<.001), and through that increased neighborhood ties(=.020, p<.001), civic participation(=.01
3, p<.05), and collective efficacy(=.003, p>.10). Partial mediations were established on ties and participation, while full mediation was valid on collective efficacy.
This study newly suggested that the increases of quality of neighborship are coming from the ‘increase of residential stability’, which is conceived by high neighborhood poverty.
This study possesses several limitations: The lack of information for neighborhood-level variables such as neighborhood poverty rate in present Korea, the limit of measurement due to the formation of the objective neighborhood disorder index by summing residents’ perceived subjective index, the insufficient control of extraneous variables such as individuals’ characteristics or temperament, the
limit of a concept of ‘neighborship’ which is only bound here within geographical areas, the weakness of explanatory power because of just a few mediating variables, and the impossibility of grasping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neighborhood poverty and neighborship due to analyzing cross-sectional data.
Although this study has the above-mentioned limits, it also carries several theoretical implications: The point that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is not so suitable when it comes to neighborship in present society of Korea, that this study
tried to explain why the positive neighborship is shown in poor neighborhoods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indirect contextual effect, and that it used hierarchical linear model with national data so it captured the contextual effects of
neighborhood-level variables towards individuals’ neighborship appropriately.
Besides, it provides some practical implications: The point that the careful interventions are needed when purposefully organizing community in poor neighborhoods because there may be a possibility that social resources such as ties, participation, and collective efficacy have been already existing in those areas, the

- 134 -

other point that residential stability in poor neighborhoods should not mean the
concentrated fixation of poor people through the interventions like remodeling,
improvement of housings, or housing support programs, the third point that neighborhood disorder instead of redevelopment through non-visualization of the
poor must be resolved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residents’ neighborship, the last point that we ought to be concerned of the neighborship of the rising generations, people with disabilities, inhabitants in non-dwellings or apartments and the homeless, on the basis of the study results of compositional effects
originated from individual-level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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