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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입직경로에 따른 노동시장 진입성과의 차이를 탐색하

기 위한 것이다. 특히 소개나 추천 등 사회적연결망을 통한 취업

자들의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사회경제적 계층 및 관계만족도 등의 영향

을 살펴봄으로써 불평등이 나타나는 경로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소개나 추천을 통한 취업자는 전반적으로 공개적 채용

을 통한 경우보다 근로소득이나 소속된 사업장의 규모가 작았다.

그러나 소득이나 자산분위로 나누어보면 저소득층에서는 관계가

역전될 수도 있다. 이는 이중노동시장이론의 관점에서 공채를 통

해 진입하는 노동시장도 양분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사

회적 연결망을 통한 취업자의 관계만족도는 저소득층이나 저자산

층에서 오히려 근로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

다. 상대적약자의 결속적 연결망은 근로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요약하면, 입직경로 선택의 효과는 사회경제적 계층과 관계만족

도 등의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사회적연결망의 성

격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불평등완화를 위한 정책개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어 : 입직경로, 사회적 연결망, 사회경제적 계층, 관계만족도, 근

로소득

학 번 : 2012-2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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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이 연구는 입직경로에 따른 노동시장의 성과, 특히 소개나 추천 등 사

회적연결망을 통한 취업자들의 노동시장 성과를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소득으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성과에 대해, 사회경제적 계층 및 관계

만족도 등의 영향을 연계하여 살펴봄으로써 불평등이 작용하는 양상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결속적 사회자본으로 연계할 수 있는 가족관계나 사

회적관계의 만족도와 소속 가구소득 및 자산 등 사회경제적 차이를 같이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이 노동시장의 성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

한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

최근의 고위공직자 선정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자녀에 대한 특혜 여부

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1) 이는 해석에 따라 사회고위층 내 결속적 

사회자본이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소위 ‘금수저·흙수저’ 논란으로 대변되는 사회경제

적 불평등의 대물림 현상은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계층이동 사다리’

를 올라가고자 하는 개인의 노력을 좌절하게 만든다. 부모의 소득이나 

자산 등의 경제적 배경이 배태된 사회적 연결망이 인적자본축적에 영향

을 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의 진입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그렇다면 노동시장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상속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불평등의 상속과 관련하여, 근로소득과 같은 노동시장 성과는 

교육과정 및 기타 구직준비과정 등에서의 개인의 노력을 경제적 성과로 

전환하는 매커니즘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물론 사회적 불평등의 효과

는 인적자본의 축적과정이나 노동시장 진입이후의 사회경제적 활동에서

도 나타날 것이지만 노동시장 진입단계의 성과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사료된다. 

1) 경향신문 2019. 08. 26 조국 딸에게만 주어진 ‘선의’... 공정·정의 부합하나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262210005&cod

e=910100 , 2019.08.29. 최종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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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진입과정에서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다는 것은, 교육 및 구직

준비과정에서 개인이 거둔 성과가 양호할수록 노동시장에서도 양호한 성

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다면 부모로

부터 불리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속받은 개인도 교육과정 등에서 노력 

여하에 따라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상위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

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 사회에서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계

층에 속한 개인이 교육과정 등에서 축적한 인적자본(human capital) 등

을 활용하여 보다 유리한 계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컬어 

‘사회이동성(social mobility)’으로 지칭한다. 

사회이동성이 높은 사회에 속한 개인일수록 노력을 통해 상향적 계층

이동을 달성하고자 하는 유인에 더 많이 노출되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동기화된 개인의 노력은 그 사회의 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

다. 어느 정도 수준의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할 때 오히려 사회발전의 원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이처럼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이동성을 전

제할 때 비로소 현실성 있는 주장이 된다. 그리고 어떤 사회에 일정 수

준 이상의 사회이동성이 존재하려면, 교육과정 등에서 개인의 노력으로 

거둔 성취가 노동시장 성취로 원활하게 전이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사회의 동력이나 생산성 확보를 넘어, 한국사회의 통합이나 미

래의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도 사회이동성의 확보는 중요한 이슈이다. 이

러한 사회이동성의 감소 원인에 관한 체계적인 설명은 부르디외의 선구

적인 논의(Bourdieu, 1986)로부터 찾을 수 있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이

전 세대에 존재하는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은 후속세대에서 경제적 자본

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자본과 같은 비경제적 자본의 불

평등도 야기한다. 다시 말해 사회자본은 경제적 의미에서 규정되는 자본

과 더불어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기제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비단 소득수준과 같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문화적 소양이나 인맥과 같은 비경제적 측면에서의 불평등 역시 자식 세

대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재생산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

처럼 불평등이 재생산되는 현상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가구에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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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세대가 교육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나아가 노

동시장에서 더 가치있는 인력으로 평가받는 노동시장 성과에서의 불평등 

현상으로도 나타난다. 경제적 자본만이 아닌 사회적·문화적 자본에서도 

이와 같은 재생산 기제가 별다른 완충 없이 작동한다면 위계적으로 구조

화된(hierarchically structured) 사회계층이 더욱 고착될 것이다. 즉 사

회적 연결망은 여러가지 경로로 사회이동성 혹은 계층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고려한 이 논문의 연구주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나 주변과의 

관계가 노동시장 진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회적 연결망을 통한 

구직자들을 통해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소개나 추천 등을 통해 취업

한 사람들은 취업에 직접적으로 사회적 연결망을 활용했다는 특성이 있

다. 사회적 연결망의 특성이 노동시장 진입성과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소속된 사회경제적 계층이나 노동시장의 양태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사회적 연결망을 활용한 취업자들

의 노동시장성과에서 불평등이 드러나는 방식을 살펴봄에 있어서, 다양

한 변인들을 고려함으로써 보다 설득력있는 설명을 찾아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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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사회적 네트워크와 노동시장 성과

사회적 네트워크와 노동시장 성과 사이의 연결고리는 사회경제적 계층

이 사회적 연결망 혹은 사회자본에 배태되고, 다시 사회자본의 특성이 

노동시장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논리의 근원

이 되는 선행연구로서 부르디외의 사회자본 논의에 따르면, 사회자본을 

통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재생산되는 메카니즘은 사회연결망을 매개로 

작동한다. 사회자본은 사회연결망에 배태되는(embedded) 방식으로 존

재하는데, 사회연결망 자체가 보유한 사회자본의 양적·질적 수준은 구

성원의 수로 대표되는 연결망의 규모나 구성원 간 상호작용의 강도

(intensity) 내지 상호작용의 빈도, 그리고 상호작용을 통해 교환되는 

자원의 양적·질적 수준에 좌우된다(Bourdieu, 1986). 상이한 사회경제

적 계층에 속한 개인은 양적·질적으로 상이한 사회자본이 배태된 사회

연결망의 구성원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계층의 격차가 개인

이 보유한 사회자본의 격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린의 논의(Lin, 2000)에 따르면 특히 성별(sex)이나 인종(race), 민

족(ethinicity)은 사회가 해당 특성을 지닌 개인에게 부여하는 사회경제

적 지위를 상이하게 만든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달라지면 해당 지위에 

속한 개인이 연관되는 사회연결망이 달라지고, 이 사회연결망의 차이로 

인해 개인이 가용한(available) 사회자본의 양적·질적 수준에도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레노베터의 초기 논의(Granovetter, 1974)

에서 관찰된 것처럼 개인적 접촉(personal contacts) 통해 보다 나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던 구직자들은 별도의 구직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다고 관찰한 바 있다. 교육과정에서 축적한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노동시

장에서 경쟁을 거쳐 일자리를 구하는 것보다 자신이 속한 개인적·사회

적 연결망을 매개로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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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Granovetter, 2005). 

이처럼 사회자본의 격차는 노동시장 안에서 기회의 격차를 야기하며 

노동시장 성과를 불평등하게 배분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반면 

노동시장 성과를 설명하는데 있어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논의들은 대부분 교육과정에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

써 교육에 의해 사회이동성(social mobility)을 높일 수 있고,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사회자본의 

역할을 강조하는 논의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사회자본의 불균등한 축적

이 불평등을 악화시킨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집단과의 사회

적 관계는 개인이 직면하는 기회집합을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다는 점에서 사회이동성을 높일 수 있고, 따라서 ‘상향적 계층이동’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Portes, 1998) 주장도 제기된다. 일각

에서는 사회자본 자체가 노동시장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주장도 제기된다. 가령, 콜먼의 논의(Coleman, 1988)에 따르면 사

회자본은 정보를 교환하는 채널로서(as information channel) 기능할 

뿐만 아니라 규범(norms) 형성, 그리고 규범을 위반하는 구성원을 처벌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연결망의 결속과 유지에 기여하기

도 한다. 특히 후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자본은 퍼트남에 의해 결속

적 사회자본(bonding social capital)으로 명명되며, 사회연결망의 결속

에는 기여하지만 대외적 관계형성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레노베터가 강조한 ‘약한 유대(weak ties)’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

치는 긍정적 영향(Granovetter, 1974; 2005)이 사회연결망의 ‘과도

한’ 결속에 따른 부정적 영향과 상쇄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사회자본이 노동시장 성과에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가에 관한 선

행논의들에 따르면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은 사회자본의 불평등을 야기

하고, 사회자본의 불평등은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한다. 이 매

카니즘에서 사회자본과 경제적 성과를 매개하는 것은 개인 간 상호작용

(interactions)이다. 상호작용에 의해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가 

형성되고, 사회적 관계를 통해 자원(resources)과 기회(opport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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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매카니즘이 순조롭게 기능한다는 가

정 하에, 같은 국가나 사회,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 간 국지적(local), 비

균질적(unequivalent) 상호작용2)이 활발하게 일어날수록 양극화는 심화

될 것이다. 가령, 린의 논의(Lin, 2000)에서는 이와 같은 국지적이고 상

호배타적인 사회적 관계형성 매카니즘을 ‘동족선호(homophily)’ 개념

에 의해 설명한다. 사회연결망이 존재한다는 것은 모든 개인이 모든 타

인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하고만 관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

고 그 일부에 해당하는 타인은 관계주체와 유사한 사회집단에 속해있을 

가능성이 높다(Lin, 2000)는 것이다. 

사회자본이 더 나은 기회 내지 더 양질의 정보와 연관되기 때문에

(Coleman, 1988), 사회자본은 개인 차원에서는 가용한 자원(available 

resources)으로서 의미를 갖기도 한다. 사회자본의 실현은 신뢰 내지 

호혜적 규범(reciprocal norms)을 전제로 유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

거에 베푼 은혜에 대한 보상을 현재가 아닌 미래 시점에 요구할 수 있을 

때, 사회자본은 ‘축적된 자원’ 내지 신용조각(credit slips)으로서 성

격을 갖는다(Coleman, 1988).3) 따라서 개인 수준에서 “사회자본에 

격차가 있다”는 기술은 곧 개인이 보유한 신용조각의 양에 차이가 있다

는 기술과 의미가 같다. 만약 이 ‘신용조각’이 노동시장에서 더 나은 

성과를 거두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신용조각을 더 많이 보유한 개인은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노동시장에서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이라는 주장이 지지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거두는 성과의 차이를 사회적 연결망 혹은 

사회자본의 격차에 의해 설명하는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개인이 갖는 

‘신용조각’의 양을 직접 측정하기보다 특정한 맥락이나 조건 하에서 

사회자본을 활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어떤 행태의 빈도나 확률을 측정

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와 같은 접근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

2) 맥락이나 계층, 국면에 따라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정도의 차이가 불균등하게 분

포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3) Coleman(1988)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축적된 사회자본의 유형을 'credit slip'으

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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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역시 콜먼의 논의(Coleman, 1988)에서 찾을 수 있다. 콜먼은 기능

적 관점에서 사회자본을 특정한 행위를 통한 목적달성에 기여하는 가용

한 자원(available resources)으로 규정하는데,4) 노동시장에 진입한 노

동공급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경제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 - 취업 

그 자체, 또는 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소득 - 이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

이다. 이 관점을 취하는 선행연구들(Granovetter(1974)의 논의가 대표

적. 국내연구 중에서는 장기영(2008)의 연구)은 노동공급자가 구직을 

위해 사회자본을 이용했는지 여부를 ‘비공식적 구직’을 통해 취업했는

지 여부에 의해 측정했다. 

그렇다면 사회적 연결망을 통한 취업 혹은 비공식적 구직경로가 제공

하는 기회는 노동시장 성과와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그

레노베터의 초기 논의(Granovetter, 1974; 1995)에 따르면 비공식적 

구직경로가 제공하는 기회의 수준은 공식적 구직경로에 비해 우월하다. 

그레노베터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개인적 접촉

(personal contacts)에 의해 직장을 구한 사람들이라는 관찰결과가 시

사하는 바를 강조한다. 만약 개인적 접촉에 의해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구직활동에 의해 구할 수 있는 일자리에 비해 우월하지 않다면 이들은 

구직활동에 의해 더 나은 일자리를 얻으려고 시도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레노베터의 관찰에서 나타난 것처럼, 개인적 접촉과 같은 사회적 연결

망에 의해 일자리를 얻은 사람은 더이상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 반대

로 자신의 사회연결망을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일자리보다 더 나은 일

자리를 ‘공식적’ 구직활동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회적 연

결망이 아닌 공식적 경로를 통한 구직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그레노베터의 후속논의(Granovetter, 2005)에서는 이 주장을 노동시

장에 적용한다. 이 맥락에서 사회자본이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까닭은 사회자본이 정보채널로 기능함으로써 고용-피고용이라

는 보다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 차이는 다른 조건

4) 이 논의(Coleman, 1988)에서 콜먼은 직접적으로 사회자본을 ‘정의’하지는 않았지

만 사회자본을 어떤 기능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규정하는 관점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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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일한 상황에서도, 특정 연결망 내지 해당 연결망에 배태된 사회자

본의 유무, 또는 정도가 노동시장에서 구직자 개인에게 주어진 기회집합

(opportunity set)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논의에 따

를 때 노동시장에서 사회연결망이 수행할 것으로 가정되는 전형적인 역

할은 신뢰를 바탕으로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

(mismatch)를 완화시킴으로써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

을 감소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사회연결망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지만(Coleman, 1988), 행태적 차원에서 사회연결망을 구성하는 원동

력은 사회적 상호작용이며, 이 상호작용은 “회피할 수 없는 정보 교환

을 일으킨다”(Granovetter, 2005)는 것이다. 따라서 이 주장이 옳다

면, 사회연결망을 통한 ‘비공식적 구직경로’는 정보채널로서 사회자본

의 작용에 의해 공식적 구직경로에 의해서는 제공될 수 없는 기회를 제

공할 것이다. 그리고 비공식적 구직경로를 이용하여 취업하게 된 개인은 

그와 다른 조건이 유사하면서 취업경로가 상이한 다른 개인들보다 평균

적으로 노동시장 성과가 더 높을 것으로 이론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결론이 모든 실증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지되는 것은 아

니다. 가령, 취업경로가 전공일치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유현숙과 

조영하의 연구(2005)는 친인척 소개로 취업하는 경우 전공일치취업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고 보고한다. 대졸자 취업 영향요인을 분석한 

박가열과 천영민의 연구(2009)5)는 2007년 금융위기로부터 파급된 고

용지표 악화를 배경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자

들이 비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자들에 비해서 더 나은 초기노동시장 성과

를 거두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보고한다. 전자에 대해서는 채용결정자들

이 설정한 진입장벽에 의해서, 후자에 대해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이 수도

권으로 몰리는 경향에 의해 이 차이를 해석하지만 이 해석만으로는 지위

획득이론이나 신호이론, 사회자본 접근에 근거한 대체가설을 배제하지 

못한다. 

5) 박가열과 천영민. (2009). 대졸자 취업 영향요인 분석. 고용과 직업 연구. 3(1):

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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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회적 연결망의 유형과 효과

사회적 연결망이나 사회자본이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

구 증거가 상반되는 까닭은 사회적 네트워크나 사회자본에 관한 조작적 

정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회자본이 갖는 특성이 다차원적

이기 때문이다. 콜먼(Coleman, 1988)은 사회자본의 양태(forms)를 정

보채널(information channel)과 규범 유지 및 형성을 통한 사회적 통제

(social control) 등으로 언급한 바 있으며 퍼트남(Putnam, 1995)은 

사회자본을 별개 유형으로 구분 - 결속적(bonding) 사회자본과 교량적

(bridging) 사회자본 - 하기도 했다. 포르테스(Portes, 1998) 역시 이

와 유사하게 사회자본의 원천(source)을 제한된 결속(bounded 

solidarity) 및 처벌역량(sanctioning capacity)으로 규정하면서 사회자

본의 효과(effects)를 사회적 통제, 가족지원 및 비가족적 연결망으로부

터의 이익 등 세 가지로 정리했다. 사회자본의 기능, 원천 및 효과유형

에 관한 논의들은 사회자본에 관한 부분적으로 상이한 주장들을 포함하

지만 이 논의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자본이 노동시장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양가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로우리의 논의(Loury, 1981)는 사회자본 개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

지는 않았지만 현존하는 사회경제적 격차가 노동시장에서 기회불평등을 

야기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회적 격차가 구조적 기회불평등을 매개로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레노베터

(Granovetter, 1974)는 사회적 관계가 노동시장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도 강한 유대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유대

(weak tie)가 갖는 상대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그레노베터의 초기 

논의는 이 차이를 사회자본의 특성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보다 약한 유대

가 정보 차원에서 갖는 비교우위 - 내용상 새로운 정보는 강한 유대에

서보다 약한 유대를 통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 에 의해 해석하려

는 방향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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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본의 속성 중에서도 통제기능을 직접적으로 강조하는 입장은 콜

먼의 논의(Coleman, 1988)에서 비로소 나타난다. 다만 콜먼은 사회자

본의 통제적 기능을 사회자본의 한 양태로서만 언급했지 통제기능이 경

제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다. 

포르테스는 뒤르켐(Durkheim)의 사회적 통합 이론으로부터 어떤 집단

이 갖는 ‘처벌역량(sanctioning capacity)’이라는 개념을 인용하여

(Portes, 1998) 사회연결망이 개인의 행동을 양식화하는(consummatory) 

작용을 설명한다. 

사회연결망이 단순히 정보나 기회의 교환을 일으키는 것만이 아니라 

연결망에 속한 개인의 행동양식을 특정한 가치를 향해 정향지우거나

(value introjection) 제한하는 작용도 한다는 점에서 사회자본의 작용

은 사회적 교환(social exchange)을 동기화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가령, 

포르테스는 사회연결망이 제한된 결속(bounded solidarity)에 의해 사

회적 통제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

다(Portes, 1998). 린의 연구(Lin, 2000)에 따르면 소수자들은 당장의 

경제적 성과를 위해 자신들이 소속된 지역적 유대(local ties)를 활용하

는 경향이 강한데, 문제는 사회자본이 빈약한 지역적 유대에 의존하여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고, 결과적으로 불평등한 경제성과가 지역

적 유대를 매개로 대물림될 가능성이 높다. 

요약하면, 사회자본은 연결망을 전제로 하지만 결속이나 사회적 통제

라는 의미에서 사회자본의 작용이 반드시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다. 자원이 빈곤한 사회연결망이 보유한 결속적 사회자본은 오히려 

경제적 성과를 거두는데 유리한 다른 집단과의 사회적 관계형성을 제한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관점에서 사회자본 축적은 사회적 관계의 강

도에 비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약한 유대(weak tie)가 행위

자에게 유리한 사회자본 축적에 보다 중요할 수 있다(Granovetter 

1973). 반면 강한 유대(strong tie)가 사회자본 축적에 기여한다는 주

장(Coleman, 1988; Bourdieu, 1986)도 존재한다. 사회자본이 규범으

로서 연결망에 속한 개인들을 동기부여하기 위해서는 규범을 위반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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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하는데, 폐쇄성이 결여된(lacking of closure) 

연결망은 그러한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Coleman, 

1988). 따라서 연결망이 그 연결망에 속한 개인을 동기부여하는 사회자

본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폐쇄성이 요청되므로(유석춘·장미혜, 

2003), 일정 수준 이상의 결속력은 사회연결망 자체가 존속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구성한다고도 이해할 수 있다. 

퍼트남이 결속적 사회자본(bonding social capital)과 교량적 사회자

본(budgeting social capital)을 구분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결속적 

사회자본이 집단 내부 구성원들을 결속하게 해주는 사회자본이라면 교량

적 사회자본은 다른 집단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사회자본을 의미한다(남

궁근, 2007). 약한 연대가 사회자본 축적에 유리하다는 그레노베터

(Granovotter, 1973)의 주장은 콜먼에 따르면 사회자본이 정보채널

(information channel)로서 보다 잘 기능하기 위한 조건이 될 것이고, 

퍼트남에 따르면 교량적 사회자본이 더 잘 기능하기 위한 조건을 서술한 

것이 될 것이다. 사회자본이 갖는 정보채널로서 측면을 고려할 때, 강하

게 결속된 소규모 집단에서는 오히려 교량적 사회자본이 작동하기 어렵

다. 집단 구성원 간 정보교환 자체는 활발하지만 중복된 정보가 교환되

기 때문이다. 반면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약한 연대로부터는 새로운 정

보를 얻는데 유리하다. 이질적인 집단 구성원으로부터 새로운 내용의 정

보가 유입되기 때문이다. 퍼트남은 결속적 사회자본과 교량적 사회자본

이 대부분의 상황에서 강력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Putnam, 2004; 

남궁근(2007)에서 재인용)고 주장하고 있지만, 적어도 노동시장 성과에 

대해서만은 반드시 그러리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자본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사회자

본이 갖는 여러 측면 중에서도 정보채널로서 갖는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회자본이 갖는 여러 측면들이 상호독립적이라는 

보장은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강하게 결속된 집단이 갖는 배타성이

나 폐쇄성은 외부로부터 정보유입을 차단하거나, 중복된 정보교환을 야

기함으로써 정보 측면에서는 오히려 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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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가능성을 확장하면, 어떤 유형의 사회자본은 오히려 노동시장 성

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회자본의 작용

을 사회적 연결망에 의한 취업으로 한정한다면 사회자본은 노동시장 성

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 소속

감을 느끼는 집단에 대해 갖는 만족감이나, 개인적·사회적 관계망 안에

서 느끼는 관계에 대한 만족감은 오히려 노동시장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일부 국내 선행연구들 역시 결속적 사회자본이 경제적 성과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다. 김동현과 전희정의 연구(2018)에서 서울

시 거주 외국인이 보유한 결속형(bonding) 사회자본은 생활만족도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교량형 사회자본이 미치

는 영향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결속형 사회자본은 가족, 가까운 이웃이

나 친구와 같은 사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결속형 단체를 

통해 축적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와 같은 단체들이 배타적, 폐쇄적, 내

부지향적 특성을 갖는다(Woolcock, 2002; 김동현과 전희정(2018)에서 

재인용)는 점과 연관된다. 이지원의 연구(2015)는 국내 혼인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민족성을 중심으로 결속된 연결망이 야기할 수 있는 과도한 내

부통제, 외부인에 대한 배타성이 소득이나 직업의 질과 같은 노동시장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연구결과, 같은 

민족을 통한 구직경로 활용이 노동시장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같은 민족 인구가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

교적 높은 경우(5% 이상)에는 오히려 노동시장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민족적 연결망이 지닌 사회자본의 규모가 노

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했다(이지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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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사회적 불평등과 노동시장 성과의 관계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불리한 서열에 놓인 소수자들이 불리한 선택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사회자본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매카니즘을 린은 ‘동

종선호’ 개념에 의해 설명한다. 린의 연구(Lin, 2000)에 따르면 개인

은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그 개인과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사회집단으

로 묶이게(clustered) 되며, 그 자신도 자신과 보다 유사한 타인과 상호

작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 설명이 시사하는 

바, 개인이 자기가 원래 속해 있던 집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치러

야 할 비용에는 적어도 세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자신과 이질적인 사회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이 그를 환영하지 않을 가능성으로 인해 치러야할 

비용과 이질적인 사회집단 구성원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꺼려하는 그 자

신의 선호를 극복하는데 요구되는 비용, 그리고 자신이 원래 속해 있던 

집단에 의해 가해질 수 있는 처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그것이

다. 특히 마지막 유형의 비용은 자신이 원래 속해있던 집단의 제한된 결

속(constraint solidarity)이 강력할수록 더 커질 것이다. 린이 집단을 

초월한 유대(cross-group ties)라고 표현하는 관계형성이 불가능한 것

은 아니지만(Lin, 1982; 2000), 이 가능성은 위에 언급한 비용에 의해

서뿐만 아니라 그 사회 엘리트 집단의 전략적 이해에 의해서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엘리트 집단이 계층 간 분쟁이나 갈등을 회

피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사회이동성을 전략적으로 용인하지만 결코 그 

수준 이상의 사회이동성을 반기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Lin, 1982). 이

처럼 구조적으로 위계회된 사회집단 사이에는 사회자본의 격차가 발생한

다는 것이 린의 핵심 주장(Lin, 2000)이다. 

이와 비슷하게, 무어의 연구(Moore, 1990; Lin(2000)에서 재인용)에

서는 남성과 여성은 상이한 조합(composition)으로 구성된 사회연결망

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으며, 유사한 규모의 사회연결망을 형성하더라도 

남성이 속한 사회연결망에 가족외적 구성원이 더 높은 비율로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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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고한다. 다시 말해, 남성이 경제적 성과에 보다 유용한 가족외적 

구성원을 더 많이 포함하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자본을 갖는다는 것이다. 맥퍼슨과 스미스로빈(McPherson 

and Smith-Lovin, 1982; Lin(2000)에서 재인용)은 이 차이를 연결망

의 규모나 연결망이 갖는 영향력에 의해 설명하고자 했다. 남성이 보다 

규모가 크고 영향력이 강한 조직이나 부서에 속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차이가 사회자본의 불평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Lin, 2000). 

이 주장들은 전반적으로 사회구조의 불평등이 사회연결망을 매개로 사

회구성원들에게 불평등한 기회나 접근성을 제공한다는 콜먼의 논의

(Coleman, 1988)와 일치한다. 다만 린의 논의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회

구조의 불평등이 사회집단(social groups) 수준에서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상이한 사회집단은 상이한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해 사회구조 안

에서 상이한 구조적 지위(structural position)를 갖는다(Lin, 2000), 

린의 논의(Lin, 2000)에서 사회집단은 주로 성별(gender)이나 인종

(race)과 같은 귀속지위에 따라 구분되지만, 부르디외의 논의

(Bourdieu, 1986)에서처럼 성취지위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불균

등한 자본축적을 매개로 고착되면 동일한 성별이나 인종 사이에서도 상

이한 사회집단이 출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사회

집단 수준에서는 불리한 집단에 속하더라도 가족지원(family support)

에 의해 사회자본의 불평등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경우도 고려할 수 있

다. 왜냐하면 가족집단이 성별이 서로 다른 구성원을 포함하는 경우

(gender-heterogeneous)는 매우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가족

적 유대는 불리한 연결망에 속함으로서 야기되는 사회자본의 열세를 일

정부분 극복하기도 한다는 것이다(Lin, 2000). 

이 절의 처음에서 본 린의 주장을 다시 보면, 사회자본의 불평등은 이

른바 ‘동종선호(homophily)’ 매카니즘에 의해 강화된다. 그리고 이 

동종선호 매카니즘은 경제적 이익에 대한 선호와, 자신과 보다 유사한 

타인과 교류하는 것을 선호하는 자연적인 경향에 의해 발생한다. 경제적

으로 유리한 관계와 불리한 관계 중에서 경제적으로 유리한 관계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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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사회경제적으로 유리한 개인은 마찬가지

로 사회경제적으로 유리한 다른 개인과 묶이려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회경제적 배경이 상이한 개체들은 사회자본에 격차가 있는 상이한 사

회연결망으로 묶이게 된다. 사회자본 격차는 자원을 불평등하게 배분하

는 일련의 구조적 과정(structural process)을 매개로 사회집단 간 불

평등을 심회시키며, 동종선호에 의해 서로 다른 사회집단에 속한 구성원

들은 자신과 유사한 타인과 주로 상호작용하며 공고하게 결속하게 된다

는 것이다. 린(Lin, 1982; 2000)은 집단 간 유대(cross-group ties) 

형성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엘리트 집단이 사회이동성 정도를 전략적

으로 조정하는 한, 집단 간 유대만으로 사회구조가 변화할 가능성은 낮

다고 지적한다. 

이 주장들이 타당하다면 개인 수준에서 동원가능한 사회자본의 총량은 

사회적 연결망을 통한 취업성과의 양적, 질적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

다. 그리고 개인 수준에서 동원가능한 사회자본의 총량은 개인의 특성이

나 개인이 속한 사회계층의 수준, 그리고 개인이 그 개인이 속한 개인

적·사회적 연결망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대적 지위에 따라 달라질 것

이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어떤 개인이 사회자본을 동원하여 거둔 

취업성과의 수준은 그 개인이 보유한 사회자본의 총량에 따라 달라질 것

이다. 

이 문제는 포르테스의 논의(Portes, 1998)에 의해 보다 체계화될 수 

있다. 포르테스는 기능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사회자본의 효과를 세 유형

의 기능으로 분류했다. 이 분류에 따르면 사회자본은 사회적 통제의 원

천이고 가족 지원(family support)의 원천이면서, 동시에 가족외적 연결

망(extrafamilial networks)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원천이다

(Portes, 1998). 그에 따르면 사회자본이 취업성과에 미칠 수 있는 영

향을 고려할 때, 사회자본이 제공하는 사회적 통제(social control) 기회

가 같은 국가나 지역에 속한 개인의 취업성과에 차이를 가져올 개연성은 

높지 않다. 두 번째 효과 유형인 가족지원(family support)이 직접적으

로 취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는 개인이 가족이 경영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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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참여할 때나, 개인사업자인 개인을 개인이 속한 가계(household)

가 금전·인력으로 지원할 경우로 국한된다. 가족지원의 영향력이 보다 

두드러지는 것은 개인이 취업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에서 

인적자본 축적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금전적 지

원을 통해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와 같은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지 

않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공채나 어학시험 준비를 지

원하고, 특히 어학연수처럼 인적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족지원의 보다 직접적인 형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자본의 격차가 노동시장 성과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는 세 번째 효과 유형인 가족 외적 연결망

(extrafamilial networks)이 될 것이다. 가족 외적 연결망은 공개채용과 

같이 공식적인 취업경로에 의해서는 교환되지 않거나 교환될 수 없는 정

보들을 매개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 여부나 임금수준과 같은 정량적 성

과는 물론, 일자리 만족이나 직무몰입와 같은 정성적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다 우월한 가족 외적 연결망은 보다 높은 수준

의 일자리를 매개할 수 있을 것이다. 연결망이 보유한 자원의 양적·질

적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자본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Bourdieu, 

1986; 남궁근, 2007) 사회자본으로서 개인이 연결된 가족 외적 연결망

의 수준 차이는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자본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다룬 국내 선

행연구는 장기영의 논의(2008)가 대표적이다. 장기영(2008)은 가족, 

친척, 지도교수 및 지인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이른바 ‘비공식적 취

업경로’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고하고 있다. 다

만 비공식적 취업경로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시점에 따

라, 자료에 따라 상반되는 증거로 나타나기도 한다. 

최필선, 민인식(2015)은 세대 간 이동성과 기회불균등을 측정하기 

위해 교육고용패널 데이터를 통해 부모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세대를 

넘어 자녀의 학력수준과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한 바 있는

데6), 이는 인적자본의 축적과정에서 기회의 불평등이 작용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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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할 수 있다. 

김희삼의 보고서(2015)7) 역시 교육성과와 경제성과의 연관성을 중심

으로 사회이동성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을 드러낸다. 김희삼(2015)의 분

석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상향적 계층이동 가능성의 절대 수준은 우

리와 경제수준이 유사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반드시 낮은 수준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전망적 추세를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이동성은 급격

하게 악화되고 있거나, 현재 악화되고 있지 않더라도 가까운 미래에는 

악화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수준에서 다른 나라와 국내총생산

(GDP) 대비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경

제수준이 유사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제수준 대비 소득불평등 수준이 

반드시 높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부모세대와 자식세대 간 소

득·학력수준의 상관계수를 보면 고도성장기를 거치며 일시적으로 감소

한 상관계수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는 'V자

‘형 추세를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소득수준과 학력수준의 상관계

수가 시계열적으로 유사한 추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교육성과가 경제적 

성과로 일정부분 전이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8) 그러

나 상향적 계층이동가능성에 관한 부정응답 비율이 과반을 초과하며

(62.8%), 이 비율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직후에 측정한 것

(63.4%)과 거의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상향적 계층이동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비

율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일관성 있게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우리사회

의 사회이동성 수준이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인 개인의 노력

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요약하면, 개인이 보유한 인적자본 수준이 동일할 때, 사회자본이 노동

6) 최필선, 민인식(2015), 부모의 교육과 소득수준이 세대 간 이동성과 기회불균등에 미

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2(3), pp.31-56.

7) 김희삼. (2015). 사회이동성과 교육격차: 진단과 처방. 한국사회보장학회학술대회

발표집.

8) 다만 V자 추세의 최하단에서도 세대 간 소득수준의 상관계수가 교육수준의 상관

계수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교육성과의 경제성과로의

전이가 불완전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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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개인이 속한 사회집단이 사회경제적

으로 유리할수록 강화될 것이다. 반대로 사회자본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

치는 불리한 영향은 개인이 속한 사회집단이 사회구조상 불리하게 위계

화될 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비슷하게, 기업내부 노동시장과 외부노

동시장으로 나누어 노동시장이 분절된 것으로 보는 이중노동시장이론 혹

은 분단노동시장이론(segmented labor market theory)의 관점에서 부

모의 직업적 지위가 자녀의 직업적 지위의 획득과 유지에도 영향을 미치

는 것을 분석한 김연아, 정원오(2016)의 연구9)는 사회자본이 서로 다

른 경제적 배경을 가진 집단 간 불평등이 사회적연결망이나 사회자본을 

통해서 세대간 전승되는 것을 보인바 있다.  

제 4 절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

박미희와 홍백의(2014)가 정리한 바에 따르면 국내 선행연구들은 인

적자본 이론, 지위획득 이론, 신호 이론, 직업탐색론 및 사회자본론에 의

해 개인수준에서 나타나는 청년층 노동시장 성과 차이를 설명하고자 시

도하였다. 인적자본이론은 교육과정에서 인적자본 축적이 양호하게 이루

어질수록 노동시장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포함한다. 구

체적으로 교육기간, 직업훈련경험여부, 자격증 취득, 고학점, 영어점수, 

어학연수경험 등이 인적자본접근에서 상정하는 독립변수들이다. 지위획

득이론은 부모학력이나 직종, 가구소득과 같이 부모세대가 갖는 사회경

제적 지위가 자녀세대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다. 

신호이론은 출신대학이 갖는 평판이나 인지도가 졸업자의 역량에 관한 

신호(signals)를 발신함으로써 노동시장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이론이다. 직업탐색론은 적극적 구직활동이 노동시장 성과에 긍

9) 김연아, 정원오(2016), 비정규직의 세대간 전승, 「비판사회정책」(50), pp. 

33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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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론이다. 

  이영민/이수영/임정연(2014)의 연구는 복수전공이나 해외연수 등의 

취업에 대한 사전준비가 많을수록 선호직장 취업비율이 높음을 보여주는

데 이는 인적자본이론의 가정과 비슷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동 연구

는 성별에 따른 선호기업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이는 직장만족도에서의 

차이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취업에 필요한 인적자본의 축적이 선호

기업마다 다른 것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병희(2004)는 의약학, 공학, 법학, 경영학 등의 대학 전공이 노동시

장에서 임금프리미엄이 있으나, 입학성적을 통제하면 프리미엄이 크게 

감소10)하는 것으로 나타남을 설명한 바 있다. 즉 전공을 통한 전문적인 

교육보다는 간판으로서의 대학과 학과의 영향을 보인바 있다.

최은영, 홍장표(2014)11)는 교육수준 및 직업군의 분류를 토대로 가

족배경에 의한 직업적 지위의 대물림을 살피면서, 부모의 직업이 자녀의 

직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부모직업군별 자녀직업군의 대물림현상을 

확인한 바 있다.  

장기영의 연구(2008)는 부모나 친인척, 지도교수와의 사회적 관계에 

의해 취업하는 ‘비공식적 경로에 의한 취업’에 초점을 맞춰 사회자본

이 청년층 노동시장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고, 

연구결과 사회적 연결망을 택한 개인의 취업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확

인하였다. 박진희의 연구(2010)는 연결망을 통한 취업을 구직탐색방법

의 일종으로 이해하는 관점에서 ‘비공식적 연결망’을 이용하는데 따른 

노동시장 성과를 설명한다. 이 관점에서 비공식적 연결망은 실업의 기회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연령층이나 기혼자들이 하향취업을 위한 방편

으로 주로 이용하는 취업경로로 인식된다. 비공식적 연결망을 이용한 취

업은 다른 경로로 취업하는 경우에 비해 구직기간을 유의미하게 줄이고, 

취업의 질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강순희의 연구

10) 이병희(2004), 대학 전공의 노동시장 성과, 노동정책연구 4(4), pp.1-20.

11) 최은영, 홍장표(2014), 세대 간 직업계층의 이동성, 지역사회연구, 22(1), pp.

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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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역시 비공식적 취업경로를 ‘일자리 탐색방법’의 일종으로 이

해하고 공공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탐색방법과 대조하고 있다. 박가열과 

천영민의 연구(2016)는 사회이동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개인의 취업노

력과 가계의 경제적 배경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대비시킨다. 다만 가

계의 경제적 배경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지위획득이론의 관점에서만 

고려되었으며, 가계배경이 지닌 중요성은 자녀세대가 대학시절 경험한 

인적자본 축적활동을 보조하거나 지원한다는 관점에서만 제시되었다. 

노동시장 성과에 초점을 맞춘 국내 선행연구는 사회이동성과 관련하여 

노동시장성과가 갖는 중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사회적연결망이나 계층에 

배태된 사회자본이 불평등 논의와 관련하여 갖는 함의를 본격적으로 고

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일부 연구는 비공식적 취업경로 활용에 관

한 측정을 통해 개인이 보유한 사회자본이 노동시장 성과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면서도(장기영, 2008) 부모세대에 나타

난 사회경제적 지위의 격차가 사회자본을 매개로 취업성과에 영향을 미

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부모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인적자본 축적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부분적으로 고려하는 일부 

논의(예: 박가열과 천영민(2016))나 사회적 연결망이 고연령층이나 기

혼자와 같이 하향취업을 감수해야 하는 개인들에 대해 차상위적 경로로

서 갖는 대안적 성격을 고려한 논의(박진희, 2010)는 있지만 부모세대

나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사회자본의 불평등한 배분을 매개로 청년

층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나, 사회적 연결망이 제공하는 

기회집합의 양적·질적 수준이 사회자본의 격차 내지 불평등에 의해 조

절될 것이라는 관점은 선행연구들에 의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 당초 

비경제적 자본에 관한 부르디외의 논의(Bourdieu, 1986)가 자본의 축

적을 매개로 나타나는 불평등의 세대 간 전이(transition)에 초점을 맞

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회자본의 격차에 관한 연구가 아직 더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아울러 노동시장 성과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인적

자본에 해당하는 요소들과 사회경제적 배경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외생적 

영향요인으로 상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개인이 속한 사회경제적 배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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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기회배분을 매개로 인적자본 축적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도 향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2-1] 사회연결망과 노동시장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주제 연구자 연구내용

사 회 적 

네트워크

와 노동

시장성과

Bourdieu, 

1986

사회자본은 사회연결망에 배태되는

(embedded) 방식으로 존재하는데, 사회연결

망 자체가 보유한 사회자본의 양적·질적 수준

은 구성원의 수로 대표되는 연결망의 규모나 

구성원 간 상호작용의 강도(intensity) 내지 상

호작용의 빈도, 그리고 상호작용을 통해 교환

되는 자원의 양적·질적 수준에 좌우됨

Coleman, 

1988

사회자본이 호혜적 규범을 전제로 더 나은 기

회 내지 정보와 연관되며 가용한 자원

(available resources)으로서 의미를 갖기도 

함. 즉, 사회자본은 ‘축적된 자원’ 내지 신용조

각(credit slips)으로서 성격이 있음

Po r t e s , 

1998

다른 집단과의 사회적 관계는 개인이 직면하

는 기회집합을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

한다는 점에서 사회이동성을 높일 수 있음

Granovett

er, 2005

연결망에 배태된 사회자본이 정보채널로 기능

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구직자의 기회집합

(opportunity set)을 변화시켜 노동시장 성과

에 영향
박 가 열 , 

천 영 민 , 

2009

여성에 비해 남성이,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

자들이 비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자들에 비해

서 더 나은 초기노동시장 성과를 거두는 경향

유 현 숙 , 

조 영 하 , 

2005

친인척 소개로 취업하는 경우 전공일치취업에 

부정적인 효과를 드러내는 경향이 있음

사 회 적 

연결망의 

Putnam, 

1995

사회자본은 결속적(bonding) 사회자본과 교량

적(bridging) 사회자본의 유형으로 구분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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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 연구자 연구내용

유 형 과 

효과

대부분의 상황에서 강력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Po r t e s , 

1998

사회자본의 원천(source)을 제한된 결속

(bounded solidarity) 및 처벌역량(sanctioning 

capacity)으로 규정하면서 사회자본의 효과

(effects)를 사회적 통제, 가족지원 및 비가족

적 연결망으로부터의 이익 세 가지로 정리 

Granovett

er, 1974

사회적 관계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에 있어 강한 유대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유대

(weak tie)가 갖는 상대적 중요성을 강조
김 동 현 , 

전 희 정 , 

2018

서울시 거주 외국인이 보유한 결속형

(bonding) 사회자본은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

이 지 원 , 

2015

국내 혼인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민족성 중심의 

결속적 연결망이 소득이나 직업의 질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확인. 다만 민족 

인구가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

(5% 이상)에는 오히려 노동시장 성과에 긍정

적인 영향

사 회 적 

불평등과 

노동시장 

성 과 의 

관계

Lin, 2000

국지적이고 상호배타적인 사회적 관계형성 매

카니즘을 ‘동족선호(homophily)’ 개념으로 설

명. 사회연결망이 존재한다는 것은 모든 개인

이 모든 타인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하

고만 관계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일부에 해

당하는 타인은 관계주체와 유사한 사회집단에 

속해있을 가능성이 높음. 특히 소수자들은 당

장의 경제적 성과를 위해 자신들이 소속된 지

역적 유대(local ties)를 활용하는 경향 강함.

M o o r e , 

1990

남성과 여성은 상이한 조합(composition)으로 

구성된 사회연결망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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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 연구자 연구내용

유사한 규모의 사회연결망을 형성하더라도 남

성이 속한 사회연결망에 가족외적 구성원이 

더 높은 비율로 분포함. 즉, 남성이 경제적 성

과에 보다 유용한 가족외적 구성원을 더 많이 

포함하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에 비해 평균적

으로 높은 사회자본을 갖는 것으로 해석.

김 희 삼 , 

2015

부모세대와 자식세대 간 소득·학력수준의 상관

계수를 보면 상향적 계층이동 가능성의 절대 

수준은 우리와 경제수준이 유사한 다른 나라

들에 비해 반드시 낮은 수준은 아니나 상향적 

계층이동가능성에 관한 부정응답 비율이 과반

을 초과하며,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부정적 전망비율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일관

성 있게 나타남.

최 필 선 , 

민 인 식, 

2015

부모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세대를 넘어 

자녀의 학력수준과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여 인적자본의 축적과정에서 기회

의 불평등을 확인

김 연 아 , 

정 원 오 , 

2016

이중노동시장이론의 관점에서 부모세대의 직

업적지위가 자식세대의 직업획득과 유지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노동시장

성 과 에 

영 향 을 

미 치 는 

요인

박 미 희 , 

홍 백 의 , 

2014

인적자본 이론, 지위획득 이론, 신호 이론, 직

업탐색론 및 사회자본론에 의해 개인수준에서 

나타나는 청년층 노동시장 성과 차이를 설명
이 영 민 , 

이 수 영 , 

임 정 연 , 

2014

구직준비자의 취업준비행동이 많은 경우 선호

직장취업비율이 높으며 성별에 따라 선호직장

에 차이가 있음

강 순 희 , 

2009

사회적 연결망을 통한 비공식적 취업경로를 

‘일자리 탐색방법’의 일종으로 이해하고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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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 연구자 연구내용

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탐색방법과 대조

박 가 열 , 

천 영 민 , 

2016

개인의 취업노력과 가계의 경제적 배경이 취

업에 미치는 영향을 대비

이 병 희 , 

2004 

의약학, 공학, 법학, 경영학 등의 대학 전공이 

노동시장에서 임금프리미엄이 있으나, 입학성

적을 통제하면 프리미엄이 크게 감소함

최 은 영 , 

홍 장 표 , 

2014

부모의 직업이 자녀의 직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부모직업군별 자녀직업군의 대물림 현

상을 확인.  

장 기 영 ,  

2008

부모나 친인척, 지도교수와의 사회적 관계에 

의한 ‘사회적 연결망에 의한 취업’을 택한 개

인의 취업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

박 진 희 , 

2010

고연령층이나 기혼자들의 하향취업 방편으로

서 비공식적 연결망을 이용한 취업은 다른 취

업경로에 비해 구직기간을 유의미하게 줄이고, 

취업의 질은 감소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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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설계 및 분석

제1절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미흡하나마 사회적 연결망을 통한 취업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성과 분석을 통해서 계층간 불평등이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탐색해보

고자 한다. 이는 다시 세 개의 연구가설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사회적 

연결망에 의한 취업이 노동시장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가 사회적 연결망을 통한 취업자들의 노

동시장 성과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이며, 세 번째는 

사회적 연결망을 통한 취업자들의 노동시장 성과가 관계만족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에 관한 것에 관한 것이다

1. 연구가설1. 사회적 연결망을 통한 취업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설1. 사회적 연결망을 통한 취업자가 다른 경로를 통해 취업한 

구직자에 비해 더 높은 노동시장 성과를 거둘 것이다. 

첫 번째 연구가설은 불완전한 노동시장의 정보채널로서 사회자본이 노

동시장 성과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수립

하였다. 즉,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사회자본을 활용하여 취업한 경우

가 더 높은 노동성과를 거두기 유리할 것이라는 가정이다. 노동시장의 

성과는 근로소득/정규직여부/기업체규모 등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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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2. 사회적 연결망을 통한 취업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사회경

제적 배경이 미치는 영향

연구가설2. 사회적 연결망에 의한 취업여부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경제적으로 유리한 집단에 속한 개인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를 다시 변수의 세부항목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가설 2-1.저소득 가구에 비해 고소득 가구에서 사회적 연결망에 의한 

취업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2. 저자산 가구에 비해 고자산 가구에서 사회적 연결망에 의

한 취업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더 크

게 나타날 것이다. 

두 번째 연구가설은 사회경제적 계층 간 불평등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

칠 수 있는 복합적 영향을 탐색하고자 수립된 것이다. 기회집합을 늘이

는 순기능으로서 사회적 연결망의 활용이 노동시장 성과를 늘일수도 있

지만, 선행연구에서 본 것처럼 결속적인 사회적 연결망이 오히려 노동시

장 성과를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 린이 이야기한 동종선호를 고려하면, 

사회경제적 차이는 소득·자산 분위에 따라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

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 방향으로 예측한 

이유는 유리한 계층에 속한 개인일수록 비공식적 취업 경로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더 활발할 것이라고 가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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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가설3. 사회적 연결망을 통한 취업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관계만

족도가 미치는 영향

연구가설3. 사회적 연결망에 의한 취업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정

(+)의 영향은 관계에 대한 만족도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이를 다시 변수의 세부항목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가설 3-1. 사회적 연결망에 의한 취업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정

(+)의 영향은 개인의 가족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감소할 

것이다.

가설 3-2. 사회적 연결망에 의한 취업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정

(+)의 영향은 개인의 친인척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감소

할 것이다. 

가설 3-3. 사회적 연결망에 의한 취업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정

(+)의 영향은 개인의 사회적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감소

할 것이다. 

세 번째 연구가설은 사회연결망 특성에 따라 이른바 ‘결속적 사회자

본(bonding social capital)’로 명명되는 유형의 사회자본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수립

한 것이다. 소속집단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결속적 사회자본은 양가

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관계에 대한 만족도 여부는 

가족관계만족도와 친인척관계만족도, 그리고 사회적관계만족도에 관한 

설문문항을 통해 측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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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설계

1. 연구자료 : 한국노동패널(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중 12차-20차(2009년~2017년)에 

해당하는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 자료는 한국 

비농촌지역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구성원(5,000 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 1회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

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 조사하

는 종단면조사(longitudinal survey)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만족

도와 사회적 연결망을 통한 취업 성과라는 변수 사이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시점기준 1년 전에 속하는 관계만족도에 관한 설문

결과를 활용하였다. 총 9차수에 해당하는 노동패널조사 결과를 통합한 

결과 전체 표본 중에서 주요 변수에 대한 미응답자를 제외한 8,349개의 

관측치를 활용했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노동시장성과’는 선행연구들의 사례에 따라 월 평균 근로소득, 기

업체 규모, 정규직 여부를 통해 측정한다. 현재 적정한 일자리(decent 

job) 내지 노동시장성과에 관한 합의된 일원적 기준이 존재하지는 않지

만, 객관적 지표로서 소득/기업규모/정규직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

고자 한다.

‘사회적 연결망를 통한 취업’ 여부는 소개나 추천 등의 사회연결망

을 활용하여 구직에 성공하였는지 여부에 의해 측정하고자 한다. 설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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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중 공개채용을 통한 구직과 구분되는 것으로 소개나 추천에 의한 경우

를 상정하였다. 직접 회사를 찾아가서 구직한 것으로 응답한 경우와 스

카우트는 일반적인 취업과 달리 예외적인 것으로 보이며, 소개나 추천으

로 보기는 힘들어 제외하였다. 선행연구 중에도 ‘비공식적 취업경로’

의 이용 여부를 비슷하게 설정한 사례가 있다.12)

‘관계만족도’가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는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 및 친인척관계에 대한 만족도, 사회적관계만

족도를 측정한다. 이는 관계 및 소속집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개

인이 소속집단 및 해당 집단에 보다 강하게 결속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통제변수들은 가계소득, 기타 출신대학 특성, 교육수준, 지역, 연도, 개

인특성 등을 같이 고려한다. 

12) 장기영의 연구(2008)에서도 유사한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구성개념 변수명 변수설명

종속변수 
: 

노동시장
성과

근로소득
AFTER_INCOME

p**1703 설문 활용.
세후 근로소득 기준/단위: 만 원

정규적 여부
REGULAR

p**0317 설문 활용. (2) 비정규직을 
선택한 경우 0으로 코딩하여 더미변수로 
전환(0=비정규직, 1=정규직)

사업장 규모
FIRMSIZE

종업원규모(범주형)
1=10명미만, 2=10명~29명, 3=30명~99명, 
4=100명~299명, 5=300명~499명, 6=500명이상
** p*0402 변수(종업원 수: 연속형)와 
p*0403 변수(종업원 수: 범주형) 활용. 

독립변수 
: 사회적 
연결망

취업여부

입직경로 
(=사회적 연결망)
NONREGULAR

p**2722 설문에 관한 응답자료 중 (3) 
소개나 추천을 선택하는 경우를 1로 코딩, 
나머지 4개 응답에 대해서는 0으로 코딩
** p**2722 원래 항목(=(1) 공개채용, (2) 
스카우트, (3) 소개나 추천, (4) 직접 
직장을 찾아가서, (5) 기타)

[표 3-1] 주요변수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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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개념 변수명 변수설명

조절변수 
: 

경제적계
층

가구소득분위
INCOMEQ

SMARTKLIPS(20차)기준 h_inc_total 변수 활용
** 이전소득, 사회보험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및 부동산소득의 합산 
-> 10분위로 환산

가구순자산분위
NETASSETQ

SMARTKLIPS(20차) 기준 h_asset, h_debt 변수
** 금융자산(h_asset_1), 부동산자산(h_asset_2_1), 
임차보증금(h_asset_3_1) 합산하여 부채총액
(h_debt_total)을 차감한 값을 순자산(net asset)으
로 환산 -> 연도별 평균 기준 10분위로 환원

조절변수 
: 

관계만족
도

가족관계만족도
(취업시점 기준 –1시점)
SATIS_FAMILY_BEFORE1

p**6504 설문 활용(취업시점 –1 시점)
(생활만족도 – 가족관계만족도)

친인척관계만족도
(취업시점 기준 –1시점)
SATIS_RELATIVES_BEFORE1

p**6505 설문 활용(취업시점 –1 시점)
(생활만족도 – 친인척관계만족도)

사회적관계만족도
(취업시점 기준 –1시점)
SATIS_SOCIAL_BEFORE1

p**6506 설문 활용(취업시점 –1 시점)
(생활만족도 – 사회적친분관계만족도)

통제변수 
: 

교육수준 
및 업종

전문대졸 미만/이상
EDUCATION_1

p**0110 설문 활용
0으로 코딩: (1) 미취학 ~ (5) 고등학교
1로 코딩: (6) 2년제 대학, 전문대학 ~ (9) 
대학원 박사 

대졸(4년제) 
미만/이상
EDUCATION_2

p**0110 설문 활용
0으로 코딩: (1) 미취학 ~ (6) 2년제 대학
1로 코딩: (7) 4년제 대학 ~ (9) 대학원 박사 

업종 (2007기준, 
100 단위)
JOBCLASS_100

p**0331 응답자료 활용
(한국표준사업분류(2007)활용, 100단위 
통제)

통제변수 
: 

개인특성

연령
AGE

p**0107 설문 활용 (연속형)

성별
SEX

p**0101 설문 활용
(1) 남자, (2) 여자

지역
REGION_6

p**0121 응답자료 활용하여
(1) 수도권, (2) 영남권, (3) 충청권, (4) 
호남권, (5) 강원, 제주 및 기타로 코딩

배우자 유무
SPOUSE

p**5501 설문 응답자료 중 
1로 코딩: (2)기혼이며 배우자가 있다
0으로 코딩: (1)미혼, (3)별거, (4)이혼, 
(5)배우자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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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모형

[그림 3-1] 분석모형

통제변수

교육수준, 연령, 지역, 배우자 유무, 조사연도, 업종 등

독립변수 :

사회적연결망을

통한 취업

조절변수1 :

사회경제적 계층

종속변수 :

노동시장 성과

소개나 추천 등을

통한 취업

① 가구소득분위

② 가구자산분위
① 근로소득

② 정규직 여부

③ 기업크기

조절변수2 :

관계 만족도

① 가족관계

② 친척관계

③ 사회적 친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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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결과

가설에 대한 분석순서는 연구가설의 순서와 동일하게 진행한다. 

첫 번째로 입직경로에 따라 노동시장성과(근로소득/사업장규모/정규직

여부)가 달라지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두 번째로 소개나 추천을 통해 취

업한 사람들의 사회경제적배경(가구소득/자산/성별) 등에 따라 노동시장

성과가 달라지는지를 측정하며, 세 번째로는 관계만족도(가족관계만족도

/친인척관계만족도/사회적관계만족도)에 따라 소개나 추천을 통해 취업

한 사람들의 노동시장성과가 달라지는지를 살펴본다. 

[그림 3-2] 입직경로에 따른 근로소득 평균

먼저, 평균을 통해서 본 입직경로의 영향은 위와 같다. 공개채용이나 

그밖의 입직경로를 택한 취업자의 평균소득이 소개나 추천을 통한 취업

자의 평균소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설을 기각하는 것인

데, 이는 공개채용을 통해 진입하는 노동시장이 더 좋은 조건을 구비하

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입직경로에 따른 근로소득의 방향을 

보다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서 가구소득분위 및 자산분위, 성별 등의 영

향을 고려한 회귀분석을 한 것은 다음장과 같다. 

평균 가구소득분위별 평균(변인통제 이전)

공채 1961.945

고소득가구 2239.352

중소득가구 1790.696

저소득가구 1252.378

소개·추천 1584.297

고소득가구 1916.731

중소득가구 1602.59

저소득가구 1057.306

그외 1722.056
고소득가구 2334.516
중소득가구 1590.035

저소득가구 977.8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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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입직경로에 따른 근로소득 분석

변수명
종속변수 = 세후근로소득(AFTERINCOME)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입직경로: 
공개채용(ENTRY=1)

(기준: 스카우트, 
직접방문, 기타)

-18.99 -91.14 -14.92

-36.79 -79.55 -60.34

입직경로: 사회적 
연결망(ENTRY=2)
(기준: 스카우트, 
직접방문, 기타)

-76.29** 132.7** 56.32

-30.22 -61.33 -51.01

공개채용 X 
가구소득-분위

19.40*
-11.34

사회적 연결망 
취업 X 

가구소득-분위

-32.97***

-9.259

공개채용 X 
순자산-분위

9.171
-9.63

사회적 연결망 
취업 X 

순자산-분위

-23.00***

-8.318

가구소득-분위(INC
OMEQ): (1-10분위)

98.97*** 94.50*** 117.2*** 99.25*** 98.95***
-6.403 -6.973 -8.193 -6.407 -6.397

순자산-분위(NETA
SSETQ):(1-10분위)

4.209 4.449 4.222 1.774 16.33**

-5.27 -5.274 -5.261 -5.901 -6.857

성별-여성(FEMALE
): (1=여성, 0=남성)

-849.1*** -849.6*** -850.0*** -848.0*** -848.2***

-32 -32.03 -31.95 -32.03 -31.98

연령(AGE)
1.878 1.761 1.878 1.881 2.004

-1.4 -1.402 -1.39 -1.401 -1.391
교육수준-전문대졸(

EDUCATION_1)
(기준: 무학~대재 이하)

272.7*** 275.4*** 272.0*** 274.2*** 272.8***

-43.17 -43.2 -43.08 -43.2 -43.12
교육수준-대졸(EDU

CATION_2)
(기준: 

무학~전문대졸 이하)

780.3*** 781.9*** 771.1*** 783.8*** 777.8***

-39.34 -39.35 -39.12 -39.35 -39.1

배우자 
유무(MARRIED): 
(1=배우자 있음, 

0=미혼, 이혼, 사별)

468.5*** 470.1*** 469.9*** 468.1*** 468.3***

-32.93 -32.98 -32.89 -32.96 -32.91

지역더미
(수도권 등 5지역)

연도 더미 
(2010-2017)

업종 더미 
(2007분류기준)

Constant
1,629*** 1,592*** 1,488*** 1,580*** 1,549***

-146.4 -145.1 -149 -145 -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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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3-2]는 근로소득을 종속변수로 하는 패널회귀분석결과이다. 관

심대상이 되는 주요 변수들이 패널개체 특성에 해당하므로, 확률효과모

형(random-effect model)에 입각하여 추정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대

상은 근로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들 중 주요 설문에 응답기록이 존

재하는 5,470명, 관측치 개수는 8,349개이다. 

사회적 연결망을 통한 취업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중 첫 번째

로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소개나 추천 등 사회적 연결

망를 통한 구직이 다른 경로를 통한 취업에 비해 근로소득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최초의 가설수립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고려한 근로소

득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설에서 가정했던 그레노베터의 설명은 

소개나 추천 등 사회적 연결망을 이용할 수 있는 구직자가 더 나은 기회

집합을 가진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공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직장이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얻는 직장보다 근로소득 면

에서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정서상 특이성이 반영된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추천이나 소개 등에서 객관적인 능력 이

상으로 대상을 높게 평가하고 자리를 구해주려는 온정주의로 인해 추천

을 통한 구직이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정성

과 시험평가 등을 중시하는 한국의 정서상, 노동시장도 더 양질의 직장

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개채용 시장과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회적 연

Observations 8,349 8,349 8,349 8,349 8,349
Number of AA_ID 5,470 5,470 5,470 5,470 5,470

rho 0.523 0.524 0.521 0.525 0.522
sigma_e 1177 1178 1174 1178 1176
sigma_u 812.5 812.5 812.5 812.5 812.5

chi2 851.3 853 847.5 853.6 849.9
r2_within 0.000 0.000 0.000 0.000 0.000

r2_between 2830 2824 2851 2821 2842
r2_overall 0.0833 0.0846 0.0804 0.0851 0.083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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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망 시장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을 가진다. 그레노

베터가 상정한 사회자본의 영향은 한국에서는 가족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통용되는 이론일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 모형에 따른 추정 결과, 개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분위가 높을

수록 근로소득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만 높은 소득분위에 속하

는 가구구성원들의 경우, 사회적 연결망를 통한 취업자들의 평균적인 근

로소득은 같은 분위에 속한, 다른 경로를 통한 취업자들에 비해서는 상

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및 성별을 통해 보았을 경우에도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공채의 경우 가구소득 분위가 늘어남에 따라 

연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사회적 연결망 취업의 경우는 가구

소득분위 증가에 따라 연봉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적 연결망을 통한 취업의 이러한 경향성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입직경로를 사회적 연결망 취업과 그 외의 입직경로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소득과 자산은 고/중/저의 3단계 층위로 구분하여 [표 3-3]

에서 다시 검토하였다. 

[표 3-3] 가구소득분위별 사회적연결망 이용 취업자 연봉

변수명

종속변수 = 세후근로소득(AFTERINCOME)

MODEL 6
(HIGH INCOME
QUANTILE: 8-10)

MODEL 7
(LOW INCOME 
QUANTILE: 1-3)

MODEL 8
(MIDDLE INCOME
QUANTILE: 4-7)

사회적 연결망 취업(NONREGULAR): 
(1=사회적 연결망, 0=기타)

-162.7*** 16.69 -31.94

-51.63 -36.31 -32.39

성별-여성(FEMALE): (1=여성, 0=남성)
-1,139*** -347.8*** -818.5***

-64.59 -44.17 -42.25

연령(AGE)
9.658*** -10.21*** -3.442*
-3.343 -1.624 -1.863

교육수준-전문대졸(EDUCATION_1)
(기준: 무학~대재 이하)

461.6*** 185.7*** 148.1***

-83.79 -70.62 -54.47

교육수준-대졸(EDUCATION_2)
(기준: 무학~전문대졸 이하)

1,100*** 303.7*** 547.3***
-74.55 -66.42 -50.55

배우자 유무(MARRIED): (1=배우자 
있음, 0=미혼, 이혼, 또는 사별)

982.7*** 151.7*** 300.0***

-74.96 -44.17 -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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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분위가 높은 고소득층의 경우 공개채용을 통한 경로에 비해 사

회적 연결망로 취업할 경우 근로소득이 감소하였다. 반면, 저소득층이나 

중위소득계층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이는 

고소득층에게는 사회적 연결망를 통한 취업이 공개채용을 통한 경로보다 

더 열등한 선택지인 반면, 저소득층에게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결론으

로 이어진다. 즉, 두 번째 가설도 기각되었다.  

사회적 연결망를 통한 취업의 근로소득이 더 낮은 점을 고려하면, 저소

득층의 진입을 허용하는 노동시장은 그것이 공개채용인 경우에도 고소득

층이 진입하는 양호한 직장보다 더 근로소득이 낮은 직장이라고 해석해 

볼수 있다. 즉, 고소득층은 공개채용을 할 경우에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장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저소득층의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변수명

종속변수 = 세후근로소득(AFTERINCOME)

MODEL 6
(HIGH INCOME
QUANTILE: 8-10)

MODEL 7
(LOW INCOME 
QUANTILE: 1-3)

MODEL 8
(MIDDLE INCOME
QUANTILE: 4-7)

지역더미
(수도권 등 5지역)

연도 더미 (2010-2017)

업종 더미 (2007분류기준, 100단위로 
나눔)

Constant
1,135*** 1,447*** 1,637***

-343.7 -141.2 -207.6
Observations 2,941 1,714 3,694

Number of AA_ID 2,032 1,097 2,414
rho 0.494 0.439 0.484

sigma_e 1416 751.2 1018
sigma_u 1007 562.5 731.1

chi2 995.1 497.9 708.6
r2_within 1163 347.3 958.4

r2_between 0.0989 0.0201 0.0962
r2_overall 0.343 0.231 0.255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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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입직경로에 따른 가구소득분위별 연봉

이러한 두 번째 가설의 기각과 관련해서, 분석결과는 위 [그림3-3]과 

같이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즉, 저소득분위에서는 소개나 추천을 

통한 입직이 오히려 그 외의 공개채용 등을 통한 취업보다 더 소득이 큰 

역전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첫 번째 분석의 결과와 연계해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공개채용을 할 경우에도 가구소득이 높은 배경을 가진 취업자가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선행연구 중 기업내부 노동시장과 외

부노동시장으로 나누어 노동시장이 분절된 것으로 보는 이중노동시장이

론 혹은 분단노동시장이론(segmented labor market theory)이 적용되

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사회경제적 약자의 경우, 공채를 통하더라도 

소기업 등 임금이 낮은 직장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석된다. 

즉, 공채에도 근무조건이 좋은 형태의 내부노동시장이 있고, 그렇지 못

한 외부노동시장이 있는데 사회경제적 약자의 경우는 외부노동시장에서 

근무할 확률이 높다. 전체적으로 볼 때 소개나 추천 등 사회적인 연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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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한 취업은 다른 취업에 비해 열등하지만, 저소득층이 접하는 외

부노동시장과 비교하면 오히려 사회적인 연결망을 통한 취업이 더 소득

이 높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림에서 보이는 역전관계는 만약 

저소득 분위에서 그레노베터가 말한 약한 교량적 연결고리(weak tie)를 

활용한다면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관계가 자산 분위별로도 나타나는지를 다음의 [표3-3]에서 검

토하였다. 

[표 3-3] 자산분위별 사회적연결망 이용 취업자 연봉

변수명

종속변수 = 세후근로소득(AFTERINCOME)

MODEL 9
(HIGH NETASSET 
QUANTILE: 8-10)

MODEL 10
(LOW NETASSET 
QUANTILE: 1-3)

MODEL 11
(MIDDLE NETASSET
QUANTILE: 4-7)

사회적 연결망 취업(NONREGULAR): 
(1=사회적 연결망, 0=기타)

-182.8*** -64.5 -8.874

-52.78 -44.08 -34.75

성별-여성(FEMALE): (1=여성, 0=남성)
-897.9*** -1,008*** -633.2***

-67.05 -59.17 -44.2

연령(AGE)
-2.487 1.377 -7.921***

-3.045 -2.696 -1.714

교육수준-전문대졸(EDUCATION_1)
(기준: 무학~대재 이하)

435.7*** 277.3*** 269.3***

-92.89 -78.02 -59.26

교육수준-대졸(EDUCATION_2)
(기준: 무학~전문대졸 이하)

930.5*** 920.0*** 704.5***

-80.16 -69.44 -56.63

배우자 유무(MARRIED): (1=배우자 
있음, 0=미혼, 이혼, 또는 사별)

820.9*** 632.6*** 473.0***

-71.4 -59.51 -41.88
지역더미

(수도권 등 5지역)

연도 더미 (2010-2017)

업종 더미 (2007분류기준, 100단위로 
나눔)

Constant
1,497*** 1,380*** 1,410***
-308.3 -275.8 -160.4

Observations 2,453 2,599 3,297
Number of AA_ID 1,698 1,710 2,141

rho 0.541 0.558 0.478
sigma_e 1356 1195 1022
sigma_u 918.5 794.5 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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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3분위로 나누어 검토한 경우에도, 소득을 3분위로 나누어 분석

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고자산층의 경우 공개채용을 통한 

경로에 비해 사회적 연결망로 취업할 경우 근로소득이 감소하였다. 반

면, 저자산층이나 중위계층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이는 가구소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자산층에게는 사회적 연

결망를 통한 취업이 공개채용을 통한 경로보다 더 열등한 선택지인 반

면, 저자산층에게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사회적 

연결망를 통한 취업의 근로소득이 더 낮은 점을 고려하면, 저자산층이 

진입하는 노동시장은 그것이 공개채용인 경우에도 고자산층이 진입하는 

양호한 직장보다 더 근로소득이 낮은 직장이라고 해석해 볼수 있다. 즉, 

고자산층은 공개채용을 할 경우에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장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저자산층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자산소득분위을 통한 분석도 앞서 가구소득분위를 검토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표 3-4] 사회적연결망 이용 취업자의 정규직확률

chi2 998.1 892.1 706.8
r2_within 685.9 846.6 1037

r2_between 0.0587 0.0825 0.0996
r2_overall 0.279 0.313 0.297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변수명
종속변수 = LN(정규직취업확률/비정규직취업확률)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사회적 연결망 
취업(NONREGULAR) : 

(1=사회적 연결망, 0=기타)

-0.542*** -0.421*** -0.389*** -0.525***

-0.0607 -0.156 -0.126 -0.085

사회적 연결망 취업 X 
가구소득-분위

-0.0196

-0.023

사회적 연결망 취업 X 
순자산-분위

-0.0311

-0.0204

사회적 연결망 취업 X 
여성

-0.0684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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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표3-4]는 정규직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분석결과이다. 분

석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들 중 주요 설문에 응답기록

이 존재하는 6,690명이다. 

사회적 연결망을 통한 취업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중 두 번째

로 정규직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연결망을 통한 구

직이 공개채용을 통한 구직에 비해 정규직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

변수명
종속변수 = LN(정규직취업확률/비정규직취업확률)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가구소득-분위(INCOMEQ): 
(1-10분위)

0.102*** 0.115***
-0.0139 -0.0185

순자산-분위(NETASSETQ): 
(1-10분위)

0.0168 0.0465*** 0.000 

-0.0114 -0.0157 0.000

성별-여성(FEMALE): 
(1=여성, 0=남성)

-0.718*** -0.717*** -0.694*** -0.654***
-0.0701 -0.0701 -0.0703 -0.0953

연령(AGE)
-0.0523*** -0.0517*** -0.0588*** -0.0583***

-0.00327 -0.00324 -0.00322 -0.0032

교육수준-전문대졸(EDUCATION_1)
(기준: 무학~대재 이하)

0.969*** 0.972*** 1.006*** 1.010***

-0.0912 -0.0911 -0.0918 -0.0917

교육수준-대졸(EDUCATION_2)
(기준: 무학~전문대졸 이하)

1.409*** 1.409*** 1.493*** 1.502***

-0.0903 -0.0902 -0.0908 -0.0908
배우자 유무(MARRIED): 
(1=배우자 있음, 0=미혼, 

이혼, 또는 사별)

0.568*** 0.553*** 0.748*** 0.731***

-0.0775 -0.0766 -0.0747 -0.0743

지역더미
(수도권 등 5지역)

연도 더미 (2010-2017)

업종 더미 (2007분류기준, 
100단위로 나눔)

Constant
0.730* 0.709* 1.283*** 1.490***

-0.372 -0.38 -0.367 -0.36

Observations 10,626 10,626 10,626 10,626

Number of pid 6,690 6,690 6,690 6,690
p 0.000 0.000 0.000 0.000

chi2 1057 1060 1046 1047

rho 0.367 0.366 0.373 0.373

sigma_u 1.38 1.377 1.4 1.399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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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의 노동시장 진입 시점에서 공채를 통해서 정규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사회적 연결망은 비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인 것으로 보여진다. 공식적경로를 포함한 전체취업자들 중 가구소득이

나 자산이 높은 가구에 속한 취업자들이 그렇지 않은 취업자들에 비해 

정규직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보다 남성이 정규직 비율

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연결망을 통한 취업이 정규직취업여부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취업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나 자산, 취업자 성별 등에 의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을 

보다 정확히 검토하기위해서 소득과 자산을 고/중/저의 3단계 층위로 구

분하여 다시 검토하였다. 

[표 3-5] 가구소득분위별 사회적연결망 이용 취업자의 정규직확률

변수명

종속변수 = 
LN(정규직취업확률/비정규직취업확률)

MODEL 5
(HIGH INCOME
QUANTILE: 8-10)

MODEL 6
(LOW INCOME 
QUANTILE: 1-3)

MODEL 7
(MIDDLE INCOME 
QUANTILE: 4-7)

사회적 연결망 취업(NONREGULAR): 
(1=사회적 연결망, 0=기타)

-0.683*** -0.400*** -0.516***
-0.104 -0.144 -0.0907

성별-여성(FEMALE): (1=여성, 0=남성)
-0.670*** -0.17 -0.960***

-0.12 -0.157 -0.108

연령(AGE)
-0.0446*** -0.0555*** -0.0562***
-0.00645 -0.00652 -0.00497

교육수준-전문대졸(EDUCATION_1)
(기준: 무학~대재 이하)

1.213*** 0.852*** 0.819***

-0.156 -0.228 -0.134

교육수준-대졸(EDUCATION_2)
(기준: 무학~전문대졸 이하)

1.648*** 1.147*** 1.322***
-0.154 -0.23 -0.134

배우자 유무(MARRIED): (1=배우자 있음, 
0=미혼, 이혼, 또는 사별)

0.771*** 0.0725 0.538***

-0.151 -0.17 -0.112
지역더미

(수도권 등 5지역)

연도 더미 (2010-2017)

업종 더미 (2007분류기준, 100단위로 
나눔)

Constant 2.127*** -0.29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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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자산분위별 사회적연결망 이용 취업자의 정규직확률

-0.65 -0.809 -0.598
Observations 3,806 2,214 4,606

Number of pid 2,526 1,353 2,923

p 0.000 0.000 0.000

chi2 330.3 201.4 433.1
rho 0.398 0.336 0.374

sigma_u 1.474 1.289 1.40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변수명

종속변수 = 
LN(정규직취업확률/비정규직취업확률)

MODEL 8
(HIGH NETASSET
QUANTILE: 8-10)

MODEL 9
(LOW NETASSET 
QUANTILE: 1-3)

MODEL 10
(MIDDLE NETASSET
QUANTILE: 4-7)

사회적 연결망 취업(NONREGULAR): 
(1=사회적 연결망, 0=기타)

-0.611*** -0.536*** -0.556***

-0.11 -0.114 -0.0984

성별-여성(FEMALE): (1=여성, 0=남성)
-0.783*** -0.963*** -0.441***

-0.126 -0.138 -0.111

연령(AGE)
-0.0544*** -0.0484*** -0.0674***
-0.00608 -0.00642 -0.00497

교육수준-전문대졸(EDUCATION_1)
(기준: 무학~대재 이하)

1.121*** 1.089*** 0.874***

-0.169 -0.173 -0.145

교육수준-대졸(EDUCATION_2)
(기준: 무학~전문대졸 이하)

1.305*** 1.733*** 1.491***
-0.156 -0.175 -0.153

배우자 유무(MARRIED): (1=배우자 있음, 
0=미혼, 이혼, 또는 사별)

0.658*** 0.971*** 0.622***

-0.146 -0.148 -0.114
지역더미

(수도권 등 5지역)

연도 더미 (2010-2017)

업종 더미 (2007분류기준, 100단위로 나눔)

Constant
1.479** 1.814*** 1.237**

-0.692 -0.693 -0.559

Observations 3,118 3,257 4,251

Number of pid 2,093 2,055 2,660
p 0.000 0.000 0.000

chi2 305.2 293 424

rho 0.342 0.428 0.369

sigma_u 1.309 1.57 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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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나 자산을 3개의 층위로 나누어 검토한 경우에도, 10분위 단위

로 분석한 것과 유사한 경향이 도출되었다. 사회적 연결망를 통한 구직

은 계층에 상관없이 공개채용을 통한 구직에 비해 정규직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과 달리 비공식 경로를 통한 취업자들 중에서 

종속변수로서 정규직여부는 가구 소득이나 자산, 성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는 이미 사회적 연결망로 취업을 할 경우, 소득 등의 차

이는 생길 수 있지만 정규직으로 다시 진입하기 힘든 현실을 반영한 것

으로 보인다. 다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이 향후 사회 전반적으로 추

진된다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3-7] 사회적연결망 이용 취업과 사업장규모

변수명

종속변수 = 
LN(정규직취업확률/비정규직취업확률)

MODEL 8
(HIGH NETASSET
QUANTILE: 8-10)

MODEL 9
(LOW NETASSET 
QUANTILE: 1-3)

MODEL 10
(MIDDLE NETASSET
QUANTILE: 4-7)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변수명
종속변수 = 사업장규모(FIRMSIZE)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사회적 연결망 
취업(NONREGULAR): 

(1=사회적 연결망, 0=기타)

-0.372*** -0.248*** -0.374*** -0.497***

-0.0329 -0.0855 -0.0687 -0.0455

사회적 연결망 취업 X 
가구소득-분위

-0.0199

-0.0126

사회적 연결망 취업 X 
순자산-분위

-0.00154

-0.0111

사회적 연결망 취업 X 여성
0.236***

-0.0643

가구소득-분위(INCOMEQ): 
(1-10분위)

0.0804*** 0.0938***
-0.00781 -0.0104

순자산-분위(NETASSETQ): 
(1-10분위)

0.0130** 0.0238*** 0.0228***

-0.00642 -0.00873 -0.0064

성별-여성(FEMALE): (1=여성, 
0=남성)

-0.181*** -0.180*** -0.166*** -0.300***
-0.0394 -0.0394 -0.0398 -0.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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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표3-7]에서 사업장 규모를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분

석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들 중 주요 설문에 응답기록

이 존재하는 5,806명이다. 

사회적 연결망을 통한 취업이 노동시장 성과 중 사업장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연결망를 통한 구직이 공개채용을 통한 구

직에 비해 사업장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을 종속변수로 

가정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취업자들 중 가구소득이나 자산이 높은 가구

에 속한 취업자들이 그렇지 않은 취업자들에 비해 사업장규모가 큰 것으

변수명
종속변수 = 사업장규모(FIRMSIZE)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연령(AGE)
-0.00507*** -0.00480*** -0.00990*** -0.0100***
-0.00175 -0.00174 -0.0017 -0.0017

교육수준-전문대졸(EDUCATION_1)
(기준: 무학~대재 이하)

0.109** 0.112** 0.134*** 0.137***

-0.051 -0.051 -0.0514 -0.0514

교육수준-대졸(EDUCATION_2)
(기준: 무학~전문대졸 이하)

0.637*** 0.638*** 0.697*** 0.692***
-0.0474 -0.0474 -0.0474 -0.0474

배우자 유무(MARRIED): 
(1=배우자 있음, 0=미혼, 이혼, 

또는 사별)

-0.0468 -0.0555 0.0843** 0.0845**

-0.0417 -0.0414 -0.0401 -0.0401

지역더미
(수도권 등 5지역)

연도 더미 (2010-2017)

업종 더미 (2007분류기준, 
100단위로 나눔)

Constant
1.921*** 1.885*** 2.402*** 2.478***

-0.187 -0.191 -0.185 -0.183
Observations 8,891 8,891 8,891 8,891

Number of AA_ID 5,806 5,806 5,806 5,806
rho 0.347 0.347 0.356 0.355

sigma_e 0.908 0.908 0.926 0.924
sigma_u 1.245 1.245 1.246 1.246

chi2 1.541 1.541 1.552 1.551
r2_within 1667 1665 1537 1553

r2_between 0.175 0.174 0.164 0.166
r2_overall 0.201 0.201 0.187 0.189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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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으며, 여성보다 남성이 더 큰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만 이러한 경향성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기위해서 가구소득과 

자산수준을 고/중/저의 3단계 층위로 구분하여 다시 검토하였다. 

[표 3-8] 가구소득분위별 사회적연결망 이용취업시 사업장규모

사업장규모를 종속변수로 하여 가구소득분위를 근거로 상/중/하로 나누

어 검토한 결과, 가구소득분위 기준 고소득 계층(-0.410)에 비해 저소

득 계층(-0.282)에서 비공식 경로에 따른 취업이 사업장 규모에 미치

변수명

종속변수 = 사업장규모(FIRMSIZE)

MODEL 5
(HIGH INCOME 
QUANTILE: 8-10)

MODEL 6
(LOW INCOME 
QUANTILE: 1-3)

MODEL 7
(MIDDLE INCOME 
QUANTILE: 4-7)

사회적 연결망 취업(NONREGULAR): 
(1=사회적 연결망, 0=기타)

-0.410*** -0.282*** -0.370***

-0.0576 -0.069 -0.0485

성별-여성(FEMALE): (1=여성, 0=남성)
-0.267*** -0.162** -0.107*

-0.071 -0.0791 -0.0577

연령(AGE)
-0.00793** -0.00511* -0.00563**

-0.00377 -0.00292 -0.00255

교육수준-전문대졸(EDUCATION_1)
(기준: 무학~대재 이하)

0.0976 0.112 0.115

-0.0877 -0.118 -0.0728

교육수준-대졸(EDUCATION_2)
(기준: 무학~전문대졸 이하)

0.775*** 0.733*** 0.477***

-0.0805 -0.112 -0.0686

배우자 유무(MARRIED): (1=배우자 
있음, 0=미혼, 이혼, 또는 사별)

0.0305 0.0668 -0.0853

-0.0848 -0.0806 -0.0587

지역더미
(수도권 등 5지역)

연도 더미 (2010-2017)

업종 더미 (2007분류기준, 100단위)

Constant
2.947*** 1.956*** 2.261***

-0.372 -0.269 -0.321

Observations 3,285 1,636 3,970

Number of AA_ID 2,232 1,058 2,614

rho 0.386 0.343 0.306

sigma_e 1.657 1.338 1.497

sigma_u 1.298 1.085 1.247

chi2 1.03 0.784 0.828

r2_within 665.1 325 499.3

r2_between 0.0816 0.152 0.0495

r2_overall 0.205 0.169 0.146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 46 -

는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고소득

층에게는 사회적 연결망를 통한 취업의 상대적인 열등성이 큰 반면, 저

소득층에게는 그 정도가 덜하다는 잠정적 결론으로 이어진다. 

이 결과는 또다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접근가능한 노동시장이 상이

할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노동시장이 계층화되어 있다면 저소득층은 보

다 나은 경쟁력을 갖고 유리한 취업전략을 택하더라도, 고소득층에 비해 

규모가 작거나 낮은 급여를 제공하는 직장에 취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다. 다시 말해, 똑같이 공개채용을 거쳐 취업한 취업자들을 비교하더

라도, 고소득층에 속한 취업자들이 저소득층에 속한 취업자들에 비해 평

균적으로 더 높은 근로소득을 받고, 사업장 규모가 더 큰 직장에서 일할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결과다. 

[표 3-9] 자산분위별 사회적연결망 이용 취업시 사업장규모

변수명

종속변수 = 사업장규모(FIRMSIZE)

MODEL 8
(HIGH NETASSET 
QUANTILE: 8-10)

MODEL 9
(LOW NETASSET 
QUANTILE: 1-3)

MODEL 10
(MIDDLE NETASSET 
QUANTILE: 4-7)

사회적 연결망 취업(NONREGULAR): 
(1=사회적 연결망, 0=기타)

-0.402*** -0.401*** -0.354***

-0.0629 -0.0585 -0.052

성별-여성(FEMALE): (1=여성, 0=남성)
-0.179** -0.183** -0.143**

-0.0733 -0.0717 -0.0632

연령(AGE)
-0.0135*** -0.00616* -0.00987**

*
-0.00337 -0.00327 -0.00253

교육수준-전문대졸(EDUCATION_1)
(기준: 무학~대재 이하)

0.0699 0.240*** 0.0943

-0.0963 -0.0898 -0.0822

교육수준-대졸(EDUCATION_2)
(기준: 무학~전문대졸 이하)

0.669*** 0.727*** 0.686***

-0.0861 -0.0832 -0.079

배우자 유무(MARRIED): (1=배우자 
있음, 0=미혼, 이혼, 또는 사별)

0.128 0.0475 0.0588

-0.0817 -0.0733 -0.0617
지역더미

(수도권 등 5지역)

연도 더미 (2010-2017)

업종 더미 (2007분류기준, 100단위)

Constant
3.168*** 2.274*** 2.362***

-0.385 -0.354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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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업장규모를 종속변수로 하여 자산을 층위로 나누어 검토한 경

우, 고자산층과 저자산층의 차이는 미미하였다. 자산의 경우는 분위로 

보았을 때에도 부호는 음이었으나 그 절대값이 미미하였다. 

[표 3-10] 사회적연결망 이용 취업자 가족관계만족도와 근로소득

변수명

종속변수 = 사업장규모(FIRMSIZE)

MODEL 8
(HIGH NETASSET 
QUANTILE: 8-10)

MODEL 9
(LOW NETASSET 
QUANTILE: 1-3)

MODEL 10
(MIDDLE NETASSET 
QUANTILE: 4-7)

Observations 2,633 2,807 3,451
Number of AA_ID 1,805 1,836 2,263

rho 0.282 0.386 0.407
sigma_e 1.574 1.551 1.529
sigma_u 1.334 1.215 1.178

chi2 0.836 0.964 0.975
r2_within 456 481.5 628.1

r2_between 0.0666 0.0692 0.0825
r2_overall 0.183 0.189 0.189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변수명

종속변수 = 세후근로소득(AFTERINCOME)

MODEL 11
(HIGH INCOME 
QUANTILE: 8-10)

MODEL 12
(LOW INCOME 
QUANTILE: 1-3)

MODEL 13
(MIDDLE INCOME 
QUANTILE: 4-7)

사회적 연결망 취업(NONREGULAR): 
(1=사회적 연결망, 0=기타)

-58.92 271.1*** 132.7

-188.9 -105.1 -103.5

사회적 연결망 취업 X 가족관계만족도
9.966 -92.52*** -67.66*

-77.13 -35.7 -39.42

성별-여성(FEMALE): (1=여성, 0=남성)
-1,148*** -364.7*** -830.3***

-78.12 -46.91 -49.46

연령(AGE)
3.687 -9.899*** -2.765
-4.071 -1.736 -2.166

교육수준-전문대졸(EDUCATION_1)
(기준: 무학~대재 이하)

431.3*** 131.5* 168.1***

-98.97 -74.45 -64.48

교육수준-대졸(EDUCATION_2)
(기준: 무학~전문대졸 이하)

1,017*** 199.1*** 405.8***
-90.59 -73.18 -61.3

배우자 유무(MARRIED): (1=배우자 
있음, 0=미혼, 이혼, 또는 사별)

940.1*** 86.66* 189.6***

-95.79 -49.17 -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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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이론적 논의에서 결속적 사회자본이 동류집단으로 구성된 연결망

의 폐쇄성을 강화함으로써,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계층에 속한 개인들

의 노동시장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

러나 위계적인 사회구조 하에서, 사회자본 축적에 보다 유리한 사회계층

에 속한 개인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자신이 속한 사회연결망에 강하게 결

속될수록 사회자본을 통해 양호한 노동시장 성과를 거둘 개연성도 있다. 

[표3-10]에 나타난 결과로부터 사회적 연결망에 따른 취업이 세후근로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가구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상/중/하로 구분한 경제

적 계층에 따라 가족관계만족도에 의해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비교적 고소득 계층에 속하는 8-10분위에 속한 취업자들에게서는 

가족관계만족도가 취업경로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미하게 조절하

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구소득 1-3분위에 속하는 저소득층 

및 4-7분위에 속하는 중위소득층에 대해서는 가족관계만족도가 높을수

록 사회적 연결망를 통한 취업자들이 더 낮은 급여를 취득하는 것으로 

변수명

종속변수 = 세후근로소득(AFTERINCOME)

MODEL 11
(HIGH INCOME 
QUANTILE: 8-10)

MODEL 12
(LOW INCOME 
QUANTILE: 1-3)

MODEL 13
(MIDDLE INCOME 
QUANTILE: 4-7)

지역더미
(수도권 등 5지역)

연도 더미 (2010-2017)

업종 더미 (2007분류기준, 100단위)

Constant
1,425*** 1,422*** 1,498***

-458.6 -176.7 -277.8
Observations 1,933 1,238 2,587

Number of AA_ID 1,324 810 1,696
rho 0.479 0.344 0.515

sigma_e 1388 684.3 997.2
sigma_u 1002 554.1 694.8

chi2 960.9 401.6 715.3
r2_within 722.2 310.5 665.7

r2_between 0.131 0.0285 0.116
r2_overall 0.322 0.262 0.245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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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었다. 

이는 질적으로 열악한 결속적 사회자본이 취업성과에 악영향을 미칠 가

능성에 관한 이론적 전망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확

인한 것처럼, 가족이나 친척, 지인의 소개를 거쳐 취업하는 사회적 연결

망를 통한 취업은 사회경제적 조건이 불리한 계층에 속한 개인에게는 다

른 취업경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취업성과를 보장하기도 한다. 이

른바 강한 결속(strong tie)에 해당하는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결속

적 사회자본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결속적 사회자본 

축적에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는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취업성과

가 감소한다는 것은 약한 결속(weak tie)이 취업성과에 보다 긍정적으

로 기여할 수 있다는 그레노베터(Granovetter)의 선행논의에 부합하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선행연구 중 국내혼인이주여성 등 상대적 약자

의 결속적 연결망이 노동시장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드러낸 결과13)

역시 이와 유사한 논리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은, 고소득층에 속한 취업자들의 경우

에는 가족관계 만족도가 비공식 취업에 따른 취업성과의 차이에 미치는 

조절효11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강

한 결속이 취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양질의 사회

자본을 보유한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

이다. 이하에서는 유사하게 친인척관계만족도와 사회적관계만족도를 같

이 검토한다.

13) 이지원(2015), 취업상태 혼인이주여성의 소득 및 고숙련직종 종사여

부의 결정요인. 「보건사회연구」, 35(3), pp.38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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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사회적연결망 이용 취업자 친인척관계만족도와 근로소득

변수명

종속변수 = 세후근로소득(AFTERINCOME)

MODEL 11
(HIGH INCOME 
QUANTILE: 8-10)

MODEL 12
(LOW INCOME 
QUANTILE: 1-3)

MODEL 13
(MIDDLE INCOME 
QUANTILE: 4-7)

사회적 연결망 취업(NONREGULAR): 
(1=사회적 연결망, 0=기타)

-111.5 257.6** 231.1**

-195 -116.4 -113.6

사회적 연결망 취업 X 
친인척관계만족도

30.77 -86.19** -101.8**
-75.02 -39.56 -41.38

성별-여성(FEMALE): (1=여성, 0=남성)
-1,147*** -365.6*** -831.0***

-78.19 -47.01 -49.43

연령(AGE)
3.698 -9.941*** -2.762
-4.072 -1.739 -2.162

교육수준-전문대졸(EDUCATION_1)
(기준: 무학~대재 이하)

432.0*** 132.1* 169.2***

-98.97 -74.61 -64.43

교육수준-대졸(EDUCATION_2)
(기준: 무학~전문대졸 이하)

1,019*** 203.4*** 401.7***
-90.79 -73.25 -61.31

배우자 유무(MARRIED): (1=배우자 
있음, 0=미혼, 이혼, 또는 사별)

941.6*** 94.12* 187.2***

-95.74 -49 -50.25
지역더미

(수도권 등 5지역)

연도 더미 (2010-2017)

업종 더미 (2007분류기준, 100단위)

Constant
1,422*** 1,426*** 1,505***

-458.7 -176.9 -277.5
Observations 1,933 1,238 2,587

Number of AA_ID 1,324 810 1,696
rho 0.481 0.348 0.515

sigma_e 1388 685.4 996.6
sigma_u 999.6 553.6 694.3

chi2 962.5 404.2 715
r2_within 721.6 307.3 669.6

r2_between 0.132 0.0292 0.117
r2_overall 0.322 0.259 0.246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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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사회적연결망 이용 취업자 사회적관계만족도와 근로소득

변수명

종속변수 = 세후근로소득(AFTERINCOME)

MODEL 11
(HIGH INCOME 
QUANTILE: 8-10)

MODEL 12
(LOW INCOME 
QUANTILE: 1-3)

MODEL 13
(MIDDLE INCOME
QUANTILE: 4-7)

사회적 연결망 취업(NONREGULAR): 
(1=사회적 연결망, 0=기타)

-6.777 214.7* 224.8**

-198.1 -119.3 -112.7

사회적 연결망 취업 X 
사회적관계만족도

-11.74 -70.66* -100.8**
-76.05 -40.68 -41.56

성별-여성(FEMALE): (1=여성, 0=남성)
-1,148*** -363.4*** -830.0***

-78.13 -46.96 -49.41

연령(AGE)
3.726 -10.01*** -2.817
-4.071 -1.737 -2.16

교육수준-전문대졸(EDUCATION_1)
(기준: 무학~대재 이하)

430.1*** 132.8* 168.7***

-98.88 -74.55 -64.4

교육수준-대졸(EDUCATION_2)
(기준: 무학~전문대졸 이하)

1,015*** 206.4*** 404.5***
-90.79 -73.16 -61.22

배우자 유무(MARRIED): (1=배우자 
있음, 0=미혼, 이혼, 또는 사별)

938.5*** 100.4** 192.0***

-95.6 -48.8 -50.08

지역-영남권 (REGION_2)
(기준: 수도권)

-22.15 -49.55 -51.62

-85.55 -54.39 -53.02

지역-충청권 (REGION_3)
(기준: 수도권)

-264.1** -119.4* -169.2**

-122.9 -67.36 -71.36

지역-호남권 (REGION_4)
(기준: 수도권)

-51.41 -67.55 -23.42

-144.3 -71.79 -85.03

지역-강원, 제주 등 (REGION_5)
(기준: 수도권)

-58.9 -171.5 -300.9**

-290.8 -120.6 -153

연도 더미 (2010-2017)

업종 더미 (2007분류기준, 100단위로 
나눔)

Constant
1,427*** 1,426*** 1,489***

-458.5 -177 -277.7
Observations 1,933 1,238 2,587

Number of AA_ID 1,324 810 1,696
rho 0.479 0.343 0.514

sigma_e 1388 685.5 996.1
sigma_u 1001 555.6 694.7

chi2 960.7 401.5 713.8
r2_within 722.1 306.2 669.7



- 52 -

친인척관계만족도와 사회적관계만족도 역시 가족관계만족도에서와 유사

한 경향이 나타났다. 비교적 고소득 계층에 속하는 8-10분위에 속한 취

업자들에게서는 친인척관계만족도가 취업경로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미하게 조절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구소득 1-3분위

에 속하는 저소득층 및 4-7분위에 속하는 중위소득층에 대해서는 친인

척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연결망를 통한 취업자들이 더 낮은 급

여를 취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가족관계만족도에서 나타난 것처

럼, 저소득층과 중위소득층 구간에서만 유의미하게 음의 방향으로 나타

났다. 마찬가지로 사회적약자들 사이의 강한 유대(Strong Tie)가 오히

려 계층이동성을 저해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변수명

종속변수 = 세후근로소득(AFTERINCOME)

MODEL 11
(HIGH INCOME 
QUANTILE: 8-10)

MODEL 12
(LOW INCOME 
QUANTILE: 1-3)

MODEL 13
(MIDDLE INCOME
QUANTILE: 4-7)

r2_between 0.13 0.0238 0.115
r2_overall 0.323 0.26 0.247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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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표 4-1] 주요분석결과 요약

표를 통해 주요분석결과들을 보면 위과 같다.

사회적연결망을 통한 취업이 근로소득/사업장규모에 미치는 영향

소개나 추천을 통한 취업은 공개채용보다 근로소득/사업자규모가 작다.

사회적연결망을 통한 취업자의 계층이 근로소득/사업장규모에 미치는 영향

고소득/고자산 저소득/저자산

소개·추천 〈 그외 소개·추천 〉 또는 · 그외

소개나 추천을 통한 취업은 전반적으로 공채 등 다른 경로보다 성과가 

낮지만, 계층별로 나누어보면 저소득층에서는 관계가 역전될 수 있다. 

다만 사업장 규모의 경우 이러한 역전현상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사회적연결망을 통한 취업자의 관계만족도가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

고소득/고자산층의 근로소득 저소득/저자산층의 근로소득

만족도낮음 · 만족도높음 만족도낮음 〉 만족도높음

사회적약자의 결속적연결망은 근로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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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사회적 연결망을 통한 취업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사회적 연결망을 통한 취업은 소득, 정규직여부, 기업체 규모 등 

모든 면에서 노동시장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연결망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중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연결망를 통한 구직이 공개채용을 통한 구

직에 비해 근로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연결망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중 두 번째로 정규직 여

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연결망를 통한 구직이 공개채

용을 통한 구직에 비해 정규직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노

동시장 진입 시점에서 공채를 통해서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경우가 많고, 

사회적 연결망은 비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

여진다. 

사회적 연결망을 통한 취업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중 세 번째

로 사업장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연결망를 통한 구

직이 공개채용을 통한 구직에 비해 사업장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과 달리, 실제로는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공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직장이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얻는 직장보다 근로조건 면에서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양질의 직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

개채용 시장과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회적 연결망 시장으로 구분되

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을 가진다.

두 번째, 사회적 연결망을 통한 취업이 사회계층(소득/자산)에 따라 노

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소득과 자산을 고/중/저

의 3단계 층위로 구분하여 다시 분석한 결과는 고소득층이나 고자산층

의 경우 공개채용을 통한 경로에 비해 사회적 연결망로 취업할 경우 근

로소득이 감소한 반면, 저소득층이나 중위소득계층에서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이는 고소득층에게는 사회적 연결망를 통

한 취업이 공개채용을 통한 경로보다 더 열등한 선택지인 반면,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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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에게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고소득층은 공개채

용을 할 경우에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장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반

면, 저소득층은 어떤 경로를 통한 취업을 비교하더라도 고소득층보다 소

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는 어학연수 경험 등 통제되지 않은 

인적자본 변수 등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종속변수로서 정규직여부는 가구 소득이나 자산, 성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 세 번째로 사업장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

과, 근로소득을 종속변수로 가정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취업자들 중 가

구소득이나 자산이 높은 가구에 속한 취업자들이 그렇지 않은 취업자들

에 비해 사업장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보다 남성이 더 큰 사

업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을 층위로 나누어 검토한 경우,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갈

수록 폭이 감소하였다. 이는 고소득층에게는 사회적 연결망를 통한 취업

의 상대적인 열등성이 큰 반면, 저소득층에게는 그 정도가 덜하다는 결

론으로 이어진다. 근로소득을 통해서 보았을 때와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자산을 층위로 나누어 검토한 경우, 고자

산층과 저자산층의 차이는 미미하였다. 

세 번째, 관계만족도가 조절변수로서 미치는 영향으로 우선 사회적 연

결망에 따른 취업이 세후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가구소득분위를 기준

으로 상/중/하로 구분한 경제적 계층에 따라 가족관계만족도에 의해 어

떻게 조절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비교적 고소득 계층에 속하는 8-10

분위에 속한 취업자들에게서는 가족관계만족도가 취업경로가 소득에 미

치는 영향을 유의미하게 조절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구소

득 1-3분위에 속하는 저소득층 및 4-7분위에 속하는 중위소득층에 대

해서는 가족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연결망를 통한 취업자들이 더 

낮은 급여를 취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친인척관계만족도와 사회적관

계만족도 역시 저소득층과 중위소득층 구간에서만 유의미하게 음의 방향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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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종합하면, 노동시장 성과도 위계화된 사회구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상기 분석결과로부터 이와 관련된 증거들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개채용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

들의 상대적 수준이 높아 사회자본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사회적 연

결망’을 통해 제공되는 일자리들의 평균적인 수준은 높지 않았다. 노동

시장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거두고자 하는 구직자들은 여건과 역량이 허

락하는 한, 주요 기업들에서 시행하는 공개채용에 응모하거나 공무원·

교원 시험 등을 통해 공직·교직에 진출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다. 일

반적으로는 이와 같은 공식적 경로로부터 밀려난 구직자들이 비로소 비

공식 경로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게 되는데, 사회적 불평등은 이 지점에

서도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연구의 시사점

이다. 

한편 소개나 추천이 아닌 공개채용을 통한 취업자들도 근무조건이 좋은 

내부노동시장과 그렇지 못한 외부노동시장으로 나뉘어 사회경제적 약자

의 경우는 외부노동시장에서 근무할 확률이 높다. 전체적으로 볼 때 소

개나 추천 등 사회적인 연결망을 이용한 취업은 다른 취업에 비해 열등

하지만, 저소득층이 접하는 외부노동시장과 비교하면 오히려 사회적인 

연결망을 통한 취업이 더 소득이 높을 수 있다. 앞서 사회적 연결망을 

통한 취업경로가 다른 경로보다 우월하게 나타났던 저소득/저자산 계층

에서의 역전관계는, 만약 저소득 분위에서 그레노베터가 말한 약한 교량

적 연결고리(weak tie)를 활용한다면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관계만족도를 통해서 검토한 측면에서는 저소득계층에서의 강한 

결속(strong tie)의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그러한 부정적 영향이 

적어도 사회경제적 배경이 양호한 집단 안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

연결망이 형성되고 존속하기 위해 요구되는 제한된 결속(bounded 

solidarity)은 그 자체로 불균등한 자본축적을 야기함으로써 불평등에 

기여한다. 동종선호(homophily)를 통해 배타적으로 조직된 사회연결망

은 사회이동성을 낮추고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공고화하는 기제로 기

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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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본은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관계가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한다. 그렇지만 사회자본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연

결망에 내재한 여러 특성들과 위계적으로 구조화된 사회구조가 맞물려 

양가적으로 나타난다. 사회자본은 이미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기 때문

에 불평등하게 위계화된 사회구조를 심화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

회자본이 작동하는 국면에 따라서는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약

화시킬 가능성도 엿볼 수 있다. 사회적연결망의 성격이 교량적인지 결속

적인지 또는 사회자본내의 동종선호의 존재나 정도는 어떠한지 등의 요

소가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불평등 논의의 맥락에서 사회적 연결

망이 수행하는 역할 내지 기능을 명확하게 이해할 때 불평등의 재생산을 

완화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정책개입을 더 세밀하게 설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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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of

the people employed through

social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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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 of this thesis is exploring differences of the effect of

the employment routes. Mainly,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of the

people used social networks such as introduction and recommendation

for job attainment was analyzed. The current study is meaningful in

the way that it discusses the effect of the employment routes with

socio-economic inequality and the relationship satisfaction level.

Main results are as follows. The size of workplaces and the wage

of people employed through introduction or recommendation is smaller

than those of people employed through open recruitment. However, if

we give considerations to socio-economic backgrounds, relations c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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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n around in the low-income/low-asset class. Meanwhile, the

relationship satisfaction level of employed people through social

networks is estimated to have negative effects to wage on

low-income/low-asset class. A strong tie of disadvantaged can have

a negative effect on wage.

In summary, the effect of choosing the employment routes may vary

depending on factors such as socioeconomic class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It is desirable to formulate policy to mitigate inequality

on the premise of an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 and function

of social networks.

keywords : employment route, social networks, wage, socio-economic

backgrounds, relationship satisfactio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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