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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이연구는자원 사참여에미치는다양한개인 지역수 의 향요인가운데특히지역수 에

서측정된소득불평등도와박탈이개인 수 에서측정된자원 사참여가능성에어떠한 향을미치는지

알아보기 한 목 으로 수행되었다. 분석방법은 다층분석, 구체 으로 일반화선형혼합모형 추정방식을

사용하 다. 분석자료는 개인 수 자료는 서울시 25개 행정자치구 44,185명을 상으로 실시된 2013년

서울서베이데이터를활용하 고, 지역 수 자료는 2010년서울복지패 데이터를활용하 다. 분석결

과, 성별, 연령, 소득, 학력 등을 포함하는 개인 수 의 요인들을 통제하 을 때 지역의 소득불평등도와

빈곤율은 서울시개별주민의 자원 사참여가능성에 유의미하게부정 인 향을 미쳤고, 이와 조 으

로지역의범죄율과 주거불안정성은자원 사참여가능성에유의미한 향을미치지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원 사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후속연구를 한 제언을 제시하 다.

주제어：자원 사, 소득불평등, 박탈, 다층분석, 자원 사 리

ABSTRACT：We explore the individual- and district-level predictors of volunteering in Seoul, Korea, 

particularly how changes in income inequality and deprivation measured at the district level affect 

the volunteer rate measured at the individual level. We use multi-level modeling, specifically, a 

generalized linear mixed model, to analyze representative data on 44,185 individuals in twenty-five 

districts in Seoul, merged with census data containing various district-level measures. Our findings 

suggest that, controlling for individual-level predictors, such as gender, age, income, and education, 

income inequality and the poverty rate of a district are significantly negatively related to the volunteer 

rate, whereas district-level predictors, such as the crime rate and residential instability, are not. Based 

on the findings, we point out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practical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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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일반 으로 성별, 소득, 학력, 종교 같은 개인

수 의 변수들은 해당 개인의 자원 사참여가능

성에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알려져있다

(김태룡․안희정, 2011). 그 다면 이와 같은 개

인 수 의 변수들 외에 자원 사참여가능성에

향을미치는지역수 의변수들에는무엇이있을

까? 이 연구는 개인의 자원 사참여가능성과

련을 갖는 다양한 지역 수 요인 특히 소득불

평등과 박탈에 을 맞추어 이와 같은 지역 거

시변수들이 개인의 자원 사참여에 어떠한 향

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한 목 으로 기획되었다.

이를 해 서울시 25개 행정자치구를 기본 조

사 상지로 설정하여 그 안에 거주하는 서울시민

44,185명의 자원 사참여가능성을 측하는 다양

한 개인 지역 수 변수들의 상 향력을

검증하 다. 검증 상이 된 변수들은 지니계수로

측정된 지역소득불평등도를 비롯해빈곤율, 범죄

율,주거불안정성등이른바지역박탈(area deprivation)

과 련된 거시변수들을 포 하 다. 궁극 으로

이연구는소득불평등도와박탈수 이높은사회

환경에서 자원 사참여수 이 낮아지는지 아

니면높아지는지 여부를알아보는데 을맞추

고 수행되었다.

선행연구에서 발견된 두 가지 학술 공백이

이 연구를기획한 배경이되었다. 첫째, 한 지역의

소득불평등과박탈이자원 사참여가능성에 어떠

한 향을미치는지체계 으로조사한경험 연

구가 국내에서는 무하다. 외국의 경우 개인의

자원 사참여와 지역의 소득불평등도, 박탈 수

간 련성을 검증한 연구들은 많다(Letki, 2008;

Wilkinson and Pickett, 2009). 이 연구들은 기본

으로경제 불평등이심한지역은계층간격차

가커일반화된사회신뢰(generalized social trust)

수 이 낮으며, 신뢰하기어려운 이방인들에 의해

둘러싸인 - 둘러싸여 있다고 믿는 - 주민들은 성

숙한 시민사회 구성원이 갖는 상호호혜의 원리를

내면화하는데실패하여결국자원 사참여를주

하게된다는논리를공통 으로 개한다(Bekkers,

2012; van Ingen and Bekkers, 2012). 실제로 미

국 51개 주를 상으로 지역 소득불평등도와 개인

의자원 사참여가능성의 련성을조사한Uslaner

와 Brown(2005)의연구에 따르면, 지역의 소득불

평등도가 높을수록 일반화된 사회신뢰가 낮고, 일

반화된 신뢰수 이 낮은 지역일수록 그곳에 거주

하는 개인들의 자원 사참여가능성도 떨어지는

상이 찰되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지역 소득

불평등과 박탈, 개인의자원 사참여가능성간

계를 살핀 해외의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Wilson,

2012).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 변수들의 련성

을조사한경험 연구가아직까지 문헌에 보고된

바가 없다.

둘째, 련 데이터가 국내에도 차츰 축 되어

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원 사참여가능성을

측하는 요인으로 지역변수를 주목한 연구는 우

리나라에서 매우 드물다(김욱진, 2015: 238). 이

는해외의많은연구들이개인의시민참여를 진

는 해하는 변수 하나로 거주지역의 특성

들을 오래 부터 꾸 히 조명하여 왔다는 을

감안하면(Hooghe and Botterman, 2012; Hussein

and Manthorpe, 2014), 다소 의아한 학술 공백

이라 여겨진다. 이 연구는 성별, 학력, 소득, 종교

와같이 개인 수 에서측정된변수들도 요하지

만, 시민참여라는 인간행 는 사회 진공상태에

서발생하지않고다면 상호작용과 계들이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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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인간거주공간에서벌어지며, 따라서 그것

을설명하고 측하기 해서는개인요인외에지

역요인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른

바 ‘환경 내 인간의 ’(person-in-environment

perspective)을 기본 시각으로 취한다. 그러나 국

내 문헌 가운데 개인의 자원 사참여가능성을 설

명하고 측하기 하여 거주지역과 련된 맥락

혹은구성 요인을분석모형에 포함시켜조사

한 경험 연구는 지 까지 매우 드물었다.

이연구는사람이사는‘장소’는그사람이취하는

특정한행동을설명하고 측하는데유의미하다는

시각을 기본 으로 견지한다(Cressewell, 2015). 그

리고 이와 같은 아래한 지역 내 소득이질성

을 비롯하여빈곤, 범죄, 주거열악같은지역 박탈

지표들이 개인의 자원 사참여가능성에 부정 인

향을미칠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는데 을

맞추고 논의를 개한다. 아래에서 우리나라 자원

사의 황에 한기본 인 내용을간략히짚어

보고, 소득이질성과지역박탈 자원 사참여에

한이론 내용들을 살핀 후연구가설을도출할

것이다. 그리고이를 다층분석 방식으로 검증함으

로써 자원 사참여수 은 소득불평등도와 박탈

수 이 낮은, 더 평등한 사회경제 환경에서 높

게 나타난다는주장의 타당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Ⅱ. 문헌검토

1. 국내 자원 사 황

자원 사란 ‘ 사회의 주요 사회문제 해결을

해 주민들이 자발 으로 참여하여 그들의 시간

과 노력을 투입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활동’이다(김욱진, 2016: 30). 자원 사

는 우리나라에서는 문민정부가 등장한 1990년

부터본격 으로 사회 인 심을끌기시작

하 다(최종 외, 2015: 57). 사회학, 사회복지학,

행정학등 학계의 주목을 끈 것도 략이 시기부

터 는데, 이는 자원 사가 한국 내 자발 시민

사회의 등장을 알리는 상징 로 이해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00년 에 어들면서부터 자원 사에 한

학술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었다(주성수, 2005;

이용 , 2015). 그리고이러한연구들덕분에오늘

날 자원 사 상에 한 우리의 이해는 상당 수

에 다다랐다. 몇 가지 를 들면, 연구들은 한국

인의 자원 사참여율이 지난 1999년 14.0%에서

2008년 20.0%로 올라섰고, 가장 최근인 2014년에

는 22.5%를 기록하는 등 꾸 히 높아지는 추세임

을 확인했다(주성수․정희선, 2014). 한, 한국인

들의일년간평균 자원 사참여시간은약 23시간

에 이르고, 자원 사참여가능성은 여성, 40~50

장년층, 학력과 소득수 이 높고 종교를 가진

개인들, 건강상태가 양호하고학령기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서 특히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밝

냈다(주성수, 2016). 몇몇 연구들은 사람들이 자

원 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오로지 이타 이거

나 가치지향 인동기때문만이아니라상당부분

도구 인동기( : 여가시간의활용, 친목도모등)

에서비롯된것임을보여주었고(강 선외, 2010),

다른 연구들은자원 사참여의주요경로로교

회등 종교단체의역할이우리나라에서유난히크

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기도 하 다(이 기, 2013).

이처럼, 축 된연구결과들은한국시민사회에 자

원주의(voluntarism)가 뿌리내리기 시작한 1990

년 와비교해보았을때자원 사의 성격이나자

원 사자들의특징에 해우리가알고있는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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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과 질이 폭 확 되었음을 시사한다(주성

수, 2016).

그러나 국내 문헌을 검토하다보면 자원 사라

는 용어가한 개인의 ‘개별 행 ’ 차원에서만 이

해되고사용되는 경향이강하다는사실을곧알게

된다. 이는 자원 사참여의 측요인들로 다수

의 선행연구들이 성별, 연령, 사회경제 지 , 혼

인상태, 건강수 , 고용상태, 종교 믿음 여부 등

주로개인수 에서측정된 변수들만주목하고있

다는 데에서 명백히 확인된다(이용 , 2015).

개인 수 의 변수에만 을 맞추는 국내 연

구들의 미시 편향성은 자원 사참여가 일어나

는사회경제 ․물리 환경 맥락의효과를간

과한다는 에서 문제가있다. 무엇보다 개인들이

일상을 하는 거주지역의 환경 ․맥락 요

인들이 자원 사 같은 친사회 인 행 들에 유의

미한 향을미친다는 해외의 최신 연구결과를

반 하지않는다는 에서 학술 공백을많이

남긴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문헌상 공백을 채우

기 하여 서울시 25개 행정자치구를 분석단 로

삼아 지역의 소득불평등도와 박탈이 개인의 자원

사참여가능성에 미치는 향을 조사한다는 데

학술 인 의의가 있다.

2. 자원 사참여에 향을 미치는 거시변수

해외의 선행연구들은 지 까지 다양한 지역요

인들을개인의자원 사참여가능성에 향을미치

는거시변수로검토해왔다(Bowling and Stafford,

2007). 연구들은 특히 지역 내 인종 이질성, 직

민주주의 구 수 , 자원 사자 리조직 도,

그리고 기독교 믿음을 가진 주민 비율 등을 집

으로 조명하여 왔다(Stadelmann-Steffen and

Freitag, 2010; Tolsma et al., 2009). 그러나이 연

구는 앞서 열거한 거시변수들은 연구모형에 반

하지 않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 요인들은 한국사

회와 정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구체 으로 설

명하면, 련선행연구들이수행된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구사회와 달리 한국은 인종 으로 아직까

지 다분히 동질 인 나라이다. 한, 간 민주주

의 형태의 의제를 채택하고 있고, 기독교 인구

도 체 인구의 삼분의 일 정도수 으로 타종교

나 비종교 인구와 경쟁 계에 놓여있다. 그뿐만

아니라 부분의 지역사회에 자원 사센터와 같

은 자원 사 리조직이 만들어져 운 되고는 있

으나이것들은거의 부분이 앙정부의주도아

래 계획되어 설치되었기때문에(최종 외, 2015:

67) 물리 인 도측면에서 지역간 어떤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리조직들의

지역 간 물리 도 차가 유의미하게 크지 않을

경우이 연구가집 조사하고자하는지역변수의

효과크기(effect size)를 특정해내기란 어려운 일

이다(Heck et al., 2012). 이런 들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외국의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앞의 네

가지 지역요인들을 연구모형에 반 하지 않고자

한다.

신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 의해 그 타당도를

반복 으로입증받았고우리나라에서의 정합성도

크다고 단되는 그밖의 지역요인들, 구체 으로

소득불평등도, 빈곤율, 범죄율, 그리고주거불안정

성을 개인의 자원 사참여가능성에 향을 미치

는거시변수들로 특정하여이들개개의유의성

상 요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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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불평등도와 자원 사참여

다양한 지역요인 가운데 개인의 자원 사참여

가능성에 강력한 향을 미치는 거시변수로 해외

선행연구들이 오래 부터 주목하고 실증 으로

검증해온 것은 바로지역 소득불평등도이다. 실례

로 Benett(2013)은 국 내 313개의 지역사회를

상으로 자원 사 상을조사한후개인의자원

사참여가능성은 소득이질성이 큰 곳에서 낮다

는 사실을 보고하 다. 비슷한 맥락에서 Rotolo

and Wilson(2012; 2014)은 미국의 51개 주를

상으로자원 사 상을조사한후 개인의자원

사참여가능성은 경제 ․인종 이질성이 큰 지

역에서 낮다는 사실을보고하 다. 유럽 국가들의

자원 사 실태를 비교분석한 Woolley(2003)와

Solt (2008) 역시 비슷한 연구결과를 보고하 다.

Uslaner and Brown(2005)은 지역의 소득불평

등도와 개인의 자원 사참여 간에 이처럼 강력하

고 안정 인 부정 향 계가 성립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하 다. 먼 한 지역

의소득분포하단부에 치한 사람들은충분한인

자원을 보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원 사에 시

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지역

내 자원취약계층에게 자원 사란 사치스러운 사

회활동일수있다. 시간과 돈, 열정의낭비이자, 경

쟁 유 노동시장에서 더 생산 인 일을 수행하

여 벌어들일 수 있는 임 소득의 손실을 의미할

수 있다. 경제 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자원취

약계층이 명백하고 임박한 기회비용에도 불구하

고 자원 사를 선택할가능성은희박하며, 취약계

층이 상 으로 많이 거주하는 소득불평등도가

큰 지역사회에서 자원 사참여가능성이 낮게 나

타나는 것이 놀랍지 않다는 논리이다.

한편, 불평등이심각할때 소득분포의하단부에

치한 빈민들은 자신들의 의견과 이해 계가 기

존 정치체계에 제 로 흡수․반 되지 못한다는

불만감을가지게된다(Delhey and Newton, 2005).

두 번째 설명은 바로 이와 같은 빈민들의 불만감

에 을 맞춘다. 빈민층의 불만족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것이 곧 정치 무력감의 원천이 되고,

종국에는 시민참여의 해요인으로 작동하기 때

문이다. 희소자원이 불평등하게 배분되어있을 때

소득분포의하단부에 치한 이른바 ‘가지지 못한

자’들은 상단부에 치한 ‘가진 자’들을 운동공동

체의 일원으로 간주하기를 꺼린다. 자신과 다른

배경에서살고있고상이한이해 계를갖고있다

고 여겨 신뢰를 거둬들인다. 과거와 재를 비

으로보고미래에도자신들이결정할수있는것

은 아무 것도 없다는 열패감에 빠져 낯선 이방인

에 한 신뢰를 무차별 으로 철회한다(Rothstein

and Uslaner, 2005). Uslaner and Brown(2005)에

따르면바로이와같은손상된신뢰감이자원 사

를비롯한각종정치 ․시민 참여 활동을 해

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한다. 이 설명방식에서

미지의 낯선 타인에 한 신뢰, 즉 일반화된 사회

신뢰는 소득불평등도와 자원 사참여 사이의

계를 연결해주는 고리, 즉 매개변수로 작동한다.

4. 지역 박탈과 자원 사참여

지역사회 빈곤과 련된 문헌을 검토하다 보면

많은 국내외 연구자들이 지역 소득불평등이라는

용어외에지역박탈이라는용어를 빈번히 사용하

고있음을알게된다. 비슷한의미인것같지만연

구자들은 학술 으로 둘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

다. Tolsma 외(2009)에 따르면, 박탈수 이 높은

지역사회들은 심각한 빈곤, 만연한 범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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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잦은 출입이라는세가지특징을공유

한다. 여기서 주안 은 이 세 개의 독립 요인들

이하나로결합하면지역사회 주민들의 은

정 이고 유쾌하며 신뢰할만한 상호작용으로 이

어지기보다, 정반 로 몰이해, 불신, 불편과 같은

부정 인 경험으로 치환되어 결과 으로 시민참

여에 한 주민들의 동기 훼손과 기회 쇄를 야

기한다는 사실이다(Letki, 2008).

지역 박탈과 지역 소득불평등은 시민 안에

여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지, 능력, 외 기회

구조연결등에부정 인 향을미친다는 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박탈은 개념 으로 지역 소득불평등과 엄격히 구

분해야 하고 구분할 수있다는것이 재 학계

의 일치된 의견이다(Auger, Giraud and Daniel,

2014). 후자는어떤한지역의경제 이질성(economic

heterogeneity)을 상 에서 보는 데 반해,

자는 빈곤, 범죄, 주거불안정성과 같은 특정 지

역 내 사회경제 무규범과 혼란 상태를

에서 조명하기 때문에 둘은 구분이 가능하다

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해외의여러선행연구들은지역소득불평등도와는

별개로 지역 박탈이라는 개념을 하나의 상 개념

(construct)으로 설정하여 그것이 개인의 자원

사참여가능성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고, 조사

결과, 둘 사이에 부정 인 향 계가 놓여있다는

보고를 하 던 것이다(Clifford, 2012; McCulloch

et al., 2012). 구체 으로, 연구들은빈곤과범죄가

만연하고 주민 출입이 잦은 불안정한 지역사회

에서 개인의 자원 사참여가능성은 히 떨어

진다는 조사결과를 문헌에 보고하여 왔다.

그러나 국내 문헌 가운데 빈곤, 범죄, 주거불안

정성으로 변되는 지역 박탈을 독립변수로 활용

하여 이것이 개인의 자원 사참여가능성을 얼마

만큼 측하고 설명해주는지 조사한 선행연구는

없었다. 물론 앞에서 언 하 던 로 지역 소득

불평등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개인의 자원

사참여가능성과의 향 계를 살핀 선행연구도

국내에는 없었다. 따라서당연하게도지역 소득불

평등도와지역박탈가운데무엇이 개인의 자원

사참여가능성에더 큰 향을 미치는지그 상

요도를 검증한 연구도 국내에서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5. 가설

이 논문은 련 선행연구가 부족한 국내의 상

황에 을 맞추어 지역의 소득불평등도와 주요

지역 박탈 변수들, 구체 으로 지역 빈곤율, 범죄

율, 주거불안정성이 개인의 자원 사참여가능성

에 미치는 향을 살피고자 한다. 연구가설은 아

래와 같다.

[가설 1] 거주지역에 따라 개인의 자원 사참여

가능성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 지역의 소득불평등도는 개인의 자원

사참여가능성에 부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지역 박탈은 개인의 자원 사참여가능

성에 부 인 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1] 지역의빈곤율은개인의 자원 사

참여가능성에 부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지역의 범죄율은 개인의 자원 사

참여가능성에 부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지역 주거불안정은 개인의 자원

사참여가능성에 부 인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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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자료

가설검증을 한자료는두개의출처에서확보

하 다. 하나는개인수 변수들로구성된 2013년

서울서베이자료이고, 다른하나는지역수 변수

들로 구성된 2010년 서울복지패 자료이다.

서울서베이는 2003년부터 서울시가 주 하여

수행한 도시사회정책지표구축용 설문조사로, 서

울시민들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

고서울시의정책이시민들의 삶에 어떻게반 되

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조사의 주된 목 이다.

설문은총 12개분야 200여개의지표로 구성되며,

이 연구가 심을 갖는 내용, 즉 자원 사활동을

포함한시민참여 련 항목들을다수포함하고있

어 이 연구의 목 과 잘 부합한다. 서울서베이는

2003년 최 에공개된이후 2016년 재까지

14년째 빠짐없이 실시되었는데, 이 연구는 지역

수 변수들을 포함하는 두 번째 자료원, 즉 서울

복지패 과의 시간 성1)을 감안하여 가장

최근자료가아닌 2013년 자료를분석에활용하

다. 2013년 서울서베이 자료에는 원래 47,384명의

서울시민이 설문참여자로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연구에서는 이가운데불성실하게설문에응한

참여자들의 조사결과와 18세 미만 미성년 참여자

들의 조사결과를 제외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거주 인 총 44,185명의 18세이상성인서울시민

들로 구성된 표본을 추출하 고, 이를 개인 수

데이터로 최종 확정지었다.

지역 소득불평등도 지역 박탈 변수들을 포

함하는 지역 수 데이터는 2010년 서울복지패

자료에서 확보하 다.2) 서울복지패 은 서울복지

재단이 지난 2009년과 2010년 두 번에 걸쳐 서울

시 주민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에 공개한 종단데이터로서, 서울시 주민의 각종

복지 욕구와 충족 황을 조사하고 그 변화를 추

하여 서울시 복지정책 수립을 한 기 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주된 목 으로 삼는다. 설문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약 8천 개 가구 4만 4천여 명

의 가구원들이 참여하 는데, 이 연구에서는 서울

서베이자료에서 확보하지못한각종 지역특성

련 변수들을 서울복지패 자료에서 얻기 하여

가장최신의2010년자료를바탕으로가구 가구

원수 의자료를 25개자치구별로통합하 다. 그

런 다음 자치구별로 통합된 집합데이터(aggregate

data)를 앞서 확정지은 개인 수 데이터의 거주

자치구 정보에 응시켜 분석에 필요한 개인-지

역 수 의 병합 자료(merged data)를 최종 확보

하 다.

2. 변수

1) 종속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자원 사참여’이다. 이

1) 지역 수 의 자료는 2010년, 개인 수 의 자료는 2013년의 것으로 정하여 총 3년의 시차를 두고 최종 자료를 구축한 까닭은 독립변수로서의

지역 특성이 종속변수로서의 개인행 에 향을미침에 따라 나타나는효과는 시간 으로 즉각 으로발생하지 않으며, 충분하고 일정한

기간이요구되는 일이라는 련 연구들의지 에 따른조치이다(김교성, 2010: 223~224). 이처럼몇 년의시차를 두는설정은 다층분석방식

을 바탕으로 개인의 행 나 인식에 향을 미치는 지역특성을 조사하는 많은 경험 연구들이 차용하는 방법론으로서, 연구자마다 차이는

있지만최소 1년에서 최 3년까지의시차를두는것이보통이며, 이를통해연구자는지역요인이개인요인에미치는 향의인과 계방향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고 인과성의 크기도 극 화하는 효과를 기 할 수 있다(Heck et al., 2012).

2) 지역 박탈변수들 가운데지역 범죄율과 련된자료는 검찰청 홈페이지정보마당 통계자료 메뉴 『2010년범죄분석』보고서에서획득

하 다. 출처: http://www.spo.go.kr/spo/info/stats/stats02_2010.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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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응답자에게 설문시 을기 으로 지난 일년

간자원 사활동을한 번이라도해 보았는지여부

를 묻고 그 다고 답한 경우 1, 그 지 않다고 답

한 경우 0을 부여한 개인 수 의 이항변수이다.

일반 으로 자원 사 상을 탐구하는 연구자

는 자원 사참여수 을 측정하기 하여 크게 두

가지 방식에 의존한다(Musick and Wilson, 2008:

27). 하나는 자원 사참여 여부를 묻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자원 사참여시간을 묻는 방식이다.

자는 주어진 기간 동안 특정 인구집단 내 자원

사활동을해 본자들의비율이얼마인지계산하

여 한 개인의 자원 사참여가능성(the likelihood

of volunteering)을 측하고자 할때 주로사용한

다. 이와 조 으로후자는주어진기간동안자원

사활동에 투자된 시간을 계산하고 같은 활동이

얼마나 지속되는지(the duration of volunteering)

알고자 할 때 주로 사용한다.

자원 사참여시간에 한질문은비자원 사자

에게도 얼마든지 물을 수 있다. 그러나 비자원

사자들이 답하는 자원 사참여시간 값들의 분석

유용성은상당히떨어진다. 부분의 인구집단

에서 자원 사자들의 숫자는 은 것이 보통이고,

따라서 다수를차지하는비자원 사자들의자원

사참여시간( 측값=0)을 자원 사자들의 참여

시간과 혼합하여 하나의 연구모형에서 동시에 고

려할 경우, 그 분포는 오른쪽으로 극단 으로 치

우친 패턴을 보이기 마련이며, 이처럼 정상분포

가정이심각히 반되는상황에서는더이상의다

변량분석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 요한 사실이 이 연구의 주된 목

은지역소득불평등도와지역 박탈 수 이커지거

나 작아질 때 특정 지역 내 자원 사자들의 반

인 참여율(참여가능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아내는 데 있다는 이다. 지역 소득불평등도

박탈 수 의 변화가 자원 사자들의 활동시간(참

여지속성)에 끼치는 향 정도를 알아내는 것은

이 연구의 목 과는 거리가 멀다. 이와 같은 연구

목 상이유그리고앞서언 한방법론 한계

들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학계에 알려진 ‘자

원 사참여’의 두 가지 측정 방식 가운데 참여여

부 -이를 통한 참여가능성의탐색-에 을 맞

추는첫 번째 방식, 즉 참여했다/참여하지 않았다

의 이항측정방식을 선택하여 종속변수의 조작

정의를 마무리지었다.

2) 독립변수 - 소득불평등도

첫 번째 독립변수는 ‘소득불평등도’이다. 이것

은 조사 상 지역의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보여주는 지역 수 의 연속변수이다. 지니계수 0

은 완 한 소득평등을 의미하고 반 로 1은 완

한 소득불평등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서울시 25

개행정자치구를 상으로각 자치구 내가구들의

월평균가처분소득을통합한후, 그 게얻은 집합

데이터(aggregate data)를 아래의 지니계수 공식

에 입하는 방식으로 독립변수의 최종 측치를

도출하 다.

   
  

  

       

공식에서 는 i번째 자치구의 월평균가구

가처분소득 비율을, 는 i번째 자치구의 인

구규모 비율, k는 자치구의 총 숫자를 각각

의미한다.

3) 독립변수 – 빈곤율, 범죄율, 주거불안정성

이 연구의 두 번째 독립변수는 지역 박탈이며,

이것은 ‘빈곤율’, ‘범죄율’, ‘주거불안정성’의 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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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요인들로 구성된다. 먼 ‘빈곤율’은 국 월

평균가구가처분소득의 50%를 기 으로 그보다

낮은 월평균가처분소득을 벌어들이는 가구의 비

율을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 계산하여 확정지은

지역 수 의 연속변수이다. ‘범죄율’은 2010년 한

해 동안 발생한 5 주요범죄 - 살인, 강도, 강간,

도, 폭행 -의 인구일만 명당 총발생건수를서

울시 25개자치구별로계산하여확정지은 지역수

의 연속변수이다. 마지막으로 ‘주거불안정성’은

2010년을 기 으로지난 5년간 재거주 인자

치구이외의지역에서 입한 경험이있는가구의

비율을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 계산하여 확정한

지역 수 의 연속변수이다(Warner and Pierce,

1993).

4) 통제변수

개인의 자원 사참여가능성은지역요인에의해

서만 향을 받지 않는다. 선행연구들은 오히려

지역요인보다 개인요인의 향력에 압도 으로

많은 심을 보 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이

연구는국내외 여러선행연구에의하여개인의자

원 사참여가능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반복

으로 검증받아온 몇 가지 주요개인수 의요

인들을 통제변수로 정하여 이들을 연구모형에 투

입하 다(Wilson, 2012). 모형에 투입된 통제변수

들은구체 으로 ‘성별’, ‘연령’, ‘학력’, ‘소득’, ‘고용

상태’, ‘자가 여부’, ‘주 건강’, ‘종교’, ‘자녀양

육’, 그리고 ‘신뢰’이다.

‘성별’은 응답자가 여성이면 1, 남성이면 0 값을

부여해 만든 이항변수이다. ‘연령’은 설문조사 당

시응답자의실제나이를그 로사용한 연속변수

이며, ‘연령제곱’은 자원 사참여가능성과 연령사

이에놓여있을 수도있는잠재 인 곡선 계를포

착하기 하여 의도 으로 연구모형에 삽입시킨

연속변수이다(Benett, 2013). ‘학력’은 응답자의

교육연수로측정된 연속변수이고, ‘소득’은응답자

의 월평균가구가처분소득을 총 15단계(0: 50만

원 미만 ~ 14: 700만 원 이상)로 나 어 측정한

서열변수이다. ‘고용상태’는 응답자가 유 노동을

하는 경우 1, 그 지 않은 경우 0 값을 부여한 이

항변수이고, ‘자가 여부’는 응답자가 집을 소유한

경우 1, 그 지않은경우 0 값을부여한 이항변수

이다. ‘주 건강’은 응답자가 자신의 건강상태

에 해 주 으로지각하는 바를 11 라이커트

척도로 물어(0:매우 좋지 않다 ~ 10:매우 좋다)

그 답을 기록한 서열변수이고, ‘종교’는 응답자가

종교 믿음을 갖고 있으면 1, 없으면 0 값을부여

한 이항변수이다. ‘자녀양육’은 설문조사 당시를

기 으로 응답자가 8세이상 19세이하 학령기자

녀를양육하고 있으면 2, 8세미만미취학아동

유아를 양육하고 있으면 1, 자녀가 없다고 답하

다면 0 값을 부여해 만든 범주변수이다. 기 집

단은 자녀가 없다고 답한 사람들로 설정하 다.

마지막으로 ‘신뢰’는 응답자에게 “당신은 처음 만

난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주

고 그에 한 답을 5 라이커트 척도(0: 신

뢰하지 않음~ 4: 매우신뢰)로측정한 서열변수

이다.

3. 분석방법

지역의 소득불평등도와 박탈, 그리고 자원 사

참여가능성 사이의 계를특정하기 하여이연

구는 다층분석, 구체 으로 일반화선형혼합모형

(GLMM, Generalized Linear Mixed Model) 추정

방식을 활용하 다(Raudenbush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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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MM을 선택한 이유는 첫째, 종속변수가 연속

변수가 아닌 이항변수이기 때문에, 둘째, 분석

상이 개인과 지역의 두 수 (two-levels) 구조를

띠기 때문이었다. 특정된 일반화선형혼합모형을

분석자료에 선형 으로 연결시키는 데에는 로짓

함수(logit function)를 선택하 고, 분석의 과

정에서 IBM SPSS 23.0 통계 패키지 로그램을

사용하 다.

모수추정을 하여 가설별로 총 여섯 개의 통

계모형을 특정하여 순차로자료에 합시켰다. 이

과정을 구체 으로 설명하면, 먼 아무런 통제변

수 없이 편의 무선효과(random effect)만을 측

정하는 기 모형 추정작업을 수행하 다(Model

1). 다음으로 Model 1에 개인 수 의 통제변수들

과첫 번째 독립변수인지역소득불평등도를투입

하는 연구모형 추정작업을 실시하 다(Model 2).

그다음 Model 1에 두 번째 독립변수군에 속한 지

역 빈곤율, 범죄율, 주거안정성을 하나씩 투입하

는 연구모형 추정작업을 실시하 다(Model 3, 4,

5).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독립변수 부의 유의

성 상 요도 검증을 하여 이연구의모

든변수를일시에투입하는 최종연구모형추정작

업을 실시하 다(Model 6). Model 1은 [가설 1],

Model 2는 [가설 2], Model 3, 4, 5는 [가설 3-1],

[가설 3-2], [가설 3-3]에 각각 응된다.

한편, 통계모형을특정하는과정에서 이연구는

오로지 무선 편(random intercept)의 유의성만

고려하 음을 밝히는 바이다. 앞서 거론한 모든

개인 수 변수들의 무선기울기(random slopes)

들은 모형에 특정하지 않았는데, 그 까닭은 이 논

문의 연구가설 자체가 층 간 상호작용(cross-

level interaction), 즉 개인 수 변수들이 자원

사참여가능성에 미치는 효과에서의 지역 간 무선

차이를입증하는 데있지 아니하고, 층 내 효과,

즉 지역 수 독립변수들이 자원 사참여가능성

에 미치는 효과에서의 지역 간 무선 차이를 입증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연구의 주

된 심변수가모두지역수 에서 측정된 변인들

이기 때문에, 편의 무선효과의 통계 유의성

확인만으로도 연구목 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는 단이 섰고, 그래서 무선기울기를 모형에 특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불필요한 무선기울기를

모형에반 해 넣으면, 추정모수가 많아져 모형의

합도가떨어지는역효과가발생한다(Raudenbush

et al., 2004).

Ⅲ. 연구결과

1. 기술분석 결과

<표 1>은 모형에 투입된 모든 변수들의 기술분

석 결과를 보여 다. 먼 응답자들의 평균 자원

사참여율은 19% 다. 연령은 평균 46세 고,

52%가 여성이었다. 교육연수로 측정된 응답자들

의 학력은 평균 13년 정도 고, 월평균가구가처분

소득은 350만 원에서 450만 원 사이에 해당하는

수치가 평균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36%의 응답

자들이 유 노동에 종사 이었고, 50%가 종교를

갖고 있었으며, 자가 소유자는 57%에 달하 다.

주 건강상태는 7.16 으로응답자들의 자신들

의건강에 해 반 으로좋게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9%는 미취학 아동 혹은

유아를 양육 이었고, 45%는 학령기 자녀를 양

육하고 있었다. 낯선 사람에 한 신뢰 수는

2.48 으로 일반화된 사회신뢰 수 은 특별하게

높지도 낮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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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퍼센트 평균(표 편차) 범

종속변수 - 개인 수
19.3 - -자원 사참여가능성

통제변수 –개인 수
성별 52.2 - -
연령 - 45.84(14.67) 20~98
학력 - 13.25(2.51) 6~20
소득 - 7.65(3.04) 0~14
고용상태 36.6 - -
자가 여부 57.8 - -
주 건강 - 7.16(1.38) 0~10
종교 50.0 - -
자녀양육

미취학/ 유아 10.8 - -
학령기 29.6 - -

신뢰 - 2.48(0.894) 1~5
독립변수 - 지역 수

지역 소득불평등
소득불평등도 - 0.37(0.10) 0.26~0.51

지역 박탈
빈곤율 - 0.26(0.09) 0.11~0.45
범죄율 - 230.3(110.3) 142.0~626.1
주거불안정성 - 0.37(0.06) 0.26~0.51

<표 1> 주요 변수들의 기술분석 결과

<표 1>의 하단부는 지역 수 변수들의 기술분

석 결과를 보여 다. 먼 소득불평등도는 최솟값

이 0.26, 최댓값이 0.51이었고 평균은 0.37이었다.

일반 으로학계에서는지니계수0.4를소득격차의

발생시 으로 간주한다(Fang et al., 2013: 167).

이러한 을 감안한다면 이 연구의 자료 분석결과

확인된 서울시 체의 반 소득불평등도는 허

용 가능한 수 이면서 동시에 소득격차 감소를

한개입이필요한, 임계수 상태임을추정 한다.

한편, 빈곤율과 범죄율, 주거불안정성 평균은 각각

0.26, 230.3, 0.37이었다.

<표 2>는이연구의주요변수간상 계를조

사하여정리한것이다. 먼 독립변수들간상

계와 련하여, 분석결과는 그 어떠한 상 값들도

다 공선성을 의심하게 할 만큼 크지 않음을 보여

다. ‘소득불평등’이 ‘빈곤율’ ‘범죄율’과 상

했던 바 로 유의한 상 계를 맺음이 확인되었

지만, 이경우에도상 계수는유의값 a=0.01을기

으로 각각 0.29와 0.23에 불과해 독립변수 간 상

계는 약한 혹은 간 수 에 불과함을 알 수

있었다.

구분
자원 사

참여가능성

소득

불평등도
빈곤율 범죄율

주거

불안정성

자원 사

참여가능성
1 -0.48** -0.39** -0.09+ -0.05+

소득

불평등도
-0.48** 1 0.29** 0.23** 0.11

빈곤율 -0.39** 0.29** 1 0.21* 0.17*

범죄율 -0.09+ 0.23* 0.21* 1 0.19*

주거

불안정성
-0.05+ 0.11 0.17* 0.19* 1

+p < 0.10; *p < 0.05; **p < 0.01 (양측검증)

<표 2> 주요 변수들 간 상 분석 결과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 간 계를 보면, 지역

소득불평등도는 개인의자원 사참여가능성과강

한 부 상 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는 [가설 2]를 지지하는 일부 증거가 된다.

지역 박탈 련 변수들의 경우 빈곤율은 a=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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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에서 자원 사참여가능성과 부 으로 유의한

계를맺었으나, 범죄율과주거불안정성이a=0.10

수 에서 매우 약하게 부 인 상 계를맺는것

으로 나타나 [가설 3]은 채택이 일부 어려울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2. 가설검증 결과

<표 3>은 개인의 자원 사참여가능성에 향

을 미치는 개인 지역 수 요인을 찾는 다층

분석 결과를 보여 다. 기 모형(Model 1) 추

정 결과, 편의 무선효과는 a=0.0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구체 으로, 무선

편의 공분산 추정치는 1.024 으며, 이는 지역

수 요인들에 의해 설명 가능한 개인 수 종

속변수의 변량이 약 23.7%라는 사실을 말해

다(ICC=1.024/(1.024+3.29)).3) Model 1 무선

편의유의미한 변이는 서울시 거주 개인들의자원

사참여가능성이 거주지역에 따라 다를 것이라

는 [가설 1]을 입증해주는 결과이다. 나아가 다양

한지역수 독립변수들을 후속연구모형에포함

시킬 경험 근거가 된다.

Model 2는 Model 1에 자원 사참여가능성을

측하는 다양한 개인 수 통제변수들과이연구

의첫 번째 지역 수 독립변수인소득불평등도를

투입해 합시킨 연구모형이다. Model 2의 추정

결과, 지역의소득불평등도는 상한 로 개인의

자원 사참여가능성에 a=0.0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Model 3, 4, 5는 Model 1에지역 박탈

과 련된 독립변수들, 즉 빈곤율, 범죄율, 주거불

안정성을 각기 차례로투입한연구모형들이다. 각

모형들을 자료에 합시켜 모수를 추정한 결과,

지역박탈과 련된독립변수들은모두개인의자

원 사참여가능성에 유의미하게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Model 3의 빈곤

율이 a=0.05에서 유의미하 던것과 달리, Model

4의 범죄율과 Model 5의 주거불안정성은 a=0.10

에서만 유의미하여 그 효과가 미미함을 알 수 있

었다.

마지막으로 Model 6은 Model 1에 개인 수 의

통제변수와 지역 수 의 독립변수 모두를 투입하

여 합시킨 최종연구모형이다. 최종 연구모형은

이연구의독립변수간상 유의성을검증하기

한 목 으로 특정되었다. 즉, 타 변수들과 함께

고려되었을때각변수가이 의강건성(robustness)

을얼마만큼유지하는지 보기 한 목 으로만들

어졌다. 모형추정 결과, 지역 소득불평등도는 타

변수들을 고려한 상태에서도 통계 유의성을 유

지하여(a=0.01) 강건성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

다. 즉, [가설 2]는 채택이 가능하 다. 그러나 선

행연구 모형에서 통계 유의성을 미약하게나마

갖고 있던 범죄율과 주거안정성은 최종모형인

Model 6에서 유의성이 완 히 사라져버려 이 두

변수들은타변수들을고려하 을때 강건성이확

연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 다. 따라서 [가설 3-2]

와 [가설 3-3]은채택이불가능하 다. 한, 선행

연구모형에서 a=0.05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

하 던 지역 빈곤율은 최종 Model 6에서 a=0.10

3) 내상 계수(ICC, Intra-class correlation)는 기 모형인 Model 1에 해서만 계산하여 제시하 다. 내상 계수의 분모 일부를 구성하는

집단 내 분산(within-group variance)은 로짓연결함수를 활용하는 일반화선형혼합모형에서 항상 π=3.29로 재장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특성은 복수의 연속 모형 어떤모형이 특히 더많은 설명력을 가지는지비교하는 것 자체를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Heck et al., 2012: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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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Model 1 Model 2 Mode 3 Model 4 Model 5 Model 6

통제변수 - 개인 수

성별 - 0.081+(0.043) 0.090*(0.047) 0.092*(0.049) 0.094*(0.051) 0.080+(0.042)

연령 - 0.005+(0.002) 0.006+(0.001) 0.008+(0.001) 0.009+(0.001) 0.008(0.010)

연령제곱 - 0.001*(0.000) 0.001*(0.000) 0.002*(0.000) 0.003*(0.000) 0.001*(0.000)

학력 - 0.214**(0.073) 0.234**(0.060) 0.245**(0.070) 0.250**(0.065) 0.201**(0.075)

소득 - 0.382**(0.079) 0.412***(0.07) 0.457***(0.09) 0.502***(0.09) 0.304**(0.090)

고용상태 - -0.020(0.041) -0.026(0.051) -0.029(0.057) -0.033(0.060) -0.024(0.062)

자가 여부 - 0.006(0.249) 0.008(0.223) 0.010(0.210) 0.013(0.201) 0.005(0.004)

주 건강 - 0.627**(0.202) 0.705**(0.210) 0.717**(0.209) 0.754***(0.19) 0.610**(0.218)

종교 - 0.781**(0.050) 0.801**(0.049) 0.813**(0.045) 0.825***(0.03) 0.720**(0.051)

자녀양육

미취학/ 유아 - -0.190*(0.090) -0.201*(0.095) -0.220*(0.090) -0.23***(0.07) -0.174*(0.083)

학령기 - -0.061+(0.02) -0.077+(0.02) -0.086+(0.02) 0.091*(0.009) 0.059+(0.027)

신뢰 - 0.119+(0.050) 0.121(0.055) 0.130(0.054) 0.151+(0.032) 0.107(0.049)

독립변수 - 지역 수

지역 소득불평등

소득불평등도 - -2.48**(1.385) - - - -2.37**(1.352)

지역 박탈

빈곤율 - - -0.710*(0.139) - - -0.311+(0.16)

범죄율 - - - -0.105+(0.00) - -0.002(0.172)

주거불안정성 - - - - -0.274+(0.09) -0.056(0.202)

편의 무선효과 (

)

1.024**

(0.065)

0.975**

(0.039)

1.015**

(0.056)

1.019**

(0.061)

1.020**

(0.063)

0.954*

(0.033)

내상 계수 (ICC) 0.237 - - - - -

+p < 0.10; *p < 0.05; **p < 0.01; ***p < 0.001 (단측검증)

주: 1. 칸 안의 숫자는 편의 무선효과(random effect)를제외하고모두로그오즈(log odds)로 표 된고정효과(fixed effect)를나타

냄. 2. 호 안의 숫자는 표 오차를 나타냄.

<표 3> 자원 사참여가능성을 측하는 일반화선형혼합모형 추정결과

수 에서만 통계 유의성을 유지할뿐이었고, 그

마 도 로그오즈 계수값이 –0.710에서 -0.311로

감소하는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변화는 자원 사

참여가능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빈곤율보다 소득

불평등도의 설명력이 상 으로 월등이 크다는

사실의 경험 증거가된다. 어찌되었든 결론 으

로 [가설 3-1]은 채택 가능하다는 사실을 최종모

형인 Model 6의 추정결과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

었다.

요약하면, [가설 1]과 [가설 2]의 경우 온 한

채택이가능하 고, [가설 3]의경우첫번째하

가설인 [가설 3-1]만 채택이 가능하 으며 [가설

3-2]와 [가설 3-3]은채택이 불가능하 다. [가설

1]의 채택은 개인의 자원 사참여가능성을 설

명․ 측하는 데 있어 개인요인 외에 지역요인을

살피는 이 연구의 다층 근방식이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가설 2]와 [가설 3-1]의 채

택, 그리고 [가설 3-2]와 [가설 3-3]의 기각은 다

양한 지역요인 소득불평등도와 빈곤율은 개인

의 자원 사참여가능성을 유의미하게 설명․ 측

해주는 변수로 볼 수 있지만, 범죄율과 주거불안

정성은 그 게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한 가지 흥미로웠던 사항은 유의

미한 것으로 드러난 소득불평등도와 빈곤율이 상

이냐 이냐의차이만있을뿐결국소득

과 련된지역의경제 특성요인을구성하 다

는 이다. 그러나 두 유의미한 지역변수 가운데

상 으로 더 요도가 높은 쪽, 즉 개인의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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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여가능성에 더 강력하게 부정 인 향을

미치는것으로 드러난 변수는 소득의 크기

를 나타내는 빈곤율이 아닌, 경제 이질성을 나

타내는 소득불평등도 다는 도 주의 깊게 받아

들여야 할 목이다. 이 마지막 부분을 유념해서

해석해야 하는 까닭은 단순히 소득이낮은사람이

다수를 차지하는 곤궁한 사회환경(= 높은 빈곤

율)보다 소득의 이질성이 높은 격차 큰 사회환경

(= 높은 소득불평등도)에서 자원 사와 같은 시

민참여활동이더 심각히 해될수 있음을경험

으로 증명해주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Ⅳ. 결론

1. 연구결과 논의

이 연구에서는 다층분석 방식에 근거하여 개인

의 자원 사참여가능성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개인 지역 수 변수들을 살펴보았다. 구체

으로, 서울시 25개 행정자치구를 조사 상으로 개

인을둘러싼다양한지역수 의변인들이어떻게

자원 사라는 시민참여에 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았다. 분석 결과, 개인의 자원 사참여가능성은

거주지역에 따라 유의미하게 다르며, 그 차이는

거주지내소득불평등과빈곤 수 에의하여의미

있게 설명할 수 있었다. 나아가 두 변인의 상

요도와 련하여, 지역의 반 인 빈곤율보다

지역 내 소득불평등도가 개인의 자원 사참여가

능성을상 으로더 크게 해하는요인임을분

석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조사

결과는 자원 사 이를 둘러싼 사회 환경에

한 우리의 학술 이해, 나아가 정책과 실천의

구 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이 연구의 조사결과는 자원 사활동, 크

게는 시민참여활동이 개인 특성이나 인 자원

에 의해서 뿐 아니라 일상 삶을 하는 거주

장소에 의해서도 심오한 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시민참여의 거시 결정요인에 한 해

외의연구들은그동안여러차례반복 으로수행

되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는 이제 거주지 자

체의 특성이 시민참여를 진하거나 해하는

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다

(Wilson, 2012: 191~192).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

서 수행된 다수의 경험 연구들은 한 지역의 소

득분배나 박탈 수 에서 비롯된 지역효과란 실존

하는 것이며, 시민참여에 한 개인들의 숙고와

결정에 강력하고 독립 인 향요인으로 작용함

을 명백히 보여주었다(Bennett, 2013; Dury et al.,

2016). 다양하고 확실한 경험 증거에도 불구하

고우리나라를비롯한여러아시아 국가의 련분

야 연구자들은 자원 사참여수 의 개별 차이

가 미시 요인뿐 아니라 거시 요인 양자에 동

시에 뿌리를 둘 수 있다는 가능성을 도외시했다.

그결과 거주지역이개인에게 미치는 다양한거시

효과들을 문헌에서 제 로 다루지 못했다(김

욱진, 2015: 231). 이 연구는 이처럼 지 까지 국

내 문헌에서 묵과되어온 주제, 즉 거주지역이 만

들어내는 발 속성에 한 심이 필요하고,

나아가자원 사참여를설명할수있는개인이외

의 다양한 지역 수 요인을 검토해야 함을 구

한다는 에서 학술 유의성이 크다고생각한다.

둘째, 경제 특성과 직 으로연 된지역요

인들 - 지역 소득불평등도와 지역 빈곤율 - 이 자

원 사참여에 미치는 향이 크고 그 가운데에서

도 특히 소득불평등도의 향력이 더 강력하다는

이연구의조사결과는자원 사와같은무보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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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진하기 해서는계층 각격차를 해소하는

노력, 즉 두터운 산층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는 주장을 뒷받침해 다. Rotolo와 Wilson(2014),

Letki(2008)처럼 시민참여에 한 소득의 향

계를 집 으로 조사한 서구의 연구자들은 소득

분포측면에서 평등한 사회 환경에서사는것이

자원 사 진에 도움이 되지만, 반 로 부가 한

쪽으로쏠린불평등한 사회 환경에서사는것은

자원 사를 해한다는 사실을 오래 부터 꾸

히 지 하 다. Musick과 Wilson(2008: 327)은

이러한 상을 동질성의 원칙(the principle of

homophily)으로 표 하면서, 한 사회의 소득수

이 유사하면 할수록 그 사회의 자원 사참여율은

올라가는 패턴은 보편 상임을분명히밝힌바

있다. 이 연구는 동질성 가설이 미국과 유럽뿐 아

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용 가능함을

보여 으로써 이가설의 완건성(robustness)을 입

증하는 데 기여하 다.

셋째, 이연구의 조사결과는개인의자원 사참

여가능성에 한지역소득불평등도 지역 박탈

의 향 계, 나아가양자의상 요도에 한

우리의이해에크게기여한다. 사실미국과유럽에

서수행된선행연구들은이문제에 하여일치되

지 않은, 다소 상충된결과들을 보고하여 왔다. 어

떤 연구들은 지역 소득불평등도가 지역 박탈보다

개인의 자원 사참여가능성에 한 더 유의한

측요인임을주장하 고(Benett, 2013), 어떤연

구들은정반 의논리를주장하 다(Bowling and

Stafford, 2007). 일부 연구들은 양자의 유의성은

우열을가릴수없다거나(Letki, 2008) 혹은둘 다

요한 측요인이 아니라는 논리를 펼치기도 하

다(Hooghe and Botterman, 2012).

이 연구의 조사결과는 지역 소득불평등도와 지

역 박탈 모두 개인의 자원 사참여가능을 측해

주는 유의미한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자가 후자

보다 훨씬 더 큰 측력을 가진다는 을 보여주

었다. 나아가 지역 박탈은 그 유형과 성격에 따라

자원 사참여가능성에 유의미한 측요인이 되기

도 하고 그 지 않기도 함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

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역 박탈의 하 요인

개인의 자원 사참여가능성을 유의미하게 측해

주는 것은 빈곤율뿐이었고, 범죄율과 주거불안정

성은 측 효과가 미미하 다. 결국, 지역 소득불

평등도와 지역 박탈의 상 유의도와 련하여

이연구의조사결과는 자의 요도가후자를압

도한다는 Benett(2013) 는 Rotolo와 Wilson

(2014) 같은 학자들의 입장을 재확인하 다는

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넷째, 이연구를통해개인의자원 사참여가능

성을 측해주는 것으로입증된 지역요인들 - 소

득불평등도와 빈곤율 - 은 비록서로 다른개념

범주에속하지만 범 한 에서보았을때한

지역의경제 특성을나타내는소득 련 변수로

서 공통 을 갖는다. 한 지역 소득 반과 련된

경제 특성 요인들이 개인의 사회 ․시민 활

동이라할수 있는 자원 사참여에 유의미한 향

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 연구에서 드러난 매우 주

목할 만한 발견이며, 정책 으로도향후 자원 사

정책의 틀을 재고할 때 우선시해야 할 부분을 조

명해 다는측면에서 시사 이 크다고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문헌검토결과미국이나여러유럽

국가에서 유의미한 측요인으로 입증된 지역 범

죄율과 주거불안정성이 우리나라의 서울을 조사

상지로하여검증되었을때 그 측력이 상

으로 떨어지거나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를 후속 연구는 새로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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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모형과 방법론을 통해 밝 내어야 할 것이다.

사실선행연구와 차이가나는 결과가나온이유를

이 논문의 연구모형과 방법론의 틀에서는 정확하

게 밝 내기 쉽지 않다. 다만 순수하게 통계 인

에서 추측해 볼 수 있다. 추측컨 , 선행연구

와 차이가 나는 결과가 나온 근본 인 까닭은 서

울시 지역 간 소득의 상 이질성이나

수 이 개인들의 자원 사참여가능성에 한

차이를 만들어낼 만큼 충분한 변량을 갖지만, 이

와 조 으로 범죄율이나 주거안정성은 그에

응될 만큼의 충분한 지역 간 변량을 확보하지 못

하 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는 서울시내

도시 험도의 자치구별 격차가 크지 않다는 연구

(신상 외, 2013),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의 도

시들과 달리 서울시의 반 인 주거안정성이 인

구구조를 감안하 을때지난 30년간모든자치구

에서 꾸 히악화되었다는연구(김란우, 2010) 등

몇 가지 경험 증거들을 감안해 볼 때 합리 으

로 추론 가능한 내용이다.

2. 정책 함의

자원 사 리정책 실천의 차원에서 이 연구

의 조사결과가 갖는 정책 함의 은 명료하다.

우선, 소득불평등도와 빈곤율이높은 지역에서

사자모집, 교육, 배치, 사후 리등을포함하는자

원 사 리 련 모든 업무는 어려움에 착할가

능성이 높다. 그 기 때문에 자원 사 분야의

문가들은 고유의 업무를 계획하고 집행하기에 앞

서 소득 수 을 높이고 상 소득 격차

를 이기 한 거시 개입을 먼 고민해야 하

며, 타부처의 그와 같은 노력에 극 력할필요

가 있다.

소득의 결핍과 이질성에 따른 ․상

박탈감은 그 자체로 공 인 삶에 한 시민들의

참여의지, 나아가 신뢰나 연 와 같은 공공선에

한 갈망을 축시키는 방해요인으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 경제 불평등으로 말미암아 시민사회

가 제 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원 사활

동의권장을통해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해

결하려는 모든 형태의 자발 ․자조 민간 움직

임들은 쉽게 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내 소득불평등도와 빈곤율이 높아진 경우

에는 따라서 단기 으로 자원 사자들의 참여를

최 한 자제시키는 한편, 사회복지사라든지 간호

사, 심리상담가와 같은 유 직원들의 문 역량

을 최 한 활용하고 그들로 하여 각종 필요한

사회서비스들을 제공․ 달하게끔 의존하는 방식

을 취하는 것이 보다 효과 인 근법이 될 것이

다. 소득결핍과이질성이크면 시민사회의 자발

자구노력이 히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크므

로 자원 사인력을 모집, 교육, 유지, 사후 리하

는 데 을 맞춘 통 자원 사정책과 실천

근방식은 되도록 지양하고, 각 분야 내 유

문가(paid professionals)들로 하여 기존의 사회

서비스뿐 아니라 소득격차 축소를 목 으로 하는

다양한 거시 ․미시 개입노력에 여하도록

독려하면서시민사회에자원주의와 자원 사정신

이되살아날건강한토양을만들고 기다려주는인

내심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반 로, 소득불평등도와 빈곤율이 높지 않은지

역에서는 유능한 자원 사인력을 활용하는 다양

한 방법들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앞서 언

하 듯이소득불평등도와빈곤율이낮은지역에

사는사람들은상호연결성이좋고공동체내의제

들에 한 심표명에 극 일뿐아니라공동의

문제에 직면하여 해결책을 찾는데 신속히 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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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징을 보인다(Rothstein and Uslaner, 2005).

다른 말로, 부의 결핍이 덜하고 빈부격차가 희미

한 지역에서는 주민 간 평등한 경제 지 가 자

원 사를 비롯한 각종 사회참여활동의 매제 역

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특징을 고려하여 소득이 비교 높고 빈

부격차가 크지 않은 지역에서는 민간 자원 사인

력을 극 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유 문가

심으로문제를 해결하는방식보다효과 일 수있

음을 명심해야 한다. 유 문가들은 취약계층에

게 정돈된 사회서비스를 일방향으로 공 하는 데

에는 익숙하고 잘 훈련되어 있지만, 참여에 한

시민들의 자발 욕구에 응하는 데에는 상

으로 소홀하고 둔감한 경향이 있다(김욱진․김태

연, 2012: 52). 문제는 이와 같은유 문가 집단

의 편향성이 자체 으로 의제를 발굴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주민집단의자조 자립능력을 해

하여 지역의 장기 역량강화를 약화시키는 경우

가 왕왕 생긴다는 이다(ibid: 56). 따라서 소득

수 을올리고 격차를 이려는노력이어느정도

성공하 다고 단되면, 지역의 자조역량과 독립

심을 강화하기 하여 그동안 자제하 던 근법,

즉 유능한 자원 사자들을 모집․훈련․배치․보

상해주는 노력을 재개하는한편, 유 문가 주도

의하방식 근은차츰 여나가는 략 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자원

사 련정책 역시 와 같이 그배경이되는장

소의 특징, 다시 말해 사회경제 환경의 특성에

따라 한 정책 처를 골라 시행한다면 그

효과성은 극 화될 수 있다.

3. 연구의 한계

이 연구의 한계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

볼 수있다. 첫째, 이연구에서는개인의 자원 사

참여가능성을 측하는 지역변수의 후보군을 소

득불평등과 박탈에서만 찾았다. 지역 내 인종

이질성, 직 민주주의 구 수 , 자원 사자 리

조직 도, 기독교 믿음을 가진 주민 비율과 같은

여타 지역변수들을 검토하긴 하 으나, 우리나라

의특성에 합하지않다는이유로 이연구에서는

이들 변수들을 모형구축 과정에서배제하 다. 그

러나 개인의 자원 사참여가능성은 앞서 언 하

던 요인 외에 제3의 거시요인들에 의하여 설명

될 여지를 충분히 가진다. 후속 연구들은 우리나

라 실에 합성이큰지역변수후보들을 찾아내

어 이를 추려내는 데 많은 심을 집 해야 한다.

둘째, 일부 해외선행연구들은지역 소득불평등

도가 개인의 자원 사참여가능성에 향을 미친

다면, 그 인과 계는 낯선 타자에 한 신뢰를

뜻하는 일반 사회신뢰에 의해 매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지 하 다(Uslaner and Brown,

2005).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이러한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일반 사회신뢰의 매개효과 발

생 여부를 검증하 다. 그러나 앞서 제시하 듯

일반 사회신뢰의 매개효과는 이 연구의 모형검

증 과정 속에서 실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 연구들은 지역 소득불평등도와 개인의 자원

사참여가능성의 계가 일반 사회신뢰에 의

해매개되지않는다면, 어떠한제 3의변수가둘의

계를 이어주는 매개역할을 하는지 조사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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