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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의 사회적 자본에 측정에 관한 연구 사례는 ‘미국의 시민참여(civic engagement in
America)’에 관한 사와로 세미나(Saguaro Seminar)에서 수행한 ‘사회적 자본 지역사회
벤치마크 조사(SCCBS: Social Capital Community Benchmark Survey)’로, 이 조사를 중
심으로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측정 지표를 살펴보았다1).

1. 사회적 자본 측정현황
미국의 경우 다른 OECD 국가들과는 다르게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연방정부
의 어떤 부처나 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 미국은 일반적으로 정부를 불신한다거
나 정부는 개인과 가정의 삶에 간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단체 참여(group-joining)나 자선(giving), 공동체정신(community spirit)
등 사회적 자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정신과 행동을 전통적으로 강하
게 지니고 있다. 최근 연방정부의 정책은 공동체 참여, 자원봉사, 자유봉사단
(Freedom Corps)을 포함한 공공의 신뢰회복, 국가안전 양여금 프로그램, 그리고
시민 교육 확충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1990년대부터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 퍼트남(Robert Putnam)은 '미국의 시민
참여(civic engagement in America)'에 관한 ‘사와로 세미나(Saguaro Seminar)’를
1) 미국의 사회적 자본 측정 사례는 홍영란(2007), Lisa Hudson(2002)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자료집∙해외사례 1

이끌어 왔고 이 세미나를 통해 미국의 사회적 자본이 쇠퇴하고 있음을 밝혀 왔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주장은 그의 저서「Bowling Alone」에 극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사실 사회적 자본의 쇠퇴에 대한 진단과 그 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 정
확한 실태분석이 필요했고, 이런 차원에서 사와로 세미나는 1999년 10월에 사회
적 자본 측정에 관한 주제를 다루었다. 이 워크숍의 결과에 바탕을 두고 지역사회
재단에서 실질적인 연구비를 지원받아 사와로 세미나는 사회적 자본을 평가하기
위한 대규모 조사를 시행하였는데 그것이 ‘사회적 자본 지역사회 벤치마크 조사
(Social Capital Community Benchmark Survey, SCCBS)’였다. 이 조사에서의 설
문 문항은 여기에서 사용된 사회적 자본의 정의에 근거한 보다 세부적인 개념화
에서 도출된 것이다.

2. SCCBS: Social Capital Community Benchmark Survey
미국의 사회적 자본에 측정에 관한 연구 사례는 ‘미국의 시민참여(civic
engagement in America)’에 관한 Saguaro Seminar에서 수행한 '사회적 자본 지
역사회 벤치마크 조사(Social Capital Community Benchmark Survey, SCCBS, 이
하 SCCBS)'이다.

2000년 처음 실시된 SCCBS에서는 전국표본 3,000개와 41개의 지역사회에서
추출한 대표적 표본을 모두 합하여 추가적인 26,700개의 응답을 수집하였다. 조
사 당시 전화설문2)으로 26분 정도 소요되었으나, 2006년에는 주정부나 연방정부
에서 보다 용이하게 설문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5-10분 정도면 수행할 수 있는
간편화된 설문지가 개발되었다(Saguaro Seminar, 2007: 1면).

2) 설문의 표본은 무작위로 추출된 번호(RDD: random-digit-dialing)로 추출된 대상이 설문에 응하여 이
루어졌다(Lisa, 20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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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자본의 정의와 측정구조

이 조사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사회적 연결망과 상호호혜적인 사귐의 규범,
그리고 이러한 연결망으로부터 나오는 신뢰”로 정의하였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정의와 질문항목 진단에 기초하여 사회적 자본에 대한 11
개의 핵심차원을 5개의 영역(domain)으로 분류하였다.
<표 1-1> 사회적 자본 측정 구조
영역(domains)
신뢰
비공식 네트워크

공식적 네트워크

핵심차원(Key dimensions)
∙사회적 신뢰 ("두터운" 대 "얇은" 신뢰, 신뢰의 반경)
∙인종/민족 간 신뢰(하나의 가교적 형태)
∙우정 네트워크의 다양성(하나의 가교적 형태)
∙가족, 친구, 동료와의 비공식적 사회화
∙시민 리더십
∙협회 참여(associational involvement)
∙기부와 봉사
∙신앙에 기초한 참여

정치적 참여
시민참여의 평등성

∙전통적 정치 참여(투표)
∙항의적 정치 참여(행진, 불매운동, 규합 등)
∙인종, 수입, 교육수준을 포괄하여 구축된 측정

신뢰 중 인종간 신뢰는 특별히 미국의 상황과 관련이 깊은 구성요소로 SCCBS
에서는 백인, 흑인, 히스패닉인, 아시아인의 4가지 항목으로 질문 응답지를 구성
하였다. 이 문항을 통하여 다른 인종에 대한 신뢰를 측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인
종간 관계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하였다.

비공식 네트워크 중 친구관계의 다양성은 응답자가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구하는 항목이다,
이는 친구 관계의 다양성이 지역사회 공동체로서 유대감의 공고성을 구체화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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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 네트워크 중 시민 리더십은 응답자가 얼마나 자주 집단, 클럽, 지역사
회 토론회 등에 참여하는지 그리고 그런 집단 안에서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측정하였다. 협회 참여의 경우에는 노동담
체, 종교단체, 스포츠 클럽 등 다양한 18개의 단체를 구분하여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시민리더십과 협회 참여의 차이점은 시민 리더십의 경우 지
역사회 문제와 관련하여 운영되거나 어느 정도 공공성을 갖는 단체에 참여하여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에 대한 측정인 반면 유관기관 참여는 공공성
과 관련이 없는 영역의 단체들을 모두 포괄하는 기관의 참여를 의미한다는 점에
서 차이가 존재한다. 그리고 신앙에 기초한 참여는 미국사회에서는 종교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자본의 일환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포함되었다. 이러한 종교적 참
여나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유지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정치적 참여 중 전통적 정치참여는 투표참여나 정당활동 참여와 같은 항목을
측정하는 요소이다. 항의적 정치 참여의 경우 어떤 사안에 대한 불복종이나 항의
의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가두행진이나 데모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에 대한
측정으로 구체화되었다.

끝으로 시민참여의 평등성은 지역사회마다 시민참여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
을 고려하여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고 그 차이가 인종, 소득, 교육
등에 의해 실제로 차이가 존재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되었다.

2) 조사 설계 및 방법론3)

SCCBS는 하버드 케네디스쿨의 사와로 세미나(John F. Kennedy School of

3) Social Capital Community Benchmark Survey Executive Summary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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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at Harvard University의 Saguaro Seminar)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
다. 1999년 사회적 자본 측정 워크숍을 개최하여 사회적 자본에 대한 조사가 논
의되었고, Scientific Advisory Committee 자문을 얻어 사회적 자본을 비롯한 인
종간 사회적 경향을 추정하는 설문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광범위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설문지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 설문은 26분 정도 소요되고, 전화번호 랜덤추출에서 채택된 응답자와의 전
화설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2000년 7월에서 11월까지 수행하였으며 10월에 마무
리하였다. TNS Intersearch라는 국제설문조사기관을 통하여 인터뷰 및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표본추출에 있어 500~1500개까지 다양하였는데 이는 지역별 인구크기
에 따른 비율을 따른 것이다.
<표 1-2> 지역별로 다르게 추출된 설문조사 표본 수

자료: Social Capital Community Benchmark Survey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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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자본 측정을 통한 정부정책에의 기여
1980년대와 1990년대(Coleman, 1988; Putnam, 1993)에 나타난 사회적 자본의
개념화는 연방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의 주의를 끌었고, 이는 그동안 제기되어 왔
던 사회적 해체(social disengagement)에 대한 우려를 더욱 강하게 했다. 이러한
우려는 연방정부로 하여금 1990년의 ‘국가와 지역사회 봉사법(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Act)’과 1993년의 ‘전국사회봉사협회(Corporation for
National Service)’4)를 만드는 동기가 되었다.

연방정부의 사회적 자본측정에 관한 직접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전에는
연방정부가 특정 주제에 관련된 산발적인 자료수집만을 해왔지만, 최근에는 사
회적 자본의 변화를 연구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도 종합적인 특정도
구를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정책관심사, 예컨대 경제 개발, 교육,
건강과 범죄와 같은 정책과제와 사회적 자본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하는 것
을 밝히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4) 현재는 ‘전국 및 지역사회봉사협회(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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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영국은 사회적 자본 측정에 관련된 대표적 국가 중 하나로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간의 네트워크 측정을 특히 강조하였다. 영국의 사회적 자본의 측정은 국가통계청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에서 담당하여 2001년 이후 사회적 자본 측정 프로
젝트를 활용하고 있다.5)

1. 사회적 자본 측정현황
영국은 2001년 ‘ONS/Home Office 사회적 자본 워크숍’에서 사회적 자본의 개
념과 측정에 대하여 통일성 있는 접근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사
회적 자본의 개념과 측정을 검토하기 위해 ‘사회적 자본 작업단(Social Capital
Working Group)’이 구성되었다. 이 그룹은 사회적 자본의 조사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자본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각 부처의 조사과정을 조율하
고자 만들어졌다.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 작업단’의 연구단계를 다음의 세
단계를 거쳐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Stage 1: 조작적 정의에 대한 합의(Agreement of an operational definition)
Stage 2: 측정을 위한 모형개발(Development of a framework for measurement)
Stage 3: 설문 문항의 개발과 실험(Development and testing of questions)
5) 영국의 사회적 자본 측정사례는 홍영란(2007), Rosalyn Harper, Maryanne Kelly(2003)의 보고서를 참
고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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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자본 측정을 위한 설문지: Harmonised Question Set
영국 국가통계청에서 사회적 자본 측정을 위하여 만든 것이 ‘Harmonised
Question Set’이다. 작업단이 연구를 거쳐 개발된 문항들을 일련의 세트로 구성
하였고, 각 범주별로 몇 개의 지표들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응답하는 데 20분
이 넘지 않도록 하였다. 문항개발과 실험은 국가통계편람(National Statistics
booklet)의 harmonised questions 개발의 일반원칙을 따르도록 하였다. 이 설문
조사에서의 사회적 자본의 정의 측정구조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자본의 정의와 측정구조

본 조사에서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정의는 새로 만들지 않고 사회적 자본 작업
단이 사용하였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사회적 자본을 “공유하는 규범을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와 조직간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가치와 이해(OECD, 2001:
41면)”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협력은 축적 혹은 공급을 이끌어내는 사
회적 자본의 원천을 일컫는다. 영국 통계청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정의와 함께 사
회적 자본을 규정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조직, 협력, 공유된 규범․가치와 이
해, 네트워크를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네트워크(Network)

가족, 직장, 이웃, 마을조직, 다양한 공식․비공식 모임에서 사람들과 상호작용
하면서 축적되는 개인적 관계(ABS, 2002b)를 일컫는다. 네트워크의 유형을 분류
하여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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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네트워크의 유형
네트워크 유형
결속적 사회적 자본(Bonding social capital)
교량적 사회적 자본(Bridging social capital)

내용
∙사람들과의 가까운 연계
∙강한 유대로 형성(가족, 친한 친구)
∙사람들과의 좀더 먼 연계
∙직장동료, 직장 동료, 지인, 친구의 친구
∙영향력(권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간 연계

연계적 사회적 자본(Linking social capital) ∙다른 사회적 자본의 유형과 달리 동등하지
않은 관계에서 형성

(2) 공유된 규범․가치와 이해(Shared Norms, Values and Understanding)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행동에 대한 공유된 태도, 대부분의 사람들과
조직이 좋은 것(good thing)이라고 인정하는 것과 관련된다. 장애자 우선 주차구
역에 주차하지 않거나 사고현장을 목격하고 구급차를 부르는 것이 예가 될 수
있다. 이는 개인이 공유된 가치․규범을 따르고 적절하게 행동하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할 수 있다.

(3) 조직(Group)

지역적 조직(geographical groups), 같은 직업을 갖고있는 사람, 지역단체, 자
원봉사단체(professional groups), 가족, 조직에 기반한 교회, 친구조직(social
groups), 가상 그룹, 인터넷상에서 만나는 사람들(virtual groups) 등을 일컫는다.

영국 국가통계청에서는 사회적 자본 측정을 위하여 통합설문지(Harmonised
Question Set)를 개발하였고 선행연구로부터 5가지 측정구조를 파악해내었다.
영국 통계청은 사회적 자본 측정 통합설문지 개발에 있어 3단계를 거쳤다. 1단
계는 여러 정부부처의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조사에서 이미 사용된 질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가장 공통적으로 사용된 질문들을 선
택하였다. 필요한 경우 새로운 질문을 개발하였다. 2단계에서는 포커스 그룹 인
자료집∙해외사례 9

터뷰(focus group interview)방법을 활용하여 사회적 자본의 차원과 지표들을 살
펴보았다.
<표 2-2> 영국 사회적 자본 측정구조
차원

지표 예

사회적 참여
(Social Participation)

∙참여하는 단체의 수와 참여의 정도
∙자원봉사의 빈도와 참여의 정도
∙종교 활동

시민 참여
(Civic participation)

∙사건 혹은 행사에 대한 인지/이해
∙지역/국가 사업에 대한 정보를 받는 정도
∙공무원 혹은 정치가와의 접촉/연락
∙지역 활동 조직에의 관여
∙투표성향

∙친척, 친구, 이웃을 보거나 말하는 빈도
사회적 네트워크 및 사회적 지원 ∙가상 네트워크의 범위, 접촉/연락의 정도
(Social networks and
∙근처에 살고있는 친구 혹은 친척의 수
∙번갈아가며 돕기
social support)
∙인지된 통제, 삶의 만족도
호혜․규범
(Reciprocity and trust)

지역사회에 대한 견해
(Views of the local area)

∙본인을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
∙본인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뢰
∙다른 차원에서의 제도에 대한 자신감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
∙공유된 가치의 인지/이해
∙물리적 환경에 대한 관점
∙지역의 사회기반 시설
∙지역에서의 삶을 즐김
∙범죄에 대한 두려움

5개의 포커스 그룹을 운영하여 다른 포커스그룹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적 자
본의 다른 측면들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비교하면서 사회적 자본의 하위영역과
지표들을 구체화6)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영국의 다양한 사회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지닌 389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인터뷰를 실시하여 사회적 자본
측정 지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표 수정을 실시하였다. 개
선된 질문들은 포커스 그룹, 시범 연구 등을 통하여 추가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6) 구체화하되 처리하는 데 설문조사의 특성상 20분이 넘지않게 하였다(Rosalyn Harper, Maryanne
Kelly,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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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자본 측정을 위한 과제 및 시사점
영국은 이처럼 사회적 자본 질문지를 여러 단계를 거치며 만들었지만,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우선 사회적 자본 측정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설
문과 관련하여 초기 문항 세트는 대면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형태로 되
어있지만 전화나 우편 조사로도 용이할 수 있도록 개발될 필요성이 있으며, 교량
적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 문항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2004년에
는 사회적 자본 측정을 위한 통합설문지가 일반가구조사(General Household
Survey)의 일환으로 포함되어 적용되면서 영국의 사회적 자본의 심층적 연구가
가능해지는 토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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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현재 일본에서는 사회적 자본 관련지표를 포괄적·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조사는
없으며, 통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관련지표만이 있다. 시계열 비교, 도도부현별 비교
를 하면 제약은 더욱 확대된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실제의 활동을 파악한 것으로는 총무성 통계국의 ‘사회생활 기
본조사’가 있는데, 이 조사의 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자원봉사활동을 비롯한 시민활동
과 사회적 자본간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7)

1. 사회적 자본 측정현황
신뢰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개인의 의식을 파악한 조사로는 통계수리연구소의
‘일본인의 국민성 조사’, 덴츄(電通)총합연구소의 ‘세계 가치관 조사’ 등이 알려져
있다. 이 조사들은 국가 단위의 데이터이며, 도도부현별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NHK방송문화연구소에서 실시한 ‘전국 현민 의식조사’가 있다.
<표 3-3> 사회적 자본 정량적 파악에 활용할 수 있는 의식조사
조 사 명 전국 현민의식조사 세계 가치관조사 일본인의 국민성 조사
조사주체 NHK방송문화연구소

덴츄총합연구소
여가개발센터

통계수리연구소

7개국
가치관조사
국민성의
국제비교연구위
원회

7) 일본의 사회적 자본 측정사례는 內閣府政策統括官(2002), OMORI, YONEZAWA(2002)의 내용을 참고
하여 정리하였다.
자료집∙해외사례 13

지역의 차이에
따른 사람들의
조사목적 의식의 차에
주목(지역별
의식구조 분석)
제1회 1978년
제2회 1996년

정치, 경제, 노동,
종교, 가족, 환경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한 23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국제비교
1990년
조사(37개국)
1995년

개인면접법, 각
도도부현의 16세
조사(23개국)
이상, 각 도도부현
조사방법
전국의 18세 이상
900명, 전국
개인에 대한
42,300명,
면접조사(유효회수
12명×75개 지점
표 1,054/일본)
조사유효수 전국
계 29,620명

일상적인 장면에
있어서 일본인의

다른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태도나 심정에 대해서 의식구조의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비교(「연쇄적
일본인의 견해나
국제비교조사방
사고방식의 특징을
수량적으로 분석

법」을 이용한
조사)

1987~1993년
1953년 이래 5년마다
(국가에 따라
실시(최근은 1998년)
다름)
만 20세 이상의
18세 이상의
일본인 1,339명(K형)
남녀
1,341명(M형)(선거관리
조사원에 의한
위원회에서 추출)
개별면담청취법

이 조사에는 이웃과의 교류 등과 같이 사회적 자본을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 조사는 1978년과 1996년에 실시되어 시계열 비교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의 의식조사에 대비되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실제의 활동을 파
악한 것으로는 총무성 통계국의 ‘사회생활 기본조사’가 있는데, 이 조사의 정량
적 분석을 통하여 자원봉사활동을 비롯한 시민활동과 사회적 자본간 상호작용하
는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2. 사회생활 기본조사
일본의 ‘사회생활기본조사‘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비롯한 시
민활동간 사회적 자본간 상호작용을 정량적으로 검증하고자 실시되었다. 정량적
으로 사회적 자본을 분석하는 방법은 퍼트남의 방법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개
인의 의식과 행동을 파악해서 사회적 자본의 수준을 알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
지표 속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 등의 시민활동 관련지표가 포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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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 자체를 집계해서 측정한 후에, 그것과 시민
활동과의 관계를 직접 찾아내지 않고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와 시민활동이 어
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분석하는 접근방법을 취하였다. 이 조사를 통하여 자원봉
사활동을 비롯한 시민활동의 활성화가 사회적 자본의 증진을 가져오는지, 그리
고 사회적 자본의 축적은 사회가 지닌 문제해결능력이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조사에서 설정한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및 측정지표, 조사개요, 분석항목
과 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1) 조사개요

본 조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는 우편조사과 웹조사, 두 종류의 방법으로 실시하
였다. 조사개요는 <표 3-3>과 같다. 두 조사에서 응답자 특성을 보면 웹조사가 우편
설문보다 30~40대의 응답자와 대도시권의 응답자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표 3-3> 사회적 자본 설문조사의 실시 개요
구분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일시

우편 설문
우편에 의한 발송 및 회수방식
전국 20세 이상 남녀 3,800명
(남녀별, 연령별, 지역블록별 추출에 의함)

2003년 2월 25일~3월 10일

유효응답수 1,878명
1. 타인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2. 일상적인 교류에 대해서
설문내용

웹 설문
웹 설문 사이트상에서 응답하는 방식
전국 15만 등록자 중 2천명
•예비조사(200개 샘플)
: 2003년 1월 14일~1월 20일
•본조사(1800개 샘플)
: 2003년 2월 6일~2월 12일
2,000명

3. 지역에서 활동하는 상황에 대해서
4. 자신의 생활상태와 개별 기관‧사람에 대한 신뢰‧기대에 대해서
5. 응답자 속성

자료집∙해외사례 15

2)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및 측정지표

본 조사에서는 퍼트남이 제시한 ‘네트워크’, ‘신뢰’, ‘규범’의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네트워크’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이웃간의 교제나 사회적 교류를 파악한 ‘교
제․교류’, 타인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상호 신뢰․상
호 부조’를 파악한 ‘신뢰’요소, ‘규범’ 가운데 상호의존의 규범을 나타내는 사회적
활동에 대한 참여를 파악한 ‘사회참여’ 요소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지표를 리스트화하였다
<그림 3-1> 본 조사에서 설정한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

<표 3-2> 사회적 자본 측정지표
구성요소

교제‧교류
(네트워크)

설문조사 항목
【이웃과의 교제】
∙이웃과 사귀는 정도
∙사귀는 이웃의 수
【사회적인 교류】
∙친구‧지인과의 교류 빈도
∙친척과의 교류 빈도
∙스포츠‧취미 등 활동에 대한 참여
∙직장동료와의 교류 빈도

【일반적인 신뢰】
∙일반적인 사람에 대한 신뢰
∙모르는 지역에서 사람에 대한 신뢰
신뢰
【상호신뢰‧상호부조】
(사회적 신뢰)
∙이웃 사람들에 대한 기대‧신뢰
∙친구‧지인에 대한 기대‧신뢰
∙친척에 대한 기대‧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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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웃과의 교제(NHK 전국 현민
의식조사:이하 NHK조사)
∙일 이외의 교류(NHK조사)
∙친척과의 교류(NHK조사)

∙이웃사람들에 대한
신뢰(NHK조사)
∙친척에 대한 신뢰(NHK조사)
∙일 때문에 교류가 있는 사람에
대한 신뢰(NHK조사)

∙직장동료에 대한 기대‧신뢰

사회참여
(상호의존의
규범)

∙지연적 활동에 대한 참여
∙자원봉사‧NPO‧시민활동에 대한 참여

∙자원봉사 활동
행동자율(사회생활 기본조사)
∙지역행사에 대한
참여의사(NHK조사)
∙인구 1인당 공동모금액

주: 개인의 의식·행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번에 실시한 앙케트 조사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항목을 왼쪽
란에 열거하고, '기타'란에는 기존의 데이터('전국 현민 의식조사'(NHK방송문화연구소), '사회생활 기본조
사' 등의 지표) 중에서 관련이 있는 것을 제시함

3) 가설설정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와 시민활동과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결과
를 이용하고자 한다. 이 설문조사의 계량적 분석을 통하여 시민활동 촉진이 사회
적 자본 증대에 기여하고, 증대된 사회적 자본이 새로운 활동을 촉진하는 관계에
대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가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사회적 자본의 각 요소와 시민활동은 상관관계가 있다(서로 상승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② 시민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자본이 증대된다(또는 가능성이 있다)

③ 사회적 자본이 풍부하면 시민활동에 대한 참여가 촉진된다(또는 가능성이 있다)

<그림 3-2>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및 사회적 성과와의 관계(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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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설검증
(1) 사회적 자본의 각 요소와 시민활동과의 관계

<표 3-3>은 사회적 자본의 각 요소와 관련된 지표와 자원봉사‧NPO‧시민활동
에 대한 참여 등의 상황과의 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표 3-3> 각 요소와 자원봉사‧NPO 활동‧시민활동의 관계
우편조사

웹조사

자원봉사‧NPO
‧시민활동

구 분

자원봉사‧NPO
‧시민활동
표본수 참여하고
있다는

표본수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률(%)

전 표본
일반적인 사람에
대한 신뢰
일반적인
전혀 모르는
신뢰
지역에서 사람에
대한 신뢰
이웃사람들에 대한

신뢰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

16.8

2,000

8.9

466

23.2

451

11.5

355

22.5

343

12.8

매우 의지할 수 있다

99

32.3

51

15.7

매우 의지할 수 있다

329

20.4

208

10.1

매우 의지할 수 있다

333

22.5

308

11.0

매우 의지할 수 있다

106

18.9

75

6.7

생활면에서 협력한다

432

26.4

214

16.8

340

33.5

198

27.3

일상적이다

421

23.3

280

13.6

일상적이다

165

26.1

83

12.0

일상적이다

201

21.4

88

8.0

참여하고 있다

581

30.5

295

25.4

참여하고 있다

666

29.7

607

18.8

거주지역 지연활동 현황 매우 활발하다

332

29.2

206

18.4

신뢰
친척에 대한 신뢰
상호신뢰‧
친구‧지인에 대한
상호부조
신뢰
직장동료에 대한
신뢰
이웃과 교제하는
이웃과의 정도
교제
교제하는 이웃의 수
친구‧지인과
교제하는 빈도
직장동료와 교제하는
사회적인
빈도
교류
친척과 교제하는
빈도
스포츠‧취미‧오락활동
사회참여

대부분의 사람을

응답률(%)

1.878

지연활동

꽤 많은 사람들과
면식‧교류가 있다

이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의 요소인 ‘교제‧교류’, ‘신뢰’, ‘사회참여’와 관련된 항
목에서 그 정도가 높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자원봉사‧NPO 활동‧시민활동을 하
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표본 전체평균을 감안하여 본다면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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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므로 사회적 자본의 각 요소와 자원봉사 활동을 비롯한 시민활동의 사이
에는 일정한 상관관계(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2) 시민활동을 통한 사회적 자본 증대의 가능성

자원봉사‧NPO 활동‧시민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자본이 증대될 가능성에 대하
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4> 자원봉사‧NPO 활동‧시민활동에 대한 참여에서 얻은 것
(우편조사)

(웹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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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는 자원봉사‧NPO 활동‧시민활동 참여자에 대해서 활동에 참여함으
로써 얻은 것에 대한 응답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 따르면 우편조사와
웹조사 모두 "얻은 것" 중에서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과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 3-5>는 자원봉사‧NPO‧시민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질문한 어떠한 교제‧
교류가 확대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각 항목 모두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교제‧교류의 범위가 확대
되는 효과를 추측할 수 있다.
<표 3-5>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어떠한 교제‧교류가 확대되었는가
(우편조사)

(웹조사)

20

국토관리분야의 사회적 자본 확충방안(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원봉사‧NPO‧시민활동에 대한 참여를 통해 개인
의 교류나 교제의 범위를 넓혀감으로써 사회적 자본 증대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
음을 지적할 수 있다.
(3) 사회적 자본축적에 의한 시민활동 촉진의 가능성

여기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요소인 ‘신뢰’와 ‘교제‧교류’의 정도가 높은 사람이
실제로 시민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욕이 있는지를 앙케트 조사를 통해 분
석하고, 사회적 자본 축적을 통해 시민활동을 촉진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 3-6> 현재 자원봉사‧NPO‧시민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의 앞으로의 참여의사
(일반적인 사람들의 신뢰도별)
(우편조사)

(웹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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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현재 자원봉사‧NPO‧시민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의 앞으로의 참여의사
(모르는 지역에서의 신뢰도별)
(우편조사)

(웹조사)

<표 3-6>, <표 3-7>은 현재 자원봉사‧NPO‧시민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
람에 대해서 앞으로 활동에 참여할 의사를 살펴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우편조사와 웹조사 결과는 약간 상이하나, 사회에 대한 신뢰도나
교제의 범위, 빈도가 높은 집단에서 자원봉사‧NPO‧시민활동에 앞으로 "새로 참여
하고 싶다"는 응답률이 높고, "앞으로 참여할 맘이 없다"는 응답률이 낮았다.

이처럼 신뢰나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적 자본의 요소의 증대는 활동을 촉진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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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자본의 요소들과 시민활동의 사이에는 일정한 상관관계(正의관계)가
있다고 추측된다.
∙시민활동 활성화를 통해서 사회적 자본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자본이 풍부하면 시민활동에 대한 참여가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볼 때, 사회적 자본의 증대와 자원봉사 활동을 비롯한 시
민활동의 활성화는 서로 상대를 증진시키는 관계, positive feedback 관계일 가능
성이 있다.
<그림 3-3> 사회적 자본과 시민활동의 관계

그러나 이 분석은 어디까지나 일부 지표에 대하여 실시한 것으로 심층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으나 사회적 자본이 일본의 국민생활에서 사회의 문제해결 능
력 향상에 유익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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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의 사회적 자본의 동향과 전망

1) 사회생활기본조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일본의 사회적 자본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깊은 검토와 분석
이 필요하나, 이번 지역별 시산에서는 도쿄, 오사카와 같은 대도시에서 축적수준
이 상대적으로 낮고, 지방에서 높은 결과를 얻었다.

해가 거듭함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는 데이터의 제약 때문에 충분한 분석을 할
수 없었지만, 1978년과 1996년을 비교할 수 있는 '전국 현민 의식조사(NHK방송
문화연구소에 의한 조사)'등 관련지표의 동향을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자원봉사
활동참여율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 전체로는 커다란 변화가 없는 상
태일 가능성이 남아 있으나, '어울림‧교류'는 이웃과의 교류를 중심으로 감소중
일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지역별로 관련 지표의 동향을 보면,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감소의 움직임이,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는 증가의 움직임이 전반적
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지방에서는 이웃과의 교류 감소가 눈에 띄는 등 사
회적 자본이 사반세기 동안에 점차로 감소되고 쇠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한
편 도쿄, 오사카 등의 대도시에서는 횡보 혹은 회복의 조짐이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사회적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하지 않은 대도시권
에서 회복의 조짐이 보이는 움직임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으나, 그와 함께 상대적으로 풍요롭기는 하지만 감소경향을 보이는 지방권에
대해서도 그러한 움직임을 저지하려는 관점도 중요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도시권에 있어서 커뮤니티의 붕괴와 그 재생이 과제였으나, 지방권에서도 그
러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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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자본 증대의 기본방향

사회적 자본의 중대에 관해서는 신뢰에 기반을 둔 사회적인 연결, 네트워크를
다져나가는 양적인 측면과 함께 질적인 측면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관
점에서 사회적 자본 증대의 방향성을 확인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중요하다.

(1) 사회적 자본의 마이너스 측면에 대한 배려

사회적 자본의 마이너스 측면(어두운 측면)으로서, 예를 들어 결속력이 강한
사회적 자본의 경우는 그것이 '배타성'으로 발전하거나 '개인 자유의 제한'으로
연결되기도 하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된다. 네트워크의 내부에서는 사회적 자
본의 혜택을 입는 것이지만, 외부와의 대립이 발생하거나 폐쇄적인 시스템이 오
히려 비효율적으로 변화할 가능성 등, 사회전체에 있어서 혹은 장기적으로는 마
이너스 측면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결합형(bonding)의 사회적 자본은 그룹이 일치단결해서 협조행동을 하도록 촉
진하고 사회적인 편익을 가져오지만, 그 형성에 있어서는 이러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적 자본을 특정 그룹을 위한 것으로 한정
하지 않고,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
이 중요하다.

(2) 교량형(bridging) 사회적 자본의 구축

교량형 사회적 자본은 결합형과 달리 내부결속은 약하지만 외부와의 관계를 강
화하여 외부의 정보나 기회에 대한 접근을 증대시키며, 따라서 이를 구축하는 일
은 더욱 폭넓은 커뮤니티 수준에서 신뢰감이나 협력을 양성하고자 할 때 중요하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이 사회에 편재할 가능성이 지적되는데, 사회적 자본의 혜
택을 받는 사람에게는 점점 더 많은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
자료집∙해외사례 25

은 완전히 반대인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계층이나 연령층 등을 넘어선
교량형의 사회적 자본을 배양하는 일은 이와 같은 사회적 자본의 편재를 줄여나
가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더 나아가 교량형 사회적 자본의 증대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결합형이 가져
올 수 있는 위험성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4. 사회적 자본 증대를 위한 시민활동에 대한 기대와 과제

1) 시민활동과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은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그 지역의 역사나 문화가 반영된 측면이
크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만약 그렇다면 비교적 단기간에 사회적 자본의 축적 상
황을 변화시키는 일은 간단하지 않으나, 본 조사를 통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비롯
한 시민운동이 사회적 자본 증대에 공헌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에 실시한 앙케트 조사에 따르면, 자원봉사 활동을 비롯한 시민활동을 하
는 사람은 지역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사람은 신뢰할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고, 이웃이나 친구‧지인등과의 교류도 많았으며, 지연활
동이나 스포츠‧취미‧오락활동과 같은 다른 지역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었다. 시민활동이 활발해지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지역의 사회적
자본이 풍요로워지리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자본이 풍요로워지면 시민활동도 활발해지는 관계임이 시사되었
고, 양자는 서로 상승작용을 하는 관계에 있음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사례분석에서도 시민활동은 인간관계의 구심력이 되며 새롭게 구
축된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양성하고 강화해 나가는 장이 되어 새로운 사회적 자
본을 증대하고, 더 나아가 기존의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통해서 기존의 사회적 자
본에도 영향을 주어 활성화시킬 가능성도 지니고 있음이 시사되었다. 시민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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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서 시민들 사이의 신뢰에 뿌리내린 수평적이고 개방된 네트워크의 형성
이 촉진되고, 자원봉사 단체나 NPO 단체가 잠재적으로 교량형 사회적 자본을
증대시키는 기지가 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관심은 최근 들어 높아지고 있으며, 특정비영리활동촉
진법(NPO법)이 1998년 시행된 이후 설립신청의 증가추세가 지속되어 이미 만
건 이상의 NPO법인이 설립인정을 받아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
다. 이와 같은 자원봉사 활동을 비롯한 시민활동의 활발한 움직임에 힘입어 앞으
로 일본의 사회적 자본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더욱 풍요로워지리라 기대한다.

2) 사회적 자본 증대를 위한 시민활동의 과제

앞으로 기대되는 시민활동의 전개에 있어서 「사회적 자본의 증대」라는 관점
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점이 중요하다.

(1) 시민활동의 내용

①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활동운영의 추진
결속형이면서 내향적인 사회적 자본은 마이너스 측면(어두운 면)이 드러날 우
려도 있다.
자원봉사 활동을 비롯한 시민활동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발성에 기인한
것이며, 본래 동일한 문제인식을 지닌 시민이 모여서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네트
워크를 형성한 것이다. 강제적으로 참여했다거나 자신의 능력을 넘어선 헌신을
요구당하지 않는다. 공감하면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고, 공감하지 않으면 마음대
로 탈퇴할 수 있다. 이러한 시민활동 본래의 특징을 훼손하지 않고 활동을 운영
하며, 더 나아가 활동내용에 대해서 자금의 사용처는 물론 정보를 널리 공개하는
등, 외부와의 관계와 유대가 활짝 열린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시민활동이 활발해지고 확대됨으로써 수평적이고 개방적이며,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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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초한 시민들의 네트워크가 지역에 널리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② 교량형 사회적 자본 증대 기지로서의 적극적인 활동 전개
시민활동에 대한 커다란 기대 가운데, 교량형 사회적 자본의 양성이 있다.
사례조사의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과 사람을 연계하는 계기가 되는
'과제 발견력 또는 선구성의 요소'나 '인간관계를 만들어나가는 리더십의 요소'에
덧붙여서, 시민활동단체나 NPO단체가 구성원들이 정보를 공유하거나 상호 이
해를 심화시키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장이며 외부와 연계하는 장이 되는 '커뮤
니케이션을 위한 공공공간의 요소'가 있는 경우 지역에 있어서 교량형 사회적 자
본의 증대 기지로의 발전이 기대된다.
시민단체나 NPO단체는 잠재적으로 이러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앞으로의
적극적인 전개가 기대되는데, 그 중에서도 중간지원기능(intermediary)을 지닌
단체‧조직의 활동 전개가 중요하다. 복지나 환경문제 등의 고유한 임무가 아니
라, 시민활동 자체를 육성‧지원하는 임무를 지닌 중간지원조직은 시민활동에 필
요한 각종 자원을 필요로 하는 단체에 지원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주체를 소개
하기도 한다. 그 자원은 지역의 각종 부문에 있는 경우와 지역 밖에만 있는 경우
가 있다.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에 의해서 이러한 다른 부문간 또는 지역 안팎의
유대가 생겨난다. 이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의 자원‧기술의 중개기능이나 네트워
킹‧코디네이터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례조사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과 필
요로 하는 사람을 적절하게 이어주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도 교량형 사회적 자
본의 증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코디네이터를 맡을 인재
육성에도 착수할 필요가 있다.

③ 외부의 사람‧조직과의 상호신뢰 형성의 촉진
자원봉사 단체나 NPO 단체가 활동에 대한 지원자나 참여자의 증대를 꾀하거
나 외부조직과의 연계‧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호신뢰 관계를 형성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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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 단체나 NPO 단체에는 단지 비영리라는 것만으로는
활동의 질을 보증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일반시민을 비롯한 외부의 사람‧조
직 사이에는 활동에 관한 정보의 갭이 존재하는 예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활동내용을 비롯한 정보를 스스로 적극적으로 공개함과 동시에, 활
동에 대한 '평가'를 각각의 단체가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그 '평가'를 통하여 업무
개선이나 투명성 등을 확보하고 지원자나 타 부문 및 단체와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지연조직의 활성화

자치회, 정내회(町內會)등의 지연활동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시민활동의 하나
이다. 지연조직은 오래전부터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지
고 있는 단체이다. 본래 지역에서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있어서 '가족관계' 다음
으로 기본적인 단위이며 '얼굴이 보이는 관계'를 확보하기 위한 최적의 단위이다.
그러나 현재 그 가입률이나 결성률이 저하되고 있다. 특히 인구유입이 많은 지
역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현저하다고 한다. 즉 '새로운 주민'이 오래전부터 존재
하는 그 지역의 지연조직에 가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①행정
의 말단기관이라는 이미지가 있다, ②낡은 조직이라서 젊은 가치관과는 서로 어
울리지 않는다, ③모금이나 회합 참가, 운영진 등으로 협력할 것을 강요당한다,
④금전적 부담(자치회비 등)이 있다 등등이 지적된다. 가입자가 늘어나지 않아도
지역의 환경미화나 방범 등의 지역활동은 실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상은 무임승차자의 증가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다.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연대감을 창출하는 것은 사회적 자본의 증대에 있어서
중요하며 지연활동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그를 위해서는 시민의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연활동
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한 정보공개(의사결정시스템, 사업활동내용, 회계보고
등)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쉽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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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참여의 유형을 준비할 수도 있다. 활동‧조직운영의 바람직한 형태에 대해
서는 지연조직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변혁해 나가야 한다.

(3) 지연조직과 기타 시민활동간 교류의 촉진

지역에 발언력이나 결속력이 강한 자치회나 정내회가 존재하는 경우, 그곳에
이주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주민들에 의한 새로운 시민활동과 지연활동이 대립
하여 활동을 잘 전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단 원래 있던 지연조직과 시민활
동이 협력‧연계하여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예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
례에서는 '시민활동'과 '지연활동모두가 활성화되는 윈윈(win-win)의 관계가 성
립한다. 이러한 움직임에 의하여 지역의 사회적 자본이 풍요로워지고 지역의 다
양한 활동이 활성화되는 것이다.
이번 사례 조사에서도 지연단체가 새로운 시민활동단체나 활동을 시작하려는
개인과의 교류가 계기가 되어 활성화된 예를 볼 수 있었다. 이는 종전의 사회적
자본에서는 찾기 어려웠던 '자발적' 요소가 새로운 시민활동이 계기가 되어서 구
성원들 사이에서 증가한 것이 요인으로 생각된다.
한편 시민 스스로의 발의에 의해 지역에서 지역의 과제에 대한 행동을 시작할
때에는 기존의 지연단체를 통해서 더욱 효율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사례(지역 구
성원에 대한 정보 전달, 관계자 단체‧핵심 인물에 대한 이해 촉진 등이 지연단체
의 네트워크를 이용함으로써 원활하게 추진됨)를 많이 볼 수 있었고, 새롭게 결성
된 시민활동단체가 지연조직 등 기존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자 하는 예도 있다.
각각 가지고 있는 강점을 서로 제공‧활용하여 양자가 협력‧연계하는 일은 지
역에 있어서 더욱 좋은 효과를 창출해낸다는 인식하에 적극적인 교류가 추진되
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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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T 네트워크의 활용

이미 자원봉사 활동이나 NPO 활동에 있어서 인터넷의 활용은 필요한 것이 되
었다. 자신들의 활동내용을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거나 세미나나 이벤트 등의 공
지를 이메일로 회원에게 보내는 등, 아주 작은 비용으로 정보교류가 가능한 IT
네트워크는 활동자금면에서 취약한 많은 활동단체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
는 도구가 되었다.
그리고 문제인식이나 흥미분야가 자신과 같은 사람을 찾는 방법으로도 극히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며, 다양한 활동의 초기 과정에서는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퍼트남은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측면은 ‘얼굴이 보이는 관계’라고 보고
IT 네트워크상의 관계를 그다지 중시하지 않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상적
(virtual)’인 관계를 언급한 것이며 ‘도구’로 사용되는 IT 네트워크까지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지연단체의 대표격인 자치회‧정내회도 홈페이지를 제작‧공개하는 단체도 증
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이 확대됨으로써 지연단체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활동에 대한 참여자의 증가나 다른 단체와의 교류가 추진되어 지역의 사회적 자
본이 두터워질 것이다.
이와 같이 IT 네트워크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실제로 ‘얼굴이 보이는 관계’를
구축해가는 종합적인 정보활용 리터러시(단체의 활성화에 어떻게 IT를 활용할
것인가를 구상하여 실행하는 능력)가 앞으로 필요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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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OECD는 경제․사회의 개발에 있어 그 중요성이 인식되는 자원으로 인적자원과 함께
사회적 자본을 들고 있다. 1990년부터 중반이후 노동사회교육국을 중심으로 사회적
자본 관련 국제 심포지엄이나 전문가 그룹회의를 개최해왔으며,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 데이터를 토대로 가맹국의 경험이나 정책개념을 공유하기 위해서 정책 워크숍을
개최하거나 조사측정방법에 관한 국제적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8)

1. 사회적 자본 측정현황
OECD는 경제․사회의 개발에 있어 그 중요성이 인식되는 자원으로 인적자원
과 함께 사회적 자본을 들고 있다. 1990년부터 중반이후 노동사회교육국을 중심
으로 사회적 자본 관련 국제 심포지엄이나 전문가 그룹회의를 개최해왔으며, 사
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 데이터를 토대로 가맹국의 경험이나 정책개념을 공유하
기 위해서 정책 워크숍을 개최하거나 조사측정방법에 관한 국제적 정보와 노하
우를 공유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어떤 사업은 사회적 자본 측정이 연구의 주요목적이 아니었지만, 주목적인 다
른 정책이슈의 이해와 분석을 돕기위해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의 일부를 측정하
고, 주 정책이슈와 사회적 자본간의 관계를 분석하기도 했다.

8) 홍영란(2007), 內閣府政策統括官(2002), OECD(2001, 2002)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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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에 경제적 성장에 대한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기여를 분석한
「The Well-being of Nations: 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을 간행
하고, 사회적 자본을 국제수준에서 공통의 도구로 측정하기 위한 가능성 탐색을
목적으로 진행된 실련의 논의들도 이 범주의 사업에 속한다. 2002년에는 국제비
교를 목표로 한 사회적 자본 측정방법이나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영
국 정부와 공동 개최하기도 하였다.
국제적 차원의 사회적 자본 비교를 위해 OECD와 관련 국가들 간의 협력을
통하여 수행되는 조사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유형의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는 ‘유럽가치조사’이다.
여기에서는 OECD에 추진된 국제조사 중 사회적 자본의 측정과 관련된 조사
사례를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2. The Wellbeing of Nations
OECD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측정을 포함하고 있는 연구들이 적지않게 수행되
고 있다. 사회적 자본이 중요한 변인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다른 변인을 측
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배경질문으로 포함되어 분석되는 경우가 있는데, 「The
Well-being of Nations」보고서는 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연구이다.
OECD 교육연구혁신센터(CERI)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기영에 관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이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개념 및 정의, 원천,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 등에 관
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사회적 자본의 측정과 관련한 몇 가지 원칙과 이슈도 제
시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 측정을 위한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y 첫째, 사회적 자본이 네트워크, 가치, 규범 등 여러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므
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측정도 가능한한 종합적이어야 한다.
y 둘째, 태도나 스스로 보고한 신뢰의 수준과 같은 주관적인 요소와 단체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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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또는 사회적 관계의 정도 등 행동적 측면간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y 셋째, 사회적 자본에 관계되는 행동이나 태도가 측정되는 문화적 맥락이 고
려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측정이 어렵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 자본의 특성이 이해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사회적 자
본과 관련한 원칙을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자본은 종합적이며, 주관적인 측면
을 고려해야 하고, 동시에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는 사회적 자본 측정이 대부분 신뢰, 사회적 활동의 참여 혹은 상
호작용 수준에 대한 측정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OECD는 여기에서 세계가치조
사에서 신뢰수준을 측정하였는데, 이러한 설문을 통한 사회적 자본 측정은 서로
다른 국가, 문화의 응답자들이 ‘신뢰’나 ‘모든 사람들’ 이라는 의미를 동일하게 해
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OECD는 신뢰와 시민참여는 상호 연관되어 있지만, 신뢰의 일반적 측정이나
시민참여 어느 것도 사회적 관계의 질이나 거시적 측면에서의 상호작용에 대한
신뢰할만한 지표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면서, ‘세계가치조사
(World Values Survey)’와 같은 연구분석 결과는 신중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
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에는 ‘국제성인문해조사(International Adult Literacy and
Skills Survey’와 ‘세계가치조사’를 비교하는 초보적 단계 수준의 연구분석 내용
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상호신회시준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성인학습에 보다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으며, 시민 참여의 수준이 높은 국가는
문해 수준도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변인간에 실제 인과관계가
있는지, 인과관계가 있다면 그 방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욱 심층적인 연
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의 측정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자본 측정이 정책논의에 있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한 예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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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본의 측정에 있어 그 구성요소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가족, 이웃, 전통적인 대규모 조직같이 전통적이며
지역에 기반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는 감소하는 반면, 원거리에 있는 사람과의 관
계, 그리고 일시적이며 개인관심사와 직결된 사회적 관계를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하고 있다(OECD, 2001).

3. 유럽가치조사(European Values Survey, EVS)
‘유럽가치조사’는 국가간 협력을 통하여 사회적 자본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대표적 연구사례이다.
「The Wellbeing of Nations」보고서 발표 이후, OECD는 사회적 자본 측정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에 관한 정책논의를 보다 실증적으로 뒷받침
하고 구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 이를 위해 OECD는 사회적 자본의 측정에 관한 사례
를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국제적 비교 가능성을 증진하려는 노력을 증진하고 있
다. 이러한 국제적 차원의 사회적 자본 비교를 위해 OECD와 관련 국가들 간의
협력을 통하여 수행되는 조사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유형의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는 ‘유럽가치조사’이다.
‘유럽가치조사’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사람에 대한 신뢰, 시민사회에의 참여, 신
뢰성 또는 호혜성의 규범이라는 네 가지 요소로 나누어 조사하고 있다(OECD,
2002).
타인에 대한 신뢰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는지, 아니면 신중하게 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측정되었다.
제도에 대한 신뢰는 교회, 군대, 교육제도, 언론, 경찰, 의회, 노동조합, 사회보
장시스템 등에 대한 신뢰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즉, 조사 대상자들이 접하게 되는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를 종교제도, 정부제도, 교육제도, 언론제도, 사법제도와 같
은 제도의 대표자로 설정하고 각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신뢰정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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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에의 참여는 공식적,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모두 포함하여, 각종 단체
에의 소속여부와 친구, 동료, 교회 조직 등에서의 사람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
내고 있는 지를 통해 측정하였다. 시민사회의 범위를 공식적 네트워크뿐만 아니
라 비공식적 네트워크까지 확대함으로써 보다 광범위한 시민사회 참여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신뢰성 또는 호혜성과 관련하여서는 수급 자격이 없는 혜택을 정부에 요구하
기, 기회가 된다면 탈세하기, 자기의 할 일을 하면서 뇌물받기, 세금을 회피할 목
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현금으로 지불하기 등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정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질문의 유형이 신뢰성이나 호혜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상황을 설정한 수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봄으로써 신뢰성 또는 호혜성을 측정하
는 독특한 방식을 활용하였다.

4. 사회적 자본 정의 및 측정의 한계와 과제
가능한한 종합적인 사회적 자본 측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적 자본
의 범주가 측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과 관련되어 행동
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이 모두 고려되어 사회적 자본 측정구조에 포함되어야 하
고 국가, 민족, 사회마다 문화의 차이로 인한 사회적 자본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사회적 자본을 고려하고 행동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을 모
두 고려한다 하더라고,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지표수준에서는 국제간
에 일관된 지표의 적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OECD대부분의 사
회적 자본 측정관련 연구들은 신뢰, 참여, 상호작용 수준을 중요한 측정의 형태
또는 측정의 구조로 제시하고 있으나, 신뢰의 일반적 측정이나 시민참여 측정 어
느 것도 사회적 관계의 질이나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상호작용에 대한 신뢰할만
한 지표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OECD,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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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World Bank)

사회적 자본에 주목하는 국제기관으로 세계은행(World Bank)을 빼놓을 수 없다. 세계은
행은 1993년부터 사회적 자본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고, ‘세계개발보고(2000/2001)’에서
개발에 있어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사회적 자본 양성을 위한 사업(사회적
자본의 정의, 계측, 육성 방안에 관한 연구 등)에 착수하면서, 특히 방글라데시,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 대해 개발과정에 있어서 사회적 자본 형성에 의한 빈곤퇴치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이러한 시도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원조에 있어 그
지역의 사회적 자본 형성이 중요하다는 선진국의 인식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9)

1. 사회적 자본의 정의 및 측정구조
세계은행의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지역사회 또는 국가 수준
에서 사회적 자본의 정의와 역할 등을 다루고 있다. 이 연구들에서 제시한 사회
적 자본에 대한 정의와 주요 구성요소, 측정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 사회적 자본의 정의 및 구성요소, 측정구조
구분

사회적 자본의 정의 및 구성요소

Knack(2000)

집합적 행동이 요구될 때 협력을
요청하는 강력한 시민규준과 일반적인
신뢰의 형태 안에서 발생

Grootaert(2001)

미시, 중시, 거시 수준으로 구분되며

측정구조
∙상호믿음
∙건전한 시민태도와 협력을 나타내는
인구센서스 조사에 대한 응답
∙자발적 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의 수
∙3개의 중요집단의 내부 다양성

9) 세계은행 사회적 자본 측정 사례는 홍영란(2007), 內閣府政策統括官(2002), Grootaert(2004)의 보고서
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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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시에서 네트워크와 규범을
의미하며 거시 수준에서는 공공제도를
포함함

Bain 외(2002)

신뢰성과 단결성을 기초로 집합적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결합,
가치와 규범

Ibanez외(2002)

공유된 이익을 위해 집합적 행동을
촉진하는 네트워크, 규범, 신뢰로 구성

World Bank(2002)

시민참여, 상호믿음, 공공기관에서의
자신감

Grootaert(2004)

인간관계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자원
및 관계의 본질과 범위

Watterberg(2004)

친근감이나 상호인지적 관계가 내면화된
관계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소유와
연결되어 현재 혹은 미래의 자원총합

Chase &
Holmemo(2005)

지역사회를 조직화할 수 있는 능력으로
집단 구성원간 신뢰, 포용, 네트워크, 집
합적 행동, 정보와 의사소통 영역을 포함

여부(8가지 기준으로 평가)
∙지난3달 간 참석한 모임의 수
∙3개의 중요집단의 의사결정에 참여한
정도
∙3개의 중요집단에 회원이 되기위해
지불한 회비
∙3개의 중요집단 회원으로서 기여한
날짜의 수
∙회원가입한 집단 중 지역사회 주도인
집단의 비율
∙공식조직에의 참여
∙즉각적인 집단적 행동형성에의 참여
∙위기시기의 집단적 행동
∙평상시 집단적 행동
∙신뢰와 포용
∙조직의 참여
∙집단적 행동에의 참여
∙신뢰
∙지역단위에서 상호신뢰의 변화정도
∙공공서비스와 지역단위 기관에 대한
시민평가
∙시민과 지역단위 기관간의 관계
∙지역단위의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집합적 행동의 형성
∙공식적으로 자발적 집단에의 참여
∙집단과 네트워크
∙신뢰와 유대
∙집합적 행동과 협동
∙정보와 의사소통
∙사회적 결속과 포옹
∙권한 위임과 정치적 행동
∙참여한 집단의 공식적 수준(Networks:
비공식적 연결, Organization: 비교적
항구적 소속감을 갖는 집단,
정부주도기관: 지역마다 공식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관 주도의 집단 중심)
∙외적 연결성 지수(이웃 외에 멀리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속된 집단의 수)
∙지역사회조직의 참여율
∙집합적 행동
∙지방공무원에 대한 신뢰
∙거버넌스 참여

자료: 홍영란(2007)

세계은행 사회적 자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공통
적으로 관계성, 규범, 네트워크, 규범, 신뢰를 통해 다양한 수준의 집합체가 공유
된 공동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집합적 행동을 실천하도록 하는 역량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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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C-IQ: Social Capital Integrated Questionnaire10)
세계은행은 사회적 자본에 대한 조사가 ‘생활수준조사(living standard
measurement survey)’와 같은 가구조사의 일환으로 수행되고자 하였다. 따라서,
핵심적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조사표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 조사표가 ‘사회적
자본 측정을 위한 통합 설문지(Social Capital Integrated Questionnaire, SC-IQ,
이하 SC-IQ)’이다. 총 6개의 차원에서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으로 구
성하였는데, 설문의 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SC-IQ에서의 사회적 자본의 정의

학자마다 사회적 자본을 보는 관점은 다양하나, 공통적으로 사회적 자본은 다
차원적 속성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범주에서 본 설문에서의 사
회적 자본에 대하여 “생산적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룹, 네트워크,
규범, 신뢰”로 정의하였다.

2) SC-IQ의 사회적 자본 측정차원

(1) 그룹과 네트워크(Groups and Network)

이 범주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회적 자본과 관련되는 요소이다. 본 설문에서는
가구자의 사회 단체, 비공식 단체에의 참여와 응답자의 타인으로부터의 도움의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선택한 그룹의 다양성과 리더쉽이 이루어지
는 방법, 그리고 시간에 따른 참여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10) Grootaert외(2004)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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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뢰와 결합성(Trust and Solidarity)

이 범주는 국가간 조사(cross national survey)에서도 가장 많이 질문하는 항목
으로, 이웃, 서비스 제공자,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의 정도와 시간에 따른 그들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3) 집합적 행동과 협력(Collective Action and Inclusion)

이 범주는 가구자가 거주지역에서 협력계획이나 위기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
일을 함께 했는지의 여부와 어떻게 협력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참
여와 관련하여 거주지역에서의 폭행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4) 정보와 커뮤니케이션(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지역 웰빙과 관련하여 빈곤한 지역을 도울 수 있는 강력
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World Bank, 2002). 이 범주는 빈곤한 가구자가 시장여
건에 관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공공 서비스, 지역 기반시설에의 접근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이 될 수 있다.

(5) 사회적 응집력과 소속(Cohesion and Inclusion)

커뮤니티는 동일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와 특성을 갖는다. 이 범주에서의 질문
은 커뮤니티 특성과 운영을 보고, 어떤 서비스에 제외되어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
는 것이다. 이 범주는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사회교류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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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활력고취와 정치적 행동(Empowerment and Political Action)

사람들은 그들의 웰빙을 위하여 제도를 통제하는 수단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
는다(World Bank, 2002). 이 설문항목은 응답자의 행복감, 자기효능감
(Self-efficacy), 지역 이벤트와 정치적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도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3. 세계은행에서의 사회적 자본 연구들의 시사점
세계은행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들은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세
계은행의 특성상 사회경제적 지위 또는 사회의 계층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차이
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또는 사회계층과 사회적 자본의 형성 유형에 어떤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다수 제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사
회계층의 구분에 사회적 자본이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다른 특징은
많은 연구들이 사회적 자본과 다른 주요변인간의 관련성을 찾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요 정책들을 입안하고 집행
하는 정부기관이나 정부의 성과도 사회적 자본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연
구결과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방향과 연구결과
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개발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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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가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측면인 네트워크나 신뢰의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각국에서 추진해온 기존의 다양한 사회조사의 단편적인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사회적 자
본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덴마크를 비롯한 유럽, 뉴질랜드, 캐나다 등 선진
각국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이나 조사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덴마크
1996년 덴마크 정부는 개발사업에서 사회적 자본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회적 자본의 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표와 측정방법론을 개발하가 위하
여 사회적 자본 연구소(Social Capital Initiative, SCI)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행동양식을 변화시켜 저소득층의 복지와 소득증대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고, 특히 농업생산성을 비롯한 일반 자원의 관리, 농촌지역사회 개
발의 효율성 증대, 식수, 위생, 신용 및 교육에의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연구
보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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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핀란드11)
핀란드 정부는 영국정부통계국 ONS에 준하는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여, 2003년에 사회적 자본에 관한 대규모 조사를 실시하였다.
핀란드 정부는 사회적 자본을 좁은 의미로 파악하지 않고, 신뢰, 네트워크, 상
호의존 등이 요인이 시민생활뿐만 아니라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발생되는 현상
이라고 생각하였다.
근로나 기업활동 측면의 사회적 자본 조사를 통한 포괄적인 통계 데이터를 얻
기 위해 1) 시민 사회, 2) 노동생활, 3) 조직 내 또는 조직 간의 생활(특히 기업에
서)로 나누어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때 각 분류별 a)태도, b)행정에 의한
데이터‧통계, c)정책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호주12)
호주의 경우 2002년 통계국내 ‘사회적 자본 working group’을 설립하여 “사회
적 자본과 사회적 복지(Social Capital & Social Wellbeing, 2002.8)”보고서를 작
성하였다.
이 보고서를 통하여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커뮤니티는 그러지 않은 커뮤니티
에 비해 위기와 변화에 대한 대응이 높다는 점이 도출되었고, 사회적 자본의 긍
정적인 효과(행복, 안전, 커뮤니티 결속력, 생산성 향상 등)와 부정적 효과(사회적
부패, 범죄, 내란제기 가능성 등)에 대하 서술하였다.
이외에도 지역의 자발적 활동 네트워크 규모와 특징을 조사하여 이를 정부정
책 개발에 도입하려고 계획중에 있다. 사회적 자본을 정책에 도입하려고 하는 분
야는 국민의 건강, 커뮤니티의 안정과 범죄, 교육 및 고용(직업훈련), 예술 및 문
화,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주택과 교통 분야이다.
11) Alanen, Aku(2002)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12) ABS(2002a, 2002b), OECD(2001)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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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뉴질랜드
뉴질랜드 통계국은 1997년부터 사회적 자본에 관한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 작
업의 목적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자본이 정책개발에 잠재적으
로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데 있었다. 이 조사가 2001년 3월, ‘뉴질랜드
의 사회적 자본 계측을 위한 구상(Framework for the Measurement of Social
Capital in New Zealand)’로 정리되었다.

이 조사에서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정의를 ‘상호 이익 또는 공통된 목적을 위
하여 행동할 능력을 만들어내는 각종 행위자(개인, 집단, 조직 등)간의 관계성’
으로 정의하였다.
측정방법 및 지표로는 행동, 태도와 가치관, 인구 그룹(Population group), 조
직의 네 가지 측면에 주목하였다. 네 가지 측면의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표 6-1> 사회적 자본 측정지표 및 내용
측정지표
행동
태도와 가치관
인구 그룹
조직

내용
기부, 자원봉사 조직·비공식적 네트워크, 커뮤니티에 대한 참가,
사회에 대한 관심, 규칙 및 규범의 준수
자신에 대한 신념, 타인·정부나 기타 사회적 기관에 대한 태도,
신뢰와 상호의존, 장래에 대한 전망이나 자신
가족, 문화, 고용, 커뮤니케이션
수, 종류, 구성원의 규모, 구조, 연결과 네트워크, 업무형태

뉴질랜드 정부는 몇 개의 프로그램이나 조사를 통해서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
려는 시도나 그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통계국이 실시하는 ‘사회통
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적 자본 측정을 위한 데이터로서 개선될 가능성이 있
다.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성장정도를 모니터링하는 프로젝트에서도 사회적
유대와 관련하여 사회적 배제, 타인에 대한 신뢰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에 관한
측면을 포함하는 지표를 제안하려고 하고 있다.
한편, 뉴질랜드 정부가 사회적 자본을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회적
자본 개념을 지표화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관점이 마오리족 원주민과 관련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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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고, 다른 민족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정부의 과제이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적 자본 개념을 정책적으로 활
용하고 있는 것이다.

5. 캐나다13)
캐나다 정부는 현재 사회적 자본의 다양한 측면에 대하여 조사,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2년 여름에 예비조사를 마친 후, 2003년에는
‘2003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일반조사(2003 General Social Survey on Social
Capital)’을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주로 ‘사회참여와 시민참여’, ‘신뢰, 상호의존의 규범’, ‘교량적
유대’에 대하여 파악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지표로 사회적 자본을 측
정하고 있다.
<표 6-2> 사회적 자본 측정지표 및 내용
측정 지표
SP(Social Participation)

내용
사회참가, 사회적 관여

LE(Level of Empowerment)

위임의 정도(컨트롤, 자기효력감)

PC(Perception of Community)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

SN(Social Networks)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적 지원, 사회적 상호작용

TR(Trust, Reciprocity and Social Cohesion) 신뢰, 상호의존 등

사회적 자본과 관련이 있는 기존의 정부조사로는 「사회적 및 커뮤니티 지원
에 관한 조사(1996년)」, 「시간이용에 관한 조사(1998년)」, 「정보 커뮤니케이
션 기술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관한 조사(2000년)」, 「가령(加齡)과 사회적 지원
에 관한 조사(2002년)」, 「전국건강조사(1994/1995년부터 2년마다)」, 「커뮤니
티 건강조사(2001년, 2002년)」, 「기부‧자원봉사‧참가에 관한 전국조사(2000년

13) 內閣府政策統括官(2002), Cindy-Ann Bryant, Doug Norris(2002)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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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3년마다, 1997년에도 동일한 조사가 있었음)」, 「참가 및 활동의 한계에 관
한 조사(2001년)」, 「인종의 다양성에 관한 조사(2001년)」등이 있다.

자원봉사 활동을 비롯한 시민활동에 대해서도 「기부‧자원봉사‧참가에 관한
전국조사(2000년)」와 동일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예정이다. 이 조사의 질문
항목은 공식 또는 비공식적 자원봉사 활동,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이유‧하지 않
는 이유, 자원봉사 활동에서 얻은 기술,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액수, 기부하는 이
유‧하지 않는 이유, 참가, 태도 등이다.

이 외에도 많은 나라에서 사회적 자본 초점을 맞추지 않더라도, 이전의 사회조
사를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 요소에 대한 통계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OECD에
제출한 각국 리포트를 토대로 하여 특징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스페인의 경우 노동만족도를 사회적 자본의 한 측면으로 포함시킬 것을 제안
하기도 하고, 독일은 사회적 자본 측정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각종 사회조사를
검토를 진행중이다.

프랑스에서는 사회적 자본 자체를 주제로 다룬 조사는 없으나, 몇몇 조사가 사
회적 자본의 여러 가지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네덜란드의 경우 조
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유럽 가치관 조사(The European
Values Study)」를 사용하여 네덜란드의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도 하였다.

스위스에서는 사회적 자본에 관한 종합적 인구는 별로 없고, 현재 정부는 사회
적 자본 개념에 대해서 적극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론이나 분석방법론
등의 검토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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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영국 Full harmonised Question Set
▶
Views about the area
(AreaLive) How long have you lived in this area?
1. Less than 12 months
2. 12 months but less than 2 years
3. 2 years but less than 3 years
4. 3 years but less than 5 years
5. 5 years but less than 10 years
6. 10 years but less than 20 years
7. 20 years or longer
8. Don't know
(SatLive) How satisfied are you with this area as a place to live?
1. Very satisfied
2. Fairly satisfied
3. Neither satisfied nor dissatisfied
4. Slightly dissatisfied
5. Very dissatisfied
6. (SPONTANEOUS)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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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about the neighbourhood
(NIntro) Now I'd like to ask you a few questions about your immediate
neighbourhood, by which I mean your street or block.
(NeighTyp) In general, what kind of neighbourhood would you say you live
in - would you say it is a neighbourhood in which people do things together
and try to help each other, or one in which people mostly go their own way?
1. Help each other
2. Go own way
3. (SPONTANEOUS) Mixture
4. (SPONTANEOUS) Don't know
(Nbackg) To what extent do you agree or disagree that this neighbourhood is
a place where people from different backgrounds get on well together?
1. Definitely agree
2. Tend to agree
3. Tend to disagree
4. Definitely disagree
5. DON'T KNOW
6. TOO FEW PEOPLE IN NEIGHBOURHOOD
7. ALL SAME BACKGROUNDS
(NTrust) Would you say that
1. Most of the people in your neighbourhood can be trusted
2. Some can be trusted
3. A few can be trusted
4. Or that no-one can be trusted?
5. (SPONTANEOUS) Just moved here
6. (SPONTANEOUS) Don't know
(SLost) Suppose you lost your (purse/wallet) containing your address details,
and it was found in the street by someone living in this neighbourhood.
How likely is it that it would be returned to you with nothing missing?
1. Very likely
2. Quite likely
3. Not very likely
4. Or not at all likely
5. Don't know
(PbIntro) I am going to read out a list of problems which some people face in
their neighbourhood. For each one, please can you tell me how much of a
problem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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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unk) How much of a problem are people being drunk or rowdy in public
places?
1. Very big problem
2. Fairly big problem
3. Not a very big problem
4. Not a problem at all
5. It happens but it's not a problem
6. (SPONTANEOUS) Don't know
(Rubbish) How much of a problem is rubbish or litter lying around?
(Vandals) How much of a problem are vandalism, graffiti and other deliberate
damage to property or vehicles?
(DrugUse) How much of a problem are people using or dealing drugs?
(Race) How much of a problem is people being attacked or harassed because
of their skin colour, ethnic origin or religion?
(Teenhang) How much of a problem are teenagers hanging around on the
street?
(AntiNgh) How much of a problem are troublesome neighbours?
Participation in local issues
(InfArea) To what extent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s: I can influence decisions affecting my local area?
1. Strongly agree
2. Agree
3. Neither agree nor disagree
4. Disagree
5. Strongly disagree
6. (SPONTANEOUS) Don't have an opinion
7. (SPONTANEOUS) Don't know
(InfNgh) By working together, people in my area can influence decisions that
affect the local area?
1. Strongly agree
2. Agree
3. Neither agree nor disagree
4. Disagree
5. Strongly disagree
6. (SPONTANEOUS) Don't have an opinion
7. (SPONTANEOUS) Don't know
(SolvLP) In the last 12 months have you taken any of the following actions in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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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ttempt to solve a problem affecting people in your local area?
1. Contacted a local radio station, television station or newspaper
2. Contacted the appropriate organisation to deal with the problem, such as the
council
3. Contacted a local councillor or MP
4. Attended a public meeting or neighbourhood forum to discuss local issues
5. Attended a tenants' or local residents' group
6. Attended a protest meeting or joined an action group
7. Helped organise a petition on a local issue
8. No local problems
9. None of the above
10. (SPONTANEOUS) Don't know
Participation in national issues
(SolvNP) In the last 12 months have you taken any of the following actions to
show your concern over a national issue?
1. Contacted a radio station, television station or a newspaper
2. Contacted the appropriate organisation to deal with the problem
3. Contacted an MP
4. Attended a public meeting
5. Attended a protest meeting or joined an action group
6. Helped organise a petition
7. None of these
8. (SPONTANEOUS) Don't know
(Vote) Can I check, did you vote ....
1. ...in the last general election (national election)?
2. (Did you vote) ...in the last local council election?
3. DID NOT VOTE IN EITHER ELECTION
4. NOT ELIGIBLE TO VOTE IN EITHER
5. Don't know
Trust
(PTrust) Another topic we are interested in is trust. Generally speaking, would
you say that most people can be trusted, or that you can't be too careful in
dealing with people?
1. Most people can be trusted
2. Can't be too careful in dealing with people
3. It depends on people/circumstances
4.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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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ntro) For the following, please can you tell me how much you trust them.
1. Can you tell me how much you trust the police? (Police)
2. Can you tell me how much you trust the courts (Magistrates Courts and
Crown Court)?(Courts)
3. Can you tell me how much you trust Parliament? (Parlmnt)
(4.Can you tell me how much you trust the Welsh Assembly? Wales only)
(5.Can you tell me how much you trust the Scottish Executive? Scotland only)
6. Can you tell me how much you trust your local council? (LocC)
1. A lot
2. A fair amount
3. Not very much
4. Not at all
5. (SPONTANEOUS) NO EXPERIENCE
6. (SPONTANEOUS) Don't know
Social networks
The next few questions are about how often you personally contact your
relatives, friends and neighbours. Not counting the people you live with,
how often do you do any of the following?
1. Speak to relatives on the phone (Spkrel)
2. Write a letter or note to relatives (Wrtrel)
3. Text or email relatives, or use chatrooms on the internet to talk to relatives (Txtrel)
4. Speak to friends on the phone (Spkfr)
5. Write a letter or note to friends (Wrtfr)
6. Text or email friends, or use chatrooms on the internet to talk to friends (Txtfr)
7. Speak to neighbours (Spkng)
1. On most days
2. Once or twice a week
3. Once or twice a month
4. Less often than once a month
5. Never
6. (SPONTANEOUS) Don't know
(FreqMtR) How often do you meet up with relatives who are not living with you?
(FreqMtF) How often do you meet up with fri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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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support
(SitIntro) I am going to describe two situations where people might need help.
For each one,
could you tell me if there is anyone you could ask for help?
(IF MORE THAN ONE PERSON IN HOUSEHOLD ADD: Please include people
living with you and people outside the household)
1. You are ill in bed and need help at home. Is there anyone you could ask
for help? Yes/no (Illbed)
2. You are in financial difficulty and need to borrow some money to see you
through the next few days. Is there anyone you could you ask for help?
Yes/no (Money)
If Illbed = Yes then WhoHelp; If Money = Yes then WhoHelp2
(WhoHelp/WhoHelp2)Please can you look at this card and tell me who you
could ask for help?
1. Husband/wife/partner
2. Other household member
3. Relative (outside household)
4. Friend
5. Neighbour
6. Work colleague
7. Voluntary or other organisation
8. Other
9. Would prefer not to ask for help
10. (SPONTANEOUS) Don't know
(PCrisis) If you had a serious personal crisis, how many people, if any, do you
feel you could turn to for comfort and support?
(INTERVIEWER: IF MORE THAN 15, CODE AS 15)
(0-15, Don't know)
Involvement in groups, clubs and organisations
(GrpIntro) The next questions are about involvement in groups, clubs and
organisations. These could be formally organised groups or just groups of
people who get together to do an activity or talk about things. Please exclude
just paying a subscription, giving money and anything that was a
requirement of your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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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2) I am going to ask about 3 different types of groups:
First, in the last 12 months, have you been involved with any groups of people
who get together to do an activity or to talk about things? These could
include evening classes, support groups, slimming clubs, keep-fit classes, pub
teams and so on.
(If Intro2 = yes) then:
(GrpInf) Please can you look at this card. Which of the categories on this card
best describe the groups you have taken part in?
1. Hobbies/social clubs
2. Sports/exercise groups, including taking part, coaching or going to watch
3. Local community or neighbourhood groups
4. Groups for children or young people
5. Adult education groups
6. Groups for older people
7. Environmental groups
8. Health, disability and welfare groups
9. Political groups
10. Trade union groups
11. Religious groups, including going to a place of worship or belonging to a
religious based group
12. Other group
13. (SPONTANEOUS) None of these
14. (SPONTANEOUS) Don't know
(Intro3) Second, in the last 12 months, have you taken part in any (other) group
activities as part of a local or community group, club or organisation? These
could include residents' associations, sports groups, parent-teacher
associations, school or religious groups and so on.
(If Intro3 = yes) then:
(GrpLoc) Please can you look at this card. Which of the categories on this card
best describe the groups you have taken part in?
(Intro4) And third, in the last 12 months, have you taken part in any (other)
group activities as part of a national group, club or organisation? These
could include pressure groups, charities, political groups, environmental
groups and so on.
(If Intro4 = yes) then:
(GrpNat) Please can you look at this card. Which of the categories on this card
best describe the groups you have taken par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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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paid help to groups and individuals
(DoVolWk) During the last 12 months have you given any unpaid help to any
groups, clubs or
organisations in any of the ways shown on this card?
1. Raising or handling money/taking part in sponsored events
2. Leading the group/ member of a committee
3. Organising or helping to run an activity or event
4. Visiting people
5. Befriending or mentoring people
6. Giving advice/ information/ counselling
7. Secretarial, admin or clerical work
8. Providing transport/driving
9. Representing
10. Campaigning
11. Other practical help
(e.g. helping out at school, religious group, shopping)
12. Any other help
13. NONE OF THE ABOVE
14. (SPONTANEOUS) Don't know
(VolFreq) Thinking about the unpaid help you have mentioned, would you say
you give this kind of help…
CODE FIRST THAT APPLIES
1. at least once a week
2. at least once a month
3. at least once every three months
4. or less often?
5. Other
6. Don't know
(If Less Often or Other at VolFreq) then:
(VolOther) ASK OR RECORD
About how many times in the last 12 months have you given unpaid help
through a group, club or organisation?
(Care) Some people have extra responsibilities because they look after someone
who has longterm physical or mental ill health or disability, or problems due
to old age.
May I check, is there anyone living with you who is sick, disabled or elderly
whom you look after or give special help to, other than in a professional
capacity. (For example, a sick or disabled (or elderly)
relative/husband/wife/child/friend/paren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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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Yes
2. No
(HlpGiv) Now I'd like to talk about any unpaid help you may have given
people who do not live with you. In the past month have you given any
unpaid help in any of the ways shown on the card. Please do not count any
help you gave through a group, club or organisation.
1. Domestic work, home maintenance or gardening
2. Provision of transport or running errands
3. Help with child care or babysitting
4. Teaching, coaching or giving practical advice
5. Giving emotional support
6. Other
7. (SPONTANEOUS) Don't know
(HlpInt) Now I'd like to talk about any unpaid help you may have received.
In the past month have you received any unpaid help in any of the ways
shown on the card. Please do not count help from people who live with you
or from an organisation or group.
1. Domestic work, home maintenance or gardening
2. Provision of transport or running errands
3. Help with child care or babysitting
4. Teaching, coaching or giving practical advice
5. Giving emotional support
6. Other
7. SPONTANEOUS)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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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aLive) 이 지역에서 얼마나 거주했습니까?
1. 12개월 미만
2. 1년 이상 2년 미만
3. 2년 이상 3년 미만
4. 3년 이상 5년 미만
5. 5년 이상 10년 미만
6. 10년 이상 20년 미만
7. 20년 이상
8. 모르겠다
(SatLive) 이 지역에 거주하는 데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한다
2. 어느정도 만족한다
3. 보통
4. 약간 불만족한다
5. 아주 불만족한다
6. (즉흥적으로) 모르겠다

(NIntro) 당신이 길에서 만나는 이웃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NeighTyp) 일반적으로 당신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서로 돕고, 협력을
하는가 아니면, 혼자서 처리하는가?
1. 서로 협력한다
2. 혼자한다
3. (즉흥적으로) 협력하기도 하고 혼자한다
4. (즉흥적으로) 모르겠다
(Nbackg) 근린에서 배경이 다른 사람들(인종, 연령 등)과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
하는가?
1. 아주 그렇다
2. 그렇다
3. 그렇지 않다
4. 아주 그렇지 않다
5. 모르겠다
6.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7. 모두 같은 배경을 지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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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rust) 당신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까?
1. 당신 이웃은 믿을 수 있다
2. 몇 명만 믿을 수 있다
3. 소수만 믿을 수 있다
4. 믿을만한 사람이 없다
5. (즉흥적으로) 여길 떠나고 싶다
6. (즉흥적으로) 모르겠다
(SLost) 당신이 지갑을 분실했다고 가정하자, 그 지갑에는 당신의 주소가 상세히 적
혀있다. 그 지갑을 근린에서 분실했다면 그 지갑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믿는가?
1. 아주 그렇다
2. 그렇다
3. 그렇지 않다
4. 아주 그렇지 않다
5. 모르겠다
(PbIntro) 근린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문제들을 검토중이다, 문제가 얼마나 있는지
이야기해달라.
(Drunk) 공공장소에서 취객이나 무뢰한들이 어느정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가?
1. 아주 큰 문제다
2. 큰 문제다
3. 큰 문제까지는 아니다
4. 문제가 될 수 없다
5. 일어날 수 있겠지만 큰 문제는 아니다
6. (즉흥적으로) 모르겠다
(Rubbish) 쓰레기가 얼마나 주변에 널려있는가?
(Vandals) 반달리즘이 얼마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가?
(DrugUse) 사람들이 얼마나 약물복용을 한다고 생각하는가?
(Race) 인종, 종교문제로 인해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는가?
(Teenhang) 십대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이 거리를 배회한다고 생각하는가?
(AntiNgh)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는가?

(InfArea) 나는 내 지역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1. 아주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
4. 그렇지 않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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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주 그렇지 않다
6. (즉흥적으로) 의견 없음
7. (즉흥적으로) 모르겠다
(InfNgh) 함께 일하면서, 내 지역의 사람들이 지역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가?
1. 아주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
4. 그렇지 않다
5. 아주 그렇지 않다
6. (즉흥적으로) 의견 없음
7. (즉흥적으로) 모르겠다
(SolvLP) 지난 1년간 당신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는가?
1. 지역 라디오나 TV 방송국, 신문사와 연락을 하였다
2. 의회 문제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기관과 연락하였다
3. 지역 상담가나 MP와 연락하였다
4.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식 회의나 지역포럼에 참석하였다
5. 세입자․거주자 모임에 참석하였다
6. 항의집회에 참여하였다
7. 지역 이슈에 대한 탄원서 제출에 공모하였다
8. 지역 문제가 없다
9. 해당없음
10. (즉흥적으로) 모르겠다

(SolvNP) 지난 1년간 당신은 국가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한 적이 있는가?
1. 지역 라디오나 TV 방송국, 신문사와 연락을 하였다
2. 의회 문제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기관과 연락하였다
3. 상담가나 MP와 연락하였다
4. 공식 회의에 참석하였다
5. 항의집회에 참여하였다
6. 지역 이슈에 대한 탄원서 제출에 공모하였다
7. 해당없음
8. (즉흥적으로)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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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e) 당신은 투표를 했는가?
1. ...지난선거(중앙선거)?
2. (투표했는가?) ...지역선거?
3. 어느 선거에도 투표하지 않았다
4. 투표할 만한 사람이 없다
5. 모르겠다

(PTrust) 대체적으로, 당신은 사람들을 신뢰하는가? 아니면 사람들과 지내는 데 있
어 매우 조심스러운가?
1. 대부분 믿을만하다
2. 사람과의 만남에 신중하다
3. 사람/환경에 따라 다르다
4. 모르겠다
(TrIntro) 당신은 다음과 같은 조직들을 신뢰하는가?
1. 경찰을 얼마나 믿습니까? (Police)
2. 법원을 얼마나 믿습니까? (Magistrates Courts and Crown Court)?(Courts)
3. 국회를 얼마나 믿습니까? (Parlmnt)
(4. Welsh Assembly를 얼마나 믿습니까? Wales 지역만 응답하기)
(5.Scottish Executive를 얼마나 믿습니까? Scotland 지역만 응답하기)
6. 지방의회를 얼마나 믿습니까? (LocC)
1. 아주많이
2. 많이
3. 보통
4. 믿지않음
5. (즉흥적으로) 경험없음
6. (즉흥적으로) 모르겠다

다음 몇 개의 질문은 당신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당신의 친구, 친척, 이웃과 접촉하
는지에 대한 문항이다.
당신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하는가?
1. 전화로 친척에게 연락을 한다 (Spkrel)
2. 친척에게 편지를 쓴다 (Wrtrel)
3. 인터넷을 통해 친척에게 연락한다(Txtrel)
4. 전화로 친구에게 연락한다 (Spkfr)
5. 친구에게 편지를 쓴다 (Wrt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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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1.
2.
3.
4.
5.
6.

인터넷을 통해 친구에게 연락한다(Txtfr)
이웃에게 말을 건다(Spkng)
대부분
일주일에 한두번
한달에 한두번
한달에 한번미만
절대
(즉흥적으로) 모르겠다

(FreqMtR) 당신과 같이 살지 않는 친척과 얼마나 많이 만나는가?
(FreqMtF) 당신은 얼마나 친구를 자주 만나는가?

(SitIntro) 당신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두 가지 상황을 제시하겠다. 각각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응답하시오.
(당신과 같이 거주하는 사람과 근린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시오)
1. 집에서 아파서 누워있다. 도움을 요청할 누군가가 있는가? 예/아니오 (Illbed)
2.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며칠간 얼마의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가? 예/아니오 (Money)
If Illbed = Yes then WhoHelp; If Money = Yes then WhoHelp2
(WhoHelp/WhoHelp2)이 카드를 보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 택하시오
1. 남편/부인/배우자
2. 이외 가족
3. 친척 (가족외)
4. 친구
5. 이웃
6. 직장동료
7. 자원봉사 기관
8. 기타
9. 도움을 청하지 않는게 낫다
10. (즉흥적으로) 모르겠다
(PCrisis) 만약 당신이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와
주거나 위안을 줄 것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INTERVIEWER: IF MORE THAN 15, CODE AS 15)
(0-15, 즉흥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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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pIntro) 다음 질문은 조직이나 단체의 가입에 관련한 사항이다. 단지 가입하거
나 일정금액을 지불하는 행동은 제외하고 그 단체나 조직에서 일하는 정도에
대하여 응답하시오.
(Intro2) 난 적어도 3개의 단체에 가입하고 있다:
지난 1년간 가입한 조직이나 단체에서 함께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If Intro2 = yes) then:
(GrpInf) 이 카드를 보시오. 어느 분류의 모임이나 조직에 당신이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1. 취미/사교모임
2. 스포츠/운동모임(가르치거나 단지 구경하는 정도라도 포함)
3. 지역모임
4. 학부모 모임
5. 성인 학습 모임
6. 노인 모임
7. 환경조직
8. 건강/장애/환자 모임
9. 정치적 모임
10. 상인 단체
11. 종교 모임
12. 기타
13. (즉흥적으로) 어느 것도 아니다
14. (즉흥적으로) 모르겠다
(Intro3) 지난 1년간 당신은 조직이나 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적이 있는가?(지역
단체, 스포츠 동호회, 학부모-교사 모임 등 포함)
(If Intro3 = yes) then:
(GrpLoc) 이 카드를 보시오. 어느 범주의 모임(조직)에 가입되어 있는가?
(Intro4) 지난 1년간, 국가단체 혹은 조직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가?(언론단체, 정당,
환경단체 등 포함)
(If Intro4 = yes) then:
(GrpNat) 이 카드를 보시오. 어느 범주의 모임(조직)에 가입을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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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VolWk) 지난 1년간 당신은 단체나 조직에 후원금을 지급한 적이 있는가?
1. 스폰서 활동을 통해
2. 위원회 혹은 단체의 장이라서
3. 활동 운용을 위해
4. 방문
5. 멘토활동
6. 조언, 정보 등
7. 성직 활동
8. 교통비 제공
9. 선물
10. 캠페인
11. 다른 실질적 도움
12. 기타
13. 해당없음
14. (즉흥적으로) 모르겠다
(VolFreq) 보상이 없는 도움을 주는 행위를 얼마나 할 수 있는가?
CODE FIRST THAT APPLIES
1.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
2.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정도
3. 적어도 세 달에 한번 정도
4. 거의 못함
5. 기타
6. 모르겠다
(If Less Often or Other at VolFreq) then:
(VolOther) ASK OR RECORD
지난 1년간 당신은 보상없이 도움을 주는 행위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Care) 몇몇의 사람들은 장기간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있어서 또
다른 책임감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노약자, 장애인, 병이 있는 사람들을 당신
이 돌보고 있는가?
1. 예
2.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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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pGiv) 지난 달 당신은 보상없이 도움을 준 적이 있는가?(단체 활동은 제외)
1. 집안일
2. 심부름
3. 아이 돌보기
4. 아이 가르치기
5. 감성적 지원
6. 기타
7. (즉흥적으로) 모르겠다
(HlpInt) 지난 달 당신은 보상없는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가?
(단체나 조직의 도움 제외)
1. 집안일
2. 심부름
3. 아이돌보기
4. 가르치기
5. 감성적 지원
6. 기타
7. (즉흥적으로)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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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은행(World Bank) Social Capital Integrated Questionnaire
▶

1. Groups and Networks
1.1 I'd like to start by asking you about the groups or organizations, networks,
associations to which you or any member of your household belong. These
could be formally organized groups or just groups of people who get together
regularly to do an activity or talk about things. As I read the following list
of groups, please tell me if anyone in this household belongs to such a group.
If yes, tell me which household member is most active in this group, and
whether he/she participates actively in the group's decision making.

Type of Organization or
Group

How actively does
this person participate in
the Group's Decision
Making

Name of
Code of active
Organization
household member 1 = Leader
or Group

2 = Very Active
3 = Somewhat Active
4 = Does not participate

A. Farmer/Fisherman
group or cooperative
B. Other production group
C. Traders or Business
Association
D. Professional Association
(doctors, teachers, veterans)
E. Trade Union or Labor
Union
F. Neighborhood/
Village committee
G. Religious or spiritual group
(e.g. church, mosque, temple,
informal religious group,
religious study group)
H. Political group or
movement
I. Cultural group orassociation
(e.g. arts, music, theater, film)
J. Burial society or
festival society
K. Finance, credit or
saving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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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ducation group
(e.g. parent-teacher
association, school committee)
M. Health group
N. Water and waste
management group
O. Sports group
P. Youth group
Q. NGO or civic group
(e.g. Rotary Club, Red Cross)
R. Ethnic-based community
group
S. Other groups

1.2 Compared to five years ago*, do members of your household participate in
more or fewer groups or organizations?
[* ENUMERATOR: TIME PERIOD CAN BE CLARIFIED BY SITUATING IT
BEFORE/AFTER MAJOR EVENT]
1 More
2 Same number
3 Fewer
1.3 Of all the groups to which members of your household belong, which two
are the most important to your household?
[ENUMERATOR: WRITE DOWN NAMES OF GROUPS]
Group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Group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4 How many times in the past 12 months did anyone in this household
participate in this group's activities, e.g. by attending meetings or doing
group work?
Group 1
Group 2
1.5 How does one become a member of this group?
1 Born into the group
2 Required to join
3 Invited
4 Voluntary choice
5 Other (specif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Group 1
Grou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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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How much money or goods did your household contribute to this group
in the past 12 months?
Group 1
Group 2
1.7 How many days of work did your household give to this group in the past
12 months?
Group 1
Group 2
1.8 What is the main benefit from joining this group?
1 Improves my household's current livelihood or access to services
2 Important in times of emergency/in future
3 Benefits the community
4 Enjoyment/Recreation
5 Spiritual, social status, self-esteem
6 Other (specif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Group 1
Group 2
1.9 Does the group help your household get access to any of the following
services?
1 Yes
2 No
Group 1

Group 2

A. Education or Training
B. Health services
C. Water supply or sanitation
D. Credit or Savings
E. Agricultural input or technology
F. Irrigation
G. Other (specify)

1.10 Thinking about the members of this group, are most of them of the same…
1 Yes
2 No
Group 1
A. Neighborhood/Village
B. Family or Kin group
C. Religion
D. Gender
E. Age
F. Ethnic or linguistic
group/race/caste/tri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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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2

1.11 Do members mostly have the same…
1 Yes
2 No
Group 1

Group 2

A. Occupation
B. Educational background or level
1.12 Are members mostly of the same political viewpoint or belong to the same
political party?
1 Yes
2 No
Group 1
Group 2
1.13 Are some members richer or poorer than others, or do they all have mostly
the same income level?
1 Mostly same income level
2 Mixed rich/poor
Group 1
Group 2
1.14 In the past five years*, has membership in the group declined, remained
the same, or increased?
[* ENUMERATOR: TIME PERIOD CAN BE CLARIFIED BY SITUATING IT BEFORE/AFTER
MAJOR EVENT]

1 Declined
2 Remained same
3 Increased
Group 1

Group 2

1.15 When there is a decision to be made in the group, how does this usually
come about?
1 Decision is imposed from outside
2 The leader decides and informs the other group members
3 The leader asks group members what they think and then decides
4 The group members hold a discussion and decide together
5 Other (specif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Group 1
Group 2
1.16 How are leaders in this group selected?
1 By an outside person or entity
2 Each leader chooses his/her succ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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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y a small group of members
4 By decision/vote of all members
5 Other (specif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Group 1
Group 2
1.17 Overall, how effective is the group's leadership?
1 Very effective
2 Somewhat effective
3 Not effective
Group 1
Group 2
1.18 Does this group work or interact with other groups with similar goals in
the village/neighborhood?
1 No
2 Yes, occasionally
3 Yes, frequently
Group 1
Group 2
1.19 Does this group work or interact with other groups with similar goals
outside the village/neighborhood?
1 No
2 Yes, occasionally
3 Yes, frequently
Group 1
Group 2
1.20 Does this group work or interact with other groups with different goals
in the village/neighborhood?
1 No
2 Yes, occasionally
3 Yes, frequently
Group 1
Group 2
1.21 Does this group work or interact with other groups with different goals
outside the village/neighborhood?
1 No
2 Yes, occasionally
3 Yes, frequently
Group 1
Group 2
1.22 What is the most important source of funding of this group?
1 From members' dues
2 Other sources within th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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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ources outside the community
Group 1
Group 2
1.23 What is the most important source of expertise or advice which this group
receives?
1 From within the membership
2 From other sources within the community
3 From sources outside the community
Group 1
Group 2
1.24 Who originally founded the group?
1 Central government
2 Local government
3 Local leader
4 Community members
Group 1
Group 2

Networks
1.25 About how many close friends do you have these days? These are people
you feel at ease with, can talk to about private matters, or call on for help.
1.26 If you suddenly needed a small amount of money [RURAL: enough to pay
for expenses for your household for one week; URBAN: equal to about one
week's wages], how many people beyond your immediate household could
you turn to who would be willing to provide this money?
1 No one
2 One or two people
3 Three or four people
4 Five or more people
1.27 [IF NOT ZERO] Of those people, how many do you think are currently
able to provide this money?
1.28 [IF NOT ZERO] Are most of these people of similar/higher/lower
economic status?
1 Similar
2 Higher
3 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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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If you suddenly had to go away for a day or two, could you count on your
neighbors to take care of your children?
1 Definitely
2 Probably
3 Probably not
4 Definitely not
1.30 If you suddenly faced a long-term emergency such as the death of a
breadwinner or
[RURAL: harvest failure; URBAN: job loss], how many people beyond your
immediate household could you turn to who would be willing to assist you?
1 No one
2 One or two people
3 Three or four people
4 Five or more people
1.31 [IF NOT ZERO] Of those people, how many do you think are currently
able to assist you?
1.32 In the past 12 months, how many people with a personal problem have
turned to you for assistance?
1.33 [IF NOT ZERO] Are most of these people of similar/higher/lower
economic status?
1 Similar
2 Higher
3 Lower

2.Trust and Solidarity
In every community, some people get along with others and trust each other,
while other people do not. Now, I would like to talk to you about trust and
solidarity in your community.
2.1 Generally speaking, would you say that most people can be trusted, or that
you can't be too careful in your dealings with other people?
1 Most people can be trusted
2 You can't be too care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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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In general,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s?
1.
2.
3.
4.
5.

Agree strongly
Agree somewhat
Neither agree nor disagree
Disagree somewhat
Disagree strongly

A. Most people who live in this village/neighborhood can be
trusted.
B. In this village/neighborhood, one has to be alert or
someone is likely to take advantage of you.
C. Most people in this village/neighborhood are willing to
help if you need it.
D. In this village/neighborhood, people generally do not trust
each other in matters of lending and borrowing money.

2.3 Now I want to ask you how much you trust different types of people. On
a scale of 1 to 5, where 1 means a very small extent and 5 means a very
great extent, how much do you trust the people in that category?
1.
2.
3.
4.
5.

To a very small extent
To a small extent
Neither small nor great extent
To a great extent
To a very great extent

A. People from your ethnic or linguistic
group/race/caste/tribe
B. People from other ethnic or linguistic
groups/race/caste/tribe
C. Shopkeepers
D. Local government officials
E.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F. Police
G. Teachers
H. Nurses and doctors
I. Strangers
2.4 Do you think that over the last five years*, the level of trust in this
village/neighborhood has gotten better, worse, or stayed about the same?
[* ENUMERATOR: TIME PERIOD CAN BE CLARIFIED BY SITUAT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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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AFTER MAJOR EVENT]
1 Gotten better
2 Gotten worse
3 Stayed about the same
2.5 How well do people in your village/neighborhood help each other out these
days? Use a five point scale, where 1 means always helping and 5 means
never helping.
1 Always helping
2 Helping most of the time
3 Helping sometimes
4 Rarely helping
5 Never helping
2.6 If a community project does not directly benefit you, but has benefits for
many others in the village/neighborhood, would you contribute time or
money to the project?
A. Time
B. Money
1 Will not contribute time 1 Will not contribute money
2 Will contribute time 2 Will contribute money

3. Collective Action and Cooperation
3.1 In the past 12 months, have you worked with others in your
village/neighborhood to do something for the benefit of the community?
1 Yes
2 No → skip to question 3.4
3.2 What were the three main such activities in the past 12 months? Was
participation in these voluntary or required?
Voluntary
Required
3.3 All together, how many days in the past 12 months did you or anyone else
in your household participate in community activities?
3.4 How likely is it that people who do not participate in community activities
will be criticized or sanctioned?
1 Very likely
2 Somewhat likely
3 Neither likely nor unlikely
4 Somewhat unlikely
5 Very unlik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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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What proportion of people in this village/neighborhood contribute time or
money toward common development goals, such as (RURAL: building a levy
or repairing a road; URBAN: repairing a road or maintaining a community
center)?
1 Everyone
2 More than half
3 About half
4 Less than half
5 No one
3.6 If there was a water supply problem in this community, how likely is it that
people will cooperate to try to solve the problem?
1 Very likely
2 Somewhat likely
3 Neither likely or unlikely
4 Somewhat unlikely
5 Very unlikely
3.7

1
2
3
4
5

Suppose something unfortunate happened to someone in the
village/neighborhood, such as a serious illness, or the death of a parent.
How likely is it that some people in the community would get together to
help them?
Very likely
Somewhat likely
Neither likely or unlikely
Somewhat unlikely
Very unlikely

4.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4.1 How long does it take you to reach the nearest working post office?
1 Less than 15 minutes
2 15-30 minutes
3 31-60 minutes
4 More than one hour
4.2 How many times in the last month have you or anyone in your household
read a newspaper or had one read to you?
4.3 How often do you listen to the radio?
1 Every day
2 A few times a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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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nce a week
4 Less than once a week
5 Never
4.4 How often do you watch television?
1 Every day
2 A few times a week
3 Once a week
4 Less than once a week
5 Never
4.5 How long does it take you to get to the nearest working telephone?
1 Telephone in the house
2 Less than 15 minutes
3 15-30 minutes
4 31-60 minutes
5 More than 1 hour
4.6 In the past month, how many times have you made or received a phone
call?
4.7 What are the three most important sources of information about what the
government is doing (such as agricultural extension, workfare, family
planning, etc.)?
1 Relatives, friends and neighbors
2 Community bulletin board
3 Local market
4 Community or local newspaper
5 National newspaper
6 Radio
7 Television
8 Groups or associations
9 Business or work associates
10 Political associates
11 Community leaders
12 An agent of the government
13 NGOs
14 Internet
4.8 What are the three most important sources of market information (such as
jobs, prices of goods or cr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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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latives, friends and neighbors
2 Community bulletin board
3 Local market
4 Community or local newspaper
5 National newspaper
6 Radio
7 Television
8 Groups or associations
9 Business or work associates
10 Political associates
11 Community leaders
12 An agent of the government
13 NGOs
14 Internet
4.9 In general, compared to five years ago*, has access to information improved,
deteriorated, or stayed about the same?
[* ENUMERATOR: TIME PERIOD CAN BE CLARIFIED BY SITUATING IT
BEFORE/AFTER MAJOR EVENT]
1 Improved
2 Deteriorated
3 Stayed about the same
4.10 What part of the year is your house easily accessible by road?
1 All year long
2 Only during certain seasons
3 Never easily accessible
4.11 How many times have you traveled to [RURAL: a neighboring village or
town; URBAN: another part of the city] in the past 12 months?

5. Social Cohesion and Inclusion
5.1 How strong is the feeling of togetherness or closeness in your
village/neighborhood? Use a five point scale where 1 means feeling very
distant and 5 means feeling very close.
1 Very distant
2 Somewhat distant
3 Neither distant nor close
4 Somewhat close
5 Very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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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There are often differences in characteristics between people living in the
same village/neighborhood. For example, differences in wealth, income,
social status, ethnic background, race, caste, or tribe. There can also be
differences in religious or political beliefs, or there can be differences due to
age or sex. To what extent do any such differences characterize your
village/neighborhood? Use a five point scale where 1 means to a very great
extent and 5 means to a very small extent.
1 To a very great extent
2 To a great extent
3 Neither great nor small extent
4 To a small extent
5 To a very small extent
5.3 Do any of these differences cause problems?
1 Yes
2 No → go to question 5.6
5.4 Which two differences most often cause problems?
1 Differences in education
2 Differences in landholding
3 Differences in wealth/material possessions
4 Differences in social status
5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6 Differences between younger and older generations
7 Differences between long-term and recent residents
8 Differences in political party affiliations
9 Differences in religious beliefs
10 Differences in ethnic background/race/caste/tribe
11 Other differences
5.5 Have these problems ever led to violence?
1 Yes
2 No
A. Education/schools
B. Health services/clinics
C. Water
D. Justice
E.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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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many are Excluded?
1 Only a few people
2 Many people, but less than half of the
village/neighborhood
3 More than half the village/neighborhood

5.6 Are there groups of people in the village/neighborhood who are prevented
from or do not have access to any of the following?

1 Yes
2 No

How many are excluded?
1 Only a few people
2 Many people, but less than half of the
village/neighborhood
3 More than half the village/neighborhood

A. Education/schools
B. Health services/clinics
C. Water
D. Justice
E. Transportation

5.7 Are there any community activities in which you are not allowed to
participate?
1 Yes
2 No, I can participate in all activities → skip to question 5.10
5.8 In which activities are you not allowed to participate?
[ENUMERATOR: LIST UP TO 3 ACTIVITIES]
5.9 Why are you not allowed to participate?
[ENUMERATOR: LIST UP TO 2 REASONS]
1 Poverty
2 Occupation
3 Lack of education
4 Gender
5 Age
6 Religion
7 Political affiliation
8 Ethnicity or language spoken/race/caste/tribe
9 Other (specify ________________________)

Sociability
I am now going to ask a few questions about your everyday social interactions.
5.10 In the last month, how many times have you met with people in a public
place either to talk or to have food or drinks?
5.11 In the last month, how many times have people visited you in your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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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In the last month, how many times have you visited people in their home?
5.13 Were the people you met and visited with mostly…
1 Yes
2 No
A. Of different ethnic or linguistic group/race/caste/tribe
B. Of different economic status
C. Of different social status
D. Of different religious group
5.14 In the last three months, how many times have you gotten together with
people to play games, sports, or other recreational activities?
5.15 How many times in the past 12 months did you participate in a
family/village/ neighborhood festival or ceremony (wedding, funeral,
religious festival, etc.)?

Conflict and Violence
5.16 In your opinion, is this village/neighborhood generally peaceful or marked
by violence?
1 Very peaceful
2 Moderately peaceful
3 Neither peaceful nor violent
4 Moderately violent
5 Very violent
5.17 Compared to five years ago*, has the level of violence in this
village/neighborhood increased, decreased, or stayed the same?
[* ENUMERATOR: TIME PERIOD CAN BE CLARIFIED BY SITUATING IT
BEFORE/AFTER MAJOR EVENT]
1 Increased a lot
2 Increased a little
3 Stayed about the same
4 Decreased a little
5 Decreased a lot
5.18 In general, how safe from crime and violence do you feel when you are
alone at home?
1 Very safe
2 Moderately s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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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either safe nor unsafe
4 Moderately unsafe
5 Very unsafe
5.19 How safe do you feel when walking down your street alone after dark?
1 Very safe
2 Moderately safe
3 Neither safe nor unsafe
4 Moderately unsafe
5 Very unsafe
5.20 In the past 12 months, have you or anyone in your household been the
victim of a violent crime, such as assault or mugging?
1 Yes
2 No → go to question 5.22
5.21 How many times?
5.22 In the past 12 months, has your house been burglarized or vandalized?
1 Yes
2 No → go to question 6.1
5.23 How many times?

6. Empowerment and Political Action
6.1 In general, how happy do you consider yourself to be?
1 Very happy
2 Moderately happy
3 Neither happy nor unhappy
4 Moderately unhappy
5 Very unhappy
6.2 How much control do you feel you have in making decisions that affect
your everyday activities? Do you have…
1 No control
2 Control over very few decisions
3 Control over some decisions
4 Control over most decisions
5 Control over all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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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Do you feel that you have the power to make important decisions that
change the course of your life? Rate yourself on a 1 to 5 scale, where 1
means being totally unable to change your life, and five means having full
control over your life.
1 Totally unable to change life
2 Mostly unable to change life
3 Neither able nor unable
4 Mostly able to change life
5 Totally able to change life
6.4 Overall, how much impact do you think you have in making this
village/neighborhood a better place to live?
1 A big impact
2 A small impact
3 No impact
6.5 In the past 12 months, how often have people in this village/neighborhood
gotten together to jointly petition government officials or political leaders for
something benefiting the community?
1 Never → skip to question 6.7
2 Once
3 A few times (≤ 5)
4 Many times (> 5)
6.6 Were any of these petitions successful?
1 Yes, all were successful
2 Most were successful
3 Most were unsuccessful
4 None were successful
6.7 In the past 12 months, have you done any of the following?
1 Yes
2 No
A. Attend a village/neighborhood council meeting, public hearing,
or public discussion group
B. Met with a politician, called him/her, or sent a letter
C. Participated in a protest or demonstration
D. Participated in an information or election campaign
E. Alerted newspaper, radio or TV to a local problem
F. Notified police or court about a local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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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Lots of people find it difficult to get out and vote. Did you vote in the last
local election?
1 Yes
2 No
6.9 Did you vote in the last state/national/presidential election?
1 Yes
2 No
6.10 Would you ever vote for a candidate who was not from your ethnic or
linguistic group/race/caste/tribe?
1 Yes
2 No
6.11 To what extent do local government and local leaders take into account
concerns voiced by you and people like you when they make decisions that
affect you?
1 A lot
2 A little
3 Not at all
6.12 In your opinion, how honest are the officials and staff of the following
agencies? Please rate them on a 1 to 5 scale, where 1 is very dishonest and
5 is very honest.
1 Very dishonest
2 Mostly dishonest
3 Neither honest nor dishonest
4 Mostly honest
5 Very honest
9 Not applicable
(agency not in village/neighborhood)
A. Local government officials
B. Traditional village leaders
C. Doctors and nurses in health clinic
D. Teachers and school officials
E. Staff of post office
F. Police
G. Judges and staff of courts
H. Staff of NG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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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In general, compared to five years ago*, has the honesty of local
government improved, deteriorated, or stayed about the same?
[* ENUMERATOR: TIME PERIOD CAN BE CLARIFIED BY SITUATING IT
BEFORE/AFTER MAJOR EVENT]
1 Improved
2 Deteriorated
3 Stayed about the same
6.14 In the past 12 months, did your household have to pay some additional
money to government officials to get things done?
1 Yes, often
2 Yes, occasionally
3 No → end interview
6.15 Are such payments effective in getting a service delivered or a problem
solved?
1 Yes, usually
2 Yes, but only occasionally
3 Usually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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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룹과 네트워크
1.1 당신에게 당신의 조직과 단체, 네트워크, 당신 혹은 가족이 속해있는 단체 등
에 대하여 물어보고자 합니다. 이는 공식 조직과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정도의 조직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룹의 리스트를 읽는 동안, 가족중
에 누구라도 해당 리스트의 조직에 속해있다면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족 구성원이 조직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조직에 대하여 알려주
시기 바랍니다.

그룹유형

그룹이름

그룹의사결정과정에 얼마나 적극
적으로 참여하나?
활발히 참여하고 1= 리더
있는 단체 코드 2= 매우 적극적
3= 약간 적극적
4=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음

A. 농부, 어부
B. 생산직
C. 비즈니스,
D. 전문가집단
E. 노동조합
F. 근린집단
G. 종교집단
H. 정치집단
I. 문화단체
J. 축제조직
K. 재정관련 단체
L. 교육단체
M. 건강/보건 단체
N. 수자원관리단체
O. 스포츠 단체
P. 청소년 단체
Q. NGO
R. 인종에 기반한 단체
S.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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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5년전과 비교하여 당신의 가족구성원이 참여하는 그룹의 수에 변화가 있나?
(주요한 사건 전/후로 비교해도 됨)
1. 보다 더 많음
2. 동일
3. 더 적음
1.3 당신 가족이 참여하는 그룹 중 가장 중요한 것을 적으시오(이름을 적음)
그룹1 ( )
그룹2( )
1.4 작년 12개월 동안 몇 번이나 이 그룹활동에 참여하였나?
그룹1 ( )
그룹2( )
1.5 어떻게 이 그룹에 참여하게 되었나?
1. 태어날 때부터
2. 가입권유받음
3. 초청
4. 자발적 의사
5. 기타
그룹1 ( )
그룹2(

)

1.6 당신 가족은 지난 12개월동안 얼마 또는 몇 개의 상품을 이 그룹에 기부하였나?
그룹1 ( )
그룹2( )
1.7 당신 가족은 지난 12개월동안 며칠이나 이 그룹과 관련하여 일을 했나?
그룹1 ( )
그룹2( )
1.8 그룹에 참여하는 주요 이익은?
1. 가족의 LIVELIHOOD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2. 비상시 또는 미래를 위해 중요
3. 공동체의 장점
4. 오락, 레크리에이션
5. 사회적 지위, 자부심
6. 기타
그룹1 ( )
그룹2( )
1.9 다음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에 도움이 되었나?
1. 예
2.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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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1

그룹2

교육, 훈련
건강서비스
상수공급, 위생
신용, 저축
농업활동, 기술
관개
기타

1.10 이 그룹의 구성원들이 같은...이라고 생각하나?
1. 예
2. 아니오
그룹1

그룹2

근린, 마을
가족, 친척
종교
성
연령
인종, 언어그룹

1.11 이 그룹의 구성원들이 같은... 라고 생각하나?
1. 예
2. 아니오
그룹1

그룹2

직업
학력

1.12 그룹구성원들이 같은 정치적 견해나 같은 정당에 속해있다고 생각하는가?
1. 예
2, 아니오
그룹1 ( )
그룹2( )
1.13 구성원들이 서로 더 잘 살거나 못사는가 아니면 비슷한 소득수준인가?
1. 대부분 비슷한 수준
2. 빈부 혼합
그룹1 ( ) 그룹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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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과거 5년간 구성원이 감소했나 동일, 증가했나?
1. 감소
2. 동일
3. 증가
그룹1 ( )
그룹2( )
1.15 그룹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이루어지나?
1. 외부에 의해
2. 리더에 의해
3.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물어서
4. 구성원들이 토론해서 결정
5. 기타
그룹1 ( )
그룹2( )
1.16 리더는 어떻게 선출되나?
1. 외부사람들에 의해
2. 이전 리더가 후계가 지정
3. 소수집단에 의해
4. 모든 구성원의 투표에 의해
5. 기타
그룹1 ( )

그룹2(

)

1.17 전반적으로 그룹 리더십이 효과적인가?
1. 매우 효과적
2. 어느정도
3. 전혀 효과적이지 않음
그룹1 ( )
그룹2( )
1.18 이 그룹은 마을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그룹과 접촉을 하고 있나?
1. 아니다
2. 그렇다, 가끔
3. 그렇다, 자주
그룹1 ( )
그룹2( )
1.19 이 그룹은 마을외부에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그룹과 접촉을 하고 있나?
1. 아니다
2. 그렇다, 가끔
3. 그렇다, 자주
그룹1 ( )
그룹2( )

92

국토관리분야의 사회적 자본 확충방안(Ⅰ)

1.20 이 그룹은 마을내의 다른 목적을 가진 다른 그룹과 접촉을 하고 있나?
1. 아니다
2. 그렇다, 가끔
3. 그렇다, 자주
그룹1 ( )
그룹2( )
1.21 이 그룹은 마을외부의 다른 목적을 가진 다른 그룹과 접촉을 하고 있나?
1. 아니다
2. 그렇다, 가끔
3. 그렇다, 자주
그룹1 ( )
그룹2( )
1.22 그룹의 주요 재원은 무엇인가?
1. 구성원의 의무
2. 공동체내 다른 자금원
3. 공동체외부의 자금원
그룹1 ( )
그룹2(

)

1.23 이 그룹에 대한 전문적 도움이나 자문은 어디서?
1. 구성원내부에서
2. 공동체내 다른 소스로부터
3. 공동체외부의 소스로부터
그룹1 ( )
그룹2( )
1.24 누가 처음으로 이 그룹을 만들었나?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3. 지역 리더
4. 공동체구성원
그룹1 ( )
그룹2(

)

네트워크
1.25 요즘 당신의 친한 친구는 몇 명? 편하게 느끼고, 사적인 얘기를 나누고, 전화,
도움을 줄 수 있는 (
)
1.26 갑자기 소액의 돈이 필요할 경우 몇 명이나 기꺼이 도움을 줄 수 있는가?
1. 전혀없음
2. 한두명
3. 서너명
4. 다섯명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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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IF NOT ZERO)위 사람 중 몇 명이 그 돈을 당장 줄 수 있는가?
1.28 (IF NOT ZERO)위 사람들이 당신과 경제적 지위가 비슷/ 높다/ 낮다?
1. 비슷
2. 높다
3. 낮다
1.29 갑자기 집을 떠나야 할 일이 생길 경우 네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
1. 물론 있다
2. 아마도 있을것
3. 아마도 없을것
4. 물론 없다
1.30 가장의 죽음과 같이 장기간의 비상상황이 닥쳤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
신을 도와줄 수 있을까?
1. 아무도 없음
2. 한두명
3. 서너명
4. 다섯명 이상
1.31 위 사람 중 당장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1.32 지난 12개월 동안 몇 명이나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했나?
1.33 위 사람들이 당신과 경제적 지위가 어떠했나?
1. 비슷
2. 높음
3. 낮음

2. 신뢰와 결속력
2.1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다룰 때 지
나치게 주의할 수 없다?
1. 대부분 신뢰할 수 있다
2. 매우 주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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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음의 질문에 동의하나?
1.
2.
3.
4.
5.

매우 동의
약간 동의
동의도 부동의도 아님
약간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뢰할 수 있다
2. 이 마을에서는 주의하지 않으면 누군가 나를 이용한다
3. 이 마을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당신이 필요할 때 도와줄것이다
4. 이 마을에서는 금전빌리는 것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2.3 당신은 아래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나?
1.
2.
3.
4.
5.
1.
2.
3.
4.
5.
6.
7.
8.
9.

아주 약간
약간
많지도 적지도 않음
상당히 많이
아주아주 많이

당신의 민족, 언어, 인종, 카스트, 부족
당신과 다른 민족, 언어, 인종, 카스트, 부족
가게주인
지방정부 공무원
중앙정부 공무원
경찰
교사
간호사, 의사
이방인

2.4 지난 5년간 이 마을의 신뢰수준은 어떠한가?
1. 더 좋아짐
2. 더 나빠짐
3. 달라지지 않음
2.5 당신 마을에서 사람들이 서로 얼마나 잘 도와주고 있나? 5점 척도로
1. 언제나 도와줌
2. 대부분 도와줌
3. 가끔 도와줌
4. 거의 도와주지 않음
5. 전혀 도와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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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공동체의 프로젝트가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는 도움이 될 때 당신은 시간이나 돈을 그 프로젝트에 낼 수 있겠는가?
A 시간
B돈
1. 절대 하지 않을 것임
2. 절대 할 것임

3. 집합행동과 협동
3.1 지난 12개월간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 적이 있나?
1. 있다
2. 없다 (3.4로)
3.2 3개의 주요활동을 적으시오.
자발적

요청에 의해

3.3 지난 12개월간 당신 가족구성원중 누구든지 공동체활동에 며칠이나 참여했나?
3.4 공동체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받는가?
1. 매우
2. 약간
3. 이도저도 아님
4. 약간 아님
4. 전혀 아님
3.5 이 마을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시간이나 돈을 기부할
수 있는가?
1. 대부분
2. 반 이상
3. 반 정도
4. 반 안됨
5. 아무도 없음
3.6 물공급문제가 있을 경우 사람들이 협력할 것으로 생각하나?
1. 매우
2. 약간
3. 보통
4. 약간 아님
5. 절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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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마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시(질병 등)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
을까?
1. 매우
2. 약간
3. 보통
4. 약간 아님
5. 절대 아님

4. 정보와 의사소통
4.1 가까운 우체국까지 걸리는 시간
1. 15분 이내
2. 15-30분
3. 31-60분
4. 한시간 이상
4.2 지난 달 신문을 얼마나 읽었나?
4.3 라디오를 얼마나 자주 듣나?
1. 매일
2. 일주일에 몇 번
3. 일주일에 한 번
4. 일주일에 한 번도 안됨
5. 전혀
4.4 tv를 얼만 자주 보나?
1. 매일
2. 일주일에 몇 번
3. 일주일에 한 번
4. 일주일에 한 번도 안됨
5. 전혀
4.5 전화접근성
1. 각 가정에 전화 있음
2. 15분 이내
3. 15-30분
4. 31-60분
5. 한시간 이상
4.6 지난달 전화를 몇 번이나 했나?(송수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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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정부관련 정보를 얻는 3개의 주요 소스
1. 친구나 이웃
2. 공동체 알림
3. 지역시장
4. 지역신문
5. 중앙신문
6. 라디오
7. tv
8. 그룹, 결사체
9. 사업상
10. 정치적 모임
11. 공동체 리더
12. 정부대변인
13. NGO
14. 인터넷
4.8 시장관련 주요 3개 정보원
1. 친구나 이웃
2. 공동체 알림
3. 지역시장
4. 지역신문
5. 중앙신문
6. 라디오
7. tv
8. 그룹, 결사체
9. 사업상
10. 정치적 모임
11. 공동체 리더
12. 정부대변인
13. NGO
14. 인터넷
4.9 5년 전과 비교해서 정보접근성이 어떠한가?
1. 향상
2. 나빠짐
3. 같음
4.10 일년 중 언제가 도로접근성이 용이한가?
1. 일년내
2. 특정 시즌
3. 항상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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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지난 12개월간 몇 번이나 여행을 했나? (농촌: 이웃 마을이나 도시, 도시: 다른
도시)

5. 사회적 응집력과 통합
5.1 마을이나 근린에 대해 정도는?
1. 매우 멀다
2. 약간 멀다
3. 보통
4. 약간 가까움
5. 매우 가까움
5.2 마을사람들의 부, 소득, 사회적 지위, 인종 등에 있어서 얼마나 다양한가?
1. 매우 다름
2. 상당히 다름
3. 보통
4. 약간 다름
5. 매우 조금 다름
5.3 차이의 원인은?
1. 있다
2. 없다(5.6으로)
5.4 차이원인은?
1. 교육
2. 토지소유
3. 부, 자산소유
4. 사회적 지위
5. 남녀
6. 연령
7. 거주기간
8. 정치적 정당
9. 종교적 신념
10. 인종, 민족, 카스트, 부족
11. 기타
5.5 이런 문제가 폭력으로 이어지나?
1. 그렇다
2.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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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다음에 접근할 수 없는 집단이나 사람들이 있나?
1. 매우 소수
2. 상당수
3. 절반 이상

1. 있다
2. 없다
1 교육
2. 건강서비스
3. 물
4. 정의
5. 교통

5.7 당신이 참여할 수 없는 공동체활동이 있나?
1. 있다
2. 없다 (5.10으로)
5.8 당신이 참여할 수 없는 홛동은?
5.9 왜 참여할 수 없나?
1. 빈곤
2. 직업
3. 교육결여
4. 성
5. 연령
6. 종교
7. 정치적 당파관계
8. 인종, 언어, 민족, 카스트, 부족
9. 기타

사회성
5.10 지난 달 몇 번이나 공공장소에서 만나 대화, 음식을 나누었는가?
5.11 지난 달 몇 번이나 사람들을 당신 집으로 초대했나?
5.12 지난 달 몇 번이나 당신이 초대받았나?
5.13 당신이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1. yes
2. no
다른
다른
다른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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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인종, 카스트, 부족
경제적 지위
사회적 지위
종교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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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지난 3달간 몇 번이나 게임, 스포츠, 오락을 즐겼나/
5.15 지난 12개월간 가족, 마을, 근린의 축제나 의식에 참여했나?
(결혼, 장례, 종교축제등)

갈등과 폭력
5.16 당신 마을은 평화로운가, 폭력적인가?
1. 매우 평화
2. 상당히 평화
3. 이도저도 아님
4. 상당히 폭력
5. 매우 폭력
5.17 5년 전과 비교해서 폭력정도는?
1. 상당히 증가
2. 약간 증가
3. 보통
4. 약간 감소
5. 매우 감소
5.18 범죄나 폭력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한가?
1. 매우 안전
2. 약간 안전
3. 보통
4. 약간 불안
5. 매우 불안
5.19 거리를 걸어갈 때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1. 매우 안전
2. 약간 안전
3. 보통
4. 약간 불안
5. 매우 불안
5.20 지난 12개월간 당신이나 가족 일원이 폭력의 희생이 되었나?
1. 있다
2. 없다 (5.22로)
5.21 몇 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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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지난 12개월간 당신 집이 VANDALIZED?
1. 있다
2. 없다
5.23 몇 번이나?

6. 능력고취와 정치적 행동
6.1 당신은 얼마나 행복한가?
1. 매우
2. 상당히
3. 보통
4. 상당히 행복하지 않음
5. 매우 행복하지 않음
6.2 의사결정과정에 당신의 통제정도는?
1. 전혀 통제안됨
2. 약간의 경우에 통제(few)
3. 상당히 통제(some)
4. 대부분 통제(most)
5. 모두 통제(all)
6.3 당신의 삶을 바꾸는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나?
1. 전적으로 변화불가
2. 대부분 변화불가
3. 보통
4. 약간 변화가능
5. 전적으로 변화가능
6.4 당신 마을을 더 좋게 만드는데 당신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나?
1. 큰 영향력
2. 약간의 영향력
3. 전혀 영향력 없음
6.5 지난 12개월간 정부에 대해 청원한 적이 있는가?
1. 전혀(6.7로)
2. 한번
3. 약간(5번 이하)
4. 매우 많음(5번 이상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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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그 청원은 성공적이었나?
1. 그렇다. 모두 성공적
2. 대부분 성공적
3. 대부분 성공적이지 않음
4. 성공한 것이 하나도 없음
6.7 지난 12개월간 다음의 일은 한 적이 있나?
1. 의회, 공청회, 공적 토론모임에 참석
2. 정치가 만남
3. 데모에 참가
4. 정보캠페인 참석
5. 신문이나 tv등에 경고
6. 경찰에 신고
6.8 지난 지방선거에 투표했는가?
1. 그렇다

2. 아니다

6.9 국가적 선거나 총선에 투표했는가?
1. 그렇다
2. 아니다
6.10 당신과 같은 종족이나 언어그룹의 출신이 아닌 후보자에게 투표한적이 있나?
1. 그렇다
2. 아니다
6.11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결정할 때 지방정부나 지방리더가 당신
의 의견을 어느 정도 듣는다고 생각하나?
1. 상당히
2. 약간
3. 전혀
6.12 다음 기관의 종사자들이 얼마나 정직하다고 생각하나?
1.
2.
3.
4.
5.
9.
1.
2.
3.
4.
5.
6.
7.
8.

매우 부정직
상당히 부정직
보통
상당히 정직
매우 정직
해당사항없음(기관이 없음)

지방정부 공무원
전통적 마을지도자
의사, 간호사
교사나 학교종사자
우체국 직원
경찰
판사 법원직원
NGO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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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5년전과 비교하여 지방정부의 정직도는 변화되었나?
1. 향상
2. 후퇴
3. 그대로
6.14 지난 12개월간 당신 가족은 일처리를 위해 정부 공무원에게 가외로 돈을 준
적이 있나?
1. 종종 있다
2. 가끔 있다
3. 없다(인터뷰 끝)
6.15 6,14질문에서 돈을 준 것이 문제해결이나 서비스 전달에 효과가 있었나?
1. 보통 효과가 있었다
2. 가끔만 효과가 있었다
3. 대체로 효과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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