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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의 사회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1)
: 국내 체류 결혼이민자와 외국국적동포를 중심으로
정영태**2)
이 논문은 이민자 대상 설문조사 데이터를 이용하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지역공동

여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와 결혼이민자의 한국

체와 사회구조에 대한 경험이나 인식 관련 변수

사회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사

중에는 문화차이, 생활만족도, 법 집행 공정성, 정

회신뢰를 종속변수로 하고 자발적 결사체나 사회

부의 내 의견에 대한 관심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

적 연결망 참여경험, 지역공동체와 사회구조에 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인 사회경제적 배경 관

한 경험과 인식 관련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하여

련 변수 중에는 나이와 종교(그 중 개신교)가 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과 다중회귀

회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결론에서는 분석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발적 결사체 관련 변수 중

결과가 갖는 이론적 시사점을 설명하였다.

에는 주민자치회·반상회와 같은 공적 모임 참여만
주제어 : 이민자, 외국국적동포,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사회신뢰, 다중회귀분석

Ⅰ. 서론
이민자가 체류국 사회를 신뢰하면 체류국 국민과의 갈등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이민자가 체류국 사회생활에 보다 깊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체류국 사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해결해야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
적으로 협력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민자 개인의 입
장에서도 삶의 질이 높아지고 정신건강이 증진되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수명도
늘어날 수 있다(이동원 2013; 박종민 외 2006; 김욱진 2014; Delhey et al. 2003).
반면 이민자가 체류국 사회를 신뢰하지 않아 제대로 통합되지 않으면 내국인과 갈등
을 일으키게 되고 체류국은 국가재정이나 사회적 비용 증가라는 대가를 지불하게 될
*1)이 논문은 2014년도 인하대학교의 교내 일반교수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50345: 협약번
호 1318200372).
**2)인하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ytjung@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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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전대성 외 2016). 한국정부도 이 점을 인식하여 2008년 처음으로 외국인정
책을 도입할 때 이민자 사회통합을 4대 정책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였다(법무부 출입
국외국인정책본부 2008). 그런데 이민자 사회통합이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
기 위해서는 사회신뢰 등 사회통합과 관련된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영향요인을 과
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바탕위에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그러나 이민자의 사회
통합과 사회신뢰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2)
본 논문에서는 한국체류 이민자를 대상으로 최근에 실시한 설문조사의 원자료(raw
data)를 사용하여 결혼이민자와 외국국적동포의 한국 사회신뢰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자 한다. 이 두 이민자집단을 택한 이유는 외국인 주민 중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제외
하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는 국민의 배우자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외국국적동포는 같은 민족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영구히 또는 장기 정주
할 가능성이 다른 어느 집단보다 높기 때문이다.3)
이후 서술의 순서는 먼저, 사회신뢰에 대한 기존연구를 검토하고, 다음으로
『2012년 체류외국인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사회신뢰 영향요인을 파악한
뒤, 결론에서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1) 사회통합과 사회신뢰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사회통합은 사회구성원이 통합되어 있
는 상태이고, 사회신뢰는 이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통합된 사
회는 안정적이어서 갈등이 나타나지 않으면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 표면상으로 안정적이어도 이면에
놓여 있는 불안정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합된 사회의 상태 또는 특징은 사회구
성원들의 심리상태나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장용석 외 2012). 통합된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특성에는 신뢰, 소속감, 협력의지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행동상의
특성은 공동체가 직면한 위기나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 행동이 포함될 수 있다(노대명 2009;
Chan et al. 2006; Bollen et al. 1990; Saggar et al. 2012; 이희길 2013). 이러한 관점에서 보
면, 사회신뢰는 사회통합의 중요한 지표 내지 구성요소인 것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사회통합을 내국
인과 외국인이 상호 이해와 존중으로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유지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조건’, 그
러한 조건을 갖추어 나가는 ‘과정’이나 내국인과 외국인의 ‘노력’으로 정의하기도 한다(설동훈 외
2008; 설동훈 2010; 전경옥 외 2011; 정기선 2012; 문유경 외 2011; 김이선 외 2013; 신명숙
2013; 김영란 2013). 이러한 개념정의 방식의 한계에 대해서는 정영태 외(2014)를 참조할 것.
2) 정대성·길강묵(2016)도 본 연구와 유사한 문제의식에서 재한 외국인의 한국사회 신뢰와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나, 사회통합과 사회자본의 관계나 사회통합과 사회신뢰의 관계에 대한 설명
도 없이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다가 사회자본과 사회신뢰에 대한 논의로 비약하고 있다.
3) 통계청의 외국인고용조사결과(2012~2014, 매년 5월 실시)에 의하면, 5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
는 외국인의 비율은 영주(F-5) 68~74%, 재외동포(F-4) 51%, 결혼이민자(F-2-1, F-6) 41~47%,
방문취업(H-2) 26~33%, 전문인력(E-1~7) 18~23%, 유학생(D-2) 10~12%, 비전문취업(E-9)
5~6%의 순으로, 영주자를 제외하면 재외동포(특례비전문취업 제외한 외국국적동포)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결혼이민자이다. 영주자격이나 국적의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의 비율은 결혼이민자
70~77%, 재외동포 35~36%, 방문취업 26~34%, 전문인력 2~8%, 비전문취업 2~3%로, 결혼이민
자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재외동포이다(통계청 2012; 20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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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회신뢰에 대한 연구
사회신뢰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사회신뢰가 독립변인 또는 매개변인으로서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 만족도(배경희 외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김선혜
2011)과 양육참여·양육효능감(이채원 2015), 국민의 제도신뢰(박희봉 외 2009), 국
민의 다문화정책지지(이재완 2013), 국민의 정부신뢰와 정부경쟁력(박희봉 외 2011;
서형준 외 2015)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들이다.
일부 연구는 사회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으나, 한국 또는 외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유석춘 외(2003)은 산업화와 민주화 수준
그리고 정치문화가 신뢰, 박희봉 외(2003)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단체참여와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요인이 대인신뢰, 단체신뢰, 대중매체 신뢰, 류석춘과 왕혜숙(2008)
은 동창회와 같은 연고집단과 시민단체와 같은 자발적 결사체 참여가 사회신뢰, 박
종민과 김왕식(2006)은 시민사회(단체참여)와 국가제도가 사회신뢰, 박병진(2007)은
사회참여의 유형이 사회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나름
대로 사회신뢰의 영향요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분석대상이 내국인이라는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나왔는데, 권아연과 조삼섭(2014), 전대
성과 길강묵(2016)이 그것이다. 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획득한 공중관계(public relation)의 특성이 이민 만족도와 한국사회 신
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후자는 재한 외국인의 소속감과 사회참여 그리고
차별경험과 범죄피해경험이 한국사회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두 연구 모
두 국내에서는 최초로 이민자의 사회신뢰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
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아연과 조삼섭(2014)의 연구대상이 외국인근로자에 한정되
어 있는데다가, 사회신뢰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특정 프로그램 참여경험에 한정시키
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전대성과 길강묵(2016)은 분석대상을 재외동포와 외국
인 전문기술직 종사자로 하여 차별경험, 범죄피해경험, 소속감, 사회참여 등과 재한
외국인의 사회경제적 지위(SES) 등을 영향요인으로 포함하여 통계분석을 함으로서
분석대상의 범위도 넓고 방법론적으로도 정교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는 다음 두 가지 한계가 있다. 먼저, ‘한국사회 신뢰’의 개념이 명확하지도 않
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문항도 적절치 않다. 일반적으로는 ‘한국사회 신뢰’는 한
국사회전반에 대한 신뢰(social trust)를 의미하는데, 전대성과 길강묵(2016)은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문항으로 ‘귀하는 한국에 살면서 지역사회 및 이웃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습니까?’를 사용하고 있다.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와 하위단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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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웃)에 대한 신뢰는 다를 수 있다. 특히 지역사회 간, 이웃 간 갈등이 격심한
우리 사회에서는 지역사회나 이웃을 신뢰한다고 해서 전체 사회를 신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사회신뢰의 형성에 차별경험이나 범죄피해경험도 중요한 영향
을 미치지만, 국가 특히 법집행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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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Levi 1998; 박종민 외 2006). 즉 개인 간의 신뢰가 강한
연줄망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고 일반화된 신뢰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주요한 국가
제도에 대한 신뢰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4) 코헨(Cohen 1999)에 의하면, 특수한
신뢰가 일반화된 신뢰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매개체가 필요하고, 그 매개체는 바로
국가와 같은 제도에 대한 신뢰다. 특히 처벌과 문화적 가치나 규범을 법규화한 법과
같은 제도가 이러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매개체다. 이런 이유에서 법질서 집행기관
이 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지 못하면 일반시민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스스로 조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전대성과 길강
묵의 연구(2016)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회신뢰의 영향요인을 제외한 셈이다.
이처럼, 이민자의 사회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고, 얼
마 되지 않는 연구도 분석대상의 범위, 개념, 영향요인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분명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에
대한 신뢰, 즉 일반화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Ⅲ. 이론적 논의
1. 개념
먼저, 사회신뢰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본다. 신뢰의 사전적 의미는 ‘굳게 믿고 의지
함’이다. 신뢰의 영어 표현은 ‘trust’, ‘confidence’, ‘faith’로 신뢰, 신임, 믿음 등으로
해석된다. 학술적인 의미는 연구자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나,5) ‘둘 또는
4) 서구 자본주의를 지탱해온 민주주의는 사회질서형성을 위한, 일종의 불신의 제도화 과정이자 결과이
며(Sztompka 1999), 근대화과정은 전통사회가 분화되는 과정으로 근대화가 진행될수록 일상적 관
계나 느슨한 규범에 기초한 사회에서 법에 기초한 사회로 전환하게 되고 이 전환과정에서 가까운
개인들의 성격이나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사적 신뢰보다는 합리적·합법적 기준에 의해 형성된 공적
신뢰가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국가, 시장, 그리고 사회 전 영역에서 제도화가 복잡하게 이루어질
수록 공적 신뢰의 중요성은 커지고 그만큼 공적 제도의 기능 또한 중요해지는 것이다(이재혁 1998;
박병진 2007).
5) ‘위험에도 불구하고 신뢰 대상이 신뢰자의 이해에 부합되게 행동할 것이라는 주관적인 기대와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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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상의 사람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서(feeling)로서 상대의 행위를 완벽하게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어 어느 정도의 위험(risk)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
하고 상대의 행위가 반규범적이거나 본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김
은미 외 2012, 48)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불확정한 위험 상황 속에서
내가 아는 사람 또는 모르는 누군가가 나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최소한 나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신뢰로 정의할 수 있다(김욱진 2014).
신뢰는 일반적으로 신뢰의 대상을 기준으로 대인신뢰(interpersonal trust)와 사회
신뢰(social trust)로 구분한다. 대인신뢰는 다시 가까운 친지에 대한 신뢰와 전혀 알
지도 못하고 유사성도 없는 일반적 타인에 대한 신뢰(일반신뢰, generalized trust)
로 나누어진다. 반면 사회신뢰에 대한 신뢰는 구체적인 제도에 대한 신뢰와 추상적
인 사회일반에 대한 신뢰로 구분된다. 구체적 제도에 대한 신뢰는 주요 (개별적인)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로 측정할 수 있고, 사회(일반)신뢰는 대인신뢰와 구체적인 제
도에 대한 신뢰를 포함하면서 동시에 이 둘을 초월하는 가장 포괄적이고 총합적인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의미한다(박병진 2007).6)
신뢰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로서,7) 사회적 연결망
(social network)이나 호혜(reciprocity)와 같은 다른 유형의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임완섭 2014). 또한 신뢰는 가시적·비가시적 거래비용을 절감하여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경제성장에도 기여한다(Fukuyama 1995; Delhey et al.
한 기대를 근거하여 자발적으로 자신을 취약한 상태에 두려는 성향’(Mayer et al. 1995; 이주호 외
2013, 368),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취약성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의지, 즉 위험감수 의지’(박통
희‧원숙연 2001) 등과 같이 정의하는 이들도 있다.
6) 사람에 대한 신뢰와 법·제도·기관·조직·집단에 대한 신뢰의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
우 사람에 대한 신뢰는 다시 두 사람 간의 신뢰(one-to-one trust), 특정적 신뢰(particularized
trust), 일반화된 신뢰(generalized trust)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전자는 구체적이고 일상
적인 관계를 가진 두 개인 사이에 형성·유지되는 신뢰로, 이해관계를 따져 상호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될 때 형성되기 때문에 계산적 신뢰(calculative trust)라고도 한다, 반면 특정된 신뢰는 특수한
이해관계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집단지향적인 신뢰로서, 내집
단 구성원들이 사회화과정을 통해 공동의 가치와 행동양식을 갖게 됨에 따라 높은 수준의 집단정체
성(group identity)을 발전시킬 때 형성되는 신뢰다. 마지막으로, 일반화된 신뢰는 전혀 알지도 못하
고 유사성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신뢰로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보다는 ‘보통 사람’으로 추
상화된 형태를 갖는다.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나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협력적 행동을 취할 것
이라는 믿음은 나도 역시 상호성의 원칙에 입각해 그 사람의 이해를 보전하고 증진하는 데 협조해
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발전한다(김욱진 2014)
7) 사회자본(social capital)은 Putnam(2000)에 따르면 “개인들 사이의 연계,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하
는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성과 신뢰의 규범”을 말하고, 네트워크와 같은 구조적인 요소와 신뢰･호혜
성과 같은 문화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이병기 2009). 사회자본은 공공선을 위한 이타적 행위
및 협조적 규범, 이타적 행위로서 사회봉사, 기부, 결사체 참여(개인이익 중심, 정서적 안정, 취미와
취향의 공유), 연줄망, 일반적 대인신뢰 등을 망라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회자본이 일반적
인 자원인지, 아니면 특수집단의 배타적 자원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박병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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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이동원 2013). 뿐만 아니라, 신뢰는 서로 처음 만나거나 익명의 사람들을 통
합하여 조화로운 관계를 맺도록 하여 사회통합에도 기여하고, 현안에도 적극 관여케
하고 자발적으로 공동의 문제해결에 협력하도록 하며, 정치인이나 관료의 부패를 줄
이고 국민에 대한 반응성을 높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며 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
할 수 있게 한다(이동원 2013; 김욱진 2014; Delhey et al. 2003).8) 나아가 신뢰는
개인의 차원에서도 삶의 질을 높이고 정신건강을 증진시켜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수명을 늘리는데도 기여한다(박종민 외 2006; 김욱진 2014; Delhey et al. 2003).
이처럼, 신뢰가 사회자본의 중요한 요소로서 긍정적인 측면을 갖는 것은 분명하지
만, 모든 유형의 신뢰가 그런 것은 아니다. 사회자본과 마찬가지로, 신뢰의 대상이
특수집단의 구성원에 한정될 경우 사회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폐해가 될 수 있다. 환
경의 불확실성과 정보접근의 어려움이 커지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집단 구성원에
대한 배타적 이득을 보장하고 심리적 안전감을 보장하는데 기여하는 사적 신뢰는 오
히려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킬 수 있다(김우식 2002). 강한 사적 신뢰에 기반을 둔
연줄망을 통해 중앙집중화된 한정된 자원을 소수집단에 의해 장악되는 것을 방지하
고 만연한 부정부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적 신뢰를 공적 신뢰 즉 사회신뢰로 발전
시킬 필요가 있다(박병진 2007). 이러한 이유에서 이민자의 사회신뢰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일 수 있다.

2. 사회신뢰 영향요인
다음, 사회신뢰를 생성하게 하는 요인을 살펴보기로 한다. 델헤이와 뉴튼(Delhey
et al. 2003)에 의하면, 사회신뢰의 영향요인에 대한 접근방법에는 크게 개인에 초점
을 맞추는 개인중심 접근방법과 사회에 초점을 맞추는 사회중심 접근방법의 두 가지
가 있다. 전자는 사회신뢰의 영향요인을 개인의 성향(personality traits) 즉, 신뢰성
향 또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 찾는 반면, 후자는 신뢰를 촉진하는 정치·사회제도
등과 같은 사회체제 또는 사회제도에서 그 영향요인을 모색한다.
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개인중심이론에는 다시 개성이론과 사회적 성공이론
의 두 가지가 있다. 개성이론(personality theory)에서는 사회심리학적인 측면에 초
점을 맞추어, 사회신뢰를 초기 아동기의 사회화과정을 통해 부모로부터 습득한 뒤
정신적 외상을 초래하는 경험하지 않는 한 대체로 지속되는 개성의 핵심 요소로 파
악하고 있다(Erikson 1950; Allport 1961; Cattell 1965; Uslaner 1999; 2000;
Delhey et al. 2003에서 재인용).9) 이 이론을 내세우는 연구자들은 사회신뢰(성향)
8) 모든 유형의 신뢰가 공동체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9) 개성이론에서는 사회신뢰 이외에도 낙관주의(optimism), 협력에 대한 믿음(belief in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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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낙천주의(optimism)나 외부 세계(또는 자신의 삶)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주관적인 감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Uslaner 1999). 사회적 성공이론
(social success and well-being theory)에서는 개인 관련 요인에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서 개성이론을 유사하나 사회심리학적인 측면이 아니라 삶의 경험에 영향을 미
치는 소득, 사회적 지위, 교육수준, 삶의 만족도, 직업만족도, 행복감, 불안감 등과 같
은 사회인구학적인 조건에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면, 신뢰는 일반적으로 위험부담이
따르지만 특히 가난한 이들에게는 그 부담이 더욱 크기 때문에 신뢰가 약하나, 부유
한 이들은 그 부담을 감수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신뢰가 강하다는 것이다(Banfield
1958: Delhey et al. 2003, 96에서 재인용). 오렌(Orren) 등도 금전, 사회적 지위,
직업·삶의 만족도, 주관적인 행복감의 측면에서 승자인 이들이 상대적으로 사회신뢰
가 높다는 연구들도 사회적 성공이론에 속한다(Orren 1997; Newton 1999a;
Whiteley 1999).10)
다른 한편, 사회체제나 사회의 특성·제도에 초점을 맞추는 사회중심이론에서는 신
뢰는 좀처럼 변치 않는 개성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경험의 산물로서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신뢰와 불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뀔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관점
에서 보면, 사회조사에서 나타난 신뢰수준은 응답자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얼마나 신
뢰할만한 지를 말해주는 것이지 응답자의 개성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다. 사회신뢰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면 사회체제 수준의 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사회중심이론에는 자발적 결사체이론, 사
회적 연결망이론, 공동체이론, 사회구조이론 등의 네 가지가 있다.
먼저, 자발적 결사체론(voluntary association theory)은 다양한 성격의 결사체와
조직이 많은 사회일수록 높은 수준의 사회신뢰가 생성된다고 주장한다(Tocqueville
1956; Almond et al. 1963; Putnam 1993; Warren 2001: 박종민 외 2006에서 재
인용). 이 이론에 의하면, 지역사회(local community) 수준의 자발적 단체에 참여하
여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접촉함으로서 시민덕성과 민주규범을 학습하게 되고 나아
가 참여기술과 자원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람들이 자발적 결사체에 참여
하여 다른 구성원과 친밀하게 지냄으로써 참여의 미덕은 물론 신뢰, 상호성, 협력,
타인에 대한 공감, 공동의 이익과 공공선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을 배우게 된
다(박종민 외 2006; Dedley et al. 2003). 자발적 결사체이론은 주로 사회신뢰와 자
발적 결사체의 가입과 활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한다.
다음, 사회적 연결망이론(network theory)에서는 공식적인 결사체보다는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맺는 사회적 연결이 사회신뢰의 형성에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이 경우
자신감(confidence)이 개성의 구성요소로 본다(Delhey et al. 2003, 95).
10) Inglehart(1999)와 Putnam(2000)도 사회신뢰, 행복감, 건강(well-being) 간의 밀접한 관계가 있음
을 강조하고 있다(Delhey et al. 2003,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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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사회적 연결망은 동네 선술집, 직장, 독서모임, 봉사단체 등에서 우연히 만
나거나, 학교, 주민센터, 거주지 등에서 카풀(car pool)이나 어린이 돌봄 또는 지역문
제해결을 위한 일시적인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에 느슨한 형태로 엮어진 네트워
크를 의미한다, 사회적 연결이론은 주로 비공식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회신뢰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한다.
그 다음, 지역공동체론(community theory)은 지역공동체 내의 비공식 사회적 연
결망이 아니라 지역공동체 그 자체의 특성, 예를 들면, 도시규모 또는 공동체에 대한
만족도나 안전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신뢰 형성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사회구
조이론(societal theory)은 지역공동체가 아니라 전체 사회 또는 국가의 특성에 초점
을 맞춘다. 여기서 주로 인용되는 사회신뢰 영향요인은 국민소득, 소득불평등, 보편
적 사회복지, 사법부의 독립,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소득이나 에스니시티
(ethnicity)등에 의한 사회양극화 등이다. 이 경우 방금 언급한 요소와 관련된 제도
등 객관적인 조건에 대한 구성원들의 감정이나 인식을 측정하여 가설을 검증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논의에 근거하여 사회신뢰의 영향요인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
다. 먼저, 개성이론과 사회적 성공이론에서 제시한 영향요인으로 소득, 국적 등과 같
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언어능력, 한국사회이해정도,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자발
적 결사체이론과 사회적 연결망이론에서 제시한 영향요인에는 동호회·여가모임, 종교
단체, 주민자치회·반상회 참여경험, 공동체론에서 제시한 영향요인에는 문화차이에
따른 어려움 정도 인식, 차별경험, 폭력·범죄피해경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구조
론과 관련된 영향요인에는 정부의 나에 대한 관심, 정부신뢰, 법집행기구 공정성을
각각 포함시켰다.
그리고 개성이론과 사회적 성공이론에서 제시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영
향요인은 통제변수로 하고, 자발적 결사체이론과 사회적 연결망이론에서 제시한 영
향요인과 공동체론과 사회구조론에서 제시한 영향요인들은 독립변수로 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사회신뢰 영향요인에 대한 접근방법과 이론
접근방법

이론
개성이론

개인중심
사회적 성공이론
자발적 결사체론
사회중심

사회적
연결망이론

영향요인
낙천주의, 외부세계나 나의
삶에 대한 통제력
소득, 사회적 지위, 삶의
만족도, 직업만족도, 행복감,
불안감
자발적 결사체 가입·활동
여부
타인과의 비공식적인(또는
사적인) 네트워크

본 연구에서 채택한 영향요인
소득, 국적 등과 같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언어능력,
한국사회이해정도,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동호회·여가모임, 종교단체,
주민자치회·반상회 참여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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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규모, 공동체에 대한
문화차이, 차별경험,
만족도, 공동체의 안전성
폭력·범죄피해경험
사회갈등, 민주주의제도에
정부의 나에 대한 관심,
사회구조론
대한 만족도, 정치적 자유,
정부신뢰, 법집행기구 공정성
공공안전
자료: Delhey and Newton(2003), 101쪽의 <표>를 참조하여 재구성함.
공동체론

Ⅳ. 자료분석방법과 분석결과
1. 자료와 분석방법
본 논문에서 활용한 통계자료는 『2012년 체류외국인 실태조사: 영주권자와 귀화
자를 중심으로』(정기선 외 2012)의 원자료(raw data)이고,11)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를 다음과 같이 선정, 리코딩(recording)하였다. 종속변수는 사회신뢰로 하였고, 개성
이론과 사회적 성공이론에서 제시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영향요인은 통례
에 따라 통제변수로 하였으며, 자발적 결사체이론과 사회적 연결망이론에서 제시한
영향요인과, 공동체론과 사회구조론에서 제시한 영향요인들은 독립변수로 하였다. 각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문항과 코딩은 <표 2>와 같이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기법은 각 설명변수 내 집단별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한
지, 즉 각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인 사회신뢰에 개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를 파악하기 위해 SPS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들 설명변수와 통제변수가 사회신뢰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1) ｢2012 체류외국인 실태조사｣는 영주권자(F-5) 조사와 귀화자 조사로 구성되어 있고, 영주권자 조
사는 한국계 중국인, 중국, 대만, 일본, 베트남, 미국, 캐나다, 필리핀, 태국 출신들을, 귀화자 조사는
한국계 중국인,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출신들을 대상으로 수행했다. 조사 대상 출신국가를
제한한 것은 영주권자와 귀화자 모두 위의 국가출신들이 전체의 95%를 넘게 차지하기 때문이다. 조
사의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제공한 영주권자 및 귀화
자 모집단 리스트를 바탕으로 다단계지역집락표집방법을 사용해 각각 50개의 시군구에서 영주권자
와 귀화자를 표본•추출하였다. 현지조사는 조사대상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설문지와 한글본 설문지를
조사원이 직접 가지고 조사 대상 가구를 일일이 방문해 면접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조사
에 응한 응답자는 영주권자가 774명이고, 귀화자가 618명이다.

72 인하사회과학논총

<표 2> 변수 선정 및 코딩
범주
사회신뢰
자발적
결사체와
사회적
연결망
공동체

사회구조

문항

코딩

비고

한국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는가(A1)
동호회·여가모임(D3-2)
종교단체(D3-4)

0-완전불신,
10-완전신뢰
0-참여하지 않음
3-온라인·오프라인
모두 비슷한 정도로
참여
있다=1, 없다=0
0-전혀 아님
3-매우 큰 문제
1-매우 그렇다
5-매우 그렇지 않다
1-거의 신뢰하지 않음
3-매우 신뢰
1-매우 불공정
5-매우 공정

종속
변수

주민자치회·반상회 (D3-5)
차별당한 경험(D-1)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다른 문화가 얼마나 큰 문제인가(A10-2)
정부는 나 같은 사람의 의견에 관심이
없다(D7-2)
중앙정부 부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는가(A2-8)
법의 집행이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A11-3)
국적(B5), 성별(SQ3), 연령(B1),
학력(B10: 정규학교를 다닌 년수),
한국체류기간(B4)
혼인상태(E1)
체류자격(Type)
월평균 가구수입(F4)

개성,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적 성공

종교(B14)
한국어 듣기(A4-2)
나는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정치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D7-3)
경제적인 면, 직업, 건강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A7)

독립
변수

연속
1-기혼동거
0-미혼·사별·이혼
1-영주권자 0-귀화자
1-100만원 8-700만원
개신교, 천주교, 불교,
없음(각각 1-0,
dummy)
1-매우 못함 5-매우
잘함
1-매우 그렇지 않음
5-매우 그러함
1-매우 불만족
5-매우 만족

통제
변수

2. 분석결과
<표 3>는 본 연구에서 설명변수로 선정된 자발적 결사체와 사회적 연결망(또는 주
민자치회·반상회, 동호회·여가모임, 종교단체와 같은 단체활동 참여도)과 공동체와 사
회구조에 대한 경험과 인식(공동체 경험 - 문화차이, 차별경험, 생활만족도; 사회구
조 경험 - 법집행 공정성, 중앙정부 부처 신뢰, 정부의 나에 대한 관심)와 사회신뢰
점수에 있어서 집단 간 비교를 위하여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
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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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민자들이 참여하는 단체 중에서 주민자치회나 반상회만이 참여여부와 방
식이 사회신뢰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으로 주민자치회와
반상회에 비슷한 정도로 참여하는 이민자의 사회신뢰수준이 참여하지 않는 이민자
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중 어느 한 방식으로만 참여하는 이민자보다 높았다. 전체
적으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주민자치회나 반상회에 참여하는 이들이 참여하지
않는 이들보다 사회신뢰수준이 높았다. 동호회나 여가모임 또는 종교단체의 경우에
도 참여여부와 방식에 따라 사회신뢰 수준에서 약간 차이가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정도는 아니다. 아마도 다양한 신념과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는 공적
인 모임인 주민자치회나 반상회와는 달리 동호회나 종교단체는 신념이나 취향을 같
이하는 사람들의 사적 모임이기 때문에 일반신뢰(사회신뢰) 형성에는 영향을 덜 미치
는 것이라고 추측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참여하는 단체의 수나 활동의 적극성보다
는 단체 내 구성원 간 관계의 내용 또는 질(quality)이 더 중요하다는 박종민과 김왕
식(2006)의 연구결과를 다시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공동체와 사회구조에 대한 경험이나 인식과 관련된 설명변수들은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문화 차이가 외국인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심각한 문제가 된
다고 생각할수록 사회신뢰수준이 낮다. 즉 문화차이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 이민자(그
룹 1)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민자(그룹 2)의 사회신뢰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또
한 차별을 경험한 이민자는 그렇지 않은 이민자보다 사회신뢰가 낮다.
다음,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의 경우에도 사회신뢰에 영향을 미쳤는데, 경제적인 면,
직업, 건강 등 전반적인 생활에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신뢰수준도 높았다. 특히
매우 만족하는 이민자(그룹 3)는 매우 불만족하는 이민자(그룹 1)보다 훨씬 더 사회
신뢰수준이 높고,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하는 이민자(그룹 2)보다도 사회신뢰
수준이 확연히 높았다. 이러한 통계분석결과는 사회적 승자일수록 사회신뢰가 높다
는 기존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Orren 1997; Newton 1999a;
Whiteley 1999; Delhey et al. 2003).
그 다음,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의 경우, 법의 집행이 매우 공정하다(그룹 4), 약간
공정하다(그룹 3), 그저 그렇다 또는 약간 불공정하다(그룹 2), 매우 불공정하다 또
는 약간 불공종하다(그룹 1)의 네 집단 간 사회신뢰 차이가 분명히 나타났다. 또한
중앙정부 부처를 매우 신뢰하는 이민자(그룹 2)와 다소 신뢰하거나 거의 신뢰하지
않는 이민자(그룹 1)간에 사회신뢰수준의 차이가 있었다. 또한 정부가 나의 의견에
관심이 매우 많다는 이민자(그룹 1)는 약간 많다 또는 그저그렇다 또는 별로 없다는
이민자(그룹 2)나 관심이 전혀 없다는 이민자(그룹 3)보다 사회신뢰수준이 높다. 특
히 매우 많다는 이민자와 전혀 없다는 이민자 간의 차이가 매우 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최근의 국내연구 결과(박종민 외 2006; 이병기 2009; 이동원 2013; 임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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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와 일치한다.
<표 3> 집단 간 평균비교
범주

변수

집단

참여하지 않는다
참여(온라인)
참여(오프라인)
참여(온라인/오프라인)
참여하지 않는다
단체
동호회·
참여(온라인)
활동
여가모임
참여(오프라인)
참여(온라인/오프라인)
참여하지 않는다
참여(온라인)
종교단체
참여(오프라인)
참여(온라인/오프라인)
매우 큰 문제
대체로 문제
문화차이
별로 문제되지 않음
전혀 문제 되지 않음
없다
차별경험
있다
매우 불공정
약간 불공정
법 집행
그저그렇다
약간 공정
국가
제도
매우 공정
및
거의 신뢰하지 않음
사회
중앙정부
다소 신뢰
경험·
매우 신뢰
인식
관심이 매우 많다
정부의
관심이 약간 많다
나에 대한
그저그렇다
관심
관심이 별로 없다
관심이 전혀 없다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생활
보통
만족도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주: ¹ ² ³ ⁴등은 동일집단군을 의미함.
주: *p<.05, **p<.01, ***p<.001
주민자치
회∙
반상회

M

SD

F(모수 및

(평균)
7.31¹
7.46¹
7.43¹
8.21¹
7.34
7.32
7.24
7.78
7.37
7.50
7.40
7.48
6.79¹
7.10¹
7.63²
8.18³
7.91
7.30
6.14¹
6.74¹²
7.04²
7.81³
8.69⁴
7.49¹
7.35¹
8.07²
8.37¹
7.74¹²
7.72²³
7.27²³
6.73³
6.27¹
7.09²
7.35²
7.77²
8.54³

(표준편차)
2.04
1.92
1.73
1.70
2.05
1.82
2.01
1.94
2.03
1.81
1.88
2.07
2.13
1.97
1.98
1.81
1.96
2.03
2.52
1.97
1.92
1.69
1.73
2.28
1.75
2.17
1.62
1.78
1.85
1.82
2.31
2.12
1.90
1.97
2.03
1.81

랜덤효과)

P(유의확률)

6.165***

.000

2.248

.081

.189

.904

20.709***

.000

24.652***

.000

48.012***

.000

7.456***

.001

16.862***

.000

19.326***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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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VA 분석은 개별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일대일 관계만을 보는 것이기 때
문에, 각 설명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상대적 영향은 알 수가 없다. 설명변수의 사회
신뢰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사회신뢰를 종속변수, 자발적 결사체와 사회적 연결망 관련 세 개
의 변수와, 공동체와 사회구조에 대한 경험 내지 인식 관련 여섯 개의 변수를 설명
변수로 하고, 국적, 성별, 연령, 교육년수, 혼인상태, 체류자격 등 사회경제적 배경과
상태 관련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
하기 전에 사용할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들은 다른 변수와의
상관관계 계수가 0.9미만으로 모두 유의한 수준에서 나타났다. 상관관계 계수가 가
장 높게 나온 것은 대만과 한국거주기간으로 0.801이었고, 다음으로 국적(동남아)와
단체활동(주민자치회·반상회)(0.508), 단체활동(종교모임)과 종교없음(-0.526), 단체
활동(주민자치회·반상회)와 단체활동(동호회·여가모임)(0.519) 등이며, 나머지는 모두
0.5 이하로 나타났다.12) 다만 국적(조선족)의 경우 공선성 값(VIF)이 10을 넘어 문
제가 없지 않으나, 반드시 필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포함시켰다(<표 5>).
<표 4>는 이상과 같은 절차를 거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5>에서 보듯이 본 연구에서 채택한 모형은 사회신뢰의 17.8%를 설명하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기서 선정한 설명변수들이 사회신뢰를 어느 정도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 178, F= 5.947, p <0.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단체활동 관련 설명변수 가운데 주민자치회·반상회(참
석여부와 방식)만이 유의한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β = .115, p<0.05),
동호회·여가모임과 종교모임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의
수나 활동의 적극성보다는 단체의 성격이나 구성원 간 관계의 내용 또는 질(quality)
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 관련 설명변수 중에는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사는데 다른 문화가
문제이다’(다른 문화)는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β = -.079,
p<0.05),13) 이민자가 문화차이를 한국인이나 한국사회에 통합되는데 장애로 생각할
수록 신뢰형성은 지체된다는 상식을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이한 것은 기존
연구에서 사회신뢰의 중요한 영향요인인 ‘차별경험’이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
이터에서 차별 당한 이유나 강도가 아니라 차별 경험 유무만 묻는 것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국가제도와 관련된 변수 중 법집행의 공정성은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β =

12) 변수가 너무 많아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지 않았음.
13) 문제가 된다고 생각할수록 사회신뢰는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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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p<0.001), ‘정부의 내 의견에 대한 관심’은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β = .126, p<0.01). 전자는 법질서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신뢰
형성에 결적으로 중요하다는 기존 연구결과(박종민·김왕식, 2006)를 재확인하는 것이
고, 후자는 사회신뢰 형성에 있어서 정부의 민주성 내지 국민에 대한 반응성
(responsiveness)아 갖는 중요성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활만족도
는 사회신뢰 형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β = .128,
p<0.001), 이 역시 생활만족도가 높은 사람을 사회적 승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
회적 승자일수록 사회신뢰가 높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재확인하는 것이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사회경제적 배경변수는 사회신뢰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국적과 일부 종교, 그리고 나이는 사회신뢰수
준에 어느 정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민자 중에서 일본
출신과 북미 출신의 β값은 각각 -.195, -.182(둘 다 모두 p<0.05)로 양 국적 출신
은 사회신뢰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다른 국적 출신 이민자들도 부의 방향
을 보이고 있지만 유의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결과는 문화차이가
한국사회 생활에서 문제가 된다고 인식이 사회신뢰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는 조금 전의 분석결과와 연결하면 이해될 수 있다. 즉 선진국인 일본과 미국 출신
의 경우 한국문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인식하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다른 한편 나이와 종교(개신교)는 정의 방향으로 사회신뢰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즉 나이의 β 값은 .125(p<0.05)이고, 개신교의 β 값은 .120(p<0.05)이다. 나이가 많
을수록 사회신뢰수준이 높게 나오는 것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른 시대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다는 세대효과일 수도 있고, 나이가 들면 누구나 특정
한 가치나 태도를 갖게 된다는 생애 주기 효과일 수도 있을 것이다(PEW Research
2007; Robinson et al. 2001). 어느 것이 더 설득력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
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종교가 사회신뢰에 정적인 방향
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으나 개신교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기존 연구에서는 종교와 사회신뢰 간의 관계가 반드시 정의 방향으로 나타나
지는 않았다(Berggren et al 2011)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 개신교만이 사회신
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이유에 대해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사회적 승자의 지표로 제시된 ‘높은 소득수준’은 사회신뢰 형
성에 부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소득이 연속변수가 아니라 순위변수이기 때
문일 수도 있고, 소득을 사회적 승자의 지표로 삼는 데는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
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도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당면 정치문제에 대한 이해’와 ‘한국어 듣기 능력’은 비록 통
계적인 유의성은 없지만 사회신뢰에 부의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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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 대한 지식이나 문자해독능력 그 자체가 사회신뢰 형성에 기여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파악하는 한국의 정치와 사회의 질적 수준이 더 중요함을 암시하는 것
이 아닌가 싶다.
<표 4> 사회신뢰 영향요인 분석
요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Value

Prob>F

회귀 모형
잔차
합계

523.983
1922.753
2446.736

28
611
639

18.714
3.147

5.947

.000

비표준화 계수
설명변수
B

표준

오차
(상수)
4.990 .836
주민자치회, 반상회
.246 .111
단체활
동호회, 여가모임
.048 .079
동
종교집단(교회, 절, 성당 등)
-.158 .090
한국사회의 문제점_다른 문화 -.175 .087
국가제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
-.196 .172
도와
공정성_법의집행
.341 .072
사회
사회기관_중앙 정부 부처
.081 .127
인식
정부의 나 의견 관심도
.208 .067
경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 .256 .080
국적-조선족
-.606 .489
국적-중국
-.538 .493
국적-대만
-.930 .679
국적-일본
-1.350 .598
국적-동남아
-.586 .483
국적-북미
-1.528 .661
성별-남
-.050 .191
나이
.021 .009
사회경
정규교육 년수
-.013 .026
제적
배경
혼인상태-기혼동거
-.102 .211
및
체류자격-영주권자
.084 .184
상태
종교-개신교
.628 .302
종교-천주교
.329 .368
종교-불교
.142 .311
종교-없음
.133 .293
한국의 당면 정치 문제 이해 -.132 .075
한국어 듣기 능력
-.063 .080
한국 거주 기간
.003 .012
월평균 총 가구소득
-.021 .050

Adjusted
R-Square
.178

표준화
계수

공선성
t-Value

Pr>∣t∣

베타
.115
.027
-.092
-.079
-.045
.196
.025
.126
.128
-.153
-.097
-.143
-.195
-.111
-.182
-.012
.125
-.023
-.019
.021
.120
.046
.029
.034
-.071
-.032
.021
-.019

5.967
2.221
.599
-1.763
-2.009
-1.141
4.709
.635
3.119
3.192
-1.240
-1.091
-1.369
-2.257
-1.213
-2.311
-.262
2.424
-.488
-.483
.458
2.080
.893
.455
.455
-1.750
-.794
.276
-.420

.000
.027
.550
.078
.045
.254
.000
.525
.002
.001
.216
.276
.171
.024
.226
.021
.793
.016
.626
.629
.647
.038
.372
.649
.650
.081
.428
.783
.674

통계량
공차

VIF

.479
.632
.476
.832
.823
.741
.804
.791
.804
.085
.164
.119
.172
.153
.206
.637
.483
.577
.828
.605
.385
.485
.314
.233
.781
.794
.219
.664

2.086
1.583
2.099
1.202
1.215
1.350
1.244
1.265
1.244
11.818
6.092
8.434
5.806
6.520
4.843
1.570
2.068
1.734
1.208
1.653
2.600
2.060
3.186
4.284
1.280
1.260
4.57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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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지금까지 사회신뢰를 종속변수로 하고 자발적 결사체와 사회적 연결망, 사회구조
에 대한 인식과 경험 관련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하여 이민자의 사회신뢰의 영향요인
을 통계학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자발적 결사체 관련 변수 중에는 주민자치회·반상회
참석여부와 방식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공동체와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과 경험
관련 변수 중에는 한국생활적응 저해요소로서의 다른 문화,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법
집행 공정성, 정부의 내 의견에 대한 관심도 등 대부분의 변수들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여러 요인 중에서 특히 법 집행의 공정성이 사
회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있
어서 국가제도 특히 법이나 정책 집행과정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민자의 단체활동, 문화 차이 인식, 생활만족도 등 시민사회의 조건
도 사회신뢰의 생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국가가 단체
활동의 내용이 사회신뢰를 생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
민자와 내국인 간의 문화차이와 차별을 해소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신뢰 형성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을 대상으
로 한 기존 연구에서 경험적으로 검증되어 있지만(서문기 2001; 박종민 외 2006),
이민자의 경우에도 이 가설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
서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은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나 제도가 사회통합(즉 신뢰형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서
정책 효과를 평가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후속 연구를 통해서 보완되어야 할 점이 없
지 않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의 모형은 사회신뢰의 일부(17.8%)만을 설명했다는 점
이다. 나머지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단체활동과 관련하여

참여여부와 방

식 이외 구성원 간 상호작용 또는 관계의 질적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변수를 개발
하여 설명변수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차별경험과 관련해서도 단순히
유무만이 아니라 차별의 이유나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결과적 평등성, 청렴성, 정직성, 국민과의 소통,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자유
보장 등과 같은 국가와 관련된 다른 요소들도 포함하는 보다 종합적인 모형이 필요
할 것이다.
그리고 자료상의 한계로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을 외국국적동포와 결혼이민자에 제
한했기 때문에 전문외국인력, 유학생, 단순노무외국인력, 난민 등 다른 유형의 이민
자, 그리고 한국 국민과의 차이와 공통점을 분석하지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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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국민과 이민자, 서로 다른 유형의 이
민자 간 사회신뢰 수준과 요인을 비교함으로서 집단 간 차이점과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럴 경우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의 설명력을 보다 객관적
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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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terminants of Immigrant Integration in Korea
: Focusing on Korean compatriots and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s
Young-tae Jung*14)
This article aims to find out determinants of immigrants’ social trust, by focusing on
the two groups: Korean expatriats and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residing in
Korea. An analytic model is proposed, including various factors related to participation
in voluntary associations, local community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social
structure, as independent variables, on the one hand; and social trust as a dependent
variable. Major findings are: involvement in public meeting turns out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among voluntary association-related factors; local community-related variables
such as cultural barrier, and life satisfaction, and social structure-related variables such as
fairness in law enforcement and belief that government listens to my voice, affect
immigrants’ social trust. In the concluding section, it is suggested that other variables
related to group activity,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and public institution have to be
included in the model employed here.

Key words: immigrant, Korean compatriot,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social integration, social trust, multiple linear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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