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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동체의 구조  분화

이원재*1) 

한국사회학에서 “공동체”는 주된 연구 대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와 제

도 중심의 사회학 연구들이 공동적으로 공동체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주목할 만 

하다.  이 연구에서는 지난 날 한국사회학의 주된 논쟁들 속에서 공동체 연구의 필요성

이 부각된 과정과 이유를 이론적, 방법론적 차원에서 살펴보고, 공동체 연구를 위한 연구

프로그램의 한 예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한국사회학이 택해야 할 이론적, 실천

적 방향들 가운데 공동체 연구가 유력한 선택지여야 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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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KAIST 문화기술 학원.  wnjlee@kaist.ac.kr

*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  만 자료는 국립타이페이 학 사회공작학계 웨이쉬솅

(魏希聖)교수와 별도의 작업을 해 공동으로 수집한 것입니다. 자료수집, 분석, 

해석에 도움과 배려를 아끼지 않은 웨이교수에게 감사드립니다. 한 수도권의 

생활공동체 연결망 자료를 조사, 제공해  EBS 다큐멘타리 제작 , 등학교 데

이터를 모아주신 선생님들과,  문헌 조사와 정리를 도와  일 학 사회학과 

박사후보생 정인 씨, 서지정리와 자료시각화에 도움을  KAIST 문화기술 학

원 석사 유소라, 박사과정 김정민씨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12 이론사회

학회 학술 회에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양 진 회장님과 김홍  총

무이사님께도 감사 말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연구 익명의 심사자들로 부터 논

문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음을 밝힙니다.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재원(교

육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

습니다 (NRF-2013S1A3A205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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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사회학이 한국에 최 로 소개되던 때 소시올로지(Sociology)의 여러 

번역들  하나가 “군(群)학”이었다는 은 여러모로 의미심장하다(신

용하, 1994: 2; 최재석, 1974b: 7).  “사람 무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뜻의 군학은 당시 사회학을 처음 했던 동양 지식인들이 사회학의 핵

심을 공동체 연구에서 찾았다는 을 말해 다.  여기서 공동체는 단순

히 하나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집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

는 제도나 체계와 다른 것이며 분석 으로 독립 인 것이다1).

하지만 해방 후 한국사회학이 고유의 연구 로그램을 정의하려고 했

던 논쟁들 속에서 공동체가 직  거론된 경우는 없었다.  한국사회학 

내부를 뜨겁게 통했던 “회고와 망”들(참고, 김용학, 2008: 437-439)

은 세 간의 “인식론  단 ”을 낳았지만 거기에 공동체에 한 구체

인 이론 , 경험  연구 로그램의 자리는 없었다2).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구

조이론”에 한 경험  분석이 미진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학 기 

사회구조에 한 이론  소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를 경험 연구

로 환시키는 과정에서는 제도, 국가, 계 , 성, 인구 같은 하  개념들

이 사회구조를 체했다.  다른 하나는 한국사회학의 정체성과 련한 

낙 주의다.  소  총체 인 학문이라는 자기 규정은 한국사회학으로 

하여  여타 사회과학 분과들을 내재화하고 종합 인 담론을 생산하는 

데 집 하도록 했다.  

1) 1930년  독일에서 사회학을 배워온 김 은 ”사회는 ... 생명의 의식과 활동의 

결합단체가 상호작용하여 통합  군집생활의 욕망을 만족  하고자 하는 동류 

의식의 공동체”라고 정의한다(최재석, 1974b: 10)

2) 한국사회학의 핵심 주제는 10년을 주기로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1970년 에서 

2000년 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학 연구의 심 주제에 새로이 등장한 표  

분야는 정부와 지역사회연구, 산업과 계 , 문화와 경제, 연결망과 복지 등이다 

(Kim,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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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를 통해서 나는 공동체에 한 이론 -경험  연구 로그램

이 사회학이 어떠한 차별성과 고유성을 가져야 하는가에 한 질문(신

, 2008: 239)에 하나의 답을 제시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오늘날 고

유한 연구 로그램으로서의 한국사회학을 명료화해야 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종합  일반론으로서의 사회학이 정작 사회  효력을 잃고 

있는 기를 들 수 있다.  인터넷으로 인한 지식 소비의 질 , 양  성

장은 으로 하여  특정 사안에 한 보다 문 인 지식을 요구하

도록 만들고 있다.  정치와 경제 분야의 극심한 변화와 이에 한 설명

들이 일상의 소비재로 정착한 인터넷 시 에 장기  변화에 천착할 수

밖에 없는 사회학은 구체  방향 제시에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

다.  정치와 경제를 사회학 으로 설명하는 사회학이 아니라 정치와 경

제가 다다를 수 없는 사회 고유의 기제들을 명료하게 하고, 이를 통해 

구체 이고 실천 인 방향을 제시할 수 없다면 한때 한국사회학이 우

리 사회에서 가졌던 상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두번째 이유는 지 까지 한국사회학 내의 많은 논쟁들이 사실상 공

동체에 한 이론  경험  연구를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문제의식이 하나의 연속성을 가지지 못했다는데 있다.  공동체에 

한 구체 인 연구 략과 이론의 필요성은 한국사회학의 역사 속에

서 각기 다른 맥락과 언어를 통해 변주되어 왔다. 

이 두가지 차원의 문제들은 지난 날 한국사회학의 주류가 사회학의 

극히 표 인 길을 따라왔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보편주의 인 

계 방식으로 수렴하는 근 -자본주의 사회에 일차 인 심을 두는 자

세이다(McPherson & Ranger-Moore, 1991: 20-21).  소  공동체에서 이

익사회로의 이행으로 불려지는 이 역사  경로에 한 가장 분석 인 

이론들  하나를 피터 블라우에서 찾을 수 있다.  그에 따르면 다양하

고, 장기 인 삶의 경험을 공유하는 공동체 집단이 국가와 같은 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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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은 인간을 구분하는 표 화된 지표들을 통해 설

명할 수 있다.  이 지표들은 교육, 재력, 직업, 사회인구학  특성들을 

포함하는데, 사회가 고도화되면 이들 사이의 상 성(correlation)이 높아

지고, 결국 하나의 단일한 잣 로 통합(consolidation) 된다(Blau, 1974, 

1977).  이 가운데 계 과 지 는 사회 불평등 혹은 사회 분화를 특징짓

는 가장 유명한 보편  모수(universalistic parameter)이다. 

따라서 한국사회학이 이 같은 거시  이론의 통을 따라 계 과 지

와 같은 보편  모수들의 검증에 천착해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같은 보편  모수들의 경험  합성에 한 

의문은 주류 사회학은 물론 한국 사회학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되

어 왔다(Abrams, 1983).  사회연결망 분석의 원형을 제공한 인류학자들

은 사회의 확장이 근친 기(incest taboo) 와 같은 공동체 구성 원리의 

직 인 결과임을 밝  왔다(Lévi-Strauss, 1969).  단일화된 근  

계 방식의 원형으로 일컬어지는 료제와 이 료제의 비극(Lukács, 

1971) 조차도 이면에 깔려 있는 공동체의 합(bonding) 기능에 의해 

극복되고 있다는 경험 연구들은  연결망 연구의 주된 흐름들 가운

데 하나이기도 하다(Krackhardt & Hanson, 1993). 

이 논문에서 나는 공동체 연구 로그램의 가설을 제시하고 검증할 

것이다.  이 가설은 라카토스가 개념화한 “연구 로그램”의 보조가설

(auxiliary hypothesis)이다(참고, 신 , 2008: 244).  이를 통해 공동체

가 이론 , 분석 으로 독립 인 연구 상이며 따라서 공동체 연구는 

하나의 독자 인 연구 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 

가설은 “공동체 내부의 사회  분화가 교육, 재력, 직업, 사회인구학  

특성과 같은 외생  모수들로 부터 독립 으로 발생, 진행한다”는 것이

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공동체가 거시  지표로부터 독립된 특수

하고도 보편 인 계 구조 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일 것이며, 이 같

은 결과의 실천  의미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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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반부에서 나는 한국의 사회구조에 한 지 까지의 연

구들을 검토하고, 한국 사회학의 다양한 근들이 “공동체 구조”에 

한 심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한국 사회학에서 공동체 

구조에 한 심을 면에 내세운 연구는 흔치 않다.  하지만 지난 날 

한국의 사회구조에 한 여러 이론-분석들은 한국 공동체 구조의 일반

성과 특수성을 규명하는 것을 통해 한국 사회이론의 새로운 돌 구가 

열리리라 기 하고 있다.  

이 논문의 후반부에서 나는 한국 사회구조의 일반  성격과 특수한 

성격에 한 몇가지 경험 분석 결과를 보고한다.  네덜란드 학생

(2003-4년), 한국 등학생(2009년), 만 고등학생(2010-11년)의 학  내 

연결망과, 한국 농  부락(1971-72년)과 한국 생활공동체(2015년)의 연

결망 데이터에 각각 행 자 기반 모델과 p* 모델을 용하여 “공동체

는 내 으로 분화한다”라는 가설을 검증할 것이다.

2. 구조기능주의와 근 화 이론

식민지와 쟁을 거친 후 한국사회학은 구조기능주의를 소개하기 시

작했다.  50-60년  사회학자들이 소개하기 시작한 구조기능주의는 이

후 막연하게나마 한국 주류사회학을 상징하게 된다.  당시엔 주로 미국

사회학 교과서가 번역되었고, 따라서 미국 주류 사회학의 한국의 학

에 일차 으로 자리잡은 것은 자연스런 일이었다.  정철수의 구조기능

론에 한 다음과 같은 평가는 당시 한국사회학이 구조기능론에 가졌

던 희망이 무엇이었는지 잘 나타낸다: “(구조기능주의) 근에 의하여 

우리 사회의 구성  제 요소 는 제 제도가 어떠한 연 계에 있는가

를 체사회와의 련 속에서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우리사회의 구조  

특성을 밝히는데 도움을 얻을 것으로 기 합니다”(김용학, 2008: 444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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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구성  제요소들이 연결되어 체 사회구조를 구성한다는 

은 일반이론으로서 구조기능주의의 이론 -방법론  특성을 추상

이나마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내가 주목하는 부분은 한 사회를 각 

구성 요소들로 쪼개어 악할 수 있고(분석 ), 이를 통해 체 사회의 

이해를 지향할 수 있다고(총체성) 생각한 이다3).  창기 한국사회학

은 체 사회구조가 다층의 분석  구조들이 “구성”하는 것이라는 주

류사회학 고유의 이론  입장을 충실히 견지하고 있었다(참고 한태선· 

차성환, 1995: 41).  

<그림 1> 사회구조의 개념 (김일철 1973: 153)

이러한 통 속에서 사회구조이론을 연구해온 김일철(1973)은 총체

인 사회구조를 세 가지 층 로 나 었고, 이는 공동체-제도-체계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림 1).  같은 시기 마리온 비와 탈콧 슨즈의 기

능주의 이론을 정리한 이해  등은 총 5가지 분석  층 을 제시하고 

(역할, 연 , 경제  분배, 정치  분배, 통합), 이에 상응하는 경험 연구 

상들(가족, 정부, 경제조직, 군 , 학교-교회)을 소개하는데(이해 ·김

경동·양춘, 1969: 4), 이 한 크게 공동체-제도-체계의 세 층 로 묶을 

3)  뒤에서 논하겠지만, 나의 은 구조기능론을 총체성을 지향하는 규범이론

(normative theory)으로 이해하고 비 했던 시각과 다른 것이다(김용학, 2008: 

445).  물론 구조기능론은 일종의 일반 -총체  이론(화)를 지향한다.  하지만 

구조기능론의 경험  검증은 개 총체성을 구성하는 각 부분들에 한 연구들

이 주종을 이루었다.  이는 이론보다는 방법론 인 문제이지만, 이러한 분석  

근을 허용한다는 에서, 이후 비 이론이 지향하는 총체  이론(화)와는 다르

다는 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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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비록 교과서 인 소개 다 하더라도(정진성, 1985: 8), 당시 

한국의 구조기능주의자들은 사회구조의 분석  층 에 한 명확한 이

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  이해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국사회학이 추구한 

경험 연구들은 주로 제도와 체계의 맥락에 편 되어 있었다.  공교롭게

도 의 이해 , 김경동, 양춘(1969)의 연구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  그

들은 당시 한국인의 취업이 시험보다 알선을 통한 이루어지고 있음을 

경험 자료 분석을 통해 보여주었다.  이들은 이 상을 벌주의라는 

공동체 수 의 계방식을 통해 설명하려고 했지만, 이것이 한국 공동

체의 구조  원리가 아니라 일제시 의 취업유형에서 비롯된 것이고, 

앞으로 미국식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얼마든지 해소될 수 있는 것으로 

단하 다.  

공동체 혹은 미시  구조의 자체 메커니즘(mechanism)을 보기보다, 

제도나 체계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으로 보는 이같은 

시각은 당시 근 화라는 시 정신의 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사회

구조의 세 층 를 정리한 바로 그 연구에서 김일철(1973)은 계층과 경

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공동체를 지탱하고 있던 인간 계나 가정 계는 

이 의 힘을 잃거나 크게 변화할 것으로 측하 다.  이같은 김일철의 

자세는 지역사회연구에서 연결망 분석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선도 인 

연구에서조차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앙정부의 정책  의지가 지역

사회의 변으로 확산되는데 양자를 잇는 연결망이 요하다고 하면서 

연결망(network)을 '끄나풀'이라고 번역하 다(1983: 98-99).

따라서 당시 부분의 구조기능주의 연구들에서는, “통합  군집생

활의 욕망”을 충족하는 공동체  인간보다 제도나 경제, 혹은 인구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개조될 수 있는 객체로서의 인간을 가정했다.  

공동체 변화의 원인과 증거는 내부의 역학 변화가 아니라 1,2,3차 산업

종사자 구성비(양종회, 1987), 집 화 시스템(송복·박 은· 승일,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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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 계(김 , 1989; 이근무, 1987) 등에서 찾아졌다.  근 화 시

에 한국사회학이 가정한 공동체란 근 화 달성이라는 국가의 명령을 

추종하는 집단이었지,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집단이 아니었던 것이

다(최재석, 1974a: 165).  

60-70년  정철수와 한남제가 소개한 슨즈와 머튼의 이론이 사실

상 한국 주류사회학내에서 경험연구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비 (정

진성, 1985: 9)은 이러한 맥락에서 수 할만 하다.  하지만 이같은 공동

체 연구의 미진함을 개별 사회학자들의 역량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70년  시작된 한국사회학의 토착화 운동에 부응하여(양종회·

이윤희, 1995: 60) 한국사회 고유의 공동체 구조를 해명하려는 주목할 

만한 연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표 인 연구가 최재석과 왕인근의 

농 부락연구 다.  

두 연구가 흥미를 끄는 것은 이들이 보 이나마 사회연결망 근

을 통해 공동체 구조의 역학과 메커니즘에 한 분석을 시도했기 때문

이다.  물론 이들이 사회연결망 분석방법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들은 경험조사를 통해 사회연결망분석에 바로 사용할 수 있

는 계 행렬을 만들어 냈다.  최재석(1974)은 두 개의 씨족이 지배하고 

있는 Y부락의 권력구조를 분석하기 해 연결망 행렬 자료를 만든다 

(그림 2 첫번째).  이를 재 통용되는 기법으로 시각화를 하면 <그림 

2>의 두번째 연결망 그림을 만들 수 있다.  이 그림을 통해 보면 Y부락

의 여강 이씨와 월성 손씨 세력 계가 사람 수와 상 없이 균형을 이

루고 있다는 최재석 해석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여

기서 최재석은 이장-반장이 높지 않은 사회  평가에 주목한다.  그는 

이를 Y부락 이장 “이O식” 개인의 문제로 설명하는데(1974b: 182), 만약 

최재석이 업무지도자(task leader)와 정의 지도자(affective leader) 사

이의 괴리가 시간 으로 증가하는 1950년  기능주의 연구를 알았더라

면 더 풍부한 해석을 끌어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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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개인들의 평가에 기반한 Y부락 지도자 계 구조 조사 

자료(최재석, 1974b: 180)와 이에 한 연결망 시각화

왕인근(1983)도 사  계망이 공동체 내의 지  분화와 상 있을 거

라는 이론  입장을 좇아 실재 경험 연구까지 실행한 흔치 않은 경우에 

속한다.  그는 서울 학교 농경제학과에 소속된 경제학자 지만, 소시

오메트리(sociometry) 기법을 이용해 “1970년  반 경기도 용인군 의 

6개 부락”에서 수행한 연결망 데이터 수집4)하고 이를 통해 머튼과 라

자스펠드의 이론을 검증하려 했던 보기 드문 경우 다.  이 연구의 흥

미로운 발견  하나는 “가족계획”을 조언하는 사람들의 연결망과 “일

상생활”을 조언하는 연결망에서 심 인 사람들이 통계 으로 낮은 

상  계를 보인다는 이다(왕인근, 1983: 130, 표 10).  왕인근이 이

를 극 으로 해석하지 않았는데, 이 역시 업무지도자와 정의  지도

자 사이의 괴리에 한 기능주의 연구에 연결시킬 수 있다.  

그러나 왕인근의 연구는 이만갑회갑기념논집에 한 긴 평론에서 언

되지 않을 정도로 심을 끌지 못했다(참고, 박재묵·김필동, 1983).  

4)  왕인근은 자료수집이 1974년 9월말에 끝났다고 밝혔으나 언제 시작했는지는 밝

히지 않았다.  수집된 자료는 “탁상용 자계산기와 컴퓨터 시설”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고 한다(왕인근, 1983: 125).



56  사회연구 통권 27호(2015년 1호)

- 56 -

이는 당시 한국주류사회학의 제도연구 편향이 개별 연구자의 역량 문

제가 아니라, 집단으로서의 한국사회학의 문제 다는 을 가리킨다.  

따라서 공동체 구조에 한 무 심은 주류사회학의 테두리와 세 의 

벽을 넘어 상당시간 유지되어 왔다.  

3. 총체성과 규범이론 

한국사회의 공동체 구조에 한 몇몇 선구 인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제도나 체계에 한 한국사회학의 편애는 매우 뿌리 깊은 것이었다.  

이는 구조기능주의 이론을 통해 고속 성장, 빠른 근 화를 설명하던 주

류사회학자들이나, 이에 한 반발에 기 해 사회학의 토착화 내지는 

면 인 환을 요구하던 비 사회학자들 모두에게서 공통 으로 보

여지는 자세 다(김성국·임 진, 1972: 94).  

체 사회구조 안에서 공동체가 갖는 분석  독자성에 한국사회학이 

큰 심을 가지지 않았던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총체성”에 한 과도

한 추종에서 찾을 수 있다.  총체성은 사회 구조를 체 인 시 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 더 많은 사실을 악할 수 있다는 인식론  동기에서 

추구되는 것만은 아니었다.  근 화, 토착화, 사회 변  등 실천을 제

하는 모든 행 들이 사회구조를 총체 으로 악했을 때 이루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요한 것이었다.  

사회에 한 총체  이해 속에서 실천 략을 도출한다는 생각은, 사

실상 총체성-실천성을 추구하는 이론들이 규범이론(normative theory)

이라는 것을 뜻한다.  규범이론이란 도덕론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하

나의 폐쇄 체계(closed system)을 구성하여, 내부의 논리 인 결과로 당

인 행 를 처방(prescription)을 할 수 있는 이론 체계를 뜻한다.  

규범이론은 굳이 경험 분석에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자체의 

논리  장치를 통해서 얼마든지 생각실험(thought experiment)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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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뜻에서 규범이론은 실증이론

(positive theory)의 반  개념이다.  규범이론이 가능하냐는 과학철학  

논의가 소개되기(참고, 채오병, 2007) 훨씬 이 부터 총체성에 기반한 

규범이론의 정립은 한국사회학이 성취해야할 목표로 당연시되었다.  이

는 정치  입장이나 학문  배경에 상  없이 이어져 왔다.   

총체 인 규범이론에 한 지향은 80년  비 이론들에서 가장 뚜렷

이 발견되지만, 이를 70년  주류사회학자들로부터 찾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다.  당시 사회학자들은 사회학이 총체 인 사회과학이므로 

다른 분과에 비해 우월하다고 공개된 자리에서 주장하곤 했다.  경제학

의 조순, 조기 , 역사학의 홍이섭, 차하순, 정치학의 차기벽, 노재 을 

청한 72년 춘계사회학 회 집담회에서 사회학자들은 사회학의 “방법

론  우월성”과 “ 거틀로서의 총 성”을 웅변했다.  이들에 따르면 사

회학은 “ 체인식”의 과학이고 따라서 역사성, 총합성, 실천성을 담보

할 수 있는 규범이론이다.  여기서 정치학자 차기벽은 한국사회학이 구

조 , 비 , 유토피아  성격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여 호응을 

얻었다(김성국·임 진, 1972: 86-87, 91).  

흥미롭게도 비 사회학의 출발이 된 80년  사회구성체론은 이 역시 

총체성을 추구한다는 에서 주류사회학과 다르지 않았다.  사회구성체

론은 총체성에 입각한 규범이론이다.  왜냐하면 구조를 악하고 주체

를 설정하면 실천 략이 도출되는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다(김용기, 1989: 77; 정성기, 2005: 49; 정태헌, 1987: 199).  이는 총체

이지 않은 일체의 연구를 배척하는 자세로 이어지는데, 이에 해 김진

균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그 동안 소흘했던 정치경제학  시각을 

도입하면서 민  세계 을 자리잡아 총체  근 가능성을 열어가고

자 노력하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의 모든 이론이나 시각이 이 민족, 민

 지향성이라는 검토되고 폐기될 것은 빨리 폐기되어야 한다”(김일

철․김미숙·배용 ·김성국·이각범·김용학·정창수·김진균·조형·박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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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만·박 신·황성모, 1988: 207).  “사회구성(Social Formation)”에 

한 정의는 학자마다 편차를 보이지만, 체로 총체성을 지향한다는 

에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인다.  이들은 개별 -분석  인과 계 보다 

상 으로 자율 인 제요소들이 공존과 합을 통해 만들어내는 총체

성을 악하려고 한다(참고, 이병천, 2005: 71). 

실천  우월성을 가진 총체성이라는 명제 앞에 분석 으로 의미있는 

공동체 구조에 한 심은 애 부터 철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

나 총체성에 입각한 규범이론이란 경험 증거 없이도 자기완결  체계

를 가질 수 있다는  때문에 념론의 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다.  

따라서 70년  한완상은 한국사회학의 이론  방법론  수 이 총체성

을 담아내거나 만들만큼 성숙하지 못했으므로 아직은 기본에 더 충실

해야 한다고 비 했으며(김성국·임 진, 1972: 89, 92), 80년  조형과 

김미숙은 경험 증거에 기반하지 않은 규범이론이 교조 일 수 있다는 

비 을, 정창수는 한 발 더 나아가 이론이 사회변 을 일으키는 게 가

능하다면 차라리 “ 이라던지 교회를 찾아가 수련하는 것”이 훨씬 생

산 일 것이라는 비 까지 제기한다(김일철 외, 1988: 208, 211-212, 

216).  

하지만 총체성에 한 이 같은 반성들이 곧바로 한국 사회의 부분을 

이루는 작은 공동체에 한 심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총체성과 거

시  근에 한 내부의 불만이 공동체 연구를 한 구체 인 연구 

로그램으로 화하기 해선 방법론을 둘러싼 이론  논쟁을 통과해야 

했다.  

4. 실증주의 논쟁 

총체성을 추구하는 사회구성체론 내에서 실증주의 내지는 경험주의

에 한 시각은 이 이다.  하나는 박형 처럼 실증분석이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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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민망한” 수 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고(박 채·백낙

청·양건·박형 , 1988: 43), 다른 하나는 “ 충주의  시각(경험분석)은 

상기술에 있어 다소의 유용성을 가질 수는 있을지 모르나 본질규정

의 역과는 애당  거리가 멀고 따라서 아무런 극 인 이론  망

도 실천 인 략  함의도 기 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임 일·

조희연, 1986: 44).

사회구성체론의 출발 자체가 5.18이라는 새로운 경험 상이었다는 

것은 구나 동의하는 바이다(참고, 정성기, 2005: 39).  따라서 경험 사

실이 발시킨 인식론  환은 새로운 경험 사실 앞에서  다른 환

을 할 비를 하고 있어야 하고, 이는 이론-검증-새로운 이론으로 이어

지는 실증주의  연구 로그램에 한 인정으로 이어졌어야 했다.  그

러나 사회구성체론자들은 언제든지 검증의 상이 되는 한시 인 이론 

신 훨씬 강력한 일반이론을 들고 나왔다.  이들은 80년  반 역사

실증주의로 폄하되어 퇴장했던 안병직의 이론이, 87년 선과 89년 사

회주의 몰락을 거치면서 재등장했을 때조차 기존 일반론에 한  “외

재  비 ”으로만 인정했다.  많은 이들이 경험의 반증 앞에서도 기존 

국가독 자본주의론의 내재  완결성에 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참고, 최형익, 2003: 200).  경험주의와 일반론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는 

안으로 “있는 그 로의 객  실을 있는 그 로 볼 수 있는 새로

운 인식론”(정성기, 2005: 59-60)이 제안되기도 했지만, 구체 인 방법론

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는 인식론으로만 남았다.  그 결과 새로운 방법

의 모색은 커녕 오히려 실증주의를 근본 으로 재고하는, 그래서 일체

의 경험분석을 주변화시키는 과학철학  논의가 등장했다5).

한국사회학에서 실증주의에 한 과학철학  논의는 크게 두 가지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나는 설명의 논리에 한 역사사회학 내의 

5) 임 일은 사회구성체 개념이 작업가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1986: 48).  이러한 

주장은 사회구성체 혹은 모순 계의 본질이라는 이론  제에 한 일체의 경

험  검증 시도를 무력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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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논쟁을 심으로 한 것(채오병, 2007)이고, 다른 하나는 수학-통

계를 이용한 연구의 근본  결함을 지 하는 비 이론  입장이다6).

자의 입장에 따르면 실증주의 연구는 “설명과 측을 등치시키는 

동어반복”이다(채오병, 2007: 273).  하지만 비  실재론이 제기하는 

철학  깊이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메타과학  입장이 과연 구체 인 

안 연구 로그램(research program)을 제시해주고 있는가에 해서

는 여 히 의문이 제기된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회학자들이 일반

법칙(Covering Law)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 실제 연구 실행 

에 이 같은 일반법칙을 추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Gorski, 2013: 661).  

양  방법을 철학사  정의에 갇힌 실증주의에 등치시키는 순간 논쟁

은 허수아비를 가리키게 된다.  “통계는 과거를 측할 뿐이다” 

(Friedman, 1964).  통계는 소  확률분포라 불리는 “가설 으로 무한

한 수퍼 모집단(hypothetical infinite superpopulation)”을 가정하면서

도(Gelman & Hill, 2007: 167) 스스로를 신뢰구간이나 유의도 같은 제

약 속에 가둬두고려고 노력한다.  오늘날 양  분석에 기반한 사회학 

연구들은 통계  추론이 스스로 이지 않다는 가정을 끊임없이 

내재화함으로써 “실질 으로 과학  실재론”이라 할 수 있으며(Gorski, 

2013: 659), “존재에 한 믿음은 버리지 않은 채, 지식의 성은 부

정하는 비  실재론”(채오병, 2007: 272)의 비 상이 될 이유가 없

다7)

“숫자는 사회  구성물이고 립 이지 않다”라는 주장(이기홍, 

2010)은 훨씬 진 이다.  이기홍은 한 연결망 분석 연구를 로 들면

6) 이 논쟁에 한 본격 이 논의는 본 연구의 범 를 넘어선다. 명확하게 제시된 

몇 가지 주장들에만 논의를 국한할 것이다. 

7) 비  실재론의 추상 수 과 범 를 단순화시키는 험을 무릎쓰고 한 가지 더 

지 하자면, 재 한국 사회학이 실증주의  도구들을 거부함으로써 생기는 

실  문제들이 매우 심각하다.  최근 연이은 한국사회학의 제도  자원들 - 를 

들어 KGSS, 사회조사분석사 -의 축소는 한국 학에서의 사회학과의 축소와 같

은 제도  기들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참고, 양 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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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를 “난해한 기법의 교란효과를 통해 취약하고 의심스러운 출처와 

생산과정을 은폐하고 (나아가) 객 인 사실로 둔갑”시킨 경우라고 비

한다.  “(해당) 연구를 심사한 (해당 학술지) 평가 원들(조차도) 무수

히 많고 복잡한 숫자들의 정확성과 신뢰성과 타당성에 해 검토하고 

확인”하지 않거나 못했을 것이라고 의심하면서 기술 으로 복잡한 연

구의 진실성은 애 부터 악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이기

홍, 2010: 215).  하지만 만약 이기홍의 비 이 옳다면 이는 실증주의 자

체의 문제가 아니라, 실증주의  연구 차가 제 로 지켜지지 않는 논

문투고 차, 나아가 이를 리감독하지 못한 한국사회학계의 문제이다.  

이미 실증주의가 지켜야 할 기본  차와 수 에 한 교과서  논의

는 오래  부터 있어 왔으며, 이기홍이 제시한 는 “자기네가 내린 결

론에 도달한 경로와 근거를 제 로 밝히지 않은 무책임”이라는 반실증

주의  일 따름이다(김경동, 1981: 128).  

사실 이같은 비  반실증주의는 그 기원을 주류사회학의 형성 과

정에서 찾을 수 있다(이동화·강만길·안병직·진덕규, 1980; 진덕규, 1980: 

45).  그 시작은 구조기능주의가 국내에 수용된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

다.  한국사회학자들은 구조기능주의를 깊이 이해하기도 에 이에 

한 비 을 함께 배웠다(양종회·이윤희, 1995: 59; 정진성, 1985: 9, 11; 최

재석, 1976: 16).  이 같은 기이한 소개과정 때문에 한국 사회학은 구조

기능주의를 경험 으로 검증해볼 수 있는 의지와 기회를 가질 수 없었

다.  하나의 이론을 경험 으로 검증하는 것이 애 에 기 한국사회학

의 역량상 어려운 일이기도 했지만(신용하, 1994: 2), 이후 이론이 이론

을 평가하는 연구방식이 뿌리내리게 다는 에서 한국사회학의 “이

론  빈곤”의 시 가 되었다.  이론을 이론으로 체하는 방식은 결과

으로 이론의 수입다변화만을 재 했고(김용학, 2008: 455-456), 각 담

론들의 생명주기가  짧아지는 결과를 낳았다(신 , 2007: 723).  

따라서 반실증주의, 혹은 경험 연구의 부재가 래하는 문제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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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이 주류와 비 학계를 막론하고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독창

-자주  한국사회학이란 특수성을 통해 보편성의 확립으로 나아가는, 

사실이 이론을 앞서는, 경험 -역사 이어야 한다는 1세  사회학자들

의 권고는(신용하, 1994: 5-7), 실분석과 이론 사이의 긴장이 있어야 

사회학  담론이 발 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신 , 2007: 

724).  결국 실 인 략은 경험주의-실증주의를 강화하는 것이다.  

박재묵과 김필동에 따르면 한국사회학이 서구이론-방법을 극복한다는 

것은  다른 이론-방법을 수입하는 “부처님 손바닥 놀음”이 될 가능성

이 높다.  따라서 어느 이론-방법의 지도를 받았느냐보다 “한국사회라

는 특수한 상”을 얼마나 충실히 다루었느냐에 방 을 두어야 한다 

(1983: 184-185).

이론의 이념성이 강화된 80년 에 실증주의 인 연구들이 더 발달한 

상은 한국사회학의 역량에 기 를 갖게하는 목이다(정진성, 1985: 

15).  이 가운데 서 모의 간계  연구는 특히 주목할만 하다.  그는 

실제 직업 데이터 분석을 통해 몇 가지 경험 인 결론을 착실히 내리고 

있는데, 그  가장 흥미로운  것은 간 계 은 물론 “민 ” 조차도 동

질 인 사회세력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린 이다(1987: 122).  그가 

기본 으로  구조 악-주체설정-실천 략이라는 사회구성체론의 규범

이론  3단계(1987: 113)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도 당시 한국

사회운동에 보다 구체 이고 실 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

은 주류사회학의 계층론을 무조건 배척하지 않고, 경험 분석을 통해 

“검증”하려 했었기 때문이다(김진균·강내회·심 , 2003: 117-118)8)

일부에서는 사회구성체가 “사회 혹은 사회구조로 포착되기 어려운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가리킨다고 하지만, 실증주의  입장에서보면 

사회(구조)와 사회구성체 사이의 차이란 이데올로기  선호 이상의 것

8) 하지만 계층론을 계 론과 연결시키려는 시도들에 해 “ 충주의이자 경험주

의  편향”이라고 비 하는 입장 역시 이 시기 내내 계속되었다(임 일·조희연, 

1986: 41,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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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다(김용기, 1989: 74).  김성국과 서 모가 “모순”의 분석  의미

를 교환이론의 권력불균형(power-imbalance)이라는 주류사회학의 개념

으로 표 하기를 주 하지 않은 것은 실증주의  열린 자세의 한 이

다(김성국·서 모, 1986: 19-20, 30)9).

결론 으로 총체성에 입각한 규범이론과 념론  반실증주의는 주

류-비 사회학 모두에서 발견되며, 양자 모두에서 일정한 견제와 지양 

상이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지난 세기 한국사회학계의 경험주의자들

이 이 같은 경험 -실증  연구 로그램을 한국의 공동체 구조에 한 

심에 용하려 시도해 왔다는 이다.  그리고 이는 한국사회학의 고

유성, 는 자기 정체성 문제와 엇물려 다루어져왔다.

5. 공동체 구조에 한 심 

총체성을 지향하는 규범이론들은 체로 “정치경제학”을 사회학의 

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김성국은 이를 학문의 주체성 문제

와 결부시켜 “새로운 혹은 한국  세계  내지 한국  사회이론”을 

“신정치경제학  연구”에서 찾자고 주장하고, 김진균은 베버와 슨즈

의 구조기능론이 “독 자본주의체제를 정당화하는 쪽에 있었기” 때문

에 정체경제학으로 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김일철 외, 1988: 215, 

224; 정성기, 2005: 63).

최재석은 이 같은 경제주의  성격을 일본사회학의 향으로 보았다 

(1972: 23).  를 들어 일본 경제학자들은 “ 락공동체”가 자본주의 생

산 계가 도래하면 자연스럽게 해체될 통 인 것으로 보았지만, 일본 

사회학자들은 생산으로 환원되지 않는 생활-공동체의 본질  측면을 

9) 그러나 주류사회학  개념과 사회구성체론을 소통시키려는 노력은 80년  반

에 걸쳐 부분 배척되었다.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모순이라는 추상 이지만 

근본 인 문제를 제기한 양건에 해 박 채와 백낙청은 “시민사회 이데올로기”

이자, 사회구성체론이 천착하고 있는 근본 혹은 기본모순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것이라고 비 한다(박 채 외, 1988: 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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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 다.  반면 당시까지의 부분의 한국사회학 연구들은 (정치) 

경제학의 생산-생활 개념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차용하 고, 그 결과 

당시까지 한국사회학에는 사회학 으로 고유한 공동체 구조에 한 연

구나 이론화가 상 으로 부족했다(1972: 33-34).  

흥미로운 것은 정치경제학을 자체 으로 극복하려는 노력 끝에 경제

로부터 독립된 공동체 구조에 한 심을 정치경제학자들 스스로 갖

게 되었다는 이다.  신용하는 한국의 “생활세계”라는 개념을 제안하

면서 공동체구조 연구의 요성을 강조한다.  한국 공동체는 고 성-

세성- 성이 혼존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강한 한국문화의 힘에 바탕

하고 있으며 “한국인의 의식이나 행 의 동기, 결합의 방식, 제도”에 

까지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1994: 8)10)

같은 맥락에서 이각범은 공동체 구조 연구의 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거시 , 장기 , 구조  변동의 악이란 사실상 미시 이

며, 구체 이고, 개별 인 연구의 뒷받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당

론, 추상론 수 에서 도식에 의한 변동의 이해를 추구하는 것은 도그마

를 낳을 뿐이다.” 이는 해방  심이 이해나 설명의 단계를 거쳐야 실

될 수 있다는 하버마스의 “인식 심”론을 소개한 김용학의 분석  

입장과 통한다(김일철 외, 1988: 217, 219).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박 신은 한국사회학 이론의 수  낮음을 제

기한다.  추상 이고 규격화된 문제-해결의 이론들을 유행에 따라 좇아 

다니다 보니, 정작 우리 사회의 역사 -경험  실이 가지고 있는 “복

잡하고 난해하며 새로운” 문제들을 풀 능력이 안된다는 것이다(김일철

외, 1988: 209).  그는 이론과 역사  구체성의 문제를 도덕의 문제로까

지 끌고 가는데, 자칫 맥락을 벗어난 것 같은 이 주장의 이면에는 사실 

“도덕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고  문제의 수 으로 한국사회학을 

10) 이같은 사 -미시구조에 한 심을 “한국 인 것”에 한 과도한 심으로 

규정하고, 실증주의  근의 반테제로 규정한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문제

이다(참고, 김경동,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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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 올리려는 시도가 자리잡고 있다11)

잘 알려져있다시피 구조기능론은 이를 공동체 계 속에서 작용하는 

“사회화”에서 그 답을 찾고 있다.  

한국사회에 한 경험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한 비 이론가들도 그 

상을 공동체 구조에서 찾았다.  신 (2008: 242)은 오늘날 계 분석

의 세 가지 차원을 생활경험-제도(정당, 노동조합)-계 구조에서 찾는

다.  그는 이러한 “계 분석”을 “계 론”으로 분리된 독자 인 역으

로 상정하면서, 나아가 “계  개념만으로 계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고 주장한다(2008: 243, 250).  공동체 구조에 한 김진균의 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2000년  들어 공동체에 한 심을 

면 으로 내새우면서 스스로 “인식론  단 ”이라고 평가했지만(김

진균·강내회·심 , 2003), 그가 “연 결속체”와 “비공식”을 “구조  

역동성”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  요소로 제시한 것은 80년  반이

었다(박재묵·김필동, 1983: 180).  4.19, 5.16, 5.18 등 사의 요한 굽

이를 지날 때마다 나타난 인식론  단 (고 복, 1983; 정성기, 2005)을 

2000년  들어 스스로 한 번 더 감행한 것은 사실상 그가 이론과 실 

사이의 괴리를 외면하지 않는 경험주의자 기 때문이다.  김진균은 이

를 “노동자들의 비공식  집단구조”, “60년  제일모직 업 노동자들

이 같은 기숙사에 살았던 의령과 함안 출신 여성 들이었다는 ” 등에 

주목함으로써 이 같은 입장을 뚜렷이 한다(2003: 108-112).  이에 도달하

기 해 그가 취한 이론  자세는 굳이 좁은 비 이론의 틀에 가둘 필

요가 없다.  그는 노동시장에서 통성과 성의 혼재를 “기능성”의 

결과로 보기도 하고(114), 이러한 깨달음에 다다르기 해서 비 이론

가들이 얼마나 “실증 ”이었는가도 강조한다(116).  나아가 이 모든 성

과를 21세기에 심화 발 시키기 한 방법론으로 그는 “구조분석 혹은 

연결망 분석”을 제안한다(119)12)

11) 한가지 이유로 환원될 수는 없겠지만 박 신의 도덕 연구는 그 이론  진의가 

오랜기간 제 로 평가되지 못했다(참고, 김성국, 1983: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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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경(1997)은 이 같은 김진균의 방향에 한 이론  탐색을 심화해

왔다.  그가 90년  이후 학계에 제출한 라캉, 알튀세, 푸코, 들뢰즈 등

에 한 이론  해설들을 살펴보면, 그 안에 녹아 있는(조지 허버트 미

드로 부터 해졌을) 주류미국사회학의 개념들( 를 들어 사회화-역할-

정체성 같은 교과서  개념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들이 공동체 계들에 용하여 “ 제되는 주체가 아니라 만들어

지는 주체”(1997: 11), “다양한 삶의 가능성이 쇄된” 노동자 정체성 

(1997: 18) 같은 개념들을 만들어 냈다.  이는 그 자신이 추구했던 80년

 념으로는 “인지불가능한 것”들이다(1997: 32).  이진경 이후 랑

스 사회이론을 이용하여 공동체 구조로 을 돌린 한국사회학자들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 앙 계약-연합  계약-개인 계약”이라

는 메타구조에서 출발한 “자유로운 생산자들이 자발  연합을 통해 구

성하는 네트워크”(심 , 2006: 168), “선물을 통해 하나로 결합되는 

계로서의 코뮨”(방인 , 2009: 83) 같은 개념들은 사실상 공동체 구조를 

사회연결망을 이용해 분석할 때 사용되는 교환이론의 개념들이다(Blau, 

1986; Mauss, 1954; Molm, 1997).  

구조기능론과 비 이론, 그리고 랑스 사회철학에 이르기까지, 지난 

날 총체  규범이론과 념론  반실증주의를 지양하려는 움직임들은 

암묵 으로 공동체 구조에 한 사회연결망분석을 가리키고 있다.  이

러한 지  흐름이 사회학 고유의 연구 역을 개척하면서 동시에 백과

서식 학문 활동의 문제(고 복, 1983)에서 벗어나기 해서는 분석수

, 데이터, 분석방법 등에 한 명료한 기 을 가지고 실제 경험 분석

의 를 보여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 까지 살펴본 이론과 주장

들이 실제 경험 분석의 를 보여  경우는 매우 드물다.  

12) 2000  김진균의 연결망-연 에 한 견해는 명확하지 않다.  한편으로는 한국

자본주의가 연 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과거의 이론  입장으로부

터 면 인 단 을 피하고 있지만(2003: 118), 연 의 정  도 함께 인지하

고 있다(137, 양 사람들이 조직한 의 단).  이 당시 연 -연결망에 한 김진

균의 입장  확실한 것은 이를 면 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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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에서 나는 공동체연결망의 시간  진화 모형 분석을 통해 한

국공동체 구조의 일반성과 특수성의 한 측면을 보이고, 이를 통해 공

동체구조 모델과 그 이론  배경에 해 좀 더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

이다.

6. 공동체 구조연구 로그램 분석의 

공동체 구조에 한 직 인 심을 불러일으킨, 가장 리 알려진 

는 2000년 후로 당 비평에서 다룬 “우리 안의 시즘” 논쟁이었

다.  이 논쟁이 특별했던 이유는 총체  규범이론을 추구했던 비 사회

학자들  일부가 사 -미시  역에서 작동하는 권력과 지배 메커니

즘이 제도나 체계의 문제보다 훨씬 실 이고 직 임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두번에 걸치 특집을 통해 참여자들은 인종, 언어, 군사문화, 식민지, 

기독교, 교육 등 한국인들을 통하고 있는 역사 , 재  경험들을 

기술하고, 공동체 수 에서의 권 주의, 배타주의  요소들이 왜, 어떻

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한 각자의 의견을 피력하 다.  이 논쟁의 가

치는 흔히 제도나 체계의 문제로 환원되곤 하던 권 주의-배타주의의 

문제를 일상 , 경험  수 으로 끌어내리고, 이에 극 으로 개입하

는 행 자 개인의 주체성을 환기시켰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몇몇 논의들은 우리가 지 까지 

살펴본 한국사회학의 오랜 문제들을 여 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가

장 에 띄는 건 체계나 제도의 향에 따라 공동체 수 의 변화가 일

어난다는 거시  설명 방식을 들 수 있다.  군사 문화나(김근, 1999b), 

자본주의 심화(임지 , 1999: 221) 같은 추상  개념들이 공동체 내의 

구체 인 권력 계를 규정한다는 주장은, 권 주의 문화에 한 60-70

년  연구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  더군다나 “근 화 로젝트”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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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아닌 주체를 내세워, 공동체 수 에서의 시즘  성향이 나타나

는 것을 설명하려는 것은(김은실, 1999: 84), 사실상 보편  모수에 실질

이고 다양한 경험  사실들을 복속시키는 것이다 (고정갑희·김동춘·

김진호·김철·박환무·임지 , 2001: 242).  

반면 공동체 구조 안에서 통용되는 권 주의 문제를 동도서기로 보

는 입장(임지 , 1999: 41)은 진일보한 것이다.  동도서기는 기독교(김진

호, 1999)나 국민교육(박거용, 1999: 103) 같은 새로운 제도(기)가 사실은 

한국의 공동체를 흐르고 있는 부계 심 권 주의나 가족주의(도)(유명

기, 1999: 155)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상의 시즘 같은 독특한 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근은 다른 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가족 계의 수형도 안에서 악되는 나”라는 표 을 통해 

공동체에 한 구조  분석의 단 를 제공하기도 한다(1999a: 147).

마지막으로 민 이 과연 권 인가라는 김동춘의 문제제기와 이에 

한 박환무, 김철, 임지 의 답은 이론 인 수 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고정갑희 외, 2001: 236, 244, 250), 이는 역설 으로 공동

체 연구가 실제 경험 찰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성을 부각시켰다(권

범, 1999: 48).  

잊 지는 듯 했던 당 비평의 특집이 새삼 심을 불러일으킨 건, 

2012년 통합진보당에서 일어났던 내분 사태 때문이다.  이 당이 지향

하고 있는 가치 (민주주의와 자주)와 실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

력 투쟁 사이의 괴리는 제도와 체제, 그리고 구성원들의 거시  지표

에 의지해서 이들의 미시  상호작용 방식과 그 결과를 망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회의를 불러일으켰다.  소  “종 ”를 둘러싼 내부의 갈등

이 비가역 인 경험과 기억에 터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들의 거시  지

표는 다른 정치 집단과 비교해봤을 때 거의 동일하기(homogeneous) 

때문이다.  

이 사건은 표면 으로 동일한 집단 내부에서 벌어지는 분화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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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좀 더 심을 기울일 것을 요청한다.  민주주의에 한 가장 실천

인 방안들을 가꾸어왔다고 인정되던 사회  결사체가 내부의 분열과 

권 주의에 침몰한 사실은 계 과 같은 지표들 보다는 한국인의 공동

체 구성 원리 자체에 의 을 두어야 한다.  사람 사이의 계를 만들

어 가는 한국인의 공동체 구성방식은 “분열 이며 계 ”인가? 이 가

설에 한 검증은 다음의 차를 따른다.  

1) 블라우 스페이스의 제고와 연결망 데이터 

“우리 안의 시즘” 논쟁은 물론, 이 논문에서 지 까지 다 온 논의

들에 내포된 연구 가설들을 검증하기 해서는 제도와 체계로부터 분

석 으로 독립된 공동체 구조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  그 다면 이는 

왜 필요하고, 어떻게 가능한가? 

<그림 3> 블라우 스페이스에서 사회연결망분석의 치

<그림 3>은 “블라우 스페이스”라고 불리는 피터 블라우의 이론  틀

을 확장하여 재정의한 것이다.  여기서 세로축은 “측정가능한 불평등의 

정도”를, 가로축은 “구분가능한 차이의 정도”를 가리킨다.  블라우의 

주된 심은 오른쪽 의 상태에 있었다.  이곳은 다양한 모수들 사이

의 상 성이 높은 상태이다.  한 차원 ( , 인종)에서의 차이가 다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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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 소득)에서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면 이를 응축된 사회 구조

(consolidated social structure)라고 부를 수 있으며, 카스트 사회가 가

장 형 인 이다(Blau, 1974: 632).  하지만 이들 사이의 상 성이 낮

은 경우엔 (오른쪽 아래) 구성원들 간의 구분가능한 차이는 뚜렷하지만, 

이들 사이의 불평등은 작기 때문에 집단 간 교류가 활발한 상태를 가리

킨다.  소득 수 이 비슷한 집단들 사이의 결혼 빈도가 높은 사회의 경

우, 다른 인종간의 결혼이 활발하게 나타날 것이다.  

나는 블라우가 비워두었던 왼쪽 와 왼쪽 아래를 각각 료제와 연

결망에 배당하 다.  료제는 이를 구성하는 사람들 사이의 수평  구

분은 거의 없지만, 직 의 높낮이는 불평등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 , 

군 ).  반면 왼쪽 아래 사회연결망이 속한 곳은 이를 구성하는 사람들 

사이의 수평  차이나 수직  차이 모두가 없는 곳을 나타낸다.  

사회연결망 (오른쪽 아래) 역을 제외한 나머지 역들은 분석 으

로 두 가지 공통 을 가진다.  하나는 인간의 상호작용 바깥에서 부여

된(exogenous) 불평등 기제가 있다는 이다.  다른 하나는 이 세 역

들이 사회학 이외의 문 분과들과 결부되어 있다는 이다.  를 들

어 정치학, 행정학, 역사학, 인구학 등은 왼쪽 , 오른쪽 , 오른쪽 아

래에 부분 , 혹은 체 으로 연 되어 있다.  

그 다면 왼쪽 아래 사회연결망 부분의 특성은 무엇인가? 나는 이 

공간이 짐멜의 공간이라고 생각한다(Simmel, 1898).  이 공간을 구성하

는 개인들은 동일하다.  이들을 구분하는 건 그림에서 나타나듯 개인들 

사이의 계이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 발생하는 불평등은 소득, 직 , 

신분, 인종 같은 외재 인 요인 때문이 아니라, 순 히 이들 사이의 

계의 구조 때문이다.  일체의 외부 요소들을 통제함으로써, 계구조의 

향을 분석 으로 걸러내는 것이 형식사회학의 특징이기도 하다.  

여기서 한 개인이 처한 구조  치는 기본 으로 개인의 지 와 선

택에 향을 미치는 것이지만, 동시에 개인은 자기 자신의 선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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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구조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개인의 선택은 

타인의 선택과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원하는 결과를 가

져오지는 않는다.  이처럼 구조와 개인, 타인과 자신 사이의 상호작용

을 이론 으로 제하고 경험 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작업을 사회학에

서는 미시와 거시를 연결하는 작업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김용학, 2008: 

451).  

그 다면 동일한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외부요인들을 최 한 

통제하면서) 개인과 타인의 선택의 상호작용을 찰할 수 있는 데이터

는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 우선 동일한 행 자들을 수집하거나 가정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비교사회학에서 사용하는 표집

방법이다.  일치법을 사용하는 비교사회학 연구에서는 일부러 동일한 

속성의 사례들을 동원한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사례들이 공통 으로 

가지고 있는 요인들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혹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

할 수 있다(Przeworski & Teune, 1970).  두번째 방법은 통계 모델 속에

서 통제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다.  가장 비슷한 사례들을 모았다 하더

라도 그 안에 어쩔 수 없이 섞여 있는 요인들이 있다면 이를 통계 모델

에서 통제변수로 포함시키는 방법이다.  이 역시 통제변수의 효과가 없

거나 동일하다고 가정하게 해 다.  

이상의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해 나는 4개의 서로 다른 시간, 공간,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공동체 데이터를 수집하 다.  그리고 이를 기존

의 공동체 연결망 분석 결과와 비교하 다(Snijders, van de Bunt & 

Steglich, 2010).

나는 우선 시계열 연결망 분석을 해 서울 강동구의 K 등학교 한 

학 과 만 타이페이시의 고등학교 한 학 을 선정하여 각각 7개월 8

개월 동안 5회씩의 친구 계 서베이를 실시하 다.  이들은 공통 으

로 같은 주거 지구(아 트)에 거주한다.  아울러 만 고등학교의 경우

엔 학생들이 비슷한 입학 성 을 갖는 학 들로 구성하 다.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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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사회경제  배경과 개인의 능력 효과를 통제한다.  아울러 해당 학

년의 첫학기가 시작되는 시 으로부터 친구 계를 조사하여, 이들이 

서로를 알아가면서 가 친구가 될 것인가, 몇 명이 친구가 될 것인가

를 결정하고 수정해나가는 과정을 찰하 다.  

다음으로 나는 최재석(1974a) 연구의 연결망 자료 , 같은 집안(여강 

이씨) 사람들 간의 연결망 데이터와, 2015년 재 수도권의 셰어하우스 

생활 공동체 사람들의 연결망을 수집하 다.  이 두 데이터에서 찰된 

행 자들 한 매우 동질 이다.  최재석 데이터의 사람들은 같은 마을

에 사는 같은 문 의 사람이고, 셰어하우스 사람들은 같은 연령 이면

서 안  삶의 방식을 실험한다는 면에서 문화 -정서  동질성이 강

하다.  

2) 연결망 구조 분석을 한 연결망 통계모델: 연결망 자기상  

모델, 행 자 기반 모델, p* 모델 

가능한 모든 외생 요인들을 통제하고, 개인들의 서로에 한 선택과 

비선택을 시간 으로 구성한 데이터를 갖게 되면, 사회구조의 체 인 

변화와 이로 인해 발되거나 조건지워지는 각 개인들의 선택 양태를 

찰할 수 있다.  하지만 공동체 계에 한 실증주의  연구는 거시

 지표를 통한 연구에 비해 실행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공동체 구조 

안에서 개인이 내리는 선택의 이유는 명시 으로 표 되지 않는 “암묵

지(tacit knowledge)”에 가깝기 때문이다(이성용·유홍 , 2001).  따라서 

우리가 모델을 통해 측정하는 모수들은 사실상 이 암묵지들을 구조

인 언어로 변환시켜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실재를 포착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지지하는 것인지를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

다.13)

13) 따라서 본 연구도 “ 치된 구체성의 오류 (fallacy of misplaced concreteness)”

의 험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상  상호작용과 실제 경험 사이의 간극

에 한 라이퍼의 토론을 참조하라(Leifer, 1988: 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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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열 연결망 데이터 분석을 해 지 까지 제기한 조건을 충족시키

는 모델로 나는 탐 슈나이더의 “행 자 기반 모델(actor-based stochastic 

model)” 을 사용하 다(Snijders et al., 2010; 이원재, 2010).  이 모델은 기

존의 통계기법이 도외시 했던 연결망데이터 이스간의 비독립성 문제, 

다른 말로 하면 모델의 내생성 (endogeneity) 문제에 한 하나의 해결책

으로 제안되었다.  이를 해서 몇 가지 수학  가정들이 사용되는데, 하

나는 마르코  과정이고, 나머지 하나는 무작 화이다.  한편 1회 찰된 

연결망 데이터 분석을 해서는 p* 모델을 사용하 다(Wasserman & 

Pattison, 1996). 

찰 사례들의 비독립성 문제는 기술 인 문제가 아니라 이론 인 

이유 때문에 해결이 시 한 과제 다.  경제학이나 합리  선택 정치학

의 경우엔 개인주의 인 가정으로부터 시작한다.  인간의 선택을 다루

는 모델에서 각 개인이 스스로 독립 으로 선택을 내린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개별 이스 간의 독립성을 가정하는 통계 모델을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사회학, 특히 연결망 분석은 개인의 선택

이 주변의 타인이나 구조에 의해 향 받거나 조건지워진다고 믿는다.  

따라서 독립 인 개인을 가정하는 통계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학 

본연의 이론  제를 반하는 것이었다. 

연결망 연구자들이 이 방법론상의 문제를 근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다.  하나는 기존이 선형 모델 안에 행 자들 사이의 상호의존 

계(spatial autocorrelation; Doreian, 1981)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 

상호의존 계는 주로 연결망 행렬의 형태로 만들어지며, 계수가 유의

미할 때 행 자간의 계가 사회 상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한다14)

이 방식은 실질 으로 선형 모델에 연결망 심성(network centrality)

14) 도 이안의 방법론  제안은 90년  극 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표

인 연구에는 굴드의 빠리꼬뮨 연구와 헤드스트롬의 스웨덴 노동조합 연구가 

있다(Gould, 1991; Hedström,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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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독립변수로 채택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도 이안의 제안은 최우추

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 최소자승법 (ordinary least 

square) 보다 계수의 표 오차를 과 추정할 가능성이 으므로 연결망 

측정치를 독립변수로 사용할 때는 로지스틱 회귀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

는 것이었다. 

1990년 부터 일군의 수리사회학자들은 이 문제를 근본 으로 해결

할 모델들을 만들어 왔다.  기 모델은 한 번 찰된 연결망(snapshot 

network)에서의 각 구조  요인들( , 계맺기, 호혜성, 3자 계)의 비

독립성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연결 (tie)

들이 발생할 확률을 측정하는 p* 모델이 있다(Wasserman & Pattison, 

1996).

시계열 연결망 데이터 분석을 한 행 자 기반 모델은 p* 모델의 특

징들을 공유하면서도 p* 처럼 찰된 연결망이 최종 인 수렴 상태 

(equilibrium) 상태라는 가정을 하지 않는다(Prell, 2012: 217; Snijders et 

al., 2010: 57).  p*가 0으로만 구성된 행렬과 찰된 연결망 행렬을 비교

하는 것이라면, 행 자 기반 모델은 최  찰된 연결망 행렬로부터 시

작해, 직 과 직후 연결망들만을 비교한다.  p*가 계(tie) 유무 검증에 

특화되었다면, 행 자 기반 모델은 계의 변화, 즉 행 자의 선택 자

체를 검증하고 있다고 야 한다(Snijders et al., 2010: 47).

나는 기존에 발표된 네덜란드 학생 연결망 변화 결과(Snijders et 

al., 2010)와 비교하기 하여 한국 등학생, 만 고등학생의 시계열 

연결망 데이터를 수집하고, 같은 변수들을 가지고 행 자 기반 모델을 

측정하 다.  70년   경북 월성의 친족 연결망과 2015년 수도권 생

활공동체 연결망에는 p* 모델을 용하 다.  두 데이터 모두 1회 조사 

연결망 데이터이기 때문이다.   

행 자 기반 모델과 p* 모델을 한 통계 소 트웨어는 각기 다른  R 

패키지로 작성되었다.  행 자 기반 모델은 sienna 4.0(Ripley, Snij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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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a, Vörös & Preciado, 2014), p* 모델은 ergm(Hunter, Handcock, 

Butts, Goodreau & Morris, 2008)을 이용하 다.  패키지 작성자의 의도

에 따라 핵심 인 연결망 구조 변인들에 각기 다른 이름이 붙여져 있음

을 유의해야 한다.  재 이 논문의 분석에서 쓰인 구조 변인들과 각 패

키지에서의 이름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연결망 통계에서 측정한 구조 모수들 

연결맺기(outdegree/edges)는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연결이 발생

할 확률을 측정하는 변인이다.  상호성(reciprocity/mutual)은 연결망 내 

연결들이 상호 칭 일 확률을 측정한다.  의성 (ttriple/transitive)

은 “내 친구의 친구는 나의 친구”가 되는 계들을 총칭하며, transitive

의 경우 이 같은 일방향  삼각형 내에서 부분 인 상호성이 생기는 것

도 포함한다.  순환성(3-cycles/ctriple)은 계맺기가 이타 인 방식으로 

한 바퀴 도는 것을 포착하는 변인이다. 

7. 분석 결과와 해석 

네덜란드, 한국, 만의 고생들을 상으로 이들이 어떤 방식으

로 자신의 연결망을 구성하고, 그 결과 체 구조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를 측정한 결과는 모형 1, 모형 2, 모형 3에 정리 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첫 5개의 변수가 세 나라 모두에서 동

일한 부호와 비슷한 정도의 유의도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만의 순환

성 제외)15).

이는 시간이 지날 수록 학 내 연결망이 작은 단 로 쪼개져 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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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한다.  시간이 지날 수록 계를 새로 만들 확률과 계가 체를 아

우를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반면(outdegree < 0, 3-cycles < 0), 

2명 혹은 3명의 작은 단 의 집단이 차 강화되고 있다(reciprocity > 

0, transitive triples > 0, transitive ties > 0).  이는 소  우리 사회의 

벌주의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주장들에 반한다.  오히려 작은 규모의 집

단이 발생, 유지되는 것은 인간의 인지  한계를 감안할 때 당연한 것

이라는 일반  기 에 훨씬 부합한다.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유의한 상은 특정인이 인기가 높아지면 그 

사람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 되는 상이다(indegree popularity < 0).  

이는 집단 내부의 불평등 정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진다는 에서, 

같은 계층 내부의 지  분화에 해 네덜란드, 만보다 한국이 훨씬 

반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 체 차원에서의 계에 훨씬 순

응 이라는 동양 사회에 한 일반  인식이 같은 계층이나 공동체 내

부의 계에도 같이 용될 수 있는가에 한 질문을 제기한다.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다른 특징으로는 체 인 연결망의 변화를 

남자들이 주도한다는 것이다(sex > 0).  이는 양성문제에서 두 가지 함

의를 가진다.  하나는 여자가 훨씬 기존 계에 한 충성심이 강하다

는 이고, 다른 하나는 그 기 때문에 체 인 구조 변화를 주도하지 

않고, 그 결과 남자들이 주도하는 질서에 편입되거나 이로 인해 불이익

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p* 모델을 통해 측정된 구조들의 효과도 행 자 기반 모델의 결과와 

비슷하다.  계맺기와 순환  계는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 0), 이성의 계는 그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한가지 다른 은 상

호성이 음의 계수를 가진다는 이다.  이는 한국의 공동체에 해 매

우 흥미로운 을 시사한다.  이성만이 양의 계수를 갖는 상황은 3자

계의 집단으로 분화하면서도 이 삼각 계들(triads) 사이의 계는 일

15) 여기서 transitive triples와 transitive ties는 <그림 4>의 ttriple/transitive에 해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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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 모형 2 모형 3

Outdegree -1.62*** -1.54*** -1.49**

Reciprocity (eval) 1.45*** 0.9*** 0.94**

Transitive triples 0.21
***

0.19
***

0.12
**

Transitive ties 0.78
***

0.68
***

0.89
**

3-cycles -0.25** -0.16* -0.04

Indegree popularity (sqrt) -0.46*** -0.08

Outdegree popularity (sqrt) -0.62** -0.39** -0.35

Outdegree activity (sqrt) 0.22
**

0.01

Sex (M) ego 0.44** 0.33**

Sex (M) alter 0.11

Same Sex 0.56*** 0.98*** 0.52**

Primary School 0.34*

Rate period 1 9.69 6.48

Rate period 2 10.28 8.8

Rate period 3 8.81 6.82

Rate period 4 16.18

Effect sex (M) 0.43** 0.11

친구 계 
(Snijders et al., 2010)

친구 계 
(이원재, 2010)

친구 계

11-13세 26명 9세 32명 7학년 30명

네덜란드 학교 서울 K 등학교 
3학년

만 D 고등학교

2003. 9 – 2004. 6 2009. 3 – 2009. 9 2010. 11 – 2011. 6

모형 4 모형 5

Edges -2.88
***

-3.23
***

Mutual -0.39
***

-0.46
***

Ttriple 0.59*** 0.74***

Transitive 0.18*** 0.2***

Ctriple -0.44*** -0.54***

향력 있는 
마을 사람

친구 계

(최재석, 1974b)

성인 17명 성인 18명

경상북도 월성군 
강동면

수도권 
ㅇ생활공동체

Y부락 여강 이씨

1971. 12- 1972. 5 2015. 5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1> 공동체 연결망 ‘행 자 기반 모델’ (모형 1, 2, 3) 과 ‘p*’ 모델 (모형 4, 5)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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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의 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국 공동체의 내부 분화

는 작은 집단들 사이의 계가 구성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을 시

사한다. 

최재석의 데이터가 한 부락의 문 을 상으로 하고 있다는 을 감

안한다면 이 해석이 이해할만하다.  여기서 행 자들은 문  내의 일정

한 서열을 하고 있으며, 이들이 분화하여 만들어내는 3자 집단들 사

이의 계는 기존의 문 내 계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그림 5> 수도권 ㅇ 생활공동체의 친구 계 (모형 5)

흥미로운 은 근 화된 도시의 개인들이 모여 만든 생활공동체에서

도 같은 구조  분화 양상이 보인다는 사실이다(모형 5).  최근 1인 가

족들이 모여 주거지를 공유하면서 하나의 공동체 생활을 하는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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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임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다.  이 운동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연령과 문화  지향이 비슷한 구성원들이 자기 선택(self selection) 메

커니즘을 통한 동질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개인의 독립성

을 제로 선택 이고 느슨한 동을 통해 공동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

들의 친분 계(박종숙, 2014: 79)가 왜 45년  농  부락의 계 방식

과 동일한가 하는 것이다.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하나는 공동체 

체의 운 과 련한 리더쉽이 정해진 경우이다.  이 경우엔 얼마나 

오래 해당 공동체에 속해 있었는가와 개인의 사회  지 와 같은 외생

 계 계가 이입되었다고 상할 수 있다.  하지만 직업  계에 

한 질문을 통해 얻어낸 연결망과 친분 계 연결망 사이에는 유의미

한 상  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이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다른 하나는 이것이 한국의 공동체 분화가 갖는 일반  성격일 경우

이다.  이는 사회 체의 계에는 순응 이면서, 자기 집단 내부에서

는 평등을 지향하는 모형 2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한 가지 유념할 것은 모형 2에서 나타난 “인기가 높은 사람에 한 

친분 계 철회”와 모형 4, 5에서 나타난 음의 상호성 효과이다.  행

자 기반 모델에 비해 p* 모델이 은 정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수

에서 평가할 수 없음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다음과 같이 극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형 2의 indegree popularity 결과는 연결망 상에서 

사회  유력자가 최 치의 선택 심성(indegree centrality = n - 1)을 

갖기 어려운 상황을 보여 다.  동시에 모형 4, 5에서 3자 계의 발달

하면서 상호  계의 어드는 것은 계의 성격이 유력자에게 집

되는 사회  심 보다, 낮은 세로부터 높은 세로 이어지는 존경의 

사슬 같은 계가 있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즉 사회  유력자는 많

은 심을 받는 사람이라기 보다 그(녀)를 향한 존경 사슬이 긴 경우를 

말한다(Shils, 1982). 

앞으로 더 많은 경험 분석을 통해 같은 결과가 축 된다면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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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이론  명제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1) 면 과 장기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는 공동체는 상호작

용 과정을 통해 좀 더 작은 단 로 분화하는 경향이 있다.  

2) 한국의 경우, 공동체 내부의 작은 집단들은 서로 계 인 방식으

로 연결된다.  

8. 나가며 

사회구조 특히 공동체 구조에 한 심은 한국사회학이 제반 사회

과학 분과들로부터 스스로를 구별짓고, 오늘 날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문가  역을 확보하는데 매우 요하다.  이 연구에서 나는 이것이 

사회연결망을 연구하는 개인 연구자의 선언(manifesto)이 아니라, 지난 

세기 다양한 주제들과 씨름했던 한국사회학 일반의 암묵  방향 설정

이었음을 밝히려고 하 다.  그리고 공동체 구조에 한 구체 인 연구

로그램을 해 두 가지 연결망 통계기법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

을 보 다. 

오늘날 인터넷으로 무장한 지식 이 사회학만이 해명해  수 있

는 문제의 역을 요구한다는 을 차치하고서라도, 사회학이 스스로의 

고유성을 제고해야 할 더 큰 이유가 있다.  사회학은 이제 물리학과 

산학 같은 자연과학 분야들과 사회에 한 설명을 두고 경쟁, 력해야 

하는 시 에 진입했다.  사회학 의 세부 공란에 “빅데이터”가 들

어가기 시작한지 오래되었고, 일반 서베이 조사와 빅데이터 동향 조사

가 언론에서 같은 비 으로 다 지고 있다.  이 안에서 무한 로 열린 

기술  가능성을 일상 생활의 구조로 축소시키는 사회  인간들의 행

동이 사회학의 고유한 역이 될 수 있다.  인터넷은 세계 사람들에 

평등하게 상호작용의 기회를 주었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조차 불균질

한 방식으로 무리짓는다.  체 으로는 엄청난 수 의 불평등( , 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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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분포)을 허용하지만, 자신의 삶의 세계 안에서는 인기있는 사람의 

안티가 되길 주 하지 않는다. 

이 처럼 복잡한 연결망(complex network) 에서 사회학  심의 본

령은 경제 , 제도  메커니즘의 이면에 여 히 살아 숨쉬는 비공식

이고 일차 인 계들의 메커니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자신

의 인지  능력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작은 사회들을 만들어 나가며 

이는 체 사회의 자기 완결성을 돕기도, 방해하기도 한다.  

지 까지 한국사회학이 감행한 자기 반성과 성찰은 다양하고 모순

이었으나, 동시에 공동체 연구에 한 필요성을 지속 으로 제기해왔

다.  하지만 이 같은 공통의 문제의식이 하나의 연구 로그램으로 진화

하지 못하고, 신 이론  입장이나 방법론 선택을 둘러싼 불 에 가려

져 왔다.  그러는 사이 한국사회학은 새로운 제도  환경의 무자비한 

압력 속으로 려들어갔다(양 진, 2010).  지 까지 이어온 한국사회의 

공동체 연구가 심화되었을 때16),  그리고 본 연구가 제시하는 공동체 

구조 모델의 이론  실천  의미에 한 한국사회학 내부의 범 한 

동의가 이 졌을 때, 우리 사회가 처한 제 문제들에 해 사회학이 의

미있는 돌 구를 제공해  수 있을 것이다.  

16) 를 들어 통 인 권 주의(조석 , 2004), 식민지 경험(한도 , 주윤정 2000), 

경제문제에 결부된 여성문제(조옥라, 1988)를 “강한 비 연  연 ”(이재 ,  

1998)의 차원에서 재해석하는 것도 지 까지의 성과를 공동체 구조의 차원에서 

재해석하는 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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