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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method of promoting apartment 

dwellers' participation in the resident organization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 participation in the apartment community and its influence. 

(2) RESEARCH METHOD

In the research method, the statistical method using the questionnaire research 

was employed as well a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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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EARCH FINDINGS

As a result, the following findings could be summarized: First, it is valid to promote resident 

participation with a focus on the women's meeting, the inofficial organization of the greatest 

influence in the resident organiz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take note of the importance 

of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the occupant representative meeting, the official organiz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have smooth communication with vlunatry organizations such as 

coordinate groups such as women's meeting and like-minded association and so on in order 

to promote resident participation. Fourth, both nation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should perform a role as the mediator  for promoting resident participation and reinforcing 

publicity. Fifth, it is very important that residents should have voluntary participation as the 

type of participation has no effect on resident participation in the community.   

2. RESULTS

This study has its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it ident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 participation in the apartment community and its influence and in that it claimed that 

residents should promote their participation in the influential residential organization such as 

the women's meeting and the occupant representative meeting.

3. KEY WORDS

∙resident organization, resident participation, type of participation, function of 

participation, centrality, structural attribute

국문 록

본 논문의 목 은 공동주택 공동체 주민참여와 향력 계를 분석하여 주민조직 참여증진 방향을 

규명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법·제도  방법에 설문지를 이용한 통계  방법을 병용하 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조직에서 향력이 가장 큰 비공식조직인 부녀회를 심으로 주민참여를 

증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공식조직인 입주자 표회의의 역할과 책임의 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참여증진을 해 등 집단인 부녀회나 동호회 등 자생조직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넷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증진과 공공성 강화를 한 조정자 역할수행이 필요하다. 다섯째, 공동체 주민참여는 

참여유형이 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참여증진은 주민들의 자발  참여가 아주 요하다. 

본 연구는 주민참여와 향력 계를 규명하 다는 , 부녀회나 입주자 표회의와 같은 향력 있는 

주민조직을 심으로 참여증진 방향을 제시하 다는 에서 연구가치가 있다. 

핵심어: 주민조직, 주민참여, 참여유형, 참여기능, 앙성, 구조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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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과 목

공동주택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체 

주택의 약 71.6%가 공동주택이라는 보고가 있

다.1)  국토교통부도 우리 국민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공동주택 리비 등 

규모는 연간 11조( 리비 4조 2천억, 사용료 6

조 7천억, 장기수선충당  7천억), 공동주택 

리민원(건)은 2011년 8,214건, 2012년 

8,755건, 2013년 11,323건이고, 공동주택 

리 소송(건)은 2010년 2,524건, 2011년 

2,844건, 2012년 3,085건이라고 발표하

다.2) 그리고 2015. 12. 기  서울의 아 트 단

지수는 2,303( 국 14,629), 동수는 16,293

( 국 102,454), 세 수는 1,395,297( 국 

8,496,701)이다.3) 이런 정보제공에 의한 방

한 공동주택 규모에서 리비 부정·비리4)에 이

어 난방비 부정·비리5)까지 발생하고 있고, 층간

소음은 살인·폭력 등 극단 인 행동으로 나타나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의 상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

울특별시 공동주택 리규약 칙」과 「서울특

별시 공동주택 리 조례」  「공동주택 리

법」(2015)을 제정하는 등 공동주택 운 · 리

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잘 극복하고 공동주

택 운 · 리의 투명성과 안 성  효율성을 높

여 국민의 주거수  향상에 기여하기 해6) 

극 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공동

주택 운 · 리 환경 등을 둘러싸고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우리나라 다수(70%)의 국민이 공동주택

에 거주하고 있으나, 도시화와 개인주의화  1

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이웃과의 소통을 이어주

는 공동체 문화 형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

지고 있다.7)

이런 시 에서 주민들의 참여증진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의 목

은 공동주택 공동체 주민참여와 향력 계를 

악하여 어느 주민조직을 심으로 참여를 증

진시킬 필요성이 있는지 참여증진 방향을 모색

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시사 은 주민들에게 참

여증진으로 주거만족8)과 주거환경개선9)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2. 연구범 와 방법

연구는 내용 으로 공동주택인 아 트 공동

체에 참여하는 주민조직의 향력 계를 규명하

다. 공간 으로 서울특별시 아 트 거주 주민

을 상으로 한정하 다. 시간 으로 2015년 

제·개정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규약 

칙」,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 조례」, 「공

동주택 리법」은 물론 기존 「주택법」 등 

련 법령을 반 하 다.

연구방법은 법·제도  방법에 설문지를 이용

한 통계  방법을 병용하 다. 분석방법은 제도

 1) 이창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황과 개선 과제-주택 건설기 과 리방안을 심으로-,” 국회 안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2013, 제194호, p.1.

 2)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리 이제 정부가 도와드립니다. 보도자료, 2014. 4. 7.

 3) e-나라지표, 공동주택 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 2015.. 주택법에 의한 의무 리단지만을 상으로 작성된 자료임.

 4) 이명진·채성진·권승 ·오유교·김정환, 의 아 트 리비 새고 있진 않나요<1～13>, 조선일보, 2013. 5. 6.～5. 30. ‘주택 리 부정˙비

리’ 보도내용 등.; 김승욱·이재성·김해숙, “공동주택 리의 정책  개선방안”-부정·비리 척결방안을 심으로-,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

회, 2014, 제56집, pp.25～26. 

 5) KBS·MBN, 화배우 김부선(김근희) 난방비 비리폭로 사건, 2014. 9. 12.

 6) 「공동주택 리법」(2015. 8. 11. 제정, 2016. 8. 12. 시행), 제1조(목 ).

 7) 국토교통부, 입주민 통합과 화합의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한 로그램 운  매뉴얼」배포, 보도자료, 2015. 11. 27. 

 8) 김 수·성주한,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수도권 은퇴계층의 주거만족도에 한 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5, 제60집, p.32. 

 9) 이진홍·권호근, “통일 후 남북한 주택정책의 발  방향 -독일의 경우를 심으로-,”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5, 제60집, p.165.; 김재환·김태

종, “아 트단지 외부공간의 옥외시설 요도 분석 - 입주민 선호도를 심으로,”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4, 제58집,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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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제도 인 주민조직 참여의 변수 7개에 하

여 주민들의 사회 계를 사회연결망분석이론

(social network analysis)을 사용하여 악하

는 것이다. 분석도구는 Ucinet을 사용하 다.

Ⅱ. 주민참여의 이론논의

1. 아 트 공동체 주민참여

공동체는 “일정한 지역을 토 로 상호 연 의

식, 친 성, 상호 향의식, 일체감(소속감) 등의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한 지역  특성으로 이해

계자들의 집단”10)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공동체

의 특성은 시  상황이나 사회제도의 특성에 따

라 다양한 형태로 변할 수 있으며, 항상 같은 형태

로 존재하지 않는 유기체성을 가지고 있다.11)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지방자

치 행정과정12)에 참여하거나 는 아 트 주민

이 공동체 생활 과정에 직  는 간 으로 참

여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주민참여는 주

민들이 공동주택인 아 트 공동체 생활에서 주

민의 개인 는 공동이익을 해 부녀회나 동호

회 는 입주자 표회의 등의 주민조직을 이용

하여 각종 활동에 직 ·간 으로 참여하는 것

이라고 정의한다. 

주민참여는 아 트 공동체의 여러 안과 

문제해결을 해 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

요하고 요하다. 어느 주민조직이 참여에 향

력을 행사하는지가 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참여 집단의 사회  향력이 

밝 지면 특정 집단의 역할강화로 참여증진을 

한 시사 을 도출할 수 있다. 

2. 주민참여의 참여자와 유형

주민참여와 련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

택 리규약 칙」(2015)과 「주택법」

(2015)  「공동주택 리법」(2015) 등에 의

하면, 아 트 공동체 생활에서 직  는 간

으로 ‘참여자’는 주민 등(입주자와 사용자 포함), 

입주자 표회의( 의기 으로서 의사결정과 

리주체의 업무 반에 한 감사권 보유)와 리

주체( 리업무를 집행하는 리사무소장, 주택

리업자 등), 공동체 활성화를 한 자생단체

(부녀회·경로회·동호회 등), 선거 리 원회, 

탁 리업체, 공공기 (운 · 리 련 법령 

제·개정, 인·허가  신고 련 업무, 분쟁조정, 

행정지도·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앙정부·지방

자치단체 등) 등을 들 수 있다. 아 트 공동체에

서 주민들은 단지 내·외 각종 활동에 참여를 통해

서 알권리, 회계감사청구권 등 자신의 권리를 실

한다고 본다. 

한편, 주민참여 유형은 참여의 주도성에 의

하여 공공주도형·주민주도형·주민운동형 참여, 

제도성에 의해 제도 ·비제도  참여, 성격에 의

해 개별·집단  참여로 분류한다. 여기서는 입주

자 표회의를 통한 주민참여인 공식 ·제도  

주민참여, 동호회 등 자생조직을 통한 주민참여

인 비공식 ·비제도  주민참여, 개별  주민참

여, 단체  주민참여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3. 선행연구 검토

아 트 주민참여 련 선행연구를 검토하면, 

김찬동·박은철(2010),13) 이라 (2010),14) 신

화경·이수진·조인숙(2014),15) 하정 ·길종백

10) 양덕순·강 균. “지역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향 분석 -제주특별자치도를 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

회, 2008, 제20권 제1호, pp.71～89.

11) 천 숙·은난순·지은 ·채혜원,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과 평가방안,” 국토연구원, 2013. pp.9～11. 

12) 최창호·강형기, 지방자치학, 서울: 삼 사, 2014. pp.428～429.; 김병록, “사회자본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향,” 지역사회연구, 한국지

역사회학회, 2011, 제19권 제1호, p.4.

13) 김찬동·박은철, “아 트 리의 공공성 제고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0, pp.55～74. 

14) 이라 , “공동주택단지 주민의 공동체의식과 향요인의 인과  계 분석,” 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한건축학회, 2010, 제26권 제7호, pp.19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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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론모형
<그림 2> 연구모형

(2013),16) 나길수(2014),17) 김해숙·정복환·

김갑열(2014),18) 김해숙·정복환·이재성(201

4)19) 등의 연구가 있다. 선행연구 내용은 주민조

직에 한 참여경험  공동체 활성화방안, 아 트 

주민의 공동체 의식과 커뮤니티 시설에 한 요구 

 만족도에 한 사례조사, 주민참여에 향을 주

는 요인탐색 등이다. 

선행연구 에는 김해숙·정복환·이재성

(2014)20)의 연구를 제외하고 본 연구와 같은 

주제를 실증 으로 논의한 사례는 거의 찾아보

기 힘들다. 그래서 김해숙·정복환·이재성

(2014)의 주민참여의 사회 계 악에 이어 그 

후속·보완  연구로서 당시 분석에 사용한 자료

를 이용하여 부녀회 등 자생 주민조직을 심으

로 주민참여와 향력 계를 모색하 다. 

4. 주민참여와 주거만족의 이론모형

이상의 이론논의 결과를 토 로, 주민참여

가 주민조직 참여유형에 의한 참여기능 효과에 

따라 주거만족에 미치는 향력 계 이론모형

은 <그림 1>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그림 1>과 같이 주민참여의 유형에 따라 주

민참여의 4가지 기능효과를 체계 으로 연결시켜 

분석하 다. 입주자 표회의 등 제도 ·공식  참

여는 참여의 행정 ·정치  기능을, 부녀회 등 비

제도 ·비공식  참여는 참여의 행정 ·경제 ·

사회 ·정치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다.  개

별  참여는 참여의 사회  기능을, 단체  참여

는 비제도 ·비공식  참여와 같다고 보았다. 

III. 분석설계

1. 연구모형  변수

주민참여와 향력 계 연구모형은 <그림 2>

와 같이 구성하 다. 이에 따라 주민참여 조직의 

향력을 행사하는 권력 계를 악할 수 있다. 

한편, 종속변수는 향력 계이다. 잠재변

수는 주민조직참여이다. 주민조직은 주민이 공

동체에 가입하거나 이용하는 부녀회 등을 의미

한다. 이 변수는 주민참여 기구로서 참여유형인 

공식·비공식 조직을 포함한다.

15) 신화경·이수진·조인숙, “아 트 주민의 공동체 의식과 커뮤니티 시설에 한 요구  만족도에 한 사례조사 연구,” 한국가정 리학회지, 

한국가정 리학회, 2011, 제29권 제1호, p.93.

16) 하정 ·길종백, “주민참여에 향을 주는 요인에 한 연구-이익, 제도, 이념 등을 심으로,” 한국거버 스학회보, 한국거버 스학회, 

2013, 제20권 제3호, pp.249～274. 

17) 나길수, “주민자치기구로서 입주자 표회의의 발 방안에 한 연구 -서울시 송 구를 심으로-,” 동국 학교 박사학 논문, 2014, pp.172～176.

18) 김해숙·정복환·김갑열, “주민참여가 주거만족에 미치는 향. -서울특별시 아 트 거주자를 심으로-,” 국토연구, 국토연구원, 2014, 

통권 제83권, pp.31～47.

19) 김해숙·정복환·이재성, “아 트 공동체 주민참여의 사회 계 분석. -서울특별시 거주자를 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한국주거학회, 2014, 

제25권 제6호, p.83. 

20) 김해숙·정복환·이재성, 상게논문,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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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수는 비공식  주민조직으로서 부녀

회, 경로회, 동호회, 사회, 학부모회를 선정하

다. 공식 인 주민조직으로서 입주자 표회의와 

리사무소를 선정하 다. 다만, 리사무소는 주

민의 의기 인 입주자 표회의에서 구성·임면

(任免)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실질 으로도 입

주자 표회의와 종속 계에 있기 때문에, 주민이 

선출한 입주자 표회의의 하부조직으로 볼 수 있

어 선정하 다.21) 그러나 원래 공식  조직인 반

상회는 주민참여 체계상 정부시책의 일방  홍보

에 을 두는 주도형 조직으로 볼 수 있어 제

외하 다. 부녀회와 경로회  동호회(스포츠, 취

미·취업, 건강·운동, 여가·여행정보 얻기), 사회

(재능나눔,자율방범활동,소년·소녀가장돕기,고

아원·독거노인방문), 그리고 학부모회(유치원, 

등학교, 학교 학부모모임)는 모두 주민들이 

자발 으로 구성한 자생단체이다. 

측정변수로서 공식조직 2개와 비공식조직 

5개 주민조직에 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토 로 

어느 주민조직이 향력이 큰지 차별성을 악

하여 그 조직을 심으로 주민참여를 증진시키

는 것이 주거만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단하

다. 측정은 Likert 5  척도로 측정하 다. 

2. 모집단  표본

분석의 사례 상범 로서 모집단은 2014년 

기  서울시 아 트 체 1,481,260세  거주 주

민을 상으로 선정하 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108개 주거생활권을 동남권, 동북

권, 서남권, 서북권, 도심권으로 층화하여,22) 조

사 상지역을 선정하고, 가구수 비례로 표본을 산

출하여 구조화된 설문지 자료를 분석하 다.

모집단 체 1,481,265 세  주민에 하

여 1세 를 1명으로 보고(1세 당 1명 응답으

로 간주) 표본수 결정(Determine Sample 

Size)을 하면, 최소 유효표본수(Sample size 

needed)는 384부이다.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

기 하여 최소 유효표본수보다 많은 구조화된 

설문지 1,000부를 제작·배포·회수하 다. 

설문지 1,000부를 5  주거생활권역별로 

세 수에 따라 동남권 252부(25.2%), 동북권 

336부(33.6%), 서남권 287부(28.7%), 서북

권 85부(8.5%), 도심권 40부(4%)로 비례할

당하여 배포·회수한 결과, 최종 으로 분석에 사

용한 표본수는 동남권 25.2% 189부, 동북권 

33.6% 252부, 서남권 28.7% 215부, 서북권 

8.5% 64부, 도심권 4% 30부를 합한 750부이

다. 조사기간은 2014. 6. 2.부터 같은 해 7. 4.

까지(33일간)이다. 회수한 설문지 836부  일

부만 응답하거나 무성의 응답과 그 밖에도 복수 

응답이나 결격사유가 있는 설문지 등 결측치 86

부를 제외한 750부를 분석에 사용하 다.

표본의 표집은 임의추출방법을 이용하여 설

계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5

 권역별로 세 수에 따라 비례할당하여 배포

하고, 직  면이나 가구방문 등을 하여 면 방

법으로 수집하 다. 주택유형, 주택면 , 거주형

태(자가·임차) 등은 리서베이 결과 주민들이 

개인의 라이버시를 내세워 제 로 응답하지 

않았으므로, 구분하지 않고 거주자를 상으로 

조사하 다. 

3. 분석방법

주민들이 어떤 주민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지를 분석하여 그 특성을 도출하고, 어느 주민

조직을 통한 참여가 주거만족에 향력을 행사

하는지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해 설문자료를 Ucinet 6 for Windows를 사

용하여 사회연결망분석을 수행하 다. 측정변

수 7개에 한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  5%

에서 검증하 으며, 95% 신뢰(유의)수 에서 

최 표본허용오차는 ±3.58이다. 주민조직 사

21) 주택법 제2조 제14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규약 칙 제3조 제6호  제47조 내지 제55조 각 리주체 정의 등.

22) 서울특별시, 2020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주거생활권계획(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4-1370호 

[표 2] 주거생활권계획 수립 황,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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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빈도 백분율(%)

연령

20～30 140 18.7

40 276 36.8

50 204 27.2

60 103 13.7

70  이상 27 3.6

성별
남자 331 44.1

여자 419 55.9

거주기간

2년 이하 119 15.9

3～4년 155 20.7

5～6년 118 15.7

7～8년 111 14.8

9년 이상 247 32.9

친한 

이웃 집 수

없다 125 16.7

1～2가구 257 34.3

3～4가구 192 25.6

5～6가구 76 10.1

7가구 이상 100 13.3

주민조직 

참여 수

참여하는 단체가없다 410 54.7

1～2개 참여 286 38.1

3～4개 참여 41 5.5

5～6개 참여 8 1.1

7개 이상 참여 5 0.7

체 750 100.0

<표 1> 표본의 통계량

이의 앙성과 구조  속성분석을 한 다음 그 

결과를 해석하 다.

4. 가설설정

주민참여의 유형  기능수행에 따라서 향력

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악함으로써 주민참여증

진을 한 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론구성 결과와 

<그림 1>의 이론모형을 토 로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즉, H : 비제도  조직이 제도  조직보다 주민

참여기능과 활동에 향력이 더 높을 것이다. H 

: 주민조직의 사회  계에서 주민집단 간 앙성은 

비제도  조직이 제도  조직보다 더 높을 것이다. 

H : 주민조직의 사회  계에서 주민집단 간 정보

확보능력인 구조  속성은 제도  조직이 비제도  

조직보다 더 높을 것이다.

 가설과 주민조직 집단 간 사회  네트워

크를 분석하기 한 분석모형은 <그림 3>과 같이 

구성하 다. 주민참여의 주도  역할 계는 이

론에서 고찰한 측정개념으로 앙성 분석과 구

조  속성분석을 통하여 주민참여조직의 향력

을 평가하 다.

<그림 3> 주민조직의 속성과 향력 계분석모형

Ⅳ. 분석결과  해석

1. 통계량

분석에 사용한 표본의 통계량은 <표 1>과 같

다. 연령은 40 (36.8%)와 50 (27.2%)가 

64%로 높게 나타났다. 40 가 높게 나타난 것은 

자녀교육과 안정성에 따른 결과로 단한다. 성별

은 남자(44.1%)보다 여자(55.9%)가 11.8% 정

도 많게 나타났다. 거주기간은 9년 이상이 32.9%

로 가장 높았고, 3～4년이 20.7%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친한 이웃집 수는 1～2가구가 

34.3%로 가장 높았고, 3～4가구가 25.6%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민조직 참여 수는 ‘참여

하는 단체가 없다’(54.7%)와 ‘1～2개 참

여’(38.1%)가 체 응답자의 92.8%(750명  

696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빈도분석 결과 주민들이 주민조직에 

참여하지 않거나 는 참여하더라도 1～2개 주

민조직에 참여하고 있어, 공동주택 거주자로서 

주민들 간 교류와 력활동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주민들 간 갈등의 완화와 

력의 증진을 통한 사회  자본의 증 를 하

여 아 트 공동체 참여증진의 필요성을 시사하

고 있다. 따라서 주민참여 유형에 따른 참여의 

4가지 기능을 제 로 작동시켜 참여증진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참여증진은 주거만족에 바로 기

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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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Degree NrmDegree Share   

        -----------------

1  부녀회1 5.000 83.333 0.179

3  동호회3 5.000 83.333 0.179

4  사회4 5.000 83.333 0.179

6입 회의6 5.000 83.333 0.179

2  경로회2 4.000 66.667 0.143

5학부모회5 3.000 50.000 0.107

7 리사무소71.00016.667 0.036

<그림 4> 연결 앙성

   inFarness  outCloseness

     ------- -------

1    부녀회1 7.000  14.286

2    경로회2 14.000 16.667

3    동호회3 19.000 20.000

4    사회4 25.000 25.000

6  입 회의6 36.000 33.333

5  학부모회5 42.000 31.579

7 리사무소7 42.000 37.500

<그림 5> 인 앙성

2. 주민조직 사이의 앙성

사회연결망분석에서 앙성(centrality)

은 한 행 자가 체 네트워크에서 심에 치

하여 권력과 향력을 의미하는 지표이다.23) 주

민이 참여하는 주민조직의 심 치에 있는 주

민조직에 각 참여자 사이의 상호 계가 많다는 

것은 각 참여자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할 뿐만 

아니라 각 참여자에 한 향력도 아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상호 계가 다는 것은 

각 참여자의 의사소통이 폐쇄 이며, 그 결과 

향력도 미미하다24)는 것을 의미한다. 

아 트 공동체 참여에 있어서 정보는 부

분 운 · 리와 참여에 한 것이다. 주민참여에 

한 정보제공은 사익 는 공익추구를 한 정

보가 부분이고, 주거복지증진과 공익실 이 

심이라고 볼 수 있다.

주민들이 이웃과 소통하여 얻고 있는 참여정보

는 정보의 비 칭성(information asymmetr

y)25)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주민들

이 참여 정보제공 주민조직을 통하여 얻고 있는 참

여 정보의 질이나 가치는 체로 동일하다고 보고, 

이런 내용을 각기 다른 주민조직이 주민에게 제공한

다고 보았다. 

1) 연결 앙성

연결 앙성(degree centrality)은 향력

이 있는 주민조직들 사이의 상호 계에서 어느 

조직이 조직의 심에 치하는지를 악하기 

한 분석을 말한다. <그림 4>와 값(Value)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부녀회, 동호회, 사회, 그리

고 입주자 표회의가 연결 앙성(83.33)이 공

동으로 높다. 

분석결과 주민들의 의식 속에 이들이 심

인 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생각하고 있는 것으

로 풀이한다. 참여의 4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비공

식 조직 3개와 참여의 행정 ·정치  기능을 수행

하는 공식 조직 1개가 주민들의 권력구조에서 가

장 큰 힘을 가진 것으로 단한다. 리사무소는 

입주자 표회의를 통해서만 다른 주민조직과 소

통하고 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

다. 이 결과는 부녀회 등 비제도  조직이 제도  

조직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아 트 운 ·

리의 정보 독선화에 따른 정보비 칭이 원인이고,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고 단한다.

2) 인 앙성

인 앙성(closeness centrality)은 

체 연결망(네트워크)에서 심 인 치에 있는 

정도이다.26) <그림 5>  값(Value)에서 보면 

비제도  주민조직의 부녀회가 인 앙성이 

23) 김용학, 사회연결망분석 , 서울: 박 사, 2011. pp.39～40. 

24) 정복환,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 주거세입자의 권리 -세입자의 정보취득을 심으로-,” 강원 학교 박사학 논문, 2013, pp.146～147. 

25) 정복환, 상게논문, p.144. 정보의 비 칭성(information asymmetry)은 정보제공자 간에 정보의 양이나 질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할 수 있다. 

26) 손동원, 사회 네트워크 분석  4쇄, 서울: 경문사, 2010. pp.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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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ness nBetweenness

   -------- ---------

6  입 회의6 4.000 13.333

4    사회4 0.500 1.667

3    동호회3 0.500 1.667

2    경로회2 0.000 0.000

1    부녀회1 0.000 0.000

5  학부모회5 0.000 0.000

7 리사무소7 0.000 0.000

<그림 6> 사이 앙성14.28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분석결과 참여의 행정 ·경제 ·사회 ·정

치  기능을 수행하는 자생조직인 부녀회가 그

만큼 주민들에게 향력을 행사한다는 의미이

다. 아 트 단지 내에서 주민들 간 이해갈등 조정 

등과 공동체의식 함양 등의 활동에 향을 미치

는 결과라고 본다. 

반면에, 참여의 행정 ·정치  기능을 수행

하는 제도  조직인 리사무소가 인 앙성이 

37.500으로 주민조직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리사무소가 비제도  주민

조직과 직 인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비제도  조직과의 소통이 폐쇄 이라는 것을 

보이고 있다. 비제도  조직이 제도  조직인 

리사무소와 소통하려면 반드시 입주자 표회의

를 거쳐야 가능하다는 구조는 양자가 서로를 신

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가 

결국 운 · 리에 한 정보 비 칭성에 따른 부

정·비리 발생의 근본 인 원인이 되고 그 실을 

반 한 결과라고 단한다. 

김찬동·박은철(2010)27)의 아 트단지 실

태조사에 의하면, 조사 상 가구의 50.3%가 아

트 리와 련된 정보를 리사무소를 통하

여 얻고 있다고 조사하 다. 리사무소와 입주

자 표회의가 인 앙성이 자생조직들 보다 낮

은 결과는 아 트 운 · 리정보가 이들에게 집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의 비 칭이 부정·비리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 

3) 사이 앙성

사이 앙성(betweenness centrality)은 

다른 행 자들 사이에서 정보흐름을 통제하는 

재자(broker) 역할을 하는 정도를 측정한다.28) 

<그림 6>  값(Value)과 같이 주민조직 

사이에서 의사소통의 정보흐름을 통제하는 매개

자(broker)역할을 하는 자는 입주자 표회의

(13.33)로서, 모든 주민조직 에서 의사소통

의 정보흐름을 통제하는 기 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주민들이 아 트 단지 내 각 동 표를 

선출하고 그 동 표들로 입주자 표회의를 구성

하여 입주자 표회의가 아 트 운   리자

로서 주민들의 심에서 참여 정보흐름을 통제

하고 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라고 단한다. 

<그림 6>에서 입주자 표회의는 외 없이 

모든 주민조직과 소통하고, 사회와 동호회 등

은 입주자 표회의를 거쳐야 리사무소와 소통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리사무소는 주

민이 선출한 입주자 표회의가 선정하므로 입주

자 표회의와 종속 계에 있다. 

분석결과 아 트 주민조직에서 정보흐름의 

통제자 역할을 하는 것은 입주자 표회의라는 것

을 악하 다. 나길수(2014)29)가 주민들은 입

주자 표회의에 능동 인 참여를 통하여 입주자

표회의가 주민을 한 주민자치기구가 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공식조직을 통한 주

민참여 증진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단한다.

따라서 주민들은 공식 ·제도 인 참여조

직인 입주자 표회의를 통해서도 공동체에 참여

증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4) 세 앙성

세 앙성(power centrality)은 사회연결

망의 앙에 치한 집단과 연결되어 그 덕을 보아 

27) 김찬동·박은철, 게논문, 2010. pp.55～74.

28) 김용학, 게서, p.101. 

29) 나길수, 게논문, pp.17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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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주민조직의 구조  등 성 집락

     Eigenvec nEigenvec

       ------- -------

1    부녀회1 0.443 62.628

2    경로회2 0.388 54.924

3    동호회3 0.443 62.628

4    사회4 0.443 62.628

5  학부모회5 0.298 42.093

6  입 회의6 0.405 57.272

7 리사무소7 0.091 12.831

<그림 7> 세 앙성

힘을 갖는 집단이다. <그림 7>  값(Value)에서 

보듯이 부녀회(62.63), 동호회(62.63), 사회

(62.63)가 심에 치하여 앙성이 공동으로 가

장 높았다. 입주자 표회의(57.27)가 세 앙성

이 높은 비제도  주민조직의 힘을 이용하여 향

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 주민들은 연결 앙성이 높은 부녀

회·동호회· 사회, 인 앙성이 가장 높은 부녀

회, 사이 앙성이 가장 높은 입주자 표회의, 

세 앙성이 높은 입주자 표회의로부터 여러 가

지 참여정보를 제공받고 취득해야 한다. 이를 통

하여 주민들은 사회연결망분석에서 향력이 큰 

주민조직에 의한 참여가 효과 이라고 단한다. 

따라서 주민참여를 통한 주거만족실 을 

해서 공식 ·제도  조직인 입주자 표회의나 

리사무소를 통한 참여가 요할 뿐만 아니라 

비공식 ·비제도  조직으로서 자생단체인 부녀

회와 동호회  사회를 통한 참여증진도 요

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분석결과 참여유형은 주민참여 증진에 련

이 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민참여 조직 

 입주자 표회의나 부녀회 는 동호회와 같

은 향력 있는 주민조직에 한 리와 지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3. 주민조직 사이의 구조  속성

사회연결망분석에서 구조  속성분석은 

한 연결망에서 행  집단 는 조직들이 구조

으로 어떤 속성을 갖는지를 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1) 등 성 분석

구조  등 성(structural equivalence)

이란 두 정보제공 집단 간에 계가 있든지 없든

지 같은 집단(等位)으로 모은 것이다.30) 정보제

공 주민조직이 구조 으로 어떻게 집단을 이루

는지 등 성(Concor) 분석31)을 하 다.

<그림 8> Dendrogram 집락구조에서 동호

회와 사회가 끼리집단을 형성한다. 분석결과 

동호회와 사회는 모두 등 집단으로 다른 집

단에게 참여 정보를 제공해주고 정보를 제공받

으면서 다른 주민조직인 부녀회, 경로회, 학부모

회의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주민조직은 참

여의 행정  기능인 소통과 경제  기능인 화합 

 사회  기능인 배려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

라고 단한다. 이들은 끼리집단을 형성하여 주

민조직 사이에서 향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분

석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인 앙성과 마찬가지

로 인  거리에 있는 참여 정보제공자 주민조직

끼리 등 구조 형태를 띤다. 이것으로 인  조력

자로서 끼리집단을 형성하여 참여 정보제공 주

민조직들이 각기 자기기  심 임을 확인할 

수 있다.32) 

따라서 주민들은 주민조직에서 매개자 역할

을 하고 있는 입주자 표회의로부터도 양질의 

30) 김용학, 게서, p.106.

31) 손동원, 게서, pp.135～146.

32) 이숙종·김희경·최 규, “사회자본이 거버 스 형성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한국행정학회, 2008, 제42권 제1호, pp.14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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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정보를 제때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들 모

두에게 우호 으로 행동하여야 하고, 스스로도 

참여 실천을 한 자문에 응해주고 자문을 구하

는 노력을 기울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주민들은 주민조직의 하 집단, 상 집단 

계없이, 참여 활동에 도움이 되는 조직에 우호

으로 참여하고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요하

다고 단한다.

2) 결속집단  N-결속집단 분석

결속집단(Clique)은 직 인 계를 맺

는다는 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구성원을 같은 

집단으로 묶는 것을 말한다.33) <그림 9>에서 결

속집단(Clique)은 크게 하 집단과 상 집단으

로 별되고, 하 집단인 부녀회, 경로회, 동호

회, 사회, 학부모회, 입주자 표회의 등 6개 

하  참여 주민조직이 상  주민조직인 리사

무소와 묶이는 집락구조를 구성하고 있다.

<그림 9> 주민조직의 Clique 분석결과 집락구조

 

따라서 주민들은 참여 주민조직들이 하 집

단이든지 상 집단이든지 상 없이, 결속집단이 

모든 참여 주민조직들 간 직  연결된 집단이고, 

완벽한 연 계와 높은 도를 갖고 있는 특징

이 있기 때문에, 이들과 소통으로 참여를 증진시

켜야 한다고 단한다. 

한편, N-결속집단(Clique)은 결속집단

(Clique)의 엄격한 정의에 의해 실 으로 그 

정의에 부합하는 사례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실성을 가미하여 엄격한 정의를 완화시킨 개

념 의 하나이다.34) <그림 10>에서 N-결속집

단(Clique)은 하 집단과 상 집단  최상

집단으로 나뉜다. 

<그림 10> 주민조직의 N-Clique 분석결과  집락구조

분석결과 주민들은 하 집단인 부녀회, 동호

회, 사회, 경로회, 입주자 표회의와 상 집단

인 학부모회의 사이에서, 그리고 최상 집단인 

리사무소 사이에서 참여 정보를 제공받고 정보를 

취득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 따라서 주민들은 참여

정보에 도움이 되는 주민조직에게 우호 으로 참

여하고 자문을 구하며 도움을 받는 것이 참여증진

에 요하다고 단한다. 그리고 학부모회가 상

집단으로 묶인 것은 <표 1> 표본의 통계량 결과에

서 설명이 가능하다. 이유는 40 가 자녀 교육을 

해 아 트를 더 선호한다는 것과 자녀가 매개체

가 되어 공동체에서 소통이 더 활발하게 이 지고 

있다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결속집단(Clique)과 N-결속집단(Clique) 분

석결과를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양 분석에서 

참여 주민조직 하 집단에 부녀회, 경로회, 동호

회, 사회, 입주자 표회의가 공통 으로 속한

다.  참여 주민조직 상 집단에는 결속집단

(Clique) 분석에서는 리사무소가 속하나, N-

결속집단(Clique) 분석에서는 학부모회가 속한

다. 그리고 최상 집단에는 결속집단(Clique) 

분석에서는 없으나, N-결속집단(Clique) 분석

에서는 리사무소가 속한다. 양 결속집단 분석

33) 김용학, 게서, p.54. 

34) 손동원, 게서, pp.184～185. 만약 구성원이 모두 연결되어 있으되, 2단계 이내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를 2-결속집단(Clique)에 속한 

것으로 정의한다(김용학, 게서,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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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특이한 은 공식 ·제도  주민조직인 

리사무소는 최상  참여 주민조직에 속하고, 하

나 상  주민조직이 최종 단계에서 최상  주

민조직인 리사무소로 묶이는 집락구조를 이루

고 있는 이 공통된 특징임을 알 수 있다.

결속집단(Clique) N-결속집단(Clique)

하 집단
부녀회, 경로회, 동
호회, 사회, 입주
자 표회의

부녀회, 경로회, 동호
회, 사회, 입주자
표회의

상 집단 리사무소 학부모회

최상 집단 - 리사무소

<표 2> 결속집단(Clique)과 N-결속집단(Clique)의 비교

3) 구조공백 분석

구조공백(structural holes)은 사회연결

망에서 차지하는 구조  치를 측정하는 개념

으로 사용되며, 이를 구조  틈새라고도 한다. 

구조  틈새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의 연계

에서 복되지 않고 그 행 자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들이 연계되는 바로 그 치를 말한다.35) 

구조공백 분석은 제약성(Constraint)이 작을

수록, 계성(Hierarchy)이 클수록 연결망에

서 유리한 치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Structural Hole Measures

             Degree  EffSize Efficienc Constraint Hierarchy

                     ------ ------ ------ ------- ---

1         부녀회1  5,000    1.800    0.360    0.523    0.016

2         경로회2  4.000    1.000    0.250    0.733    0.000

3         동호회3  5.000    1.800    0.360    0.627    0.024

4         사회4  5.000    1.800    0.360    0.627    0.024

5       학부모회5  3.000    1.000    0.333    0.926    0.000

6 입주자 표회의6  5.000    2.600    0.520    0.530    0.037

7     리사무소7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3> 주민조직의 Structural Hole 분석 지표값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녀회(0.523)

가 제약값이 가장 낮아 주민에게 복되지 않는 

유용한 정보를 가장 유리한 치에서 제공받고 

있으며, 리사무소(1.000)가 계값이 커서 

주민에게 세를 과시하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곧 양자의 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주민들에게 참여 정보를 제공하는

데 부녀회와 리사무소가 다른 주민조직보다 

우월한 치에서 정보의 향력을 가장 강력하

게 행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부녀회가 

주민들에게 참여정보를 제공하는데 유리한 치

에서 주민들에게 호의 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 트 주민조직 참여 과정에서 공식 ·

제도  참여조직인 리사무소와 비공식 ·비제

도  참여조직인 자생단체로서 부녀회가 향력

을 행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한다. 

따라서 주민들은 구조  공백을 가진 참여 

정보제공 주민조직으로부터 제 때에 다양하고 

양질의 정보를 제공받아야 참여증진에 효과 이

라는 것을 확인하 다. 

4) Hubbell 향력 분석 

Hubbell 향력은 집단주체의 자문수수 정

도를 말한다. 행(Row)의 값은 발신 앙성으로 

집단주체가 얼마나 활발하게 자문을 요청하는가

를 표시하고, 열(Column)의 값은 수신 앙성

으로서 집단주체가 얼마나 활발하게 자문에 응

해주는가 는 내가 제공한 자문의 내용이 체 

연결망에 얼마나 향력을 미치는가를 표시하는 

것이다.36)

<표 4>에서 입주자 표회의(1.155)가 자

문을 요청하는 발신 앙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입주자 표회의가 공식 ·제도  조직으로

서 주민들에게 아 트 운 과 리는 물론 참여 

등에 한 자문을 요청하기 때문이다. 부녀회

(1.220)가 자문에 응해주는 수신 앙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부녀회가 비공식 ·비제도  

주민조직으로서 주민들의 참여정보 자문에 응해

35) 손동원, 게서, pp.69～83, 242〜243. 미국의 사회학자 Ronald Burt가 주장한 개념이다(Burt, R. S. Structural Holes: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56). 

36) 김용학, 게서, 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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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 Su      Col Su

          --------- ----------  ---------

 1         부녀회1     1.000         1.220

 2         경로회2     1.015         1.140

 3         동호회3     1.046         1.092

 4         사회4     1.092         1.046

 5       학부모회5     1.124         1.000

 6 입주자 표회의6     1.155         1.015

 7     리사무소7     1.080         1.000

<표 4> Hubbell 향력 분석 값

주민조직의 속성
주민조직의 향력

부녀회 경로회 동호회 사회 학부모회 입주자 표회의 리사무소

앙성

연결 앙성 ○ ○ ○ ○

인 앙성 ○

사이 앙성 ○

세 앙성 ○

구조  

속성

Concer 분석

Clique  N-Clique분석

구조 공백 ● ●

Hubbell 향력 ● ●

각 속성의 1  획득 수 ○2,●2 0 ○1 ○1 0 ○3,●1 ●1

주민조직의 향력 크기 4 0 1 1 0 4 1

<표 5> 주민조직의 속성과 향력 계 분석결과 ( 앙성○, 구조 속성●)

주는 입장에 있기 때문으로 풀이한다. 여기서 주

민들은 제도  조직인 입주자 표회의나 리사

무소가 일방 으로 제공해주는 정보에 의존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들의 자문에 응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운 · 리상 정보를 제 때에 공개

하지 않고 제 로 제공하지도 않아, 각종 부정·

비리가 발생된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

다. 실 으로 주민들이 부녀회에 자문을 더 많

이 요청하는 것을 보면, 언론보도37)와 서울특별

시의 아 트 리 부정·비리 특별감사38) 결과 등

에 따라 입주자 표회의와 리사무소가 부정·

비리의 온상이라는 인식하에 이들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단한다.

이러한 분석결과 주민들은 Hubbell 향력

이 가장 큰 부녀회와 입주자 표회의로부터 정

확한 정보를 취득하고, 이들 조직을 심으로 참

여증진을 해야 효과 이라고 단한다. 따라서 

주민들은 입주자 표회의의 자문요청에 응해주

고 부녀회에 자문을 요청함으로써 공동체 주민

참여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4. 분석결과 종합

이상의 주민조직의 속성과 향력 계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표 5>와 같다.  

앙성은 비제도  조직이 높고, 구조  속

성은 비제도  조직과 제도  조직이 동일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민조직 속성의 

획득수를 종합하면, 비제도  조직이 6개, 제도

 조직이 5개로 비제도  조직이 제도  조직보

다 주민들의 사회 계에서 더 주도 이고 향

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분석결과 공동체 주민참여에서 부녀회가 가

장 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 자생조직을 통한 

참여가 가장 요하고, 입주자 표회의를 통한 

참여도 요하다는 을 시사한다.

이런 분석결과는 아 트 운 · 리 주체의 

투명성 제고를 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정·비리 방지를 해 가장 

37) 이명진·채성진·권승 ·오유교·김정환, 게 보도사건 등,; KBS·MBN, 게 화배우 김부선(김근희) 난방비 비리폭로 사건 등. 

38) 서울특별시는 2013. 5. 아 트 부정·비리척결본부를 구성하고 같은 해 6. 1.부터 1개월 동안 인 특별감사로 비리척결 작업을 한 후 2013. 

7. 8.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조사반원 100명을 투입해 서울 시내 아 트  3,000가구가 넘는 단지 6곳 등 의혹·민원이 집 된 11개 

단지(2만 8,935 가구)의 운 · 리를 실태조사한 결과 행정지도 73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처분 83건, 수사의뢰 10건, 컨설   업정지 

2건 등 총 168건이 반사례로 발되었다고 밝혔다. 이런 감사결과는 서울시내 아 트 리가 무분별한 수의계약이나 입주자 표회의의 횡 

등으로 총체  부실·비리 상태인 것을 시사한다(이명진·채성진·권승 ·오유교·김정환, 게 보도사건, 조선일보. 2013. 7. 9. p.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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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주민들의 표기 인 입주자 표회의의 선

거과정에서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차39)가 입

법 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서로 신뢰를 해 참

여유형에 계없이 주민참여는 필수요건이라고 

단한다. 그래서 참여증진으로 주거환경의 질

을 개선40)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민참여증진은 참여집단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비제도  조직의 역할과 

책임의 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5. 가설검증

공동주택 단지 내 네트워크에서 주민들은 

참여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

로 행동하기 때문에, 어느 주민조직을 통하여 참

여하느냐에 따라 주민들의 이해 계가 달라지고 

주민참여 증진에 향을 미친다. 따라서 주민들

의 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참여증진 방향을 기반

으로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 다. 

(1) 주민조직의 앙성 가설검증

주민조직 사이의 앙성 분석결과를 토 로 

참여증진을 한 제도  참여와 비제도  참여

의 앙성 향력인 H을 검증하 다. 

<표 5> 분석결과와 같이, 분석결과 가설 H

을 수용한다. 따라서 비제도  조직을 심으

로 주민참여를 증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단

한다. 

(2) 주민조직의 구조  속성 가설검증

주민조직 사이의 구조  속성 분석결과를 

토 로 참여증진을 한 제도  조직과 비제도

 조직의 정보확보능력인 구조  속성 향력

인 H을 검증하 다. 

<표 5> 분석결과와 같이, 분석결과 가설 

H를 기각한다. 따라서 단지 내 사회  계

에서 참여증진은 참여유형과 계없고 주민들

의 자발  참여 자체와 실천이 요하다는 것

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가설검증 결과를 토

로 비제도  조직이 제도  조직보다 주민참

여 증진의 향력이 더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 

H을 수용한다.

V. 결 론

본 연구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공식조직인 부녀회가 향력이 가

장 크게 나타나 부녀회를 심으로 주민참여를 

증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둘째, 공식조직

인 입주자 표회의는 주민조직 사이에서 매개자

로 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 주민참여증진을 

해 입주자 표회의의 역할과 책임의 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주민들은 참여증진을 해 

등 집단을 이루고 있는 부녀회 는 동호회 등 

자생조직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넷

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증진과 공공성

을 강화를 한 조정자 역할수행이 필요하다. 다

섯째, 결국 공동주택 아 트 공동체 주민참여는 

참여유형이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로 나

타나 공동체 참여증진은 주민들의 자발  참여

가 아주 요하다고 단한다.

본 연구는 사회연결망분석 결과를 토 로 

주민조직의 권력구조인 주민참여와 향력 계

를 규명하 다는 , 부녀회나 입주자 표회의

와 같은 향력 있는 주민조직을 심으로 참여

증진 방향을 논의하 다는 에서 연구가치가 

있다고 본다. 다만, 서울특별시 아 트 거주주민

들만을 상으로 실증분석하 으나, Social 

Mix 단지에 하여는 별도로 분석하여 규명하지 

않은 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39) 김승욱, “공동주택 표회의 선거의 문제 과 개선방안 - 선거의 원칙을 심으로 -,”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4, 제58집, p.315.

40) 배장오· 일, “임 아 트 거주자의 주거만족에 한 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제59집, 2014, p.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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