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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하고 있는 사회자본과 공유경제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을 

매개하여 체 인 사회  편익을 보다 효율 으로 도모하기 한 공공도서 의 사회  역할을 설문조사를 

통해 고찰하 다. 상 분석과 계  다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사회자본과 공유경제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사회  상이며, 공공도서 은 사회자본의 형성  공유경제에 한 참여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과 공유경제를 매개하는 공공도서 의 역할 측면에서는, 공공도서 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로그램들이 사회자본과 공유경제를 매개하는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capital and sharing economy, which are 

the new paradigm in the development of the entire society. In addition, it identified the social 

roles of a public library as a mediator that promotes the social benefit by conducting a survey 

questionnaire. A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ocial capital and sharing economy are the co-related societal 

phenomenon, and public libraries positively effect on the construction of social capital and the 

participation in sharing econom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oles of a public library as a 

mediator between social capital and sharing economy, it was identified that various programs 

provided by public libraries positively effect on mediating social capital and sharing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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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보 네트워크의 속한 발 이 가져온 사회

의 변화는 역설 으로 정보환경의 심축이 이

의 정보기술 심에서 사람으로 다시 회귀하

는 상을 이끌어 내고 있다. 기존의 정보 네트

워크가 가져온 정보 활용의 방식이 정보를 입

수하는 정보 심 인 환경에서 정보를 소유하

고 있는 사람 심의 휴먼 네트워크로 진화하

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보 네트워크에 기반한 

커뮤니 이션의 효율성 확 는 사람들 사이의 

계 확장에도 크게 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를 통해 정보의 교류가 보다 활성화되고, 사람

들 사이의 신뢰 형성이 확 되는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사회  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

순히 정보의 입수  활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사회자본의 형성을 포함한 사람들의 사회  

활동에도 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두된 새로운 경제 시스

템의 하나로 공유경제를 들 수 있다. 공유경제

는 통 인 경제 시스템과는 달리 사람들 사

이의 연계  상호 신뢰를 통해 잉여 자원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경제  이득뿐만 

아니라 환경의 지속 가능성 확보 등 사회  편

익에까지 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 상의 공통 은 사람들 사이의 계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 사이의 계

를 통해서 정보가 달되고 공유되며, 이는 다

시 유무형의 자원이나 재화를 상호 이용하고 

공유하는 환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환

경의 기반이 되는 사람들 사이의 계가 형성

되기 해 용되는 것이 소셜 네트워크, 정보 

네트워크이며, 이는 사람들 사이의 연결을 

한 휴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재의 정보 네트워크 활용과 공유경제를 형

성하는 요인들은 사회자본의 형성 요인과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사회자본과 공유경제는 

모두 사람들 사이의 계에 기반을 두고 있으

며, 사람들 사이의 신뢰, 사회  편익에 한 고

려라는 동일한 근본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사

회자본과 공유경제 사이의 공통 이나 이들 사

이의 상 계가 규명된다면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 커뮤니티의 발 뿐만 아니라 사회  

편익을 한 보다 효율 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공유경제와 사회자본은 상으로 하

는 자원이 다르고, 경제 시스템과 사회 시스템

이라는 극명하게 다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사

회 상이다. 따라서 이들 사이의 상 계와 

상호작용을 직 으로 연계시키는데는 많은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통 으로 정보의 허 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온 

공공도서 을 매개로 한 사회자본과 공유경제

의 상호 연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한 재의 

공공도서 은 정보  기 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센터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  기 으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

도서 은 사회자본의 형성과 공유경제를 지원

하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기 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공공도서 을 매개로 사회

자본과 공유경제를 연결시키는 것은 보다 실효

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동일한 근본  개념과 기반

을 지니고 있는 공유경제와 사회자본을 연계

시킬 수 있는 매개 인 기 으로서의 공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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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 역할을 고찰하고, 이를 해 공공도서

이 수행해야 하는 향후의 역할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2.1 사회자본

사회자본의 개념은 Granovetter, Bourdieu, 

Coleman 등에 의해서 발   정립되었으며, 

재 인  자원, 물  자원 등과 함께 사회를 

유지하고 이끌어 가는 하나의 원동력으로 인식

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자본은 여러 가지 측면

이 고려되어야 하는 복합 인 개념으로 진화해 

왔으며(심홍진, 황유선 2010, 332), 따라서 사

회자본의 개념을 한 마디로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에 여러 분야에서는 각 

분야의 특성에 맞게 사회자본의 개념을 용해 

왔으며, 이들 다양한 에서 바라본 사회자

본의 정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ourdieu(1986)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형

성된 사회  네트워크  커뮤니티의 구축을 

통해서 개인 혹은 집단이 획득할 수 있는 잠재

 자원의 총합으로 사회자본을 정의하고 있다. 

즉, 사회자본은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형성되는 

다양한 계를 지속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무형의 사회 인 자본이며(최윤정 2008), 한 

개인이 특정 커뮤니티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얻

을 수 있는 공동의 이익으로 설명할 수 있다(윤

미선, 이종  2012, 17-19).

이와 유사하게, Coleman(1988)은 사회자본

을 사람들 사이의 인  네트워크 속에 내재된 

유무형의 자원의 집합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에 따르면, 사회자본은 사람들 사이의 네트워

크 속에 내재된 무형의 자본이며, 다른 사람들

과의 계를 통해서 계속 으로 변화하는 유동

인 자본인 것이다. Paxton(2002) 한 사회

자본을 사람들 사이의 상호 교류를 통해 형성

되며 공동의 이익 추구를 한 사회  행동이 

필요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사회 인 자본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 인 차원에서의 논의와는 달리, 

Putnam은 사회자본을 사회 체 인 수 에

서 거시 으로 설명하고 있다. Putnam(1995)

은 사회  네트워크, 규범, 신뢰, 호혜성 등을 

통해 사회자본이 형성된다고 주장하 으며, 한 

사회의 사회자본은 그 사회가 지니고 있는 문

제를 해결하고 사회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데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 

이외에도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요인들에 

해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이 가운데 Chung, Shim and Choi(2006)

는 사회자본의 형성 요인으로 사회  교환, 보

상, 력, 경쟁 등 사회  참여의 특성을 제시하

다. 반면 Park(2002)은 사회  규범, 사람들 

사이의 상호 신뢰, 력, 정보 공유, 호혜  활

동 등을 사회자본 형성 요인으로 제시하 다. 

이외에도 Putnam(2000)은 사회자본의 형성 

요인을 사회  호혜, 사회  참여, 사회  계 

형성 등으로 들고 있으며, Ellison, Steinfield 

and Lampe(2007)은 신뢰, 사회  호혜에 기반

한 자기만족, 사회  규범, 사회  네트워크, 사

회  구조를 사회자본 형성요인으로 들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자본이 지니고 있는 함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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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 측면

에서 살펴볼 수 있으나, 공통 으로 사회자본

은 인  자원, 물  자원과는 달리 사회구성원

들 사이의 네트워크에 기반하고 있는 무형의 

자원이며, 사회의 잠재 인 자본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이승민 2018). 한 사회자본은 개

인 인 수 이 아닌 사회  수 에서의 자산으

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람들 사이의 상호 이익

을 가져올 수 있는 사회  력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에서 다른 자본들과 차이를 보

이고 있다(Bourdieu 1986; Putnam 2000). 이외

에도 사회자본은 사람들의 사회  활동에의 참여

를 유도하는 등 사람들 사이의 사회  계를 형

성하기도 한다(Coleman 1988; Field 2003). 이

러한 측면에서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되

는 사회  계 자체가 하나의 요한 자본이 

될 수 있으며, 사회  계 속에 무형의 자본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Burt 1997; Lin 1999; 

Ju 2016; Alder and Kwon 2000).

2.2 공유경제

재 공유경제는 통 인 경제 시스템을 보

완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속하게 확

장되고 있다. 공유경제는 기존의 경제 시스템

과 상반되거나 기존의 경제 시스템을 체하는 

개념은 아니며, 기존의 경제 시스템과 공존하

면서 사람들의 요구, 사회  요구를 충족시키

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공유경제의 개념은 2000년  반부터 새로

운 유형의 사업모델로 두되었으며, 이후 2008

년  세계에 걸쳐 발생한 경제 기는 공유경

제의 활성화를 진하는 시발 이 되었다. 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과 소셜 네트워크의 발달

은 온라인 랫폼을 통한 상품과 서비스의 공

유를 활성화하 으며(Cusumano 2015), 개인 

사이의 거래  력  소비를 한 환경을 조

성하여 다양한 유형의 공유경제에 참여할 수 있

는 기회를 확 시키게 되었다(Hamari, Sjöklint 

and Ukkonen 2016).

공유경제의 개념은 1984년에 처음으로 등장하

는데, Harvard University의 Martin Wietzman 

교수는 자신의 서인 <The Share Economy>

에서 공유경제의 개념을 처음으로 언 하 다

(Wietzman 1984). 하지만 당시의 공유경제의 

개념은 수익을 공유하는 체계로 이해되었으며, 

재 통용되는 공유경제의 개념과는 상당한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이후 2001년, Jeremy Rifkin은 <The Age of 

Access>에서 재의 공유경제와 유사한 개념

을 주창하 다. 즉, 소유가 아닌 근이 경제활

동의 심이 되는 시 가 도래할 것을 주장하

면서, 재화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도 모든 재화

에 근함으로써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개념을 언 하 다(Rifkin 2001).

이러한 창기의 공유경제의 개념은 2008년 

Harvard University의 Lawrence Lessig 교수

에 의해 재의 공유경제 개념으로 정립되었다. 

Lessig(2008)은 공유경제라는 용어를 학술

인 측면에서 처음으로 사용하 는데, 사람들이 

가격이나 재화에 기반을 둔 교환을 하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목 으로 교환을 하는 것

으로 공유경제를 설명하 다. 한 유형의 재화

뿐만 아니라 지식과 정보, 경험, 기술 등과 같은 

무형의 자원을 정보통신기술, 소셜 네트워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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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공유하는 새로운 유형의 경제활동으로

도 공유경제를 설명하고 있다.

창기의 공유경제 시스템은 각 개인이 고 

시장이나 개인 사이의 연결을 통해서 자신이 

소유한 재화를 매 혹은 교환하는 방식이었으

며, 이윤을 창출하기보다는 잉여 자원을 재활

용하기 한 목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

이었다. 하지만 재의 공유경제는 인터넷 네

트워크를 기반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특히 ICT 

기술의 발 , 스마트기기의 화, 소셜 네트

워크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웹 커뮤니티의 

범 한 확장 등으로 인해 하나의 규모 인 

경제의 축으로 인식되고 있다(Sung, Kim and 

Lee 2018, 2).

하지만 공유경제가 기존의 경제 시스템과 다

른 은 공유경제는 사회  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공유경제를 형성

하는 요인들 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Botsman and Rogers(2010)은 사람들이 자

주 이용하지 않는 공간이나 기술 등과 같은 자

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경제모델

로 공유경제를 설명하고 있으며, Böcker and 

Meelen(2017)은 경제 , 사회 , 환경  요인

들이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

하 다.

이외에도 공유경제를 형성하는 실제 인 요

인들을 제시한 연구 한 수행되어 왔다. 

공유경제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에 크게 의존

하고 있으며, 소셜 네트워크  ICT에 기반한 

사회  신뢰는 사람들 사이의 커뮤니 이션  

연결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효율 인 방식으로 

형성될 수 있다. 한 네트워크 기반에서는 사

람들 사이의 연결의 범 가 보다 확장될 수 있

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의 네트워크에 기반한 공

유경제의 활성화가 더욱 효율 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회  계는 공유경제의 반 인 

가치를 높여  수 있는 기반이 된다(Bellotti et 

al. 2015).

사회  신뢰 이외에도, 소비에 한 사람들의 

태도 변화 역시 공유경제를 형성하는 주된 요인

으로 인식되고 있다(Gansky 2010, 164). 보다 

구체 으로, Hamari, Sjṏklint and Ukkonen 

(2015)은 력  소비에 한 태도  사용 의

도 측면에서 환경의 지속가능성, 즐거움, 평 , 

경제  혜택의 네 가지 요인을 개념화하고 이

를 공유경제의 동기요인으로 제안하 다.

이와는 다소 다르게, Lamberton and Rose 

(2012)는 공유에 있어서의 경제  이익이 공유

경제에 참여하는 핵심 인 결정요인이라고 주

장하면서, 비용의 감이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요한 요인임을 확인하 다. 

Ikkala and Lampinen(2015) 한 이윤을 창

출하는 것을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주된 요인으

로 언 하 으며, 이외에도 신뢰에 기반한 사

회 인 계라는 측면은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다른 핵심 요인이라고 주장하 다.

이와 함께, 정보 네트워크를 공유경제 활성화

의 요인으로 언 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정보 

네트워크는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를 보다 효율

으로 연결시켜  수 있는 도구이며(Wang, 

Hsu and Fang 2005),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사

람들이 정보 네트워크에 해 갖는 태도가 공

유경제를 이용한 소비의 의도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역시 공유경제의 주요한 요인으로 

언 되고 있다(Davis 1993).

이와 같이 공유경제를 형성하는 요인들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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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측면에서 제시되어 왔지만, 이들 요인들

은 독립 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복

합 으로 연계되어서 공유경제라는 사회  

상을 일으키고 있다. 한 공유경제는 기존의 

통 인 경제 시스템과는 달리 유형의 자원뿐

만 아니라 정보, 기술, 경험 등과 같은 무형의 

자원을 상으로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와 이용자 사이의 연결이 

필수 이며, 이들 사이의 사회  계에 기반

한 신뢰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2.3 사회자본과 공유경제

사회자본은 개인 인 차원이 아닌 사회  차

원에서 이루어지는 무형의 자본으로, 사람들 사

이의 사회  계, 사회  신뢰, 사회  참여를 

통해 상호호혜, 사회  편익을 이루어 가는 사

회 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공유경제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  네트워크,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각 개인이 소유한 유무형의 재화를 공유함으로

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환경의 유

지 등과 같은 사회  편익을 가져오는 경제 시

스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공유경제와 

사회자본은 많은 측면들을 공유하고 있으며, 정

보 네트워크, 휴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회를 

진화시켜 가는데 있어서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사회자본과 공유경

제는 모두 한 개인이 독립 으로 소유할 수 있

는 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들과의 계, 기 에

의 참여를 통해서 형성할 수 있는 사회  차원

에서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유경제와 사회자본은 많은 부분

에서 공통 인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각

각을 형성하고 활성화하고 있는 요인들도 공통

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공유경제의 사회

 측면은 사회자본의 형성에도 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람들 사이의 계를 통해 형성되는 

사회자본은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Ju 2016). 

이와 함께, 사회자본은 특정 커뮤니티 내에서의 

사회  신뢰와 사회  가치를 확 한다는 에

서 공유경제를 이루어가는 이론 인 기반 혹은 

근본 인 사회  자본으로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자본과 공유경제는 독립 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개

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사회자본의 형성과 

공유경제의 상 성을 확인하는 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자본은 무

형의 사회  자본이며 공유경제는 경제  자원

이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상 성을 직 으

로 분석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이에 사회자본과 공유경제의 핵심 요인들을 공

유하고 있는 공공도서 을 기 으로 공공도서

의 이용이 사회자본의 형성과 공유경제의 이

용에 어떤 매개 인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확인

하고자 한다.

통 으로 공공도서 은 정보의 허 로서 

커뮤니티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커뮤

니티 구성원들이 이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과 

자원을 제공해 주는 정보  기 으로서의 역할

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공공도서 이 커뮤니

티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 으로 진화

하면서, 공공도서 은 정보 네트워크, 휴먼 네

트워크를 형성하는 사회  역할을 수행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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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따라서 공공도서 은 공유경제의 활성화 

 사회자본의 형성과 한 계를 맺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사회자본과 공유경제를 

실질 으로 연계하고 이들 사이의 연계를 통해 

사회의 진화를 지원하기 해서는 공공도서

의 사회 , 정보  기능이 요한 한 축을 담

당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을 형성

하고 공유경제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이들의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매개하는데 있어서 공

공도서 의 역할을 실증 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변수 설정  설문항목 구성

사회자본과 공유경제의 사회  기능을 상호 

연계하는 매개체로서의 공공도서 의 역할을 

실증 으로 검증하기 해, 이 연구에서는 공

공도서  이용자들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수행하 다. 이를 통해 공공도서 이 사회자본

과 공유경제를 매개하는 기 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어떤 방식으로 

진화해야 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해 사회자본의 형성  공유경제 참

여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출하고 이를 

분석을 한 변수로 설정하 다. 변수의 설정

을 해서는 사회자본의 요인들에 한 이 의 

연구(Coleman 1988; Putnam 1995; Park 2002; 

Ellison, Steinfield and Lampe 2007; Alder 

and Kwon 2000)에서 공통 으로 언 하고 있

는 요인들을 사회자본 형성의 핵심요인들로 설

정하 으며, 공유경제 측면에서는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개인 , 사회  동기요인(Botsman and 

Rogers 2010; Böcker and Meelen 2017; Bellotti 

et al. 2015; Gansky 2010; amari, Sjṏklint 

and Ukkonen 2015; Lamberon and Rose 2012)

들을 공유경제의 핵심요인들로 추출하 다.

설정된 변수를 기반으로 구조화된 설문항목

을 구성하 으며, 이는 총 4개 카테고리로 구성

된다. 첫째, 연령, 성별, 가계수입, 학력수  등 

인구통계  항목을 통해 설문 참여자에 한 

일반사항을 분석하 다. 둘째, 사회자본을 형성

하는데 있어서의 핵심 인 요인들이 각 개인의 

사회자본 형성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확인

하는 항목을 구성하 다. 셋째, 사람들이 공유

경제에 참여하거나 공유경제 서비스를 이용하

는데 있어서의 핵심 인 요인들을 확인하는 항

목을 구성하 다. 넷째, 공공도서 의 이용과 

련해서는 사회자본과 공유경제 측면에서 공

공도서 을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요인  이용 

행태를 심으로 하 으며, 여기에는 공공도서

 자료의 출, 공공도서 에 제공하는 로

그램에의 참여, 공공도서 의 시설이나 설비 

이용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공공도서 의 

이용 방식 역시 공공도서 의 이용에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공도서 을 이용하는 

주된 방식과 공공도서 에 한 신뢰도를 추가

으로 구성하 다.

3.2 데이터 수집

사회자본과 공유경제를 매개하는 기 으로

서의 공공도서 의 역할을 확인하기 해 공공

도서  이용자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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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설문조사는 2019년 6월 3일부터 6월 11

일까지 1주간에 걸쳐서 온라인  오 라인을 

통해 진행하 으며, 배포한 총 299부의 설문지 

가운데 불성실하게 작성된 2부를 제외한 297부

를 상으로 분석을 수행하 다.

수집된 데이터는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SPSS) 23.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데이터의 분석에는 상

분석(Pearson’s correlation)과 계  다 회귀

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방법을 용하 다.

인구통계  특성을 포함한 총 20개의 설문문항

에 한 내 신뢰도를 확인하기 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측정하 다. 측정 결과, 체 설

문문항에 한 내  신뢰도는 .826으로, 통계  

분석을 한 내  신뢰도가 충족된 것으로 나

타났다(<표 1> 참조).

4. 분석 결과

4.1 인구통계  특성

설문 참여자의 인구통계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 총 297명  성별은 남자 125명

(42.1%), 여자 172명(57.9%)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력수 은 학사학  소지자가 127

명(42.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표 2> 참조).

4.2 사회자본의 형성과 공공도서  사이의 

상 계

사회자본은 사람들 사이의 사회  네트워크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사회  참여 등을 기

반으로 형성된다. 특히 사회자본의 형성에 있

구분 변수 문항 수 Cronbach's α

사회자본

오 라인 커뮤니티 참여

4 .718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

사회  신뢰

사회 호혜

공유경제

공유경제 이용경험

6 .641

경제  이익

공유경제 신뢰

개인  만족감

기 -개인선호도

사회  편익

공공도서  이용

도서  방문 빈도

6 .732

온라인-오 라인 선호도

자료 출 빈도

로그램 참여 빈도

도서  설비 이용

도서  공유서비스 이용

<표 1> 수집된 데이터의 내  신뢰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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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빈도(명) 비율(%)

남 125 42.1

여 172 57.9

Total 297 100.0

연령 빈도(명) 비율(%)

20-29 93 31.3

30-39 96 32.3

40-49 88 29.6

50-59 13 4.4

60  이상 7 2.4

Total 297 100.0

가계 수입 빈도(명) 비율(%)

2천만원 미만 33 11.1

2천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61 20.6

4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 84 28.4

6천만원 이상 - 8천만원 미만 58 19.6

8천만원 이상 60 20.3

Total 296 100.0

학력수 빈도(명) 비율(%)

고졸 43 14.5

문 학졸 23 7.7

학재학 83 27.9

학사 127 42.8

석사 16 5.4

박사 5 1.7

Total 297 100.0

<표 2> 설문참여자의 인구통계  특성

어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정보  이

를 통한 사회  네트워크의 형성이 추 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자본의 형

성 요인은 공공도서 이 오랜 기간에 걸쳐 수

행해 온 사회 , 정보  역할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정보환경의 진화  휴먼 네트워크의 요성

이 증 함과 동시에 재 공공도서 은 커뮤니

티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공공도서 의 패러다임 변화는 

사람들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기 으로서의 범주를 뛰어넘어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사회  기 으로서의 역할까지 담당

하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다(이승민 2018). 특

히 재의 공공도서 은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로그램을 운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커뮤니

티 구성원들 사이의 사회  계 확장  사회

의 편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

다. 따라서 재의 공공도서 은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핵심 인 기  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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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자본의 형성과 공공도

서  이용 사이의 상 계를 분석하 으며, 분

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자본을 형

성하는 부분의 요인들은 공공도서 의 이용 

요인과 유의미한 상 계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오 라인과 온라인에서의 커뮤니티 참

여는 공공도서 에서 제공하는 정보  자원에 

한 신뢰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미한 상

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공공도서 의 이용 

 공공도서 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로그램

이 단순히 개인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한 

활동이 아니라 커뮤니티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연 되어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으며, 공공도서 이 사람들의 커

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활성화시킨다는 

기존의 연구와도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다만, 공공도서 에서 제공하는 정보  자원

에 한 신뢰도와 커뮤니티 참여를 통한 사회

자본 형성 사이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고 있는데, 사회자본의 형성은 사람들 사이

의 사회  네트워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도서 의 통 인 기능인 정보의 제공 자

체로는 사회자본의 형성에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회자본의 형성 요인 가운데 사회  신뢰 

상 계

오 라인

커뮤니티 참여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
사회  신뢰 사회  호혜

도서

방문 빈도

Pearson 상 .219** .342** .243** .278**

유의확률 (양측) .000 .000 .000 .000

N 297 297 297 297

온라인-오 라인 

선호도

Pearson 상 .128* .143* .023 .006

유의확률 (양측) .027 .014 .692 .920

N 297 297 297 297

자료 출 빈도

Pearson 상 .312** .333** .278** .342**

유의확률 (양측) .000 .000 .000 .000

N 297 297 297 297

로그램

참여 빈도

Pearson 상 .495** .420** .273** .391**

유의확률 (양측) .000 .000 .000 .000

N 297 297 297 297

도서  설비 이용

Pearson 상 .329** .301** .268** .292**

유의확률 (양측) .000 .000 .000 .000

N 297 297 297 297

도서  공유서비스

Pearson 상 .140* .220** .208** .352**

유의확률 (양측) .016 .000 .000 .000

N 297 297 297 297

* p<0.05, ** p<0.01

<표 3> 사회자본의 형성과 공공도서  사이의 상 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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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호혜와 련해서는 공공도서 의 이

용 요인 부분과 유의미한 상 계를 보이고 

있다. 다만 공공도서 의 이용 방식 가운데 오

라인과 온라인 가운데 어느 방식을 선호하는

지는 사회자본의 형성과 유의미한 상 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즉, 사회자본의 형성과 련

해서는 공공도서 의 이용 방식보다는 공공도

서 의 이용  로그램에의 참여 자체를 통

한 사회  계의 형성이 보다 큰 상 성을 지

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3 공유경제 동기요인과 공공도서  이용 

사이의 상 계

공유경제는 사람들 사이에서 혹은 개인과 기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에 기반을 두

고 있으며, 이를 해서는 공유경제에 참여하

는 개체들 사이에 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한 유무형의 자원을 공유하고 교환하기 해서

는 개체들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는 것이 필수

이며, 이를 해서는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개체에 한 평 이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

는 도구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재의 공유

경제는 정보 네트워크  온라인 랫폼을 통

해서 이를 보다 효율 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환

경이 정착되어 있으나, 공유하는 유무형의 자

원에 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 한 필요한 사

항이다.

공공도서 에서는 개인 인 차원뿐만 아니

라 사회 인 차원에서 각 개인이나 기 이 필요

로 하는 신뢰성 있는 련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이와 함께 사람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

다. 따라서 공공도서 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활

동은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유무형

의 자원을 제공해 주는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수

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실제 으로 검증하

기 해 공유경제 동기요인과 공공도서  이용 

사이의 상 계를 분석하 으며,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제시한 분석 결과 가운데, 공공

도서 의 방문 빈도, 공공도서 에서 제공하는 

로그램에의 참여, 공공도서 에서 제공하는 

시설이나 설비의 이용, 공공도서 에서 제공하

는 공유서비스에의 참여는 공유경제의 동기요

인 모두와 유의미한 상 계를 보이고 있다.

반면, 공공도서 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출은 개인이 공유경제를 통해 얻는 경제  

이익과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공공도서 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커뮤

니티 구성원들과 공유함으로써 각 개인의 경제

인 이익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반 인 

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공공도서 의 역할

이 물리 인 소장자료의 출 심에서 정보의 

공유  사회  계의 형성을 지원하는 방향

으로 확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공유경제의 이용 방식 측면에서, 공공도서  

로그램에의 참여(r=.342, p<0.01)와 공공도서

에서 제공하는 시설  설비의 이용(r=.270, 

p<0.01)은 공유경제의 상  물  자원보다 

무형의 정보 공유와 유의미한 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공공도서 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로그램이 사람들 사이에서의 정보와 경험의 

공유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공공도서 의 설비를 이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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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계

공유경제

 이용 경험

경제

이익

공유경제

신뢰

개인

만족감

기 -개인 

선호도

사회

편익

도서

방문 빈도

Pearson 상 .299** .177** .207** .229** .031 .092

유의확률 (양측) .000 .002 .000 .000 .592 .115

N 297 297 297 297 296 297

오 라인-온라인

선호도

Pearson 상 .096 .054 .006  -.005 .137*  -.045

유의확률 (양측) .097 .351 .915 .930 .019 .436

N 297 297 297 297 296 297

자료 출 

빈도

Pearson 상 .337** .072 .190** .206** .049 .015

유의확률 (양측) .000 .214 .001 .000 .404 .797

N 297 297 297 297 296 297

로그램 

참여 빈도

Pearson 상 .330** .161** .318** .361** .094 .006

유의확률 (양측) .000 .006 .000 .000 .106 .914

N 297 297 297 297 296 297

도서  

설비 이용

Pearson 상 .333** .165** .295** .294** .029 .094

유의확률 (양측) .000 .004 .000 .000 .616 .106

N 297 297 297 297 296 297

도서

공유서비스

Pearson 상 .261** .155** .302** .292** .066 .269**

유의확률 (양측) .000 .008 .000 .000 .256 .000

N 297 297 297 297 296 297

* p<0.05, ** p<0.01

<표 4> 공유경제 동기요인과 공공도서  이용 사이의 상 계 분석

역시 개인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

보의 활용  이의 공유와 연 되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 공공도서  소장자료의 

출 역시 무형의 정보공유와 유의미한 상 계

를 보이고 있어(r=.180, p<0.01), 공공도서

의 이용은 물  자원의 공유보다는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무형의 정보와 지식, 경험의 공유

와 보다 연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공공도서 의 이용 요인들은 공유

경제에 한 태도  참여도와 상호간에 련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유경제가 가

져오는 사회  편익에 한 인식과는 유의미한 

상 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공공도서

에서 제공하는 공유서비스는 사회  편익에 

한 인식과 유의미한 상 계를 보이고 있어

(r=.269, p<0.01), 공공도서 이 각 개인의 정

보요구 충족뿐만 아니라 사회 인 차원에서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  기 으로 진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공공도서 의 이용은 공

유경제에 참여하는 부분의 동기요인들과 상

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공공도서 이 개

인 인 차원에서의 정보활동을 지원하는 것뿐

만 아니라 사회 인 차원에서의 역할 한 담

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커뮤니티센터로 

진화하는 공공도서 의 역할에 한 인식의 제

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공유경제의 

상이 되는 자원  무형의 지식과 정보에 



사회자본과 공유경제의 매개체로서의 공공도서 의 역할  133

한 공유는 공공도서 에서 제공하는 부분의 

서비스와 유의미한 계를 보이고 있어, 정보

 기 으로서의 공공도서 의 기능이 공유경

제와 연 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 의 통 인 정보기 으로서의 기

능이 공유경제의 활성화에 직 인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4 사회자본과 공유경제의 매개체로서의 

공공도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자본과 공유경

제는 많은 요인들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들 각

각은 상호 연계되어서 작용하는 사회  상이

라고 볼 수 있다. 한 공공도서 이 담당하는 

정보 , 사회  역할은 사회자본의 형성  공

유경제의 참여와 상 계를 보이고 있어, 공

공도서 이 사회자본의 형성과 공유경제를 연

계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공공도서 은 사회자본과 공유경

제 모두와 한 계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

들 상 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공공도서 이 사회자본과 공유경

제를 매개할 수 있는 실제 인 방안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공공도서 의 이용이 사회자본의 

형성과 공유경제에 미치는 향을 계  다

회귀분석으로 통해 단계 으로 확인하 다.

계  다 회귀분석에서는 사회자본의 형

성  공유경제와 유의미한 상 계를 나타낸 

공공도서  자료 출, 공공도서  로그램에

의 참여, 공공도서 의 시설과 설비 이용, 공공

도서 을 통한 공유를 상으로 하 다. 한 

사회자본의 형성을 Model I으로 설정하고 공

유경제 련 변수를 Model II에 추가 으로 투

입하여 분석하 다.

4.4.1 공공도서  자료 출과 사회자본  

공유경제 사이의 계  다 회귀분석

공공도서  자료의 출은 사회자본을 형성

하는 부분의 요인들과 유의미한 상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이는 사

회자본의 형성과 공공도서 에서 제공하는 정

보자원의 이용이 사회 구조 안에서의 유무형의 

자원을 상호 이용하고 이를 신뢰한다는 측면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 공유경제 

측면에서는 공공도서  소장 자료의 출이 개

인의 경제  이익  사회  편익과는 유의미

한 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공유경제의 신

뢰, 개인  만족감과는 유의미한 계를 보이

고 있다. 이는 공공도서  자료의 출이 개인

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는 측면에서 이루어지

는 것이며, 사회 인 차원에서의 활동으로 이

어지지는 않는다는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사회자본과 공유경제는 사람들 사이의 네트

워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련된 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공도

서 의 이용이 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공공

도서  자료의 출이 사회자본의 형성과 공유

경제의 참여 사이의 계에 어떤 향을 미치

고 있는지를 계  다 회귀분석을 통해 단계

으로 확인하 다.

<표 5>의 계  다 회귀분석 결과, Model 

I에서의 사회자본 형성은 모두 공공도서 의 

자료 출과 유의미한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I에 투입된 변수에 공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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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Model I Model II

B beta t B beta t

상수 .997 - 3.706 1.390 -    3.229

커뮤니티 참여 .176 .185  3.044**  .180  .189    2.897**

사회  신뢰 .216 .166  2.969**  .231  .178    3.069**

사회  호혜 .255 .218  3.654**  .242  .207    3.301**

경제  이익 -.057 -.042    -.721

공유경제 신뢰  .003  .002     .035

공유경제 만족감  .072  .050     .715

정보공유 서비스  .004  .004     .063

사회  편익 -.122 -.078   -1.378

F 21.765** 8.467**

R
2 .182 .190

R2 change .174 .168

* p<0.05, ** p<0.01

<표 5> 공공도서  자료 출과 사회자본  공유경제 사이의 계  다 회귀분석 결과

련 변수를 추가 으로 투입한 Model II에서

는 Model I에서의 유의미한 변수들이 모두 유

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

유경제 련 변수들이 모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의 상 계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에

서는 공유경제에 한 신뢰도와 개인 인 만족

감은 공공도서 의 자료 출과 유의미한 상

계를 보 으나, 사회자본과 공유경제를 형성

하는데 있어서의 매개 인 역할로서의 공공도

서  소장자료 출 이용은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공도서  소장 자료의 출이 개

인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는데 보다 을 두

는 정보활동이며, 따라서 사회  네트워크, 상

호 간의 신뢰에 기반한 사회  활동에 있어서

는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공공도서 의 활동이 소장자료의 

구축  이에 기반한 정보서비스의 제공이라는 

통 인 정보  기 으로부터 사회  네트워

크  커뮤니티의 형성이라는 커뮤니티 차원에

서의 사회  기 으로 인식의 패러다임의 진화

하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4.2 공공도서  로그램 참여와 사회자본  

공유경제 사이의 계  다 회귀분석

개인 인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소장자

료의 출 이용과는 달리, 공공도서  로그

램에의 참여는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니 이션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는 집단 인 차원에

서의 정보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련해

서 공공도서  로그램에의 참여는 사회자본

의 형성 요인 모두와 유의미한 상 계를 보

이고 있다. 공유경제 측면에서 보면, 사회  편

익에 한 인식을 제외한 부분의 공유경제 

동기요인과 공공도서  로그램에의 참여는 

유의미한 상 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계 형성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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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공유경제의 특성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

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공통 인 특성을 기반으로 사회자본

의 형성과 공유경제에 한 참여가 연계가 되기 

해서는 이들을 매개할 수 있는 공공도서  

로그램에의 참여가 실제 으로 어떤 향을 미

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계  다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 다(<표 6> 참조).

분석 결과, Model I에서의 커뮤니티 참여(t= 

4.721, p<0.01), 사회  신뢰(t=2.386, p<0.05), 

사회  호혜(t=4.102, p<0.01) 등은 모두 공공

도서 에서 제공하는 로그램의 참여와 유의

미한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I에 투입된 변수에 공유경제 련 변

수를 추가 으로 투입한 Model II에서는 Model 

I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던 변수 모두가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

유경제 련 변수 가운데에서는 공유경제를 통

해 얻는 만족감(t=2.471, p<0.05), 공유경제를 

통한 정보의 공유(t=2.375, p<0.05)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유

경제에 한 신뢰도  공유경제를 통한 경제

 이익은 공공도서 에서 제공하는 로그램

에의 참여에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공공도서 에서 제공하는 

로그램에의 참여는 사회자본의 형성을 한 

사회  신뢰, 사회  호혜에 한 인식을 이끌

어 내는 동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커

뮤니티에서의 활동에 참여를 이끌어 내어 사회

 네트워크를 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

고 있으며, 이는 결국 공유경제에 한 참여를 

이끌어 내는 매개 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만 공공도서  로그램에

의 참여 역시 개인의 정보 , 사회 , 문화  요

구를 충족시키는 측면이 반 되는 것이기 때문

에, 공공도서  로그램에의 참여 자체가 사

회  편익을 도모하는 것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변수
Model I Model II

B beta t B beta t

상수 .225 - .866  .182 -     .454

커뮤니티 참여 .264 .276  4.721**  .191  .199    3.285**

사회  신뢰 .168 .129 2.386*  .138  .106    1.968*

사회  호혜 .276 .235  4.102**  .206  .175    3.010**

경제  이익  .010  .007     .135

공유경제 신뢰  .082  .057     .900

공유경제 만족감  .233  .160    2.471*

정보공유 서비스  .129  .132    2.375*

사회  편익 -.230 -.147   -2.728*

F 31.311** 15.592**

R2 .243 .302

R2 change .235 .283

* p<0.05, ** p<0.01

<표 6> 공공도서  로그램 참여와 사회자본  공유경제 사이의 계  다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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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공공도서 이 사회자

본과 공유경제를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해서는 사회  호혜성을 가져올 수 있는 다양

한 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4.4.3 공공도서  설비 이용과 사회자본  

공유경제 사이의 계  다 회귀분석

공공도서 의 시설이나 설비 이용은 공공도

서 에서 제공하는 공유 개념을 명확하게 보여

주고 있는 사회  서비스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공공도서 의 설비 이용은 부분의 

사회자본 형성의 요인들  공유경제의 동기요

인들과 유의미한 상 계를 보이고 있다. 다

만 공유경제 측면에서 사회  편익에 한 인

식과는 유의미한 상 계를 보이지 않고 있는

데, 공공도서 의 이용 자체가 정보  활동에 

을 두고 있는 상황을 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공공도서 의 설비 이용이 사회자

본과 공유경제를 매개하는데 있어서 어떤 역할

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분석하 으며, 분석 결

과는 <표 7>과 같다.

분석 결과, 공공도서 의 설비 이용은 Model 

I의 사회자본 변수 가운데 사회  신뢰(t=2.997, 

p<0.05)  사회  호혜(t=2.848, p<0.05)에 

정 인 향으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II에서의 공유경제 동기요인 변수들과는 유의

미한 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

자본과 공유경제를 매개하는데 있어서 공공도

서 의 설비  시설의 이용은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에서 제시한 상 계 분석 결과에서

는 공공도서 의 설비 이용이 공유경제의 참여 

동기 요인과 상호 련성을 보 으나, 이는 공

공도서  설비 이용과 공유경제 사이에서의 상

호 향 계이며, 사회자본과 공유경제를 연계

하는데 있어서는 공공도서  설비 이용은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변수
Model I Model II

B beta t B beta t

상수 1.154 - 4.059  .560 -    1.252

커뮤니티 참여  .169 .170 2.752  .095  .096    1.460

사회  신뢰  .230 .171  2.997*  .180  .134    2.305**

사회  호혜  .210 .173  2.848*  .144  .119    1.883

경제  이익  .036  .026     .437

공유경제 신뢰  .138  .093    1.364

공유경제 만족감  .142  .095    1.350

정보공유 서비스  .105  .104    1.724

사회  편익 -.050 -.031    -.537

F 16.964** 8.119**

R2 .148 .184

R2 change .139 .161

* p<0.05, ** p<0.01

<표 7> 공공도서  설비 이용과 사회자본  공유경제 사이의 계  다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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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종합하면, 공유경제는 사회  편익과 

같은 거시 인 측면에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는 하지만, 공공도서 에서 이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는 사회자본의 형성  공유경제에의 참여

를 한 동기 요인 각각에 해서만 향을 미

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5. 결 론

사회자본과 공유경제는 모두 사람들 사이의 

상호 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들 계 속

에 내재하는 사회  신뢰, 사회  편익 등과 복

합 으로 연계되어 형성되는 사회  상이다. 

한 사회자본과 공유경제는 모두 사회  편익

을 도모하고 보다 나은 사회 , 경제  환경을 

구축한다는 에서 재의 사회가 고려해야 하

는 추 인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사회자본과 공유경제 사이의 연계는 사회 반

에 걸친 신뢰와 편익을 도모하는데 있어 보다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정보 , 사회  기 으로

서의 공공도서 이 사회자본의 형성과 공유경

제를 매개하는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 으로 분석하 다.

공공도서 과 사회자본 형성 측면에서는, 사

회자본을 형성하는 부분의 요인들이 공공도

서 의 이용 요인과 한 상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의 형성 요인 가운

데 사회  신뢰  사회  호혜와 련해서는 

공공도서 의 이용 요인 부분과 유의미한 상

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커뮤니티 참여

는 도서 에서 제공하는 정보  자원에 한 

신뢰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미한 상 계

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공공도서 의 이용  공

공도서 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로그램이 단

순히 개인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한 활동

이 아니라 커뮤니티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연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공공도서 의 통 인 기

능인 정보의 제공 자체는 사회자본의 형성과 

연 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공유경제의 측면에서 역시 공공도서 의 이

용이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부분의 동기요인들

과 상 계를 보이고 있다. 즉, 공공도서 이 

개인 인 차원에서의 정보활동을 지원하는 것뿐

만 아니라 사회 인 차원에서의 역할 한 담당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공유경제의 상

이 되는 자원  무형의 지식과 정보에 한 공

유는 공공도서 에서 제공하는 부분의 서비스

와 유의미한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사회자본과 

공유경제를 연계하는데 있어서 공공도서 의 

이용이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 다.

분석 결과, 공공도서  소장자료의 출 이

용은 사회자본과 공유경제를 매개하는데 있어

서는 큰 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며, 사회  네

트워크, 상호 간의 신뢰에 기반한 사회  활동

에 있어서도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결국 공공도서 의 활동이 소장자

료의 구축  이에 기반한 정보서비스의 제공

이라는 통 인 정보  기 으로부터 사회  

네트워크  커뮤니티의 형성이라는 커뮤니티 

차원에서의 사회  기 으로 인식의 패러다임

의 진화하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공도서 에서 제공하는 로그램에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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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사회자본의 형성을 한 사회  신뢰, 사

회  호혜에 한 인식을 이끌어 내는 동기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공유경제에 한 참

여를 이끌어 내는 매개 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공도서  로그램에

의 참여 역시 개인의 정보 , 사회 , 문화  요

구를 충족시키는 측면이 반 되는 것이기 때문

에, 공공도서  로그램에의 참여 자체가 사

회  편익을 도모하는 것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도서 의 시설  설비 이용은 사회자본

과 공유경제를 매개하는데 있어서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공공

도서 에서 이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는 사회자

본의 형성  공유경제에의 참여를 한 동기 

요인 각각에 해서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공공도서 이 사

회  편익을 도모하고 진화하는 사회 환경 속

에서 정보 , 사회  기 으로서의 기능을 수

행하기 해서는 공공도서 의 활동이 소장자

료의 구축  이에 기반한 정보서비스의 제공

이라는 통 인 정보  기 으로부터 사회  

네트워크  커뮤니티의 형성이라는 커뮤니티 

차원에서의 사회  기 으로 진화하는 것을 고

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 공공도서 이 사

회자본과 공유경제를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하

기 해서는 사회  호혜성을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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