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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 이 사회자본을 형성하는데 미치는 향  사회자본의 형성에 있어 수행하는 

역할 등을 공공도서  이용자들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 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공공도서

의 이용은 주로 개인 인 정보활동 수 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 인 수 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교류나 신뢰 형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공도서 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정보활동

이 다른 사람들과의 정보의 공유나 의견 교환으로 연결되면, 이는 공공도서 을 매개로 한 사회  계의 

형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 나타났으며, 도서  이용자들을 사회 인 차원에서의 호혜 인 활동으로 유도할 

수 있는 잠재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보면, 공공도서 은 사회구성원들의 정보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자본의 형성이라는 사회 인 책무를 고려한 사회  기 으로서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research in order to prove the influence of public libraries 

on the creation of social capital.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use of public libraries is generally 

focusing on information activities on a personal level and it is not extended to establish social 

relationships or form social trust between people on social level. If the personal information 

activities in public libraries are expanded to share information and opinions with other people, 

however, it can establish social relationships across people mediated by public libraries. It 

also has the possibilities to induce library users to participate reciprocal activities on social 

level. As a result, the information activities in public libraries on personal level can be extended 

to social levels mediated by public libraries, which can affect the creation of social capital. 

Based on these results, public libraries need to consider the social responsibilities on creating 

social capital as well as supporting information activities of members of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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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목

통 인 도서 의 개념이 사람들의 다양한 

정보활동을 지원하는 복합 인 기 으로 확

되면서, 도서 은 소장자료의 단순한 이용이 아

닌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사회  

기 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도서 의 기

능 확 는 사람들 사이의 계를 형성하고, 이

를 통해 사회 반 인 정보활용도를 높여주는 

역할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 도서 은 소장자

료 심이 아닌 사람 심의 기 이 되고 있으

며, 사람들 사이의 커뮤니 이션이 이루어지는 

정보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정보서비스는 도서 이 오랜 기간 동안 수행

해 온 근본 인 기능이기는 하지만, 재의 진

화하는 정보환경에서 단순한 정보의 제공  

활용만으로는 사람들의 삶의 수 이나 사회의 

반 인 지식수 을 높여주기는 어려운 상황

이 되었다. 휴먼 네트워크(human network)를 

통해 정보 활용의 범 가 확 되는 재의 정

보환경에서는 오히려 사람들 사이의 계가 이

러한 정보 인 기능을 보다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도 한다. 사람들 사이

의 계 형성이 정보의 활용에 보다 직 인 

향을 미치게 된다면, 도서 을 기반으로 한 

사람들 사이의 상호 신뢰 확보, 인  네트워크

의 형성 등은 단순한 인간 계의 차원을 넘어 

정보의 활용에도 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각 도서 에서는 기존의 정보서비스 제공 

이외에도 도서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다

양한 로그램을 운 함으로써, 소장자료 심

의 정보서비스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참여와 공

유에 기반한 정보서비스 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활용 방식의 변화로 인해, 도서

은 정보의 집 소라는 정 인 기 에서 사람

들이 모여들어서 정보활동을 수행하는 동 인 

기 으로의 진화가 요구되고 있다. 재의 도

서 , 특히 공공도서 은 이러한 변화에 응

하면서 커뮤니티 센터로의 환, 다양한 문화 

로그램의 개발 등을 모색해 왔으며, 공공의 

장소로 그리고 복합 인 문화공간으로 진화하

고 있다. 이러한 사람 심으로의 도서 의 기

능 변화는 도서 에서 형성된 인  네트워크가 

사회자본의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다고 볼 수 있다.

사회자본(social capital)은 사회 으로 형성

된 개인  계  커뮤니티의 구축을 통해 개

인 혹은 집단이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잠재  자

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Bourdieu 1983). 사회

자본은 일반 으로 사람들 사이의 상호 신뢰, 

사회 으로 형성된 인  네트워크, 사람들 사이

의 호혜성 등을 기반으로 형성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도서 은 커뮤니티 내에서의 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고 사람들 사이의 상호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사회자본을 창출하는 사회  기 으로서의 기

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도서 , 특히 공공도서 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개방된 사회 인 공간이며(Varheim 

2009), 도서 의 근본 인 가치는 사회구성원

들의 다양한 정보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발 에 기여하는 것이다(Aabø 2005; 

Public Agenda 2006). 이와 함께, 도서 은 사

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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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할 수 있는 재  기 으로서의 역할 

한 수행할 수 있다(장우권, 박성우 2012, 379). 

이는 도서 이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기 으로

서의 기본 인 요건을 충족시켜 온 것을 의미

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자본 형성에 있어서의 이러한 도서 의 

기능에도 불구하고, 도서  측면에서 사회자본

의 형성을 고찰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지는 않

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  기 으로

서의 도서 이 사회자본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의미있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을 실증해 

보고자 한다.

하지만, 도서 의 부분의 기능은 정보  

정보자원을 심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회

자본으로서의 도서 의 역할이나 기능 역시 정

보를 심으로 고찰하는 것이 도서 의 본질

인 측면을 반 한 것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

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보기 으로서의 

도서 , 특히 특정 집단이 아닌 모든 계층의 이

용자에게 개방된 공공도서 이 사회자본을 형

성하는데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어떤 방식

으로 사회자본을 형성하는지, 사회  기 으로

써 사회자본의 형성에 한 책임이 어떠한지 

등에 해 실증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경제학, 사회학, 문헌정보학 등의 분야에서

는 사회자본에 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히 

사람들 사이의 상호 신뢰, 사회  네트워크, 호

혜성 등을 심으로 다양한 사회기 들과 사회

자본을 연계시키는 연구가 지속 으로 수행되

고 있다. 하지만, 사회자본이 지닌 여러 가지 측

면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 과 사회자본 사이

의 계에 해서는 충분하게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

으로서의 도서 이 형성하는 사회자본에 해 

포 으로 논하고 있지만, 체 으로 보면 

도서 에서의 사회자본 형성과 련된 연구는 

사회자본의 이론을 도서 에 목하는 기 단

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자본 측면

에서 도서 과 련하여 재까지 수행된 일부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성우, 장우권(2009)은 Grootaert and 

Bastelaert(2001)가 제시한 ‘사회자본의 형태

와 범 ’에 한 구분을 응용하여 공공도서

에서의 사회자본의 형태와 범 를 구분하 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을 거시 -구조  측면

(공공도서 의 법률  정책), 거시 -인지  

측면(문화  거버 스), 미시 -구조  역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와 사회  통합을 이루는 

계망의 형성), 미시 -인지  역(개인 계

발 역)의 4가지 차원으로 정리하 다.

정재 , 장정호(2007)는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인 신뢰(trust), 사회 연결망(social network), 호

혜성(reciprocity)을 통해 공공도서 과 사회자

본 창출과의 계를 매커니즘으로 분석하 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도서 에서 이용자와 사서 

사이에 계  신뢰가 형성된다고 하 으며, 도

서 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제도  신뢰를 확보

하고 있다고 주장하 다. 사회 연결망 측면에서

는 공공도서 이 사람들 사이의 인  네트워크

를 형성하며, 커뮤니티의 다른 기 들과 력하

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

하는 것으로 분석하 다. 호혜성과 련해서는, 

공공도서 은 이용자의 이해 계를 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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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보상에 한 즉각성이 없다는 특성을 지니

고 있으며, 이러한 호혜성이 장기 으로 지속되

면 도서 과 이용자 사이에 상호 신뢰가 형성된

다고 언 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박성우(2014)는 사회자본 형

성의 주요 요소인 신뢰, 사회 연결망, 호혜성 사

이의 계를 공공도서  측면에서 실증하 다. 

이를 통해 공공도서 이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데 있어 정 인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 으며, 공공도서 이 사회자본을 창출

하는 제도  재기 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하

고 있다. 이 연구는 공공도서 이라는 환경 내

에서의 사회자본 형성의 양상을 확인한다는 의

의를 지니고 있지만, 공공도서 이 사회자본 

형성에 직 으로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실

증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분의 국내 연구에서는 사회

자본의 유형이나 도서 에서 형성되는 사회자

본의 양상을 확인하는데 을 두고 있다. 반

면, 국외의 연구는 부분 공공도서 을 심

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기반

으로서의 공공도서 의 향  역할에 을 

두는 방향으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Kranich(2001)는 공공도서 은 사회구성원

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이를 통해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오늘날의 공공도서

이 사회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이와 련하여, Hillenbrand(2005)

는 공공도서 의 역사  기원을 살펴보면서, 사

회자본 창출을 한 도서 의 사회  향과 잠

재성을 추 하 다.

Varheim(2007)은 사회자본을 형성하기 

한 도구 가운데 하나로 공공도서 을 언 하고 

있으며, 사회자본을 형성하는데 있어 공공도서

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구체 으로 언 하

고 있다. 즉, 공공도서 은 커뮤니티 구성원들

을 한 비공식 이고 개방된 장소로서의 기능

을 수행해야 하며, 일반 에 한 보편  서

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도서 은 이용자들이 자발 으로 사

회  모임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커뮤니티 활동에의 참여를 향상시켜야 한

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Gong, Japzon, and Chen 

(2008)은 공공도서 을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에 평등하게 근할 수 있도

록 해주고, 이를 통해 공공의 사회문제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민주 인 기 이

라고 주장하 다. 이를 뒷받침하기 해, 지역

사회의 사회자본이 공공도서 의 이용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하고 

있다. 분석 결과, 지역의 다양성과 지역 인 분

리가 사회자본을 형성하는데 있어 향을 미치

고 있으며, 보다 높은 수 에서의 교량  사회

자본이 형성된 지역에서는 공공도서 의 이용

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이와 같이, 사회자본과 련된 부분의 연

구는 공공도서 을 사회 인 모임의 장소  

사람들 사이의 사회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수행되어 왔으며, 도서

에서 사회자본이 나타나는 양상에 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사회자본의 형성에 

있어 도서 이 어떤 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한 연구 혹은 사회자본과 도서  사이의 실

제 인 련성에 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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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핵

심 인 구성요소를 심으로, 도서 이 사회자

본의 형성에 미치는 향  사회자본의 형성과 

도서  사이의 실제 인 련성을 공공도서 을 

심으로 실증 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2.1 사회자본의 의미

재 사회자본은 경제학, 사회학, 문헌정보

학 등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범 하게 

용되는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사회자본

에 한 개념  정의는 Granovetter, Bourdieu, 

Coleman으로부터 정립되었으며, Putnam 등

에 이르러 사회 반에 걸쳐 용될 수 있는 개

념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하지만, 사회자본

은 여러 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는 복합

인 개념이며(심홍진, 황유선 2010, 332), 따라

서 사회자본의 개념을 한 마디로 명확하게 설

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에 다양한 

에서 바라본 사회자본의 정의들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Bourdieu(1983)는 사회 반에 걸쳐 사회구

성원들 사이에 형성된 개인 인 연결망 혹은 

커뮤니티의 구축을 통해서 개인이나 집단이 얻

을 수 있는 실제  혹은 잠재  자원의 총합으

로 사회자본을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에

서 보면, 사회자본은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형

성되는 다양한 계를 지속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무형의 사회 인 자본이며(최윤정 2008), 

한 개인이 특정 커뮤니티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동의 이익으로 설명할 수 있다

(윤미선, 이종  2012, 17-19).

이와 유사하게, Coleman(1988)은 사회자본

을 사람들 사이의 인  네트워크 속에 내재된 

유형․무형의 자원의 집합으로 설명하고 있다. 

Coleman에 따르면, 사회자본은 개인이 아닌 개

인들 사이의 계 속에 내재된 자원이며, 물질

으로 독립된 자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계를 통해서 계속 으로 변화하는 유동 인 

자본인 것이다. Paxton(2002) 한 사회자본을 

사람들 사이의 상호 교류를 통해 형성되며 공

동의 이익 추구를 한 사회  행동이 필요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사회 인 자본으로 설명하

고 있다.

이와는 달리, Putnam(1993)은 사회자본을 

개인 인 수 보다는 사회 체 인 수 에서 

거시 으로 설명하고 있다. Putnam은 사회  

네트워크, 규범, 신뢰, 호혜성 등을 통해 사회자

본이 형성된다고 주장하 으며, 사회 반에 걸

쳐 개인이나 집단이 얻을 수 있는 공동의 이익으로 

사회자본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 사회의 

사회자본은 그 사회가 지니고 있는 문제를 해결

하고 사회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데 향을 미친

다고 언 하 다. 특히, Putnam(2002)은 사회자

본을 교량  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

과 결속  사회자본(bonding social capital)으

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는 Granovetter의 

사회자본 분석(Granovetter 1973)으로부터 시

작된 것으로, 사람들 사이의 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자본의 형성에 있어 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교량  사회자본은 Granovetter의 약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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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응되는 것으로, 개인들 사이의 

계는 강하지 않지만 포 인 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자원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한다. 반면, 결

속  사회자본은 Granovetter의 강한 유

계를 반 하는 것으로, 가족이나 친구 등과 같

이 정서 으로 하게 련된 사람들 사이에

서 형성된다. 이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범 는 

넓지 않지만, 상호 교환이 지속 으로 이루어

지며 강한 정서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심홍진, 황유선 2010; Hoffmann, Hoelscher, 

and Sherif 2005).

이러한 을 종합해 보면, 사회자본은 한 

개인이 개별 으로 소유할 수 있는 자본이 아

니라 개인들 사이의 계를 통해서 형성되고

(Lin 2001, 21; Putnam 2000),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계 속에 내재하는 무형의 자본이며, 다

른 사회구성원들과 공동으로 생성하고 공유하는 

형태의 자본으로 설명할 수 있다(박성우 2014; 

Alder and Kwon 2000). 이를 구체 으로 살

펴보면, 사회자본은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 개

인들 는 특정 집단들과 연결되어 있고, 이들 

사이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호혜  교환이 

이루어질 때 유형․무형의 이득이 생긴다는 개

념이다(박성우, 장우권 2009). 따라서, 사회  

계 자체가 하나의 요한 자본이 될 수 있거

나 혹은 사회  계 속에 자본이 함축되어 있

다는 것이다(Burt 1997; Lin 2001).

이와 같이, 사회자본의 개념이나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요인들은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회자본에 한 근 역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재까지의 여

러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해 다양하게 언 하고 있는데, 이들을 종합

으로 살펴보면 신뢰, 규범, 사회  네트워크, 

의무감, 호혜성, 믿음, 참여 등을 들 수 있다. 이

들 가운데 일반 으로 용되고 있는 요소로는 

호혜성, 신뢰, 사회  네트워크를 들 수 있다.

2.2 도서 과 사회자본

도서 의 유형과 형태는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진화해 왔지만, 사회  기 으

로써의 도서 이 지니고 있는 가치는 변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보환경의 진화와 함께 도

서 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더 커지고 있다. 이

러한 도서 의 역할 확 는 여러 가지 측면에

서 살펴볼 수 있지만, 공통 으로 도서 이 

담고 있는 무형의 지식 자산은 사회  자산인 

공공재로서, 사회의 반 인 발 에 추가 되

는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Debono 

2002, 80).

사회자본 측면에서의 도서 , 특히 공공도서

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개방된 보편 이

고 평등한 기 이며, 사람들 사이의 다양한 

계가 형성될 수 있는 사회  기 이다(Varheim 

2009, 374). 한, 공공도서 의 존재 가치는 

도서 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서비스, 문화 

로그램 등을 매개로 구성원들 사이에 형성되는 

지  자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  

자본의 창출에는 구성원 사이의 상호 신뢰, 호

혜성, 사회  네트워크로 정의되는 사회자본의 

형성이 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Kranich 2001). 

따라서, 공공도서 은 사회자본의 형성과 

하게 련되어 있으며, 이를 한 다양한 기능

을 수행하고 있다(장우권, 박성우 2012,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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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공공도서 은 이

용자, 사서 등과 같은 인  자본이 소장자료 등

의 물  자본을 이용해 운 되는 기 이며, 사

서와 이용자와의 상호 계를 통해 사회  신뢰

를 형성하게 된다. 이는 도서  내의 신뢰 형성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크게는 사회 체의 신뢰 

형성으로 확 될 수 있으며, 결국 사회 반에 

걸친 사회자본의 형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공공도서  내에서 사회  교류를 통해 형성

된 신뢰 계는 다양한 개인이나 단체들 사이

의 계 한 강화할 수 있다. 특히, 공공도서

이 운 하는 다양한 정보  로그램은 이에 

자발 으로 참여하는 각 개인들로 하여  스스

로 사회  계를 형성하고 상호 교류할 수 있

는 장을 마련해 다(박성우 2014). 공공도서

은 이러한 활동들을 지원함으로써 사람들 사

이의 상호작용을 형성해 주며, 이를 통해 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 다. 이는 

공공도서 이 약한 유 계와 강한 유 계

를 포 하는 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으로써 각 개인의 사회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호혜성의 측면에서 보면, 도서 은 이용자 지

향 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이다. 특히, 공공

도서 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평등하게 참여

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  문화 로그램을 제

공함으로써 사람들의 반 인 정보활동을 지

원해 다. 이러한 에서 보면, 도서 은 소

장하고 있는 정보를 매개로 한 다양한 로그램

을 운 함으로써 이용자 개인뿐만 아니라 커뮤

니티 체 차원에서의 공동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도서 의 정보 ․사회  활동은 

이에 한 어떠한 보상도 요구하지 않는 것이며, 

한 도서  로그램을 매개로 한 사회 사에

의 참여 등 사회 체 인 수 에서의 호혜 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자본의 형성과 공공도서 의 

사회  향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

며(Goulding 2004), 공공도서 은 사회자본의 

형성과 한 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

만, 이러한 련성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 이 

사회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아

직 충분하게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 을 통해 형성되는 

상호 신뢰, 사회  네트워크, 공공도서 이 제

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생성되는 사회  호혜성

을 심으로 공공도서 이 사회자본의 형성에 

어떤 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 으로 분석

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 ․정보  기

으로서의 공공도서 이 사회자본을 형성하

는데 있어 수행하는 역할과 함의에 해 살펴

보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데이터 수집

공공도서 이 사회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서는 크게 사회자본 측면과 

도서  측면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자본 측면에서는 사회  네

트워크, 신뢰, 호혜성을 기 으로, 도서 과 이

용자, 이용자와 이용자 사이에 형성되는 인  

네트워크  상호 신뢰, 도서 을 통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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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사회 사 참여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도서

 측면에서는 크게 도서  이용도, 도서 에 

한 신뢰, 도서  이용 목  등을 심으로 사

회자본의 형성을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사회자본을 형성하는데 있어서의 이

러한 각각의 사항들은 독립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공도서 의 이용을 통해 연속

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공공도서 은 사회자본을 형성하

는데 있어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

는 공공도서 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자

본이 확충되는 것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사회자본과 공공도서  사이의 상호

계를 실증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

 이용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 다. 

설문항목은 공공도서  측면과 사회자본 측면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자본 측면은 다시 

사회  네트워크, 신뢰, 호혜성을 확인하는 항

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1> 참조).

3.2 분석 방법

설문 조사는 20 부터 50 까지의 공공도서

 이용자들을 상으로 한정하 다. 10 를 

제외한 이유는 입시 비 등의 이유로 10 의 

도서  이용이 도서  내에서의 자가학습 주

로 이루어진다고 단하 기 때문이다.

설문조사는 2016년 2월 2일부터 2월 24일까

지 약 3주간에 걸쳐 서울 지역을 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설문 상자 160명

에게 직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

다.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응답이 제 로 이

루어지지 않은 21부를 제외한 총 139부의 설문

지를 분석의 상으로 삼았다.

설문 분석을 해서는 SPSS 23.0 통계 로

그램을 이용하 으며, 기술통계 분석과 상 분

석,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데이터를 분석하 다.

수집된 데이터의 신뢰도 측정을 해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설문문항의 내 일 성 신

항목 구분 설문항목

일반사항

연령

성별

직업(정규직, 계약직, 무직)

도서  측면

도서  이용 빈도(도서  이용 빈도)

도서  이용 목 (도서  이용 목 )

사서와의 커뮤니 이션 정도(사서와의 커뮤니 이션)

도서  소장 정보자원의 활용 정도(도서  정보자원 활용)

사회자본 측면

신뢰
도서  구성원과의 다양한 정보  의견 교환(정보 공유)

도서 을 통한 구성원과의 신뢰 형성(구성원과의 신뢰 형성)

사회  네트워크
도서 을 통한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구성원과의 상호 교류)

도서  이용자와의 지속 인 만남(구성원과의 교류 지속)

호혜성
도서 을 통한 다양한 사회 사활동 참여(사회 사활동 참여)

도서 을 통한 다양한 커뮤니티 참여(커뮤니티 참여)

<표 1> 설문항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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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도를 분석하 다. 측정 결과, 분석 상 데이

터의 Cronbach’s α 값은 .649로 나타나, 본 연구

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내 일 성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단할 수 있다.

4. 분석 결과

4.1 인구통계  분석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  변인을 분석한 

결과, 성별은 남자 64명(46.0%)과 여자 75명

(54.0%)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의 연령

은 20  91명(65.5%), 30  24명(17.3%), 40  

19명(13.7%), 50  5명(3.6%)으로 나타났다. 

설문 상자의 직업은 공공도서  이용을 통한 

사회자본 형성을 분석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학 재학생, 정규직, 계약직, 무직으로 구분하

으며, 각각 92명(66.2%), 18명(12.9%), 22명

(15.8%), 7명(5.0%)으로 분석되었다(<표 2> 

참조).

4.2 공공도서  이용 분석

공공도서  이용 황 분석은 공공도서 의 

이용을 통한 사회자본 형성이라는 측면을 고려

하여 도서  이용 빈도, 도서  이용 목 , 도서

에 소장된 정보자원의 활용도, 사서와의 커

뮤니 이션 등을 기 으로 삼았으며,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용하여 분석을 수행하

다(<표 3> 참조).

도서  이용 빈도는 주간, 월간 단  기 의 

이용 빈도를 측정하는 방법 신, 설문응답자 

개인이 느끼는 도서  이용 빈도를 기 으로 조

사하 다. 이는 개인의 사회자본 형성이라는 측

면에서 볼 때, 일 인 이용 수치보다는 각 개

인이 스스로 인지하는 도서  이용 빈도가 개인

의 사회자본 형성에 보다 더 향을 미칠 것으로 

단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도서 을 자주 

이용한다고 느끼는 응답자는 총 40명(28.8%), 

자주 이용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응답자는 25명

(18.0%)으로 나타났다.

도서 에 소장되어 있는 정보자원의 활용도

구분 N 비율(%)

성별
남성 64 46.0

여성 75 54.0

연령

20 91 65.5

30 24 17.3

40 19 13.7

50  5  3.6

직업

학 재학생 92 66.2

정규직 18 12.9

계약직 22 15.8

무직  7  5.0

<표 2> 인구통계  분석 결과



38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7권 제2호 2016

공공도서  이용 빈도

구분 매우 그 다 그 다 보통이다 그 지 않다 매우 그 지 않다

N 1 39 74 21 4

비율(%) 0.7 28.1 53.2 15.1 2.9

공공도서  소장 정보자원 활용도

구분 매우 그 다 그 다 보통이다 그 지 않다 매우 그 지 않다

N 41 75 18 4 1

비율(%) 29.5 54.0 12.9 2.9 0.7

공공도서  이용 목

구분 도서  로그램 참여 ← → 정보 활용 목

N 14 16 25 58 26

비율(%) 10.1 11.5 18.0 41.7 18.7

사서와의 커뮤니 이션  신뢰 형성

구분 매우 그 다 그 다 보통이다 그 지 않다 매우 그 지 않다

N 35 58 34 10 2

비율(%) 25.2 41.7 24.5 7.2 1.4

<표 3> 공공도서  이용 황 분석

와 련한 항목에서는, 소장된 정보를 많이 활

용한다는 응답자가 총 116명(83.5%), 자주 활

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총 5명(3.6%)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살펴보면, 부분의 이용

자들은 도서 에 소장된 정보자원을 활용하고 

있으며, 공공도서  이용의 주된 목  한 정

보자원의 활용 는 도서 으로부터의 정보 입

수라고 단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도서 의 이용은 도서 이 소장

하고 있는 정보자원을 이용하기 한 목  이

외에도, 일반 을 해 제공하는 다양한 문

화 로그램 혹은 정보  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를 사회자본 측

면에서 보면, 공공도서 의 이용은 주로 개인

인 수 에서 이루어지는 도서  소장자료의 

이용과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가 발생하는 도서

 로그램에의 참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에 

공공도서 을 이용하는 주된 목 을 정보 인 

측면과 참여 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확인하 다. 

분석 결과, 도서  소장자료의 이용이 주된 목

이라고 응답한 이용자가 총 26명(18.7%)으로 나

타났으며, 도서  로그램 참여가 주된 목 인 

이용자는 총 14명(10.1%)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도 소장자료 이용의 목 으로 공공도서

을 이용하는 응답자가 총 84명(60.4%)으로 나

타나, 로그램의 참여 등 다른 사람들과의 교

류 목 으로 공공도서 을 이용하는 사람(30명, 

21.6%)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공공도서 의 이용은 

주로 도서 에 소장된 자료를 이용하는 개인

인 수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도서  소장자료의 이용에는 사

서의 활동이 개입되는 것이 일반 이며, 사서

와의 커뮤니 이션, 사서에 한 신뢰 등이 공

공도서 의 이용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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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  이용자들의 사서에 한 신뢰를 통

한 도서  신뢰도를 확인하 다. 이는 공공도서

의 구성원  하나인 사서와의 커뮤니 이션 

 상호작용을 통해 공공도서 에 한 이용자

들의 신뢰가 확보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한 

항목이며, 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

공도서  이용을 통해 이용자와 도서  상호간

에 신뢰가 형성되었는지에 해 35명(25.2%)

의 응답자가 사서와의 신뢰가 매우 높게 형성

되었다고 응답하 으며, 총 58명(41.7%)의 응

답자가 정 인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응답하

여, 체 으로 사서와의 커뮤니 이션을 통해 

공공도서 과 이용자 사이에는 정 인 신뢰

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재 

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의 정보활동을 수행하

기 해 공공도서 을 이용하고 있으며, 공공

도서 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로그램에의 참

여보다는 개인 인 수 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의 입수  활용에 집 하는 방식으로 공공도

서 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공공

도서 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서와의 커뮤니

이션을 통해 공공도서 에 한 신뢰를 형성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3 공공도서  이용을 통한 사회자본 분석

공공도서 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 주며, 커뮤니티 내

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한 개인 ․사회  교

류의 장을 제공해 다. 따라서, 공공도서 은 

사람들의 다양한 정보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회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해 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도서 의 

이용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자본을 사회  네트

워크, 신뢰, 호혜성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

하 다.

4.3.1 사회  네트워크

공공도서 은 사람들과의 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  공간이며, 이를 통해 개인 인 

계가 사회 인 계로 확장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도서 의 

이용이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  계를 형성

하는데 미치는 향을 확인하 다. 분석 결과, 

공공도서  이용을 통해 사람들과의 새로운 

계를 형성하고 교류를 하게 된다는 답변이 총 

67명(48.2%)으로 나타나, 공공도서 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계를 형성하고 이를 확장하

는데 있어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표 4> 참조).

하지만, 공공도서  로그램의 참여 혹은 

공공도서  이용 에 형성된 사회  계가 

지속 으로 유지되는지 여부에 해서는 정

인 답변이 총 27명(19.4%)으로 나타난 반면, 

매우 그 다 그 다 보통이다 그 지 않다 매우 그 지 않다

N 8 59 47 23 2

비율(%) 5.8 42.4 33.8 16.5 1.4

<표 4> 공공도서  이용을 통한 사람들과의 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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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인 답변은 총 93명(66.9%)으로 나타나, 

공공도서 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 인 교류

는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참조).

이를 종합해 보면, 공공도서 은 사람들 사이

에 새로운 계를 형성하고 이를 사회  계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공도서 의 이

용을 통해 형성된 계가 지속 으로 이루어지

지는 않고 있으며, 공공도서 을 통해 형성된 

사회  교류는 개인 인 정보활동을 해 제한

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4.3.2 신뢰

공공도서 의 이용은 사람들 사이의 계의 

범 를 확장시켜 주는 정 인 역할을 수행하

고 있지만, 공공도서 을 매개로 형성된 사회  

계가 개인  차원이 아닌 사회자본 측면에서 

활용되기 해서는 형성된 계에 존재하는 신

뢰의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공공도서 의 이용이 사람들 사이의 신뢰 형

성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 다(<표 6> 참조).

분석 결과, 공공도서 의 이용이 사람들 사

이의 신뢰 형성에 정 인 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67명(48.2%)의 응답

자가 공공도서 의 이용이 사람들 사이의 신뢰 

형성에 큰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을 하

으며,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총 

17명(12.3%)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역시 

공공도서 의 이용이 개인 인 수 에서의 정

보활용에 집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

며, 개인  차원 이외의 사회 인 측면 혹은 다

른 사람들과의 사회  계 형성이라는 측면에

서는 큰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공공도서  이용을 통한 신뢰 계의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요인을 살펴보기 해서, 공공

도서 의 이용이 사람들 사이의 정보 공유나 의

견 교환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

과, 공공도서 이 다른 사람들과 정보  의견

을 상호 교환하는데 정 인 향을 미친다는 

답변이 총 104명(74.8%)으로 나타났으며, 향

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은 총 10명(7.2%)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이를 종합해 보면, 부분의 공공도서 의 이

용은 정보의 활용 측면에 집 되어 있으며, 공

매우 그 다 그 다 보통이다 그 지 않다 매우 그 지 않다

N 0 27 19 40 53

비율(%) 0.0 19.4 13.7 28.8 38.1

<표 5> 공공도서  이용을 통해 형성된 사회  계 유지

매우 그 다 그 다 보통이다 그 지 않다 매우 그 지 않다

N 4 13 55 59 8

비율(%) 2.9 9.4 39.6 42.4 5.8

<표 6> 공공도서  이용을 통한 사람들 사이의 신뢰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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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 다 그 다 보통이다 그 지 않다 매우 그 지 않다

N 15 89 25 9 1

비율(%) 10.8 64.0 18.0 6.5 0.7

<표 7> 공공도서  이용을 통한 정보  의견 교환

공도서  이용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상호간에 

공유하고 교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정보의 공유 혹은 의견 교환 역시 개인

인 수 에서의 정보 활동 측면으로 제한되어 있

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계 형성이나 신뢰 확보 

등 사회 인 수 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 것

으로 단할 수 있다.

4.3.3 호혜성

이러한 개인 인 정보활동 심의 공공도서

 이용이 사회자본의 형성으로까지 이어지기 

해서는 개인 인 차원에서의 호혜 인 향

이 사회 인 수 으로 확 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공공도서 을 통해 형성되는 사람들 사이

의 사회  계를 사회자본 형성의 측면에서 살

펴보는데 있어 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

에, 공공도서 의 이용이 해당 커뮤니티의 다양

한 이슈 혹은 커뮤니티 활동에의 참여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표 8> 참조).

분석 결과, 공공도서 의 이용이 커뮤니티 

활동에의 참여로 이어진다는 응답자는 총 55명

(39.6%)으로 나타났으며,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총 39명(28.1%)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공공도서  내에서 이루

어지는 개인 인 활동이 사람들 사이의 계 

형성을 통한 커뮤니티 활동으로 확 될 수 있

다는 잠재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이 개인

인 정보활동의 수 이 아닌 사회 체 인 

수 에서의 호혜 인 활동으로 이어지는지 여

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을 실증

하기 해, 공공도서 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도서  로그램이 사람들을 사회 사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미치는 향에 해 

살펴보았다(<표 9> 참조). 분석 결과, 총 80명

(57.5%)의 응답자는 공공도서 에서 제공하

매우 그 다 그 다 보통이다 그 지 않다 매우 그 지 않다

N 11 44 45 35 4

비율(%) 7.9 31.7 32.4 25.2 2.9

<표 8> 공공도서  이용을 통한 커뮤니티 활동 참여

매우 그 다 그 다 보통이다 그 지 않다 매우 그 지 않다

N 22 58 36 17 6

비율(%) 15.8 41.7 25.9 12.3 4.3

<표 9> 공공도서  이용을 통한 사회 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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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로그램을 통해 사회 사에 참여할 수 있다

고 응답하 으며, 23명(16.6%)의 응답자만이 

공공도서 의 이용과 사회 사 참여가 무 한 

것으로 응답하 다.

이를 종합해 보면, 공공도서 의 이용은 주

로 개인 인 정보활동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이

루어지고 있지만, 개인의 정보활동은 도서  

로그램에의 참여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사람

들로 하여  사회 체 인 수 에서의 호혜

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4 공공도서 의 이용과 사회자본 형성과의 

계 분석

공공도서 은 개인의 정보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각 개인의 공공도서  이용이 사회 체 인 수

 혹은 커뮤니티 수 에서의 활동으로 이어지

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공도서

의 이용은 사회자본의 형성과 하게 련

되어 있으며, 도서  이용의 방식에 따라 사회

자본 형성의 수 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

에 공공도서  이용의 여러 가지 측면이 사회

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향을 다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 다.

사회  네트워크 형성의 측면에서, 공공도서

의 이용이 사람들과의 계  교류를 형성

하는데 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

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0> 

참조).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공도서  이

용의 여러 측면 가운데 사서와의 커뮤니 이션

은 사람들이 공공도서  이용을 통해 다른 사

람들과의 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23). 이를 

통해 보면, 사서와의 커뮤니 이션은 이용자 개

인의 정보활동을 해 주로 이루어지지만, 이

는 도서  로그램에의 참여로 이어지며, 이를 

통해 정보자원의 활용을 매개로 한 사회  네

트워크의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

여 다. 반면, 도서  이용 빈도나 도서  소장

자료의 활용 정도, 도서  이용 목  등은 사회

 계의 형성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서와의 커뮤니 이션이 어떤 수

에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해서는 사서

를 포함한 도서  구성원 사이의 신뢰 형성 여

모형
비표 화계수 표 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 오차 베타

(상수) 3.468 .730 4.750 .000

도서  이용빈도 -.085 .130 -.057 -.653 .515

도서  이용목 -.078 .103 -.064 -.754 .452

사서와의 커뮤니 이션 -.234 .102 -.195 -2.296 .023

도서  정보자원 활용 -.001 .127 -.001 -.009 .992

a. 종속변수: 구성원과의 상호 교류

<표 10> 공공도서  이용과 사람들 사이의 계 형성과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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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살펴보아야 하며, 이는 사회자본 형성 측면

에서의 공공도서 의 향을 확인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이에 공공도서  이용의 여러 가지 

측면이 도서  구성원 사이의 신뢰 형성에 미치

는 향에 해서 분석하 다(<표 11> 참조).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공도서 의 이

용 목 은 사람들 사이의 계 형성  이들 사이

의 신뢰 형성에 향을 미치고 있으며(p=.008), 

도서  로그램에의 참여가 높을수록 사람들 

사이의 신뢰 형성에도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도서  이용 빈도 혹

은 도서 에 소장된 정보자원의 활용도 등은 

구성원 사이의 신뢰 형성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결국 공공도서 에서

의 사회자본 형성을 해서는 공공도서 을 구

성하는 구성원 사이의 상호 교류가 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 인 수 에서의 공

공도서  이용 이외에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하지만, 공공도서 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

비스의 근본 인 기능은 정보의 제공  활용이

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부분이다. 이

를 사회자본 형성의 에서 생각해 보면, 일반

으로 개인 인 수 에서 이루어지는 정보활동

이 사람들 사이의 정보의 공유  의견 교환으로 

이어지게 되면, 공공도서 에서는 이를 통해 사

람들 사이의 계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을 마련해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사람들과의 

정보의 공유  의견 교환을 통한 계 형성이라

는 측면에서 공공도서 이 사회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표 12> 참조).

모형
비표 화계수 표 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 오차 베타

(상수) 2.324 .540  4.306 .000

도서  이용 빈도 -.043 .096 -.039  -.450 .654

도서  이용 목  .207 .076  .227  2.706 .008

사서와의 커뮤니 이션 -.100 .075 -.112 -1.333 .185

도서  정보자원 활용  .091 .094  .083   .973 .332

a. 종속변수: 구성원과의 신뢰 형성

<표 11> 도서  이용과 사회  신뢰 형성과의 계

모형
비표 화계수 표 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 오차 베타

(상수) 2.385 .472 5.048 .000

도서  이용빈도  .033 .084  .034  .398 .691

도서  이용목 -.040 .067 -.049 -.597 .551

사서와의 커뮤니 이션  .059 .066  .074  .897 .371

도서  정보자원 활용  .281 .082  .289 3.427 .001

a. 종속변수: 정보 공유

<표 12> 도서  이용과 정보 공유 사이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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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비표 화계수 표 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 오차 베타

(상수) 3.718 .399  9.315 .000

도서  이용빈도  .004 .071  .005   .060 .953

도서  이용목 -.116 .056 -.171 -2.054 .042

사서와의 커뮤니 이션 -.054 .056 -.080  -.965 .336

도서  정보자원 활용 .174 .069  .213  2.511 .013

a. 종속변수: 사회 사 참여

<표 13> 도서  이용과 사회 사 참여와의 계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공도서 에 

소장된 정보자원의 활용과 사람들 사이의 정보 

공유 사이에는 유의미한 계가 나타나고 있다

(p=.001). 즉, 공공도서 에 소장된 정보자원

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도서 의 다른 구성원들

과의 상호 교류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통해 사

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정보의 공유 혹은 의견의 

상호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는 개인 인 수 에서의 정보활동이 도서  구

성원 수 으로 확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를 통해 공공도서 은 정보 ․사회

 공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개인 인 수 에서의 정보 활동은 개

인의 사회자본 형성이라는 측면으로 볼 수도 있

지만, 일반 으로 사회자본은 개인이 생성하거

나 형성할 수 있는 자본의 유형은 아니며, 다른 

사람들과의 계 형성, 커뮤니티에 한 호혜

인 활동 등을 통해서 유지․확 될 수 있는 것

이다. 이에 공공도서 의 근본 인 기능이자 사

람들의 공공도서  이용의 주된 목 이 되는 정

보의 활용이 사회 인 호혜성으로 확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해, 공공도서  이용이 사람

들을 사회 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데 미치

는 향에 해 살펴보았다(<표 13> 참조).

<표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도서  소장 정

보자원의 이용과 사회 사에의 참여 사이에는 

유의미한 계가 나타나고 있다(p=.013). 

한, 도서  로그램에의 참여가 많이 일어날

수록 사회 사에의 참여도 한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p=.042). 이를 종합해 보

면, 공공도서 의 정보자원 활용이나 공공도서

에서 제공하는 정보  로그램에의 참여는 

정보의 공유나 도서  로그램을 통한 사회  

계의 형성으로 이어지고, 이는 개인 인 차

원을 벗어나 사회 사라는 호혜 인 측면에서

의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

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4.5 공공도서  이용과 사회자본의 형성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공공도서

 이용은 일반 으로 개인 인 정보활동 수

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사회 인 수

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나 상호 신뢰 형

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개인 인 정보활동을 한 정보의 공유

나 의견의 교환 등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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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지

는 사서와의 커뮤니 이션은 도서 에 한 신

뢰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공공도서 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활동 과정은 사람들과의 계를 형성하거나 형

성된 계를 사회 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

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공공도서 의 이용 

에 발생하는 사서와의 커뮤니 이션은 공공

도서 을 매개로 하여 사람들 사이의 새로운 

계를 형성하거나 확장하는데 있어서 정 인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공공도서 의 사회자본 측면과 연결시

켜 보면, 공공도서 의 이용이 사람들 사이의 

사회  계를 형성하거나 확장시킬 수는 있지

만, 이들 사이의 강한 유 계를 형성하거나 

호혜 인 활동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

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공도서 을 매개로 한 

사회자본의 형성은 교량  사회자본의 형성에

는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지만, 결속  사

회자본에는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시사하

는 것이다.

이 가운데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개인 인 

수 에서의 정보자원의 활용이나 정보활동의 

수행을 해서는 사서와의 커뮤니 이션이 필

요하며, 이는 사람들의 사서에 한 신뢰, 도서

에 한 신뢰로 이어진다는 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개인 인 정보활동을 한 공공도서

의 이용은 체 인 사회자본을 형성하는데 있

어 큰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정보활동

을 수행하는 과정 에 일어나는 커뮤니 이션

이나 정보 공유, 의견 교환 등 사람들과의 계 

형성은 커뮤니티에의 참여, 사회 사에의 참여 

등 호혜 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다.

한, 공공도서 에 소장된 정보자원의 활용

은 다른 사람들과의 정보 공유나 의견의 교환 

등 상호 교류를 형성하는데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개인 인 수 에서의 정

보활동이 사회 인 수 으로 확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도서

의 정보자원 활용을 통한 커뮤니티에의 참여는 

도서 을 매개로 한 사회  계의 형성으로 

이어지고, 이는 사회 사라는 호혜 인 측면에

서의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공공도서  소장 정보자원

의 활용을 매개로 한 사회  계의 형성은 도

서  로그램에의 참여  커뮤니티에의 참여

로 연결되며, 이러한 계의 확장은 지속 으로 

유지되지는 않지만 이를 기반으로 사회 인 수

에서의 호혜 인 사회 사활동에의 참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정보자원의 활용을 통한 커뮤니티에의 참여 등 

사회  네트워크의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공공도

서 을 매개로 한 사회자본의 형성은 교량  사

회자본에서 결속  사회자본으로까지 확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공공도서 이 사회자본 

형성에 직 인 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

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개

인과 사회 모두를 한 사회자본의 형성에 공공

도서 이 미치는 정 인 향은 정보환경이 

변화할수록 더욱 커지게 될 것이며, 공공의 이

익을 한 사회  기 으로서의 공공도서 의 

사회  책무 역시 더욱 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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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네트워크 기반의 정보사회가 정착되고 사람

이 심이 되는 휴먼 네트워크 사회로 진화하

면서,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계, 정

보와 사람 사이의 계 등에 한 요성이 커

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하는 정보환경에서, 공

공도서 은 다양한 정보서비스  정보  로

그램을 매개로 사람들 사이의 다양한 사회  

계를 형성하는 장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공공도서 은 사

회자본을 형성하는 주된 기  의 하나이며, 

사회자본으로서의 공공도서 은 반 인 사

회의 발 을 이끌어 가는 기반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  기 으로서의 도서

이 사회자본을 형성하는데 미치는 향, 사

회  기 으로써 사회자본의 형성 과정에서 담

당하는 역할 등을 공공도서 을 심으로 살펴

보았다.

분석 결과, 공공도서 의 이용은 주로 개인

인 정보활동 수 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

인 수 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교류나 신

뢰 형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도서 의 이용 빈도나 도서  소장자

료의 활용 정도 등은 사람들 사이의 정보 공유

나 의견 교환 등에 있어서는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러한 측면이 사람들 사이의 

신뢰 형성이나 형성된 사회  계의 유지 등과

는 유의미한 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공

공도서 이 교량  사회자본을 증 시키는 데

에는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지만, 결속  

사회자본의 증 에는 큰 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개인 인 수 에서의 정보활동 에 발

생하는 사서와의 커뮤니 이션은 사서에 한 

신뢰, 도서 에 한 신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도서  로그램에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공도서

은 개인의 다양한 정보활동을 지원해 주는 과정

을 통해 개인 인 수 에서의 사회자본 형성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공공도서 에서 이루어지는 각 개인의 

정보활동이 다른 사람들과의 정보의 공유나 교

환으로 연결되면, 이는 공공도서 을 매개로 한 

사회  계의 형성을 가져올 수 있으며, 재 

공공도서 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도서  로

그램들은 사람들을 사회 사에 참여시키거나 

사회 체 인 차원에서의 호혜 인 사회  활

동으로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즉, 개인의 정보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성

된 공공도서 에 한 정 인 태도  신뢰는 

결과 으로 공공도서 에서의 정보활동을 매개

로 한 사회자본의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도서 에서는 

도서 을 매개로 한 사람들 사이의 상호 교류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자본의 형

성에도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공도서 에서는 근본 인 기

능인 정보활동의 지원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커

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내고 이를 

사회 체 인 수 에서의 호혜 인 활동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사회의 체 인 발 에 기여

할 수 있는 사회  기 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도서 을 통해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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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정보활동은 공공도서 을 매개로 하여 사

회 체 인 수 에서 사람들의 정보 ․사회

 발 을 지원해  수 있도록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결국 공공도서

을 통한 체 인 사회자본의 형성으로 이어

질 수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 은 사회구성원들의 다양

한 정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서비

스를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공도서  이

용을 통한 사회자본의 형성을 해 개인 인 수

에서의 공공도서  이용 이외에 사람들과 교

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

다. 이는 공공도서 의 로그램 운 이나 정보

서비스의 제공 역시 공공도서 을 구성하는 구

성원 사이의 상호 교류를 제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용한 설문항목은 공공

도서 의 반 인 기능을 사회자본의 형성 측

면에서 구성하 기 때문에, 설문응답자의 주

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존재한다. 이후

의 연구에서는 공공도서 의 각각의 측면이 사

회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향으로 범 를 구체

화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일반 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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