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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에어비앤비나 우버와 같은 협력적 소비 기반의 비즈니스모델을 가진 공유경제가 성장하고 있다. 본 논문은 공유경제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경제적, 기능적, 경험적,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4가지 지각된 가

치와 주관적 규범, 이미지, 사회적 임계점을 구성하는 3가지 사회적 영향이 공유경제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신뢰와 

사회적 규범, 네트워크와 사회구조를 포함한 사회적자본의 조절효과에 관심을 두고 있다.

가설을 검증하고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지각된 가치와 사회적 영향이 공유경제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고자 변수별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회적자본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인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각된 가치 중 경제적, 경험적 가치는 공유경제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위계적인 회귀분석의 결과에서 사회적자본은 지각된 가치와 사회적 영향의 공유경제 이용의도 관계에 있어 조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각된 가치를 통합적 분석, 기존 공유경제 연구에서 자주 다뤄지지 않았던 사회적 영향과 사회

적자본의 요인을 다룬 점에 의미가 있지만, 설문조사 결과의 한계가 있었기에 향후 새로운 연구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핵심주제어: 공유경제, 지각된 가치, 사회적 영향, 사회적자본

Ⅰ. 서론

두레나 아나바다 운동과 같은 공유경제 활동이 과거에도 

이루어졌었지만, 오늘날 IC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누구든

지 쉽게 공유경제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공유경제 서비

스로 서비스 제공자는 유휴자원을 통한 수입을 얻고, 이용

자는 절약된 비용과 자원으로 필요를 충족시키므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이에 정부와 사

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Hartmans(2017)에 따르면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

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표적 사례인 에어비앤비

(Airbnb)는 310억 달러, 우버(Uber)는 680억 달러의 기업가

치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이 유럽과 아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

으며, 숙박, 차량, 자전거, 주차 공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가치와 사회적 영향이 공유

경제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사회적자본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공유경제 이용의도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존재하지만, 사회구조와 관련된 요

인들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사회구조의 개념을 포함하는 

사회적자본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을 통해 공유경제 발전 방

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라 기대된다. 

Ⅱ. 이론적 배경

2.1 공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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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ig(2008)은 공유경제(Sharing Economy)에 대해 제품이

나 서비스를 소유하는 대신에 여러 사람이 함께 공유하거

나 사용함을 통해 자원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협력적인 소

비방식이라고 정의하였다. 공유경제는 Lessig을 통해 재조

명되고 구체화되었으며, 이후 많은 학자들이 공유경제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2.2 지각된 가치

Sheth et al.(1991)는 지각된 가치를 소비자의 제품 구매 

의사결정의 기준 혹은 목표가 되는 추상적 개념이라고 정

의했다. 권미화·이기춘(1998)은 소비가치를 소비자가 소비

행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욕구의 표현이며, 제품 구매 

의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2.3 사회적 영향

김은정(2005)은 사회적 영향(Social Influence)이란 서로 간

의 행위가 사회적 관계 내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Triandis(1980)은 사회적 영향을 만드는 준거집단

(reference group)이 가진 주관적 문화를 동일시하며 타인의 

의견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2.4 사회적자본

Putnam(2001)은 사회적자본이 사회구조 내에서 신뢰, 사회

적 규범,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및 이

익을 위한 협력을 통해 경제적 효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

명했다. 공유경제 또한 상호 간의 공유와 교환으로 협력적 

소비를 추구하여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므

로, 본 연구에서 사회적자본이 공유경제 이용의도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2.5 이용의도

Davis(1989)는 이용의도를 특정한 정보 혹은 기술을 이용

하려는 사람들의 의향이며, 실질적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

을 주는 결정적 요소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Boulding et 
al(1993)은 이용의도가 소비자들이 어떠한 태도를 형성한 

뒤, 특정한 미래에 행동으로 나타내려는 개인의 신념 혹은 

의지라고 정의하였다.

Ⅲ. 연구모형 및 가설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경제적, 기능적, 경험적, 사회적 4가지 지각된 

가치와 주관적 규범, 이미지, 사회적 임계점 3가지 사회적 

영향이 공유경제 서비스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고, 사회적자본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

다.

3.2 연구가설의 설정

지각된 가치가 공유경제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의 설정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지각된 경제적 가치는 공유경제 이용의도에 긍정

적인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지각된 기능적 가치는 공유경제 이용의도에 긍정

적인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지각된 경험적 가치는 공유경제 이용의도에 긍정

적인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지각된 사회적 가치는 공유경제 이용의도에 긍정

적인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적 영향이 공유경제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의 설정은 다음과 같다.

가설 5: 주관적 규범은 공유경제 이용의도에 긍정적인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이미지는 공유경제 이용의도에 긍정적인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사회적 임계점은 공유경제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적자본의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의 설정은 다음과 같다.

가설 8: 사회적자본은 지각된 가치와 공유경제 서비스 이

용의도의 관계에 조절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각된 가치와 사회적 영향이 공유경제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벤처창업학회 춘계학술대회 2019년 04월 105

가설 9: 사회적자본은 사회적 영향과 공유경제 서비스 이

용의도의 관계에 조절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과 분석을 위해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을 실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분석, 신뢰도 및 탐색적 요인 

분석, 상관관계 분석, 회귀분석을 통한 가설점증을 진행하

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로 지각된 가

치와 사회적 영향을 투입하였으며, 조절 효과로 사회적자

본을 투입하여 위계적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

구 변인들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검사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홖인하였고, 주성분 분석을 통한 요인을 추출하

였고, 고유치 1.0 이상, VARIMAX 회전방식을 이용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3 측정척도 및 연구방법

측정척도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 

개발된 것이며, 본 연구에 맞게 문항들을 수정하고 전문가

의 재검토를 통해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사용된 측정척도

는 모두 5점 척도를 사용하고 동의하는 정도에 표시를 하

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표 1> 변수 측정척도의 항목수와 출처 및 참고문헌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한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2018년 11월 21일부터 12월 7일까

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하였고 총 201부의 

설문지를 수집하고, 수집된 모든 설문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198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요인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위계적인 회귀분석을 적용하

여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Ⅳ.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가치와 사회적 영향이 공유경제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고, 사회적자본이라는 

변수가 조절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지각된 가치의 변인 중 경제적 가치와 경험적 가치는 

공유경제 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른 독립변수인 사회적 영향 중 사회적 임계점 요

인만이 공유경제 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공유경제서

비스 이용자들은 사회적자본에 조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군집별로 분석해보았을 때, 사회적자본 수준

이 낮은 군집에서는 지각된 가치 중 경제적 가치와 경험적 

가치, 사회적 영향에서는 사회적 임계점이 공유경제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조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사회적자본 수준이 높은 군집에서는 지각된 

가치 중 경제적 가치만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영향의 요인에서는 주관적 규범, 이미지, 사회적 임

계점 모든 변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항목수 출처 및 참고문헌

경제적가치 4
Sheth et al(1991);

Sweeney·Soutar(2001);
Hammari et al(2016);

Tussyadiah·Pesonen(2018);
원종현·정재은(2015);

노미진(2011);
김희정·김시중(2012);

박지영(2018)
황동필(2014);
김나영(2018)

기능적가치 3

경험적가치 2

사회적가치 3

주관적규범 5 양희동·권순동(2003);

Taylor·Todd(1995);
Moore·Benbasat(2001);
이웅규·이승헌(2005);

Vankatesh·Davis(2000)
유병균(2014);

Oliver·Teixeira(1985)
임홍갑 외(2012)

이미지 2

사회적 임계점 3

신뢰 5

유석춘· 장미혜,2002);
Loury(1977);
정윤식(2014);
Putnam(2001);
김연종 외(2016);

사회적규범 6

네트워크 5

사회구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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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지각된 가치와 사회적 영향의 공유경제 이용의도 

회귀분석 결과

종속
변수

독립
변수

R SE β t p

Dur
bin-
Wat
son

R2

공유
경제  
이용
의도

(상수) .445 .295 　 1.512 .132

1.965 .488

경제적
가치

.312 .077 .259 4.056*** .000

기능적
가치

-.035 .057 -.039 -.619 .536

경험적
가치

.123 .074 .114 1.664✝ .098

사회적
가치

.008 .049 .010 .163 .871

주관적
규범

.009 .070 .009 .126 .900

이미지 .069 .053 .091 1.320 .189

사회적
임계점

.431 .078 .419 5.535*** .000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b β t(p) b β t(p) b β t(p)

상수 .445 　
1.512
(.132)

.549 　
1.840
(.067)

.157 　
.430

(.667)

지
각
된
가
치

A .312 .259
4.056**

*
(.000)

.309 .256
4.041***
(.000)

.329 .273
3.451**
(.001)

B -.035 -.039
-.619
(.536)

-.045 -.050
-.787
(.432)

-.047 -.052
-.682
(.496)

C .123 .114
1.664
✝

(.098)
.129 .119

1.753✝
(.081)

.203 .188
2.200*
(.029)

D .008 .010
.163

(.871)
-.010 -.013

-.206
(.837)

-.028 -.037
-.475
(.636)

사
회
적
영
향

E .009 .009
.126

(.900)
-.008 -.008

-.109
(.914)

.123 .131
1.351
(.179)

F .069 .091
1.320
(.189)

.068 .089
1.293
(.198)

.001 .001
.012

(.991)

G .431 .419
5.535**

*
(.000)

.423 .412
5.468***
(.000)

.402 .391
4.132***
(.000)

H .169 .104
1.818✝
(.071)

.184 .113
1.945✝
(.053)

A×H -.016 -.008
-.100
(.920)

B×H .063 .041
.501

(.815)

C×H -.228 -.128
-1.465
(.145)

D×H .095 .075
.864

(.389)

E×H -.310 -.208
-2.179*
(.031)

F×H .144 .112
1.320
(.617)

G×H -.039 -.020
-.234
(.815)

R2
(Adj.
R2)

.488 (.469) .497(.476) .526(.487)

F(p) 25.878***(.000) 23.331***(.000) 13.471***(.000)

<표 3> 위계적 회귀분석에 의한 사회적자본의 조절효과 

분석

<표 4> 사회적자본 군집별 지각된 가치와 사회적 영향에 

의한 공유경제 이용의도 영향력

구분
사회적자본 수준이 낮은 군집 사회적자본 수준이 높은 군집

b β t(p) b β t(p)

상수 .157 　 .407(.684) 1.443 　 2.912**(.005)

지
각
된
가
치

A .329 .258 3.267**(.001) .313 .325 2.740**(.008)

B -.047 -.049 -.646(.520) .016 .021 .170(.866)

C .203 .176 2.083*(.039) -.025 -.029 -.229(.819)

D -.028 -.033 -.449(.654) .067 .102 .816(.417)

사
회
적
영
향

E .123 .114 1.278(.204) -.187 -.246 -1.935✝(.057)

F .001 .001 .011(.991) .145 .226 1.890✝(.063)

G .402 .383 3.911***(.000) .363 .380 3.036**(.003)

R2(Adj.
R2)

.502 (.473) .430 (.367)

F(p) 17.138(.000) 6.789(.000)

Ⅴ. 결론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에서 공유

경제에 대한 관심은 점차 확장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공유경제를 이용하는 쇠자들의 이용 동기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 사회적 영향의 개념을 공유경제

에 적용함으로써 공유경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이용의도를 파악하고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

째, 사회적 자본의 요소를 지각된 가치와 사회적 영향이 

공유경제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조절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여 실증적으로 검

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유경제와 관련된 연구는 현재 다양하게 발전되고 있으

나 아직 부족한 실정이므로, 향후 여러 분야의 연구가 필

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

다.
본 연구에 참여한 사람 중 공유경제 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없거나 이용 계획인 사람이 30%를 차지했고, 20대 

표본수가 50%를 차지하며 경상도 지역 거주자가 80%로 

가장 높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공유경제에 대한 이

해를 가지고 직접 서비스를 사용한 경험자를 대상으로 다

양한 연령대와 거주지역의 균형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검증

을 할 수 있다면 공유경제 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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