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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는 공공도서관이 사회자본을 창출한다는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이용자들의 인식치에 대한 측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회자본 요인들 간의 경로에 대한 구조모형을 설정하여 이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혔다. 이용자들의 사회자본 
창출의 인식치는 지역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의 존재가치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표현이다. 도서관이 창출한 사회자본은 
개인 및 지역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혜택과 사회적 영향으로 나타남을 밝혔다. 이 연구의 결과는 공공도서관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키워드: 공공도서관, 사회자본, 신뢰, 연결망, 호혜성.

ABSTRACT

This research attempted to analyze the measurement of users’ recognition level which is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social capital created in public libraries. The path of structural model 
was set among the factors of social capital and their causal relationships were verified. The users’ 
awareness of social capital created in public libraries is to prove the value of their existence and 
sustainability in the region. It was clear that social capital affected the various benefit and social impact 
for regional people and local community. Finally,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will be positively expected 
to affect the assessment of public libraries.

Keywords: Public libraries, Social capital, Trust, Network, Recipr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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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1세기 공공도서관의 가치는 개인 계발 및 창조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창조도서관은도서관이개개인들의영감을일으키는장소로써다양한이용자들을끌어들여그들

이독립적혹은협력적활동을지원하기위한학습과창조를위한공간으로자리매김해야한다.

또한공동체도서관은개인화되고파편화된현재의사회를결속과화합으로이끌어나아갈동적

인학습지원과사회적접촉을위한지역공동체허브의토대위에지역문화의주축이되어야한다.

공공도서관의 중요한 가치는 세상의 복합적인 가치와 혜택을 개인과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기

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공공도서관은 도서관 역할에 대한 헌신을 기반으로

개별적 기능의 실천을 통해 동시대의 존재가치를 실현한다. 공공도서관은 지역공동체의 중심에

존재하며, 대부분의주민들은도서관이지역공동체에중요한역할을수행한다고인식한다.1) 그러

나공공도서관은공공재로서현대의개인화사회에의해위협받고있다. 이에근린사회가약화된

지역에 공공도서관을 배치하는 것은 지역공동체 사회를 강화할 수 방안이다2).

이러한관점에서볼때공공도서관서비스는사서와이용자들과의상호접촉과문화프로그램을

매개로한이용자들간의상호접촉이형성되는장소이다. 이러한상호면대면의작용을통해이루

어지는사회적관계의무형자본을사회자본이라일컫는다. 사회자본은지역사회의개인및집합

체의생산성에영향을미치며, 개인들상호간의접촉을통해서로의이익을위해조정과상호협력

을촉진시키는네트워크, 호혜성, 신뢰등과같은사회적조직체의특성을가리키는집단적자산

이라 정의한다.3) 일반적으로 사회자본에 대한 정의는 개인과 집단,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성원간의상호작용에서발생하여자본화되는무형자본이며, 이무형자본이인간의정치, 경제,

사회 등 제 분야의 활동결과에 가시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4)

공공도서관이개인과지역공동체의사회자본형성에기여함을이해하는것은, 이해관계자들에

게도서관의사회적영향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는것과도서관관리자에게사회자본의창출을

용이하게하는프로그램및정책을개발하도록할수있다는두가지점에서중요하다.5) 사회자

1) Public Agenda, Long Overdue: a Fresh Look at Public and Leadership Attitudes about Libraries in the 21st

Century p.20, <http://www.publicagenda.org/files/Long_Overdue.pdf> [cited 2014. 2. 10].
2) Candy Hillenbrand, “Public Libraries as Developers of Social Capital,” Australasian Public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Vol.18, No.1(March 2005), p.8.

3) Robert D. Putnam,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 Simon
& Schuster, 2000), pp.19-21.

4) 박희봉, 사회자본: 불신에서 신뢰로, 갈등에서 협력으로(서울 : 조명문화사, 2009), p.34.

5) Catherine A. Johnson, “Do Public Libraries Contribute to Social Capital?: a Preliminary Investigation into the

Relationship,”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Vol.32(2010), 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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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측정은복잡하고도힘든일련의과정이다. 그러나이러한무형자본으로인식되는사회자본

의 측정에 대한 시도는 사회자본을 유형적 자본으로 인식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절차적 과정이다.

이에본연구는공공도서관의이용자와사서및이용자와이용자의면대면상호작용속에형성되

는신뢰, 연결망그리고공공도서관이제공하는서비스에서발생하는사회적영향의호혜성에대

한인식치를발견함과동시에이러한사회자본요인간에대한인과관계를밝히는데목적이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공공도서관의 사회자본 창출

사회자본은공동체수준에서초점을맞추는집합적자산의사회자본과개인의사회자본으로구

분된다. 집합적자산의개념은사회관계속에내재된자원의총집합으로사람들간에형성된연결

망을토대로신뢰와호혜성과같은문화적요소를결합하여생산된자본의형태를말한다6). 또한

개인의사회자본은어떤행위를위해행위자에의해접근되고사용되는사회적네트워크에배태된

자원이라정의한다.7) 사회자본은사회내인간의활동을통해축적되며, 개인과사회의공식·비공

식적모든활동및가치관과영향을주고받으며, 사회의호혜성규범, 신뢰, 네트워크를형성한다.

또한정치, 경제, 사회등인간의제반활동의발전과퇴보에영향을주며, 사회의변화에따라변화

되고, 축적할수있는특성을가지고있다.8) 이러한특성을기반으로한사회자본은형성원에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연구의 범위와 수준은 다양한 각도의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본연구에서사회자본의형성은중재기관을통한제도적성과이행과연관되어발생하며, 사회

자본은그자체로정치적중립의파급자이며, 제도적성과의효과는중재기관의본질과힘에의존

한다9)는것을전제로한다. 이러한의미는공공도서관이사회자본의창출의잠재적지역이며10),

도서관의역할은공동체의사회자본형성에중요한공헌자로존재한다11)는것을의미한다. 공공

도서관의사명은오락과평생학습을위한정보제공, 사회적상호작용, 사람들이모일수있는커

6) Robert D. Putnam,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Vol.6,
No.1(1995), p.66.

7) Nan Lin,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25.

8) 박희봉, 전게서, p.35.

9) Robert D. Putnam and Lewis M. Feldstein, Better together: restoring the American community(New York
: Simon & Schuster, 2003), p.49.

10) Hongmian Gong and Andrea C. Japzon and Cynthia Chen, “Public Libraries and Social Capital in Three New

York City Neighborhoods,” Tijdschrift voor Economische en Sociale Geografie, Vol.99, No.1(February 2008), p.71.
11) Catherine A. Johnson, op. cit., 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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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니티센터, 강한 공동체건설에공헌한다는 주요한목적을 지니고있다.12) 또한 공공도서관은

평등및정치적중립을통한개방, 사람들의만남의장소, 정보혹은독서자원을매개로사람과의

접촉및사고의교환등을통해지역공동체의사회적통합과신뢰와같은사회자본창출의핵심적

역할을수행하고있다.13) 공공도서관이창출하는사회자본은지역공동체의가치에대한것이며,

사회자본을 통한 혜택은 개인과 지역공동체의 긍정적 사회적 영향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2. 신뢰

신뢰란 일반적으로 타자가 자신의 기대에 맞도록 행동할 것이라는 주관적인 심리상태를 의미

한다. Zucker(1985)는신뢰의주요요소를 ‘배경적기대(background expectations)’와 ‘구성적기

대(constitutive expectations)’로구분하고생산방식에따라과정기반, 특성기반그리고제도기반

신뢰방식으로구분한다.14) 배경적기대는흔히알려진누구나당연히받아들일것이라는집단적

이해(common understandings)로, 진실한(bona fide)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표준화된 상

징체계와부호화된규칙에의해창출되는일상적태도이다. 반면구성적기대는개인혹은조직의

욕망, 환경, 계획, 이익 혹은 선택의 결과에 상관없이 특정한 상황이나 맥락에서 모든 사람이나

집단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본적 규칙 이외의 대안적 규칙을 말한다.

또한신뢰는생산기반에대한방식에따라세가지로구분된다. 첫째, 과정기반의신뢰방식으로

신뢰는평판이나선물의교환과같이개인이과거혹은미래에겪을교환의과정과관련되어경험

적으로 발생한다. 둘째, 특성기반 신뢰방식이다. 이 방식에서 신뢰는가족적 배경이나민족성 같

이 개인이 속한 집단의사회적 특성에 대한 평가에 의존하여 생성된다. 마지막으로 제도적기반

신뢰방식이다. 이방식에서신뢰는특정한제도적자격을가진개인이나법인의행위또는제도

적중개장치에의해생성된다. 제도기반신뢰는타인에대한보편적신뢰를만들어내는반면과

정기반신뢰와특성기반신뢰는일반적신뢰를만들어내지못한다. 이에제도기반의신뢰는구성

적 기대에 의한 타인 일반에 대한 신뢰를 형성된다는 의미이다.15)

공공도서관은 모든 이용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구성적 기대와 사회적 합의에 따른 제도

적 기반의 신뢰가 작용하는곳이다. 다시말해 모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서비스와

12) Andres Vårheim, “Gracious Space: Library Programming Strategies towards Immigrants as Tools in the

Creation of Social Capital,”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Vol.33(2011), p.15.
13) Robert D. Putnam and Lewis M. Feldstein, Better Together: Restoring the American Community(New
York : Simon & Schuster, 2003), p.49.

14) Lynne G. Zucker, Production of Trust: Institutional Sources of Economic Structure, 1840–1920(Los Angeles
: University of California, 1985), pp.7-14.

15) 류석춘, 왕혜숙, 박소연, “연고집단과자발적결사체의신뢰비교연구: 동창회와시민단체를중심으로,” 동양사

회사상, 제17집(2008), 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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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을갖춘사서의중개장치에의해형성된구성적기대의제도적신뢰방식을취하고있다.

특히사람들이기관을신뢰할수있고비편파적서비스를수행하는것을인지할수있다면, 이는

각기 다른 사람들 사이의 일반화된 신뢰를 구축하도록 돕는다.16)

공공도서관은안전한장소로써높은신뢰로운영되는기관이다.17) 도서관은사회적지위에관계

없이누구나환영받는일반화된신뢰를창출하는기관이며, 도서관스스로가이러한일반화된신뢰

를향상시키기위한방법은새로운이용자집단들이더욱더쉽게접근할수있도록만드는것이다.18)

즉도서관의신뢰는사서의신뢰적행동과맥락을같이한다. 즉도서관은인적자본의사서에의해

운영되는기관이며이의신뢰적표상은사서와이용자와의면대면상호작용의행동과태도에따라

결정된다는의미이다. 사서와이용자의면대면접촉은서로상대방의이름과얼굴을조금씩알아가

게됨에따라신뢰의감정을느끼게된다. 특히이러한신뢰의바탕아래이용자는그들의정보요구를

사서에게 의뢰함으로써 도서관의 정보자원을 더욱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19)

또한지역공동체를기반으로하는공공도서관은지역주민과의빈번한면대면접촉은신뢰발생의

근본적인원인이된다. 이러한의미는앞서밝혔듯이제도기반의신뢰는일반화된신뢰를형성한다는

맥락과같이한다. 신뢰란일생생활의“자연적태도”에서나오는기대를하나의“도덕”으로보고그에

동조하는행위를말하기때문이며, 이는사건/사태가평소와같을것이라는기대로의심의유보를의

미한다.20) 도서관은이용자들에게안전한장소로서신뢰를제공하기때문에, 도서관을찾는이용자들

간의일반화된신뢰를형성한다는의미이다. 그러나공공도서관에서범죄및사회적일탈행위가자주

발생한다면 이용자들 기대는 의심의 유보를 철회하고 불신이라는 심리적 상태로 변화될 것이다.

3. 연결망

사람들사이의유대에기반한사회적연결망은집단및개인들을묶어주는관계들의집합이다.

사회자본은 개인이 소유한 자원이 아니라 개인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인간관계가형성될수밖에없는가정, 혈연, 지연, 학연이사회자본생성의바탕이된

16) Bo Rothstein and Dietlind Stolle, Social Capital, Impartiality and theWelfare State: an Institutional Approach.
p.192. In: Generating Social Capital: Civil Society and Institutions in Comparative Perspective, edited by Marc
Hooghe and Dietlind Stolle(New York : PALGRAVE MACMILLAN, 2003).

17) State library of NewWales(2000), A Safe Place to Go: Libraries and Social Capital, p.8, <http://www.sl.nsw.
gov.au/services/public_libraries/docs/safe_place.pdf> [cited 2004. 2. 10]

18) Andreas Vårheim and Sven Steinmo and Eisaku Ide, “Do Libraries Matter? Public Libraries and the Creation

of Social Capital,” Journal of Documentation, Vol.64, No.6(2008), p.889.
19) Catherine A. Johnson, “How Do Public Libraries Create Social Capital?: an Analysis of Interactions between

Library Staff and Patron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Vol.34(2012), p.56.
20) 최종렬, 신뢰와호혜성의통합의관점에서바라본사회자본: 사회자본개념의이념형적구성, 한국사회학, 제38

집, 6호(2004),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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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인간은성장함에따라사회적활동범위가확장되어각종조직및단체활동을함에따라

인간관계의폭을넓힌개인의활동은사회적으로사회자본이형성되는배경이된다.21) 이러한사

회적연결망은기본적으로인지적인성격을지닌것으로서시간의양, 감정의강도, 친밀성, 상호

호혜성등의조합을통한유대의강도에따라강한유대와약한유대의형태로구분된다.22) 강한

유연대는특정한집단에소속된구성원들사이의신뢰는기본적으로집단의폐쇄성을전제로성

립하며, 집단 내 다른 구성원과의 관계맺기에 필요한 효과적인 규범이 출현하기 위해서는닫힌

연결망이필요하다. 그러나약한유대는폐쇄된집단의경계의범위를넘어서다른집단의구성원

과 느슨한 관계로 개방성을 야기하며, 이를 가교자본이라 부른다.

사회자본은서로다른위치나특성을지닌개인이나단체들간의연계를강화할수있으며, 특

히사회경제적지위나성별과같은중요한특성에서차이가존재하는개인들간의연계를강화하

는 가교자본이다. 사회의 다양한 개인들이 각자의관계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하나의

거대한자산이며, 개인들의접촉을통한상호작용은다른연결망에진입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

다. 공공도서관의 연결망은 서로 다른 위치에존재하는 개인이나 단체들 간의 관계를 강화할수

있다. 특히도서관이운영하는다양한클럽활동및문화프로그램은자신의관심사에따라참여하

며 그들 스스로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여 새롭고 다양한 조직의 구조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

도서관은이러한활동들을제공함으로써이용자와다른기관및단체에소속된전문가의면대면

상호작용을발생시켜그들의관계망을형성해주기때문이다. 또한 동일한프로그램내에서의처

음 만나는 사람과의 면대면 상호작용은 개인들의 대인관계 확장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다.

도서관은 우연적 만남을 통한 다양한 사람들과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공공도서관은

지역공동체의모든구성원들이자주왕래가많은장소이며, 도서관은시민사회가요구하는낮은

집중의회합장소를위한출발점이다. 이러한낮은집중의회합장소는사람들이의식적으로특정

한계획을세워방문하기보다는이용자들의각각의다른가치와관심들에대해개방되어진장소

이다.23). 이에 사서와이용자 혹은이용자들간의 상호작용이도서관에서 발생한다는것은 사회

적으로고립된개인들에게사람들을신뢰할수있도록보여주는것이며, 이러한감정은다른공동

체의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확산될 것이다24). 이용자들이 공공도서관을 많이 이용한다

면개인의낮은사회자본연결망을향상시킬것이다. 이는공공도서관이새로운많은접촉을통한

연결망의형성과자원에대한접근을제공함으로써개인의사회자본결핍을향상시킬수있기때

21) 박희봉, 전게서, p.84.

22) Mark S. Granovetter,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78, No.6(May 1973),
pp.1361.

23) Svanhild Aabø and Ragnar Audunson and Andreas Vårheim, “How Do public Libraries Function as Meeting

Place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Vol.32(2010), p.17.
24) Catherine A. Johnson(2010), op. cit.,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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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25) 즉개인들이사회적관계망의실재를지각하고그들이소유하고접근할수있는자원

이 무엇인지 지각할 때에만, 개인은 유대와 자원을 자본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26)

4. 호혜성

호혜성은 도덕적 의무감을 핵심으로 하고 이해관계의 방향성, 예상된 보답의 즉각성, 예상된

보답의등가성의세분석적차원을기준으로일반화된호혜성, 균형잡인호혜성과부정적호혜성

으로구분된다.27) 이에 Sahlins(1972)는 다음과같이구분하였다. 첫째, 일반화된호혜성은이해

관계에있어서상대방의이해관계를먼저고려하고, 예상된보답의즉각성(시간)과예상된보답

의등가성이정해지지않아의무가긍정적으로무한정하다, 예를들면, 공유, 친절, 무료선물, 너그

러움, 도움등을말한다. 둘째, 균형잡힌호혜성은등가물의교환이다. 이해관계에있어서자신과

상대방의이해관계를동등하게고려하며, 예상된보답의즉각성및등가성이중간적이고등가적

이어서서로를공평하게고려한다는점에서혼인거래, 친구간의계약, 평화협약같은경우가대표

적이다. 셋째, 부정적호혜성은일반화된호혜성과반대로자기이해관계를최고로고려하여교환

된자원이자신에게유리하도록하며예상된보답의즉각성및등가성이높고, 부등가적이다. 이

는 값깍기, 바터(barter), 도박, 속임수, 강탈 등이 대표적이다.

공공도서관의 호혜성은 도서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관련된다. 도서관은 책을 매개로

한독서, 독서토론, 독서클럽운영, 방과후학습보조, 정보리터러시와오락등의다양한문화프

로그램의운영은이용자개인의자기계발및지역공동체에대한다양한혜택을제공한다. 이러한

일련의서비스행위는이용자의이해관계를먼저고려하며, 서비스에대한보상의즉각성이나등

가성을바라지않고, 향후도서관발전을위한기부및자원봉사활동의참여등의장기적관점에

서 도서관의 긍정적인 사고를 갖도록 할 뿐이다.

도서관은이용자지향적서비스방향으로움직이고있으며, 자신의존재가치는의무에대한무한

정적책임과연결되어일반화된호혜성을실천하는것이다. 공공도서관은지식의공유와친절, 너그

러움 및 무료선물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은 집과 직장으로부터 벗어난

중립의장소로써이용자들이자유롭게드나들수있는통합의열린장소이며, 이용자들이편안함과

환영을받는곳이다.28) 또한공공도서관은공공의장소로인식되어지고, 부정적인식을주는여러

25) Ibid.
26) Nan Lin,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25.

27) Marshall D. Sahlins, Stone Age Economics(Chicago : Aldine, 1972), pp.191-196.
28) Karen E. Fisher et al., Seattle Public library as Place: Reconceptualizing Space, Community, and Information
at the Central Library, p.152. In: The Library as Place: History, Community, and Culture edited by John E.
Buschman and Gloria J. Leckie(Westport : Libraries Unlimited, 2007).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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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달리, 박탈감과부정을제거하는상징적이고긍정적인장소이다.29) 이는나이, 성별, 인

종, 경제적지위, 문화그리고신념에관계없이시민들이함께하는프로그램을제공하고, 시민의자

유로운 정보이용을 통한 정보시민 양성 및 정보 리터러시 촉진의 역할을 수행한다.30)

이러한공공도서관의사회적영향은지역사회에속한개인및공동체들의사회적편익과가치

를 나타내는 것이며, 이러한 편익과 가치는도서관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경험 및 차이의긍정적

효과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31) 공공도서관의 사명은 강한 공동체 건설 혹은 공동체의 참살이

(well-being)에 공헌한다는 주요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32)

Ⅲ.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공공도서관이사회자본을창출한다는많은이론적논거들이나타나고있다. 그러나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의사회자본창출에대한인식의구체적인실증은미비한상황이다. 이에본연구의첫번

째연구문제는이용자들의사회자본에대한전체적인인식치를측정하여도서관이더욱더관심을

가져야할사회자본창출의구성요소가어떠한것인지를밝히고자다음의연구가설을설정하였다.

∙ 연구 가설 1-1: 연령에 따라 사회자본 창출에 대한 인식치의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 연구 가설 1-2: 이용 빈도에 따라 사회자본 창출에 대한 인식치의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사회자본의구성요소인연결망, 신뢰, 호혜성의상호인과관계의경로에대한많은논쟁이존재

하고 있다. 특히 공공도서관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두번째연구문제로이론적배경을토대로사회자본요인들간의구조모형을제시하고이들

간의인과관계를밝히고자함이다. 이에 <그림 1>과같이구조모형을제시하며, 이에대한가설과

이론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2-1: 신뢰는 연결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2: 연결망은 호혜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3: 호혜성은 연결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9) Colleen Alstad and Ann Curry, “Public Space, Public Discourse, and Public Libraries”, LIBRES(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Electronic Journal), Vol.13, No.1(March 2003).

30) Nancy Kranich, “Libraries Create Social Capital,” Library Journal, Vol.15(November 2001), p.41.
31) Barbara Deveno, “Assessing the Social Impact of Public Libraries: What the Literature is Saying,” Alpis,
Vol.15, No.2(June 2002), p.80.

32) Andres Vårheim(2011), op. cit.,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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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모형

공공도서관은사회적합의에따른구성적기대의제도화된신뢰를토대로하여설립되고운영

되는곳이다. 이러한신뢰를바탕으로이용자들은도서관을이용하게되며, 도서관의빈번한이용

은상호개인들간의빈번한면대면접촉을향상시킨다. 이에이용자들은다양한네트워크를형성

할 수 있는 기회를갖는다. 결국 이용자들은 네트워크의 매개를 통해 도서관이 제공하는다양한

서비스의일반화된호혜성의혜택을받는다. 또한이용자들은도서관의일반화된호혜성의혜택

을 받는 사회적 영향의결과를 토대로 도서관 이용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빈번한 도서관이용은

도서관에대한더욱더두터운신뢰를형성할것이라는재귀적순환과정을가정한다. 이는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과관계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Ⅳ. 연구방법

1. 표본설계

본연구를수행하기위하여전남지역교육청소속 21개공공도서관의 20세이상성인이용자를

대상으로설문을실시하였다. 설문지의개발은공공도서관의사회자본에관한연구문헌을토대

로설문지를개발하였다. 설문지는문항별로 5점척도로응답하도록고안하였으며 1차예비검토

를거쳐적절하게보완하였다. 설문기간은 2013년 8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공공도서관사

서들의협조를받아실시하였다. 설문에응답한총응답자수는 573명이었으나, 불성실한응답자

제외하고 515명의 응답치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자료의 특성

수집된 자료의 특성을 확인한 결과는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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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자 152(29.5)

도서관 
이용 빈도

거의 매일 60(11.7)
여자 363(70.5)

일주일 2-3회 이상 198(38.4)

연령

20대 103(20.0)
30대 149(28.9) 일주일 1회 158(30.7)
40대 171(33.2)

한 달에 1-2회 99(19.2)50대 이상 92(17.9)

<표 1> 응답자의 특성

연령별분포는 20대 103(20.0), 30대 149(28.9), 40대 171(33.2), 50대 이상 92(17.9)로 나타났

다. 또한도서관이용은거의매일 60(11.7), 일주일 2-3회이상 198(38.4), 일주일 1회(30.7), 한달

에 12회(19.2)로 나타났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연구에서사용된공공도서관이창출하는사회자본의구성요소에대한신뢰, 연결망, 호혜성

에 대한 문항들은 <표 2>와 같다.

구성
요인

측정항목 문항수 참고문헌

신뢰

사서의 신뢰

3

State of Library of Wales(2000)
V�rheim(2008)
Rothestein & Stolle(2003)
Johnson(2012)

이웃의 신뢰

이용자 신뢰

연결망

개인관계 확장

4
Aabø et al.(2010)
Johnson(2010, 2012)
Lin(2001)

친구 및 이웃의 정보제공

단체 및 기관 확장

정보자원 확장

호혜성

건전한 장소

4

Fisher et al.(2007)
Alstad & Curry(2003)
Kranich(2001)
Deveno(2002)
V�rheim(2011)

다양한 혜택

지역공동체 단합

지역발전 기여

<표 2> 사회자본 창출 설문지 구성

공공도서관의신뢰는구성적기대와제도적기반의신뢰개념을토대로구성하였다. 이에도서

관은 안전한 장소로써 신뢰로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사서에 대한 신뢰, 이웃에 대한 신뢰그리고

이용자에대한신뢰로 3개항목을채택하였다. 또한연결망은공공도서관이서로상이한개인및

단체들간의연계를강화하여가교자본을창출한다는전제아래대인관계의확장, 사서의이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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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보제공, 도서관을통한단체및지역기관연결망확장, 사서를통한정보자원의확장으로

4개 항목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호혜성은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되는 것으로

일반화된 호혜성의 개념아래 주민의 건전한 장소, 개인의 다양한 혜택 제공, 지역 공동체 단합,

지역발전의기여 4개항목을채택하였다. 사회자본의각요인에대한인식치에대한개별항목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Ⅴ. 연구결과

1. 사회자본 인식치 분석

본연구에서공공도서관의사회자본의인식치를측정하였다. 전체적인인식치는 <표 3>과같다.

구성
요인 항목 평균 표준

편차
전체

평균 표준편차

신  뢰

사서의 신뢰 4.11 .760

3.93 .687이웃의 신뢰 3.88 .760

이용자 신뢰 3.81 .794

연결망

개인관계 확장 3.84 .875

3.73 .786
친구 및 이웃 정보제공 3.69 .877

단체 및 기관 확장 3.57 1.014

정보자원 확장 3.82 .901

호혜성

건전한 장소 3.78 .897

3.83 .726
다양한 혜택 3.87 .893

지역공동체 단합 3.61 .881

지역발전 기여 4.07 .811

<표 3> 사회자본 인식치 결과

전체평균에대한순으로는신뢰 3.93, 호혜성, 3.83, 연결망 3.73 순으로나타났다. 특히평균이

가장낮은연결망의단체및기관의확장 3.57, 친구및이웃에대한정보제공 3.69의항목은도서

관에서 크게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서관은 다양한 지역 단체 및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이용자들의 연결망 확장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서들은 이용자들과 잦은 접촉을 통한 두터운

신뢰를 형성한 후 친밀도를 더욱더 높여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첫번째연구문제는사회자본에대한연령과이용빈도에따른인식의차이를검

증함에 있다. 이에 연령에 따른 사회자본 인식치의 <가설 11>의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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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연령 N 평균
표준
편차

F
Levene 검정

F p

신  뢰

20대 103 3.77 .675

4.06* .510 .676
30대 149 3.88 .697

40대 171 4.00 .663

50대 이상 92 4.07 .692

연결망

20대 103 3.63 .741

2.35 .419 .740
30대 149 3.72 .813

40대 171 3.71 .768

50대 이상 92 3.92 .806

호혜성

20대 103 3.88 .636

1.98 1.314 .269
30대 149 3.83 .710

40대 171 3.74 .742

50대 이상 92 3.95 .799

*p < 0.05

<표 4> 연령별 평균의 차이

연령별집단간의인식에대한차이를알아보기위해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실시하였

다. 그결과모든요인들의등분산이가정되었으며, 연결망과호혜성은집단간차이가없는것으로

나타났으나, 신뢰는집단간차이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신뢰의인식치는연령이증가할수록

증가됨을보이고있으며, 사후분석을실시한결과는 <표 5>와같다. 신뢰에대한연령별차이는 20
40대(.230), 2050대(.302) 그리고 3050대(.189)로 평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요인)

연령 N
평균차(P) 표준오차

20 30 40 20 30 40

LSD
(신뢰)

20대 103

30대 149 -.113(.194) .087

40대 171 -.230(.007)* -.116(.128) .085 .076

50대 이상 92 -.302(.002)* -.189(.037)* -.072(.411) .098 .090 .088

*p < 0.05

<표 5> 연령별 신뢰에 대한 사후 분석

<가설 12>의분석은도서관이용빈도가높은집단(일주일23회이상)과낮은집단(일주일1회
이하)으로구분하여실시하였다. 이용빈도에따른인식의차이에대한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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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이용 집단 N 평균
표준
편차

t
Levene 검정

F p

신  뢰
높은 집단 258 3.94 .695

.154 .426 .514
낮은 집단 257 3.93 .680

연결망
높은 집단 258 3.77 .810

.101 .341 .560
낮은 집단 257 3.70 .762

호혜성
높은 집단 258 3.91 .681

.250* 5.202 .023*
낮은 집단 257 3.75 .761

*p < 0.05

<표 6> 이용 빈도별 평균의 차이

이용빈도에따른사회자본창출인식에서신뢰와연결망은집단간차이가없다는결과를보

이고있다. 그러나호혜성에있어서이용빈도가높은집단 3.91과낮은집단 3.75에 대한차이가

존재함을나타내고있다. 또한호혜성요인은정규분포를따른다는가정을위배하고있어비모수

검정(MannWhitney) 검정을실시하였다. 그 결과 Z(2.747, ), p(.006)으로 두 집단간의차이
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이창출하는호혜성은도서관이제공하는서비스에대

한것으로도서관의이용이많을수록이용자들에대한개인및지역공동체에대한혜택의인식치

가 높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2.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

본연구에서사용된사회자본구성요인에대한확인적요인분석을실시하였다. 이과정에서단

일차원의 신뢰성과 개념간의 판별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에

대한 적합도 검정지표는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모형 /df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RMSEA RMR GFI AGFI NFI RFI TLI CFI

초기모형 171.094/41 .079 .030 .944 .910 .951 .962 .950 .962

<표 7>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절대적합지수 RMSEA .079(0.05~0.08)는 적당한 근사적합으로 나타났고, RMR .030(< .08),

GFI .944와 AGFI .910( >.90)으로 적합하게 산출되었다. 또한 증분적합지수는 NFI .951, RFI

.962, TLI .950, CFI .962로모두 >.90 이상으로적합하게산출되었다. 전체적으로적합지수판단

에문제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각요인별분산추출지수( >.5)와 신뢰성( >.7)은 아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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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과 같이 나타나 수렴 타당성과 구성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구성요인 측정변수 표준적재치 표준오차 AVE 신뢰도

신  뢰

사서의 신뢰 0.683 0.309

0.781 0.91이웃의 신뢰 0.895 0.125

이용자 신뢰 0.883 0.141

연결망

개인관계 확장 0.763 0.317

0.684 0.90
친구 및 이웃 정보제공 0.806 0.266

단체 및 기관 확장 0.793 0.379

정보자원 확장 0.846 0.228

호혜성

건전한 장소 0.72 0.381

0.661 0.89
다양한 혜택 제공 0.829 0.239

지역공동체 단합 0.783 0.303

지역발전 기여 0.748 0.297

<표 8> 확인요인분석 결과와 신뢰성 분석

또한각요인간의예측타당성과판별타당성을확인하기위하여상관행렬과분산추출지수와의

관련성을확인하였다. 각요인의분산추출지수와다중상관지수를비교한결과분산추출지수가상

관계수의 제곱 즉 결정계수(Φ2) 값 보다 모두 크게 나타나 요인들 간의 판별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2 3

신  뢰 0.781

연결망 .710** 0.684

호혜성 .619** .787** 0.661

대각행렬은 분산추출지수를 나타냄. **p < 0.01

<표 9> 사회자본 요인간의 상관행렬

3. 사회자본 구조모형 분석

본연구의연구문제 2는연구모형의적합성과인과관계의경로가어떻게구성되는지알아보기

위한것이다. 이론적토대를기반으로분석한결과의모형의적합도는 <표 10>과같이전체적으로

적합한것으로나타났다. 절대적합지수RMSEA .079(0.05~0.08)는적당한근사적합으로나타났

고, RMR .030(< .08), GFI .944와 AGFI .910( >.90)으로적합하게산출되었다. 또한증분적합지

수는 NFI .951, RFI .962, TLI .950, CFI .962로 모두 >.90 이상으로 적합하게 산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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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df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RMSEA RMR GFI AGFI NFI RFI TLI CFI

1 171.094/41 .079 .030 .944 .910 .951 .935 .950 .962

<표 10> 모형의 적합도

앞의 3가지 가설들의 채택 여부를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이의 연구모형을 살펴보면 신뢰

→ 연결망 .609, 연결망 → 호혜성에 .722, 호혜성 → 연결망 .247로 모두 유의한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및 경로
비표준화
추정치

표준화
추정치

표준오차 C.R
가설

채택여부

H2-1 신  뢰 → 연결망 .665 .609 .069 9.676*** 채택

H2-2 연결망 → 호혜성 .571 .722 .046 12.521*** 채택

H2-3 호혜성 → 신  뢰 .285 .247 .105 2.720** 채택

<표 11> 연구가설 채택여부

 **p < .01, ***p < .001

<그림 2> 연구모형 구조방정식 결과

 

Ⅵ. 결론 및 시사점

본연구는공공도서관이사회자본을창출한다는이론적배경아래신뢰, 연결망그리고호혜성

요인에대한개별요소들을추출하였다. 또한사회자본요인들의개별요소들에대한확인적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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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실시한후, 이들요인간의인과적경로에대한가설을설정하여구조모형에대한적합도와

인과관계의 유의함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서에대한높은신뢰의결과는도서관의핵심은사서로부터시작된다는점에서큰의의

를갖는결과라할수있다. 또한호혜성은도서관이제공하는서비스에대한이용자와지역공동체에

대한혜택이라는점에서공공도서관의존재가치와지속가능성을증명하는것으로서해석된다. 그러

나여기에서고려해야할점은연결망의단체및기관의확장 3.57, 친구및이웃의정보제공 3.69에

대한인식치의낮은결과에유념하여, 사서는이용자들과각기관및단체들과의연결망확대를위해

노력해야할것으로보인다. 또한사서의친구및이웃에대한정보제공에대한해석의의미는이용

자와 빈번한 면대면 접촉을 통해 그들과 친밀함의 강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연구문제 <1>의연령별집단과이용빈도에따른집단간의인식차이에대한결과는전반

적인면에서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고, 이용자들은공공도서관의사회자본창출에대한보편

적인식을가지고있다는사실을알수있었다. 그러나신뢰부분에있어서연령이증가함에따라

도서관에대한신뢰의정도가더욱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이용빈도에따른집단간의차이

에서호혜성은도서관을많이이용하는집단일수록개인및지역공동체에대한혜택의인식치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공공도서관은 이용자들이빈번한 이용을 통해 그들의 사회적 혜택을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연구문제 <2>에 대한검증을통해다음과같은사실을밝혔다. 이용자들은공공도서관의

제도화된신뢰를바탕으로도서관이용을이용하게되며, 이러한이용은개인들의연결망을확장

한다는가설이유의함의밝혔다. 또한연결망의매개를통해도서관이제공하는다양한서비스의

일반화된호혜성의혜택을받으며, 이러한혜택의결과로도서관을더욱더신뢰하게되어이용자

들의도서관이용을증가시킨다는이론적가설의유의함을증명하였다. 위의결과를토대로, 공공

도서관의 사회자본 창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공공도서관은사회자본창출의제도적중재기관으로존재한다. 이에도서관은자유로운접근이

가능한신뢰의장소로서, 다양한계층들이면대면상호작용을통해연결망을형성하는곳이다. 또

한교육, 리터러시, 자기계발, 공동체형성, 삶의질향상등의일반화된호혜성을통해이용자들에

게다양한사회적영향과혜택을제공하는기관이다. 이러한사회자본의선순환적구조는이해관

계자및정책입안자들에게공공도서관의존재가치와지속가능성에대한인식을제공할수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도서관의 존재가치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긍정적 결과를 발견했으

나, 전남지역을대상으로하였다는지역적한계를수반하고있다. 그러나본연구는공공도서관의

사회자본창출에대한이용자들의인식치와사회자본요인들의인과관계를처음으로밝혔다는점

에서학문적의미를두고있다. 이에향후공공도서관의사회자본창출에대한더욱더많은연구

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연구의 깊이와 폭을 확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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