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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SNS 이용자들을 상으로 이용동기를 분석하여, 각 이용동기의 간값을 기 으로 상, , 하로 

구분하고, 정보교류, 네트워크 도, 정보신뢰도, 유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소셜 네트워크 이용 동기는 

정보추구 동기, 사회  향동기, 오락  동기, 네트워크 형성동기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용동기 수 에 따라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정보교류 정도, 네트워크 도, 정보신뢰도, 유 인식에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정보교류 

정도와 정보의 신뢰성은 4가지 동기 수 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으며, 네트워크 도와 유 인식의 차이는 사

회  향 동기 수 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is targeted at users of social networks to investigate motives, motives based on information exchange, network 

density, and reliability of information, recognizing network. Result motivation is a social network analysis of information-seeking 

motivation, social influence motivation, entertainment motivation, motivation network formation, respectively. Network density is also 

information seeking motivations, social influence motivation, entertainment showed differences in motivation, information about the 

reliability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difference was in all the motivation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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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시장조사기 인 트 드모니터(Trendmonitor)의 201

1년 조사에 따르면 SNS의 기 표 주자 던 미니

홈피(55.2%)와 블로그(49.4%), 카페․커뮤니티(45.1%)

보다 트 터(92.3%)와 페이스북(82.6%)의 인지율이 

높고 사용자도 많았다. 재 소셜네트워크는 페이스북 

7억명, 트 터 5억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어 세

계 SNS를 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의 향력이나 효용가치는 서

비스에 얼마나 많은 이용자가 참여하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메칼 는(Metcalfe's)에 의하면 네트워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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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가치는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즉, 네트워

크의 효용성은 가입자 수에 따라 결정되며, 가입자 수

가 많을수록 네트워크의 가치는 기하 수 으로 증가

한다.

그림 1. 멧칼 의 법칙 그래
Fig. 1 Graph of Metcalfe's law

SNS 네트워크로 형성된 사람들은 끊임없이 상호작

용을 하며, 그 속에서 계  구도(Relational con-

figuration)를 형성한다. 이 게 형성된 네트워크는 ‘개

인이 사회  정체성을 유지하고, 정서  지원, 정보  

새로운  기회 등을 제공받는 계의 집합체’라 할 

수 있다[1]. 따라서 SNS 이용자들은 이용목  는 이

용동기에 따라 계  구조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는 SNS 이용자들을 상으로 이용동

기를 알아보고, 각 이용동기 수 에 따라 정보교류 정

도, 네트워크 도, 정보신뢰성, 유 인식 등의 차이를 

분석하 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소셜 네트워크 이

용자들의 이용행태  이용에 따른 효과를 알아 으

로써 향후 SNS의 계  구도를 악하는 기반 자료

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SNS의 계  구도를 

악하는 것은 국내 사회자본 형성이나 효과를 분석하

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한다. 

Ⅱ. 본 론

2.1. 소셜 네트워크 이용동기 

동기는 ‘개인으로 하여  어떤 행동 는 목표를 추

구하기 한 비 단계로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동력’

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동기는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

의 충족을 추구하기 해 행동을 직 으로 유발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2]. 신규매체의 이용동기는 매체

의 특성, 유용성, 용이성, 친 도 등에 따라 수용 정도

가 달라지고, 이용동기 한 다르게 나타난다[3].

그 동안 많은 매스 미디어 이용동기에서 사용되었

던 카츠와 구 비치 그리고 하스[4]의 연구는 매스 미

디어 이용동기를 인지  욕구, 감정  욕구, 개인인의 

욕구, 사회  통합의 동기, 긴장완화의 욕구 등으로 

분류하 다. 통 인 매체 이용동기는 정보습득 동

기, 정서  차원의 동기, 사회  차원의 동기, 오락  

차원의 동기 등으로 주로 구분한다[5].

기존 이용동기는 매체 이용자들의 성향  동기를 

분석하여, 요인분석을 통해서 악하 다. 특히 다매

체 이용자들의 성향  동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측정하기도 한다. 즉, 텔 비 , 인터넷, 신문, 화 등

에 한 이용자의 성향  동기를 측정하여, 요인분석

을 통해서 요인 재치를 기 으로 이용 동기를 추출

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DMi = wi ․∑mj                               (1)

 

여기서, DMi = 성향  동기 i 의 문항 수

  wi = 동기 i에 한 요도 평가 

  m = 개별 매체 동기 수 

  i = 동기

  j = 매체(텔 비 , 신문, 인터넷, SNS)

반면 모바일 매체 이용 동기는 정보제공, 의사소통, 

오락, 습 , 도피, 휴식, 이동성, 즉시성, 자기과시 등

과 같이 다양한 이용동기가 언 되고 있다[6]. 아울러 

휴 화의 이용 동기에서 공통 으로 언 되는 동기

요인은 도구  동기[7]가 추가되고 있다. 이러한 도구

 동기는 매체 특성이 반 된 동기라 할 수 있다. 

한편, 페이스북의 이용동기는 개인 정보 탐색, 미디

어 공유, 이벤트 정보추구 등이 요한 이용동기로 제

시되며[8], 지인들과의 계 맺기가 역시 요한 동기

로 언 되고 있다. 즉, 기존의 매체 이용동기와 SNS

의 특성이 반 된 이용동기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

인들과의 계 맺기는 SNS를 통해서 인  네트워크

를 형성함으로써 사회  계를 넓 나가고자 하는 

이용자들의 욕구가 반 된 동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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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터의 이용동기는 사회  동기와 정보  동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회  동기는 가족, 친구 등과 계 

맺기, 자기 표 , 오락  동기가 포함된다. 정보  동기

는 정보추구, 화참여, 새로운 사람 만나기 등이 포함

된다[9]. 트 터 역시 계맺기는 인  네트워크를 형성

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의 욕구가 반 된 결과이다. 

이러한 이용동기에 따라 이용 후 얻게 되는 만족이 

달라지는데, 이용자들이 인식하는 매체 는 서비스의 

용이성, 유용성, 사회  향, 신뢰성 등이 이용 후 얻

게 되는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10-11]. 따라서 이용동기는 이용행태와 이용 후 얻게 

되는 만족도에 향을 미치며, 향후 지속 인 이용의

사에도 향을 미친다. 

2.2. 사회 네트워크 이론(Social network theory)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는 기존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지 않고, 이용자 스스로 정보

를 생산하고, 달하는 창조  이용자로 치하고 있

다. 즉, 기존 미디어의 일방 인 메시지 노출을 그

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특정 정보

를 서로 공유하고, 확인하며, 때로는 련 정보를 생

산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이용자들은 SNS를 다(多) 

방향으로 상호 교류가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

다. 특히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페이스북이나 트

터 등과 같은 SNS의 네트워크 형성은 정보교류의 다

양성을 더욱 증진시킨다.

한 SNS는 많은 가입자들이 상호 연결되어 다양

한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분

야에 향을 미친다. 를 들어 과거 선거 운동은 특

정 장소에서 특정 시간에 규모 일반 들을 상

로 일방향 으로 메시지를 달하 다. 하지만 최근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장소나 시간에 구애를 받

지 않고,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장  때문에 정치 

후보자들의 요한 선거운동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커뮤니 이션

은 유․무선 인터넷을 기반으로 형성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네트워크란 '한 상과 

다른 상이 상호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 할 수 있으

며, 연결된 상태나 상황은 사람들의 계성이나 공간

의 동질성을 의미하기도 한다[11]. 네트워크 형성은 

상과 상들 사이에 특정 정보나 메시지의 흐름

(Flow)을 의미한다.

그림 2.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형성
Fig. 2 Relationships social networks

그림 3. 네트워크 형성에 따른 정보교류 형태
Fig. 3 Form of information exchange network formation

SNS 이용자들은 정보공유 활동과 정보의 유용성 

인식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계를 향상시킬 수 있

을 것이라는 기 감을 갖게 되고, 이러한 기 감은 정

보공유나 행동에 정 인 향을 다[12]. 즉, 정보

교류 활동이 활발할수록 그리고 정보가 유용하다고 

인식할수록 많은 정보를 공유하게 되고, SNS에서 활

동이 활발해진다. 이러한 상은 기존의 매체 이용자

들의 동기가 해당 매체의 사용빈도에 향을 미치는 

결과와 동일하다[13].

SNS 이용자들의 정보공유에 향을 미치는 이용

동기는 상호이득, 기 되는 사회  상호 계, 신뢰, 명

성, 자기표 성, 자기효능감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SNS는 낯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며, 자신을 다

른 구성원들에게 드러내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호교

류 할 수 있는 장 [14]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SNS 

이용자들의 인  네트워크는 매우 범 하게 형성되

는 특징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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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상호작용 네트워크와 단방향 네트워크
Fig. 4 Interaction network and a one-way network 

SNS에서의 네트워크는 ‘사  네트워크’와 ‘공  네

트워크’로 나 어 볼 수 있다. 사  네트워크의 경우 

‘평소에 가족이나 친척, 이웃 등과 개인 인 문제를 

논의하거나, 친 한 계유지를 하여 빈번히 을 

시도하고 의존하는 계’라 할 수 있다[15]. 이러한 사

 네트워크는 주로 감정 인 친분이나 우정에 의하

여 이루어진다. 반면, 공  네트워크는 도구  계나 

공식  계로 형성되는 일종의 략  계와 유사

하다[16]. 즉, 행 자가 치한 공 인 직 나 사회  

치에 의하여 다른 행 자와 커뮤니 이션이 이루어

지고, 자원과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며, 공 인 활동을 

공유하는 계라 할 수 있다.

결국 SNS에서 주로 교류되는 정보가 이용자의 사

인 계 심인가 는 공 인 계 심인가에 따

라서 정보의 내용과 달 등에 한 빈도나 효과가 

달라진다. 한 소속된 네트워크에 한 애착이 강할

수록 개인은 네트워크를 동질 인 요소들의 집합체

(Entity)로 인식하게 되고, 이용자들은 특정 정보에 

해서 유용성을 높게 평가하며, 정보공유의 빈도가 

증가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네트워크 효과는 정보획득 효과와 지원효과로 

나 어 볼 수 있는데, 정보획득 효과는 네트워크를 통

하면 원하는 정보를 얻는데 비용과 시간이 어들며, 

정보의 질도 우수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한 

사회 으로 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사람은 

그 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다[17]. 이용자들이 직  경험하거나 확인한 정보를 

달하기 때문에 일반 매체보다 더 빠르고 정확

하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해당 정보에 한 이용

자 검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는 믿음

을 갖게 된다. 

지원효과는 네트워크에 의해 맺어진 다른 사람들로

부터 정서  지원, 물리  지원, 조언, 충고 등을 얻는 

효과를 의미한다. 특정 네트워크에 소속된 사람들은 

빈번한 소통을 통해서 긴 한 네트워크 계를 맺고 

있으면 지원효과는 더욱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셜 네트워크의 행 자 기반 모형 (Agent-based 

modeling: ABM)은 아래 수식과 같이 풀이된다. 

Preference(t)

 = Valence x Confidence (t-1) xδ (t)

x i ( t ) = v i ⋅ c i ( t − 1 ) ⋅ l
1 + e − δ i ( t )

⎡
⎣⎢

⎤
⎦⎥

P [ e x p r e s s i o n ] =
 1   i f   x i ( t )  >  φ i

 0  i f   x i ( t )  ≤  φ i  

⎧
⎨
⎪

⎩⎪

(2)

따라서 SNS 이용은 계된 인  네트워크의 크기

와 련된 사람들과의 정보교류 정도에 따라 정보의 

신뢰성이나 유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정보교류의 정도나 정보의 신뢰성은 이용동기

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측된다. 결국 이용동기

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보교류정도, 네트워크 도, 

정보의 신뢰성, 유 인식 등에 유의미한 차이를 유발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연구가설 1. 이용동기 수 에 따라 정보교류, 네트워

크 도, 정보신뢰성, 유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3.1 분석방법 

본 연구는 소셜 네트워크 이용자들을 상으로 면

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는 SNS를 가장 많이 사용

하는 학생들을 심으로 실시하 다. 충남, 서울, 경

기도 지역의 4년제 학생들을 심으로 교양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상으로 5일간(2013년 5월 23～

2013년 5월 27)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00명의 응답

자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238명의 응답을 결과 

분석에 이용하 다. 이  남성 134명(56.3%), 여성이 

104명(43.7%)으로 하루 평균 SNS 이용량은 약 50분

으로 나타났다. 조사 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만 22세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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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측정변인 

이용동기는 그동안의 매체 이용동기 측정문항과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동기 문항

을 구성하 다. 측정에 이용한 이용동기 문항으로는 

‘기존과 다른 생각이나 의견을 얻기 해서’, ‘다른 사

람과 소통하기 해서’, ‘최신 정보를 얻기 해서’, 

‘습 처럼’, ‘시간을 보내기 해서’ 등 총 20문항을 7

 척도(1=매우 그 지 않다, 7=매우 그 다)로 측정

하 다.

정보교류는 개인  이야기 이외 사회  국가에서 

논의되는 공 인 이슈를 교류하는 것으로 ‘나는 SNS

에서 공 인 주제를 주로 언 한다’, ‘나는 SNS에서 

개인사  이야기보다 공 인 을 더 자주 읽는다’로 

측정하 다. 제시된 문항은 7 척도(1=매우 그 지 않

다, 7=매우 그 다)로 측정하 다. 

SNS 이용자들의 네트워크 도(Density) 정도를 

알아보기 해서 페이스북과 트 터의에 한 각각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조사하 다. 도는 사람과 사람

이 얼마나 집되어 있는가에 의해서 단할 수 있다. 

따라서 총 네트워크의 수는 N(N-1)/2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페이스북의 경우 친구 맺기에 해당

하는 사람들의 수를 조사하 으며, 트 터의 경우 팔

로워(Follower)과 팔로잉(Following)의 수를 합산하여 

네트워크의 일반 도를 측정하 다. 

정보의 신뢰성을 측정을 해서 제시된 문항은 ‘나

는 방송정보보다 SNS 정보를 더 신뢰한다’, ‘나는 신

문정보보다 SNS 정보를 더 신뢰한다’, ‘나는 인터넷 

포털 정보보다 SNS 정보를 더 신뢰한다’고 제시하

으며, 제시된 문항은 7 척도(1=매우 그 지 않다, 7=

매우 그 다)로 측정하 다. 

유 인식을 측정하기 해서 ‘SNS에서 나와 이야

기를 주고 받는 사람은 가깝게 생각한다’, ‘SNS에서 

나와 정보를 주고받는 사람에게 정서  교감을 느낀

다’, ‘SNS에서 나와 의견을 주고받는 사람에게서 우

정을 느낀다’로 측정하 으며, 제시된 문항은 7 척도

(1=매우 그 지 않다, 7=매우 그 다)로 측정하 다.

Ⅳ. 분석결과 

4.1 동기 분석결과

SNS 이용 동기를 알아보기 해서 탐색  요인분석

을 실시한 결과 KMO Bartletts's Test는 886.64(df=153, 

p=.000)로 나타나 요인분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체변량의 64.1%를 설명하고 있다. 

SNS 이용동기를 분석한 결과 요인1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정보추구’라는 공통된 동기요인을 탐재하고 

있다(α=.87). 요인2의 문항은 ‘사회  향’ 동기로 설

정할 수 있다(α=.85). 요인 3은 ‘오락  동기’(α=.74), 

요인 4는 ‘네트워크 형성욕구’동기(α=.78)로 볼 수 있

을 것이다. 

표 1. SNS 이용 동기요인 분석
Table 1. SNS motivation factor analysis

Question Av F1 F2 F3 F4

News to know 4.42 .82 .11 .15 .01

Recent news 4.76 .81 .17 .14 -.02

Necessary information 4.32 .77 .05 -.16 .09

Social issues 4.64 .75 .13 .09 .05

Other opinion  4.44 .69 .07 .06 .08

Interact with other people 5.13 .68 .09 .13 .39

Communicate with others 2.84 -.01 .86 .04 .15

Important to show 2.86 .08 .84 .13 .06

Using another person 3.09 .06 .68 .38 .10

Mission 3.00 .26 .67 -.05 .16

Service diversity 3.31 .27 .65 .08 -.12

Emotional stability 3.09 .07 .61 .24 .32

Habit 3.51 .23 .28 .77 .17

Send a tedious and time 4.10 -.05 .07 .73 .03

Escape 4.32 .09 .11 .69 .00

Fun 4.65 .20 .05 .58 .39

Forming relationships 4.83 .04 .14 .08 .86

Formation chemistry  4.74 .16 .17 .09 .81

eigen value 3.75 3.43 2.31 2.04

Describes the amount of 

accumulated(%) 
20.8% 39.9% 52.8% 64.1%

  ※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Vari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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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 도출된 SNS 이용동기를 간값을 기 으

로 상, , 하로 구분하여 각 종속변인에 한 차이를 

분석하 다. 즉, 이용자들은 주요 이용동기 이외 다양

한 동기를 갖고 SNS를 이용하는데, 이러한 추구하는 

동기의 수 에 차이를 두어 집단을 구분하고, 각 구분

에 따라 종속변인의 차이를 분석하 다.

표 2. 동기수 별 종속변인의 차이 분석
Table 2. Motivation level of the dependent variable 

analysis

Motive

Motivatio

n

level 

Information 

exchange

Network 

density

Reliability of 

information

Recognizing 

network

Information

-Seeking

Low 4.19a 4.28a 3.28a 3.28

Usulally 4.60
a

4.29
a

4.30
b

3.30

Hight 5.33
b

5.40
b

4.52
b

3.52

Statistic
(f=9.41, 

P=.000)

(f=12.70, 

P=.000)

(f=10.67, 

P=.000)

(f=0.67, 

P=.629)

 Social 

influence

Low 2.81a 2.79a 2.86a 2.76a

Usulally 2.93
a

2.87
a

2.91
a

2.81
a

Hight 3.49
b

3.46
b

4.26
b

3.96
b

Statistic
(f=.16, 

P=.047)

(f=3.55, 

P=.033)

(f=3.62, 

P=.002)

(f=2.62, 

P=.012)

Entertain

ment

Low 3.76a 3.88a 3.55a 2.72

Usulally 4.20
ab

3.95
a

3.65
a

3.12

Hight 4.63
b

4.68
b

4.56
b

3.40

Statistic
(f=4.36, 

P=.015)

(f=4.76, 

P=.011)

(f=3.46, 

P=.011)

(f=1.46, 

P=.061)

Network 

formation

Low 4.56 4.66 4.36a 3.26a

Usulally 4.76 4.71 4.61
a

4.52
b

Hight 5.12 5.00 5.10
b

5.17
c

Statistic
(f=1.55, 

P=.218)

(f=.65, 

P=.523)

(f=2.45, 

P=.016)

(f=3.45, 

P=.000)

※ S-N-K Post-Hoc.

분석결과 정보추구 동기가 높을수록 정보교류가 많

고, 네트워크 도가 높으며, 정보의 신뢰성에서도 높

은 평균을 보 다. 한 사회  향 동기가 높을수록 

정보교류, 네트워크 도, 정보의 신뢰성, 유 인식에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오락  이용동기 수 이 

높을수록 네트워크 도와 정보의 신뢰성은 높게 나

타났지만, 정보교류와 유 인식은 통계 으로 유의미

한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웠다. 아울러 네트워크를 형

성하고자 하는 동기 수  역시 정보의 신뢰성이나 유

인식에서 차이가 나타났지만, 정보교류 정도와 네트

워크 도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Ⅴ. 결 론

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우리사회에 정치, 경

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향력을 발휘하고 있

다. 많은 사람들이 SNS를 이용하게 되면서 SNS의 

효용가치는 속하게 성장하 다. 특히 최근 경제  

측면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면서 정치, 

문화의 범 를 넘어 경제  활용도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SNS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 

동기가 각각 다를 것으로 측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동기 수 을 구분하여, SNS의 정보교류 정보, 네트워

크 도, 정보신뢰성, 유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 다.

연구결과 이용동기는 정보추구, 사회  향, 오락, 

네트워크 형성과 련된 동기가 SNS를 이용하는 동기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용자들의 이용동기 수

에 따라서 정보교류, 네트워크 도, 정보의 신뢰성, 유

인식에 차이 나타났다. 하지만 추구하는 동기수 에 

따라 이용행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SNS 

이용자들의 특성을 반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에서 논의한 신뢰와 네트워크 도, 유

인식 등은 사회자본(Social capital)과 연결될 수 있

을 것이다. 사회자본은 네트워크, 공유된 규범, 공유된 

신뢰 등으로 구성되어 상호 긴 한 계를 갖고 있다. 

인간은 조직, 사회, 국가를 떠나 살수 없는 것 같이 

사회자본과 련된 제도, 윤리, 규범을 벗어나 살 수 

없다. 최근 사회자본의 용범 가 확 되고 있으며, 

사회와 국가 발 의 기반으로 사회  자본의 요성

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한 사회자본을 개인  자산

으로 보고 개인의 네트워크 기능을 악하는데 이용

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회자본의 연구는 개인  속성

과 집단  속성을 포함하고 있어, 어느 한 분야에 제

한되지 않는다. 이런 에서 카두신(Kadushin)은 

사회자본이 개인과 집단이라는 두 에서 연구되어

야 한다고 주장하 다. 

이러한 사회자본은 실 속에서 인간 계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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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이고 제도화된 규칙의 지배를 받거나 합리  

선택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사회자본

은 사회  신뢰와 호혜성의 원리에 의해 인간의 계

가 지속 으로 발 하는 것에 주목한다. 따라서 시장

에서 이윤추구를 한 교환행 가 아닌 다른 형태의 

사회  교환(Social exchange)에 해 설명하기 해

서 사회자본이 요하다. 

소셜 네트워크상에서 나타나는 인  네트워크는 우

리 사회의 사회자본 성장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것이

다. 사회자본은 조직이나 혹은 개인이 보유한 인

계의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되는 구성원들 내 자원의 

집합으로 볼 때, 개별 행 자가 갖게 되는 혜택이고 

결과이다. 여기서 인  계는 사회자본의 원천이 된

다. 따라서 사회자본은 개인이나 사회  집단이 계

를 맺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획득되기도 한다. 이러

한 상은 다수의 공동참여와 업에 의해서 사회  

지식생산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18].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를 기반으로 국내 사회  자

본의 형성과 확산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신

뢰뿐만 아니라 호혜 는 용서, 네트워크 형성 등과 

련된 연구를 지원하고, 정책 으로 국내 사회자본 

형성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OECD의 ‘2014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2014)'에서 한국인

들의 정부 신뢰도 평가에서 한국인의 23%만 정부를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신뢰도 부족은 향후 국

내 국가정책 추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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