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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에 한 이용 동기(정서  동기, 사회  동기, 

정보  동기)가 로우에 미치는 향력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며, 로우를 매개하

여 랜드 애착과 랜드 몰입에는 어떠한 구조  계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자 하 다. 이를 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에서 두 경로 

간 크기를 통계 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계  카이스퀘어 분석(hierarchical 

chi-squal analysis)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 다. 

   첫째,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의 이용 동기가 로우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의 이용 동기를 정

서  동기, 사회  동기, 정보  동기 나 어 살펴보았는데, 사회  동기와 정서  

동기가 로우에 가장 많은 향력을 행사하 으며, 정보  동기가 로우에 미치

는 향은 이들 두 이용 동기보다 상 으로 미약하 다. 

   둘째,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의 이용 동기를 통해 형성된 로우는 커뮤니티 동일

  시와 랜드 애착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셋째, 커뮤니티 동일시가 랜드 애착에 미치는 향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의 이용 동기를 통해 형성된 로우는 커뮤니티 동일시

  를 통해 랜드에 애착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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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탐색 활동이 다양해지고 인터넷 활용이 화되면서 

통  커뮤니티에서 벗어나 온라인을 심으로 랜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랜드 기반의 인터넷 커뮤니티는 과거 통  의미의 커뮤니티와 

달리 인터넷이 사용가능한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정보를 탐색가능하

며, 기업 입장에서는 은 비용으로 지리  제약이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컴

퓨터를 매개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어 새로운 커뮤니티의 개념으로 발 하고 있

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자신들이 선호하거나 요하게 생각하는 랜드에 해 

심을 가지는 다른 사람들을 온라인 상에서 쉽게 찾아 정보를 공유하거나 모

일수 있어 커뮤니티 형성이 용이하다. 한 기업 입장에서도 소비자들과 신속히 

커뮤니 이션할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쉽게 제공하여 온라인에서

의 랜드 커뮤니티 형성  활성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

서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의 구축과 운 은 랜드-소비자의 계를 형성, 유

지, 발 시킬 수 있는 표  방법으로 그 요성이 날로 증 되고 있다

(Armstrong & Hagel. 1996).

한편, 이러한 온라인 마 이나 고효과 연구에서 요한 소비자의 개인

인 련 변수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로우(flow)이다. 로우를 처음 도

입한 Csikszenmihalyi(1977)는 이를 사람들이 총체 으로 여되어 행동할 때 

느끼는 몰입된 감정으로 보았으며, 장 련(1998)은 ‘흥미’, ‘재미’ 등 내 으로 즐

거운 경험, 몰입된 상태에서의 기쁨과 성취로 보았다. 이러한 로우 이론은 과

거 인터넷 고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어왔다. 로우가 고태도에 향을 주는 

주요 조  변수로 인식되었으며, 로우에서 느끼는 재미, 정서, 흥분이 인터넷 

고 효과에 지 한 향을 주는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는 인터넷 고 효과에 향을 미치는 로우의 역할을 확장하고자 

한다. 최근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의 이용동기가 증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이용동기에 따라 로우에 미치는 향력이 달라질 

것으로 상할 수 있다. 한 이 게 증가된 몰입, 재미와 같은 로우는 그들

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동일시하는 소속감과 랜드에 애착하고자 하는 정서

 감정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와 련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

행되고 있지만 부분 커뮤니티 특성이나 공동체 의식 등이 충성도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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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서건수, 2003), 충성도에 따른 소비자 행동 연구(박성연, 유승 , 2003), 온

라인 랜드 커뮤니티가 구 에 미치는 향 연구(김성훈, 2003) 등으로 한정되

어 있다. 그러나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를 소비자들이 어떠한 이용 동기를 가

지고 활동하는지,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를 통해 흥미, 몰입 정도는 어떠하며, 

이러한 이용동기와 몰입이 커뮤니티 동일시와 랜드 애착에 어떠한 향을 미

치는 지에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 이용 동기 유형에 따라 로우에 미

치는 향력 차이는 어떻게 차이가 나며, 이러한 로우는 커뮤니티 동일시와 

랜드 애착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에 한 구조  계를 종합 으로 살

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온라인 브랜드 커뮤니티

  사회과학 분야에서 커뮤니티는 인간이 공동생활을 함에 있어 행해지고 있는 

일정한 지역, 특히 모든 사회  계를 찾아볼 수 있는 지역 사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교제(association)와 응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한상린, 심재희, 김

수, 이재훈, 2006). 일반 으로 이러한 커뮤니티는 공통의 흥미나 어떤 특정 목

을 지닌 사람들의 집합으로서 집단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유지되고 

발 된다. 

  통 인 커뮤니티는 일반 으로 지리 인 근성을 제로 하는 개념이었지

만, 정보기술과 인터넷의 등장은 물리 인 공간이나 시간의 한계성에 한 제약 

없이 여러 사람들을 연결하여 동시에 의사소통  정보 공유에 한 욕구를 만

족시킬 수 있는 가상 공동체의 등장을 가능하게 하 다.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

해 스스로 모이게 되고 기업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장소를 가상의 공간에 

제공하게 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었다. 

  통 인 커뮤니티와 달리 온라인 커뮤니티는 새로운 정보기술로 인해 공통

의 심사나 경험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의 집합체이다( 

Hagel & Amstrong, 1997). Howard Rheingold(1993)은 온라인 커뮤니티란 사람

들이 새로운 기술들을 이용하면서 나타내는 언어, 인간 계, 데이터, 권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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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상공간 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공동체를 형성하여 동일한 

심사에 활용이 가능한 콘텐츠를 생사하는 가상공간이라고 정의하 다. 

  Stolterman(1999)은 온라인 커뮤니티란 사람들이 CMC(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를 지원하는 컴퓨터를 매개로하여 일정한 사이버 공간에 모인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집단으로 사람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공동체를 형성하여 

동일 심사에 활용 가능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가상공간이라 정의하 다. 이러

한 온라인 커뮤니티는 구성원들에 의해 만들어진 자생 인 콘텐츠에 을 두

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기업의 마  활동에 도입되어 활용되는 경우 온

라인 랜드 커뮤니티라 불리게 된다. 서구원, 이철 , 백지희(2007)는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는 사이버 공간을 기반으로, 인터넷 등 컴퓨터를 매개로 한 커

뮤니 이션을 통해 상호작용하고, 특정의 랜드에 련된 공통된 이해 계나 

심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으로 정의하 다.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는 기존의 

통 인 커뮤니티와 비교하여 온라인이라는 공간의 특성과 소비자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자발 으로 실시간으로 속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많은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자유롭다. 한 이러한 상호작용은 폭넓은 정서 인 

가치를 극 화 할 수 있어 랜드에 한 충성도나 애착에 미치는 향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Muniz & O'Guinn, 2001).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는 기존 랜드 커뮤니티가 가지는 특성 뿐 아니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리  기반의 면 면 방식이 아닌 실시간 상

호작용이라는 특성으로 기업은 은 비용으로 고객과 장기간 계를 형성하고 

발 시킬 수 있다. 한 수용들에게 랜드에 한 태도, 충성도, 연 감 등 다

양한 정 인 향을  수 있어 강력한 랜드 자산 구축에 요한 역할을 

한다.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는 기업에게 유용한 마  수단이 되는 동시에 소비

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고, 동일한 랜드를 사용한다

는 소속감이 강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에서 의미있는 사

회 , 심리  공간으로 작용한다. 한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랜드를 가꾸고 자

기를 표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에 한 자부심을 느끼고 자신의 가치를 향상시

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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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동기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의 형성과 발 에 필요한 요소는 동기부여이다. 이러

한 동기는 의식 인 상태에서 특정 행동을 유발시키고 보다 문제를 능동 으로 

인식하여 해결하며, 보다 상황 지배 인 개념이다. 

  최근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커뮤니티 활동에 있어 어떠한 동기

를 가지고 활동하는지에 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온라인 환

경에서 인터넷 수용자들이 지니는 이용 동기에 따라 소비자들의 행동 양식에 

요한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Korgaonkar & Wolin, 1999). 인터넷을 통한 온

라인 랜드 커뮤니티의 사용 동기를 이론 으로 설명해주는 것  하나가 이

용과 충족이론(Theory of Use & Gratification)이다. 

  이용과 충족이론은 종래의 매스 커뮤니 이션 연구가 활기를 잃고 있던 1950

년  말에, ‘미디어가 수용자에게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수용자들이 미디어

로 무엇을 하느냐?’는 에서 나온 매스 커뮤니 이션 연구의 새로운 근방

식으로 Katz 등의 학자들에 의해 이론  토 가 구축되었다. 이용과 충족의 

근방법은 매스 커뮤니 이션의 수용자가 능동 이고 목 지향 인 존재임을 가

정하고, 미디어의 수동 인 수용자 에서 탈피하여 미디어의 이용동기나 필

요에 의하여 능동 으로 미디어를 이용하는 능동 인 이용자의 을 설명하

고 있다(Tsao & Sibley, 2004). 미디어의 이용과 충족 은 수용자 심의 커

뮤니 이션 연구의 주요 흐름으로 자리 잡았으며, 특히 인터넷 등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이용과 충족 이론은 이들 미디어들의 특성과 이용 행태를 이해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하 다(최민욱, 2007).

  이 이론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를 제로 하여 출발한다(Katz, Blumler, 

Gurevitch, 1973). 첫째, 수용자는 능동 이고 목  지향 으로 미디어를 이용한

다. 둘째, 매스커뮤니 이션 과정에서 욕구충족과 련된 동기와 미디어 선택권

을 갖는다. 셋째, 수용자들은 미디어 외에 다른 방법으로 욕구 충족으로 할 수 

있다. 넷째, 미디어 이용의 여러 목 들은 수용자 개개인이 제공한 자료들로부

터 추출되어야 한다. 다섯째, 수용자는 매스커뮤니 이션의 문화  요성에 

해 스스로 가치를 단하고 통제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수용자들은 피동

인 존재가 아니라, 능동 인 미디어 선택한다는 것이다(차배근, 1999).

  이용과 충족 이론은 수용자가 미디어를 이용하는 동기는 무엇이며, 이러한 동

기는 이용행태와 어떤 계가 있는가를 연구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 따라서 기

존 통 인 미디어 뿐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들이 출 할 때 마다 이러한 미디



32  經營情報硏究 第29券 第2號

어들의 성격을 이해하고 수용자들이 왜 새로운 미디어를 이용하고자 환하는

가를 설명하는 데 요한 이론  근거가 되어 왔다. 특히 뉴미디어로서 인터넷

을 매개로 하는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는 미디어 콘텐츠의 선택이나 이용과정

에서 미디어 이용자의 능동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미디어 이용자의 능동성을 

제로 하고 있는 이용과 충족이론을 용하기 당하다고 볼 수 있다(최민욱, 

2007). 특히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 수용자들의 이용 동기를 이해하는 것은 

랜드 커뮤니티 구축 략에 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요한 역할

을 한다(강태 , 리 룡, 황장선, 2005). 

  지 까지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이용 동기와 련한 선행연구

들을 종합해보면,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 회원들은 크게 기능 / 이성  범주

와 쾌락 / 감성  범주의 동기 차원으로 나 어 진다(강태 , 리 룡, 황장선, 

2005). 기능 / 이성  범주의 이용 동기는 커뮤니티에 속한 구성원들이 어떠한 

정보를 탐색하고자 하는 욕구와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다양한 거래 활동을 추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쾌락 / 감성  이용 동기는 동일한 커뮤니티

에서 활동한다는 인식 때문에 사회  계 형성에 한 욕구를 포함하고 있다

(강태 , 리 룡, 황장선, 2005). 

  강명수(2002)는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 이용 동기를 커뮤니티 구성원의 커뮤

니티 이용 동기에 한 만족 정도로 정의하고 사회  이용 동기와 경제  이용 

동기로 구분하 다. 사회  이용 동기는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를 통해 심사

에 한 경험과 정보의 공유를 통해 형성되는 유 감과 인간 계와 련된 개

념이며, 경제  이용 동기는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를 이용하면서 얻게 되는 

경제 인 편익에 을 두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최경진, 최일도(2009)는 

IPTV의 이용 동기와 련한 연구에서 이용 동기를 정서  동기, 사회  동기, 

정보  동기로 구분하 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 동기에서 기능 /이성  차원의 동기가 강한 경우 좀 

더 높은 수 의 목  지향을 구축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보다 강하

게 탐색하여 획득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반면, 쾌락 /감성  차원

의 동기가 강할 경우 경험 지향  이용 동기가 작용하여 좀 더 흥미롭고 오락

인 요소의 정보를 탐색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Goldsmith & 

Horowitz,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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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플로우(Flow)

  로우(Flow)라는 개념을 도입한 Csikszenmihalyi(1977)는 로우를 한 개인

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경험으로서 완 히 몰입한 상태에서 행동할 때 느끼는 

정신 , 신체  흥분을 포함한다고 하 다. 즉, 사람들이 총체 으로 여되어 

행동할 때 느끼는 푹 빠진 감정이라 할 수 있다. 로우와 비슷한 개념인 여

도는 다차원 이고 포 인 개념으로 상품, 메시지, 매체 등에 해 개인이 부

여하는 요성의 정도 는 심의 정도이라. 로우와 여도는 개인이 특정 

내용에 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인다는 은 같지만 여도는 자신과의 련성

을 제로 하고 로우는 련성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로우는 

정신 , 심리 , 신체 으로 완 히 빠져드는 느낌 는 상태로 심리  측면에 

을 두고 있다. 

  Trevino와 Webster(1992)는 로우를 개인  성향(traits)로 개념화하여 통제, 

주목, 호기심, 본질  재미의 특성이 종합된 것으로 보았다. 구체 으로 로우

는 수용자가 컴퓨터와의 상호작용에 한 통제감을 지각하는 정도, 수용자가 컴

퓨터와의 상호작용에 집 하여 주목하는 것을 인지하는 정도, 호기심에 환기되

는 정도, 상호작용이 갖는 본능 인 흥미를 발견하는 정도를 제시하 다. 반면, 

Csikszentmihalyi와 Csikszentmihalyi(1988)은 로우를 상태(state)로 악하

다. 즉, 로우 경험은 상황이 부여하는 기술(skill)과 도 (challenge)이 일정 수

을 넘어설 때 발생하여 개인이 자신의 활동에서 겪게 되는 최상의 여상태 

의 하나로 보았다. 그 다면 결국 로우가 발생되고 증가되기 해서는 한 

개인이 수행하고 있는 활동이나 과제에 한 도  수 과 능력 수 이 일정 

수 을 넘어 높을 때 개인은 그 순간을 즐길 뿐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

여 능력을 확장시키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게 되며 이러한 결과 로우를 경

험하게 된다. Ghani와 Deshpande(1994)는 로우는 두 가지 핵심 인 특성을 

가진다고 하 다. 첫 번째는 특정 활동 상태에서의 집 화이며 두 번째는 그 활

동에서 추구하게 되는 즐거움이라고 하 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로우의 

특성에는 특정 기술 수 과 연계된 최 의 도  정신이 필요하다고 하 다. 

Hoffman과 Novak(1996)은 컴퓨터를 매개로 하는 환경에서 로우 경험은 1) 

기계  상호작용에 의해 진되는 응답의 지속 인 과정에 의해 특징 지어지고, 

2) 본질 으로 내 으로 즐거운 상태이며, 3) 자의식의 상실에 의해 동반되며, 

4) 자기강화인 네트워크 항해 동안 발생하는 상태라고 하 다. 

  지 까지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로우는 기술(skill)과 도 감(chall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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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두 가지 선행요인에 의해 설명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인터넷과 련한 

연구에서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는 요한 변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인터넷

의 지속 인 이용이 로우의 경험과 한 련이 있기 때문이다(이시훈, 

2000). 이러한 차원에서 기술은 인터넷 사용 행 에 한 소비자들의 숙달된 능

력이라 볼 수 있으며, 도 감은 컴퓨터를 매개로 한 환경에서 소비자에게 가능

한 행 에 한 기회로 정의될 수 있다. 즉, 기술과 도 감이 높을수록 로우 

상태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4. 커뮤니티 동일시

  동일시(Identification)란 지각된 일체감  소속감으로, 자신이 소속된 집단과 

운명을 함께하고 성공이나 실패도 함께 경험하려는 심리  연결정도이다. 이러

한 동일시가 높을수록 조직이나 집단과 자신이 일체감을 가지고 지각하게 된다

(Ashforth, 1989). 이러한 동일시에 한 연구는 사회학 분야에서 처음 시작되었

으나 마  분야에서는 Bhattacharya와 Glynn(1995)의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상으로 하여 동일시에 한 연구(서문식, 김유경, 

2002); Lantz, 1998)는 상 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랜드 동일시(Brand Identification)란 소비자의 자아 이미지와 랜드 이미

지가 일치하는 정도이다(박주  외, 2001; 이유재, 라선아, 2002). 이러한 랜드 

동일시는 소비자들의 실제  자아 는 이상  자아 이미지와 랜드 이미지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상징  소비의 근간이 된다고 하 다

(Graeff, 1996). 한 랜드 동일시 높을수록 랜드 인지도, 랜드 연상, 랜

드 충성도가 높아져 랜드 자산이 높아진다(이유재, 라선아, 2002). 

  Levy(1959)는 랜드 동일시와 련한 최 의 연구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제품 속성과 같은 기능 인 편익만이 제품 선택의 기 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

품속성을 뛰어 넘은 랜드에 한 상징 인 의미도 소비자의 행동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이 연구 결과를 발 시켜 Grubb와 Grathwohl(1967)은 소비

자가 랜드에 한 상징  편익을 소비함으로써 자신의 자아 이미지를 진하

고 강화하는 소비 행동을 보인다고 하 다. Keller(1993)는 랜드 동일시가 높

아질수록 랜드 인지도, 랜드 연상, 랜드 충성도가 높아지며 이러한 결과

로 랜드 자산이 높아진다고 하 다. 

  이와 같이 동일시에 한 연구는 사회학 분야에서 시작된 연구 개념으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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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오 라인상의 조직과 련하여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온라인 커뮤

니티를 상으로 하여 동일시에 한 연구(서문식, 김유경, 2002; Lantz, 1998; 

Johnston, 1999)는 상 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랜드 동일시와 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Johnston 

(1999)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 커뮤니티에 한 몰

입 수 과 동일시 수 이 증가한다고 하 다. Lantz(1988)는 커뮤니티 동일시와 

제품 선호의 계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커뮤니티에 한 자기 만족  경향과 

품질 차이가 매개변수 역할을 한다고 하 다. 따라서 사회  동일시, 커뮤니티 

동일시 등은 자기 범주화(self-categorization)이론을 해 새로운 임 웍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 다. Frank(2001)는 동일시란 심리 , 정서 으로 소속되

어 있다는 감정으로 모든 조직이나 집단에 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웹사

이트의 커뮤니티 역시 하나의 공동체 집단이나 조직체이기 때문에 동일시 이론

의 용이 가능하다고 하 다. 이러한 논리는 뒷 받침해주는 연구로 Moreland 

(1993)는 어떤 특정 집단이나 조직 구성원들의 동일시는 보다 집단에 한 몰입

된 행동을 증가시킨다고 하 다.  

  서문식, 김유경(2003)은 온라인 랜드에 한 공동체 의식이 커뮤니티 동일

시와 랜드 태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 으로 검증하 다. 온라인 

상에서 동일한 랜드 경험을 통해 형성된 랜드 커뮤니티의 충성도와 랜드 

태도가 호의 이기 해서는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에 한 공동체 의식과 

랜드 커뮤니티에 한 동일시가 증가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 다. 박성연, 유

승 (2003)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형성된 가상 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 온

라인 웹사이트의 충성도가 높아지며, 이 웹사이트와 자신과의 동일시 정도가 높

을수록 웹사이트에 한 충성도가 높아진다고 하 다. 김수명(2006)의 연구에서

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 더 많은 몰입과 동일시를 

느끼며, 이는 곧 웹사이트 충성도와 구매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브랜드 애착

  지 까지 소비자는 실용  차원에서 소비활동을 하기 때문에 랜드는 소비

자의 기능 이고 실용  편익만을 충족시켜 주는 존재 다. 그러나 이제는 랜

드에 사람과 계를 맺어가는 방식처럼 랜드에 의미를 부여하고, 사람처럼 의



36  經營情報硏究 第29券 第2號

인화하여 정서  계를 맺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능동 으로 자신

을 랜드에 투 하면서 랜드와 지속  상호 계를 맺으며, 그 결과 랜드와 

강한 정서  유 감을 형성하게 된다(성 신, 박은아, 김유나 2003). 이처럼 

랜드 애착은 소비자가 구매하고 사용하고 있는 특정 랜드와 거듭된 상호작용

을 통해 랜드에 해 마치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 해 느끼는 정서  유 감

과 결속감을 형성한 상태를 말한다(Keller, 2003). 한 여도가 제품 반에 

한 소비자의 련성이라면 랜드 애착은 자신이 소유한 특정 랜드에 한정

되기 때문에 차이가 존재한다(Ball & Tasaki, 1992).

  지 까지 마  연구를 심으로 충성도와 같이 소비과정을 다룬 연구들은 

주로 인지  근으로 단기  매출에 을 두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일치

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충성도는 소비자들의 소비과정에서의 심리 , 

정서  계에 한 설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이진용, 2003). 이에 랜드

에 한 신뢰 역시 감성  유 감이나 몰입 등 정서  요인의 요성이 부각되

면서 랜드에 한 심리  애착(psychological attachment) 개념이 두하 다. 

  Fournier(1998)는 랜드 애착은 정서 인 측면이 강한 개념으로 정서  애착

으로 표 하 다. 소비자는 랜드와의 지속 인 계를 통해서 랜드에 의존

하게 되며, 친 감을 형성해갈 수 있는 것이다. 애착을 느끼는 랜드일수록 감

정 으로 의존하게 되고, 랜드에 해 정 인 태도 이상의 강한 개인 인 

애착과 사랑은 랜드의 자산 평가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요한 요소

로 인식되고 있다(한은경, 유재하, 2003). 

Ⅲ.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설정

본 연구는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 사용에 한 이용 동기가 로우에 각기 

어떠한 향을 미치며 이에 한 향력 차이는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실증 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이 과 달리 미디어 수용자

들의 능동성이 증 되는 방향으로 마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한 상호

작용 이고 복합 인 미디어 특성에 기인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수용자들의 

능동성과 이용 동기의 다양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학문  뿐 아니라 실무 으

로도 의미가 클 것으로 기 된다. 그러나 지 까지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의 이용 동기와 련한 정량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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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 

특히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의 경우 회원들은 다양한 정보나 아이디어 등을 

교환하고 공유하면서 상호간에 즐거움과 흥미를 느끼고 이를 지속  지속 인 

계로 성장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지속 인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욕구들이 

충족되고 만족을 느끼며, 이 게 창출된 만족은 커뮤니티의 지속 인 방문이나 

활동을 통해 몰입되게 된다(강명수, 2002). 이 게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사회  

계를 기반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를 통해 지속 인 커뮤니티 방문이나 활

동이 높아지면 로우(Flow)에도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명수, 2002; 김소 , 주 , 2001; 박성연, 이순민, 2005). 즉, 이용동기가 

로우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은 실증 으로 증명되어 온라인 랜

드 커뮤니티에도 거의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 되나 이러한 이용 동

기들이 로우에 미치는 향력 차이는 검증되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러

한 이용동기를 통해 형성된 로우가 커뮤니티 동일시와 랜드 애착에 어떠한 

향력을 행사하는지를 검증한다면 최근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는 온라인 랜

드 커뮤니티의 략  방안을 도출하는 데 매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과 연구문제를 통해 실증 인 검증을 시도하고자 한

다. 

 

<그림 1> 연구 모형

연구문제 1: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 이용 동기는 로우에 미치는 향력 차이  

            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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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로우가 커뮤니티 동일시와 랜드 애착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가?

연구문제 3: 커뮤니티 동일시는 랜드 애착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인가?

Ⅳ.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 상의 제품은 본 연구 주제와 련하여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에 정

서 , 사회 , 정보  동기 모두를 모두 충족하고 이를 통해 랜드 애착을 경

험할 가능성이 상 으로 높은 제품을 선정하 다. 이에 애 의 ‘아이폰' 랜

드가 선정되었다. 아이폰과 련한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 사이트  최종  

‘ 드아이팟 withipod(www.withipod.net)'이 선정되었다. 약 1주일간 온라인 서

베이를 실시하 으며, 사이트 메인 페이지 좌측에 온라인 서베이 공지를 하고 

서베이에 응답한 커뮤니티 회원  추첨하여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하도록 하

다. 이후 설문 응답지를 회수하여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이 아닌 설문지와 기타 

불성실한 응답지를 제거한 후 217명의 설문 응답지를 상으로 분석하 다. 

총 217명의 응답지를 코딩하여 SPSS 16.0을 통해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실

시하 다. 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들을 검증하기 하여 AMOS7.0을 이용하여 

두 경로간 크기를 통계 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계  카이스퀘어 분석

(hierarchical chi-squal analysis)을 실행하 다.

2. 주요변수의 개념적 정의와 측정방법

  본 연구는 외생변인으로 정서  동기, 사회  동기, 정보  동기이다. 한 매

개변인은 로우(Flow)로 설정되었으며, 내생변인은 커뮤니티 동일시와 랜드 

애착으로 설정되어 이들 간의 구조  계를 살펴보는 데 있다. 

  외생변인의 이용 동기는 본 연구에서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 이용 동기 충

족을 ‘커뮤니티 구성원의 커뮤니티 이용 동기에 한 만족도’로 조작화하고 이

를 정서  동기와 사회  동기, 정보  동기의 세 가지로 분류하 다. 이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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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진, 최일도(2009)의 IPTV이용 동기와 련한 연구에서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Rubin(1981)이 미국인의 텔 비  이용 동기를 분석하기 해 

24개의 측정 유목을 바탕으로 오택섭(2000) 등이 인터넷 이용 동기와 련한 연

구에서 정서  동기, 사회  동기, 정보  동기로 유목화하여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도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의 특성에 따라 지상  TV와 인터넷 

이용 동기 요인을 결합해 본 연구의 외생변인으로 정의하고 측정유목으로 사용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의 이용 동기를 측정하는 항목들을 

각 3개 항목의 7  리커트 척도로 측정을 하 다(<표 1>참조). 

  로우(Flow)는 본 연구에서 ‘소속된 커뮤니티에 흥미를 느끼고 몰입하는 정

도’라 정의하고 한상린(2004)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53가지 측정 항목을 7  리

커트 척도로 측정을 하 다(<표 1>참조). 

  온라인 커뮤니티 동일시(Identification)란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지각된 

일체감과 소속감이라는 조작  정의를 통해 Mael과 Ashforth(1992)의 측정 항

목을 수정하여 서문식과 김유경(2003)이 온라인 랜드 공동체 의식과 랜드 

커뮤니티 동일시와 련한 연구에서 활용한 3개 문항을 7  리커트 척도로 측

정하 다(<표 1>참조). 

  랜드 애착은 Thomson 등(2005)의 랜드 애착 10문항과 성 신 등(2004)의 

연구와 기타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들을 참조하여 랜드 애착을 랜드에 한 

심과 사랑으로 조작화하여 이와 련한 총 5개의 측정항목을7  리커트 척도

로 측정하 다. 

Ⅳ. 연구결과

1.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각 변수들 간의 인과 계를 규명하기에 

앞서 연구모형에서 사용될 잠재변인들의 조작화가 갖는 측정의 신뢰성과 타당

성 검증을 하 다. 먼  신뢰성 분석을 통해 각 측정 항목들 간의 내 일치도를 

검증하고 측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탐색  요인분석과 확인  요인분석

을 실시하 다. 

  신뢰성 분석결과 Cronbach α 값이 모두 0.7을 넘어 만족할 수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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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개념 측정유목 신뢰도

 

이

용

동

기

정서

동기

여가시간을 즐기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774색다른 경험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사회  

동기

나의 심 분야에 해 많은 정보를 주고 받고, 심사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다.  

.760이 커뮤니티를 통해 개인  경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며 

유 감을 느낀다.

심사에 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정보  

동기

다양한 정보 습득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789
구매에 앞서 이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많이 듣

는다.

이 커뮤니티에서 제품과 련한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로우

이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자체가 흥미롭다

.834이 커뮤니티에 즐겁게 탐색해 볼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커뮤니티에 시간이 가는  모르고 몰입하게 된다. 

커뮤니티 

동일시

나는 커뮤니티의 일원이라고 생각한다.

.796

다른 사람들이 커뮤니티에 해 좋게 이야기하면 나의 일처

럼 기쁘다.

커뮤니티의 다른 회원들이 커뮤니티에 해서 갖는 의견, 

태도에 심이 많다.

랜드 애착

나는 이 랜드에 애착이 간다. 

.945

이 랜드를 사용하는 다른 사람에 해서도 심이 간다. 

이 랜드는 나에게 매우 소 하다. 

이 랜드는 다른 랜드보다 더 친근하다. 

이 랜드를 신할 제품은 없다. 

<표 1> 구성개념의 측정유목과 신뢰성 분석결과

 

  한 외생변인인 이용동기의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세 개의 측정변인인 정서  

동기, 사회  동기, 정보  동기에 한 9개 측정 문항에 해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탐색  요인 분석에 있어서는 직교(VARIMAX)회  방식을 사용하

으며, 요인 선택의 기 이 되는 최소 고유값은 ‘1’로 설정하 다. 탐색  요인 

분석결과 요인 재치가 기 치인 0.5보다 낮은 항목은 없었으며 모두 0.7 이상

의 높은 재치를 기록하 다. 이에 이들 각각은 세 개의 요인인 정서  동기, 

사회  동기, 정보  동기로 설명되었으며, 총 분산비는 69.41%로 비교  높은 

설명력을 보 다. 

  마지막으로 내생변인인 커뮤니티 동일시와 랜드 애착에 한 탐색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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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개념 측정항목 Estimate S.E. C.R. AVE

정서  동기

정서  동기 1 0.762 0.171 8.313**

0.55정서  동기 2 0.830 0.185 8.597**

정서  동기 3 0.610

분석을 실시하 다. 이들 각각도 두 개의 요인으로 설명이 되었으며, 총 분산비

는 86.17로 높은 설명력을 보 다. 

 구성 타당성(Construct Validity)는 잠재요인과 측정변수 간의 일치성 정도와 

측정 항목에 한 단일 차원성과 련한 것으로 표 으로 수렴타당성, 별타

당성으로 평가湷이러한 구성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확인  요인 분석(CFA)

을 실시하 다. 확인  요인분석결과 모든 측정 항목에 한 요인 부하량의 t값

이 통계 으로 유의한 수 (p<.01)으로 나타났다. 

  한 잠재변인들에 한 측정분산추출값(AVE)을 계산한 결과 정서  동기 

AVE=0.55, 사회  동기 AVE=0.53, 정보  동기 AVE=0.56, 로우 AVE=0.63, 

커뮤니티 동일시 AVE=0.56, 랜드 애착 AVE=0.80으로 모든 잠재변인의 AVE

가 0.5이상으로 수렴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별타당도를 검증하

기 하여 구성개념 각각의 평균분산추출(AVE)과 각 으로 이루어진 구성개

념들 간의 상 계제곱을 비교하 다. 각 구성개념의 평균분산추출(AVE)값이 

각 의 구성개념들 간의 상 계제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외생변인

과 내생변인들의 AVE가 모두 상 계 제곱보다 크기 때문에 별타당성을 갖

는다고 볼 수 있다(Anderson and Gerbing, 1982; Bagozzi, 1981). 

  확인  요인분석결과 요인 부하량의 t값이 통계 으로 유의하 으며, 합도 

역시 평가 기 을 만족하 다. 부합지수를 이용하여 모형의 합 여부를 평

가한 결과, 측정모델의 모형 합도는 χ2.
=536.253(df=159, p=0.000), CFI=0.901, 

NFI=0.896, AGFI=0.843, RMSEA=0.44, RMR=0.06으로 나타났다. 몇 가지 지수

를 제외한 합 지수가 체로 기 에 근 하여 모형의 합도는 수용할 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으로 χ2.
는 표본수에 민감하고 모든 패러미터들이 정규

분포를 가정하는 등 그 제약이 심하기 때문에 χ2.값에만 으로 의존하기 보

다는 다른 여러 합지수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다른 합지수가 기 에 근 하거나 과하여 본 모형의 반 인 타당도는 높

다고 할 수 있다. 한 <표 3>과 같이 변수들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모

두 1이하의 상 계가 나타났다. 

<표 2> 확인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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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기

사회  동기 1 0.869 0.190 7.763**

0.53사회  동기 2 0.727 0.172 7.301**

사회  동기 3 0.539

정보  동기

정보  동기 1 0.527 0.093 7.059**

0.56정보  동기 2 0.842 0.168 8.522**

정보  동기 3 0.812

로우

로우 1 0.810

0.63로우 2 0.870 0.069 14.295**

로우 3 0.691 0.086 10.721**

커뮤니티 

동일시

동일시 1 0.671

0.56동일시 2 0.619 0.097 8.453**

동일시 3 0.928 0.112 12.094**

랜드 애착

랜드 애착 1 0.984 0.056 21.463**

0.80

랜드 애착 2 0.880 0.033 34.274**

랜드 애착 3 0.791 0.061 14.409**

랜드 애착 4 0.954 0.054 20.141**

랜드 애착 5 0.840

정서

동기

사회

동기

정보

동기
로우 동일시

랜드

애착

정서

동기
1

사회

동기
0.33** 1

정보

동기
0.22** 0.44** 1

로우
0.47** 0.78** 0.21** 1

동일시
0.42** 0.35** 0.55** 0.36** 1

랜드

애착
0.47** 0.29** 0.50** 0.43** 0.90** 1

  Note: *p<.05, **p<.01

<표 3> 상 계 분석 결과

2. 연구문제 검증 결과

  본 연구는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 이용동기(정서  동기, 사회  동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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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와 로우에 어떠한 향력 차이가 나타나며, 로우를 매개하여 커뮤

니티 동일시와 랜드 애착 간의 구조  계와 커뮤니티 동일시가 랜드 애

착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검증하기 한 것이다. 

  이에 한 검증 결과가 <표 4>에 나타나 있다.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먼

 정서  동기가 로우에 미치는 향력은 5.26(p<.01)이고 사회  동기가 

로우에 미치는 향력은 5.99(p<.01), 정보  동기가 로우에 미치는 향력은 

2.14(p<.05)로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보면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에 있어 로우 형성에 가장 주도 인 역할

을 행사하는 것은 사회  동기 으며, 다음으로 정서  동기이고 마지막으로 정

보  동기로 볼 수 있다. 

  한 로우는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 동일시와 랜드 애착 모두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우가 커뮤니티 동일시에 미치는 향력

은 6.64(p<.01)로 매우 높았으며, 로우가 직 으로 랜드 애착에 미치는 

향력은 1.93(p<.05)으로 상 으로 미약하 다. 그러나 커뮤니티 동일시가 랜

드 애착에 미치는 향력은 9.82(p<.01)로 나타나 로우가 직 으로 랜드 

애착에 향력을 행사하기 보다 커뮤니티 동일시의 형성을 통해 랜드 애착에 

향을 미치는 과정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표 4> 경로별 향력 정도

경로 Estimate S.E. t-value

정서  동기 → 로우 0.43 0.14 5.26**

사회  동기 → 로우 0.59 0.15 5.99**

정보  동기 → 로우 0.12 0.10 2.14*

로우 → 커뮤니티 동일시 0.55 0.05 6.64**

로우 → 랜드 애착 0.09 0.05 1.93*

커뮤니티 동일시 → 랜드 애착 0.93 0.15 9.82**

 Note: *p<.05, **p<.01

  그러나 <표 4>의 경로별 향력에 한 검증은 표 화 경로계수와 t-value에 

근거한 것이다. 일반 으로 이와 같은 표 화 경로계수와  t-value를 기 으로 

한 분석만으로는 각 경로 간 효과의 크기를 직 으로 비교하는 데 큰 한계를 

갖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하여 두 경로간의 크기를 통계

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계  카이스퀘어 분석(hierarchical chi-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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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을 통해 두 경로에 동일화 제약을 부과한 모델과 부과하지 않은 모델 

간의 카이스퀘어 값의 차이(∆χ2)를 검증하 다. 이는 두 경로간의 크기를 통계

으로 검증하는 것으로 계  카이스퀘어 검증이란 비교 상이 되는 잠재요

인 간 계의 크기가 동일하다는 동일화 제약(equality constraints)을 부과한 

제약모형(constraint model)과 잠재요인 간의 계를 제약하지 않은 자유모형

(free model)과의 카이스퀘어 값의 차이(∆χ2)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이 두 모델

간의 카이스퀘어값의 차이(∆χ2
)가 99% 유의수 에서는 1자유도가 증가할 때 

카이스퀘어 값이 6.64이상이 증가해야 하고 95% 유의수 에서는 3.84이상이 그

리고 90% 유의수 에서는 2.71이상이 증가해야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기  카이스퀘어 값보다 미만일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 <연구문제 1>의 경우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의 이용동기인 정서  동기, 

사회  동기, 정보  동기가 로우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 

보다 이들 세 가지 이용 동기가 로우에 미치는 향력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

이다. 이에 <연구문제 1>을 검증하기 하여 계  카이스퀘어 분석 방법을 

사용하 다. 이에 <표 5>의 경로별 계  카이스퀘어 결과를 구체 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  정서  동기보다는 사회  동기가 로우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이 두 경로(정서  동기 vs 사회  동기) 간의 계  카이스퀘어 차이

(∆χ2)는 0.30(p>.05)로 통계 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로우 형성에 있어 정서  동기와 사회  동기 간의 차이는 없이 서로 비슷한 

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  동기 vs 정보  동기 간의 계  카이스퀘어 차이(∆χ2)는 

20.1(p<.01>로 나타나 정보  동기보다 사회  동기가 로우에 미치는 향력

이 우세하 다.   

  마지막으로 정서  동기 vs 정보  동기 간의 계  카이스퀘어 차이(∆χ2)

는 8.2(p<.01)로 나타나 정보  동기보다는 정서  동기가 로우에 미치는 

향력이 우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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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계  카이스퀘어(∆χ2) 분석결과

경로 경로 간 t값 비교 두 경로간 ∆χ2

정서  동기 vs 사회  동기 5.26 vs 5.99 0.30

사회  동기 vs 정보  동기 5.99 vs 2.14  20.1**

정서  동기 vs 정보  동기 5.26 vs 2.14 8.2**

 Note: *p<.05, **p<.01

Ⅴ. 결   론

  본 연구는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에 한 이용 동기(정서  동기, 사회  동

기, 정보  동기)가 로우에 미치는 향력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며, 로우를 

매개하여 랜드 애착과 랜드 몰입에는 어떠한 구조  계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 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를 선정하는 데 있어 최근 소비

자들로부터 가장 큰 심을 유발하고 있는 ‘아이폰’ 랜드를 설정하여, 이를 사

용해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을 분석 상으로 하 다. 이들을 상으로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데 있어 이용 동기와 로우 간의 향 계 뿐 

아니라 이들 간의 향력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며, 이를 통해 형성된 로우가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 동일시와 랜드 애착 간에 나타나는 구조  계를 

알아보고자 하 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의 이용 동기가 로우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의 이용 동

기를 정서  동기, 사회  동기, 정보  동기 나 어 살펴보았는데, 이들 세 가

지 이용 동기가 모두 로우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  동

기와 정서  동기가 로우에 가장 많은 향력을 행사하 으며, 정보  동기가 

로우에 미치는 향은 이들 두 이용 동기보다 상 으로 미약하 다. 보다 

구체 으로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동기에 있어 정서  동기와 사

회  동기 모두 로우에 강력한 향을 미치는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  동기

와 정보  동기 간 로우에 미치는 향력 차이는 상당히 많이 존재하 다. 

즉,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데 있어 정보  동기보다는 사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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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로우에 강력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서  동기

와 정보  동기 간 로우에 미치는 향력 정도도 차이가 발생하 다. 정보  

이용 동기보다 정서  이용 동기가 로우에 미치는 향력이 강력하 다. 이러

한 결과를 통해 보면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정보  

동기보다는 사회  동기와 정서  동기를 통해 로우가 형성되어 몰입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의 이용 동기를 통해 형성된 로우는 커뮤니티 

동일시와 랜드 애착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즉, 인터

넷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의 이용 동기가 증가하여 몰

입이 될수록 그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에 보다 동일시하고자 하

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증가한다고 랜드 애착에 

직 인 향을 미치는 수 은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커뮤니티 동일시가 랜드 애착에 미치는 향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의 이용 동기를 통해 형성된 로우는 커

뮤니티 동일시를 통해 랜드에 애착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들의 능동성이 강조되고 있는 최근의 미디어 환경에서 다른 

어떤 미디어보다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능동성이 높으리라 상되는 온라

인 랜드 커뮤니티를 상으로 이용 동기를 악하 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 이용 동기의 유형  정보를 습득하고 선택하고

자 하는 정보  이용 동기보다는 커뮤니티를 통해 색다른 경험과 즐거움을 느

끼고자 하는 정서  동기, 그리고 개인 인 경험과 심사 등을 공유하고자 하

는 사회  동기를 통해 로우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한 이러한 이용 동

기를 통해 형성된 로우는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에 일체감과 소속감 뿐 아

니라 개인의 자아 이미지와 랜드 이미지가 일치하고자 하는 랜드 동일시가 

증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 게 형성된 랜드 동일시는 랜드에 애착되어 

랜드와 거듭된 상호작용을 통해 랜드에 해 마치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 

해 느끼는 정서  유 감과 결속감이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본 실무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 마

 활동에 있어서 근본 으로 요한 것은 회원들의 이용 동기에 해서 

악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해 끊임없이 노력

해야 한다. 이러한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의 이용 동기에 한 충족은 커뮤니

티에 한 재미와 흥미, 몰입을 의미하는 로우와 커뮤니티 동일시 뿐 아니라 

랜드 애착에 정 인 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한 략  방안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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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일반 으로 지 까지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를 리함에 있어 

새로운 정보 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방 하게 나열하는 것이 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보면 이러한 정보 인 이

용 동기도 요할 수 있지만 이보다는 회원들이 가입하고 활동하고 있는 커뮤

니티에 해 정서 이고 사회 인 이용 동기를 통해 보다 몰입하고 흥미를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기 해서는 콘텐

츠에 한 보강 뿐 아니라 회원들 간의 유 감과 경험, 심사 등을 공유하고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수 있는 정서 이고 사회 인 이용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략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를 아이폰 사용자의 커뮤니티 한 가

지만으로 다루어 연구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FCB Grid 모형을 

통한 다차원 인 형태로 제품군을 세분화하여 이들 커뮤니티 간의 비교를 통한 

다양한 근이 필요하리라 본다. 

  둘째,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의 이용 동기를 세 가지로 단순화하 다. 그러

나 능동성 차원에서 이용 동기에 한 다차원 인 근이 필요하다. 한 로

우의 경우 선행 연구를 통해 보면 즐거움, 숙련도, 도 감으로 유형화하고 있으

나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세분화하지 못하여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 이용 동

기에 따라 로우에 미치는 다양한 구조  계를 살펴보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한계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의 이용 동기

에 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에서 다양한 마  략에 한 이론 이고 

실무 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향 후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와 련한 마

 략에 요한 방향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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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Utilization 

Motivation Of Online Brand Community And The Flow, Community 

Identification, Brand Attachment
 

Han, Kwang-Seok**

  Research on the user motivation of online brand community, the flow, 

community identification, brand attachment and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them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utilization motives of online brand 

community (emotional motivation, social motivation, informational motives), 

and their influences on each motivation on the flow and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the brand identification and attachment. For the 

research, hierarchical chi-squal analysis, was used amo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to statistically verify the size between the two paths.

  First, the research has proven the positive influence of user motivation of 

online brand community on flow. Especially on this research, user motivation 

of online brand community on flow was divided and analyzed into three 

motivations; emotional motivation, social motivation, informational motivation, 

the social and emotional motivation are proven to have the biggest influence 

on the flow and informational motivation has comparatively low influence on 

the flow.

  Secondly, this research will prove that the type of flow built on user 

motivation of online brand community can give positive influence on 

community identification and brand attachment.

  And third, the influence of community identification on brand attachment 

is very high on the flow.  Result will clearly shows the flow built on user 

motivation of online brand community can help build brand attachment 

through community identification.

Key Words : Online Brand Community, Utilization Motive, Flow,         

              Community Identification, Brand Attachment  

* Full-time Lecturer, Dept. of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Namseou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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