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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서 론
인터넷의 발전과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으로

인해 커뮤니티가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

심으로 급속도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온라인 커

뮤니티는 CMC(Computer Mediated Computer)

를 바탕으로 오프라인 성격을 띄고 있는 물리적

공간과 시간에 제약 없이 컴퓨터를 통해 사람들

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고준 외, 2008). 또

한 네트워크화 된 컴퓨터를 이용해 "가상 공간" 

안에서 전자적으로 상호간 공통의 관심사항을

공유할 수 있다(Hye-Shin Kim et al, 2007]). 즉, 

‘리플’과 ‘덧글과 댓글’을 이용해 자유롭게 사람

들과대화및토론을유도하고, 사람들간의지속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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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 및 상품의

브랜드를 바탕으로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시켜, 성공적인 마케팅

을지향하고수익을창출할수있는계기가되었

다(이선로, 2007). 이를통해 온라인커뮤니티활

동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백서(2009)에 따르면 2008년 기준, 

만 6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50.2%가 카페, 클

럽 커뮤니티 이용자라 할 수 있다. 특히 20대 이

용자가 7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 커

뮤니티 이용자의 68.4%가 주 1회 온라인 커뮤니

티를이용했으며, 매일 1회이상이용자가 23.7%

로 나타났다. 즉, 이용자들은 지속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방문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1회 방문할 경우 평

균 이용 시간은 35분 정도이며, 거의 30분 이상

이용한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이유는

대인관계 형성, 인맥관리, 친교 및 교제, 관심사

, 업무와 학업 주된 요인을 나타났다. 성별과 연

령별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 성향을 살펴보면 남

성은 업무와 학업, 여성은 생활정보를 얻기 위해

이용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온라인 커

뮤니티가 20∼30대 위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성장을 토대로 지

난몇년동안온라인커뮤니티에대한많은연구

가 진행되어 왔으나, 온라인 커뮤니티의 기존의

논문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인간의 본연적인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적인 특성에

관련된 연구 그리고 몰입과 만족, 충성도에 초점

을 맞추어져 연구가 진행되었다(문영주 외, 

2007; 2008; 박성연 외, 2003; 이선로, 2007; 유

일 외, 2008; Hsn et al, 2007). 지금까지의 연구

들에 의하면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의 몰입과

만족,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현실감(Reality) 또는 사회적 실재감(Social 

Presence)을들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

들은 몰입과 만족, 충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라고 밝혀왔지만, 현실감에 영향을 주

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중요한 요인인 현실감

은 상호간 커뮤니케이션에서 인터넷 매체를 이

용할때, 자신과상대방이한공간에있다는느낌

또한 직접 면대면으로 만나서 대화한다는 느낌

을 가짐으로써, 즐거움을 느끼는내재적 동기라

고 할 수 있다(Short, Williams and Christie, 

197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 이론을

바탕으로 현실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이란개인이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고 자율적으

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동기 이론이라 할 수

있으며, 자기결정적인 사람일수록 내재적 동기

에 영향을 받는 다고 하였다(Ryan and Deci, 

2000). 즉 자기결정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온라

인 커뮤니티에서 현실감을 느낄수 있다. 따라서

내재적 동기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자기결정성

이론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내재적 동기로 들

어갈수 있는 현실감과의 인과관계는 매우 중요

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자기결정성 이론에 대한 중요한

요인들이내재적 동기인 현실감과 몰입이 신뢰

를 통해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인과관계를 실증 연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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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기결정성 이론에서의새로운요인인 자율

성, 유능성, 관계성이 현실감과 몰입에 인과관계

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실감과 몰입이 신

뢰를 통해 충성도 간 인과관계를 설명하고자 하

였으며, 온라인 커뮤니티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공통요인들이 무엇인지 연구하고자 하였다. 둘

째, 온라인 커뮤니티와같은 개념의 미디어 서비

스에 관한 연구는 미디어와 개인의 특성, 그리고

사회적 영향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야하므

로 행동학적 접근으로서의 연구는 반드시필요

하다. 이를 위해 인간 본연의 심리욕구를 다룬

대표적인 이론인 자기결정성 이론(Self- 

Determination Theory)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에 대한 영향을 실증검증하고자 한다. 이

를 통해온라인커뮤니티기업과 , 운영자 , 개발

자 그 외 이해관계자에게 온라인 커뮤니티 시스

템을 구축및운영하기 위한 전략을 제언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는 Rheingold(1993)에 의해

최초로 정의되었다. 사이버공간에서 인간적 감

정을 가지고 상호간의 관심주제와 분야의 공유, 

친목도모를 통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적

총체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커뮤니케이

션 수단 중에서취미나 관심분야가 유사한 사람

들이 인터넷을 통해 서로의 정보를 교류하거나

친목을 형성하기 위해 형성한 모임이라고 의미

한다(한국인터넷백서, 2010). 또한 정보 및 관심

의공유 , 아이디어교환, 상호간의즐거움 , 친목

관계 형성, 도움과 지원을 제공, 제품 및 서비스

거래 등을 중심으로 모이는 환경이다(강명수, 

2002). 이를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는 전자적 매

체를 이용하여 자신의 관심과욕구를 공유하는

집단으로 정의한다(김윤호 외, 2004; 유상진 외, 

2005). 

본 연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용자들의

본연적인 심리욕구를 통해 이용 동기가 무엇인

지 살펴볼려고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용 동기

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 되었다(이선로 외, 2007; 

김유정, 2005; 강명수, 2002; 안태윤외, 2006). 

이선로(2007)의 연구에서는 온라인 브랜드 커뮤

니티 이용자의 인지욕구 수준에 따라 커뮤니티

의식수준을 결정하는 선행요인의 영향력이 다

르다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상호작용효과, 커

뮤니티 의식, 충성도, 브랜드태도간의 인과관계

를측정하고이를 인지욕구의관점에서비교분

석하였다. 김유정(2005)의 연구에서는 이용과

충족 이론을 기반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

특성 및 행동 그리고 이용의도가 어떻게 변화하

고각요인들 간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였

다. 강명수(2002)의 연구에서는 온라인 커뮤니

티 특성을 구분하고 몰입의 차원을 통해 소비자

의 사회적 , 경제적욕구 충족에 따라 거래특성

과 비거래특성을 구분하고 몰입은태도적 몰입

과 행동적 몰입으로 구분하므로써몰입이 커뮤

니티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하였다. 

안태윤(2006)의 연구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사람과 사람의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으며, 상호

작용의 기반이 되는 유대관계 , 환상적 체험, 거

래 , 관심분야의 4가지 기본적 소비자욕구를 설

명하고 있다. 따라서 4가지 상호작용의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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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Behavior)

비자기결정성
(Nonself-Determined)

자기졀정적
(Self-

Determined)

동기
(Motivation)

무동기
(Amotivation) 외재적동기(Extrinsic Motivation)

내재적동기
(Intrinsic 

Motivation)

조절양식
(Regulatory 

Styles)

무조절
(Non-Regulation)

External
Regulation
(외부 규제)

Introjected
Regulation

(수용된 규제)

Identified
Regulation

(정체된 규제)

Integrated
Regulation

(통합된 규제)

내적조절
(Intrinsic 

Regulation)

인지된 인과 소재
(Perceived Locus 

of Causality)

개인의
(Impersonal)

외적
(External)

다소 외적
(Somewhat 
External)

다소 내적
(Somewhat 

Internal)

내적
(Internal)

내적
(Internal)

관련 조절 과정
(Relevant 

Regulatory 
Processes)

무의도
(Nonintentional)

무가치
(Nonvaluing)

무능력
(Incompetence)
통제의 결여

(Lack of Control)

준수
(Compliance)
외적인보상및

처벌
(External 

Rewards and 
Punishments)

자기-조절
(Self-control)
자아 관여도
(Ego-Involve

ment)
내적 보상 및
처벌

(Internal 
Rewards and 
Punihments)

개인의
중요성

(Personal 
(Importance)
가치의식

(Conscious 
Valuing)

일치성
(Congruence)

자각
(Awareness)

자기와의 통합
(Synthesis With 

Self)

흥미
(Interest)
즐거움

(Enjoyment)
내재적 만족감

(Inherent 
Satisfaction)

<표 1> 자기결정성과 동기유형(Ryan and Deci, 2000)

요인을 통해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가치를 창출

하기 위해 만족할 수 있는 거래커뮤니티, 관심

커뮤니티, 환상 커뮤니티, 관계 커뮤니티로 분류

된다. 거래커뮤니티는 정보를 전달하는데있어

제품과 서비스 구매 및판매를촉진하는욕구라

할수있으며, 관심커뮤니티는상호간관심분야

를필요로 하는욕구이다. 환상커뮤니티는환경, 

경험을 통해 정체성을찾아가는욕구이다. 마지

막으로 관계 커뮤니티는 인간관계를 형성 및 유

지 하는 욕구이다. 

이를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온라

인 커뮤니티를 이용할 때, 자신의 본연적 심리

욕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통해 이용 동기가

무엇인지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

티 이용자가파워 이용자인지, 일반 이용자인지

를 본연적인 심리욕구를 통해 이용자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동기가 무엇인

지 알아보고자 한다. 

2.2 자기결정성 이론

자기결정성이란 개인이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고자율적으로움직이게할 수있도록하는기

술 , 지식 , 신념으로 통합하여 정의 한다(Field 

et al, 1998; 이숙정 외, 2009). 자기결정성 이론

은 개인의 성격발달과 행동에 대한 자기 조절을

구분하기 위한내적근거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

론이면서 외재적 동기와내재적 동기를 연속선

상에서 볼 수 있다(Ryan et al, 2000). 기존 동기

이론에서는 외부의 통제가 주어질때 동기가 나

타난다는 외재적 동기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

스스로가 자율적이면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

는 동기가 나타난다는내재적 동기가 서로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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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왔다(Deci et al, 1985; 곽소영 외, 2008). 

하지만 Deci et al(1985)에서는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를 구분하지 않고 외재적 동기가내

재적 동기로갈수록자기결정적인 사람이 된다. 

즉,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내면화 된다고

볼수있다. 따라서자기결정에따라자신을통제

하고스스로조절할수있다는것이다. 이와같은

자기결정 연속선에 따른동기유형을 아래의 <표

1>로 설명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동기유형을 살펴보면, 첫째무동

기는 자기결정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행동하려

는 의지가 결핍된 상태를말한다. 둘째외적조절

은 외재적 동기 중에서 자기결정성이 없는 전형

적인외적 제약에 의하여행동을하는것을 의미

한다. 셋째 부가된 조절은 행동에 대한 원인을

이제막내면화시키기 시작하는 단계로 자신의

의지가 개입되는 상태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외부의압력에 기초한 것이므로 자기 자신과 다

른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비판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이라고할수있다. 넷째확인된조절은개인

이 행동의목표를 자신의 것으로완전히내면화

시키지는 않아도 그 가치를 인정하여 수용한 상

태를 말한다. 따라서 그 행동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행동을 하지만 그것 자체에 대한 기쁨

이나 자기만족 보다는 어떤목표를달성하기 위

해행동하기때문에완전히내재화된것은 아니

다. 다섯째통합된 조절이란외재적인 동기의 가

장 자율적이며 가장완전하게내재화된 형태이

다. 개인은 자기 자신의 완전히 동화된 선택된

조절에 의해 행위를 하지만 여전히 행위 자체의

고유한 속성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하기

는어렵다 조절이내면화되면개인은자신의가

치나 정체성의 다른측면들과 조화를 이룸으로

써그러한 행동의 원인을완전히 수용한다. 마지

막으로내재적동기는 자기 스스로결정할수있

는행위를통해삶에대한흥미 , 즐거움 , 내재적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를 의미한다(Ryan and 

Deci, 2000).

자기결정성 이론의 중요한 변수들로는 개인

의 본질적인 심리욕구인 자율성(Autonomy), 유

능성(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이 있으

며, 이들 변수들은 개인의 행복감(Personal 

Well-being)과 사회 발전(Social Development)

에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즉, 자기결정성

이론의 중요한 요인들은 자기결정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간의 본원적인 감정이다

[Ryan & Deci 2000]. 따라서 자기결정성 이론의

본질적인 심리욕구인 자율성(Autonomy), 유능

성(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을 세부적

으로 살펴보고 이를규명한다. 기존 자기결정성

에 대한 선행연구는 아래의 <표 2>를 정리하면

다음과같다. 하지만 기존 경영학 분야연구에서

는 자기결정성 이론은 금융서비스(이유민, 

2007)에서 연구가 되었지만, 자기결정성 이론을

이용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

다. 또한 심리학 측면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 자기결정성의 행위만 강조 했었을뿐온라인

커뮤니티를 비즈니스 관점에서 접근한 것은 거

의연구가되어있지않은실정이다. 따라서자기

결정성 이론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비즈니

스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자율성(Autonomy)은 선택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개인의 자유의지와함께행동하는 것을말

한다(Gagne et al, 2005). 자율성은 자기결정성

이론에서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사람들이 자

유의지에 따라 활동함으로써사람들의 내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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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영향변수 매개변수 결과변수

전성희, 신미, 유미숙, 2011 자율성 , 유능성 , 관계성

문태형, 2011 자기결정성 , 자기효능감 과학영재 , 수학영재 , 정보영재 차이검증

조한익, 이나영, 2010 학업성취, 외적동기, 확인된동

기, 내적동기
자아탄력성

최미숙, 강은영, 이미혜, 2010
지식추구, 지적성취, 지적자극

추구, 동일체, 내적강요, 외적

강요, 무동기

긍정적 , 부정적 , 합리적 , 충동/부주의 문제해결

신종호, 진성조, 김연제, 2010 학업지원, 성취기대, 일상통제 외적조절 , 부과된 조절 , 확인된 조절 , 내재적 동기

박성익, 유경훈, 2010
숙달접근, 숙달회피, 수행접

근, 수행회피, 무동기, 외적동

기, 내사, 동일, 통합, 내적

창의인성 , 창의사고

호기심, 자기확신, 상상력, 
인내집단, 유머, 독립성, 

모험심, 개방성

이예진, 이기학, 2010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진로준비행동

손재현, 2010 자율성 지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몰입행동

고수일, 한주희, 2009 감정적 조직몰입, 규범적조직

몰입, 계속적 조직몰입

내재적 직무동기, 동일시적 직무동기, 규범적 직무동기, 
외재적 직무동기, 무동기

김민선, 최영희, 석분옥, 백근
영, 이동귀, 2009

다 차원적완벽주의(완벽추구, 
완벽함의중요성, 타인의높은

기준, 조건적 수용), 자기결정

성(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학업적 지연행동

한시완, 유진, 2009 무동기 , 외적동기 , 내적동기

배병훈, 신희천, 2009 자기결정성
학업꾸물거림초기치, 학업

꾸물거림 변화율

학업 스트레스 초기치, 학업

스트레스 변화율

문태형, 2009

자기결정성(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변혁적 지도성(비전

제시, 개인배려, 선도추진, 성
과기대)

직무만족도

이지혜, 이재신, 2009 메타 인지

무동기, 외적조절, 
주입된조절, 동일시조절, 

내재적동기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이종호, 김문태, 옥정원, 이유
민, 2008 자율성 , 유능성 , 관계성 inertia

곽소영, 손은정, 2008 심리적 욕구 충족 내재적 동기, 갈등해결전략 관계만족

이혜주, 2008 지적성취 동기, 무동기, 동일

체 동기, 지적자극추구 동기
자기조절학습전략

이명희, 김아영, 2008 자율성 , 유능성 , 관계성

유경훈, 2006 내재적 동기, 동일시 조절, 
외적동기

유창성, 독창성, 추상성, 정교성, 창의력

김주환, 이윤미, 김민규, 김은
주, 2006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생활만족도

통제실패, 현실도피, 
긍정경험

<표 2> 자기결정성 이론에 대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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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즐거움을 느끼고 찾을 수 있다(Dworkin, 

1988;, Gagne et al, 2005). 이를 온라인 커뮤니

티 상에 적용해보면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

이 커뮤니티를운영 , 관리하고 정보를 공유함으

로써자유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온라인 커뮤니

티 활동을 할 수 있다. 

유능성(Competence)은 기존 연구들의 자기

효능감(Bandura, 1997) 이론과 연계해서 연구가

되었으며(김아영, 2007), Deci et al(2000)은 유

능성을 자기 자존감, 현실감, 재창조, 성과의 의

미와 연관되어 있으며, 제일 많이 유능성과같은

수준에 보고 있고 연관이 되는건자기효능감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의 모든활동

으로부터 자기효능감혹은 인지된 유능성을같

은 수준으로 보고 있다. 자기효능감과 유능성은

같은 개념으로 유능성(Compertence)은 동일한

개념의 자기효능감을 통해 자기 자신이얼마나

유능하다고 느끼고, 특정행동을 실행하여 성과

를냈을 때자신의능력에대한 자신감이라고생

각해 볼 수 있다(Bundura, 1997).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 적용해보면 온라인 커뮤니티 활

동 시 해당커뮤니티 이용자들이 자신의필요한

정보를올리고 정보에 대한 문제들의 조언을 요

청하게 된다. 예를 들어 리플 , 덧글을 이용해

해당정보에 대한 지식을 조언하고, 상대방이 문

제점을 해결 했을 때, 상대방이칭찬및 감사의

표시를하게된다. 상대방이칭찬및감사의표시

를하게되면, 자신스스로가보람이있고자신이

유능하다고 느낄 수 있다. 

관계성(Relatedness)은 모든 현상 속에서 나

자신과 상대방이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그룹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Standage et 

al, 2003). 관계성은 타인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과 관련이 있으며, 타인과함께한다는 인식

을 하면 내재적 동기는 높아진다(김주환 외, 

2005). 또한 관계성을 사회네트워크 관점에서

나타날수가 있다. 사회 연결성의 형태나 사회적

연결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들 사이의

연계 및 연결,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용학, 2007).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 적용해보면 온라인 커뮤

니티 이용자들이 자신과 상대방의 관심사를 공

유하고감정의교류를 통해 이들간의유대를형

성시키고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박유진 외, 

2004; 김재휘외, 2005).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상대방과 정보 및 의견그리고 감정을 교환하고

공유하고 교류함으로써상호간 커뮤니케이션이

형성되고, 친밀함을 느끼는 관계로 발전한다. 

2.3 현실감(Reality)

현실감(Reality)은 자신과 상대방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실제로 면대면으로 만나고 있다는 느

낌, 즉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함에 있어

서 상대방과 서로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처럼

느끼는 정도로 정의하였다(Rice, 1993).

현실감이 높은 경우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들

이공동참여의식을느낀다고할수있다. 하지만

현실감이낮은 경우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들의

낮은 결속력과 단절감 , 소외감을 경험할 수 있

다. 현실감이 높은채널에서는 자신과 상대방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공동 참여의식을

느끼는 참여자들의 상호간의 이해도와 친근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문영주 외, 2007; 김연정, 

2003; Kettinger et al, 1997). 이는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만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자신과 상대



정보시스템연구 제20권 제2호, 2011년 6월

- 184 -

방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효과적인 의사소통

을할수있다. 온라인커뮤니티의현실감에관한

연구는 온라인 커뮤니티 기업 , 개발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웹에서의 현실감을 느끼게 되면

해당온라인 커뮤니티를 지속적으로 이용함으로

써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근간이 된다. 예를 들

어 해당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이 게시판에컨

텐츠를 작성하여 게시하면컨텐츠를 본 회원이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고 해당컨텐츠에 대해서

답글과 리플로 감사의 표현과컨텐츠에 대한 추

가적으로 설명하는내용을 작성하게 된다. 이런

과정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각개별 게시

판에컨텐츠가쌓이게 되는 동시에 게시판에 게

시된컨텐츠가 해당온라인 커뮤니티 기업검색

엔진에링크가 되고홍보됨에 따라 온라인 커뮤

니티를 이용하는잠재 이용자들이 방문하게 하

게됨으로써회원수가많아지게된다. 회원수가

많아진다는 의미는 해당온라인 커뮤니티 사이

트에 관심을갖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

해다른기업의 배너광고를 입찰받아해당온라

인커뮤니티메인 화면에게시하게되면해당온

라인 커뮤니티운영자가 중개인역할로 수수료

를받게되고, 기업입장에서는해당온라인커뮤

니티 사이트에잠재적인 이용자들을 온라인 커

뮤니티 상에 유입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서로가 마음맞는 사람들이 상호간의 커뮤

니케이션을 통해 이해와 친밀도를 통해, 서로가

직접 만나지 않아도 실제로 만나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느끼게 된다. 이를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

를운영하고 있는 기업과 개발자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운영자에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

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설계하는데있어서 중

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2.4 몰입(Flow)

몰입(Flow)은 일상생활 속에서 표현할 수 있

는 일종의 상태로써완전히푹빠져드는 경험 , 

흥미, 호기심,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다

(Csikszentimihalyi, 1990; 이상철외, 2003). 즉, 

온라인 커뮤니티 경험을 가장긍정적으로 느끼

고내자신이온라인커뮤니티를통해최적의경

험을하고있다고할수있으며, 온라인커뮤니티

의즐거움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을 조절

하고통제할수있는상태를말한다. 또한이용자

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주관적인 최적 경험

(optimal experience)을 하게 되면 얻어질수 있

는것으로 정의 되고외적보상이주어지지 않아

도 지속적으로 이용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한

다(Hoffman et al, 1996; 이상철외, 2003). 조직

관점에서의 커뮤니티 몰입을 살펴보면 조직의

목표와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조직을 위해노력

을 아끼지 않으며, 조직의 구성원으로 남으려는

조직 구성원의욕구라고 할 수 있다(Mowday et 

al, 1982).   

이를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 몰입은 자기 자신

이 행동을 유발하도록도와주는 마음의 상태이

자 자신의 행동을 제재하거나 변화를 어렵게 만

드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그룹내의각

구성원들에 대해긍정적인태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이문봉 외, 2005). 

2.5 신뢰(Trust)

신뢰(Trust)는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생기게

되는 의사소통, 약속, 문서등과같은 형식으로

개념화 된 것으로 상대방에게 보여주는믿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기결정성이 현실감과 몰입에 미치는 영향

- 185 -

나위험을포함한 약속에대해서가지게되는확

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Moorman et al, 1993). 

그리고 신뢰를 통해 거래당사자 간 상호작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성과

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다(최용길 외, 

2007). 또한 커뮤니티에서 신뢰를 구분하여 정

의할 수 있는데, 오프라인 상에서 신뢰는 기업이

이해관계자들과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고객이

나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온라인상의 신뢰는 전자적인 매

개수단(웹사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

하는 것을포함한다(엄명용 외, 2006). 신뢰는온

라인환경에서 기업과 고객을 연계시켜주는 중

요한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Gefen et al, 2004; 

문영주 외, 2007).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신뢰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신뢰의 정의가 정확하게내려지지 않은 상태에

서신뢰에 대한 특성을구분설명한다는것은모

호성과 개별성 그리고 통합적인 모형이 나오기

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허명숙 외, 2005; 

McKinight et al, 2002; 문영주 외, 2008).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개인

의 노력과 그 안에 속해 있는 그룹 구성원들의

노력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성화에 기여함으

로써, 개인이나 구성원들 모두에게 가치를 제공

할 수 있다(유병우 외, 2009). 즉 온라인 커뮤니

티를 활동하는 이유는 정보공유, 탐색, 획득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만, 온

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관심분야에 대한 전문가

의 조언을 통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

결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만족, 유능함, 자기만족

등이 온라인 커뮤니티내에서 지식을습득하고

공유하기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참여하는

사람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신뢰는 상대방의 의

지와 행동에 대한긍정적 기대를 바탕으로 나에

게중요한 문제에 대한결정에대해서피해를입

히지 않고 상대방이 적극적이고긍정적으로 행

동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문병석 외, 2007). 본

연구에서의 신뢰는 자기 자신이 온라인 커뮤니

티를 이용하면서 개인의 정보가 보호 받고 있다

고 느끼고, 또한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자체에 대한 믿음의 정도라고 볼 수

있다.

2.6 충성도(loyalty)

충성도는 소비자들의 이전의 경험을 통해 제

품에 대해서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제품에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재방문하고 제품을 재구

입하는 고객의 의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Assael 

2001; Harvey, 1999; 조남재 외, 2001). 또한 한

기업의 사람 ,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애착과애

정의 감정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Jones et al, 

1995).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것은 기업의 이윤

과 성과를 동시에 가져다주는 중요한 원천이라

고 할 수 있다(김정구 외, 2003). 온라인 커뮤니

티에서의 충성도는 일정한 수준의 온라인 커뮤

니티 이용자들이 모인 상태에서 커뮤니티 이용

자들의 반복적인 방문, 높은 기여 수준 , 적극적

인 참여 수준이더욱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박

성연,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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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3.1 연구모형

<그림 1> 연구모형

변 수 조작적 정의 선행연구

자율성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커뮤니티를운영 , 관리하고 정보를 공유함으
로써자유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
다.

Gagne et al, 2005

유능성

온라인커뮤니티이용자들이리플 , 덧글을이용해해당정보에대한지식을
조언하고, 상대방이문제점을해결했을때, 상대방이칭찬및감사의표시를
하게되면, 자신스스로가보람이있고자신이유능하다고느끼는것을의미
한다.

Bundura, 1997
Gagne et al, 2005

관계성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상대방과 정보 및 의견그리고 감정을 교환하
고 공유하고 교류함으로써상호간 커뮤니케이션이 형성되고, 친밀한 관계가
유지 되는 것을 의미한다.

Standage et al, 2003
Gagne et al, 2005
박유진 외, 2004
김재휘 외, 2005

현실감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상대방과 서로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처럼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 Rice, 1993

몰입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이푹빠져드는 경험을 통해즐거움을 느끼는 상
태를 의미한다. 

Hoffman et al, 1996
이상철 외, 2003

신뢰
온라인커뮤니티 이용자들이 개인의정보가 보호 받고 있다고 느끼고, 또한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자체에 대한믿음의 정도를 의미한
다.

문병석 외, 2007

충성도
온라인커뮤니티이용자들이반복적인방문, 높은기여수준 , 적극적인참여
수준을 의미한다.

Harvey, 1999
Assael, 2001
박성연, 2003

<표 3>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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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표

3>에서는 연구모형의 조작적 정의를 정리하였

다. 내재적 동기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자기결정

성 이론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내재적 동기

라 할 수 있는 현실감과 몰입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 이를 통해 자기결정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실감과 몰입이될수 있다. 

즉 자기결정성이론의 요인들이 현실감과 몰입

그리고 신뢰를 통해 충성도를 높임으로써온라

인 커뮤니티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이큰의

미라고 할 수 있다.

3.2 가설설정

3.2.1 자기결정성 요인에 관련된 가설

본 논문에서는 사용하기 쉽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다면 해당정보 기술에 대하여긍정적

인태도를 형성하고 사용의도를 높인다는 TAM

의 기본적인 인과관계를 적용하였다(Davis, 

1989; Mathieson et al, 1991). 사회와 학교 그리

고 일상생활에서의 문제에 대해 일반사람들이

억압과통제를많이받는다고할수있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

할수 있도록상호간의피드백을주고받을수있

다.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적용해보면 온

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자유의지에 따라 어

떤 궁금증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수 있는 자율성

과 성취감 그리고 문제나궁금증이 해결이 되고, 

지식을습득해 나갔을때의즐거움과 보람을 느

낄수 있다. 즉, 자율성이 자유의지에 따라 활동

함으로써사람들의내면의 자유감과 성취감 , 즐

거움을느끼고찾을 수있기때문에이는 현실감

과 몰입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적응할 수 있도록도와

주고개인 스스로가 자아를 표현할수있는 활동

을하므로써자기 정체성을 높일수있도록해야

할 것이다. 또한쉽게 몰입하고 자신이 상대방과

같이 있다고 느끼게함으로써자아간 동일시가

일어날수 있도록온라인 커뮤니티를 개발하고

운영에 신경을써야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 커뮤

니티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해야한다. 

H1: 온라인 커뮤니티 자율성은 현실감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온라인 커뮤니티 자율성은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능성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인간과의 교류

를 하고 고도의 지적 능력과 사고력을 요구하는

경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유승호 외, 2002). 이

는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의대한자아표

현을 자유롭게 해주고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식을 나눔으로써능력과 자신감을 높

일수있도록도와주어야한다. 또한온라인커뮤

니티 이용자들이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과 비전

이 무엇인지 계획하고 설계함으로써자신의 성

취 목표를 높여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H3: 온라인 커뮤니티 유능성은 현실감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온라인 커뮤니티 유능성은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관계성은 타인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과

관련이 있으며, 타인과함께한다는 인식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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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적 동기는 높아진다(김주환 외, 2006). 

기존 연구에서는 관계성을 사회네트워크 관

점에서 나타날수가 있다. 사회 연결성의 형태나

사회적 연결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들

사이의 연계 및 연결,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용학, 

2007). 예를 들면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어느

한 지점이나 장소에끼리끼리 모여서 서로가 대

화를 함으로써 관계가 구축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고 서로

가커뮤니케이션이할 수있는소통채널이열리

기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이즐거움

을 느끼고 이로 인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몰입하

게 되는 상태로 가게 된다. 즉, 공동체적 형성을

통해 상호간 커뮤니케이션을 장려하고 상호간의

가치를 나누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H5: 온라인 커뮤니티 관계성은 현실감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온라인 커뮤니티 관계성은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현실감에 관련된 가설

현실감은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함에 있어서

상대방과 서로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처럼느

끼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Rice, 1993). 따라서

현실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가상환경에 대한 사

용자의 주의집중이필요하며, 이러한 주의가집

중될수 있도록이용자를 몰입시키는 미디어의

특성이 중요한 역할 한다고 볼 수 있다(최영균

외, 2003). 

현실감은 지속적인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으

로 형성된 신뢰는 인간미 , 따뜻함 , 개인화된

정보 제공이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문영주 외, 2008).   

H7: 온라인 커뮤니티 현실감은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8: 온라인 커뮤니티 현실감은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9: 온라인 커뮤니티 현실감은 충성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몰입에 관련된 가설

만족과 커뮤니티 신뢰를 매개로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몰입에 관한 연구에서는 온라인 커뮤

니티의 사회적 실재감과 기술수용모형 이론을

바탕으로즐거움, 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

펴보고, 이 연구에서 중요한 커뮤니티 몰입형성

에 만족과 커뮤니티 신뢰가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실증검증하였다. 그 결과 온라인 커뮤니

티 몰입을 통해 사회적 실재감, 유용성, 지각된

이용용이성, 즐거움, 만족, 커뮤니티 신뢰가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영주 외, 

2007).

온라인 커뮤니티 마케팅 활동과 친 커뮤니티

행동 간의 관계적 몰입에 관한 연구에서는 커뮤

니티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상호작용을

통해애호도, 사회적참여, 지원적참여에미치는

영향을 몰입이라는 매개적역할을 중심으로 살

펴보았다. 그결과의사소통수단의지원, 활동에

대한보상, 명확한커뮤니티목적의전달, 부정적

견해의 수용, 상호작용적 의사소통이 몰입에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재욱

외, 2002).

온라인 커뮤니티의 상호작용성 구성요인이

관계품질과 고객충성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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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커뮤니티의 상호작용성 구성요인이 사용자

통제성,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반응성의 요인이

관계품질의 구성요인인 만족, 신뢰, 몰입의 매개

변수를 통하여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

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해 실증검증하였다. 그 결

과 지각된 상호작용성 구성차원인쌍방향커뮤니

케이션, 반응성이 몰입에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용자 통제성에서의 몰

입은 만족, 신뢰 매개변수를 통해 간접적인효과

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용길 외, 2007).

온라인 커뮤니티환경에서내재적 동기인 몰

입, 외재적 동기인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이용

용의성 그리고 이용의도 간의 인과관계를규명

하고자하였다. 그결과사회적영향에대한요인

인주관적규범, 이미지, 가시성 플로우에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몰입에 지

각된 유용성과 이용의도에서도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일, 2008).

H10: 온라인 커뮤니티 몰입은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온라인 커뮤니티 몰입은 충성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4 신뢰와 충성도에 관련된 가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공동체 의식이 웹사

이트 충성도와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온

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상 공동체 의식이웹사이

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검증하고, 또한웹사이

트의 동일시라는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커뮤니티

에서 형성된 공동체 의식이웹사이트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온라인 커

뮤니티 공동체 의식은웹사이트 충성도에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웹

사이트 동일시 정도가 높을수록충성도와 구매

의도에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박성연, 2003).

온라인 커뮤니티의 상호작용성 구성요인이

관계품질과 고객충성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온라

인 커뮤니티 상호작용성 구성요인의 신뢰에서는

매개변수인 만족, 몰입에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속변수인 고객충성도

에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

용길외, 2007). 즉,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족, 

신뢰, 몰입을 느끼면 고객이 지속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결정요인이 재방문의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실재감이즐거움, 몰입, 

커뮤니티 신뢰가 커뮤니티 재방문에 영향을 관

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실증검증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실재감이즐거움, 몰입, 커뮤니티 신뢰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즐거움과 몰입을 매개로 커뮤니티 재방문

의도에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문영주 외, 2006).

사용자의 인지욕구 특성이 온라인 커뮤니티

충성도와 브랜드태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커뮤

니티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브랜드 커뮤

니티에 적용하여 커뮤니티 의식, 커뮤니티 충성

도, 브랜드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증하였으

며, 또한 브랜드 커뮤니티 사용자를 인지욕구 성

향을 구분하고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커뮤니티 의식과 커뮤니티 충성도 , 브랜드태도

에대해 전체적인 높은설명력을가지고있는것

으로 나타났다(이선로, 2007).  

온라인 커뮤니티 몰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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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목 빈도(명) 비율(%) 구 분 항 목 빈도(명) 비율(%)

성 별
남 성 111 55.2

인터넷

사 용

시 간

30분 이하 39 19.4

여 성 90 44.8 30분~1시간 69 34.3

나 이

20세 이하 5 2.5 1시간~2시간 45 22.4

21-30세 190 94.5 2시간 이상 48 24.0

31-40세 4 2.0
일 일

  
사 용

시 간

30분 이하 53 26.4

41세 이상 2 1.0 30분-1시간 32 15.9

교 육

수 준

중학교 졸 0 0 1-2시간 66 32.8

고등학교 졸 1 0.5 2시간 이상 50 24.9

대학교 재학 176 87.6
평 균

소 득

~ 100 이하 194 96.5

대학교 이상 24 11.9 100~500 이하 5 2.5

직 업

학 생 196 97.5 500 이상 2 1.0

사무/전문직 4 2.0 결 혼

여 부

기혼 3 1.5

공무원/군인 0 0 미혼 198 98.5

기 타 1 0.5 총 계 201 100

<표 4>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관한 연구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몰입에 사회적

실재감, 유용성, 이용용이성, 즐거움, 만족, 커뮤

니티 신뢰가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커뮤니티 신뢰를 매개로 몰입형

성에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여기서는 만족이 몰입에 직접적인 관계를 형

성하기 보다는 만족이 신뢰를 통해 몰입에 간접

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써, 커뮤니티

의중요성을재검증 할수있는 연구결과 나타났

다고 할 수 있다(문영주 외, 2007).

한국과 일본 온라인 게이머들의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명성

이 게임업체에 대한 신뢰에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게이머들보다 한국

게이머들이 온라인 게임업체 대한 신뢰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엄명용 외, 2006).

H12: 온라인 커뮤니티 신뢰는 충성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Ⅳ. 연구방법
4.1 표본추출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증을 위해 오프라인 설

문으로 조사하였다. 2011년 1월 11일부터 1월

14일 2주 동안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고 있

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오프라인 설문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 경

험이 있는 S대학교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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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현실감 몰입 신뢰 충성도

자율성 0.790

유능성 0.647 0.772

관계성 0.320 0.453 0.752

현실감 0.464 0.675 0.490 0.889

몰입 0.45 0.624 0.434 0.845 0.861

신뢰 0.154 0.292 0.513 0.488 0.602 0.828

충성도 0.388 0.391 0.218 0.586 0.644 0.287 0.914

<표 5> 상관계수

상으로 설문지를 직접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법

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오프라인 설문을 통해 수

집된 자료는 대학생은 210부를 회수하여불성실

한 응답을 제외한 201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4.2 표본특성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

성을분석하면 위의 <표 4>과같다. 성별은 남자

(111명)가 여자(90명)보다 많았고, 나이는 대부

분 20대(190명)가 많았다. 교육수준은 대학교 재

학(17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은 학생(196

명) 이었으며,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이하(194

명)로 가장 많았다. 또한 결혼여부는 미혼(198

명)이 많았으며, 인터넷 사용시간은 30분∼1시

간(69명)으로 나타났다. Blog방문횟수는 2시간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커뮤니티 일일 사

용 시간은 1시간 ∼ 2시간(66명)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자기결정성이론의중요한 3가지변수인자유

성 , 유능성 , 관계성이현실감 , 몰입 , 신뢰, 충성

도 간에인과관계가있는지대해연구하고자하였

다. 

4.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기결정성

이론의 중요한 3가지 변수인 자율성 , 유능성 , 

관계성이 사회적실재감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대

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

를 분석하기 위해 SPSS 18.0과 AMOS 18.0을

이용하였다. 첫째, SPSS 18.0을 이용하여 온라

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자기결정성 이론의 중요한 3

가지변수인자유성 , 유능성 , 관계성 , 사회적실

재감의 모든요인을포함한 측정모델을 개발하

였다. 측정모델의 개발은 AMOS 18.0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측정 모델의

개발을 통해 요인들의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와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모형의 가설을검

증 하기 위해 AMOS 18.0을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델(SEM : Structural Equation Model)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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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항목 설문항목
표준요인
부하량

개념
신뢰도

표준분
산추출

자율성
ques4 나는온라인커뮤니티를통해내생각과의견을자유롭게표현한

다고느낀다. 0.818
0.768 0.625

ques5 나는온라인커뮤니티를통해스스로결정할수있다고느낀다. 0.676

유능성

ques12 나는온라인커뮤니티를하면서성취감을느낀다. 0.685

0.815 0.597ques13 나는온라인커뮤니티를잘한다고느낀다. 0.841

ques16 나는온라인커뮤니티를다른사람보다잘한다고느낀다. 0.676

관계성

ques23 나는온라인커뮤니티상에서만나는사람들과잘지낸다. 0.708

0.839 0.567

ques24 나는온라인커뮤니티친구들을정말좋아한다. 0.762

ques25 나는온라인커뮤니티를하면서만나는사람들로부터사람과관

심을받는것을느낀다. 0.724

ques26 나는커뮤니티를친구들과평소에나와감점을공유할때가많다. 0.673

현실감
ques31 나는온라인커뮤니티를하는게즐겁다. 0.870

0.884 0.792
ques32 나는온라인커뮤니티를참여하고자하는마음이들게했다. 0.804

몰입
ques41 나는온라인커뮤니티를통해재미와즐거움을느낀다. 0.885

0.852 0.743
ques42 나는온라인커뮤니티를하면서호기심을느낀다. 0.741

신뢰

ques52 나는온라인커뮤니티를하면서호감을느낀다고생각한다. 0.744

0.813 0.686
ques55 나는온라인커뮤니티를하면서마음속에관심있는곳이라고믿

기때문에신뢰한다. 0.670

충성도
ques61 나는앞으로도온라인커뮤니티를계속이용할것이다. 0.919

0.910 0.836
ques63 나는지속적으로온라인커뮤니티를이용할것이다. 0.768

<표 6> 요인분석결과

Ⅴ. 실증분석
5.1 측정모델개발

본 연구에서는 타당도를 검증하기위해

AMOS 18.0을 이용해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이를 통해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

를검증하였다. 각항목의최적 상태를 도출하기

위한 모델의 적합도 평가는 GFI(Goodness-of-fit 

Index;>=0.9), AGFI(Adjusted Goodness-of-fit 

Index;>=0.9), RMRS(Root Mean Square 

Residual;<=0.05), NFI(Normed Fit Index;>=0.9) 

 (작을수록), 에 대한 p값(>=0.05)등을 사용

하였다. 

집중타당성은 서로같은 개념을 측정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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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구조모형분석 결과

해서로 다른두가지측정방법을개발하여 이에

얻어진 측정값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

야 된다고 할 수 있다(채서일, 2008).

집중타당도를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번

째는집중타당도를검정하기 위하여 표준요인부

하량(FL>0.7)이 맞는지를 검증하였다(Bagozzi, 

1988). 두번째로 다중상관제곱값(SMC>0.5)을

검증하였다(De Wuif et al, 2001). 세번째로 표

준잔차행렬(SRC<±2.58)이 기준에 맞는지를

검증하였다. 표준잔차행렬은 전체 잔차 개수가

5%를 넘으면 연구모형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Anderson et al, 1988; 구자철 외, 2006).

다음으로 집중타당도가 검증이 되었으면 판

별타당도를 검증한다. 판별타당도는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했을 때, 측정된 결과의 상관관계는

낮아야 한다(채서일, 2005).

판별타당성은각변수에 대한 AVE의 제곱근

값과, 변수와 변수와의 상관계수를 비교하였다

(Fornell et al, 1981). <표 5>과같이 현실감과

신뢰는 0.488이고, 현실감과 충성도는 0.586이

다. 또한 가장 높은 상관계수인 현실감과 몰입이

0.845로써모든 AVE의 제곱근보다낮으므로판

별 타당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측정변수들의 요인에 대한 신뢰

도 분석을 실시하게 되는데, 개념 신뢰도

(Construct Reliability: CR>0.7)와 표준분산추

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0.5)을

검증하였다(김계수, 2008). 개념신뢰도와 표준

분산추출을검증한 결과, 모든요인들의 개념신

뢰도와 표준분산추출은 모두 기준치인 0.7과 0.5

이상으로 나타났다(<표 6>). 측정모형을 개발 및

수정하는 과정에서 모델의 적합도의 변화를 측

정한 결과는 다음과같다. 측정변수를투입한 초

기모형의 적합도는 1319.032, p=0.000, 

/d.f=2.048, GFI=0.728, NFI=0.651, CFI=0.71, 

RMR=0.73 이었으나, 최종모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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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경로계수 S.E. C.R. P

자율성→현실감 0.031 0.084 0.371 0.71

유능성→현실감 0.446 0.098 4.569 0.01***

관계성→현실감 0.244 0.085 2.867 0.004***

자율성→몰입 0.246 0.071 2.651 0.005***

유능성→몰입 0.027 0.094 0.292 0.77

관계성→몰입 0.032 0.075 0.43 0.667

현실감→몰입 0.777 0.119 6.547 0.01***

현실감→신뢰 0.000 0.221 0.002 0.999

몰입→신뢰 0.615 0.227 2.709 0.007***

현실감→충성도 0.100 0.168 0.595 0.552

몰입 →충성도 0.568 0.191 2.977 0.003***

신뢰 →충성도 -0.123 0.083 -1.481 0.139

**: p<0.01, *: p<0.05

<표 7>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179.882, p=0.000,  /d.f=100, GFI=0.903, 

NFI=0.886, CFI=0.944, RMR=0.037 으로처음

보다 모형 적합도가 월등히 향상되었다. 최종적

으로 외생변수 중에서 자율성 2개, 유능성 3개, 

관계성 4개가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매개변수는

현실감 2개, 몰입 2개, 신뢰 2개종속변수는충성

도 2개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5.2 구조 모형 분석

측정모형을 통해 요인의 타당도가 검증되었

으므로 구조 방정식모형을 이용해 요인들간의

인과관계를 실증검증 하였다. 전체 요인들의 인

과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구조모형을검증한 결

과 179.882, p=0.000,  /d.f=1.799, 

GFI=0.903, NFI=0.886, CFI=0.944, RMR=0.037

로 모형의 적합도는 타당한 것으로검증되었다. 

이는 일반적인 적합도 지수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으로, 앞으로의 본 연구의 모형을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의 자기결정성이론의 3가지 변수와 현실감 , 몰

입 , 신뢰 ,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요인을분석

한 결과는 <표 7> 및 <그림 2>와 같다. 

먼저 자율성이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현실

감과 몰입이었으며, 자율성은 몰입에 영향을 주

었지만 현실감에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못하였

다. 다음으로 유능성이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현실감과 몰입이었으며, 유능성은 현실감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몰입에긍정적인 영향

을 주지못하였다. 다음으로 유능성은 몰입에 영

향을 주지못했다. 다음으로 관계성이 영향을 주

는 요인으로는 현실감과 몰입이었으며, 관계성

은 현실감에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몰입에

는 영향을 주지못하였다. 다음으로 현실감은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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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음으로 현실감과 신뢰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는 신뢰이었으며, 몰입은 신뢰에긍정적인 영향

을 주었지만 현실감은 신뢰에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충성도가 영향을 주

는 요인으로는 현실감 , 신뢰 , 몰입이었으며, 몰

입은 충성도에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현실

감과 신뢰는 충성도에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못

하였다.

Ⅵ. 결론 및 제언
6.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자기결정성 이론의 변수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 현실감과 몰입 그리고 신뢰 , 

충성도와 어떤관계가 있는지를검증하고자 하

였다. 분석한결과첫째, 자율성이몰입에만영향

을 미치고 현실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자

율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나 즐거움을 느끼는 현실감보다 개인적

존재를 입증해야하며, 향상을 느껴야하고 개인

적 실제자아와 이상자아를 자유의지에 따라 표

현해야한다(최낙환외, 2007). 자신의 자아 개념

을 능동적으로 창조되어야하며, 자아 정체성을

강화 및 차별화하여 개인적 특성의 심리적욕구

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Kleine et al, 

1995).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실세계에서의 경험

을최대한 활용함으로써낙서나메모판처럼모

든커뮤니티 이용자의 행동이나 자신의 표현에

대해서 커뮤니티 참여자의 조언이나 피드백을

지속적으로받을수 있도록해야되고느껴야한

다. 이를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가 자기

개성을표출할 수있도록서비스를제공해야할

것이다(고준 외, 2008).

기존 논문들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

해자아이미지의표현및향상이이루어질경우, 

해당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평가는좋아지고

정보 제공 및 상호작용효과는 증가하여 결과적

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대한 몰입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Fisher et al, 2002; Craeff, 1996; 최

낙환 외, 2007).

본 연구에서 자아 개념의 관점으로 자율성에

서의 현실감과 몰입을 보았기 때문에 자율성이

현실감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몰입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김동윤(2007)의

연구에서 가상 커뮤니티를 통해 토론 과정에 토

론참여자의시민적태도와 시민참여의향에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는데, 인터넷

가상공간이라는환경 하에서 자율적인 의사소통

을 통해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 사회적 신뢰와 호혜성을획득하는데부족

한 사회적 단서나 정보에 의존하여 사회적 실재

감과 현실감을 감소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

라서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주장할 때, 정확한

정보와 단서를 가지고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주

장함으로써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사회적 실

재감과 현실감을 높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몰입과 현실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

확한 정보와 단서 그리고 다양한디지털아이템

과 커뮤니티 특성에 맞는 정적인 아바타가 아닌

동적인 아바타를 개발함으로써, 온라인 커뮤니

티 상에서 실제로 만난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고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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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유능성이 현실감에만 영향을 미치고 몰

입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권혁기(2010)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조직몰입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직무의 대한 자신

감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은 헌신이나 일

체감을 의미하는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이

용자들은 헌신이나 일체감 형성보다는내가 원

하는 정보를찾고 공유하는 수준에머물러 있다

는 것이다. 이를 통해 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 경품 이벤트 행사나 정기

모임을 개설하여 이용자들에게 분위기 조성하여

동기부여를 시킬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온라

인 커뮤니티를 이용하면서 자신이 유능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현실감을 느낀다고 할 수 있으며, 

몰입은 “ ”특정 미디어 이용을 통해푹빠져드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게임처

럼 내 자신이 유능하다고 해서 푹 빠져서 중독

상태에 이르기까지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내자신이 상대방에게 정보를 전달

하고, 궁금한 사항을 조언하고 묻고 답변할 때, 

상대방이 정보를 전달받고 또한 문제를 해결하

고, 조언에 대해 현실적으로 느끼게 되었을 경우

자신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게 된다. 따라서내자

신은 지식전문가로서의 기분을 느끼게 된다. 즉, 

자신의 생각과 정보를 전달하고 표현하는 행위

와같은 활동에 상대방은내재적관심을갖기때

문에 동기부여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따라서 높

은 수준의 동기부여와 성과는 상호효과성을 높

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준다고 할 수 있다

(Bandura, 1997; 고준 외, 2008). 이를 통해 온라

인 커뮤니티의 동기부여와 즐거움을 체험하게

되고흥미와 만족을 유발시키면서 성공경험및

즐거움으로 이어지고, 온라인 커뮤니티의 현실

감을느껴지속적으로이용할수있게된다. 또한

정보에 대한 접근과 공유가빠르게 일어나고 있

는 시점에서 상호텍스트성 관점으로 현실감에

접근해야한다. 상호텍스트성이란텍스트 그 자

체로만 의미가 연결될 수 없으며, 텍스트와 또

다른텍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가 교차하는

공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옥민혜 외, 2010). 

즉, 자신이 상대방에게 전달한 하나의 정보가 상

대방에게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통해좋게 구축

되었다고 상대방이 인지하면 비로써자신의캐

릭터가 상대방에게 구현된 현실감으로 다가가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과

공유가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호텍스

트성의 관점으로 유능성에서의 현실감과 몰입을

보았기 때문에 유능성이 몰입에 영향을 주기보

다는 현실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따라서 현실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상경험

을 직접경험과 비슷하게 느끼도록하기 위해서

메시지의 전달매체가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

어질수 있도록감각적인 단서를 제공한다.(최영

균 외, 2003). 이를통해 온라인 커뮤니티이용자

간 가상환경에서 전개되는 스토리와 주제등을

중심으로 감각적 정보의풍부성과 인터페이스를

높여 이용자 간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설계되어

야 한다.

셋째, 관계성이 현실감에만 영향을 미치고 몰

입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관계성이 높은 사람일수록몰입은 사

이버공간상에서새로운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인터넷의 지속적인 발전과 증가

로 인해 새로운 일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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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et al, 1996; Schmitz et al, 1991; 이재신, 

2002;) 오히려 관계성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

트에 방문한 순간부터 실제 상황에서 대화를 하

는 것처럼느끼는 현실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

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가상환경이지만 그룹들 간의 감정적인 교류는

실제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실감이낮고 대인

정보가빈약한 온라인 상황의 한계에도불가하

고 실제로 오프라인 상으로 만난 사람들과못지

않게 우정과 정서적애착을 서로 느끼고 관계를

긴밀하게 형성하게 된다. 또한 공동체로써의질

서 , 규범을내면화하면서 자발적으로질서와규

범을 준수하고 유지하게 된다(박유진 외, 2004). 

이를 통해 정보공유와 나눔등을 중심으로 사회

적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해야한다. 인터넷이라는 가상현실공

간에서 자신의 의지와 따라 관계를 맺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하는 일이 자연스러운문화가될수

있도록유도를 해야한다. 또한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관심사를 공유고 다른사람과 관계를 맺

을 수 있도록온라인 커뮤니티 기업과운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실감은 몰입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실감이 가상공간에

서의 친밀감 ,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개인화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커뮤니티 몰입에긍정적

으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문영주 외, 

2006). 따라서 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온라인

뿐만 아니라주기적인오프라인모임을가져커

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해야한다. 

다섯째, 몰입은 신뢰와 충성도에 유의하게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실감은

신뢰와 충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영주(2008)의 연구에

서 신뢰는 커뮤니티 충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컨텐츠 및

활동을 통해 느끼는 몰입에만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결과는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

들이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보다 온라인 커뮤니

티그자체의믿음보다자신의관심사항 , 정보를

구하는 것이필요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

티 보안이나 자체의믿음에 이용자들은 신경쓰

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이전에 많은 온라인 커

뮤니티 이용자들을확보할 지라도꾸준한 온라

인 커뮤니티 이용자를 반복적인 방문을 유도하

기 위해 신뢰보다 몰입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한다는 점을 추론해볼 수

있을것이다. 이를통해신뢰는오랜시간에걸쳐

형성된다고 할 수 있으며, 서로가믿음이 있어야

한다. 즉, 신뢰를 통해 관계형성과 몰입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자가즐거움을 느껴야한

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

자들이 재방문 유도할 수 있도록다양한 서비스

를 제공해야한다. 현실감은 온라인 커뮤니티 상

에서 아직도 실제로 서로가 만난 것처럼느끼지

못하고 경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뢰에 유

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뢰가쌓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방문한다는 것은

고려해야할 문제 인거같다. 따라서 온라인 커뮤

니티의 신뢰와 충성도를 높일려면 온라인 모임

과 정기적인 오프라인 모임을병행하여 서로간

의 서로가 마주보며 대화함으로써서로가 신뢰

감을 가지고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지속적

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신뢰는 충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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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과 상대방

과지속적인관계를 맺지않으면사기행위및개

인정보의 유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극복

하기 위해서는 익명을 가장한닉네임과 동시에

실명을 보여주고 사진과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온라인 커뮤니티의 인터페이스

를 설계하고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6.2 연구의 이론적 공헌과 한계점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차이점이 본 연구의

이론적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사회적 실재

감이 몰입과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가 대

부분이었다. 이를 통해 자기결정성 이론이 온라

인 커뮤니티에서의 현실감을 느끼는지파악하고

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의라고 할 수 있겠

다. 둘째는 기존 온라인 커뮤니티 연구들은 온라

인 커뮤니티의 기술적인 특성만을 연구한 논문

들이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기 본연의 심리학

이론을 현실감을 측정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

의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연구의 공헌에도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에 이러한

한계를극복하기 위하여 추가로 연구가 진행되

어야 하는지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을 대상으로 표본을 설정해서 자

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 제약

이라는한계점을가지고있다. 둘째, 온라인커뮤

니티에 있어서 자기결정성 이론에 관한 선행연

구들이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부족한 실정이다. 

셋째, 온라인 커뮤니티의 해외 진출이 지속적으

로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자기결정성 이론을 통

해온라인게임의국가간비교분석부족한실정

이다.  

이를 통해 향후연구방향은첫째는 온라인게

임이 해외진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다른국가들 간의 비교분석에 대한 연

구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둘째, 온라인커뮤니

티 변수와 자기결정성 이론의 3가지(자율성 , 유

능성 , 관계성) 통합및확장에서 연구를 지속적

으로 진행해야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번연구

가 자기결정성 이론의 현실감 , 몰입 , 신뢰 , 충

성도를 쇼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 Social 

Network Service)에 도메인의 초점을 맞추어 이

론을통합한모델 , 이론을통해다양한도메인을

적용시켜 지속적으로 연구 및 개발되기를 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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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Self-Determination Theory on Reality, 
Flow in Online Community

Do Soon Kwon⦁Jin Hwa Kim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the causality of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which 

are major variables in self-determination theory. This study examines factors affecting intrinsic 

motivation, which also influences reality, flow, trust, and loyalty. The results firstly indicates that 

competence and relatedness positively influence reality and autonomy positively influences flow. 

Secondly, competence significantly influences reality and doesn’t significantly influences flow. Thirdly, 

relatedness significantly influences reality and doesn’t significantly influenced flow. Fourthly, reality 

doesn’t significantly influences trust. Fifthly, flow significantly influences trust. Also, above results show 

that reality influences flow, and reality doesn’t directly influence trust and loyalty. However, loyalty 

significantly influences flow.

Keywords : Self-Determination Theory, Reality, Flow, Trust, Loyalty, Onlin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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