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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불법다운로드에 한 사회  규범과 불법다운로드 이용의향 간의 계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혼재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들의 불일치 원인을 조 요인 때문으로 단하고, 

작권법에 한 이용자 태도와 콘텐츠 구매 시 가격 요성이 수행하는 조  역할을 확인해 보고자 하

다. 이를 해 사회  규범을 주  규범과 집단  규범으로 나 고, 이들 각각의 규범 인식과 불법다운로

드 이용의향 간 계에서 작권법 태도와 콘텐츠 가격 요성 각각이 수행하는 조  역할 가설들을 설정

하 다. 가설검증 결과, 총 4개 조 효과 가설  주  규범과 작권법 태도간의 상호작용을 다룬 가설은 

기각되고, 나머지 3개 가설은 채택할 수 있었다. 즉 불법다운로드에 해 정 으로 생각하는 집단규범이 

강할수록 불법다운로드 이용의향은 증가하지만 작권법에 해 정  태도를 가질수록 그 향력은 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불법다운로드에 해 정 인 주  규범과 집단  규범 각각이 불법다운로

드 이용의향에 미치는 향력은 콘텐츠 구매 시 가격을 요하게 인식할수록 증가함을 확인하 다. 

■ 중심어 :∣주관적 규범∣집단적 규범∣저작권법∣불법다운로드∣

Abstract

The results of advanced studies which handl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norm and  

intention to use illegal download don’t match exactly. This study determined that the reason why 

the results of advanced studies are confused is, that moderator variables play important roles. For 

this reason, this study planned to test for significance of moderators consisting of attitude to 

copyright law(A) and perceived price importance at time of purchase(B). To achieve this, the 

present study divide social norm into two norms(subjective norm and group norm) and set up 

hypotheses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two variables(A, B) between these two norms and 

intention to use the illegal download.   

The results show that all but one hypotheses are accepted. The other moderating effect 

hypothesis which is consist of subjective norm and attitude toward copyright law is rejected. 

This means that the effect of group norm on intention to use illegal download is moderated by 

attitude to copyright law. Also, this result means the effects of group/subjective norm on 

intention to use illegal download is moderated by the perceived price importance at time of 

purc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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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일자 : 2016년 04월 26일 

수정일자 : 2016년 06월 01일 

심사완료일 : 2016년 06월 01일 

교신 자 : 김동태, e-mail : andante@koreatech.ac.kr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 Vol. 16 No. 898

Ⅰ. 서론

2014년 국정감사에서 한국 작권 원회가 국회에 제

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0  청소년의 50.9%, 20

의 57.9%가 불법복제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2013년도의 10  청소년이 

연루된 작권법 반 건수는 체 건수의 약 7.5%인 

2,869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작권에 한 국민들의 인

식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청소년, 학생 등 

은 층에서의 작권 침해사례는 여 히 험수 에 

있으며, 작권 침해 사례는 이제 일상 인 뉴스로 취

되고 있다. 작권 침해란 작권자의 승인 없이 

작권자의 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작권자에

게 경제 , 정신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작권법에서 

그 용 범 를 정의하고 있다. 작권 침해 사례는 특

히 스마트 미디어 시 가 되면서 온라인상에서 많이 발

생하고 있다. 작권보호센터[1]의 2014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도에 발한 불법 복제물 단속 건수는 총 

166만 건으로 2012년 비 80%가 증가하 다. 특히 

IPTV, 종편 등의 사업 확장으로 고품질의 드라마, 화 

등 상물의 공 이 증가하고, 스마트 미디어의 증가로 

이들 콘텐츠에 한 근성이 높아지면서 불법복제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 하듯 

화에 한 불법복제 경험비율은 2008년의 36.7%에서 

2012년 18.3%까지 진 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13

년에는 19.0%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 화의 

불법복제물 유통량도 2008년 이후 증감이 혼 세를 보

이다가 2013년부터 년 비 11.2%가 늘어난 2억 2천 

7백여 만개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차보고

서에서는 이들 불법복제물로 인한 국민경제의 손실규

모도 제시하고 있는데 2013년 기 으로 생산 손실액 3

조 8천여억원, 고용손실 3만 6천여 명, 세수손실 1천 5

백여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불법복제가 발생시키는 이 같은 사회  폐해가 커지

면서 학계에서도 불법복제물 이용자를 상으로 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상물을 비롯한 

음악, 게임 등의 불법복제 연구에서는 불법복제물 이용

의향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해 사회  규범을 

심으로 다수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다(eg.[2-8]). 다시 말

해 불법복제물 이용 의향이나 행 를 이해하기 해 합

리  행동모형(Theory of Reasoned Action)과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Action) 등을 기반으로, 

주  규범(Subjective Norm), 집단  규범(Group 

Norm), 도덕  규범(Moral Norm) 등의 향력을 살펴

본 사회규범  근을 해왔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규범과 질서에 순응하는 행동을 하려하기 때문

에 불법복제물의 사용 역시 이러한 사회규범  에

서 살펴 야 한다는 것이다. 불법복제행 에 해 구조

이면서도 사회문화 인 근을 통해 이를 일 수 있

는 방안들을 고민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규

범이 불법복제물 이용의향에 미치는 향력에 해서

는 연구자에 따라 한 규범의 종류에 따라 그 향력

의 크기와 향 유무는 다르게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불법복제물 이용의향에 미치는 이들 사회  규

범의 향력이 일치하지 않는데 주목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으로 불법 복제를 강제로 지할 수 있는 

작권법에 한 이용자들의 인식과 불법복제의 자발

 단이 가능한 콘텐츠 가격요인의 역할을 분석하고

자 한다. 실제 2009년에 실시한 이혜경과 김희완[9]의 

조사에서 불법복제물 이용자들은 상 불법복제물 이

용의 이유로 상물의 가격문제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정품 상콘텐츠 이용을 한 선결요건으로도 상물 

가격인하(55%), 작권에 한 인식변화(33%)를 우선 

순 로 응답하 다. 이에 해 이혜경과 김희완[9]은 인

터넷을 이용하면 낮은 가격으로 상물을 이용할 수 있

음에도 여 히 렴한 가격을 요구하는 것은 상 콘텐

츠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강함을 의

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작권법 등에 한 인

식에서도 보다 강력한 법제도가 도입될 경우 불법 상

복제물 사용을 이겠다는 응답이 93%로 나타나 작

권법이 가지는 강압  효과를 가늠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 간에 일치되지 않는 사회  규

범과 불법복제물 이용의향 간 계에서 불법복제물 이

용 단을 한 두 가지 향요인으로 강압  요인( 작

권법에 한 이용자 태도)과 자율  요인(콘텐츠 구매 

시 가격의 요성)을 도출하고 이들 두 요인이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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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계획된 행동이론 모형

는 조  역할을 구체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불법복제물 이용자들의 불법행 를 사회규범  

에서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사회  규

범이 불법복제물 이용에 미치는 향력이 콘텐츠 이용

의 실  여건( 작권법, 가격수 )에 의해 어떻게 달

라지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1. 사회적 규범
불법복제물에 한 이용자 태도나 이용의향 등 행동

측에 한 연구들은 계획된 행동이론에 기 한 연구

가 많다.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다룬 계획

된 행동이론은 통 인 태도모형들에 기 를 두고 있

다. Fishbein and Ajzen[10]이 제안한 상태도 모형과 

행동태도 모형이 통  태도모형의 표라 할 수 있

다. 상태도 모형은 특정 상에 한 태도는 해당 

상의 속성에 한 개인의 신념과 속성에 한 평가로 

결정된다는 개념인 반면, 행동태도 모형은 특정 상이 

아니라 상과 련된 행  자체에 한 개인의 태도를 

설명하는 모형이다. 한편 이러한 상태도 모형과 행동

태도 모형이 개인의 행동을 측하는데 부족하다고 

단하고 그 원인을 주  규범과 행동의향에서 찾아 이

들 두 가지 요소를 선행요인으로 추가한 모형이 합리  

행동모형이며, 합리  행동모형에 행동 통제와 련된 

개인의 인식 즉 지각된 행동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를 추가한 모형이 계획된 행동이론 모형이라 

할 수 있다. 계획된 행동이론 모형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특정 개인이 인식한 자신의 행동통제는 행동에 

한 태도, 행동에 한 주  규범과 함께 행동의향에 

직 인 향을 미치며, 행동의향은 다시 행동에 향

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11].

하지만 계획된 행동이론 모형을 이루는 핵심 선행요

인들의 설명력이 높지 않다는 지 이 있는 가운데 특히 

주  규범의 설명력이 낮게 나타난다는 연구

(eg.[8][12-14]에서 수정인용)들이 제시되면서, 주  

규범의 설명력 제고 필요성이 두되어 왔다. 주  

규범의 설명력이 낮은 이유는 행동의도와 행동에 향

을 미칠 수 있는 사회  향( 는 사회  규범)을 주

 규범이 충분히 반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15-17]. 

따라서 사회  향을 제 로 반 할 수 있는 다른 규

범  요인을 도출할 필요가 있었다[8].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주  규범 외 추가 인 규범요인을 용한 

연구들이 시도 되었는데, 차동필[8]은 학생들의 폭음

행  의향을 이해하기 해 주  규범 외 집단  규

범, 기술  규범(Descriptive Norm), 도덕  규범 등의 

향력을 추가로 살펴봤으며, 오 숙 등[7]은 주  규

범으로 볼 수 있는 명령  규범(Injunctive Norm)뿐 아

니라 기술  규범이 불법다운로드 의도에 미치는 향

도 살펴봤고, 장문정과 우형진[5]은 불법 다운로드 의향

을 측하기 해 집단  규범과 도덕  규범을 주  

규범과 함께 투입하여 그 향력 규명을 시도한 바 있

다. 본 연구에서도 이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불법다운

로드 의향과 련이 있는 사회규범  요인으로 주  

규범과 집단  규범의 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도덕

 규범이 불법다운로드 의향에 미치는 향은 기존 연

구(eg.[5][9])에서 그 유의성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불

법다운로드와 같은 불법  행  의향에 해서는 도덕

 규범이 부정  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당연 가

설로 단하여 분석 상에서 제외하 다. 한 기술규

범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부분 사람들이 특정 행동을 

한다고 믿으면 자신도 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개념으로

([7][18][19]에서 수정인용), 자신의 사회 구성원들이 기

하고 지지하는 행 나 행동기 에 한 인식인 집단

규범과 유사한 개념을 가져 역시 분석 상에서 제외하

다. 

한편, 이들 규범이 사람들의 행 의향 특히 불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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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와 같은 부정  행 의향에 미치는 향에 해서

는 연구자에 따라 한 규범의 종류에 따라 그 향력

의 크기와 향 유무가 다르게 보고되고 있다. 즉 주

 규범이 불법다운로드 의향에 미치는 향이 유의하

다는 연구(eg.[2][3][6][7][20])가 있는 반면, 유의한 

향을 주지 못한다는 연구(eg.[4][5])도 보고되고 있다. 

한 집단규범이 불법 다운로드 의향에 미치는 향 역

시 장문정과 우형진[5]의 연구에서는 유의한 향요인

으로 나타났지만, 차동필[8]의 연구에서 폭음의향의 선

행요인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규범에 해 살펴본 오 숙 등[7]의 연구에서도 한국학

생들에서는 불법다운로드 의도에 유의하지 않은 향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국학생들에서는 유의한 요인

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불법다운로드 자체에 한 규범

 인식 외 다른 향요인이 규범  인식과 불법다운로

드 의향간의 계를 조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혜경과 김희완[9]의 조사에서 불법복

제물 증가의 가장 큰 이유로 악된 콘텐츠의 가격요인

과 불법복제물 감소를 한 가장 효과  방안으로 나타

난 작권법 요인을 각각 조 요인으로 삼아 그 향력

을 살펴보았다. 

2. 저작권법과 가격요인
김상훈 등[21]은 기 효용 이론(Expected Utility 

Theory)을 바탕으로 화 일 불법다운로드의 법 비

용(법  험과 처벌 가능성) 크기와 람한 화  불

법다운로드 화의 비  간에는 향 계가 없음을 확

인한 바 있다. 조성수 등[22]도 작권법의 처벌 내용이

나 작권 보호의 당 성 인식이 지상  콘텐츠에 한 

유료 지불의향을 증가시키지는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

다. 하지만 작권법과 련된 인식이 불법다운로드 행

에 유의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도 제시되고 

있는데, 이성식[23]은 불법다운로드의 처벌 험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는 불법다운로드에 한 태도가 나

쁠수록 불법다운로드 행 가 감소함을 확인하 으며, 

황혜선 등[24]도 작권 보호에 한 인식이 증가하거

나 태도가 정 일수록 유료 지불의향이 증가함을 실

증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작권 련 요인과 불법 다

운로드 의향( 는 행 )과의 계 역시 계의 유의성

에 있어 일치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에

서, 이들 요인간의 계에도 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

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해 본 연구에

서는 불법다운로드에 한 규범  인식 요인이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측하 다. 즉 불법다운로드에 해 

정 인 규범  인식이 강할수록 불법다운로드를 이

용하려는 의향은 증가하겠지만, 그 증가폭이나 변화의 

크기는 불법다운로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처벌과 배

상 등의 법 험을 얼마나 지각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가설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불법다운로드에 해 정 인 규범인식이 

불법다운로드 이용의향에 미치는 향은 

작권법 태도에 의해 조 된다. 

가설 1-1. 불법다운로드에 해 정 인 주  규

범인식이 불법다운로드 이용의향에 미치

는 향은 작권법 태도에 의해 조 된다. 

가설 1-2. 불법다운로드에 해 정 인 집단  규

범인식이 불법다운로드 이용의향에 미치

는 향은 작권법 태도에 의해 조 된다. 

한편, 이성식[23]은 불법다운로드에 한 청소년들의 

인식 연구를 통해 불법다운로드로 인해 감하는 비용

이 크다고 지각할수록 불법다운로드 행 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 조성수 등[22]도 지상  콘

텐츠의 유료이용에 해 호의  태도를 가지고 있을수

록 유료 지불의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으며, 황혜

선 등[24]은 콘텐츠 유료이용에 한 주  규범이 

정 일수록 비용 지불 의향도 증가함을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연구결과들은 이혜경과 김희완[9]의 연구조사

에서 나타났듯이 불법다운로드를 하는 가장 큰 이유이

자 동시에 정품 콘텐츠 이용 확산에 필요한 선결조건이 

콘텐츠의 가격요소임을 확인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비록 화 람료를 여서 얻는 효용 크기와 불법다운

로드 화의 비  간에는 계가 없다는 연구[21]도 제

시되고 있지만, 더 많은 연구를 통해 화 등 콘텐츠의 

가격요소와 불법다운로드 간에 유의한 계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는 에서 콘텐츠의 가격이나 비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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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다고 인식할수록 불법다운로드 의향이나 행 도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불법 복제물 이

용의 가장 큰 이유가 콘텐츠의 가격수 이라는 것은 불

법다운로드에 한 사회규범  인식의 향과 크기에 

가격수 이 의미 있는 향을  것으로 상할 수 있

다. 즉 정품 콘텐츠 가격에 부담을 많이 느낄수록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집단 으로 생길 수 있고, 결

과 으로 불법다운로드를 해당 사회 내에서 용인할 가

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불법다운로드에 

해 정 인 규범  인식이 강할수록 불법다운로드

를 이용하려는 의향은 증가하겠지만, 그 향력은 콘텐

츠를 구매할 때 콘텐츠의 가격수 이 얼마나 부담스러

운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가설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2] 불법다운로드에 해 정 인 규범인식이 

불법다운로드 이용의향에 미치는 향은 콘

텐츠 구매 시 인식하는 가격 요성에 의해 

조 된다. 

가설 2-1. 불법다운로드에 해 정 인 주  규

범인식이 불법다운로드 이용의향에 미치

는 향은 콘텐츠 구매 시 인식하는 가격 

요성에 의해 조 된다. 

가설 2-2. 불법다운로드에 해 정 인 집단  규

범인식이 불법다운로드 이용의향에 미치

는 향은 콘텐츠 구매 시 인식하는 가격 

요성에 의해 조 된다. 

이상의 가설들로 구성되는 연구모형은 [그림 2]와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 연구모형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방법
가설검증에 필요한 데이타는 고등학생과 학생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 다. 편의표본 추

출방식으로 표집된 학생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진

행하 으며, 충남지역의 2개 학에서는 강의시간을 활

용한 설문지 배포방식으로 3개 고등학교에서는 하교시

간을 이용한 교문 앞 조사방식으로 진행하 다. 한 

수거된 설문지  불성실 응답 설문지 등을 제외한 총 

242부를 유효표본으로 삼아 분석하 다. 유효표본으로 

삼은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특성은 여자 59.9%(145명), 

남자 40.1%(97명)로 여학생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학생과 고등학생의 비율은 각각 50.8%(123명), 49.2% 

(119명)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구체 인 인구통계특성

은 아래 [표 1]에 제시하 다.  

표 1. 응답자 인구통계 특성
항목 내용 표본수 비율

대학생
(123명)

남자 79 64.2%
여자 44 35.8%

불법다운로드 경험 104 84.6%
고등
학생

(119명)

남자 18 15.1%
여자 101 84.9%

불법다운로드 경험 84 70.6%

2. 측정변수
불법다운로드에 한 규범인식은 장문정과 우형진의 

연구[5]에서 사용한 측정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하여 주  규범 2문항, 집단  규범 3문항으로 각각 

측정하 다. 작권법에 한 태도는 법의 취지나 내용 

등에 한 성 는 공정성 인식이 요하다고 단

하여 김동태와 김문섭[25]의 연구에서 사용한 가격할인 

공정성 측정항목을 작권법 태도의 측정항목으로 수

정하여 3개 항목으로 측정하 다. 콘텐츠 구매 시 인식

하는 가격 요성은 콘텐츠 구매 시 가격요소의 요도

를 묻는 단일 항목으로 측정하 으며, 불법 다운로드 

이용의향은 불법 다운로드 이용의향을 직  묻는 2문

항으로 측정하 다. 이상 연구에 사용된 측정항목을 정

리하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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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구성개념별 측정항목
구성
개념

측정항목
련
연구

주관적
규범

나의 불법D/L에 대한 주변걱정
나의 불법D/L에 대한 주변관심

[5]
집단적
규범

친구들은 불법D/L를 해도
된다고 생각
친구들은 불법D/L가 무료라 좋아함
친구들은 불법D/L를 저작권과 무관한 무
료라 좋아함

붋법D/L
이용
의향

앞으로도 불법 D/L를 이용
법제재가 있어도 불법D/L이용 -

저작권법 태도
저작권법은 공정하다
불법 D/L 근절에 적적하다
저작권법은 공평하다

[25]

콘텐츠 가격
중요성 콘텐츠 구매 시 가격의 중요성 -

3. 측정의 신뢰성 및 타당성
측정변수들에 한 신뢰성 검증결과는 [표 3]에 제시

한 바와 같이 다항목으로 측정된 4개의 구성개념 모두

에서 Cronbach Alpha 계수들이 0.6 이상으로 나타나

( 작권법 태도의 Cronbach Alpha = 0.715) 구성개념 

측정이 신뢰할만한 수 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측정의 타당성 검증은 외생변수인 주  규범, 집단  

규범과 결과변수인 불법다운로드 이용의향에 해 확

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는 [표 3]에 나타

난 바와 같이 모델의 반  합도를 나타내는 X2값이 

유의하게 나타나(Χ2=61.080, df=11, p=0.000) 기 치에

는 미달되지만, 다른 합도 지표들에서는 GFI=0.934, 

NFI=0.938, CFI=0.948, RMR=0.032 등으로 비교  양호

하게 나타나 반 으로 만족스러운 합도인 것으로 

단할 수 있다[26]. 한 구성개념과 측정변수들 간의 

계를 나타내는 λ 재량 역시 모두 유의한 값을 나타

내고 있어 측정변수들의 수렴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에는 측정의 별타당성을 검증한 결과가 제시되

어 있는데, 구성개념 간 상 계를 나타내는 Φ계수 신

뢰구간(Φ±2SE) 안에 1.0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됨에 따라, 구성개념들 간 별타당성도 확인할 수 있

다[27].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성
개념

측정 변수
λ
재량

S.E
Cronbach
alpha

주관적
규범

주관적 규범1
주관적 규범2

0.873**
0.930** 0.070 0.896

집단적
규범

집단적 규범 1
집단적 규범 2
집단적 규범 3

0.819**
0.893**
0.900**

0.064
0.067 0.901

불법D/L
이용의향

이용의향 1
이용의향 2

0.421**
1.145* 1.488 0.648

** p<0.05  ** p<0.1, Χ2=61.080(df=11, p=0.00), 
GFI=0.934, NFI=.938, CFI=0.948, RMR=0.032

표 4. 구성개념 간 Φ 메트릭스
집단  규범

불법D/L
이용의향

주관적 규범 0.683
(0.043)

0.216
(0.043)

집단적 규범 0.183
(0.036)

 (    ) S.E

4. 가설검증 결과
연구가설 1의 검증 목 은 불법다운로드 이용의향에 

한 불법다운로드 규범인식의 향력이 작권법 태

도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는데 있다. 이에 따라 

Cohen and Cohen[28]이 제안한 조  다 회귀분석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방법을 활용하여 가

설 1에서 보고자 하는 상호작용항의 유의성 여부를 검

증하 다. 먼  가설 1-1의 검증을 해서 [표 5]에 정

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로 성별

을 더미 변수화하여 투입하 으며, 2단계에서는 성별과 

함께 불법다운로드에 한 주  규범인식, 작권법 

태도 등 세 변수를 투입하 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앞

선 단계에서 투입한 모든 변수들과 함께 상호작용항(불

법다운로드에 한 주  규범인식 × 작권법 태도)

을 추가 으로 투입하는 조 된 다 회귀분석을 실시

하 다. 한편 상호작용항 투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

는 다 공선성 방지를 해 변수들의 측정 평균값을 

심화(Mean-Centered)하여 분석에 투입하 다[28][29]. 

가설 1-1에 한 검증결과 상호작용항(불법다운로드에 

한 주  규범인식× 작권 태도)이 투입된 3단계 

회귀식의 설명력 변화량(△R2)은 유의하지 않은 가운데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도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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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불법다운로드에 한 주  규범인식과 불법다

운로드 이용의향 간 계에서 작권법에 한 태도가 

수행하는 조  역할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단하

여 가설 1-1은 기각하 다. 가설 1-2에 한 검증도 가

설 1-1과 동일하게 Cohen and Cohen[28]의 조  다

회귀분석 차에 따라 실시하 으며, 분석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상호작용항(불법다운로

드에 한 집단  규범인식× 작권법 태도)이 투입된 3

단계 회귀식의 설명력 변화량(△R
2=0018)이 유의한

(p<0.05) 가운데, 상호작용항이 불법다운로드 이용의향

에 미치는 향력 계수(β=-0.204)도 유의하게(p<0.05) 

나타나 가설 1-2는 채택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불법다운

로드에 해 정 인 집단  규범이 불법다운로드 이

용의향에 미치는 향력은 작권법에 한 태도에 따

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작권법 태도가 좋을수록 

그 향력의 크기는 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가설 2의 검증은 불법다운로드 이용의향에 한 

불법다운로드 규범인식의 향력이 콘텐츠 구매 시 가

격 요성 인식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는데 있

다. 역시 가설 1의 검증방식과 동일하게 Cohen and 

Cohen[28]의 조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가

설 2-1, 가설 2-2의 검증결과는 각각 [표 7]과 [표 8]에 

제시하 다. 먼  [표 7]의 가설 2-1 검증결과를 보면 

‘불법다운로드에 한 주  규범인식×콘텐츠 구매 

시 가격 요성’으로 구성되는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3단

계 회귀식의 설명력 변화량(△R2=0.017)이 유의한

(p<0.05) 가운데,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β=0.136)도 

유의하게(p<0.05) 나타나 가설 2-1은 채택할 수 있었

다. 따라서 불법다운로드에 해 정 인 주 규범이 

불법다운로드 이용의향에 미치는 향력은 콘텐츠 구

매 시 가격 요성 인식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콘텐츠의 가격을 요하게 인식할수록 그 향력

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표 8]에 나타나 있는 가설 2-2

의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상호작용항(불법다운로드에 

한 집단  규범인식×콘텐츠 구매 시 가격 요성)이 

투입된 3단계 회귀식의 설명력 변화량(△R
2=0.015)이 

유의한(p<0.05) 가운데,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β

=0.130)도 유의하게(p<0.05) 나타나 가설 2-2도 채택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불법다운로드에 해 정 인 집단

규범이 불법다운로드 이용의향에 미치는 향력은 콘

텐츠 구매 시 가격 요성 인식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콘텐츠의 가격을 요하게 인식할수록 그 

향력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표 5. 주관적 규범과 저작권법 태도 간 상호작용효과(가설 
1-1) 분석결과

단계 변수 β △R2 

1 성별 -0.331*** 0.036

2
성별 -0.251**

0.030**주관적 규범(A) 0.140*
저작권법 태도(B) -0.154*

3

성별 -0.251**

0.001
A 0.138*
B -0.156*

A × B -0.031

 *** P<0.01, ** P<0.05, * P<0.1, 종속변수: 불법다운로드 이용의향

표 6. 집단적 규범과 저작권법 태도 간 상호작용효과(가설 
1-2) 분석결과

단계 변수 β △R
2
 

1 성별 -0.331*** 0.036

2
성별 -0.254**

0.043***주관적 규범(A) 0.191***
저작권법 태도(B) -0.162**

3

성별 -0.265**

0.018**
A 0.167**
B -0.158*

A × B -0.204**

 *** P<0.01, ** P<0.05, * P<0.1, 종속변수: 불법다운로드 이용의향

표 7. 주관적 규범과 콘텐츠 가격중요성 인식 간 상호작용효
과(가설 2-1) 분석결과

단계 변수 β △R
2 

1 성별 -0.331*** 0.036

2
성별 -0.299***

0.031**주관적 규범(A) 0.137*
가격 중요성(B) 0.099*

3

성별 -0.294***

0.017**
A 0.155**
B 0.092*

A × B 0.136**

 *** P<0.01, ** P<0.05, * P<0.1, 종속변수: 불법다운로드 이용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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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집단적 규범과 콘텐츠 가격중요성 인식 간 상호작용효
과(가설 2-2) 분석결과

단계 변수 β △R2 

1 성별 -0.331*** 0.036

2
성별 -0.305***

0.041**집단적 규범(A) 0.181**
가격 중요성(B) 0.096*

3

성별 -0.294***

0.015**
A 0.192***
B 0.078

A × B 0.130**

 *** P<0.01, ** P<0.05, * P<0.1, 종속변수: 불법다운로드 이용의향

이상의 가설검증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 9]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9. 가설검증 결과
가설 내용 검증결과

1-1 주관적 규범인식 × 저작권법 태도 기각
1-2 집단적 규범인식 × 저작권법 태도 채택
2-1 주관적 규범인식 × 가격 중요성 채택
2-2 집단적 규범인식 × 가격 중요성 채택

 종속변수 : 불법다운로드 이용의향

Ⅴ.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및 해석
본 연구에서는 불법다운로드에 한 사회  규범과 

불법다운로드 이용의향 간 계를 다룬 선행연구들이 

일치된 연구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들 

요인 간 계에서 작권법에 한 이용자 태도(강압  

요인)와 콘텐츠 구매 시 가격 요성 인식(자율  요인)

이 수행하는 조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사회  규범은 주  규범과 집단  규범으로 나 고, 

이들 각각의 규범 인식과 불법다운로드 이용의향 간 

계에서 작권법 태도가 수행하는 조  역할은 가설 

1로, 콘텐츠 구매 시 가격 요성 인식의 조  역할은 

가설 2로 각각 설정하 다. 가설검증 결과, 먼  주  

규범과 작권법 태도와의 상호작용을 다룬 가설 1-1

의 검증에서는 작권법에 한 태도가 수행하는 조

 역할은 나타나지 않았다(가설 1-1 기각). 하지만 집

단  규범과 작권법 태도와의 상호작용을 다룬 가설 

1-2의 검증에서는 작권법에 한 태도가 좋을수록 

집단  규범이 불법다운로드 이용의향에 미치는 향

력이 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1-2 채택). 따라

서 불법다운로드에 해 정 으로 생각하는 집단규

범이 강할수록 불법다운로드 이용의향에 미치는 향

은 증가하지만, 작권법에 해 정  태도를 가질수

록 이러한 향력은 어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콘텐츠 구매 시 가격 요성 인식이 수행하는 조  역

할을 측한 가설 2-1의  검증에서도 불법다운로드에 

한 주 규범이 불법다운로드 이용의향에 미치는 

향은 콘텐츠 구매 시 가격을 요하게 인식할수록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2-1 채택). 한 집단규범

이 불법다운로드 이용의향에 미치는 향력 역시 콘텐

츠 구매 시 가격을 요하게 인식할수록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가설 2-2 채택). 따라서 불법다운로드에 

해 정 으로 인식하는 주  규범과 집단  규범

이 강할수록 불법다운로드 이용의향은 증가하며, 특히 

콘텐츠 구매 시 가격의 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더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다루었던 불법다운로드에 

한 사회  규범과 불법다운로드 의향( 는 행 )간 

계가 일치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를 이들 요

인 간 계에 향을 미치는 조 요인에서 찾은데 의의

가 있다. 특히 조 요인을 불법다운로드의 가장 큰 이

유이자 불법다운로드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  방안으

로 악되고 있는 콘텐츠 비용(법 비용, 콘텐츠 가격)

의 에서 도출하고, 그 유의  역할을 확인한데서 

구체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불법다운로드

의 효과 인 축소를 해서는 사회  규범을 바꾸려는 

노력뿐 아니라 이용자들이 지각하는 비용(법 비용, 콘

텐츠 비용) 에서의 근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

다. 즉 불법다운로드로 작권 침해 시 불법다운로드 

이용자가 감당해야 할 법  책임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

려 으로써 이용자들이 지각하는 법 비용을 높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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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시켜야 하며, 동시에 정품 콘텐츠 구매의 유인이 될 

수 있는 정 콘텐츠 가격 수 의 제시를 통해 이용자

들이 인식하는 콘텐츠 구매 시 경제  부담을 극 으

로 낮출 필요가 있다.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가 가지는 첫 번째 한계는 독립요인인 불법다

운로드에 한 규범  인식과 조 요인인 작권법 태

도간의 인과 계를 반 하지 못한데 있다. 불법다운로

드를 지하는 작권법에 한 태도와 불법다운로드

에 한 규범  인식 간에는 인과 계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반 한 보다 확장 는 수

정된 연구모형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한 

본 연구에서는 불법복제와 련된 행 를 ‘불법 다운로

드’로 한정하고 있으나 실제 온라인에서는 불법복제물

의 구매, 매, 공유, 업로드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  

행 가 많다는 에서 불법복제와 련된 다양한 형태

에서의 이용자 행  의향을 충분히 반 하지 못한 한계

도 있다. 향후 연구에서 이들 다양한 불법복제 행 별 

특징까지 고려한다면 보다 일반화된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끝으로 고등학생, 학생만을 

상으로 연구한 표본의 표성 문제와 함께, 불법다운

로드 비용의 경우 연령 , 직업 등 인구통계특성에 따

라 다양한 험과 부담을 인식할 수 있다는 에서 조

효과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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