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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reduce the spread of illegal digital contents, many studies have been focusing on how to 

stop it through laws and regulations. Only few of the studies tried to explain the illegal behaviors from 

individual‘s viewpoints.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intention of sharing illegal digital contents over 

the Internet and  proposes a theoretical model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two outcome expectations. We also argue that the individuals’ cognition of online copyright 

will influence individuals’ illegal contents sharing on the Internet. We have collected data from online survey 

and offline interview. By empirical study, the results support the theoretical model except the subjective 

norm which has no effect on individuals’ behavior. This is a different finding from the previous researches 

revealing that the subjective norm has no effect on individuals’ unethical actions. Overall, the findings provide 

strong confirmation that attitude, self-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impact on individual’s intention 

of sharing illegal contents.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d an improved cognition of online copyright through 

education and standard of new media management will reduce illegal contents sharing on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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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통신기술의 발 과 더불어 스마트 미디어 시

를 맞이하여 디지털화된 콘텐츠의 유통이 빠르게 

증가되고 있다. 특히, Web 2.0 개념의 등장으로 

인터넷에서 구나 손쉽게 데이터를 생산하고 시

간과 지리 인 제약 없이 다양한 정보/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근래는 인터넷을 기반으

로 하는 뉴(new)미디어의 등장으로 기존 매

체( , 신문/잡지/라디오 등) 보다는 상호  커뮤

니 이션이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가 활발히 생성

되고 교환되고 있다[Lee et al., 2009]. 그런데 콘텐

츠에 한 수요와 공 이 증가한 만큼 합법 인 

콘텐츠의 유통뿐만 아니라 불법콘텐츠의 유통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불법콘텐츠의 증가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온라인 콘텐츠 작권인식에 한 부

족과 계가 있다. 토 트, 링크(link), 일 공유, 

이메일 송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다수의 이용

자들이 콘텐츠를 임의로 재공유하고 있다. 최근 

불법복제물 시장규모에 련 통계결과에 의하면 

2016년에 한국 국내 체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는 

4,229억 원으로 악되며 유통량 기 으로 약 9억 

6천만 개이다. 이로 인해 침해된 합법 작물 시장

의 규모는 액기 으로 약 2조 4천억 원에 달한

다[Copyright Protection Annual Report, 2017]. 

콘텐츠별 침해율은 ‘ 화’ 24.7%, ‘음악’ 20.7%, ‘게임’ 

10.4%, ‘방송’ 9.3%, ‘출 ’ 7.1% 순으로 나타난다. 

주로 토 트(41%), 웹하드(36.8%), 포털(13.6%), 

P2P(8.6%) 등으로 유통되고 있다[Copyright Pro-

tection Annual Report, 2014]. 

디지털 시 로의 환에 따른 격한 작권

산업의 변화는 높은 불법복제율과 낮은 작권인

식이 문제시 되고 있다. 이런 불법콘텐츠 유통의 

문제에 해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디지털콘텐

츠의 불법다운로드  불법복제 등 침해의 문제

나 어떻게 효율 으로 단속할 수 있는지에 해 

법 는 규제에 이 맞추어져 있었다[Tim Goles 

et al., 2007; Cronan et al., 2008; Zhang et al., 

2010]. 반면에 불법  콘텐츠 공유에 따른 콘텐츠 

공유자의 개인  행동 시 에서 탐색하는 연구는 

많지 않았고 주로 인식에 한 비교 등을 악하

다[Whang et al.,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콘텐

츠를 불법 으로 공유하는 비윤리  행동을 설명

하고자 비윤리  행 에 유용성이 입증된 계획

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ing Behavior, 이하 

TPB)[Beck and Ajzen, 1991; Boissoneault and 

Godin, 1990]을 이용하며, 불법콘텐츠 공유행동

에 한 개개인의 태도, 주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력이 공유의도에게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를 악하고자 한다. 한, 불법콘텐츠 공유는 개

인의 이익과도 연 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는 잘 고려하지 않았던 심리학  

요인인 성과기 (Outcomes Expectation)를 추가

하여 확장된 연구모형을 제시하여 향요인을 분

석하고자 한다[Bandura, 1986; Weiner, 1980]. 그

리고, 작권 인식에 따라 그 태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인터넷 이용자의 온라인 작

권 인식 정도를 조 변수로 투입해 콘텐츠 불법

 공유의도에 작권 인식정도가 향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에서 출발하

여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Q1 : 인터넷 이용자의 불법콘텐츠 공유행동의도

가 계획된 행동이론의 주요변인들로 설명되

는가?

Q2 : 인터넷 이용자의 불법콘텐츠 공유행동의도

에 사회인지이론의 성과기 로 설명되는가?

Q3 : 인터넷 이용자의 온라인 작권에 한 인식

정도에 따라 불법콘텐츠 공유행동의도에 어

떤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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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련 선행연구로 이론  배경을, 제 3장에서는 연

구모형  연구방법에 해서, 제 4장에서는 연구

모형의 검증을 그리고, 제 5장 결론으로 구성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침해

오 라인 콘텐츠환경 보다 국경이 사라진 디

지털 환경에서는 스마트 단말기 보  확   오

마켓 활성화 등으로 온라인 콘텐츠 유통량이 

기하 수 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 동시에 온

라인 불법복제물도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유통

되며 유통량이 속히 증가하고 있다. 정품을 구

매한 사람이라도 온라인에 다시 업로드 함으로 

인해 P2P, 웹하드 등을 통해 다시 빠르게 불법  

유통이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불법복제물은 토

트, 웹하드, 포털, P2P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트 터,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  등 콘텐츠가 유

통되는 통로가 다양해질수록 문제가 더 심각해

지고 있다. 이에 한 강한 법  제재나 인식 

는 성숙한 사회  규범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터

넷 이용자들이 디지털콘텐츠를 임의로 불법복제

하거나 공유하는 가능성이 높다.

작권(copyright)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

을 창작 으로 표 한 작물을 보호하기 하여 

그 작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Kim et al., 2008]. 온라인상에서 유통되어 있는 

디지털콘텐츠도 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작물

을 창작한 사람의 허락 없이 그의 창작물을 인용 

는 송하는 행 를 지한다. Web 2.0 시 의 

도래로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이 인맥 계를 유지

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교환하기 해 다량의 사

진, 음악, 일 등 디지털화된 콘텐츠를 생성하고 

하고 있다. 그런데, 부분의 인터넷 사용자

들은 작권인식이 모호하며, 작권 침해여부에 

해서도 스스로 별하기 어렵다. 온라인상의 

콘텐츠 작권 침해사건을 감소시키고 더 효율

인 단속방법을 찾기 해서 여러 연구자들이 정

책, 제도, 기술, 시스템, 개인, 조직, 기업 등 서로 

다른 시각에서 온라인 콘텐츠 보호에 한 연구

를 진행하 다[Cronan et at., 2008; Yoon, 2011; 

Steven A. Taylor, et al., 2009; Timothy et al., 

2004]. Na[2004] 등은 제도  규범을 향요인으

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인터넷 이용자들의 온

라인 작권인식이나 불법복제 행동에 한 심

은 미약하다. Hong[2008]은 디지털콘텐츠 이용

자들의 작권인식에 향을 미치는 구성요인들

을 디지털리터러시를 심으로 작권의 규범, 

시장, 기술의 3가지 요인들로 연구하여 이  시장 

 기술요인이 인터넷 이용자의 작권인식에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

온라인 불법콘텐츠 유통을 억제하기 하여 

개인의 불법행동 측면에서는 불법복제나 불법다운

로드 행동을 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Higgins 

et al.[2008]는 억제이론에 근거하여 디지털 불법

복제가 고  억제이론의 3가지 외에 다수요인이 

불법복제에 유의한 향을 다는 결과를 밝혔

다. Goles et al.[2007]는 집과 직장, 학교 3개의 

환경에서 S/W의 가격, 홍보  교육, 처벌의 강도, 

단속의 험 등의 변수들이 S/W 불법법제에 어

떤 향을 미치는가에 한 연구를 하 다. Chiu 

et al.[2006]는 불법복제기술과 커뮤니티들을 통

한 온라인 불법복제가 합법  비즈니스 모델에 

미치는 향에 해 탐색  연구를 진행하 다.

2.2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ing Behavior)

근  사회심리학 연구에서 인간의 행 에 한 

개인행동을 설명하기 해 표 으로 활용되고 

입증된 이론은 합리  행 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과 계획된 행동이론(TPB, 

Theory of Planning Behavior)이다[Ajze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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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ibein, 1975; Ajzen, 1991; Hale et al., 2002]. 

TRA보다 TPB는 개인의 의지(Beliefs)를 표 한 

지각된 행동 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

란 변수를 추가해 Ajzen이 1991년도에 제시한 모

형이다[Ajzen, 1991]. TPB는 인간이 사회  행동

을 수행 시 행동에 한 개인의 태도(Attitude), 

주  규범(Subjective Norm), 지각된 행동통제

(Perceived Behavioral Control)라는 3개의 핵심 

변수들을 토 로 개인의 행동의도를 측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요인들을 온라인상의 

불법콘텐츠 공유행 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설

정하 다. 태도는 온라인상의 불법콘텐츠 공유

에 한 개인의 정이나 부정  감정의 정도를 

의미한다. 주  규범은 온라인에서 불법콘텐

츠 공유행동에 한 개인이 지각된 사회  압력

의 정도를 의미한다. 지각된 행동통제를 Ajzen 

[1991]은 행동을 수행하는 용이성에 한 개개인

의 믿음이라고 설명하 다. 이것은 사회  인지

이론에서 Bandura[1986]가 제시한 자기 효능감

과 유사한 개념이다. 자기 효능감이란 개인이 어

떤 특정 행동을 조직하거나 수행하는 능력에 

한 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불법콘텐츠 

공유행동에 해 개인이 가기고 있는 컴퓨터 능

력, 련 정보 자원, 그리고 공유행동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측정하고자 개인의 내  통제력

을 심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자기 효능감으로 

정하고 표 한다.

비윤리  부정행 를 설명할 때 TPB이 TRA 

보다 설명력이 더 높다[Beck and Ajzen, 1991; 

Boissoneault and Godin, 1990]. 특히, 콘텐츠 불

법복제행동 련 연구에서 계획된 행동이론의 

유용성이 입증되었다. Zhang et al.[2010]는 TPB

를 기반으로 단속과 교육  홍보의 노력이 개인

의 인식제고에 향을 미치고 이에 따른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불법복제 행동에 한 연구를 진

행하 다. Cronan et al.[2008]는 TPB 모형을 활

용하여 디지털콘텐츠의 불법복제에 한 개인의 

태도  윤리  향 요인을 연구하 다. Taylor 

et al.[2009]는 사람의 태도가 행동에 결정 인 

요인이고 과거의 행동 빈도는 행동의 동기와 의

도에 향을 끼친다고 연구했다. Timothy and 

Lee[2004]는 TPB  PBC 모형을 통합하여 개인

 의도  개인의 집단 의도 2가지 차원으로 가

상 커뮤니티에서 구성원의 디지털  불법복제 

행동 의도에 해서 통합된 모형을 통해 디지털 

불법복제 행 에 어떤 향을 주는가를 규명하

다[Yoon, 2011].

2.3 성과기 (Outcome Expectation)

Bandura는 사회  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에서 개인이 자신의 행동 수행에 해 성

과기 라는 심리  개념을 규명하 다[Bandura, 

1997; Compeau and Higgins, 1995]. 성과기 란 

개개인의 신념에 의해 작업을 완성함으로써 발생

되는 가능한 결과에 해 상하는 것이다. 즉, 행

동을 통해 개인  성과와 련된 여러 보상(  : 

개인의 이미지 변화, 명성 구축 등)에 해 기

하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과기 는 개인이 특

정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나오는 결과에 한 

측이나 기 가 행동의 발, 방향, 노력, 지속력 

등에 향을  수 있음을 설명한다[Bandura, 

1986; Weiner, 1980].

Compeau and Higgins[1995]는 성과기 에 

해 개인 인 측면  컴퓨터 환경에서의 작업 

련 성능으로 연구하 다. 이에 따라 인터넷에서 

지식공유 행동에 련한 성과기 는 ‘개인’  

‘집단’ 두 가지의 측면으로 나 어 개인성과기  

 커뮤니티 련 성과기 로 나 었다. Lu and 

Hsiao[2007]는 개인이 블로그를 계속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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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Model

행동의도에 한 동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해

서 연구하 다. 연구결과 자기 효능감과 개인  

성과기 는 블로그에서 개인의 정보 공유의도

에 직 인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특히 개

인  성과기 가 개인의 행동의도에 강한 향

을 다고 주장하 다. 그리고, Chiu et al.[2006], 

Hsu et al.[2007] 연구에서는 개인  성과기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의 성과기 도 온라인상

의 공유 행동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본 연구에서 온라인상의 불법콘텐츠 공유행동

을 래하는 요인을 규명하기 해서 인터넷 이

용자가 공유행동을 통한 성과를 기 하는 것을 

개인  성과기 와 커뮤니티 련 성과기 로 

구분하여 함께 분석하 다.

3.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3.1 연구모형의 설계

본 연구는 <Figure 1>과 같이 인터넷 이용자

들의 온라인상의 불법콘텐츠 공유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악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이용자의 온라인 콘

텐츠에 한 작권인식 정도를 조 변수로 설

정하 으며 행동에 한 두 가지 차원으로 개인

의 불법콘텐츠 공유의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첫

째, TPB 모형을 활용한 불법콘텐츠 공유행동에 

한 개인의 태도, 주  규범, 자기 효능감에 

따른 공유의도이다. 둘째, 불법콘텐츠 공유행동

에 해서 어떠한 심리 인 기 를 가지게 되는

가에 한 성과기  측면이다. 셋째, 작권에 

한 개인의 인식 정도에 따라 이러한 요인들이 

불법콘텐츠를 공유하는 의도에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3.2 연구 변수의 조작  정의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변수들을 측정하기 하

여 각 변수의 조작  정의, 측정문항은 다음의 

<Table 1>과 같으며 Likert 5  척도를 이용하

여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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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 Definition Survey items References

Independent
Variables

Attitude for 
sharing 
illegal 

contents

The degree of positive or 
negative feelings about 
sharing illegal online 

content

∙Attitudes of illegal content sharing among 
acquaintances.

∙Attitudes towards illegal content sharing rather 
than commercial use.

∙The attitude of sharing illegal content within 
a closed community.

Ajzen et al.[1985]
Bock et al.[2005]

Lee and Park[2011]

Subjective 
norm

The degree of perceived 
social pressure on illegal 
content sharing behavior

∙Many people share illegal content around.
∙Some people around you are encouraging you 
to share.

∙People around you think that it is O.K to share 
illegal content.

Ajzen et al.[2004]
Chang and Woo[2010]
Kim and Kim[2011]

Self-efficacy

Your thoughts on your 
ability to execute and 

organize your own illegal 
content sharing behavior.

∙I know a lot about illegal downloading sites.
∙I know how to share illegal content.
∙It is not technically difficult for me to share 
contents.

∙It is easy for me to copy contents illegally.

Ajzen et al.[2002; 2004]
Kim and Kim[2013]

Cronan and 
Al-Rafee[2007]

Zhang et al.[2010]

Community 
outcome 

expectations

The degree of expected 
benefit for the community 

from illegal content 
sharing behavior. 

∙It helps to activate and develop community.
∙Helpful to the public interest.
∙It’s good for the community to share a lot of 
content.

Compeau and 
Higgins[1999]

Chiu et al.[2006]
 Hsu et al.[2007]

Individual 
outcome 

expectations

The degree of expected 
benefit to individual from 
illegal content sharing 

behavior.

∙Help build my reputation.
∙Helps in the formation of a human network.
∙Helps with intimacy and interaction with people.
∙It gives me economic benefit.
∙Cooperation and benefits with community 
members.

Compeau and
Higgins[1999]

Chiu et al.[2006]
Hsu et al.[2007]

Moderating
Variables

Individuals’ 
cognition of 

online 
copyright 

Copyright awareness 
of online content in 

accordance with copyright 
norms.

∙I think online copyright scope should be 
increased.

∙Internet culture can be developed if online 
copyright protection is strong.

∙Online illegal content sharing is not allowed.

Chon[2006], 
Chang and Woo[2010]

Dependent
Variables

Intention of 
sharing 

illegal digital 
contents

Intention to share 
illegal content online with 

others.

∙If it is not related with copyright issues, I am 
willing to share the content.

∙I have an intention to share contents constantly 
with community members.

∙I have an intention to share illegal content when 
they need it.

∙I encourage others to share illegal content.
∙I intend to share the contents I have received 
to acquaintances.

Bock et al.[2005]

<Table 1> Survey Items and References

(1) TPB 구성요인 : 불법콘텐츠 공유 태도, 주  

규범, 자기 효능감

온라인상의 불법콘텐츠 공유하는 행동에 한 

태도는 ‘온라인상의 불법콘텐츠 공유행동에 

한 개인의 정이나 부정  감정의 정도’로 정의

하 다. Ajzen et al.[1985], Bock et al.[2005], 

Lee and Park[2011] 등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측

정 항목을 참고하여 총 3개 항목을 재구성하여 

측정하 다. 측정항목은 ‘지인 간에는 불법콘텐

츠라도 공유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상업  이

용이 아니라면 불법콘텐츠라도 공유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다’, ‘폐쇄된 커뮤니티 안에서는 

불법콘텐츠라도 공유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

다’로 구성하 다. 

주  규범은 ‘온라인상의 불법콘텐츠 공유

행동에 해 자신이 지각한 사회  압력의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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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 다. Ajzen et al.[2004], Chang and Woo 

[2010], Kim and Kim[2011]의 연구에서 제시된 

측정 항목을 참고하고 ‘주변에는 불법콘텐츠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주변 사람

들 에 나에게 불법콘텐츠를 공유하라고 권하

는 사람이 있다’, ‘주변 사람들은 내가 불법콘텐

츠를 공유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의 3개 항목으

로 구성하 다. 

자기 효능감은 ‘불법콘텐츠 공유행동을 스스

로 실행하고 조직화할 수 있는 능력에 한 자신

의 생각’로 정의하 다. Ajzen et al.[2002; 2004], 

Kim and Kim[2013], Cronan et al.[2008], Zhang 

et al.[2010]의 연구에서 제시된 측정 항목을 참고

하고 ‘나는 온라인에서 콘텐츠 불법 다운로드 

련 사이트를 많이 알고 있다’, ‘나는 인터넷을 이용

하여 불법콘텐츠를 공유하는 방법을 충분히 알

고 있다’, ‘나에게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은 기술

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나는 디지털콘텐츠를 

쉽게 불법 복제할 수 있다’의 4개 항목을 재구성

하 다. 이와 련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 인터넷 상의 불법콘텐츠 공유행동

에 한 개인 태도는 공유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 인터넷 상의 불법콘텐츠 공유행동

에 한 주  규범은 공유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 인터넷 상의 불법콘텐츠 공유행동

에 한 자기 효능감은 공유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2) 새롭게 제안된 요인 : 커뮤니티 련 성과기 , 

개인  성과기

추가로 투입한 독립변수인 커뮤니티 련 성

과기 는 ‘불법콘텐츠 공유행동을 통해 커뮤니티

에게 이득을 다고 기 하는 정도’로 정의하

으며, 개인  성과기 는 ‘불법콘텐츠 공유행동을 

통한 이미지 개선 등 개인 인 이득에 한 기  

정도’로 정의하 다. 이에 Compeau and Higgins 

[1999], Chiu et al.[2006], Hsu et al.[2007]의 연구

에서 제시된 측정 항목을 참고하고 수정하 다. 

커뮤니티 련 성과기 의 측정 항목은 ‘불법콘

텐츠라도 콘텐츠를 공유하면 내가 속한 커뮤니티

의 활성화  발 에 도움이 된다’, ‘불법콘텐츠라

도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도움

이 된다’, ‘내가 속한 커뮤니티를 해서라면 불법

콘텐츠라도 콘텐츠를 많이 공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로 구성하 다. 개인  성과기 는 ‘불

법콘텐츠라도 콘텐츠를 고유하는 것은 나의 명성

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불법콘텐츠라도 콘

텐츠를 공유함으로써 커뮤니티에서 더 많은 사람

과 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불법콘텐츠

라도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은 커뮤니티 구성원들

과의 친 감과 상호작용에 도움이 된다’, ‘불법콘

텐츠라도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은 나에게 경제  

이익을 다’, ‘불법콘텐츠라도 콘텐츠를 공유하

는 것은 커뮤니티 구성원들과 력과 혜택을 받

을 수 있다’의 5개 문항으로 측정하 다. 이와 

련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4-1 : 인터넷 상의 불법콘텐츠 공유행

동에 한 개인  성과기 는 공

유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2 : 인터넷 상의 불법콘텐츠 공유행

동에 한 커뮤니티 련 성과

기 는 공유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3) 조  변수 : 온라인 콘텐츠에 한 작권인식

본 연구에서 조 변수인 온라인 콘텐츠에 

한 작권인식은 ‘ 작권에 한 규범에 따라 인

터넷에서 유통된 콘텐츠에 한 작권 인식’로 

정의하 다. 이에 미치는 향에 한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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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Shon[2006], 장문정과 우형진[2010]의 연

구에서 제시된 측정 항목을 참고하고 ‘인터넷에

서 작권이 용되는 역을 늘려야 한다고 생

각한다’,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한 작권 보

호를 강력히 하면 인터넷 문화는 발 할 수 있

다고 생각한다’, ‘불법콘텐츠는 어떠한 경우라도 

공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의 3개 항목으

로 재구성하 다. 이와 련한 연구가설은 다음

과 같다.

연구가설 5 : 인터넷 이용자의 온라인 콘텐츠에 

한 작권 인식 정도가 낮을수록 

불법콘텐츠 공유행동 의도가 높을 

것이다. 

(4) 종속 변수 : 불법콘텐츠 공유의도

불법콘텐츠 공유의도란 ‘온라인에서 다른 사

람에게 불법콘텐츠를 공유하는 의도’로 정의할 

수 있다. Bock et al.[2005]의 연구에서 제시된 측

정 항목을 참고하고 ‘ 작권 이슈와 무 하게 나

는 콘텐츠를 공유할 것이다’, ‘불법콘텐츠라도 나

는 콘텐츠를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지속 으로 

공유 할 것이다’,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면 작

권 이슈가 있는 콘텐츠라도 공유하려 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불법콘텐츠라도 콘텐츠를 공

유하는 것을 권유할 것이다’, ‘수신한 콘텐츠가 

재 거나, 화제꺼리라면 작권 문제를 고려하

지 않고 지인들에게 다시 달할 것이다’ 등 총 

5개 항목으로 측정하 다.

3.3 조사 상자의 선정 

본 연구는 오 라인 설문조사  온라인 문 

설문조사 웹사이트 ‘서베이몽키’를 통하여 2013

년 11월 11일부터 2주일 동안 총 159명의 인터넷 

이용자를 상으로 조사하 다. 회수한 159부 설

문지  답변이 부실한 11개 응답을 배제해 최종 

총 148부의 설문지를 이용하 다. 회수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수집된 데이터가 IBM SPSS Statistics 

21과 IBM SPSS AMOS Graphics 20.0을 활용하

여 데이터분석을 수행하 다.

본 연구의 조사 상자는 남성 103명(69.6%), 

여성 45명(30.4%)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자의 연

령 분포는 85.8%로 가장 많은 20 으며, 30  

17명(11.5%), 40   50  이상 각 2명(1.4%)로 

분포되었다. 조사 상자 에 123명(83.1%)이 학

생이며, 나머지는 응답자의 직업은 회사원 23명

(24.6%), 기타 2명(1.4%)이었다. 조사 상자의 인

터넷 이용실태를 살펴본 결과는 하루에 1～2시

간  2～3시간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이 각 48

명(32.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상자들이 인터넷을 근하는 방식은 76명(51.4%)

이 PC/노트북이고, 72명(48.6%)이 모바일 기기

로 실 하 다. 결과로 보니 모바일 기술의 발

에 따라 any time, any where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음으로써 인터넷의 이용시간이 많이 증가

할 뿐만 아니라 PC보다 모바일로 인터넷을 이용

하는 빈도가 많아지고 있다.

3.4 측정도구의 신뢰도  타당도 검증

내 일 성분석으로 여러 측정항목들이 동질

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았다. 측정

변수들의 신뢰성 분석을 하여 사회과학연구에

서 가장 일반 으로 사용되는 Cronbach’s Alpha 

값을 사용하 으며, α값은 0.7 이상이면 좋은 신

뢰성이 있다고 단한다. <Table 2>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 제시된 변수들은 모두 다 0.7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설문 문항의 신뢰성을 갖추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이 에서 ‘자기 효능감’의 α값은 

0.86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온라

인 콘텐츠에 한 작권인식’의 α값은 0.713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 Items Cronbach’s Alpha

1. Attitude for sharing illegal contents 3 0.847

2. Subjective norm 3 0.758

3. Self-efficacy 4 0.867

4. Community outcome expectations 3 0.806

5. Individual outcome expectations 5 0.864

6. Cognition of online copyright 3 0.713

7. Intention of sharing illegal digital contents 5 0.836

<Table 2> Reliabili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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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Item Communality
Factor Loading

1 2 3 4 5

Attitude for 

sharing illegal 

contents

AT 1

AT 2

AT 3

0.730

0.849

0.754

 0.105

 0.046

 0.007

 0.062

-0.013

 0.084

0.125

0.026

0.334

0.815

0.915

0.783

0.187

0.095

0.152

Subjective

norm

SN 1

SN 2

SN 3

0.601

0.650

0.793

-0.093

 0.052

 0.090

 0.213

 0.144

 0.115

 0.128

-0.009

-0.059

 0.051

 0.140

 0.229

 0.726

 0.779

 0.846

Self-efficacy

SE 1

SE 2

SE 3

SE 4

0.701

0.791

0.780

0.690

 0.148

 0.072

-0.063

 0.082

 0.806

 0.862

 0.832

 0.822

 0.007

-0.009

 0.155

 0.067

-0.010

 0.076

 0.023

 0.041

 0.172

 0.190

 0.244

-0.039

Community 

outcome 

expectations

COE 1

COE 2

COE 3

0.812

0.723

0.598

 0.220

 0.295

 0.277

 0.200

 0.073

-0.066

 0.845

 0.765

 0.659

 0.056

 0.190

 0.285

 0.076

-0.092

 0.046

Individual

outcome 

expectations

POE 1

POE 2

POE 3

POE 4

POE 5

0.610

0.804

0.743

0.652

0.712

 0.722

 0.807 

 0.706

 0.787

 0.798

 0.060

 0.034

-0.001

 0.045

 0.149

 0.283

 0.362

 0.433

-0.068

 0.175

 0.008

 0.017

 0.020

 0.050

 0.125

 0.071

 0.146

 0.236

-0.150

-0.083

Eigenvalues 5.199 3.047 2.265 1.140 1.088

Variance % 28.881 16.926 12.586 7.750 6.043

Cumulative % 28.881 45.807 58.392 66.142 72.186

KMO(Kaiser-Meyer-Olkin) 0.769 Bartlett 0.000

Cognition of

online copyright 

COC 1

COC 2

COC 3

0.672

0.690

0.546

0.820

0.831

0.739

Eigenvalues : 1.908

Variance % : 63.588

KMO : 0.659

Bartlett : 0.000

Intention of 

sharing illegal 

digital contents

IICS 1

IICS 2

IICS 3

IICS 4

IICS 5

0.565

0.632

0.713

0.485

0.637

0.751

0.795

0.844

0.696

0.798

Eigenvalues : 3.031

Variance % : 60.612

KMO : 0.822

Bartlett : 0.000

<Table 3>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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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S.E. C.R.

Sig

level
AVE

Composite 

Reliability

Attitude for 

sharing illegal 

contents

AT 1 0.817 0.805 0.074 11.018 0.001

0.652 0.849AT 2 0.873 0.850 0.074 11.872 0.001

AT 3 0.812 0.766 0.079 10.300 0.001

Subjective norm

SN 1 0.504 0.578 0.072 6.987 0.001

0.545 0.777SN 2 0.872 0.725 0.097 9.004 0.001

SN 3 0.889 0.880 0.080 11.184 0.001

Self-efficacy

SE 1 0.841 0.769 0.079 10.580 0.001

0.631 0.871
SE 2 0.991 0.887 0.076 13.022 0.001

SE 3 0.851 0.821 0.073 11.604 0.001

SE 4 0.859 0.686 0.095 9.540 0.001

Community 

outcome 

expectations

COE 1 0.730 0.752 0.073 9.952 0.001

0.588 0.810COE 2 0.795 0.830 0.070 11.382 0.001

COE 3 0.650 0.713 0.070 9.280 0.001

Individual

outcome 

expectations

POE 1 0.653 0.702 0.068 9.540 0.001

0.579 0.869

POE 2 1.024 0.942 0.069 14.823 0.001

POE 3 0.964 0.875 0.073 13.132 0.001

POE 4 0.580 0.503 0.092 6.327 0.001

POE 5 0.733 0.706 0.076 9.605 0.001

Cognition of

online copyright 

COC 1 0.684 0.685 0.090 7.635 0.001

0.460 0.718COC 2 0.773 0.715 0.097 7.941 0.001

COC 3 0.637 0.631 0.090 7.068 0.001

Intention of 

sharing illegal 

digital contents

IICS 1 0.602 0.662 0.071 8.521 0.001

0.512 0.839

IICS 2 0.675 0.742 0.068 9.920 0.001

IICS 3 0.886 0.789 0.082 10.821 0.001

IICS 4 0.585 0.626 0.074 7.946 0.001

IICS 5 0.797 0.747 0.080 10.020 0.001

χ2
/df = 1.75, GFI = 0.813, AGFI = 0.761, RMSEA = 0.072, RMR = 0.073, NFI = 0.803, CFI = 0.893 

Note) AVE( > 0.5) = (∑)/n; CR( > 0.6) = (∑ )
2)/((∑ )

2)+∑).

<Table 4> Validity Analysis

본 연구의 측정도구 간의 일 성을 검증하기 

하여 SPSS 21을 이용하여 <Table 3>과 같이 

주성분 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

lysis)을 실시하 으며, 회 방식은 Varimax 회

으로 사용하 다. ‘불법콘텐츠 공유의도’의 IICS4 

문항만 공통성이 0.485로 별기 치보다 약간 낮

게 나타났다. 그리고 독립변수 요인분석 결과에 의

해 총 5개의 요인이 체 18개 문항의 72.18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성과기 ’의 고

유값은 5.199, 설명력은 28.881%로 가장 높고, ‘자기 

효능감’의 고유값은 3.047, 설명력은 16.926%이며, 

‘커뮤니티 련 성과기 ’의 고유값은 2.265, 설명력

은 12.586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불법콘텐츠 공유

행동에 한 태도’의 고유값은 1.140로 7.750%의 

설명력을 갖추며, ‘주  규범’의 고유값은 1.088로 

체 요인의 6.043%를 설명한다. 조 변수인 ‘온라

인 콘텐츠에 한 작권인식’의 고유값은 1.908이

고 3개 문항의 63.588%만큼 설명한다. 종속변수인 

‘불법콘텐츠 공유의도’는 고유값이 3.031이고 5개 

문항의 60.612%만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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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1. Attitude for sharing illegal contents  0.807

2. Subjective norm  0.394  0.738

3. Self-efficacy  0.143  0.398  0.794

4. Community outcome expectations  0.399  0.106  0.193  0.767

5. Individual outcome expectations  0.216  0.168  0.159  0.640  0.761

6. Cognition of online copyright -0.325 -0.098 -0.071 -0.339 -0.148  0.678

7. Intention of sharing illegal digital contents  0.526  0.250  0.283  0.659  0.512 -0.265  0.716

Note : The diagonals represent the square root of AVE.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QRT(AVE)

다음으로 연구모형에 포함된 모든 변수를 통

시에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개념간

의 집 타당성을 확인하 다. 확인  요인분석

을 실시하기 해서 Amos Graphics 20.0을 이용

하 다. <Table 4>를 살펴보면, 본 연구의 확인

 요인분석 결과는 Chi-square(χ2) = 479.488, 

Degrees of freedom = 274, χ2
/df = 1.75, p = 

0.000, GFI = 0.813, AGFI = 0.761 RMR = 0.073, 

RMSEA = 0.072, NFI = 0.803, CFI = 0.893으로 

나타났다. 모든 측정값들이 수용수 에 들어가

기 때문에 반 으로 합지수 단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측정 모형의 찰 변수

들이 표 화계수가 0.503～0.942수 으로 나타

났으며, C.R.값도 모두 p = 0.001수 에서 ±1.96

보다 크기 때문에 모든 요인 재값이 통계 으

로 유의하게 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측정 변수의 개념 신뢰도가 0.718～0.871사이에 

분포하여 0.6 이상의 값을 과하 으므로 각 잠재

변수의 내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평균분산추출값(AVE)은 조 변수인 ‘온라인 콘

텐츠에 한 작권인식’이 0.460로 수용기 보

다 약간 낮지만 나머지 측정 변수들이 0.512～

0.652 사이에 분포되고 0.5보다 크기 때문에 각 

측정 변수들의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된다고 

단할 수 있다.

한, 확인  요인분석을 통한 측정값을 이용

하여 별타당성 분석을 실시하 다. 일반 으

로 평균분산추출값(AVE)의 제곱근 값이 두 측

정 변수들 간의 상 계수보다 크면 두 측정 변

수 간의 별타당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별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각 측정 변수들 

간의 상 계수를 다음 <Table 5>에 정리하

으며, 각 측정 변수들의 평균분산추출값(AVE)

의 제곱근 값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별타당성을 

분석하 다. 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AVE의 제

곱근 값이 모두 상 계수보다 큼으로써 본 연구의 

별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연구모형의 검증

4.1 기  연구모형의 가설 검증

본 연구의 기  연구모형의 가설 1～가설 3, 

가설 4-1, 가설 4-2를 검증하기 해서는 SPSS 

21을 이용하여 다 회귀분석(Multi-variable lin-

ear Regression Model)을 실시하 다. 가설 검증 

결과는 다음 <Table 6>과 같다. 총 5개의 독립

변수로 구성된 다 회귀식의 F값은 21.274(p = 

0.000)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정된    값은 0.408로 회귀모형이 40.8%의 설

명력을 갖는다고 단할 수 있다. 다 회귀분석

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 공선성(Multicollinea-

rity)의 문제를 악하기 해 VIF값(VIF < 5 

기 )을 이용하며, 본 연구에서는 결과에 향을 

끼칠만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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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oefficient S.E β t p VIF

(Constant) 1.001E-013 0.063 0.000 1.000

Attitude for sharing illegal contents 0.371 0.063 0.371 5.580
***

0.000 1.253

Subjective norm 0.091 0.063 0.091 1.440 0.152 2.372

Self-efficacy 0.164 0.063 0.164 2.580
*

0.011 1.892

Community outcome expectations 0.365 0.063 0.365 5.750
***

0.000 1.712

Individual outcome expectations 0.350 0.063 0.350 5.510*** 0.000 1.157

   : 0.428            Adj.    : 0.408         F : 21.274(
***
)

*
p < 0.05; 

**
p < 0.01; 

***
p < 0.001.

<Table 6> Regression Analysis(N = 148)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선정된 5개의 독

립변수들  종속변수인 공유의도에 유의한 향

을 미치는 요인은 ‘불법콘텐츠 공유행동에 한 

태도’(t = 5.580, p = 0.000), ‘자기 효능감’(t = 2.580, 

p = 0.011), ‘커뮤니티 련 성과기 ’(t = 5.750, 

p = 0.000), ‘개인  성과기 ’(t = 5.510, p = 0.000)

로 밝 졌다. ‘주  규범’은  t = 1.440, p > 0.05로 

불법콘텐츠 공유의도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

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검증을 실시한 결과, ‘불법콘텐츠 공유행

동의 태도’, ‘자기 효능감’, ‘커뮤니티 련 성과기

’, ‘개인  성과기 ’는 불법콘텐츠 공유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설 1, 가설 3, 

가설 4-1, 가설 4-2는 채택되었다. ‘주  규범’은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은 변수로 나타나 가설 

2는 기각되었다.  

4.2 온라인 콘텐츠에 한 작권인식의 조

효과 분석결과

인터넷 이용자의 불법콘텐츠 공유의도에 향

을 미치는 독립변인과 공유의도 간의 계에서 

이용자의 온라인 콘텐츠에 한 작권인식 정

도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연구가설 5를 검증하

기 하여 조 변수를 투입하여 SPSS 21을 활

용하여 계  회귀분석(Hierarchical Analysis)

을 실시하 다. 계  회귀분석은 연구자가 독

립변수의 투입을 결정하는 방법이며, 독립변수의 

투입에 따른 설명력( )을 악하면 된다. 계

인 회귀분석의 회귀모형의 합성 검정은 회

귀식의 설명력( )의 증감을 통해서 단한다. 

온라인 콘텐츠에 한 작권인식의 조 효과 

분석을 하여 독립변수들과 조 변수의 상호작

용항(독립변수×조 변수)을 산출하 다. 계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1단계 분석에서는 TPB 모

델의 독립변수인 태도, 주  규범, 자기효능감

과 2가지의 성과기 를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조 변수인 온라인 콘텐츠에 한 작권인식을 

추가로 투입하 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산출된 

독립변수와 조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

입하 다. <Table 7>에서 보듯이 분석결과, 각 

단계별 모형 합도인 F값은 1단계의 21.274
***
, 2

단계의 0.448, 3단계의 2.898*으로 나타났다. 단계

별  값은 1단계는 0.428로 2단계는 0.430(⩟   

= 0.002)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콘텐츠에 한 

작권인식’이 독립변수로서의 향력이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유의하지 않는 수

). 3단계의  값은 0.485이고, ⩟ 는 0.055만

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정된  값은 

0.433이고 단계 2의 수정된  보다 2.7%로 증가

하 다. 이는 ‘온라인 콘텐츠에 한 작권인식’

이 조 효과가 있다고 확인할 수 있으며, 조 변수

를 투입한 결과 회귀모형이 5.5%만큼 설명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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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1 Step 2 Step 3 Step

β t β t β t

(Constant) 0.000 0.000 -0.237

Attitude for sharing illegal contents 0.371 5.580
***

 0.361 5.521
***

 0.369 5.678
***

Subjective norm 0.091 1.440  0.090 1.418  0.108  1.712

Self-efficacy 0.164 2.580
*

 0.163 2.564
*

 0.141 2.263
*

Community outcome expectations 0.365 5.750
***

 0.355 5.438
***

 0.376 5.905
***

Individual outcome expectations 0.350 5.510
***

 0.348 5.467
***

 0.361 5.734
***

Cognition of online copyright 

  

-0.045 -0.670 -0.038 -0.577

AT×COC  0.010  0.154

SN×COC  0.109  1.619

SE×COC -0.054 -0.844

COE×COC -0.073 -1.160

POE×COC -0.175 -2.736
**

  0.428 0.430 0.485

Adj.   0.408 0.406 0.433

⩟  0.428 0.002 0.055

F  21.274
***

0.448 2.898
*

Dependent Variable : IICS(N = 148)

Independent Variable : Hierarchical
*
p < 0.05; 

**
p < 0.01; 

***
p < 0.001.

<Table 7> Mediating Effect Analysis(N = 148)

증가하여 이러한 증가분은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즉, ‘온라인 콘텐츠에 한 작권인식’이 독

립변인들과 불법콘텐츠 공유의도와의 계를 조

하고 있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자세한 조 효과를 알아보기 하여 독립변수

와 조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살펴본 결과, ‘개인

 성과기 ’와 ‘온라인 콘텐츠에 한 작권인

식’의 상호작용항이(POE×COC)이 β = -0.175, t = 

-2.736**(P < 0.01) 유의하며, 부정 (-)인 향력

을 갖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온라인 작권

인식’이 ‘개인  성과기 ’와 ‘불법콘텐츠 공유’ 

간의 계에 조 효과를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통해 <연구가설 5>의 온라인 콘텐츠에 한 

작권인식 정도에 따라 연구 모형의 독립변수들

이 인터넷 이용자의 불법콘텐츠 공유의도에 미

치는 향력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계획된 

행동이론 TPB 모형을 기반으로 이용자의 심리

인 특성을 반 하는 2개의 성과기  요인을 

독립변수에 추가하여 작권 인식의 조 효과에 

한 연구모형을 도출하고 분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제시된 연구모형에 한 다 회귀분석을 통한 

실증분석 결과 계획된 행동이론의 주요 변수인 

인터넷 이용자의 온라인상의 불법콘텐츠 공유행

동에 한 태도와 이에 해 자신이 느 던 자기 

효능감이 각각 온라인상의 불법콘텐츠 공유의도

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추가로 투입된 인터넷 이용자의 커뮤니티 

련 성과기   개인  성과기 도 불법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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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의도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것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콘텐츠 

불법공유행동을 통하여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

을 것이라고 기 하며, 자신이 능숙한 컴퓨터 능

력이 있다면 콘텐츠를 불법 공유하는 과정을 어

려움이 없이 실행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 지만, <연구가설 2>는 인터넷 이용자들

의 주  규범이 불법콘텐츠 공유의도에 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기각되었다. 이것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스마트 단말기의 확

산으로 지인끼리 뉴미디어를 통하여 온라인상의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송하는 것이 일상화 되

었으며, 인터넷 이용자들이 온라인 콘텐츠 작

권에 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고 모호하다는

데 기인한다. 한, 이용자들이 작권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상의 콘텐츠 공유행 를 부 하게 

인식하지만 개인  이용 목 을 해서는 무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서로 감시나 지 을 하

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터넷 이용자

들이 불법콘텐츠 공유행 에 련 사회  압력

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단된다.

작권인식에 한 조 효과 분석결과를 살펴

보면, 온라인 콘텐츠에 한 작권인식이 인터

넷 이용자의 개인  성과기 와 불법콘텐츠 공유

의도간의 계에 향을 다는 것이 확인되었

다. 이것은 온라인 작권에 해 뚜렷하게 이해

하고 권리자가 있는 콘텐츠에 한 무분별한 공

유가 불법인 것을 인식하게 되면 이용자가 자신

의 명성, 이미지 개선 등 개인  이득을 해 불

법콘텐츠를 공유하는 행동이 오히려 자신이 손해

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됨으로 불법콘텐츠 공유의

도가 약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커

뮤니티 성과기 에서 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집단 구성원간의 콘텐츠 공유행동이 익숙

해지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집단심리와 개인  

불이익을 회피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작권에 

한 인식을 하고 있더라도 콘텐츠 공유의도에 크

게 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 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의 온라인 작권

인식 정도가 불법콘텐츠 공유의도에 음(-)의 조

 효과가 있음을 규명하 다. 이것은 사회  

윤리성 행동과 동질 인 윤리성을 보여 다. 따라

서 정부  련 공공기 에서는 일반인에게 

국민 작권 캠페인이나 작권 련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작권보호센터의 ‘ 작권

OK’(http://www.facebook.com/copyrightOK)’ 

같은 활동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한다. 이를 통

해 일반인의 작권인식을 향상시켜야 온라인상

의 불법콘텐츠 공유행 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

이다.

둘째, 불법콘텐츠 공유행동 과정에서 자신의 

자기 효능감이 불법콘텐츠 공유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의 보

으로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쉬운 일

이 되어서 기술  행동에 차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정보에 한 근 방법도 많이 알고 있다. 

게다가 정보통신기술의 발 에 따른 새로운 뉴

미디어(  : SNS, 모바일 메신  등)와 모바일 기

기의 기술  신으로 인해 불법콘텐츠의 유통

경로가 많아졌고 확산이 쉬워졌다. 뉴미디어를 

통한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송하는 데 엄격한 

차도 없고 인용할 때 제한도 없다. 한, 콘텐

츠의 유통경로를 투명하게 악하기도 어렵다. 

련 제도의 정비와 함께 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r)와 같은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를 활

용하여 콘텐츠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략

이 요구된다고 하겠다[임규건 외, 2010]. 

셋째, 개인  성과기 와 불법콘텐츠 공유의

도간의 작권인식의 조 효과에서 보았듯이 

불법콘텐츠 공유에 해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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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 해서도 엄 한 법  정비와 함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를 통해 콘텐츠의 

불법  공유가 확연히 어들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 과 향후 연구방향으로 첫째, 

우선 응답자의 령 분포가 20  학생(85.5%)에 

집 하여, 다른 집단의 상황을 충분히 반 하지 

못 했을 수도 있으므로 조사결과는 특정한 상 

군에 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군의 인터넷 이용자를 

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 국내 인터넷 사용자들을 

상으로 연구하 으므로 온라인 콘텐츠에 한 

작권인식은 나라마다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국가별 불법콘텐츠 공유의도의 

향요인을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디어 유형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

로 향후 연구에서는 미디어 유형별 비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계획된 행동이론 모형을 

보완하는 데 이용자의 심리  요인인 2개의 성

과기 를 추가로 투입하 다. 향후 연구에서는 

새로운 요인들(  : 사회  요인, 매체의 특성 등)

을 추가하여 연구모형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온라인상의 불법콘텐츠 공유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고, 인터넷 

이용자의 온라인 콘텐츠에 한 작권인식 정

도에 따른 공유의도의 차이를 실증분석 하 다. 

본 연구를 통해 작권에 한 인식 향상과 엄

한 규범의 확립이 불법콘텐츠 확산방지에 요

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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