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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에서는 구성원 간의 상호 교류가 심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상으로 사회  익명
성이 커뮤니티의 품질에 미치는 향에 해 알아보고, 이 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요
인들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구체 으로 자기표 욕구, 자기통제, 유 성의 개념을 알아보고 
커뮤니티의 품질을 정보의 질, 토론의 질로 구분하여 이들이 사회  익명성과 계에 어떠
한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 다. 설문을 통한 실증  분석 결과, 사회  익명성은 토론의 질에 
직  향을 미치는 반면 정보의 질에는 직 인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기 표  욕구, 유 성, 자기통제는 사회  익명성과 토론의 질 계에서 정 인 매

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사회  익명성과 정보의 질 간의 계에서도 자기표 욕
구와 유 성이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커뮤니티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요인들을 확인함으로써 온라인 커뮤니티의 방향성과 지침에 한 참고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social anonymity on community 
quality and find out mediating factors that affect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onymity 
and community quality in online community sites. This study focuses on the factors such 
as self expression, self control, and community ties to investigate their mediating rol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onymity and community quality. Also, discussion quality 
and information quality are used to measure online community qual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social anonymity is directly related to discussion quality but not related 
to information quality. As for the mediating effects, self expression, self control and 
community ties are all shown to have strong mediating effects on the social anonymity 
and community quality relationship. 

키워드：사회  익명성, 온라인 커뮤니티 품질, 자기표 욕구, 자기통제, 유 성, 토론의 질, 

정보의 질

Social Anonymity, Community Quality, Self Expression, Self Control, Community Ties
1)

*   연세 학교 정보 학원 디지털 비즈니스학과

**  교신 자 연세 학교 정보 학원 교수

*** 연세 학교 정보 학원 연구교수

2011년 11월 03일 수, 2011년 11월 08일 심사완료 후 2011년 11월 14일 게재확정.



258  한국 자거래학회지 제16권 제4호

1. 서  론

인터넷이 보편화 되면서 사이버상에서는 

공통의 심사나 경험을 공유하는 그룹이 생

겨나기 시작했고, 이는 온라인 동호회의 성격

을 보이며 규모를 불리고 테마를 다양화하며 

새로운 사회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4]. 최

근 스마트 폰의 보 으로 인해 SNS를 시

한 다양한 커뮤니티 서비스의 수요 한 계

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 듯 온라인 커뮤니

티 상에서의 교류가 활발해 지면서 그 곳에

서의 활동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거나 특정 

주제에 한 의견을 나 는 것도 자연스런 

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성화는 다양한 정보원에 쉽게 

근 할 수 있는 기회뿐 아니라 가상 공간상

의 토론의 장을 제공하여 토론 참여 기회를 

제공하 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실에서의 사회  

지 , 성별, 인종 등의 편견에서 벗어나서 자

유롭게 토론에 참여하거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해  요인이 

바로 온라인에서의 익명성 보장이다. 더구나 

부분의 게시 들이 실명 게시 에서 필명

(ID)이나 익명으로 을 게재할 수 있는 익명

게시 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사용자들이 면

면 상황에서보다 더 능동 이고 극 으

로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게 되었다. 한 이러

한 매개된 의사소통의 과정 즉 익명을 이용

한 가상공간을 이용한 토론이 이성 이고 합

리 인 토론을 가능하게 한다는 학자들의 주

장이 있다[2, 21]. 하지만, 자신의 신분이 노

출되지 않는 익명의 상황에서는 특정 개인이

나 유명인에 한 지나친 비 이나, 정치, 경

제  루머나 각종 사이버 범죄로 연결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며 이러한 일부 사용

자의 과오가 다양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게 된

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개방성과 탈 

심성에 기반한 인터넷이 사용자들에게 많은 

토론의 기회를 주지만 이러한 양  증가가 

질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54]. 이 듯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익명성

이 커뮤니티의 질에 미치는 향이 정 인

지 혹은 부정 인지에 한 학설은 양립해 

있으며, 그 계에 해 명확하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다양한 익명성의 

정의  온라인 커뮤니티의 성격과 부합하는 

익명성의 정의를 채택하지 못하고 그 계에 

한 상 성을 도출해내지 못했기 때문으로 

악된다. 

익명을 요구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일지라

도 각 커뮤니티의 성격과 목 에 따라 익명

성이 정보의 질이나 토론의 질에 주는 향

은 다를 수 있다. 이는 개별 사용자나, 서비

스 제공자 등 개별 주체들에게 커뮤니티가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커뮤니티 구성원간의 

결속력과 유 감의 정도, 온라인 상에서 자신

을 표 하고자 하는 욕구, 자신이 노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의 언행을 규제하고 통제

할 수 있는 정도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커뮤

니티가 제공하는 정보와 토론의 깊이는 다르

게 나타날 수 있다[1, 42]. 하지만, 기존 연구

에서는 익명성에 따른 부정  혹은 정 인 

립의 결과만을 증명할 뿐, 그러한 결과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향을 받는지, 익명성의 

조건에서 커뮤니티의 활성화와 품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

는 실증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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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익명성이 커뮤니티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고, 익명 게시 을 가진 

커뮤니티 사이트를 심으로 익명성과 커뮤

니티 질 사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

펴 볼 것이다. 익명성은 시각  익명성, 기

 익명성, 기술  익명성과 사회  익명성 

등 여러 연구에서 다양하게 정의, 용되었는

데[48], 본 연구에서는 사회  상호작용에 의

해 주어지는 사회  익명성을 심으로[31] 

커뮤니티 품질과의 계와 련 요인들의 

향을 조사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궁극

인 목 은 사회  익명성이 커뮤니티 서비

스의 품질-토론의 질과 정보의 질-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 알아보고, 자기표 욕구, 자기

통제, 유 성이 사회  익명성과 커뮤니티 사

이트의 품질 계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익명성인 

커뮤니티 사이트의 품질에 향을 주는 요인

들을 확인하고 토론의 질과 정보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  배경  가설 설정

2.1 탈 개인화 효과에 한 사회  자아 정체

성 모델(Social Identity model of 

Deindividuation Effects : SIDE)

탈 개인화 효과에 한 사회  자아정체성 

모델(Social Identity model of Deindividua-

tion Effects : SIDE)은 개인의 정체성이 드

러나지 않는 탈 개인화 상황에서 사회  정

체성에 의해 집단 심의 행동이 조장된다는 

이론이다[36]. 이 이론은 기존의 탈 개인화 이

론(Deindividuation Theory)이 설명하지 못

했던 상, 즉, 컴퓨터를 매개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의 익명성과 사회  정체성

의 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재 정의하고 있다

[53]. 

기존의 탈 개인화 이론은 집단 내에서 자

신이 드러나지 않게 되면 자신의 정체성  

자의식이 감소하게 되어 자기 통제력이 약화

된다고 설명하며, 이는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타인이 인지되지 않은 익명의 온라인 공간에

서 비도덕  언행과 일탈  행 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한다[29]. 그러나, SIDE이론에서

는 탈 개인화가 오히려 집단 규범의 향력

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

면, 탈 개인화 는 익명성에 의해 자의식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 보다 

집단의 사회  정체성이 두드러져 집단 정체

성에 기반한 태도와 행동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57].

SIDE 이론은 기존의 사회 정체성이론(So-

cial Identity Theory)과 자기범주화이론(Self- 

Categorizaton Theory), 즉 개인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  집단이나 사회  범주 

(성별, 인종 등)에 의해 규정된다는 이론을 

기반으로 설명된다. SIDE 이론에 따르면 컴

퓨터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에서 탈 개인화

의 의미는 개인의 정체성, 즉 타인과 구별되

는 가치, 신념 등 자신의 고유한 속성이 상실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정체성 보다 사회

 정체성이 부각되는 자의식의 환이라고 

설명한다[53, 57]. 다시 말해서, 익명의 온라

인 커뮤니티 상에서는 개인 정체성의 차이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반사회

, 반규범  행동을 조장하지 않게 되고[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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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정체성에 의존하게 되어 집단 심의 

사고와 행동을 강조하게 되고 온라인 커뮤니

티의 성과에 향을 미치게 된다. 

SIDE 이론을 기반으로 한 실증  연구와 

주장은 많은 연구자에 의해 실행되어 왔다. 

를 들어, Lee[40]는 커뮤니티에서 개인  

차이가 자의식에 미치는 향을 조사한 연구

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상의 토론 에 공, 

나이, 취미 등 간단한 자신의 정보를 다른 참

여자에게 교환한 집단과 그 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여 사회  정체성의 계를 실험하

다. 그 결과 SIDE 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인  정보를 교환하지 않은 집단, 즉 

타인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은 집단이 

개인  정보를 나  집단보다 더 강한 집단 

일체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탈 

개인화 되었을 때 다른 참여자들과의 동질감

이 증가되고 집단의 의견을 더 시하게 된

다고 설명한다. Postmes et al.[47]도 익명

인 집단과 사진 등으로 정체성이 드러난 집

단을 비교 조사한 결과 익명 인 집단에서 

강한 집단 정체성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 다. 

Lee[39] 연구에서는 탈 개인화에 의한 집단

정체성의 강화는 집단 규범과 행동의 동조로 

이어지고 집단의 의견에 동조하는 성향을 보

이기도 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 자

신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은 탈 개인화 상황

에서 개인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어

떻게 평가하는지 염려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

났으며, 이는 탈 개인화로 인해 오히려 개인 

이념보다는 토론 참여자들의 동질감이나 집

단의 의견을 더 요시하는 상이라고 설명

한다. 이와 같이 SIDE 이론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 상의 익명성의 보장은 집단의 사회

정체성에 따라 집단  행동과 규범을 강조하

게 되고 커뮤니티 내의 토론  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기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탈 개인화 

이론과 SIDE 이론을 바탕으로 커뮤니티 상

에서 익명성이 커뮤니티 성과, 즉 토론의 질

과 정보의 질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

아보고자 한다. 

2.2 사회  익명성과 커뮤니티의 품질

익명성은 학자마다 각기 다른 정의를 내리

고 있다. Pfitzmann and Kohntopp[48]는 익

명성이란 그 그룹의 참가자들 사이에서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정의했으며, Wallace 

[66]는 타인이 자신을 인지할 수 없다고 생각

할 때 자유로운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을 익

명성이라고 정의하 다. 한 윤해진은 익명

성을 사이버 공간에서 커뮤니 이션에 참여

하는 당사자들이 서로의 정체를 얼마나 확인

할 수 있는가에 한 주  인식이라고 정

의했으며 그 노출되는 정보에 따라 아이디와 

같은 명명  익명성, 소재  익명성, 기  

익명성, 문체 , 시각  익명성으로 구분하

다[8]. 

가장 보편 으로 사용되고 있는 익명성의 

분류는 기술  익명성과 사회  익명성으로 

나 어진다. Hayne and Rice[28]의 정의에 

따르면, 기술  익명성이란 인터넷 커뮤니티 

시스템에 의해 정보를 제한함으로써 개인에

게 보장되는 익명성을 말하며, 사회  익명성

이란 개인이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 구성원

과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타인에게 인지 되어

지는 익명성의 정도 즉 계 형성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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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에 한 사용자의 주 인 단을 의

미한다. McLeod 역시 온라인 상의 익명성의 

구분은 단순히 그 노출 정도가 아니라 익명

성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31].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공통의 심사를 바탕으로 정보  

의견 교류를 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회  익명성이란 커뮤니티 내의 다른 회원

과의 계에서 개인이 자신과 타인에 해 

인지하는 익명성이다. 다시 말하면, 커뮤니티 

내에서 개인의 지속 인 활동을 통해 그 문

체나 정보만으로 다른 구성원들이 그의 존재

를 인식하는 정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이 요시 되는 커뮤니

티에서는 타인과의 계에 의해 인지되는 사

회  익명성의 개념을 용하고, 이 개념에 

을 맞춰 익명성이 커뮤니티와 커뮤니티 

사용자에게 미치는 향을 악할 것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 사회  익명성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커뮤니티 구성원이 느

끼는 자신의 아이덴티티에 한 인지 정도로 

정의한다[8].

온라인 상의 커뮤니티는 공동의 심과 필

요를 가진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모이는 집단

으로, 가상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자 

커뮤니티 등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되고 있

다[29]. 서건수 등은 “ 과 가족이라는 양

극단의 간에 존재하면서 공통의 심사나 

유사성을 갖고 특정 사이트에 참여하는 사람

들의 집단”이라고 말했다[4]. 이러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매우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이들  부

분의 활동을 차지하는 것이 정보와 의견의 

교류이다. Ren et al.[51]은 정보의 교환과 쟁

에 한 논의 등 회원들 간의 의사소통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주요 활동이라고 설명하

며, 연, 지연 등 본드(bond) 심의 그룹에

서의 정보의 형태와 토론의 질이 아이덴티티

(identity) 기반의 그룹과는 다르다고 주장한

다. 한 Rain[50]은 토론의 질은 커뮤니티 

회원의 의사결정과 커뮤니티 품질에 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많은 연구자들이 정보시

스템의 성공모델을 구축한 DeLone and McLean 

[25]이 제시한 시스템 품질, 서비스 품질, 정

보품질을 커뮤니티 사이트의 품질 특성으로 

용하여 연구하 는데, 여기서 정보품질은 

커뮤니티 내에서 개인이 인지하는 정보의 정

확성, 포 성, 신뢰성, 명확성, 충분성 등의 

정도로 측정된다. 이와 같은 이론  근거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토론의 질과 정보의 

질이 커뮤니티의 품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

소로 단하 고, 품질의 정도를 이 두 가지

의 변수로 각각 나 어 측정한다. 

이처럼 가상 공간에서의 활동이 보편화 됨

에 따라 이에 한 학자들의 많은 연구가 있

어 왔으며, 정보의 교류, 토론의 참여에 따르

는 효과에 한 연구 한 논의되어 왔다. 온

라인 커뮤니티의 활성화는 구성원들이 다양

한 정보에 쉽게 근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

을 조성해 주었다. 하지만 익명성의 보장으로 

인해 개인이 그 정보에 한 책임을 질 필요

가 없어짐으로써 부정확한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  개인의 편의를 해 악의 이거나 

편 인 정보를 의도 으로 배포시키는 문

제 한 발생하여 커뮤니티의 정보의 질과 

권 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52]. 한 기존 인쇄 매체와는 다르게 웹에

서는 의 내용을 검토하여 의 질 는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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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을 여과해  장치가 없는 문제 을 갖고 

있다. 이는 과 다르게 수많은 정보가 온

라인상에서 검색됨에 따라 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선별해야 하는 단계를 거쳐야 

함을 의미한다[9]. Simon[54]도 익명성과 비 

면성에 기반한 가상공간은 일방 인 자기

의견의 표출과 주장이 난무하고, 근거 없는 

정보의 노출 등 비윤리  행 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변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정 인 효과로는 가

상공간 상의 토론의 장이 형성됨으로써 토론

의 기회를 늘어난 것을 들 수 있다. 익명의 

보장으로 인해 구성원들은 온라인에서 자신

의 신분과 성별 등을 떠나 자유로운 의견을 

피력하고 보다 능동 으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속 인 참여를 통해 련 

지식  오 라인에서의 참여도까지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2, 20]. 자아의식 이론에 

따르면, 자신이 노출되지 않는 비 면 상황

에서 면  상황에서보다 화의 사  자아

의식이 높아진다[41]. 즉 익명의 상황은 남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내  

소신과 태도 로 행동하게 만들고, 자신을 솔

직하게 표출하며 자기 조 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 익명성에 의한 가상공간

에서의 자기표출은 정치  사회이슈 등의 

민감한 논의에도 자발 이고 극 으로 시

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커뮤니티내의 

토론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11].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상호 교류를 통해 인지 가능한 사회  익명

성은 커뮤니티 구성원간의 의견  정보 교

류가 주요 활동인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정보의 질과 토론의 질 등 커뮤니티의 품질

에 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익명의 커뮤니

티 사이트에서는 익명성의 환경을 이용하여 

소신껏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여 토론의 질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며, 반 로 확인되

지 않은 무분별한 정보를 제공하여 커뮤니티 

내의 정보의 질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1-1 : 사회  익명성은 토론의 질

에 정 인 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1-2 : 사회  익명성은 정보의 질

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

이다.

2.2 자기 표  욕구 

자기표 이란 자신을 타인에게 표 하는 

행동이며 자신의 존재를 타인에게 상세하게 

이해시키고자 하는 달과정이다[37]. 한, 

타인에게 자신의 정 인 사회  인상을 창

출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인상을 피하기 한 

일련의 행 이다[35, 38]. 자기표 은 자기 노

출(Self Disclosure), 혹은 타인에게 자신의 

정보를 알리는 개인의 성향과도 련이 있으

며[23], 이 과정에서 자신이 희망하는 모습으

로 자기 자신을 조작하게 되기도 한다[35]. 

이러한 조작은 온라인상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해 Moon[44]은 사회 으로 

정 인 이미지나 인상으로 자신을 가꾸고 

포장하려는 심리  압박이 온라인 공간에서

의 자기 표출을 조장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온라인에서의 자기 표  노력은 일

반  상황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상황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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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지각하는 자신의 인상에 한 여러 가

지 요인들에 의해 좌우된다[56]. 오 라인의 

경우, 특정한 환경에 기 한 자기표 이 이루

어지나, 온라인 상에서는 지역  물리  제한

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더욱 활

발하게 자기표 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55].

이러한 자기 표  상은 사회  아이덴티

티 이론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사회  아이

덴티티 이론은 하나 는 그 이상의 사회  

공동체에 속하게 된 각 개인들이 사회  구

성원으로써 공동체 의식과 책임을 갖게 되는 

이유에 한 설명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개

인의 자아개념(self-concept)은 개인  아이

덴티티와 사회  아이덴티티로 구성된다[12, 

62]. 개인  아이덴티티란 개인의 욕구나 동

기, 가치  등을 바탕으로 자신의 목표를 실

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자기 의식

이며, 사회  아이덴티티란 사회 활동을 하는 

개인이 자신을 사회  구성원으로 단하여 

공동체의 욕구나 가치 을 표 으로 삼아 타

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자기 의식을 

말한다[63]. 따라서 온라인에서 공동체의 구

성원이 된 개인들은 그 속에서 새로운 사회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며, 그 커뮤니티에 

한 소속감이 높을수록 조직의 목표를 자기 

자신의 성공과 동일시하여, 이를 해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1, 27]. 

온라인 상에서 개인들은 좋은 평 과 자기 

존 감을 얻기 해서 타인을 돕거나 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이러한 아이덴티티의 표 과 

교류는 개인간의 정보제공을 도모하고 증진

시키게 된다[60]. Carron et al.[18]은 온라인 

상의 활발한 정보 공유와 방 한 양의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는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주

장하며, 온라인 상에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함에도 유용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상은, 커뮤니티 내에서 자신의 정 인 이

미지를 구축하고, 향력을 행사하기 한 자

기 표 의 향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

한다. 다시 말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기

존의 오 라인의 개인의 아이덴티티가 아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능한 정보원으로

서 타인에게 자신의 정 인 이미지를 보여

주고 평 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정보제공  공유와 련된 정교화 이론

(Elaboration likelihood model)에 따르면, 정

보 수요자는 제공된 정보의 정보원에 한 

신뢰성이 높을수록 제공받은 정보가 유용하

다고 인지하고 더욱 많은 심을 갖게 된다

고 한다[58]. 즉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속

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평

을 높이고 구성원들에게 지속 인 심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자기 존 감

을 향상 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기 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한 이러

한 일련의 과정은 커뮤니티에서의 사회  아

이덴티티가 인지됨으로써 발생하는 상황이므

로, 커뮤니티에서의 상호 교류에 의한 사회  

익명성은 자기 표 욕구에 향을 미칠 것이

고, 높은 자기 표  욕구는 활발한 토론의 참

여와 신뢰성 있는 정보의 제공을 통해 자기 

표  욕구를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커뮤니티 

품질, 즉 토론의 질과 정보의 질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 사회  익명성은 자기 표  

욕구에 정 인 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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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것이다.

가설 2-2 : 자기 표  욕구는 토론의 질

에 정 인 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2-3 : 자기 표  욕구는 정보의 질

에 정 인 향을 미칠 것

이다.

2.3 커뮤니티 회원 간의 유 감

일반 으로 각자의 개인들은 아이덴티티에 

한 교류를 통해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계를 형성하게 된다. 계 형성이론에 따르

면, 사람들은 서로 비슷한 심사나 태도, 경

험을 공유하거나 비슷한 사회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그룹을 형성하

려는 경향을 보인다[45]. 즉 사람들은 타인에

게 심을 보이고 호의를 베푸는 행 를 지

속 으로 반복함으로써 인 계를 형성하

고, 이러한 계를 통해 친 한 신뢰의 계

를 구축하며 이를 유지하고자 한다. 이와 같

은 일반 인 계 교류의 성향은 온라인 커

뮤니티에 있어서도 구성원간의 유 감을 형

성하게 되는 바탕이 되며, 이는 온라인 커뮤

니티 내에서 구성원들과의 빈번한 교류와 상

호작용을 통해 발생한다. 한 상 방의 존재

와 필요를 악함으로써 지원과 심이 발생

하며 이는 구성원 간의 유 감 형성에 깊은 

향을 미친다[61]. 하지만 구성원에 한 정

보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속

인 정보 교류가 어려우며 상 에 한 정보

가 쌓이지 못하므로 신뢰 계 한 구축 될 

수 없다. 따라서 상호 교류를 바탕으로 이루

어진 커뮤니티에서는 익명성이 높을수록 지

속 인 계 형성이 불가능 하며 이는 구성

원간의 소속감이나 유 감에 부정 인 향

을 미친다. 다시 말하면, 서로의 아이덴티티

가 확인되지 않는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서로의 존재와 필요가 확인되

지 않기 때문에 타인에 한 심 등의 유

성  결속력이 쉽게 생성되지 않는다. 결과

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의 익명성은 커뮤니

티 구성원간의 유 성에 직 인 향을 미

치지 못할 것이다. 

반면에, 많은 연구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발생하는 유 성과 개인  집단의 

정체성에 한 실증 분석을 진행해 왔고, 온

라인 커뮤니티 내의 유 성은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에 정 인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

다[42]. McMillan[43]은 그룹 내 멤버십의 형

성과 상호작용은 유 감을 이끌어내며, 이

게 형성된 유 감은 커뮤니티 의식 강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커뮤니티 의식은 

향력, 소속감, 정서  유 감을 통해 얻어

지는데, 구성원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 장기화 

되고 증가할수록, 그리고 그 경험이 정  

일수록 구성원이 느끼는 정서  유 감이 강

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성원들 간의 

정서  유 감은  다른 커뮤니티 의식 요

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커뮤니티 자체와

의 동일시를 이루어 내게 된다. 사회정체성 

이론은 일반 으로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소속감이나 커뮤니티 의식, 즉 개인 사용자가 

소속된 커뮤니티에 해 갖게 되는 소속감 

는 감정을 통해 해당 집단의 구성원들이 

소속된 커뮤니티의 발 을 해 업하고 노

력하게 되는 상을 설명 해 다[24]. 이러한 

집단의 구성원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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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들은 유 감이 증가하게 될수록 구성원

들로부터의 평 이나 자기 존 감을 얻기 

하여 지속 으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며 이

러한 과정을 통해 커뮤니티의 질을 향상시키

기 한 노력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1]. 즉 온

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구성원간의 유 감이 

곧 정보의 질, 커뮤니티의 질로 이어지게 된

다고 볼 수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

성상 처음에는 소속감이나 결속력이 거의 없

는 약한 유 계를 형성하지만 회원간의 상

호작용이 비교  쉽게 지속되고, 더불어 정서

 유 감도 빠르게 상승되기 때문에 사용자

들은 보다 극 으로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해 노력하게 된다[46, 

49]. 이 과정에서 온라인의 계가 오 라인

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재 속히 확산된 

SNS 등을 통해 연이나 사회 으로 오랜 

인연을 맺어온 계에 못지않은 유 감을 형

성하며 자신을 노출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익명성의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

서는 커뮤니티 구성원 간의 존재  필요 

악이 어렵기 때문에 커뮤니티 내 회원 간의 

유 성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

만 커뮤니티 내에서 지속 인 교류와 상호작

용을 통해 생성된 결속력과 유 성은 커뮤니

티의 정체성 강화  품질향상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 사회  익명성은 커뮤니티 

회원 간의 유 성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 커뮤니티 회원 간의 유 성

은 토론의 질에 정정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 커뮤니티 회원 간의 유 성

은 정보의 질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2.4 자기 통제

일반 으로 자기통제력(self-control)이란 향

후 보다 크고 장기 인 목표달성을 해 순

간의 충동 이거나 본능 인 욕구나 행동에 

한 자제력을 발휘하여 즉각  즐거움과 만

족을 지연하는 능력을 말한다[3, 15]. 다시 말

해, 한 개인이 직 인 외부의 억압이 없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자신의 부 한 행동을 

감소시키고 정 이고 한 새로운 행동 

방식을 증가시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Wallander[65]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익

명이 보장되므로, 구성원들은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언행의 심리

 압박과 제약이 자유로워진다고 주장한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익명성이 자기통제와 직  련이 있음을 

주장한 기존 연구들은 웹 기반 환경이 제공

하는 익명성이 사용자에게 자유로움을 느끼게 

해 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있다[7]. 이성식

[10]은 익명성이 기만하고 속이는 행 인 

이 에 주는 향에 한 연구에서, 익명성

이 자기 통제를 약화시키며 특히 청소년의 

무분별과 무책임한 언행으로 인해 커뮤니티

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 이

러한 행 는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익명성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

고, 이는 앞서 설명한 이 과 익명성에 

한 책임감 문제와 마찬가지로 자기통제력 

약화와 련되어 나타나는 문제 들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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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하지만, 구성원들은 한 사회화 과정을 

거침에 따라 이러한 자기통제 능력이 차

으로 발달되며[34], 외부 환경과 개인의 행동

에 한 타인과의 상호 작용 한 자기통제에 

요한 향을 미치게 된다[17, 33]. Bandura 

[17]는 자신의 존재가 다른 사람에 의해 인지

되는 곳에서는 자신의 본능에 따라 즉흥 으

로 행동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며, 이러한 

사고를 통해 스스로를 규제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기 해 노력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회원

들 간의 지속 인 상호교류를 통해 아이디 

등의 기본 인 정보로라도 타인이 나를 인지

한다고 느끼게 되면 자기 언행과 행동에 규

제와 책임감이 따르게 된다. 한 온라인 사

용자들은 온라인상에서 자신을 바람직한 모

습으로 조장하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35], 

타인이 나를 인지한다고 느끼면 스스로 언행

을 검열하여 모범 인 행동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사회  익

명성이 낮을수록 타인에게 노출 정도가 높아

지므로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하며 자신의 언

행에 책임감을 갖고 커뮤니티 활동을 하려고 

하는 자기통제의 노력 정도가 높아질 것 이

다. 이 듯 웹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환경은 

일반 으로 사용자에게 실 인 자아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아의 모습을 자유롭게 형성

할 수 있게 하고, 익명성으로 인해 자기 자신

을 쉽게 감출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스스

로 자신의 언행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가

의 자기 통제 노력이 상당히 요하다.

따라서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익명성은 

개인이 온라인 커뮤니티의 구성원으로서 인

지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커뮤

니티 내에서 자신의 익명성이 낮을수록 스스

로의 언행을 검열하고 통제하는 자기통제 노

력의 수 은 높아질 것이다. 한 커뮤니티 

내의 지속 인 상호교류를 통해 자신이 어느 

정도 인지된다고 느낄 때 스스로 언행을 통

제하고, 비방  사기, 무분별한 정보  의

견제공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따라

서, 스스로 자신의 언행을 통제하려는 의지 

정도는 커뮤니티의 품질, 즉 토론의 질과 정

보의 질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가설 4-1 : 사회  익명성은 자기 통제

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4-2 : 자기 통제는 토론의 질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3 : 자기 통제는 정보의 질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앞서 논의한 이론  배경과 연구가 설을 

토 로 도출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사회  익명성은 커뮤니티 품질(정보의 질과 

토론의 질)에 향을 미칠 것이며, 그의 계

에서 자기표  욕구, 구성원간의 유 감 그리

고 자기통제가 커뮤니티의 품질을 향상시키

는데 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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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실증분석

3.1 변수의 조작  정의  자료수집

연구 가설의 실증 검증을 해 기존 문헌

조사와 설문지를 통해 연구 자료를 수집하

다. 설문지에 사용된 척도는 모두 선행 연구

를 통해 검증된 설문 항목들이다. 설문 응답

자의 일반 인 사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은 

리커트 7  척도를 이용하 다. 본격 인 설

문조사를 실시하기 에 련분야를 공하

고 있는 학원 재학생을 상으로 사  조

사를 실시하 고, 이 과정을 통해 응답하기 

애매하다고 지 되는 문항이나 이해하기 힘

든 용어들은 실제 사례를 첨부함으로써 수정

하 다. 

온라인 커뮤니티 내의 사회  익명성  

자기표 욕구, 유 성, 자기 통제  요소는 

개인이 느끼는 문제이므로 본 연구의 분석단

를 개인단 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설

문지 상자는 익명성을 제로 한 커뮤니티

를 이용해 본 이 있거나 이용하고 있는 개

인을 상으로 오 라인과 온라인 방식으로 

동시 진행하 다. 본 연구의 설문 상에 

합하도록 익명 게시 에서 정보나 의견을 제

공 해 본  있는 사용자임을 먼  확인한 후, 

직  는 SNS로 설문 의뢰를 하 다. 극

 설문 응답을 유도하기 해 구  문서도

구(Google Docs)를 이용한 설문을 배포하

다. 구  문서도구는 온라인 상에서 직  설

문지를 작성하여, 설문에 속할 수 있는 

상은 자유롭게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

계되어 최근 설문 조사에 많이 사용되고 있

다. 설문조사는 약 2주 동안 수행되었고 회수

된 총 135 샘 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표본 자료의 특성 결과는 <표 

1>과 같다.

항목 빈도 비율(%)

성별
남성 68 50.3

여성 67 49.7

나이

19세 이하 6 4

19세～29세 113 83.7

30세～39세 16 11.8

학력

고졸 이하 7 5.1

학 재학 30 22.2

학 졸업 70 51.8

학원 재학 6 4

학원 졸업 

이상
22 16.2

직업

학 생 60 44.4

직장인 63 46.6

기타 12 9

하루 평균

커뮤니티 

이용 

빈도수

1회～3회 27 20

4회～6회 70 51.8

7회～10회 20 14.8

10회 이상 18 13.3

<표 1> 표본 자료의 특성 

직업, 학력, 직업  커뮤니티 이용 빈도수

에 따른 One-way ANOVA 검증결과, 각 자

료의 특징은 토론의 질, 정보의 질, 자기표

욕구, 자기통제  유 성에 한 응답에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기표

욕구 (p < 0.01)와 자기통제 (p < 0.05)는 성

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성별

에 따라 자기표 욕구의 정도와 자기통제의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연구 변수들의 조작  

정의는 <표 2 >와 같다. 사회  익명성에 의

한 커뮤니티 품질을 조사하기 해 커뮤니티 

품질을 토론의 질과 정보의 질로 나 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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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조작  정의 선행 연구자

사회  익명성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커뮤니티 구성원이 느끼는 자

신의 아이덴티티에 한 인지 정도
이성식[10]

커뮤니티의 질

정보의 질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정보의 정확성, 포 성, 최신

성, 신뢰성, 타당성 의 정도
Taylor[60]

토론의 질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토론의 주제 연 성, 용성, 

이견에의 노출 정도 
신 기[5]

자기 표  욕구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자발  정보 제공, 개인  생

활내용에 한 정보 제공, 개인의견이나 입장표명 등

의 정도 

고 [1]

유 감
온라인 커뮤니티 구성원과의 동질, 결속감, 소속감 등

을 느끼는 정도 
Cameron[18]

자기 통제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행동  표 의 제약, 이견에 

한 응, 타인의 불만에 한 동감의 정도 
Arneklev[12]

커뮤니티의 유형
거래커뮤니티, 주제별 커뮤니티, 환상체험커뮤니티, 

계커뮤니티 등 커뮤니티의 유형

Hagel and Amstrong 

[29]

<표 2> 변수의 조작  정의

석하 고, 커뮤니티 사이트의 유형을 통제변

수로 두어 연구모형에 미칠 수 있는 향을 

통제하 다. 한 사회  익명성과 커뮤니티 

품질 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확

인하기 해, 자기통제욕구, 자기 통제, 커뮤

니티 회원　간의 유 성을 각각 매개변수로 

측정하 다. 

3.2 분석방법

이 연구의 가설검증을 해 PLS(Partial 

Least Square)을 사용하 다. PLS는 변수의 

타당성과 각 변수의 경로분석  설명력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고[14], 상 으로 은 

수의 표본에 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론과 모델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기단

계 연구나 탐험  연구에 많이 사용된다[59]. 

이 연구의 목 은 익명성과 커뮤니티 품질간

의 계와 그의 계에 향을 미치는 변수

를 찾고자 하는 연구이므로, 변수간의 반

(reflective)인 요인은 무엇인지, 각 변수와의 

계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해 PLS분석

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

한 분석을 해 Smart PLS 2.0패키지를 사

용하 다. 

가설검증을 한 구조 모형(structural model) 

분석에 앞서 각 변수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하는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분석

을 수행하 다. 개별항목의 신뢰성과 별 타

당성을 검증하기 해 각 변수와 련된 설

문항목의 요인 재량(factor loading)과 다른 

변수와의 교차요인 재 값을 검토하 다. 

련 변수에 한 각 항목의 요인 재량이 0.7 

이상이고, 다른 항목간의 교차 요인 재량이 

동일 항목의 요인 재량보다 작으면 개별항

목의 요인들은 타당하다고 단한다[21]. 타

당성 검증 결과, 이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사

회  익명성, 표 욕구, 행동통제, 유 감,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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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tems

Internal 
Consistency

Correlation of Constructsb

1 2 3 4 5 6

1. 사회  익명성 4 0.95 0.90

2. 자기표  욕구 3 0.92 0.59 0.89

3. 자기통제 3 0.8 0.41 0.4 0.75

4. 유 감 4 0.91 0.42 0.37 0.35 0.84

5. 토론의 질 4 0.92 0.18 0.2 0.35 0.49 0.86

6. 정보의 질 3 0.88 -0.02 0.19 0.11 0.39 0.53 0.84

b. 각선의 값은 Average Variance Extrated (AVE)의 제곱근 값을 나타낸다. 

<표 3> 신뢰성  별 타당성 검증

론의 질  정보의 질-에 한 각 항목의 요

인 재량은 0.7보다 크고, 다른 요인들과의 

교차 재량이 해당 변수의 요인 재량보다 

작게 나타났다(<부록 1> 참조). 측정결과에

서 보듯이 각 변수의 개별항목  신뢰 으

로 타당한 변수만을 사용하여 연구모형을 측

정, 분석하 다. 

내  일 성은 Composite Reliability(CR) 

용하며, 신뢰성 지수가 0.7 이상일 때 내  

일 성이 있다고 단한다[21, 26, 68]. 별 

타당성은 추출된 평균분산(AVE : Average 

Variance Extracted)의 제곱근 값을 사용하

는데, AVE 제곱근 값이 0.7 이상이고 다른 

측정 변수들 간의 상 계 값보다 크면 

별 타당하다고 단한다[26]. <표 3>에서 보

여 지듯이 모든 변수의 신뢰성 지수가 0.7이

상으로 내  일 성이 있음을 알 수 있고, 각 

변수의 AVE 제곱근 값도 0.7 이상이고 다른 

상 계수 값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이 연구에서 다룰 각 변수와 변수의 항목

별 신뢰성  변수의 별 타당성 조건을 만

족한다고 볼 수 있다. 

3.2 분석결과  가설검증

3.2.1 구조모형(Structural Model) 분석

가설검증을 해 구조모형 분석을 통한 각 

변수의 경로분석을 수행하 다. 구조모형 분

석은 각 변수와의 계 정도를 나타내는 경

로계수와 각 변수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
2
을 

보여 다. 이 연구에서는 각 변수의 인과 계

를 확인하기 해 매개변수를 제거한 모델의 

경로계수와 각 매개변수가 포함된 모형의 경

로계수를 각각 분석하 다. <표 4>는 연구가

설 검증에 한 PLS 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매개변수를 제거한 

직 향 모델에서 사회  익명성은 토론의 

질(p = 0.018, p < 0.05)에 유의한 향을 보이

는 반면, 정보의 질(p = 0.472)에는 직 인 

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익명성은 자기표  욕구, 자기통제, 유 감에 

미치는 향이 모두 p < 0.01수 에서(p =

0.000) 유의하게 나타나 정 인 향이 있

음을 알 수 있다. 한 자기표 욕구는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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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is From To Path Coefficient t-value R2

H1-1 사회  익명성 토론의 질 0.221 2.115* 0.05

H1-2 사회  익명성 정보의 질 -0.01 0.07 0.03

H2-1 사회  익명성 자기표 욕구 0.59 10.757
** 0.35

H2-2 자기표  욕구 토론의 질 0.227 2.205
* 0.06

H2-3 자기표  욕구 정보의 질 0.211 1.798
* 0.07

H3-1 사회  익명성 자기통제 0.408 5.959
** 0.17

H3-2 자기통제 토론의 질 0.373 4.669
** 0.14

H3-3 자기통제 정보의 질 0.127 1.068 0.05

H4-1 사회  익명성 유 성 0.422 5.792
** 0.18

H4-2 유 성 토론의 질 0.567 7.875
** 0.29

H4-3 유 성 정보의 질 0.475 6.267
** 0.24

커뮤니티 유형 토론의 질 0.098 0.766 0.01

커뮤니티 유형 정보의 질 0.184 2.425
** 0.03

*
 p < 0.05, 

**
 p < 0.01.

<표 4> 가설검증

0.015로 p < 0.05수 에서 토론의 질에 유의한 

향을 나타내며, 유 성과 자기통제는(p =

0.000) p < 0.01수 에서 토론의 질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질

과의 계에서는 자기표 욕구(p = 0.037, p <

0.05)와 유 성(p = 0.000, p < 0.01)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기통제(p =

0.144)는 정보의 질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의 검증에 있어 Zhao et al.[68]은 

통계  검증력이 우수한 Bootstrap 검증을 

통한 간 효과 검증을 통해 매개효과를 이론

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한, 매개효과 

유형을 간 효과와 직 효과 모두 유의한 매

개(complementary mediation), 각 효과의 방

향성이 반 로 유의한 매개(competitive me-

diation), 간 효과만 유의한 매개(indirect- 

only mediation) 등으로 구분하여 기존 매개

변수 검증 방법을 제시했던 Baron and Kenny 

방법을 재정립하 다[16]. 이를 통해 매개효

과를 이론 으로 구축하는 연구의 한계 을 

해소하고 매개효과의 검증에 새로운 방법론

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결과에서, 사회  

익명성이 토론의 질에 직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직  효과와 자기표 욕구, 자

기통제와 유 성의 변수를 통한 간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는 Zhao et al.[68]이 제시한 

매개유형  간 효과와 직 효과 모두 유

의 인 양의 계를 나타내는 보완  매개

(complementary mediation)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정보의 질은 사회  익명성과의 직

인 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기표 욕구

와 유 성과의 변수를 통해 사회  익명성과 

정보의 질에 향을 주는 간 인 유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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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rect-only mediation)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익명성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정보

의 질을 높이기 해서는 자기표 욕구와 유

성에 한 요인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한, 연구모형과 가설에 

향을  수 있는 커뮤니티의 유형을 통제

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커뮤니티의 유

형은 토론의 질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반

면 정보의 질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유형의 

차이에 따라 토론의 질은 달라지지 않지만 

정보의 질에 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다. 

종합 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사회  익

명성은 토론의 질에 직 인 향을 미치지

만 정보의 질에는 직 인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과 가설 1-2는 

모두 채택되었다. 한, 사회  익명성의 정

도는 자기표 욕구, 자기통제  유 성에 모

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1과 

가설 4-1은 기각되었다. 그리고, 높은 자기통

제 수 은 토론의 질을 높이지만, 정보의 질

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자기 표 욕

구와 유 감은 토론의 질과 정보의 질에 모

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3은 

기각되었다. 

3.2.2 매개효과 분석

사회  익명성과 커뮤니티의 질 계에서 

표 욕구, 자기통제, 유 감의 매개효과를 분

석하기 해 매개변수가 제거된 감소모델의 

R
2
값과 각각의 매개변수를 포함한 완 모델

의 R2값을 비교, 분석하 다. PLS에서는 매

개효과를 검증하기 해 변수의 설명력을 나

타내는 R
2 
값으로 검증하는데 R

2 
값이 높을

수록 종속변수에 한 설명력이 높고 좋은 

모델이라고 평가한다[21]. 즉 매개변수의 포

함여부에 따라 R
2 
값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서 

매개의 역할을 하는지 단할 수 있다. 한, 

매개변수의 효과크기를 검증하기 해 Chin

과 Cohen 등이 제시한 f
2 
값을 통해 매개변

수가 포함된 연구모델의 합성을 단할 수 

있다[21, 22]. f2 값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f
2
 = (R

2
included-R

2
excluded)/(1-R

2
included)

R2
excluded : 감소모델(매개변수가 제거된 모델)

R2
included : 완 모델 (매개변수가 포함된 모델)

이 연구에서는 <표 5>와 같이 모든 매개

변수가 포함된 완 모델의 R2 값이 토론의 질

과 정보의 질에 각각 0.33, 0.24로 매개변수를 

제거한 감소모델의 R
2 
값(토론의 질 : 0.05, 

정보의 질 : 0.03)보다 높게 나타나 매개가 포

함된 모형이 더 설명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한 f
2 
값은 0.15 이상이면 간 정도의 매개

효과, 0.35 이상이면 매개효과가 큰 것으로 

단한다[22]. 이 연구의 분석결과 f2 값은 토

론의 질이 0.42로 높은 매개효과를 보이고 있

고, 정보의 질은 0.22로 간 정도의 매개효

과를 나타낸다. 즉 자기표 욕구, 자기통제, 

유 성의 매개변수를 모두 포함하 을 때 사

회  익명성과 커뮤니티 사이트의 품질(토론

의 질과 정보의 질) 계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익명성인 커뮤니

티 사이트에서 토론의 질과 정보의 질을 높

이기 해서는 자기표 요구, 자기 통제와 유

성의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야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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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형 R2(토론의 질) f2 R2(정보의 질) f2

  R2
included(모든 매개 변수) 0.33 0.42 0.24 0.22

  R
2
excluded 0.05 0.03

<표 5> 매개효과 검증

4. 결론  시사

본 연구는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아이디 

등의 사용으로 인해 타인이 자신의 아이덴티

티를 인지한다고 느끼는 정도인 사회  익명

성에 따라 커뮤니티의 산출물인 정보  토

론의 질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밝 내

었다. 그리고, 사회  익명성에 의한 커뮤니

티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매개효과 분석을 통해 확인하 다.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사회

 익명성은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지는 토론

의 질에는 직 인 향을 미치나, 제공되는 

정보의 질에는 직 으로 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 상에서의 

익명성으로 인해 실 인 아이덴티티에 의

한 부담이나 편견 없이 외 , 내 인 표 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자유롭게 련 의사를 표

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아이디 등으

로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어느 정도 자신

의 존재가 노출된다고 인지되면 자기통제 등

을 통해 무분별한 언행을 이고 양질의 토

론을 하려고 하는 등 토론 참가자의 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15]. 반면에 이러한 익명성의 정도는 

정보의 질을 높이거나 정보 제공자의 커뮤니

티 참여 태도에 향을 미치고 있지 못함을 

보여 다. 이는 제공받은 정보의 유용성과 신

뢰성은 정보를 제공한 정보원의 신뢰성에 좌

우된다는 기존 이론과 부합된다[58]. 한 정

보의 질은 “정보의 우수함과 신뢰성을 가리

키는 이용자의 기 ”으로 단하기도 하는데

[60], 익명성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정보

제공자의 신뢰성을 단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이 인지하는 커뮤니티 내 정보의 품질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단하는 것으로 설

명할 수 있다. 

둘째, 자기 표  욕구, 자기통제, 유 성은 

사회  익명성과 토론의 질 계에 정 인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

에 의하면,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커뮤니티 

구성원이 느끼는 자신의 아이덴티티에 한 

인지 정도, 즉 사회  익명성 정도에 따라 사

용자들은 자신을 정 으로 표 하고자 하

는 자기표  욕구가 높아져 좋은 정보와 의

견을 극 이고 활발하게 제공하게 된다. 

한, 익명성의 커뮤니티일지라도 커뮤니티 내

에서 어느 정도 타인에게 인지된 자신의 아

이덴티티로 인해 스스로의 언어와 행동을 통

제하는 노력의 정도가 높아져 비방  래

이  등과 같은 익명성의 부정 인 문제 들

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듯 

사용자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익명의 온

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치  사회문제 등의 

민감한 토론에도 극 으로 참여하게 되고, 

궁극 으로 커뮤니티에 더 양질의 의견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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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 더불

어, 취미나 특기, 동종 직업 군과 같은 공통

의 심분야와 테마를 주로 모임이 구성되

면 친 도는 더욱 상승하게 되고, 실제 오

라인에서 이 없던 이용자 간에도 심도 

깊은 의견 교환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된

다. 이 듯 일정한 공통 을 지닌 사용자 집

단에서는 사회  익명성을 부여하더라도 양

질의 토론의 장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자기 표  욕구와 유 성은 사회  

익명성과 정보의 질 계에 정 인 매개역

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기통제는 사

회  익명성과 정보의 질 계에 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으로 온라

인 커뮤니티에서의 익명성으로 인해 개인 사

용자들은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확인되지 않

은 정보를 무분별하게 다루게 된다는 부정  

성향의 주장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사회  익명성이 

일정 수  보장된 커뮤니티 내에서 개인의 

일반  성향은 구성원들과의 지속 인 활동

과 상호교류를 통해 유 감을 향상시키며, 최

신의 정확하고 좋은 정보를 꾸 히 제공함으

로써 커뮤니티 내에서 자신의 평 과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67]. 한, 커뮤니티 내에서 아이디 등

의 필명을 통해 자신이 노출되는 정도가 높

을수록 스스로의 언행을 확인하고 모니터링 

하는 자기통제의 노력은 비방, 사기, 인신공

격 등의 문제 을 감소시켜 활발한 토론을 

유도하는 반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의 

제공에는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커뮤니티 내에서 개인이 자기통제 노력과정

을 거쳐 제공한 정보일지라도 익명의 정보원

이 제공한 정보는 쉽게 신뢰하거나 믿지 않

는다고 볼 수 있다. 

결론 으로, 익명성과 련된 기존 문헌들

은 익명성에 의한 부정 인 혹은 정 인 

계를 증명하는 시도가 많지만, 익명성을 

제로 하는 커뮤니티에서 커뮤니티의 활성화

와 품질개선에 어떠한 요인들이 작용하는지

에 한 실증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미흡

한 편이다. 이 연구에서는 커뮤니티 내에서 

사회  익명성의 정도가 커뮤니티 품질에 미

치는 향과 익명성에 의해 커뮤니티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조사한 

실증연구이다. 익명성인 온라인 커뮤니티일

지라도 지속 인 상호교류를 통해 커뮤니티 

내에서 자신이 어느 정도 인지되었다고 느끼

면 오히려 익명성을 통해 활발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 하고 커뮤니티의 활성화에 극

으로 참여하게 된다. 한, 자기 스스로의 

언행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통해 익명성으로 

인한 험담, 욕설 등의 부정 인 효과를 감소

시킬 수 있고, 커뮤니티의 정체성 향상을 

해 노력한다. 이 듯 익명성의 커뮤니티에서 

높은 자기표 욕구, 자기통제 노력  유 감

은 커뮤니티 사이트에 좋은 정보와 의견을 

제공하게 하고 커뮤니티의 품질을 향상시키

는 요인이 된다. 

다시 말하면, 커뮤니티 내에서의 익명성은 

심리  안정감과 그에 따른 자기 표 의 진

실성이 부가된다 할 수 있다. 이 듯 익명성

의 상태에서는 계 유지를 한 도덕  효

율성이나 단, 실과의 연계에 한 고려가 

어들어 토론 참가에 한 지각된 험이나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자유롭게 의견과 자

신의 주장을 표출할 수 있는 것이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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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지속 인 활동과 

필명 등의 아이디를 통해 타인이 자신을 인

지하는 정도가 높아질수록 자신의 언행을 스

스로 검열하고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자기통

제 노력이 향상되며, 온라인 상에서 자신을 

사회 으로 바람직한 이미지나 인상으로 만

들려는 자기표 욕구를 통해 자기가 속한 커

뮤니티에 양질의 의견과 정보를 제공하려고 

한다[35]. 

스마트 폰의 사용이 화되고 인터넷이 

보편화됨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정보 검색의 

비 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신뢰성 있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 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는 문성을 인정받았거나 구성원 간의 정

보 교류가 활발한 커뮤니티를 찾는 경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기존의 인쇄 매체와는 

다르게 의 정확성을 인정해  장치가 없

는 온라인에서는 많은 이용자가 방문하는 커

뮤니티의 정보가 신뢰를 얻게 되며, 이러한 

커뮤니티가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해서는 높은 품질의 정보와 토론의 수 이 

요구된다. 와 같은 연구 결과는 커뮤니티 

내에서 제약 없는 익명성 보장에 따른 비방

과 인신공격, 온라인에서의 무분별한 허 정

보의 지속  유포, 이로 인한 사회 문제 등에 

따른 인터넷 실명제 실행과 이의 당 성 검

토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를 제시한다. 

따라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커뮤니티 사이트

의 품질을 향상시켜 보다 많은 구성원의 만

족도를 높이기 해서는, 유 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자기통제와 자기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 결과는 한 커뮤니티 리자  온

라인 상의 윤리  도덕  행동 정책 등을 연

구하는 연구자에게 익명성으로 인한 부정

인 효과나 결과를 감소시키고 커뮤니티 품질

을 개선할 수 있는 요인들을 확인함으로써 

커뮤니티내의 익명성에 한 방향성과 지침

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을 

갖는다. 먼  설문의 상이 20  ․후반으

로 부분 학 교육 이상을 받은 계층에 한

정되어, 청소년들의 인터넷 상의 행동과 인터

넷 커뮤니티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을 상으

로 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인터넷

의 보편화와 SNS의 빠른 보 은 10 와 30

 후반이상의 이용자의 빠른 유입을 가져왔

는데, 이들의 커뮤니티 참여도가 무시할 수 

없는 수 임을 고려할 때 다양한 연령 를 

상으로 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은 

한계 으로 보여진다. 한 정보의 질이나 토

론의 질을 측정함에 있어,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 하여 그 정도를 측정하려 하 으나, 이는 

참여자들의 다소 주 인 단이 포함될 수 

있으며, 정보나 토론의 상황이나 유형이 무척 

다양한 만큼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

을 것이다. 이에 토론과 정보를 특화해서 다

루는 사이트를 심으로 조사하거나 익명 커

뮤니티 사이트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좀 

더 구체 으로 커뮤니티의 질을 측정하는 향

후 연구가 필요하다. 한 향후 연구에서는 

익명성과 련된 변수와 요인들을 더욱 구체

화하고 세분화하여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표 욕구, 유 감, 자기통제

의 세 가지 요소만을 반  하 으나, 온라인

에서 분류되는 다양한 익명성의 유형과 익명

성이 커뮤니티의 질에 미치는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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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요인들을 더욱 구체화하여 실증 으로 분

석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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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성 자기통제 유 성 표 욕구 정보의 질 토론의 질 유형

Anon1 0.936 0.425 0.373 0.603 -0.071 0.163 -0.198

Anon2 0.951 0.399 0.391 0.519 0.019 0.185 -0.216

Anon3 0.860 0.320 0.356 0.501 0.026 0.184 -0.177

Anon4 0.858 0.307 0.399 0.497 -0.040 0.118 -0.296

Con1 0.344 0.707 0.323 0.232 -0.045 0.204 -0.279

Con2 0.314 0.825 0.331 0.321 0.220 0.349 -0.083

Cont3 0.263 0.731 0.097 0.374 0.015 0.211 0.018

Dep1 0.317 0.260 0.768 0.243 0.322 0.336 -0.223

Dep2 0.327 0.276 0.859 0.217 0.280 0.395 -0.358

Dep3 0.446 0.316 0.873 0.359 0.301 0.496 -0.175

Dep4 0.312 0.311 0.870 0.420 0.400 0.404 -0.251

Exp1 0.520 0.371 0.291 0.912 0.136 0.101 -0.098

Exp2 0.534 0.447 0.383 0.909 0.183 0.227 -0.098

Exp3 0.526 0.264 0.323 0.862 0.183 0.196 -0.005

qual11 0.080 0.126 0.425 0.279 0.824 0.499 0.095

qual12 -0.101 0.080 0.242 0.063 0.847 0.365 0.171

qual13 -0.064 0.054 0.281 0.095 0.880 0.466 0.186

qual21 0.239 0.392 0.494 0.275 0.548 0.858 0.044

qual22 0.154 0.262 0.480 0.181 0.479 0.907 0.020

qual23 0.111 0.278 0.350 0.123 0.383 0.869 0.127

qual24 0.086 0.241 0.321 0.060 0.385 0.802 0.045

type -0.244 -0.153 -0.293 -0.074 0.171 0.067 1.000

<부록 1> 요인 재값과 교차요인 재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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