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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one’s social-self image 
and Online Avatar image. Influence of these virtual images on one's attitude toward real world 
and commitment to the virtual world was examined. In addition, the gender difference was 
examined.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ith social self image as exogenous variable and influence 
of Avatar as endogenous variable was designed. Real and ideal Avatar images were the mediating 
variable in the model. Survey questionnaire was developed and data from 425 respondents were 
analyzed. Results indicated that the conceptual model was a good fit to the data. Respondents 
who perceived their social self-images importantly were likely to have real images of Avatars. 
Ideal image and real image had significant on commitment to virtual world and attitudes toward 
the real world. For male respondents, social self image had stronger influence on real image of 
Avatar and ideal image had stronger influence on commitment to virtual world than female 
respon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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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터넷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사이버 공간은 정보탐색의 기능을 뛰어넘어 인간관

계 및 욕구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최첨

단 테크놀로지의 개발과 함께 가상공간과 현실세계

사이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졌다. 많은 기업에서는 인

터넷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하나의 큰 시장으로 온라인 마켓을 공략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검색, 전자 상거래에

서 엔터테인먼트, 커뮤니케이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며 인터넷을 현실생활 못지않게 중

요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은 현실과 분리된 세계이면서 현실과

는 분리할 수 없는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아바타 역시 자신의 실제 모습을 나타내면서 가상공

간을 통해서 현실에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또 다른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한다.1) 아바타는 가상

공간에서 사용자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이미지

로 사용자의 분신이면서 가상공산에서의 또 다른 자

신의 모습이다. 초기 아바타는 사용자를 대신해서 온

라인에서 활동하면서 현실과 가상세계를 이어주는

아이콘으로 이메일, 채팅, 게임 등에서 사용되었다.

첨단 테크놀로지와 전자 상거래의 빠른 발전과 함께

가상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아바타

는 점차 사용자의 또 다른 자신으로 인식되어 사이

버 세계에게 정체성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네티즌들

은 아바타를 통해 현실세계보다 가상공간에서 보다

자유로워졌으며 시공간의 장벽을 넘어 네티즌들을

다양한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바타를 통해 정체성

을 표현함으로써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다른 사람에

게 보여 질 수 있는 사회적인 자신의 모습을 아바타

가 대신하고 있다. 인터넷이 개인과 개인 사이의 커

뮤니케이션을 가속화 시키면서 아바타가 사회적 커

뮤니케이션의 통로가 되었다. 사이버 세계에서 자신

의 공간을 만들고 아바타를 통해 쇼핑을 하기도 하

며 친구와 대화를 하기도 한다. 아바타는 타인과 끊

임없는 상호작용을 하는 개인의 모습이고 현실에서

타인에게 보이고 싶은 자신의 정체성의 산물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개인의 사회적인 이미지가 가상공간

에서 아바타를 통해 어떤 이미지를 추구하고자 하는

지 알아보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아바타는 커

뮤니티 사이트, 이메일, 채팅, 게임, 영화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으며 향

후 아바타는 더욱더 개인의 모습을 대변하게 될 것

이다. 개인의 이미지와 아바타를 통해 나타나는 이미

지 사이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것은 아바타가 개별자

아의 또 다른 표현수단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

다. 상업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가상공간이 현실세계

의 모습을 대신하게 됨에 따라 사이버공간은 새로운

소비를 창출하는 큰 마켓으로 부상하였다. 네티즌들

은 자신들의 아바타를 꾸미기 위해서 다양한 옵션을

구매하고 있으며 가상공간에서는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브랜드들이 3D 그래픽으로 재현되기도 한다.

소비자는 사이버공간에서 아바타를 통해 실제 자신

의 개성을 표현하기도 하며, 현실에서 표현하지 못했

던 자신의 또 다른 자아를 찾기도 한다. 기업에서는

아바타를 유용한 마케팅 도구로 사용하며 이를 통해

서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한다. 동시에 잠재

적 소비자인 개인을 이해하는데 연결고리가 되는 아

바타를 통해서 소비자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에서 사회적 자기이미지에 따

라 아바타를 통해 추구하는 이상적, 실제적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아바타에서 나

타나는 자기이미지가 현실생활에서 혹은 가상공간에

서 나타나는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사회적 네트워크의 발달로 타인에 의해서 자기이

미지 지각에 영향을 받는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다.

직접적인 경로가 아니어도 인터넷 소모임이나 개인

홈페이지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과 의사

소통이 가능한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활발한 상호작

용이 일어나고 있으며 인터넷은 개인에게 현실공간

못지않게 중요한 사회의 장이다. 가상적 공간이란 현

실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2) Nowak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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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사회적 가상 환경(social virtual environment)

은 이용자의 경험에 의해 인식 가능하다. 네티즌들은

가상공간을 통해서 현실세계와 같은 현실감을 느끼

고 경험하게 되고 사회적 가상공간을 형성한다. Davis

et al.4)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영향은 특히 테크놀로

지를 이용하는 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한

다고 했다. 또한 인터넷에서 3D 그래픽이 재현됨에

따라 이미지의 반영이 가능한 것은 물론 최근 그래

픽 기술이 정교해 졌으며 이것이 미니홈피, 게임 등

의 상업과 결합하면서 개인이 가상공간에서 보여주

는 이미지 역시 매우 다양해졌다. 가상공간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으로 부상함에 따라 개

인의 이미지가 가상공간을 통해 다양한 모습으로 나

타날 것이다.

1. 자기이미지와 사회적 자기이미지
자기이미지는 자기 자신에 대해 갖는 전체적인 생

각이나 느낌으로 타인과 구별되는 특징적인 이미지

로 나타난다.5) 정인희와 이은영6)은 자기이미지는 신

체의 특징적인 측면과 사회적 관계에서 사회심리적

인 측면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것은 신체 이미지

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기준

이 변화하며 사회심리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상대적인

개인의 이미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기이미

지를 개인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타인에게 보여주고

자 하는 총체적인 자신의 이미지로 보았으며 가상공

간의 발달로 개인의 이미지 중 사회적 자기이미지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보았다.

사회적 자기이미지를 사용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

면 염인경, 김미숙7)은 자기이미지가 사교적이고 친

근하고 편안하며 활발한 경우 사회적인 성향을 강조

해 사교적 이미지라고 분류하였다. 또한 임경복8)의

자기이미지와 의복 추구이미지 연구에서는 사회적인

이미지를 반영한 사교성을 개인의 자기이미지 요인

으로 보았다. 이런 개인의 사회적 자기이미지는 개인

의 행동에 반영이 되면 특히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개인은 사회적 자기이미지를 가

상공간의 발달과 더불어 인터넷에서 다양한 모습으

로 표현하고자 할 것이다.

의류학 분야에서 자기이미지에 대한 많은 연구는

추구 의복이미지와 연관성을 가지며 연구되어져 왔

다.9) 사람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의복의 가

시성을 통해 자기이미지를 추구하고자 한다.10) 그것

은 의복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자기이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기도 하며 실제 이미지와

이상적 이미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함이기도 하다. 인

터넷의 대중화로 현실생활에서 의복을 통해 가능했

던 자기표현이 가상공간에서도 가능해졌으며 가상공

간은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공간이 되었다. 사회적 활

동무대가 점차 가상공간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사

람들은 가상공간에서 거대한 커뮤니티를 이뤄 친구

를 사귀기도 하고 채팅, 오락, 음악, 서적 등을 통해

문화생활을 즐긴다. 이제 사람들은 실제 자신의 모습

을 꾸미는 것 뿐 아니라 가상공간에서 보여주는 자

신의 모습도 사회생활의 일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2. 아바타 이미지
1) 사회적 자기이미지와 아바타 이미지의 관계

가상공간에서의 자기(self)는 개인의 또 다른 정체

성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 현실세계에 없던 정체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가상공간이라는 특수한 환경

에서 개인의 자유나 선택이 자기의 정체성에 복합적

으로 작용하게 되고, 개인은 가상공간에서 다양한 자

기의 모습을 탐험하게 된다.11) 개인들에 의해서 자의

적으로 구성된 다양한 자아의 경험은 온라인의 가상

공간에서 가능하다. 가상공간에서 부족한 사회적 요

소들의 역할을 영상 기호와 이미지를 동원하여 가상

적 실체인 아바타가 대신하고 있다. 따라서 가상공간

에서 나타나는 자기 정체성은 현실세계의 자신의 이

미지와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이런 이미지는 아바타

라는 대변인을 통해서 표현될 것이다.

가상공간에서 아바타가 실제 자신의 대변인 역할

을 함으로써 자신의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

문에 현실 이미지와 아바타 이미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김홍규와 이종윤12)의 연구에서

는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정

체성은 많은 부분 현실의 삶 속에서 실현하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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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신의 모습들로 나타났다. 윤수진13)의 연구에

서는 아바타 이용자들은 아바타를 자신과 동일한 존

재로 인식하지는 않지만 가상공간에서 자신을 표현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이상적 자기

이미지보다는 현실의 자기이미지가 아바타의 이미지

와 일치하는 확률이 더 높았다.

2) 아바타 이미지의 표현

가상공간이 익명성을 가진 공간을 넘어서서 개인

의 사회적 활동범위로 해석되고 있다. 개인은 끊임없

이 사회적 영향을 받으며 자신을 인식하며 아바타의

이미지를 실제 자신의 모습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타인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이상적인 자신의 이미지

를 나타내기도 한다. 아바타의 유형에 대한 연구에서

아바타의 역할에 따라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역할

로 나누기도 하였고14), 가상공간에서 표현되는 아바

타의 유형을 비현실적 대체자아, 이상적 자아, 현실

적 자아, 현실적 대체자아, 엽기적 자아로 나누었

다.15) 또한 자아 동일시라는 측면에서 사용자는 아바

타를 통해 자신의 실제적 이미지와 이상적 이미지를

표현한다고 하였다.16)

가상공간에서 표현되는 아바타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이 현실과 이상의 반영 정도를

기준으로 보고 크게 이상적(ideal) 이미지와 실제적

(actual) 이미지로 나누고 있다.17) 아바타의 이상적

이미지는 자신의 실제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이며

아바타를 통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이상적으로 바라

는 이미지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아바타를 통해서

표현되는 실제적 이미지는 아바타를 실제 자신의 모

습으로 나타낼 때 나타나는 이미지이다.18) 본 연구에

서는 아바타를 가상공간에서 자아의 대변자로 보고

개인의 이상과 현실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이

상적 이미지와 실제적 이미지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3. 아바타를 통한 현실생활에 대한 영향과
가상공간 몰입

선행연구에서는 또래 집단인 10대나 20대는 테크

놀로지를 이용함에 있어 사회적인 영향이 중요한 역

할을 한다고 하였다.19) 또한 아바타를 이용하는 사용

자들은 연령, 성별, 자신의 아바타에 대한 자아표현

의 유무 등 과 관련이 없이 모든 변인에서 다른 사

람이 자신의 아바타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기 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유창조21)의 아바타 이용자

의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본인지향적, 타인

지향적, 순응적 동기로 아바타 꾸미기를 시도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인지향적 동기는 아바타 꾸미

기가 가상공간에서 타인과의 교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타인지향적 동기는 타

인의 관심을 끌거나 호감을 얻기 위해, 남에게 잘 보

이기 위해, 타인과의 교류의 수단을 위해, 자신을 관

리하는 수단을 위해 아바타를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개인은 아바타를 통해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가상공간의 활동을 사회적 활동의 일

부분으로 인식하면서 사회적 자기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피드백이나 자신의 행동 변화를

통해 현실생활이나 가상공간에 대한 개인의 행동에

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바타 사용을 통해 나타나는 현실생활에 대한 영

향을 살펴보면 손수현22)의 연구에서는 아바타를 꾸

밀 때 사회적 이미지의 반영 정도에 따라서 타인에

대한 칭찬과 우월감을 경험했으며 타인과의 교류 폭

의 확대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아바타 사용에 따

른 현실생활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기분전환, 자

기표현, 대리만족 등을 보았다. 이처럼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때 사용자

는 실제 생활에 서 영향을 받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추구하는 아바타 이미지에 따라 현실 생활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아바타 사용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에서 현실생활에 대한 영향은 가상공간에 대한 몰입

과 함께 연구 되어져 왔다. 몰입은 인간과 컴퓨터 사

이의 상호작용의 정도를 나타내는 유용한 개념이

다.23) 또한 가상공간에서의 몰입의 개념은 사회적 영

향 요인인 사회적 규범이나 개인의 이미지, 가시성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24) 유창조25)의 연구에

서는 개인의 동기에 따라 아바타를 사용하는 사람이

가상공간에 대한 놀이적 몰입이나 현실세계의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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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 해소 등 기분전환을 함께 경험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박희정 외26)의 연구에서는 가상공간에서 아

바타를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와 미디어와의 상호작

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 결과 변수 중의 하

나로 가상공간을 통한 사회적 실재감과 가상공간의

몰입을 보았는데 아바타로 인해 실제 자신의 업무에

재미를 느끼며 주의 집중하게 되었으며 사회적 실재

감을 더 잘 느낄 수 있게 하였다. 이처럼 아바타 사

용을 통해 개인이 받는 영향은 현실 생활에 대한 영

향과 함께 가상공간에 대한 몰입 역시 중요한 변수

로 보아야 한다.

아바타 사용자는 자신의 아바타와 자아동일시를

경험하게 되는데 자신의 실제적 혹은 이상적 이미지

를 아바타의 이미지에 투영하는 정도에 따라서 아바

타와의 자아 동일시의 수준이 달라진다.27) 여기에서

실제적 이미지와 이상적 이미지를 아바타를 통해 표

현할수록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아바타와의 자아

동일시를 강하게 느끼며 가상공간에 대한 몰입이 높

게 나타났다. 아바타를 통해 보이는 이미지와 개인의

행동 사이에는 상호 관련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과 아바타의 커뮤니케이션을 개인이 아바타를

이용하는데 있어 보여 지는 이상적, 실제적 이미지를

통해 보았으며 결국 이것이 개인의 현실생활과 가상

공간 몰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자 한다.

4. 아바타 사용에서 나타난 성별의 차이
아바타를 통해 나타나는 이미지에 대한 연구28)에

의하면 남자의 경우 아바타의 이미지를 자신의 이상

적 이미지보다 실제적 이미지에 가깝게 표현했다. 반

면 여자는 아바타를 통해 반영되는 이미지에 특별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장승희와 이선재29)의 캐주

얼 웨어의 아바타 패션 마케팅 전략제고에 관한 연

구에서는 아바타 구매 시 남자, 여자 모두 실제 의복

선택 기준에서 자기이미지 문항이 포함된 심미성이

아바타에서의 심미성과 관련이 있음이 나타났다. 의

복은 자기이미지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실제 자기이

미지를 중요시하는 남자나 여자는 모두 아바타 이미

지에 있어서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실제 자기이미지와 아바타의 이미지에서 성별의

차이가 보였는데 아바타를 구매하는 목적에서도 차

이가 난다. 김조희30)의 아바타를 중심으로 멀티미디

어 캐릭터의 존재의미와 활용에 대한 실태분석 연구

에 의하면 남자가 아바타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았

지만 주로 게임에서 아바타를 사용했으며 여자의 경

우 채팅과 같은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 아바타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용하는 이유

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도출되지 않았지만 남자

는 아바타를 사용함으로써 대리만족을 경험하는 경

향이 높았으며 가상공간에 대한 몰입이 높아지는 것

이 다음으로 높았다. 반면 여자는 실제 자신의 개성

표현을 위해 아바타를 사용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리만족을 위해 사용한다고 했다. 장승희

와 이선재31)의 연구 역시 여자가 남자보다 유행성과

현실에 대한 불만족을 만족시키는 대리만족성 때문

에 아바타를 구매한다고 했다. 이는 김호경32)의 연구

에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불만족을 현실 차이극복을 위한 대리만족의 수단으

로 아바타를 인식한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사람들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남성과 여성의 이미

지를 강요받는다. 인터넷의 익명성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도 아바타 꾸미기에 동참할 계기를 제공해 주

기 때문에33) 남성과 여성의 아바타 이미지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기존의 아바타에 관련된 선

행연구들 중에 성별은 인구통계적 변인으로 해석될

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체 모델에서 성별의 차이를 비교해보며 개인의 이

미지와 아바타를 통해 반영되는 이미지가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 자기

이미지가 추구하는 아바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과

투영된 아바타 이미지를 통해서 개인의 현실생활과

가상공간에 대한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해 모형을 설정하였다. 아바타가 현실생활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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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영향과 가상공간에 대한 몰입은 아바타 이용에 따른

결과 변수로서 일반적인 자기이미지로부터의 직접적

인 관련은 없으며 아바타 이미지의 투영을 통해서

현실생활이나 가상공간 몰입에 간접영향을 줄 것으

로 보았다. 따라서 사회적 자기이미지의 영향 효과에

있어 아바타 이미지의 이상적 이미지와 실제적 이미

지 추구를 같은 차원의 매개변인으로 구성하는 모델

을 설정하였고, 이를 구조 방정식 모형으로 모형을

검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았다.

연구문제1 사회적 자기이미지가 아바타를 통한 이

미지(이상적․실제적) 추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연구문제2 아바타의 이미지(이상적․실제적) 추구

를 통해 현실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가상공간

에 대한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연구문제3 사회적 자기이미지가 아바타를 통한 이

미지(이상적․실제적) 추구에 미치는 영향에

서 성별의 차이를 알아본다.

연구문제4 아바타의 이미지(이상적․실제적) 추구

를 통해 현실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가상공간

에 대한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의 차이

를 알아본다.

2. 측정방법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기이미지가 현실생활과

가상공간 몰입에 미치는 간접영향이 매개변인을 통

하여 가는 것임을 밝히기 위해서 구조방정식을 사용

하였다. 연구를 위해서 아바타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용된 측정도구는 기존 연구

에서 타당성이 검증된 문항들을 수정 보완하였다. 설

문지 구성에 있어서는 자기이미지에 관한 선행연

구34)를 토대로 개인의 사회적 자기이미지를 묻는 네

문항을 수정보완 하였다. 사회적 자기이미지는 자신

의 이미지를 사회적 성향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자기

이미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가상공간에서 추구하는

아바타의 이미지는 허태정와 황선진35)의 연구와 허

태정36) 연구를 바탕으로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

다. 이상적 이미지에 대한 질문 세 문항과, 아바타의

실제적 이미지 추구에 대한 질문 두 문항을 선행연

구37)를 통해 수정 보완하여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하였다. 현실 생활에 미치는 영향 네 문항과 가상공

간에 대한 몰입 세 문항을 역시 선행연구38)를 통해

수정 보완하여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설문은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인터넷 사용이 가

장 활발한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하

였다. 평소 아바타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 512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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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문항내용
표준화된

계수 (λ)
Cronbach’s α AVE CR

사회적

자기이미지

X1 적극적인 이미지 .858

.867 .945 .986
X2 당당한 이미지 .839

X3 활동적인 이미지 .706

X4 대담한 이미지 .756

아바타 이미지:

이상적 이미지 추구

Y1 내 아바타는 나의 이상적인 모습임 .864

.866 .950 .983Y2 신체불만족한 부분을 아바타로 꾸밈 .831

Y3 아바타를 이상적 모습으로 꾸밈 .792

아바타 이미지:

실제적 이미지 추구

Y4 내 아바타는 내 이미지와 비슷 .843
.815 .949 .974

Y5 아바타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이 연상 .817

아바타가

현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Z1 아바타 구매가 내 삶의 활력소 .817

.851 .939 .984
Z2 아바타를 잘 꾸미면 실제 자신감향상 .815

Z3 아바타는 내 실제생활에 영향 .763

Z4 아바타는 친구관계 형성에 도움 .734

아바타에 의한

가상공간 몰입

Z5 아바타를 나라고 생각함 .746

.750 .915 .970Z6 시간가는 줄 모름 .706

Z7 현실세계를 잠시 잊을 수 있음 .675

GFI=.936, AGFI=.89, CFI=.96 NFI=.93, RMSEA=.063, χ2=253.50(df=95, p=.00)

<표 1> 변수의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

게 1:1로 설문지를 직접 배포하여 회수하였고, 불성

실 응답을 제외한 최종 425명의 응답치를 분석에 사

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기초통계, 신뢰도 분석,

t-test는 SPSS 17.0을, 확인적 요인분석, 공분산구조

방정식은 AMOS 7.0를 사용하였다.

Ⅳ. 결과 및 논의
1. 측정 모형의 요인분석
사회적 자기이미지가 추구하는 아바타 이미지를

통해 보이는 개인의 현실생활과 가상공간에 대한 영

향을 공분산 구조방정식으로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

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측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GFI=.93, AGFI=.89, CFI=

.96, RMSEA=.06 χ2=253.50 (df=95, p=.00)로 적

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준화된 측정계수(λ)의 유의

성 검증결과, 표준화된 측정계수들이 모두 .67-.85의

범위에서 구조모형의 측정문항으로 포함하기에 적합

하였다.

측정모형의 개념적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한 집중

타당도의 검토는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으로 확인하였다. AVE 값은 각 잠

재요인의 측정변수들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의 제곱합

의 평균인데 <표 1>과 같이 .91-.95의 값으로 모두 .5

이상으로 집중타당성이 확인되었다.39)

측정변수의 신뢰도 확인을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살펴본 결과 .75-.86로 전반적으로 내적일관성

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잠재요인 신뢰도(con-

struct reliability: CR) 값은 .99-.98로 기준치인 .7이

상보다 모두 크게 나타나 측정변수들 간 집중타당성

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2. 표본의 특성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

성이 199명(46.8%) 여성이 226명(53.2%)이었다. 응

답자의 나이는 평균 21.7세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전

공은 인문사회계열이 37.6%(n=160), 자연 및 공학

계열이 29.1%(n=124), 예체능계열이 29.6%(n=126)

이었다. 한 달 의복 지출비는 10만원 미만이 39.1%

(n=166), 10만원 이상에서 20만원 미만이 36.9%

(n=157), 2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미만이 11.8%

(n=50), 30만원 이상이 11.5%(n=4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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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타 이미지

: 이상적 이미지 추구

아바타 이미지

: 실제적 이미지 추구

구매경험 유 구매경험 무 구매경험 유 구매경험 무

평균 3.83 3.23 3.66 3.33

t-값 4.06*** 2.19*

*p<0.1, ***p<0.01

<표 2> 아바타 이미지 추구에서 아바타 구매경험에 따른 평균차이

아바타가 현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아바타에 의한 가상공간 몰입

아바타

구매경험 유

아바타

구매경험 무

아바타

구매경험 유

아바타

구매경험 무

평균 2.27 1.69 2.41 1.89

t-값 5.81*** 4.70***

***p<0.01

<표 3> 현실생활과 가상공간의 몰입에서의 아바타 구매경험에 따른 평균차이

아바타를 사용한 시기에 대해서는 1년 미만인 응답

자가 36.9%(n=146),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인 사용

자는 20.4%(n=87), 2년 이상인 사용자는 36.4%

(n=144)였다.

1) 아바타 구매경험에 따른 평균차이

아바타 구매경험에 따른 아바타를 통한 이상적 이

미지 추구, 아바타를 통한 실제적 이미지 추구의 평

균차이를 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추구하는 아바타 이미지에서 이상적

이미지와 실제적 이미지 모두 아바타 구매경험이 있

는 사람의 평균이 아바타 구매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아바타의 구매

경험에 따라 아바타를 통해 나타나는 이미지가 다르

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실제 구매경험은 사용자의

아바타를 통한 이미지 투영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

이다.

또한 아바타의 구매경험에 따른 현실생활에 미치

는 영향과 가상공간 몰입에서 아바타 구매 경험 유

무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현실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가상공산의 몰

입에서 모두 아바타 구매경험이 있는 사람이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이것은 아바타의 구매경험에 따라

아바타 사용에 따른 행동이 다르게 나타남을 의미한

다. 또한 결과변수인 현실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가상

공간에 대한 몰입에서도 구매경험이 중요한 변수임

을 알 수 있다.

3. 구조 모형의 경로검증
본 연구의 연구문제 분석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

은 <그림 2>와 같다. 모형의 변인(structural varia-

ble)은 사회적 자기이미지, 추구하는 아바타 이미지:

이상적 이미지, 추구하는 아바타 이미지: 실제적 이

미지, 그리고 현실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가상공간에

대한 몰입이다. 각각의 변인들의 측정을 위해서 사용

된 하부차원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모형과 데이터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χ2의 값을 살펴보았다. 이 값은 χ2=231.25(df=95),

유의수준이 p<.001로 통계상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었

다. 하지만 χ2검증은 데이터의 변량과 공변량의 반영

정도에 따라서 모델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다. 일

반적으로 표본의 수가 200이상으로 증가하면 이 값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게 된

다.40) 본 연구에는 총 425개의 데이터를 분석하였으

며 표본의 숫자의 민감성 때문에 그 외에 적합도 수

치를 나타내는 GFI(Goodness-of-Fit Index, 기초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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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체집단(n=425)의 모형

치), AGFI(adjusted goodness-of-fit index, 수정부합

치), CFI(comparative fit index, 비교적합지수),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근사오차 평균의 제곱합)를 보았다.

Joreskog와 Sorbom41)의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GFI>.95, AGFI>.90이 적합하다고 하였으

며 이 후의 연구들은 연구의 적합도 기준으로

GFI>.9까지 인정하고 있다.42) Bentler43)는 CFI가 .90

이상이면 적합하다고 했으며 Steiger44)는 RMSEA가

.05이하가 매우 좋지만 .05~.08까지도 적당하다고 보

았다. 본 연구의 모형 적합도는 GFI=.96, AGFI=

.91, CFI=.96, RMSEA=.06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이 적합성의 기준에 적절한

것으로 보았다.

4. 연구문제 분석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구에서 제시된 관계모형

은 현실에서 얻어진 분석자료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서 일치하였으며 연구문제의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1) 사회적 자기이미지가 아바타의 이미지(이상

적․실제적) 추구에 미치는 영향

전체 모델에서 개인의 사회적 자기이미지가 아바

타 이미지를 통한 이상적 이미지 추구(γ=-.01, t=

-.26)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

았다. 반면 사회적 자기이미지는 아바타 이미지를 통

한 실제적 이미지 추구(γ=.22, t=3.85)에 긍정적 영

향을 미쳤다. 이것은 아바타를 가상공간에서 자신의

사회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존재로 보며 아바타의 이

미지가 현실의 자기이미지와 일치하는 확률이 높

고45) 사회적인 자신의 실제 모습을 아바타를 통해

보여주려 한다는 선행연구46)의 결과와 일치한다. 사

회적인 자기이미지를 추구하는 사람은 아바타를 실

제의 자신의 이미지로 나타내고자 하는 경향이 높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2) 아바타의 이미지(이상적․실제적) 추구를 통

해 현실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가상공간에 대

한 몰입에 미치는 영향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이상적

혹은 실제적 이미지의 투영이 현실생활과 가상공간

에 대한 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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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바타를 통해 이상적 이미지를 추구하는 경우

아바타의 이상적 이미지의 추구는 아바타 사용에

따른 현실생활에 미치는 영향(β=.31, t=4.33)과 가

상공간에 대한 몰입(β=.43, t=5.55)에 모두 긍정적

인 영향을 보였다. 아바타를 통한 이상적 이미지 추

구가 현실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가상공간에 대한 몰

입에 미치는 직접효과만 나타났는데, 이것은 아바타

를 통해 가상공간에서 자신의 이상적 이미지를 추구

하는 사람은 현실생활에서 활력을 느끼고, 자신감 향

상, 전반적인 생활과 친구관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 또한 아바타와의 일치감이나 가상

공간에 대한 몰입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것이다.

(2) 아바타를 통해 실제적 이미지를 추구하는 경우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를 통한 실제적 이미지의 추

구는 아바타 사용에 따른 현실생활에 미치는 영향(β

=.19, t=2.66)과 가상공간에 대한 몰입(β=.16, t=

2.07)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사회적 자기이미지를

추구하는 사람은 아바타의 실제적 이미지를 더 선호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현실생활에서 긍정적인 영향

및 가상공간에 대한 몰입을 경험할 것이라 본다. 아

바타를 통한 실제적 이미지 추구가 현실생활에 미치

는 영향이 가상공간에 대한 몰입에 미치는 영향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국 사회적 자기이미지

를 가지는 사람이 아바타를 실제 자신의 이미지와

비슷하게 꾸밀 것이며 아바타의 사용이 가상공간 몰

입보다 실제 사회생활에 있어 더 중요하다고 느낄

것이다.

3) 성별에 따라 사회적 자기이미지가 아바타의

이미지(이상적․실제적) 추구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집단은

사회적 자기이미지가 아바타를 통한 이상적 이미지

(γ=-.09, t=-1.10) 추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아바타를 통한 실제적 이미지(γ=.29, t=3.80) 추구

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자집단에서도 아바

타를 통한 이상적 이미지(γ=.08, t=.99) 추구에 영

향을 지치지 않았지만 아바타를 통한 실제적 이미지

(γ=.18, t=2.30) 추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단

남자집단의 영향력의 유의도가 여자집단보다 높았다.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 사회적 이미지를 가상공간에

서 아바타의 실제적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지

만 남자가 상대적으로 더 그 정도가 높을 것으로 본

다. 윤순주47)의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

보다 아바타와 실제 자신의 모습을 더 동일시하려고

한다고 하였지만 남성이 자신의 사회적 이미지를 높

게 평가 한다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아바

타와 실제 자신의 모습과 동일시를 보일 것이다.

4) 성별에 따라 아바타의 이미지(이상적․실제

적) 추구가 현실생활과 가상공간에 대한 몰

입에 미치는 영향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성별의

차이에 따라 이상적 혹은 실제적 이미지의 투영이

현실생활과 가상공간에 대한 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1) 아바타를 통해 이상적 이미지를 추구하는 경

우 성별에 따른 차이

남자집단은 아바타를 통한 이상적 이미지의 추구

가 현실생활에 미치는 영향(β=.32, t=2.99)과 가상

공간에 대한 몰입(β=.40, t=3.60)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여자집단도 아바타를 통한 이상적 이미지의

추구가 현실생활에 미치는 영향(β=.41, t=4.20)과

가상공간의 몰입(β=.41, t=2.23)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아바타를 통해 자신의 이상적인 이미

지를 나타내는 남성이나 여성은 아바타의 사용을 통

해 현실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며 가상공

간에 대한 몰입을 더욱 경험할 것이다. 다만 남자집

단에서 아바타의 이상적 이미지 추구가 가상공간 몰

입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 이 결과

는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게임에서 아바타의 사용이

높아 실제감의 표현보다는 가상공간의 몰입을 위해

아바타를 사용한다고 밝힌 김조희48)의 연구와 일치

한다. 가상공간에서 자신의 이상적 이미지를 아바타

로 표현하는 남성의 경우 가상공간에 대한 몰입의

정도가 현실생활에서 받는 영향보다 높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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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남자집단(n=199)의 모형

<그림 5> 여자집단(n=226)의 모형

(2) 아바타를 통해 실제적 이미지를 추구하는 경

우 성별에 따른 차이

남자집단의 경우 아바타를 통한 실제적 이미지의

추구는 현실생활에 미치는 영향(β=.16, t=1.59)과

가상공간에 대한 몰입(β=.13 t=1.17)에 모두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여자집단의 경우에는

아바타의 실제적 이미지가 현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β=.13, t=1.22)에는 영향력이 도출되지는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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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공간에 대한 몰입(β=.26, t=2.23)에 유의한 영

향을 미쳤다. 남자 집단의 경우 아바타의 실제적 이

미지 추구가 사회적 자기이미지와 개인의 생활 및

몰입 사이에서 매개변인의 역할이 도출되지 않았다.

반면 여자 집단의 경우 아바타의 실제적 이미지 추

구가 사회적 자기이미지와 가상공간에 대한 몰입 사

이에서 매개변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의 경우 가상공간에 대한 몰입을 느끼는데 있어

아바타를 통한 이상적 이미지의 표현 뿐 아니라 사

회적 자기이미지를 반영한 실제적 이미지의 표현도

중요하다고 본다. 선행연구49)에서 여자는 사회적 커

뮤니케이션 수단인 채팅이나 메신저에서 아바타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했다. 이것은 남성들은 게임

등에서 아바타를 많이 사용하며 대리만족을 경험한

다는 내용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또한 여성은 실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바타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 즉, 아바타를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사

용하며 실제적 이미지를 표현한다는 것은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본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가상공간에서 실제적 자기이미지 추구가 가

상공간에 대한 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았다.

V. 결론 및 제언
인터넷 산업의 발전과 함께 아바타는 다양한 서비

스의 형태로 제공되게 되었고, 개인은 자연스럽게 아

바타에 자신의 이미지를 투영하고 있다. 개인의 사회

적 활동영역이 실제생활에서 가상생활로 확장되어짐

에 따라 가상공간에서 표현되는 개인의 모습과 실제

로 보여 지는 모습과의 관련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아바타에 투영하고자 하는 심리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아바타 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는 잠재적인 수요와

새로운 구매수요를 창출하고 있으며 여러 선행연

구50)에서 언급 했듯이 소비자와 아바타 사이의 상호

작용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지각하는 자신의 사회적인 이

미지와 온라인에서 아바타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이미지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들이 현실생활 및

가상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

러한 관련이 남녀 응답자에게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

지 알아보았다. 연구의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아바타 사용자의 사회적 자기이

미지와 아바타 이미지의 이상적, 실제적 이미지와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가상공간에서 사회적인 개인의

자기이미지가 어떤 유형의 아바타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사회

적 자기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아바타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이상적인 이미지의 추구에는 영향이 없었지

만 자신의 실제적인 이미지 추구에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김홍규와 이종윤51)의 연구 결과와 같은 것으

로, 아바타를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표현하는 사

람은 가상이 현실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지향

하는 정체성을 아바타라는 가상적 실체를 통해 다시

확인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다. 반면, 아바타를 자

신의 실제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는 사람은 현실세계

에서 자신의 사회적인 모습을 아바타를 통해 나타내

고자 했다.

둘째, 아바타 이미지를 통해 이상적 이미지를 추

구하는 것은 아바타 사용에 따른 실제생활과 가상공

간 몰입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다만 상대

적으로 아바타를 자신의 실제적 이미지와 일치시키

려는 사람일수록 아바타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생활

에 미치는 영향보다 가상공간에 대한 몰입을 더욱

경험할 것이다. 아바타 이미지의 실제적 이미지 추구

가 개인의 자기이미지와 개인의 행동 사이에서 매개

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아바

타가 사회적 자기이미지의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으

며 아바타 사용자들은 아바타를 통해 자신의 실제

모습을 더욱 추구할수록 현실생활이나 가상공간에

대한 몰입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는 유창조52)의 자기와 아바타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

서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 이상적인 이미지를 아바타

로 꾸미는 것이 가상공간에 대한 몰입을 보여 주며,

사회적인 이유에서 아바타를 구매하게 되면 실제 타

인과의 교류 폭이 넓어진다고 한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셋째, 성별의 차이에서 남자 여자 모두 사회적 자



사회적 자기이미지와 가상공간에서의 아바타 이미지

- 13 -

기이미지를 아바타를 통해 이상적으로 추구하기 보

다는 실제적 이미지로 추구하고 있었다. 이것은 가상

공간을 남자나 여자 모두 단순한 놀이적 공간 보다

는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으로 생각하

고 있기 때문일 것이며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를 통한

자신의 실제적 이미지 투영이 여성이나 남성 모두에

게 실제의 사회적 이미지와 관련을 가질 것으로 본

다. 아바타를 통한 이미지의 추구가 아바타 사용에

현실생활 및 가상공간에 대한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서는 아바타를 통해 이상적 이미지를 추구하는 경우

남녀 모두 현실생활과 가상공간에 대한 몰입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쳤다. 단, 남자의 경우 아바타의 이상

적 이미지 추구가 가상공간의 몰입에 더 높게 작용

하였다. 이는 남성들이 여성보다 비현실적인 게임이

나 오락을 통한 가상공간 아바타의 사용이 많다는

선행연구53)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 본다. 아바타를

실제적 이미지로 꾸미는 경우, 남자는 현실생활 및

가상공간에 대한 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반면

여자의 경우 영향을 미쳤다. 이것을 전체적인 맥락에

서 살펴보면 자신의 사회적 이미지를 높게 평가하는

여성일수록 아바타의 이미지와 실제적 자기이미지의

일치를 추구할 것이며 이를 통해 가상공간에 더욱

몰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마지막으로 아바타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현실생활과 가상공간에 대한 몰입을 측정함

으로써 아바타의 다양한 이미지 투영이 특정 행동과

관련성을 갖는지 확인해 보았다. 실제 개인의 사회적

자기이미지는 결국 실제적인 자신의 모습으로 아바

타를 꾸미는 것과 관련이 되며, 이것은 현실생활에

대한 활력소나 친구관계 형성 등으로 나타날 것이며

가상공간에 대한 몰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개인의 자기이미지

를 나타내는 변수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

는 개인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 아바타 이미지

를 사용하는 것을 사회적인 맥락에서 해석하고자 사

용자의 사회적 자기이미지를 선행변수로 살펴보았지

만 개인의 이미지를 설명하고자 한다면 사회적 자기

이미지는 한계가 있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는 아바타

사용에서 특정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에 따라 현실생

활과 가상공간의 몰입에 대한 영향 뿐 아니라 아바

타 사용에 따른 행동 변화와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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