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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사회는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자기표 과 정보

교환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의 정보교환의 활동 가운데 상업  일의 
불법  공유행 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 상 회에 따르면 
2003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발한 단속 건수 10만 건을 기 으로 할 때, 화 일 
불법 다운로드로 인해 총 3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처럼 불법다운
로드 시장의 확 로 인해 음반, 상 등의 련 산업의 손실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 불법  일공유로 인해 외 인 국가신인도가 낮아지고 있다. 이런 사회  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작권법이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여 히 불법 인 일공유가 
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수신자의 입장의 연구와 달리 법 인 처벌의 험을 감수하
고도 일을 지속 으로 공유하고자 하는 발신자의 동기 요인을 악하여 이를 제거 는 
약화시킴으로써 불법 인 상업 일의 공유를 방지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 다. 본 연구
는 발신자의 동기를 악하고 이것이 어떤 일공유에 어떤 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고
자 두 번의 실험을 실시하 다. 연구 1은 일 공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상으로 하여 
공유의 동기에 해 심층면 을 실시하여 발신자의 동기요인을 탐색하 다. 연구 1의 심층
면  결과로 밝 진 요인이 실제 일공유에 어떤 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고자 연구 
2에서 학생을 상으로 하여 조사하 다. 그 결과 법 험도의 인지수 에 따라 일공
유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법 험을 높게 인지하는 경우에는 
일공유에 따른 잠재  보상기 에 따라 달라지고, 법 험을 낮게 인지하는 경우에는 
친사회  행동, 공감, 자기표  요인이 일공유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상업  일의 불법 인 공유행 는 법 인 험의 지각정도에 따라 조 씩 

다른 원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처벌에 한 험성을 높게 느낄수록 공유가 감소하
고 있다. 따라서 높은 법 인 처벌의 험성을 주지시키고, 법 인 험을 낮게 인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작권에 한 고려 수 을 높여 일공유를 낮추도록 유도하며, 불법 인 
일공유 행 가 자기표 의 수단가 친사회  행동이 되지 못하는 불법 인 행동이라는 
것을 높게 인식하도록 해야만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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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다수의 은이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일상 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일을 서

로 주고받는 일공유(file sharing) 행
를 하고 있다. 컴퓨터 로그램 보호 원

회의 ‘국민의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과
반수 정도(48%)가 소 트웨어(software)
를 온라인이나 친구를 통해 얻는다고 답

했다(이원호 외, 2008). 이런 일 공유
는 메신 를 통한 실시간 교환이나 문 

P-to-P 사이트, 일반 커뮤니티 사이트( : 

블로그, 미니홈피)등의 방법으로 이루어
진다. 공유되는 일의 유형은 개인 문서
뿐만 아니라 사진, 노래, 화 등의 상업

 가치를 지닌 일에 이르기까지 다양

하며 디지털화 할 수 있는 모든 콘텐츠

가 공유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작권

을 포함한 상업  가치를 지닌 일의 공

유빈도가 높은 편이다(성연 , 김희정, 
2007).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개인 간 일공

유는 정보통신기술 발 의 기단계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자료를 공유하는 행

를 통해 익숙해져 있다. 한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 기술발 으로 유․무료의 경

로를 통한 일공유의 시장 규모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

료 공유가 더욱 용이해 졌다(최동욱 외, 

2008). 인터넷을 통한 일 공유는 소비

자로 하여  정상 인 차를 통해 구입

하는 경우에 비해 은 비용 는 비용

을 들이지 않고 구입할 수 있다는 이

으로 인해 불법 인 개인 간 공유가 이

루어지고 있다. 이 게 정당한 가를 지

불하지 않고 개인 간 상호작용으로 이루

어지는 일 공유 상은 기업에게 매우 

부정  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콘텐

츠 사업은 큰 향을 받고 있다. 정품의 

사용이 아닌 개인 간의 공유를 통한 불법 

복제 콘텐츠는 국내 문제뿐 아니라 국산 

콘텐츠의 해외진출 는 외 인 국가

이미지에 악 향을 미치고 있다. 상업  

일의 불법  공유로 련 산업이 피해

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일 공유는 P2P, 

웹하드, 카페와 동호회, 메신  등을 통

해 범 하게 불법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mp3 형식의 음악콘텐츠의 유

통(55.4%)이 가장 많고 상콘텐츠(30.2%), 

게임콘텐츠(5.2%)가 뒤를 이었다(최동욱 

외, 2008). 이와 련하여 컴퓨터 로그

램 보호 원회가 진행했던 국민의식 조

사 결과 10명  8명은 포털에서 콘텐츠

를 내려 받았다고 응답해 온라인 화․

음악․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의 작권 

침해가 심각한 수 으로 나타났다(최동욱 

외, 2008). 이와 같은 상업  일의 불법 

공유로 인해 음원 일의 작권자, 

로그램 개발자  음반 제작자의 수익 

기반을 악화시켜 련 산업의 온라인 유

통 시장 발 의 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Lantagne, 2004; Smith and Willi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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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한국 상 회에 따르면 2003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발한 단속 건

수 10만 건을 기 으로 할 때, 화 일 

불법 다운로드로 인해 총 300억 원의 손

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 다(이설 , 

2006). 한국 상 회의 온라인 검색 의 

모니터링 범 를 체 온라인 다운로드 

시장의 25%라고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체 피해액은 2003년 1천 200억 원으로 

추정된다(이설 , 2006). 한 화진흥

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다운

로드가 단속될 경우 2,816억 원의 추가 

시장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으며( 화진

흥 원회, 2005), 이를 근거로 하면 2005

년 다운로드로 인한 화시장의 손실액

은 총 2,816억 원이 된다(이설 , 2006).

한, 할리우드 화사들이 극장개

수입보다 비디오 등 생시장에서 더 많

은 수익을 거두는 것에 비하면 국내 2차 

시장은 오히려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다

고 할 수 있다. 이런 상물과 음악 일

의 공유가 증하게 된 것은 최근 용

량 콘텐츠의 업․다운로드가 쉬워지고 

일명을 암호화하고 있어 모니터링이

나 추 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윤 옥, 

2005). 

이처럼 상업  가치를 갖고 있는 

일의 불법  공유가 련 산업 분야의 수

익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부분의 국가

에서는 법  규제를 통해 상업 일의 

불법  공유를 법 으로 제제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과 작권자를 보호하

기 한 법  제제와 집행은 실제 미미

하다고 할 수 있다(Smith and Rupp, 2004). 

를 들면, 한국에서 최근 개정 작권

법이 발효되었으나 다수 네티즌들은 장

기 으로는 불법공유가 지 않을 것

(86.2%)이라는 의견을 보 으며 모니터

링  단속활동에 해서는 70%가 거부

감을 나타냈다.  소송기간이 길고 많

은 비용이 소요돼 억제효과의 실효성에 

한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약식으로 쉽게 

빨리 구제받을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

하다고 하 다(윤 옥, 2005).

이와 같은 개인 간 상업 일의 불법  

공유에 한 학계와 련 산업들의 심

과 걱정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재까

지 그 행 에 한 소수의 실증 연구가 이

루어졌을 뿐이다. 한 일 공유가 이루

어지는 계에서의 심리기 를 탐색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불법  일 

공유가 수신자의 에서는 가를 지

불하지 않고 상업 인 일을 무료로 소

유할 수 있다는 이 일공유의 주요한 

동기가 될 수 있으나 인 보상 

는 가를 지불받지 않고 일을 무상으

로 제공하는 발신자의 동기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업  

일의 공유 계에서  가 없이 

일을 송신하는 발신자의 에서의 

행  동기를 탐색하고 불법  일 공유

를 발생시키는 근원 인 요인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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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일공유는 온라인에서 발생한 불법  상

업 일 송  수신 행 를 의미하며, 

메신 , 메일,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 온

라인 클럽, 동호회 등 모든 온라인 채

을 통한 상업  가치를 지니고 있는 디

지털 콘텐츠, 를 들면 MP3, 화, 게

임, 소 트웨어 등의 공유를 포함한다.

Ⅱ. 이론  배경

1. 사회교환이론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

은 Homans(1961)가 ｢사회  행동: 기

형태(Social Behavior: Its Elementary 

Forms)｣라는 서를 통해 공식  이론

으로 제기되었는데, 공리주의 고 경제

학, 기능 의 인류학, 행동주의 심리학, 

갈등이론 등 여러 가지 이론들에서 그 사

상  기원을 찾을 수 있다(최성재, 1985). 

그 후 사회교환이론은 Homans(1961) 자

신, Blau(1964), Thibaut and Kelly(1959)

에 의해 체계화되었으며, 인간은 구나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보상(rewared)을 

극 화하고 비용(cost)을 극소화하여 가능

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을 선택

한다고 가정한다(박재홍, 1991, 재인용).

사회교환이론에 따르면, 사회  상호

작용이란 행 자간에 가치 있는 물질 , 

빗물질  보상을 주고받는 교환과정으

로 설명된다. 한 상호 계의 양 당사

자들은 보상이 계속되는 한 그 계를 

지속하지만, 반 로 교환 계에서 호혜

성의 규범(norm of reciprocity)이 깨지면 

상호 계는 단 된다(Blau, 1964; Thibaut 

and Kelly, 1959; Hendricks, 1995).

사회교환이론의 주요 개념으로는 보

상(rewards)과 자원(resources), 그리고 비

용(costs) 개념 등이 있는데(Boss et al., 

1993), 보상과 자원은 사회  계에서 

교환되는 이익(profit)을 의미한다. 보상

은 개인이 교환 계에 참여하여 다른 사

람과의 상호작용으로 경험하는 “기쁨, 

만족, 충족”으로 정의된다(Thibaut and 

Kelly, 1959). 보상은 행동의 정  강

화요인으로 작용하는데, 행 자가 어떤 

특정행동에 참여하는 확률을 증가시키

는 것은 모두 보상에 포함된다. 

자원은 행 자간의 행동을 통해 교환

되는 물질  는 상징 인 모든 상품(Foa 

and Foa, 1974)으로서, 개인이 상 방에

게 보상을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부

여하여 자원을 보유한 사람이 교환 계

에서 유리한 치에 서게 하며, 궁극 으

로는 그의 권력을 강화시킨다(Boss et al., 

1993, 재인용). 이러한 의미에서 자원 개

념은 권력자원(power resources) 는 교

환자원(exchange resources)으로 불리기

도 한다(최성재, 1985, 재인용).

비용은 개인이 교환 계에서 경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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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처벌이나 보상을 놓치는 것 등을 의

미하며, 투자비요, 직  비용, 기회비

용의 세 가지 유형을 들 수 있다(Blau, 

1964). 투자비용은 개인이 다른 사람들에

게 보상을  수 있는 기술을 획득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의미하고, 직

 비용은 실제 교환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자원을 말하며, 기회비용은 특정 교

환 계에 참여함으로 인해 다른 교환에

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을 놓치는 것을 말

한다.

따라서 사회교환이론 에 의하면 

인간 모두가 보상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간주하며 가상의 공간이나 물리  공간 

모두 공유 행 에 상응하는 도움 혹은 

보상에 한 기 를 제한다고 할 수 

있다(Borcherding and Filson, 2003). 이

러한 보상은 경제 이거나 물질 인 것

만이 아닌 존경, 사랑, 충성, 사회  인

정, 복종 등과 같이 심리 이거나 사회

인 보상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Johes, 1976; 철, 정병웅, 1999). 

2. 인 계이론

인 계(interpersonal orientation)라

는 개념은 1950년  이후 심리학의 연

구주제로 심을 받으면서 심리학자들의 

다양한 이론  근이 시도되었다. 개념

의 정의 한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되고 

있는데, Heider(1958)는 일반 으로 두 

사람 사이의 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

인이 타인에 해 생각하고, 느끼고 지

각하고 행동하는 심리  양식이라 하

고, Leary(1957)는 인 계의 행동 인 

측면을 강조하여 타인과의 명백하고 의

식 이며 윤리 이거나 상징 인 것과 

련된 행동이라 하 다.

인 계이론은 상징  상호주의, 형

태주의 인본주의, 행동주의 으로 분

류될 수 있다. 상징  상호주의 은 

인 계를 사회  소산으로보고 경험

이고 사회 인 자아에 을 두며 개

인과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

아가 형성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행태심

리학  에서는 인지각에 주목한 

Heider의 “형평성 이론(balance theory)”

이 표 이며 인본주의  에서는 

개인의 지각 차이가 인 계의 양상을 

결정짓는 다는 제하에 개개인이 인간

계의 사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 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인 계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소연희, 2004). 마지막으로 행동주의  

입장에서는 모방행동  사회학습이론을 

주장하는 Bandura, 면  인 계에 

을 두고 독자 인 교환이론을 제시한 

Homan의 이론이 가장 표 이다(김순

혜, 김정원, 2004). 

최근에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 으로 

자네트워크로 연결된 새로운 형태의 

가상 상호작용 공간이 형성되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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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커뮤니 이션 기술의 발 하여 다양

한 인 미디어의 등장을 가져왔으며 이

로 인해 인 커뮤니 이션 방법은 매우 

다양하게 변화하 다. 과거 면 면이나 

편지 혹은 화에 의존하던 인 커뮤니

이션이 이메일, 이동 화, SMS 등 다

양한 커뮤니 이션 채 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런 커뮤니 이션 기술 발

은 편리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보면 개

인에게 계 형성 혹은 유지를 한 시

간과 비용 약이라는 정  효과를 가

져왔다.

이러한 인 계 측면에서의 매개된 

커뮤니 이션과 련된 기존 연구들은 

두 가지의 상반된 시각을 가지고 근하

다. 한편에서는 인터넷 같은 새로운 기

술이 도입되어 계형성에 유용한 도구

로 사용된다면 계의 형성과 유지에 

정 인 향을 미치며 기존 계 역시 보

다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Well-

man and Gulia, 1999). 즉 가상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실세계의 계에 정

인 향을  수 있으며 매개된 커뮤

니 이션이 실세계의 상호작용을 보

완․충족 시켜나가는 방향으로 작용한

다고 보는 것이다. 를 들면 개인화의 

확산으로 차 사라져갔던 공동체(com-

munity)개념이 정보통신 기술의 발 으

로 가상 공동체(virtual community)라는 

새로운 형태도 수정․보완되고 있는 것

을 들 수 있다(Wellman, 2001).

Rice(1987)는 사회  상호작용을 

한 도구로 인터넷을 활용하 으며, 인터

넷 사용자가 증가할수록 인터넷을 통해 

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차 

높아진다고 주장하 다. Walther(1996)

는 CMC(Computer-Mediated Communi-

cation)를 통해서도 사회정보 교환이 가

능하며 인 계도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 으며 때로는 이 게 형

성된 계가 면 계보다 더 좋을 수

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

다른 한편에서는 인터넷과 같은 새로

운 미디어의 등장이 개인의 제한된 시간

을 차지하게 되어 과거보다 면 면 상호

작용에 소비하는 시간이 어들어 개인

의 인간 계는 과거보다 쇠퇴하게 될 것

이라는 주장도 제기 되었다(Turkle, 1996). 

이와 유사하게 Tonn et al.(2001)는 인터

넷과 같은 기술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인 계가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즉 기술사용이 반드시 인 계에 한 

시간을 잠식하는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

을 통한 인 계 유지가 면 에 

의한 것보다는 비효율 이라는 것이다.

Ⅲ. 연구 1

본 연구 1에서는 사회교환이론과 인

계이론에 기 하여 발신자의 불법  

일 공유 동기에 해 탐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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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일 발신 경험

자를 상으로 심층면 을 실시하 다. 

1. 상  방법

불법  일공유의 동기를 탐색하기 

해 정성  연구방법을 채택하 다. 정

성  연구방법은 ‘반드시 객 이어야 

한다’는 제약으로부터 탈피하여 사람들

과의 계 속에서 발생하는 의미를 찾아

내기 해 조사자의 주 을 극 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Sherry and Kozinets, 

2000). Calder(1977)는 정량  조사방법

은 일상 인 소비자의 행동패턴을 수치

화하는 기술 (descriptive) 근과 학문  

가설을 검증하기 한 과학 (scientific) 

근으로 구분하는 한편, 정성  방법은 

개념을 정의하고 증명하기 한 탐색  

근(exploratory), 임상 문가의 단에 

따른 임상 (clinical) 근, 사회학  경

험을 바탕으로 하는 상학 (phenome-

nological) 근방법으로 분류하 다. 해

석 (interpretive) 연구방법은 정성  연

구방법의 하나이며, 총체  시각과 정성

 자료의 사용, 귀납  분석, 상황에 의

존한 찰  해석 등의 특징을 갖고 있

다. 인터넷을 통하여 상업 일을 송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상으로 심층면

(in-depth interview)을 실시하 다. 응

답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알아보기 해 

심층면 을 실시하 으며, 이를 통해 응

답자들이 인터넷으로 통한 일 공유에 

한 동기 요인을 추출하 다. 면  기

간은 2008년 3월  10일간 진행되었으

며 면  시간은 각각 30분～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면  내용은 보이스 코더

(voice recorder)를 이용하여 녹취하 으

며, 녹취한 내용을 스크립트 형태로 

환하여 정성 자료화 하 다. 

응답자는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20․

30  학(원)생과 직장인 남성 13명으

로 학생 3명, 학원생 7명, 직장인 3

명으로 구성되었다. 실시 장소는 서울 소

재 학과 해당 직장에서 실시하 다. 

반구조화 면 법 방식을 사용하여 면

이 이루어지기  총 네 가지(‘ 일 공유

를 하게 된 동기 는 이유가 무엇입니

까?’, ‘어떤 일들을 송하며 구에

게 송합니까?’, ‘ 일을 송하는 행

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음악이

나 드라마, 고 등을 공유하기 해 얼

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까?’)

의 질문 유형을 개발하 다. 단답형 질

문을 피하도록 하 으며 구체 인 경험

을 서술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응답

자의 성격이나 분 기에 따라 다른 형태

이나 의미가 통하는 질문을 반복함으로

써 좀 더 상세한 응답을 이끌어 내도록 

하 다. 심층면 이 끝난 후 응답자들에

게 소정의 인센티 를 제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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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심층면  결과

범주 요인 인터뷰 내용

도움

성향
친사회  

성향

…인터넷상에 있는 많은 이용자 가운데 내가 군지 알려지지 않은 상

태라면 외롭다고 느껴지는데, 내가 일을 많이 공유할수록 다른 사람

들이 날 알게 되고 그 게 해서 계가 형성되고 그래요… (남, 29세)
…내가 필요한 로그램은 어디서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군가 

필요한 일을 내가 갖고 있고, 이것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유
계가 형성되는 거죠… (남, 29세)
…친구가 필요로 하는 일을 주었다. 그러면 내가 친구에게 도움을 주
는 거죠… (남, 29세)
…만약에 친구가 좋아하는 화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네이트온(NATE 
ON)을 통해서 친구한테 보내요, 비록 방법이 나쁘지만 공유를 통해 친
구와 문화 ․감정  교류가 생겨서 기분이 좋아져요… (남, 33세)

2. 결과

심층면  결과 응답자들은 화, 음

악, 사진 등 다양한 종류의 상업 일을 

공유하고 있으며 디지털화 가능한 제품/

서비스는 모두 공유의 상이 되고 있음

을 확인하 다. 응답자들은 일공유 행

가 다른 사람과의 유 계를 맺는 하

나의 교류의 수단으로 언 하 다. 한 

과거 자신이 필요하 던 일의 무료수

신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 듯이 자신

의 발신행 가 군가에게 도움을  수 

있고 자신이 처했던 어려움과 동일하게 

해결될 것을 언 하 다. 한편, 재 

일 발신을 통해 추후 자신이 필요한 

일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미래지향  보상 심리도 표

하 다. 한 일공유를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명성과 자아표 을 

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신이 많은 일을 발신하면 다른 이

용자들로부터 인정받게 된다는 사이버 

명성에 해 언 하 다. 공유행 를 통

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거나 자기표

도 할 수 있다고 응답하 다. 그러나 

일공유가 따른 법행 라는 것을 다소 

인지하고 있고, 단속  검에 한 거

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 동시에 법

인 책임에 한 두려움도 언 되었다. 

이와 같은 일 공유동기에 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다시 정리하면 친사회  성

향, 공감, 사이버 명성, 자아표 , 잠재  

보상에 기 , 작권에 한 고려사항 

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를 다시 세 가

지 요인으로 범주화하 다. 친사회  성향, 

공감, 잠재  보상기 는 도움성향 요인

으로, 명성, 자아표 은 자아표  요인으

로, 작권에 한 고려는 작권에 

한 고려 요인으로 범주화하 다(<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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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성향

공감

…과거 내경험을 통해 타인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어서 일을 공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남, 29세)
…불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 필요한 자료가 없을 때 어려움을 겪었

기에 “OOO있는 분 부탁 드려요”하면 공유하죠. 그런 경험을 해봤으니
까… (남, 29세)

잠재  

보상

기

…나도 도움을 받았고,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 하면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주니까… (남, 26세)
…나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에 공유하는 것이다… (남, 32세)
…기 심리, 이것이 제일 큰 것 같은데, 나 에 언젠가는 내가 한 공유

로 인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 감… (남, 29세)
…나도 공짜로 필요한 것 모두를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기 감에서 

갖고 있던 자료를 공유하게 된다… (남, 33세)
…보상받으려는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무의식 에 재 공유에 한 

언젠가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남, 29세)

자아

표

명성

…회원들 간 일공유를 하는 경우 아는 사람과도 하지만 모르는 사람

과도 하는데 내가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소문이 나면 회원들 사이에

서 제 치가 달라져요… (남, 29세)
… 일 공유를 통해 “down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와 같은 리 이 

많이 생기면 이용자 사이에서 우월해 지는 거죠… (남, 37세)

자아 

표

…내가 개설한 카페나 블로그에 일을 올려놓고 필요한 사람들이 회

원가입을 통해 받아가게 하는데, 회원가입자 수가 증가하면 기분이 좋
아져요… (남, 37세)
…내가 동호회에서 활동할 때 그 사람들한테 일을 주면 사람들이 

를 우월하다고 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일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평 이 좋아져요… (남, 29세)

작

권에 

한 

고려

작권에 

한 고려

… 일공유를 통해 불법 으로 화를 유통시키는 것이니까 다운하는 

수가 많을수록 내가 경찰한테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라 많이 다운

로드 하면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남, 35세)
… P-to-P단속이 많으니까, 단속에 걸려서 처벌을 받을 지도 모른다는 생
각도 들지요… (남, 31세)
…단속이 없을 때는 재보다 일공유를 많이 했었지만, 근래는 단속
이 강화돼서 잘 못하죠. 그냥 필요할 때만 하는 정도… (남, 29세)

3. 논의

본 연구에서는 일공유에 가장 요

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일 발신자 는 

제공자의 동기요인을 알아보았다. 심층

면 의 결과 도움성향, 보상기 , 법  

고려사항이 발신자로 하여  일 제공

을 유발하는 행동의 동기로 작용하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공유를 발생시키는 발신자의 동

기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이버 

공간상에서 발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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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수신자들이 자신을 추 하거

나 인정하는 경우 사이버상의 명성이 형

성되게 된다. 한 일공유를 통해 서

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을 수 있

으며 이러한 교환행 를 통해 만족감을 

느끼게 되며, 일 공유를 하는 것이 자

신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자신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 감을 갖는

다. 즉, 사이버 상에서 형성된 교환 계

를 기반으로 자신의 명성을 얻고자 하

며, 일 공유를 통해 필요한 것을 서로 

교환하거나 향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기 가치의 측면이 P- 

to-P를 통한 일 공유를 야기하고 있다. 

한, 자신의 일을 필요로 하는 사람

에게 제공해 으로써 자신이 상 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우월감과 자 심

을 갖게 된다. 한편, 사이버 공간에서의 

일 공유를 통해 다른 사람과의 유

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유 계를 형성

하고자 하는 경우 는 상 방이 어려움

을 알고 나서 공감 를 형성하고자 할 

때 상 방의 고통을 해소를 한 도움을 

주고자 일공유를 하게 된다. 즉, 우월

감  자신감, 타인과의 유 계 강화, 

공감을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가 사회 교

환 인 요인과 인 계 측면이 일공

유를 발생시키게 된다. 한편 일공유에 

따른 작권에 한 고려사항이 공유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자신의 

일공유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

에 한 법률  인지가 높을수록 일공

유의 의도와 행 의 감소성향의 응답을 

하고 있다.

Ⅳ. 연구 2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나타난 동

기 요인들이 일공유 의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발신자의 불

법 일공유의 동기로 발견된 도움성

향(친사회  성향, 공감, 잠재  보상기

), 자아표 (명성, 자아표 ), 작권

에 한 고려요인 등이 일공유 행 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1. 이론  배경

공유행 는 친사회  행동의 구체

인 행동결과로써 다양한 동기로 인한 사

회  교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공유

행 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자료 등을 타

인에게 달하는 행 를 말하는데 재

사회에서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개인 

간 직 인 공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사회  교환이란 교환의 상 방으

로부터 보상과 같은 혜택을 받았을 때 

추후 이에 합당한 보답을 해야 할 것이

라는 의무감을 갖게 하는 계라고 말하

고 있다(Blau,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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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소비자들은 불법복제  일 공

유를 하게 되는 것은 작권을 갖고 있

는 상품들의 가격이 높기 때문이며, 이로 

인한 자신들의 불법복제  일공유 행

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고 하 다(Kwong et al., 2003). Cordell 

et al.(1996)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불법

인 제품의 구매의도에 따라 자신의 합

법 인 제품 구매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한 일의 발신 동기에 한 환경

인 요인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공유되는 일은 기술에 의존

하여 인지  는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즉 원본 

일에 손상을 가하지 않으면서 동일한 가

치를 유지시키므로 발신자 는 제공자

의 에서 물리  손실(loss)을 발생하

지 않는다. 한, 웹 사이트의 이용용이

성, 속도, 검색기능(Liu and Arneet, 2000) 

등이 제공자의 일 송 시간과 노력을 

여 공유를 용이하게 하기도 한다(김효

근 외, 2000).

1.1 원격 존감(Telepresence)

가상환경에서 어떤 작업을 하거나 놀

이를 할 때 는 가상환경을 여행한다거

나 가상 객체와 상호작용할 때 가상공간

에 내가 있다는 느낌을 가지는 경우를 

존감(presence)이라고 한다. ‘ 존감’이라

는 단어는 하이데거의 ‘ 존재’ 개념에서 

착안한 것으로 가상공간을 실처럼 지

각하며 실제 존재하는 감각 인 개념을 

의미한다. 즉, 존감이란 미디어에 의

해 만들어진 환경 안에 자신이 존재한다

고 느끼는 주 인 인식을 말한다(Les-

siter et al., 2001; Lombard and Ditton, 

1997; Schubert et al., 2001). Minsky 

(1980)는 가상공간에서의 자극에 한 

감각기 의 반응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원격 존감(telepresence)’이라는 용어로 

재정의 하 다. 존감은 그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 활발히 연구되었고 새로

운 기술  환경에 용하여 ‘가상 존감

(Virtual Presence)’, ‘매개 존감(Mediated 

Presence)’ 등으로 정의하 다. 한 

존감은 매체사용자가 매체가 제공하는 

가상세계의 사물과 사건을 실의 것으로 

받아들여 그에 해 직 인 심리 ․

신체  반응을 보이는 상으로 정의하

다(김태용, 2000; Kim, 1996; Kim and 

Biocca, 1997). 최근 존감의 개념이 기

술  특성에 좌우되는 개념이 아니라 기

술에 의한 자극의 지각 는 지각하는 

과정을 다루는 심리학  개념이라는 주

장이 제기되면서 존감(Presence)이라는 

단일 개념으로 통합되고 있다. 

지각  실감은 심리학에서 주로 언

되는 몰입(Immersion)이라는 개념과 

하게 연 되어 있다. 몰입은 존감의 

제 조건으로 간주할 수 있다. Slater and 

Wilbur(1995)에 의하면 몰입의 정도가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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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존감을 더욱 높게 지각한다고 하

다. 한 존재감의 강도가 몰입의 

향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가상공간에서 수

행할 과제(Task)에 주의 집 하는 정도

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 다. 만약 과제 

수행에 한 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경우 가상공간을 실제 공간으로 지각하

여 존재감이 높아질 것이다. 

Fontaine(1992)은 존감을 어떤 것에 

해 집 (attention)을 할 때 발생하는 

상이라고 정의하 고, McGreevy(1992) 

역시 이와 비슷하게, 존감의 경험은 

연 성이 있는 연속된 자극물에 한 집

을 통해 발생된다고 하 다. 이러한 

에서, Witmer and Singer(1998)는 

존감은 의미 있는 연속된 가상 환경 자극

에 집 하는 결과로써 경험하게 된다고 

하 다. 즉, 이용자가 자극을 일으키는 가

상 환경에 더 집 하면 집 할수록, 

존감을 일으키는 가상환경에 더욱 여

하게 되는 것이다. 가상환경과 실제 환경

의 차이의 간극이 좁 질 것이다.

한 사회  존감(social presence)은 

커뮤니 이터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

성되는 심리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  하나이다. 사회  존감의 개념

은 Short, Williams, and Christie 등에 의

해 1976년 처음으로 소개되었는데 “커

뮤니 이션 상호작용에 있어 상 방에 

한 성(salience of the other)”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1.2 친사회  성향  이타성향

친사회  행동(Prosocial behavior)은 매

우 범 한 개념으로서 돕는 사람의 의

도나 동기와 상 없이 다른 사람을 돕거

나 도움을 주기 해 계획된 모든 행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이동원, 박옥희, 2003). 
공유행동(Sharing behavior)뿐만 아니라 
도움주기(helping), 기부(donation), 배려

(comforting), 조(cooperation)등의 수
행을 통해 타인에게 유익하며 사회 으

로는 정 인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모든 

행동을 친사회  행동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Mussen and Eisenerg, 1989). 친사
회  행동에는 순수하고 사심 없는 이타  

행동에서부터 자신의 이익 추구를 하

여 특정 목  하에 남을 돕는 행동까지도 
포함된다(이동원, 박옥희, 2003). 즉, 친

사회  행동은 돕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하나는 

보상을 제로 남을 돕는 조건  행동이

고 다른 하나는 보상을 기 하지 않은 

무조건  이타성향(altruism)을 가지고 있
는 행동이다. 따라서 모든 이타  행동

은 친사회  행동이지만 모든 친사회  

행동이 이타 인 것은 아니다. 
이타행동에 한 기 연구에서는 동

기와 상 없이 타인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친사회  행동, 순수한 동기로 돕는 행

동을 이타행동으로 분류했다(Batso, 1988). 

즉 이타  행동은 보수를 기 하지 않고 

순수하게 다른 사람을 자발 으로 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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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발생된 행동이다. 실제 이타성향은 

도와주기, 나눠주기, 기부, 배려, 조, 

로 등(e.g., Batson et al., 1981; Batson et 

al., 1983)의 행동으로 표 된다. 이타성향

은 그것이 유발되는 과정이나 동기에 있어

서 목 이 무엇이냐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도움행동에 한 Batson(1991)의 

이론에 의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이유는 반드시 순수하게 이타  동기에 

의한 것이 아니며, 타인들의 고통을 동시

에 느낄 때 그러한 고통이 유쾌하지 않

은 감정이므로 이를 해소하려고 하며 그

 안 방법으로서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움으로서 고통의 원천을 없애버릴 수 

있다고 했다(Cialdini et al., 1997). 도움 

행동자체가 자발 이고 의도 인 행동이

지만 도움이 되는 결과가 반드시 도움 

행동을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의

무감, 부채감, 타인의 기 에 한 동조, 

외  보상의 기 , 이타성향(altruism)등

과 같은 다양한 동기의 결과로서 수행될 

수 있다.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게 되면, 타인의 

고통을 감소시키기 한 이타 인 동기

가 생겨나게 되고 이를 해 도움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 공감-이타성향 가설

(empathy-altruism hypothesis)이다(Ba-

tson 1991; Hoffman, 1987). 이 이론에 의

하면 곤경에 있는 타인에 한 사람 입

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은 공감을 

낳고 이 공감은 다시 곤경에 있는 타인

의 심통을 이려는 이타성향 동기를 발

생시킨다. 즉 이타성향을 보임으로써 받

을 수 있는 보상이나, 이타성향을 보이

지 않음으로써 받게 될지 모르는 처벌과

는 련 없이 남을 돕기 한 마음을 갖

게 된다는 것이다. 순수하게 타인의 복

지를 한 이타 인 동기가 도움행동의 

근거로 작용하게 되므로 이 가설을 지지

하는 사람들은 상 방에 한 공감을 바

탕으로 하는 도움에 한 동기는 속성상 

이타 인 특성을 지닌다고 본다. 

반면 공감-이타성향 가설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이기 인 이유, 즉 자신의 고

통을 이기 해 이타성향을 보인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Comte, 1851; Bauman 

et al., 1981). 이기  동기를 옹호하는 사

람들은 공감은 이타  행동을 장려하지

만 이것은 상 에 한 심 때문이 아

니라 이타  행동에서 오는 자기 자신에 

이득 때문이라고 본다. 남을 도우려는 행

동은 꼭 순수한 동기에서만 일어나지 않

는다는 것이다. 물질 , 혹은 사회  비

난이 처벌을 회피하기 해서, 오 인 

각성상태에서 벗어나기 해서, 사회  

보상을 획득하기 해서 등 여러 가지 

원인에서 가능할 수 있다. 그 한 로 남

을 돕는 것은 돕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든다. Cialdini et al.(1987)은 그들이 

주창한 부정  감정 감소 모델(negative 

state relief model)에서 남을 돕는 것은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정 인 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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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오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좋게 하

기 해서 남을 돕는다고 주장하 다. 다

시 말하면 곤경에 처한 사람에 한 공감

은 자신의 기분을 하시키므로 이 하

된 기분을 감소시키기 해서 남을 도와

다는 것이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

고 고통을 느끼고 남을 돕는 사람의 공

감능력은 높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타

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른 사람의 고통, 슬픔, 는 그런 종

류의 다른 감정 반응을 리 체험하는 사

람은 타인의 욕구를 해소해 주려고 동기

화 된다는 가정에 의해서(Feshback, 1978; 

Hoffman, 1975), 감정이입은 친사회  행

동의 잠재  동기요인으로서 지속 인 

심을 받아왔다. 감정이입은 다른 사람

의 감정 상태를 수용하여 리 체험하는 

것으로서 이타주의에 가장 근 하는 개

념이며(Underwood and Moore, 1982a) 

인 계의 민감성과 사회  유능감에 

기여하는 요한 요소로 인식된다(Zhou 

et al., 2002).

따라서 발신자가 가상 존감을 높게 

인식하는 경우 친사회 인 성향이 높아

질 수 있으며, 친사회  성향이 높을수록 

다른 이를 돕고자 하는 이타성향이 잘 발

휘될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추론하 다.

H1: 가상 존감 정도가 높을수록 친사

회  성향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2: 친사회  성향이 높을수록 일공

유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1.3 공감(Empathy) 

공감에 한 정의는 서로 상 은 있으

나 각기 다른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되

고 있다. 먼 , 어떤 학자들은 공감을 타

인의 정서  상태를 지각하 을 때 나타

나는 리 인(vicarious) 정서반응으로 

보고 있다(Feshbach and Roe, 1968). 

Hoffman(1982)은 이러한 반응을 자신과

는 다른 상황에 처한 타인의 감정을 

리 경험하는 것으로 묘사하 다. 이와는 

달리, Coke et al.(1978)은 공감을 어려

움에 처한 타인에 한 걱정과 연민으로 

정의하 다. 를 들면, 고통이나 슬픔

에 처한 사람을 보고 걱정하며 근심을 

느끼는 경우가 이 반응을 보이는 경우이

야 Coke et al.의 정의는 Hoffman(1984)

의 동정  고통(sympathetic distress)과 유

사한 개념이다(Eisenberg, 1986, 재인용). 

공감에 한 개념이 이처럼 타인의 감정

에 한 리  경험과 동정심이란 두 요

소로 구분되고 있으나, 이 둘은 서로 분

리된 정서  경험이 아니며 상호 연 되어 

발생한다(Bryant, 1982). 이는 Mehrabian 

and Epstein(1972)이 내린 공감의 정의

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이들은 공감을 

타인의 상태에 해 정서 으로 동일한 

상태가 되는 것과 동정  반응이 합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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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하여, 공감의 정의에 동정심을 

포함시켰다.

공감에 한 기존 연구는 인지  요소

와 정서  요소에 해 주로 연구해 왔

다. 인지  요소란 공감  정서 는 공

감  행동을 이끌어내는 지 인 기제를 

의미한다. 인지  요소를 지칭하는 주요 

개념들에는 감정재인, 역할 혹은  취

하기, 상상하기 등이 있다. 이것은 일치

 공감, 언  공감, 반성  공감 등으

로 표 되기도 한다. 정서 인 요소란 다

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조건으로 인해 

공감하는 사람에게 발되는 정서  각

성 상태이다.

한 감정이입은 타인의 감정  상태

나 조건에 일치되어 일어나는 감정  반

응으로서(Eisenberg and Faber, 1998), 동

정(sympathy)이나 개인  고통(personal 

distress)  하나로 귀결된다(Eisenberg 

et al., 1991). 동정은 다른 사람의 부정  

감정 상태나 조건을 이해하는 데서 비롯

되는 타인 지향의 감정  반응이다. 그

것은 타인에 한 염려의 느낌이며 그의 

부정  감정을 완화시켜주려는 욕구의 느

낌이다(Zhou et al., 2002). 자신과 구별

된 다른 사람에 한 인지  감각이 수반

될 때 감정  각성은 그 타인을 한 동정

의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 개인  고통

은 타인의 고통과 련된 단서를 지각하

면서 불안이나 불쾌와 같은 부정  반응

이 나타나는 것이다(Batson, 1991; Zhou 

et al., 2002). 즉 개인  고통은 다른 사

람의 감정 상태나 조건을 이해할 때 자기 

자신에게 이 맞추어져 회피하려는 

감정  반응이다. 개인  고통을 경험하

는 사람은 그 상황으로부터의 탈출이 어

려울 때에만 어려움에 처한 타인을 도울 

것으로 기 된다. 

한, 인터넷을 따뜻하고 사교 이고 

활동 이라고 인식하는 이용자 일수록 인

터넷을 사회성, 편리성, 오락  욕구를 

충족시키기 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Papacharissi and Rubin, 2000). 

따라서 가상 존감은 공감에 정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고, 친사회  성

향이 강할수록 공감에 정 인 향을 

 것이라 상된다. 한 공감의 정도

가 높을수록 일공유를 하고자 하는 의

도가 강할 것으로 상되며, 다음과 같

은 가설을 도출하 다.

H3: 가상 존감 정도가 높을수록 공감

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4: 친사회 인 성향 수 이 높을수록 

공감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5: 공감 수 이 높을수록 일공유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1.4 잠재  보상기 (Potential Compen-

sation)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면 이웃,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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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낯모르는 사람과도 서로 도움을 주

고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 게 평상시

에 상부상조하는 행동을 하게 된 연유가 

있는데 하나가 사회  규범이다. 상호 호

혜(reciprocal)는 사회  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을 이해하는데 가장 주

된 명제로 본다(마은경, 김명숙, 2005). 즉 

인간 계란 서로 보상을 주고받는 호혜

인 계라고 본다. 호혜성 규범은 도움

을 주는 자와 받는 자간의 이익의 상호

교환을 규정한다. 양자 계에서 어느 한 

사람이 상 방에게 이타 인 일을 하면 

상 방은 이에 한 보답으로 그 사람을 

하여 기꺼이 이타  행동을 한다. 호혜

성의 규범은 이타  행동을 유발하는 강

력한 요인이다. 이것은 상호작용하는 상

방을 하여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

여하는 사회  계를 고취시키다. 인간

의 모든 사회행 가 보상의 교환행 로 

규정되는 것이며, 만약에 어느 일방이 받

기만 하고 주는 보상이 주는 것이 없을 

때는 사회 계는 단 되거나 소멸하게 

된다는 것이다(이동원, 박옥희, 2000).

호혜성 규범은 도움을 주는 자와 받는 

자간의 이익의 상호교환을 규정한다. Go-

uldner(1960)는 사람들이 최소한 다음 두 

가지 응보규범을 갖고 있다고 하 다: 

(1) 나를 도와  사람에게는 도움으로 

보답해야 한다. (2) 나를 도와  사람은 

해쳐서는 안 된다. 일상생활에서의 많은 

도움행동은 이 응보규범에 근거하여 이

루어진다. 친구나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한 보답으로 그들

에게 도움을 주게 되고, 한 자신이 어

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 때 그들이 도움

을  것이라는 기 를 하기 때문에 먼

 도움을 다(신응섭 외, 2005). 

본 연구에서 발신자가 먼  일을 받

은 경우에는, 이 혜택을 돌려주기 해

서 언제 간 일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일 제

공에 한 보상은 공유의 특정 수신자가 

아니어도 네트워크 혹은 커뮤니티에 속

한 다른 네티즌에게서도 을 수 있다

(Abell and Reyniers, 2000). 반면에 아직 

일을 받은 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무슨 기 가 있다면 먼  일

을 보내고 나 에 자기가 일을 필요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 일을 받을 수 있

다는 기 가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 하 다.

H6: 공감 수 이 높을수록 잠재  보상

기 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7: 잠재  보상기  수 이 높을수록 

일공유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1.5 명성(Reputation)과 자기표 (Self- 

Presentation)

명성의 사  의미는 신뢰가치성(tru-

stworthiness)의 개념과 매우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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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있다. 명성, 규모(size)는 상 의 

평 에 해 느끼는 소비자들의 인지정

도로 개념화되며 구매자가 매 기 에 

해 느끼는 ‘성실함’ 정도로 확장되어 

정의되기도 한다(문 주, 이종호, 2006). 

온라인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명성

은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의 평 과 유명

정도라고 할 수 있다(이국용, 2005). 온

라인 환경에서 명성과 련된 표  연

구로 McKnight et al.(2002)은 명성이 온

라인 구조에서 가장 요한 역할을 수행

하는 구성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온

라인 커뮤니티가 소속되어 있는 웹사이

트의 명성과 해당 커뮤니티의 유명도 등

이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참여와 이용자 

몰입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명성은 주변 사람들이 한 개인의 

한 성격과 성취의 결합에 한 지각된 반

응이다(Greenbery, 2003). Blau(1964)에 

따르면 개인이 사회  상호작용에 여

할 때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든 자신의 

상이나 남들에게서의 인정, 존경 등의 사

회  보상으로 나타날 것을 기 하는 성향

이 있다. 그리고 명성은 온라인에서 개인

이 높은 지 를 차지하거나 유지하게 하

는 요한 자산이다(Jones et al., 1997).

어떤 사람에게 한 사회집단에 일정한 

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요한 일이

다. 명성 진 이론(Reputation enhance-

ment theory)에 의하면 개인이 자기가 원

하는 이미지하고 사회  아이덴티티를 

신 하게 선택하고 이 이미지를 유지하

기 해서 많은 구체 인 해동을 택한다

(Emler, 1984). 따라서 명성에 한 욕구

가 강할수록 일공유를 통해 타인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 

극 으로 일공유를 하게 될 것으로 

상된다. 

자기표 (self-presentation)은 타인에

게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표 하는 행

(Leary, 1995)자기표  노력은 자신, 환

경 는 상황, 그리고 타인의 평가와 모

니터링뿐만 아니라 타인이 지각하게 될 

자신의 인상 는 느낌에 향을 미치는 

자기정보에 한 통제를 특징으로 한다

(Schlenker et al., 1996; Schlenker et al., 

1994). 즉 타인의 정  평가를 탐색하

고 의식 으로 타인의 비난을 기피하려

는 목표 지향  행동을 의미한다(Baume-

ister, 1982; Leary and Kowalski, 1990; 

Schlenker, 1980).

Goffman(1959)에 의하면 자기표 은 

매일 지속되는 상과 정보조 의 과정

이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태도와 궁극

으로는 행 에 향을 미치는 인상을 

리하고 통제하려 한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는가를 항상 염두

에 두고 자기표 을 조 한다. 박수아

(2006)는 블로그 운 자가 자기표 을 통

해 달하려는 인상과 방문자가 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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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상을 비교하여 방문자가 블로그 운

자에 해 갖는 인상이 운 자가 제시

한 자기표 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확

인하 다. ‘따뜻한’ 인상이 제시된 경우

에는 따뜻한 사람으로, ‘보수 인’ 인상

이 제시된 경우에는 보수 인 사람으로 

인식하 다. 그러므로 블로그 운 자는 

자신에 해 정 인 인상을 형성하고 

부정 인 인상형성을 피하는 방향으로 

자아표 을 하게 되는 것이다(박수아, 

2006).

자기표 은 자아정체성을 노출하는 것

이므로 공   사  자아의식의 측면에

서 논의할 수 있다(노기 , 2002; Hass, 

1984; Reno and Kenny, 1992). 공 자아

는 사회  측면을 강조하며 다른 사람들

의 을 고려하거나 사회  계와 연

계된 자기표 과 련된다. 따라서 공  

자아의식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교류를 진하고 사회  인정이나 

평 을 요시 하여 이를 자기표 에 반

한다(노기 , 2002; Hass, 1984). 한 

공  자아의식이 강하면 타인으로부터의 

평가를 의식하기 때문에 자기 심 인 

자아노출보다는 타인과 공감할 수 있는 

조직 , 집합 , 유 감형성을 유발할 수 

있는 자아노출을 시도한다. 이와는 달리 

사  자아정체성은 개인 심 인 자기

표 과 련되어 있다(Hass, 1984). 사  

자아의식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수용되고 있으

며 어떠한 인상을 주고 있는지에 해서

는 심이 없으며 주로 자신이 심을 갖

는 특정 주제에 해서만 행동한다(노기

, 2002). 그러므로 사  자아의식이 강

할수록 다른 사람을 의식한 자아노출보

다는 자신의 내  상태(개인  측면)에 

을 맞춰 자신의 정서나 사고를 요

시한다(Reno and Kenny, 1992).

인터넷에서 사람들은 타인을 돕는 과정

에서 자신이 가진 지식과 정보를 과시하

고, 가치와 신념을 표출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표 한다(박유진, 김재휘, 2005). 

따라서 온라인에서 상업  일을 송

하는 것이  발신자의 자기 표 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원

하는 사회  자아확립과 자아 이미지를 

구성하기 해서 어떤 구체 인 행동을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자기를 표 하

는 구체 인 행동이 명성을 상승시키는 

것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다.

H8: 가상 존감 정도가 높을수록 명성

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9: 가상 존감 정도가 높을수록 자기

표 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10: 명성 수 이 높을수록 자기표 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11: 명성 수 이 높을수록 일공유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12: 자기표  수 이 높을수록 일공

유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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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작권에 한 고려(Copy Right 

Consideration) 

고 주의 범죄학에 근거하고 있는 범

죄이론인 억제이론은 인간은 구나 쾌

락을 추구하는 잠정  범죄자이며 고통

을 회피하려 하나다고 보는 고 주의에 

근거하여, 범죄자의 속성보다는 처벌 여

부와 같은 외부  여건에 의해 범죄가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처벌이 없

거나 약하면 쾌락을 추구하려는 잠정  

범죄자는 범죄를 지를 것이며, 처벌이 

확실하게 작동하고 그것이 강하다면 고

통을 회피하려는 잠정  범죄자는 그것

을 하지 않는 다고 보는 것이다.

억제 이론가들은 공식기 에 의한 처

벌의 효과에 주목했는데, 처벌의 신속성, 

확실성, 그리고 엄격성을 심으로 검증

이 이루어졌다(Zimring and Hawkins, 1973; 

Gibbs, 1975). 즉 처벌이 범죄발생 즉시 

신속히(검거가 한 달 걸리기 보다는 하

루 혹은 이틀 만에) 이루어지고 처벌이 빠

짐없이 확실하게 작동되며,  그 처벌

이 엄격하게 이루어진다면 잠정  범죄

자는 범죄를 지르지 않을 것이지만 그

지 않을 경우 범죄는 쉽게 질러질 

것이라고 보았다. 

지역별로 체포검거율, 기소율, 형량이 

얼마나 다른가가 범죄율에 향을 미치

는가에 심을 갖고 확인한 결과, 처벌의 

확실성에 따라 지역별로 범죄율에 차이

를 보인다는 결과를 제시해 억제이론을 

지지하 다(Tittle, 1969; Logan, 1972).

처벌은 억제효과가 분명이 있는데, 그

것은 처벌이 사회와의 유 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라는 주장을 제

시했다. 즉 Williams and Hawkins(1986)

가 애착손실과 여손실 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듯이, 공식기 의 처벌을 받으면 

주  사람들을 잃게 되고, 직장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이 범죄를 억제

할 수 있듯이 처벌은 효과가 있다고 믿

었다. 그러한 주장들은 처벌의 억제효과

는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라 사회유 가 

어느 정도 강한 사람에게서 작동할 수 있

다는 연구결과로 지지를 받았다(Sherman 

and Smith, 1992). 사회유 가 이미 낮아 

잃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처벌이 무섭

지 않지만 사회유 가 강한 사람에게는 

범죄로 인한 처벌이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상반되게 처벌의 억제

효과는 사회유 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 유 가 낮은 사람에게서 더 

작동된다는 주장이 있다(Grasmick and 

Green, 1980). 억제이론은 범죄 설명의 

조건으로 잠정  범죄자를 가정하는데, 

사회유 가 강한 사람은 범죄를 지를 

가능성이 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처벌

이 있고 없고가 범죄를 설명하지는 못한

다는 것이다. 음주운 을 나쁘다고 생각

하고 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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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이 음주운  여부에 별 향을 

못 미친다. 그들은 늘 법규를 잘 수하

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시탐탐 음

주 운 을 하려는 사람에게 야간 음주 

단속이 있을 것이라는 정보는 음주 운  

여부를 결정하는 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즉 주 사람과의 계가 깨지고, 

퇴를 하거나 직업이 없는 애착 여가 

낮은 사람에게서 처벌의 효과는 더 작동

할 것이라 볼 수 있으며, 특별히 이러한 

주장들은 도덕  신념과 련하여 연구

되어 왔는데, 즉 처벌의 억제효과는 도

덕  신념이 낮은 잠정  범죄자에게 그 

향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

가 제시되고 있다(Pogarsky, 2002).

Gottfredson and Hirschi(1990)가 일반 

이론을 제시한 이래 개인성향으로서 ‘낮

은 자기 통제력’이 범죄의 원인으로 강

조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억제이론의 처

벌의 억제효과의 논의도 자기 통제력과 

연 되어 논의되기 시작했다.

고 주의에 기반을 둔 억제 이론에 따

르면 범죄는 합리 인 계산 하에 이루어

진다고 본다. 즉 처벌이 강하면 범죄는 

억제되지만, 그것이 약할 때는 범죄가 

쉽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 기 때문에 

Nagin and Pogarsky(2001)에 따르면 자

기 통제력이 낮은 사람들은 충동 이고, 

재 지향 이고, 자신의 순간만족을 지

연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이 작동하더라

도 그것이 범죄를 억제하지는 못한다고 

했다. 즉 자기 통제력이 낮은 충동  성

향의 사람들에게 처벌의 억제 효과는 미

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 의 변화에 의해 작권에 

한 문제가 기존의 유통방식과 다른 환

경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게 되었다. 즉, 

아날로그 기술 환경에서는 고정된 형체

에 작물이 부착되어 있어 큰 어려움 없

이 복사와 유통을 통제할 수 있었다. 그

러나 디지털 기술은 이 에 비교할 수 없

을 정도로 복사와 유통을 용이하게 하

을 뿐 아니라 무형으로 복사, 송을 가

능하게 했다는 에서 작권법의 용

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유의선, 2000).

한편 Biegel(2001)은 인터넷 는 사

이버스페이스를 법이 미치지 못하는 공

간으로 볼 수 없고, 실질 으로 상당한 수

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 다. 

작권법 분야에서는 통 인 작권

법의 원칙을 인터넷에 용하고자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제 로 디는 

경우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하 다

(Bigel, 2001).

이러한 작권에 한 김왕석 외(2005)

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미국에 

비해 작권법 소송 련 향이 게 받

는 상황이라고 주장하 다. 한국의 경우 

작권법 소송에 한 인식수 은 미국

과 비슷하 으나 허락받지 않은 음악

일 공유가 불법이라는 인식은 매우 낮았

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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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방안의 강화보다 인터넷 일공유 

이용자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인식

의 환이 필요하고, 일공유와 작권

법에 한 명확한 개념과 규정의 숙지가 

필요하다고 하 다(김왕석 외, 2005)

작권법 반 행 자의 처벌에 한 

인식에 한 우지숙 외(2008)의 연구에 

따르면 작권 침해로 신고 된 이용자들

은 작권법 자체에 한 불만이나 일

공유에 작권이 용되어서는 안 된다

는 생각은 별로 갖고 있지 않았고, 작

물 공유 행 가 잘못된 것이라는 도 

극 으로 시인하 다. 한 작권자

에게는 미안하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합의 을 청구하는 법무 리업체에 강

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작물을 이용하기 해 사용한 사

이트에 해서도 불만을 표했고 사이트

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

다. 특히, 앞으로 단속을 피해 작물을 

공유하겠다는 사람을 거의 없었고 공유

를 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유

하지 말라고 극 으로 알리겠다는 입

장이 많이 나타났다. 즉 우지숙 외(2008)

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강력한 법 인 제

제와 이를 통한 감시와 처벌이 개인들을 

규율에 복종하게 하는 강한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추후 작

물의 공유를 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강하

게 나타났다.

2. 연구모형

선행 연구가 거의 없는 가운에 연구 1

에서 정성  조사를 실시하여 발신자 

일 공유 동기 요인을 탐색하 다. 정성

 조사의 결과 도움성향(친사회  성

향, 공감, 잠재  보상기 ), 자아표 (명

성, 자아표 ), 작권에 한 고려요인 

등이 발신자의 일 공유 동기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 2에서는 도움성

향(친사회  성향, 공감, 잠재  보상기

), 자아표 (명성, 자아표 ), 작권

에 한 고려의 세 가지 요인이 어떻게 

온라인 일 공유 행 에 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그림 1] 참조).

3. 연구 방법

3.1 조사 상  자료수집

연구 1과 문헌조사를 통해 탐색된 동

기 요인들이 일 공유 의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하여 2008년 9월 설

문 조사를 실시하 다.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20, 30  학생  학원생 

총 220명이 질문지에 응답하 으며 응

답자의 평균 연령은 약 23세 다. 성별 

구성은 남자 52.7%, 여자 47.3% 다. 총 

회수된 220부의 질문지  상업  일

을 제공한 이 없는 응답자와 질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하 거나 응답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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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은 15부를 제외하고 205의 설문지를 분

석 자료로 사용하 다.

3.2 측정 방법

일 제공 경험이 없는 응답자를 제외

하기 해 과거 일 제공 경험 여부에 

해 ‘ ’ 는 ‘아니오’  선택하여 표

기하도록 유도하 다. 원격 존감에 

한 질문은 Claudia Mary Hendrix(1994)

의 항목을 수정한 3문항을, 공감을 측정

하기 해 Smith(2003)의 연구의 항목을 

변형하여 7문항으로 질문하 고, 잠재  

보상기 와 련한 질문은 Wasko and 

Faraj(2005)의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항목

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한 3문항을, 친

사회  성향은 Morgan and Miller(2002)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항목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한 10문항, 명성에 한 질문

은 Wasko and Faraj(2005) 연구에서 사

용한 측정항목을 하게 변형하여 3

문항을 사용하 고, 자아표 에 한 질

문은 Han et al.(2007) 연구에서 사용한 

항목을 수정․보완한 3문항, 작권에 

한 고려와 련된 질문은 Evangeline R. 

Danseco, Paul M. Kingery and Mark B. 

Coggeshall(1999)의 항목을 본 연구에 

합하게 변형하여 4개 항목으로 측정을 

하 고, 공유 의지는 Chiou et al.(2005)

연구에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에 합하

게 변형하여 사용하여 1문항으로 질문하

으며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인구통계 

특성에 한 질문 3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설문 문항은 리커트 7  척도를 사

용하여 측정하 다. 한 질문지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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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요인분석 결과 

항목 factor loadings Eigen value % of Variance Cronbach’s Alpha
원격 존감 1
원격 존감 2

.921

.921 1.698 84.892 .821

친사회  성향 1
친사회  성향 2
친사회  성향 3

.732

.719

.731
2.938 29.382 .678

명성 1
명성 2

.902

.818 2.156 71.874 .840

공감 1
공감 2
공감 3

.796

.809

.827
3.714 53.053 .841

잠재  보상기  1
잠재  보상기  2
잠재  보상기  3

.744

.928

.932
2.283 76.112 .907

자아표  1
자아표  2

.911

.937 2.408 80.266 .773

작권에 한 고려 1 .964 1.005 25.116

에게는 소정의 인센티 를 제공하 다. 

4 연구 결과

4.1 신뢰성  타당성 분석

요인분석을 통해 련된 변수들을 묶

어 각 요인 간 상호 독립  특성을 갖게 

하고 요인 내의 변수들의 공통성을 찾아 

그 속성을 악하고자 하 다. 주성분분

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 PCA) 

사용하 고, 아이겐 값(Eigenvalue)이 1.0 

이상인 요인들을 추출하여 분석 하 다. 

요인회 은 직교회 방식(Varimax)을 이

용하 다. 원격 존감, 친사회  성향, 자

아표 , 잠재  보상기 , 작권에 한 

고려사항에 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 다. 요인분석 결과 원격

존감, 잠재  보상기 , 자기표 은 삭제 

항목이 없고, 친사회  성향은 10개 항

목  7개 항목 삭제, 작권에 한 고

려사항 요인은 4개 항목  3개 항목이 삭

제되었다. 공감, 명성에 한 요인분석 

결과, 공감요인은 7개 항목  5개가 삭

제되었고, 명성 항목은 삭제된 항목 없

이 모두 사용되었다. 

한 본 연구에서는 타당성 분석을 실

시 한 후 나타난 요인들의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 다. 신뢰성을 측정하는 방법  

내 일 성(Internal Consistency)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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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법 험지각도가 높은 집단의 변수간 상 계 분석 

변수(n = 94) Mean
(SD)

Correlations
1 2 3 4 5 6 8

1. 원격 존감
2.963

(1.353) 1.000 

2. 친사회  성향
4.114

(1.015) .473** 1.000 

3. 공감 4.426
(1.220) .116 .208** 1.000 

4. 명성 2.621
(1.303) .128 .396** .089 1.000 

5. 자아표 2.273
(1.179) .261* .122 .442 -.068** 1.000 

6. 잠재  보상기
3.840

(1.241) .158 .358** .272** .386** .184** 1.000 

8. 일공유
3.93

(1.246) .100 .089 .203 .158 .251** .317** 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하여 신뢰성을 측정하 다. 일반 으로 

Cronbach’s ⍺계수가 .7을 넘으면 보통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보고(Numally 1978), 

체 항목을 하나의 척도로 간주하여 분

석 할 수 있다고 하 다. 본 연구의 신뢰

도 분석은 요인분석에 의해 타당성이 검

증된 항목만을 상으로 측정하 으며, 

신뢰도 분석 결과는 Cronbach’s ⍺가 0.7 

이상으로 높은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4.2 연구가설의 검증

본 연구는 상업  일 공유의지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모형의 평

가와 가설검증을 하여, 최근 많이 이

용되고 있는 AMOS 7.0을 사용하여 경로

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 다. 경로

분석은 특정 상에 향을 미치는가를 

밝히고자 할 때 주로 이용된다. 경로분석

을 실시하기  각 변수를 측정하기 

해 사용된 다수의 항목들의 평균값을 변

수로 사용 분석하 으며, 하나의 지표로 

묶어 분석하 다. 변수들의 평균, 표

편차, 상 계는 <표 3>에 보고되었다.

가설검증을 해 이용자들이 불법  

일공유에 따른 험의 지각수 에 따

라 risk high와 risk low의 경우로 나 어 

분석을 실시하 다. 이와 같이 집단분석

을 실시하는 경우 집단구분의 기 으로 

평균 는 간값을 이용한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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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법 험도가 높은 집단의 경로분석 결과

에서는 집단 간 비교를 통해 조 효과 

분석을 실시한 Sujan, Weitz, and Kumar 

(1994)의 연구에서 사용된 간값을 이

용하 다. risk high와 risk low를 나 는 

간값(Median)은 1 < M ≦ 5의 값은 

risk low이고 5 < M ≦ 7 값을 갖는 경우 

risk high로 구분하 다(M = 간값).

(1) 작권에 한 법  험 지각도

가 높은 집단

법  험지각도가 높은 집단의 경우 

제안된 모델의 체 인 합도 인덱스

(model fit)는 다음과 같다. Chi-square는 

22.491(df = 10; p < .013), goodness-of-fit 

index(GFI)는 .945, normed fit index(NFI)

는 .825, comparative fit index(CFI)는 

.876, RMSEA는 .116로 보고되었다. 경

로 분석결과([그림 2] 참고) 원격 존감

은 친사회  성향(β1 = .365, t = 5.176, 

p < .001)에 한 유의미한 정  향

을 미치고 있었으나, 일공유(β2 = -.079, 

t = -.624, p = .533)에는 부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향은 유

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H1은 지지되

었으나 H2는 기각되었다. 한 원격 존

감은 공감(β1 = -.069, t = -.709, p = .478)

에 부정 인 향을 나타냈으나 그 향

계는 유의미하지 못하여 H3은 기각되

었다. 그러나 친사회  성향은 공감(β2 

= .506, t = 4.014, p < .001)에 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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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변수간 직 효과, 간 효과  총 효과 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총 효과 간 효과 직 효과

일공유

원격 존감

친사회  성향

명성

공감

자아표

잠재  보상기

.047

.009

.137

.198

.197

.257

.047

.085

.082

.099
-
-

-
-.076
.055
.098
.197
.257

잠재  보상기

원격 존감

친사회  성향

명성

공감

자아표

.050

.167*

-
.386*

-

.050

.167*

-
-
-

 -
-
-

.386*

-
자아표

원격 존감

친사회  성향

명성

공감

.261*

-
.418*

-

.048
-
-
-

.213
-

.418*

-
공감

원격 존감

친사회  성향

명성

.128

.433*

-

.205*

-
-

-.076
.433*

-
명성

원격 존감

친사회  성향

.116
-

-
-

.116
-

친사회  성향

원격 존감 .473* - .473*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유의한 

계가 성립되어 H4은 지지 되었다. 한 

공감은 일공유(β3 = .088, t = .756, p 

= .450)에는 정 인 향 계가 나타

났지만, 이는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H5는 기각되었다. 그러

나 공감은 잠재  보상기 (β3 = .393, t 

= 4.039, p < .001)에 정의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H6은 지

지되었다. 잠재  보상기 는 일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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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6 = .266, t = 2.519, p < .05)에는 유의

미한 정  향을 미치고 있어, H7은 

지지되었다. 원격 존감 명성(β1 = .115, 

t = 1.124, p = .261)에는 정 인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H8

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자아표 (β1 = 

.185, t = 2.336, p < .05)에 해서는 유

의미한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 H9은 지지되었다. 한편 명성은 자

아표 (β4 = .364, t = 4.588, p < .001)에

는 유의미한 계의 정  향을 나타

냈으나, 일공유(β4 = .055, t = .558, p 

= .072)에 해서는 정  향을 보

지만 유의미 하지 못하 다. 따라서 H10

은 지지되었고, H11은 기각되었다. 한 

자아표 은 일공유(β5 = .204, t = .1.797, 

p = .072)에 해 유의미하지 못한 정

 향 계를 나타내어 H12는 기각 되

었다.

변수간의 직간 인 효과의 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표 4> 참고). 일공유에 해서는 모

든 변수가 직간 의 효과를 미치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  보상기 와 

련된 변수 가운데 친사회  성향(β = 

.167, p < .05)로 간 효과를 공감(β = 

.386, p < .05)로 직 효과를 보 다. 자

아표 은 원격 존감이(β = .261, p < 

.05)로 직   간 효과는 없었으나 총 

효과가 발생하 으며, 명성(β = .418, p 

< .05)로 직 효과를 보 다. 공감은 원

격 존감(β = .205, p < .05)로 간 효과

가 있었고 친사회  성향(β = .433, p < 

.05)로 직 효과가 있었다. 명성은 변수

간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친사회  성

향에 해 원격 존감(β = .473, p < .05) 

로 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작권에 한 법 험 지각도가 

낮은 집단

법 험 지각도가 낮은 경우, 제안된 

모델의 체 인 합도 인덱스(model 

fit)는 다음과 같다. Chi-square는 59.489 

(df = 10; p = .000), Goodness-of-fit in-

dex(GFI)는.899, Normed fit index(NFI)

는 .794, Comparative fit index(CFI)는 

.810, RMSEA는 .212로 보고되었다. 변

수들의 평균, 표 편차, 상 계는 <표 

5>에 보고되었다.

경로분석 결과([그림 3] 참고) 원격

존감은 친사회  성향(β1 = .429, t = 

5.958, p < .001)에 유의미한 정  

향을 미치고 있어 H1은 지지되었다. 한

편 친사회  성향은 일공유(β2 = .295, 

t = 2.377, p < .05)에 정 인 향

계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 계는 유의

미하게 나타나 H2는 지지되었다. 한 

원격 존감은 공감(β1 = -.232, t = -2.747, 

p < .01)에는 부(-)의 향을 보이고 있었

으며, 이는 유의미하여 H3는 지지되었다. 

친사회  성향은 공감(β2 = .718,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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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법 험 지각도가 낮은 집단의 변수간 상 분석 결과

변수(n = 111) Mean
(SD)

Correlations
1 2 3 4 5 6 7

1. 원격 존감
2.923

(1.316) 1.000 

2. 친사회  성향
3.941

(1.185) .494** 1.000 

3. 공감 4.183
(1.243) .392 .294** 1.000 

4. 명성 2.643
(1.111) .081** .539* .176 1.000 

5. 자아표 2.547
(1.331) .405** .205 .654 .105** 1.000 

6. 잠재  보상기
3.793

(1.248) .447** .652** .276** .406** .261** 1.000 

8. 일공유
4.40

(1.316) .401** .231 .227 -.021** .291** .200* 1.00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그림 3] 법 험도가 낮은 집단의 경로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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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4, p < .001)에 유의미한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어 H4는 지지되었다. 

한 공감은 일공유(β3 = -.249, t = 

-2.374, p < .05)에는 부정 인 향을 보

으며 이는 유의미하게 작용하고 있었

고, 잠재  보상기 (β3 = .407, t = 4.654, 

p < .001)에는 정 인 유의미한 향

을 미치고 있어 H5와 H6은 지지되었다. 

그러나 잠재  보상기 는 일공유(β6 

= .149, t = 1.632, p = 103)에는 정  

향 계를 보 으나 그 계는 유의하

지 못하여 H7은 기각되었다. 원격 존

감은 명성(β1 = .346, t = 4.465, p < .001)

과 자아표 (β1 = .174, t = 2.290, p < 

.05) 모두에 유의미한 정  향 계

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H8과 H9은 지

지되었다. 한 명성은 자아표 (β4 = 

.658, t = 7.636, p < .001)에는 유의미한 

정 인 향을 보여주어 H10은 지지

되었으나, 일공유(β4 = -.032, t = -.270, 

p = .787)에는 유의미 하지 못한 부정

인 향 계를 보여 H11은 기각되었다. 

자아표 은 일공유(β5 = .241, t = 2.311, 

p < .05)에 유의미한 정  향 계를 

보여 H12는 지지되었다.

변수간의 체  계를 직 , 간  효

과로 나 어 분석한 결과(<표 6> 참조), 

일공유 의지에 원격 존감(β = .215, 

p < .05)과 명성(β = .137, p < .05)으로 

간 효과만 보 으나, 자아표 (β = .234, 

p < .05)로 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잠재  보상기  변수에는 친사

회  성향(β = .236, p < .05)은 간 효

과를, 공감(β = .406, p < .05)은 직 효

과를 보 다. 자아표 에 해 원격 존

감은 직 효과(β = .175, p < .05)와 간

효과(β = .229, p < .05) 모두 발생하

으며, 명성(β = .585, p < .05)로 직 효

과를 보이고 있었다. 공감에 해 원격

존감은 직 효과(β = -.245, p < .05)

와 간 효과(β = .326, p < .05)로 직

효과와 간 효과가 있었으나 총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친사회  성

향(β = .661, p < .05)로 직 효과가 있

었다. 명성과 친사회  성향에 해서는 

원격 존감이 각각 β = .329(p < .05)와 

β = .494(p < .05)로 직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4.4 가설검증 결과

가설검증 결과 일공유 행동에 있어

서는 발신자가 작권에 한 고려에 따

라 그 원인 변수가 다르게 나타났다. 

작권에 한 법 험 지각도의 정도에 

따라 일공유에 향요인이 뚜렷하게 구

분되었다. 법 험을 높게 지각하는 경

우에는 일공유에 있어 잠재  보상기  

만이 유의미한 향을 보이고 있었으나, 

법 험에 한 지각수 이 낮은 경우

에는 잠재  보상기 요인은 일공유

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하 으나, 

친사회  성향, 공감과 자아표  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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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변수간 직 효과, 간 효과  총 효과 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총 효과 간 효과 직 효과

일공유

원격 존감

친사회  성향

명성

공감

자아표

잠재  보상기

.215*

.133

.159
-.188
.234*

.051

.215*

-.124
.137*

.021
-
-

-
.257
.023

-.209
.234*

.051
잠재  보상기

원격 존감

친사회  성향

명성

공감

자아표

.033

.268*

-
.406*

-

.033

.268*

-
-
-

-
-
-

.046*

-
자아표

원격 존감

친사회  성향

명성

공감

.405*

-
.585*

-

.229*

-
-
-

.175*

-
.585*

-
공감

원격 존감

친사회  성향

명성

.081

.661*

-

.326*

-
-

-.245*

.661*

-
명성

원격 존감

친사회  성향

.392*

-
-
-

.392*

-
친사회  성향

원격 존감 .494* - .494*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일공유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통해 일 

공유행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법

험에 한 지각수 에 따라 명확하게 

차이가 발생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즉 

높음 험지각을 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법 인 험에도 불구하고 일공유를 

함으로 인해 그에 합당한 보상이 기 되

는 경우에만 공유행 를 유발시키지만, 

낮은 법 험 지각 집단은 이타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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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친사회  성향, 타인의 아픔과 어려

움을 함께 하고자 하는 공감, 그리고 자

신을 표 하고자 하는 자아표 에 의해 

일공유를 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P2P를 통한 상업  일의 

불법 인 공유 행 에 한 발신자의 동

기를 악하여 불법 인 일 공유 행동

을 감소와 함께 련 산업의 발 과 국

가이미지 개선 그리고 작권에 한 건

강한 법  인식을 심어주고자 조사를 실

시하 다. 일반 으로 수신자의 경우 상

업  일의 다운로드를 통해 경제  이

익이 발생하지만, 발신자의 경우 불법

인 공유행 로 인한 법 인 처벌의 험

과 함께 경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음에

도 일공유 행 를 지속 으로 하는 원

인을 밝히고자 하 다. 본 연구목 에 

부합하는 선행 연구가 많이 없기 때문에 

탐색  연구로부터 출발하 다. 발신자

들의 일 동기 요소들을 찾아내고자 

일공유 행  시 발신 경험이 있는 사람

들을 상으로 심층 면 을 실시하 고, 

이들의 응답의 내용을 가지고 동기 요인

을 분석하 다. 다음으로 심층 면 을 

통해 나타난 일공유의 동기 요인을 기

반으로 하여, 연구 모형을 수립한 후 설

문조사를 통해 모형 검증을 실시하 다. 

재 상업  일의 불법 인 공유로 

인해, 련 산업 분야에서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마

터들은 소극 으로 법  응만 기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탐색  연

구를 통해 나타난 원격 존감, 친사회  

성향, 공감, 자아표 , 잠재  보상기 , 

명성, 법  험도에 한 고려 등의 요

인과 상업  일의 불법  공유 동기의 

계를 검증하 다. 기존의 연구들이 주

로 수요자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

던 것과 다르게, 발신자 측면의 연구들

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본 연구는 발신자가 상업  일

의 불법  공유행 에 해 제한 이나

마 발신자 측면에서 연구를 수행하 다

는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불법  

상업 일의 공유는 이용자들이 법  

험을 느끼고 수용하는 정도에 따라 차이

를 보 다. 상업  일의 불법  공유

행 에 있어 법 험도를 높게 지각한 

경우에는 잠재  보상기  요인만이 

일공유에 향을 미치고 다른 요인들은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법 험도를 높게 지각

하는 집단은 일 공유에 한 험성으

로 인해 보상이 기 되는 경우에만 국한

되어 공유를 하게 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즉 P2P와 P2P 사이트 등을 통한 

공유로 인한  는 여타 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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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되는 경우에만 일공유를 하게 되

는 것이다. 반 로, 법 험도를 낮게 지

각한 경우에는 상업  일 공유에 있어 

낮은 법 험 지각 집단은 이타  성향 

 친사회  성향, 타인의 아픔과 어려

움을 함께 하고자 하는 공감, 그리고 자

신을 표 하고자 하는 자아표 에 의해 

일공유를 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법 험도를 낮게 인지하는 경우

에는 상업  일의 불법 인 공유에 

한 험성이 공유 행 에 크게 작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

은 낮은 법 험인지로 인해 자신의 

일공유가 다른 사람을 돕는 친사회  행

동이라 생각하고, 타인의 어려움을 공감

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해

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한 남들

보다 많은 상업  일을 공유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 자신을 표 하는 수단으

로 인식하여 일공유 행 를 함에 있어 

법 험을 높게 인지하는 경우보다 

극 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법

험도를 낮게 인지하는 경우에도 

작권에 한 고려를 많이 하는 경우에는 

일공유 행 가 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작권에 한 인식이 자아표 의 

욕구보다 요하게 인지되면 일공유

의 행 가 낮아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개인 간 상업  가치를 갖고 있는 일

의 불법  공유 행동에 있어 험인지가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불법 인 공

유행 를 게 하게 된다. 이는 우지숙 외

008)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처

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일공유 행

를 단하거나 주변인들에게 알리겠다

는 결과와 일치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상업  일의 불법 인 공유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련 산업과 기업

들은 재와 같이 소극 인 법  응과 

자세로만 일 할 것이 아니라 본 연구결

과에서 나타났듯이 발신자의 일공유

에 한 동기를 감소시켜주기 한 방안

을 극 으로 시행하여 불법  공유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불법 인 상업  일 공유로 인

한 피해를 이는데 큰 향을 미칠 발신

자의 동기를 감소시키기 한 방안을 다

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상업  일의 불법  공유에 

한 법  험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시

켜야 한다. 우지숙 외(2008)의 연구에서

도 나타났듯이 사람들은 자신의 행 가 

처벌을 받는 것이 확실하다고 인지하게 

되면 불법 인 일공유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한 불법 인 일공유 행 를 

하게 되더라도 자신이 받게 될 처벌을 감

수할 수 있을 정도의 보상이 기 되는 경

우에만 공유를 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

은 태도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나타나

고 있다. 법 인 험을 높게 인지하는 경

우 일공유에 향을 미친 것은 잠재

인 보상의 기 수 에 따라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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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처벌의 가능성 보

다 보상이 낮다고 인식하면 일공유 행

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불법

인 공유행동에 한 높은 처벌로 인해 

상업  일의 불법 인 공유에 한 높

은 법 험성을 인지 시켜주어야 한다. 

둘째, 불법  일공유에 한 잠재  

보상에 한 기 를 낮추는 것이다. 

일공유에 따른 잠재  보상기 감으로 

인해 불법 인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법 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인지하면

서도 일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

러한 상은 재 자신의 일공유로 인

해 추후에 자신이 필요한 경우 다른 사

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일부

는 공유로 인한 인 혜택이 주어지

기 때문에 불법  행동을 하게 되는 것

이다. 따라서 일 공유행 는 불법 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행 가 추후에 어

떤 보상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

시켜야 한다. 즉, 상업  일의 불법  

공유에 한 보상이 없을 알리는 홍보를 

통해 발신 동기를 낮춰져야 한다. 

셋째, 상업  일의 불법  공유가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동시에 자신을 표

할 수 있는 행 가 아님을 인지시켜야 

한다. 불법 인 일공유의 요인으로 

일공유를 통해 타인의 어려움을 해결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친사회 인 행동

으로 인식하는 것과 함께, 타인의 어려

움을 같이 느끼는 공감이 형성되어 일 

공유를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타인의 어려움

을 공감하게 되어 도움을 주고가 일공

유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불법

인 상업  일의 공유로 인해 다른 사

람들이 고통을 받고 산업 반에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의 제고를 

통해 불법  일공유를 일 수 있다. 

넷째, 작권에 한 인식을 높여 주

는 것이다. 상업  일의 불법 인 공

유의 요인으로 작권에 한 고려수

에 따라 공유 행동이 향을 받고 있다. 

즉 상업  일의 불법  공유로 인해 

작권을 침해하게 되고 이것이 타인의 재

산을 침해한다는 인식을 제고시킴으로

써 일공유의 동기를 낮춰주어 불법

인 상업  일의 공유를 여  것이다. 

즉 작권에 한 고려수 이 높을수록 

타인의 재산에 한 침해라는 인식이 높

아지고 법 인 험성도 높게 인식하게 

되어 불법 인 공유 행 를 하지 않거나 

그 빈도가 매우 낮아지게 될 것이다. 따

라서 작권에 한 인식의 제고를 한 

고  거리 홍보 등을 통해 상업  

일의 불법  공유를 일 수 있다. 

이와 같이 상업  일의 불법 인 공

유행 는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불법

인 행 이며 이로 인해 법 인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인식시킴으로써 공유

를 낮출 수 있다. 한 상업  일의 불



44 박지혜․장효천․임 진 로벌경 연구

법 인 공유로 인해 어떤 경제  보상이

나 다른 형태의 보상이 존재하지 않고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고 등을 통

해 깊게 인식시켜야 한다. 잠재  보상

기 는 법 인 험도가 높은 경우에도 

일공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

문에 이를 낮춰 다면 불법 공유가 획기

으로 어들 것으로 상된다. 그리고 

자신의 상업  일의 불법  공유가 결

코 타인에게 도움을 주거나 친사회 인 

행동이 아님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즉 타인의 어려움을 공감하게 된다면 불

법 인 것이 아니 합법 인 방법으로 이

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친사회 인 행동이라는 것을 주지시켜

야 한다. 자신의 불법 공유 행 가 타인

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것을 인지

시키고, 이를 통해 작권에 한 인식

을 높여 타인의 창작물에 한 가치를 

높게 인식하여 불법  행 를 하지 않도

록 유도해야 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다수의 기존의 

연구들이 수신자의 측면에서 공유를 바

라본 것과 달리 발신자의 측면에서 살펴

으로써 법 인 험에도 불구하고 불

법 인 공유가 지속 으로 일어나는 원

인을 알 수 있었으며, 추후 상업  가치

를 갖고 있는 일의 불법 인 공유를 

낮출 수 있는 방향성을 조 이나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을 지니고 있다. 우선 인터넷 

공간에서 모든 상업  일 공유행 자 

체를 포함하 다. 그러므로 일 송

에 열 하는 사람과 일반 으로 주변 사

람에게만 공유하는 사람과의 동기의 차

이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하 다. 다음

으로 MP3, 화, 게임 등 상업  일의 

공유에 있어 10  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주로 20  학생을 

상으로 설문하 기 때문에 주 일공

유 집단인 10 의 일 공유에 한 동

기를 밝히지 못하 다. 따라서 향후 연구

에서는 일공유를 하는데 있어 열 하

는 집단과 단지 지인 간에만 공유하는 

집단으로 나 어, 각각의 집단별 동기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 일공유 주 

연령집단인 10 를 상으로 한 연구  

체 연령  별로 공유하는 일의 종류

와 각 연령 별 발신자의 동기를 비교하

여 각각의 집단별 동기유형에 합한 불

법 인 일공유 행  방지 책의 수립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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