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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디지털 아이템은 아바타, 아바타를 위한 악세사리, 디지털 벽지 또는 게임아이템와 같은 가상자산을 의미한
다.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아이템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해보는 데에 있다.  

이용과 충족이론을 근거로 이미지관리, 자기표현, 타인의식, 재미추구의 네 동기요인을 도입하고 사회적 일체감 및 플
로우 요인을 추가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통계적 분석결과, 일체감은 플로우와 구매의도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플로우도 구매의도의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과 충족이론을 토대로 하는 동
기요인도 일체감에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대와는 달리 플로우에는 별다른 유의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으로 본 연구결과의 학술적, 정책적 시사점도 함께 제시하였다.

주제어 : 디지털 아이템, 이용총족, 사회적 일체감, 플로우

Abstract  Digital items, considered as virtual assets, include avatars, accessories for the avatars, digital 
wallpapers, and game items, etc.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urchase 
of digital items. Factors, based upon Uses and Gratifications theory, including image making, self-expression, 
social awareness and fun-seeking, are introduced as salient variables for purchasing digital items. In addition, 
social identification and flow are also considered as key motivators. Statistical results indicates that social 
identification affects both flows and the intension to purchase digital items, and then flow next influences 
intension to purchase. It was also found that motives based upon Uses and Gratifications theory influences 
social identification, but have no impact on flow. As a conclusion, the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also discussed.  

Key Words : Digital item, Uses and Gratifications, social identification,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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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터넷을 통한 사회/경제 활동이 어린이부터 성인까

지 모든 연령층에 걸쳐 범  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인

터넷을 통해 개인이 추구하는 사회  욕구와, 경제  요

구를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욕구 

충족은 정보욕구, 구매욕구, 커뮤니 이션 욕구, 네트워

킹 욕구 등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일어나고 이러한 욕

구를 효율 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커뮤니티가 구성원의 

참여 동기와 연 감을 쉽게 형성한다. 커뮤니티는 공통

의 심사를 가진 개인들이 상호 소통하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소통의 장이 이루어지는 사

이버 공간이 인터넷 커뮤니티이다. 인터넷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는 이유는 시간,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어느 

정도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공간의 특수성에 기인하

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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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커뮤니티의 운 목 은 거래

(transaction), 심(interest), 상상(fantasy), 계

(relationship)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1]. 인터넷 커뮤니

티는 심 주제에 맞는 활동과 참여자들이 모여 상호작

용을 통해 계를 지속하게 된다. 기의 인터넷 커뮤니

티는 친목 심, 계와 교제 심의 커뮤니티가 주를 이

루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개인의 심사가 심이 되는 

심커뮤니티가 증가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다른 특징으로는 사회  향력의 증 로 볼 수 있다. 인

터넷 커뮤니티의 향력은 인터넷커뮤니티 공간내의 

향력으로 한정되지 않고 오 라인으로 확 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은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빠르

며, 은 비용으로 커뮤니티 운 이 가능하다는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  이슈에 한 심과 의견

의 표출 등이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활발하게 나

타나는 경향이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의의 “아이템” 개념은 게임 아

이템을 포함한 사이버머니(게임머니), 캐릭터, 아바타, 계

정 등을 포함한다. 일반 으로 아이템이란 용어는 온라

인 게임공간에서 사냥이나 쟁 등 게임을 하기 해 활

용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방패, 무기, 갑옷 등이 등장하면

서 일반화 되었다.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되는 아이템은 

게임에 따라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게이머의 아이

템 구매는 게임 수 을 높이기 한 도구이자, 게임안에

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부각시키기 한 장치이기도 하

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디지털 아이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일종의 가상자산(virtual asset)으로 

미니홈피나 가상 실, 온라인게임공간과 같은 인터넷 커

뮤니티에서 커뮤니 이션과 자기욕구 충족을 해 사용

자가 이용하는 새로운 미디어 요소로 정의할 수 있다. 이

러한 가상자산은 재산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디지털 아이템의 거래는 90년  후반 MMORPG

의 시작과 함께 태동하 으며, 2010년에 1조원 을 넘어

서는 시장으로 성장하 다. 게임백서(2010)에 따르면, 국

내 온라인 게임시장 규모는 3조7087억원으로 추산되며, 

이  아이템 거래 규모는 2006년 8307억원에서 

2010년 1조2566억원으로 늘어났다[3]. 최근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한 스마트폰 게임의 열풍으로 스마트폰 게임

과 련한 아이템 거래가 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

나 디지털 아이템의 구매모형에 한 연구는 아직까지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아이템의 

구매동기 요인을 분석하고 이 요인이 사회  일체감, 몰

입, 향후 이용의도 등에 미치는 향 정도를 분석해 보고

자 한다. 

2. 사회적 커뮤니티에서 디지털 아이템 

   구매요인에 관한 연구

디지털 아이템의 구매와 활용은 상품 본연의 가치보

다는 이미지 제고를 강조하며 계를 시하는 네티즌들

의 속성에 부합한다. 이미지라는  다른 사회  가치를 

창출하기 해 비용을 지불하는 정서가 바로 아바타를 

통해 구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아이템의 

구매동기요인이 사회  일체감과 몰입 등에 미치는 향

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일체감이란 한 개인이 소속된 집

단 는 친구처럼 느끼는 상과 운명을 함께 하고, 성공

이나 실패도 함께 경험하려는 심리  연결 정도를 나타

낸다. 즉, 개인이 소속되고 있다고 느끼는 집단에 한 연

결감의 정도로 본인을 평가하며 그 집단 자체의 특성을 

이용하여 자기 자신도 정의하려는 정도를 말한다[6]. 

상품이나 서비스가 갖는 특성은 기능 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 상품이 소비자에게 주는 상징  의미나 이미지

도 포함한다. 자신을 바라보는 이 있는 한, 그 이 

사이버 세계의 이든 는 오 라인의 이든 간에 

주  사람들에게 확실한 인상을 심어주고 싶어 하는 욕구

와 자신에 한 정  이미지를 나타내 보이고 싶어 하

는 욕구가 발생한다[10][16]. 디지털 아이템의 구매도 이

런 배경 하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디지털 아이템을 이용하여 본인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꾸미는 활동은 상당한 시간  노력과 감정의 투입을 요

한다. 소  로우 는 몰입의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

은데 이런 상은 미래에도 계속 으로 디지털 아이템의 

구매를 진시킬 가능성이 높다. 몰입 는 로우는 “최

 경험의 과정이다[11]”라고 간단히 정의될 수 있으며, 

이는 마치 운동선수들이 운동에 몰두하고 있을 때의 심

리  상태와 비슷하게 비유될 수 있다[23]. 이에 본 장에

서는 디지털 아이템의 구매동기요인, 사회  일체감, 몰

입  미래 아이템 구매 의도 간의 계를 설문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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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이용충족 접근법

이용충족 근법(Uses and Gratifications)은 커뮤니

이션 기술의 발 과 함께 발 해왔으며, 새로운 미디

어기술이 커뮤니 이션학문 분야에 진입할 때 연구자들

이 새로운 미디어 수용자들의 이용충족에 해 연구를 

진행해왔다[13][18]. 통 으로 TV에 한 이용충족 연

구에서는 미디어로부터의 만족이 그 미디어에 한 반

인 시청량에 향을 미치며, 한 그 반 로 시청량이 

만족에 향을 미친다고 한다[26].

이용충족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매스미디어가 사람들

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What do the media do to 

people?)라는 보다, “사람들이 미디어를 가지고 무엇

을 하느냐?”(What people do with the media?)는 에

서 연구를 하자는 주장을 한다[16]. 

기존 연구들이 내린 일반  결론은 특정 미디어와 

계된 만족이 그 미디어의 이용을 이끌며 커뮤니 이션 

미디어 선택과 이용은 수용자 목  지향 이며 능동  

행 라는 것이다. 즉 환경감시, 정보추구, 오락, 교제 등 

수용자의 심리  욕구를 만족시키기 해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리라 기 되는 커뮤니 이션 미디어를 이용

한다는 것이 선행연구들이 내린 결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12]. 이용충족 연구에서는 능동  시청자를 기본 

가정으로 삼았다. 이 기본 가정에 의하면 시청자들은 이

성 일 뿐만 아니라 목 을 가지고 미디어소비를 한다는 

것이다[8][17][21][26].

2.2 플로우 이론

로우는 “최  경험의 과정이다”라고 간단히 정의

[11]될 수 있으며, 이는 마치 운동선수들이 운동에 몰두

하고 있을 때의 심리  상태와 비슷하게 비유될 수 있다

[23]. 로우 개념은 1977년 Csikzentmihalyi에 의해 개발

되어 스포츠, 업무, 쇼핑, 게임, 취미, 컴퓨터사용 등 많은 

분야에 사용되었다. 이후 로우 개념은 인간과 컴퓨터

간의 상호작용을 묘사하는데 유용한 개념으로 주지되어 

왔으며[14], Novak과 Hoffman[23]은 하이퍼미디어 컴퓨

터 매개환경에서 인터넷 사용자의 네트웍 항해모형을 제

시하면서 로우 개념을 설명하 다.

2.3 사회적 일체감

사회 , 는 조직  일체감은 조직과 본인을 일체화

함으로써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을 통해 정의되며

[18], 일체감 의식을 통해 개인은 본인과 조직을 연계시

킨다. 개인은 조직의 성공과 실패를 마치 본인의 성공과 

실패로 여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체감은 조직구성원의 

심리  안정유지에 상당한 향을 미치는 요소로 인식되

고 있다[9][24]. Mael and Ashforth[20]가 제시한 조직과

의 일체감 을 가지고 Bhattacharya et. al는 일체감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 추가 인 연구를 수행한 바 있

다[7]. 

2.4 향후 이용의도

향후 이용의도는 고객 로열티를 정의하는 데 있어 핵

심 인 개념으로서 Oliver[25]는 로열티란 선호하는 제품

이나 서비스를 지속 으로 구매하게 만드는 해당 랜드

에 한 깊은 몰입으로 정의하 고, Newman & 

Werbel[22]는 고객 로열티를 특정 랜드만을 계속 구매

하고 그 랜드만을 고집하며 다른 랜드에 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러한 고객 로열티에 한 연구는 처음에는 행동론

 에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행동론  

과 태도론  을 포 으로 결합한 통합론  

이 선호되고 있다. 통합론  근법은 고객의 행동과 

태도의 두 가지 변수를 이용하여 고객 충성도를 이해하

는 데 가치 있는 도구로써 사용되고 있다.

3. 연구모형의 설정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을 요약하면 [그림 1]과 

같다. 먼  디지털 아이템의 구매동기를 4개 요인으로 구

분하고 이 4개 요인이 동기유발요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구매동기는 4개 요인으로 구성된 제 2 차 다차원 

변수(second-order multidimensional construct)인 것으

로 가정하며, 이 게 정의되는 구매동기는 사용자와 인

터넷 커뮤니티를 동일시하는 일체감과 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치며, 일체감은 다시 몰입과 앞으로의 디지털 

아이템의 구매의사를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가정한다. 

마지막으로, 몰입은 디지털 아이템 구매의사를 더욱 강

화시킬 것으로 가정한다.

각 가설의 이론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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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의 요약

우선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꾸미기 해 구입하는 디

지털 아이템의 구매동기는 인터넷 커뮤니티 자체의 활용 

동기요인과 유사하다. 박유진(2007)의 연구에 잘 나와 있

지만 디지털 아이템의 구매동기는 재미추구, 인상 리, 

자기표 , 실 월, 동조, 타인의식 등을 들 수 있다[2]. 

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인터넷이나 게임의 이용  충족

요인연구 결과를 감안하여 디지털 아이템의 구매동기를 

크게, 이미지 리(구매동기 1), 자기표 (구매동기 2), 

타인의식(구매동기 3), 재미추구(구매동기 4) 등 4개 요

인으로 축약하고 이들 요인이 한 세트의 동기유발요인으

로서 사회  일체감과 몰입 등에 미치는 향 정도를 살

펴보고자 한다. 동기유발요인은 제2차 다차원 변수인 것

으로 가정하고 다음 가설을 설정한다.

H1 : 인터넷 커뮤니티를 꾸미는데 활용되는 디지털 아

이템의 구매동기는 이미지 리, 자기표 , 타인의식, 

재미추구 등과 같은 구성요소들이 반 되는 2차  다

차원 변수로서, 이들 4개 구성요소는 각각 구매동기에 

정 인 방향으로 반 될 것이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꾸미기 해 디지털 아이템의 

구매동기는 결국 인터넷 커뮤니티를 개인 그 자체와 동

일시하는 생각으로부터 발생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만

남과 상호작용을 진시키기 해서는 자신의 꾸 이 우

선되는데 이는 곧 사회  일체감 는 인터넷 커뮤니티

와 본인의 일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4].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이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H2 : 인터넷 커뮤니티를 꾸미는데 활용되는 디지털 아

이템의 구매동기는 사용자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동일

시하는 일체감에 정 인 향을 미친다.

로우(flow)란 가치 있는 계를 유지하려는 지속

인 열망으로, 여기서 ‘가치 있는 계’란 그 계가 요

하게 고려될 수 있을 때만 로우가 존재한다는 의미이

고, ‘지속 인 열망’이란 로우를 경험한 상과의 계

를 무한하게 지속하고 유지하려는 의도와 일치한다[23]. 

로우는 일반 으로 자주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

람들은 별로 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에 잘 몰입되지 

않는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지니는 

로우를 경험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용자들은 로우를 제

공해 주는 아이템 활용꾸미기와 지속 이며 의도 인 

계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H3 : 인터넷 커뮤니티를 꾸미는데 활용되는 디지털 아

이템의 구매동기는 사용자를 인터넷 커뮤니티 꾸미기

에 몰입시키는 경험을 증 시킨다.

일체감이란, 한 개인이 소속된 집단 는 친구처럼 느

끼는 상과 운명을 함께 하고, 성공이나 실패도 함께 경

험하려는 심리  연결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 개인

이 느끼는 집단이나 개체에 한 연결감의 정도로서 자

신을 평가하려는 정도를 말한다. 

일체감이 강하면 이를 더욱 강화시키기 한 선순환

고리가 작동할 것이다. 특히 개인이 개인 인 자신 외에

도 본인이 속해있는 집단에 따라 다양한 개인성(self)를 

가질 수 있는 경우[27], 이를 강화하기 한 노력은 더욱 

시된다. 한 이러한 일체감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꾸

미는 과정을 더욱 흥미롭게 하고 몰입상태에 이르게 할 

것이다. 한 일체감과 몰입은 모두 앞으로의 디지털 아

이템의 구매의사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이를 가설로 

구축하면 다음과 같다.

H4 : 인터넷 커뮤니티와의 일체감은 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5 : 인터넷 커뮤니티와의 일체감은 앞으로의 디지털 

아이템의 구매의사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H6 : 몰입은 앞으로의 디지털 아이템의 구매의사를 더

욱 강화시킬 것이다.

4. 실증분석 및 가설의 검증

4.1 설문문항의 도출과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설정한 가설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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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설문 문항의 도출
구성개념 설문 항목 근거문헌

일체감

[id]

 - 인터넷 커뮤니티를 나의 분신처럼 여긴다.

 - 내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 칭찬이나 비방은 나에 한 칭찬이나 비방으로 

여겨진다.

Ashforth & Mael[6]

Luhtanen & rocker[19]

Bhattacharya et. al[7]

이용의도

[int]

 - 앞으로도 열심히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할 것이다.

 - 앞으로도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를 참고하면서 내 인터넷 커뮤니티를 쁘

게 꾸  것이다.

 - 앞으로도 아이템을 더 구입해서 내 커뮤니티를 개성 있게 꾸  것이다.

Anderson, Fornell and 

Lehmann[5]

Oliver[25]

몰입

[flow]

 -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할 때는 시간가는  모른다.

 -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할 때는 주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Novak & Hoffman[23]

구매동기1

[mot1]

 - 내 인터넷 커뮤니티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나에 해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하기 해

 - 나를 잘 아는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유지하기 해

박유진[2]

Crocker et al[10]

구매동기2

[mot2]

 - 실에서는 불가능한 모습을 꾸  수 있어서

 - 남과 다른 개성을 추구하기 해

구매동기3

[mot3]

 - 친구들과 아이템에 해 이야기하는 화에 동참하기 해

 - 친구들이 가진 아이템이 부러워서

 -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해

구매동기4

[mot4]

 - 나 자신의 만족을 해

 - 아이템을 가지고 꾸미면 기분 환이 되므로

 - 나 자신을 표 하는 것이 즐거워서

 

<표 2> 측정 모형

구성개념 측정변수
표 화

재치
t-값

복합

신뢰도

평균

분산

추출

일체감

[id]

id1 0.645 -
0.792 0.528 

id2 0.556 7.400

이용의도

[int]

int1 0.823 -

0.870 0.691 int2 0.911 21.197

int4 0.814 18.982

몰입

[flow]

flow1 0.803 -
0.754 0.492 

flow2 0.550 7.412

구매동기1

[mot1]

mot12 0.946 -
0.872 0.774 

mot11 0.838 13.728

구매동기2

[mot2]

mot24 0.850 -
0.698 0.540 

mot23 0.658 10.294

구매동기3

[mot3]

mot31 0.723 -

0.807 0.582 mot32 0.818 14.728

mot33 0.840 14.847

구매동기4

[mot4]

mot43 0.734 -

0.746 0.594 mot42 0.774 13.473

mot41 0.732 13.005

모형 합도: χ2=320.355, d.f=98, p<0.00, TLI=0.917, 

CFI=0.928, GFI=0.916,  RMSEA=0.044, RMR=0.054.     

*) p<0.001   -) 분석시 1로 고정

토 로 [그림 1]과 같이 아이템 구매동기, 일체감, 몰입, 

이용의도 등의 6가지 요인을 심으로 요인들 간의 인과

계를 설정하 다. 이러한 요인들을 측정하기 한 측

정변수의 설문항목과 이에 한 근거 문헌은 <표 1>과 

같다.

서울 소재의 사립 학에 재학 인 학생들을 상으

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남학생 154명, 여학생 

210명이 참여했다. 응답자의 하루 평균 커뮤니티 사용시

간은 30분 이상 1시간미만이 25.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어 10분 이상 30분미만이 22.4%, 10분미만이 

27.6%로 나타나 1시간미만의 사용자가 체의 80% 이상

을 차지하고 있었다. 만큼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

래도 하루 평균 사용시간이 2시간 이상 되는 사용자도 

10% 가까이 되고 있다. 

4.2 척도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설문문항에 한 타당성 검증을 하여 본 연구에서

는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2>

와 같다. 확인  요인분석은 LISREL이나 AMOS와 같은 

구조방정식모델을 이용하여 분석을 하는 것이 일반 이

다. 확인  요인분석을 통해 나타난 요인 재량은 모두 

0.5 이상, t값이 2.0 이상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측정모형의 지수가 χ2=320.355, d.f=98, 

p<0.00, TLI=0.917, CFI=0.928, GFI=0.916으로 합도 평

가지수는 기 을 만족하여 반 으로 수렴타당성이 확

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15]. 한 신뢰성 검증결과, 

구성개념에 한 개념신뢰도 한 모두 0.7을 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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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각 개념의 지표들이 단일요인에 의해 수용될 수 있

음을 보이고 있다.

구성

개념
상 계

id 0.528*

int 0.586 0.691* 

flow 0.598 0.586 0.492* 

mot1 0.392 0.266 0.252 0.774* 

mot2 0.245 0.433 0.296 0.448 0.540* 

mot3 0.349 0.175 0.247 0.302 0.334 0.582* 

mot4 0.415 0.430 0.333 0.420 0.630 0.427 0.594* 

 *) 구성개념에 한 평균분산추출값

<표 3> 상관관계 및 판별타당성 

4.3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연구가설의 검증

연구모형의 검증 결과는 <표 4>와 같은데, 우선 모형

의 합도 평가지수를 살펴보면, χ2=359.626, d.f=110, 

p<0.00, TLI=0.910, CFI=0.919, GFI=0.906, RMSEA= 

0.048, RMR=0.062 등으로 반 으로 합한 것으로 평

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는 연구가설의 검증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아

이템 구매동기에서 몰입으로 가는 경로계수만이 5% 유

의수 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모든 

가설과 련된 경로계수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참고로 H1은 아이템 구매동기가 모두 4개의 요

인이 반 된 2차 다차원 변수라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다. 

구매동기가 동기요인 1부터 4까지에 정(＋)의 방향으로 

반 함에 따라 유의수  5%에서 가설 1이 지지됨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인터넷 커뮤니티를 꾸미는데 활용되는 디

지털 아이템의 구매동기는 사용자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동일시하는 일체감에 정 인 향을 미치며, 사용자로 

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꾸미기에 몰입시키는 경험을 증

시킨다는 결론에 달할 수 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와의 일체감은 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치며, 몰입은 앞으로의 디지털 아이템의 구매

의사를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상할 수 있다. 그 지만 

디지털 아이템 구매동기가 몰입에 직 인 향을 미치

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 H6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는 어떤 원인변수가 결과변수에 직 으로 

향을 주는 효과인 직 효과만을 살펴보았다.

경  로

직 효과 간 효과

경로

계수
t값

경로

계수
t값

mot → mot1 0.569 -

mot → mot2 0.746* 8.256

mot → mot3 0.501* 6.505

mot → mot4 0.818* 8.046

mot → id 0.630* 6.242

id → flow 0.589* 3.807

mot → flow 0.046 0.388

id → int 0.549* 4.543

flow → int 0.237** 2.304

mot → int 0.444* 4.040

id → int 0.140* 1.021

mot → flow 0.317* 2.931

모형 합도: χ2=359.626, d.f=110, p<0.00, TLI=0.910, 

CFI=0.919, GFI=0.906, RMSEA=0.048, RMR=0.062

 -) 분석시 1로 고정(mot → mot1,2,3,4 는 결과는 형성지표를 

   나타냄)

 *) p<0.01, **) p<0.5

<표 4> 연구가설의 검증결과 

원인변수가 하나이상의 다른 변수들을 거쳐서 결과변

수에 향을 주는 효과인 간 효과에 해 살펴보면, 

<표 4>에서와 같이 분석 상이 되는 모든 간 효과가 

5% 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일체감의 

결정계수값은 39.6%, 몰입은 38.3%, 의도는 51.8%인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2] 가설검증  결과의 요약

5. 결 론

아바타와 같은 아이템, 는 게임의 벨을 올리기 

한 게임 아이템과 같이 인터넷에만 존재하는 디지털 아

이템에 한 구매와 보유는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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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의 새로운 소비행태로 산업  가치가 있는 규모로 

성장하 다. 디지털 아이템은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를 

상으로 한 SNS 기반의 가상 실 서비스, 인터넷 아이

템 문 개 사이트, 사용자제작 아이템 거래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확산되고 있다. 

아이템 거래  규모가 가장 큰 것이 게임 아이템이다. 

게임아이템 구입은 그 수요가 폭발 으로 늘어나 게임아

이템 문거래 개 사이트와 ‘작업장’까지 생겨났다. 작

업장을 통해 게임머니를 벌고 아이템을 수집해 이를 통

해 수익을 얻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그간 거래된 게임

아이템  알려진 바로는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일본도

가 1,000만원을 넘어서 거래되기도 했을 만큼 아이템거

래는 규모가 커졌다. 게임의 아이템거래나 거래는 

온라인 게임과 같은 디지털콘텐츠산업의 출 에 따라 부

가 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으로 다양한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템 거래는 사행

성 조장과 거래과정 상에서 사기, 공갈등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한다. 

채 사이트 `세이클럽`이 아바타 의상 매를 시작한 

이래 디지털 아이템 매는 커뮤니티 포털 서비스 업체

에게 매우 요한 비즈니스 모델로 등장하 다. 아바타

를 시한 디지털 아이템은 인터넷 커뮤니티의 치장에 

필요한 핵심 소모품이 되어버렸다. 아이템의 구매와 활

용은 상품 본연의 가치보다는 이미지 제고를 강조하며 

계를 시하는 네티즌들의 속성에 부합한다. 이미지라

는  다른 사회  가치를 창출하기 해 비용을 지불하

는 정서가 바로 아바타를 통해 구 되는 것이다. 

사회  커뮤니티에서 디지털아이템 구매동기는 재미

추구, 인상 리, 자기표 , 실 월, 동조, 타인의식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인터넷이나 게임의 이

용  충족요인연구 결과를 감안하여 디지털 아이템의 

구매동기를 크게, 이미지 리(구매동기 1), 자기표 (구

매동기 2), 타인의식(구매동기 3), 재미추구(구매동기 4) 

등 4개 요인으로 축약하고 이들 요인이 한 세트의 동기유

발요인으로서 사회  일체감과 몰입 등에 미치는 향 

정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증분석 상

이 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디지털 아이템 구매동기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용충족 근법, 로우 이론, 

사회  일체감 등을 사용하 다는 이다. 아직까지 디

지털 아이템의 구매모형에 한 실증연구가 미비한 실정

이기 때문에 본 연구가 지니는 가치는 지 않다고 여겨

진다. 둘째, 디지털 아이템의 구매모형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온라인 기업들이 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실무

으로 참조할 수 있는 유용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는 

변하는 시장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경쟁우  확보에 도

움이 될 것으로 단된다. 

이와 같은 시사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이템 거래의 주요 축인 온라인 게임 

공간에서의 아이템 구매 동기에 한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 으며, 주 응답 상이 학생 계층에 한정되어 구

매동기에 한 분석이 상 으로 특정 연령층을 상으

로만 이루어져 연구결과를 일반화 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둘째, 디지털 아이템의 산업  가치에 한 문헌

연구에 있어서 해외의 아이템 시장에 한 분석을 세부

으로 실시하지 못하 다. 향후 연구에서는 디지털 아

이템의 산업  가치에 한 연구가 가상 실 등으로 확

되어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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