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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어떤 요인들이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의 지속적 참여 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지속적 참여 의향 영향 가능 요인으로 커뮤니티 특성 차원에서는 신뢰, 호혜성 
및 인지된 보안성을 도출하였고, 이용자 차원에서는 명성 동기, 정보 동기, 즐거움 동기 및 자기감시성 요인을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도출하였다. 이들 요인들이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지속적 참여 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자기감시성이 조절 효과를 가지는지 역시 검증하였다. 온라인 육아 커
뮤니티에 현재 가입해 있는 20-40대 사이의 여성 응답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
며, 수집된 자료를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신뢰, 호혜성과 정보 동기가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지속적 참여 의향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감시성은 호혜성과 
지속적 참여 의향 관계에서 조절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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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looked at what factors lead to continuous participatory intention of online childrearing 
community. Trust, reciprocity and perceived security from the perspectives of community attributes and 
reputation motivation, information motivation, enjoyment motivation and self-monitoring from the users’ 
perspectives were conceived as determinants that might have influences on continuous participatory 
intention of online childrearing community. It were also empirically tested whether they affect 
continuous participatory intention of online childrearing community.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monitoring was examined, too. In order to collect data, online questionnaires were conducted to 
women whose ages were 20-49 years old and joined online childrearing community. Their responses 
were analyzed with a regression analysis. The findings showed that trust, reciprocity and information 
motivation have influences on continuous participatory intention of online childrearing community.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monitoring between reciprocity and continuous participatory intention was 
also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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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온라인 커뮤니티란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공동의 
경험, 관심사, 가치 등을 함께 서로 나누는 공동체적 모
임이다[1][2]. 온라인 커뮤니티(Online Community)
는 인터넷 초기부터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장 이전까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페
이스북 등 SNS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이후 이와는 대비
되게 서비스 이용자 수⦁이용 시간 및 관련 시장 규모 
등 여러 차원에서 SNS와 비교해 위상이 떨어지며 최근
까지도 SNS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실무적⦁학술적 측
면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멀어졌다. 그러나 많은 이
들이 지적하듯 이용자 수 및 시장 규모 등 비즈니스적 
측면에서 SNS가 여전히 중요한 현시점에도 온라인 커
뮤니티는 사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SNS와는 다르게 다
양한 주제 영역에서의 담론을 이끌어내는 공적인 성격
의 플랫폼으로서 역할 등 중요한 여러 역할들을 여전히 
굳건히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역할들은 지
속해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3-5].  

흔히 ‘맘카페’라 불리는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는 다양
한 주제와 목적을 가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들 가운데
서도 타 온라인 커뮤니티들에 비교하여 그 이용자 수나 
사회적 측면에서 영향력 혹은 중요성이 빠르게 증가하
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이다[5][6]. 일례로, 이용자 측
면에서 대표적인 육아 커뮤니티인 ‘맘스홀릭’의 경우 그 
가입자 수만 2021년 6월 기준으로 이미 300만 명을 
넘어섰다[7]. 

그러나 학술적인 차원에서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에 
관한 연구는 아직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매우 제한적
으로만 수행되어왔다. 현재까지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관련된 연구들은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에 나타난 다양
한 담론 주제나 담론 방식[8] 및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를 통한 구매 행위나 온라인 구전 과정을 연구[9][10] 
하거나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참여 행위가 오프라인 양
육 과정에 미치는 영향[11] 등을 고찰해왔다. 

또한, 몇몇 연구들[12][13]은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지속적 이용 행위나 참여 만족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참여
자들의 개인의 성격적(혹은 기질적) 특징과 인지된 커

뮤니티 특성 요소들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지속 참여 영향 요인들을 고찰해 본 연구들은 
아직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현재까지 육아 커뮤
니티 관련 연구들에 있어 개인 성격 특성으로 자기감시
성(Self-Monitoring)[14]과 커뮤니티 참여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한 선행 연구들은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자기감시성을 포함한 개인 성격 특징
과 커뮤니티 특성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면서 이들 요인
들이 어떻게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지속적 참여 정도와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선행 연구 논의 

1.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개념⦁특징과 관련 연구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개념 정의에 앞서 먼저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먼저 필요하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15]되어 왔는데 라인
골드(Rheingold)[16]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충분한 시
간과 인간적인 감정 등을 가지고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수행할 때 출현하는 사회적인 통합체로 정의하였으며 
하겔(Hagel)과 암스트롱(Armstrong)[17] 등은 참여자
들의 자생적인 콘텐츠를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과 콘
텐츠가 통합된, 컴퓨터를 매개로 형성된 공간이라고 정
의하였다. 물론 세부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냐는 학자마
다 차이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공동의 경험, 관심사, 가
치 등을 함께 서로 나누는 공동체적 모임[1][2]으로 이
해된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SNS와 일견 비슷해 보이기도 하
지만 그 성격에 있어 명확한 차이점 또한 존재하는데, 
그 차이점은 다음 [표 1]과 같이 요약되어 보여질 수 있
다[3][18]. 황주성[3]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가 [표 
1]에서 보듯 네트워크 구조와 행위에서 차이가 난다고 
설명하였는데, 여기서 말한 네트워크 구조란 관계를 형
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워크이자 그룹 형성 등과 
관련된 방식을 의미하며, 반면에 네트워크 행위란 네트
워크를 기반으로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과 집단 간의 
다양한 커뮤니니케이션 과정 등이 생성⦁축적⦁공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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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이라고 설명하였다. 

표 1.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차이점

황주성[3] 및 토마스(Thomas)[18] 등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 

이러한 온라인 커뮤니티는 다양한 주제 영역에 걸쳐 
형성되는데, 그중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는 일반적으로 
양육자들의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육아 관련 고민과 정
보 등을 공유하기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일종이다[5]. 
특히,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와 비교하여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는 다음과 같은 중요성을 지닌다. 우선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의 경우 일반적으로 타 온라인 커뮤니티
와 달리 재방문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온라인 커뮤
니티 중 하나이다[5]. 또한,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는 현
재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이슈 중 하나인 저
출산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많은 연관성을 지닌 온라
인 커뮤니티이기도 하다. 이는 여성의 사회진출 및 핵
가족화 등을 통해 젊은 어머니들은 과거와 달리 가족들
로부터 양육과 관련된 정보나 물리적 지원을 쉽게 받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자녀 양육 과정에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들이 관련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지지환경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11]. 

하지만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성이 드러나고 있
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술적인 수준에서의 온라
인 육아 커뮤니티에 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
다. 이혜정과 그의 동료들[8]은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에 
나타난 다양한 담론의 주제가 크게 양육 관련 정보와 
고민 공유, 새로운 공동체 형성, 그리고 일반 생활 정보 
공유 등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황지현
과 황춘섭[10]은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의 특성들로서 
‘실용/경제성’, ‘상호작용성’, ‘정보성’ 및 온라인 육아 커
뮤니티 충성도가 커뮤니티를 통한 유아복 구매 행위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또한, 김미혜와 김미진[11]은 온

라인 육아 커뮤니티가 참여자들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지 정도를 높임과 동시에 양육 효능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더불어 몇몇 연구[12][13]의 경우 온라인 육아 커뮤
니티 지속적 행위나 참여 만족도 등을 살펴보았는데 대
표적으로 이윤철과 박철[12]의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의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즐거움은 이용 만
족도를 매개로 지속 이용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자기감시성과 같은 참여자들의 개인의 성격적(혹
은 기질적) 특징과 참여자들에게 인지된 커뮤니티 특성 
요소들을 동시에 고려하며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지속 
참여 영향 요인들을 고찰해 본 연구들은 아직 거의 존
재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절에서의 선행 연
구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지속 참여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에 관한 선행 연구

2.1. 인지된 커뮤니티 특성 요소들
2.1.1 신뢰
신뢰의 개념에 대해선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

[19][20]. 나태준과 최순영[21]은 신뢰란 남의 의도나 
행위 등에 대하여 긍정적인 기대에 근거해 위험을 수용
하려는 태도로 정의했으며, 최병우와 그의 동료들[22]
은 자신에게는 피해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상대방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의 상태를 지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세부적인 차이는 존재함에도 신뢰는 한 사람이 상
대방 쪽 사람의 이익을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행동하리
라는 믿음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된다[19][20]. 

신뢰는 관계 차원에 따라 개인과 개인 간 신뢰, 개인
과 조직간 신뢰 및 조직과 조직 간의 신뢰 등 여러 유형
의 신뢰들로 나뉘기도 한다[20]. 이 중 본 연구에서는 
특히 개인과 개인 간의 신뢰, 즉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개인 멤버와 또 다른 개인 멤버(들)간의 신뢰에 주목한
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 신뢰란 한 온라인 커뮤니티
에서 한 이용자(멤버)가 다른 멤버들이 자신의 이익을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행동하는지에 대한 믿음 정도로 
정의될 수 있다. 

항목 온라인 커뮤니티 SNS

네트워크 
구조

관계의 중심 집단 중심 개인 중심
진입 및 출입 전체적 프로세스(엄격) 개인 판단
사회관계상의 

1차 목적 새로운 관계 형성 관계의 유지

네트워크 
행위

참가의 목적 관심사, 기여 및 수혜 기존 관계의 
유지 및 확대

정체성 익명성 기반 실명 기반

추구가치 집단에 대한 소속감 자유 및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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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온라인 커뮤니티 내의 개인 멤
버와 개인 멤버 간의 신뢰가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커
뮤니티 지속적 이용 혹은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23]. 대표적으로 짜이(Tsai)와 헝
(Hung)[24]의 연구는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서 신뢰
가 지속적 커뮤니티 이용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을 밝혔다. 마찬가지로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에 있어 
이용자들이 지각한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의 신뢰 정도
는 지속적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
며 이러한 가운데 본 연구는 이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2.1.2 호혜성
호혜성(Reciprocity)[25][26]이란 증여자가 준 만큼 

돌려받기를 원하고 역으로 수혜자는 받은 만큼 다시 돌
려주려는 도덕적 의무와 같은 심리가 반영된 교환행위
로 일반적으로 이해되며, 일종의 규범처럼 작동한다. 홍
석인과 그의 동료들[27]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호혜성
이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 특히 지식이나 정보 공유와 
같은 이용자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인
임을 주장하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환경은 익명성 기반
이기 때문에 다른 참여자들의 배경을 쉽게 파악하기 어
렵고 그만큼 타인의 의도나 나의 행동 등에 어떻게 반
응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
황 속에서도 많은 이들이 정보 공유와 같이 온라인 커
뮤니티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것은 자신들이 먼저 필
요한 정보 제공 등의 호의를 베풀면 향후 가까운 미래
에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로
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 즉 호혜성을 인지하
기 때문이다[27]. 

다수의 선행 연구들은 이용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의 호혜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
의 이용이나 참여도가 높아짐을 실증하였다. 실제로 덩
(Deng)과 위엔(Yuan)[23]의 연구에 따르면 브랜드 커
뮤니티의 호혜성 지각이 높아질수록 브랜드 커뮤니티
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에 있어 이
용자들이 지각한 호혜성의 정도가 지속적 참여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가운데 본 
연구는 이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2.2.3 인지된 보안성
인지된 보안성이란 네트워크상으로 연결된 데이터 

혹은 자원들이 파괴나 유출, 낭비나 오용될 수 있는 잠
재적 위험에 대해 이용자가 인지하는 정도로 개념화된
다[28][29]. 이러한 인지된 보안성은 다양한 인터넷 기
반 서비스의 지속적 이용 행위 관련 선행 연구들을 통
해 지속적 이용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입증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배재권[30]의 연구에 따르
면 인터넷 전문은행 지속적 이용에 있어 인지된 보안성
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일종으로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에 있어 이용자들의 인지된 보안성의 정
도가 지속적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
되며 이러한 가운데 본 연구는 이를 검증해보고자 한
다.

2.2. 육아 커뮤니티 이용자 차원 영향 요인들 
2.2.1 이용 동기
동기는 인간이 일정한 목표를 향해 일정한 행위를 하

도록 이끄는 근원이자 심리적 요인이다[31][32]. 라이
언(Ryan)과 디사이(Deci)[32]에 따르면 동기는 크게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로 구분되는 데 여기서 외재
적 동기란 행위를 하였을 때 얻게 되는 여러 보상이나 
혜택을 이유로 목적 지향적인 행위 등과 연관된 동기이
며, 반면에 내재적 동기는 이러한 보상 등이 없더라도 
행동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과 연관된 동기이다. 이러한 
내재적 혹은 외재적 동기들은 다양한 뉴미디어 서비스
의 지속적인 의향과 연관성이 있음을 선행 연구들은 지
속적으로 주장해왔다[33]. 

마찬가지로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일종으로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에 있어 이용자들의 동기들이 지속적 참
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는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와 관련해서 어떤 이용 동기들
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이들 동기들이 지속적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2.2.2 자기감시성(Self-Monitoring)
자기감시성이란 사회적 상황 혹은 대면적 관계 상황 

속에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상황 단서들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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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신의 행동 등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경향성으로 개
념화된다. 일반적으로 자기감시성이 높은 사람들의 경
우 자신의 행동 혹은 의견을 표시하기 전에 주위 상황
을 인식하고 이에 맞게 표현을 적절히 조절하고 조화를 
이루려 하지만 반대로 자기감시성이 낮은 사람들은 주
변 상황에 덜 민감하며 주변의 여건과는 상관없이 자신
의 신념 혹은 태도 등을 여과없이 드러내는 경향이 있
다[34-38]. 자기감시성은 SNS와 같은 미디어에서의 자
기 표현의 행위뿐 아니라 특정한 유형의 광고 메시지 
선호나 특정 유형의 제품 구매 등과 같은 소비행위와도 
연관성을 지닐 수 있다. 일례로, 난텔(Nantel)과 스타라
흘(Strahle)[40]은 자기감시성이 높은 소비자가 주변 
환경적인 요인들에 좀 더 많이 휘둘리기 때문에 낮은 
소비자에 비해 구매행동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을 발
견하기도 했다. 

또한, 오지현과 임소혜[37]가 지적하듯 자기감시성은 
커뮤니케이션 및 관계 형성 등의 상호관계에 기반한 다
양한 행위와 연관성을 가진다. 예를 들어, 폰사쿨바비치
(Pornsakulvanich)[41]의 연구는 자기감시성이 실제
로 페이스북과 같은 SNS의 과이용 정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는 멤버들 간의 
다양한 유형의 커뮤니케이션 및 관계 형성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므로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러한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행위는 이용자의 자
기감시성 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상정해 
볼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이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여러 선행 연구들을 근거로 자기감
시성이 지속적 참여 의향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 이외에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들과 개인적 차원의 이용동기
들이 지속적 참여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조절 
효과 또한 보이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린(Lin)[42]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감시성
은 웹포탈 이용 과정에서 웹 포털의 특성중 하나인 인
지된 용이성과 웹 포털 이용 태도 사이에서 조절 효과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의 
인지된 특성들과 이용 동기들이 지속적 참여 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감시성의 조절 효과를 상정

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III. 연구 문제와 연구 방법

연구 문제 설정 
본 연구는 앞서 서술된 선행 연구들에 대한 고찰을 

기반으로 다음의 [그림 1]의 연구 모델을 설정하였다. 
더불어 3개의 연구 문제들을 만들어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 연구 문제 1: 인지된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특성들
(신뢰, 호혜성, 인지된 보안성)은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지속적 참여 의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 문제 2: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이용 동기들은 
어떻게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지속적 참여 의향에 어떻
게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 문제 3: 자기감시성은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지
속적 참여 의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림 1. 연구 모델 

2. 자료수집 및 표본 특성 
본 연구에서는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연구 문제들을 

설정하였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2021년 
4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전문 온라인 리서치 회사를 
통한 온라인 설문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 
대상자는 육아 커뮤니티(맘카페) 현재 가입해있는  
20-40대 사이의 여성 응답자로 한정하였고, 최종적으
로 220개의 응답들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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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응답자 표본의 더욱 구체적인 인구 사회학적 
특성들은 다음 [표 2]와 같이 요약된다. 

3. 변인 측정 
3.1. 신뢰
박도형 [19] 및 짜이(Tsai)와 헝(Hung)[24] 등의 기

존 논문을 바탕으로 ‘내가 가입한 맘카페의 다른 이용
자들은 믿을 만하다’ 등 3개의 문항들을 개발하였다. 그
리고 설문 응답자들에게 이 질문을 7점 리커트 척도를 
통하여 대답하도록 하였다(Crobanch alpha = .923). 
그리고 이를 평균한 다음 그 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평균 = 3.75 , 표준편차 = 1.14)

3.2. 호혜성
덩(Deng)과 위엔(Yuan)[23] 등의 기존 논문을 바탕

으로 ‘맘카페에서 다른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
공하면 내가 필요할 때 나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
다’ 등 3개의 문항들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설문 응답자
들에게 이 질문을 7점 리커트 척도를 통하여 대답하도
록 하였다(Crobanch alpha = .914). 그리고 이를 평
균한 다음 그 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평균 = 4.87 , 표
준편차 = 1.14)

3.3. 인지된 보안성
배재권 등[28][30]의 기존 논문을 바탕으로 ‘내가 가

입한 맘카페에서 나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 등 3개의 문항들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설문 응답
자들에게 이 질문을 7점 리커트 척도를 통하여 대답하
도록 하였다(Crobanch alpha = .919). 그리고 이를 
평균한 다음 그 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평균 = 4.05 , 
표준편차 = 1.04)

3.4. 이용 동기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이용 동기는 다음과 같이 측정

하였다. 우선, 라이언(Ryan)과 디사이(Deci)[32], 김유
정[44] 및 노브(Nov)와 그의 동료들[45] 등의 기존 논
문을 바탕으로 ‘맘카페 활동을 통해 내 사회적인 명성
을 높일 수 있다’,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맘카페를 이
용한다’, ‘그냥 재미로 맘카페를 이용한다’ 등 총 9개 측
정을 위한 항목들을 개발하였고 응답자들에게 7점 리
커트 척도를 통해 대답하도록 하였다. 

이후 주성분 분석과 배리맥스(Varimax) 방법을 사용
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독립
적인 요인을 추출하기 위한 기준은 아이젠밸류가 1.0이
상, 요인 주적재치 .60이상, 부적재치 .40미만으로 설정
하였다[31]. 본 과정을 통해 [표 4]와 같이 <명성 동기> 
(평균 = 2.77, 표준편차 = 1.34), <정보 동기>(평균 = 
5.11, 표준편차 = 1.16) 등 2개의 외재적 동기 요인들
과 <재미 동기> (평균 = 3.87, 표준편차 = 1.46) 등 1개
의 내재적 동기, 총 3개의 동기 요인들이 추출되었다. 

표 4. 이용 동기 요인 분석결과

요인명 성분 신뢰도
1 2 3

명성동기1 .964
.970명성동기2 .972

명성동기3 .950
정보동기1 .942

.940정보동기2 .959
정보동기3 .929
재미동기1 .919

.932재미동기2 .959
재미동기3 .915

Eigenvalue 3.457 2.713 1.997
분산비율 38.411 30.142 22.191

3.5. 자기 감시성
스나이더(Snyder)[34] 및 양윤[23] 등의 기존 논문을 

구분 항목 응답수 비율
성별 여성 220 100%

연령
20-29세 28 12.7%
30-39세 95 43.2%
40-49세 97 44.1%

교육수준
고졸이하 21 9.5%
대학졸업 187 85.0%
대학원졸업 12 5.5%

가구 
수입

100만원 미만 4 1.8%
100~200만원 미만 16 7.3%
200~300만원 미만 36 16.4%
300~400만원 미만 40 18.2%
400~500만원 미만 33 15.0%
500~600만원 미만 38 17.3%
600~700만원 미만 19 8.6%
700만원~800만원 미만 17 7.7%
800만원 이상 17 7.7%

표 2. 본 연구 샘플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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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나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때나 모임에서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려고 노력한다’ 
등 3개의 문항들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설문 응답자들
에게 이 질문을 7점 리커트 척도를 통하여 대답하도록 
하였다(Crobanch alpha = .957). 그리고 이를 평균한 
다음 그 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평균 = 4.21, 표준편
차 = 1.05)

3.6. 지속적 참여 의향
아젠(Ajzen)과 피쉬베인(Fishbein)[43] 등의 기존 논

문을 바탕으로 ‘현재 가입한 맘카페에서 활동을 지속적
으로 할 생각이다’ 등 2개의 문항들을 개발하였다. 그리
고 설문 응답자들에게 이 질문을 7점 리커트 척도를 통
하여 대답하도록 하였다(Crobanch alpha = .957). 그
리고 이를 평균한 다음 그 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평
균 = 4.83, 표준편차 = 1.22)

IV. 연구결과

본 연구는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지속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
증하고자 했다. 본 목적을 위해 기존 연구들을 고찰하
면서 신뢰, 호혜성, 인지된 보안성, 명성 동기, 정보 동
기, 재미 동기 및 자기감시성이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지속 참여에 영향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위계
적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적인 차원에서 검증하고자 했
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신뢰, 호혜성, 인지된 보안성, 명
성 동기, 정보 동기, 재미 동기 및 자기감시성이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지속 참여 의향을 설명하는 데 있어 상
대적으로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를 파악 가능하게 
해준다[31]. 

특히, 본 연구는 다양한 변인들이 온라인 육아 커뮤
니티 지속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감시성
이 조절 효과를 가지는지 또한 검증하고자 했다. 

분석 과정에서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연령, 교육수준 
및 가구수입)은 통제 변인들로 설정되었으며 이러한 분
석 과정을 통해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문제 1>을 통해 본 연구는 신뢰, 호혜성, 

인지된 보안성 등 3개의 인지된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특성들이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지속적 참여 의향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신뢰(ß = .233, p <.001) 및 호혜성(ß = .172, p <.05)
은 지속참여 의향에 유의미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지된 보안성(ß = .015, p 
>.05)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2>를 통해 명성 동기, 정보 동기, 재미 동
기 등 3개 이용 동기들이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지속적 
참여 의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또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정보 동기(ß = .338, p <.001)만이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지속 참여 의향에 유의미하게 긍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명성 동기(ß = 
.088, p >.05) 및 재미 동기(ß = .076, p >.05) 등은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3>을 통해 자기감시성은 온라
인 육아 커뮤니티 지속적 참여 의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자기감시성은 지속적 참
여 의향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
다(ß = .049, p >.05). 

더불어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자기감시성이 온라
인 육아 커뮤니티의 인지된 특성들과 이용 동기들이 지
속적 참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조절 효과를 
보이는지를 검증하였다.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과
정으로 자기감시성과 다른 변인들 간의 평균 중심화된 
상호작용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에 
투입하였다([46] 참고). 상호작용 변인들을 포함하여 투
입된 모든 변인들의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0미만으로 확인되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47]. 이를 통한 분석 결과 자기
감시성은 호혜성과 지속적 참여 의향 관계에서 조절 효
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ß = .172, p <.05). 

더 자세한 전체 분석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이 나타
났다. 

더불어 호혜성과 지속적 참여 의향 관계에서 자기감
시성이 조절 효과를 어떻게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이 도식화하여 추가로 살펴보았다. [그림 
2]와 같이 자기감시성의 수준이 높은 경우 낮은 경우에 
비해 호혜성이 증가할수록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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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참가 의향 정도가 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 발견
되었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이용자 수 측면이나 사회적 영향력 측면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지
속적 참여 의향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
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관한 결과들이 의미하는 바
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기존 연구들[23][24]의 주장과 일치되게 인지
된 커뮤니티 특성들로서 신뢰는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지속적 참여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이용자가 커뮤니티에 참여한 다른 멤버들
이 자신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얼마나 의지할 만한 상
대인가를 높게 인지할수록 커뮤니티 참여도가 높아짐
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호혜성 역시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지속적 참여 의향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
행 연구들[25-27]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익명의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 육아 커뮤니
티 이용자들은 자신이 먼저 도움을 베풀면 나중에 필요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대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더 적극적으
로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외재적 이용 동기들로서 명성 동기, 정보 동기 
와 내재적 이용 동기 재미 동기 중 외재적 이용 동기로
서 정보 동기만이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지속 참여 의
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온라
인 육아 커뮤니티 참여는 그 참여 그 자체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정말로 나에게 꼭 필요한 육아 
정보들을 얻기를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용자들
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2. 조절 효과 결과

표 5.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변수
이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ß t ß t ß t ß t ß t ß t

연령 .060 .867 .044 .798 .043 .784 .062 1.183 .068 1.264 .087 1.623
교육수준 .014 .198 .037 .666 .035 .642 .006 .122 .004 .070 .010 .193
가구수입 -.187** -2.712** -.155** -2.798** -.156** -2.806** -.160** -3.080** -.157** -3.013** -.165** -3.168**

신뢰(A) .279*** 4.201*** .263*** 3.655*** .187* 2.505* .188* 2.510* .233** 3.046**

호혜성(B) .391*** 5.895*** .383*** 5.623*** .179* 2.279* .179* 2.268* .172* 2.125*

인지된 보안성(C) .038 .582 .031 .503 .030 .487 .015 .237
명성동기(D) .120* 2.029* .112 1.824 .088 1.389
정보동기(E) .341*** 4.977*** .338*** 4.892*** .338*** 4.752***

재미동기(F) .086 1.640 .080 1.491 .076 1.414
자기감시성(M) .029 .510 .049 .763
AXM .083 .954
BXM .172* .2.097*

CXM -.092 -1.471
DXM -.036 -.501
EXM -.136 -1.711
FXM .020 .360

수정 R2 .021 .378*** .376*** .454*** .452*** .461***

∆R2 .034 .358*** .001 .084*** .001 .024
note)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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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자기감시성은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지속적 참
가 의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호혜성과 
지속적 참가 의향 관계에서 조절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앞
서 기술된 연구[34-38]들의 주장과 같이 자기감시성이 
높을 경우 낮은 경우에 비해 사회적 상황 등을 보다 민
감하게 파악하고 반응하며 이에 맞게 자기 행동을 조절
하고자 한다. 이러한 가운데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이용자 중 자기감시성이 높은 이들은 낮은 이
들과 비교하여 하나의 사회적 단서로서 온라인 육아 커
뮤니티 내의 호혜성을 보다 민감하게 인지하게 되고 이
에 따른 혜택을 더 인식하면서 이에 따른 참여 의도가 
더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를 포함
한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 행위와 관련해
서 커뮤니티 특성들이외에 자기감시성과 같은 이용자
의 성격적 요소들이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즉, 온라인 커
뮤니티 관련 참여 행위 등을 더욱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선 이용자들의 다양한 성격 특성들을 좀 
더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가 어떤 한계점을 지녔고 향후 연구에서는 어
떠한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지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하
다. 우선, 수집된 자료의 대표성 측면에서 한계성을 지
닌다. 본 연구는 20대와 40대 여성 참여자만을 자료로 
수집한 만큼 여전히 대표성에서 한계가 있다. 향후 연
구는 더욱 대표성을 지닌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할 필요
가 있다. 

또한, 향후 연구는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참여 유형
을 글을 포스팅(Posting) 및 타인에 질문에 답변하는 
등 적극적인 형태로 참여하는 유형과 흔히 잠복자
(Lurker)라 불리는 글을 단순히 읽기만 하면서 참여하
는 유형 등으로 좀 더 세분화하여 이들 참여 유형에 따
른 영향 요인들에 있어 어떠한 차이점 등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 또한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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