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 recent years, social media that has emerged with the development of network technology has changed the channels

of information dissemination. The social Q&A community is a platform for knowledge-sharing activities in a question-

and-answer manner based on Web 2.0. In knowledge-sharing activities, valuable new knowledge continues to be

produced and will surely bring great benefits to individuals or businesses. In the social Q&A community, the user's

subjective factors play a crucial role in influencing the user's continued use and participation in knowledge-sharing

activities. In order for users to actively participate in knowledge-sharing activities in the community, it needs to grasp

their subjective ideas. This study explores the issue of sharing knowledge by users of the social Q&A community "Zhihu",

or how to drive community revitalization efforts from these. The three factors self-efficacy, self-development motivation,

and social comparison tendencies were derived, and identify their relationship with knowledge-sharing activities and

community-boosting efforts through empirical analysis. In addition, the influence of knowledge acquisition on knowledge

provision was investigated through sense of reciprocity. Implications of the study findings and the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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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터넷 시대가 열리기 전 사람들은 신문, 서적

등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교환해 왔다. 사람들은 이러한 채널에서 제공된

정보를 피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지만, 정보의 생

산, 확산 및 피드백에 대한 효과는 미미하였다. 그

러나 최근 모바일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나타난 소셜 미디어는 정보원을 극대화하고 정보

의 전파 경로를 바꾸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사

용자가 문자뿐만 아니라 그림, 소리, 동영상과 같

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다. 사용자

는 콘텐츠의 내용과 저자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사용자들 간의 사회적 관계도 형성되고 있다.

소셜 미디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시공간

의 경계를 허물게 하고, 언제 어디서나 상호 연결

되고 서로 통하게 해 준다. 소셜 미디어는 정보의

생산과 확산이 더 이상 개별적인 개인이나 기관에

제한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었다. 사람들은 자유롭

게 다른 개인이나 커뮤니티와 교류함에 따라 형성

되는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속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개인화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정보를 얻어 지식공유 활동을 하는 것은 사람들

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며,

소셜 미디어에는 많은 정보와 복잡하게 얽힌 사회

적 관계가 담겨 있어 정보 찾기에 매우 유리하다.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

하여 정보나 지식을 찾아내는 방식도 끊임없이 변

화하고 있다. 키워드 검색은 웹에서 정보를 찾는

주요한 수단이며, 검색 엔진의 품질과 정보에 따

라 수요자 자신이 키워드를 찾는 능력은 이러한

정보 검색 방식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자들은 종종 적절한 키워드 선

택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원하는 정보

욕구를 정확하게 요약하고 표현하지 못한다. 키워

드 검색 방식과 다르게 사회관계에 기초한 사회화

된 정보 검색은 사람의 검색 습관에 더 부합하여

키워드 검색의 난국을 잘 해결할 수 있다. 소셜 미

디어 기반의 사회관계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자들

은 서로 얼굴을 대면한 커뮤니케이션처럼 질문-답

변(Q&A) 방식으로 커뮤니티에서 정보나 지식을

탐색할 수 있다. 또한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용자

들은 자유롭게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

를 대답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집단의 지혜

를 충분히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함에 도움이 된다.

전통적인 Q&A 커뮤니티가 반드시 성공하는 것

은 아니다. Yahoo! Answers는 전통적 Q&A 서

비스를 최초로 제공하였으며, 현재 여전히 가장

큰 영문으로 운영되는 Q&A 플랫폼으로 남아 있

지만 최근 몇 년간 방문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중

국의 바이두(百度), 천애(天涯)문답 등의 커뮤니티

도 질문에 대한 답변 품질의 저하 문제 등의 어려

움을 겪었다.

소셜 Q&A 커뮤니티(예 : Quora, 즈후)는 Web

2.0에 기초한 질문-답변의 방식으로 지식공유 활동

이 운영되는 플랫폼이다. 이는 소셜 미디어의 장점

을포함하며조직과개인이정보나지식을얻는중요

한 방식들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전통적 Q&A

사이트(예 : Yahoo! Answers, 지식in, 바이두)와

달리 소셜 Q&A 커뮤니티는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보다 정보의 검색과 공유 활동을 사교 활동과 융합

시켜 원작 내용을 업데이트하게 하면서 많은 이용

자에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소셜 Q&A 커뮤니티들은 최

근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Q&A 커뮤니티는 크게 질문과 답변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질문자와 지식 기여

자의 역할이 나뉘어서 정보 기여자에 대한 파악이

쉽기 때문에 사용자의 지식 기여 동기에 대해 연

구할 수 있는 좋은 연구 대상 중 하나이다(김종해,

2009). 지금까지는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의 실제

지식 공유자가 아닌 지식공유의 경험이 있는 대학

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김종해, 2009;

김홍규, 2012; 정현석, 2011)이 많았다. 또한 인터

넷 커뮤니티 등 온라인 실행공동체에서 구성원들

의 지식공유가 활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참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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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의 지식공유에 투자하는 노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박경수, 오승원, 2014).

본 연구는 소셜 Q&A 커뮤니티인 '즈후'(知乎)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커뮤니티

내의 지식공유 활동 및 커뮤니티 활성화 노력에 미

치는 영향 관계를 구조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소셜

Q&A 커뮤니티는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어

활발한 지식공유 활동이 없다면 운영이 불가능하다

(Oh, 2012). 따라서 커뮤니티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

식공유 활동의 영향요인 등 작동원리를 분석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는 소셜 Q&A 커뮤니티에서의 지

식공유 활동을 지식획득과 지식제공으로 분류하고,

커뮤니티 활성화 노력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

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 즉, 지

식 획득, 지식제공, 그리고 이들 변수간에서 호혜성,

커뮤니티 활성화 노력의 구조적 관계를 소셜 Q&A

커뮤니티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고 각 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 배

경, 논문의 구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제2장은 이

론적 배경을 기술하고 연구 변수를 도출하였다.

제3장은 연구 모형을 설계하고 연구 가설을 제시

하였다. 제4장은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 연구방

법론과 수집된 자료 검정을 통하여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5장은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본 논

문의 시사점과 한계점을 기술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소셜 Q&A 커뮤니티

소셜 Q&A 커뮤니티는 사용자와 지식으로 구성

된 혼합 네트워크로서, 사용자는 주로 질문자와 응

답자를 포함하며 지식은 질문과 대답을 포함한다.

소셜 Q&A 커뮤니티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

으며 사용자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 형태로 글

을 남기면 또 다른 사용자가 그에 맞는 적절한 답변

을 해주는 형태로 운영된다.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

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질문과 대답에 관심을 가지

며 이러한 관심 관계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한

다. 질문자와 응답자가 커뮤니티에서 지식공유 활

동을 하는 행동은 각각 지식획득과 지식제공이다.

물론 사용자는 지식 획득자가 될 수 있으며 지식 제

공자도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소셜 Q&A 커뮤

니티는 온라인에서의 지식공유와 사용자간 커뮤니

케이션을 위한 하나의 플랫폼으로 여긴다. Ganzan

(2006)은 소셜 Q&A 커뮤니티에 대하여 간단히 질

문하고 대답할 수 있으며, 그리고 질문에 대한 의사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이라고 한 바 있다.

한편, 전통적 Q&A 커뮤니티인 지식in의 경우에

는 여러 형식의 질문들로 가득하여 누구나 쉽게

찾아 볼 수 있지만 소셜 Q&A 커뮤니티에서는 그

렇지 않다. 해답 찾기를 바다에 빠진 바늘 찾기로

비유할 수 있는데, 지식in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낼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나 만약 소셜 Q&A

커뮤니티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면 그 성

과는 지식in에서 보다 훨씬 클 것이다. 또한 지식

in에서 질문과 대답의 관계는 직접적이고 간단하

다. 커뮤니티에서 질문자는 정확한 답변을 구함에

중점을 두며, 질문자는 적절한 답변을 채택하면

이 문제에 관한 해결과 완성된 형태로 끝난다. 이

와 달리, 즈후 같은 소셜 Q&A 커뮤니티에서는 더

많은 상호작용을 돕고, 이러한 과정은 더욱 정확

하고 근거 있는 답을 제공한다. 사용자들은 자신

의 경험에서 질문자의 질문을 결합하여 다방면으

로 고증하여 신중한 답을 작성하며, 그 답은 매우

설득력 있고 과학적으로 근거 있게 제시된다. 문

제에 관한 모든 측면을 심층적으로 해석하면서 질

문자에게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도움을 줄 수 있

다. 결론적으로, 즈후와 같은 소셜 Q&A 커뮤니티

에서는 답변의 품질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답을 신

뢰할 만하다.

전통적인 Q&A 커뮤니티인 지식in과 소셜 Q&A

커뮤니티인 즈후에 대한 비교는 다음의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지식in에서의 회원들은 활동

을 통해 수집한 '내공'이라는 포인트에 따라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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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통적 Q&A 커뮤니티 소셜 Q&A 커뮤니티

대표적 예시 네이버 지식in(kin.naver.com) 즈후(www.zhihu.com)

접속 방식 회원가입/소셜 로그인 회원가입/소셜 로그인 (실명인증)

등급제 '내공' 기준으로 19개 등급
'YANZHI'의 수량에 따라 권리 부여

(예 : 투표 가중치)

답변 선별방법 질문자 채택/ 네티즌 채택(10개)
회원들의 평가

(받은 찬성의 수량으로 랭크됨)

답변 품질 보통 수준 전반적으로 높은 편

개인 저작권 명시는 되어 있으나 실제적인 보호가 잘 안됨
저작권 침해 신고 코너 운영 등
실제적으로 중요하게 취급됨

<표 1> 전통적 Q&A 커뮤니티와 소셜 Q&A 커뮤니티의 비교

이 주어진다. 반면에 즈후는 포인트 수량이 높아질

수록 높은 투표가중치와 같은 권리가 부여된다. 또

한 지식in에서는 어떠한 질문에 여러 개의 답이 올

라오면 한 개를 채택하는 반면에, 즈후에서는 질문

의 답들은 받은 찬성의 수량에 따라 랭크되어 나타

난다. 박혜수(2008)의 연구에 따르면, 네이버 지식

in에서 잘못된 답변 내용이 수정 또는 보완되지 않

은 채 채택되는 비율이 약 35%에 달할 정도로 질

문에 대한 답변 품질이 보장되지 못한다. 이와는 달

리 즈후에서는 답변을 작성해서 올릴 때 질문과 무

관한 답변, 실질적 착오, 기존 답변과의 중복 답변

등은 즈후가 보유한 심사 프로그램을 통과하지 못

해 올라오지 못한다. 즉, 즈후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부정확한 답변들은 실시간으로 식

별되어 삭제 처리가 된다. 따라서 즈후에서는 지식

in에 비해 전반적으로 답변의 품질이 높다. 한편,

답변의 저작권 보호 관련해서는 네이버 지식in의

경우 저작권 관련 설명을 찾기 어렵고 침해 신고

절차가 복잡한 반면, 즈후는 포털 사이트에 '저작권

서비스 센터', '저작권 침해 신고' 코너가 있어서

저작권 보호가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즈후는 소셜 Q&A 커뮤니티 중 하나이며 각 업

계의 사용자들을 연결시켰다. 사용자들은 서로의

지식과 경험과 견해를 공유하며, 중국어 인터넷을

위해 끊임없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즈

후의 창업자는 원래는 IT잡지 기자출신으로 기술

분야의 파워 블로거(Power Blogger)로 활동하다

가 2010년 8월에 즈후를 창업하였다. 2018년 7월

까지 즈후는 총 네 번의 투자를 받았고 투자 총액

은 약 1.8억 달러에 달하였다. 2018년 11월 기준

즈후의 가입회원은 1.2억 명이며 즈후 플랫폼에는

회원들이 등록한 3,000만개의 질문에 대해 1.3억

개의 답변이 게시되어 있는 정도로 매우 많은 중

국의 사용자들이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

2.2 지식공유 활동

지식의 개방성과 지식 분류의 복잡성 때문에 학

자들마다 지식공유에 대한 이해 역시 많이 다르다.

Nonaka and Takeuchi(1995)에 따르면, 지식공유

란 사람과 사람 간 상호과정임과 동시에 지식경영

의 한 요소이며, 조직 내에서 구성원 간에 지식을

전수 또는 교환하는 정도라고 하였다. Nelson and

Cooprider(1996)는 네트워크의 영향력에 대한 이

식이 높을수록 집단 간 공유지식이 증가한다고 하

였는데, 이러한 지식공유에 대한 설명은 네트워크

기반의 지식공유가 갖는 중요성을 나타낸다. 또한

지식공유는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

지식 저장 공간, 지식창고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통해 활발히 전개되고 적절한 지식을 탐색하고 획

득하여 활용할 기반이 된다(박상진, 박진완, 2017).

커뮤니티에서의 지식공유 활동은 <그림 1>과

같이 노나카의 SECI 모델(Nonaka and Takeukchi,

1995)을 통해 설명된다. 지식의 측면으로 보면 암

묵적 지식과 형식적 지식 간의 전환과정은 사회화,

표출화, 연결화, 내면화까지의 4가지 셀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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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식공유 활동

사회화는 도제식으로 장인으로부터 노하우를 배우는

것처럼 암묵지에서 암묵지로 지식이 전달되는 단

계이다. 표출화는 책이나 메뉴얼을 만드는 과정과

비슷해 암묵지에 있던 지식이 형식지로 전달되는

단계이다. 연결화는 형식지를 정리하고 편집하는

과정이고, 내면화는 정리된 형식지를 보고 습득해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암묵적 지식이

형식적 지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지식제공 행위

로 볼 수 있고, 형식적 지식이 암묵적 지식으로 전

환하는 과정은 지식획득 행위로 볼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의 지식공유 활동에 관한 선행연구

들은 대부분 지식공헌의 차원에서 지식공유를 지식

공헌으로 간주하여 연구하였다. 지식의 탐구 관점

에서 접근하는 연구들의 경우에도 지식공유를 지식

획득과 지식제공으로 나누어 진행한 연구는 상대적

으로 많지 않다. He and Wei(2009)는 지식기여와

지식탐색의 관점에서 지식관리시스템 사용자의 지

속 지식기여와 지속 지식탐색의 신념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가상 커뮤니티에서 사용자들의

지식탐색과 지식공헌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한 연구가 있다(Ma and Agarwal, 2007). 본

연구는 지식공유 활동을 지식획득, 지식제공으로

구분해서 소셜 Q&A 커뮤니티에서 지식공유 활동

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지식획득은 커뮤니티에서 지식

을 얻기 위한 검색활동, 질문제기 등 행위이고, 지

식제공은 자신의 경험, 노하우 혹은 전문지식을 댓

글 형식으로 제공하는 행위이다.

2.3 개인적 특성

2.3.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사회인지이론과 함께 등장한 개념

으로 Bandura(1997)는 자기효능감을 구체적인 상

황에서 성공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

라고 정의하였다. 김유경, 구승회(2011)는 자기효능

감을 행동자가 문제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하는 정도,

인내심을 가져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의

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 평가의 형태라고 하

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식공유 행동의 선행요인으로서 자기효능감은 지

식공유 행동과 긍정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규, 이건창(2015)은 자기효능감을 지

식제공에 대한 자신의 실력과 능력에 대한 자기 평

가 및 확신 정도로 정의하였고, 기업의 지식공유 상

황과 유사한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을 대상으로 개

인의 감정요인인 자기효능감과 지식의 기여의도/활

용의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고윤정 등

(2014)의 연구에서는자기효능감은지식 커뮤니티를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으로 지식공유 행

위와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을 지식공유 활동에 대한 중요한 영향요

인으로 보고, 개인의 특정한 과업 수행에서의 자신

의 능력에 대한 믿음 또는 자신감으로 정의하였다.

2.3.2 자기계발 동기

London and Smither(1999)는 자기결정성 이론

에 근거하여 자기계발 동기를 설명하였다. 자기결

정성 이론은 개인의 행동을 유발하는 힘의 근원이

내부에 존재하느냐 외부에 존재하느냐에 따라 내

적 동기와 외적 동기로 구분하였다. 자기계발 동

기는 배우는 것 자체에 대한 즐거움을 느껴 학습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동기로서 자기 결정적일수

록 즉 자기계발 동기가 내재적일수록 스스로 계발

에 책임감을 지니게 된다. 자기계발 동기가 있는

사람들은 미래 원하는 수행 수준과 지금의 수행

수준의 차이를 줄이도록 동기화되어 있다. 박춘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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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원(2010)은 자기계발을 자기 능력 향상이나

성장을 위하여 경쟁력을 고취시키는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학습해 나가는 것으로 보았다.

2.3.3 사회적 비교성향

Festinger(1954)의 사회적 비교이론에 따르면,

개인의행동, 태도, 사고, 신념이다른사람이나다른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 Gibbons

and Buunk(1999)는 사회적 비교성향이라는 개념

을 창안하고 척도를 개발하였다. 사회적 비교는 특

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인들의 성과, 의견, 능력

및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평가이며 이러한 비교를

통해 얻어진 정보는 이후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박지

성, 채희선(2018)의 연구는 오프라인 환경의 다양

한 산업군의 조직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

로 개인의 사회적 비교성향이 상사나 동료들 간의

지식공유 행위와의 영향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

구에서는 사회적 비교성향을 자신의 성취, 경험, 상

황 등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경향을 드러내는

성격적 특질로 정의하고자 한다.

2.4 호혜성

자기지각 이론(Self-perception Theory)은 Bem

(1972)에 의해 1972년에 제시되었는데, 주로 행동이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한다. 자기

지각 이론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과 행동에 의해

발생하는 상황을 통해 자신의 태도, 감정, 그리고

내부 상태를 이해한다고 말한다. 즉, 어떤 대상에

관한 태도를 물어보면, 개인은 먼저 이런 것에 관

련된 행동을 상기한 다음에 과거의 행위에 따라

그 사물에 대한 태도를 추정한다.

Song et al.(2009)은 자기지각 이론에 기초하여

행위와 신념 사이의 관계는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Yan and Davison(2013)

는 자기지각 이론을 바탕으로 Web 2.0 어플 사용

자들을 대상으로 내재적 동기(돕는 즐거움, 자기 가

치감, 플로우)가 지식탐구와 지식기여 사이에서 중

개역할을한다는점을실증하였다. 온라인커뮤니티

에서의 지식공유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호혜성에 대한 연구들은 다수 있다(고윤정, 2014;

김인학, 고준, 2011; 전현규, 이건창, 2015). 이들은

주로 호혜성이 지식공유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주

로 연구하였다. 사용자가 소셜 Q&A 커뮤니티에서

지식탐색 및 지식획득 욕구를 충족하면 다른 사람

으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식획득을 통해 개인의 호혜성을 유발하여 개인의

지식제공 행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2.5 자기표현 욕구

Baumeister(1982)는 자기표현을 정의하고 많은

사회심리현상을 해석하고자 함에 이 개념을 사용하

였다. 이후 학자들은 공격, 남을 돕는 행위, 사회적

조장, 자기 봉사의 귀인, 태도 변화, 집단의 극화 등

사회 심리와 행위를 자기표현 논리로 재해석하려고

노력하였다. Goffman(1978)은 사회 속에서의 자기

표현은 연기자가 무대에서 연기하는 것과 같다고 설

명하고 사회생활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켰다.

또한 사람들 간의 교호작용은 환경과 관객의 영향을

받아 사람들이 인상관리를 통해 타인에게 다른 사람

이 원하는 행동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Leary(1995)

는자기표현을자신의커뮤니케이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인의 생각, 태도, 주장 등 개인적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즉, 자기

표현이란 자신의 내면이나 생각, 생활 등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신호경 등(2009)은 자기표현

을 자기가 속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타인에게 자신

에 대해 표현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한진우 등

(2008)은 자기표현 욕구를 지식공유를 통해 자기의

이미지를 표현하려는 욕구로 설명하였고, 고준 등

(2008)은 자기표현 욕구를 타인에게 긍정적인 자신

의 온라인 이미지를 표현하고 싶어하는 정도로 정의

한 바 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하는

스스로의 긍정적인 측면을 남에게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강하고, 이를충족시키는 효과적인 SNS를 많

이 활용하고 있다(Kuss and Griffith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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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모형

2.6 커뮤니티 활성화 노력

온라인 실행공동체의 경우 인간관계를 통한 구

성원간정체성의공유는여전히중요하며, 온라인실

행공동체에 대한 개인들의 참여와 관련성이 깊다

(2006). 소셜 Q&A 커뮤니티는 이와 마찬가지로

커뮤니티에서의 지식 공유 활동, 그리고 커뮤니티

활성화는 개인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커뮤니티 활성화 노력은 커뮤니티를 활발하게 운

영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이며, 커뮤니티에 대한 개

인의 충성도를 기반으로 한다. 충성도에 대한 정의

는 마케팅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제시되었는

데, 크게 행동적 접근과 태도적 접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종합한 접근으로 구분된다(김상욱, 2004).

행동적 접근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

로 사용하려는 경향인 반면, 태도적 접근방법은 커

뮤니티 활성화 노력을 선호 또는 심리적 몰입으로

해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접근방법을 포괄

하여 개인의 호의적 태도와 반복 사용행위, 구전행

위 등을 포함하는 접근으로 보고자 한다.

3. 연구모형 및 가설

3.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소셜 Q&A 커뮤니티인 ‘즈후’(知乎)를

대상으로 개인 심리적 특성인 자기효능감, 자기계발

동기, 사회적 비교성향 등 세 가지 요인들이 지식공

유 활동 및 커뮤니티 활성화 노력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관계를밝히고자한다. 또한지식획득이호혜성

을 경유하여 지식제공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하

고자 한다. 더 나아가 자기효능감과 지식제공 간의

관계에서 자기표현 욕구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할

것이다. 변수들의 조작적정의와측정항목은 <표 2>

에, 연구모형은 <그림 2>에 각각 제시되어 있다.

3.2 가설 제시

3.2.1 자기효능감과 지식공유 활동의 관계

Bandura(1989)의 사회인지 이론에 따르면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 즉 자신이 수행을 잘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일수록 어려운 과제들을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숙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

이 있다. 합리적 행동이론은 사람들이 특정 행동에

대한수행의도는태도와주관적규범에영향을받는

다고 하였다(Fishbein and Ajzen, 1975; 1977).

Ajzen(1985, 1991)은 행위 의도로 온전히 행동을

예측할 수 없다는 합리적 행위이론의 한계를 수정

하고 보완한 계획된 행동이론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이론에따르면행동은개인의의도에의해매개된다.

행위에 대한 의도는 세 가지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데, 첫째, 이 행동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가 부정

적인가, 둘째, 의미 있는 타인들이 그 행동을 지지

할 것인가(주관적 규범), 셋째, 스스로 얼마나 이 행

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지각된 통제감)

이다. 자기 효능감은 그러한 통제의 주요 결정 인자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Bock et al.(2006)은 자기효

능감이 지식획득에 중요한 영향 변수임을 확인하였

다. Tsai and Cheng(2010)은 자기효능감에 대하

여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확신으로 측정하였고, 지식공유활동을지

식획득과 지식제공으로 구분하지 않고 지식공유로

측정하였다. 한편, 전현규, 이건창(2015)은 자기효

능감은 지식 기여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이에 따라 다음의 가설을 제시한다.

H1 : 자기효능감은 지식획득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H2 : 자기효능감은 지식제공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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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관련 연구

자기

효능감

개인이 특정한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또는 자신감
고윤정, 2014;

Bock et al., 2006;

Kankanhalli et al.,

2005

1.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원하는 방식으로 올릴 수 있다.

2.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쉽게 올릴 수 있다.

3. 나는 적절한 지식을 검색할 자신이 있다.

4. 나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다.

자기계발

동기

개인이 배우는 것 자체에 대한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계발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동기

고예영, 유태용, 2016;

김혜영, 이동귀, 2009

1.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될 때 기쁨을 느끼기 때문이다.

2.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즐거움과 만족을 느끼기 때문이다.

3. 내 흥미를 끄는 것에 대해 알게 될 때 기쁨을 느끼기 때문이다.

4. 내가 흥미 있어 하는 것을 계속해서 습득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비교성향

자신의 성취, 경험, 상황 등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경향을 드러내는 성격적 특질

Gibbons and Buunk,

1999

1. 나는 다른 사람들과 서로의 견해와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2. 나는 나와 비슷한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내려고 한다.

3. 나는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알고 싶다.

4. 내가 어떤 것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면, 나는 그것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내려고 한다.

5. 나는 다른 사람과 사회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비교한다.

6.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내가 하는 일에 항상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7. 나는 내가 어떤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알고 싶다면, 다른 사람과 이 일이 어떻게

했는지 비교한다.

호혜성

자신이 구성원끼리 서로 도울 것이라고 믿는 정도
고윤정, 2014;

전현규, 이건창, 2015;

Kankanhalli et al.,

2005

1. 나는 지식을 제공받으면 나도 지식을 제공할 것이다.

2. 나는 질문에 답변하면 타인도 내 질문에 답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3. 나는 내 지식을 공유하면 타인도 지식을 공유할 것이라고 믿는다.

4. 나는 구성원들이 서로 호혜적으로 활동을 한다고 생각한다.

지식획득

커뮤니티에서 지식을 얻기 위한 검색활동, 질문 제기 및 읽는 행위

고윤정, 2014;

Bock et al., 2006

1. 나는 자주 커뮤니티에서 질문을 검색을 한다.

2. 나는 자주 커뮤니티에서 관심 있는 지식을 읽는다.

3. 나는 자주 커뮤니티에서의 이슈 문제를 파악한다.

4. 나는 자주 커뮤니티에서 질문을 제기한다.

지식제공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경험, 정보, 노하우 혹은 전문지식을 댓글 형식으로 제공하는 행위

고윤정, 2014;

Bock et al., 2006

1. 나는 다른 구성원들이 나에게 묻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한다.

2. 나는 관심 있는 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댓글을 작성한다.

3. 나는 커뮤니티에서 내 경험이나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4. 나는 커뮤니티에서 내 노하우나 전문지식을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자기표현

욕구

자신이 커뮤니티에서 타인에게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정도 고준 등, 2008;

신호경 등, 2009;

Bhattacharya et al.,

1995

1. 나는 커뮤니티에서 온라인 이미지를 통해 내 자신을 표현하고 싶다.

2. 나는 커뮤니티에서 온라인 이미지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다.

3. 나는 커뮤니티에서 타인에게 내 입장이나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

커뮤니티

활성화

노력

커뮤니티를 활발하게 운영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

고준, 엄기용, 2006;

Koh and Kim, 2003
1. 나는 커뮤니티를 활발하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2. 나는 내 친구나 가족들에게 이 커뮤니티를 추천할 것이다.

3. 나는 이 커뮤니티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할 것이다.

<표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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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자기계발 동기와 지식공유 활동의 관계

London and Smither(1999)는 자기 결정성 이

론을 근거로 자기계발 동기와 지속적 학습의 중요

성을 설명하였고, 자기계발 동기가 자기 결정적일

수록 스스로 학습과 계발에 책임감을 지니게 되어

자신이 배워야 할 것을 결정하기 위해 주도적인

활동을 한다고 하였다. 고예영, 유태용(2016)은 국

내 기업의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동기가 지

속학습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기

계발 동기는 지속학습활동과 정(+)의 관련성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계발 동기는 배우

는 것 자체에 대한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계발 활

동에 참여하게 되는 동기이며, 자기계발 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다양한 학습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

여할 것이다. 이에 소셜 Q&A 커뮤니티 사용자는

자기계발 동기로 인해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학습행위로서의 지식공유 활동을 할 것이다. 따라

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H3 : 자기계발 동기는 지식획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 자기계발 동기는 지식제공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사회적 비교성향과 지식공유 활동의 관계

사회적 비교 이론에서는 의견과 능력을 비교하

려는 욕구, 타인과의 비교, 그리고 유사한 사람과

의 비교라는 세 가지 가정을 한다. 소셜 미디어에

서는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의 정보와 행동을 보면

서 자연스럽게 자신과 비교될 수 있다. 남보다 뒤

지지 않거나 자신이 단체에서 높은 위치를 유지하

기 위해 사용자는 더 많은 공헌을 할 것이다(Le,

2016). 소셜 Q&A 커뮤니티에서 사용자는 질문에

대해 댓글을 하기 전에 질문에 대한 다른 사람들

의 답을 볼 수 있고 자연스럽게 자기의 생각과 비

교한다. 다른 사람보다 뒤지지 않거나 자신의 견

해를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질문에 응답하고 지

식을 공유한다. 박지성, 채의선(2018)은 LMXSC

(상사-구성원 관계의 사회적 비교)가 낮을 때 사

회적 비교성향과 지식공유 행위의 관계가 유의미

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

을 도출하였다.

H5 : 사회적 비교성향은 지식획득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6 : 사회적 비교성향은 지식제공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3.2.4 지식공유 활동과 호혜성의 관계

Bem(1972)에 의해 제안된 자기지각 이론은 일

반적으로 행위는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이 이론의 관점은 "사람들

은 자신의 행동과 행동이 일어나는 상황을 통해

자신의 태도, 감정, 내부 상태를 파악한다."는 것이

다. 어떤 대상에 관한 태도를 물어 보았을 때, 개인

은 먼저 자신의 그것과 관련된 행위를 회상해서

행위를 근거로 그것에 대한 태도를 추정하게 된다.

사용자가 온라인 Q&A 커뮤니티에서 지식탐색 및

지식획득 욕구를 충족시키게 되면 다른 사람으로

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호혜성이란

타인에게 받은 호의를 나중에 보답하려는 공정한

거래이다(Wu et al., 2006).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 사용자들은 호혜적 상호 이익을 기대한다(Chiu,

2011). 즉, 소셜 Q&A 커뮤니티에서 사용자의 지

식탐색 및 지식획득 욕구를 충족시켜 되면 호혜심

으로부터 사용자는 커뮤니티에서 지식을 기여하고

다른 사용자를 도울 가능성이 크다. 많은 연구에서

호혜성이 지식공유에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고윤정, 2014; 전현규, 김민용,

2013; 전현규, 이건창, 2015).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H7 : 지식획득은 호혜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8 : 호혜성은 지식제공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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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지식공유 활동과 커뮤니티 활성화 노력의

관계

김유경, 구승회(2011)에 따르면, 지식경영에 필수

적인 지식공유는 구성원들 자신이 지니고 있는 지

식을 서로 나누어 갖는 것을 의미한다. 지식공유

는 지식획득과 지식제공 두 가지 다른 유형의 행

동을 보여주고, 각각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둘은 반드시 지식경영의 추정 이익을 실현

해야 한다(He and Wei, 2009). 소셜 Q&A 커뮤

니티는 사용자가 작성한 질문에 대해 다른 사용자

가 답변을 하는 게시판 형태의 지식공유 활동을

하는 커뮤니티이다(정옥란 등, 2011). 고윤정 등

(2014)은 지식 커뮤니티 활성화를 '향후 지식 커

뮤니티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의향과 지식을 지속

적으로 제공할 의향'으로 정의하였고 지식획득과

지식제공은 커뮤니티 활성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침을 밝힌 바 있다. Lin et al.(2009)은 전문적 지

식 커뮤니티에서 구성원들 간의 활발한 지식공유

활동에 따라 커뮤니티가 긍정적으로 활성화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커뮤니티 활성화 노력은

커뮤니티를 활발하게 운영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

으로 정의한다. 즉 사용자들 간 상호작용을 통한

지식공유 활동을 위주로 하는 온라인 Q&A 커뮤

니티에서 지식공유 활동이 커뮤니티 활성화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음

과 같은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H9 : 지식획득은 커뮤니티 활성화 노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0 : 지식제공은 커뮤니티 활성화 노력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6 자기표현 욕구와 지식공유 활동의 관계

고준 등(2008)은 개인 정체성에 대하여 개인이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면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기의식을 만든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정체성

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인데, 개인은 항상 자기표

현의 기회를 찾는다(Schau and Gilly, 2003). 배

영의 연구(2005)는 온라인 공간에서 사람들은 개

인 미디어를 통하여 타인과의 담론이 형성되고 자

료의 공유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소셜

Q&A 커뮤니티의 경우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정체

성 표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식공

유 활동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오승원, 박경수

(2012)와 한진우 등(2008)의 연구들에서도 자기표

현 욕구는 지식공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한편, Leary and Kowalski(1990)는 사회

적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여기는 개인일수록 자기

표현 노력과 행위를 향상시키고자 더 많이 노력한

다고 보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효율적인 자기

표현과 교류는 지식공헌을 도모하고 증진시킬 수

있다(2007). 즉, 지식제공에 자신이 있어 자기표현

욕구가 강한 사람은 지식을 더 많이 공헌할 것으

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정체성이 높은 사용자의

경우에는 낮은 사용자에 비하여 자기효능감이 지

식공유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강할 것으로 예상된

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H11 : 자기효능감이 지식제공에 미치는 영향은 자

기표현 욕구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실증 분석

4.1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소셜 Q&A 커뮤니티인 '즈후'(知乎)

에서의 지식공유 활동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커뮤

니티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용자만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온라

인을 통해 설문을 실시하였고, 2019년 3월 16일부

터 2019년 3월 27일까지 11일에 걸쳐 진행되었고,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활동 중인 248명으로부터 자

료를 수집하였으며, 설문조사 전에 응답자가 설문

의 내용과 목적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

설명하였다. 수집된 설문지 248부 중에서 불성실

한 응답 33부를 제외한 21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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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분류 표본 수 비율(%)

성별

남자 96 44.7%

여자 119 55.3%

계 215 100.0%

나이

10～19세 19 8.0%

20～29세 135 62.8%

30～39세 22 10.2%

40～49세 22 10.2%

50세 이상 17 7.9%

계 215 100.0%

학력

고졸 27 12.6%

전문대학 63 29.3%

대졸 85 39.5%

석사 이상 40 18.6%

계 215 100.0%

직업

학생 80 37.2%

직장인 62 28.8%

자영업 29 13.5%

전문직 29 13.5%

기타 15 7.0%

계 215 100.0%

<표 3> 표본의 특성

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23.0을 이용하여 탐

색적 요인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Smart PLS 3

을 이용하여 신뢰성, 타당도 분석, 경로분석을 실

시하였다.

4.2 표본 특성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 남성이 44.7%(96

명), 여성이 55.3%(119명)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20대가 62.8%(135명)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30～

39세가 10.2%(22명), 40～49세가 10.2%(22명), 50세

이상이 7.9%(17명)를 차지하였다. 학력분포는 고졸

이 12.6%(27명), 전문대학/일반대학 졸업(재학)이

68.8%(148명), 석사이상이 18.6%(40명)로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직업분포는 학생 37.2%(80명), 직장인

28.8%(62명), 자영업자 13.5%(29명), 전문직 13.5%

(29명)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즈후'(知乎)의 이용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자들의 가입기간, 방문 빈도, 매회 사

용시간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였다. 다음의

<표 4>와같이, 즈후를이용한경력은 6개월이내가

27.4%(59명), 6개월～1년이 21.4%(46명), 1년～3년

이 23.7%(51명), 3년 이상이 27.4%(59명)를 차지

하였다. 주 사용횟수는 1～3회가 44.7%(96명)로 나

타나, 매회 사용시간은 30분 이내가 44.7%(96명),

30분～1시간이 31.6%(68명) 순이었다.

요인 분류 표본 수 비율(%)

가입
기간

6개월 이내 59 27.4%

6개월～1년 46 21.4%

1년～3년 51 23.7%

3년 이상 59 27.4%

계 215 100.0%

주 사용
횟수

1회 미만 38 17.7%

1회～3회 96 44.7%

3회～5회 36 16.7%

5회 이상 45 20.9%

계 215 100.0%

매회
사용
시간

30분 이내 96 44.7%

30분～1시간 68 31.6%

1시간～2시간 25 11.6%

2시간 이상 26 12.1%

계 215 100.0%

<표 4> 즈후 이용현황

4.3 탐색적 요인분석

타당도 평가를 위하여 요인추출은 주성분 분석

을, 직교회전법인 VARIMAX 방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5>에 제시되어 있는데, 추출된 8개의

변수가 각각 하나씩의 요인을 명확하게 구성하였

고, 측정항목들의 요인 적재치는 0.7 이상으로 나

타났다. 이들 요인들로 설명되는 분산은 전체의

77.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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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분

변수 항목 1 2 3 4 5 6 7 8

사회적
비교성향

2 .873 .157 .053 .091 .001 -.036 .043 .031

1 .866 .147 -.024 .041 .037 .022 .084 .038

3 .851 -.025 .037 .066 -.002 .035 .114 -.035

6 .843 .108 .090 .099 .060 .054 -.035 .040

7 .839 .108 .050 .057 .061 .104 .020 .013

5 .824 .083 .050 .062 .004 .017 .016 -.046

4 .778 -.097 .088 .033 .003 .119 .110 .015

자기계발 동기

3 .118 .873 .020 .081 .022 .089 .066 .025

4 .084 .864 .094 .071 .009 .018 .018 .027

1 .096 .841 .010 .030 .062 .143 .095 -.008

2 .095 .837 .037 .047 .097 .160 .128 -.046

지식제공

3 .056 .066 .855 .135 .122 .100 .166 .177

1 .091 .057 .851 .094 .100 .070 .174 .115

2 .078 .047 .849 .212 .123 .064 .101 .116

4 .100 .020 .814 .147 .115 .119 .122 .213

호혜성

3 .079 .112 .200 .869 .046 .096 .053 .040

2 .102 -.033 .121 .868 .071 .061 .051 .068

1 .084 .043 .087 .853 .039 .092 .082 .040

4 .122 .125 .121 .842 .068 .074 .065 .046

자기효능감

3 .000 .146 .077 .031 .882 .095 .069 .059

4 .050 .000 .004 .032 .839 .111 .077 .068

2 .021 .026 .156 .090 .838 .115 .023 .085

1 .053 .023 .182 .068 .825 .106 .075 .056

커뮤니티
활성화 노력

3 .064 .081 .049 .089 .149 .835 .197 .106

4 .138 .201 .121 .083 .139 .817 .033 .072

2 .039 .224 .001 .131 .148 .809 .078 .068

1 .057 -.054 .230 .054 .051 .734 .265 .231

지식획득

3 .038 .058 .166 .049 .038 .129 .843 .044

2 .126 .206 .083 .128 .070 .148 .801 -.090

1 .112 .222 .082 .111 .034 .096 .796 -.036

4 .043 -.148 .223 -.020 .137 .125 .729 .185

자기표현 욕구

3 .035 .008 .190 .108 .081 .098 .008 .890

1 -.020 -.024 .167 -.021 .031 .151 .083 .879

2 .012 .020 .195 .109 .167 .137 -.020 .866

<표 5>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4.4 신뢰성 및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에 대해 다항목으로 측정하

였고 이론적 측정모형의 확인적 검정을 위해 Smart

PLS 3.2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

tory Factor Analysis : CFA)을 실시하였다. 요인

들이얼마나신뢰성있게측정되었는가는보통 Cron-

bach’s alpha 계수로 측정하고 통상 0.7 이상을 기

준으로 한다(Cronbach, 1951). <표 6>에 제시된

것처럼, 각 측정변수들의 신뢰성은 확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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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항목
표준
적재치

CR AVE
Cronbach’s
alpha

변수 항목
표준
적재치

CR AVE
Cronbach’s
alpha

사회적
비교성향

1 .870

.948 .721 .935

호혜성

1 .864

.936 .784 .908
2 .879

2 .882
3 .917

3 .862 4 .880

4 .799

자기효능감

1 .887

.924 .752 .891
2 .8805 .821
3 .888

6 .854
4 .811

7 .854

커뮤니티
활성화
노력

1 .852

.912 .721 .874

자기계발
동기

1 .878

.932 .773 .902

2 .823

3 .8782 .901
4 .844

3 .881

지식획득

1 .854

.899 .692 .851
4 .856 2 .884

지식제공

1 .884

.944 .808 .921

3 .859

4 .7212 .898

자기표현
욕구

1 .892

.940 .840 .905
3 .919

2 .929
4 .895 3 .929

<표 6>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변수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사회적 비교성향 4.891 1.425 .849

자기계발 동기 5.407 1.170 .879 .207**

자기표현 욕구 4.760 1.467 .917 .051 .033

자기효능감 5.135 1.239 .867 .091 .145* .226**

지식 제공 4.838 1.384 .899 .181** .142* .402** .300**

지식 획득 4.954 1.262 .832 .192** .242** .111** .199** .354**

호혜성 5.066 1.232 .886 .207** .177** .175* .175* .352** .212**

커뮤니티활성화 노력 5.008 1.252 .849 .177** .268** .326** .306** .318** .376** .251**

<표 7> 상관관계 및 판별타당도 분석결과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함.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함.

한편, 측정항목의 내적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변

수별구성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 CR)와평균

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 AVE)

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분석한 결과 다음의 <표 6>

과 같이, 모든 변수가 구성신뢰도의 일반적인 추천

기준인 0.7을 상회하였고(0.899～0.948), AVE값도

기준치인 0.5보다 높게 나타나(0.692～0.840), 본 연

구에서 사용된 측정항목들이 해당 연구변수들에 대

한 대표성을 갖는다고 할 수있다. 모든 지수가기준

을 충족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자료가 모형에 적합함

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

는 평균분산추출값(AVE)의 제곱근( )이 상관

계수값을 상회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Fornell and

Larcker, 1981). 다음의 <표 7>에 제시되어 있는 바

와 같이, 평균분산추출값(AVE)의 제곱근( )

이 상관계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구성개념들 간

의 판별타당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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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경로 경로계수 표준편차 t값 p값 채택여부

H1 자기효능감 → 지식획득 .158 .079 2.007 .045 채택

H2 자기효능감 → 지식제공 .175 .077 2.281 .023 채택

H3 자기계발동기 → 지식획득 .190 .076 2.516 .012 채택

H4 자기계발동기 → 지식제공 .046 .065 .709 .478 기각

H5 사회적 비교성향→ 지식획득 .138 .065 2.131 .034 채택

H6 사회적 비교성향 → 지식제공 .090 .066 1.351 .177 기각

H7 지식획득 → 호혜성 .212 .075 2.834 .005 채택

H8 호혜성 → 지식제공 .240 .088 2.738 .006 채택

H9 지식획득 → 커뮤니티 활성화 노력 .302 .078 3.845 .000 채택

H10 지식제공 → 커뮤니티 활성화 노력 .211 .059 3.565 .000 채택

H11 자기표현 욕구의 조절효과 -.035 .055 .624 .533 기각

<표 8> 가설 검증결과

4.5 가설 검증

본 연구에서 제시된 총 11개 연구가설에 대한 검

정결과는 다음의 <표 8>에 제시되어 있는데, 우선

가설 1과 가설 2에 대한 검증 결과, 자기효능감은

지식공유 활동인 지식획득, 지식제공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과 가설 2는 지

지되었다(β = 0.158, t = 2.007, p < 0.05; β =

0.175, t = 2.281, p < 0.05). 자기계발 동기는 지식

획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서(β = 0.190, t = 2.516,

p < 0.05) 가설 3은 채택되었고, 지식제공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β = 0.046, t = 0.709) 가설

4는 기각되었다. 사회적 비교성향은 지식획득에 유

의한 영향을 미쳐(β = 0.138, t = 2.131, p < 0.05)

가설 5는 채택되었고, 지식제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β = 0.090, t = 1.351) 가설 6은 기각되

었다.

한편, 지식공유 활동인 지식획득(β = 0.302, t =

3.845, p < 0.001)과 지식제공(β = 0.211, t = 3.565,

p < 0.001)은 커뮤니티 활성화 노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9와

가설 10은 채택되었다. 한편 지식획득은 호혜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β = 0.212, t =

2.834, p < 0.05) 가설 7은 채택되었고, 호혜성은

지식제공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β 

= 0.240, t = 2.738, p < 0.05) 가설 8은 채택되었다.

자기효능감이 지식제공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표현

욕구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은

기각되었다(β = -0.035, t = 0.624).

5. 결 론

5.1 연구결과 토의

본 연구는 중국의 소셜 Q&A 커뮤니티인 즈후

(知乎)에서의 지식공유 활동과 개인의 커뮤니티 활

성화 노력에 대한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실증적으

로 검증함으로써, 커뮤니티 내의 지식공유 과정에

대한 체계와 구조를 파악하였다. 먼저 사용자의 특

성인 자기효능감, 자기계발 동기, 사회적 비교성향

이 지식공유 활동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지식공유

활동의 커뮤니티 활성화 노력에 대한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하여 통합적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뒷

받침하기 위하여 개인적 특성, 지식공유 활동, 자기

표현 욕구, 커뮤니티 활성화 노력에 대한 선행연구

들을 검토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11개의

가설들을제시하였다. 연구의실증분석은 Cronbach’s

alpha계수를 이용해서 신뢰도를 검증하였고, 확인

적 요인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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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개인적 특성인 자기효능감은 지식획득과

지식제공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자기효능

감은 개인이 특정한 과업을 수행할 때 자신의 능

력에 대한 믿음 또는 자신감이며, 구성원들이 가치

있는 정보, 지식이나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

하기 위해 커뮤니티에 올릴 수 있는가와 관련되는

데, 일반적인 온라인 커뮤니티 영향요인에 대한 연

구결과와 유사하다(김유경, 구승회, 2011; 전현규,

이건창, 2015). 이는 사용자들의 자기효능감에 대

한 인식이 소셜 Q&A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지식

을 얻거나 기여하고자 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함을 의미한다.

자기계발 동기는 지식획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반면 지식제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자기계발 동기를

개인이 배우는 것 자체에 대한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계발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동기로 정의하였

고, 소셜 Q&A 커뮤니티에서 지식의 획득과 제공

을 포함한 공유 활동은 학습활동의 일종으로 보았

다. 하지만 고예영, 유태용(2016)의 연구에서 자기

계발은 수동적 계발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용자들이 지식제공을 다른 사람들

에게 기여행위로 인식하고, 지식제공 과정에서는

자신의 지식을 복습하는 것처럼 학습활동으로 생

각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적 비교성향은 지식획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

쳤지만 지식제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자원보존이론에서 해석해 보면, 지

식공유는 자신이 축적한 가치 있는 노하우라는 자

원을 공공재로 변환시킨 행위이므로 자신의 손실자

산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회적 비교성향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자원을 타인과 공유하려는 행위를

꺼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박지성, 채희선, 2018). 또

한 Festinger(1954) 연구 이후, 사회적 비교이론은

비교 대상에 따라 상향 비교와 하향 비교로 구분하

기도 하였다. 상향비교는 자신의 성과나 능력이 약

간 나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이며(Wheeler, 1966),

하향비교는자신상황보다못한사람들과의비교이다

(Wills, 1981). 비교의 종류에 따라 부정적인 정서

를 가져올 수도 있고, 자아 향상에 동기부여와 영감

을 줄 수도 있다(Taylor and Lobel, 1989). Buunk

and Gibbons(2007)는 비교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는 자기평가, 자기발전, 자기향상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하여 논의하였다. 사회적 비교성향은 사람마다

다르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비교성향과

지식공유 활동 간의 관계를 좀 더 세밀하게 규명하

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지식획득은 호혜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

으며 호혜성은 지식제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윤정 등(2014)은 온라인 네트워

크상에서 낯선 사람들과의 결속에 의해 교환이 이

루어져 서로 주고받는 호혜적인 지원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보답하

려는 심리적인 특성인 호혜성은 지식공유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Yan and Davison(2013)

의 자기지각 이론을 바탕으로 내재적 동기요인이

지식검색에 영향을 주고 다시 지식제공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 유사하게, 소셜 Q&A 커뮤니티에서

사용자들의 지식탐색 및 지식획득 욕구를 충족시키

게 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

해 보답으로 지식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지식공유 활동에 속한 지식획득과 지식제

공은 커뮤니티 활성화 노력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윤정 등(2014)의 연구

에서는 지식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업무/과제를 해

결하기 위해 커뮤니티에서 다른 회원들과 자료를

공유해서 지속적으로 커뮤니티를 이용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정소원 등(2014)에 따르면, 브랜드

커뮤니티에서 소비자가 지식을 공유하고 빈번하게

게시글을 올릴수록 브랜드 커뮤니티에 높은 충성

도를 나타냄을 보여 주었다. 즉, 소셜 Q&A 커뮤

니티에 사용자들이 질문과 답변으로 자신의 노하

우, 경험 등 지식을 공유할수록 커뮤니티를 좋아

해서 일종의 애착이 형성되어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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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자기효능감이 지식제공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표현 욕구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온라인상의 자기표현은 얼굴을 마주하는 자기

표출이 아니기 때문에 가식성이 있다(Walther,

1996). 즉, 장점을 부각시키고 부정적인 정보는 생

략하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본인의 긍정

적이고 바람직한 사회적 모습을 만들어 타인에게

보여 주려고 한다. 소셜 커뮤니티에서 대부분은

개인정보, 텍스트,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해서 자신

의 이미지를 만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표현

한다. 바꾸어 말하면 온라인상의 자기표현은 남에

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만들어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동일성 그룹의 구성원들은 그들의 통신을 주

제 정보로 제한한다(Back, 1951; Postmes et al.,

2005). 그들은 개인화된 자기를 표현하는 대신에 주

제와 관련된 다소의 정보를 제공하였다(Eva and

Katrin, 2012). 즉, 개인은 커뮤니티의 다른 구성원

들이 자신을 받아들이기 위해 비개성적이고 규제받

는 방식의 자기표현을 더 원할 수 있다. 소셜 Q&A

커뮤니티에서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자기 표현할

수 있는데 적절하지 않은 자기표현은 과시로 착각

할 수도 있게 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자기표

현 욕구가 조절변수(Moderator) 기능보다는 지식

공유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변수로서 재검토

가 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5.2 시사점 및 한계점

본 연구는 학술적 측면에서 볼 때, 소셜 Q&A 커

뮤니티 맥락에서 지식공유 활동을 지식획득과 지식

제공으로 구분을 시도하였고, 이들 변수간에 호혜성

변수를 추가하여 커뮤니티 활성화 노력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

별화된다. 우선 선행연구를 통해 추출된 개인적 특

성들(자기효능감, 자기계발 동기, 사회적 비교성향)

이 지식공유 활동(지식획득, 지식제공) 및 커뮤니티

활성화 노력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표현 욕구의 조절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실증분석의 결과, 본 연

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높은 편이었으

며 총 11개 가설 중에서 8개가 채택되었다. 본 연구

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Chen and Hung(2010)의 연구결과와 유사

하게 자기효능감이 온라인 커뮤니티의 지식공유

활동에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밝혔다. 따라서 소셜

Q&A 커뮤니티의 개발 인력은 웹 페이지와 조작

프로세스를 좀 더 쉽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는 커

뮤니티 구성원들이 자신의 가치 있는 정보, 지식이

나 경험들을 커뮤니티에 올릴 수 있는 자신감 혹은

능력을 향상시켜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식공유

활동을 참여하도록 함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자기계발 동기는 지식제공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사용자들이 지식제공 과

정 속에 자신의 지식을 복습하는 것처럼 학습활동

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

개인별 차이가 클 수 있음을 감안하여 소셜 Q&A

커뮤니티에서의 자기계발을 구체적으로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커뮤니티 운영자의 관점에서 구성원

들이 그들의 지식을 기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적 비교성향은 지식제공에 유의한 영

향을 주지 않았다. 일반 문답 커뮤니티나 온라인

지식검색 커뮤니티 등과 유사하게 소셜 Q&A 커

뮤니티에서도 구성원들이 서로 비교할 수 있게 하

는 등급제, 포인트제 등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제

도들은 지식제공의 장려 기능을 하므로 그들의 비

교 경향을 자극해서 지식제공 활동을 증진시킬 것

으로 예상되었는데 연구결과에 따라 해석과 적용

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추후 사회적 비교성향은 지

식제공보다는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한 개인의

노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연구방향은 다음과 같

다. 우선 특정한 소셜 Q&A 커뮤니티인 즈후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표본을 수집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점이 있다. 향후 다양한

온라인 지식공유 커뮤니티에서 적용을 하거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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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구모형의 타

당성 측면에서는 지식획득이나 제공 활동과 커뮤

니티 활성화 노력의 인과적 관계에 대해 방향상

반대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 만일 커뮤니티 활성화

노력을 의향(Intention)이나 의도의 개념으로 본다

면 지식공유 활동의 선행변수로 볼 수도 있을 것

이므로 향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자기표현 욕구는 본 연구에서 조절변수로 고

려하였으나 지식제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

능성도 있다. 따라서 향후연구에서는 자기표현 욕

구를 지식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서 검

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선행변수들의

지식공유 활동에 대한 영향관계에서 인구통계특성

에 따른 효과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성별에 따라 커뮤니티에서 자기표현 욕구 표출방

식에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학력이 높은 구성원

의 경우 학력이 낮은 구성원보다 자기효능감이 지

식공유 활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울러

서 소셜 Q&A 커뮤니티에서 질문을 제시하거나

답변을 올리는 경험 유무가 자기효능감과 지식공

유 활동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향후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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