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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코로나 19는 우리 사회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개인, 기업, 정부는 현실 세계에서의 교류 활동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 3D 기술 기반의 가상세계를 표현하는 메타버스 기술이 시장의 선택

을 받고 있다. 메타버스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교류 행동을 현실성 있게 제공함으로써, 기업 등 상호 교류가 필요한 집단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공동체 의식과 디지털 역량을 적용하여, 메타버스 내 사용자 요청지원 의도 향상 방안을 제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는 최근 1년 이내 메타버스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 하였으며, 확보된 330개

의 유효 표본을 활용하여 가설 검증을 하였다. 분석 결과, 공동체 의식(멤버십, 영향력, 몰입)이 메타버스 요청지원 의도를 높였

으며, 기술적 역량과 윤리적 역량이 부분적으로 공동체 의식과 요청지원 의도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

과는 메타버스 플랫폼에게 공동체 관점과 개인의 역량 관점에서 사용자들의 능동적 활동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공한다.

[Abstract] 

COVID-19 is rapidly changing our society. In particular, individuals, companies, and governments are actively using online 
platform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xchange activities in the real world. Recently, the metaverse, which expresses the virtual 
world based on 3D technology, is being chosen by the mark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method to improve 
intention to offer support of users in the metaverse by applying a sense of community and digital competence of the individual. 
We surveyed adults who have used metaverse within the last year and tested the hypothesis using 330 validated sampl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ense of community (membership, influence, immersion)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intention to offer 
support. And, technical competency and ethical competency partially strengthened the relationship between sense of community 
and intention to offer support. Our results provide a strategic direction for improving the support behavior of metaverse users from 
a community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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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코로나19 사태는 정부, 기업, 사람 등 우리 사회 구성원의 

행동 방식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의 

강력한 전염력은 사람 간의 직접적인 소통 및 교류 활동을 급

격히 축소하고 있다. 이에, 우리 사회는 구성원들의 연계 활동 

억제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부정적 심리 강화, 조직

의 생산성 감소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기술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줌, 웹엑스와 같은 온라인 

미팅 플랫폼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였으며, 비대면 공연 솔루

션 등의 활용이 많아졌다. 최근에는 사용자에 대한 현실 세계

에서의 경험과 비슷한 경험 및 정보를 제공하는 메타버스가 

각광 받고 있다. 메타버스는 3D 기반의 가상세계를 통해 새

로운 느낌 및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로서[1], 관련 기술(하드

웨어, 소프트웨어)이 빠르게 발전하고 사용자 경험을 지원하

는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됨으로써, 메타버스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실제로, 전 세계 메타버스 시장 수요는 연평균 

43%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2028년에는 약 82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된다[2]. 특히,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혁신적 스타트업이 발 빠르게 메타버스 시장을 선도하기 위

해 뛰어들고 있으며, 플랫폼 분야, 콘텐츠 분야 등에서 새로운 

수요자를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3].

수요자 관점의 메타버스 선행연구는 메타버스 관련 기술의 

현실감 확보를 위한 측면을 집중해서 연구해 왔다. 대표적으

로 메타버스 실재감 향상을 위한 하드웨어 기술 향상 방안 또

는 가상세계 콘텐츠의 사용자 인식 강화 방안을 제시한 연구

[4], 메타버스 콘텐츠의 사용자 활용성 강화를 위해 메타버스

가 제공해야 할 실재감 강화요소를 제시한 연구[5,6], 미디어 

관점에서 사용자의 현실성을 강화할 수 있는 미디어 선행 요

인을 제시한 연구[7,8] 등이 있다. 선행연구는 메타버스 솔루

션이 제공해야 할 핵심 가치가 현실감을 느낄 수 있는 조건에 

있다고 보고, 콘텐츠 측면, 하드웨어 측면 등의 향상 방안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높은 시사점을 지닌다.

하지만, 최근 메타버스 수요가 증가하는 이유는 현실 사회

에서 사람 간의 만남이 억제된 측면 또한 관과 할 수 없다. 즉, 

현실 사회에서의 소통의 어려움을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해결

하고자 하고 있는데, 메타버스가 보유한 현실적 교류 느낌을 

강화하는 기술적 특성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것

으로 판단되고 있다. 즉, 메타버스의 핵심 기술인 3D 기반 가

상세계는 온라인 플랫폼의 엔터테인먼트 요소와 실재감을 제

공하는 아바타를 활용한 현실 세계에 대한 연계성 느낌을 동

시에 제공할 수 있으며, 사용자들은 현실적 느낌과 즐거움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메타버스를 선택하고 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추

진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은 사용자별 맞춤형 교류형 콘텐츠 

및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구축되고 있다[3]. 특히, 기업 수요

의 경우 실재감을 반영한 온라인 미팅 시스템을 제공함으로

써 조직 구성원들이 쉽게 정보 등 교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으며, 개인 수요의 경우 플랫폼 내 상호 연계된 게임

적 요소를 강화한 교류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메타

버스 플랫폼이 오늘날 사회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공동체 특성을 중점적으로 받아들

여 기본적인 즐거움 요소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메타버스 사용자 관련 선행연구는 기술적

으로 현실감 향상에 대한 시사점을 중점적으로 제시해와, 온

라인 공동체로서 메타버스 플랫폼이 제공해야 할 역할에 대

한 설명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사용자가 가상현실 등 온라인 기반 IT 기술을 받아들

임에 있어, 사용자의 디지털 역량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 

즉, IT 기술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와 적절한 문제 대처 능력

은 대상 기술을 받아들이고 활용함에 도움을 주고, 행동 또는 

성과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9]. 하지만, 메타버스가 빠르

게 확산하고 있는 현시점, 메타버스에 대한 사용자의 디지털 

역량의 영향력과 관련한 연구 또한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메타버스가 제공하는 사회적 연계성에 관점을 

두고 메타버스 공동체 의식과 개인의 디지털 역량의 수준이 

어떻게 사용자들의 교류 행동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소셜 미디어에 중점적으로 

활용되었던 공동체 의식을 적용하여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생

성된 공동체 의식 요인(멤버십, 영향력, 몰입)이 메타버스 내 

사용자들의 요청에 대한 지원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

하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사용자의 디지털 역량을 세분화

하여 기술적 역량과 윤리적 역량으로 구분하여, 형성된 공동

체 의식과 요청지원 의도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확인하고

자 한다. 연구 결과는 메타버스 활용성 확대 관점을 공동체와 

개인 관점을 연계하여 제시함으로써, 메타버스 플랫폼이 사용

자들의 상호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시사점

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메타버스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으로 구축된 세계관으로서, 

가상을 지칭하는 메타(Meta)와 세계관을 지칭하는 유니버스

(Universe)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용어이다[10]. 메타버스는 

현실이 아닌 가상의 세계에서 사용자들의 연결 행동을 지원

하는 네트워크 채널과 기술을 지원하는 제품/서비스를 의미

한다[11]. 메타버스는 최근에 만들어진 개념은 아니다. 2000

년대 초중반 게임 및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3D 하드웨어 기

반 가상현실에서 사용자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제공

되었으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에 진입장벽이 높았다[1]. 하

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사람들의 직접적인 만남을 최소화해

야 하는 사회적 요구사항과 메타버스 관련 기술(하드웨어, 소

프트웨어)의 빠른 발전이 연계하여 시장의 선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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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는 3D 기술을 통해 가상 세계적 특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제공 서비스 유형에 따라 조금씩 성격을 달리한다. 

Smart et al.[2007]은 메타버스 기술적 특성(증강 기술 – 시

뮬레이션 기술)과 제공 방식 특성(외부성 – 은밀성)을 기준으

로 4개의 메타버스 유형(거울 세계, 라이프로깅, 가상세계, 증

강현실)을 구분하였다[1]. 거울 세계(Mirror Worlds)는 현

실 세계를 최대한 사실적이며, 관련 정보를 반영한 가상세계

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라이프로깅(Lifelogging)은 사람, 사

물 등 특정 대상에 대한 일상적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공유하

도록 구성된 기술이다. 가상세계(Virtual Worlds)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가상의 세계를 구축하되 현실감 있도록 지원하

는 기술을 의미한다.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은 현실

에 3D 기술을 겹쳐 관련 대상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제공하

는 등 몰입감을 제공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또한, 메타버스는 

접근 기술의 유형적 차이를 기반으로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가상현실(Virtual Reality), 혼합현실(Mixed 

Reality), 확장현실(eXtended Reality), 대체현실(Sub 

situational Reality)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최근 메타버

스 기술은 증강, 가상현실 등의 기술을 융합하여 다양한 경험 

및 정보를 제공하는 등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11].

메타버스의 시장은 초기 게임 및 교육 시장 중심의 개인적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형성되어 있었으나, 최근 페이스북(메

타(Meta)로 기업명 전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

하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틈새시장을 확보하고자 하

는 스타트업 등의 노력으로 관련 시장은 사용자별, 업종별 등 

특성별 세부적으로 구분되고 있다. 일례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조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증가하고 업무 현실감을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무용 메타버스 서비스인 ‘팀즈용 메

시(Mesh for Teams)’ 출시를 기획하고 있으며, 메타(Meta)

는 통합용 메타버스 플랫폼인 호라이즌(Horzion)에서 사용자

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5]. 즉, 메타버스 플랫폼

은 기존의 개인 사용자에게 엔터테인먼트 중심의 서비스에서 

실생활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 및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기

술을 제공하기 시작하고 있다[4].

2-2 메타버스 요청지원 의도

메타버스는 비대면 네트워크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

실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메타버스는 사용자가 구축한 3D 기반 아바타를 통해 

본인으로서의 일체감을 가지고,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소속감

을 느낌으로써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사회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12]. 즉, 메타버스는 가상세계에서 

아바타 기반 사용자 개인들의 사회적 연계를 현실감 있게 제

공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사회성을 강화하는 역

할을 한다[13]. 소셜커머스, SNS 등과 같이 사람 간의 교류 

등 사회성을 강화한 플랫폼이 가지는 핵심 가치는 플랫폼 참

여자 간의 상호 경험, 정보 제공 등 다양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14]. 해당 플랫폼에서 사용자들은 플랫

폼 사용 목적이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성, 상호호혜성 등 상호 

교류 활동을 강화하는 것에 있다[15]. 즉, 메타버스와 같이 

사회적 교류를 강화한 플랫폼에서 사용자들은 참여자들에게 

요청 정보 제공 등 이타적인 행동을 보이고자 하며, 사용자들

의 참여가 증가할수록 플랫폼의 성장은 두드러진다[10].

요청지원 의도(Intention to Offer Support)는 온라인, 오

프라인 등에 구축된 집단에서 사용자 간의 요청과 지원 등의 

교류를 자발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 수준으로서[14], 

특정 집단에 참여한 사용자들이 특정 활동에 대한 제공자이

면서, 수혜자이기도 한 특성을 잘 설명하는 요인이다. 즉, 메

타버스가 지향하는 사회성을 강화한 사회적 교류 플랫폼에서 

사용자들은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기대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 간의 요청과 지원을 통해 집단 내 구성원으로서 역할

을 하고자 하는데, 요청지원 의도가 높아질수록 집단 내 활동 

행동은 강화된다[16]. 본 연구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온라인

에서 현실감을 강화한 사용자 간의 교류에서 수익을 창출하

고자 한다고 보고, 메타버스 사용자 간의 특정 활동에 대한 

요청과 지원 의도에 미치는 선행 조건을 공동체로서의 조건 

측면과 개인의 디지털에 대한 역량 관점에서 확인함으로써, 

사회적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3 공동체 의식

공동체 의식(Sense of Community)은 공유된 매체를 기

반으로 공동체에 대한 참여자의 정서적 유대가 발생할 수 있

다고 보는 관점으로[17], 정서적 유대가 형성된 참여자는 공

동체에 대한 소속감 및 정서적 안정을 얻고, 해당 공동체 대

한 물적, 정서적 투자를 높일 수 있다는 이론이다[18].

소셜 미디어 등 특정 플랫폼에 대한 공동체 의식 형성은 해

당 플랫폼을 선택하기 전부터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

로 해당 집단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확보한 긍정적 인식을 

통해 형성된다[18]. 즉,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에 대한 

긍정성은 해당 플랫폼 사용 전, 다양한 루트를 통해 확보한 

정보를 기반으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도 있으며[19], 관

련 플랫폼을 사용하고, 교류 등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

여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더욱 적극적인 참여 행

동으로 발현될 가능성도 존재한다[17].

공동체 의식은 소셜 미디어와 같은 교류 기반의 활동을 중

시하는 플랫폼뿐 아니라, 가상현실에서 구축된 공동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Naranjo-Zolotov et al.[2019]은 전자정부 

플랫폼에서의 가상 공동체에 대한 사용자의 공동체 의식과 

사용자의 플랫폼 사용 행동 간에는 긍정적 영향 관계가 있음

을 밝혔으며[19], Nguyen et al.[2022]은 온라인 게임 내 

가상의 공동체에서 사용자들의 웰빙은 공동체 의식이 강화될

수록 높아지는 것을 밝혔다[20]. 온라인, 오프라인과 무관하

게 공동체에 대한 몰입이 강화된 사용자는 소속감을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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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속된 공동체를 위한 행동을 하려는 경향을 보인다[21].

공동체 의식은 정서적 관점, 행동적 관점, 그리고 인지적 

관점에서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인식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

다. Naranjo-Zolotov et al.[2019]은 소셜 미디어의 공동체 

의식은 정서적 관점, 행동적 관점, 그리고 인지적 관점에서 구

성되며, 멤버십(Membership), 영향력(Influence), 몰입

(Immersion)을 공동체 의식의 세부 차원이라고 보았다[19]. 

마찬가지로, Koh and Kim[2003]과 Chou et al.[2016]은 

가상 공동체에서의 공동체 의식을 멤버십, 영향력, 몰입으로 

구분하였다[18,21]. 이에, 본 연구는 메타버스의 공동체 의

식 차원으로 멤버십, 영향력, 몰입을 적용한다.

첫째, 멤버십(Membership)은 개인이 특정 공동체에 소속

되어 있다고 느끼는 수준으로서[17],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정서적 관점에서 구성원임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멤버십

은 현실 세계의 집단에서 상호 교류 또는 가입 등의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구성원으로서의 인지를 의미하지만, 온라인에

서도 소속감을 보유할 수 있다[20]. 특히, 교육 등 특정한 온

라인 공동체의 경우 오프라인에서도 상호 간에 교류가 이루

어질 수 있으며, 소속감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19]. 특히, 온

라인 플랫폼의 충성도 및 참여도와 관련된 연구는 온라인 공

동체에 대한 구성원의 소속감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플랫

폼 성장의 선행 조건임을 제시하고 있다[22,23].

둘째, 영향력(Influence)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 특정 공동

체에서 개인이 다른 구성원의 결정이나 의견을 조정할 수 있

다는 인식의 수준으로서[17], 영향력은 개인의 공동체에 대

한 행동적 관점에 대한 차원이다[18]. 즉, 영향력은 공동체 

내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 상호작용 시 부여된 개별 구

성원의 파워를 의미하며, 개인이 공동체 또는 구성원들에게 

행동 관점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면 공동체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를 고려한다[18]. 특히, 소셜 역할이 활성화된 

플랫폼(예: SNS)이 사용자에 대한 공동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개방성을 부여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지원하

여 사용자들이 적극적인 회원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할 때,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의 영향력 수준은 높아질 수 있다[24].

셋째, 몰입(Immersion)은 정보기술을 사용할 때 사용자가 

경험하는 플로우(Flow)의 수준으로서[18], 플로우는 사용자

가 기술 사용 등 특정 활동을 할 때, 경험하는 완전한 관여와 

즐거움에 대한 정신 상태를 의미한다[19]. 즉, 몰입은 정보기

술에 대한 사용자의 관여와 즐거움을 느끼는 수준을 의미한

다[21]. 사용자에게 민감성이 높은 콘텐츠는 사용 빈도를 높

이거나 사용자의 몰입 증가로 나타날 수 있으며, 사용자의 몰

입 경험은 특정 환경에서 개인에게 관련된 정보의 제공과 같

은 반복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관련 콘텐츠에 대한 중

독 형성의 기반이 될 수 있다[23]. 즉, 몰입은 사용자가 활용

하는 기술 또는 콘텐츠에 대한 지속적이고 감각적인 보상(즐

거움 등)을 제공하는 조건이므로, 지속해서 해당 기술 또는 

콘텐츠를 사용하도록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동체에서

의 몰입 형성은 해당 공동체에 대한 중독적 현상을 발휘하여, 

해당 공동체에 대한 사용 시간 등을 높인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용자들의 플랫폼에 대한 공동체 의식 

형성은 플랫폼 내 지식공유 행동 등 사용자 간의 교환 활동을 

증가시킨다. Naranjo-Zolotov et al.[2019]은 가상 공동체 

내 사용자의 참여 활성화에 있어, 사용자들의 멤버십, 몰입, 

영향력 기반의 공동체 의식 형성이 사용자의 플랫폼 참여 행

동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19], Chou et 

al.[2016]은 브랜드 공동체에서 공정성에 의해 형성된 사용

자들의 공동체 의식은 공동체에 대한 지식 기여 행동과 온라

인 공동체에 대한 조직시민행동을 향상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21]. Casaló et al.[2008]은 가상 브랜드 공동체 형성은 공

동체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참여 행동을 높일 수 있음을 제시

하였다[25]. 또한, Yilmaz[2016]은 온라인 학습 공동체에서 

공동체 의식 및 자기효능감은 공동체 내 지식공유 행동에 긍

정적 영향을 주는 조건임을 확인하였다[26]. 선행연구는 온

라인 공동체에서 사용자의 공동체 의식 형성이 공동체 구성

원들에 대한 능동적인 교류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메타버스 공동체 의식 형성이 

사용자의 특정 요청에 대한 지원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

으로 판단하며, 다음의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H1: 메타버스 멤버십은 사용자의 메타버스 요청지원 의도

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H2: 메타버스 영향력은 사용자의 메타버스 요청지원 의도

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H3: 메타버스 몰입은 사용자의 메타버스 요청지원 의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2-4 디지털 역량

우리 사회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계되어 상호 교류되는 

환경으로 구축되면서, 디지털 환경은 삶의 일부분이 되고 있

다[9].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통해 서

비스를 받고 있으며,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다. 디지털 

역량(Digital Competence)은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정보

기술 환경에서 행동에 요구되는 정보 자원을 수집, 저장, 재생

산하는데 필요한 역량의 수준을 지칭한다[27]. 디지털 역량

은 단순히 개인이 접속한 관련 기술에 대한 이해 및 활용과 

관련된 기술적 측면의 역량만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 요구하는 도덕적, 윤리적 관점 등을 포함한다. 실제

로, 우리 사회가 디지털화됨에 따라, 전문 기술을 활용한 용인

되지 않은 부정적 행동 또한 증가하고 있다[28]. 예를 들어 

기술적 해킹, 인터넷 부정적 댓글 등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더

라도 사회의 바람직성을 해치는 행동이다. 따라서, 디지털 사

회의 요구 역량은 기술적 측면 이외 도덕적 측면까지 적정한 

행동을 위한 역량을 함께 요구한다[29].

디지털 역량은 연구자별 세부적인 요구 역량을 조금씩 상

이하게 접근하고 있다. Calvani et al.[2008]은 학교에서 학

생들의 학습 효과에 영향을 주는 디지털 역량을 기술적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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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역량, 그리고 인지적 역량으로 구분하였으며[27], 

Szwajlik[2021]은 ICT 기업 고객 관점의 디지털 역량을 기

술적 역량, 인지적 역량, 그리고 조직 문화적 역량 관점에서 

접근하였다[28]. He and Li[2019]는 디지털 비공식 학습에 

있어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기술적 역량, 지식적 역량, 그리고 

태도적 역량으로 구분하였다[30]. 그리고, Kozanoglu and 

Abedin[2020]은 조직 구성원의 디지털 역량을 정보 및 데이

터 활용 능력,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능력, 디지털 콘텐츠 제

작 능력, 문제 해결 능력으로 제시하였다[31]. 본 연구는 메

타버스 사용자의 디지털 역량의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므로, 

메타버스에 접근하여 정보 확보 및 교환 등 기술적 능력의 수

준과 메타버스라는 사회적 공동체에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요

구되는 행동에 대한 이해 능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디지털 역량의 세부 조건을 기술적 역량과 윤리적 역량으

로 구분하고자 한다.

첫째, 기술적 역량(Technological Competence)은 사용

자가 유연한 방식으로 주어진 기술적 환경에서 기술 문제를 

발견하고 처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29]. 즉, 기술적 역량은 

사용자가 기술 환경에 대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9]. 

둘째, 윤리적 역량(Ethical Competence)은 사용자가 환경에

서 건설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과 해당 환경에서 안

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으로 다른 사용

자들과의 교류과정에서의 책임 수준을 의미한다[9].

디지털 역량은 디지털 환경에 접근한 사용자의 성과를 높

이거나 지속적 사용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특

히, 교육 분야에서 디지털 역량은 학습자의 성과를 향상하는 

조건이다. 즉, 학습자의 온라인 학습 과정에 있어 학습자가 보

유한 디지털 역량(기술적 역량, 윤리적 역량, 인지적 역량 등) 

수준은 학습 성과의 차이를 일으킬 수 있다[9,27,29]. 더욱

이, 조직 내 정보기술 활용에 있어 구성원의 디지털 역량 수

준은 개인에게 부여된 행동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

는 조건이다[31].

또한, 디지털 역량은 개인에게 주어진 집단과 같은 환경 및 

특정 대상에 대한 인식이 미치는 행동 변화를 조절한다. He 

and Li[2019]는 디지털 역량은 학생들의 기술에 대한 기대

(노력 기대, 성과 기대, 사회적 역량 등) 수준을 높여 디지털 

기반 비공식 학습 행동을 향상하는 조건이라고 보았다[30]. 

Atoy et al.[2020]은 학생들의 온라인 정보 확보 행동에 있

어, 디지털 역량과 본인의 마음 챙김 간의 조절 효과가 있음

을 확인하였는데, 그들은 개인의 마음 챙김의 요소로 특정 대

상에 관심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 행동조건인 인게이지먼트를 

제시하였다[32]. 즉, 온라인 환경에서 개인에게 형성된 행동

조건은 개인이 보유한 디지털 역량과 연계함으로써, 행동의 

전환을 이끌 수 있다.

더욱이, 역량은 공동체 의식과 연계하여 성과의 변화를 일

으킨다. Kuo and Kuo[2020]는 교사의 모바일 학습 경험에 

의해 형성된 역량은 공동체 의식과 연계하여 학생들 학습 수

준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33], 

Hsu and Liao[2014]는 사용자의 마이크로블로그에 대한 집

착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정보 접근성과 공동체 의식 간에 

조절 효과가 존재한다고 보았는데, 매체에 대한 정보 접근성

과 같은 정보적 역량은 블로그에 대한 공동체 의식의 영향을 

받아 집착을 높이는 것을 확인하였다[22]. 따라서, 메타버스 

사용자가 보유한 디지털 역량(기술적, 윤리적)은 메타버스 사

용자의 공동체 의식과 공동체 내 행동 의도 간의 관계를 조절

할 것으로 판단하며, 다음의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H4: 사용자의 디지털 기술적 역량은 메타버스 공동체 의식

(멤버십, 영향, 몰입)과 메타버스 요청지원 의도 간의 

관계에 조절 효과를 가질 것이다.

H5: 사용자의 디지털 윤리적 역량은 메타버스 공동체 의식

(멤버십, 영향, 몰입)과 메타버스 요청지원 의도 간의 

관계에 조절 효과를 가질 것이다.

Ⅲ. 연구모델 및 표본 확보

3-1 연구모델

연구는 메타버스 사용자의 공동체에서 사용자 간의 상호 

지원의 개념인 요청지원 의도를 향상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

하는 것을 목적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공동체 의식과 개인의 

디지털 역량의 연관성을 함께 확인함으로써, 시사점을 제시하

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로부터 도출된 연구모델

(그림 1)을 제시하고, 요인들의 영향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모델

Fig. 1. Research Model

3-2 측정 및 데이터 확보

설정한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 중, 주 효과 검증은 AMOS 

22.0 툴을 활용한 구조방정식 모델을 적용하고, 조절 효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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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은 Hayes[2017]의 Process 3.1을 적용한다. 이에 연구

는 요인별 측정 도구를 선행연구로부터 도출하고, 7점 리커트 

척도(1점: 매우 그렇지 않다 – 7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여 

설문지 기법을 적용하여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요인별 측정 도구는 미디어 및 교육 분야 등에서 중점적으

로 활용되던 요인들의 선행연구를 통해 다 항목 기반의 측정 

도구를 확보하였으며, 메타버스 특성에 맞추어 보완하여 적용

하였다. 요청지원 의도(Intention to Offer Support)는 

Yang[2021]의 선행연구를 통해 확보하였으며[14], “메타

버스 사용자가 조언을 원할 때, 내 정보와 경험을 기꺼이 제

공할 것임”, “메타버스에서 다른 사용자에게 경험을 기꺼이 

공유할 의향이 있음”, “메타버스에서 타인에게 활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것임”으로 구성된 3개의 문항을 적용하였다.

공동체 의식(Sense of Community)은 멤버십, 영향력, 몰

입의 3개의 영역으로 구분되며, Koh and Kim[2003]과 

Naranjo-Zolotov et al.[2019]의 선행연구를 통해 확보하

였다[19]. 멤버십은 “나는 메타버스 커뮤니티에 소속된 것처

럼 느낌”, “나는 메타버스 커뮤니티 구성원이 가까운 친구처

럼 느껴짐”, “나는 메타버스 커뮤니티 구성원을 좋아함”으로 

구성된 3개의 문항을 적용하였다. 영향력은 “나는 메타버스 

커뮤니티 일원으로 잘 알려져 있음”, “나는 나의 메타버스 커

뮤니티를 잘 통제하고 있다고 느낌”, “다른 멤버들은 종종 메

타버스에서 나의 활동을 봄”으로 구성된 3개의 문항을 적용

하였다. 몰입은 “나는 메타버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냄”, “나

는 메타버스를 탐색하는데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함”, 

“나는 메타버스에 중독된 것 같은 느낌도 듦”, “나는 메타버

스 활동으로 인해 평상적인 일을 못한 경우가 있음”으로 구성

된 4개의 문항을 적용하였다.

디지털 역량은 디지털 기술 역량과 디지털 윤리 역량으로 

구성된다. 기술적 역량(Technological Competence)은 

Szwajlik[2021]의 선행연구를 통해 확보하였으며[28], “나

는 새로운 메타버스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음”, “나는 메타버스

와 관련된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음”, “나는 창의적으로 

메타버스 콘텐츠를 다룰 수 있음”으로 구성된 3개 문항을 적

용하였다. 윤리적 역량(Ethical Competence)은 Mehrvarz 

et al.[2021]의 선행연구를 통해 확보하였으며[9], “나는 메

타버스에서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고 노력함”, 

“나는 정보를 검색하고 사용할 때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함”, 

“나는 메타버스에서 필요한 콘텐츠를 얻기 위하여 지불 의도

가 있음”으로 구성된 3개 문항을 적용하였다.

연구 대상은 메타버스를 경험하고 활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용자이다. 세부적으로 본 연구는 최근 1년 이내에 메타버스

를 활용해 본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정하였다.

청소년의 경우 성인과 다른 관점의 메타버스를 활용할 것

으로 판단하였으며, 향후 연구에서 진행해야 할 부분이라 판

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M리서치가 보유하고 있는 성인 회

원 리스트를 활용하여 온라인 설문을 구성하였다.

Demographic Categories Frequency %

Gender
Male 204 61.8

Female 126 38.2

Age

21 - 30 102 30.9

31 - 40 111 33.6

41 - 50 92 27.9

Over 51 25 7.6

Job
Student 48 14.5

Officer 282 85.5

Monthly Usage 
of Metaverse

1-2 144 43.6

3-4 107 32.4

5-6 30 9.1

7-8 17 5.2

Over 9 32 9.7

Total 330 100.0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amples

선정된 연구 대상을 명확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설문 참여 

전 본인의 출생연도를 우선 확인하였으며, 메타버스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① 있음, ② 없음), 참여했다면 언제 하였는지

(① 6개월 이내, ② 1년 이내, ③ 2년 이내, ④ 3년 이내 또는 

그 이전)를 지속해서 확인하였다. 즉, 성인이면서 1년 이내에 

메타버스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만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설문 시작 전 설문의 목적과 통계 활용 방법에 대

하여 명확하게 알렸으며, 이후 설문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사

람에게만 응답을 받았다. 설문은 2021년 12월에 실시하였으

며, 총 330개의 유효 표본을 확보하였다.

확보한 표본의 인구 통계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응답 표본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성은 61.8%, 여성은 38.2%

로 구성되었으며, 연령의 경우 20~30대가 가장 많은 64.5%

를 차지하였다. 직업의 경우 대학생 14.5%, 회사원 85.5%로 

회사원이 가장 많았으며, 월별 메타버스 사용 횟수를 확인한 

결과 1~2회 43.6%, 3~4회가 32.4%를 차지하였다. 표본의 

특성이 어느 한쪽으로 튀는 경우가 없어 가설 검증을 한다.

Ⅳ. 가설 검증

4-1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는 연구모델 검증에 요인별 다 항목으로 구성된 측

정 도구를 적용하여 응답자의 응답 당시의 생각을 측정하였

기 때문에, 가설 검증 전 적용 요인의 측정 도구가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한다.

우선 적용 요인의 측정항목의 일관성 확인을 위해, 신뢰성 

분석을 하였다. 신뢰성은 SPSS 21.0의 크론바흐 알파를 통

해 확인하였으며, 선행연구는 요인별 크론바흐 알파 0.7 이상

의 값을 요구한다[34].



메타버스 공동체 의식이 메타버스 요청지원 의도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역량의 조절 효과

647 http://www.dcs.or.kr

Constructs
Factor 
Loading

Cronbach’s 
Alpha

CR AVE

ME
ME1
ME2
ME3

0.874
0.897
0.890

0.916 0.883 0.716

IN
IN1
IN2
IN3

0.899
0.853
0.882

0.909 0.857 0.666

IM

IM1
IM2
IM3
IM4

0.885
0.819
0.891
0.864

0.922 0.887 0.663

IS
IS1
IS2
IS3

0.888
0.891
0.875

0.929 0.880 0.709

TC
TC1
TC2
TC3

0.890
0.917
0.838

0.912 0.872 0.695

EC
EC1
EC2
Ec3

0.861
0.893
0.889

0.912 0.870 0.691

ME(Membership), IN(Influence), IM(Immersion), IS(Intention to 
Offer Support), TC(Technological Competence), EC(Ethical 
Competence)

표 2. 구성요인 타당성 및 신뢰성 결과

Table 2. Result for Construct Validity and Reliability

Constructs 1 2 3 4 5 6

ME 0.846a 　 　 　 　 　

IN .493** 0.816a 　 　 　 　

IM .512** .470** 0.814a 　 　 　

IS .708** .567** .532** 0.842a 　 　

TC .538** .517** .467** .645** 0.834a 　

EC .538** .560** .492** .667** .657** 0.831a

Note: a = square root of the AVE
ME(Membership), IN(Influence), IM(Immersion), IS(Intention to 
Offer Support), TC(Technological Competence), EC(Ethical 
Competence)
**: p < 0.01

표 3. 판별 타당성 결과

Table 3. Result for Discriminant Validity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으며, 요구사항을 충족한 것으로 나

타났다. 더불어 본 연구는 적용 요인에 대한 설문의 적정성과 

요인 간의 차이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타당성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는 AMOS 22.0을 활용하여 확

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적용

한 구조 모형의 적합도는 χ2/df = 1.491, RMR = 0.043, 

RMSEA = 0.039, GFI = 0.938, AGFI = 0.913, NFI = 

0.962, 그리고 CFI = 0.987과 같이 나타나 지수별 요구사항

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당성 분석은 적용 요인의 

일관성 확인을 위해 집중 타당성을 확인하는데 개념 신뢰도

(CR)와 평균분산추출(AVE)을 인하여야 한다.

타당성 관련 선행연구는 개념 신뢰도 0.7 이상을 요구하며, 

평균분산추출은 0.5 이상을 요구한다[35]. 표 2는 구성요인

의 집중 타당성 확인 결과이며,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였다.

또한, 연구는 적용 요인 간의 차별성이 확인하기 위하여 판

별 타당성 분석을 하였다. 판별 타당성은 요인들의 상관계수

와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 값을 비교하되, 평균분산추출 제곱

근 값이 클 때, 판별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36]. 표 3은 판별 

타당성 분석 결과이며, 요구사항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공통방법편의 문제를 확인하였다. 

공통방법편의 문제는 설문지 기법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오류로서, 설문 시 발생 가능한 응답자의 편향성의 문제를 지

칭한다. 선행연구는 공통방법편의 확인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단일 공통방법분석(Single 

Common Method) 기법을 적용한다[37]. 해당 분석은 확인

적 요인분석 모형과 해당 모형에 추가로 단일 요인을 적용하

되 측정 문항과 연계한 모형을 비교하되 측정 문항의 값의 변

화량이 적을수록 공통방법편의 문제가 낮다고 본다. 단일 요

인을 적용하지 않은 모형의 적합도(χ2/df = 1.491, RMR = 

0.043, RMSEA = 0.039, GFI = 0.938, AGFI = 0.913, NFI 

= 0.962, CFI = 0.987)와, 단일 요인을 적용한 모형의 적합

도(χ2/df = 1.189, RMR = 0.031, RMSEA = 0.024, GFI = 

0.958, AGFI = 0.932, NFI = 0.974, CFI = 0.996) 모두 지

수의 적합도 요구사항을 충족하였으며, 두 모형의 측정 문항

의 값의 변화량이 0.3 이하로 나타나 공통방법편의 문제는 높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검증을 수행하였다.

4-2 주 효과 분석

주 효과 분석은 메타버스의 공동체 의식 형성이 메타버스

에서 사용자들에 대한 요청지원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가설

을 검증하였다.

우선 본 연구는 적용된 주 효과 모델의 적합도를 확인하였

다. 모델의 적합도는 χ2/df = 1.601, RMR = 0.041, RMSEA 

= 0.043, GFI = 0.959, AGFI = 0.936, NFI = 0.975, 그리

고 CFI = 0.990으로 나타나 지수의 적합도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였다.

그림 2. 주효과 분석 결과

Fig. 2. Results of the Main Effect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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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Coefficient t-value Result

H1 ME → IS 0.474 8.341** Support

H2 IN → IS 0.255 4.740** Support

H3 IM → IS 0.188 3.564** Support

ME(Membership), IN(Influence), IM(Immersion), IS(Intention to 
Offer Support)
**: p < 0.01

표 4. 주효과 분석 결과

Table 4. Results of Main Effect Tests

그리고, 본 연구는 구조모델 상의 요인별 경로계수(β)를 확

인하여 가설 검증을 하였다. 결과는 그림 2, 표 4와 같다.

연구가설 1은 메타버스 사용자의 멤버십이 메타버스 이용지

원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요인 간의 경로는 유

의수준 5%를 기준으로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다(H1: β= 

0.474, p < 0.01). 해당 결과는 가상 공동체에서 사용자의 멤버

십 형성이 공동체로서의 인식을 형성하여 해당 플랫폼 사용 행

동을 높인다는 Naranjo-Zolotov et al.[2019]의 연구와 유사

한 결과이다[19]. 즉, 온라인 집단에서 사용자들이 정서적으로 

구성원으로 인식할 때, 사용자들은 집단 및 집단의 구성원의 가

치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메타

버스 플랫폼은 사용자들이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식할 수 있도

록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가설 2는 메타버스 사용자의 영향력이 메타버스 이용

지원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요인 간의 경로는 

유의수준 5%를 기준으로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다(H2: β= 

0.255, p < 0.01). 해당 결과는 온라인에서 브랜드 공동체 의

식이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지식공유 의도를 높인다는 Chou 

et al.[2016]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21]. 영향력은 사용

자가 공동체 또는 공동체 구성원에게 특정 파워를 행사할 수 

있다고 믿는 수준이므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느낀 사

용자는 공동체에 애착을 가지고 자신이 보유한 지식 등을 공

유 및 요청 사항에 대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다. 

따라서, 메타버스 플랫폼은 사용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되, 개인들의 의견을 소

홀히 하지 않는 플랫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가설 3은 메타버스 사용자의 몰입이 메타버스 이용지

원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요인 간의 경로는 

유의수준 5%를 기준으로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다(H3: β= 

0.188, p < 0.01). 해당 결과는 온라인 학습 공동체에서 공동

체 의식이 지식공유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Yilmaz[2016]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26]. 몰입은 메타버스 활동에 대한 

지속적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인식으로서 몰입이 강화될수록 

사용자는 메타버스 활동에 관여하고 능동적 행동을 하고자 

한다. 따라서, 메타버스 플랫폼은 사용자 몰입을 강화하기 위

한 콘텐츠를 지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4-3 조절 효과 분석

조절효과 분석은 Hayes[2017]의 Process 3.1을 활용한

다[38]. 본 연구에 적용된 독립변수(멤버십, 영향력, 몰입)와 

조절 변수(기술적 역량, 윤리적 역량), 그리고 종속변수(요청

지원 의도)가 모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모델 

1(부트스트랩 5,000, 신뢰수준 95%)을 적용하였다.

연구가설 4는 개인의 기술적 역량이 메타버스 공동체 의식

(멤버십, 영향력, 몰입)과 요청지원 의도 간의 관계를 조절한

다는 것으로, 기술적 역량의 조절 효과를 확인한 결과는 표 5

와 같다. 분석 결과 기술적 역량이 멤버십과 요청지원 의도 

간의 관계에 대한 조절 효과는 기각되었다(H4a: t-value = 

-1.307, n.s). 반면 영향력과 몰입이 요청지원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기술적 역량이 조절하였다(H4b: t-value = -3.493, 

p < 0.01; H4c: t-value = -2.776, p < 0.01).

기술적 역량의 조절 효과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Process 3.1을 활용하여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기술적 역량이 영향력과 요청지원 의도 간에 조절효과를 미

친다는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영향력이 요청지원 의도에 미

치는 긍정적 영향에 있어, 기술적 역량이 높아질수록 영향력

에 의한 요청지원 의도가 강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

술적 역량이 몰입과 요청지원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그래프로 표현하였으며,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몰입이 요청지

원 의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있어, 기술적 역량이 높아질

수록 몰입에 의한 요청지원 의도는 강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Coefficient S.E. t-value Result

H4a

Constant 5.403 0.042 129.182**

Reject

ME 0.525 0.045 11.712**

TC 0.336 0.043 7.894**

Interaction -0.032 0.025 -1.307

F = 163.9545, R2 = 0.6014

H4b

Constant 5.444 0.046 117.61**

Support

IN 0.259 0.043 6.032**

TC 0.410 0.046 8.996**

Interaction -0.088 0.025 -3.493**

F = 112.7568, R2 = 0.5092

H4c

Constant 5.430 0.047 116.45**

Support

IM 0.267 0.045 5.927**

TC 0.435 0.046 9.406**

Interaction -0.081 0.029 -2.776**

F = 107.1003, R2 = 0.4964

ME(Membership), IN(Influence), IM(Immersion), IS(Intention to 
Offer Support), TC(Technological Competence)
**: p < 0.01, *: P < 0.05

표 5. 조절 효과 분석 결과(가설 4)

Table 5. Results of Moderating Effect Tests(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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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기술적 역량의 조절 효과 (H4b)

Fig. 3. Moderation Effect of TC (H4b)

그림 4. 기술적 역량의 조절 효과 (H4c)

Fig. 4. Moderation Effect of TC (H4c)

이러한 결과는 기술적 역량이 보유한 특성에 기인하는 것

으로 판단되었다. 즉, 기술적 역량이 높은 사람은 메타버스 활

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가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영향력과 연계하여 높

은 행동 의도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며, 기술적 역량은 해당 

메타버스에 대한 몰입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몰입의 요청지원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연구가설 5는 개인의 윤리적 역량이 메타버스 공동체 의식

(멤버십, 영향력, 몰입)과 요청지원 의도 간의 관계를 조절한

다는 것으로, 윤리적 역량의 조절 효과를 확인한 결과는 표 6

과 같다. 분석 결과 윤리적 역량이 영향력과 요청지원 의도 

간의 관계에 대한 조절 효과는 기각되었다(H5b: t-value = 

-0.796, n.s). 반면 멤버십과 몰입이 요청지원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윤리적 역량이 조절하였다(H4a: t-value = 

-3.338, p < 0.01; H4c: t-value = -3.114, p < 0.01).

윤리적 역량의 조절 효과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Process 3.1을 활용하여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Coefficient S.E. t-value Result

H5a

Constant 5.439 0.041 132.87**

Support

ME 0.469 0.045 10.423**

EC 0.355 0.039 8.956**

Interaction -0.089 0.027 -3.338**

F = 184.3148, R2 = 0.6291

H5b

Constant 5.394 0.042 128.31**

Reject

IN 0.388 0.039 9.946**

EC 0.464 0.040 11.569**

Interaction -0.021 0.027 -0.796

F = 152.2631, R2 = 0.5835

H5c

Constant 5.436 0.046 118.49**

Support

IM 0.236 0.045 5.240**

EC 0.462 0.046 10.115**

Interaction -0.086 0.028 -3.114**

F = 115.1797, R2 = 0.5145

ME(Membership), IN(Influence), IM(Immersion), IS(Intention to 
Offer Support), EC(Ethical Competence)
**: p < 0.01, *: P < 0.05

표 6. 조절 효과 분석 결과(가설 5)

Table 6. Results of Moderating Effect Tests(H5)

윤리적 역량이 멤버십과 요청지원 의도 간의 조절한다는 

결과의 그래프는 그림 5와 같다. 즉, 멤버십이 요청지원 의도

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있어, 윤리적 역량이 높아질수록 영

향력에 의한 요청지원 의도가 강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

불어, 윤리적 역량이 몰입과 요청지원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그래프로 표현하였으며,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몰

입이 요청지원 의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있어, 윤리적 역

량이 높아질수록 몰입에 의한 요청지원 의도는 강화되는 것

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윤리적 역량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

단되는데, 윤리적 역량은 공동체의 도덕적, 윤리적 판단을 하

는 개념이고 관련 문제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하는 관점이다.

그림 5. 윤리적 역량의 조절 효과 (H5a)

Fig. 5. Moderation Effect of EC (H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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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윤리적 역량의 조절 효과 (H5c)

Fig. 6. Moderation Effect of EC (H5c)

따라서, 멤버십의 경우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정서

적 관점이기 때문에 윤리적 역량과 연계되어 공동체 구성원

들에게 지원할 의도가 높아졌다고 판단된다. 또한, 몰입은 개

인이 메타버스에 대한 지속적 참여하고자 하는 인식이므로 

인지적 측면에서 형성된 메타버스 몰입은 긍정적인 공동체 

활동을 강화하되, 윤리적 대처까지 포함되어 접근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  론

5-1 연구의 요약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사회 구성원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상호 교류 활동을 증가시키고 있다. 대표

적으로 기업, 학교 등은 온라인 미팅 플랫폼인 줌, 웹엑스 등

을 활용하여 구성원들의 업무 및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

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 내 활동에 

있어 현실적 경험과 정보를 높은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는 메

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많은 

사용자가 메타버스를 경험하기 시작하고 있다.

본 연구는 메타버스를 사용하는 원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람 간의 물리적 연계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역할에 있다고 

보고, 메타버스가 보유한 사회적 공유 및 지원 관점에 주목하

였다. 이에, 소셜 역할을 강화한 집단에서 사용자의 능동적인 

행동이 사용자 간 상호 교류 활성화에 있다고 보고 메타버스 

사용자의 요청지원 의도 향상을 위한 방향을 제언하고자 하

였다. 특히, 메타버스가 보유한 공동체적 특징을 반영하여, 공

동체 의식(멤버십, 영향력, 몰입)이 메타버스 사용자의 요청

지원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개인의 

특성으로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하여 디지털 역량(기술

적 역량, 윤리적 역량)을 반영하여 메타버스 공동체 의식과 

행동의도 간의 긍정적 영향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확

인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연구모델 및 가설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최근 1년 이내 메타버스를 경험한 이력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표본을 확보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을 기반으로 

주 효과 분석을 하였으며, Process 3.1을 활용하여 조절 효

과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메타버스 공동체 의식(멤버십, 

영향력, 몰입)이 각각 요청지원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기술적 역량이 메타버스 영향력, 몰입이 

요청지원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며, 윤리적 역량이 메

타버스 멤버십, 몰입이 요청지원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5-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최근 시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메타버스에서 

활용성 강화 방향을 제시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이론적 관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메타버스가 보유한 사

회적 지원 특성을 반영하여 사용자의 요청지원 의도를 확대하

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가상현실 기기 및 콘텐츠 등 관련 선행

연구는 가상현실에 적정한 기기 및 콘텐츠 등을 제공 시, 사용

자의 만족도 향상 또는 지속적 이용 의도와 같은 개인 차원의 

관련 기술 활용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해왔다[8,20]. 본 연구

는 메타버스가 가진 사용자 간의 교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

였다. 즉, 사용자들은 단순히 만족 수준이 아닌 능동적 행동을 

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사용자 간 상호 교류 시 정보 등 요

청 행동과 관련 정보 제공 행동이 지속해서 반복될 수 있다는 

개념인 요청지원 의도를 연구에 반영하였다. 즉, 메타버스에

서 사용자들의 능동적 활동 의도의 개념인 요청지원 의도를 

제시하고 향상 방안을 제언하였기 때문에, 사회성 기반의 메

타버스 관련 연구에 있어 선행연구로서의 학술적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에 중점적으로 활용되었던 공

동체 의식 개념을 메타버스에 반영하여 요청지원 의도를 높

이는 선행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메타버스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사용자들의 현실감을 향상하는 메타버스 조건(사회적 

실재감, 원격실재감, 생생함 등)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왔다

[7,8]. 본 연구는 메타버스가 보유한 공동체적 관점에서 접근

하여 사용자가 공동체 일원으로 인식 수준을 높일 때, 공동체

와 연계 구성원들을 위하여 긍정적 행동을 할 것으로 판단하

였다. 이에, 연구는 공동체 의식의 세부요인인 멤버십, 영향

력, 그리고 몰입이 메타버스 사용자 요청지원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즉, 본 연구는 학술적으로 집단 관점에서 

메타버스를 이해할 수 있는 선행연구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셋째, 본 연구는 메타버스가 IT 기술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개인의 디지털 역량의 수준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

일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디지털 역량이 공동체 의식과 요청

지원 의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조절 효과가 있음을 확인

하였다. 메타버스 선행연구는 아직 메타버스 하드웨어 및 소

프트웨어의 특성 강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해

왔다[6]. 하지만, 본 연구는 메타버스 사용자가 증가하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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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사용자 개인적 특성에 따라 행동 의도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기술적 역량과 윤리적 역

량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역량이 메타버스 공동체에서의 행동 

원인과 행동 의도에 조절적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

구는 학술적으로 개인차 변인을 메타버스에 활용한 관점에서 

선행연구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본 연구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지속가능성이 사용자들의 능동

적 메타버스 활용에 있다고 보았으며, 메타버스 플랫폼이 고려

해야 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 관점에서 실무적 의미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메타버스가 보유한 사회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사용자들의 지속적 활용은 

결국 능동적인 상호 교류 필요성 인식에 있다고 보았다. 이에, 

연구는 메타버스 사용자 간의 특정 행동 요청 및 지원 행동을 

설명하는 결과 변수인 요청지원 의도를 적용하였다. 즉, 공동체

로서 역할을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고려해야 할 조건은 사용

자들의 상호 교류 활동이며, 사용자 간에 쉽게 정보를 요청하고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강화하는 것에 있음을 제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메타버스의 공동체 성격이 사용자 행동의 

중요한 선행 요인임을 제시하였다. 즉, 사용자가 메타버스 활

동을 하면서 느끼는 공동체 의식이 메타버스 요청지원 의도를 

높일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세부적으로 본 연구는 메타버스 

공동체 의식으로 멤버십, 영향력, 몰입 요인을 제시하였다. 첫

째, 멤버십은 사용자가 정서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구성원임

을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플랫폼은 사용자들이 메

타버스 내 특정 집단의 구성원임을 인식시켜줄 수 있는 콘텐츠

(예: 명찰, 소속 등)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집단 내 구성원임을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영향력

은 사용자가 공동체 내 다른 구성원에게 특정한 힘을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행동적 관점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플랫폼

은 사용자 간의 교류에 있어서 누구나 쉽게 메타버스에 들어오

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사용자들의 메타버스 사용 화면에서 정보 제

공 등의 활동 내역이 쉽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성원

으로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사용자들의 능동적 

참여 활동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셋째, 몰입은 사용

자가 메타버스 콘텐츠에 집중함으로써, 애착 및 관여를 하고 

있다고 느끼는 수준을 의미한다. 메타버스가 제공하는 3D 기

반의 현실적 느낌은 사용자 몰입을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메

타버스 플랫폼은 사용자들이 강하게 메타버스에 머무를 수 있

는 콘텐츠 및 서비스를 기획 및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개인 특성이 메타버스라는 공동체

에서 공동체 의식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기술적 역량은 영향력과 몰입의 

영향을 조절하였으며, 윤리적 역량은 멤버십과 몰입의 영향을 

조절하였다. 기술적 역량은 메타버스 활용 시 고려되는 기술

적 이슈에 대한 대처 역량이므로, 빠른 대처 역량은 메타버스

에서 사용자의 영향력 또는 몰입에 의한 행동 변화를 강화함

을 확인하였다. 윤리적 역량은 메타버스라는 사회적 공동체에

서 도덕적 이슈에 대한 대처 역량이므로, 가상현실이기는 하

나 메타버스라는 사회에서 어떠한 사회적 가치 행동을 해야

하는 지를 선택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멤버십과 몰입과 연계

하여 행동 변화를 강화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메

타버스 플랫폼은 사용자의 기술적 역량, 윤리적 역량이 행동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

으로, 사용자의 디지털 역량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 시, 역으

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면 요청지

원 의도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5-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본 연구는 메타버스 공동체적 특성과 개인 특성을 반영하

여, 타인을 위한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확인

하였다는 측면에서 시사점을 가지나, 다음과 같은 연구 한계

를 가지며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용자의 메타버

스 관련 행동 의도 향상을 위한 분석을 위해, 메타버스를 최

근 1년 이내 경험한 성인으로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설문

을 통해 확보한 표본을 활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즉, 본 

연구는 메타버스 플랫폼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최근 메타

버스 플랫폼은 기업형, 개인형, 교육형 등 다양한 목적별 콘텐

츠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메타버스 플랫

폼이 제공하는 콘텐츠 및 서비스 특성에 따라서 세부화하여 

행동 변화 및 원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20

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였는데, 아직 메타버스 

활용자가 많지 않다는 표본적 한계에 기인한다. 하지만, 청소

년, 청년, 시니어 등 메타버스를 사용하는 연령대별 집단은 사

용 목적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고,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메타버스 행동 동기를 개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

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연령, 수입 등 개인 인구 통계적 특성

을 고려하여 메타버스 활용성을 측정한다면 높은 현실적 시

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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