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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global smartphones market is growing at a brisk pace, their associated mobile applications are becoming
increasingly ubiquitous in our daily life. The growth of mobile application business is explosive. Like other digital
contents businesses, illegal downloads of copyrighted mobile applications become major obstacle in the future of the
industry. In spite of anti-piracy efforts, the phenomenon has been getting wors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focus
of current deterrence policies and strategi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actors influencing smartphone applications
piracy behavior. For better understanding of illegal behavior, a research model of potential determinants for the piracy
behavior is developed and empirically tested via path analysi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indings show that
social factors, beliefs concerning benefits from piracy, self-efficacy, and habit have significant effects on attitude
toward smartphone application piracy. The result also shows perceived risks and facilitating conditions were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their attitude.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practice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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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러가 넘으며 다운로드되는 하나의 앱 당 평균 세
개의 앱이 불법으로 다운로드되고 있으며 일부 앱

스마트폰은 휴대성, 이동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의 지원에 힘입어 모바일 사용자를 위

의 경우 불법복제율이 95%에 달한다고 발표하였
다[7].

한 컴퓨팅 플랫폼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2009년

저작물의 불법복제는 합법적인 저작물 시장을

5%에 불과했던 전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은 불과 4

침해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수요를 감소시켜 결국

년만에 13억 개의 스마트폰이 늘어나는 증가세를

관련 산업의 생산기회를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효

보이며 2013년에는 22%의 보급률을 기록했다[12].

과를 가져온다[1]. 무질서한 시장환경으로 앱 개발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분기에 인터넷 트래픽

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개발자들은

의 55%가 스마트폰, 태브릿 등 모바일기기를 통한

모바일 앱 시장을 외면하게 되고 결국 사용자들이

접속으로 PC와 노트북을 통한 접속을 앞질렀다

양질의 앱을 이용하기 어렵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

[17]. 또한 향후 5년 내에 모바일 플랫폼을 위한 응

지게 된다. 기존 불법복제 관련 기존 연구는 PC용

용 프로그램의 개발이 PC 등과 같은 다른 플랫폼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컨텐츠에 국한되어 있고 또

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한 대부분의 모바일 앱 불법복제 연구는 불법복제

있다. 이와 같은 폭발적인 성장세는 스마트폰이 통

탐지 및 방지기술 연구[33, 35] 등 기술적인 관점

신기능과 컨텐츠 생산, 검색 기능을 갖춘 융합기기

에 치우쳐 있어서 모바일 환경에서의 불법복제 원

라는 하드웨어 측면뿐만 아니라 사용자 필요에 따

인 연구 및 이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가 미

라 다양한 앱을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소프

미한 실정이다.

트웨어 관점의 장점에서 그 성공요인을 찾을 수 있

불법복제 행위의 근본적인 요인, 즉 불법복제를

다. 현재 모바일 앱 마켓에는 2백 30만 개가 넘는

실행 의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들을 이

앱이 등록되어 있으며, 2013년 앱 마켓의 일일 매

해할 수 있다면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보다 효과

출은 3천만 달러에 달했다[23]. 가트너 보고서에

적인 접근방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

의하면 2013년 전세계적으로 1,020억 개의 앱이 다

폰 앱의 불법복제가 왜 발생하는지, 무엇이 개인

운로드되었고, 앱 판매와 광고매출을 합하여 약 266

의 비윤리적 행동을 유발하는지에 대해 좀 더 잘

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2017년에는 약 3배로

이해하려면 불법복제 행위 자체에 대한 분석이 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5].

요하며 또한 불법복제를 대하는 태도에 미치는 요

하지만 다른 디지털 컨텐츠 불법복제와 마찬가

인을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불법

지로 모바일 앱도 광범위한 불법복제1)가 이루어지

복제를 행위의도 및 태도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조

고 있으며[16], 이는 모바일 앱 산업의 지속적인 성

사하고 불법복제 태도를 형성하는 요인으로 구성

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상했다. 2011년

된 연구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

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통하여 향후 스마트폰 앱

폰 사용자의 21.6%는 유료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

의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

받아 설치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2]. 애플은

고자 한다.

2008년 7월 앱 스토어를 오픈한 후 1년 6개월 만
에 불법 다운로드에 의한 피해액이 4억 5천만 달
1) 본 논문에서 불법복제란 앱마켓 등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복제하고 사용함으로써 소
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2. 선행연구
디지털 컨텐츠 불법복제가 산업에 미치는 부정
적인 영향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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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세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횟수 및 매출
2012

2013

무료 다운로드(백만 개)

57,331

유로 다운로드

6,654

다운로드 합계
무료 다운로드 %
앱 마켓 매출(백만 달러)

2014

2015

2016

2017

92,876

127,704

167,054

211,313

253,914

9,186

11,105

12,574

13,488

14,778

63,985

102,062

138,809

179,628

224,801

268,692

89.6

91.0

92.0

93.0

94.0

94.5

18,559

26,683

34,988

45,366

58,207

76,517

출처：Gartner 보고서[25].

하기 위해 경제학, 정보시스템, 사회학, 심리학, 법

수준과 소득수준 역시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았

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불법복제에 대한 연구가

는데 교육수준이 높거나 소득이 많은 경우 윤리적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으로 우위에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국가의 경제적 상태와 불법복제 간의 관계를 찾

반대의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15].

아내고자 하는 연구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27], 인

범죄심리학 관점의 연구에서는 불법복제 행위를

플레이션율[22], 소득불균형[34] 등을 국가간 불법

청소년비행, 시험부정행위 등과 같은 일탈과 범죄

복제율의 차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변수로 제시

로 인식하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행위를 분석하

하였다. Depken and Simmons[22]는 국민 총생산

려고 시도하였다. Gottfredson and Hirschi의 범죄

(GDP), 무역량, 고용지수, 노동력 등 거시경제 지

일반이론[28]을 적용하여 불법복제 행위를 분석한

표와 국민들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성향 간의 유

Higgins[39]는 낮은 자기통제력(self-control)과 불

의한 관련성을 발표하였다. 불법복제의 요인으로

법복제 간의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였다. Moon et

서 국가의 문화적 특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국

al.[40]의 최근 연구[40]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뿐

가간 문화적 차이에 따라 불법복제율의 해석을 시

만 아니라 컴퓨터 사용정도, 사용방법 등 추가 기회

도한 Moores는 개인주의 정도, 권력집중 정도, 불

요인을 검증하여 일반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고

확실성의 회피 정도, 남성주의적 정도 등 Hofstede

하였다. 범죄억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비행에

의 네 가지 문화가치 척도를 사용하여 국가의 문

따른 처벌의 신속성, 확실성, 엄격성이 요구된다고

화적 차이가 불법복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주장하는 억제이론[53]을 적용한 연구에서 Peace

다[41]. 그 밖에도 민주화 정도[46], 국가 부패[8]

et al.[44]은 처벌의 엄격성과 처벌의 확실성이 불법

등과 같은 정치사회적 요인과 인터넷 보급률[11],

복제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유의한 변수임을 검

정보통신 인프라[51] 등과 같은 국가간 기술수준

증하였다. 또한, 자신의 비행에 대한 정당화를 통해

차이를 포함하기도 하였다.

서 죄의식과 수치심을 희석시켜 비행에 가담하게

불법복제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통계학적 요인으

되고 자신은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니라고 여기는 중

로서 소득수준[14], 성별[36], 연령[26], 컴퓨터 사

화이론[48]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연구에 도입하

용시간[47] 등을 제시하였지만 연구에 따라 상이

기도 하였다. 대학생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행위를

한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한 Hinduja[30]의 연구에서는 중화이론을 제한

는 대부분의 연구결과가 일치하는데 남자가 여자

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음악, 영화 등

에 비해서 좀 더 비윤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

의 저작권 침해 연구에서는 대체적으로 중화의 기

향을 보여준다. 하지만 연령과 불법복제의 연관성

술이 유의한 변인으로 보고되었다[32, 42].

에 관한 연구결과는 일치하지 않았다[15, 52]. 교육

윤리적 판단이 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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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는 행동예측 모형으로서 Hunt and Vitell의 윤

동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TPB

리적 의사결정이론[31]은 여러 불법복제 연구에 적

와 달리 Triandis 행동이론에서 행동의도는 행동에

용되어왔다[13, 49].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실행

대한 개인의 감정, 행동수행에 영향을 주는 사회

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책무, 정의 등과 같은

적 압력, 행동에 따른 결과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의무론적인 규범과 불법복제 행위가 가져올 이익,

받는다고 제시하였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동

위험성 등과 같은 지각된 결과에 따라 대안을 평

기요인을 분석한 Limayem et al.[37]의 종단연구

가하고 의사결정을 내린다. 의무론적인 사고와 목

에서 의도를 제외한 습관과 촉진조건은 불법복제

적론적인 사고가 모두 불법복제 의도에 있어서 높은

행동의 유의한 결정요인이었고 지각된 결과와 사

설명력을 보이는 요인이지만 Thong and Yap[49]

회적 요인은 의도의 유의한 선행요인으로 나타났다.

의 연구에서는 의무론적인 사고에 비해 목적론적

Triandis 모형의 일부 변수들의 비디오게임 불법

인 평가의 영향력이 좀 더 크다고 주장하였다.

다운로드 태도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Ajzen은 행동에 대한 개인적 태도(attitude)와 주
관적 규범(subject norm)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

감정, 도덕적 판단, 자기효능감, 사회적 압력이 유
의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45].

친다는 합리적 행동이론[3]에 행동 수행에 필요한 개
인의 내적 능력과 외적 기회/자원을 표현하는 지각
된 행동통제력 요인을 추가하여 계획된 행동이론

3. 연구모형 및 가설

(Theory of Planned Behavior：TPB)을 제시하였

본 연구는 스마트폰 앱의 불법복제를 대하는 태

다[5]. TPB는 음악 불법복제[20], 소프트웨어 불법

도를 형성하는 요인 및 불법복제 의도에 미치는 영

복제[44] 등 불법/비윤리적 행동의 선행요인을 분석

향을 탐색하고자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개념

하기 위해 여러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Peace et al.

적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44]은 기대효용이론에서 비용요인을, 범죄억제이
론에서 행동결과 처벌의 확실성과 엄격성을 태도

3.1 사회적 요인(Social Factor)

와 지각된 행동통제력의 선행변수로 추가하여 TPB
모델의 설명력을 향상시키고자 시도하였다. 조직

Limayem et al.[37]은 사회적 요인을 개인이 특

의 윤리문화(ethical climate)와 소프트웨어 불법복

정 행동을 해야 할 지에 결정하는데 자신에게 영향

제 이슈에 대한 개인의식(perception)이 태도와 주

을 미칠 수 있는 주위사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관적 규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Lin et al.[38]

개인의 지각으로서 사회적 수준에서 개인의 태도

의 연구에서 윤리문화와 개인의식 모두 유의한 영

에 미치는 규범, 역할, 가치 등으로 정의하였다[37].

향력을 나타냈다. Yoon[54]은 Hunt와 Vitell의 윤

이는 특정 행동을 하고자 할 때 일종의 사회적 압

리적 의사결정이론을 TPB 모형에 접목하여 디지

력으로 작용하며 만일 어떤 행동에 대해 주위사람

털 콘텐츠 불법복제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통합모

들의 지지가 크다고 생각할수록 그 행동을 수행할

형을 제안하고 검증한 결과, 의무론적 요인(도덕적

의도가 커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요인은 친

책무와 정의)과 목적론적 요인(지각된 이익과 위

구, 동료, 가족들과의 교류(대화, 조언, 지시 등)를

험)은 TPB 모형의 구성요소인 태도와 주관적 규

통해 전달되는 규범 및 가치를 의미한다.

범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발표하였다.
TPB에 비해서 좀 더 복잡한 모형을 제시한 Tri-

H1：개인이 지각하는 스마트폰 앱 불법복제에 대

andis의 행동이론[50]은 행동의도와 습관, 그리고

한 사회적 요인은 앱 불법복제 태도에 정(+)

행동 촉진조건(facilitating condition)이 개인의 행

의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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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능력
에 대한 판단 및 신념으로서 실제 능력을 소유하고

지각된 결과는 특정 행동을 수행하였을 때 예상

있는 지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PC에 비해 스마트폰은

할 수 있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개인의

비교적 새로운 기기이고 불법복제 방법은 이전 소

인식을 의미한다. Triandis의 행동이론에서 행동 수

프트웨어 복제기술과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의도는 그 행동이 유발할 특정 결과의 가능성에

스마트폰 앱을 불법 복제할 수 있는 자신의 지식,

기초하여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Hunt and Vitell

기술 등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31]의 윤리적 행동이론에서도 대안이 초래할 결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과의 발생가능성, 결과의 중요성, 결과의 바람직함
에 대한 목적론적 평가가 윤리적 판단과 행동의도

H3：스마트폰 앱 불법복제에 대한 자기 효능감은

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지각된 위험이란

앱 불법복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특정 행동의 수행하고자 할 때 그 행동에 대한 결
과를 확신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행동에 따른 부정

3.4 습관적 행위(Habitual Conduct)

적인 결과에 대한 자각이라고 할 수 있다. Fraedrich and Ferrell[24]은 윤리적 의사결정 요인을 분

Triandis[50]에 따르면 습관적 행위는 그 행동이

석한 연구에서 지각된 위험을 경제적 위험, 성능적

자동화 되어 특별한 자기지시 없이도 발생할 수

위험, 물리적 위험, 사회적 위험, 심리적 위험 등으로

있는 상황에 따른 행위 결과를 의미한다. 반복된 행

구분하였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관련 연구에서는

동은 습관화되어 동일한 행동을 수행할 상황이 되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신속한 입수, 구매비용 절약,

면 특별한 의식적 판단 없이 자동적으로 그 행동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용시도 등이 불법복제를 통해

을 수행하게 된다. Lymayem et al.[37]은 습관은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지각된 이익이었고, 불법복

개인의 과거 경험과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제 단속에 따른 위험성, 컴퓨터 고장 등이 불법복제

능력과 연관된 것으로 개인의 행동과 태도는 습관

에 따른 지각된 위험성이 불법복제에 대한 태도에

적인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37, 44]. 본 연구

Nandedkar et al.[43]의 연구에서 습관이 음악 불

에서는 스마트폰 앱 불법복제에 따른 결과에 대한

법복제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예측변수

지각된 이익과 지각된 위험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

임을 검증하였다.

을 검증하고자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4：스마트폰 앱 불법복제의 습관적 행위는 앱 불
H2a：스마트폰 앱 불법복제에 대한 지각된 이익은

법복제에 대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앱 불법복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H2b：스마트폰 앱 불법복제에 대한 지각된 위험은

3.5 행동촉진 조건(Facilitating Condition)

앱 불법복제 태도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촉진조건은 객관적 요소로서 특정 행동을 용이

3.3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촉진하거나 또는 행동을 방
해하는 외적 환경요인을 의미한다[50]. Triandis 행

Bandura의 사회인지이론[9]에 근거한 자기 효능

동이론에서 촉진조건은 실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

감은 어떤 일의 성공적 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선택

을 미치는 객관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관적

적으로 동원하여 어떤 종류의 행동을 실행하고 조직

요인을 의미하는 TPB 모델의 행동통제력과는 차

화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정도를 의미한다. 이

이가 있다. 개인이 어떤 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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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중 한

도를 갖고 있더라도 주어진 환경이 이를 허락하지

명의 설문자료를 확보하였다. 대부분의 대학생들

않는다면 그 행동은 수행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

은 스마트폰 이용자이고 이전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 본 연구에서 촉진조건은 스마트폰 앱 불법복

많은 대학생들은 소프트웨어, 게임, 음원 등 디지

제 방지를 위한 법규 및 정책의 미비, 사회의 관용

털 컨텐츠 불법복제에 대하여 호의적인 태도를 갖

도 등 불법복제를 용이하게 하거나 저지하는 환경

고 있었으며 대학생들 사이에 불법복제가 상당한

요인을 의미한다. 이제까지의 연구에서는 촉진조

수준으로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건이 행동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매개로 행동의도

대학생을 설문조사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인구통

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고 유의한 관계를 찾아

계적 항목을 제외한 구성개념은 7점 척도를 사용

내는데 실패했다[46, 45]. 본 연구에서는 촉진조건

하여 질문하였다.

이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5：스마트폰 앱 불법복제 행동촉진 조건은 앱

불법복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3.6 태도(Attitude)

4.1 변수의 조작적 정의
각 구성변수의 측정항목은 선행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을 입증된 도구를 이용하였고 경우에 따라 본
연구목적에 맞도록 수정하였다. 행동의도는 Cronan
and Al-Rafee[19]와 Nandedkar and Midha[43]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질문문항을 수정하여 다섯 가

태도는 특정 행동에 대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지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태도와 사회적 요인은

인 개인의 느낌(예：유익하다, 해롭다, 지루하다 등)

Peace et al.[44]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설문항목을

또는 행위적 신념을 의미한다[4]. 즉, 긍정적이거나

수정하여 스마트폰 앱 불법복제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적인 평가적 측면을 포함하는 신념으로, 행동을

윤리적 판단(예：해롭다, 어리석다, 나쁘다 등)을

수행함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면 개인은

다섯 가지 항목에서 7점 어의차이 척도로 측정하였

특정 행동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게 될 것

으며, 사회적 요인은 영향력 있는 주위사람들이 응

이고 호감이 크면 클수록 그 행동을 수행하고자

답자의 앱 불법복제 행동에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을

하는 의도는 커지게 된다. 태도는 사회심리학 분야

세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자기 효능감은 Compeau

에서 오랫동안 행동연구를 위해 주목하였고 중요한

et al.[18]가 개발한 컴퓨터 자기 효능감을 수정하여

변수로서 여겨져 왔다. 불법복제 관련 여러 연구

앱 불법복제 행동 수행이 응답자에게 얼마나 쉬운

에서 개인의 불법복제에 대한 태도는 행동의도를

지를 평가하는 세 가지 항목을 사용하였다. 습관은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제시하였다[19, 20, 44].

스마트폰 앱의 불법복제가 얼마나 습관화 되어 있
는지를 측정하는 네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행동촉

H6：개인의 스마트폰 앱 불법복제에 대한 태도는 앱

진조건은 앱 불법복제 행동을 용이하게 하는, 또

불법복제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는 방해하는 객관적 환경요인을 측정하며 불법복
제 방지 규정, 정책, 사회의 관용도 등 다섯 항목

4. 연구방법

을 측정하였다. 지각된 결과는 앱 불법복제 행동
에 따르는 이익 및 위험에 대한 응답자의 지각을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서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의미하며 Limayem et al.[37]의 연구에서 사용된

457명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2013년 3월 19일부터

지각된 이익을 측정하는 다섯 항목과 Nandedkar

10일 간에 걸쳐 실시하였고 그 중 불완전하게 응

and Midha[43] 연구에서 사용된 지각된 위험 중

답한 65명 스마트폰 미 이용자 2명을 제외한 390

세 가지 법적 위험성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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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구성개념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연구개념

조작적 정의

측정항목

관련문헌

행동의도

스마트폰 앱을 불법 복제하려는
의향

앱 불법복제 의향
주위 사람에게 불법 앱 제공 의향
정품 앱 사용 의향(*)
학업에 필요한 앱 불법복제 의향

태도

앱 불법복제에 대한 윤리적 판단

불법복제는 해롭다, 어리석다, 나쁘다, 바람직하지 않다,
재미없다.

[10, 44]

사회적
요인

앱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평가

주위사람들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주위 사람들의 비난(*)
주위 사람들의 업신여김(*)

[10, 44]

지각된
이익

앱 불법복제 행동에 따른 이익에
대한 지각

비용절약, 작업에 도움
다양한 앱 사용 기회
필요한 앱의 신속한 획득
전반적인 이익

[37, 43]

지각된
위험

앱 불법복제 행동에 따른 위험에
대한 지각

적발당할 위험
소송 위험
벌금 위험

[37, 43]

자기
효능감

앱 불법복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개인적 판단

불법 앱 복제 또는 다운로드 능력
불법 앱 설치/사용 능력
앱 불법복제 관련 지식

[10, 44]

앱 불법복제 행동의 습관화 정도

앱 불법복제 행동의 자연스러움, 망설임, 주저함 등
습관성

[37, 43]

앱 불법복제를 방해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환경적 요인

불법복제 방지 캠페인(*)
불법복제 규정(*)
불법복제 방지 정책(*)

[37, 43]

습관
행동
촉진조건

[19, 43]

주) (*)는 역척도.

4.2 표본자료의 특성

<표 3>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분포(n = 390)
구분

설문조사는 특정 전공분야에 제한되지 않도록 교
양과목에서 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성별

392명의 유효 응답자 스마트폰 미사용자 2명을 제
외한 390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응답자 중 남성
51%, 여성 49%로 대등한 비율이었다. 2학년 학생

연령

이 약간 많고(116명, 30%), 4학년 학생이 조금 적
지만(84명, 21%) 학년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
였다. 대부분 응답자(89%)가 스마트폰 사용기간이
3년 미만이라고 응답하였다. 과반수가 넘는 응답

스마트폰
사용기간

자(53%)가 이전에 스마트폰 앱을 불법적으로 설
치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자신이 소
지한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유료 앱 중 정품
앱의 비율을 묻는 질문에 50% 정도만이 정품 소
프트웨어라는 응답자가 25%에 달하였다. 안드로

소지한 스마트폰에
정품 앱 설치비율

빈도(백분율)
남

198(51%)

여

192(49%)

20세 이하

95(24%)

21～25세

242(62%)

26세 이상

53(14%)

1년 이하

128(33%)

1～2년

126(32%)

2～3년

94(24%)

3년 이상

42(11%)

0～25%

74(19%)

26～50%

23(6%)

51～75%

46(12%)

76～100%

2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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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폰 이용자(83%)가 아이폰 등 다른 스마트폰

구에서는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으로 구분하여 2단

이용자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표본에 대한 인구

계 방식[6]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해 Amos를

통계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사용하였다.
측정모형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여 확

4.3 측정항목의 신뢰도 및 타당성 검정

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연구모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형

를 살펴보면 X2(df = 370) = 745.41, p < 0.001;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사용하였다. 본 연

X2/df = 2.015; RMSEA = 0.051, GFI = 0.887; CFI

<표 4>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잠재 요인

사회적 요인

지각된 이익

지각된 위험

자기 효능감

습관

촉진조건

태도

의도

주)

*

측정변수

표준 요인적재량

SF1

0.707

SF2

0.933

SF3

0.943

SF4

0.748

PB1

0.847

PB2

0.886

PB3

0.934

PB4

0.803

PB5

0.856

PR1

0.816

PR2

0.952

PR3

0.954

SE1

0.908

SE2

0.813

SE3

0.874

HB1

0.876

HB2

0.974

HB3

0.872

HB4

0.776

FC1

0.929

FC2

0.867

AT1

0.840

AT2

0.827

AT3

0.709

AT4

0.720

AT5

0.660

INT1

0.782

INT2

0.872

INT3

0.860

INT4

0.802

CR：Construct Reliabilities(개념신뢰도),

**

*

**

CR

AVE

내적 일관성 Cronbach-

0.904

0.705

0.897

0.937

0.750

0.938

0.935

0.827

0.933

0.901

0.750

0.900

0.930

0.770

0.936

0.893

0.807

0.892

0.868

0.569

0.879

0.898

0.689

0.895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분산추출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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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63, TLI = 0.956, NFI = 0.929로 GFI를 제외한

RMSEA = 0.054, SRMR = 0.054로 나타났다. GFI

대부분 적합지수가 권고수준을 상회하여 측정모형

가 권고기준인 0.9에 약간 못 미치지만 연구모형의

은 전반적으로 적합하다고 판정하였다(권고수용기

적합도는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권

준：X2/df 3.0 미만, RMSEA 0.08 이하, GFI, CFI,

고수용기준：X2/df 3.0 미만, RMSEA 0.9 이하,

TLI, NFI 0.9 이상[29]).

GFI, CFI, TLI, NFI 0.9 이상[29]).

측정변수의 단일차원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집중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

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측정하였다. 집중타당성은

요인이 스마트폰 앱 불법복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표준요인적재량, 평균 분산추출지수(average var-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H1： = 0.12, t =

iance extracted; AVE), 개념 신뢰도(construct re-

3.09). 앱 불법복제에 따른 지각된 이익은 태도에

liability; CR)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잠재요인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H2a： = 0.38, t = 6.81),

AVE은 모두 권고수준 0.6을 상회하였고, 개념신
뢰도 역시 권고수준 0.7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모형
의 집중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29]. <표 4>는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판별타당성 검증은 각 잠재요인의 AVE가 관련
된 잠재요인들 사이의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크면
두 요인 사이에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잠재변수의 분
산추출지수의 제곱근은 관련된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어 판별타당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한다.

지각된 위험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H2b： = 0.08, t = 2.14). 앱
불법복제 실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
정도를 나타내는 자기 효능감은 태도에 유의한 영
향을 주었다(H3： = 0.11, t = 2.47). 불법복제 습
관은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4을 지지하였다(H4： = 0.20, t = 3.37).
앱 불법복제를 조장 또는 억제하는 환경요인, 즉
행동촉진조건이 불법복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
으로 기대하였으나 그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나 가설 H5는 기각되었다(H5： = -0.04,
t = -1.12).

4.4 가설검정 결과

[그림 1]은 연구모형의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와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구조모형(structural

그에 따른 표준 경로계수, 유의수준을 보여준다.

model)을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df

제시한 연구가설에 대한 검정결과를 <표 6>에 정

= 2.134, GFI = 0.878, CFI = 0.957, NFI = 0.923,

리하였다.

<표 5> 상관계수와 분산추출지수(AVE)
SF

PB

PR

사회적 요인(SF)

(0.840)

지각된 이익(PB)

0.245

(0.866)

지각된 위험(PR)

0.457

0.277

(0.910)

자기 효능감(SE)

0.173

0.538

0.211

SE

HB

FC

ATT

(0.866)

습관(HB)

0.081

0.517

0.197

0.488

(0.877)

촉진조건(FC)

0.358

0.062

0.330

-0.100

-0.146

태도(ATT)

0.362

0.572

0.317

0.435

0.457

0.162

(0.754)

의도(INT)

0.252

0.627

0.282

0.494

0.737

-0.057

0.648

주) 괄호 안의 값은 AVE의 제곱근.

INT

(0.89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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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요인

지각된
이익
H2a
지각된
위험

H1

0.38***

0.12**

H2b

H6

0.08(ns)

태도
1.09***

H3

앱 불법복제
의도

0.11*

자기
효능감

H5
H4

0.20***

-0.04(ns)
* p<0.05
** p<0.01
*** p<0.001
(ns) 유의하지 않음

습관
촉진조건

[그림 1] 연구모형의 경로분석 결과
<표 6> 가설검정 결과
가설

표준 경로계수

C.R.

유의수준

검정결과

H1

사회적 요인 → 태도

경로

0.12

3.09

0.01

채택

H2a

지각된 이익 → 태도

0.38

6.81

0.001

채택

H2b

지각된 위험 → 태도

0.08

2.15

-

기각

H3

자기 효능감 → 태도

0.11

2.47

0.05

채택

H4

습관 → 태도

0.20

3.37

0.001

채택

H5

촉진조건 → 태도

-0.04

-1.13

-

기각

H6

태도 → 앱 불법복제 의도

1.09

9.64

0.001

채택

4.5 연구결과 논의 및 시사점

앱 불법복제에 따른 지각된 이익이 태도에 미치
는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지각된 위험의 영

전 절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요인,

향력에 대한 가설은 기각되었다. 본 연구에서 불

불법복제에 따른 지각된 이익, 자기 효능감, 습관

법복제 위험성 측정변수는 적발될 가능성, 소송/벌

은 스마트폰 앱 불법복제의 태도에 미치는 유의한

금부과 가능성 등 법적인 위험으로 구성하였다.

요인으로 나타났다. 불법복제라는 바람직하지 않

컴퓨터용 소프트웨어, 동영상, 음원 등 디지털 컨

은 행동에 대한 친구, 가족 등 주위사람들의 예상

텐츠는 파일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웹하드 또는

되는 반응은 응답자의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P2P 등을 통해서 배포되어 불법복제된 컨텐츠를

이것은 불법복제 방지 캠페인이나 정책 수립 등은

제공하는 웹하드 업체나 P2P, 포털 사이트의 카페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의 차원

나 블로그 사이트들을 단속하는 것으로 억제효과

을 넘어 범 국가적, 범 사회적 단위를 대상으로 해

가 있었다. 하지만 스마트폰 앱 파일은 굳이 웹하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교육기관이라면

드와 같은 대용량 저장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학생뿐만 아니라 그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불법 복제된 앱을 쉽게 유통할 수 있기 때문에 단

있는 교직원들에게도 동일한 정책 및 캠페인을 통

속 대상이 매우 광범위하므로 법적 규제 및 단속

해 반 불법복제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을 통한 실질적 재제는 거의 불가능하다. 개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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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체감하는 불법 행동에 따른 법적 위험은 무시

행동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다고 나

될 정도이고 결과적으로 앱 불법복제에 대한 태도

타난 반면에, 습관이 앱 불법복제 태도형성에 영향

형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향후 앱 불법

을 미칠 것이라는 본 연구의 연구 가설은 채택되었다.

복제 방지 활동은 불법복제에 따른 법적 위험성을

대부분 PC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나 비디오 게임

강조하기 보다는 불법복제에 따른 이익을 감소시

을 불법복제하는 작업과 달리 스마트폰 앱 불법복

키는 방향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제는 손 안에서 신속하고 간단하게 이루어지기 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작업을 성공적으로

문에 불법행동의 횟수가 잦을 수밖에 없고 이는 습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인 자기 효능감은

관으로 발전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나이

불법복제 관련 지식과 기술의 주관적 평가를 측정

가 어릴수록 불법복제에 대하여 호의적인 태도를

했고 이는 불법복제 행동태도의 유의한 영향을 미

보인다는 연구결과[15]와 함께 본 연구결과는 다음

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결과를 제시한

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과거 불법복제

이전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를 위

행동은 습관화 되어 태도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한 다양한 기술적 방지장치들이 제안하고 있지만

작용하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앱 불법복제 방지

실제로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기술적 억제

정책은 가능한 한 나이 어린 사용자들에 초점을

장치를 통하여 자기 효능감을 낮추려는 노력보다

맞추어야 할 것이다. 가격/성능 차등정책을 통해 어

는 가격 정책, 정품사용홍보 정책, 사회적 압력 강

린 학생들이 저렴하게 정품 앱을 구입할 수 있다

화 등을 통해 불법복제 시도 자체를 줄이는 방향

면 가격에 민감한 학생들이 불법복제를 통해서 얻

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는 경제적 이익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

앱 불법복제를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촉진조건이

다. 이는 음원 불법복제가 만연하고 있던 음악산

태도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 가설은 기각

업에서 불법복제 단속, 처벌 등의 불법복제 위험

되었다. Limayem et al.[37]의 연구에서는 촉진조

을 가중하는 정책에서 정액제, 개별 곡 저가 판매

건이 실제 불법복제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등 불법복제 이익을 감소시키는 정책으로 전환하

것으로 나타났으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

여 성공한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구[43, 45]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불법복제 행동이 아닌 그에 대한 태

5.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도를 종속변수로 연구가설을 설정하였고 이전 연구
와 마찬가지로 촉진조건의 태도형성에 미치는 영

스마트폰 앱의 불법복제는 윤리적인 이슈를 넘어

향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저작권 침해 행위로서 이제 막 시작한 모바일 앱

은 개인이 소지하는 기기이고 앱 불법복제는 개인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는데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 불법복

있다. 불법복제가 앱의 신속한 확산을 용이하게 하

제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대한 인지정도는 앱 불법

고, 시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브

복제에 대한 태도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랜드 인지도와 친밀도를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제품

는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판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21]도 있지만

과거 행동은 미래 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

그 효과는 확실하지도 않고 실증적으로 증명되지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왔다. Triandis는 잦은 행동은

도 않았다. 오히려 양질의 앱이 불법으로 유통되

습관으로 이어져서 별다른 의식 없이 그 행동을 실

므로 정품 앱 제작사의 매출 피해뿐만 아니라 개

행하게 된다고 주장했다[50]. Phau et al.[45]의 비

발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모바

디오 게임 불법 다운로딩 관련 연구에서는 습관적

일 앱 개발자의 의욕을 위축시켜 산업의 침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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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게 된다[2]. 더욱이 아직 앱 마켓의 생태계

일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비윤리적 행동연구와

가 확고하게 자리 잡지 않은 현 상황에서 모바일

마찬가지로 익명성을 보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

앱 산업의 육성정책이 절실하다.

부 설문응답자들은 불법복제에 대한 태도와 행동

본 연구는 스마트폰 앱 불법복제에 대한 태도형
성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을

의도를 묻는 질문에 솔직하지 않게 응답할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다.

설정하고 수도권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을 대

특정 행동을 빈번히 수행하게 되면 그 행동은

상으로 실증적 검증을 시도하였다. 앱 불법복제

습관화되고 이후에는 신념에 따른 의식적 사고과

행위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태도의 유

정을 거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게 된다[5].

의한 영향력은 윤리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이전 연

본 연구에서는 습관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만을 고

구와 일치하였다. Triandis의 행동이론에서 제시

려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게임, 음

한 촉진조건은 행동의도를 결정하는데 유의한 영

원 등 다른 디지털 컨텐츠의 비윤리적 행동 경험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소프트웨어 불법

이 어떻게 습관화로 이어지며 또한 사용자의 태도

복제 방지 캠페인, 관련 법규 홍보 등의 효과가 미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연구한다면 과거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동의 역할을 좀 더 세밀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앱 불법복제에 따르는 위험성에 대한 지각은 불

이다.

법복제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형성하는데 유의한

Triandis의 행동이론에서 촉진조건은 행동의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이익의 지각은 태도에

와 실제행동 사이에서 조절변수로서 역할을 한다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통계에 의하면

고 주장하였다[50]. 비윤리적 행동을 실행하려는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설치한 앱의 평균 개수는

의도가 있더라도 이를 억제하는 환경적 요인이 작

40개이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앱은 약 1/4(평균 11

용한다면 그 행동은 실제로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

개)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은 일상 작업을 위해 지

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행동촉진조건의 조절효과

속적으로 사용하는 PC용 소프트웨어와 달리 스마

를 분석연구를 통하여 태도뿐만 아니라 행동의도

트폰 앱은 일회성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의 변화에 작용하는 촉진조건의 역할을 규명하는

이다. 유료 앱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정품 앱을

것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위험

설치하기 보다는 불법적으로 설치하게 된다. 앱

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유료 앱 불법복제에 따르는

불법복제 방지 활동으로 바이러스, 피싱 등 불법

단속 및 처벌 당할 가능성, 벌금 부과 가능성 등

복제 앱 설치에 따른 위험성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법적인 위험성만을 포함하였다. 향후 불법복제 위

오히려 정품 앱 사용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이

험성의 범위를 확대하여 법적인 위험성뿐만 아니

익을 부각시키는 것이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불법

라 성능적 위험성, 사회적 위험성, 심리적 위험성

복제에 따른 이익의 상대적 감소에 효과적일 것으

등을 포함한다면 보다 세분화된 위험 요인에 대해

로 판단된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전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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