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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phone security threat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in Information Science field following the wide 

distribution of smartphones. However, there are few studies related to such.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of smartphone users to use the mobile vaccine against malware with the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To secure the reliability of the study, a surveying agency was commissioned. A total of 263 respondents, 

excluding 37 respondents who are users of iOS, which does not have mobile vaccine in the smart phone, or who gave 

invalid responses, were surveyed. The results showed that perception of the installed mobile vaccine significantly 

affected the Response Efficacy and Self-efficacy, and that the Perceived Severity, Perceived Vulnerability, Response 

Efficacy, and Self-efficacy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intention to use the mobile vaccine. On the other hand, 

Installation Perception of mobile vaccine itself did not affect the Perceived Severity and Perceived Vulnerability. This 

study is significant since it presented the new evaluation model of threat evaluation and response evaluation in the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in accepting the security technology and raised the need for the promotion and exposure 

of mobile vaccine, since perception of mobile vaccine installation affects the response evaluation. It also found that 

the promotion must consider the seriousness of smartphone security, outstanding attribute of mobile vaccine, and 

user-friendliness of mobile vaccine above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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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킹 등 보안 련 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2년 한 해 동안 해킹 등 보안 공격은 년 비 

42%, 웹 기반 공격은 30%, social networking site

에 한 피싱(phishing) 공격은 125%가 증가했다[49]. 

해킹 등으로 인한 보안 사고는 개인 ․사회 으로 

막 한 비용을 유발한다[25, 33]. 이에 따라 이용자

들은 부분 해킹, 웜/바이러스, 악성코드, 애드웨어/

스 이웨어용 백신 등을 설치하여 자신들의 PC나 

스마트폰 등을 보호하고 있다[44].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보  확산에 따라 새로운 

보안 이 제기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터넷진

흥원[17]의 ｢2012년도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모바일 백신 이용률은 31.1%에 불

과하다고 한다. 뱅킹 서비스를 해 자동 으로 실

행되는 건수를 제외하면 자발 인 이용률은 이 수

치보다 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PC 이용자의 백

신 이용률인 88.2%와 비교하면 반에도 못 미치

는 수치이다.

스마트폰은 기능 으로 PC와 유사하여 PC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해킹, 웜/바이러스, 악성코드 문

제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50]. 더욱이 스마트폰

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과  는 결제 등 

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과 치정보서

비스(Location based service)를 이용할 경우 개인

의 치 정보가 노출될 수 있고, 화번호 등이 들

어있는 단말기를 분실하면 사회생활에 커다란 지

장을 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라이버시 보호

를 해 PC보다 높은 수 의 보안이 요구된다. 

스마트폰의 보  확산과 보안 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까지 IS 분야에서의 련 연구는 거

의 이루이지 않고 있다. 재까지 진행된 련 연

구로는 anti-virus 이용 행동에 한 Larose and 

Rifon[34]과 Lee[36]의 연구, anti-malware에 한 

Lee and Larsen[35]의 연구, anti-spyware 이용 

의도에 한 Lee and Kozar[37]와 Johnston and 

Warkentin[32]의 연구 정도가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 모두 PC 이용자를 상으로 하고 있어서 모

바일 이용자나 모바일 환경에 용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 본 연구는 

스마트폰 이용자를 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

는 스마트폰 이용자가 악성코드용 모바일 백신이

용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한 백신 설치 지각이 보호

동기 변인에 미치는 인과 계와 이들 변인들이 

백신 이용 의도에 미치는 향을 밝히고자 한다.

스마트폰 이용자의 악성코드용 모바일 백신 이

용 의도는 보호동기이론(PMT：Protection Moti-

vation Theory)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보호동기이

론은 보건 분야에서 발 하여 보안, 안 , 보호 분

야에서 보편 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론으로 IS 

역에서도 보안 분야를 심으로 활용이 차 으

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학문 으로나 실무 으로 다음

과 같은 기여가 상된다. 학문 으로는 스마트폰 

악성코드용 모바일 백신 이용 의도 분야에 보호동

기이론을 처음 용하여 모바일 백신의 이용 의도, 

백신의 설치 지각, 보호 동기 이론의 변인간의 

계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실무 으로는 이용

자의 악성코드용 모바일 백신 이용 의도를 분석함

으로써 백신의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고, 스마트

폰 이용자들이 백신을 이용하지 않는 원인을 찾아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를 통해 스마트폰 보안 수 을 제고하여 모바일 

련 보안사고  사이버 범죄를 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첫째, 이 

장에서는 이 논문의 배경, 문제 , 필요성, 련 이

론  시사 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제 2장에서는 

선행 연구, 배경 이론, 연구 가설, 이론  임워

크를 제시한다. 제 3장에서는 연구를 한 설문의 

작성, 데이터 수집 등 연구 방법을 설명한다. 제 4

장에서는 설문 결과  연구 결과를 검증한다. 제 

5장에서는 연구의 결과에 한 토의, 시사 ,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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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약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그리고 마

지막 제 6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2. 이론  배경  가설

2.1 모바일 악성코드와 모바일 백신 

모바일 악성코드(mobile malicious code)란 모바

일 단말기를 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시스템 

괴, 원격지 속 등의 악의 인 행 를 수행하기 

해 제작된 악성 로그램을 말한다[3]. 악성코드

에 감염되면 인터넷 기반의 PC 환경에서의 보안 

과 같이 감염 후에 디바이스의 성능 하뿐만 

아니라 정보유출, , 손실, 공격지로의 활용 

등이 가능하다[13]. 모바일 악성코드는 모바일 디

바이스의 진화와 더불어 블루투스, Wi-Fi 등의 무

선 속 기술의 발 과 함께 증가하고 있고[12], 피

싱, 스 이웨어,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

vice), 인터넷 뱅킹 보안  등으로 발 될 가능

성이 높다[14]. 모바일 악성코드의 표 인 특징

은 <표 1>과 같다.

<표 1> 모바일 악성코드의 특징 

유형 피해 상

일

조작

 ∘ 일 실행 차단

 ∘ 일 감염  덮어 쓰기

 ∘ 응용 로그램 혹은 아이콘 변경

정보

유출

 ∘ 휴 폰 원격 제어

 ∘ 휴 폰 정보 유출

 ∘ 이용자의 SMS 훔쳐보기

 ∘ 이용자의 데이터 은닉  도난

서비스 

과

 ∘ SMS 메시지 송을 통한 부당 요  발생

 ∘ 리미엄 서비스 무단 속  국제 화 

무단 발신으로 부당 요  발생

출처：[2, 5] 자료 일부 수정.

모바일 악성코드는 안드로이드 OS, iOS 모두에

서 발견되고 있다. 특히 안드로이드 OS의 경우 앱

스토어가 단말기 제조사나 이동통신 사업자들에 

의해 분산되어 있고 블랙마켓들도 활성화되어 있

어 모바일 악성코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17].

모바일 악성코드의 종류로는 바이러스, 웜, 트로

이목마, 스 이웨어, 가짜 소 트웨어, 서비스 거

부 공격이 있다. 모바일 악성코드의 종류는 내용

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종류에 있어서는 PC

의 악성코드와 커다란 차이가 없다. 

이처럼 모바일 악성코드의 증가에 따라 악성코

드용 모바일 백신의 필요성이 증 되고 있다. 

재 삼성, LG, 팬택 등 국내 안드로이드 계열의 스

마트폰에는 악성코드용 모바일 백신이 기본 로

그램으로 설치되어 있다. 이 외에도 안드로이드 

마켓인 ‘구 이’나 통신사 마켓을 통해 국내․

외의 모바일 백신 제품을 설치할 수 있다.

2.2 모바일 악성코드용 백신 설치 지각

지각(perception)이란 개인이 환경 내에서 특정 

사물이나 상을 인지하는 것을 말하며, 인간은 

각․미각․후각․청각․시각 등의 감각을 이용

하여 환경에 한 정보를 통합 으로 받아들인다

[1]. 감각 기능이 환경에 한 정보를 처리하기 

해서는 자극 선택성, 자극 강도, 시간  제약, 시각

의 내  특성 등이 고려 요소가 된다. 특히 지각은 

자극의 정도가 일정 수 을 넘어야 지각할 수 있

는 임계치(Threshold) 이상이어야 발생한다.

지각은 상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무엇인가의 

존재를 발견(detection)하는 단계부터 그것이 무엇

인지를 알게(cognition)되는 단계까지를 포함한다. 

이 경우 지각과 인지 간의 개념상의 혼란이 발생

하게 된다. 지각은 외부로부터 들어온 자극이 감

각기 을 통해 입력되어 뇌까지 달되어 그 자극

이 무엇인지를 해석하여 행동이나 태도에 향을 

주는 과정으로 외부 자극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반면 인지는 이 보다는 조  넓은 개념으로 감각 

정보가 입력, 변형, 축소, 정교화, 장, 인출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극을 통해 입력

된 정보가 일정한 과정을 거쳐 처리되는 것을 강

조하는 개념이다. 인지는 형태인식, 주의집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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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문제해결, 창의 인 사고 등 거의 모든 사고 

과정을 포함한다[11]. 지각의 연구 역은 상의 

형태, 공간, 색채, 시간  운동 등의 하  역으

로 세분되며, 지각 연구는 감각, 주의, 의식, 형태

재인  기억 등과 한 련이 있다[11].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제조 단계에서 다양한 기

능의 모바일 어 리 이션을 번들 형태로 설치 후 

시장에 출시하고 있다. 번들형 어 리 이션 에

는 스마트폰의 안 을 한 악성코드용 모바일 백

신도 설치되어 있다. 이것은 공  과정에서 스마

트폰에 자동으로 설치된 것이므로 스마트폰 이용

자는 기에는 모바일 백신이 설치된 것을 인식하

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필요한 스마

트폰 어 리 이션을 이용하기 해서는 스마트폰

의 어 리 이션이 모여 있는 화면을 순차 으로 

이동해야 된다. 이는 스마트폰 화면 어딘가에 

치하고 있는 악성코드용 모바일 백신에 자연스럽

게 지속 으로 노출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용자

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스마트폰에 악

성코드용 모바일 백신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자

연스럽게 지각하게 된다. 한 모바일 뱅킹 시에 

모바일 백신이 동작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이용자

는 본인의 스마트폰에 모바일 백신이 설치되어 있

다는 것을 지각하게 된다.

2.3 보호동기이론

로 스(Rogers[46])에 의해 처음 개발된 보호동

기이론은 개인이 건강과 련한 험 메시지를 인

지했을 때 자신의 태도와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

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보호동기이론은 특정 개인

은 외부의 을 인지하면 이로 인해 태도나 행

동이 직 으로 변화하지는 않지만, 심리  요인

에 의한  평가(threat appraisal)와 응 평가

(copying appraisal)를 통해 을 회피하거나 

처하기 한 보호동기가 생성된다고 한다[47]. 이

러한 보호 동기는 직 이지는 않지만 행 의도

에 향을 다고 한다[45, 51]. 한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에 의하면 특정 

개인의 행 는 개인의 의도를 통해 측 가능하다

고 한다[26]. 따라서 개인의 보호동기와 의도를 

악하면 특정 개인의 보호행동을 측할 수 있게 

된다[19]. 보호동기이론은 다양한 보호행동의 요

한 사회 인지  설명력을 제공함으로써 가치 있는 

이론  임을 제공하고 있다[38]. 

Rogers[46]가 제시한 기의 보호동기이론에 따

르면 보호 동기는 의 정도를 의미하는 심각성

(severity), 자신이 그 에 노출될 가능성을 의미

하는 취약성(vulnerability),  처 방안이 얼

마나 효과 인지 단하는 응 효능감(response 

efficacy)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기 보호동기이

론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 행 의도(behavioral in-

tention)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으나 사회

인지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행  의지는 독립 이

고 자기 통제 인 상황 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22], 

Rogers[47]는 이를 감안하여 특정한 역 속에서 자

신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한 신념을 의미하는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변수를 보호동기이론에 

새로 추가했다. 메타 분석 결과에 의하면 보호동

기이론의 모든   응 평가 변수들은 보호 

행동을 이해하고 측하는데 유의한 향력이 있

다고 한다[30]. 

보호동기이론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처음 개발되

었으며[27, 40, 43], 식품 안 [48], 환경 보호[42]와 

핵 확산 방지[21]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용되고 있

다. IS 분야에서도 최근 보안 분야를 심으로 보

호동기이론을 활용하는 연구 사례가 증가하고 있

다. 최근 연구로는 가정집 무선랜 보안[55], 온라인 

이용자의 강력한 비 번호 사용 의도[57], 표  방

지 소 트웨어 이용 의도[36] 등의 연구가 있다. 

2.4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악성코드용 모바일 백신 이용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해 보호동기이론

을 활용했다. 한 스마트폰의 모바일 백신 설치에 



스마트폰 이용자의 악성코드용 모바일 백신 이용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117

한 지각이 백신 이용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

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2.4.1 백신 설치 지각

인지 심리학에서는 자극 반응 과정은 자극(sti-

mulus), 지각(perception), 인지(cognition), 태도(at-

titude), 반응(reaction) 순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따

라서 스마트폰 이용자가 모바일 악성코드 백신의 

설치를 지각하게 되면 인지 과정을 거쳐 태도 등

에 일정부분 향을 다고 가정할 수 있다[8]. 

지각이 인지에 향을 미치지만 지각과 인지 간

의 향 계가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4]. 지각과 인지와의 계를 살펴보면 

지각은 특정  요인과 련된 지식이나 경험과 

상 성을 가지나[29, 53], 지각이 인지와 반드시 일

정한 방향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23]. 

를 들어 만성질환자의 신종 만성질환 보도에 한 

공포인식 연구에서는 이용자의 보호동기 추구 가

운데 심각성과 취약성에 양(+)의 향을 다는 

연구 결과[11]와 텔 비  뉴스에 많이 노출된 시

청자는 질병에 한 공포가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9]. 반면 경찰의 순찰 활동에 한 연

구에서는 시민이 경찰의 순찰 활동 는 순찰차만 

보더라도 범죄 에 음(-)의 향을 다는 연

구 결과도 있다[6, 8].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면 스마트폰 이용

자에게 악성코드 백신의 설치 지각은 악성코드로

부터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인식될 수도 있으며, 반 로 스마트폰도 

PC와 같이 보안 공격의 상이 될 수도 있다고 느

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H1a：스마트폰 이용자의 악성코드 제거용 모바일 

백신 설치 지각은 스마트폰 악성코드 피해

로 인한 지각된 심각성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H1b：스마트폰 이용자의 악성코드 제거용 모바일 

백신 설치 지각은 스마트폰 악성코드 피해

로 인한 지각된 심각성에 음(-)의 향을 미

칠 것이다.

H2a：스마트폰 이용자의 악성코드 제거용 모바일 

백신 설치 지각은 스마트폰 악성코드 피해

로 인한 지각된 취약성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H2b：스마트폰 이용자의 악성코드 제거용 모바일 

백신 설치 지각은 스마트폰 악성코드 피해

로 인한 지각된 취약성에 음(-)의 향을 미

칠 것이다.

지각은 취약성과 심각성 외에 응 효능감과 자

기 효능감에도 향을 미친다(Rogers[46]). 를 

들면 신종 감염질환 련 매체별 뉴스 이용량에 

따른 질병 공포는 처 효율성과 자기 효능감에 

향을 미치고[10], 신종 루 뉴스 이용은 응 효능

감에는 향을 미치지 않지만 자기 효능감에는 

향을 미친다고 한다[2].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면 스마트폰 이용

자에게 악성코드 백신의 설치 지각은 악성코드로

부터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호할 수 있다는 믿음과 

련한 자기 효능감에 유의한 향을 미칠 수 있

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응 효능감의 경우는 연구 

결과가 일 되게 나오고 있지 않으나 보안 분야에

는 선행연구가 없고, 다수의 연구 결과가 반 된 

보호동기이론  하나의 변수이므로 백신 설치 지

각이 응 효능감에 향을 다고 가정하고 연구

하여 지각과 응 효능감의 유의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선행 연구를 종합 으로 검토하여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H3：스마트폰 이용자의 악성코드 제거용 모바일 

백신 설치 지각은 스마트폰 악성코드 피해에 

한 응 효능감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

H4：스마트폰 이용자의 악성코드 제거용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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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설치 지각은 스마트폰 악성코드 피해에 

한  자기 효능감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한 앞의 가설을 고려했을 때 특정한 상황 

는 상의 지각으로 인해 지각된 취약성과 지각된 

심각성, 응 효능감과 자기 효능감을 느낀다면 행

 의도에 간 으로 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

다[24, 52, 55].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직 으

로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2].

따라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제시할 수 있다. 

H5：악성코드용 모바일 백신 설치 지각은 모바일 

백신 사용 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4.2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심각성이란 특정 상황이나 상에 해 

그 이 얼마나 심각한 지에 한 지각된 정도

를 의미한다[46]. 지각된 심각성은 외부의 에 

한 평가 과정에서 물리 , 사회 , 심리  상호 

작용에 의해 발생하며 심각성이 지각되는 경우 이

용자의 불안감이 유발된다. 이용자는 이러한 불안

감을 제거하기 해 자신의 태도를 바꾸거나 행동

을 수정하려 한다고 한다[9]. 련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지각된 심각성은 학 교직원을 상으

로 한 표  방지 소 트웨어 도입[36], 가정의 무

선 네트워크의 보안 설정[55], IS 보안 정책 수

[52] 등의 의도에 향을 미친다고 한다.

선행 연구 결과를 활용하면 스마트폰 이용자가 

백신 설치 지각을 통해 자신의 스마트폰에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심각성을 지각하게 되면 

해당 모바일 백신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H6：모바일 악성코드의 피해에 한 지각된 심각

성은 악성코드용 모바일 백신 이용 의도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2.4.3 지각된 취약성

지각된 취약성이란 이 발생할 경우 그 

이 자신에게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한다[46]. 취약

성의 지각은 해당 에 해 노출될 가능성에 

한 자신의 평가를 기반으로 한다[36]. 지각된 취

약성이 증가하는 경우 처 행 를 취할 가능성 

한 증가하게 된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지각

된 취약성은 가정의 무선 네트워크의 보안 설정

[55], 안티-멀웨어 소 트웨어 설치[38], 바이러스 

보호 행동[35] 등의 의도에 향을 미친다고 한다.

선행 연구 결과를 활용하면 스마트폰 이용자가 

백신 설치 지각을 통해 자신의 스마트폰에 보안 

문제가 노출될 수 있다는 취약성을 지각하게 되면 

해당 모바일 백신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H7：모바일 악성코드의 피해에 한 지각된 취약

성은 악성코드용 모바일 백신 이용 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4.4 응 효능감

응 효능감이란 권고된 보호행동 는 보호 기

술 등의 처 방안이 효과 으로 작용하여 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46]. 응 효능감은 

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제안된 권고 는 기술 등

에 한 신뢰를 의미한다[9]. 이용자가 높은 응 

효능감을 가지고 있다면 이용자가 응 행동을 할 

가능성 한 증가하게 된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

보면 응 효능감은 스 이웨어에 한 보호 행동

[32], 보안 사고에 비한 데이터 백업[28], 학 

교직원을 상으로 한 표  방지 소 트웨어 도입

[36], 직장인의 IS 보안 정책 수[52] 등의 의도에 

향을 미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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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 결과를 활용하면 스마트폰 이용자가 

백신 설치 지각을 통해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백신이 보안 문제에 한 높은 응 효능감을 가

지고 있다고 개인이 인식하면 개인의 모바일 백신 

사용 의도가 높을 것이라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H8：모바일 악성코드의 피해에 한 응 효능감

은 악성코드용 모바일 백신 이용 의도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2.4.5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이란 Bandura[22]에 의해 고안된 개

념으로 특정한 역 는 분야에서 자신이 응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한 그 자신에 

한 신념이다. 이용자가 권고된 행동을 수행할 수 

있고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면 이용자는 응 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응 효능감은 스 이웨어에 한 보호 

행동[32], 보안 사고에 비한 데이터 백업[28], 

학 교직원을 상으로 한 표  방지 소 트웨어 

도입[36], 온라인 이용자의 강력한 비 번호 사용 

의도[57] 등의 의도에 향을 미친다고 한다.

선행 연구 결과를 활용하면 스마트폰 이용자가 

백신 설치 지각을 통해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백신이 보안 문제에 한 높은 자기 효능감을 가

지고 있다고 개인이 인식하면 개인의 모바일 백신 

사용 의도가 높을 것이라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H9：모바일 악성코드의 피해에 한 자기 효능감

은 악성코드용 모바일 백신 이용 의도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보호동기이론과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

시한 가설들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은 연구 모

형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림 1] 연구 모형 

3. 연구 방법

3.1 변수의 조작  정의  측정 항목 개발

각 변수의 조작  정의  변수별 측정 항목은 

<표 2>와 같다. 백신 설치 지각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보호동기 이론과 련한 선행 연구들에

서 검증된 변수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수정했다. 다만 백신 설치 지각은 한 선

행 연구를 발견하지 못해서 모바일 환경을 고려하

여 자체 개발했다.

측정 항목은 본 조사에 앞서 산․학․연의 50명을 

상으로 일럿 테스트를 실시했다. 일럿 테스

트에는 학원 석․박사 과정 재학생들과 보안 

문 기   보안업체의 보안 문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일반 유 (직장인, 학생, 가정 주부 등)

가 참여했다. 일럿 테스트 결과 일부 측정 항목

들의 가독성에 문제가 있어 질문지를 수정했다.

각각의 문항들은 1 (‘  그 지 않다’)에서 7

(‘매우 그 다’)까지 응답할 수 있는 리커트(Li-

kert) 7  척도를 이용했다. 인구 통계학  통계를 

한 문항은 질문 항목에 따라 2 부터 7 의 명

목 척도를 사용했다. 

3.2 표본추출 

본 연구는 표본의 신뢰성 확보를 해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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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 변수의 조작  정의  측정 항목 

변수 조작  정의 측정 항목 출처

PS

모바일 악성 코드로부터 

스마트폰이 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유해성의 크기

PS1
만약 스마트폰이 악성코드(웜, 바이러스, 해킹툴 등)에 감염되면 치명 인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32]PS2
만약 스마트폰이 악성코드(웜, 바이러스, 해킹툴 등)에 감염되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PS3
만약 스마트폰이 악성코드(웜, 바이러스, 해킹툴 등)에 감염되면 요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PV

자신의 스마트폰이 

모바일 악성 코드 감염 

 피해 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의 크기

PV1 내 스마트폰은 악성코드(웜, 바이러스, 해킹툴 등)에 감염 될 수 있다.

[32]
PV2

내 스마트폰은 악성코드(웜, 바이러스, 해킹툴 등)에 감염될 수 있을 것 

같다.

PV3
내 스마트폰은 악성코드(웜, 바이러스, 해킹툴 등)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RE

모바일 악성 코드로부터 

피해 에 처하는 

방안이 얼마나 

효과 인지의 정도

RE1
악성코드(웜, 바이러스, 해킹툴 등) 제거용 모바일 백신은 스마트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32]RE2
악성코드(웜, 바이러스, 해킹툴 등) 제거용 모바일 백신은 스마트폰 

보호에 효과 일 것이다.

RE3
악성코드(웜, 바이러스, 해킹툴 등) 제거용 모바일 백신을 이용하면 

스마트폰 보호가 더욱 잘 될 것이다.

SE

자신이 악성코드 제거용 

모바일 백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한 

신념의 정도 

SE1 나는 내 스마트폰에 한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편하다.

[20, 

32]

SE2
일반 으로 나는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에 한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편하다.

SE3 나는 내 책임 하에 나에게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SE4 나는 보호 조치에 필요한 자원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SE5 나는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쉽다.

IP

스마트폰에 악성코드 

제거용 모바일 백신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지각하는 정도

IP1
나는 내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웜, 바이러스, 해킹툴 등) 제거용 모바일 

백신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체 

개발
IP2

나는 내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웜, 바이러스, 해킹툴 등) 제거용 모바일 

백신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UI

악성코드 제거용 모바일 

백신 이용 의도에 한 

정도

UI1
나는 스마트폰용 악성 코드(웜, 바이러스, 해킹툴 등) 제거용 모바일 

백신을 이용할 의도가 있다.

[36]UI2
나는 가까운 미래에 스마트폰용 악성 코드(웜, 바이러스, 해킹툴 등) 

제거용 모바일 백신을 이용할 것으로 상된다.

UI3
나는 가까운 미래에 스마트폰용 악성 코드(웜, 바이러스, 해킹툴 등) 

제거용 백신을 이용할 계획이 있다.

행 기 을 활용했다. 연구자는 연구 결과를 토

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문기 에 설문을 의뢰했

다. 문 기 에서는 자신들의 사이트를 방문한 

온라인 패 들을 상으로 무작 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 결과를 연구자에 제공했다. 설문 

행 기 은 자사 기 에 따라 설문 응답자에게 

보상을 실시했다. 설문 조사는 2013년 9월 5일～9

월 9일까지(5일간) 300명을 상으로 이루어졌다. 

원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에 악성코드

용 모바일 백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iOS 계열 

이용자  설문에 오류가 발견된 37명의 응답을 

제외하고 총 263부를 통계에 활용했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표 3>과 같다.

본 연구에 활용된 자료의 인구 통계학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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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인구통계학  특성 

구 분 설문자 수 비율(%)

성별
남자 128 48.7%

여자 135 51.3%

연령

10  이하 30 11.4%

20 66 25.1%

30 88 33.5%

40 61 23.2%

50  이상 18 6.8%

소득

2천만 원 이하 80 30.4%

2천～4천만 원 72 27.4%

4천～6천만 원 73 27.4%

6천～8천만 원 24 9.1%

8천～1억 원 14 5.3%

학력

졸 26 9.9%

고졸 40 15.2%

재  졸 155 58.9%

석사 40 15.2%

박사 2 0.8%

<표 4> 신뢰성 분석

항목 평균 편차
성분

Cronbach’α
1 2 3 4 5 6

PS1 5.87 1.082 0.078 0.134 0.266 0.856 0.093 0.041

0.906PS2 5.96 1.046 0.036 0.170 0.288 0.866 0.109 -0.005

PS3 5.99 1.045 0.041 0.162 0.237 0.834 0.124 0.006

PV1 5.55 1.180 0.109 0.111 0.859 0.231 0.008 0.035

0.910PV2 5.52 1.172 0.058 0.151 0.888 0.229 0.043 0.033

PV3 5.47 1.232 0.081 0.081 0.853 0.303 0.066 -0.009

RE1 4.76 1.171 0.197 0.108 0.034 0.199 0.870 0.086

0.911RE2 4.84 1.163 0.211 0.189 0.025 0.091 0.882 0.046

RE3 4.85 1.162 0.175 0.218 0.062 0.033 0.873 0.014

SE1 4.85 1.145 0.750 0.245 -0.083 0.167 0.104 0.022

0.872

SE2 4.61 1.137 0.781 0.146 -0.023 0.067 0.154 0.000

SE3 4.74 1.092 0.810 0.143 0.023 0.098 0.206 0.147

SE4 4.68 1.086 0.801 0.023 0.223 0.013 0.078 0.090

SE5 4.60 1.167 0.786 0.077 0.173 -0.135 0.129 0.109

UI1 5.16 1.328 0.177 0.879 0.072 0.182 0.181 0.057

0.933UI2 5.06 1.337 0.207 0.885 0.155 0.133 0.176 0.041

UI3 5.08 1.227 0.170 0.868 0.148 0.159 0.184 0.073

IP1 4.30 1.646 0.152 0.065 0.024 -0.013 0.119 0.928
0.887

IP2 4.55 1.819 0.102 0.064 0.023 0.044 0.000 0.941

주) 요인추출 방법：주성분 분석. 

   회  방법：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a. 6 반복계산에서 요인회 이 수렴되었습니다.

살펴보면 남성이 128명(48.7%), 여성이 135명(51.3%)

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30  68명(33.5%), 20  66

명(25.1%), 40  61명(23.2%) 순으로 나타났다. 소

득의 경우 2천만 원 이하가 80명(30.4%)으로 제일 

많았고, 4천～6천만 원이 73명(27.4%), 2천～4천만 원

이 72명(27.4%) 순을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력의 

경우 재  졸이 155명(58.9%), 석사와 고졸이 

각각 40명(15.2%)으로 나타났다. 

4. 연구 결과

본 연구를 한 모형  가설 검정 도구로 SPSS 

18.0과 AMOS20.0을 사용했다. 연구 결과는 측정

항목의 신뢰성과 수렴타당성, 별타당성을 검정 

한 후 가설 검정 순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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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신뢰성 분석

신뢰성 평가에 앞서 탐색  요인 분석을 실시했다. 

요인추출은 주성분 분석법을 이용하 고, 요인회

은 요인들 간의 상호독립성 검정에 유용한 직교

회 (Varimax) 방식을 사용했다. 요인의 고유치는 

1.0 이상인 것을 추출하 다. 요인 분석 결과 <표 4>

와 같이 6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요인들의 설명

력은 81.784%로 나타났으며, 모든 변수에 한 측

정 항목의 요인 재량은 0.750 이상이었다. 따라

서 본 연구의 요인들의 설명력은 유의미한 수 이

라고 단할 수 있다. 요인으로 묶이지 않는 설문 

항목은 없었다.

다음으로는 요인 분석을 통해 추출된 각 요인에 

한 신뢰성을 분석했다. 신뢰성 분석에는 일반

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Cronbach’s α를 사용했다. 

확인 결과 <표 4>와 같이 모든 변수가 0.872～

0.933의 분포를 보 다. 일반 으로 0.8～0.9 이상이

면 바람직하고 0.6～0.7이면 수용할 만한 수 이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들은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평균과 편차의 경우 평균은 

4.60～5.99, 편차는 1.045～1.337사이를 나타냈다.

4.2 수렴 타당성 분석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측변수들의 일치성 정도

를 알아보기 해 수렴 타당성을 조사했다. 검정을 

해서 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 유의성(critic 

ratio), 평균 분산추출(AVE：Average Variance Ex-

tract), 개념 신뢰도(CR：Composite Reliability)를 

분석했다.

요인 재량은 비표 화 계수와 표 화 계수를 

모두 조사했다. 본 연구의 표 화 계수는 0.720～

0.955로 나타났다. 유의성은 7.507～20.042로 나타났

다. 요인 재량은 표 화 계수가 최소 0.5 이상이

어야 하며 0.7 이상이면 바람직하다고 한다. 유의

성은 1.965 이상이어야 한다. 평균 분산추출은 0.521 

～0.748로 나타났으며, 개념 신뢰도는 0.731～0.899

로 나타났다. 일반 으로 평균 분산추출은 0.5 이

상, 개념 신뢰도는 0.7 이상이면 타당성이 있다고 

간주한다[31].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들의 

수렴 타당성은 확보 다고 간주할 수 있다. 수렴 

타당성 검정에 한 사항은 <표 5>와 같다.

모형의 합도는 χ² = 250.228, SRMR = 0.0387, 

GFI = 0.910, AGFI = 0.876, NFI = 0.932, TLI = 

0.960, CFI = 0.968, RMSEA = 0.056로 나타났다. 

AGFI와 RMSEA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 치 이내

로 나타났다. AGFI와 RMSEA도 양호한 수 의 

합도를 나타냈다. 일반 인 합도는 χ²는 0.05 이

상, GFI, AGFI, NFI, CFI는 0.9 이상이면 합, 0.8 

이상이면 양호, SRMR과 RMSEA는 0.05 이하면 

합 0.08 이하면 양호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확

인  요인 분석을 통한 수렴 타당성 조사를 한 

모형 합도는 합한 수 이라 간주할 수 있다. 

4.3 별 타당성 분석

두 변인의 상 계수 제곱값보다 각 변인에 한 

AVE 값이 크면 두 변인 간에는 별타당도가 있

다. 이는 수학 으로 각 변인에 한 AVE 제곱값

(the square root of AVE)이 상  계수보다 작으

면 별타당도가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된다. 

<표 6>은 상  계수와 AVE 제곱값을 비교한 수

치이다. 표를 보면 상  계수  가장 커다란 값이 

0.52이고 AVE 제곱값은 0.854로 나타나 어떠한 상

 계수도 AVE 제곱값보다 높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의 별타당성은 확보되었

다고 간주할 수 있다.

4.4 연구 모형의 합도 분석

연구 모형의 합도를 분석한 결과 χ² = 403.297, 

SRMR = 0.161, GFI= 0.866, AGFI = 0.822, NFI = 

0.891, TLI = 0.901, CFI = 0.926, RMSEA = 0.078

로 나타났다. 합도는 χ²는 0.05 이상, GFI, AGFI, 

NFI, CFI는 0.9 이상, SRMR은 0.05 이하면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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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별 타당도 분석 

Construct 1 2 3 4 5 6

PS 0.95

PV 0.52 0.94

RE 0.25 0.18 0.94

SE 0.14 0.20 0.40 0.92

UI 0.38 0.39 0.50 0.41 0.94

IP 0.06 0.12 0.35 0.41 0.31 0.85

주) 각 행렬에 있는 값들은 각 변수의 평균 추출 

분산의 제곱근 값들임.

<표 5> 수렴 타당성 검증

항목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S.E 유의성 P 평균 분산추출 개념신뢰도

PS1 1.112 0.864 0.068 16.450 ***

0.748 0.899PS2 1.187 0.955 0.068 17.570 ***

PS3 1.000 0.805 -

PV1 0.976 0.858 0.056 17.311 ***

0.705 0.877PV2 1.058 0.937 0.056 18.790 ***

PV3 1.000 0.842 -

RE1 1.018 0.869 0.057 17.979 ***

0.716 0.883RE2 1.055 0.908 0.056 18.876 ***

RE3 1.000 0.861 -

SE1 0.945 0.720 0.084 11.308 ***

0.521 0.845

SE2 0.958 0.735 0.083 11.554 ***

SE3 1.054 0.842 0.080 13.203 ***

SE4 0.942 0.757 0.079 11.910 ***

SE5 1.000 0.748 -

UI1 1.091 0.888 0.054 20.042 ***

0.735 0.892UI2 1.134 0.921 0.054 21.166 ***

UI3 1.000 0.880 -

IP1 1.116 0.994 0.149 7.507 ***
0.578 0.731

IP2 1.000 0.805 -

 χ² = 250.228, df = 138, p = 0.000, χ²/df = 1.813.
 SRMR = 0.0387, GFI = 0.910, AGFI = 0.876, NFI = 0.932, TLI = 0.960, CFI = 0.968, RMSEA = 0.056.

한 것으로 본다. RMSEA이 경우는 0.05 이하면 

합, 0.08 이하면 양호한 것으로 본다. 연구모형 

합도를 나타내는 지수 수치  합지수를 나

타내는 SRMR을 제외하고는 모델 합도가 좋거

나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서는 구

조방정식 모형의 합도 기 들은 상  지수이고 

표본의 크기와 측정 변인의 수에 민감하므로 다른 

지수들과 통합 으로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한다고 

지 하고 있다[31].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

구모형은 SRMR 지수가 양호하지는 않지만 SRMR

을 제외한 다른 수치들이 합하거나 양호하므로 

종합 으로 단하 을 때 본 모형은 수용할 만한 

합도 수 을 가지고 있다고 단된다.

4.5 구조모형 분석

스마트폰 이용자의 악성코드 제거용 모바일 백신 

이용 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검증한 결과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백신 설치 지각은 응 효능감과 

자기 효능감에는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취약성, 응 효능



124 장재 ․김지동․김범수

감, 자기 효능감은 스마트폰 보호 의도에 (+)의 

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백신 설치 지

각은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취약성, 그리고 보호 

의도에 향을 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

<표 7> 가설 검증 결과

가설 경로 계수값 t-값 p-값 채택 여부

H1a IP→PS 0.025 0.691 0.490 기각

H1b IP→PS 0.025 0.691 0.490 기각

H2a IP→PV 0.052 1.134 0.257 기각

H2b IP→PV 0.052 1.134 0.257 기각

H3 IP→RE 0.145 .3.275 0.001 채택

H4 IP→SE 0.173 4.344 *** 채택

H5 IP→UI 0.022 0.504 0.614 기각

H6 PS→UI 0.302 4.142 *** 채택

H7 PV→UI 0.133 2.279 0.023 채택

H8 RE→UI 0.298 4.697 *** 채택

H9 SE→UI 0.306 3.992 *** 채택

연구 모형 분석의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 모형 분석 결과

5. 논의, 한계, 향후 연구 방향  
기여

5.1 연구 결과 논의

이 연구 모형의 검정 결과 스마트폰 보호동기이

론은 이용자의 모바일 악성코드용 백신 이용의도

에 해 양호한 설명력을 보 다. 연구 결과 스마

트폰 이용자가 모바일 악성코드용 백신 설치를 지

각하는 경우 응 효능감과 자기 효능감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취약성, 

응 효능감, 자기 효능감은 스마트폰 보호 동기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채택 다. 반면 

모바일 악성코드용 백신 설치 지각만으로는 지각

된 심각성, 지각된 취약성에 유의한 향을 다는 

가설  백신 설치 지각이 악성코드용 모바일 백신 

이용 의도에 향을 다는 가설은 기각 다.

본 연구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백신 설치 지각은 지각된 심각성

과 지각된 취약성을 감소시킨다는 가설이 기각

다. Johnston and Warkentin[32]의 연구에 따르면 

에 한 지각은 보안 소 트웨어 이용 동기에 

필수  요소라고 한다. 한 Loch et al.[39]의 주

장에 따르면 이용자는 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더 잘 나타날 것으로 믿는 경향이 있다

고 한다. 한 Croog and Richards[27]의 연구에 

따르면 부정  경험에 노출된 사람은 부정 인 결

과가 나타날 가능성에 한 지각이 높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설치 지각과 지각된 심각

성과 지각된 취약성의 유의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

은 스마트폰이 보 된 지 아직 오래되지 않아 스

마트폰 사용 에 보안 을 직  경험 는 피

해 사례를 미디어 는 주변의 지인 등을 통해 습

득한 이용자가 어 백신 설치 지각이 보안  

평가(심각성, 취약성)에 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백신 설치 지각은 모바일 백신 이용 의도에 

직 인 향을 다는 가설이 기각 다. 이는 

인지 과정에서 지각이 바로 의도에 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지 과정을 통해 백신 이용 의도에 

향을 주기 때문이라 단된다. 이는 Rogers[47]

가 주장한 의 인지는 태도나 행동에 직  변화

를 주지 않지만  평가와 응 평가를 통해 보

호동기가 생성된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라

고 단된다. 따라서 이용자가 백신 설치를 지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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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모바일 백신 이용 의도에 직  향을 주기

보다는 응 효능감과 자기 효능감을 심으로 매

개 으로 향을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셋째, 모바일 백신 설치 지각은 응 평가( 응

효능감과 자기 효능감)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자가 백신의 효능감에 

한 지식을 사 에 습득한 상태에서 모바일 어 리

이션을 이용하면서 모바일 악성코드용 백신에 

지속 이고 반복 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노출 효과

에 의해 이용자들이 유의한 향을 받을 것으로 보

인다. 이는 단순 노출 효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한자(Chinese character)에 익숙하지 않은 미국 

학생들을 상으로 의미를 알 수 없는 한자를 노

출시켰을 때 한자에 가장 많이 반복해서 노출된 

집단이 한자의 의미를 더 호의 으로 평가했다고 

한다[56]. 따라서 스마트폰 이용자의 경우 백신이 

과 취약 에 응하기 한 수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악성코드용 모바일 백신에 노

출  지각되어 효능감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보호동기이론의 주요 변수(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취약성, 응 효능감, 자기 효능감) 모두 스

마트폰 백신 이용 의도에 향을 다는 가설이 채

택 다. 이는 본 연구 결과가 Floyed et al.[30]의 보

호동기이론의 모든   응 평가 변수들은 보

호 행동을 이해하고 측하는데 유의한 향력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 주는 결론을 의미한다. 

한 Johnston and Warkentin[32], Lee[36], Lee 

and Larsen[38]의 연구와 같이 보호동기이론이 IS 

분야  정보보호(information security)의 설명에 

있어서 합하다는 것 외에 스마트폰의 모바일 악

성코드용 백신 이용과 련한 연구에도 합하다

는 것을 보여 다. 그러나 보호동기이론이 IS 분

야의 모든 연구에서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다. 

를 들면 Zhang and McDowell[57]의 온라인 이용

자의 강한 비 번호 사용 의도 연구에서는 심각성, 

Mohamed and Ahmad[41]의 SNS에서의 개인정보 

노출 의도 연구에서는 응 효능감, Larose and 

Rifon[34]의 개인 컴퓨터의 데이터 백업 의도 연구

에서는 자기 효능감이 각각 유의성이 검증되지 않

았다. 따라서 보호동기이론도 연구 분야와 상에 

따라 일부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5.2 연구의 기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여가 있다. 학문 으로

는 첫째, 보호동기이론을 스마트폰 백신 이용 의

도에 처음 용했다. 이 이론은 최근 IS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하고 있지만 아직 통 인 PC 환경에

만 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호동기이론

의 연구 역을 스마트폰 역으로 확장시켰다는 

학문  기여가 있다. 한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IS 

분야에서 보호동기이론을 사용한 연구 사례가 알

려지지 않고 있다. 보호동기이론은 과 응 

평가(appraisal)가 가능한 분야에서 용 가능성이 

높은 이론이다. IS 분야에서는 정보 보안과 사이

버 불링(Cyber Bulling) 분야가 표  연구 역

이 될 것으로 단된다. 의 두 분야는 최근 격

히 발달해 학문 으로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분야이

므로 보호동기이론을 활용한 연구가 증가할 것으

로 보이며, 본 연구가 정보보안 는 사이버 불링 

분야의 연구에 보호동기이론을 용하는 데에 있

어서 학문 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이 연구는 보안 제품의 기술 수용에 한 

새로운 을 제시했다. 기술 수용에 한 연구는 

일반 으로 기술수용이론(Technology Acceptnce 

Model), 합리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

tion), 계획된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기술확산이론(Innovation Diffusion Theory) 등을 

활용해 왔다. 그러나 보안 제품  서비스는 기존의 

IT 제품과 다른 과 련한 가치(value)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유용성, 편의성 등으로는 설명이 되

지 않는 요소들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에 

해서 보호동기이론의 평가  응평가는 보

안 련 기술 수용에 있어서 새로운 평가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고 단된다.

셋째, 스마트폰의 백신 설치 지각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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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응 평가와 련이 있음을 밝혔다. 재

까지 IS 분야에서 백신 설치 지각에 한 연구들

은  평가가 보호 의도에 더 많은 향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143].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응 평가가 보호 의도에 더 많은 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평가와 응 평

가에 한 추가 인 연구 필요성이 있음을 도출했

다. 향후 연구에서는 Floyed et al.[30]의 보호동기

이론의 체 모형의 내 ․외  보상과 비용을 함

께 고려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실무 으로는 첫째, 스마트폰의 백신 설치 지각

이 응 평가 련 변수( 응 효능감  자기 효

능감)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짐에 따라 모

바일 백신에 한 홍보  노출을 지속 할 필요

성이 있다. 스마트폰 어 리 이션에서 악성코드

용 백신의 지각을 높이기 해서는 스마트폰에 모

바일 백신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TV, 신문 등 

언론을 통해 홍보하고 내용에 모바일 백신의 기능, 

사용 방법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 백신 

어 리 이션의 기 화면 디자인을 다른 어 리

이션들과 차별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 

외에 온라인, 오 라인의 악성코드용 백신들과 동

일한 랜드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스마트폰 이

용자가 이를 쉽게 지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홍보할 내용으로

는 연구 결과 경로 계수가 높은 스마트폰 보안의 

심각성, 모바일 백신의 우수성, 모바일 백신의 사

용 편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경로 계수는 독립

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력의 세기를 의미

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동일한 조건 

하에서 모바일 백신의 이용 의도에 향을 주기 

한 심각성(0.302)에 한 홍보는 취약성(0.133)에 

한 홍보 보다 약 2.3배의 효과가 있게 된다. 

셋째,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취약 에 한 인

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 스마트폰 이용

자들은 스마트폰 보안 에 한 심각성, 응

효능감, 자기 효능감은 높게 나타났지만 취약성은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스마트

폰 악성코드용 백신 이용 의도를 높이기 해서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취약성에 한 인식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 해서는 스마트폰 이

용자들 상 취약성 교육, 홍보, 피해 사례 홍보 

등이 필요해 보인다.

6.3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 방향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이 

연구는 스마트폰 이용 환경을 상으로 하고 있어

서 백신 설치 지각을 포함한 본 연구 모형을 다른 

분야에 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

서 연구 모형의 일반화를 해 향후에는 다른 환

경과 다른 맥락에서 동일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들에서 종사자를 상으로 백신을 

설치하는 환경 는 서비스 이용 에 은행, 보험

사 등에서 자동으로 설치하는 PC  모바일 백신 

등에 해 백신 설치 지각과 보호 행  의도에 

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 연구는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 자동으

로 백신을 설치해서 출고하는 안드로이드 계열만

을 상으로 진행했다.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IOS 계열의 경우 백신을 자동으로 설치하지 

않고 있어서 재로서는 연구 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애 이 악성코드용 모바일 백

신을 자동을 설치한 스마트폰을 출시한다면 연구

의 일반화를 해 IOS 계열의 스마트폰 이용자를 

상으로 추가 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악성코드용 모바일 백신 이용 의도에 

한 연구에서는 응 평가 변수들이  평가 변

수들과 비교해서 향력의 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인 Lee[36], Mohamed and 

Ahmad[41]의 연구 결과와 반 되는 결론이다. Lee 

[36]의 연구에서는 심각성과 취약성의 경로 계수

(path coefficients)가 각각 0.340, 0.367로 나왔으며, 

응 효능감과 자기 효능감은 각각 0.224, 0.177로 나

타났다. Lee and Larsen[38]의 연구는  평가

와 응 평가가 비슷한 경로 계수값(심각성：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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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성：0.120, 응 효능감：0.215, 자기 효능감：

0.114)을 나타냈다. 따라서 향후에는 보호동기이론

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력의 강

도를 나타내는 경로 계수값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원인을 밝히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가설이 기각되긴 했지만 백신 설치 지각이 

지각된 심각성과 취약성에 (+) 는 (-)의 향을 

 것이라는 가정과 다르게 연구 결과 어떠한 유

의성도 검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에 백신 설

치 지각이 심각성과 취약성에 어떠한 방향으로 

향을 미치는 지에 한 추가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백신 설치 지각과 련한 선행 연구 

부족으로 인해 측정 항목을 자체 개발하여 측정 

항목에 한 신뢰성과 타당성의 검증이 미흡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백신 설치 지각이 다른 

변수에 미치는 향 요인에 한 후속 연구가 필

요해 보인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악성코드용 

모바일 백신 이용 의도에 해서 연구했다. PC 이

용자들은 보안 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다양한 

보안 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이용자들

은 모바일 백신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

서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설치되어 있는 악성코드

용 모바일 백신의 이용을 제고하기 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가 모바일 

악성코드용 백신 설치 지각은 응 효능감과 자기 

효능감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취약성, 응 효능감, 자기 효능감은 스마

트폰 보호 동기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바일 악성코드용 백신 설치 지

각은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취약성에 유의한 

향을 주지 않으며, 백신 설치 지각은 악성코드용 

모바일 백신 이용 의도에도 향을 주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의 악성코드용 모

바일 백신의 이용을 증가시키기 해서는 연구결

과 도출된 바와 같이 백신 설치 지각을 높이고 경

로 계수값이 높게 나타난 심각성, 응 효능감, 자

기 효능감을 높이기 한 지속 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의 연구를 수행하기 해 보호동기

이론을 활용했다. 최근 국외에서는 IS 분야의 보

호동기이론 련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에

서는 아직까지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국내의 IS 분야에서 보호동기이

론을 활용한 연구의 활성화에 조 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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