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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piracy is widespread throughout the world. It has negative effects on the software industry 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market. Despite various deterrent policies, the phenomenon has been getting severe.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d the antecedents of software piracy attitudes and intention. In order to identify factors and their 

relationship, a research model for illegal piracy behavior was developed and empirically examined through a path 

analysi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Also, this study employed a multiple 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 to 

investigate differences in structural weights across PC software user group and smartphone application user group. 

It was revealed that perceived benefit, habit, social factor, self-efficacy had positive effect on attitude toward software 

piracy, whereas perceived risk had a decreasing influence on attitude. Relationships between piracy attitudes and 

intentions were significant as well. Furthermore, the cross validation between two groups showed the path coefficients 

of habit to attitude and attitude to intention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practice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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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ates and Commercial Values of Unlicensed PC Software Installations

Piracy Rates(%) Value of Unlicensed SW($M)

2007 2009 2011 2013 2007 2009 2011 2013

World 38 43 42 43 47,809 51,443 63,456 62,709

Korea 43 41 40 38 549 575 815 712

Source：2013 BSA Global Software Piracy Study(Business Software Alliance, 2014).

1. 서  론

소 트웨어 개발은 많은 비용과 인력이 투입되

지만 자도서, 음원, 상물 등 다른 유형의 디지

털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손쉽게 복제되고 배포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지속 인 불법 사용 근 정책

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소 트웨어 연합회(BSA)

의 최근 발표자료에 의하면 정당한 라이선스 없이 

PC에 설치된 소 트웨어 비율은 2011년 42%에서 

2013년 43%로 늘어났으며 이에 따른 경제 인 손

실은 약 627억 달러에 이른다(Business Software 

Alliance, 2014). 한국의 불법 소 트웨어 설치비율

은 2007년 43%에서 차 으로 감소하여 2013년

에는 38%도 낮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OECD 주요

국가 불법복제율 평균 25%보다 높은 상황이다. 국

내 불법복제에 의한 경제  손실은 약 7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 소 트웨어 작권 회, 사무용 소 트웨어연

합 등 유 기 의 불법복제 단속  계도활동으로 

개선되기는 했지만 2014년 작권보호 연차보고서

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13～69세 인구의 33.3%

인 1,349만 명이 불법복제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

다. 5개 유형 콘텐츠(음악, 화, 방송, 출   게

임)의 2013년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약 24억개 (

액：3,728억 원)로 2012년(약 20억 개) 비 16.6%

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 2014). 2008년 이후 감소

하다가 최근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태블릿, 스마트

폰 등 모바일 기기의 확산으로 콘텐츠 이용환경의 

변화에 따른 증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소 트웨어 불법복제는 합법 인 유통시장 질서

를 해침으로써 발생 가능한 수요를 감소시켜 결국 

련 산업의 생산기회를 축시키는 부정 인 효

과를 가져온다. 무질서한 시장환경으로 소 트웨

어 개발자가 정당한 가를 받을 수 없다면 소

트웨어 산업의 수익성에 향을 미치게 되어 새로

운 소 트웨어 개발에 한 동기를 감소시켜 개발

사업을 외면하게 되고 결국 사용자들은 양질의 소

트웨어를 이용하기 어렵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

지게 된다. 이는 2008년 이후 계속되는 4년제 학

교 소 트웨어 공 졸업생의 감소추이에서도 엿

볼 수 있다(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2012). 

불법복제의 피해는 해당 산업뿐만 아니라 연 산

업에까지도 향을 미친다. 특히 제조, 건설, 서비

스산업 등 국가  산업에 걸쳐 한 계를 맺

고 있는 소 트웨어 산업의 경우 불법복제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하며 더욱 악화될 

망이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정품 소 트웨어 사

용률의 1% 증가는 세계 으로는 730억 달러, 한

국에는 11억 달러의 추가 인 경제가치를 가져다 

 것으로 추산했다(INSEAD, 2013). 

스마트폰은 통신기능과 컨텐츠 생산, 검색 기능

을 갖춘 융합기기라는 하드웨어 측면뿐만 아니라 

응용 로그램(앱)을 설치하여 사용자 필요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장  때문에 새로

운 컴퓨  랫폼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2009년 

5%에 불과했던 세계 스마트폰 보 률은 2014년 

24.5%로 PC 보 률(20%)을 추월하 다(Digieco 

Report, 2015).

하지만 PC 소 트웨어와 마찬가지로 모바일 앱도 

범 한 불법복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모

바일 앱 산업의 지속 인 성장을 해 해결해야 할 



A Comparative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Software Piracy    17

과제로 부상하 다. 2011년 한국 작권 원회 조

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의 21.6%는 

유료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경험이 있다

고 응답하 다(Korea Copyright Commission, 2011). 

최근 한 게임 앱 개발자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

폰에 설치된 자신의 앱  불과 5%만이 정품이라

고 발표하여 모바일 앱 불법복제의 심각성이 부각

되었다(Engadget, 2015).

불법복제 행 의 근본 인 요인, 즉 불법복제를 

실행 의도와 이에 향을 미치는 선행요인들을 이

해할 수 있다면 불법복제 방지를 한 보다 효과

인 근방식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에서는 불법복제를 행 의도  태도와 련한 선

행연구를 조사하여 불법복제 태도를 형성하는 요

인으로 구성된 연구모델을 제안하고 요인들간의 

구조 인 련성을 실증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는 PC 소 트웨어와 모바일 앱 불법복

제 요인을 별도의 연구에서 다루었지만 본 연구에

서는 각기 다른 두 불법복제 상물에 한 요인

모형에 구조  차이가 있는지 검토함으로써 연구

모형의 일반화에 기여하고 향후 불법복제 방지를 

한 정책 수립에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2.1 거시  의 연구

경제  에서의 소 트웨어 불법복제 연구에

서는 1인당 국민소득(Gopal and Sanders, 1998), 

인 이션율(Depken and Simmons, 2004), 소득

불균형(Ki et al., 2006) 등 국가 경제  수 을 국

가간 불법복제율에 향을 미치는 표 인 변수로 

제시하 다. Depken and Simmons(2004) 연구에

서는 국민 총생산(GDP), 무역량, 고용지수, 노동력 

등 거시경제 지표와 소 트웨어 불법복제 성향 간

의 유의한 련성을 발견하 다. Moores(2008)는 

개인주의 정도, 권력집  정도, 불확실성의 회피 정

도, 남성주의  정도 등 Hofstede의 문화가치 척도

를 사용하여 국가 문화  차이와 불법복제와의 상

계를 분석하 다. 그 밖에도 민주화 정도(Pi-

quero and Piquero, 2006), 국가 부패(Bagchi et 

al., 2006) 등과 같은 정치사회  요인과 인터넷 보

률(Bezmen and Depken, 2006), 정보통신 인

라(van Kranenburg and Hogenbirk, 2005) 등과 

같은 기술수  차이를 통해서 분석하기도 하 다.

인구통계학  요인이 불법복제 태도에 미치는 

향력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성별(Leonard and 

Cronan, 2001), 연령(Gopal and Sanders, 2000), 소

득수 (Cheng et al., 1997), 컴퓨터 사용시간(Ran-

dall and Gibson, 1991) 등을 요인으로 지목하 고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한,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불법복제에 좀더 우호 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령과 불법복제의 

연 성에 한 연구결과는 일치하지 않았다(Chiu, 

2003; Vitell et al., 2007). 교육수 과 소득수  요

인에 한 연구 한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교육수 이 낮거나 소득이 낮은 경우 좀 더 비윤리

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는 

상과는 달리 오히려 반 의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

다(Chiu, 2003).

2.2 개인  의 연구

Gottfredson and Hirschi(1990)의 범죄일반이론

으로 표되는 범죄심리학 연구에서는 일탈 는 

범죄로서 소 트웨어 불법복제 행 를 분석하 다. 

Higgins(2004)는 범죄일반이론 에서 소 트웨

어 불법복제의도를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으로서 낮

은 자기통제력을 검증하 다. Moon et al.(2010) 

연구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 이외에 컴퓨터 사용

시간이 길거나 온라인 클럽에서 활동하는 학생의 

경우 더 많은 소 트웨어 불법복제 행 를 지르

는 것을 나타나 범죄일반이론을 지지하 다. 비행

에 따른 처벌의 확실성과 엄격성이 범죄억제효과

를 높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억제이론(Williams and 

Hawkins, 1986)을 용한 연구에서 Peace et al. 



18 김  한

(2003)은 처벌의 엄격성과 처벌의 확실성이 불법

복제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

로 나타났다. 자신의 비행에 한 정당화를 통해

서 비행에 가담하게 된다는 화이론(Sykes and 

Matza, 1957)을 용한 음악, 화 등의 디지털 

작권 침해 연구에서는 체 으로 화의 기술이 유

의한 변인으로 보고되었지만(Ingram and Hinduja, 

2008; Morris and Higgins, 2008), 학생 소 트

웨어 불법복제 행 를 분석한 Hinduja(2007)의 연

구에서는 화이론을 제한 으로 지지하 다.

Christensen and Eining(1991)은 상황  변인과 

개인의 규범  변인을 조사함으로써 소 트웨어 불

법복제를 이해하려고 시도하 다. 그들은 합리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Ajzen and 

Fishbein, 1975)을 기 로 소 트웨어 불법복제 행

의도의 결정요인으로 그 행 가 가져올 결과에 

따른 태도와 행  수행에 한 사회  압력의 지

각요인을 고려하 다. 즉, 불법복제에 따른 이익이 

손실보다 크다고 생각되면 불법복제에 한 호의

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행  결과  요인과 불

법행 를 범할 때 주  사람들의 본인에 한 부

정 인 인식이 해당행 를 억제할 것이라는 주

 규범 요인의 향력을 조사하 고 연구결과는 

두 요인 모두 소 트웨어 불법복제 행 의도에 유

의한 결정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합리  행

동이론을 발 시킨 계획된 행동이론(The Planned 

Behavior)을 기 로 많은 연구가 출 하 고 개인

 태도와 주  규범뿐만 아니라 지각된 행동통

제력 요인을 추가한 연구모형으로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 행 의도를 이해하려고 하 다(Cronan 

and Al-Rafee, 2008; D’Astous et al., 2005; Zhang 

et al., 2010; Kim, 2013). Peace et al.(2003)은 기

효용이론에서 비용요인을, 범죄억제이론에서 행동

결과 처벌의 확실성과 엄격성을 태도와 지각된 행

동통제력의 선행변수로 추가하여 TPB 모델의 설명

력을 향상시키고자 시도하 다. 조직의 윤리문화와 

소 트웨어 불법복제 이슈에 한 개인의식이 태

도와 주  규범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Lin et 

al.(1999)의 연구에서 윤리문화와 개인의식 모두 유

의한 향력을 나타냈다. Yoon(2011)은 Hunt and 

Vitell의 윤리  의사결정이론(Hunt and Vitell, 

1986)을 TPB 모형에 목하여 디지털 콘텐츠 불법

복제 행동을 설명하기 한 통합모형을 제안하고 

검증한 결과, 의무론  요인(도덕  책무와 정의)

과 목 론  요인(지각된 이익과 험)은 TPB 모

형의 구성요소인 태도와 주  규범에 유의한 

향을 다고 발표하 다.

행 이론에 기 한 부분의 소 트웨어 불법복

제 연구에서 태도는 불법 행 의도를 결정하는 가

장 핵심 인 변인으로 제시되었다. 태도는 사회심

리학에서 오랫동안 요한 연구주제로 다 왔는데, 

이는 개인의 태도가 설득 등과 같은 방법에 의해

서 변화될 수 있다는 데에 있다(Bohner and Dickel, 

2011). 태도가 의도에 유의한 측변수라면 태도의 

변화를 통해서 실제 행 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

문이다. 한 기존 연구는 개별 불법복제 상물

을 심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소 트웨

어 불법복제 태도에 미치는 변인들로 구성된 연구

모형을 제시하고 실증 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한 다른 유형의 소 트웨어(PC 소 트웨어와 스마

트폰 앱) 사용자 집단 간 불법복제의 태도와 의도

에 미치는 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고

자 한다. 

3. 연구모형  가설

본 연구는 불법복제를 하는 태도를 형성하는 

요인  불법복제 의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Figure 1>과 같

은 개념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3.1 지각된 결과

행 는 그 행 를 수행함으로써 상되는 정

 는 부정 인 결과에 향을 받게 된다(Trian-

dis, 1979). Thong and Yap(1998)의 연구에서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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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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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

H5

H6
Habit

Self-
Efficacy

Attitude

Perceived
Benefit

Social
Factor

Intention

Perceived
Risk

H3

<Figure 1> Research Model

재 인 결과는 소 트웨어 불법복제 행 의도의 유

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Gopal et al.(2004)은 불법

행 에 한 처벌이 경미할 것이라는 생각은 음원 

불법 다운로드 행 에 제한 인 향을 미친다고 

발표하 다. 행 에 따른 잠재결과는 크게 상이

익과 상 험성으로 나  수 있는데, 지각된 이

익은 여러 연구에서 보여주었듯이 불법복제 행 에 

정 인 효과를 나타낸다(Yoon, 2011; Lysonski 

and Durvasula, 2008; Hennig-Thurau et al., 2007). 

하지만, 불법행 에 따른 험성 지각은 연구에 따

라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를 들어, 어떤 사

람에게는 단속에 발될 험성(법  험성)에 

해 지각이 불법행 에 매우 강한 억제효과를 보인 

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불법복제 의도를 

상승하는 효과를 보이기도 했다(Sinha and Mandel, 

2008). 소 트웨어 불법복제 련 연구에서는 필요

한 소 트웨어의 신속한 입수, 구매비용 약, 다양

한 소 트웨어 사용시도 등이 불법복제를 통해 얻

을 수 있는 표 인 지각된 이익이었고, 불법복제 

단속에 따른 험성, 컴퓨터 고장 등이 불법복제

에 따른 지각된 험성이 불법복제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Limayem et 

al., 2004; Peace et al., 2003). 선행연구를 바탕으

로 지각된 이익과 지각된 험이 태도에 미치는 

향에 한 가설을 설정하 다.

H1-a：PC 소 트웨어 사용자 집단에서 불법복제

에 한 지각된 이익은 불법복제 태도에 

정(+)의 향을 미친다.

H1-b：스마트폰 앱 사용자 집단에서 불법복제에  

한 지각된 이익은 불법복제 태도에 정

(+)의 향을 미친다.

H1-c：불법복제에 한 지각된 이익이 불법복제  

태도에 미치는 향은 PC 소 트웨어와  

스마트폰 앱 집단별로 차이가 있다.

H2-a：PC 소 트웨어 사용자 집단에서 불법복제

에 한 지각된 험은 불법복제 태도에 

부(-)의 향을 미친다.

H2-b：스마트폰 앱 사용자 집단에서 불법복제에  

한 지각된 험은 불법복제 태도에 부

(-)의 향을 미친다.

H2-c：불법복제에 한 지각된 험이 불법복제  

태도에 미치는 향은 PC 소 트웨어와  

스마트폰 앱 집단별로 차이가 있다.

3.2 습

습 은 개인의 행동에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행동에 한 태도에도 향을 미친다. 반복된 행

동은 습 화되어 동일한 행동을 수행할 상황이 되

면 특별한 의식  단 없이 자동 으로 그 행동을 

수행하게 된다(Triandis, 1979). Hunt and Vitell 

(1986)의 연구에서 경험은 윤리  행 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ck and Ajzen(1991)

은 과거행동은 거짓말, 좀도둑질 등 비윤리 인 

행 의 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H3-a：PC 소 트웨어 사용자 집단에서 불법복제  

습 요인은 불법복제 태도에 정(+)의 향

을 미친다.

H3-b：스마트폰 앱 사용자 집단에서 불법복제 습

요인은 불법복제 태도에 정(+)의 향을  

미친다.

H3-c：불법복제 습 요인이 불법복제 태도에 미

치는 향은 PC 소 트웨어와 스마트폰  

앱 집단별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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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회  요인

사회  규범, 역할, 가치  등 사회  요인은 불

법  행동이나 비윤리  행 에 한 태도나 행

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Limayem 

et al., 2004; Christensen and Eining, 1991). 개인

의 행동선택에 있어서 자신에게 향을 미칠 수 

있는 친구, 동료, 가족 등 주 사람들에 의해 향

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특정 행동에 해 일종

의 사회  압력으로 작용하여 불법행 에 한 주

사람들의 부정 인 반응이 상될수록 그 행동

을 자제하게 된다.

H4-a：PC 소 트웨어 사용자 집단에서 사회  

요인은 불법복제 태도에 부(-)의 향을 

미친다.

H4-b：스마트폰 앱 사용자 집단에서 사회  요인

은 불법복제 태도에 부(-)의 향을 미친다.

H4-c：사회  요인이 불법복제 태도에 미치는 

향은 PC 소 트웨어와 스마트폰 앱 집단

별로 차이가 있다.

3.4 자기 효능감

특정 행동에 한 자기 효능감이란 그 행동을 실

행하고 조직화하는 자신의 능력에 한 확신 수

을 의미한다(Bandura, 1986). 이는 실제 능력을 소

유 여부가 아닌 자신의 능력에 한 개인 인 

단이다. 본 연구에서 불법복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  지식 등에 한 주  평가가 불법복제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한 가

설을 설정하 다.

H5-a：PC 소 트웨어 사용자 집단에서 자기 효

능감은 불법복제 태도에 정(+)의 향을 

미친다.

H5-b：스마트폰 앱 사용자 집단에서 자기 효능감

은 불법복제 태도에 정(+)의 향을 미친다.

H5-c：자기 효능감이 불법복제 태도에 미치는 

향은 PC 소 트웨어와 스마트폰 앱 집단

별로 차이가 있다.

3.5 태도(Attitude)

태도는 그 행동을 수행할 의도를 결정하는 가장 

요한 측변수로 알려졌다(Ajzen and Fishbein, 

1975; Cronan and Al-Rafee, 2008). 이는 정 이

거나 부정 인 평가  측면을 포함하는 신념으로서 

호감이 크면 클수록 그 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는 커지게 되고 행동의도는 실제 인 행동으

로 연결되는 것이다. 많은 불법복제 련 연구에

서 개인의 불법복제에 한 태도는 행동의도를 결

정하는 요한 변인으로 제시하 다(Peace et al., 

2003; D’Astous et al., 2005; Cronan and Al-Rafee, 

2008).

H6-a：PC 소 트웨어 사용자 집단에서 불법복제

에 한 태도는 행동의도에 정(+)의 향

을 미친다.

H6-b：스마트폰 앱 사용자 집단에서 불법복제에  

한 태도는 행동의도에 정(+)의 향을  

미친다.

H6-c：불법복제에 한 태도가 행동의도에 미치

는 향은 PC 소 트웨어와 스마트폰 앱  

집단별로 차이가 있다.

4. 연구방법

연구모형을 실증 으로 검증하기 하여 수도권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학부생을 상으로 2013

년 3월 19일부터 10일 간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

하 고 PC 소 트웨어 련 설문 응답자 188명과 

스마트폰 앱 련 설문 응답자 202명, 총 390명의 

유효응답자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 다. 부분

의 학생들은 학업, 게임 등을 해서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극 인 스마트폰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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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불법복제 련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소 트웨어, 게임, 음원 등 디지털 컨텐츠 

불법복제에 하여 호의 인 태도를 갖고 있었으며 

학생들 사이에 불법복제가 상당한 수 으로 만

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Cronan and 

Al-Rafee, 2008; Hinduja, 2007) 학생을 설문조

사 상으로 선택하 다. 인구통계  항목을 제외

한 구성개념은 7  척도를 사용하여 질문하 다.

4.1 변수의 조작  정의

각 구성변수의 측정항목은 선행연구에서 신뢰성

과 타당성이 입증된 도구를 기 로 필요에 따라 

본 연구목 에 맞도록 일부 수정하고 보완하여 사

용하 다. PC 소 트웨어 사용자 집단과 스마트폰 

앱 사용자 집단 별로 설문항목을 작성하 다. 행

동에 따른 지각된 결과는 불법복제 행동에 따르는 

이익  험에 한 응답자의 지각을 의미하며 

Limayem et al.(2004)의 연구에서 사용된 지각된 이

익을 측정하는 다섯 항목과 Nandedkar and Midha 

(2012) 연구에서 사용된 지각된 험  세 가지 법

 험성을 수정하여 사용하 다. 습 요인은 스

마트폰 앱의 불법복제가 얼마나 습 화 되어 있는

지를 측정하는 네 가지 측정항목으로 구성하 다. 

사회  요인은 Peace et al.(2003)의 연구에서 사용

했던 설문항목을 수정하여 향력 있는 주 사람

들이 응답자의 불법복제 행동에 상할 수 있는 반

응을 네 항목으로 측정하 다. 자기 효능감은 Com-

peau et al.(1995)가 개발한 컴퓨터 자기 효능감을 

수정하여 불법복제 작업 수행이 응답자에게 얼마

나 쉬운 지를 평가하는 세 가지 항목을 사용하 다. 

태도는 Peace et al.(2003)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설

문항목을 수정하여 불법복제 행 에 한 반

인 윤리  단( ：해롭다, 어리석다, 나쁘다 등)

을 다섯 가지 항목에서 7  어의차이척도로 측정

하 고 행동의도는 Cronan and Al-Rafee(2008)와 

Nandedkar and Midha(2012)의 연구에서 사용되

었던 질문문항을 수정하여 다섯 가지 항목으로 측

정하 다.

4.2 측정모형 타당성

본 연구에서는 불법복제에 향을 미치는 요인

구조가 PC 소 트웨어 사용자 집단과 스마트폰 앱 

사용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하

기 하여 다 집단분석 기법을 사용하 고, SPSS

와 Amos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다 집단 분석

을 해서는 집단간 교차 타당성의 검증이 선행되어

야 한다. 이는 구조모형 내의 잠재변인을 한 측

정항목들이 각 집단에 하여 동일하게 작용하는

지 확인하지 않고서 변인간의 구조동일성을 보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Byrne, 2010).

우선 기 모형 도출을 하여 각 집단별 확인  

요인분석을 수행했고 측정모형의 신뢰도, 타당성 

 요인 재치의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PC 소 트웨어 집단의 태도만 약간 못 미쳤을뿐 

부분 잠재요인의 평균 분산추출지수(AVE)는 두 

집단 모두에서 권고수  0.5을 상회하 고, 개념신

뢰(CR)도 역시 모두 권고수  0.7 이상으로 나타

나 측정모형의 집 타당성이 있다고 단되었다. 

한 AVE를 사용하여 잠재요인 간의 별타당성

을 분석한 결과, 두 집단에서 모두 별타당성을 

확보하 다.

두 집단을 동시에 분석한 형태불변성(configural 

invariance) 검증결과, 측정모형의 합도는 X2 (df 

= 646) = 1073.21, p < 0.001; X2/df = 1.661; RMSEA 

= 0.041, GFI = 0.840; CFI = 0.950, TLI = 0.941, 

NFI = 0.884로 GFI와 NFI를 제외한 부분 합

지수가 권고수 을 상회하여 측정모형은 두 집단에 

걸쳐 반 으로 합하다고 정하 다(권고수용

기 ：χ2/df 3.0 미만, RMSEA 0.08 이하, GFI, CFI, 

TLI, NFI 0.9 이상(Hair et al., 2009)). 이상의 결

과를 바탕으로 측정모형의 형태동일성은 성립하며 

이를 후속 분석의 기 모형으로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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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liability, AVE and Factor Loading for PC Software Group

Construct Item Standardized Loadings CR
*

AVE
**

Cronbach-

Perceived
Benefit

PB1 0.716

0.857 0.546 0.854

PB2 0.651

PB3 0.810

PB4 0.719

PB5 0.789

Perceived
Risk

PR1 0.760

0.891 0.733 0.885PR2 0.912

PR3 0.888

Habit

HB1 0.902

0.900 0.697 0.902
HB2 0.944

HB3 0.816

HB4 0.645

Social Factor

SF1 0.857

0.889 0.672 0.876
SF2 0.985

SF3 0.778

SF4 0.616

Self-Efficacy

SE1 0.779

0.853 0.659 0.855SE2 0.874

SE3 0.779

Attitude

AT1 0.855

0.810 0.471 0.828

AT2 0.808

AT3 0.592

AT4 0.620

AT5 0.486

Intention

INT1 0.758

0.877 0.641 0.887
INT2 0.800

INT3 0.760

INT4 0.879

Note) 
*
CR：Construct Reliabilities, 

**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4.3 교차 타당성 검증

측정도구의 교차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이  

단계에서 도출된 기 모형의 모수에 제약을 가함으

로써 측정 동일성(measurement equivalence) 분석

을 실시하 다. <Table 5>는 측정 동일성을 분석

한 결과를 요약한 표로서 모형 1은 모수에 아무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 모형(unconstrained mo-

del)이고, 모델 2는 기 모형에서 잠재변수와 측

변수 간의 요인부하량(measurement weight)에 제

약을 가한 모형이다. 모형 3은 요인부하량 뿐만 잠

재변수간의 공분산을 제약한 모형이며, 모형 4는 요

인부하량, 공분산  측정오차의 분산을 고정한 

모형이다. Δχ2는 비제약모형과 제약모형 간의 χ2 

차이를 보여 다. 비제약모형 1과 요인부하량이 제

한된 모형 2와의 Δχ2는 32.80(df = 20)로서 χ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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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liability, AVE and Factor Loading for Smartphone App Group

Construct Item Standardized Loadings CR
*

AVE
**

Cronbach-

Perceived
Benefit

PB1 0.845

0.939 0.755 0.938

PB2 0.870

PB3 0.936

PB4 0.823

PB5 0.866

Perceived
Risk

PR1 0.843

0.938 0.837 0.936PR2 0.948

PR3 0.949

Habit

HB1 0.872

0.925 0.757 0.929
HB2 0.979

HB3 0.837

HB4 0.779

Social Factor

SF1 0.935

0.922 0.750 0.916
SF2 0.972

SF3 0.774

SF4 0.763

Self-Efficacy

SE1 0.927

0.898 0.741 0.893SE2 0.793

SE3 0.857

Attitude

AT1 0.814

0.859 0.551 0.874

AT2 0.796

AT3 0.659

AT4 0.713

AT5 0.720

Intention

INT1 0.853

0.901 0.696 0.848
INT2 0.882

INT3 0.823

INT4 0.776

Note) * CR：Construct Reliabilities, **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Table 5> Goodness-of-Fit Statistics for Measurement Equivalence：A Summary

Model χ2 df χ2/df Δχ2 Δdf Sig. GFI CFI RMSEA ΔCFI

Model 1 1056.708 602 1.755 　 　 0.834 0.944 0.044

Model 2 1089.512 622 1.758 32.804 20     NS 0.830 0.942 0.044 0.002

Model 3 1161.763 650 1.787 105.055 48 p < .001 0.821 0.937 0.041 0.007

Model 4 1322.63 679 1.948 265.922 77 p < .001 0.803 0.920 0.045 0.024

Note) Δχ2 = difference in χ2 values between models; Δdf = difference in number of degrees of freedom between 

models; ΔCFI = difference in CFI values between models.

.01, df = 20) 임계치 37.57보다 작기 때문에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측정동일성이 확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모형 1과 제약모형 3, 4 간

의 Δχ2는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χ2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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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ath Coefficient of Overall Model

Hypothesis Path Standardized Coefficient S.E. C.R. P

H1 Perceived Benefit → Attitude 0.336 0.032 6.79 0.000
***

H2 Perceived Risk → Attitude 0.036 0.019 1.192 0.233

H3 Habit → Attitude 0.285 0.038 6.389 0.000***

H4 Social Factor → Attitude 0.089 0.021 2.892 0.004
**

H5 Self-Efficacy → Attitude 0.094 0.019 2.708 0.007
**

H6 Attitude → Intention 1.288 0.225 9.489 0.000***

Note) ** p < 0.01, ** p < 0.001.

이를 통한 유의성 검증은 표본크기에 민감하게 변

화할 뿐만 아니라 측정동일성 검증에 용하기에

는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에 다 집단분석에서는 

모델 합도 지표의 변동사항을 검토하여 분석할 것

을 추천한다(Cheung and Rensvold, 2002). CFI, 

GFI, RMSEA 등 모델 합도의 차이는 Cheung 

and Rensvold가 권고한 0.01 미만의 값으로 나타

나 모형들간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므

로 측정도구에 한 교차 타당성에 문제가 없다고 

단했다. 

4.4 다 집단 구조방정식 모델 검정 결과

불법복제 의도에 미치는 잠재변수들간의 계를 

검증하기 하여 체 응답자를 상으로 구조모형

을 분석하 다. 연구모형의 합도는, χ2/df = 2.34, 

GFI = 0.876, CFI = 0.948, NFI = 0.913, RMSEA 

= 0.05, TLI = 0.94로 나타났다. GFI가 권고기 인 

0.9에 약간 못 미치지만 연구모형의 합도는 수용 

가능한 수 으로 단할 수 있다(권고수용기 ：χ2/ 

df 3.0 미만, RMSEA 0.9 이하, GFI, CFI, NFI 0.9 

이상(Hair et al., 2009)), <Table 6>는 체 응답

자 데이터를 분석한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를 나타

내는 표로서 경로, 지각된 험성→태도를 제외

한 모든 경로계수가 통계 으로 유의하 다. 

각 집단 별로 연구모형을 검증하고 집단간 구조

방정식 경로계수의 차이를 비교하기 하여 다

집단 구조방정식(multi-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분석하 다. 기 모형의 합도는, χ2/df 

= 1.773, GFI = 0.830, CFI = 0.942, NFI = 0.912, 

RMSEA = 0.045, TLI = 0.933으로 나타나 GFI를 제

외한 모든 지수가 수용 가능한 수 이었다. 두 집

단의 경로계수를 비교하기 한 제조건으로 측

정동일성을 검증하 다. 기 모형(비제약모형)과 측

정가 치를 제약한 모형과의 Δχ2는 30.75(df = 20)

로서 χ2(  = .01, df = 20)의 임계치 37.57보다 작

기 때문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측정

동일성이 확보되었다고 단하고 두 집단의 경로계

수를 분석하 다.

<Table 7>은 두 집단의 경로계수를 비교한 표로

서 PC소 트웨어 사용자 집단은 지각된 이익(  = 

0.432, p < .05)과 습 (  = 0.184, p < .01)이 불법

복제에 한 태도에 유의한 향을 미쳤고, 불법복제 

의도에 미치는 태도의 향(  = 0.432, p < .05)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H1-a, H3-a, H6-a를 

채택하 다. 스마트폰 앱 사용자 집단에서는 지각된 

이익, 습 , 사회  요인이 태도에 미치는 향이 유

의했으며 태도가 의도에 미치는 향 한 유의하

여 가설 H1-b, H3-b, H4-b, H6-b를 채택하 다.

두 집단 간의 경로계수에 차이가 통계 으로 유

의한 지를 검정하기 해서 구조모형의 각 경로에 동

일화 제약을 가하고 χ2 변화를 분석하 다. <Table 

8>과 같이 습 →태도 경로와 태도→의도 경로

의 Δχ2가 임계치 3.84(  = .05, df = 1)보다 크게 

나타나 PC소 트웨어 집단과 스마트폰 앱 집단간 

경로계수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단하 다. 따

라서 가설 H3-c와 가설 H6-c만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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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Path Coefficients for Each Group

Hypothesis Path
PC Software Group Smartphone App Group

Stand. Reg. Weight Critical Ratio Stand. Reg. Weight Critical Ratio

H1-ab Benefit → Attitude 0.432 4.172
**

0.305 5.319
**

H2-ab Risk → Attitude 0.006 0.129 0.071 1.72

H3-ab Habit → Attitude 0.184 2.679
*

0.33 5.816
**

H4-ab Social Factor → Attitude 0.062 1.387 0.104 2.428
*

H5-ab Self-Efficacy → Attitude 0.075 1.327 0.064 1.544

H6-ab Attitude → Intention 1.29 5.451
**

1.287 7.517
**

Note) 
*
p < 0.05, 

**
p < 0.01, 

**
p < 0.001.

<Table 8> Path Coefficients Difference between Groups

Model χ2 df χ2/df Δχ2 Δdf Sig.

unconstrained model 1081.551 610 1.773 　 　 　

Constrained

Benefit → Attitude 1081.568 611 1.770 0.017 1 NS

Risk → Attitude 1083.062 611 1.773 1.511 1 NS

Habit → Attitude 1087.828 611 1.780 6.277 1 p < .05

Social Factor → Attitude 1082.833 611 1.772 1.282 1 NS

Self-Efficacy → Attitude 1081.620 611 1.770 0.069 1 NS

Attitude → Intention 1091.042 611 1.786 9.491 1 p < .05

4.5 연구결과 논의  시사

체 응답자 데이터 분석결과 지각된 이익, 습 , 

사회  요인, 자기 효능감이 소 트웨어 불법복제

에 한 태도의 유의한 측변수로 나타났다. 잠

재변수들 가운데 불법복제에 따른 이익에 한 지

각이 태도에 미치는 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집단 별 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

는데 PC 소 트웨어 사용자 집단과 스마트폰 앱 

사용자 집단 모두에서 큰 향력을 미친 요인이었다. 

소 트웨어 제조사의 고가정책이 불법복제의 주요 

원인 에 하나라는 이  연구를 고려할 때 상

으로 렴한 스마트폰 앱의 불법복제에 따른 이익은 

PC 소 트웨어에 비해 을 것이라는 상과 달

리 스마트폰 앱의 불법복제 태도에도 핵심 인 요

인으로 작용하 다. 이는 소 트웨어 불법복제가 단

지 경제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불법복제 결과 발생할 수 있는 험성에 한 

지각은 태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별 구조모형 분석에서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불법복제 상물의 유형과 상

없이 불법복제에 따른 험성은 불법행 를 결

정하는 요인이 아니었다. 특히 두 집단 간 잠재평

균 비교에서도 험성은 평균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유일한 요인이었다. 본 연구에서 험성 련 

측정변수는 발, 소송 등 사법  험성으로 구성

하 다. 기업에 비해 개인 사용자의 불법복제가 

법 인 제재를 받은 사례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

라 불법 소 트웨어의 부분은 P2P 등의 형태로 

배포되기 때문에 개인  불법행 가 발당할 가능

성은 크지 않다. 따라서 향후 개인을 상으로 한 

불법복제 방지 활동은 불법행 에 따른 법  험

성 보다는 불법복제에 따른 이익을 감소시키는 방

향으로 개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습 의 향력은 연구에 따라 일

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본 연구에서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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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은 태도에 강한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 결과는 두 사용자 집단의 경로계수 분

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집단 간의 잠재요인 

평균은 유의하 으며 스마트폰 앱 사용자 집단의 

평균이 PC 소 트웨어 사용자 집단에 비해 낮았다. 

이는 스마트폰 앱을 사용한 기간이 PC 소 트웨

어에 비해 짧기 때문에 불법복제의 습 화가 덜 진

행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습 은 태도형성에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불법복제 방지 

정책은 가능한 한 PC와 스마트폰 사용을 시작하

는 어린 사용자들에 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가격/성능 차등정책 등을 통해 어린 학생들이 

렴하게 정품 소 트웨어를 구매할 수 있다면 가격

에 민감한 학생들이 불법복제를 통해서 얻는 경제

 이익은 더 이상 매력 이지 않을 것이고 결국 

불법복제 습 화의 억제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불법행 에 한 주 사람들의 부정 인 상반

응은 태도 형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하지만 집단 별 분석결과 PC 소 트웨어 

사용자 집단에서는 사회  요인의 향력이 유의

하지 않았다. 이는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스마트폰

에 설치된 불법 앱은 주 사람들에게 노출될 가능

성이 많지만 PC의 경우에는 폐쇄된 공간에서 얼

마든지 은 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을 해

석된다. 두 집단의 사회  요인의 잠재평균 차이도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PC 소 트웨어 사용자 집단

에서 하게 낮아서 불법 PC 소 트웨어 사용

에 있어서 주 사람들의 반응을 의식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불법복제 작업 수행능력에 한 자

기 효능감은 불법복제 련 지식과 기술의 주  

평가를 측정했고 체 데이터 분석결과에서는 불

법복제 행동태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집단 별 분석에서는 두 집단 모두에

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 다. 불법 소 트웨

어와 앱을 검색, 획득  설치 과정은 매우 용이해

졌기 때문에 기술  문제는 불법복제에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집단 간 잠재평균 비교결과 스마트

폰 앱 사용자 집단의 자기 효능감이 PC 소 트웨

어 사용자 집단에 비해 하게 낮았다. 이는 PC

용 소 트웨어에 비해 스마트폰 앱의 사용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불법복제 정보  기술이 덜 축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소 트웨어 불법복제 

방지를 한 다양한 기술  억제장치들이 제안되

고 있지만 실제로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오

히려 정상 인 사용자를 불편하게 할 가능성도 있

기 때문에 기술  억제 장치를 통하여 자기 효능

감을 낮추려는 노력보다는 가격 정책, 정품사용 

홍보정책, 사회  압력 강화 등을 통해 불법복제 

시도 자체를 이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5. 결론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소 트웨어 불

법복제에 한 태도에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학생을 상으로 실

증  검증을 시도하 다. 이  연구와 달리 본 연

구에서는 PC 소 트웨어 사용자 집단과 스마트폰 

앱 사용자 집단으로 구분하고 집단간 구조모형 동

일성을 분석하기 하여 다집단분석과 경로계수 

차이 비교분석을 하 다. 체 데이터 분석결과 

지각된 험성을 제외하고 모든 요인이 불법복제

에 한 태도에 유의한 향을 미쳤다. 집단별 분

석에서 두 집단 모두 지각된 이익과 습 이 태도

에 미치는 향이 유의하 으며 스마트폰 앱 사용

자 집단에서만 사회  요인이 유의한 측변수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에게 익명성을 보장하 음에도 불구

하고 다른 불법행동 연구와 마찬가지로 일부 응답

자들은 불법복제에 한 태도와 행동의도를 묻는 

질문에 솔직하지 않게 응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학교의 학부생을 상으로 설문조사

가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서 밝 졌듯이 학교

는 기업에 비해 소 트웨어 불법복제가 매우 빈번

하게 이루어지며 많은 불법복제 연구에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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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본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비교가 

용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본의 표성 때

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에서 지각된 이익 련 측정항목은 경제

성, 용이한 획득, 다양한 경험 등 여러 측면의 이익

을 한 요인으로 묶어서 측정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세분한다면 지각된 이익에 한 보다 구체

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를 들어,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불법 앱의 지각된 이익은 매우 유의한 

측변수로 나타났지만 앱의 렴한 가격을 고려

했을 때 불법복제에 따른 이익은 경제  측면 외

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

트웨어 불법복제 습 이 태도에 미치는 향만을 

고려하 으나 후속 연구에서 다양한 유형의 디지

털 컨텐츠 불법  사용경험이 어떤 과정을 거쳐 

습 화 되고 소 트웨어 불법복제에 향을 미치

는 지를 연구한다면 과거행동의 습 화 과정뿐만 

아니라 불법행  습 의 일반  향력에 해서

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험성을 측정하기 하여 불법복제에 따

르는 단속  처벌 당할 가능성, 벌  부과 가능성 

등 법 인 험성만을 측정하 다. 향후 개인정보

유출, 바이러스 감염 등 기술 인 험성뿐만 아

니라 사회  험성, 심리  험성 등을 포함하

여 분석한다면 보다 구체 인 험요인에 해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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