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cently, there have been numerous issues about password breaches and it is becoming important for the users 

to manage their passwords. In practice, the online service provider are asking the online users to change their 

passwords periodically. However, majority of the users are not changing their passwords regularly, and this can 

increase the risk of password breac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fear appeals’ and ‘message 

framing’ enhance the behavior of changing passwords by the online users. Furthermore, we identify the mechanism 

on how the behavior of changing passwords is enabled using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The results of an online 

experiment show that the online users who are exposed to ‘fear appeals’ perceived a more vulnerability and severity 

of password breaches, which in turn, increased the intention of changing their password. In addition, we found that 

perceived severity of password breaches affect fear positively. Moreover, we found that fear has significant impact 

on the willingness of changing passwords. Finally, Message framing plays a moderating role between fear and change 

intentions. That is, in a situation where ‘fear appeal’ is presented, it means that ‘gain framing’ is more effective than 

‘loss framing’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online service providers may need to use ‘fear appeals’ to the online 

users. Security managers can address issues related to the password breaches by carefully designing ‘fear appeals’.

Keyword：Fear Appeals, Message Framing, Password, Password Breach, Password Security 

Behavior,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Warning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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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 으로 개인들 간 정

보 교류는 물론이고, 쇼핑, 융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거의 모든 행 들이 온라인 환경에서 가능

하게 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체 소매 매에

서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비 이 2012년 9.7%

에서 매년 상승하여 2015년에는 14.7%로 치솟았

다.1) 이 게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부분의 사람

이 온라인 환경에서의 표 인 인증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비 번호를 최소한 하나 정도는 가지

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최근 들어, 비 번호가 유출되는 사고가 증하

고 있다. 2013년 야후(Yahoo), 2015년 뽐뿌 사이

트와 같이 해킹으로 인한 규모 비 번호 유출 

사건이 발생했는가 하면, 개인의 비 번호 리 

미숙으로 인한 계정 도용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비 번호 유출은  피해는 물론, 사생활 침

해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철 한 비 번호 리가 요구되

는데, 기업에서는 비 번호를 주기 으로 변경하라

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가 비 번호를 변

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

흥원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비 번호 변경주기에 

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  33.2%가 변경하지 않

는다고 하 다(KISA, 2015). 그리고 국내 보안담

당자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6.15%가 잘 바꾸지 않는다고 하 다.2) 이와 같은 

사실은 사용자들의 비 번호 리 의식이 상당히 

미흡한 수 인 것을 나타내며, 이를 향상시키기 

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1) 매일경제, “패더라임 확 바 는 유통街…매장에서 아

이쇼핑 구매는 온라인서”, [online], [cited 2016. 04. 

08], Available at http://vip.mk.co.kr/news/view/21/ 

20/1388129.html.

2) 보안뉴스, “보안담당자들, 비 번호 변경 얼마나 자주 

할까?”, [online], [cited 2014. 11. 12.], Available at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1

108.

지 까지 비 번호와 련된 연구가 다수 진행되

어 왔다. 우선, 비 번호 보호수 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공포 소구(Fear Appeals)가 활용되

어 왔다. 공포 소구는 특정 의 취약성과 심각

성, 그리고 권고행동의 효능감(반응 효능감, 자기 

효능감)에 한 메시지를 통해 수용자들이 바람직

한 행동을 하게끔 유도하는 설득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Witte, 1992). 공포 소구를 통해 사용자들

이 보다 강한 비 번호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Vance et al., 2013; Zhang and McDowell, 

2009), 공포 소구는 비 번호 가이드라인 수의도

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 인 방법이라고 하 다

(Mwagwabi et al., 2014). 이처럼 공포 소구는 개

인들의 태도, 인식 그리고 행동까지 변화시킬 수 있

는 효과 인 설득 커뮤니 이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일부 연구에서는 보호동기이론(Protec-

tion Motivation Theory)을 바탕으로 비 번호 보

호행 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설명하

다(Mwagwabi et al., 2014; Park, 2015; Zhang 

and McDowell, 2009).

에서 살펴봤듯이, 공포 소구와 보호동기이론

을 활용하여 비 번호와 련된 행 를 설명한 연

구가 일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공포 소구와 보

호동기이론을 모두 용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고 할 수 있으며, 비 번호 변경행 에 을 맞

춘 연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악된다. 

따라서 비 번호 변경행 에 한 실증  분석이 

추가 으로 필요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특정 상황에서 개인들의 선택과 단이 달라지

는지를 알아보기 해 용되는  다른 이론으로 

메시지 이 이 있다. 이것에 의하면, 동일한 

행동을 유도하는데 있어서 메시지 제시 방식에 따

라 사람들의 태도와 의사결정이 달라진다고 한다. 

따라서 메시지 이 은 비 번호 변경행 를 

설명하는데 용될 수 있다고 단된다. 이를 통

해 비 번호 변경행 가 변화하는지를 밝 낸다

면, 학문 으로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실무 으

로도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온라인 사용자의 비 번호 보호행    149

종합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비 번호 변경행 를 

증 시킬 수 있는 방안에 해 알아보고, 추가 으

로 그 동기요인이 무엇인지 찾고자 한다. 즉, 다음

과 같은 목 을 지닌다. 첫째, 공포 소구가 효과

으로 발휘되는지 보고자 한다. 공포 소구 유무에 따

라 비 번호 변경의도가 달라지는지 알아보는 것이

다. 둘째, 메시지 이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메시지 이 에 따라 비 번호 변경의도가 다르

게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셋째, 공포 소구와 

메시지 이  간 상호작용 효과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비 번호 변경행 가 

이루어지는 메커니즘(Mechanism), 즉, 인과 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2.1 공포 소구(Fear Appeals)

2.1.1 공포 소구의 개념

공포(Fear)는 높은 수 의 자극과 함께 오는 부

정  정서를 말하며, 심각하고 자신과 련이 있

다고 여겨지는 으로부터 발생된다(Easterling 

and Leventhal, 1989; Ortony and Turner, 1990; 

Witte, 1992). 일반 으로 ‘  기법(Scare Tactic)’ 

이라고도 불리는 공포 소구(Fear Appeals)는 “만

약 수용자들이 메시지에서 권고한 행동을 하지 않

게 되면, 끔 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함으

로써, 수용자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설득  커

뮤니 이션”이라고 정의된다(Witte, 1992). 보건, 

고, 마  등과 같은 설득 커뮤니 이션 분야

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한 수단으로 

리 사용되고 있으며, 에이즈 방, 연 캠페인, 

비듬방지 샴푸 고 등에 해서 살펴본 연구가 

표 이다. 사람들은 일반 으로 자신에게 부정

인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끔 한 경험 자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메시

지에서 권고된 방향 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다

(Witte et al., 2001).

2.1.2 보호동기이론(Protection Motivation 

Theory)

보호동기이론(Protection Motivation Theory)은 

공포 소구에 의해 수용자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

되는지를 규명하기 해 제안되었다(Rogers, 1975). 

이것에 의하면, 공포 소구는 유해성 크기(Magni-

tude of Noxiousness), 발생 가능성(Probability 

of Occurrence), 권고반응의 효능감(Efficacy of 

Recommended Response)과 같은 세 가지 요소

들로 구성되어 있다. 수용자들은 인지  매개 과정

(Cognitive Mediating Process)을 통해 세 가지 

요소들을 평가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보호동기 

수 이 형성된다. 그리고 이것에 의해 최종 으로 

권고방안을 따르려는 의도가 결정된다는 것이 

기 보호동기이론이다.

이후에 Rogers는 자기 효능감(Self-efficacy)과 

반응 비용(Response Cost)을 추가하여 수정된 이론

을 고안하 다(Rogers, 1983; Maddux and Rogers, 

1983). 여기에서 자기 효능감은 Bandura(1995)가 

제시한 개념으로 “어떠한 행   역 안에서 자

신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한 개인의 신념”으

로 정의된다. 달리 말하면, 자신이 어려움과 장애에 

잘 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정도를 의

미하다고 볼 수 있다. 수정된 이론에는 두 가지 인지

 매개 과정, 평가(Threat Appraisal Pro-

cess)와 처평가(Coping Appraisal Process)가 

있다. 평가는 보상에서 의 심각성과 취약

성을 뺀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보상이 보

다 클 경우에는 부 응 반응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반면, 처평가는 효능감에서 반응 비용을 뺀 값

으로 효능감이 반응 비용보다 높을 때 응 반응

이 나타난다. 이러한 인지  매개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보호동기가 형성되고, 이것이 보호행동으

로 이어진다.

2.1.3 공포 소구와 보호동기이론에 한 연구

공포 소구는 보건, 공익 캠페인과 같은 설득 커

뮤니 이션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어 왔는데,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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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시스템 분야에서도 공포 소구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다. 특히, 정보보안 행 를 

증 시키기 한 방안으로 활용되었으며, 다수

의 연구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 Johnston and 

Warkentin(2010)의 연구를 살펴보면, 스 이웨어

(Spyware)에 한 공포 소구를 보여주자, 개인들

의 태도가 변화하 다. 즉, 공포 소구를 제시하기 

과 비교하여  요소인 지각된 심각성과 지각

된 취약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구체 으로 말하

자면, 수용자들은 공포 소구를 보고나서 스 이웨

어를 더 심각한 으로 느끼게 되었고, 그것에 

감염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인지하게 되었다. 

한, 공포 소구의 강도(  수  낮음 VS.  

수  높음)에 따라 백업행 와 안티 멀웨어(Anti- 

Malware) 소 트웨어 사용행 에 한 인과 계

가 달라짐을 보 고(Boss et al., 2015), 공포 소구 

제시 방식이 공포 소구의 설득력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2015). Mwagwabi et al. 

(2014)는 공포 소구가 비 번호 가이드라인 수

의도를 향상시키는 효과 인 방법임을 입증했으며, 

일부 연구자는 사용자들이 공포 소구로 인해 보다 

강한 비 번호를 사용하게 된다고 하 다(Vance 

et al., 2013; Zhang and McDowell, 2009).

보호동기이론 역시 체 으로 보건 분야에서 사

용되어 왔는데, 차 으로 그 용분야가 확 되

고 있는 추세이다. 정보 시스템 분야에서도 보호동

기이론을 활용하여 개인들의 행 를 규명하는 연

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안티 스 이웨어 소 트웨

어나 안티 멀웨어 소 트웨어 등과 같은 백신 소

트웨어 사용행 를 규명했으며(Boss et al., 2015; 

Johnston and Warkentin 2010), 표  방지 소

트웨어 사용행 에 한 연구도 진행되었다(Lee, 

2011). 비 번호 사용에 을 맞춘 연구도 있었

으며(Mwagwabi et al., 2014; Park, 2015; Zhang 

and McDowell, 2009), 포 으로 정보보호 행

를 다루기도 하 다(Chen and Zahedi, 2016; Hanus 

and Wu, 2016; Tsai et al., 2016; Workman et 

al., 2009).

정보 시스템 분야에서 공포 소구와 보호동기이

론을 모두 용하여 개인들의 행 를 살펴본 연구

도 일부 진행되었다. 하지만, 공포 소구 효과를 입

증한 후에 정보보안 행 에 한 메커니즘까지 규

명한 연구는 드물었다. 다시 말해, 부분의 연구

가 실험을 통한 공포 소구 효과 입증 없이 공포 

소구를 제시한 경우에 어떠한 인과 계를 가지는

지만 분석하 다(Johnston and Warkentin, 2010; 

Mwagwabi et al., 2014; Zhang and McDowell, 

2009). 한, Boss et al.(2015)는 멀웨어와 련

하여 공포 소구 수 (  수  높음 VS.  수

 낮음)에 따라 심각성, 취약성, 두려움, 의도, 행

동이 달라진다고 밝혔으나, 공포 소구 유무에 

해서는 아무런 언 이 없었다. 따라서 공포 소구 

유무에 따라 개인들의 행 가 달라지는지를 밝힐 

뿐 아니라 그 행 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한 메커니즘까지 규명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2.2 메시지 이 (Message Framing)

메시지 이 (Message Framing)은 어떤 메

시지를 표 하는데 있어서 정  혹은 부정  구

성형식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Lee, 2006). 즉, 

정 (이득)으로 이  된 메시지는 특정 행동

을 할 경우에 정  결과 혹은 이득을 얻을 것이

라고 강조한다. 반면, 부정 (손실) 이  메시

지는 특정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정  결과 

혹은 손실이 발생될 것이라고 말한다. 앞서 살펴본 

공포소구와는 개념 으로 상이하다고 볼 수 있다. 

즉, 공포 소구는 비 번호 유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메시지 

이 , 특히, 부정  메시지 이 은 비 번

호를 변경하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손실을 말한다. 

Meyerowitz and Chaiken(1987)는 개인들이 지

니고 있는 부정성 편향(Negativity Bias)과 손실 

오(Loss Aversion)로 인해 일반 으로 손실 

이 이 이득 이 보다 더 설득 이라고 하

다. 이를 자세히 알아보면, 유방암 자가 검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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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를 정  메시지(“유방암 자가 검진을 

할 경우, 치료 가능한 기 상태의 종양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와 부정  메시지(“유방암 자가 

검진을 하지 않을 경우, 치료 가능한 기 상태의 

종양을 발견할 가능성이 낮다.”)로 나눠서 보여  

결과, 부정  메시지에 더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Meyerowitz and Chaiken, 1987). 구강청정

제 고에서도 부정 인 손실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더 효과 인 것으로 드러났다(Homer and Yoon, 

1992). 한, 신용카드사용에 한 연구에서도 마

찬가지로 부정 으로 이  된 메시지가 소비

자들의 행동에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Ganzach and Karsahi, 1995).

반면, 일부 연구에서는 정  이 이 더 효

과 인 것으로 밝 졌다. 쇠고기를 평가하는 경우, 

실험 참여자들은 부정 으로 나타낸 메시지(25% 

지방)보다 정 으로 표 된 메시지(75% 육질)에 

더 호의 인 태도를 보 다. Gaeth et al.(1990)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워드 로세스를 통해 성

이 올라간 학생들의 비율을 제시하는 것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 성 이 낮아진 학생들의 비율을 제

시하는 것보다 더 설득 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서 살펴본 것처럼 메시지 이 을 바탕으

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정보 시스템 분야에서

는 그 활용이 다소 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간 진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비 번호 변경에 있어서 손실을 강

조한 메시지를 더 설득 이라고 느끼는 것으로 밝

졌으며(Park, 2015), 모바일 뱅킹 서비스의 경우에

는 메시지 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urila et al., 2016). 즉, 이득 이 과 손실 

이  간 종속변수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리

고 다른 연구들의 경우, 부정  이 만 살펴보거

나(Shropshire et al., 2010) 정 이 과 립 

이 만 알아보았다는 (Angst and Agarwal, 

2009)에서 일부 한계 이 존재한다. 이처럼 정보 시

스템 분야에서는 메시지 이 을 용한 연구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효과가 제

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이 재 상황이다.

3.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3.1 공포 소구와 메시지 이  효과

공포 소구와 같은 설득 커뮤니 이션은 인간의 

태도, 의도, 그리고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효과 인 

수단이라고 하 으며(Fishbein and Ajzen, 1975), 

정보 시스템 분야에서 이와 같은 공포 소구의 효

과를 입증한 연구가 일부 존재한다. Johnston and 

Warkentin(2010)는 스 이웨어 련 공포 소구를 

처치요인으로 하여 집단 내 실험설계를 통해 진행

한 결과, 그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 다. 공포 소구

를 보기 보다 본 후에  요소인 지각된 취약

성과 지각된 심각성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것

은 공포 소구를 통해서 지각된 이 증가된 것

으로 볼 수 있다. 한, 장 실험을 통해 공포 소

구와 상호작용성이 비 번호 선택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결과, 상호작용성이 있는 공포 소

구(Interactive Fear Appeal Treatment)가 가장 

효과 인 것으로 드러났다(Vance et al., 2013). 

Boss et al.(2015)의 연구에서는 공포 소구 수

에 따라 개인들의 태도와 의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즉, 공포 소구가 강한 경우에 을 더 심각하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지각했으며, 행 의도도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공포 소구로 인해 특정 에 한 인식이 

바 게 될 뿐 아니라, 행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H1을 설정

하 다.

H1：온라인 사용자가 비 번호를 변경하는데 있

어서 공포 소구가 향을  것이다. 즉, 공

포 소구가 제시된 집단의 비 번호 변경의도

가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공포 소구 효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메시지 이 은 다양

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왔으며, 부정  이 이 

체 으로 더 설득 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람

들은 부정 인 메시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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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Model

것으로(Meyerowitz and Chaiken, 1987) 이는 부

정편향성 이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보 

시스템 분야에서 진행된 비 번호 변경 련된 연

구에서도 손실을 강조한 메시지가 공포 소구 설득

력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손실 이 이 더 효과

일 것이라고 보고, 아래와 같이 H2를 세웠다.

H2：온라인 사용자가 비 번호를 변경하는데 있

어서 메시지 이 이 향을  것이다. 

즉, 손실 이 이 제시된 집단의 비 번

호 변경의도가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메시

지 이  효과). 

공포 소구 효과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공포 소

구가 다른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그 효과가 더욱 증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Vance et al.(2013)는 공

포 소구 효과가 상호작용성(Static VS. Interac-

tive)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 다. 즉, 공포 소구가 

상호작용 (Interactive Fear Appeals)으로 제시

되었을 때, 실험 상자들은 강한 비 번호를 설정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

에서도 공포 소구와 다른 요인 간의 상호작용 효과

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H3을 

설정하 다.

H3：공포 소구와 메시지 이  간 상호작용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3.2 비 번호 변경행 의 동기요인

다음으로 비 번호 변경행 가 이루어지는 메커

니즘을 규명하기 하여 보호동기이론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본 연구는 비

번호 유출에 한 (지각된 취약성, 지각된 심

각성)에 을 맞추어 진행하 다. 이에 따라 개인

의 정보보호 행 에 향을  수 있는 다른 요인

들. 즉, 반응 효능감, 자기 효능감, 반응 비용은 통

제변수로 설정하 다.

Boss et al.(2015)가 정리한 보호동기이론에 의

하면, 지각된 취약성과 지각된 심각성이 두려움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다른 연구에서도 비 번

호 유출에 한 취약성과 심각성을 높게 인지할수

록 그것에 한 두려움이 커지는 것으로 밝 졌다

(Park, 2015). 따라서 보호동기이론과 기존 문헌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4：지각된 취약성이 두려움에 정(+)의 향을 

 것이다.

H5：지각된 심각성이 두려움에 정(+)의 향을 

 것이다.



온라인 사용자의 비 번호 보호행    153

와 같이 (지각된 취약성, 지각된 심각성)으로 

형성된 두려움이 개인의 행 에 어떠한 향을 미치

는지를 살펴본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Mwagwabi 

et al.(2014)는 비 번호 유출에 한 이 비

번호 가이드라인 수의도에 정 인 향을 다

는 것을 밝혔다. 한, 비 번호가 해킹당할 수 있

다고 느끼는 두려움이 커질수록 비 번호를 주기

으로 변경하며 안 한 비 번호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Zhang and McDowell,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 번호 유출에 한 두려움이 비 번호 

변경의도에 정 인 향을 다고 가정하 다.

H6：두려움이 비 번호 변경의도에 정(+)의 향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별로 각각 이득( 정 ) 

이 과 손실(부정 ) 이 을 제시하 다. 따

라서 메시지 이 에 따라 집단 간 인식 차이

가 발생할 수 있다. Jeon et al.(2013)는 희소성 메

시지 유형이 소비자의 충동구매에 미치는 향에

서 정  이  효과가 더 크다고 밝혔다. 즉, 

부정  이 에 노출된 소비자는 심리  

을 더 느끼게 되고, 이에 따라 내  긴장이 증가하

게 되므로 결과 으로 고 메시지를 회피하게 된

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포 소구가 제시된 집단의 경우, 이미 공포 소구

로 인해 비 번호 유출에 한  인식이 높아

진 만큼 손실 이 은 심리  반발감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이득 이 이 손실 이

보다 더 효과 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아래

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7a：지각된 취약성과 두려움 간에 메시지 

이 이 조 역할을 할 것이다.

H7b：지각된 심각성과 두려움 간에 메시지 

이 이 조 역할을 할 것이다.

H7c：두려움과 비 번호 변경의도 간에 메시지 

이 이 조 역할을 할 것이다.

4. 연구방법

4.1 실험 설계

본 연구의 목   하나는 비 번호 변경행 에 

한 공포 소구와 메시지 이 의 효과를 알아보

는 것이다. 이에 2×2(공포 소구 : 없음/있음, 메시지 

이  : 이득/손실) 집단 간 요인설계(Between- 

subject Factorial Design) 실험을 실시하 다. 총 

4개 집단으로 진행하 으며, 집단 1(집단 2)에게는 

공포 소구 없이 이득(손실) 이 만 제시하 고, 

집단 3(집단 4)에게는 공포 소구를 노출 시키고, 이

득(손실) 이 을 보여주었다.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연세 학교 정

보 학원 석/박사 과정 20명을 상으로 일럿 테

스트를 수행하 다. 일부 의견을 수렴하여 실험 처

치물과 설문문항을 수정하 다. 성실히 참여한 응

답자들에 한해 추첨으로 5,000원 상당의 기 티콘

을 제공하 다. 다음으로 설문조사 문기  엠

인을 통해 웹사이트 로그인 경험이 있는 20 ～ 

40 를 상으로 본 설문조사를 진행하 다. 설문

지는 무작 로 배포되었으며, 집단 별로 서로 다른 

시나리오를 읽고 난 후, 설문문항에 응답하 다. 이 

때, 별도의 보상을 제공하지 않았다. 설문 응답지 

303부를 회수하 으며, 불성실 응답  조작 검

에 의해 일부 탈락한 응답자를 제외한 152명(집단 

1 : 35명, 집단 2 : 34명, 집단 3 : 39명, 집단 4 : 

44명)을 최종 으로 분석에 활용하 다.

본 연구는 처치요인(Treatment)으로 공포 소구

와 메시지 이 을 활용하 으며, <Figure 2>～ 

<Figure 4>와 같이 실험 처치물(Stimulus)을 설

계하 다. <Figure 2>는 공포 소구에 한 처치

물로 비 번호 유출에 한 취약성과 심각성을 인

지하게 만들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Figure 3>

은 이득 이 에 한 처치물로 사용자가 비

번호를 변경했을 때, 정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고 강조하 다. 반면, <Figure 4>와 같이 손실 

이 에는 비 번호를 변경하지 않으면,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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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Operational Definitions Sources

Perceived Vulnerability
(지각된 취약성)

Internet users’ belief about the degree of vulnerability to 
password breach

Johnston and Warkentin(2010)
Witte et al.(1996)

Perceived Severity
(지각된 심각성)

Internet users’ belief about the significance or magnitude 
of potential harm caused by password breach

Johnston and Warkentin(2010)
Witte et al.(1996)

Fear(두려움) Internet users’ degree of worry/fear about password breach Boss et al.(2015)

Intention
(비 번호 변경의도)

Internet users’ willingness to change passwords Johnston and Warkentin(2010)

<Table 1> Operational Definitions of Latent Variables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다른 사

항은 이득 이 과 모두 동일하 다.

<Figure 2> Fear Appeals Stimulus

<Figure 3> Gain Framing Stimulus

<Figure 4> Loss Framing Stimulus

4.2 변수의 조작  정의

<Table 1>과 같이 기존 연구를 토 로 지각된 

취약성, 지각된 심각성, 두려움, 비 번호 변경의도

에 한 조작  정의를 설정하 다. 각 변수에 한 

측정항목 역시 기존 문헌을 토 로 개발하 으며, 

자세한 사항은 <Appendix A>에 기술하 다.

5. 연구 결과

5.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은 <Table 2>에서 보

는 바와 같이 152명으로 남성이 77명(50.7%), 여성

이 75명(49.3%)이다. 학(교) 졸업 이상이 92.8%

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직장인이 49.3%로 가장 

많았다.

Category N %

Gender
Male 77 50.7

Female 75 49.3

Age

20～29 60 39.5

30～39 47 30.9

40～49 45 29.6

Education
Below College 11 7.2

College or above 141 92.8

Job

Student 33 21.7

Employee 75 49.3

Professional 18 11.8

Self-employee 7 4.6

etc. 19 12.5

Total 152 100

<Table 2> Sample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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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Group N Perceived Vulnerability Perceived Severity

Fear
Appeals

No Fear Appeals 69 4.96(1.11) 4.51(1.18)

Fear Appeals 83 5.30(.92) 5.07(1.12)

t-value 2.040* 3.019**

Treatment Group N Positive(Gain) Negative(Loss)

Message
Framing

Gain Framing 74 4.27(1.39) 3.66(1.48)

Loss Framing 78 3.73(1.48) 4.56(1.53)

t-value 2.313* 3.693**

<Table 3> Manipulation Check

*
p < .05, 

**
p < .01.

n1(n2) : The first number n1 represents mean. The second number n2 represents S.D.

5.2 조작 검(Manipulation Check)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도 기술했다시피 공포 소구

와 메시지 이 에 한 실험 처치물을 제작하

다. 공포 소구 처치물에는 비 번호 유출이 발생

할 수 있으며,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Figure 2> 참고). 따라서 실험 상자가 공포 소

구 처치물을 보고나서 비 번호 유출에 한 취약

성과 심각성을 실제로 지각했는지에 한 조작 

검(Manipulation Check)이 필요하다. 즉, 실험자

의 의도 로 조작이 잘 이루어졌는지 검정 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공포 소구를 보여  집단과 보

여주지 않은 집단 간에 지각된 취약성과 지각된 심

각성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 다. 검정 결과, <Table 

3> 상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포 소구를 보여  

집단의 지각된 취약성(M공포 소구 있음 = 5.30, M공포 

소구 없음 = 4.96; t = 2.040, p < .05)과 지각된 심각

성(M공포 소구 있음 = 5.07, M공포 소구 없음 = 4.51; t = 

3.019, p < .01)이 더 높게 나타났다. 

공포 소구에 이어서 메시지 이  처치물에 

한 조작 검도 실시하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메시지 이  처치물의 경우, 비 번호 

변경에 한 이득을 강조한 ‘이득 이 ’과 비

번호를 변경하지 않았을 때, 손실이 발생할 것

이라는 내용에 을 맞춘 ‘손실 이 ’으로 

제작하 다(<Figure 3>, <Figure 4> 참고). 실

험 참여자가 이득 이 에 한 내용을 정말로 

이득이라고 생각했는지를 측정하기 해 “이 메시

지는 비 번호 변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  

결과(이득)를 말하고 있다.”라고 물어보았다. 그리

고 손실 이 에 해서는 “이 메시지는 비

번호를 변경하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부정  결

과(손해)를 말하고 있다.”라는 항목을 측정하 다. 

공포 소구 조작 검과 마찬가지로 독립표본 t-검

정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Table 3> 하단과 

같다. ‘ 정  결과(Gain)’ 항목을 보면, 이득 

이 이 제시된 집단(M이득 이  = 4.27, M손실 

이  = 3.73; t = 2.313, p < .05)이 더 높게 나타났

다. 반면, ‘부정  결과(Loss)’ 항목을 보면, 손실 

이 이 제시된 집단(M손실 이  = 4.56, M이

득 이  = 3.66; t = 3.693, p < .01)이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이득 이 이 제시된 집단은 비

번호 변경을 통해 정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고 평가한 것이며, 손실 이 에 노출된 집단

은 비 번호를 변경하지 않으면, 부정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식한 것이다. 따라서 메시지 

이 에 한 조작 역시 성공 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메시지 이 에 따라 지각된 취약성

(M이득 = 5.26, M손실 = 5.04; t = 1.320, p > .05)

과 지각된 심각성(M이득 = 4.83, M손실 = 4.80;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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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Results of Path Analysis(Group 3, 4; N = 83)

.178, p > .05)이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

다. 즉, 손실 이 으로 제시된 메시지를 보았

다고 비 번호 유출의 취약성과 심각성을 더 높게 

인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포 소구

와 메시지 이 은 개별 인 속성을 지니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5.3 연구 결과 

본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해 SPSS 23.0을 활

용하여 이원배치 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 으며, 추가 으로 SmartPLS 3.4를 사용

하여 구조방정식모델 분석  다 집단분석을 수

행하 다.

5.3.1 공포 소구와 메시지 이  효과

공포 소구 효과를 살펴본 결과, 공포 소구 유무에 

따라 비 번호 변경의도(F(1,148) = 14.92, p < 

.001)가 달라졌다. 즉, 공포 소구를 본 집단의 비

번호 변경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H1은 채택되었다. 반면, H2와 H3은 기각되었다. 

메시지 이 에 따라 변경의도가 달라지지 않았

으며, 공포 소구와 메시지 이  간 상호작용 효

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한 결과를 <Table 

4>에 정리하 다.

 DV : Intention

Source SS df MS F

Corrected Model 33.12 3 11.04 5.27
**

Fear Appeals 31.23 1 31.23 14.92
***

Message Framing 1.61 1 1.61 .77

Fear Appeals×
Message Framing

.75 1 .75 .36

Error 309.81 148 2.09 -

<Table 4> Results of Two-Way ANOVA

***
p < .001.

5.3.2 비 번호 변경행 의 동기요인

본 연구는 공포 소구와 메시지 이 의 효과 

분석에 더하여 추가 으로 비 번호 변경행 의 

메커니즘까지 규명하고자 했다. 이에 공포 소구를 

제시한 집단(집단 3, 4; N = 83)을 상으로 앞서 

제시한 연구모형에 해 구조방정식모델 분석을 

실시하 다.

가설 검정에 앞서 연구모형의 각 변수에 한 

신뢰성  타당성 검정을 수행하 다. 모두 합

한 수 으로 명되었으며, 이에 한 결과는 부

록 B에 수록하 다.

연구모형의 경로분석 결과를 <Figure 5>에 나

타냈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각된 심각성은 두려움

(β = .557, t = 3.793, p < .001)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두려움이 비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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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의도에 미치는 향 역시 유의하게 나타났다

(β = .298, t = 2.272, p < .01). 이에 H5와 H6은 

채택되었다. 반면, 지각된 취약성이 두려움에 유의

한 향을 미친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 따라

서 H4는 기각되었다.

5.3.3 조 효과 검정

조 효과 검정을 하여 Henseler et al.(2009)이 

제안한 다 집단분석(MGA, Multi-group analysis)

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자세히 살펴보

면, 두려움과 변경의도 간 메시지 이 이 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Gain farming = .498, 

βLoss farming = .118; diff. = .380, p < .05). 즉, 두려

움이 변경의도에 주는 향이 부정  이 보다 

정  이 일 때,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다. 따라서 H7c를 채택하 다. 반면, 지각된 취약성

과 두려움, 지각된 심각성과 두려움 간에 메시지 

이 이 조 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얻지 못하

다. 이에 H7a와 H7b를 기각하 다.

Path β(GF) β(LF) diff. p value

PV → FEAR .069 .203 .134 .690

PS → FEAR .602 .511 .091 .360

FEAR → INT .498 .118 .380 .048

<Table 5> Results of MGA

PV : Perceived Vulnerability, PS : Perceived Severity, 

INT : Intention, GF : Gain Framing, LF : Loss Framing.

6. 결  론

6.1 연구결과 토의

본 연구에서는 웹사이트 사용자들이 비 번호를 

변경하는데 있어서 공포 소구와 메시지 이

이 효과 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보았다. 즉, 비 번

호 유출에 한 메시지가 담긴 공포 소구가 개인

들의 비 번호 변경행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것이다(공포 소구 효과). 그리고 비 번호 

변경을 권고하는 메시지를 서로 다르게 표 할 때, 

즉, 비 번호 변경에 한 이득을 강조할 경우와 

비 번호를 변경하지 않았을 시에 발생되는 손실에 

을 맞출 경우에 개인들의 선택과 단이 달라

지는지 확인하 다(메시지 이  효과). 한, 

비 번호 변경행 가 어떠한 동기요인으로 이루어

지는지, 즉, 메커니즘을 추가 으로 규명하 다.

실험 기반의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공포 소구를 보여  집단의 비 번호 

변경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 번

호 변경행 에 있어서 공포 소구가 효과 으로 작

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손실 이 이 제

시된 집단의 비 번호 변경의도가 더 높을 것으로 

가정했으나, 이에 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따라서 메시지 이 은 비 번호 변경행 에 특

정 효과를 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손실 이

이 제시 되었을 때, 공포 소구와 메시지 이

의 상호작용으로 공포 소구 효과가 더욱 증 될 것

으로 보았으나, 이 역시 통계 으로 유의한 값을 얻

지 못하 다.

추가 으로 구조방정식모델 분석을 통해 비 번

호 변경행 에 한 메커니즘을 밝혔다. 우선, 지

각된 취약성이 두려움에 아무런 향을 주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특정 

에 해 취약하다고 지각할수록 그 을 두

렵게 느낀다고 하 지만(Boss et al., 2015; Chen 

and Zahedi, 2016; Liang and Xue, 2010; Park, 

2015),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즉, 온라인 사용자가 비 번호 유출의 발생 가능

성을 높게 인지할지라도 이것이 두려움이라는 감

정을 형성함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

에서 지각된 취약성이 어떠한 심리  반응을 통해

서 비 번호 변경의도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볼 필요

가 있다. 

반면, 지각된 심각성은 다른 연구(Boss et al., 

2015; Chen and Zahedi, 2016; Liang and Xue, 

2010; Park, 2015)와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 번호 유출에 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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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심각하다고 느낄수록 비 번호 유출을 두려워 

한다는 것이다. 다만, Boss et al.(2015)에서 언

한 바 있듯이, 지 까지의 연구는 두려움을 배제한 

채 두  요소(지각된 취약성, 지각된 심각성)와 

행 의도 간에만 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이처

럼 지각된 취약성과 지각된 심각성을 두려움의 선

행요인으로 살펴본 연구가 아직 부족한 만큼 추가

인 연구를 통해 그 계를 자세히 규명할 필요

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 게 형성된 두려움은 비 번호 변경

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기존 연구와 동일한 결과다(Boss et al., 

2015; Chen and Zahedi, 2016; Liang and Xue, 

2010; Park, 2015; Zhang and McDowell, 2009). 

비 번호 변경행 를 이끌어내기 해서는 두려움을 

자극시켜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궁극 으로(두려

움의 선행요인인) 지각된 심각성을 높여야 됨을 말

한다. 따라서 비 번호 유출 피해에 한 심각성

을 사용자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이 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 메시지 이 에 해 조 효과를 살펴

본 결과, 두려움과 변경의도 간에 이득 이

이 더 큰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포

소구가 제시된 비 번호 변경 상황에서는 이득 

이 이 손실 이 보다 효과 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6.2 연구의 시사

본 연구가 학술 으로 기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기존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메시지 이

을 활용하여 정보보안 행 , 더 정확하게는 비

번호 변경행 를 살펴보았다는 이다. 지 까지의 

연구를 살펴보면, 정보보안 행 를 증 시키는 방

안으로 공포 소구를 많이 활용해왔다(Boss et al., 

2015; Johnston and Warkentin, 2010; Mwagwabi 

et al., 2014; Park, 2015; Vance et al., 2013; 

Zhang and McDowell, 2009). 그 효과가 백신 사

용행  등에서 어느 정도 입증되었지만, 실험설계 

자체가 실제 환경과는 약간 동떨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었고, 비 번호 변경행 에 을 맞춰 

그 효과를 제 로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온라인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비 번호 변경 안내문’을 바탕으로 실험설계를 하

고, 이 때,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근 방식인, 

하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그 효과가 이미 입증된 

메시지 이 을 활용하 다. 비록 본 연구에서

는 메시지 이  효과를 보지는 못했지만, 기

존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으로 비 번호 변

경행 를 알아보았다는 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에도 이를 활용한 연구가 이루어

지기를 기 해 본다.

다음으로 실무  시사 은 기업에서 공포 소구

를 극 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비 번호 변경 안내문’

을 보면, 단순히 비 번호 보호 차원에서 비 번호

를 변경하라는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런 방식은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기가 힘들고, 실제

로 설문조사를 보아도 비 번호 변경을 하는 사람

이 극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공포 소구를 바탕으로 비 번호 변경행 를 이끌

어낼 필요성이 있다. 이를 잘 용한다면 사용자들

이 비 번호를 변경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비

번호 유출에 한 험이 다소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6.3 한계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한계 이 존재한다.

첫째, 실험설계에 있어서 일부 한계 이 존재한

다고 볼 수 있다. 공포 소구와 메시지 이 에 

한 실험 처치물을 만들었으나, 조작 검을 통

해 많은 설문지가 제외되었다. 이는 곧 조작이 다

소 미흡하여 실험 참여자의 이해도가 떨어진 것으

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보다 엄 한 설계

를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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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  처치물 제작에 있어서 이득 측면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 번호 

변경에 한 이득으로 비 번호를 안 하게 보호

할 수 있음을 제시하 고, 조작 검을 통해 실제

로 이득이라고 인지했다는 것을 확인하 지만, 이

것은 표면상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다른 연구에서 다루었던 것, 를 들면, 에

이즈를 방할 수 있다는 혹은 연을 통해 건강

해질 수 있다는 이득보다 그 강도가 약할 수가 있

다는 것으로 이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비 번호 변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시 말해, 사용자에게 실질 인 이득으로 다가올 

수 있는 메시지를 고민해 야 한다.

둘째, 공포 소구 효과를 그 유무에 해서만 알

아보았다는 이다. 공포 소구를 활용한 다른 연구

를 살펴보면, 공포 소구 제시 방식 혹은 강도에 따

라 개인들의 인식, 태도 그리고 의도가 달라진다는 

결과가 나타났다(Boss et al., 2015; Park, 2015). 

따라서 비 번호 변경행 에 있어서도 공포 소구 

유무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혹은 그 수 에 따라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게 나

타나는지를 알아보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웹사이트 유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 참여자가 자주 

방문하는 쇼핑몰 사이트라고 가정하고, 실험을 진

행하 다. 하지만 웹사이트의 사용빈도 혹은 웹사

이트의 특성(쇼핑몰 사이트 는 포털사이트 등)

에 따라 사용자들의 비 번호 변경행 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에 

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비 번호 변경에 해 실제행동이 

아닌 행 의도를 측정했다는 을 들 수 있다. 의

도와 행동이 일치하다는 연구가 지배 이지만, 이

와 상반된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는 만큼, 실제 변

경여부를 측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다

음에는 장 실험(Field Experiment)을 통해 사

용자가 실제로 비 번호를 변경했는지에 해 알

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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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Measurement Items

Variables Operational Definitions Measurement Instruments Sources

Perceived 

Vulnerability

(지각된 취약성)

웹사이트 이용 시, 

비 번호가 유출 될 

가능성의 정도

1) 비 번호가 유출 될 수 있을 것이다.

2) 비 번호 유출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3) 나는 비 번호 험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Johnston and 

Warkentin

(2010)

Witte et al.

(1996)

Perceived 

Severity

(지각된 심각성)

웹사이트 이용 시, 

비 번호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유해성의 크기

1) 만약 비 번호가 유출된다면, 그것은 나에게 심각한 

문제를 래할 것이다.

2) 만약 비 번호가 유출된다면, 그것은 나에게 치명 일 

것이다.

3) 만약 비 번호가 유출된다면, 그것은 나에게 큰일이다.

Johnston and 

Warkentin

(2010)

Witte et al.

(1996)

Fear

(두려움)

웹사이트 이용 시, 

비 번호 유출에 한 

두려움의 정도

1) 나는 내 비 번호가 유출되는 것이 두렵다.

2) 나는 내 비 번호가 유출되는 것이 무섭다.

3) 나는 내 비 번호가 유출되는 것이 끔 하다.

Boss et al.

(2015)

Response

Efficacy

(반응 효능감)

웹사이트 이용시, 

비 번호 유출로부터 

비 번호 변경이 

얼마나 효과 인지의 

정도

1) 만약 비 번호를 변경한다면, 내 비 번호를 보다 

안 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2) 만약 비 번호를 변경한다면, 내 계정을 보다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3) 비 번호 변경을 통해 비 번호를 좀 더 효과 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Johnston and 

Warkentin

(2010);

Maddux and 

Rogers

(1983);

Witte et al.

(1996); 

Zhang and 

McDowell

(2009)

Self

Efficacy

(자기 효능감)

웹사이트에서 비 번호 

변경을 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한 

믿음의 정도

1) 비 번호 변경하는 것은 나에게 쉬운 일이다.

2) 비 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나에게 간단한 일이다.

3) 나는 비 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에 해서 잘 알고 있다.*

Johnston and 

Warkentin

(2010); 

Witte et al.

(1996)

Response

Cost

(반응 비용)

웹사이트에서 

비 번호를 변경하기 

해 발생되는 손해  

혹은 노력의 정도

1) 비 번호 변경은 귀찮은 일이다.

2) 비 번호를 자주 변경하면, 비 번호를 기억하기 

어려워진다.

3) 비 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번거롭다.

Woon et al.

(2005); 

Zhang and 

McDowell

(2009)

Intention

(비 번호 

변경의도)

웹사이트에서 

비 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의지의 정도

1) 나는 비 번호를 변경할 것이다.

2) 나는 비 번호를 변경하겠다.

3) 나는 지  비 번호를 바꿀 것이다.

Johnston and 

Warkentin

(2010)

주) 1. 리커트 7  척도(1.  그 지 않다～7. 매우 그 다).

2. *탐색  요인 분석 후, 요인 재량 0.6 미만으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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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B> Measurement Analysis

우리는 본 연구에서 비 번호 변경행 의 메커니즘을 규명하 는데, 이에 한 측정항목의 신뢰성  타

당성 검정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탐색  요인 분석 결과

Construct Item　
Component

1 2 3 4 5 6 7

두려움

FEAR1 .905 .023 .158 .208 .056 .151 .029

FEAR2 .898 .040 .246 .258 -.001 .114 .109

FEAR3 .847 .173 .230 .309 -.033 .012 .075

반응 효능감

RE1 .081 .902 .190 .041 -.116 .096 .113

RE2 .043 .929 .174 .073 -.027 .073 .141

RE3 .069 .857 .238 .073 -.074 .095 .137

변경의도

INT1 .217 .197 .851 .257 -.110 .060 .162

INT2 .250 .271 .877 .190 -.051 .080 .124

INT3 .219 .284 .874 .178 -.028 .105 .104

지각된 심각성

PS1 .212 .099 .183 .801 .014 .327 .006

PS2 .280 .129 .262 .850 .004 .163 -.005

PS3 .379 -.007 .181 .811 .011 .166 .120

반응 비용

RC1 -.180 -.048 -.004 .036 .905 -.020 -.051

RC2 .114 .009 -.116 .003 .855 .221 -.045

RC3 .095 -.170 -.028 -.021 .865 .150 -.132

지각된 취약성

PV1 .085 .092 .116 .171 .019 .925 -.083

PV2 .140 .197 .104 .151 .179 .874 .010

PV3 .043 -.021 -.023 .275 .260 .714 .305

자기 효능감
SE1 .074 .218 .148 .049 -.105 .040 .926

SE2 .092 .148 .142 .029 -.122 .048 .947

기 고유값 7.152 3.417 2.252 1.564 1.475 1.107 .883

분산 (%) 14.386 14.054 13.676 12.523 12.324 12.227 10.060

 (%) 14.386 28.440 42.115 54.639 66.962 79.189 89.250

주) 1. 요인추출방법 : 주성분 분석.

2. 회 방법 : Kaiser 정규화가 있는 직교회 (Varimax) 방식.

3. SE3의 경우, 요인 재량 0.6 이하로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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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  요인 분석 결과

Construct Item Std. Loading AVE CR Cronbach’s α

두려움

FEAR1 .961

.921 .972 .957FEAR2 .971

FEAR3 .947

변경의도　

INT1 .959

.941 .979 .969INT2 .983

INT3 .967

지각된 심각성　

PS1 .875

.870 .952 .925PS2 .963

PS3 .957

지각된 취약성

PV1 .912

.829 .935 .896PV2 .942

PV3 .875

반응 비용

RC1 .949

.755 .902 .857RC2 .797

RC3 .854

반응 효능감

RE1 .966

.919 .972 .956RE2 .965

RE3 .945

자기 효능감
SE1 .986

.965 .982 .964
SE2 .979

3. 기술통계량과 상 분석

Construct Mean S.D FEAR INT PS PV RC RE SE

FEAR 5.05 1.15 .960 　 　 　 　 　 　

INT 3.61 1.60 .356 .970 　 　 　 　 　

PS 5.07 1.12 .594 .403 .933 　 　 　 　

PV 5.30 0.92 .342 .236 .361 .910 　 　 　

RC 5.72 0.96 .222 .086 .155 .290 .869 　 　

RE 4.68 1.10 .272 .304 .264 .271 .152 .959 　

SE 4.70 1.37 .231 .136 .077 .267 -.007 .414 .983

주) 1. 각행렬에 있는 굵게 표시한 값들은 AVE 제곱근임.

2. FEAR : 두려움, INT : 변경의도, PS : 지각된 심각성, PV : 지각된 취약성, RC : 반응 비용, RE : 반응 효능감, 

SE : 자기 효능감.

3. FEAR와 PS간 상 계수가 .594로 다 공선성이 의심되어 VIF 분석한 결과, 그 값이 1.150으로 다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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