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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ing importance of online security on certification, many of the web-related security technology introduced day 

by day. Especially, using smart certificate (USIM) is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safe and convenient method for 

the security of public certifica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factors that affect the Intention of switching 

to smart certificate for the general public who use public certificate service. Based on migration theory, this study 

deter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pull factors, push factors and mooring factors which can affect the intention of 

switching to smart certificate. To empirically analyze the proposed hypothesis, the statistical analysis were conducted 

based on the response from 350 public certificate service users using SPSS 22.0 and Smart PLS 2.0.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ystem quality, one of the pull factors has positive 

influence on perceived ease of use. On the other hand, the other pull factor, service quality has positive influence 

on both perceived ease of use and perceived usefulness. Second, push factors, user experience and information security 

awareness have positive influence on perceived ease of use only. Third, mooring factor, switching cost does not have 

influence on switching intention while perceived usefulness has positive influence 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used for whom has interest to the switching intention of public certificate service for online security and provide 

the proper understanding about smart certificate service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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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99년 2월 자문서의 안 성과 신뢰성 확보 

 자상거래의 안 한 이용환경 조성 등을 

한 자서명법의 제정과 함께 정보망의 안 과 개

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하여 PKI(Public Key 

Infrastructure : 공개키 기반구조) 기반의 기술인 

공인인증서가 등장하 다. 공인인증서는 아이디와 

비 번호를 이용한 통  신원확인 방법보다 개

인정보 보호에 뛰어나고 자상거래 시 부인 방지

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 2002년 9월 은행의 인터

넷 뱅킹서비스 시작을 필두로 하여 2003년 3월 

자 융 거래에서의 사용이 의무화되었다. 재 

자민원, 자조달, 인터넷 주택 청약 등 민  모

든 분야의 자상거래에 사용되고 있으며 2015년 

5월 기 으로 3,293만 건이 발 되었다. 이  개

인에게 발 된 공인인증서는 2,937만 건으로 국내 

경제활동인구(2,721만 명)의 108%에 해당할 정도

이다.

하지만 여러 개의 러그인을 필수 으로 설치해

야 할뿐만 아니라 Window 기반의 오  OS 환경

에서 공인인증서의 보안이 취약하다는 평가가 나

오면서 보안성을 해 새로운 안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기술의 발 에 따라 공인인증서의 문

제 이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 최근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해킹과 스미싱 등으로 유출이 빈번

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공인인증서 리상의 문제

들로 인해 보안취약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공인인증서 유출 건수는 2012년 8건에서 2013년 

8,710건으로 매년 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4

년 1월부터 9월까지 악성코드, 스미싱 등으로 인

한 PC 혹은 모바일 상의 공인인증서 유출 사건은 

총 1만 9,388건에 달한다. 

한 스마트기기의 등장으로 PC나 USB뿐만 아

니라 스마트폰을 통한 공인인증서 사용이 화

되면서 험이 더욱 증가하 다. 공인인증서는 이

를 통해 모든 인증 차를 통과할 수 있는 이용용

이성을 가지는데 이것이 유출될 경우 그 피해가 

커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공인인증서가 유출되어 개인 정보가 침해

되는 것을 사 에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두된 서비스가 바로 스

마트인증(USIM) 서비스로 재 한국인터넷진흥

원에서 보안 1등  매체로 인증 받은 서비스이다. 

스마트폰의 USIM에 공인인증서를 단일 장하여 

인증 결과 값만을 기타 기기에 송하는 방식으로 

공인인증서의 유출 방지  보안성을 높이는 서비

스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공인인증서 사용자들이 새로운 

스마트인증(USIM)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데에 

있어 어떠한 요인이 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연구를 진행하 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Mig-

ration Theory(Boyle et al., 1998)의 Pull Factors

와 Push Factors 그리고 Mooring Factors를 연구

에 활용하 으며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

tance Model)의 인지된 사용용이성과 인지된 유용

성 한 변수로 설정하여 이러한 변수들과 스마트

인증(USIM) 서비스로의 환의도가 어떠한 향

계를 가지는지 가설을 추가하여 이들의 계를 

살펴보고자 PLS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

하 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본 연

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공인인증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일반인을 상으로 

하여 

첫째, 공인인증서 장매체의 시스템 품질과 서

비스 품질이 인지된 사용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에 

향을 미치는가, 

둘째, 장매체에 한 인지된 사용용이성은 인

지된 유용성에 향을 미치는가, 

셋째, 인지된 사용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 그리

고 환비용이 스마트인증(USIM) 서비스로의 환

의도에 향을 미치는가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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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  배경  선행연구

2.1 온라인 보안 험

1990년  반부터 본격 으로 인터넷 뱅킹서비

스가 본격화되면서 은행의 서비스 채 이 ATM/ 

CD 심에서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으로 변

화되면서 융서비스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2016

년도 2/4분기를 기 으로 인터넷 뱅킹서비스의 

일일 평균 거래 규모는 42조 3,799억 원으로 성장

하 으며 2016년 6월 말을 기 으로 17개 융기

에 등록된 인터넷 뱅킹서비스(모바일 뱅킹 포

함) 등록 고객 수는 1억 1,907만 명에 달하고 있다

(Bank of Korea, 2016). 이 듯 인터넷 기반의 

융서비스 이용이 빈번해지면서 이와 련된 보안

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 뱅킹서비스와 련된 표 인 보안 험

으로는 악성코드와 어 리 이션, 스미싱, AP 공유

기 해킹 등이 있다. 악성코드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상으로 개인의 정보 유출과 기계의 

괴 등의 악의  행 를 하게끔 만들어진 로그램

으로 기계의 활성화와 함께 빠르게 시장에서 증가

하고 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 듯 악성코드가 

빠르게 증가하게 된 원인으로는 악의  목 을 가

지고 있는 악성코드의 제작과 유통이 쉬운 단말기

의 보 과 더불어, 블루투스, WiFi, USB 등을 이

용한 외부 속이 원인이 되고 있다. 기에 악성

코드는 단순히 를 목 으로 이용되었지만 

재는 스마트 기기의 작동을 마비시켜 개인 정보를 

유출하거나  등을 통한  이익을 목 으

로 변화하고 있다(Kang et al., 2010). 안티멀웨어

(Anti-Malware) 제품들을 연구 테스트하는 독일

의 연구기  AV-Test에 따르면 매달 100만 건의 

신규샘 이 나타나고 재 악성코드의 샘 이 6억 

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어 리 이션(Application)은 스마트폰 보안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 으로 꼽힌다. 어 리 이

션의 경우 구나 만들어 앱 마켓을 통해 매할 

수 있으며 유 들 역시 다양한 어 리 이션을 쉽

게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

다. 하지만 어 리 이션에 한 보안을 세 하게 

검증할 수 있는 체계나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어 리 이션의 취약 을 이용한 공격이 발생하고 

있다. 어 리 이션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은 악성

코드가 큰 문제 이지만 어 리 이션 이용 시 불

필요한 개인정보까지 수집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를 노출하는 것 역시 문제 으로 거론되고 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를 통한 신종 해킹 시스템으

로 인터넷 보안회사 AcAfee에 의해 명명되었다. 이

는 모바일 이용자에게 웹사이트 링크를 포함한 문

자메시지를 보내 모바일 이용자가 웹사이트에 속

하면 트로이목마 바이러스를 주입하여 인터넷 이용

이 가능한 모바일을 통제할 수 있게 하여 특정 웹

사이트 속 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이용자가 인

터넷을 이용할 때마다 소액 결제 피해나 개인정보

가 유출되는 방식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2012년 최

 발견된 이후, 2013년부터 속도로 유포되어 유

간기 에서 응체계를 구축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2013)

의 분석에 의하면 2015년 1분기 ‘스미싱 응 시스템’

이 탐지한 스미싱 문자는 총 704,181건으로 URL을 

포함한 스팸 문자 7,422,656건의 약 9%를 차지할 

정도이다.

AP 공유기 해킹의 경우, 개인의 아이디와 비

번호뿐만 아니라 스마트 기기에 장된 일 형태

의 공인인증서까지 복사할 수 있으며 보안카드번

호 탈취  융거래까지도 가능하여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AP 계기를 통한 해킹은 

자체 공격과 가짜 AP를 통한 공격으로 분류되는

데 자체 공격의 해킹은 무선 인터넷 계기의 보

안 취약성을 노려 개인의 아이디, 비 번호, 공인

인증서를 포함한 스마트폰과 AP가 주고받는 정보

를 쉽게 빼내는 방법이다. 반면 가짜 AP를 통한 

공격은 무선 네트워크 자체의 연결 과정에 있어 

결합 는 인증 차의 취약 을 노려 해커가 무

선 인터넷 계기인 것처럼 개인들을 유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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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게 한 뒤 정보를 빼내는 방법이다. 수많은 이

용자들은 이 사실을 모른 체 가짜 AP로 착각하고 

속하여 개인정보의 유출이 가능해진다.

2.2 스마트인증(USIM) 서비스

스마트인증(USIM)이란 스마트폰이나 PC를 통

해 융거래 는 상거래에 있어서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경우에 USIM칩에 공인인증서를 발 받아 

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스마트인증(USIM)은 한

국인터넷진흥원에서 보안 1등  매체로 인증서를 

발 하고 있다. 공인인증서는 스마트폰의 USIM

에만 담겨져 있고, PC에서 사용할 경우에도 인증

이 되었다는 결과 값만을 송하여 인증이 이루어

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안이나 분실의 험에 있

어 더욱 안 하다. 

스마트인증 인터페이스는 보안토큰 기반의 공

인인증서 이용기술 규격을 용한다. 모바일 환경

의 스마트폰 기기에서 보안 토큰을 이용할 때, 보

안 토큰의 인증서 유출 는 노출 방지의 장 을 

가지고 PC 환경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완

한 것이 스마트인증 인터페이스이다. 모바일 환경

에서의 보안 토큰 하드웨어, 보안 토큰을 이용한 

모바일 랫폼  원격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기

기의 랫폼, 가입자의 소 트웨어 는 보안 토

큰 API(PKCS#11)간의 일반 인 인터페이스 모

델은 <Figure 1>과 같다. 이는 PC와 무선 단말

기의 연결과 통신을 통한 계 서비스가 이용될 

수 있고, 계서비스는 공인인증서의 발 , 공인인

증서의 송, 자 서명의 요청 는 송의 기능

에 활용된다.

<Figure 1> Smart Certificate(USIM) Interface

스마트인증 서비스의 이용을 해서는 PC와 스

마트폰 기기의 연결을 통한 기 진행 과정이 필

요하며 향후 이용자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자 

할 때마다 인증창에 설정해둔 스마트인증 비 번

호를 입력하면 된다. PC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스마트인증을 선택하여 통신사  핸드폰 

번호를 입력한 이후 인증 차를 진행할 수 있다.

<Figure 2> Smart Certificate(USIM) Process

2.3 이주이론(Migration Theory)

이주(migration)란 특정지역에서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지역으로 물리 인 이동을 하는 

것과 련이 있다(Clark, 1986). 이동한 거리에 

하여 제한이나 자발성 정도에 한 제한은 없지

만, 분명한 은 이주를 고려할 때, 이동은 일정부

분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원래 지역(origination 

location)과 도착지역(destination location)이 명확

히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Lee, 1966). 따라서 인간

의 지역 이주와 고객의 환행동 사이에는 유사성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주이론의 주요 패러다임으로는 Pull-Push Frame-

work(Bogue, 1969)와 Mooring Factors(Moon, 

1995; Lee, 1966)를 들 수 있다. 사람들이 원래 거

주하 던 지역에는 이들을 떠나게끔 하는 부정

인 요인(Push Factors)과 이주 목 지로의 사람

들을 끌어당기는 정 인 요인(Pull Factors)이 

존재한다. 이런 Pull-Push 요인들은 기존의 지역

에 계속 머물게 하거나 새로운 지역으로의 이주를 

진시키는 사람들의 개인 이고 사회 인 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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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는 정박요인(Mooring Factors)과 상

호작용한다. 

이주이론에서 PPM 모형을 구성하는 요인들은 

Ravenstein(1885)이 Royal Statistical Society에

서 발표한 “이주의 법칙(Law of Migration)”에서 

Pull-Push 요인의 기반을 찾을 수 있다. 오늘날에

도 이주와 련한 연구의 주요한 임으로 사용

되고 있는 Pull-Push 패러다임을 살펴보면, 최

의 거주지는 사람들로 하여  그 장소를 벗어나게 

만드는 요인이 있고, 이주 거주지에는 사람들이 

이주하게끔 유인하는 요인이 있다고 한다(Lewis, 

1982).

기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Bogue(1969)는 Pull 

요인으로는 고용, 임 과 교육에 있어 보다 좋은 

기회와 우호 인 환경과 생활 조건, 새로운 환경, 

활동, 사람들에 한 기회를 언 하 다. Push 요

인으로는 자원의 감소, 지불비용, 정치, 인종, 종교

 박해, 실업, 자기 개발과 고용, 고용과 결혼기회

의 부족, 홍수, 지진, 화재, 염병과 같은 자연 재

해들을 포함한다. 

Pull-Push 요인들의 고려와 함께 연구자들은 이

주를 결정하는 규범 이고 사회심리 인 요인들

이 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인지하 다(Germani, 

1965). 이런 요인들을 설명하기 하여 Lee(1966)

은 Pull-Push 요인에 ‘ 재 방해요인(intervening 

obstacle)’을 추가하 다. Lee(1966)의 연구에 의

하면 이주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개인들의 평가에 

근거하는데, 이는 한 사람이 처해있는 개인 이고 

사회 인 맥락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하 다. 이주

의 결정은 개인 인 열의와 가족 간의 애착, 이주

비용과 같은 요인들로 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와 유사한 에서 Longino(1992)는 자신의 연

구를 통해 ‘정박(Mooring)’이라는 개념을 제시하

고, 이후 Moon(1995)에 의해 Pull-Push 요인

에 통합되었다. 정박요인(Mooring Factors)은 이

주결정을 용이하게 하거나 는 반 로 제한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 , 공간  이슈  생

활방식들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Mooring Factors

는 기존의 재 요인에서 나아가 이주를 할지, 하

지 않을 지를 결정하게 하는 개인 , 사회   문

화 인 요인들을 포함한다.

2.4 정보시스템 성공모형(IS Success Model)

DeLone and McLean(1992)의 정보시스템 성공

모형은 1981년부터 1987년까지 발표된 정보시스템 

성공에 한 선행연구를 취합하여 정보시스템의 

성공을 측정하는 항목을 하게 구분한 모형으

로 정보시스템 성공 련하여 이론 ㆍ실증  기반을 

제시한 연구로 평가된다(Brignall and Ballantine, 

1996). 

DeLone and McLean(1992)의 연구에 의하면 

정보시스템 성공의 요인으로는 시스템 품질과 정

보 품질, 사용자 만족과 사용, 개인  향, 조직  

향의 6가지가 제시되었다. 

시스템 품질은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측면

을 측정하는 정도를 말하고, 정보 품질이란 시스템

을 통한 산출물의 측정을 의미한다. 사용이란 사용

자의 입장에서 정보시스템의 산출물을 소비하는 

것이고, 사용자 만족이란 사용자 입장에서 정보시

스템의 산출물에 응답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인

 향은 사용자 행 에 있어 정보의 효과를 말

하며 마지막으로 조직  향이란 조직성과에 있

어서의 정보의 효과를 말하는 것으로 정보시스템 

성공모형의 변수들은 상호의존 으로 서로 향을 

미치는 계를 가지고 있다.

Pitt et al.(1995)은 DeLone and McLean(1992)

의 연구가 시스템 품질과 정보 품질에만 이 

맞춰져있기 때문에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인 면을 

배제하 다는 한계 을 지 하고 반 인 효과성 

측정을 해 서비스 품질에 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요하다고 주장하 다. 

Seddon and Kiew(1996)는 DeLone and McLean

(1992)의 정보시스템 성공모형의 사용과 사용자 만

족 간에 상호의존 인 계가 있음을 주장하며 이

에 지각된 유용성으로 변수를 체하 고 지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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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성에서 사용자 만족으로의 단방향 인 인과

계로 모형을 수정하면서 계를 검증하 다.

DeLone and McLean(2003)은 기존에 제시하

던 정보시스템 성공 모형을 확장하여 정보시스

템 성공 모형의 요인으로 시스템 품질과 정보 품

질, 서비스 품질, 사용, 사용자 만족, 순편익을 제

시한 모형을 발표하 다.

2.5 기술수용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

기술수용모델(TAM :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이란 Davis(1989)의 연구를 통해 제안된 

이론으로 개인의 신 기술의 수용여부를 측하

는데 구체 으로 설명이 가능한 모델로, 개인이 

정보기술을 수용하는 행 를 이해하는 것을 요

시하며, 지 까지 수많은 연구자에 의해 연구되고 

있다(Davis et al., 1989; Taylor and Todd, 1995; 

Karahanna et al., 1999; Wixom and Todd, 2005).

Davis(1989)의 연구에 의하면 자메일과 일

편집기, 그래픽 련 소 트웨어 2개를 포함해 총 

4개의 응용시스템에 한 수용 여부를 152명의 이

용자를 상으로 수행한 결과, 응용시스템의 사용 

여부는 자신의 직무성과를 높여  것으로 믿는 정

도에 의하여 시스템의 수용여부를 결정한다고 제

시하 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주요 요인으로 지

각된 사용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과 지

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이 있는데 지

각된 사용 용이성이란 ‘특정한 시스템의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노력이 들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의 정도라 말할 수 있고,  지각된 유용성이란 

‘특정한 시스템의 사용을 통하여 개인의 직무성과

를 높일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이라 정의 할 수 

있다.

기술수용모델(TAM)은 정보기술의 수용에 있어

서 각각의 요인 간에 인과  계를 제공하 고, 조

직  차원에서 업무성과의 향상을 하여 도입한 

새로운 기술에 해 사용자의 기술 수용에 유의  

향을 미치는 측 요인들을 발견하고, 정보기술 

시스템의 활용과 뉴미디어 채택과 같은 연구에서

도 많이 활용되며 재까지 기술수용모델(TAM)은 

새로운 기술의 수용의도에 해 실증 인 연구에서 

계속 활용되고 있다.

3. 연구모형  가설

3.1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Migration Theory의 3가

지 구성개념인 Push factor, Pull Factors, Moo-

ring Factors를 이용하여 Push Factors의 하 변

수로는 시스템 품질과 서비스 품질을 설정하 고, 

Pull Factors의 하 변수는 사용자경험과 정보보

안의식을 설정하 으며, Mooring Factors의 하

변수로 환비용을 설정하 다.

매개변수로는 인지된 사용용이성과 인지된 유용

성을, 종속변수에는 공인인증서 장매체의 환

의도를 선택하고 이에 한 계를 검증하고자 하

다.

<Figure 3> Research Framework

3.2 연구가설

3.2.1 Pull Factors와 인지된 사용용이성에 

한 가설

Ruth(2000)의 연구에 의하면 시스템 품질은 인

지된 사용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과 같은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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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념 형성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

다(Kim et al., 2006). Ruth(2000)는 시스템의 품

질이 웹 쇼핑에 있어서의 행동과 용이성의 지각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결과, 시스템의 품

질이 웹 쇼핑의 행동에는 직 인 향을 미치지 

않지만, 인지된 사용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 다. 

한 Shin(2008)의 연구에 의하면 항공사 웹사이

트를 이용한 자상거래의 연구에서 시스템 품질

이 인지된 사용용이성에 정 인 향을 미친다

는 연구결과를 제시하 다.

따라서 Pull Factors인 시스템 품질과 서비스 

품질이 인지된 사용용이성에 정 인 향을 미

칠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 다.

H1a : Pull Factors의 속성  시스템 품질은 인지된 

사용용이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b : Pull Factors의 속성  서비스 품질은 인지된 

사용용이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2 Pull Factors와 인지된 유용성에 한 

가설

정보시스템의 성공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모델을 확립하고 실증  연구를 진행하 던 DeLone 

and McLean(2003)의 연구에 의하면, 기 정보

시스템의 성공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정보품

질과 시스템 품질을 선택하 고 이후 Pitt et al. 

(1995)에 의해서 SERVQUAL의 다섯 가지 차원

을 정보시스템 분양에도 용하여 이에 한 타당

성과 신뢰성을 증명해 서비스 품질 역시 정보시스

템의 성공에 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하 다.  

Jo et al.(2011)은 EDI 정보시스템의 성공 모형

에 한 연구에서 정보시스템의 성공요인으로 시

스템 품질과 정보품질, 서비스 품질을 제시하 고, 

각 품질 요인은 인지된 유용성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 으로 증명하 다. Lee et al. 

(2014)의 연구에 의하면 개방형 업 랫폼에 

한 연구를 통해 서비스 품질이 인지된 유용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따라서 Pull Factors가 인지된 유용성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 다.

H2a : Pull Factors의 속성  시스템 품질은 인지

된 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b : Pull Factors의 속성  서비스 품질은 인지

된 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3 Push Factors와 인지된 사용용이성에 

한 가설

사용자 경험이란 사용자가 제품 는 서비스와 

상호작용하며 얻는 모든 직  는 간 인 경험

을 말한다(Desmet and Hekkert, 2007). Schwartz 

(2004)는 특정한 기술에 한 사용자의 과거 노출

과 문 인 기술 수 을 포 하는 사용자의 특징

이라고 하 다. 정보시스템 분야의 실증  연구를 

통해 사용자의 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인지된 사용

용이성과 인지된 행 통제 그리고 태도 등에 향

을 미친다고 하 다(Karahanna et al., 1999).

정보보안의식은 정보보안과 련된 사용자의 인

식으로 정보시스템 이용자 스스로의 정보보안에 

한 심과 요성을 인지하는 정도로써(Yun et 

al., 2010), Goodhue and Straub(1991)은 시스템

의 보안성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회사의 지원과 

개인의 정보보안의식이 있음을 증명하고 이런 정

보보안의식은 정보시스템의 만족에 향을 미친다

고 하 다. 

최근에는 정보시스템이나 자상거래의 환경에

서 더욱 개인의 정보보안의식의 선행요인과 결과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정보보안에 있어서 

가장 요한 성공 요인  하나로 이용자와 리자

의 정보보안의식임이 증명되었다(Yun et al., 2010).

따라서 Push Factors가 인지된 사용용이성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 다.

H3a : Push Factors의 속성  사용자 경험은 인지

된 사용용이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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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b : Push Factors의 속성  정보보안의식은 인지

된 사용용이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4 Push Factors와 인지된 유용성에 한 

가설

사용자 경험은 사용자의 감정과 편의성 등을 포

하는 개념으로 Kim(2008)의 연구에 의하면 디지

털 제품의 사용자 경험 심의 인터페이스 디자인

이 구매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 Song

(2011)의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경험이 그룹웨어의 

사용의도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면서 사용자 경험

이 있는 사람이 인지된 유용성이 수용 의도에 더 큰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사용자 경험이 

인지된 유용성에 향을 미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정보보안의식은 보안에 있어서의 험과 요성

을 인지한 상태에서 행해지므로 변화하는 보안환경

에 따라 효율 으로 사  방어 인 보안 체계를 가

지도록 한다. 정보시스템 내의 보안에 한 심도

가 높으면 그에 따른 시스템의 유용성에 해 높게 

평가될 수 있고, 이와 반 로 정보보안의식이 낮으

면 이와 련된 지식이 고 의식 수 이 낮기 때

문에 시스템의 유용성을 제 로 인식하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Pull Factors가 인지된 유용성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 다.

H4a : Push Factors의 속성  사용자 경험은 인

지된 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4b : Push Factors의 속성  정보보안의식은 인

지된 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5 인지된 사용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에 

한 가설

Davis(1989)의 연구에 의하면 기술 수용에 있어

서 인지된 사용용이성은 강력한 측 요인이라고 

주장하 고, 연구를 통해 기술수용모델(TAM)을 제

시하며 인지된 사용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에 

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기술수용모델(TAM)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인 인지된 사용용이성과 인지

된 유용성 간의 계에 있어서 인지된 사용용이

성은 인지된 유용성에 미친다는 것을 제시하 다

(Venkatesh and Davis, 2000).

인지된 사용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은 서로 다른 

개념의 요인이지만 상호 한 계가 있는 요인

으로 Davis(1989)는 인지된 유용성이 미래 혜택에 

한 기 이고 인지된 사용용이성은 특정 기술을 

이용하는데 있어 노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믿음

의 정도라 말한다. 모든 조건이 동일 할 경우, 이용

하기 쉬운 기술이 더 유용하기 때문에, 인지된 유용

성은 인지된 사용용이성에 향을 받는다(Davis et 

al., 1989). 

DeLone and McLean(1992)의 연구에서는 인

지된 사용용이성이 시스템의 사용과 이용자의 만

족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따라서 인지된 사용용이성이 인지된 유용성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 다. 

H5 : 인지된 사용용이성은 인지된 유용성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6 인지된 사용용이성과 환의도에 한 가설

Davis(1989)의 연구에 의하면 인지된 사용용이

성은 최종 이용자가 특정 기술이나 신을 이용하

고 배우는데 쉽고, 덜 복잡하다고 느끼는 정도이

며 사용용이성이 높아지면 기술의 사용의도는 높

아지게 된다. 기술수용모델(TAM)을 통한 인지된 

사용용이성은 새로운 기술이나 시스템을 사용하기 

편하다고 인지하는 경우에 이용자들이 새로운 기

술이나 시스템을 효과 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높

이 지각할 수 있다고 하 다(Kang et al., 2007).

Feeny and Rogers(2003)는 제품의 이용법을 습

득하는 정도가 빠르면 시장에서 신제품이 수용되는 

속도가 빠르다고 하 다. 즉, 새로운 시스템을 이용

할 때 느끼는 용이성의 정도와 최종 인 이용자의 

선택은 높은 상 계가 존재하는 것이다(Hwang,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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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인지된 사용용이성이 환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 다.

H6 : 인지된 사용용이성은 환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7 인지된 유용성과 환의도에 한 가설

인지된 유용성은 이용자의 이용의도에 직

인 향을 미친다. 이용자가 특정기술이나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자신의 과업 수행을 증

가시키는 것으로 지각하게 되면 사용의도는 높아

진다(Davis, 1989; Davis et al., 1989). 다시 말해, 

이는 새로운 기술이나 시스템이 이용자의 성과에 

기여하는 정도를 측정하지 않고 이용자의 주

인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정보시스템의 활용에 

있어서 목표 달성, 성과 등에 미치는 이용자의 인

지된 효과 정도라 할 수 있다(Hwang, 2012).

정보시스템의 성공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시스

템의 유용성은 시스템의 이용과 직 인 향 계

가 있다고 하 다(Venkatesh and Davis, 2000).

따라서 인지된 유용성이 환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 다.

H7 : 인지된 유용성은 환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8 Mooring Factors와 환의도에 한 

가설

환비용이란 이용자가 재 서비스 제공자와 거

래를 종료함에 따라 다른 서비스 제공자의 계를 

맺기 해 소요되는 비용이다(Fornell, 1992). 새로

운 행 에 따른 환비용은 새로운 로세스로의 거

래 변화의 결정에 향을 미친다(Heide and Weiss, 

1995).

새로운 시스템을 선택해야 하는 이용자의 입장

에서는 새로운 공인인증서 장매체의 선택은 그 

행 에 따라 환비용이 래하게 되어 이런 환

비용은 새로운 로세스로의 거래 변화에 있어서

의 결정에 향을 다(Heide and Weiss, 1995). 

새로운 시스템의 환비용이 높을 것이라고 기

될 때, 이용자들은 재의 시스템을 유지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것으

로 체 하려고 하지 않는다(Dwyer et al., 1987; 

Weiss and Anderson, 1992).

새로운 것으로 체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재

의 시스템에 불만족을 경험하더라도, 새로운 시

스템으로 환을 어렵게 하는 요한 장벽이 된

다. Pomp and Shestalova(2007)의 연구에 의하

면 환비용은 시장에서 사용자는 안 가격의 

변화에 항상 반응하지 않는 요한 이유라고 하

고, Dube et al.(2010)의 연구에서는 심리 인 

환비용은 모든 소비 범주에서 발생하고, 

인 환비용보다 더 범 하게 환행동을 제시

한다고 했다.

Thibaut and Kelly(1959)는 새로운 시스템을 

선택할 경우 래되는 비용을 지각하게 됨으로

써 재의 시스템의 계를 지속하려 한다고 하

다.  Heide and John(1988)의 연구에서는 환

비용에 한 인지가 높을수록 새로운 시스템으

로 환하려는 경향이 약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urnham et al.(2003)의 연구에 의하면 계 , 

재무 , 차  범주에서 모든 환 비용은 고객 

충성도와 유의  인과 계를 보 다. 이는 환비

용이 재 서비스 제공자에게 유지하려는 의도를 

나타낸다. 공 자에 한 이질성에 한 인지 정

도가 높을수록 계  환비용을 증가시키고, 제

품 는 서비스의 체  공 자와 환경험을 감

소시키는 환비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

다. 특히 차  환비용의 인식은 공 자의 이

질성이나 제품의 복잡성이 증가할 경우 같이 증가

하 고, 재무  환비용은 제품의 복잡성이 증가

할수록 같이 증가하 다 . 

따라서 Mooring Factors가 환의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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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Operational Definition Reference

Pull 

Factors

System Quality
Perceived Value for provided system using smart 

certificate(USIM) service DeLone and McLean(2003)

Pitt et al.(1995)

Seddon and Kiew(1996)Service Quality
Perceived Value for provided service using smart 

certificate(USIM) service

Push 

Factors

User Experience
User’s direct or indirect experience from 

interaction with smart certificate(USIM) service Desmet and Hekkert(2007)

Karahanna et al.(1999)

Wu and Wang(2006)Information Security 

Awareness

User’s interest for information security and 

awareness its importance

Mooring 

Factors
Switching Cost

User’s recognition for cost when switching to 

smart certificate(USIM) service

Yun et al.(2010)

Kim and Kang(2008)

Drevin et al.(2007)

Perceived Ease of Use
User’s belief that smart certificate(USIM) service 

needs much less effort for using
 Jones et al.(2002)

Perceived Usefulness
User’s belief that smart certificate(USIM) service 

improves information security

Davis(1989)

Venkatesh and Davis(2000)

Switching Intention
Needs and expectation stimulating to switch to 

smart certificate(USIM) service

Davis(1989)

Venkatesh and Davis(2000)

<Table 1> Operational Definition and Measurement

H8 : 환비용은 환의도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4. 연구방법

4.1 자료수집  분석방법

본 연구의 상은 공인인증서비스를 이용한 경

험이 있는 일반인을 상으로  2016년 3월부터 9

월까지 7개월을 소요하여 회수가 되지 않거나 불

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350부를 실증분석에 이용

하 다. 

설문의 내용은 리커트 7  척도를 기 으로 해서 

Pull Factors의 속성으로 시스템 품질과 서비스 품

질로 구성하 고, Push Factors의 속성으로 사용

자 경험과 정보보안의식을 구성하 고, Mooring 

Factors의 속성으로 환비용을 구성하 으며 매

개 요인으로 인지된 사용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을 

종속변수로서 환의도를 주요 변수로 구성하 다.

연구 모형과 연구 가설을 검정하기 해 SPSS 

22.0 Ver. 통계 로그램으로 요인분석(Factor Ana-

lysis)과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그리고 

Cronbach’s alpha를 이용한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 다. 구조방정식모델링(Struc-

tural Equation Modeling : SEM)기법의 SMART 

PLS 2.0을 이용해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행하 다. 

구조방정식모델링 기법의 SMART PLS는 표본

분포에 있어 정규분포의 제약조건이 없으며(Chin, 

1998), 내생변수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선택

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사용에 합한 것으로 단

된다(Gefen et al., 2003).

4.2 변수의 조작  정의

본 연구에서의 주요 변수의 조작  정의는 다음

과 같이 구성하 다(<Table 1> 참조).

5. 연구결과

5.1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

실증분석을 한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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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와 같다. 설문응답자 350명  남성은 

160명으로 체 응답자의 45.7%, 여성은 190명으

로 체의 54.3%를 차지하 다. 연령은 20 가 97

명으로 응답자의 27.7%, 30 가 159명으로 응답

자의 5.4%, 40 가 56명으로 응답자의 16.0% 그

리고 50  이상이 38명으로 10.9%를 차지했다.

Frequency Percent(%)

Gender
Male 160 45.7

Female 190 54.3

Age

20～29 97 27.7

30～39 159 45.4

40～49 56 16.0

50～ 38 10.9

Use
Experience

～6month 22 6.3

6month
～ 1year

23 6.6

1～3years 43 12.3

3～5years 68 19.4

5years～ 194 55.4

Number of 
Use

～5 56 16.0

5～10 86 24.6

10～15 97 27.7

15～20 48 13.7

20～ 63 18.0

<Table 2> Descriptive Analysis

 

공인인증서의 이용경력은 6개월 미만이 22명으

로 응답자의 6.3%,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23명으

로 응답자의 6.6%, 1년 이상 3년 미만이 43명으로 

12.3%, 3년 이상 5년 미만이 68명으로 19.4% 그

리고 5년 이상이 194명으로 체 응답자의 55.4%

로 높은 비 을 차지하 다.

마지막으로 월평균 공인인증서의 사용횟수는 5회 

미만이 56명으로 응답자의 16.0%를 차지하 고, 5

회 이상 10회 미만이 86명으로 응답자의 24.6%를, 

10회 이상 15회 미만이 97명으로 응답자의 27.7%를 

15회 이상 20회 미만이 48명으로 응답자의 13.7%

를 그리고 20회 이상이 63명으로 체 응답자의 

18.0%를 차지하 다.

5.2 측정모형의 신뢰성과 별타당성 분석결과

본 연구는 측정모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인

하기 해 부분최소자승법에 의한 확인  요인 분

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 으

며 그 결과는 <Table 3>과 <Table 4>와 같다. 

Construct Item Loading Cronbach’s Alpha

System
Quality

SYSQ1 .846

.907
SYSQ2 .898

SYSQ3 .909

SYSQ4 .884

Service 
Quality

SERQ1 .882

.933

SERQ2 .903

SERQ3 .844

SERQ4 .896

SERQ5 .917

User 
Experience

USE1 .914

.893USE2 .930

USE3 .878

Information 
Security 

Awareness

SEC1 .797

.861
SEC2 .837

SEC3 .854

SEC4 .868

Switching 
Cost

COST1 .940

.839COST2 .849

COST3 .769

Perceived
Ease of Use

EU1 .932

.924EU2 .933

EU3 .930

Perceived 
Usefulness

PU1 .912

.947

PU2 917

PU3 .927

PU4 .856

PU5 .928

Switching 
Intention

SI1 .944

.943SI2 .961

SI3 .937

<Table 3> Reliability and Valid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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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CR AVE

SYSQ .952 .935 .783

SERQ .817 .965 .949 .790

USE .509 .459 .939 .933 .824

SEC .454 .499 .523 .927 .905 .705

COST .243 .178 .480 .361 .915 .890 .732

EU .686 .624 .587 .579 .250 .961 .952 .869

PU .770 .754 .587 .577 .221 .741 .973 .959 .826

SI .688 .720 .397 .440 .092 .686 .791 .971 .963 .898

<Table 4> Construct Correlation and Discriminant Analysis

신뢰성의 분석은 측정하려는 상을 일 으로 

측정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신뢰성을 평가하

는 방법으로는 내  일 성(Internal Consistency), 

안항목의 신뢰성(Alternative-form Reliability) 

그리고 반복측정 신뢰성(Test-retest Reliability) 

등이 있다. 본 연구는 Hair et al.(1998)의 연구와 

Chae(2013)의 연구를 기반으로 내  일 성을 검증

하기 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 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0.6 이상일 경우, 척도에 신뢰성

이 존재하는 것으로 단하는데 본 연구의 경우 모

든 변수에 한 Cronbach’s Alpha 값이 0.6을 상

회하므로 내  일 성이 확보되어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참조). 

타당성이란 측정하려 하는 속성을 실제와 유사하

게 정확히 측정하고 있는지에 한 정도를 뜻한다. 

타당성은 구성개념 타당성(Construct Validity)과 

내용 타당성(Content Validity), 그리고 기  타당

성(Criterion Related Validity)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측정 요인과 구성 개념 간의 상 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요인 재값(Factor Loading)이 

0.5 이상 일 경우에, 일반 으로 집 타당성이 있

다고 단하는데 본 연구는 구성요인의 재값이 

0.5 이상으로 나타나 집 타당성이 있다고 단하

다. 한 평균 분산 추출값의 제곱근값이 구성 

개념 사이의 상 계수 값보다 모두 크게 나타났으

므로 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참조).

5.3 구조모형 분석결과

5.3.1 가설의 검증 결과

본 연구는 가설의 검증을 해 SMART PLS 

2.0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활용하여 경

로분석을 실시하 다. 이를 통해 구한 t값을 이용

하여 통계  유의성 검증이 가능하다.

본 연구 모형의 가설검증의 결과는 <Table 5>

와 같다. 양측 검정에 있어서 t값의 치가 2.58

보다 크다면 통계 으로 0.01에서 유의하고, 2.33보

다 크다면 0.02에서 유의하고, 1.96보다 크다면 0.05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다. 본 연구에서의 부트스

트래핑 샘 링(Sampling) 횟수는 앞선 연구와 마찬

가지로 500회로 설정하 다(Efron and Tibshirani, 

1997). 

가설에 한 채택 여부 결과는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2개의 가설  가설 7개의 가

설이 채택되었고 5개의 가설이 기각되었다. 

첫째, Pull Factors의 차원인 시스템 품질이 인

지된 사용용이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은 채택되었다. Pull Factors 차

원의 서비스 품질이 인지된 사용용이성에 미치는 

향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가설 1-2는 기각되

었다. 

둘째, Pull Factors 차원인 시스템 품질과 서비

스 품질이 인지된 유용성에 미치는 향은 모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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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is Path
Path 

Coefficient
t-value p-value Result

H1a System Quality → Perceived Ease of Use 0.406 2.793 0.016
*

Adopted

H1b Service Quality → Perceived Ease of Use 0.069 0.542 0.598 Rejected

H2a System Quality → Perceived Usefulness 0.286 2.542 0.026* Adopted

H2b Service Quality → Perceived Usefulness 0.262 2.041 0.048
*

Adopted

H3a User Experience → Perceived Ease of Use 0.22 2.434 0.032
*
 Adopted

H3b Information Security Awareness → Perceived Ease of Use 0.245 2.170 0.042* Adopted

H4a User Experience → Perceived Usefulness 0.007 0.094 0.927 Rejected

H4b Information Security Awareness → Perceived Usefulness 0.141 1.667 0.121 Rejected

H5 Perceived Ease of Use → Perceived Usefulness 0.296 2.700 0.019* Adopted

H6 Perceived Ease of Use → Switching Intention 0.241 1.828 0.093 Rejected

H7 Perceived Usefulness → Switching Intention 0.637 5.411 0.000
*

Adopted

H8 Switching Cost → Switching Intention -0.019 1.285 0.223 Rejected

*
유의수  0.05 이하.

<Table 5> Results of Hypothesis Testing

가설 2-2는 모두 채택되었다.

셋째, Push Factors 차원의 사용자 경험과 정

보보안의식이 인지된 사용용이성에 미치는 향은 

모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1, 가설 3-2 모두 채택되었다.

넷째, Push Factors 차원의 사용자 경험과 정

보보안의식이 인지된 유용성에 미치는 향은 유

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1, 가설 4-2는 기각되었다. 

다섯째, 인지된 사용용이성은 인지된 유용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5-1은 

채택되었다.

여섯째, 인지된 사용용이성은 환의도에는 유의

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6-1은 

기각되었고, 인지된 유용성은 환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7-1은 채택되었

으며, 환비용은 환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8-1은 기각되었다.

5.3.2 구조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 구조모형의 합도를 분석한 결과

는 <Table 6>과 같다. Redundancy 값은 구조모

형의 통계 추정량으로 구조모형의 합도를 나타내

며 그 값이 양수일 때 합도가 있다고 단한다

(Chin, 1998). 본 연구는 Redundancy 값이 양수로 

나타났으므로 구조모형이 합하다고 볼 수 있다. 

Construct R² Redundancy Communality

System
Quality

.783

Service 
Quality

.790

User 
Experience

.824

Information 
Security 

Awareness
.705

Switching 
Cost

.732

Perceived
Ease of Use

.593 .182 .869

Perceived 
Usefulness

.722 .006 .826

Switching 
Intention

.659 .242 .898

GoF .726

<Table 6> Model 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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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² 값은 구조모형의 설명력을 확인하는 것으로 

R² 값이 0.26 이상이면 ‘상’, 0.13～0.26이면 ‘ ’이고 

0.02～0.13이면 ‘하’로 단할 수 있다(Cohen, 1988).

본 연구에서는 R² 값이 각각 인지된 사용용이성

이 0.593, 인지된 유용성이 0.722, 환의도가 0.659

로 구조모형의 설명력이 좋은 것으로 단하 다. 

경로 모형의 체 합도는 GoF(Goodness of 

Fit)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공통성(Communality)

의 평균값과 R²의 평균값의 곱을 제곱근한 값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그 값이 0.36 이상이면 ‘상’, 0.25 

～0.36이면 ‘ ’, 0.1～0.25이면 ‘하’로 나  수 있다

(Tenenhaus et al., 2005). 

전체적합도  의평균값×공통성의평균값

본 연구에서는 값이 0.726로 나타나 매우 높은 

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4 연구결과 요약

연구의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ure 4>

와 같다. 

<Figure 4> Results of Hypothesis Testing

이에 한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Pull Factors 

 서비스 품질만이 인지된 사용용이성에 향을 

미쳤으며 시스템 품질은 인지된 사용용이성에 향

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새로운 시

스템을 도입한 스마트인증(USIM) 서비스의 시스

템에 해 이용자들이 낯설게 느껴져 향을 미치

지 못하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새로운 서비스에 

한 이용자를 해 서비스 품질 측면의 강화로 인

지된 사용용이성을 채택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

다. 이에 반해 Push Factors의 사용자 경험과 정보

보안의식 모두 인지된 사용용이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개인 정보 보안에 해 심각

성을 인지한 이용자들이 공인인증서의 안 한 보

을 해 새로운 시스템에 한 거부감보다 용이성

을 먼  인지한 결과로 단이 가능하다. 

둘째, Pull Factors의 시스템 품질과 서비스 품

질은 모두 인지된 유용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새로운 스마트인증 서비스가 공

인인증서 장에 있어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음

을 보여주며 이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의 높은 품

질의 서비스로 인해 스마트인증 서비스를 유용한 

서비스라고 인지하고 있음을 알려 다. 

셋째, Push Factors의 사용자 경험과 정보보안의

식은 인지된 유용성에 모두 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나 기존에 진행되었던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 다. 이는 공인인증서 장매체에 한 

보안 이 이용자들에게 인지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장매체인 스마

트 유심에 해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보다 많

은 홍보를 실시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공인인

증서 보안에 있어 보안 1등  매체로 인증을 획득한 

스마트인증에 한 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보안에 

있어서 공인인증서의 사용 유무가 아니라 보안에 

특화된 장매체의 사용으로 개인정보 보안에 더욱 

심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용자에게 공인

인증서에 한 개인정보 보안에 있어서 공인인증서 

자체에 한 사용 여부에 해서만 논해졌던 기존

의 사고에서 장매체에 한 보안 필요성의 인식

이 높지 않았기에 나타났다고 단할 수 있다.

넷째, 인지된 사용용이성은 인지된 유용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선 선행연

구와 같은 결과로 기술수용에서 강한 측 요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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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된 사용용이성이 인지된 유용성에 향을 미

치는 것을 밝 낸 Davis(1989)의 연구와 같은 결

과임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인지된 유용성은 환의도에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지된 사용용이성과 

환비용은 환의도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된 유용성은 특정 시스템의 사용을 

통해 자신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Davis(1989)

의 정의에 맞게 스마트인증 서비스를 이용해 공인

인증서의 보안을 높일 수 있다고 믿는 개인의 신

념에 따라 환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인지된 사용용이성은 새로운 시스템

인 스마트인증 서비스에 한 인지도가 낮아 쉽게 

이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환의도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

인다. 환비용은 이용자가 환하고자 할 경우, 사

회  계와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계에 

있어 발생한 개인  친근감과 신뢰로 인해 인지하

게 되는 비용으로 환비용 는 종료비용은 계

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정 인 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 기에 새로운 시스템인 

스마트인증 서비스로 환하는데 있어 심리 인 

장벽으로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공인인증서 장

의 보안에 한 사용자들의 심이 높기에 환비

용이 발생한다 하더라고 환할 의향이 있는 것으

로 단이 가능하다. 재 장매체에 한 불만

족으로 인해 새로운 시스템으로 환을 고려하는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매체인 스마트인증이 유료서

비스로 비용이 들더라도 사용할 의도가 있는 것으

로 악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새로운 시스템

인 스마트인증에 한 극 인 홍보 활동을 통해 

사용자의 심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6. 결론  시사

6.1 연구의 의의  시사

본 연구는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일반인을 상으로 Migration Theory를 기

반으로 하여 Pull Factors, Push Factors, Moo-

ring Factors 그리고 인지된 사용용이성과 인지된 

용이성이 환의도에 향을 미치는 계를 통합

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를 통한 시사 을 살펴보면, 첫째, 스마트인

증 서비스에 한 실무 인 측면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일반인들은 개인정보보호를 해 이를 보

안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제공되는 데에 있어 

높은 심을 보이고 있다. 한 사용에 문제가 발

생하지 않도록 고객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 인 측

면과 비용 등이 환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을 검

증하 다. 이를 통하여 향후 공인인증서의 장매

체에 한 환의도를 한 략을 수립할 때 검증

된 측면들의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방

안을 기반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요히 여기는 이

용자를 만족시키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차별화한 경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스마트인증 서비스의 학문  측면은 기존

의 공인인증서의 보안에 한 실증  연구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주이론, 정보시스템 성공모형, 

기술수용모형을 스마트인증 서비스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용하여 기존 연구에 한 검증을 동시에 

제공한 에 의의가 있다. 

6.2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방향

본 본 연구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일반인을 상으로 기존의 비보안 매체에서 보안

이 강화된 스마트인증 서비스로의 환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 으로 규명하 다. 이를 

통해 융  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개인이 보다 

안 하고 편리하게 공인인증서를 사용함으로써 신

뢰할 수 있는 융거래와 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사 을 주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  한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주이론은 바탕으로 독립변수로

는 Pull Factors의 시스템 품질과 서비스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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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sh Factors의 사용자 경험과 정보보안의식, Moo-

ring Factors의 환비용을 설정하고, 인지된 사용

용이성, 인지된 유용성, 환의도와의 계를 고찰

하 다. 그러나 환의도에 미치는 요인은 이번 연

구에서 언 하 던 독립변수들의 요인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독

립변수들이 스마트인증 서비스로의 환의도에 얼

마만큼의 향을 미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요인 외의 다

양한 요인들을 더 추가하여 그에 따른 요인별 요

도도 차후에 확장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한 새

로운 공인인증서의 장매체에는 스마트인증 서비

스 외에도 많은 매체들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스

마트인증 서비스만을 상으로 하 기에 차후에는 

다양한 매체들 간의 비교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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