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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모바일 서비스 증가와 함께 다양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개인의 모바일 뱅
킹 서비스 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인지가 모바일 뱅킹 이용
자의 심리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뱅킹 이용자의 심리와 행동 이해를 위해 인
간의 심리와 행동을 설명해주는 대인행동이론과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결과를 설명해주는 자극반응이론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모바일 뱅킹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해 인과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수의도와 준수행
동을 강화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ABSTRACT
Recently,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incidents with increased usage of mobile services are increasing.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incidents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an individual's mobile banking services. Accordingly, we examine
relationships among individual'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intention and behavior regarding compliance in an individual's
perception on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incidents in mobile banking contexts. In this study, for explaining our research model
and understanding with personal psychology and behavior in mobile banking contexts, we adopted two theories, theory of
interpersonal behavior and stimulus-response theory. We collected the 55 data using online surveyor and then analyzed structural
equation model in order to find causal relationships among research variab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uld be useful to the
mobile banking services companies in promoting service users to follow the information privacy policies.
Keywords: Information Privacy, Theory of Interpersonal Behavior, Compliance Intention, Compliance Behaviour, Stimulus
Response Theory, Mobile Banking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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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사람들은 SNS (Social Network
Services), 이러닝 (e-Learning), 모바일 뱅킹 서
비스 (Mobile Banking Services), 전자메일 서
비스 (Electronic Mail Services) 등 다양한 서
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IT (Information
Technology) 서비스는 아이디 (IDentification :
ID)와 패스워드 (Password : PW)를 통해 로그인
(Log-in)을 한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모바일 뱅킹과 같은 무선 네트워크 기반 금융 서비스
의 경우, 중요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다루기 때
문에 아이디와 패스워드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최근 핀테크 기술 발전에 더불어 모바일 뱅킹이
급성장하고 있다. 모바일 뱅킹은 뱅킹 서비스 이용자
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면서도, 인터넷 뱅킹에 비해
보안 취약성으로 여러 가지 위험이 존재한다 [1] 한
국은행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5년 6월말 스마트폰,
IC칩, VM 방식의 모바일 뱅킹 서비스 등록 이용자
가 6,936만명으로 전분기 대비 5.5% 증가하였고,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은 앞으로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
가트너 리서치에서 발간한 보고서「Forecast
Analysis: Information Security, Worldwide,
2Q15 Update」에 의하면, 2015년 정보보안시장
의 지출규모가 전세계적으로 4.7% 증가할 것이고,
한국은 15%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1). 이는 보
안시장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모바일 관련 보안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
는데, 이러한 보안 사고는 모바일 뱅킹 이용자에게
모바일 거래에 대한 불안감을 유발해,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 확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지만, 이에 대처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뉴스,
인터넷 매체, 주위 사람들로부터 개인정보에 대한 유
출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자극 받은
정보에 의해 위험을 인지하고, 이에 자기 보호를 위
해 반응하게 된다.
정보보안 사고와 관련된 개인의 심리와 행동은 정
보보안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연구 분야로 많은 연구
1) Gartner Research, ｢Forecast Analysis: Information Security, Worldwide, 2Q15 Update｣,
2015, URL : http://www.gartner.com/newsroom/
id/3135617.

가 이루어졌다 [1, 3, 4]. 많은 IS (Information
Systems) 연구자들은 계획된 행동이론 (Theory
of Planned Behavior)과 대인행동이론 (Theory
of Interpersonal Behavior)을 이용해 컴퓨터 이
용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심리와 행동을 파악하기 위
한 연구를 수행했다 [5, 6]. 이들 연구는 주로 조직
구성원의 심리와 행동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했
기 때문에, 외부 사건이 개인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하였다.
특히, IT 서비스 이용에 있어 보안 관련 문제는
누구나 중요함을 인지하지만, 외부의 자극 즉, 심각
한 정보보안 사고 발생에 의해 더욱 더 보안의 중요
성을 인지하게 되고, 이에 따라 보안위험으로부터 대
피하기 위한 대응 행동을 하게 된다 [4]. 그러나 모
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 유출사고라
는 외부 자극에 대한 정보보안 관점에서의 심리 및
행동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모바일 뱅킹 서비스가 확산되고, 관련된 위험이 확산
되는 현 시점에서 보다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한 모바
일 뱅킹 이용자의 심리와 행동에 대한 연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극반응이론 (Stimulus
Response Theory)을 확장한 자극조직화반응
(stimulus-organization-response) 프레임워크
와 대인행동이론 (Theory of Interpersonal
Behavior)을 연구모델의 이론적 프레임워크로 도입
해, 외부로부터 정보보안 관련 사고에 대한 뉴스를
인지할 때, 이러한 변수가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
자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더불어 개인
정보보호를 위한 준수의도 및 준수행동에 미치는 영
향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는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들에게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자들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개인정보관리 준수의도 및 준수행동을 강화시켜주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준수의도 강화를 위한 대안 개발을 위해 모바일
뱅킹 이용자의 심리와 행볻을 분석한 연구이다. 정보
시스템 분야에서는 개인 또는 조직구성원의 컴퓨터
이용의도 및 활용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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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9, 10]. 이들 선행연구는 계획된 행동이론, 합리
적 행동이론,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등을 이론적 모델로 활용했다 [11, 25].
본 연구에서는 자극조직화반응 프레임워크와 대인행
동이론을 연구모델의 이론적 프레임워크로 활용해 개
인정보 유출사고 인지라는 자극이 모바일 뱅킹 서비
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관리 준수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심리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자극반응이론은 행동주의 심리학자 에드워드 리
숀다이크 (Edward Lee Thorndike)가 학습을 위
한 자극에 따라 사람이 반응한다는 연구결과에 기반

Fig. 1. Research Model

하고 있다 [12]. 이후 자극반응이론은 자극조직화반
응 프레임워크로 확장되어 다양한 연구의 이론적 배
경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IS 분야에서 자극조직화반
응 프레임워크는 외부 자극이 사람의 욕구에 영향을

있다 [5, 6].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
용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준수의도와 준수행
동을 설명하기 위해 기존 대인행동이론에 자극 요인

미치고, 행동을 유발하는 다양한 연구의 이론적 토대
로 활용되었다 [14, 15, 16, 17, 18].
대인행동이론은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분석한 이

을 강화하였고, 계획된 행동이론 관점에서 의도와 행
동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관리를

론으로 인간 행동에 있어 습관과 촉진조건을 강조한
연구이다 [19]. 대인행동이론은 습관, 감정, 인지된
가치, 사회적 요인, 촉진조건, 의도, 행동을 핵심요

위한 준수의도와 준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변수는 대인행동이론 측면에서는
감정 (Affection: AF), 인지된 가치 (Perceived

인으로 상호관계를 규정하였다. 이후 대인행동이론의
영향을 받은 다양한 감정-의도-행동모델에 대한 연구
가 이루어졌다2) [7, 9, 10, 20]. 대표적인 연구로

Value: PV), 사회적 요인 (Social Factors: SF), 습관
(Habit: HA), 촉진조건 (Facilitating Conditions: FC),

계획된 행동이론이 있다 [21]. 계획된 행동이론은
인간의 부정적인 측면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연구
이다. 이 이론은 대인행동이론에서 강조했던 인간의

Individual Information Management: CIM), 개인정보
관리 준수행동 (Compliance Behavior for Individual
Information Management: CBM) 변수를 도입하였고,

습관과 감정을 연구모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의도
와 행동의 관계를 강조하였다 [21]. Pee, et al.,
[6]는 대인행동이론과 계획된 행동이론을 결합해 조

자극조직화반응 프레임워크 측면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뉴스 인지 (Cognition of News on Accidents
regarding Individual Information: CN) 변수를 도입

직에서 일과 관련없는 부분의 컴퓨터 이용에 대한 현
상을 설명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 대인행동이론을 확
장해 의도와 행동의 영향관계를 강조한 측면에서 연

해 Fig. 1.과 같은 연구모델을 제안하였다.

개인정보관리 준수의도 (Compliance Intention for

III. 연구가설 및 연구방법론

구의 의의가 있다. 마찬가지로 Cheung et al.,[5]
은 대인행동이론을 확장해 업무 영역에서의 인터넷
활용 행동 예측 연구를 수행하였다.

3.1 연구가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인행동이론은 IT 서비스
이용 심리 및 행동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본 연구의 가설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성된다.
첫째, 대인행동이론 차원에서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
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감정, 사회적 요인,

2) 대인행동이론은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유용성을 인정받은 연
구결과인 기술수용모델 (Technology Acceptance
Model : TAM), 기술수용 및 이용에 대한 통합이론 (The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 UTAUT) 등과 같은 기술수용 연구에 영
향을 주었다.

인지된 가치, 습관, 의도, 촉진조건, 행동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제시하였다. 둘째, 자극조직화반응 프레
임워크를 연구모델의 이론적 프레임워크로 이용해 외
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자극이 모바일 뱅킹
이용자의 심리에 미치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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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asurement Model
CR

CA

CBM

CBM

0.90

0.84

0.87*

AF

FC

HA

CIM

AF

0.89

0.85

0.72

0.83*

FC

0.94

0.87

0.23

0.48

0.94*

HA

0.89

0.82

0.75

0.68

0.18

0.85*

CIM

0.93

0.89

0.80

0.62

0.19

0.78

0.87*

CN

SF

CN

N/A

N/A

0.45

0.42

0.23

0.36

0.41

N/A

SF

0.87

0.78

0.82

0.68

0.27

0.78

0.74

0.52

0.83*

PV

0.87

0.78

0.68

0.75

0.28

0.78

0.71

0.35

0.74

PV

0.84*

※ CR = Composite Reliability, CA = Cronbachs Alpha,
※ * = Squares Root of AVE Value
※ CN = Reflective Indicator

계획된 행동이론 차원에서 모바일 뱅킹 이용자의 개

정보관리 준수행동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

인정보관리 준수의도 및 준수행동에 대한 가설을 제
시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제시하였다.

다.
[H11] 모바일 뱅킹 이용에 있어, 개인정보관리 준
수의도는 개인정보관리 준수행동에 양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1] 모바일 뱅킹 이용에 있어, 개인정보보안 유출
사고 뉴스 인지는 개인정보보안에 대한 감정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모바일 뱅킹 이용에 있어, 개인정보보안 유출
사고 뉴스 인지는 개인정보보안에 대한 인지된
가치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모바일 뱅킹 이용에 있어, 개인정보보안 유출
사고 뉴스 인지는 개인정보보안에 대한 사회적
요인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모바일 뱅킹 이용에 있어, 모바일 뱅킹 이용에
있어, 감정은 개인정보관리 준수의도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모바일 뱅킹 이용에 있어, 인지된 가치는 개인
정보관리 준수의도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H6] 모바일 뱅킹 이용에 있어, 사회적 요인은 개인
정보관리 준수의도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H7] 모바일 뱅킹 이용에 있어, 습관은 감정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8] 모바일 뱅킹 이용에 있어, 습관은 개인정보관
리 준수행동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9] 모바일 뱅킹 이용에 있어, 촉진조건은 개인정
보관리 준수의도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0] 모바일 뱅킹 이용에 있어, 촉진조건은 개인

3.2 연구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선행연구에
입각해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관리
를 위한 준수의도 및 준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
한 선행요인들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구성하였다.
먼저, 측정변수는 선행연구에 이용된 변수를 모바일
뱅킹 환경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였다.
우선 대인행동이론 관점에서 모바일 뱅킹 이용 관
련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감정, 인지된 가치, 사회적
요인, 습관, 촉진조건, 개인정보관리 준수의도, 준수
행동 변수는 Triandis [19], Pee et al., [6],
Cheung et al., [5], Ajzen [21]의 연구를 참고
해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자의 심리와 행동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측정항목을 수정하였다. 각각의 변
수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살펴보면, 먼저, 감정 변수
는 모바일 뱅킹 이용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형성한
것을 의미하고, 인지된 가치는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서 여러 가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요인은 모바일 뱅킹 이용과 관련되
어 금융기관의 개인정보보안 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고, 습관이란 모
바일 뱅킹 이용에 있어 개인정보보안과 관련된 규정
을 무의식적으로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촉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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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모바일 뱅킹 이용에 있어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개인이 수용하는 정도
를 의미한다. 개인정보관리 준수 의도는 모바일 뱅킹
이용에 있어 이용자들이 금융기관의 개인정보보안 관
련 규정을 준수하려는 의도를 의미하며, 개인정보관
리 준수행동은 모바일 뱅킹 이용에 있어 이용자들이
금융기관의 개인정보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행동
을 의미한다. 더불어 개인정보유출 사고인지 변수는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자가 외부로부터 정보보안
관련 사고를 인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측정하는 개념
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관련 정보를 쉽
게 얻을 수 있는 출처로 TV 및 라디오, 인터넷, 주
변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인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새롭게 척도를 개발하였다. 설문조사에 있어
서 측정은 7점의 리커드 척도를 이용하였다.
설문조사는 2015년 8∼9월에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대학생, 대학원생, 교직원,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자발적 참여에 의한 온라인 설문조사
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델을 구성하는 변수
의 인과관계 파악을 위해 SMARTPLS 2.0을 이용
하였다 [23]. PLS는 적은 수의 자료를 이용한 실증
분석에서 유효한 연구결과를 도출해주는 장점이 존재
하며, 탐색적 분야의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23].

IV.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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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뱅킹 선호가 10명으로 나타났다.
4.2 신뢰성과 타당성
먼저, 측정모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변수의 신뢰
성과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신뢰도는 CA, CR로 판
별하는데, CA 또는 CR 값이 0.7을 넘을 때 측정변
수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고 평가한다 [22]. 신뢰성
분석결과는 Table 1.에 나타난 것처럼, 모든 측정변
수 CA 또는 CR 측정 결과가 0.7을 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따라 측정변수는 충분히 신뢰성을 확보
한 것으로 나타났다 [23]. 한편, 개인정보 유출사고
인지 (CN) 변수는 반영변수이기 때문에 신뢰도를
측정할 수 없었다. 타당성은 AVE의 상관계수와 제
곱근 값을 통해 판별한다. 측정변수의 상관관계 계수
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대각선에 제시된 값은
AVE 제곱근 값이 상관관계 계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모델을 구성하는 측정변수
들은 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3].
4.3 구조모델 분석
PLS 구조모델 분석에 있어, 샘플 수가 적어 부트
스트랩 기법 (n=1000)을 이용하였다. 실증분석 결
과는 Table 2.와 같다. 더불어, 각각의 연구가설에
Table 2. Structural Model

4.1 샘플 특성
본 연구에서는 55부의 유효한 응답 자료를 수집하
였다. 샘플 집단의 성별 특성은 남성 33명, 여성 22
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20세 이
하 9명, 21세-25세는 36명, 26세-30세는 5명, 31
세 이상은 5명으로 나타났다. 학력 특성은 대학교 1
학년 7명, 2학년 7명, 3학년 22명, 4학년 6명, 박
사졸업 1명, 박사과정 2명, 석사졸업 1명, 석사과정
9명으로 나타났다. 1일 인터넷 이용시간은 1시간 이
하가 6명, 1-2시간이 11명, 2-3시간이 20명, 3-4
시간이 7명, 4시간 이상이 11명으로 나타났다. 월평
균 모바일 뱅킹 빈도는 2번 이하가 5명, 3-4번 16
명, 5-6번 11명, 7-8번 4명, 9-10번 5명, 11번 이
상 14명, 모바일 뱅킹 거래 금융기관 수는 1곳이 32
명, 2곳이 17곳, 3곳이 5명, 4곳이 1명으로 나타났
다. 샘플 집단의 뱅킹 선호 성향을 살펴보면, 모바일
뱅킹 선호가 38명, 오프라인 금융거래 선호가 7명,

H

Beta

T

P

Results

[H1]

0.20

1.68 *

0.01

Accept

[H2]

0.35

2.76 ***

0.001

Accept

[H3]

0.52

5.24 ***

0.001

Accept

[H4]

0.11

0.59

N/A

Reject

[H5]

0.32

1.82 *

0.01

Accept

[H6]

0.45

3.47 ***

0.001

Accept

[H7]

0.61

6.72 ***

0.001

Accept

[H8]

0.30

2.52 ***

0.001

Accept

[H9]

-0.07

0.72

N/A

Reject

[H10]

0.07

0.94

N/A

Reject

[H11]

0.55

3.80 ***

0.001

Accept

※ P < 0.001 ***, P < 0.05 **, P < 0.01 *
※ Bootstrapping times = 1000
※ R squares : CBM (0.69), AF (0.50), CIM
(0.61), SF (0.27), PV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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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검증결과는 [H1], [H2], [H3], [H5],
[H6], [H7], [H8], [H11]은 채택되었고, [H4],
[H9], [H10]는 기각되었다.

에서도 준수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H7] 습관이 감정에 양의 영향을 미
치고, [H8] 개인정보관리 준수행동에 양의 영향을

V. 결 론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바일 뱅킹 이용에
있어 보다 철저한 개인정보관리를 위한 습관을 형성
하게 되면, 개인정보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더불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
보관리 준수의도와 준수행동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자극조직화반응 프레임워크와 대인행동이론을
결합해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자들의 정보보호관리
와 관련된 심리를 분석하였다.
첫째, 자극조직화반응 프레임워크 응용 관점에서,
[H1], [H2], [H3]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인
지가 감정, 인지된 가치,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미친
다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것은 모바일 뱅킹 서비
스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뉴스를 인
지하게 될 때, 위험을 인지하게 됨으로써 개인정보관
리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감정을 유발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게 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이 가치있는 행동임을 인지
하게 되고, 이를 통해 보다 안정한 금융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게 되는 된다. 더불어, 사회적 관점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뉴스 인지가 긍극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인 인지시켜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대인행동이론 응용 관점에서, [H4] 감정이
개인정보관리 준수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이
이용자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모바
일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마음먹은 이용자들은
개인정보관리가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철
저하게 관리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예
를 들면, 많은 모바일 뱅킹 이용자들이 패스워드 관
리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패스워드 관리의 번거
로움으로 인해 체계적인 정보보호 준수의도를 형성하
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더불어, [H5] 인지된 가
치는 개인정보관리 준수의도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자들
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할수록 개인정보관
리에 대한 준수의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더불
어, [H6] 사회적 요인이 개인정보관리 준수의도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영향이 모바일 뱅킹 개인정보인 패스워드 관리 측면

어 이에 따라 모바일 뱅킹 이용에 있어 보다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형성하게 됨
을 알 수 있다. 더불어, [H9], [H10] 촉진조건은
개인정보관리 준수의도와 준수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는 가설은 채택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이는 금융기
관에서 모바일 뱅킹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
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 캠페인, 마케팅 등이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에 있어 개인정보관리 준수
의도와 준수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것을 보
여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모바일 뱅킹 이용자들이
개인정보관리 준수의도와 준수행동의 중요성은 인정
하면서도, 철저한 개인정보관리 준수의도 및 준수행
동을 수행하지 않는 사실을 설명해준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에서는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자들 대상으
로 보다 강력한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리행동을 수행하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
다. 예를 들면, 강제적 패스워드 관리 규정을 통해
패스워드 변경을 하지 않은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
자들에게 모바일 뱅킹 서비스에 대한 제약 및 이용
정지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 등이 요구된다.
셋째, 계획된 행동이론 응용 관점에서 [H11] 개
인정보관리 준수의도는 개인정보관리 준수행동에 양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Ajzen [21]의 연구처럼,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
에 있어 보다 철저한 개인정보관리를 위한 준수의도
가 긍극적으로 보다 철저한 개인정보관리 준수행동으
로 이어진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본 연구는 이론적 측면과 실무적 측면에서 몇 가
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이론적 측면에서 모
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관리 준수의도
와 준수행동 관련 특성을 자극조직화반응 프레임워크
를 통해 검증한 측면에서 학술적 의미가 있고, 더불
어 대인행동이론 관점에서 감정, 인지된 가치, 사회
적 요인, 습관, 의도 및 행동의 관계를 검증한 측면
에서 학술적 의미가 있다. 더불어, 두 이론의 결합을
통해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심리와 행동을 설명함으로써 선행 이론의 유용
함을 확인하였고, 향후 두 이론을 결합한 연구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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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모바일 뱅킹과 관련된 다양한 후속 연구 활성
화에 초석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Preventing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in Financial Corporations,”
Journal of Information and Security,

실무적 측면에서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자들에
있어, 개인정보 유출사고 인지가 개인정보관리를 위
한 준수의도와 준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데

14(4), pp. 109-116, 2014. (In Korean)
[5] W. Cheung, M.K. Chang, and V.S. Lai,
“Prediction of Internet and World Wide

의미가 있다. 이는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자들이
외부로부터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인지라는 자극 요인
을 통해 위기감을 느끼게 되어 보안 인식을 강화할

Web usage at work: a test of an extended
Triandis model,” Decision Support
Systems, vol. 30, no. 1, pp. 83-100, 2000.

수 있고, 더불어 개인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확

[6] L.G. Pee, I.M. Woon, and A. Kankanhalli,

인시켜 주었다. 따라서 실무자들은 뱅킹 이용자들을

“Explaining non-work-related computing in the workplace: A comparison of al-

대상으로 보안의식 강화를 위한 사회적 요인과 인지
된 가치 강화를 통해 개인정보관리를 위한 준수의도
및 준수행동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ternative models,” Information &
Management, vol. 45, no. 2, pp. 120-130,
2008.

반면, 본 연구는 샘플링 측면에서 한계점이 존재
한다.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통해, 적은 수의 응답을 받았고, 이 자료를 실

[7] F.D. Davis, R.P. Bagozzi, and R.P.
Warshaw, “User Acceptance of Computer
Technology: A Comparison of Two

증분석에 이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의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하지 못한데 한계가 존재하고, 더불어 연구결과를 일

Management
Theoretical
Models,”
Science, vol. 35, no. 8, pp. 982-1003, 1989.
[8] V. Venkatesh, J.Y. Thong, and X. Xu,

반화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모바일 뱅킹 분야의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 신중을 기
해야 할 것이다.

“Consumer acceptance and use of information technology: extending the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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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측정항목
측정변수
개인정보
유출사고
인지

감정

측정항목

관련연구

나는 TV 및 라디오 뉴스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소식을 접하는 편이다. (탈락)
나는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소식을 접하는 편이다.
나는 주변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소식을 접하는 편이다.

새롭게 개발

나는 개인정보보안 규정을
모바일 뱅킹 이용에 있어,
모바일 뱅킹 이용에 있어,
나는 개인정보보안 규정을
모바일 뱅킹 이용에 있어,

Triandis (1977),
Pee et al. (2008),
Ajzen (1991)

준수하며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야 마음이 편하다.
개인정보보안 규정 준수는 즐거운 일이다.
개인정보보안 규정 준수는 지겨운 일이다. (r)
준수하며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는 것이 기분이 좋다.
개인정보보안 규정을 준수는 불편한 일이다. (r) (탈락)

인지된
가치

모바일 뱅킹 이용에 있어 개인정보보안 준수는, 나의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에 긍정적
으로 작용할 것이다.
모바일 뱅킹 이용에 있어 개인정보보안 준수는, 나의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성과를 높
여줄 것이다.
모바일 뱅킹 이용에 있어 개인정보보안 준수는, 긍극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Triandis (1977),
Pee et al. (2008),
Ajzen (1991)

사회적
요인

내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면, 내가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에 있어 개인정보보안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내 주변사람들은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에 있어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개인정보보안
정책을 준수한다.
나의 행동과 생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은 내가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에 있어
개인정보보안 정책을 준수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편이다.

Triandis (1977),
Pee et al. (2008),
Ajzen (1991)

습관

촉진조건

개인정보
관리
준수의도

개인정보
관리
준수행동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에 있어, 나는 개인정보보안 규정을 잘 지키는 편이다. (탈락)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에 있어, 나는 개인정보보안 규정을 당연히 준수한다.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에 있어, 내가 개인정보보안 규정을 지키는 것을 두 번 생각하
지 않는다.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에 있어, 나에게 있어 개인정보보안 규정 준수는 당연한 일이
다.
모바일 뱅킹 서비스 제공 금융기관에서는 나는 개인정보보안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
다.
모바일 뱅킹 서비스 제공 금융기관에서는 개인정보보안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주기
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나는 시간이 부족해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개인정보보안 정책 수
용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r) (탈락)
나는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개인정보보
안 정책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r)(탈락)
나는 모바일 뱅킹 서비스 제공 금융기관의 개인정보보안 정책을 계속해서 준수할 의도
가 있다.
나는 정보보호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금융거래 관련 개인정보보안 관련 내용을 준수할
의도가 있다.
나는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금융기관의 개인정보보안 지침을 따를 것
이다.
나는 모바일 뱅킹 서비스 금융기관에서 법규에 따라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도
가 있다.
나는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가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안 정책을 준
수한다.
나는 주변사람들에게 모바일 뱅킹 서비스 제공 금융기관의 개인정보보안 정책을 준수해
야 한다고 이야기하다.
나는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에 있어 모바일 뱅킹 서비스 제공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개인정보보안 정책을 따른다.

※ (r) : revers coding

Triandis (1977),
Pee et al. (2008),
Ajzen (1991)

Triandis (1977),
Pee et al. (2008),
Ajzen (1991)

Triandis (1977),
Pee et al. (2008),
Ajzen (1991)

Triandis (1977),
Pee et al. (2008),
Ajzen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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