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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해석수 이론을 바탕으로 정보보안 백신 소 트웨어를 필요로 하는 시 과 정보보안 백신
의 고메시지 유형, 정보보안 지식수 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보안 백신 소 트웨어 채택 의도가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해 정보보안 백신 제품을 상으로 2(지식수 : 고/ ) × 2(시간
 거리: 가까운 거리/먼 거리) × 2( 고메시지 유형: How(구체 )/Why(추상 )) 실험을 설계한 후, 실

험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시간  거리와 고메시지 유형에 따라 정보보안 백신 채택 의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고, 정보보안 지식수 에 따라서도 선택이 달라짐을 확인하 다. 이런 결과는 사용자의 
정보보안 행동을 높이기 해서는 사용자의 지식수 과 정보보안 시 에 따라 백신 소 트웨어에 한 
소개를 달리하는 략을 수립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지식수 이 높은 사용자에게는 시기 으로 합
한 설득메시지 고려가 요하고, 지식수 이 낮은 사용자의 올바른 백신 소 트웨어 채택을 해서 시간
 거리에 따른 추상  사고력을 계발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정보보안, 사용자 지식수 , 해석수 이론, 메시지유형, 보안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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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sed on the Construal Level Theor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how information security 
vaccine users’ selection intentions differ from each other according to the selection time of 
information security vaccine, advertisement message types, and information security knowledge 
levels. For the foregoing, this study conducted an experiment by applying an experimental design of 
2(knowledge level: high/low) × 2(temporal distances: short distance/long distance) × 2(advertisement 
message types: how(concrete)/why(abstract)) on computer security vaccine softwares. As a result,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selection intentions about information security vaccines differed from 
each other according to the temporal distance and advertisement message type, and also varied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security knowledge level. In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s an 
implication that the consideration of well-timed persuasive message is especially important for the 
users at the high level of knowledge. Also, this research implies the necessity of development of 
abstract thinking ability based on temporal distance for the users at the low level of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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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정보기술(IT)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정보서비스가 확 되면서 사용자들의 생

활은 편리해졌지만, 정보보안의 부정  역기능 역

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해킹을 통한 개

인정보 노출  정보의 오남용, 융사기 등에 따

른 부작용은 상상을 넘는 수 이 되고 있으며, 개

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사회 반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요성에 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1]. 

따라서 인터넷 사용자에게 정보보안의 요성을 

확산시키고 보다 체계 으로 정보보안의 필요성

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하

는 것이 필요하다[2]. 

기존 정보보안과 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

보보안 인식에 한 연구[3][4], 정보보안 수의

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5][6],  정책

[7], 기술 [2] 차원의 연구들은 있으나 개인  차

원에서의 정보보안 시 과 상황에 따른 사용자의 

정보보안 행동을 높이기 한 연구는 미비한 실

정이다. 최근 개인의 심리활동에 을 맞춘 해

석수 이론(Construal Level Theory)이 교육심리

학 분야와 행동의사결정론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

다. 하지만 선행 연구들에서의 연구 상은 노트

북, 커피머신, 신발, 서  등으로 정보보안 연구에

는 이를 용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한계 을 가

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보보안과 련된 기존 연

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해석수 이론을 심으

로 시간  거리와 메시지 유형이 정보보안 백신 

사용자의 정보보안 행동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정보보안 행동이 

사용자의 지식(knowledge) 수 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상하고 사용자의 지식수 을 고려하

여 연구를 진행하 다. 

 본 연구는 컴퓨터 정보보안을 해 개인사용

자가 일반 으로 사용하는 방법인 백신설치의 상

황을 설정하 다. 즉, 정보보안 백신 사용자의 지

식수 을 개인  변수, 시간  거리  고 메시

지유형을 상황 변수로 놓아 실험을 실시하 다. 

이는 사용자의 보안 련 지식과 시간  거리  

고 메시지유형간의 상 계를 살펴 으로써 

정보보안 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함이다. 한, 이를 바탕으로 최근 

TOPSIT(https://www.topcit.or.kr/)과 같은 ICT 

자격증에 포함이 되고 있는 정보보안 역의 교

육  안도 모색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2.1 정보보안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 3조 정의에서 정보

보호란 ‘정보의 수집, 가공, 장, 검색, 송신, 수신 

도 에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한 리 , 기술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

다’고 언 하고 있다. 

IT 기반의 정보화는 사용자의 편리성 향상  

기업의 경쟁우  확보 등으로 사용자와 정보사용

자 모두에게 정 인 효과를 주고 있지만, 정보

자산의 리 부족이나 해킹기술의 발  등으로 

보안사고에 한 정보보안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8]. 

국내의 실제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사례

를 살펴보면, 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 원회에

서 확인된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2007년 847건에

서 2011년 2,556건으로 증하 고 상담 건수도 

2007년 2만 5,118건에서 2011년 11만 9,659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9]. 이러한 사실들은 정보보안

에 한 사용자의 의식과 효과 인 정보보안 교

육이 매우 실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정보보안 행동을 증가시

킬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는데 목 이 있다. 이를 

하여, 컴퓨터 정보보안에 개인사용자가 일반

으로 사용하는 방법인 백신설치의 상황을 설정하

다. 아울러 정보보안에 한 지식수 과 고 

메시지유형, 시간  거리가 사용자의 정보보안 행

동에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보았다. 

2.2 지식수

사용자의 제품에 한 지식은 어떤 서비스나 

제품에 하여 사용자가 기억하는 정보의 양과 

제품 련 경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자 행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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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다[10]. Bettman and Sujan(1987)은 사

용자를 지식수 에 따라 문가(experts)와 심

자(novices)로 구분하 다. 지식수 이 높은 문

가는 많은 양의 정보나 제품의 속성 정보에 하

여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은 반면에, 

등학생과 같은 지식수 이 낮은 심자는 새로

운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제품

의 속성 정보보다는 주변  정보에 의존하게 된

다[11]. 즉 문가는 제품평가에서 내재  속성(제

품의 기능, 속성)과 외재  속성(가격, 포, 원산

지) 정보 둘 다 히 활용할 수 있으나, 심자

는 외재  속성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12][13]. 

Maheswaran and Meyers-Levy(1990)는 제품에 

한 사용자 지식수 에 따라 메시지 유형이 제

품에 한 단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14]. 

본 연구에서는 정보보안에 한 지식을 묻는 

설문을 통하여 사용자의 지식수 에 따라 두 집

단으로 나 었다. 한 시간  거리에 따라 어떠

한 설득메시지가 정보보안 백신에 한 요성과 

필요성 정도를 높이는지 알아보았다. 

2.3 해석수 이론

해석수 이론은 어떤 상과의 심리  거리에 

따라 해석수 이 달라지고 심리활동에 차이가 발

생한다고 주장한다. 심리  거리란 주 인 인식

으로 특정 상이 자신과 재, 이곳(시간 , 공간

, 사회 , 가상 )으로부터 얼마나 가깝게 혹은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의미한다. 즉, 심리  거리

는 지극히 자기 심 인 기 을 갖고 있으며 개

인이 인식하는 해석수 에 의해 향을 받는다

[15][16]. 해석수 이론에서는 높은 해석수 은 낮

은 해석수 과 비교하여 비교  추상 이고, 일

이고, 상 목표를 묘사한다. 상의 구체  표

에서 추상 인 표 으로의 이동은 요한 특징

은 유지하며 세부 인 묘사는 생략한다. 를 들

어, 핸드폰에 한 높은 해석수 은 의사소통도구

나 친구와의 연락수단이며, 낮은 해석수 은 크기

나 디자인에 한 묘사이다[16]. 심리  거리가 가

까운 경우는 추상화의 낮은 수 (즉, 높은 수 의 

구체성)으로 상을 쉽게 찰할 수 있는 특성으

로 구체 이고 세부 이고, 생생하며 이미지형성

이 가능하다. 반면 심리  거리가 증가할수록 추

상화수 이 높아지면서(즉, 낮은 수 의 구체성) 

부수 인 특성에는 은 비 을 두고 상의 

심  특성, 변하지 않는 특성에 주목한다[17]. Ho 

et al.(2015)은 사용자의 해석수 이 새로운 이러

닝 시스템 채택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연구하

다[18]. 즉, 해석수 과 기술 수용 모델을 함께 

고려할 때, 사용자의 해석수 은 이러닝 시스템에 

한 사용용이성은 높이지만, 이러닝 시스템의 유

용성은 낮추는 것으로 드러났다[18]. 

해석수 의 차이에 하여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수 이론의 심리  거리 

에서 시간  거리에 을 두었다.

낮은 해석수  

low construal level

높은 해석수

high construal level

가까운 미래 here and now 먼 미래 there and then

구체  concrete 추상  abstract

상황의존성 situation 일 성 consistent

과정 심  사고 결과 심  사고

실행 가능성 측면을 시 바람직함 측면을 시

행동에 한 방법(How)에 

을 둠

행동의 목 (Why)에 을 

둠

<표 1> 해석수 의 비교[4]

Förster의 연구에서는 통찰력 문제 해결력이 시

간 에 따라 바 는지를 실험하 다. 연구결과

는 먼 미래 상황의 참가자들이 가까운 미래 상황

보다 통찰력 문제를 더 잘 푸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추상  과업을 완성한 먼 미래 시간 의 

참가자들이 다른 상황의 참가자들보다 창의 이

라는 것을 발견했다[19]. Freitas의 연구에서는 추

상  사고와 구체  사고를 조작하여 자기통제력

의 차이를 조사하 다. 실험결과 추상  사고를 

활성화 시킨 집단에서 자기통제가 더 잘 되었다

[20]. 

2.4 메시지유형

해석수 과 련하여 낮은 수 의 해석은 구체

인 어떻게(How)인 행동과 련되고, 높은 수

의 해석은 추상 인 왜(Why)인 행동과 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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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는 행동정체성이론(Action Identification 

Theory)이 있다[21]. 이 이론은 행동정체성 척도

에 의해 측정된 행동정체성 수 에서 개인의 차

이를 설명하 다. 즉 모든 행동이 구체 인 어떻

게(How) 행동으로 수행되는 낮은 수 의 정체성

부터 추상 인 왜(Why) 행동으로 수행되는 높은 

수 의 정체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정

의될 수 있다. 

Liberman and Trope(1998)은 목 (활동의 이

유)과 련된 높은 수 의 정체성과 수단(활동의 

방법)과 련된 낮은 수 의 정체성을 구분하고 

있는 행동정체성이론의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해

석수 을 측정하 다. 

행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가치를 강조하는 바

람직성(desirability)은 행동의 목 인 추상 인 왜

(Why) 측면을 반 하는 높은 수 의 해석이고, 

결과를 얻기 쉽거나 어려운 정도를 의미하는 실

행가능성(feasibility)은 행동의 수단인 구체 인 

어떻게(How) 측면을 반 하는 낮은 수 의 해석

과 일치한다[21]. 따라서 낮은 해석수 을 가진 사

람들은 구체 인 정보를 이용하여 해석하는 방식

을 선호하여 상의 세부 인 속성에 향을 받

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보안 백신 소 트웨어를 사

용하는 목 에 한 추상 인 왜(Why) 측면과 소

트웨어를 설치하는 방법에 한 구체 인 어떻

게(How) 측면을 설명하는 고메시지를 통하여 

사용자의 해석수 을 조작하 다. 

2.5 연구가설

의 이론  배경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설정하 다. 

가설 1: 구매 시 이 가까운 거리에서는 구체

(How) 메시지가, 먼 거리에서는 추상 (Why) 메

시지가 정보보안 백신의 필요성을 높일 것이다.

가설 2: 지식수 이 높은 집단은 가까운 거리에

서는 구체 (How) 메시지가, 먼 거리에서는 추상

(Why) 메시지가 정보보안 백신 평가 시 수가 

높을 것이고, 지식수 이 낮은 집단은 차이가 없

을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 상  실험설계

본 실험에 참가한 피험자는 총 381명으로 S여

자고등학교에 재학 인 학생 193명과 J 학교에 

재학 인 학생  학원생 188명을 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집단실험을 실시하 다. 체 참

가자  설문지에 락응답으로 불성실하게 답한 

58개의 설문지를 제외하여 323개의 설문지가 분

석에 활용되었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해 2(지식수 : 

수  vs. 고수 ) × 2(시간  거리: 가까운 거

리 vs. 먼 거리) × 2(메시지유형: How vs. Why) 

집단 간 실험 설계를 용하 으며 정보보안을 

한 보안백신 평가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조건별 집단 분포는 <표 2>와 같다.

주제 지식수 시간  거리 메시지유형

정보

보안

채택

의도

수

가까운 거리
구체  How 메시지 

추상  Why 메시지

먼 거리
구체  How 메시지 

추상  Why 메시지

고수

가까운 거리
구체  How 메시지 

추상  Why 메시지

먼 거리
구체  How 메시지 

추상  Why 메시지

<표 2> 실험조건별 최종 피험자 수

3.2 실험자극  실험 차

정보보안 련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

는 가운데 개인이 쉽게 정보보안 문제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컴퓨터에 보안백신을 설치하는 

것이다. 정보보안 백신 소 트웨어는 인터넷을 통

하여 쉽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고 일반 으로 가

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는 백신 소 트웨어를 실험제품으로 

제시하여 실험을 설계하 다. 

본 연구는 심리  시간거리를 조작하기 하여, 

백신설치를 한 시기를 시나리오로써 제시하

다. 기존 연구들에서 조작된 시간  거리를 참고

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까운 거리 조건은 내일,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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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조건은 3개월 뒤로 설정하 다. 한 고메

시지 수 을 조작하기 해, 동일한 보안백신소

트웨어를 설치하는 목 에 한 “추상 인 왜

(Why)" 측면을 설명하는 고메시지와 소 트웨

어를 설치하는 방법에 한 “구체 인 어떻게

(How)" 측면을 설명하는 고메시지를 제시했다. 

메시지의 구성은 김민혜(2011)의 연구에서 활용된 

설득 메시지 제시방법을 참고하고[22], 보안백신 

홈페이지(URL: www.AhnLab.com)의 고메시지

를 인용하여 재구성하 다. 

개인의 정보보안에 한 지식수 을 측정하기 

해 신 민(2009)의 연구에서 개인에 한 측정

항목을 응용하 다[4]. 5개의 문항에 한 평균값

의 값으로 집단을 분류하 다. 5개 문항의 평

균에 한 값은 3이었으며 평균값이 3이하인 

집단을 지식수  하 집단으로, 평균값이 4이상인 

집단을 지식수  상 집단으로 분류하 다[11]. 

4. 연구결과

4.1 측정변수의 타당성  신뢰성 분석

시간  거리와 설득메시지 유형에 따른 정보보

안 백신 소 트웨어 평가 수를 측정하기 한 

네 가지 문항 (“나는 이 소 트웨어를 컴퓨터에 

설치할 의향이 있다”, “기회가 된다면 이 소 트

웨어를 사고 싶다”, “나는 이 소 트웨어에 호감

을 느낀다”, “나는 이 소 트웨어를 사고 싶지 않

다(역코딩)”)에 해서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0.827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종속변수를 측정하기 한 

각 문항들이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척도라는 

것을 악했다.

한 피험자들의 지식수 을 측정하기 한 다

섯 가지 문항(“나는 해킹이나 바이러스, 스팸메일 

등이 무엇이고 어떤 피해를 주는지 안다”, “나는 

정보보안을 한 기술(백신, 바이러스 차단 소

트웨어) 사용방법, 설치방법을 알고 있다”, “나는 

정보보안기술(백신, 바이러스 차단 소 트웨어)을 

잘 활용한다”, “나는 컴퓨터에 보안문제(바이러스, 

악성코드 등)가 발생하 을 경우에 A/S를 받지 

않고 내가 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는 

주  사람들에게 정보보안에 해 조언을 하는 

편이다”)에 하여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 다. 분

석 결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0.825로 나

타났다. 이를 통해 독립변수(지식수 )를 측정하

기 한 각 문항들이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척

도라는 것을 악했다.

4.2 조작 검

독립변수인 메시지 수 과 시간  거리가 연구

자의 의도 로 조작되었는지 알아보기 하여 설

문문항에 조작 검 문항을 포함시켰다. 설득메시

지 수 의 조작을 확인하기 하여 2개 문항(“이 

메시지가 구체 이라고 생각한다”, “이 메시지가 

추상 이라고 생각한다”)의 9  척도(1 -  그

지 않다/ 9 -매우 그 다)에 응답하도록 하

다. 

시간  거리의 조작을 확인하기 하여 3개 문

항(“내일(3개월)은 가깝게 느껴진다”, “내일(3개

월)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내일(3개월)까지는 얼마 안 남았다”)의 9  척도

(1 -  그 지 않다/ 9 -매우 그 다)에 응답

하도록 하 다.

조작 검 문항들의 응답결과를 분석하기 해 

각 설문 문항들에 해 t-검증을 실시하 다. 설

득메시지 수 이 성공 으로 조작되었는지 분석

한 결과, “이 메시지가 구체 이라고 생각한다”에 

하여 “How” 설득메시지 조건의 응답자들(M  = 

5.40, SD  = 2.18)와 “Why” 설득메시지 조건의 응

답자들(M = 4.47, SD  = 2.07)간에 유의한 평균차

가 나타났다(t(323) = 3.91, p  < .001). “이 메시지

가 추상 이라고 생각한다”에 하여 “How” 설득

메시지 조건의 응답자들(M = 4.65, SD  = 2.03)와 

“Why” 설득메시지 조건의 응답자들(M = 5.75, 

SD  = 2.00)간에 유의한 평균차가 나타났다(t(323) 

= -4.88, p  < .001).

한 시간  거리가 성공 으로 조작되었는지 

분석한 결과, “내일(3개월)은 가깝게 느껴진다”에 

하여 가까운 거리 조건의 응답자들(M = 7.12, 

SD  = 1.66)와 먼 거리 조건의 응답자들(M = 

5.54, SD  = 2.19)간에 유의한 평균차가 나타났다

(t(323) = 7.29, p < .001). “내일(3개월)까지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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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간  거리와 메시지유형에 따른 
보안백신 소 트웨어 채택의도 

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에 하여 가까운 

거리 조건의 응답자들(M  = 3.91, SD  = 2.00)와 

먼 거리 조건의 응답자들(M = 4.87, SD  = 1.93)

간에 유의한 평균차가 나타났다(t(323) = -4.42, p  

< .001). “내일(3개월)까지는 얼마 안 남았다”에 

하여 가까운 거리 조건의 응답자들(M = 6.36, 

SD  = 1.87)와 먼 거리 조건의 응답자들(M  = 

5.60, SD  = 2.10)간에 유의한 평균차가 나타났다

(t(323) = 3.44,  p < .001). 따라서 두 독립변수는 

성공 으로 조작된 것을 악했다.

4.3 가설의 검증

[가설 1]을 검증하기 해 시간  거리와 설득

메시지 유형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보안백신 소

트웨어 평가 수에 하여 응답받은 총 네 문

항 수의 평균값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일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는 <표 3>과 

<그림 1>과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시간  

거리가 가까운 경우, 설득메시지 유형이 구체 일 

때 평가 수(M  = 4.70)가 추상  메시지의 평가

수(M  = 4.34)보다 높았다. 시간  거리가 먼 경

우에는 설득메시지 유형이 추상 일 때 평가 수

(M = 4.67)가 구체  메시지의 평가 수(M = 

4.2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거리와 

메시지유형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시간

 거리와 메시지유형의 상호작용은 한계 으로 

유의하 다(F(1,323) = 3.03, p = .083). 따라서 

[가설 1]은 채택되었다[23][24].

분산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

자승
F값

유의

확률

시간  거리(A) .25 1 .25 .06 .804

메시지유형(B) .07 1 .07 .02 .894

A×B 12.15 1 12.15 3.03 .083*

오차 1280.33 319 4.01

체 1292.75 322

<표 3> 시간  거리와 메시지유형에 따른 
정보보안 백신 소 트웨어 평가 수의 

분산분석결과

[가설 2]를 검증하기 해 지식수 과 시간  

거리 그리고 설득메시지 유형을 독립변수로 설정

하고, 보안백신 소 트웨어의 필요성을 종속변수

로 설정하여 일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표4>를 살펴보면 지식수 과 시간  거리, 

메시지 유형에 따른 주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울러 지식수 과 시간

 거리의 이원상호작용, 지식수 과 메시지유형

의 이원상호작용도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  거리와 메시지유형의 이원상호작

용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1,323) = 

5.99, p  = .015). 한 지식수 과 시간  거리, 메

시지유형 간의 삼원상호작용도 유의하게 나타났

다(F(1,323) = 6.47, p  = .011). 따라서 [가설 2]는 

채택되었다.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그림 2>와 같이 

사용자의 지식수 이 낮고, 시간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는 설득메시지 유형이 구체 일 때의 평가

수(M = 4.49)가 추상  메시지일 때의 평가

수(M  = 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시간  

거리가 먼 경우에도 설득메시지 유형이 구체 일 

때의 평가 수(M = 4.54)가 추상  메시지일 때

의 평가 수(M  = 4.38)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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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식수 이 수 인 사용자의 시간  
거리와 메시지유형에 따른 보안백신 소 트웨어 

채택의도

<표 4>에서 삼원상호작용이 유의하여, 지식수

에 따른 시간  거리와 메시지유형의 단순상호

작용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

다.

분산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

자승
F값

유의

확률

지식수 (A) 2.46 1 2.46 .62 .431

시간  거리(B) .01 1 .01 .00 .963

메시지유형(C) 1.79 1 1.79 .45 .502

A×B .13 1 .13 .03 .860

A×C 6.59 1 6.59 1.66 .198

B×C 23.69 1 23.69 5.99 .015*

A×B×C 25.60 1 25.60 6.47 .011*

오차 3.96 315 3.96

체 1292.75 322

<표 4> 지식수 과 시간  거리, 메시지유형에 
따른 정보보안 백신 소 트웨어 평가 수의 

분산분석결과

반면 <그림 3>과 같이 사용자의 지식수 이 

높고, 시간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는 설득메시지 

유형이 구체 일 때의 평가 수(M = 5.00)가 추

상  메시지일 때의 평가 수(M = 4.30)보다 높

게 나타났다. 그리고 시간  거리가 먼 경우에는 

설득메시지 유형이 추상 일 때의 평가 수(M = 

5.40)가 구체  메시지일 때의 평가 수(M  = 

3.80)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3> 지식수 이 고수 인 사용자의 시간  
거리와 메시지유형에 따른 보안백신 소 트웨어 

채택의도

<표 5>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지식수

이 높은 문가에게만 시간  거리와 메시지유형

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F(1,121) = 9.37, p  = .003). 지식수 이 낮은 

문가에게서는 시간  거리와 메시지 유형에 상

없이 설득메시지가 구체 일 때 평가 수가 높게 

나타났다. 

분산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

자승
F값

유의

확률

시간  거리 × 

메시지유형,

지식수 ( )

.03 1 .03 .01 .935

시간  거리× 

메시지유형,

지식수 (고)

39.40 1 39.40 9.37 .003*

<표 5> 지식수 에 따른 시간  거리와 
메시지유형의 삼원상호작용에 한 

단순상호작용 분석결과

5. 결론 및 논의

정보보안에 한 요성과 심이 증하면서 

TOPCIT과 같은 SW 핵심역량 테스트에서도 보

안 역의 비 이 높다. 이는 보안 험에 한 인

식을 높이기 하여 체계 인 보안 교육을 실시

하기 함이다. 본 연구는 지 까지 정보보안  

보안교육과 련된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정

보보안의 시기  개인의 지식수 을 고려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해석수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이 심리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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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사고수 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에 한 

태도  평가가 달라진다고 한다[15]. 심리  거리

가 멀수록 높은 수 의 해석을 하여 상의 심

속성에 무게를 두고, 심리  거리가 가까울수록 

낮은 수 의 해석을 하여 상의 주변속성에 무

게를 둔다. 본 연구는 개인의 지식수 과 보안시

의 상황  요인들이 정보보안에 한 태도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본 연

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석수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정보보안

에 한 태도에 있어서 시간  거리와 메시지수

이 일치될 때 메시지 설득력이 높아짐을 확인

하 다. 보안시 이 가까울 때에는 구체 인 설득

메시지가 정보보안에 한 태도를 높 고, 보안시

이 멀수록 추상 인 설득메시지가 정보보안 태

도를 높 다. 정보보안 교육에 있어서 심리  거

리 인식이 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 로 정보보안  정보윤리 교육 캠페인을 함

에 있어서 보안 시 을 고려하여 메시지를 구성

함으로써 사용자의 극 인 태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개인의 지식수 에 따라 정보보안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 다. 지식수 이 높은 문

가에게서는 시간  거리에 따라 정보보안태도를 

높이는 설득메시지 유형이 달라졌다. 하지만 지식

수 이 낮은 심자에게서는 시간  거리에 상

없이 구체 인 설득메시지가 정보보안 태도를 높

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 사용자의 지식수 과 

정보보안 시 에 따라 설득메시지를 달리하는 

략을 수립하는 것이 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특히 지식수 이 높은 정보 사용자에게는 시

기 으로 합한 설득메시지 고려가 매우 요하

다는 실무  시사 을 제공해주고 있다. 

셋째, 지식수 이 낮은 심자의 경우에는 시간

 거리에 상 이 없었다. 즉, 등학생들과 같이 

정보보안에 한 지식수 이 낮은 사용자들을 

해서는 시간  거리에 한 인식과 함께 시간  

거리가 먼 경우에 추상  메시지의 요성을 인

식시킬 필요가 있으며, 추상  사고력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추상  사고력은 창조  

사고를 진하며[25], 창조  사고는 개인의 고정 

념을 억제하여 창의 이고 유연하게 사고하게 

함으로써 문제 해결, 발 , 변화와 신에 매우 

요하다[26]. 반면, 시간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

는 보다 더 구체 인 메시지를 제시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정보보안 문제는 사용자들이 그 문제를 얼마나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정보보안 

행동에 향을 미친다[27]. 본 연구 결과에서 정보

보안에 한 태도는 시간  거리에 따라 선호하

는 메시지 유형이 달라짐을 확인하 다. 시간  

거리가 멀수록 추상 인 메시지를 했을 때 정

보보안 백신의 채택의도가 증가하 다. 이와 반

로 시간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는 구체 인 메

시지를 했을 때 정보보안 백신의 채택의도가 

높아졌다. 정보보안 사용자의 해석수 에 따라 메

시지 수용도와 정보보안 태도가 바 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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