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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국내 외국인 카지노 이용자를 위한 카지노 정보시스템의 성과요인을 파악하고, 이들 요인들이 조
직 신뢰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카지노 정보시스템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첫째, 정보 품질은 보안 신뢰에 유의수준에서 채택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무 만족에는 유의수준
에서 채택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스템 품질은 보안신뢰에 유의수준에서 채택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무 만족에는 유의수준에서 채택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서비스 품질은 보안 신뢰와 직무 만족에 유의수
준에서 채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보안신뢰는 직무만족에 유의수준에서 채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정보 품질, 시스템 품질, 서비스 품질이 보안 신뢰와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이 되었다. 

주제어 : 카지노 정보시스템, 보안신뢰, 직무만족, 정보시스템 성과 모델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performance factors of a casino information system for foreigners, empirically 
examines the causal relation between these factors and business performances through organizational trust and 
job satisfaction and suggests a plan to develop such a information system. We found that information quality 
positively impacted on perception of information security, but negatively on job satisfaction; system quality 
positively did on security reliability, but negatively on job satisfaction; service quality positively did on trust in 
information security and job satisfaction; lastly security reliability positively did on job satisfaction. We found 
that information quality, system quality and service quality would affect perceived information security and job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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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카지노 산업은 단순히 게임이 아닌 리조트·테마 크·

컨벤션을 결합한 종합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2003년 5월 샌즈 마카오를 시작으로 세계 부분의 

카지노는 사업의 형태를 크게 VIP형, 고 형, 형으

로 나 어 운 하고 있다. 2004년 싱가포르에서는 샌즈 

카지노 리조트, 센토사라는 섬에 카지노 시설을 갖추고 

업을 하고 있으며 2005년 이후에는 카지노, 뮤지컬, 음

악 등의 엔터테인먼트 기능들을 추가로 확 하 고, 2015

년까지 객 1,700만 명으로 늘려 수입을 300억으

로 증 시킨다는 목표 아래 재까지 많은 객을 유

치하고 있다[1].

국내 카지노 산업은 기 단순한 기능의 카지노 산업 

형태로 존재하 으나, 2000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

터와 버자야 그룹과 투자합의각서를 체결 후 제주특별자

치도의 례휴향단지에 2억 달러를 들여 외국인 카지노

와 각종 락시설을 짓는 등 카지노, 호텔, 골 장, 테마

크 등의 각종 유원지 시설을 만들어 본격 인 종합리

조트의 형태의 카지노 산업으로 발 하 다[1,2]. 

지난 20년간 카지노 산업이 종합 엔터테인먼트 형태

로 발 하게 된 것은 도박과 각종 락 시설을 동시에 즐

기려는 고객 증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외국인 고

객의 증가는 카지노 사업장의 매출 증 와 외화 유치에 

기여하기 때문에 카지노 산업의 지속  발 을 한 서

비스 질 향상은 요한 이슈가 되고, 이에 따라 고객의 

다양한 욕구에 즉각 이고 능동 으로 처하기 해서 

기  데이터를 입력, 가공, 분석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

출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구축할 필요가 있다[3].

하지만, 우리나라의 카지노 정보시스템은 국외 카지노

정보시스템에 비해 규모나 시스템·서비스·정보 품질 측

면에서 상 으로 빈약할 뿐만 아니라, 정보 시스템 수

이나 성과를 악하기 한 련 연구가 일천하다고 

할 수 있다. 를 들어, 최근까지 진행된 카지노정보시스

템 련 연구들은 정보시스템의 행동학  특성 연구로 

호텔정보시스템 주의 연구[4,5,6,7,8], 

카지노 산업의 생산유발효과, 기술 인 설계  구

과 련 연구[9,10], 는 한국 카지노 산업의 동향  시

장 황과 정책에만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1,11]. 

본 연구는 정보시스템 체의 품질 측정을 기반으로 

정보이용자의 만족과 정보시스템의 성공요인을 강조한 

Delone & McLean의 정보시스템 성과 모델을 통해 보안

신뢰,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한 인과

계를 실증 연구하고 카지노 정보시스템 구축  활용 발

방안을 제시 한다. 이를 해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카지노정보시스템의 보안신뢰와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악하고, 국내 카지노정보

시스템 품질 강화 방안에 해 략 인 제언을 한다. 나

아가, 카지노에 특화된 정보시스템이 가지는 특성, 카지

노 기업 직원의 서비스 품질확보 등을 복합 으로 살펴

본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카지노 

산업과 카지노정보시스템의 정의와 특성 그리고 시장 

황과 정보시스템 성과 모델을 정리하고, 기존 호텔·카지

노정보시스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Ⅲ장에서는 연구모

형  가설을 설정하고. Ⅳ장에서는 변수 정의와 연구

상  분석단 를 기술한 다음, Ⅴ장에서 가설검증  결

과를 분석하 고, 마지막으로 Ⅵ장에서는 연구결과  

시사 , 향후 연구방향에 해 논의한다.

 2. 이론적배경 

2.1 카지노 산업의 발달

카지노는 도박, 음악, 쇼 등 여러 분야의 오락시설을 

갖춘 연회장 의미의 단어인 ‘카자(Casa)’에서 나왔다. 카

지노(Casino)의 사  의미로는 ‘춤, 음악 따 의 오락 

시설을 갖춘 공인 도박장. 룰렛이나 카드놀이 따 를 한

다.’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카지노는 유럽 귀족들의 사

교 목 으로 17 ∼ 18세기부터 시작되었다가, 1930년  

미국에서 본격 인 카지노 산업의 틀을 갖추게 되었는데, 

미국 카지노를 표하는 라스베가스가 가장 좋은 라고 

할 수 있다. 라스베가스는 단순 도박에서 시작해서, 이제

는 종합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테마 크와 일반 비즈

니스 미 을 한 컨벤션센터까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

다[12,13]. 라스베가스 방식의 카지노 비즈니스 모델은 다

른 나라로 되어, 다양한 게임 개발  카지노와 연계

된  시스템 등 개발로 연결되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 은 세계  추세가 되었다. 

한편, 이런 카지노 사업의 흥행은 매출 증 로 이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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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방 정부  국가의 세입에도 큰 도움이 될 뿐 아니

라, 부수 련 업무에 큰 도움이 된다. 국내 카지노는 

재 국 17개의 업체[14]가 업 에 있다. 이  내국인 

상은 강원도 소재 강원랜드 한곳이며, 나머지는 외국

인 객 용인데, 이 가운데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제주도가 가장 많은 업장을 보유하고 있다. 카지노 업무

는 통상 고객 리, 딜러 게임 리, 안 , 출납 리, 환 , 

재환  리, 마  리, 콤  리, 알선 리 등의 다

양한 분야를 포함하는데, 이 업무들은 그룹웨어, ERP   

고객 리(CRM) 등과 같은 정보시스템으로 서로 유기

으로 연결되어야만 한다. 여기에 숙박, 을 포함한 종

합 엔터테인먼트 서비스까지 효과 으로 리하려면 카

지노 업무와 부수 인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지원하며,  

경  반에 걸쳐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경  상

태에 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정보 시스템이 반드시 필

요하다.

[Fig. 1] Domestic Casino Supplier Status
         (2013.5.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tandard)

2.2 카지노정보시스템

카지노정보시스템(Casino Information System)은 크

게 고객 리와 카지노 업 리로 구분된다. 고객 리

에는 고객 회원 카드 발   리, 고객 조회, 입장객 게

임 참여 황, 일일 입장객 조회, 국가별 입장객 조회, 월

별 입장객 조회, 국가별 요일 입장객 조회, 년도별 국 별 

입장객 황, 고객 마 , 고액 거래보고제도 리

(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의심거래보고

제도 리(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등 의 

기능이 있으며, 카지노 업 리는 칩스 리, 게임 테이

블 리, 드롭액 리, 지불  리, 일·월·년 매출액 

리, 크 딧 리, 환  리, 콤  리, 알선 리, 슬롯머

신 리 등이 있다.

한편, 카지노는 자 세탁이나 탈세의 우려가 높은 산

업으로 분류하여 국가가 부분 으로 리, 감독하는 산

업으로, 카지노 정보시스템에 하여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한 구체 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한 특별법 제 171조, 제주특별자치

도  진흥 조례 제 38조의 규정에 의거한 제주특별자

치도 카지노 산시설 기 에 고시되어 있다[15,16].

2.2.1 카지노 정보시스템 알선

알선은 여행사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객들을 한국의 담당 여행사에서 단체로 특정 카지노를 

방문 는 고객에게 소개 하는 것에 한 수수료를 지

하는 것으로, 각 객의 입장 일자, 알선업자코드, 국가

별인원, 알선 수수료 발생내역 조회, 출력 등의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15].

2.2.2 카지노 정보시스템 정보

정보는 카지노에 입장하는 모든 고객들과 그 고객들

이 활동한 내용이 모두 장되어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구체 으로 고객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CDD(고객확인

제도: Customer Due Diligence)와 EDD(강화된 고객확인

의무:Enhanced Due Diligence), 고액 거래를 자동으

로 처리, 보고해주는 CTR, 고액 거래는 아니지만 자

을 세탁하는 등의 거래로 의심되는 내용을 처리, 보고

해주는 STR, 블랙리스트, 업 일보, 월보 조회 등의 기

능으로 구성되어 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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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카지노정보시스템 슬롯머신

슬롯머신은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 머신을 이용한 데

이터를 모두 취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장, 리하는 

메뉴로, 24시간 보안 리를 하며, 각 기기의 데이터를 조

회, 장, 삭제를 할 수 있으며 게임  발생하는 모든 상

황에 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기능을 제공한

다[13,15].

2.2.4 카지노정보시스템 통계

통계는 카지노를 이용한 내용들의 각 기간별 보고서

를 출력하는 메뉴로 구체 인 구성은 년, 월별 매출액 

황과 감사 자료에 한 리포트 기능으로 구성 된다[15].

2.2.5 카지노정보시스템 테이블 게임, 인벤토리

테이블 게임  인벤토리는 테이블에서 게임 인 게

임자의 자산, 베 내역, 식음료 주문내역, 게임 시간, 직

원 근무자 상황을 매 순간별로 조회, 리 할 수 있는 기

능으로 일부 칩스뱅크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15].

2.2.6 카지노정보시스템 테이블 관리자 기능

리자 기능은 시스템 리자와 이용자 사용 메뉴별 

권한을 각각 부여할 수 있는 강력한 기능을 제공한다. 여

기서 사용자는 부여된 기능  메뉴 범  내에서 정보시

스템을 사용하고 할당된 권한별 사용 는 제어 등, 완벽

한 시스템 리와 효율 인 시스템 활용이 카지노 정보

시스템의 목 이다[15].

2.2.7 카지노정보시스템 고객관리

고객 리는 카지노에 입장, 퇴장하는 고객들을 개별 

는 일 로 등록,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주로 

하며, 입장된 고객의 데이터를 토 로 국가별, 년도별, 국

별 입장한 고객까지 검색,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 한다

[15].

2.2.8 카지노정보시스템 칩스뱅크

칩스뱅크는 카지노 칩의 이동, 등록  손의 상황을 

모두 기록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각 게임 테이블의 칩 

이동 상황까지 모두 기록,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 한다

[15].

2.2.9 카지노정보시스템 카운트룸 및 출납

카운트룸은 테이블에서 이루어지는 과 게임 칩과

의 거래를 모두 기록하는 기능으로 사실상 카운트룸의 

데이터를 토 로 고액 거래, 의심거래 정보를 추출 

할 수 있다. 카운트룸의 메뉴 구성은 각 테이블별 드롭액 

등록, 조회, 삭제  테이블별 일일 집계표 등이 있다.

출납은 이용자가 카지노에서 게임을 모두 종료한 이

후 칩을 으로 교환하는 내용을 모두 기록하는 기능

으로 각 고객별 매출액, 일·월·년별 매출액 조회 등의 기

능으로 구성되어 있다[15].

2.2.10 카지노정보시스템 크레딧

크 딧은 이 없는 고객에게 크 딧을 생성하여 

칩으로 환 해  후, 카지노 이용이 모두 끝나 칩을 정

산하며 생성한 크 딧을 회수하는 일종의 외상거래 시스

템이다. 메뉴 구성은 제공 내역, 상환내역 등록, 조회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에는 많이 사용하 으나 크

딧 상환이 정상 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손처리율이 높

아 카지노 운 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자 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13,15].

2.2.11 카지노정보시스템 환전과 콤프

카지노가 외국인 용이므로 이용하는 고객은 부 

외국인이다. 따라서 카지노에서 이용하고 남은 칩의 환

을 한화가 아닌 외화로 수령해가는 경우가 부분인데 

이때 칩을 외화로 바로 교환해 주는 것이 아닌, 칩을 한

화로 교환해주고 이 한화를 다시 각 외화로 환 해 주며 

이때 발생하는 환 에 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환 이다. 구성은 환 내용 등록, 조회, 삭제 등이 있다.

콤 는 일종의 포인트 제도로, 자주 이용하는 고객이

나 상당 액을 이용한 고객에게 주로 발행해 다. 카지

노 이용자는 이 콤 로 식음료 구매, 호텔 숙박 등을 이

용할 수 있다. 구성은 콤  발생 등록  조회, 사용 등록 

 조회가 있다[13,15].

이 게 카지노정보시스템은 업 리, 테이블 게임 

리, 슬롯머신게임 리, 고객 정보 리, 보안 감시 

리 등 여러 리 모듈을 통해 카지노 기업의 모든 업무 

기능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하는 정

보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실시간으로 고객과 직원에

게 제공·공유함으로써, 품격 있는 수 의 고객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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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시스템이다[17]. 한 카지

노정보시스템은 효과 으로 카지노를 운 하기 해 슬

롯머신, 테이블 게임, 이지 리, 마 정보시스템, 

문가시스템을 이용하여 통합 으로 리한다[13]. 그리

고 카지노정보시스템은 리자와 이용자 사용 메뉴별 권

한을 각각 부여할 수 있는 강력한 기능을 제공한다. 여기

서 사용자는 부여된 기능  메뉴 범  내에서 정보시스

템을 사용하고 할당된 권한별 사용 는 제어 등, 완벽한 

시스템 리와 효율 인 시스템 활용이 카지노 정보시스

템의 목 이다[18].

한편 카지노 업을 한 보조 장비로 게임카드, 

Chips Sorter, Chips 보 박스   게임 상태를 표시할 

수 있는 실시간 종합 정보 표시 모니터 등이 각 테이블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사고  범죄를 방하기 해서 

칩과 카드에 RF모듈 등의 송수신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야 한다. 그리고 혹시 모를 고객  직원의 안 을 하

여 보안 요원들을 선발  교육, 안  책 수립 등이 되

어 있어야 한다. 매출 집계 분석  고객 성향, 게임 통계 

등의 효율 인 리를 해서는 단순 노동력에 의존한 

문서 는 이 문서에 의한 시스템에서 탈피하여 각종 첨

단 장치가 필요하고 자동화를 한 정보시스템 도입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18].

[Fig. 2] Casino Gaming Tables

해외 카지노 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살펴보면, “트럼  

매리나 카지노 정보시스템”을 설명할 수 있다. 이 시스템

은 에 을 맞추는 방법으로 얼굴 이미지를 숫자코

드로 해석해서 다른 사람의 얼굴과 비교하여 구분하는 

얼굴 인식 기능의 시스템으로,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속임수를 쓰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그 주변 일행들의 인 사항을 바로 확인하는 기능

까지 포함한다[13]. 

“Mohegan Sun 카지노 정보시스템”은 United 

Technologies Corp 부설의 International Fuel Cells의 카

지노장인 International Tribe of Indians에 PC25(TM)의 

연료 지 시스템까지 확 하여 이용했다. 

“MGM 그랜드 호텔 카지노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MGM 그랜드 호텔 카지노는 라스베가스에서 건설된 가

장 큰 카지노로서 복합 인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갖추고 

있는 등 규모가 크기 때문에 타 카지노보다 많은 수 천번

의 자거래가 발생한다. 이에 이를 효과 으로 처리하

는 시스템인  POS(Point Of Sale)시스템을 제작·설치하

여 운 하 다[13]. 

국내의 표  카지노 정보시스템은 강원랜드 스몰 

카지노의 정보시스템 IGS(IGT Gaming System)이다. 미

국 IGT(International Game Technology)사에서 개발한 

IGS는 포 인 서비스를 24시간, 365일 끊임없이 이용

자에게 제공하고, 사업에 필요한 고객지향 인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다. IGS의 구성요소는 단골고객 리와 슬롯

머신 리  보안, 테이블 게임, Cashier, 시스템 통제, 

안 리부로 구성되어있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첫째, 

단골고객 리는 카지노 체의 고객의 인 정보를 통해 

마  캠페인, 활동, 이벤트를 통해 고객을 리하

고 있다. 둘째, 슬롯머신과 리  보안은 마이크로컴퓨

터가 통계데이터 축   회계, 분석, 보고, 보안 리에 

해 통합 으로 리해 다. 셋째, 테이블 게임은 테이

블 게임에 해 분석, 보고, 수표, 랭킹, 액계산을 자

동 으로 처리해 다. 넷째, Cashier는 모든 매출액을 통

합 은 IGS의 장  처리를 한다. 다섯째, 안  리부

는 카지노 내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고객들의 담합과 문도박꾼, 

폭력행동 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13].

2.3 정보시스템 성과 모델

    (IS Success Model)

Delone & McLean(1992)[19]에 의해 제안된 정보시스

템 성공요소는 시스템 품질, 정보품질, 사용, 만족도, 개

인성과, 그리고 조직성과의 6가지 성공 요인을 도출하여 

정보시스템 성공을 실증 ·이론  기 로 한 모델이다. 

Delone & McLean(1992)[19]의 연구는 80년 의 메인

임이 그 주된 상이므로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인 측

면을 간과하고 있다[20].정보시스템이 발 하고 기업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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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asino Info System-Wide Configuration(2014.01. Mycomsoft Inc.)



Impacts of Success Factors of Information System on Trust of Security of Casino Information System and Job Satisfac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87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정보시스템 자체의 성과뿐만 아니

라 서비스 부분의 요성도 정보시스템의 성공을 해 

매우 요하게 되었다. 이에 Pitt(1995)[21]등은 정보시스

템 성공 모형에 서비스 품질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제안

하 고, 최근까지 앞에서 언 했던 성공 모형을 이용하

여 많은 정보시스템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Delone & 

McLean(2003)[22]은 최  연구 발표 이후 약 10년간 많

은 연구자들이 제시한 내용을 토 로 정보시스템의 기업 

내 역할에 있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사용 환경을 고려한, 

기존 성공 모형에 서비스 품질을 추가하고, 사용의 모호

한 내용을 특정 상황에 따라 사용의도의 개념으로 체 

하고, 개인 성과와 조직성과를 성과로 통일함으로써 최

종 수정된 성과모델을 [Fig. 4]에 제시 하 다. 

[Fig. 4] Information System Performance Model
         (Delone & McLean, 2003)

Delone & McLean 모델은 정보시스템 성과는 다차원

으로 측정되어야 하고, 둘째 다차원 으로 측정된 변

수와 성과 사이의 인과 계를 규명할 수 있기 때문에 

요하다. 이 모델은 정보 품질, 시스템 품질, 서비스 품질

이 각각 사용 는 사용 의도와 만족도에 향을 미치며, 

사용 의도와 만족도는 최종 성과에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가장 요한 요인이 사용 혹은 사용의도 

는 만족도라는 것을 발견하 다. 

Delone & McLean(2003)[22]의 정보시스템 성공 모델

은 여러 많은 연구에서 정보시스템의 분석을 하여 사

용 되어 왔다. 시스템 품질, 정보품질, 서비스 품질을 주

요 개념으로 정보시스템의 품질을 측정하기 한 연구가 

특히 많이 있으며, 매개변수 는 종속변수로써 사용자 

만족, 태도 등에 하여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의 연구

가 활발히 진행 되어 왔다[23,24,25,26,27].

그러나 일반 인 정보시스템 는 카지노 산업과 

련된 연구들은 많이 있었지만, 카지노 정보시스템을 직

으로 연구한 논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2,10,11, 

13,28].

3. 연구 모형 및 가설 설정 

3.1 연구 모형의 설정

카지노는 자  세탁 방지 등의 이유로 국가가 고객의 

게임 정보 는  거래 정보를 부분 으로 리 감독

할 뿐만 아니라 카지노 업장의 시설, 카지노 정보시스템

의 내용  구축에 하여도 규제하고 있다[15,16]. 국가

가 부분 으로 규제하는 사업이고, 국가가 카지노로부터 

받는 정보들은 정확하고 보안성이 뛰어나야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에 있어 정보 보안  시스템 보안에 한 신뢰

는 매우 요하다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외국인 카지노 이용자들을 한 

카지노 정보시스템의 성과요인들에 해 악하고 이들 

요인이 보안 신뢰와 직무만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 모형은 정보시스템 성과 모델

을 기반으로 정보시스템의 성공 요인이 카지노 정보시스

템에서 특히 요한 시스템 보안, 정보 보안의 신뢰와 직

무만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해 알아보고자 다

음과 같이 모형을 설계하 다.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은 

[Fig. 5]와 같다.

[Fig. 5] Research Model

3.2 연구 가설의 설정

3.2.1 카지노정보시스템 보안신뢰, 직무만족의 

     영향요인

재 국내 카지노의 부분은 카지노 별도의 업장

으로 운 하기 보다는 호텔 내에 치해 있어 호텔을 방

문하는 외국인 고객들이 자연스  유입되도록 함과,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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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 이용 고객이 자연스  카지노 소재의 호텔을 이용

하게 하는 등, 호텔 산업과 한 계를 맞고 있다[18].

특히 카지노를 이용하는 고객이 투숙하는 경우 부분의 

시간을 카지노를 이용과 호텔에서의 휴식을 보내는 것으

로 나타났다[29]. 그리고 카지노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부분이 카지노 소재 호텔을 이용함에 따라, 업무상 편의

성과 신속성 등이 뛰어 나기 때문에 호텔과 카지노에서

는 정보시스템을 하나로 사용하 다[10].

한편, 에서 언 한바와 같이 카지노와 호텔이 정보

시스템을 하나로 사용함에 따라 재 호텔정보시스템에 

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 왔고 카지노정보시스템에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카지

노정보시스템 보안신뢰와 직무만족의 향요인으로 정

보품질, 시스템품질, 서비스품질의 세 가지 요인을 호텔

정보시스템  카지노정보시스템에 비추어 논의  제시 

하고자 한다.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 품질은 사용하기 편리한 형태와 최신의 정

보, 사용자가 필요할 때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보  기타 

연  정보를 제공하며 이 정보는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

을 의미한다. 신형섭·한경훈(2005)[3]의 연구에서는 정보

시스템 품질변수가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 

정보품질은 정확한 정보와 유용한 정보가 만족도에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정삼권 외(2010)[25]의 

연구에서는 산업에서 정보시스템 품질이 개인  기

업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 정보시스템의 정

보 품질은 사용자 만족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가설 H1: 카지노정보시스템 이용자의 정보품질은 보

안신뢰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2: 카지노정보시스템 이용자의 정보품질은 직

무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시스템 품질은 사용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시각  디자인 품질이 우수하며 조작하기 쉽고 편리하게 

구성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신형섭·한경훈(2005)[3]

의 호텔 정보시스템 품질변수가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 시스템 품질은 시스템 근과 활용이 용

이할수록 만족도가 향상되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정삼권 외(2010)[25]의 산업에서 정보시스템 품질

이 개인  기업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 정

보시스템의 시스템 품질은 사용자의 만족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H3: 카지노정보시스템 이용자의 시스템품질은 

보안신뢰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4: 카지노정보시스템 이용자의 시스템품질은 

직무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서비스 품질은 사용  문제발생시 충분한 지원

을 하고, 불편 사항  의견을 쉽게 달할 수 있으며 충

분한 지식을 보유한 담당자의 학습  지도, 자료가 충분

히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신형섭·한경훈(2005)[3]의 호텔정보시스템 품질변수

가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 서비스 품질은 

시스템에 한 확실한 서비스를 제공 받았을 때 만족도

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정승환(2006)[30]의 

호텔정보시스템활용이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향 연구

에서 정보시스템 활용과 서비스 품질간의 계는 통계

으로 지지되었으며 국내외 호텔의 정보시스템 활용이 서

비스 품질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H5: 카지노정보시스템 이용자의 서비스품질은 

보안신뢰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6: 카지노정보시스템 이용자의 서비스품질은 

직무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2 신뢰, 보안신뢰 그리고 직무만족

신뢰는 사  의미로 ‘굳게 믿고 의지함’으로 정의하

고 있다. 그리고 신뢰는 상 방과 자신에게 도움을 주고

자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정도로[31], 개인과 개인, 부서

와 부서간의 신뢰가 조직 구성원의 복지와 조직의 장기

 안정에 가장 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32].

본 연구에서 말하는 정보시스템의 사용 주체인 카지

노는 사행성 게임 산업으로 자  세탁 방지 등의 이유로 

국가가 고객의 게임 정보 는  거래 정보를 부분

으로 리 감독할 뿐만 아니라 카지노 업장의 시설, 카지

노 정보시스템의 내용  구축에 하여도 규제하고 있

다[15]. 국가가 리 감독하는 항목들  일부는 카지노 

사업장에서 직  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게 되는

데, 특히 이 정보들은 정확하고 보안성이 뛰어나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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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용자들에 있어 정보 보안  시스템 보안에 

한 신뢰는 매우 요하다 할 수 있다[16].

본 연구에서 다루는 보안신뢰는 정보시스템 사용자가 

보안 수에 잘 참여 하고 있는지, 정보시스템을 사용하

면서 개인정보 유출 험이 었는지, 정보시스템의 체

계 인 속 인증 방식은 신뢰 하는지, 개인정보 유출  

고객 거래 정보 보안에 하여 히 잘 이루어지고 있

는지, 그리고 국가에서 리 감독하는 제일 요한 사항

인 고액 거래보고제도 리(CTR), 의심거래보고제도 

리(STR)가 제 로, 정확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사용자의 시스템보안 참여도와 그에 따른 시스템  정

보 보안에 한 신뢰를 의미한다. 한편, Frank et al. 

(1991)[33]의 연구에서는 매개변수인 정보기술 이용자의 

보안 특성이 보안신뢰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정보 보안에서 가장 요한 요인으로 보안 신뢰가 

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재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여러 의미의 신뢰에 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34,35,36,37,38,39,40] 본 

연구에서 말하는 정보시스템의 품질 측정 기반에서 카지

노정보시스템 사용자의 시스템 보안 참여도와 그에 따른 

시스템 보안, 정보 보안의 신뢰와 련된 연구는 거의 없

는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Delone & McLean의 정보시

스템 성과 모델  사용 혹은 사용 의도를 보안신뢰로 조

작  정의를 하며, 정보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자신의 

보안의식에 한 심과 시스템에 한 신뢰의 요성을 

강조 하 다. 

직무 만족은 다차원의 개념이며, 직무 환경이나 직무 

수 에 한 태도로 임 , 포상, 승진, 직무 그 자체, 동료 

 근무환경 등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

의 직무나 직무 경험을 평가할 때 발생하는 정 이고 

유쾌한 정서 상태라고 할 수 있다[35,41].

Hoppock(1935)[42]의 연구에서의 직무만족의 정의는 

환경, 심리, 생리  상황에 해 복합 으로 “직무에 만

족한다”라는 표 으로 정의하 다. Porter(1967)[43]의 

연구에서의 직무만족은 직무의 공정한 보상  보상에 

한 인식의 정도를 만족으로 보았다. 그리고 Bentley & 

Rempel(1970)[44]의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을 기업 비  

성취와 각 개인에게 주어진 직무 상황에서 갖게 되는 

심  열의 그리고 최선 다하는 것이라고 주장하 다. 

Goodue & Straub(1991)[45]의 연구에서는 정보시스

템 보안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매개변수인 보안신뢰가 

종속변수인 정보시스템 만족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이 최근 직무만족을 조직유효성의 변수로 활

용하여 조직몰입과의 계와 직무차원의 성과를 측하

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46], 직무 

불만족에 따른 조직의 이탈 상, 직무만족과 이직 의도

에 한 연구들 까지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47,48,49].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은 일반 정보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느끼는 만족도를 포함하여 카지노 정보시스템을 사

용함에 있어, 카지노에서 철 히 리 감독해야하는 

조수표, 조여권 감별, 블랙리스트 리 감독, CDD(고

객확인제도: Customer Due Diligence)와 EDD(강화된 고

객확인의무:Enhanced Due Diligence), 고액 거래보고

제도 리(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의심

거래보고제도 리(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등의 철 한 리 기능과 편리한 사용으로 인한 사용자

의 만족도 향상, 업무별 담당 직원 수  이직률이 감소 

등, 개개인이 직무 수행을 하면서 느끼는 과 같은 주

인 감정을 포함하여 재 일하고 있는 환경에 하여 

갖고 있는 호의 인 감정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다[50].

가설 H7: 카지노정보시스템 이용자의 보안신뢰가 직

무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4. 연구방법 

4.1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도출된 정보시스템 

성공요인이 카지노정보시스템의 보안신뢰와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과 련한 개념  정의를 내리고 선행연구자

들의 측정항목을 수정하여 연구문항을 구성하 다. 독립

변수인 카지노정보시스템의 성공요인의 향요소는 정

보품질, 시스템품질, 서비스품질로 정의하 고, 매개변수

는 보안신뢰이며, 종속변수는 직무만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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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Variables

Composi

tion 

Concept

Survey Contents
Related 

Research 

Informatio

n Quality

(IQ)

IQ1

The information the Information 

System provides to the user is 

accurate.

Delone & 

McLean

(2003), 

Jung-hyun 

Park and 

others 

(2004),

Joo-yun 

Lee(2004)

IQ2

The Information System provides 

information appropriate to the 

task at hand.

IQ3

The Information System provides 

the information in a easily usable 

format.

IQ4

The Information System always 

provides the most up to date 

information. 

IQ5

The Information System provides 

related information to the user 

too.

IQ6

The Information System provides 

realtime information to the user 

when they need it.

System 

Quality

(SQ)

SQ1

Easy and convenient access to the 

Casino Information System is 

possible.

Delone & 

McLean(20

03), 

Jung-hyun 

Park and 

others 

(2004),

Joo-yun 

Lee(2004)

SQ2

There are no errors that occur 

with the Casino Information 

System.

SQ3

The visual design of the Casino 

Information System is of overall 

high quality.

SQ4
The Casino Information System’s 

menu is designed for easy use.

SQ5

The Casino Information System’s 

various UI’s are easy to 

understand at one glance. 

SQ6

The Casino Information System is 

able to process transactions 

quickly.

Service 

Quality

(SVQ)

SVQ1

There is plenty of education 

material provided regarding the 

Information System.

Delone & 

McLean(20

03), 

Jung-hyun 

Park and 

others 

(2004),

Joo-yun 

Lee(2004))

SVQ2

Sufficient support is provided for 

when issues arise with the 

Information System.

SVQ3

There is a easy and convenient 

system to report errors and 

opinions regarding the 

Information System.

SVQ4

The problems with the Information 

System were addressed 

immediately and accurately.

The equipment and facilities of 

the Information System are 

always being maintained.
SVQ5

SVQ6

The Information System 

administrator has sufficient 

knowledge regarding the system.

<Table 1> The Manipulative Definition Of Variables
And The Measured Categories

Security 

Trust

(ST)

ST1

The users of the Information 

System have a higher level of 

participation regarding security 

issues.

Delone & 

McLean(20

03), 

Jung-hyun 

Park and 

others 

(2004),

Joo-yun 

Lee(2004)

ST2

After implementing the 

Information System, the risks of 

personal information being leaked 

have significantly reduced.

ST3

The systematic login verification 

method for the Information 

System is trust worthy.

ST4

By implementing the Information 

System,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was also appropriately 

implemented.

ST5

The confidentiality of the 

transactions that use the 

Information System are strictly 

protected.

ST6

The Information System assists 

in enforcing the management of 

the security protocol and security 

rules.

Job 

Satisfactio

n

(JS)

JS1

The departments and managers 

that used the Information System 

were overall satisfied.

Delone & 

McLean(20

03), 

Jung-hyun 

Park and 

others 

(2004),

Joo-yun 

Lee(2004)

JS2

Work was less intimidating for 

employees when using the 

Information System. (including 

new employees)

JS3

The users of the Information 

System were satisified with the 

customer support they were able 

to provide.

JS4

The users of the Information 

System were satisfied with the 

communication facilitated with 

other departments. (work related)

JS5

Users were overall satisfied with 

the work protocols of the 

Information System.

JS6
User work time was reduced 

using the Information System.

4.2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제시된 가설을 검증하기 해 제주도에서 

외국인을 상으로 운 하고 있는 카지노기업에서 근무

하고, 카지노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

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연구 표본으로 제

주도 소재 카지노 기업의 직원을 선정한 이유는, 카지노 

직원이야말로 카지노 정보시스템을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며, 지역의 경우 내륙지방의 카지노들은 한곳을 

제외하고 외국인 용 카지노이나 제주도에 비해 집도

가 었고, 내륙지방의 가장 유명한 카지노는 내국인 

용 카지노로 국내에서 단 한곳뿐고 근성이 어려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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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선정에 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었기 때문이다. 

설문조사는 카지노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제주도 소재 카지노직원들을 상으로 실시하 으며, 직

 방문하거나 이메일 는 시스템을 이용해 설문을 배

포, 회수하 다. 설문조사는 2014년 9월 1일부터 11월 14

일까지 75일간 실시되었다. 이 기간에 총 105부의 설문이 

회수되었으며, 이  불성실한 답변이 포함된 17부를 제

외한 88부의 설문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응

답의 단순화를 해 모든 측정항목에 단일 균형 리커트 

5  척도를 사용하 고 설문은 익명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앞 의 구성개념의 조작  정의에 제시된 

것처럼 부분 선행연구를 통해 그 타당성이 충분히 입

증된 항목만을 이용하 다. 한 설문지 문항에 한 국

내 카지노 정보시스템 사용자  시스템 개발자 등의 실

무자와 련 연구자들의 내용 검토, 설문지에 한 사

조사 등을 실시하여 구성개념의 내용 타당성(Face 

Validity)  가독성(Readability)을 확보하 다.

5. 가설검증 및 분석결과 

5.1 표본의 기술적 특징

<Table 2>는 자료 분석에 사용된 총 88개 표본의 성

별 분포, 연령 분포, 카지노 정보시스템 사용횟수, 카지노 

정보시스템 사용횟수, 카지노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 

카지노 산 시스템의 필요성에 한 응답자의 특성을 

보여 다. 표본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40명(45.5%), 여자

가 48명(54.5%)이며, 연령 분포는 21∼30세가 50명

(56.8%)으로 가장 많았고, 31∼40세가 37명(42.1%)으로 

체 표본의 98.9%가 20∼30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카

지노정보시스템 사용 횟수로는 한 종류의 카지노 정보시

스템을 사용해 보았다는 응답자가 70명(79.5%)으로 가장 

많았고, 두 종류의 카지노정보시스템을 사용해 보았다는 

응답자도 16명(18.2%)인 것으로 나타나 체 표본의 

97.7%가 어도 한번 이상은 카지노정보시스템을 사용

해본 것으로 조사되었다. 1일 카지노정보시스템 사용시

간은 2시간 이상이 84명(95.5%)으로 가장 많았고, 1시간 

이상 2시간 이하는 4명(4.5%)으로 조사되었다. 카지노 사

업장 근무 경력으로는 1년 이상 ～ 3년 이하가 45명

(51.1%)으로 가장 많았고 1년 이하가 32명(36.4%)인 것

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카지노정보시스템의 필요도 

조사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가 88명(100%)으로 설문 조사

가 체가 카지노정보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사

되었다.

Separator Item (s)
Frequency

(N=88)

Ratio

(%)

Sex
Male 40 45.5

Women's 48 54.5

Age

The 20-year-old under 

the
0 0

21-30 years old 50 56.8

31-40 years old 37 42.1

40 years of age or 

older
1 1.1

Casino Information 

System Usage 

Count

(Use Casino is a 

type of information 

system)

1type 70 79.5

2type 16 18.2

3type 1 1.15

4type 0 0

Five categories above 1 1.15

1st Casino 

information system 

usage time

30 minutes or less 0 0

For more than 30 

minutes-1 hour
0 0

1 hour to 2hour 4 4.5

More than 2 hours 84 95.5

The Casino 

business-related 

working 

experience

1 year or less 32 36.4

1year to 3 year 45 51.1

3 year to 5 year 9 10.2

More than 5 years 2 2.3

Casino information 

systems need to be

Yes 88 100

No 0 0

<Table 2> Sampl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5.2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 검증

가설 검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측정

도구에 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 다. 이를 해 

확증  요인 분석 도구인 PLS Graph version 3.0을 사용

하 다. PLS는 구조모형과 측정모형을 함께 분석할 수 

있다는 에서 LISREL과 비슷하나, LISREL과 비교하여 

다소 구분되는 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LISREL은 모형의 합도, 즉 카이자승을 최

화하는 분석방법인데 비해 PLS는 상 계수(R2)를 최

화하는데 목 이 있다. 즉, LISREL은 측된 공분산 행

렬에 가장 근 한 공분산 행렬과 상 되는 라미터를 

찾기 해 라미터 평가 차를 이용하는 반면, PLS는 

내생변수(Endogenous Construct)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PLS를 이용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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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분석에서는 연구모형 체의 합성을 측정하기보다

는 원인- 측(Causal-Prediction) 분석을 할 경우나 이론 

개발의 기 단계에서 사용하는 것이 하다고 할 수 

있다[51]. 한, PLS는 컴포 트(Component) 기반 근

방식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표본 크기와 잔차 분포

(Residual Distribution)에 한 요구 사항이 비교  엄격

하지 않는 기법이기도 하다[52]. 둘째, LISREL은 견고한 

이론  배경이 필요한데 비해 PLS는 LISREL에 비해 비

교  약한 이론  배경에 합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설문의 개발이나 분석에는 LISREL보다 더 합

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PLS는 LISREL에 비해 더 은 

수의 표본수로도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통상

으로 LISREL의 경우, 200개 이상 는 라미터 수의 

10배 정도의 표본 수를 필요로 하지만 PLS는 각 잠재변

수를 측정하는 가장 많은 수의 측변수보다 10배 정도

이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5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론  견고성, 표본의 수, 설문의 

자체 개발이라는 연구의 특성들을 고려하여 데이터 분석

방법으로 PLS를 채택하 다. 모형 합도 보다는 구성개

념의 설명력을 측정하고자 한 최근의 정보기술 련 연

구에서도 PLS를 분석도구로 채택하고 있다. 

가설 검증 이 에 측정모형의 검증을 통해 각 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먼  체크하 다. 이를 해 개별항

목 신뢰성(Individual Item Reliability), 내  일 성

(Internal Consistency), 수렴 타당성(Convergent Validity), 

그리고 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항목은 동일 변수내의 다른 

측정항목과의 상 계가 높기 때문에 반 항목

(Reflective Indicators)으로 설정하여 분석하 다[53].

5.2.1 신뢰성 분석 및 타당성 분석

신뢰성 검증을 해 클론바흐 알 (Cronbach’s Alpha)

값과 유사한 종합요인 신뢰성 지수(Composite Scale 

Reliability Index, CSRI)값을 산출하 다. CSRI값이 0.7

이상이면 변수의 측정이 내 으로 일 성이 있다고 단

된다[51]. <Table 3>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변수의 종

합요인 신뢰성 지수 값이 0.7이상이므로, 본 연구의 측정

항목들은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Final Research Variables CSRI AVE

Information Quality (IQ) 0.978 0.882

System Quality (SQ) 0.974 0.863

Service Quality (SVQ) 0.971 0.846

Security Trust (ST) 0.973 0.858

Job Satisfaction (JS) 0.976 0.874

<Table 3> The Final Verification Of The Inner 
Consistency Through The

            CSRI(Comprehensive Factors Of
            Reliability Index) Of Research  

IQ SQ SVQ ST JS

IQ1 0.971 0.953 0.931 0.938 0.931

IQ2 0.984 0.971 0.950 0.958 0.946

IQ3 0.964 0.955 0.934 0.941 0.933

IQ4 0.908 0.888 0.879 0.890 0.872

IQ5 0.914 0.895 0.890 0.888 0.893

IQ6 0.891 0.862 0.864 0.863 0.865

SQ1 0.899 0.931 0.895 0.894 0.898

SQ2 0.926 0.949 0.907 0.925 0.917

SQ3 0.919 0.946 0.925 0.920 0.924

SQ4 0.897 0.898 0.877 0.887 0.866

SQ5 0.926 0.917 0.893 0.902 0.892

SQ6 0.901 0.930 0.917 0.918 0.908

SVQ1 0.881 0.885 0.910 0.868 0.864

SVQ2 0.912 0.906 0.948 0.918 0.927

SVQ3 0.904 0.902 0.936 0.907 0.914

SVQ4 0.893 0.905 0.902 0.909 0.898

SVQ5 0.864 0.865 0.890 0.855 0.883

SVQ6 0.883 0.899 0.932 0.906 0.919

ST1 0.921 0.914 0.897 0.942 0.911

ST2 0.930 0.940 0.924 0.964 0.941

ST3 0.899 0.896 0.886 0.918 0.913

ST4 0.858 0.864 0.884 0.883 0.866

ST5 0.891 0.896 0.897 0.914 0.879

ST6 0.907 0.922 0.915 0.936 0.920

JS1 0.930 0.935 0.944 0.924 0.959

JS2 0.941 0.948 0.948 0.949 0.970

JS3 0.901 0.900 0.910 0.913 0.933

JS4 0.856 0.856 0.868 0.855 0.885

JS5 0.882 0.887 0.895 0.909 0.917

JS6 0.905 0.913 0.929 0.927 0.941

주) IQ: Information quality, SQ: System quality,

        SVQ: Quality of service  ST: Security and trust,  

        JS: Job satisfaction

<Table 4> In The Final Study, The Value Of The 
Variable, The Value Of The Load 
Factor And Load  Factors Intersect

연구모형에 포함되어 있는 각 변수들의 측정항목에 

한 개념 타당성을 알아보기 해 수렴 타당성과 별 

타당성을 조사하 다. 이를 해 각 측정항목과 련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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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의 요인 재값과 다른 변수와의 교차요인 재값을 

구하여 <Table 4>에 정리하 다. <Table 4>에서 보듯

이 각 측정항목의 해당 변수에 한 요인 재값이 모두 

0.7이상이므로 이는 수렴 타당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

이다.

별 타당성 측정을 해 Fornell & Larcker(1981)[54]

가 제안한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값을 사용하 다. <Table 5>에서 별표(*)로 표시

한 값은 AVE 제곱근 값이며 나머지 행렬에서의 값은 각 

변수의 상 계수 값을 나타낸다. AVE 제곱근 값이 0.7이

상이고, AVE 제곱근 값이 다른 변수의 상 계수 값보다 

커야 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본 연

구에 사용된 항목들은 모두 0.7보다 큰 AVE 제곱근 값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변수간의 상 계수가 AVE 제곱

근 값보다 작게 나타나 별 타당성의 조건을 만족시키

고 있다. 이상의 결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항목은 

개념 으로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Securiy 

Trust 

(ST)

Servie 

Qualiy

(SVQ)

Syste 

Qualty

(SQ)

Information 

Quality

(IQ)

Job 

Satisfaction

(JS)

Security 

Trust (ST)
1.000

Service 

Quality

(SVQ)

0.972 1.000

System 

Quality

(SQ)

0.977 0.972 1.000

Information 

Quality

(IQ)

0.973 0.967 0.981 1.000

Job 

Satisfaction

(JS)

0.977 0.98 0.97 0.966 1.000

 Note: *AVE Square root value(Square Root of the AVE).

      IQ: Information quality, SQ: System quality, 

      SVQ: Quality of service, ST: Security and trust,  

      JS: Job satisfaction

<Table 5> In The Final Study, The Value Of The
Variable Determines The Validity
Verification Via AVE(Average dispersion
extraction)

5.2.2 구조모형(Structural Model) 분석

이상의 측정모형의 분석 결과를 통해 측정항목의 신

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이 측정모형 하에서 각 변

수간의 경로에 한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여 가설을 검

증하 다. 경로분석 결과와 가설채택 여부는 <Table 6>

과 같다.

Hypot

hesis
Result

Path 

Coefficient
T value P value verification

H1
information quality 

→ security rust
0.243 2.146 0.032 accepted

H2
information quality 

→ job satisfaction
0.053 0.49554 0.650 rejected

H3
system quality → 

security trust
0.406 2.984 0.003 accepted

H4
system quality → 

job satisfaction
0.067 0.555 0.579 rejected

H5
service quality → 

security trust
0.343 2.233 0.026 accepted

H6
service quality → 

job satisfaction
0.499 4.677 0 accepted

H7
security trust → 

job satisfaction
0.375 3.010 0.003 accepted

<Table 6> Path Analysis Results And The Hypothesis 
adopted, Whether (One-Tailed)

[Fig. 6] Structure Model Analysis

먼 , 정보시스템 성공 요인과 련된 가설 결과를 살

펴보면, 카지노정보시스템 이용자의 정보품질과 보안신

뢰와의 가설(H1)은 유의수  1%에서 채택되었으나 카지

노정보시스템 이용자의 정보품질과 직무만족과의 가설

은 기각되고 있다(H2). 카지노정보시스템 이용자의 시스

템품질과 보안신뢰와의 가설(H3)은 채택되었으나 시스

템품질과 직무만족과의 가설(H4)은 기각되고 있다. 이후 

카지노정보시스템 이용자의 서비스 품질에 한 보안신

뢰(H5), 직무만족(H6), 그리고 카지노정보시스템 이용자

의 보안신뢰에 한 직무만족(H7) 모두 유의수  1%에

서 채택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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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카지노정보시스템과 이 시스템의 성공요

인들에 해 악하고 이들 요인이 보안신뢰, 직무만족

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한 인과 계를 실증 연구

하 다. 이를 통해 정보시스템 성과 모델(IS Success 

Model) 이론의 주요 변수들을 용한 연구모형을 제시하

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실증 으로 검증하기 해 

카지노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제주도 소재 

외국인 용 카지노 직원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 다.

본 연구의 결과와 시사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카지노정보시스템의 정보품질은 보안신뢰에 유의수

에서 채택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무만족에는 유의

수 에서 채택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카지노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용자는 항상 최신의 정보를 사

용자가 필요로 할 때 정확하고 빠르고 하게 달하

지만 이것이 직무만족에는 크게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보시스템의 보안에 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높은 품질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반면, 

정보시스템의 정보품질의 변화가 정보시스템을 사용하

는 사용자의 직무만족이나 직무에 한 두려움감소, 타 

부서 직원들과의 소통 등에 있어 가감되지 않는다는 것

이다. 아마도 정보시스템이 주는 데이터의 품질에 해 

직 으로 사용자에게 근무시간의 감소와 같은 혜택이 

없는 등, 카지노의 업무 시스템이 정보시스템의 정보품

질과 직무만족에 있어 큰 변화를 주지 못하는 구조로 이

루어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해 카지노

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이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실시간으

로 하고 정확하게 달하여 정보품질의 만족도를 

재와 같이 지속시키거나 더 높이기 하여 이용자가 조

회하는 정보를 어떤 이용자가 언제 어떠한 사유로 조회

를 하 는지 구체 인 기록을 하는지 등으로 정보보안, 

시스템 보안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거나 더 강화하여 지

속 으로 정보품질에 만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요하

다.

한 정보품질에 한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기 하

여 높은 품질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 조기퇴근, 

탄력근무제 등과 같이 이용자가 업무 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도입하는 등, 이용자의 정보품질

에 한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만족감을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요하다.

둘째, 카지노정보시스템의 시스템품질은 보안신뢰에 

유의수 에서 채택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무만족에

는 유의수 에서 채택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시스템이 쉽고 편리하게 속 가능하고 조작하기 쉬우며 

UI구성  시각 으로 뛰어나고 시스템의 오류율이 낮을

수록 보안신뢰도는 높아진다는 것이나 이 시스템품질 사

항들이 이용자의 직무만족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카지노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용자

의 만족도를 유지하거나 상승시키기 하여 시시각 으

로 변하는 상황에 한 UI, UX  메뉴 구성의 변경 작

업, 시스템 보안 강화 등으로 이용자의 편의성과 만족도

를 지속시키거나 높이기 한 지원이 매우 요하다. 

셋째, 카지노정보시스템의 서비스품질은 보안신뢰와 

직무만족에 유의수 에서 채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보시스템을 사용하기 한 한 교육과 사용 시 발생

하는 문제들에 한 처, 불편사항에 한 처 등이 원

활하고 활발할수록 보안신뢰와 직무만족도가 높아진다

는 것이다. 정보품질과 시스템품질과 직무만족과의 계

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직무만족에 한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은 시스템을 통한 이용자의 편의성 보다는 시

스템을 사용하기 한 시스템 리자  시스템 유지

리 규정 등이 이용자의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고 있다

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보시스템을 이용하기 한 제반 

차들을 탄탄하게 다지고, 시시각각으로 발생하는 상황

에 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처하는 것이 매우 요하

겠다. 

넷째, 카지노 정보시스템의 보안신뢰는 직무만족에 유

의수 에서 채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시스템

이 주는 정보가 높은 보안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으로 구

성되어 있고, 그럴수록 이용자들의 직무만족도가 높아진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의 보안 수 참여도를 높

이고 개인정보 유출에 하여 미리 처를 하며, 체계

인 속인증방식, 개인거래 내용의 기 성 유지 강화 등

을 통해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요하겠다. 

본 연구의 학문 ·실무  시사 은 다음과 같다. 국내 

카지노 산업은 세계 인 경쟁력  규모를 갖추고 있으

나 호텔정보시스템에 을 맞춘 연구가 주를 이루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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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카지노정보시스템을 시스템의 특성, 개인의 

특성, 그리고 사회  향 등을 이론  을 맞추어 연

구를 수행했다는 에서 학문  기여도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카지노정보시스템과 보안신뢰, 직무만족 간의 통

합 모델을 제안했다는 에서 향후 연구에 기반이 되는 

틀을 제공하 다. 그리고 실무  시사 은 국가가 규제

하고 리 감독하는 주된 항목인 CDD(고객확인제도: 

Customer Due Diligence)와 EDD(강화된 고객확인의

무:Enhanced Due Diligence), 고액 거래보고제도 

리(CTR), 의심거래보고제도 리(STR)등을 정보시스템

에 도입하 다는 에서 카지노 정보시스템만의 특징 

을 제공하 다.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 추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

다. 본 연구는 첫째, 카지노정보시스템 사용에 익숙할 것

으로 생각되는 제주도 소재 카지노의 직원들로 표본을 

한정하 다. 하지만 자료의 수집에 있어 좀 더 다양한 연

령 와 타 지역의 카지노 직원을 포함시키지 못하 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화하는 것에 있어서 한계

이라고 볼 수 있다. 한 측정도구는 설문지 기법을 사용

하 는데, 설문지 기법은 설문지의 내용과 응답자의 반

응에 따라 연구결과가 좌우된다는 것을 통제할 수 없다

는 한계 이 있다. 따라서 1:1 면담  찰 등의 탐색 ·

확인  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각각의 결과와 비교  타

당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요하겠다. 앞으로의 연

구에서는 다양한 연령   카지노 직원을 상 로 폭넓

은 연구를 수행한다면 좀 더 일반화가 가능한 연구결과

가 나올 것이다. 한 심층면 , 경험표집법 등을 활용하

여 연구결과의 타당성  신뢰성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

성이 있다. 

이에 향후 연구방향은 첫째, 카지노정보시스템의 요

한 변수인 정보품질, 시스템품질, 서비스품질, 보안신뢰

를 통합  확장해서 연구를 지속 으로 진행해야 된다. 

둘째, 국내외 학술지에서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카지

노 산업, 정보시스템, 호텔정보시스템을 통합 한 연구를 

지속 으로 진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매번 변화하는 

고객의 성향과 국가 고시내용으로 인하여 카지노정보시

스템의 지속 인 유지개선과 카지노정보시스템의 경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과 탈세 방지를 한 시스템

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1] Jung-chul Lee, Chul-ho Shin, “Prosperity of Korea 

Casino Industry”,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Publication, volume 8, issue 9, pp. 218-225. 

Anti-Money Laundering and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2010-3, 2010.

[2] Byung-ku Park,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Kangwon Land Casino on the Affected Regions and 

Its Development”, Korea University, Master’s 

Degree research paper, 2006.

[3] Hyung-sup Shin, Kyung-hoon Hahn, “A Study on 

the Effects of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Quality on Performance”, Hotel Resort Research, 

volume 4, issue 2, pp. 267-296, 2005.

   Hyung-sup Shin, Kyung-hoon Hahn, “A Study on 

the Effects of Hotel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Quality on End User's Satisfaction”,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publication, Korea 

Hotel Resort Association publication, volume 4, 

issue 2, pp 279-293, 2005.

[4] Joon-min Song, “(A) Study on Hotel Information 

Service Quality on User's Satisfaction Hotel Employer”, 

Donga University Master’s Degree research paper, 

2002.

[5] Hee-suk Park, “A Development of Service Quality 

Measurement Scales on Property Management 

Systems in Hotel.” Tourism Research, volume 18, 

issue 1, pp. 131-153, 2003.

[6] Kyung-chul Lee, Kyoo-yup Chung, Sung-woo 

Shim, “The analysis of the actual state of hotel 

information System (HIS) in domestic deluxe hotels 

with the application of Nolan growth stage model : 

Centered on deluxe hotel in Seoul”, Korea Academic 

Society of Hospitality Administration fall writing 

seminar, 2008.

[7] Sung-shik Shin, “The Effect of the Hotel 

Information System (HIS) quality on Acceptance 

Level and Personal &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volume 12, pp. 



정보시스템 성공요인이 카지노정보시스템의 보안신뢰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96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5 Oct; 13(10): 81-98

133-148, 2005.

[8] Hong-il Kim, Kyung-hee Hahn, “A Study in the 

Implementation of a Hotel Information System: 

focused on the IT infrastructure of super deluxe 

hotels in the Seoul area”, Tourism Information 

Research, volume 9, 189-223, 2001.

[9] Sun-kyung Hong, Yoon-kyung Kim, “Induced 

production analysis of Casino Industry in Singapore 

using Input-Output analysis”, Leisure Study 

Research, volume 10, issue 1, pp. 73-95, 2012.

[10] Jae-hwan Ba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Linux Server-Based Hotel Casino Information 

System”,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publication, volume 7, issue 3, pp. 79-86, 2007.

[11] Jong-bum Kim, “A Study on the Hazards of 

Domestic Citizen Permitted Casino and Promotion 

Policy of Casino Industry”, Social Sciences Studies, 

volume 26, issue 2, pp. 1-6, 2014.

[12] Il-yong Yang, “A Study on Alternatives for 

Tourism Vitalizations with a Consideration of 

Ecological Characteristics in Jeju International Free 

City”, Korea Tourism Research Association 

academic seminar presentation, pp. 295-310, 2003.

[13] Ong-kyu Lee, Eun-hee Kim, “Tourism Information 

System”, Daewangsa, 2010.

[14] Ministry of Culture and Sports, 2013.

[15] Jeju Special City posting # 2009-151, 2008

[16] 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posting # 2010-3, 

2010

[17] In-soo Jang, “A study on casino security 

management system based on methodist ISO27001”, 

Konkuk University Master’s Degree research paper, 

2014.

[18] Jung-bong, “e-tourism Information System” 

Hyunaksa, 2004.

[19] DeLone, W. H. and McLean, E. R., “Information 

System Success: The Quest for the Dependent 

Variable”,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pp. 60-95, 

1992.

[20] Jung-hyun Park, Jung-goon Kim, Jong-wook Kim, 

Hee-suk Lee, “Deriving an ASP Success Model: An 

Application to Small Businesses”, The Journal of 

MIS Research, volume 14, issue 1, pp. 43-58, 2004.

[21] Pitt, L. F., Watson. R. T. and Kavan, C. B., 

“Service Quality: A Measure of Information Systems 

Assessment, Information Systems Effectiveness”, MlS 

Quarterly, pp. 173-187, June 1995.

[22] DeLone, W. H. and McLean, E. R., “The DeLone 

and McLean Model of Information Systems 

Success: A Ten-Year Update”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pp. 9-30, 2003.

[23] Kyung-yoon Kim, Se-mok Yoon, “A Study of the 

Influence of Hotel Accounting System Quality on 

Users' Attitude and Management Performance”, 

Korean Academic Society of Tourism Management, 

volume 23, issue 2, pp.79-102, 2008.

[24] Sung-shik Shin, “A Study on the Quality of Small 

& Medium Business ERP on Performance of ERP”, 

International Accounting Research, volume 10, pp. 

183-197, 2004.

[25] Sam-kwon Chung, Hye-sung Min, Jung-woo 

Byun, “A Study on The Quality of the Information 

System in Tourism Industries and its Effects on 

Personal and Corporate Performance”, Korean 

Journal of Hotel Administration, volume 19, issue 3, 

pp. 1-19, 2010.

[26] In-soo Chung, “Quality Level Analysis on 

Construction CALS System”, Architecture Institute 

of Korea publication, volume 24, issue 12, pp. 

133-142, 2008.

[27] Bong-jin Ham, “Information Quality Satisfaction of 

Web Site User”,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volume 19, issue 3, pp. 169-190, 2004.

[28] Jung-hak Oh, Poong-lim Yook, “A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asino Employees̀  Empowerment, 

Self-Leadership, Commitment, Customer Orientation 

and Organizational Efficiency: Focused on Differences in 

Causal Effect Applied by multi-level SEM model”,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volume 13, 

issue 4, pp. 123-145, 2010.

[29] Hwi-kwun Chung, “A Study on Casino 

Customers' Selection Behavior Factor on Hotel 



Impacts of Success Factors of Information System on Trust of Security of Casino Information System and Job Satisfac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97

Industry”, Jeju University Business Management 

Graduate School Master’s Degree research paper, 

Jeju special city Casino Information facility, Jeju 

special governing region #2009-151, 2009.

[30] Seung-hwan Chung, “The Effect of Using of the 

Hotel Information System on the Service Quality” 

Journal of Hotel & Resort, volume 5, issue 2, pp. 

245-257, 2006.

[31] Eun-gon Lee, Ji-eun Choi, Ho-geun Lee, “The 

Role of Control Transparency and Outcome 

Feedback on Security Protection in Online 

Banking”, Information Systems Review, volume 14, 

issue 3, pp. 75-97, 2012.

[32] Cook & well, “British Organizational Commitment 

Scale revisited“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September 2002 pages, 

pp.39-375, 2002.

[33] Frank et al., “Security-related behavior of PC 

users in organizations“ Information and Management  

archive, volume 21, issue 3, pp. 127-135, 1991

[34] Ho-gyoon Kim, “Organization Trust, Superior 

Trust and Organization Efficiency”,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volume, 2008.

[35] Eun-ok Park, Gi-han Chung, “The Relationship 

among Internal Marketing, Organizational Trust,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Manufacturing Industry”, Industry Innovation 

Research Lab, volume 4, issue 4, pp. 221- 257, 2011.

[36] Gun-gwun Shin, “The Impact of Perceived 

Security of HTS on the User Trust, Intention to 

Adopt and Actual Usage”, Industrial Education 

Research, volume 25, issue 4, pp. 184-204, 2011.

[37] Jeung-ho Ahn, Gyoo-chul Choi, Gi-moon Sung, 

Jae-heung Lee, “A Study on the Impact of Security 

Risk on the Usage of Knowledge Management 

System : Focus on Parameter of Trust”,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volume 15, issue 4, pp. 144-163, 

2010.

[38] Gee-ho Chung, “Perceived LMX of Information 

Company Employees Impact on Organizational 

Trust, Supervisor Trust, and Job Satisfaction”, 

Business Administration Education Research, 

volume 56, pp. 271-287, 2009.

[39] Sun-mi Chung, Gang-shik Kim, “The Effects of 

the Servant Leadership on the Leader Trust and 

Organizational Trust”, The Sogang Journal of 

Commerce, volume 26, issue 4, pp. 58-75, 2008.

[40] Hoon Chung Jin-hyung Kang, “The Effect on 

Professional Ethic, Organizational Trust and Job 

Satisfaction among Private Security Guard”, Korea 

Security Service System publication, volume 37, 

issue 9, pp. 9-28, 2013.

[41] Hae-sook Shin, “Impact of Internal Marketing on 

the Job Satisfaction, Customer Orientation”, Hotel 

Administration Research, volume 17, issue 3, pp. 

103- 115, 2008.

[42] Hoppock, R, “Job Satisfaction”, New York: Harper, 

1935.

[43] Porter, “The Effect of Performance on Job 

Satisfaction”, Industrial Retaions: A Journal of 

Economy and Society, pp. 20-28, 1967.

[44] Bentley, R., & Rempel, A., “Purdue teacher 

opinionaire. West Lafayette, IN: Purdue Research 

Foundation.”, 1970.

[45] Goodhue, D. L., and Straub, D. W., "Security 

Concerns of System Users: A Study of  Perceptions 

of the Adequacy of Security Measures," Information 

& Management (20:1), pp. 13-27, 1991.

[46] Yang-kyu Park, Mi-young Lee, Young-il Woo, 

“Ca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ork as performance predictors?”, Business 

Administration Research, volume 55, pp. 291-305, 

2009.

[47] Yi-sang Chung, Sun-ae Choo, Dong-ho Lee, “A 

Study on Relation between Woman Employee`s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Freight Forwarders”, Accounting and Book 

Keeping Research, volume 35,

[48] Seung-hoon Shing, “Coffee Speciality Shop 

Employee and the Effects of Brand on Work 

Satisfaction and Customer Orientation”, Tourism 



정보시스템 성공요인이 카지노정보시스템의 보안신뢰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98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5 Oct; 13(10): 81-98

Research, volume 27, issue 2, pp. 301-318, 2012.

[49] In-jae Lee, Sung-woo Kim, “A Study on 2, pp. 

1-25, 2012.

[50] Ung-min Cho, Sun-ro Lee, “In the u-Work 

Environment, Research on The Effects of an 

Information System on the Work Satisfaction and 

Work Performance”, Korea Businessum, volume 1, 

pp. 363-369, 2008.

[51] Howell, J. M., & Higgins, C. A. (1990a), Champion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5, 317-341 

    Howell, J. M., & Higgins, C. A. (1990b), Champions 

of change: Identifying, understanding, and 

supporting champion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Organizational  Dynamics, 19, pp. 40 - 55.

    Howell, J. M. & Higgins, C. A. (1990c), Champions 

of change. Business Quarterly, 54(4), pp. 31-36.

[52] Wynne Chin, “Commentary: Issues and Opinion 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is Quarterly 

volume 22 No 1, pp.7-16, 1998. 

[53] Wixom, B. H., Watson, H. J.,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e factors affecting data 

warehousing success”, MIS Quarterly, 25:1, pp. 

17-4, 2001.

[54] Fornell, C., Larcker, D. F.,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 (1), 39-50, 1981.

이 대 근(Lee, Dae Kun)
․2008년 2월 : 남서울 학교 컴퓨터

학과(공학 학사)

․2014년 8월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법학사)

․2015년 2월 : 건국 학교 로젝트 

리  기술경 과(경 학 석사)

․ 심분야 : IoT, MOT, 정보시스템

․E-Mail : soju3607@naver.com

김 용 재(Kim, Yong Jae)
․1979년 2월 : 서울 학교 경제학 학

사

․1983년 5월 : Stony Brook 

University, 경제학 석사

․1983년 8월 : University of Kansas, 

산과학 석사

․1996년 5월 : University of 

Washington, 경 학 박사 (정보시스템 공)

․2000년 1월 ∼ 2002년 5월 : University of Colorado, Denver 

경 문 학원 조교수

․ 재 건국 학교 경 학 경 정보학과 교수

․E-Mail : yjaekim@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