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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스템 성공요인  카지노 보시스템  보안신뢰  

직무만  통해 경 성과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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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는 내  카지  용  한 카지  정보시스  과  악하고, 들 들  조

직 신뢰  직무만족  통하여 경 과에 향  미치는 과 계  실 적 로 검 하여, 카지  정보시스  

전 안  제시하고  한다. 연 결과 첫째, 정보 품질  보안 신뢰  직무 만족에  수 에  채택되는 것 로 

나타났다. 둘째, 시스  품질  보안신뢰  직무 만족에  수 에  채택되는 것 로 나타났다. 째, 비스 품

질  보안 신뢰  직무 만족에  수 에  채택되는 것 로 나타났다. 째, 보안신뢰는 직무만족에  수 에

 채택되는 것 로 나타났다. 다 째, 보안 신뢰  직무 만족  경 과에  수 에  채택되는 것 로 나타났

다. 향후 연  향  본 연  각 변수들  확 하여 연  지 적 로 진행해야 하 , 카지  정보시스  경

 과  다 향 로 할 수 는 과 탈  지  한 시스  하는 연 가 필 할 것 다.

주제어 : 카지  정보시스 , 보안, 정보 보안, 직무만족, 경 과.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performance factors of casino information systems for foreigners, empirically 

examined the causal relation between these factors and the business performances through organizational trust 

and job satisfaction and suggested a direction to enhance the casino information system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firstly, information quality impacted positively on security reliability and job satisfaction. 

Secondly, system quality impacted positively on security reliability and job satisfaction. Thirdly, service quality 

impacted positively on security reliability and job satisfaction. Fourthly, security reliability impacted positively 

on job satisfaction through security reliability. Lastly, security reliability and job satisfaction impacted positively 

on business performance. This research must be continued by expanding upon the variables of this research 

study, and there is a need for follow up research on methods that can analyze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casino information systems from a diverse set of approaches and also research that conducts an analysis on 

systems that are implemented to prevent tax eva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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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최 카지노는 사회 상류층의 사교, 오락용(도박)등의

공간에서 과거 국왕의 제원조달을 목 으로 공인 되었다

가 재는 단순히 게임이 아닌 리조트·테마 크·컨벤션

을 결합한 종합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 그 효과는 타 산업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나타

나며 지역경제를 일으켜 막 한 외화를 벌어들이는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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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을동시에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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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만족, 그리고 경 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

들에 한 인과 계를 실증 연구하고 카지노 정보시스템

구축 활용 발 방안을 제시 한다. 이를 해 본 연구

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카지노정보시스템의 보안신뢰

와 직무만족을 통해 경 성과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

인들을 악하고, 국내 카지노정보시스템 품질 강화 방

안에 해 략 인 것을 제언 한다. 나아가, 카지노에 특

화된 정보시스템이 가지는 특성, 카지노 기업 직원의 서

비스 품질확보 등을 복합 으로 살펴보며 이로써 보안신

뢰와 직무만족이 경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해서도 제

언 한다.

2. 론적 경 

2.1 카지  산업  달

카지노는 이탈리어어로 <작은집>을 뜻하는 ‘카자

(Casa)’에서 유래되었으며 본디 르네상스시 귀족소유

의 사교, 오락용( 스, 당구, 도박 등)의 별 을 가리킨다.

카지노(Casino)의 사 의미로는 ‘춤, 음악 따 의 오

락 시설을 갖춘 공인 도박장. 룰렛이나 카드놀이 따 를

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카지노는 유럽 귀족들의

사교 목 으로 17 ~ 18세기부터 시작되었다가, 1930년

미국에서 본격 인 카지노 산업의 틀을갖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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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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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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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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Domestic Casino Supplier Status 

(2013.5.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tandard)

2.2 카지 정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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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  정보시스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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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  정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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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카지 정보시스  슬롯 신

슬롯머신은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 머신을 이용한 데

이터를 모두 취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장, 리하는

메뉴로, 24시간 보안 리를하며, 각 기기의데이터를 조

회, 장, 삭제를 할 수 있으며 게임 발생하는 모든 상

황에 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기능을 제공한

다[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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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카지 정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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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 정보시스  블 게 ,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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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 정보시스  블 리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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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 정보시스  고객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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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입장한고객까지검색, 조회하는기능을제공한다[15].

2.2.8 카지 정보시스  칩스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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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 정보시스  카운트룸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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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 정보시스  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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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 정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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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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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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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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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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카지노정보시스템”은United Technologies

Corp 부설의 International Fuel Cells의 카지노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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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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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시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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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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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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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asino Info System-Wide Configuration(2014.01. Mycomsoft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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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개인 성과와 조직성과를 성과로 통일함으로써 최

종 수정된 성과모델을 [Fig. 4]에 제시 하 다.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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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성과는 경 성과로 보았다. 구자환·정호원

(2007)연구에서는 정보시스템 품질은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서비스 품질로 구성 되며 정보시스템 품질이 높으

면 사용자 만족도와 정보시스템 유용성이 커져 성과 향

상, 즉 경 성과를 향상시킨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재식(2010) 연구에서는 기업이 정보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고객 행동을 이해하고 고객에게 향을 주기 한

체계 인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기업 경 성과에 유의 수

에서 채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지노 정보시스템 역시 정보시스템이기에, 정보시스

템 성공 요인이 보안신뢰와 직무 만족을 통한 경 성과

에 한 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Delone

& McLean 모형은 카지노 정보시스템의 성공 요인을 설

명하는데 아주 유용한 모델로 합하다.

한편, 몇몇 연구에서 Delone & McLean 모형을 용

한, 카지노 산업 는 일반 인 정보시스템과 련된 연

구들은 있었지만, 카지노 정보시스템을 직 으로 연구

한 논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김종범,2014; 박병기,2006;

배재환,2007; 오정학·육풍림,2010; 이웅규·김은희, 2010),

[2,10,11,13,28].

3. 연  형  가  정 

3.1 연  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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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만족을 통하여 경 성과에 어떠

한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 모형은 정

보시스템 성과 모델을 기반으로 카지노정보시스템이 보

안신뢰와 직무만족을 통해 경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모형을 설계하 다. 구체 으로 카지노정보시스템 경

성과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품질, 시스템품질, 서

비스품질이 매개변수인 보안신뢰, 직무만족을 통해 종속

변수인 경 성과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다음과 같이 모형을 설계하 다.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은

[Fig. 4]와 같다.

[Fig. 4]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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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  가  정

3.2.1 카지 정보시스  경 과 향

재 국내 카지노의 부분은 카지노 별도의 업장

으로 운 하기 보다는 호텔 내에 치해 있어 호텔을 방

문하는 외국인 고객들이 자연스 유입되도록 함과,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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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노 이용과 호텔에서의 휴식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29]. 그리고 카지노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부

분이 카지노 소재 호텔을 이용함에 따라, 업무상 편의성

과 신속성 등이 뛰어 나기 때문에 호텔과 카지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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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만족이 경 성과의 미치

는 향요인으로 정보품질, 시스템품질, 서비스품질의 세

가지 요인을 호텔정보시스템 카지노정보시스템에 비

추어 논의 제시 하고자 한다. 이들 향요인들이 보안

신뢰와 직무만족이 경 성과의 미치는 향에 한 연구

가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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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신뢰, 직무만족 그리고 카지 정보시스

경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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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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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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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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템성과 모델 사용 혹은 사용의도를보안신뢰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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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까지 언 한 바와 같이 각각의 연구에서 주요하

게 다룬 신뢰의 의미 모두가 직무 만족에 향을 미치듯

이 본 연구에서 말하는 보안신뢰 한 직무만족에 향

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진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

서는 카지노정보시스템 경 성과 향요인으로 보안신

뢰와 직무만족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H7: 카지노정보시스템 이용자의 보안신뢰가 직

무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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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H8: 카지노정보시스템 이용자의 보안신뢰가 경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9: 카지노정보시스템 이용자의 직무만족이 경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4. 연  

4.1 연 변수  조 적 정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도출된 정보시스템

성공요인이 카지노정보시스템의 보안신뢰와 직무만족을

통해 경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개념 정의를 내

리고 선행연구자들의 측정항목을 수정하여 연구문항을

구성하 다. 독립변수인 카지노정보시스템의 경 성과

의 향요소는 정보품질, 시스템품질, 서비스품질의 요인

으로 정의하 고, 매개변수는 보안신뢰, 직무만족이며,

종속변수는 카지노정보시스템 경 성과이다.

Research

Variables

Compos

ition

Concept

Survey Contents
Related

Research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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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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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The Manipulative Definition Of Variables

And The Measured 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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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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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urity

Trust

(ST)

ST1

The users of the Information

System have a higher level of

participation regarding security

issues.

Delone &

McLean(20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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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tisfaction

(JS)

JS1

The departments and managers

that used the Information

System were overall satisfied.

Delone &

McLean(200

3),

Jung-hyun

Park and

other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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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표본 정  료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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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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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검   결과 

5.1 표본  술적 특징

<Table 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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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2

Work was less intimidating for

employees when using the

Information System. (including

new employees)

Joo-yun

Lee(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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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related)

JS5

Users were overall satisfied with

the work protocols of the

Information System.

JS6
User work time was reduced

using the Information System.

Business

Outcome

(BO)

BO1

Organized by the use of

information

systems management that there

are a good level of a casino.

Delone &

McLean(200

3),

Jung-hyun

Park and

others

(2004),

Joo-yun

Lee(2004)

BO2

Casino system than I've

improved

customer satisfaction with the

use of information.

BO3

Seems the casino growth in

sales, helpful information

systems a casino.

BO4

Increased delegation of authority

by the use of a width of the

information systems a casino.

BO5

Casino turnover of the members

of the use of the information

systems has decreased.

BO6

Casino operations with use of

information systems by reducing

the number of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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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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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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Sampl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5.2 측정 형(Measurement Model)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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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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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렴타당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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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    타당  

신뢰성검증을 해클론바흐알 (Cronbach’s Alpha)값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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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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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iness Outcome(BO) 0.971 9.849

<Table 4> The Final Verification Of The Inner 
Consistency Through The CSRI 
(Comprehensive Factors Of Reliability
Index) Of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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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형에 포함되어 있는 각 변수들의 측정항목에

한 개념 타당성을 알아보기 해 수렴 타당성과 별

타당성을 조사하 다. 이를 해 각 측정항목과 련 변

수와의 요인 재값과 다른 변수와의 교차요인 재값을

구하여 <Table 5>에 정리하 다. <Table 5>에서 보듯

이 각 측정항목의 해당 변수에 한 요인 재값이 모두

0.7이상이므로 이는 수렴 타당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

이다.

IQ SQ SVQ ST JS BO

IQ1 0.971 0.953 0.931 0.938 0.931 0.941

IQ2 0.984 0.971 0.950 0.958 0.946 0.964

IQ3 0.964 0.955 0.934 0.941 0.933 0.938

IQ4 0.908 0.888 0.879 0.890 0.872 0.872

IQ5 0.914 0.895 0.890 0.888 0.893 0.888

IQ6 0.891 0.862 0.864 0.863 0.865 0.861

SQ1 0.899 0.931 0.895 0.894 0.898 0.901

SQ2 0.926 0.949 0.907 0.925 0.917 0.926

SQ3 0.919 0.946 0.925 0.920 0.924 0.920

SQ4 0.897 0.898 0.877 0.887 0.866 0.883

SQ5 0.926 0.917 0.893 0.902 0.892 0.896

SQ6 0.901 0.930 0.917 0.918 0.908 0.919

SVQ1 0.881 0.885 0.910 0.868 0.864 0.884

SVQ2 0.912 0.906 0.948 0.918 0.927 0.920

SVQ3 0.904 0.902 0.936 0.907 0.914 0.904

SVQ4 0.893 0.905 0.902 0.909 0.898 0.916

SVQ5 0.864 0.865 0.890 0.855 0.883 0.871

SVQ6 0.883 0.899 0.932 0.906 0.919 0.904

ST1 0.921 0.914 0.897 0.942 0.911 0.909

ST2 0.930 0.940 0.924 0.964 0.941 0.936

ST3 0.899 0.896 0.886 0.918 0.913 0.892

ST4 0.858 0.864 0.884 0.883 0.866 0.882

ST5 0.891 0.896 0.897 0.914 0.879 0.899

ST6 0.907 0.922 0.915 0.936 0.920 0.919

JS1 0.930 0.935 0.944 0.924 0.959 0.933

JS2 0.941 0.948 0.948 0.949 0.970 0.946

JS3 0.901 0.900 0.910 0.913 0.933 0.921

JS4 0.856 0.856 0.868 0.855 0.885 0.861

JS5 0.882 0.887 0.895 0.909 0.917 0.879

JS6 0.905 0.913 0.929 0.927 0.941 0.919

BO1 0.878 0.883 0.879 0.889 0.873 0.930

BO2 0.923 0.920 0.916 0.929 0.910 0.951

BO3 0.942 0.944 0.952 0.944 0.944 0.954

BO4 0.879 0.888 0.901 0.886 0.886 0.893

BO5 0.821 0.824 0.823 0.834 0.832 0.854

BO6 0.916 0.938 0.934 0.921 0.93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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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VQ: Quality of service ST: Security and trust,

JS: Job satisfaction　BO: Business outcome

<Table 5> In The Final Study, The Value Of The 

Variable, The Value Of The Load 

Factor And Load Factors Inters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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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안한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값을 사용하 다. <Table 6>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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 (IQ) (JS) (SQ) (ST) (SVQ)

(BO) 0.921

(IQ) 0.970 0.939

(JS) 0.974 0.966 0.935

(SQ) 0.977 0.981 0.970 0.929

(ST) 0.978 0.973 0.977 0.977 0.927

(SVQ) 0.979 0.967 0.980 0.972 0.97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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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 Busine Outcome

<Table 6> In The Final Study, The Value Of The 

Variable Determines The Validity 

Verification Via AVE(Average dispersion 

extraction)

5.2.2 조 형(Structur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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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과 같다.

먼 , 경 성과 요인과 련된 가설 결과를 살펴보면,

카지노정보시스템 이용자의 정보품질과 보안신뢰와의

가설(H1)은 유의수 1%에서 채택되었으나 카지노정보

시스템 이용자의 정보품질과 직무만족과의 가설은 기각

되고 있다(H2). 카지노정보시스템 이용자의 시스템품질

과 보안신뢰와의 가설(H3)은 채택되었으나 시스템품질

과 직무만족과의 가설(H4)은 기각되고 있다. 이후 카지

노정보시스템 이용자의 서비스 품질에 한 보안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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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5), 직무만족(H6), 그리고 카지노정보시스템 이용자의

보안신뢰에 한 직무만족(H7), 보안신뢰에 한 경 성

과(H8), 직무만족에 한 경 성과(H9) 모두 유의수

1%에서 채택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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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8
security trust→

business outcome
0.585 5.891 0 accepted

H9
job satisfaction→

business outcome
0.402 4.055 0 accepted

<Table 7> Path Analysis Results And The Hypothesis

adopted, Whether (One-Tailed)

[Fig. 5] Structure Model Analysis

6. 결론  시사점 

본 연구는 카지노정보시스템과 이 시스템의 성공요인

들에 해 악하고 이들 요인이 보안신뢰,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한 인과 계를 실증 연구하

고 그에 잇따른 보안신뢰와 직무만족이 경 성과에 향

을 미친다는 것을 연구 하 다. 이를 통해 정보시스템 성

과 모델(IS Success Model) 이론의 주요 변수들을 용

한 연구모형을 제시하 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실증

으로 검증하기 해 카지노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경험

이 있는 제주도 소재 외국인 용 카지노 직원들을 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본 연구의 학문 ·실무 시사 은 다음과 같다. 국내

카지노 산업은 세계 인 경쟁력 규모를 갖추고 있으

나 호텔정보시스템에 을 맞춘 연구가 주를 이루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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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성

과 간의 통합 모델을 제안했다는 에서 향후 연구에 기

반이 되는 틀을 제공하 다. 그리고 실무 시사 은 국

가가 규제하고 리 감독하는 주된 항목인 CDD(고객확

인제도: Customer Due Diligence)와 EDD(강화된 고객확

인의무:Enhanced Due Diligence), 고액 거래보고제도

리(CTR), 의심거래보고제도 리(STR)등을 정보시스

템에 도입하 다는 에서 카지노 정보시스템만의 특징

을 제공하 다.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 추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

다. 본 연구의 한계 은 첫째, 카지노정보시스템 사용에

익숙할 것으로 생각되는 제주도 소재 카지노의 직원들로

표본을 한정하 다. 하지만 자료의 수집에 있어 좀 더 다

양한 연령 와 타 지역의 카지노 직원을 포함시키지 못

하 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화하는 것에 있어서

한계 이라고 볼 수 있다. 한 측정도구는 설문지 기법

을 사용하 는데, 설문지 기법은 설문지의 내용과 응답

자의 반응에 따라 연구결과가 좌우된다는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한계 이 있다. 따라서 1:1 면담 찰 등의

탐색 ·확인 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각각의 결과와 비

교 타당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요하겠다. 앞으

로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 카지노 직원을 상

로 폭넓은 연구를 수행한다면 좀 더 일반화가 가능한 연

구결과가 나올 것이다. 한 심층면 , 경험표집법 등을

활용하여 연구결과의 타당성 신뢰성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향후 연구방향은 첫째, 카지노정보시스템의 요

한 변수인 정보품질, 시스템품질, 서비스품질, 보안 신뢰,

직무 만족을 통합 확장해서 연구를 지속 으로 진행

해야 된다. 둘째, 국내외 학술지에서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카지노 산업, 정보시스템, 호텔정보시스템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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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를 지속 으로 진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매번

변화하는 고객의 성향과 국가 고시내용으로 인하여 카지

노정보시스템의 지속 인 유지개선과 카지노정보시스템

의 경 성과를 다 방향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과 탈세

방지를 한 시스템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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