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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보보호의 통제활동(물리적 보안, 관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과 정보 활용
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갖고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보호 통제활동(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관리적 보안)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물리
적 보안, 기술적 보안, 관리적 보안요인이 조직유효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둘째, 정보보호 통제활동(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관리적 보안)이 정보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기술
적 보안, 관리적 보안요인이 정보 활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셋째,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보호 통제활동(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관리적 보안)이 정보 활용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정보보호 통제활동(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관리적 보안)과 정보 활용의 상호작용 변
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한 모델의 설명력은 50.6%로 4.1%가 추가적으로 증가하였고, 추가적으로 투입된 상호작용 변수
들 중에는 물리적 보안과 정보 활용의 상호작용 요인(β = .148, p < .01), 관리적 보안과 정보 활용의 상호작용 요인(β
= .196, p < .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p < .01), 정보 활용은 통제활동 중 물리적 보안, 관리적 보안 
요인과 조직유효성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시사해 주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활동으로서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요인이 정보활용 정도에 따라 
조직유효성에 매우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제임을 입증시켜 주었다. 이는 정보보호 통제활동에 있어서 물리
적, 기술적, 관리적 보안요인이 모두 효율적으로 잘 수행될수록 정보활용 또한 높고 효율적으로 통제되고 정보활용이 
조절 되는 것으로 나타내 이들 세 가지 요인 모두 유용한 정보활용을 위한 변수임을 실증해 주었다. 이 실증된 정보활
용의 조절정도나 난이도에 따른 정보보호를 위한 조직효율성에서 종사자의 내부 고객만족과 정보관리의 효율, 위험리
스크 감소에 매우 유의적인 성과를 나타내 주는 촉진기제로서 작용함을 시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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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그동안 정보보안에 한 연구는 외부의 공격으

로부터 내부의 정보자원을 안 하게 지키고자 하

는 요인에 집 되어 왔다. 그러나 정보화 역기능에 

응하기 해서는 침입차단 시스템(Firewall), 침

입탐지 시스템(IDS : Intrusion Detection System) 

 침입방지 시스템(IPS : Intrusion Prevention Sys-

tem), 웹 방화벽(WAF : Web Application Firewall) 

등 다양한 정보보호 솔루션과 함께 리속성으로 

다양한 통제요인이 함께 용되어야 기  이상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재 운 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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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정보보호 활동이 외부 공격자에 비한 

방어 주의 시스템 보안에만 치 되어 있다. 그러

나 정작 요한 것은 권한을 가진 리 내부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자료 유출에 해서 소홀하게 

처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행정안 부, 2008). 

지 까지의 정보보호  활용과 통제에 련된 선

행연구를 보면 정보보호에 한 법률․제도  

는 기술  연구, 경제  효용연구 등이 주류를 이

루고 ITU(2002), 한국산업기술보호 회(2008), 행

정안 부(2008) 한 사이버공간을 이용하는 사람

들의 정보윤리의식에 한 교육의 필요성만 시

함을 주장하여 왔다.

특히, ｢2008 CSI Computer Crime and Security 

Survey｣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보안 사고 에서 

컴퓨터 바이러스가 50%(1 ), 내부자에 의한 것이 

44%(2 )로 조사되어 내부자 리 소홀에 따른 보

안 리의 심각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국가정보원, 

2008).

이 같은 사례는 정부, 공공기  뿐만 아니라 기

업의 정보보호에 련해서도 수많은 유출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각심을 높이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즉, 2008년 한 해에 발생한 기업 정보 유

출 사건으로 소송에 참가한 이들이 20만여 명에 

이르고, 옥션, GS 칼텍스, 하나로 텔 콤을 상 로 

한 총 청구액이 2,100억 원 에 달할 정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내부 정보 유출 등 기  자

료 유출로 인한 피해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보 보호는 간과할 수 없는 핵심 요소로 조직이 

소유하고 있는 정보가 언제 어디서든 유출될 수 

있으며, 하게 보호되지 못하는 정보로 인해 막

한 피해를 볼 수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상황에서 볼 때, 조직내부 정보자산의 유출에 

따른 보호는 요한 조직의 안으로 떠오르고 있

다(이상 , 2008).

조직 내부에서 증가하는 보안 을 효율 으

로 리하고 통제하기 해서는 주로 사용하는 바

이러스 방 로그램이나 침입통제 같은 기술  

측면에만 의존해 여 히 정보유출의 가능성을 남

겨두는 실을 고려할 때, 이를 보완하기 해서는 

보안 에 한 개인 행동이나 보안 기술을 사

용하는 조직 구성원에 한 물리  통제와 리  

통제가 병행되어야 한다(Goodhue and Straub, 

1991; Straub and Welke, 1998; Holmes, 2001; 

Taher, 2001; 홍기향, 2003; 선한길, 2005; 손달호, 

2005; 서보 , 2006; 이상 , 2008; 한국정보사회진

흥원, 2008; 행정안 부, 2008). 즉, 안 하게 내부 

조직의 정보와 시스템을 보호하기 해서는 기술

인 측면보다 리  측면과 물리  측면에서 효

과 인 보안 정책을 세우고 이를 조직 구성원들이 

실행할 수 있는 속성을 규명하여 자사에 맞게 동

기 부여를 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보호에 한 종합 인 

에서 내부 정보유출이 증하고 있는 최근 상

황에서 이를 효과 으로 리, 통제하려는 고유 속

성에 한 정보보호에 한 연구를 한 단계 발

시킨 연구가 되기 해 정보보호 통제활동에 한 

정부, 공공기 , 민간기업의 사용자와 리자간 기

 유형별 정보활용 수 에 따른 조직유효성에 미

치는 향력을 밝히는데 본 연구의 목 을 갖는다.

2. 이론  배경

2.1 정보보호를 한 통제활동 요인

정보보호 활동의 요성은 평소에는 잘 부각되

지 않는다. 그러나 단 한차례라도 기업비 이 유출

이나 바이러스 는 해킹 공격으로 인해 모든 일

이 삭제된 경험이 있는 기업들은 그 필요성을 감

하게 된다(이상 , 2008). 이와 같은 정보자산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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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응하기 한 정보보호 활동은 물리 , 운 , 

기술 으로 주요 정보자산에 한 근 제한을 통

한 통제  과 이의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 성, 무결성, 가용성을 확보하는 가장 요한 

통제 방안은 정보에 한 인가된 사람에게 근을 

허용하는 것이다. 인가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근

을 통제하는 물리  통제, 네트워크, 응용 시스템에 

한 기술  근통제  외부인의 불법 인 근시

도와 내부 련자들의 부주의나 고의 인 행동에 

의해 불법 근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

다. 이러한 불법  근에 의한 마지막 보호 수단

인 암호화 등의 기술  통제, 정보보호 정책에 의

거하여 하게 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통

제활동인 리  통제외에 사내외출입 통제 등의 물

리  통제 등으로 별된다(Goodhue and Straub, 

1991; Straub and Welke, 1998; Holmes, 2001; Ta-

her, 2001; 홍기향, 2003; 선한길, 2005; 손달호, 2005; 

서보 , 2006; 이상 , 2008;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8; 행정안 부, 2008).

2.1.1 물리  통제요인

물리  통제요인은 시설  출입보안의 첫 단계

인 수립된 보안 정책에 따라 한 보안구역을 

구획, 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내 지역을 제한

구역, 통제구역으로 구분하여 인원의 출입, 산매

체  정보자산 설비의 사용, 반출, 반입에 해 차

등을 두어 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임직원, 

사내 상주 력업체, 외래 방문객 등 인원에 따라 

법한 물리  보안 리 수단이 주요 상이 된다

(Solms, 2001).

2.1.2 기술  통제요인

정보보호 활동  기술  통제 활동은 범  하

지만 시스템 보안과 네트워크 보안 분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시스템보안은 암호화를 통한 

일이나 데이터의 안 한 장 외에 시스템 근

권한 제어, 계정 리, 사용자 권한 리, 작권보호, 

바이러스 보안, 소 트웨어 검사, 데이터베이스 보

안 등이 포함된다(Post and Kagan, 2000).

재 모든 기업과 기  등이 주요 보안 솔루션으

로써 방화벽, VPN, IPS, Anti-Virus, Anti-Spam, 

네트워크 속 리(NAC), 기타 Contents 보안 제

품 등이 구축되어 각종 정보자산을 보호하고 있다

(이상 , 2008). 

2.1.3 리  통제요인

정보보호 활동  리  통제활동은 변하는 

조직환경에서 운 의 필요사항과 변화하는 우선

순 , 과거에는 상치 못한 새로운 과 취약

을 고려하고 도입된 통제방식이 수립된 정보보호 

정책에 의거하여 하게 운 되고 있는지를 확

인하는 통제활동을 말한다(박태완, 1997).

정보보호 상범 , 통제활동 등 정보보호 정책 

 표 의 문서화, 조직내부 모든 구성원  조직

과 업무계약을 맺은 외부사업자들에 한 정보보

호정책과 표 에 한 지침 배부, 정보보호 정책에 

의거한 물리 , 기술  통제활동 운 의 성 확

인, 시스템 개발  운 , 유지보수 수행시 정보보

호 통제활동 반 , 정보보호 정책 반시 한 

징계 차 수행, 정보보호 통제활동 련 이슈사항 

조정 원회 등을 활용한 통제조직 운  등을 들 

수 있다(Forte, 2002).

2.2 정보활용

정보보호도 결국 극 인 내부 정책에 의해 어

느 정도 정보 가치의 활용정도에 따라 활용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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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질 수 있는데 이들 련 요인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보호 정책수립으로 정보보호 정책이

라 함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비   정보를 다

양한 으로 부터 보호하고, 불법 인 정보유출

을 사 에 방하여 회사의 가치  정보의 손실

을 하되 한편으로는 보호도 하면서 극 인 활용

을 한 기업의 정책을 규정한 것이다. 정보보호 

정책은 최고 경 자에 의한 승인을 반드시 필요로 

하며 경 자는 조직 반에 걸쳐 정보보호 정책이 

효과 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책방향

과 원칙을 제시하고 그 의지를  조직원에게 주

지시켜야 한다(석호익, 2001).

둘째, 내부정보 활용에 따른 인 보안으로 기업

비 이 유출되는 경로가 아무리 다양하고 첨단화

되어 있다고는 하나, 그 정보 유출의 주체는 사람

일 수밖에 없다. 한 핵심 기 유출의 80% 이상

은 내부자의 소행이라는 에서 주요 정보의 비

리를 해서 인원보안의 요성은 두말 할 나

가 없다(이상 , 2008). 하지만 기업의  임직원들

을 모두 잘 리할 수만 있다면 무나도 좋겠지

만 사실 이는 제 로 내부 인 보안을 하지 않는

다는 말과도 같다. 따라서 우선 으로 효율 , 체

계 인 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다음은 기업의 정보를 다루거나 취 하는 

요도에 따라 등 을 구분하여 해당 등 에 맞는 

인원 리가 이루어져야 한다(WEF, 2002).

셋째, 인원보안을 임직원, 력업체, 퇴직자 

리로 크게 구분해서 살펴보면 먼  임직원들에게

는 기업의 비 과 정보자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

며 기업은 임직원의 비 보호 의무를 확인/이행토

록 하기 해 비 유지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비

유지서약서는 취 하는 기업비 의 요도에 따

라 정하게 구분하여 작성, 리 하여야 하며 교

육 등을 통해 기업비  수의 의무와 비 보호의 

목 , 수사항 등을 지속 으로 인식시켜야 한다. 

임직원을 통한 정보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책은 

기업과 임직원의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근하여

야 한다. 

넷째, 활용에 따른 변화와 사후 리로 정보보호

도 Process의 에서 근해야만 한다. 정보자

산 리를 해서는 많은 리 항목들이 존재하는

데 이러한 리 항목들은 Process화 되어 있어야 

하고 그 Process는 효율 이어야 한다. 그래서  

다른 취약성이나 정보유출의 가능성이 없도록 완

벽한 통제와 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변화 리란 Process화 되어 있는 리항목들을 

지속 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완벽한 수 의 통

제/ 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다. 이

를 해 각종 리항목들에 한 Process 수립  

정성 여부를 지속 으로 Check해야 하며  다

른 신규 험 요소 식별/분석  개선노력이 뒤따

라야 한다.

체 으로 사후 리에 있어 정보보안 진단을 

통해 정보보안 활용이 기업의 보안정책에 따라 효

과 으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를 검하기 해 정

기/불시/야간/특별진단 등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

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정보보안의 요소를 제거

하고 개선 책을 수립하여 향후 정책에 반 함으

로써 정보보호 수 을 향상시켜야 한다.

2.3 조직유효성

조직의 유효성은 조직목표에 한 이해에서 출

발하여 조직의 목표달성 정도로 정의될 수 있다

(Etzioni, 1964). 한 조직목표는 조직이 실 하고

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이며, 조직유효성은 조직이 

실 하고자 하는 상황을 얼마나 잘 달성하는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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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문제일 것이다. 조직성과 혹은 조직유효성은 사용

하는 학자에 따라 혹은 조직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재 조직에 있어서 조직이 얼마나 유효한가를 

나타내는 조건을 규명하는 것이 조직 연구의 요

한 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직유

효성의 개념은 아직도 발  단계에 있으며 수많은 

조직유효성에 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개념, 결정

요인, 평가 척도에는 합의된 견해가 없어 ‘조직유

효성의 정 ’이라고 불리기도 한다(Miles, 1980).

조직유효성의 개념을 논의할 때 가장 먼  고려

해야 할 사항 의 하나가 능률의 개념이다. 일반

으로 능률은 목표를 달성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

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유효성을 

형태론  에서의 정보통제에 따른 고객만족, 

정보 리  험리스크 감소 등을 조직유효성의 

으로 한다.

3. 연구방법

3.1 분석의 틀

본 연구의 기본 모형은 정보보호 리  통제활동

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는 데 있다. 

기본 연구모형에서 리활동은 Hone and Eloff 

(2002)와 Pastore(2003)의 아키텍처 구성과 정보자

산 분류 식별, 험 리분석, 구성원 인식교육의 

네 가지 요인을 반 하고 통제활동 요인은 Ariss 

(2001), Hoo(2002)의 물리  보안 통제, 기술  보

안통제, 리  보안통제의 세 가지 요인을 사용하

으며, 활용수 에서는 WEF(2002), IMD(2003), 

ITU(2002)의 평가척도 정부의 정보활용 수 과 공

공기 의 정보활용 수   민간기업의 정보활용 

수 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고 이를 반 하 다. 

마지막 종속변수로는 Gerber et al.(2001), O’hillen 

et al.(2002)의 고객만족, 정보자산보호, 리스크평

가 사고 응의 요인을 바탕으로 조직유효성을 반

하 다. 한 정보보호 리  통제활동은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향 요인을 도출하기 해 조직

내 수행하는 직 인 기능보다는 효과 이며, 효

율 인 정보보호를 한 리  체계로 정의하고, 

련변수를 구성하 다.

즉, 본 연구에서의 모형으로 정보보호의 통제활

동(물리  보안, 리  보안, 기술  보안통제)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향과 정보 활용의 조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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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실증 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하여 다

음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 으며, 이

를 통하여 가설을 검증하기 한 실증 인 분석을 

시도한다.

3.2 가설설정

기본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정보보호 통제활동

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향을 검정하기 한 가

설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 다. 

정보보호 통제활동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향이 조직이 구 한 장치로서 직 으로 정보보

호의 기능을 담당하는 리, 기술, 물리  통제활

동이 그 상이 될 것이다. 즉, 개인들이 보안과 

련하여 반사회 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가장 핵심 인 부분을 설명하기 한 억제이론으

로 잠재 으로 정보 유출을 시도하고자 하는 사람

들에 한 통제가 필요하며, 이러한 가정은 정책으

로 변되는 활동과 반 행 에 한 처벌을 동

반한다(Straub and Nance, 1990).

여기에서 정책은 조직이 하고 안 한 시스

템 사용을 하여 제시하는 지침이라고 볼 수 있으

며 조직의 정보 보호를 한 보안 리자들이 제

시하는 가이드라인이다. Wiant(2005)는 억제 이론

을 활용하여 정보 보호에 련된 요소 에서 정

책(Policy)에 한 부분에 을 맞추었으며 정책

과 개인의 인식과의 계의 인과성을 주장하 다.

기업  조직의 주요 정보자산 보호에 미치는 

통제활동에 한 정보보호 통제활동이 조직유효

성에 향을 미치고, 이와 같은 향은 조직의 본질

인 고객만족과 유연한 사고 응에 기여함을 여

러 연구에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이를 반

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설정된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 정보보호 통제활동은 조직유효성에 유의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1-1 : 물리  보안통제는 조직유효성에 유의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1-2 : 기술  보안통제는 조직유효성에 유의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1-3 : 리  보안통제는 조직유효성에 유의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2 : 정보보호 통제활동은 정보 활용에 유의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2-1 : 물리  보안통제는 정보 활용에 유의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2-2 : 기술  보안통제는 정보 활용에 유의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2-3 : 리  보안통제는 정보 활용에 유의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3 : 정보 활용은 정보보호 통제활동이 조직유

효성에 미치는 향을 조 할 것이다.

 H3-1 : 물리  보안통제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향은 정보 활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이다.

 H3-2 : 기술  보안통제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향은 정보 활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이다.

 H3-3 : 리  보안통제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향은 정보 활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이다.

3.3 조사 상  기간

본 연구논문의 목 을 수행하기 해 조사 상

은 서울지역 소재한 정부, 공공기 , 민간기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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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설문지 구성 내역

번호 문항수 척도 출처

통제활용
․물리  통제
․기술  통제
․ 리  통제

1～5
6～10
11～15

15
Likert
5

Sonny S. Ariss(2001)
ISO17799(2003)

Kevin Soo Hoo(2000)

정보활용
․정부의 정보활용
․공공기 의 정보활용
․민간기업의 정보활용

1～9 9 〃
WEF(2002)
IMD(2003)

조직유효성 조직유효성 1～5 5 〃 Gerber et al.(2001)

인구통계학  요인
․성별 ․연령 ․조직유형
․직책 ․경력 ․학력

1～6 6 명목척도 -

계 35

사자를 상으로 내부 정보시스템에 한 사용자 

 리자 400명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먼 , 설문 내용의 구성 타당성과 조사의 실

성을 단하기 한 비조사  본 조사에 있어

서 자료수집의 방법은 문헌 조사 분석을 통해, 

련 논문  문헌, 간행물 등을 참고하여 조사하며, 

실증조사 분석도를 각 기 별로 균등 분할하여 조

사하 다. 

<표 1> 표본의 개요

조사 상 정부, 공공기 , 민간기업 종사자

조사범 400명

조사기간 2010년 9월 1일～9월 30일

자료수집 유효 표본 수 : 381명 분석에 사용

표본추출방법은 비확률 표본추출방법의 하나인 

편의  표본추출방법을 실시하 으며, 상선정은 

규모 정보시스템을 운 하는 앙부처와 지자

체 산 련 주 담당자 100명과 공기업  산업

무를 주 업무로 하는 담당자 100명, 민간기업  상

장 100 기업 산업무 주 담당자 100명 등 총 400

명을 선정 후 2010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한 달간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 으며 이  

총 392부를 회수하여 결측치와 불성실기재 락자

를 제외한 유효설문지 총 381부를 분석에 사용하

다. 이상의 표본의 개요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3.4 측정도구  설문지의 구성

설문지의 각 항목들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설

문과 이론을 근거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정보보호 통제활동, 정보 활용, 조직유효성으로 분

류된 세부 인 요인들에 한 각 변수의 정의를 

기 로 작성하 다.

설문지 항목은 Likert가 개발한 5  등간척도를 

사용하 으며, 인구통계학  요인인 개인 인 특성

은 명목척도로 구성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항목은 먼  정보보호

리 통제활동에 해 Ariss(2001), ISO17799(2003), 

Kevin Soo Hoo(2000)를 심으로 물리  통제, 기

술  통제, 리  통제활동 변수 15문항으로 구성

하 고, 정보 활용은 WEF(2002), IMD(2003) 자료

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9문항을 사용한다.

한 조직유효성은 Gerber et al.(2001)의 연구

를 바탕으로 총 5문항으로 구성하 으며, 인구통

계학  요인은 6개 항목으로 총 35개 항목으로 구

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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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통제활동 변수의 선정  조작  정의

변 수 정의 조작  정의 출처

물리  통제

업무 역  정보에 한 비
인가된 물리  근, 손실 그
리고 간섭을 방하기 한 
통제

∘물리  보안 경계
∘물리  출입 통제
∘기록
∘비인가자 제한
∘로그생성, 보
∘보안패치 규정
∘탐지시설 도입

ISO17799(2003)

기술  통제
정보처리 설비의 정확하고 안
한 운 을 확인하기 한 
통제

∘문서화된 운  차 개발과 운 시설의 분리
∘시스템 수락․인수 차분리
∘바이러스 통제
∘데이터 백업
∘매체 폐기
∘ 자우편 보안

Ariss(2001)
Sherwood(1992)
Post and Kagan(2000)

리  통제
정보시스템에 정보보호가 구
되었음을 확인하기 한 통제

∘보안요구사항 분석  명세화
∘메시지 인증, 암호화, 디지털 서명, 부인 쇄의 
구

∘변경 리 차

Mostert and Von 
Solm(1994)
Forte(2002)
Hoo(2002)

3.5 측정변수의 선정  조작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변수는 독립변수로 정

보보호 통제활동과 련된 15개 항목을 정의하고, 

조 변수로 정보보호 활용 수  9개 항목과 종속

변수로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향과 련된 5개 

항목을 정의하 으며, 이들 변수의 조작  정의는 

다음에 제시될 표와 같이 척도는 5  등간 척도를 

사용하 다.

3.5.1 정보보호 통제활동 독립변수의 선정  

조작  정의

정보보호 통제는 조직이 정보보호를 하여 조

직 내에 구 한 리장치로써 기술 , 물리  장치

뿐 아니라 리  장치를 포함하여 다차원 으로 

구성된다(Solms, 1996).

구체 으로 리  통제로 정보보호 정책의 존

재, 정보보호 조직의 구성과 련 책임의 할당, 

요 자산의 식별과 분류, 직원의 채용/고용/퇴사 

리, 재해 시 핵심 업무의 지속  서비스를 한 연

속성 계획과 물리  통제에 한 주기  검과 

확인이 있고, 기술  통제로는 산기  네트워크

의 리, 시스템 근 통제, 시스템 개발  유지보

수의 통제가 있으며, 물리  환경  통제로는 

산실  장치의 보존  리가 있다.

이러한 통제의 측정 항목은 Ariss(2001), Forte 

(2002)의 이론  고찰과 문가 검증에 의하여, 다

음 <표 3>과 같이 총 3개 요인에 15개 항목을 선

정하 다.

3.5.2 정보활용 수  조 변수의 선정  

조작  정의

① 정부의 정보활용 : 정부의 정보활용은 공무상 

정보활용과 공공 서비스에서 정보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 , 공무상 정보활용 지표로는 자결

재를 들 수 있는데, 자결재는 요한 문서유통이 

정보보호 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제하에 이루어진

다. 본 지표 측정을 해 기존 설문조사했던 석호

익(2001) 자료를 기반으로 추가 자조사를 통하

여 자료를 조사하고 변수는 WEF(2002)에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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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정보활용 변수 정의  조작  정의

구성 지표 상  지표 하  지표 조작  정의 비고

정부의 
정보활용

공무상 정보활용

자결제도입 자결재의 실시정도 석호익(2001)

IT이용을 한 
공공서비스에 정보활용

IT이용 증진을 한 
정부 로그램의 성공정도

WEF(2002)

공공서비스에서의 
정보활용

공무시 정부의 온라인 
서비스

정부의 온라인 민 
서비스 시 정보 활용

WEF(2002)

공공기 의 
정보활용

정보이용능력 정보화인식능력 정보통신에 한 심 IMD(2003)

보편  정보이용

보편  인터넷 정보 이용 인터넷 이용의 속도와 비용정도 WEF(2002)

고품질 비용 신뢰 증가
정보의 보편  이용으로 
신뢰 고취와 활용빈도 증가

WEF(2002)

민간기업의 
정보활용

자상거래에서의 
정보활용

자상거래활용 기업의 자상거래 활용정도 IMD(2001)

기업의 정보기술 
활용

IT기술 활용 기업 간의 IT기술 공유  력 정도 IMD(2003)

기술개발  응용
법한 환경에 의해 기술의 개발과 
응용에 한 지원 정도

IMD(2003)

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3문항을 사용한다.

② 공공기 의 정보활용 : 공공기 의 정보활용

은 공익성을 우선으로 한 공익과 사익을 목 으로 

리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

직구성원 내 정보활용에 한 이용 능력과 보편  

활용, 공익  실 을 한 신뢰를 바탕으로 3문항 

사용한다.

③ 민간기업의 정보활용 : 민간기업에서 정보보

호를 기반으로 한 정보화 활용에 해서 자상거

래에서의 정보활용과 기업의 정보기술활용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자상거래에서의 정보활용 에서 자상거래

활용지표는 자상거래의 이용자수로 정보 활용정

도를 정의할 수 있으며 IMD(2003)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상으로 하고자 한다. 상업상 인터넷 향

으로서 인터넷이 투자비용을 이기 해 소비자

와공 자를 연결하는 회사능력을 향상시키는지에 

해 설문한 자료인 WEF(2002)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3문항을 사용한다.

3.5.3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향 종속변수의 

선정  조작  정의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향은 내부 유출 사고를 

방하는 소극  성과로부터 정보보호와 련된 

내외 인 변화를 감지하여 능동 으로 처하

도록 하는 조직의 정보보호 체질 강화와 같은 

극  성과에 이르기까지 정보보호 성과를 바라보

는 시각은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5문항을 반 하 으며, 각 변수

의 조작  정의는 다음 <표 5>와 같다.

3.6 분석 방법

자료분석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과 데이터 크리닝 과정을 거쳐, SPSS 

v. 12.0 통계패키지 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한

다. 구체 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 다. 

첫째, 조사 상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악하

기 하여 빈도분석을 시행하 다. 둘째, 측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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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통제 활동 변수의 정의  조작  정의

변 수 정의 조작  정의 출처

고객만족
정보보호는 고객의 조직에 한 이미지 
개선  정보보호 서비스 만족을 다.

∘정보보호업무 만족도
∘이미지
∘보안 서비스 만족

Giidhue and 
Straub(1991)
Bright(1997)

정보효율
정보보호의 목 은 정보보호 조직의 
직원들이 업무에 만족을 다.

∘손실검수 감소
∘비즈니스 연속성 확보
∘신뢰도, 이미지 제고

Kabay(1993)
Moulton and 
Moulton(1996)

서비스질 
개선

능력 향상에 따라 정보보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고객유지 확보, 정  향
∘보안 리 부서의 상  권한 향상

Parker(1997)
Osborne(1996)

직원 리스크 
평가

정보보호는 직원의 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태도를 변화시킨다.

∘보안 필요성의 인식 리 유지
∘보안 책임인식 보호체계 수립
∘보안 조직 내 가치 명시

Dhillon and 
Torkzadeh(2001)
Frank et al.(1991)

정보보호 
사고 응

정보보호의 목 은 정보노출 사고 건수 
 이로 인한 손실의 감소이다.

∘자산의 손실 방지
∘시스템 유지보수
∘모니터링 정기 리
∘사고발생시 후속처리

Straub(1990)
Gerber et al.(2001)

<표 6> 조사 상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구 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여자

343
38

90.0
10.0

연령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86
153
102
40

22.6
40.2
26.8
10.5

최종학력

고졸
문  졸
졸

학원 이상

16
42
241
82

4.2
11.0
63.3
21.5

조직유형
민간기업
공공기
정부기

169
104
108

44.4
27.3
28.3

직

사원
리

과장
부장/차장/이사

124
87
96
74

32.5
22.8
25.2
19.4

실무경험

5년 이하
6～10년
11～15년
16년 이상

82
87
100
114

21.0
22.8
26.2
29.9

합계 381 100.0

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요인 분석을 시행

하 으며,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 다. 셋째, 정보보

호 통제활동, 정보 활용, 조직유효성간 상 계를 

알아보기 하여 상 분석을 실시하 다. 넷째, 정

보보호 통제활동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다섯

째, 조직유효성에 향을 미치는 정보보호 통제활

동이 정보 활용에 의해 조 되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4. 연구결과

4.1 조사 상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다음 <표 6>은 조사 상자의 인구통계학  특

성에 해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성별은 남자 

343명(90.0%), 여자 38명(10.0%)으로 나타났고, 연

령은 29세 이하 86명(22.6%), 30～39세 153명(40.2%), 

40～49세 102명(26.8%), 50세 이상 40명(10.5%)으

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고졸 16명(4.2%), 문  졸 

42명(11.0%), 졸 241명(63.3%), 학원 이상 82명

(21.5%)으로 나타났고, 조직유형은 민간기업 169

명(44.4%), 정부기  108명(28.3%), 공공기  104명

(27.3%)으로 나타났다. 직 는 사원 124명(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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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87명(22.8%), 과장 96명(25.2%), 부장/차장/이

사 74명(19.4%)으로 나타났고, 실무경험은 5년 이하 

82명(21.0%), 6～10년 87명(22.8%), 11～15년 100

명(26.2%), 16년 이상 114명(29.9%)으로 나타났다.

4.2 측정도구의 신뢰성  타당성 검증

변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구성개념 타당도를 검증하기 한 탐색  요인분

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사용하 다. 타

당성이란 측정을 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

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특히, 요

인의 수를 최소화하여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해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방식을 이용하 고, 회 방식은 직각회 인 베리

맥스(varimax)방식을 사용하 다. 요인의 수 결정

은 고유값(eigen value)이 1이상인 요인만을 선택

하 으며, 각 변수와 요인간의 상 하 음을 나타

내주는 요인 재치(factor loading)는 그 값이 0.4이

상인 경우를 유의한 것으로 단하 다. Kaise- 

Mayer-Olkin(KMO)은 변수 들 간에 상 하 는

가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어지는 정보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 측도의 값이 작으면 요인분

석을 한 변수 선정이 좋지 않음을 나타낸다. 보

통 KMO 값이 0.9이상이면 아주 좋은 것이고 0.5

이하이면 변수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본다. 

한 본 연구에서 다 문항 척도로 측정된 문항이 

동질 인 문항들로 구성되었는지 신뢰도를 검증

하기 해 문항간의 내  일치도를 보는 Cronba-

ch’s α계수를 산출하 다. 일반 으로 신뢰도의 척

도인 Cronbach’s α값은 정해진 기 이 없지만 .60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보며 .50이상이면 분석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

4.2.1 정보보호자산 통제활동에 한 타당성  

신뢰도 검증

다음 <표 7>은 정보보호자산 통제활동에 한 

15개의 문항에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

다. 그 결과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심개념을 바탕으로 요인 명

을 부여하 다. 이 3개의 요인 재값이 ±.4이상으

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뢰도 한 모두 .6이상으로 나타

나 신뢰할 수 있는 수 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7> 정보보호 통제활동에 한 타당성  

신뢰도 검증

구 분
성분

물리  보안 리  보안 기술  보안

물리  보안 4
물리  보안 3
물리  보안 5
물리  보안 1
물리  보안 2

.864

.841

.783

.765

.762

.285

.237

.362

.178

.292

.184

.237

.255

.239

.399

기술  보안 4
기술  보안 1
기술  보안 2
기술  보안 3
기술  보안 5

.277

.311

.366

.269

.158

.824

.798

.788

.777

.693

.234

.254

.201

.355

.469

리  보안 5
리  보안 3
리  보안 4
리  보안 1
리  보안 2

.228

.317

.295

.206

.305

.083

.356

.327

.391

.418

.825

.809

.774

.752

.740

고유값 4.013 3.974 3.923

분산% 26.751 26.490 26.152

% 26.751 53.242 79.393

신뢰도 .932 .924 .932

주) KMO = 0.897, Bartlett’s test결과   = 5973.511 
(df = 105 Sig. = 0.000).

4.2.2 정보 활용에 한 타당성  신뢰도 검증

다음 <표 8>은 정보 활용에 한 9개의 문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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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그 결과 1개

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

들의 심개념을 바탕으로 요인 명을 부여하 다. 

이 1개의 요인 재값이 ±.4이상으로 나타나 추출

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뢰도 한 모두 .6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

는 수 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8> 정보 활용에 한 타당성  신뢰도 검증

구 분
성분

정보 활용

정보 활용 9

정보 활용 7

정보 활용 2

정보 활용 6

정보 활용 5

정보 활용 4

정보 활용 8

정보 활용 3

정보 활용 1

.872

.845

.835

.815

.811

.747

.743

.728

.689

고유값 5.607

분산% 62.298

% 62.298

신뢰도 .921

주) KMO = 0.877, Bartlett’s test 결과   = 2404.905 
(df = 36 Sig. = 0.000).

4.2.3 조직유효성에 한 타당성  신뢰도 

검증

다음 <표 9>는 조직유효성에 한 5개의 문항

에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그 결과 1

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

항들의 심개념을 바탕으로 요인 명을 부여하

다. 이 1개의 요인 재값이 ±.4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

으며 신뢰도 한 모두 .6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 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9> 조직유효성에 한 타당성  신뢰도 검증

구 분
성분

조직유효성

조직유효성 2
조직유효성 5
조직유효성 4
조직유효성 3
조직유효성 1

.947

.934

.934

.918

.906

고유값 4.306

분산% 86.122

% 86.122

신뢰도 .959

주) KMO = 0.871, Bartlett’s test 결과 χ² = 2244.959 
(df = 10 Sig. = 0.000).

4.3 가설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상 계분석을 실시하여 앞서 

제시한 각 항목변수의 계를 검증하 고, 상

계분석을 통하여 검증된 정보보호 통제활동을 독

립변수로, 정보 활용을 조 변수로, 조직유효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각 

변수들의 인과 계를 검증하 다.

4.3.1 각 변수 간 상 계 검증

다음 <표 10>은 각 변수간 상 계를 알아보

기 하여 상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정보보호 통제활동(물리 , 기술 , 리  보안통

제)은 정보 활용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p < .01), 조직

유효성과도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4.3.2 가설 1의 검증

H1 : 정보보호 통제활동은 조직유효성에 유의

인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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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정보보호 통제활동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향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p F R2

B 표 오차 베타

(상수) .395 .202 1.957 .051

102.370** .445
물리  보안통제 .321 .059 .292 5.459** .000

기술  보안통제 .243 .062 .228 3.912
**

.000

리  보안통제 .281 .069 .239 4.059
**

.000

 종속변수 : 조직유효성

주) ** p < .01.

<표 10> 각 변수간 상 계 검증

구 분
정보보호 통제활동

정보 활용 조직 유효성
물리  보안 기술  보안 리  보안

정보보호 
통제활동

물리  보안 1

기술  보안 .644** 1

리  보안 .653
**

.718
**

1

정보 활용 .465
**

.576
**

.647
**

1

조직 유효성 .573** .523** .486** .374** 1

주) ** p < .01.

H1-1 : 물리  보안통제는 조직유효성에 유의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1-2 : 기술  보안통제는 조직유효성에 유의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1-3 : 리  보안통제는 조직유효성에 유의

인 향을 미칠 것이다.

다음 <표 11>은 정보보호 통제활동(물리  보안, 

기술  보안, 리  보안)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4.5%이

고, 회귀식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F = 102.370, p < .01). 독립변수별로는 물리  

보안, 기술  보안, 리  보안통제가 조직유효성

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p < .01). 즉, 물리  보안통제가 높

아지면 조직유효성은 .292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리  보안통제가 높아지면 조직유효

성은 .239의 상승이, 기술  보안통제가 높아지면 

조직유효성은 .228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조직유효성의 향상을 해서는 정보보

호의 물리  보안통제활동이나 기술  보안통제

활동, 리  보안통제활동이 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4.3.3 가설 2의 검증

H2 : 정보보호 통제활동은 정보 활용에 유의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2-1 : 물리  보안통제는 정보 활용에 유의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2-2 : 기술  보안통제는 정보 활용에 유의

인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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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정보보호 통제활동이 정보 활용에 미치는 향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p F R

2

B 표 오차 베타

(상수)
물리  보안통제
기술  보안통제
리  보안통제

1.646
.004
.164
.383

.137

.040

.042

.047

 
.005
.227
.481

12.034
.096
3.885**

8.149**

.000

.924

.000

.000

100.547** .440

 종속변수 : 정보 활용

주) ** p < .01.

H2-3 : 리  보안통제는 정보 활용에 유의

인 향을 미칠 것이다.

다음 <표 12>는 정보보호 통제활동(물리  보

안, 기술  보안, 리  보안)이 정보 활용에 미치

는 향을 검증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4.0%

이고, 회귀식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F = 100.547, p < .01). 독립변수별로는 기술

 보안, 리  보안통제가 정보 활용에 통계 으

로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p < .01). 즉, 리  보안통제가 높아지면 정보 

활용은 .481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술

 보안통제가 높아지면 정보 활용은 .227의 상승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보 활용의 향

상을 해서는 정보보호의 기술  보안통제활동

이나 리  보안통제활동이 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4.3.4 가설 3의 검증

H3 : 정보 활용은 정보보호 통제활동이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향을 조 할 것이다.

H3-1 : 물리  보안통제가 조직유효성에 미치

는 향은 정보 활용에 따라 차이가 있

을 것이다.

H3-2 : 기술  보안통제가 조직유효성에 미치

는 향은 정보 활용에 따라 차이가 있

을 것이다.

H3-3 : 리  보안통제가 조직유효성에 미치

는 향은 정보 활용에 따라 차이가 있

을 것이다.

다음 <표 13>은 조직유효성에 향을 미치는 

정보보호 통제활동(물리  보안, 기술  보안, 

리  보안)이 정보 활용에 의해 조 되는지를 알

아보기 하여 조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먼  조직유효성에 향을 미치는 정보보호 통

제활동(물리  보안, 기술  보안, 리  보안) 요

인이 정보 활용에 의해 조 되는지를 확인하기 

해 독립변수로 정보보호 통제활동(물리  보안, 

기술  보안, 리  보안)을 모델 I에 투입하 고, 

정보 활용을 모델 Ⅱ에, 정보보호 통제활동(물리

 보안, 기술  보안, 리  보안)과 정보 활용의 

상호작용 변수를 모델 Ⅲ에 차례로 투입하여 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모델 I의 설명력은 44.5% 고, 통계 으로 유의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 = 102.370, p < .01). 독립

변수별로는 물리  보안(β = .292, p < .01), 기술

 보안(β = .228, p < .01), 리  보안(β = .239, 

p < .01)이 조직유효성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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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정보보호 통제활동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향에 있어 정보 활용의 조 효과

변 수
모델 Ⅰ 모델 Ⅱ 모델 Ⅲ

β t p β t p β t p

물리  보안통제(A)
기술  보안통제(B)
리  보안통제(C)

.292

.228

.239

5.459
**

3.912
**

4.059
**

.000

.000

.000

.291

.183

.144

5.543
**

3.138
**

2.294
*

.000

.002

.022

.324

.183

.147

5.965
**

3.237
**

2.341
*

.000

.001

.020

정보 활용(M) .198 3.927** .000 .236 4.744** .000

(A)×(M)
(B)×(M)
(C)×(M)

.148
-.117
.196

3.007
**

-1.839
3.178

**

.003

.067

.002

Change of F-값 102.370
**

83.570
**

56.570
**

값 .445 .465 .506

Change of R
2값 .020 .041

주) * p < .05, ** p < .01.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활용을 추가 으로 투입된 모델Ⅱ의 설명

력은 46.5%로 2.0%가 추가 으로 증가하 고, 통

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 = 83.570, p 

< .01). 이는 추가 으로 투입된 정보 활용(β = .416, 

p < .01)라는 변수가 조직유효성을 설명하는데 유

의한 변수인 것을 의미한다. 곧 정보 활용이 높아

질수록 조직유효성 수 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정보 활용이 가지는 조 효과를 검증하기 해 

정보보호 통제활동(물리  보안, 기술  보안, 

리  보안)과 정보 활용의 상호작용 변수를 추가

으로 투입한 모델 Ⅲ의 설명력은 50.6%로 4.1%

가 추가 으로 증가하 고, 통계 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F = 56.570, p < .001). 추가 으로 

투입된 상호작용 변수들 에는 물리  보안과 정

보 활용의 상호작용 요인(β = .148, p < .01), 리

 보안과 정보 활용의 상호작용 요인(β = .196, p 

< .01)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p < 

.01), 정보 활용은 통제활동  물리  보안통제, 

리  보안통제와 조직유효성 간의 계를 조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정보보호의 통제활동(물리  보안, 

리  보안, 기술  보안통제)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향과 정보 활용의 조 효과를 실증 으

로 분석하는데 목 을 갖고 연구하 는데 그 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보호 통제활동(물리  보안, 기술  

보안, 리  보안)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향

을 검증 결과 물리  보안, 기술  보안, 리  보

안통제가 조직유효성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즉, 

물리  보안통제가 높아지면 조직유효성은 .292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리  보안통제가 

높아지면 조직유효성은 .239의 상승이, 기술  보안

통제가 높아지면 조직유효성은 .228의 상승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보보호 통제활동(물리  보안, 기술  보

안, 리  보안)이 정보 활용에 미치는 향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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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결과 기술  보안, 리  보안통제가 정보 활

용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즉, 리  보안통제가 

높아지면 정보 활용은 .481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술  보안통제가 높아지면 정보 활용

은 .227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직유효성에 향을 미치는 정보보호 통

제활동(물리  보안, 기술  보안, 리  보안)이 

정보 활용에 의해 조 되는지를 검증하기 해 정

보보호 통제활동(물리  보안, 기술  보안, 리

 보안)과 정보 활용의 상호작용 변수를 추가

으로 투입한 모델의 설명력은 50.6%로 4.1%가 추

가 으로 증가하 고, 추가 으로 투입된 상호작

용 변수들 에는 물리  보안과 정보 활용의 상

호작용 요인(β = .148, p < .01), 리  보안과 정

보 활용의 상호작용 요인(β = .196, p < .01)이 통

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p < .01), 정보 

활용은 통제활동  물리  보안통제, 리  보안

통제와 조직유효성 간의 계를 조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정보보호를 한 내부 통

제활동으로서 물리 , 기술 , 리  요인이 정보

활용 정도에 따라 조직유효성에 매우 유의 인 

향을 미치는 주요 기제임을 입증시켜 주었다. 이는 

정보보호 통제활동에 있어서 물리 , 기술 , 리

 보안통제 요인이 모두 효율 으로 잘 수행될수

록 정보 활용 한 높고 효율 으로 활용되는 것

으로 나타내 이들 세 가지 요인 모두 유용한 정보

활용을 한 변수임을 지지해 주었다. 이는 지지된 

정보 활용의 조 정도나 난이도에 따른 정보보호

를 한 조직효율성에서 고객만족과 정보 리효

율, 험리스크 감소에 매우 유의 인 성과를 나타

내 주었다. 이 같은 결과는 기존 조직내 정보보호

를 한 통제활동이 물리 , 리 , 기술  보안 

활동 요인에 해 단순한 조직유효성에 유의한 

향을 미침을 주장한 손상수 외(2006), 이재유(2008), 

행정안 부(2008)의 선행연구결과에서 진일보한 기

업, 공공기 , 정부지자체 등의 자사의 시스템 보

안 리정책 목표에 따른 통제수 이 각기 다른

을 고려할 때 이들 통제 략과 활용수 에 따라 

조직유효성이 다름을 나타낸 본 연구의 차별성과 

연구성과의 유용성을 뒷받침해  결과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공공기 , 기업에서 자사의 각 기

별 특성에 맞는 효과 인 정보보호 통제활동이 

수행되기 해서는 정보보호 통제 활동을 한 체

계 인 방법  이러한 방법이 정보보호 성과에 미

치는 향이 카테고리별 차이를 심으로 하  내

역이 세분화되어 용될수록 함축 으로 효과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나 이는 매우 시의성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재 다수 많은 기 에서 용되고 있는 보안

리 통제활동에 있어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고 있

으며, 이러한 통제활동이 정보활용과 자산보호가 

보다 구체 인 수행 방법이 제시되지 않아 많은 

조직에서 효율 인 정보보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실이었다. 따라서 내부 정보유출 

실태가 증하고 있는 추세에서 내부정보 자산의 

보호를 향상시키기 해서는 먼  정보보호 리 

활동과 통제활동을 극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

존에 정보보호 통제활동 없이 정보보호 통제가 도

입된 조직에서는 한 정보보호 활동체계를 수

립하여 이를 용함으로써 정보보호와 조직성과

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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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Information Protection Control Activities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 Mediating Effects of Information 

Application

1)

Gu Heon Jeong*
․Seung Ryul Jeong**

This study was designed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control activities(physical, manage-
rial and technical securities) of information protection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the media-
ting effects of information application. The result wa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ffect of control activities(physical, technical and managerial securities) of information protection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showed that the physical, technical and managerial security factors have a sig-
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p < .01).

Second, the effect of control activities(physical, technical and managerial securities) of information pro-
tection on information application showed that the technical and managerial security factors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information application(p < .01).

Third, the explanatory power of models, which additionally put the information protection control activ-
ities(physical, technical and managerial securities) and the interaction variables of information application to ver-
ify how the information protection control activities( physical, technical and managerial security controls) affect-
ing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re mediated by the information application, was 50.6%～4.1% additional 
increase. And the interaction factor(β = .148, p < .01) of physical security and information application, and inter-
action factor(β = .196, p < .01) of physical security and information application among additionally-put inter-
action variabl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p < .01), indicating the information application has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security and managerial security factors of control activities,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s for results stated above, it was proven that physical, technical and managerial factors as internal control 
activities for information protection are main mechanisms affecting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very sig-
nificantly by information application. In information protection control activities, the more all physical, technical 
and managerial security factors were efficiently well performed, the higher information application, and the more 
information application was efficiently controlled and mediated, which it was proven that all these three factors 
are variables for useful information application. It suggested that they have acted as promotion mechanisms show-
ing a very significant result on the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of employees, the efficiency of information man-
agement and the reduction of risk in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for information protection by the mediating 
or difficulty of proved information application.

Key Words : Information Protection, Control Activities,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formation  
Application

*  The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Section, Central Police Academy
** Professor of the Graduate School of Business Information Technology, Kookmi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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