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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조직원들의 지속적인 정보보안 준수행위를 유도할 있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해 기존연구에서 제시된 보안 대책인 보안인식교육과 보안정책을 선행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보안인식교육은 
보안 정책과 정보보안 정책의 지속적 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보안 정책의 포괄성은 
지속적 보안 정책준수 태도와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보안 정책의 간결성은 태도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정보보안, 보안 정책, 보안 인식 교육, 정책 준수, 지속적 행위

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actors that influence on the persistent information security 
compliance intention of employees. Antecedents suggested in research model are security awareness training and 
perceived effectiveness of information security policy. Research results show that security awareness training has 
a positive effect on persistent information security compliance intention as well as effectiveness of information 
security policy. While policy breadth, which is one of the effectiveness of information security policy, influences 
on persistent information security compliance attitude and intention, policy brevity does not effect on persistent 
information security compliance intention.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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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정보 보안 사고가 연일 끊이지 않고 다양한 언론 

매체에서 보고되고 있다. 국내 정보화 환경이 다른 국가

에 비해 더욱더 발 한 탓에 이러한 사고는 더욱더 빈번

해지고 있다. 한 정보보안 사고는 특정산업에 국한되

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가 진행된 모든 산업에

서 나타난다는 것은 왜 정보보안에 해 주목해야 할지 

그 당 성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를 들어, 융산업에서는 이미 농 앙회, 삼성카

드, 국민은행  여러 부업체, 축은행 등에서 보안사

고가 보고되었고, 게임산업에서는 넥슨, 엔씨소 트 등에

서, 그리고 자상거래 업체에서는 옥션, 신세계몰, 포털

사이트로 SK컴즈(네이트), 기타 GS칼텍스, 채  사이트 

등 산업을 불문하고 보안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보보안에 해 기업들은 소극 으로 처해 왔

다. 이미 많은 언론매체에서 언 한 바와 같이 국제 으

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개인정보의 가치가 세계

으로 가장 렴하다는 것은 이를 반증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특히 보안 사고가 발생하 을 경우 기술  근으

로만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문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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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2011년  농 앙회의 경우 보안사고 발

생하 으며, 이를 한 해결책으로 보안시스템을 새로 

도입하 으나 연말에 다시 시스템간의 충돌로 인해 시

스템 장애가 발생하는 이 고를 겪기도 하 다. 이처럼 

오직 보안 기술에 한 의존은 많은 기업들로 하여  보

안사고 발생 시 바이러스나 해킹과 같은 외부  침입

(external security threats)에만 신경을 쓰게 하고 궁극

으로 보안 사고의 많은 비 을 차지하는 내부에서 발생

하는 보안 리에는 소홀하게 되는 양날의 칼(a double 

edged sword)에 착하게 된다[7][21]. 

Visa Research에 따르면 2002년 한해 동안 70%이상

의 보안사고가 시스템에 법하게 근가능한 내부 인력

(legitimate employees)에 의해 발생하 으며, 재무  손

실은 10만 불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35]. 사내

에서 발생하는 정보보안 사고는 재무  손실뿐만 아니라 

외 으로 회사의 경쟁우   고객 신뢰도 하락, 회사 

인지도 하락 등 다양한 손실을 수반한다는 에서 더욱

더 그 요성이 커지고 있다[7]. 이에 따라 학자들뿐만 아

니라 실무 문가들은 외부  침입뿐만 아니라 내부 인력

에 한 보안사고 방을 해 다양한 보안 책

(security countermeasures)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

다. 

가장 많이 언 되는 보안 책으로는 차  통제

(procedural controls)를 한 정보보안 정책(information 

security policy), 시스템 사용법 수립(acceptable usage 

guidelines), 정보보안 인식 교육 훈련(security 

awareness education and training)과 기술  통제

(technical controls)를 한 생체인식 기술(biometric 

devices), 근 필터  감시 소 트웨어(filtering and 

monitoring software)등이 있다. 

물론 이 두 가지 통제 차가 모두 기업의 보안에 기여

할 수 있으나 그 우선순 는 다르다. 특히 기술  통제는 

보안 침해를 못하게 하는 억제(deterrent) 수단으로써 모

든 기업에 요구되는 필요조건에 해당될 뿐 보안 침해를 

안하게 하는 방 (preventive) 수단으로써의 충분조건

으로 보기 힘들다. 

일반 으로 보안 시스템은 조직 내 정보시스템의 취

약성을 보완해주며, 정보 보안 침해를 감시함으로 정보

보안에 기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개발  유지

보수에 많은 자본을 투자하지 못함으로 인해 기 한 결

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비용 감을 해 기업

용 보안 제품(commercial security products)을 구매하는 

경우 조직의 고유한 정보기술 환경과 요구사항에 부합하

지 못함으로써 그 효과가 제 로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

가 많다[24][26]. 왜냐하면, 보안 기술이 효과를 발휘하기 

해서는 조직에서 사용하는 다른 정보기술과 충돌없이 

조화롭게 운 될 수 있도록 유연해야 하며, 조직의 고유

한 상황에 합해야 하지만, 상업용 제품의 경우 이를 

히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45]. 

이에 따라 최근 연구들은 무엇보다 먼  인  그리고 

조직  요인들이 조직 내 보안의 효과성에 어떠한 향

을 미치는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 다

[5][45]. 따라서 본 연구는 인  그리고 조직  에서 

이러한 요인들이 정보보안 행 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

고자 한다.

본 연구와 기존 연구와의 차이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안 행 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인 행 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 연구들은 보안에 한 인식교육을 

지속 으로 운 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7].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보안정책 수 의도만 살펴 에 따라 지속  

행 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이 있었다( , 

[8][18][19][34]). 반면에 본 연구는 각각의 독립변수들이 

조직원들의 지속 인 보안정책 수에 미치는 향을 살

펴보았다. 둘째, 정보보안 정책은 정보기술을 보유한 

부분의 기업들이 수립하여 운 되고 있는 보안 책  

하나로 기업 입장에서 가장 비용으로 효과를 볼 수 있

다는 장 이 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정보보안 정책

을 수립하고 이를 조직원들에게 배포함과 동시에 이를 

수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보안 정책은 조직원들에 

의해서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입안자에 의해 작성되

는 것으로 실제 이를 수하게 되는 조직원들의 입장을 

변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단지 정보보안 정책의 존

재 여부를 확인하기 보다는 정보보안이 사용자들이 보기 

쉽고, 따르기 쉽게 작성되어 있는가가 더욱 요한 요소

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정보보안 정책의 존재여부에

만 을 맞추고 이를 사용자들에게 물어 으로 보안 

정책이 보안 정책 수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 

[8]). 반면에 본 연구는 Goel et al.(2010)이 제시한 보안 

정책의 효과성 에서 조직이 수립한 정책이 얼마나 

사용자들이 인지하기 쉽게 작성되어 있는가를 살펴 으

로 인해 사용자 을 시하고 있다는 차이 이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2장에서는 문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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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통해 보안 인식교육과 정보보안 정책에 한 문헌

연구를 수행하 으며, 이를 통해 연구모델 수립  가설

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수립된 모델을 실증 데이터를 기

반으로 분석하 으며, 4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심으로 

결론도출  이론  그리고 실무  함의를 제시하 다.

2. 문헌연구

일반 으로 정보 보안 사고의 발생 원천은 [그림 1]과 

같이 행  주체 에서 인 /비인  요인, 침입 경로 

에서 내부/외부 침입의 구분을 통해 4가지로 구분된

다. 여기서 External/Non-human의 경우 표 인 로 

자연재해를 들 수 있으며, 조직 자체 으로 통제가 쉽지 

않다. 반면 Internal/Non-human, 그리고 External/ 

Human의 경우 기술 인 해결책을 통해 해결 혹은 미연

의 방지가 가능하다. 

Internal/Human의 경우 인증된 내부 조직원들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이기에 기술 으로 일부 통제는 가능하나 

그들의 자유와 창의  사고를 제한한다는 문제로 인해 

완벽한 통제는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조직 인 근법이 

추가 으로 요구된다. 특히, 요즘 발생하는 많은 보안 사

고가 이 인증된 내부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에서 시

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다. 를 들어 2011년 9월 

삼성카드 내부 직원이 80만명의 고객정보를 CD에 복사

하여 유출하려는 시도가 발된 이 있고, 2008년 9월에

는 GS칼텍스의 자회사 직원이 GS칼텍스 상담 홈페이지

에서 1,151만명의 고객정보를 DVD에 장하여 외부로 

유출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 있다. 

[그림 1] 보안 사고의 원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른 어떤 사고보다도 

기업에 미치는 유/무형의 손실이 크다. 이러한 사고가 발

생할 경우 내부 인력에 한 교육에 더 많은 자본이 투자

될 것이며, 기술  모니터링 기술  소송비용 발생, 그리

고 무형 으로는 회사의 랜드 이미지  고객들의 신

뢰성 하락 등의 다양한 손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

다 요하다.

기존 문헌은 이를 해 다양한 에서 근하고 있

다. D'Arcy and Herath(2011)는 정보보안을 해 기술

, 리  요인, 물리  통제요인 등의 세 가지 에서 

근할 것을 제안하 으며, Werlinger et al.(2008)과 

Werlinger et al.(2009)도 인 , 조직 , 기술  요인 등의 

총체  에서의 근을 제안하 다. Beznosov and 

Beznosova(2007)는 인  그리고 조직  요인 에서

의 근법을 제안하 으며, Chen et al.(2008), Kraemer 

and Carayon(2007), Knapp et al.(2005)은 인  요인 측면

에서의 근을 제안하 다. 이들 연구자들의 공통분모는 

무엇보다 먼  인 요인에 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기술  요인이 잘 마련되어 있다하더라도 이를 사용

하게 되는 조직원들의 동기가 결여되어 있을 경우 조직

에서 마련한 안들이 제 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

문에 인 요인에 한 고려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  요인 에서 조직이 제시

하는 보안인식 교육과 보안 정책에 해 살펴보고자 한

다.

2.1 보안인식교육

정보 보안과 련된 모든 사람들은 조직의 IT 시스템

에 가장 큰 이다. 왜냐하면 보안 인식의 결여는 조직

의 정보 인 라스트럭처에 잠재  취약 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보안에 한 이들의 인지와 훈련

없이 정보보안은 쉽게 달성될 수 없다[41]. 여기서 보안 

인식(security awareness)이란 “보안 이슈와 련하여 

조직원들의 행   조직 문화를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구조 이고 지속 인 노력“이라 정의된다[27]. 일반 으

로 보안 인식은 교육  훈련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로

그램의 목 은 교육받은 사용자들이 보안 사고를 스스로 

방하도록 하는 것이다[42]. 한 보안 인식교육은 조직

원들에게 많은 보안 지식을 달함과 동시에 시스템 오

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인지시킴으로써 시

스템의 잘못된 사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24]. 뿐만 

아니라 정보보안 인식 교육은 자신의 조직의 정보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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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조직원들의 책임과 정보자원의 오용으로 인한 결

과에 한 인식(awareness)을 고양하며, 이러한 책임을 

충족하기 해 필요한 기술(skills)도 제공한다[7]. 그러

나 보안 인식 교육이 실무 장에서 반드시 효과 인 것

만은 아니다. 조직원들이 보안 지식을 학습하는 것이 쉽

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  이를 학습하는 것은 불편

함을 래할 수 있으며, 그들이 릴 수 있는 자유를 제

한한다는 에서 의도된 효과를 제 로 발휘하는데 한계

가 있다[24]. D'Arcy and Hovav(2007)의 연구결과에 의

하면 실제 기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보안 

책  보안 정책에 한 인식은 높은 반면 보안 인식교육

에 한 실행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보

안 인식 교육이 이들 연구결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안 정책, 보안 인식 교육, 컴퓨터 감시, 보안 방 

소 트웨어 활용  가장 높은 보안 효과를 발휘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투자가 부족하다는 것이다[7]. 한 

InformationWeek(2005)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안 책 

 가장 렴한 보안 정책 수립과 가장 많은 투자가 요구

되는 기술  안에 70%이상의 기업이 자원을 할당하고 

있는 반면 28%의 기업들이 보안 인식 교육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21]. 이는 결국 단기

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안에 많은 기업이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보보안 교육의 경우 지속  운 과 투

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에 해 많은 기업이 소홀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보보안 인식 교육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정보보안에 한 기술 , 정책 , 그

리고 정보보안의 요성에 한 인식  요소를 모두 포

하기 때문에 조직의 상황에 맞추어 하게 로그램

을 개발하고 운 한다면 보안 인식 교육을 통해 회사에

서 추구하는 보안 정책에 한 이해와 인식이 향상될 수 

있다.

H1.1) 정보보안 인식교육은 보안정책 포 성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2) 정보보안 인식교육은 보안정책 간결성에 음(-)

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 정보보안 인식교육은 보안정책 수태도에 정의

(+) 향을 미칠 것이다.

H3) 정보보안 인식교육은 보안정책 수의도에 정의

(+) 향을 미칠 것이다.

2.2 보안정책

보안 정책이란 “보안을 한 기 사항들을(security 

expectations) 명확하고, 구체 이며, 측정 가능한 목표

(objectives)와 의무조항(mandates)들로 기술해 놓은 기

술서(statement)”로 조직원들이 여기서 제시된 조직의 

정보시스템 보안 요구사항에 맞게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16]. 기업이 보유한 보안 정책

(security policy)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많은 기업

들은 자사의 보안 정책을 수립할 때 국제 표 인 

ISO17799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표 은 일

반 인 베스트 랙티스를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기업은 이를 그 로 반 하기 보다는 자신의 산업  조

직에 맞게 수정하여 보안 정책을 수립한다[7]. 한 기업 

내 수립된 보안 정책이라도 사람에 따라 인지하는 것에 

차이가 발생한다. Lee and Lee(2002)의 연구결과에 따르

면 동일한 보안 정책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의 인식에 따

라 다르게 해석되고 다르게 받아들여진다고 제시하고 있

다. 이처럼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보안 정책의 효과성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그동안 많은 조직에서 보안정책의 

내용(content)에 해서는 충실히 연구가 진행된 반면 형

식(form)에 해서는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16]. 그

러나 보안정책은 실제로 이를 수하는 사용자의 에

서 근해야 하는 것이 요하기 때문에 보안정책의 형

식에 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왜냐하면 보안 

정책이 기술 인 문용어와 장황한 문장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조직원들은 이를 읽어보려는 시도보다는 부담

감과 거부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직원들

이 보안 정책을 제 로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요하다.

H4.1) 보안정책 포 성은 보안정책 수태도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H4.2) 보안정책 포 성은 보안정책 수의도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H4.3) 보안정책 간결성은 보안정책 수태도에 음(-)

의 향을 미칠 것이다.

H4.4) 보안정책 간결성은 보안정책 수태도에 음(-)

의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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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모형

이상의 문헌검토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연구모형을 

수립함에 있어서 연구목 인 보안 책(security 

countermeasures)이 지속 인 보안 행 에 미치는 향

을 실증 으로 검증하기 해 보안인식 교육과 보안 정

책을 보안 책으로 제시하고 이 책들과 지속  보안 

정책 수행  간의 계를 모형화하 다[그림 2].  

각 개념에 한 정의를 살펴보면, 정보보안 인식교육

이란 기업에서 정보 보안과 련된 한 교육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말한다[8]. 정보보안 

정책의 효과성은 Goel et al.(2010)의 연구를 기반으로 이

들 학자들이 제시한 정보보안 정책의 효과성 지표인 포

성과 간결성을 차용하 다. 보안 정책의 포 성

(breath)이란 사내에 있는 보안 정책이 얼마나 포 인

가(comprehensive)를 나타낸다[16]. 보안 정책의 간결성

(brevity)이란 작성된 정책 내용이 동어반복

(repetitiveness)으로 작성되어 있는지를 나타낸다[16]. 

즉, 이 두 가지 특성은 결국 정책을 따라야 하는 조직원

의 입장에서 사내 보안 정책이 얼마나 자신들이 이해하

기 쉽고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개념이

다. 태도(attitude)란 특정한 행 에 한 평가가 호의

인지 비호의 인지를 나타낸다[2].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기업의 정보보안 정책을 지속 으로 따르는 행 에 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평가하기 해 사용하 다. 의도

(intention)란 특정한 행 를 수행할 것인지 아닌지에 

한 개인의 단을 말하는데[2],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

는 보안정책 수 의도란 사내 정보보안 정책을 지속

으로 수할 것인지를 나타낸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539 76%

여 171 24%

연령

25-34세 275 39%

35-44세 285 40%

45-54세 131 18%

55세 이상 19 3%

학력

2년제 학 졸업 38 5%

4년제 학 졸업 492 69%

석사 167 24%

박사 13 2%

직

상 리자 28 4%

간 리자 186 26%

기술직 123 17%

리직 302 43%

문직 71 10%

산업

정보기술 266 37%

융 118 17%

컨설 /연구소 21 3%

제조 71 10%

건설 98 14%

의료/항공/교육 32 5%

정부기 104 15%

합계 710 100%

3. 분석

3.1 데이터 수집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하여 본 연구는 설문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 다. 설문 상 기업선정은 우선 사내

에 정보보안 정책과 보안인식교육 훈련 로그램이 마련

되어 있는 기업을 상으로 하 다. 한 조직 내 개인들

의 보안정책 수의도를 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

이기에 분석단 (level of analysis)는 개인수 으로 설정

하 다. 모든 설문항목은 선행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

이 확보된 항목들을 사용하 다. 각 설문항목과 출처는 

[표 2]에서 제시하 다. 모든 측정 문항은 Likert type 7

 척도방법을 사용하 으며 1 은  동의하지 않음

을 7 은 으로 동의함을 의미한다. 

데이터 수집을 해 itSMF Korea와 CIO학회 회원사

들을 상으로 설문의 목 을 설명하고 참여여부를 문의

하 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상으로 총 1,000부의 

설문을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배포하 으며, 792부를 회

수하 다(응답률: 79.2%). 이  무응답의 오류가 많고 일



디지털정책연구 제10권 제4호(2012.5)

28

<표 2> 주성분 분석

     Items
Factor

loadings

Commu

nality

보안정책

수태도

Attitude

[10][18]

[29][39]

[43]

APC1
나에게 있어서, 우리 회사의 정보보안 정책을 지속 으로 따르는 것은? ( 요하다- 요하

지 않다)
.669 .669

APC2
회사 내 나의 컴퓨터에서 정보 보안 침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방하는 것은? 

( 요하다- 요하지 않다)
.696 .636

APC5
나에게 있어서, 우리 회사의 정보보안 정책을 지속 으로 따르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잘

못된 생각이다)
.847 .811

APC6
회사 내 나의 컴퓨터에서 정보 보안 침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방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잘못된 생각이다)
.852 .768

APC7
나에게 있어서, 우리 회사의 정보보안 정책을 지속 으로 따르는 것은? (바람직하다-바람

직하지 않다)
.847 .829

APC8
회사 내 나의 컴퓨터에서 정보 보안 침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바람직하지 않다)
.844 .791

정보보안

인식교육

Training

[8]

ATP1
우리 조직은 사내 네트워크 속 계정을 부여하기 에 컴퓨터 사용자를 상으로 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으로 동의함-동의안함)
.783 .729

ATP2
우리 조직 내에서 정보 보안 인식에 한 의사소통이 원활이 이루어지고 있다. ( 으로 

동의함-동의안함)
.808 .748

ATP3
우리 조직에서는 직원들에게 인터넷의 험성에 한 교육이 히 이루어지고 있다. (

으로 동의함-동의안함)
.866 .828

ATP4
우리 조직에서는 정보보안 인식을 고양하기 해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 으로 동의함-동의안함)
.861 .810

ATP5 우리 조직에서는 직원들에게 컴퓨터 보안 책임에 한 교육을 하고 있다. .876 .851

ATP6
우리조직은 직원들의 컴퓨터  정보보안 이슈에 한 인식수 을 높이기 해 교육/훈련

을 제공하고 있다. ( 으로 동의함-동의안함)
.863 .842

ATP7
우리 조직의 직원들은 정보기술에 한 한 활용법을 교육받고 있다. ( 으로 동의함

-동의안함)
.819 .775

보안정책

수의도

Intention

[19]

PCI1 나는 우리 조직의 정보보안 정책을 지속 으로 따를 것이다. .809 .830

PCI2
나는 우리 조직의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기 해 조직의 정보시스템 보안 정책을 지속 으로 

수할 가능성이 높다. ( 으로 동의함-동의안함)
.835 .892

PCI3
나는 우리 회사의 정보 시스템을 속할 때마다 정보보안 정책을 수할 것이다. ( 으

로 동의함-동의안함)
.824 .892

PCI4 나는 업무를 수행할 때마다 정보보안 차를 수할 것이다. ( 으로 동의함-동의안함) .809 .840

PCI5
나는 조직의 정보 보안 정책을 수하겠다는 나의 태도에 해 확신을 느낀다. ( 으로 

동의함-동의안함)
.729 .675

보안정책

포 성

Breadth

[16]

SPE1
우리 회사의 보안 정책은 참고자료(혹은 타인의 도움) 없이도 이해할 수 있다. ( 으로 

동의함-동의안함)
.784 .722

SPE2
우리 회사의 보안 정책은 정책 반에 따른 법  문제로부터 조직을 보호한다. ( 으로 

동의함-동의안함)
.779 .779

SPE3
우리 회사의 보안 정책은 정책 반에 따른 법  효과를 구체 으로 명시하고 있다. 

( 으로 동의함-동의안함)
.721 .786

SPE4
우리 회사의 보안 정책은 정보보안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으로 동의

함-동의안함)
.713 .795

간결성

Brevity

[16]

SPE5 우리 회사의 보안 정책은 내용이 길다. ( 으로 동의함-동의안함) .899 .878

SPE6
우리 회사의 보안 정책은 각각의 조항들을 빽빽하게 제시하고 있다. ( 으로 동의함-동

의안함)
.885 .872

Training Attitude Intention Breadth Brevity

Eigenvalue 10.804 4.217 1.676 1.288 1.059

% of Variance 45.017 17.573 6.985 5.367 4.414

Cumulative % 45.017 62.590 69.575 74.942 79.356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MSA). .926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Approx. Chi-Square 16620.099

df 276

Sig. .000

Extraction Metho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Rotation Method: Varimax with Kaiser Normalization.

Rotation converged in 6 it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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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응답으로 분석에 사용하기에 부 합하다고 단되

는 82부를 제외하고 총 710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 다. 

응답자에 한 특성은 [표 1]과 같다.

3.2 요인 구조 및 항목 신뢰성

요인분석에 해 살펴보기 에 본 연구는 상 행렬

(correlation matrix)의 반 인 유의수 을 평가하 다. 

요인 분석은 요인을 추출하는 것을 목 으로 하기 때문

에 변수들의 집합에서 기본 으로 통계  상 계가 보

장되어야 한다. 이는 Bartlett 검증과 요인화가능성

(factorability)을 검토하기 해 사용되는 표본 합성 검

증(the measure of sampling adequacy)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17]. 본 연구에서 Bartlett 검증은 .000 수 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본 결과는 0상 이 존재하지 않음

을 나타낸다. 한 표본 합성 검증 값은 0.926으로 나타

나 기 값인 0.5이상의 값을 갖기 때문에 요인분석을 수

행하기에 합하다고 단된다.

탐색  요인 분석(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

의 목 은 측정변수들 간의 상  패턴을 설명하기 해 

필요한 공통요인(common factors)의 본질과 수를 결정

함으로써 측정변수들의 집합에 한 개념  이해를 도모

하는 것이다[11]. 탐색  요인분석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

는데, 첫째는 요인을 추출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추

출된 요인에 한 큰 그림을 제공하기 해 요인회 을 

수행하는 것이다. 통계 으로 다양한 요인추출방법이 존

재하는데 가장 일반 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주성분분

석방법이다[14]. 측정변수들의 분산을 최 한 유지하기

해 선형 계(linear combinations)를 형성하는 주성분

분석(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통해 연구

자는 변수의 수(data reduction)를 일 수 있다[6]. 일반

으로 탐색  요인분석을 해서 200개 이상의 표본이 

요구되며[11], 본 연구의 경우 710개의 표본을 분석에 사

용하기 때문에 표본 수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단된다. 

주성분분석 결과는 다섯 가지 기 을 통해 단하는

데 첫째, 각각의 측정변수가 해당개념에 높은 요인 재

치를 나타내는가를 평가한다. 이 기 에 해서 Hair et 

al.(2010)은 요인 재값(factor loadings or loading 

coefficients)이 0.5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으며

[17], Gefen and Strub(2005)는 0.6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14]. 본 분석에서는 각각의 요인 재값들이 5

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각각의 요인 재값도 최소 

0.669값을 나타내기에 본 기 을 충족하고 있다. 둘째, 교

차 재치(cross-loadings)가 없어야 한다. Hair et 

al.(2010)에 따라면 0.4이상의 교차 재치가 있을 경우 본 

분석결과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 는데[17], 본 

연구의 경우 APC1이 Intention에 0.41의 값을 나타냈으

나 크게 높은 값은 아니며 다른 값들은 교차 기 인 0.4

를 넘는 값이 존재하지 않기에 교차 재치에 문제가 없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고유값(eigenvalue)가 1이상

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추출된 5개의 요인들은 모

두 고유값이 1이상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 기 도 충

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각각의 측정항목들의 설

명력을 나타내는 공통성(communality)은 0.5미만일 경우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단한다[17]. 본 연

구에서 제시한 주성분분석 결과에서 모든 측정항목의 공

통성은 0.5이상의 값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항목

들이 최소 50%이상의 설명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산 설명력(variance explained)은 

60%이상 되어야 한다[17]. 본 연구의 경우 총 분산설명

력이 79.356으로 80%정도의 분산 설명력을 확보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표 3> 교차요인분석

     Attitude Breadth Brevity Training Intention Alphas

APC1 0.8669 0.368 0.1125 0.3697 0.7132

.9444

APC2 0.8546 0.3081 0.0938 0.308 0.6486

APC3 0.9101 0.3326 0.0971 0.2977 0.6444

APC4 0.8829 0.2734 0.0628 0.2698 0.5806

APC5 0.9129 0.3207 0.0768 0.317 0.6471

APC6 0.8789 0.2567 0.0194 0.2647 0.5946

ATP1 0.3247 0.5906 0.3259 0.8612 0.4297

.9581

ATP2 0.3218 0.588 0.3022 0.8693 0.4009

ATP3 0.3047 0.5754 0.2988 0.9076 0.4096

ATP4 0.2807 0.5516 0.3196 0.8911 0.3753

ATP5 0.3072 0.586 0.3287 0.9220 0.4073

ATP6 0.3046 0.6064 0.3579 0.9261 0.4092

ATP7 0.3273 0.5975 0.3108 0.8809 0.4084

PCI1 0.6634 0.3996 0.1494 0.4071 0.9161

.9482

PCI2 0.6947 0.3913 0.1577 0.4067 0.9465

PCI3 0.7075 0.402 0.1655 0.4201 0.9427

PCI4 0.6584 0.4073 0.1595 0.4281 0.9189

PCI5 0.5713 0.3917 0.1709 0.4101 0.8257

SPE1 0.2737 0.7996 0.2405 0.498 0.3197

.8969
SPE2 0.3337 0.8885 0.3602 0.5705 0.4006

SPE3 0.3124 0.8994 0.4608 0.602 0.3938

SPE4 0.3143 0.9065 0.4865 0.613 0.4069

SPE5 0.0763 0.4053 0.9344 0.3164 0.1592
.8718

SPE6 0.0909 0.4391 0.9482 0.3571 0.1711

Alpha values mean the Cronbach's alpha.

3.3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집 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을 해서는 첫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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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판별타당성과 신뢰성 지수
         Attitude Breadth Brevity Intention Training

Attitude (.8846)

Breadth .3535 (.8746)

Brevity .0892 .4494 (.9413)

Intention .7253 .4368 .1758 (.9110)

Training .3472 .6549 .3589 .4543 (.8943)

AVE .7826 .7649 .8861 .8300 .7998

CR .9557 .9285 .9396 .9606 .9655
AVEs mean the Average Variance Extracted.

CRs mean the Composite Reliability.

Diagonal values represent the square root of AVEs.

든 측정항목들의 t-value의 p-value가 0.05수 에서 유

의해야 한다[14].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든 측정변수들은 

모두 95% 수 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내  

일 성(internal consistency)을 나타내는 Cronbach's 

alpha가 0.6이상[15] 혹은 0.7이상 되어야 하며[20], 개념 

신뢰성(CR, Construct reliability or composite reliability)

이 0.7이상 되어야 한다[15][20]. 개념신뢰성은 신뢰성뿐

만 아니라 집 타당성 평가에도 사용되며[12], 일반 으

로 Cronbach's alpha보다 큰 경향이 있다[13]. 표 4에 나

타난 바와 같이 모든 Cronbach's alpha값이 기 값인 0.7

이상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 5에서 나타난 

개념신뢰성도 모두 기 값인 0.7이상을 만족하고 있기에 

신뢰성과 집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해서

는 첫째, 각각의 요인 재치는 0.5이상[14] 되어야 한다. 

그러나 몇몇 학자들은 측정변수의 50%이상이 해당 개념

에 의해 설명되기 해서는 이보다 더 높게 0.7[20] 혹은 

0.707이상[15] 되어야 항목의 신뢰성(item reliability)이 

존재한다는 주장도 있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소 

요인 재치가 0.7996(SPE1)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본 기

을 만족하고 있다. 둘째,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은 0.5이상 되어야 한다[12]. 평균분산

추출이란 잠재 개념(latent construct)에 의해 확보되는 

분산의 수 , 즉 분산 설명력(the explained variance)을 

나타낸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평균분산추출 값은 

모두 0.7이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높은 설명력을 가지

고 있다고 단된다. 셋째,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값과 

각각의 잠재 개념들간의 상 계 계수를 비교하여 평균

분산추출의 제곱근값이 커야 한다[12][14][20][33]. 표 5

에 제시한 바와 같이 모든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값이 

각각의 잠재변수들의 상 계 계수보다 크게 나타나 

별타당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3.4 구조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립된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증하기 

해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사용하 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한 이유는 측정항목

(measurements model)과 가설화된 인과 경로(structural 

model)를 동시에 측정한다는 장 이 있기 때문이다. 

구조모형 분석 도구로는 JAVA기반의 SmartPLS를 

사용하 다[32]. PLS(Partial Least Squares)의 사용목

은 다양한데 주로 다음의 경우에 사용한다. 첫째, 데이터 

특성에 따라, 표본 수가 을 경우(small sample size), 데

이터가 정규성에 다소 벗어난 경우(non-normal data), 범

주형 변수(categorical variables)를 사용한 경우에 사용

한다. 둘째, 모형 특성에 따라, 형성  측정지표

(formative measures)를 사용한 경우, 모형이 복잡한 경

우(model complexity), 상호작용 효과(interaction terms)

를 검증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셋째, 연구목 에 따라, 

측(prediction) 혹은 탐색(exploratory)  연구인 경우, 그

리고 이론 검증(theory test) 혹은 개발(development)인 

경우에 사용한다[31]. 본 연구의 경우 데이터의 정규성이 

완벽히 충족되지 않으며, 개인의 행동에 한 측을 목

으로 하는 연구이기에 본 도구가 합하다고 단하 다.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 데이터와 모형간의 일치 수

을 나타내는 모형 합도(model fit)를 분석하 다. 일반

으로 공분산기반 구조방정식(Covariance based SEM)

은 모델의 합성을 요시하기 때문에 다양한 합도 

지수가 개발되었다. 그러나 PLS의 경우 내생변수

(Endogenous Variables)의 설명 분산(Explained 

Variance)을 극 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와 

련된 합도는 거의 부재하다[1]. 하지만 최근 PL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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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가설검증 결과

β Std. Error t-value Supported?

H1.1 정보보안인식교육 → 보안정책포 성 .6549 .0235 27.8344*** Yes

H1.2 정보보안인식교육 → 보안정책간결성 .3589 .0381 9.4163*** Yes

H2 정보보안인식교육 → 보안정책 수태도 .2145 .0437 4.9125*** Yes

H3 정보보안인식교육 → 보안정책 수의도 .1647 .0347 4.7526*** Yes

H4.1 보안정책포 성 → 보안정책 수태도 .2600 .0423 6.1434*** Yes

H4.2 보안정책포 성 → 보안정책 수의도 .0983 .0385 2.5508* Yes

H4.3 보안정책간결성 → 보안정책 수태도 -.1046 .0385 -2.7169** Yes

H4.4 보안정책간결성 → 보안정책 수의도 .0161 .0247 .6515 No

H5 보안정책 수태도 → 보안정책 수의도 .6319 .0305 20.6894*** Yes
§t0.1=1.645, *t0.05=1.960, **t0.01=2.576, ***t0.001=3.291

특성을 반 한 반  합 지수(GoF, A Global Fit)가 

제안되었는데 [40][46], 이 지표는 공통성(Communality)

과 R2을 기반으로 한다. 공통성은 평균분산추출과 동일

하기 때문에 평균분산추출을 가지고 계산한다. 반  

합 지수(Global of Fit)는 평균분산추출의 평균과 R
2의 

평균을 곱한 값의 제곱을 용하여 얻은 값이다. 일반  

기 에 따라 기 값이 0.36인데, 본 연구의 경우 0.51268

로 나타나 한 합도 수 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t0.05=1.960, **t0.01=2.576, ***t0.001=3.291

GoF(Global of Fit) : .51268

[그림 3] 구조모형 분석 결과

다음으로 구조모형에 한 분석을 수행하 다. 분석결

과에 한 단은 경로계수와 표 오차 그리고 t-value

를 통해 한다. 오차항을 도출하기 해서는 

bootstrapping방법이 사용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 재표집(resampling)을 통해 추출된 1,000개의 표본을 

가지고 bootstrapping을 수행하 다. 도출된 결과를 도식

화하면 그림 3과 같다.

분석결과 정보보안 인식교육은 보안정책의 포 성(β

=.655, p<0.001)과 간결성(β=.359, p<0.001)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정보보안 인식 교육

은 정보보안 수태도(β=.214, p<0.001)와 보안정책 수

의도(β=.165, p<0.001)에도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안정책의 포 성은 보안정책 수태도(β

=.260, p<0.001)와 보안정책 수의도(β=.098, p<0.05)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보안정

책의 간결성은 보안정책 수태도(β=-.105, p<0.01)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는 반면 보안정책 수 의도(β=.016)

와는 아무런 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보안정책의 간결성과 보안정책 수태도는 음의 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보안정책 수태도는 보안정책 수의도

(β=.632 p<0.001)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구조모형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4. 결론

본 연구는 기업에서 수행하는 보안 책이 지속  보

안 정책 수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검증하기 

해 수행되었다. 기업 내 다양한 보안 책이 존재하나 특

히 본 연구에서는 많은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  

보안 책인 정보보안 인식교육과 정보보안 정책이 조직

원들의 보안 정책 수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았다. 실증 연구를 토 로 도출된 결과를 정리하면 첫

째, 보안인식 교육은 보안 정책의 포 성과 간결성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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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 인식교육에는 

이미 보안 정책에 한 이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

사의 보안 정책의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어

떻게 작성되었는지 조직원들로 하여  인식하게 하는 역

할을 하기에 나타난 결과라 생각된다. 한 보안인식 교

육은 보안정책 수태도와 보안정책 수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결

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안인식 교육은 보안정책의 수

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단된

다. 둘째, 보안정책의 포 성은 보안정책의 수 태도와 

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정

책의 포 성은 자사의 보안 정책이 사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사고에 해 어느 정도의 범 까지 제시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안 정책이 포 으로 

제시될 경우 보안 수에도 정  향을 미칠 수 있음

을 나타낸다. 반면에 보안정책의 간결성은 보안정책 

수 태도에는 향을 미치지만 의도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보안 정책이 아

무리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기 쉽고 읽기 쉽게 작성되었

다 할지라도 스스로 보안정책을 수하고자 하는 태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보안정책을 수하고자 하는 의도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조직원들이 보안 정책을 지속

으로 수하도록 유도하기 해서는 우선 정보보안 인식

교육이 선행됨과 동시에 해당 교육에 보안정책에 한 

이해가 포함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즉, 그동안 기업

들이 렴하다는 이유로 가장 먼  고려되었던 정보보안 

수단인 정보보안 정책은 지속 인 정보보안 인식교육을 

통해 완성될 수 있다는 을 알 수 있다. 한 보안 정책

은 정책 입안자가 아니라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작

성되어야 의도된 결과를 유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첫째, 분석에 있어서 응답 기업과 무

응답 기업간의 차이(non-response bias)를 제시하지 않

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경우 응답률이 매우 높은 수

이 기 때문에 왜 일부 기업이 응답하지 않았는지는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으나 소수의 의견도 이유

가 있을 수 있다는 에서 한계라 볼 수 있다. 둘째, 공통

방법분산(common method variance)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종속변수가 외 요인(spurious)에 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나 본 연구에서는 이

를 제시하지 않음으로 인해 한계 이라 볼 수 있다. 

보안 문제는 도, 지 도 재 진행형이다. 앞으로

도 보안 문제는 정보기술이 존재하는 한 구나 자유롭

지 못한 문제이다. 이를 해 본 연구는 조직원들의 보안

행 에 해 연구하 다. 앞으로 연구는 정보보안에 

한 다양한 책이 존재하고 시행 임에도 불구하고 이러

한 책들이 왜 제 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지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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