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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derating Effects of Information Security Policy between 

Information Security Maturity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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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bsence of proactive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to ensure availability, accessibility and safety of information can bring 

serious risks to customers as well as to the organization’s performance and competitiveness because improper security management 

undermines business continuity. This study analyzed the maturity of information security which affects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s, a research model using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as the dependent variable, the risk management 

process maturity and risk assessment process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information security policy indexes as moderate variables 

was proposed, and an empirical analysis was made on the basis of survey.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 high causal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on security maturity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However, even if the proportions of information security staff ratio and the information security budget ratio increased, information 

security maturity did not affect organizational performance. It suggests that information security maturity affects organizational 

performance, but information security regulations have their limitation as being a catalyst to improve organizational performance.

Keywords : Information Security, Risk Management, Risk Assessment, Information Security Maturity Level, Organizationa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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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보의 가용성, 근성, 안 성을 확보하기 한 선제 인 정보보호 리의 부재는 서비스 연속성을 훼손하여 고객에게 뿐만 아니라 조직의 

성과와 경쟁력에 심각한 리스크를 가져다  수 있다. 본 연구는 정보보호 성숙도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문헌 조사를 

통해 조직성과, 험 리 로세스 성숙도, 험 평가 로세스 성숙도, 정보보호 정책지표를 포함하는 연구모형을 만들고 설문을 통한 실증 

분석을 하 다. 

연구결과 험 리  험 평가의 로세스 성숙도와 조직성과 간에는 높은 인과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보보호 인력비

율, 정보보호 산비율에 따라 정보보호 성숙도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향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보호 성숙도 수 은 조직

성과에 향을 미치나,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보호 정책  규제는 정보보호 성숙도가 조직의 성과 향상의 매제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키워드 : 정보보호, 험 리, 험평가, 정보보호 성숙도, 조직성과

1. 서  론1) 

오늘날은 하나의 디바이스로 TV를 보고, 통화를 하며, 인

터넷에 속할 수 있는 시 를 넘어 자신이 지니거나 마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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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든 사물이 서로 연결되는 융합의 시 다. 가까운 미래

에는 PC나 모바일뿐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모든 디바이스로 

일상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최근 소셜 미디

어와 모바일 디바이스의 확산, 차세  애 리 이션의 증가, 

클라우드 컴퓨  등 IT 트 드 변화는 새로운 보안 시스템

에 한 큰 도 이 될 것이다. 2013년에 과도한 정보의 수집

과 내부 유출이 원인이 되었던 미국 국가정보국 감시 폭로 

사건과 2014년 1월 국내 카드사의 1억 건 이상 개인정보 유

출 사건, 이와 함께 특정 표 을 노리고 고  정보를 빼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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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isk Management Process and Risk Assessment Process

나 괴하는 공격의 등장은 정보기술에 의존 인 재 보안 

체계를 뒤흔들었다. 보안사고로 인한 막 한 손해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보안문제는 기술만이 아닌 기업의 사업과 경  

차원의 과제가 되었으며 효과 인 정보보호 략 수립은 기

업의 생존을 한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1].

조직이 보유한 정보 자산에 하여 그 가치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한 정보보호는 기본 요소로서 정보에 한 험 

리체계 운  등 정보보호 리가 필수 이다[2]. 정보보호 

리의 성숙도와 성과 간에는 정  상 계가 있으며[3], 

선제 인 정보보호 리의 부재는 서비스 단을 야기하여 

고객뿐만 아니라 조직의 성과와 경쟁력에 심각한 리스크를 

가져다  수 있다[4].

앞으로 기업들은 비즈니스 연속성, 련 법규 수, 존

받는 조직 이미지와 정보의 기 성, 자료의 무결성  가용

성 확보를 해 IT의 일부로 정보보호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조직성과에 향을 미치는 비즈니스 이슈로 여기고 

필요한 정보보호 리 로세스를 만들어 가야 한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통해 정보보호 리의 이론  배경

을 제시하고 정보보호 리의 주요 구성요소인 험 리 

로세스  험 평가 로세스 성숙도가 조직성과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 정보보호 정책지표가 정보보

호 리 성숙도와 조직의 성과 간의 조 효과가 있는지를 

실증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문헌 연구

2.1 정보보호 리 성숙도에 한 연구

ISO 27001에 따르면 정보보호는 정보에 한 험 리

이며 정보보호 리의 주요 구성요소가 험 리와 험 

평가이다. 그들은 리 알려져 있지만 험 리와 험 평

가에 한 정의는 여러 련 문헌에서 발견된다[5,6,7]. 

Fig. 1의 험 리 로세스와 험 평가에 한 개념도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험 리는 기화 한 후  분석, 기

획, 구 , 통제  측정값 모니터링, 시행된 보안 정책을 다

루는 순환 활동이다. 반면, 험 평가는 험 리 로세스

의 일부로서 정보보안 문가들에게 일반 으로 인정된다. 

험 평가는 특정 시 ( 를 들어 1년에 한 번, 필요 시)에 

실행되며 - 다음 평가가 실행될 때까지 - 체 험 리 

로세스에 한 횡단 인 을 제공한다[8].

Hall[9]은 정보보호 리 성숙도를 련 법률, 계약, 그리

고 내부의 요구사항을 수하는 한편 기 성, 무결성 그리

고 가용성을 침해하는 보안 으로부터 정보  정보시스

템을 보호하고 정보자산에 해 더 나은 통제를 제공하며, 

공격에 해 즉각 으로 응하고 신속하게 복구하는 정도

라고 정의하고 정보보호 리 수 과 조직성과 간에는 정

 연 성이 있다고 했다. 

조직이 성숙한 정보보호 수 을 달성하기 해 다음과 같

은 잘못된 인식을 극복해야 한다. 첫째, 조직들은 정보보호

를 단순히 구입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정보보호 련 문

제를 해결하기 해 비용을 지출하는 경향이 있다[10]. 그러

나 Sommer[11]는 정보보호란 박스 안에 홀로 존재하는 것

이 아니므로 조직은 하나의 제품이 아닌 로세스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둘째, 조직은 모든 정보보호 문제에 한 기술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 따라서 조직은 기

술에 과도하게 의존 인 단편  근 방식을 취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정보보호를 주로 기술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 

다른 요한 요소 즉, 물리  보안  비 기술 , 차  정

보보호가 무시되는 문제를 야기한다[12]. 셋째, 그들을 공격 

목표로 만드는 행 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은 안 하고 

믿는다. 그러나 사이버 세계에서의 많은 증거는 해커는 본

질 으로 악의 이며 공격에 특별한 이유를 필요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조직은 이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13,14]. 마지막으로 그들은 아직 공격의 희생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한 충분하

고 효과 인 보안 조치를 가지고 있다고 조직은 믿는다. 그

러나 조직의 정보시스템이 침해당하지 않았다는 단순한 사

실은 조직이 좋은 보안 책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

지는 않고 지 까지 단지 운이 좋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했다[15].

정보보호 성숙도 평가 모델은 조직이 재 수 을 알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하며 일반 으로 로세스가 명시

으로 정의, 리, 측정, 통제될 때 주어진 성숙도를 달성 한 

것으로 간주된다. 여러 가지 성숙도 모델이 문헌조사에서 

발견되었으며 주요 모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된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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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거래

( 면거래)

자 융(비 면 거래)
합계

CD/ATM 텔 뱅킹 인터넷뱅킹

11.3 88.7 41.2 13.0 34.5 100.0

Source : Bank of Korea, 2014.5.

Table 1. Delivery Channels for Banking Services

(단  : %)

성숙모델(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 : CMMI)이

다. 1987년 카네기 멜론 학의 연구 센터인 SEI(Software 

Engineering Institute)가 개발하 으며, 모델의 목 이 조직의 

로세스 완성도를 평가하고 향상된 제품을 얻을 수 있도록 

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이다. CMMI는 단계  표 (Staged 

Representation), 연속  표 (Continuous Representation)이

라는 2가지 표 을 가지고 있다. 단계  표 이 5 단계 성숙도

(Initial, Managed, Defined, Quantitatively Managed, and 

Optimizing)를 가지고 있는 한편, 연속  표 은 0부터 5까

지 6단계 역량 벨을 가지고 있다[16]. 둘째, 정보와 련 

기술의 통제목 (Control Objectives for Information and 

related Technology : COBIT)이며, ITGI(IT Governance 

Institute)에서 리한다[17]. IT 로세스, 행, 통제에 한 

감사에 기 한 일련의 지침이며 험 경감에 을 두고 

있으며 무결성, 신뢰성 그리고 보안에 을 두며 IT 로

세스, IT 거버 스, IT 성숙도의 3가지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 

이 모델은 (0) Non-existent, (1) Initial/Ad Hoc, (2) 

Repeatable but Intuitive, (3) Defined Process, (4) Managed 

and Measurable, and (5) Optimized 의 6단계로 표 한다. 셋째, 

조직의 로젝트 리 성숙모델(Organizational Project Management 

Maturity Model : OPM3)이다. 이 모델은 PMI(Project 

Management Institute)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PMBOK(Project 

Management Body of Knowledge)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모델은 략이 성공 이고 일 성 있으며 측 가능한 결과

로 이어질 수 있도록 로젝트, 로그램, 포트폴리오의 3가

지 도메인을 포함한다. Standardization, Measurement, Control 

and Continuous Improvement라는 4단계 성숙도와 련되어 

있다[18,19]. 

2.2 정보보호 성과에 한 연구

정보보호 성과란 조직이 정보보호 리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  결과이다.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비즈니즈 

목표와 가치를 생산하고 성취하는 정도를 조직성과로 정의

한다. Hall[9]은 구체  내용으로 고객으로부터 신뢰제고, 고

객 등 이해당사자로부터 발생하는 고비용의 법 소송 방지, 

랜드 워 는 회사 평 에 한 의 인지도 보호, 

고객의 서비스 개선, 시장가치 유지, 지속 으로 변화하는 

리스크 환경 속에서 비즈니스 복원력 확보라고 했다. 정보

보호 효과를 리스크 리, 경제 , 법 , 문화  으로 분

류하고 원하지 않는 침해사고 감소, 투자로부터 기  이익

을 극 화, 법  요구사항 반에 한 회피, 개인  조직

의 인식과 행동 개선 효과가 있다[20]. 정보보호의 성과는 

기회비용 성격이어서 정보자산보호가 잘 이루어지는 경우에

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정보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만 손실이 발생하여 그 효과를 객 으로 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보보호 성과를 으로 측정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21]. 

조직구성원의 정보보호 행동과 조직의 정보보호 성과에 

한 연구에서 정보보호 사고 빈도  사고로 인한 손실 감

소를 정보보호 성과로 측정하 다[22]. 다른 연구에서는 정보

보호 성과를 정보자산보호 성과와 조직 성과로 구분하고 보

안사고 감소 성과, 직원의 인식제고와 만족도 향상, 력사 

간의 정보교류 신뢰도 향상, 개인 정보보호에 한 고객 신

뢰도 향상 등을 자산보호 성과에 포함하 고, 조직성과는 기

술  서비스보호를 통한 자산손실 방지, 비즈니스 연속성 

 기회 성과, 이미지손실 방지에 따른 이미지 유지 성과, 고

객유지  고객기반 확  성과에 따른 매출증  등을 포함하

다[23]. 정보자산 보호활동은 정보자산 보호성과에 정

인 향을 미쳤으며, 정보자산 보호 성과 한 조직의 본질

인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3]. 

정보보호 성과를 보안사고 방  손실방지와 같은 소극

인 것으로부터 경쟁우 , 공공이미지, 고객 만족과 같이 

정보보호와 련된 극 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른 

에서 보면 재무성과인 정보보호 사고에 의한 손실, 내

부성과인 최고경 자의 인식제고와 보안조직의 직무만족, 

조직 구성원의 정보보호 인식향상, 그리고 외부 성과인 

력사  공 사의 만족과 이미지 제고, 고객의 서비스 만족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24].

2.3 정보보호 정책지표에 한 연구

2014년 융IT 정보보호동향 측 분석에 따르면 자

융의 보안 은 서비스와 직 으로 련이 없는 피싱, 

 공격 등을 통해 수집한 융거래 정보로 부정거래를 

유발하던 소극 인 방식에서 실제 자 융거래 과정에 직

 개입하여 보다 정교한 방식으로 자 융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ㆍ이용하는 극 인 방식을 통해  

이득을 취하려는 해킹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측되어 앞

으로 보안 투자와 응 체계 방향은 알려지지 않은 공격과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에 한 투자에 심을 두어야 한다

고 했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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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보기술부문

인력 비율

정보보호

인력 비율

정보보호

산 비율

은행권역 5.6 6.1 9.3

증권권역 6.7 7.3 10.5

보험권역 6.3 6.7 10.2

카드권역 9.1 10.2 11.2

(Source :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4.2)

Table 2. Current Fulfillment of Information Security in 2013

(단  : %)

정보보호 리 성숙도

험 리 로세스 

조직성과

정보보호 정책지표

- 정보보호 인력 비율

- 정보보호 산 비율

험 평가 로세스

Fig. 2. Research Model 

2014년 1분기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 황(한국은행, 2014.5)

을 보면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뱅킹 이용자가 4,034만 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이용건수와 거래 액은 2,737만 

건, 1조 6,276억 원에 달하 다. 한 인터넷뱅킹의 업무처리 

비 이 꾸 히 상승하면서 Table 1과 같이 비 면 거래의 

비 이 88.7%로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융환경은 은행이 태동하던 1950년 의 환경과는 비교 자체

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른 상황에 처해 있으며 융거래에 있

어 정보기술과 정보보호는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역할을 뛰어 

넘어 ‘비즈니스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요하다.

국내 융회사의 정보보호 련법의 핵심은 자 융거래

법과 자 융감독규정, 융회사 정보기술부문 보호업무 

모범규 이다[26, 27, 28]. 융당국은 경 진의 인식 환과 

정보기술 보안조직(인력ㆍ 산)의 실질  역량 제고를 통한 

융보안 강화를 해 지난 2011년 융회사 정보기술부문 

보호업무 모범규   2013년 자 융감독규정 제8조 제3

항을 마련, 이른바 5ㆍ5ㆍ7 정책을 도입했다. 첫째, 총 임직

원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정보기술부문 인력으로 확보하고, 

둘째, 정보기술부문 인력의 100분의 5 이상을 정보보호 인

력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정보기술부문 산의 100분

의 7 이상을 정보보호 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2013년 융업권별 정보기술부문 보호업무 모범규  이

행실태 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Table 2와 같이 4개 

융권역(권역별 평균 기 ) 모두 3가지 정보보호 정책지표(정

보기술부문 인력 비율, 정보보호 인력 비율, 정보보호 산 

비율)를 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연구모형  가설

3.1 연구모형의 설계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조사된 정보보호 활동의 조직

성과를 종속변수로, 보안 으로부터 정보자산의 안 성

을 확보할 수 있는 조직의 역량 수  즉, 정보보호 리 성

숙도를 독립변수로, 정보보호 정책지표를 조 변수로 설정

하여 이들 변수간의 인과 계를 분석하고자 Fig. 2의 연구

모형을 설정하 다.

3.2 가설설정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정보보호 

리 성숙도), 조 변수(정보보호 정책지표), 그리고 종속변수

(조직성과) 간의 인과 계를 통계 으로 검증하기 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H1 : 조직의 험 리 로세스는 조직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 : 조직의 험 평가 로세스는 조직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3 : 정보보호 인력 비율에 따라 험 리 로세스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향은 달라질 것이다.

H4 : 정보보호 산 비율에 따라 험 리 로세스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향은 달라질 것이다.

H5 : 정보보호 인력 비율에 따라 험 평가 로세스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향은 달라질 것이다.

H6 : 정보보호 산 비율에 따라 험 평가 로세스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향은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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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변수 조작  정의 출 처

독립변수
험 리 

로세스

험과 련하여 분석, 기획, 구 , 통제, 측정  시행된 보안 

정책의 모니터링을 다루는 순환 활동
[2], [6], [7], [8]

독립변수
험 평가

로세스

험 리 로세스 체를 종단 인 시 에서 체계 으로 평

가하는 일련의 활동
[2], [6], [7], [8]

종속변수 조직성과
정보보호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리스크 리, 경제 , 법 , 

문화  측면의 효과
[9], [20], [23], [24]

조 변수
정보보호

정책지표

정보기술부문 인력 비 정보보호인력 비율
[27], [28]

정보기술부문 산 비 정보보호 산 비율

Table 3. Operational Definition Variables

3.3 변수의 조작  정의와 측정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험 리 로세스  험 

평가 로세스 기반의 정보보호 리 성숙도, 종속변수로 

조직성과를 그리고 조 변수로 정보보호 정책지표를 선정하

다. 사용된 설문항목은 리커트(Likert) 5  척도를 사용하

다. 다음 Table 3은 사용된 연구변수에 한 조작  정의

와 출처이다.

조작  정의에 따른 연구변수의 측정을 한 설문항목은 

크게 3가지로 구성하 다. 첫째, 험 리 로세스 성숙도 

수  련 설문이다. 험 리 로세스의 수 을 측정하기 

해 정보보호 의사소통, 정보보호 정책, 정보보호 추진계획, 

정보보호 이행 검, 정보보호 교육, 정보보호 사고탐지  

응에 해 설문을 하 다. 둘째, 험평가 로세스 성숙

도 수  련 설문이다. 이를 측정하기 해 험평가 계획

의 구체성, 험평가의 내재화, 험평가 차의 문서화 등

에 해 설문을 실시하 다. 셋째, 정보보호 활동의 조직성

과 련 설문은 침해사고의 발생 감소, 조직 비즈니스의 복

원력 확보, 신규 서비스  기술에 한 투자효과 발생, 회

사의 랜드 워  평  유지, 모범사례 용을 통한 서

비스 품질 향상, 다양한 이해당사자로부터 제기되는 소송 

방지 등에 해 설문을 실시하 다.

1) 정보보호 리 성숙도 

정보보호 리  성숙도에 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정보의 가용성, 근성, 안 성을 확보하기 한 선제 인 

정보보호 리가 필수 임을 알 수 있다. 이 정보보호 리

의 주요 구성 요소는 험 리와 험 평가이다[5, 6]. 

본 연구에서 험 리 로세스는 정보보호 정책 수립, 

정보보호에 한 구성원의 책임, 핵심시스템 리, 공식화된 

침해사고 응 차 등을 측정한다. 험 평가 로세스는 

험 평가의 문서화, 평가 로세스의 조직 내 내재화, 험 

평가 미 수행 시 발견 여부 등을 측정한다[5, 7].

2) 조직성과

정보보호 성과란 조직이 정보보호 리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  결과로서 조직에게 요한 가치를 제공한

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조사를 통해 정보보호의 조직

성과 측정을 한 재무지표의 사용  측정이 용이하지 않

다는 결과를 얻었으므로 정보보호 성과에 한 Hagen의 4

가지 을 채택하 으며[20], 그 에 속하는 세부항목

은 문헌연구를 통해 구성하 다. 법  의 성과로 (1) 법

 소송방지, 경제  의 성과로 (1) 랜드 워  평

보호, (2) 신규서비스  기술의 투자효과, (3) 서비스 품

질향상비즈니스, 리스크 리 의 성과로 (1) 침해사고 발

생 감소, (2) 비즈니스 복원력 확보, 문화  의 성과로 

(1) 구성원의 인식  행동 개선을 채택하 다. 

3) 정보보호 정책지표

진화하는 보안 으로부터 자 융거래의 안 성을 확

보하기 해 국내 융정책 당국은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융권 보안 거버 스 확립, 내부통제 강화, 보안 취약요소 

개선 등을 한 정책을 수립하 다. 특히 경 진의 인식 

환과 정보기술 보안조직(인력ㆍ 산)의 실질  역량 강화를 

한 정책을 2011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조직의 정보보호 역량을 시하여 정보보호 인력 비율과 

정보보호 산 비율을 정책지표로 선정하 다. 

3.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설문은 국내 융회사의 직원을 상으로 하

다. 융회사 업무는 일반 국민의 생활과 련성이 높을 뿐 

아니라 취 하는 정보의 민감성으로 인해 정보보호가 상

으로 요시 되는 분야이다. 융회사에서 정보기술과 정보

보호는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역할을 뛰어 넘어 ‘비즈니스 인

라’로서 요하다. 설문기간은 2013년 11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온라인 설문(docs.google.com)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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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을 이용하 다. 설문 상자는 조직에 속해 있는 조직구성

원들이다. 연구조사를 해 총 700부의 설문을 배포하여 185

부를 회수하 으며(회수율 : 26.4%), 이  응답이 지나치게 

불성실한 11부를 제외한 174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응답자

의 소속 융회사 권역은 융유 기 (43.7%), 은행(29.3%), 

보험회사(15.5%)의 비율이 높았으며, 응답자의 직 은 실무

자(58.0%), 간 리자(36.2%), 상  리자(3.5%) 순으로 

나타났다. 표본에 한 일반  특성은 다음 Table 4와 같다.

구 분 내 용 응답자 수 비율(%)

소속 융회사

은행 51 29.3

증권사 11 6.3

보험사 27 15.5

카드사 9 5.2

융유 기 76 43.7

담당업무

정보보호 112 64.4

로그램개발 11 6.3

시스템 운 리 17 9.8

e-비즈니스 20 11.5

기타 14 8.0

담당업무의

정보보호 

련 정도

직 으로 련 128 73.5

간 으로 련 41 23.6

련성이 음 5 2.9

직

상  리자 6 3.5

간 리자 63 36.2

실무자 101 58.0

기타 4 2.3

업무 

수행기간

10년 이상 35 20.1

5년∼9년 28 16.1

3년∼5년 31 17.8

3년 이하 80 46.0

조직규모 

15,000명 이상 10 5.7

10,000∼14,999명 7 4.0

1,000∼9,999명 37 21.3

500∼999명 97 55.8

100∼499명 20 11.5

100명 이하 3 1.7

Table 4. Demographic Data

(단  : 명, %)

4. 연구결과 분석

4.1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측정모형은 조 변수를 제외한 

3개의 잠재변수를 나타내는 15개의 측변수(Observatory 

Variable)로 174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Lisrel 

v.8.72의 Simplis(Simple Lisrel)를 이용하 는데 분석된 통계

자료의 해석은 배병렬의 서와 Koufteros and Marcoulides

의 논문을 참고하 다[29, 30].

잠재변수가 측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알아보기 

해 집 타당성(Convergent Validity) 분석을 실시하여 요

인 재 값이 0.7 이상(R2은 0.5 이상)인 측정항목을 포함하

다. 그 과정에서 험 리 로세스 8개, 험 평가 로

세스 4개, 조직성과 2개의 측정항목이 탈락하여 Table 5와 

같이 제시되었다. 

내 일 성은 합성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와 평균

분산 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ion) 값을 통하여 검증

하 다. 일반 으로 각 0.7과 0.5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는 것

으로 보기 때문에 잠재변수의 측정항목은 모두 기 치를 만

족한다[29]. 

잠재변수에 한 상 행렬을 이용하여 구성개념 간의 상

계를 분석하 다. 일반 으로 상 계수가 0.8을 과하

면 잠재변수 간에 다 공선성이 발생한다고 본다. Table 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직성과, 정보보호 리 로세스, 정

보보호 험평가 로세스 간의 상 계수 값이 0.8보다 작

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잠재변수 간의 다 공선성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단하 다.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은 값이 

어도 0.7 이상이고(즉 평균분산추출의 값이 0.5 이상), 각 

각선에 있는 이 제곱근의 값(√AVE)이 잠재변수 간의 상

계수 값을 상회하므로 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의 기 을 만족한다[31].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동일한 측정도구와 응답원에 의해 

측정하 을 경우에 발생하는 오류(Common Method Bias)를 

검증하기 해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값(Eigen 

Value)이 1 이상인 요인이 1개 이상 도출되었으며, 한 요인

의 분산 설명력이 이지 않은 것(50% 이하)으로 나타

나 연구모형 내 변수 간 계의 정도를 증가시키거나 감소

시켜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상은 없었다.

4.2 구조모형 분석

가설검증에 앞서 분석한 구조모형의 합도를 평가하 다. 

모형의 반 인 합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잔차평균자승이

근(Root Mean Square Residual : RMSR)은 0.05 이하, 근

사오차평균자승(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RMSEA)은 0.01∼0.10 구간이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는데 

본 모형의 각 0.025과 0.070이므로 양호한 것으로 단하

다. 기 모형에 한 제안모형의 합정도를 나타내는 지수

인 표 합지수(Normed Fit Index : NFI), 비표  합지

수(NNFI : Non Normed Fit Index : NNFI), 비교 합지수

(Comparative Fit Index : CFI)는 역시 0.9 이상이면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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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직성과
정보보호 

리 로세스

정보보호

험평가 로세스

조직성과 0.74

정보보호 

리 로세스
0.71 0.80

정보보호

험평가 로세스
0.66 0.75 0.82

* 각선 음 친 부분은 평균분산추출(AVE)의 제곱근

Table 6. Correlation Matrix among Latent Variables

정보보호 리 성숙도

험 리 로세스 

조직성과

정보보호 정책지표

- 정보보호인력 비율

- 정보보호 산 비율

험 평가 로세스

0.49†(4.25***)‡

0.29(2.65***)

n=174, RMR=0.025, RMSEA=0.070, GFI=0.89,AGFI=0.85, NFI=0.97, NNFI=0.98, CFI=0.98, 2
/df=1.84(2

=160.41, df=87)

†: 표 경로계수,  ‡: t값(*: 0.05,  **: 0.01,  ***: 0.001)

Fig. 3. Path Analysis Results 

잠재변수
측변수 합성신뢰도

(CR)

평균분산추출

(AVE)측정항목(내용) 요인 재 t 값

험 리 로세스

isml-1-6(정보보호 의사소통) 0.81 1

0.9154 0.6436

isml-1-7(정보보호 정책) 0.77 11.32

isml-1-8(정보보호 추진계획) 0.85 12.89

isml-1-11(정보보호 이행 검) 0.77 11.30

isml-1-13(정보보호 교육) 0.78 11.48

isml-1-14(정보보호 사고 탐지  응) 0.83 12.52

험 평가 로세스

isml-2-1( 험평가계획의 구체성) 0.85 1

0.8974 0.6868
isml-2-2( 험평가의 내재화) 0.86 14.11

isml-2-3( 험평가 차의 문서화) 0.85 13.71

isml-2-4( 험평가 차 미 수시 처리) 0.75 11.44

조직성과

per3(신규서비스  기술에 한 투자효과) 0.74 1

0.8627 0.5572

per4(기업의 랜드 워  평  유지) 0.73 9.13

per5(모범사례 용을 통한 서비스 품질향상) 0.77 9.73

per6(법  소송방지) 0.71 8.98

per7(구성원의 인식  행동 개선) 0.78 9.83

Table 5. Results of Measurement Model Analysis

합도를 갖는 것으로 본다. 한 표  카이자승

(Chi-Square)값은 카이자승(2)값을 자유도(df)로 나  값으

로 일반 으로 2값이 자유도의 2배를 넘지 않으면 p값이 작

아도 합한 모형으로 평가한다. 분석결과 본 구조모형의 

합도(n=174, RMR=0.025, RMSEA=0.070, GFI=0.89, AGFI=

0.85, NFI=0.97, NNFI=0.98, CFI=0.98, 2/df=1.84(2=160.41, 

df=87))는 반 으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가설검정은 잠재변수 간의 인과 계를 나타내

는 각 경로로 Fig. 3과 같다. 인과 계를 분석할 때 가설의 

방향성이 제시되었으므로 단측 검정을 사용하 으며 t값은 

유의수  α=0.05를 기 으로 |t|값이 1.645 이상인 값을 가설 

채택의 기 으로 사용하 다. 아래 공변량 구조모형의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정보보호 리 성숙도를 나타내는 험 

리 로세스, 험 평가 로세스는 조직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보호 정책지표의 조 효과를 분석한 결과 Table 7과 

같이 자유 모형과 등가제약 모형의 2의 차이(정책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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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 결 과 비 고

H1 험 리 로세스는 조직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계H2 험 평가 로세스는 조직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3 정보보호인력 비율에 따라 험 리 로세스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향은 달라질 것이다. 기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조 효과

H4 정보보호 산 비율에 따라 험 리 로세스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향은 달라질 것이다. 기각

H5 정보보호인력 비율에 따라 험 평가 로세스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향은 달라질 것이다. 기각

H6 정보보호 산 비율에 따라 험 평가 로세스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향은 달라질 것이다. 기각

Table 8. Result of Hypotheses Tests

정책지표( 값) 높은 그룹 낮은 그룹 조 효과 (∆2 < 3.84)

1. 정보보호 인력 비율(7.5%)
7.7% 이상

(N=33)

7.3% 이하

(N=86)

1) 험 리 로세스: 없음(∆2
= 342.46 – 340.22)

2) 험 평가 로세스: 없음(∆2
= 340.28 – 340.22)

2. 정보보호 산 비율(10.3%)
10.5% 이상

(N=37)

10.2% 이하

(N=82)

1) 험 리 로세스: 없음(∆2
= 406.73 – 405.30)

2) 험 평가 로세스: 없음(∆2
= 406.11 – 405.30)

Table 7. Result of Testing Interaction Effects

큰 그룹의 2 값에서 정책지표가 작은 그룹의 2 값을 뺀 

수치)가 3.84(자유도가 1일 경우에 임계값)보다 작아 조 효

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30]. 

4.3 결과의 해석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확인된 가설의 채택여부는 의 

Table 8과 같다. 정보보호 리의 성숙도가 조직성과에 미

치는 향은 선행연구와 동일하지만[4, 9] 정보보호 인력  

산의 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특이한 결과이고 이

에 한 조심스러운 해석이 요구된다. 

1) 정보보호 리 성숙도와 조직성과

정보보호 리 성숙도와 조직성과 간의 계를 분석한 

결과 인과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험 리 로세

스: 0.49(|t|=4.25, p<0.001, 험 평가 로세스 : 0.29(|t|=2.65, 

p<0.001). 본 연구 결과는 험에 한 순환 활동인 험 

리 로세스의 수 과 특정 시 에서 실시하는 험 평가 

로세스의 수 은 비즈니스 복원력 확보, 랜드 워  평  

보호, 법  소송방지 등 조직성과에 향을 미치며 장기 으

로 조직 경쟁력에까지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2) 정보보호 정책지표와 조직성과

정보보호 인력  정보보호 산 비율은 정보보호 리 

성숙도와 조직성과 간의 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의 융회사가 이를 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

임없이 형 보안사고 발생하고 있는 실에서 보듯이 제시

된 정책지표가 융회사의 보안사고 방 등 보안 수  향

상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 정보보호인력의 산정기 이 

한 , 정보보호 산의 확보비율과 집행비율의 격한 차

이 발생과 이행실태에 한 느슨한 검이 정책 운용상의 

이유로 보이지만, 상기 정보보호 정책지표는 개별 융회사

의 특성이 반 되지 않은 일률  타율규제로 인식하여 조직

의 보안수  향상의 계기로 활용하지 못하고 단순히 제재 

는 책임을 경감받기 한 방편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보다 

근본 인 원인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정보보호 정책은 융

회사가 스스로 능동  보안강화 노력을 통하여 서비스의 경

쟁력 확보와 보안성 강화를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

는 자율규제로의 패러다임 환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한계

본 연구는 정보보호 리 성숙도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문헌 조사를 통해 조직성과, 험

리 로세스 성숙도, 험평가 로세스 성숙도, 그리고 정

보보호 정책지표를 이용한 연구모형을 만들고 설문을 통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정보보호 리 성숙도와 조직성과 간에는 높

은 인과 계가 있다. 특히 정보보호 리의 주요 구성요소

인 험 리 로세스  험 평가 로세스의 성숙도가 

조직성과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정보보호 

문제를 조직 경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정보보호 리에 

지속 인 심과 의지를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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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보보호 정책지표(정보보호 인력 비율, 정보보호 

산 비율)에 따라 정보보호 리 성숙도가 조직성과에 미

치는 향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성이 검증

되지 않은 정보보호 정책  규제는 조직성과에 향을 미

치는 정보보호 리 성숙도 향상의 매제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앞으로 조직은 정보보호 수  향상을 해 

최소한의 규제 수 노력에서 벗어나 자율  보안체계 수립

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한계 은 첫째, 본 연구에서 선정한 표본이 제

한된 산업분야에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결과에 한 일반화

가 다소 제한 일 수 있다. 향후에는 다양한 산업군과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표본을 폭 넓게 선정하면 의미 있는 연

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조직성과를 비재무  요소들

만을 측정요소 선택하 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향

후에는 재무  성과를 포함하여 정보보호의 조직성과를 객

이며 종합 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의 성과 

측정방법에 한 연구와 용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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