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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사적 보안을 위한 요구사항은 점차 커지고 있는 반면, 이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인 보안협업에 대
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보안협업에 대한 개념 정립을 통해 보안협업의 유형을 분석하고, 효과
적 보안협업 수행을 위한 핵심 성공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직관리 분야에서의 기존 연구를 조사 분
석하여 보안협업 모델을 정립하였고, 협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보안특성을 반영하여 협업 인력, 협업 프로세스, 

협업 환경 등 세 영역에서 여덟 개의 변수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경력 3년 이상 보안 및 IT 전문가 106명의 데이
터를 수집, PLS-SEM를 사용하여 검증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는 협업 구성원의 신뢰성, 전문성, 참여 동기와 협
업 성과기준, 최고경영자의 의지, 협업지원도구 등이 보안협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정보보호, 정보보호 조직, 정보보호 관리, 정보보호 협업 핵심성공요인, 전사적 보안 협업

Abstract Although the requirement of enterprise security implementation has been raised, a few research on 
security collaboration, which is one of the methods for enterprise security has been performed. This paper 
approached information security from the collaboration-centric perspective and propose critical success factors 
for security collaboration. In this study, a model of security collaboration, which includes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activities was devised.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 on organizational collaboration literature, the 
eight success factors for collaboration were deduced and examined the significance of the eight factors using 
the PLS-SEM statistical method with data of 106 samples who are security and IT professionals who have 
worked for more than 7 years. The result of the hypothesis test supported that trust, expertise  motivation, 
collaboration performance criteria, top manager support and collaboration tools are the prominent factors of 
security col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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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보보호의 패러다임은 기술  에서 비즈니스   

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보호 거버

스에 한 요성이 증 되고 있다. 즉, 보안활동을 통한 

조직 내 유기 인 상호작용이 요해짐으로 인해 정보보

호는 더 이상 단일 부서의 이슈가 아닌 사  이슈로 확

되고 있다[20]. 이에 따라 기존  정보보호 조직 련 연

구에선 정보보호  거버 스를  성공 으로  이끌기  해  

문화정착, 행동양식,  업무의  효율성  제고,  기술과  

리의  정합성  등을  주창하기도 했다[25,26,27].  그러나 

사 인 정보보호 문화 도입  략  연계 실패, 부

한 권한과 책임의 할당, 조직의 보안 인식 미흡 등의 

이유로 사  정보보안 활동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21]. 이러한 문제는 정보보호 담조직 뿐만 아니라 

련 사업 부서들과의 업(collaboration)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28, 31]. 

따라서 본 연구는 사  보안활동을 원활하게 진행

하기 한 주요 수단인 업에 한 개념 정립과 업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핵심성공요인을 제시하

고자 한다. 이를 해 선행연구를 통해 일반 인 조직

업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보안특성을 반

한 요인을 용하여 보안 업 성공요인 모형을 설계한다. 

마지막으로 실증연구를 통해 연구요인 간 상 계  

요요인을 분석하고 궁극 으로 사  정보보호활동

을 한 보안 업 성공요인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관련 연구

2.1 협업의 개념

업과 유사한 의미로 동(cooperation), 조정

(coordination) 등의 개념이 있으며 업과 혼용해서 사

용되고 있다. 동은 “조직간 공헌과 성과에 한 이해를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합치된 목 (goal)을 달성시키기 

한 공동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8]. Mattessich[14]은 

“ 동은 상호간 이익과 공통의 목 을 달성하기 한 정

보 교환, 활동/역할 변경, 자원 공유”로 정의하고 있다. 

Horwath[11]은 조정이란 “공동의 작업을 좀 더 형식

화하지만 비 수에 따른 제제가 없는 일종의 작업유형”

이라 말한다. 다른 연구에서는 조정을 “내부 조직간 함께 

결정한 목 을 달성하기 해 정보교환, 조직간 커뮤니

이션 등을 활용한 연계(alignment) 혹은 조율

(adjustment)하는 일련의 활동”이라 말한다[8,19].

업은 조직간 다른 비즈니스 역에서 공동의 작업

을 진시키는 로세스이다[4]. Gulati[8]는 업을 조정

과 동간의 균형을 맞추는 활동을 말하며 조직간 업

은 조정과 동을 포함하는 말로써 정의한다. 업은 일

련의 로세스로서 조직 간의 공유된 목표, 자원 활용을 

한 공동의 책임 등 단순 정보 교환에서 의사결정을 

한 공동의 업무까지 조직간 계가 긴 해 질수록 단계

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11].

 연구를 통해 업은 공동의 작업의 가장 큰 문맥으

로  그  하  개념으로 동  조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2.2 협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응찬[29]는 사슬 리 의 공동업무를 바라보았

다. 정보기술, 활성화지원, 트 쉽, 계획과 운 , 성과

리 등 5개의 카테고리로 업 성공을 이끌 수 있는 요인

을 나 었으며 조직 내의 보단 조직 간의 으로 

연구를 근하 다. 

Forest[7]은 소규모 개인 구성원간의 업을 상으로 

트 쉽, 업 정당성, 의사소통, 목 설정, 책임/계획, 

멤버 역량(skills), 학습과 수행(learns and practices)이 

성공 인 업을 해 고려해야할 이슈라고 정의하고 있

다. 

Meng[15]은 제조, 구매, 소매, 공  등의 활동을 

하는 산업을 상으로 트 간의 계에 향을 주는 

요인을 문가 인터뷰를 통해 도출하 다. Meng[15]이 

제시한 요인은 총 여덟 가지로 상호목 , 자원공유, 신뢰, 

문화, 공동업무, 의사소통, 문제해결, 험할당, 성과측정, 

지속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Dean[5]은 기업 내 업을 진시키는 요인을 양 연

구를 통해 도출, 그 요인이 서비스 기업의 성과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조사하 다. Dean[5]은 업을 진시

키는 요인으로 신뢰, 리더십, 문화, 갈등 리 등 네 개로 

도출하 고 이 요인들은 서비스기업 업의 성공을 결정

짓는 잣 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Winer[22]은 목 을 달성하기 해 사람간의 계설

정  업에 한 설계, 역할 결정, 평가, 성공요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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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다루고 있다. Winer[22]는 업의 성공요소를 환

경, 멤버 특징, 로세스/구조, 의사소통, 목 , 자원 등 5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Amabile[1]은 질 /양  연구를 거쳐 의료연구 분야 

간의 연구 업에 해 정  향을 미치는 요인을 , 

환경, 로세스 등 세 가지 역으로 구분하 다. 그밖에

도 이상곤[28], Groenewegen[9], Horwath[11] 등의 연구

에서 멤버특성, 신뢰, 조직 환경, 역할, 의사소통, 인센티

, 동기부여 등 업에 향을 주는 요인을 제시하 다. 

2.3 보안협업 성과

보안 업의 궁극 인 목 은 사  보안 수 을 향

상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16,24]. 한 보안 업은 

사  활동을 통해 비즈니스의 목표  략을 지원함으

로써 비즈니스와의 연계성 높여야 한다[13]. 한 조직

업은 업 활동을 통해 조직변화에 한 처능력의 유

연성이 증 될 수 있다[27].

 연구들을 통해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보안 업의 

성과는 사  보안수  향상, 비즈니스와 정보보호 연

계, 보안 처능력의 유연성을 성과 척도로 설정하 다.

2.4 보안협업 모델 정의

본 연구에서는 정보보호 실무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업모델을 제시한다. 즉 업(collaboration)은 [그

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정(coordination)과 동

(cooperation)을 포함하는 의의 개념으로 정의하 다. 

조정은 사  보안을 해 련 부서간의 의견수렴  

갈등해결을 한 활동이라 말할 수 있다. 를 들어, 정보

보호 원회, 보안 실무 의회 등을 구성하여 보안 활동

에서의 갈등 조정, 사  력을 도모하기 한 활동을 

포함한다. 동은 공통된 목 을 달성하기 해 활발한 

정보교환  책임할당, 역할 수행 등을 포함하는 활동이

라 말할 수 있다. 를 들어, 정보보호 험분석 수행이라

는 공동의 목표를 해 보안부서, IT부서, 업부서의 멤

버들이 모인 작업 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업은 

사 인 정보보호 활동을 수행하기 해 와 같은 조

정  동 활동이 하게 수행되는 것을 말한다. 조정 

활동과 동 활동은 목   조직 특성에 따라 능동 으

로 선택할 수 있다. 

[Fig. 1] Security Collaboration Model

3. 연구 모형과 가설

3.1 연구 모형 및 가설 도출

본 연구는 ‘2. 련연구‘에 언 된 업 요인  공통된 

요인을 묶고 보안의 특성을 반 하여 8개의 보안 업 성

공요인을 도출하 으며(<Table 1> 참고) 도출된 보안

업 성공요인과 보안 업 성과간의 계를 연구모형으로 

설계하 다([Fig. 2] 참조).

[Fig. 2] Research Model

People Process Environment
Auth.

TRU PRO MOT COM PERF TOP HSO TOO

　 　 　 ○ ○ ○ 　 ○ [32]

○ ○ ○ ○ 　 　 　 ○ [31]

　 ○ 　 ○ ○ 　 　 　 [7]

○ 　 ○ ○ ○ 　 　 [17]

○ 　 ○ ○ 　 ○ [5]

　 ○ ○ ○ ○ ○ 　 ○ [11]

○ ○ ○ ○ 　 ○ [26]

○ 　 ○ ○ ○ ○ 　 [1]

○ 　 ○ ○ 　 　 　 [6]

○ ○ ○ ○ ○ 　 ○ [12]

○ ○ ○ ○ [30]

○ ○ ○ ○ ○
[27]
[29]

○ ○ ○ ○ ○
[20]
[24]

○ ○ ○ ○ ○ ○ [14]

<Table 1> Factors of Security Col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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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협업 인력

인력(people) 역은 업 로젝트 련 인력에 한 

신뢰성, 문성, 동기(motivation)의 세 요인으로 구성하

다. 신뢰성이란 조직 내에서 동  행동을 이끌 수 있

는 요인으로 개인/ 의 행동이 정  기 를 가져올 것

이라는 의도 혹은 믿음을 말한다[5]. 멤버들의 신뢰가 부

족하다면 성과에 부정 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7,9,11].  

업을 구성하기 해선 개인/ 의 기술이 숙련되었

는지 그리고 하게 배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7]. 

업을 운 하는 기술- 한 리감독, 업의 목표설

정 등- 한 요하다[1]. 즉 업 련 문성이 높을수록 

업 목표를 달성하기 용이하다. 

업의 운 은 직원의 동기부여에 따라 상이하게 나

타난다. 개인/ 의 태도와 동기부여는 업을 구성 시 고

려해야하는 측면으로 요하다[11]. 

따라서 인력 련해서 아래와 같은 3가지 가설을 도출

할 수 있다. 즉, 보안 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신뢰성이  

높을수록(H1-1), 문성이 높을수록(H1-2), 동기부

여가 높을수록(H1-3), 보안 업 성과에 정  향

을 미칠 것이다.

3.1.2 협업 프로세스

업 로세스란 업을 한 의사소통, 성과측정 등

의 방법을 통한 일련의 업과정을 의미한다. 업이 성

공하기 해서는 업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가능해야하며 업 구성원간의 형식 /비형식 인 상호

작용을 하는 방법에 따라 업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9,10]. 한 업 구성원들 간의 갈등해소는 업

성과에 정 인 향을 끼칠 것이다[1,22].  

업조직의 지속 인 수행을 해선 조직의 성과측정

을 수행해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체계가 필요하다

[15]. 한 업의 성공을 해선 업 업무의 평가와 반

을 수행하는 로세스가 요구된다. 

따라서 업 로세스 련해서 아래와 같은 2가지 가

설을 도출할 수 있다. 즉, 보안 업조직의 성과측정 

로세스가 잘 정립될수록(H2-1), 업 의사소통

(H2-2)이 활발할수록, 보안 업 성과에 정  향

을 미칠 것이다.

 3.1.3 협업 환경

업 환경이란 공동체에서 업무성과를 낼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업성과에 향을 미친다[22]. 특

히 사  보안을 해서는 최고경 자의 의지와 지원이 

매우 요하며 업 활동에 한 극 인 격려가 요구

된다[10]. 한 사  보안을 수행하고 여러 부서와의 

업을 가능하게 하기 해서는 정보보호 부서의 상이 

높아야 한다[18]. 

그룹웨어, 메신  등 성공 인 업을 지원해주는 IT 

도구는 업을 유기 이며 효율 인 의사 달을 가능하

게 한다[3]. 특히, 높은 수 의 업일수록 수행 문제를 

해결하기 한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11]. 따라서 업 

환경 련해서 아래와 같은 3가지 가설을 도출할 수 있

다. 즉, 최고경 자의 업수행 의지가 높을수록

(H3-1), 정보보호부서의 상이 높을수록(H3-2), 

업지원 도구의 활용도가 높을수록(H3-3), 보안 업  

성과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4. 실증 분석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을 검증하기 해 구조방정

식을 사용하 다. 구조방정식은 각 경로계수를 비교 분

석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 합하다. 본 연구

의 해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활용하여 기본 통계 

분석을 실시하 고 본 연구가설의 검증을 한 모형 체

의 합도, 타당도, 신뢰도, 요인별 상 계, 경로계수 

값 등은 Smart PLS 2.0 사용하여 추정하 다. 

4.1 표본 구성 및 및 측정 도구 개발

보안  IT 련 문가를 상으로 총 127개의 설문 

수집을 하 다. 설문 방법은 온라인과 오 라인으로 나

어 진행하 으며 무응답, 불성실 응답  3년 미만의 

경력의 응답자를 제외한 총 106개의 설문을 검증자료로 

사용했다. 일반 통계결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무경

력은 ‘15년 이상’ 42.5%, ‘7년 이상 11년 미만’ 23.6%, ‘7년 

미만’ 17.9%, ‘11년 이상 15년 미만’ 1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담당업무는 ‘컨설 업무’를 하는 사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39.6%) 조정  동 두 업유형을 경

험한 비율은 51.9%로 나타났다. 재 업 조직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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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 Var. Oper. Define Indicator Auth.

Trust

The Intent to 

taking positive 

action of person or 

team

mutual respect

(TRU1)

[10]

trust in 

co-workers

(TRU2)

expectation of 

goal 

achievement

(TRU3)

Professio

nalism

Appropriate 

deployment of 

person and team 

skilled worker

(PRO1)

[10]
deployment of 

appropriate 

person

(PRO2)

Motivati

on

The support of 

action toward a 

desired goal

incentives

(MOT1)
[11]

recognition of 

necessary

(MOT1)

[1]

Commun

ication

Interaction with 

co-workers

formal 

communication

(COM1)
[10]

informal 

communication

(COM2)

conflict solution

(COM3)
[1]

Perf.

Criteria

Measurement 

process of 

collaboration 

working

compensation 

criteria of a 

person

(PERF1)
[28]

compensation 

criteria of a 

team

(PERF2)

Support 

of Top 

manager

The support of top 

manager for 

collaboration

involvement top 

manager

(TOP1)

[12]

report system

(TOP2)
[31]

Division 

of status

The Status of 

collaboration 

division

status of 

manager for 

security

(HSO1) [31]

status of 

division

(HSO2)

Collabora

tion tools

Implementation of 

tools supporting 

collaboration

tools for 

communication

(TOO1)

[11]method for 

collaboration 

support

(TOO2)

<Table 2> Collaboration Factors & Metrics하고 있는 비율은 ‘ ’ 62.3%, ‘아니오’ 36.8%로 나타났다. 

본 설문의 모집단을 표하는 정 수 의 표본크기

를 Chin[34]과 G*Power 방법을 통해 구하 다. Chin[34]

은 PLS를 한 정 표본크기는 변수 당 10개 이상이 좋

다고 말하 으며, G*power를 통해 도출한 표본크기는

(효과크기 0.15, 유의수  0.05, power 0.8) 50개 이상이면 

검증에 유의한 표본크기임으로 본 조사에서의 표본 사이

즈는 두 요구사항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 성공요인의 측정도구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 다. 모든 측정 도구는 리커트 7  척도

를 사용하 다. 각 변수의 조작  정의  측정 도구의 

키워드는 <Table 2>와 같다.

4.2 연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본 연구에서 제시한 독립변수의 타당성  신뢰성을 

확인하기 해 집 타당도와 별타당도를 사용하 다. 

집  타당도는 측정항목의 요인분석, 구성개념

(Construct)의 조합 신뢰성, Cronbach’s α  AVE값에 

의해 평가 가능하다. PLS 분석에서 COM2, TRU1 척도

는 해당 변수를 정확히 반 하지 못하고 있어 제외한다. 

본 연구의 조합 신뢰성은 다음 <Table 3>와 같이 모든 

변수는 0.7이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모든 변수는 기 을 

통과하 다[2]. Cronbach’s α은 역시 일반 으로 0.6이상

이면 측정항목에 한 신뢰도는 만족할 만한 수 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는 만족한다. AVE값도 모든 변

수는 임계치 0.5를 상회하므로 각 요인별 신뢰성을 확보

했다 볼 수 있다. 별 타당도는 요인분석과 구성개념

(Construct)간의 상 계로 평가할 수 있는데 평균분산

(AVE)의 제곱근과 요인 간 상 계수로 평가 가능하다

[6]. 본 연구의 상 계수는 한 변수 내에서 AVE 제곱근

이 다른 변수들 간의 상 계보다 크기 때문에 별 타

당성이 충족된다. 그리고 공통성(Communality) 수치는 

측정모형의 합도를 단하는 기 으로 최소 0.5 이상

의 기 을 모두 충족한다. 

PLS 경로 모형의 체 합도(Goodness of Fit)은  

0.25 이상이면 합하다[27]. 의 기 으로 본 연구의 

체 모델 합도는 0.731로 나타나 제 합도를 만족한

다. 한 PLS 경로 모형의 주목 인 측을 해 

Stone-Geiser Q^2 검증 통계량인 교차 검증된 

Redundancy 값이 양수를 가리키기 때문에 측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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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AVE
Composite 

Reliability
R^2 Cronbachs α Communality Redundancy

Path

coefficient

COM 0.7602 0.8637 0 0.6849 0.7602 0 0.077

PERF 0.8174 0.8995 0 0.7766 0.8174 0 0.119

TOO 0.7335 0.8455 0 0.6512 0.7335 0 0.245

HSO 0.744 0.8522 0 0.6782 0.744 0 -0.011

MOT 0.7446 0.8531 0 0.6671 0.7446 0 0.144

PRO 0.7246 0.8393 0 0.6381 0.7246 0 0.164

Col-Perf 0.691 0.8694 0.5458 0.7756 0.691 0.0084

TRU 0.8226 0.9026 0 0.7847 0.8226 0 0.207

TOP 0.7722 0.8712 0 0.7131 0.7722 0 0.414

Goodness  of  fit  =  0.731

<Table 3> PLS analysis overview

히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추가로 변수 간 상 계

를 나타내는 다  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기 치

인 .80은 모든 변수에서 작게 나타났기 때문에 다 공선

성의 문제는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요인분석

을 확인하면 각 요인별 값이 다른 측정항목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고 COM2, TRU1을 제외한 나머지 값은 0.7

이상을 가리키기 때문에 COM2, TRU1을 제외한 나머지 

척도들은 별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4.3 연구 결과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해 보안  IT 종사자를 

상으로 PLS 구조모형 기법을 사용하여 결과를 도출하

다. 경로계수를 추정하기 해 부트스트랩을 통해 표본

수의 수를 입력 후 500회 샘 링 반복을 하 다. PLS 모

델은 측정변수의 분포에 한 가정이 없고 모수추정방법 

한 최소자승법이기 때문에 표 오차가 계산되지 못한

다. 그러므로 모수 추정 값에 한 통계  검증은 부트스

트랩을 사용하 다[6]. 

실증분석 결과, 가설 4와 7을 제외하고는 모두 채택되

었다<Table 4>. 즉 구성원 간 의사소통과 정보보호 부서

의 상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그 밖의 가설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구성간의 의사소통이 업을 해서 요하다고 

단되었으나, 상 으로 타 요인에 비해 덜 요한 것으

로 명되었으며, 정보보호 부서의 상은 업의 성과

와 크게 계가 없다는 시사 을 도출할 수 있었다.   

Hypothesis path Path coef. T-test p
Accept

/reject

TRU -> Perf 0.207 3.0267 ** Accept

PRO -> Perf 0.164 2.6009 ** Accept

MOT -> Perf 0.144 2.3034 * Accept

COM -> Perf 0.077 1.0166 reject

CRI -> Perf 0.119 2.043 * Accept

TOP -> Perf 0.414 6.0908 ** Accept

HSO -> Perf -0.011 0.1702 reject

TOO -> Perf 0.245 2.8127 ** Accept

*p<.05 **p<.01 

<Table 4> Test Results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는 사  보안을 실행하기 해 업의 요

성을 강조하고 업 성공요인을 악하 다. 최고경 자

의 의지, 업지원도구, 업 인력의 신뢰성, 문성, 동

기, 평가기  등의 순으로 요하다고 나타났다. 특히 최

고경 자의 의지가 가장 높은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는 많은 시사 을 주고 있다. 그리고 보안부서의 상보

다 보안기능을 효과/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도구(IT

활용 업도구, 의사결정 방법론 등)나 동기부여에 따라 

업의 성과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은 주목해야 할 것

이다. 

본 연구의 한계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실증 연구

는 업 경험을 가지고 있는 리자 는 문 인력을 

상으로 조사하 으나, 재 업 조직에 직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인력(36.%)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업에 직  참여하는 인력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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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보안 업 유형을 정립하 으나 유형에 따른 

업요인의 유의성 차이를 밝히지 못했다. 업의 유형을 

조정과 동 활동으로 구분하여 정의하 으나 본 연구에

서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업 반  차원에서 실증

분석을 하 다. 향후에는 업 유형별 실증분석을 함으

로써 구체  성공요인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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