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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서 론

개인의 정보기술 수용과 관련된 주제는 지난 

30년간 정보시스템 분야 연구의 중심으로서 많

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개인 사용자가 처음

에 업무 수행을 위해 IT 시스템을 수락하지 않

으면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효율성, 효과성 또

는 생산성 향상과 같은 IT 사용의 예상 이익을 

따지기 위해서는 먼저 정보기술 수용을 이해하

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이 분야의 선행 연구

들은 잠재 사용자의 정보기술 수용에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지는 인식(예: 지각된 유용성, 지

각된 사용용이성, 태도)을 확인하고 이들이 수

용에 미치는 영향의 인과 관계를 탐구해왔다

(Davis et al., 1989; Venkatesh et al., 2003). 이

러한 연구들은 또한 매스 미디어, 친구, 가족 및 

동료와 같은 외부 요인이 신기술에 관한 사용

자 인식을 형성할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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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Venkatesh and Brown 2001; Venkatesh et al., 

2003).

한편, 이처럼 정보기술의 수용을 설명하기 

위한 수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으나, 오늘날 

정보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

전해 옴에 따라 기존과 같은 효율성과 효과성, 

생산성 측면에서의 접근만으로는 설명에 한계

가 있다. 예를 들어, 조직구성원들의 법과 규정

에 대한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

지원시스템은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법과 규정

을 체계적으로 매핑하여 제공하고, 사전 준법점

검 및 사후 자가평가 기능을 통하여 효율적이

고 효과적인 준법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그러나 준법지원시스템에서는 사

용자의 활용에 따라 누적되는 데이터가 본인의 

준법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의 대상이 될 수 있

다는 점에서 일반 정보시스템 활용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기대와는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 이는 사용

자로 하여금 준법지원시스템 활용에 따른 감시

의 우려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정보기술 비사

용 또는 중단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오래전부

터 이루어져왔다(이웅규, 박진훈, 2016). 특히 

기존 사용자 이론을 확장하여 정보기술 사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려는 시도 

또한 최근 중요한 연구 흐름이 되고 있다(이웅

규, 2018). 이는 오래전부터 정보기술 이론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로서 연구되어 온 저항

(resistance)의 개념이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할 뿐 아니라 조직 구성원의 변화관리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맥락에서 이

해할 수 있다(박상철, 채성욱, 2014).

이처럼 준법지원시스템이라는 정보기술에 

대한 수용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이론적으

로나 실무적으로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론적

으로는, 준법지원시스템 사용의 목적인 준법 그 

자체에 대한 몰입과 함께 준법지원시스템 사용

으로 인한 감시에 대한 우려를 기존의 기술수

용모델을 중심으로 확장한다는 점이다. 또한 실

무적으로는, 조직구성원들의 준법지원시스템 

수용을 유도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긍정

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요인을 각각 극대화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보다 실제적인 환경을 조성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다음 

파트에서는 먼저 기술수용모델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고 이를 준법지원시스템 관점에서 적용

한다. 이어서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

모형을 수립하고 준법지원시스템 사용의 선행

요인으로서 준법몰입과 감시우려에 대한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4개의 가설을 도출한다. 그리

고 준법지원시스템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여 수집한 응답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출한 가설에 대한 실증검증을 수행한다. 마지

막으로, 검증결과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 그리

고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

다.

Ⅱ. 이론적 배경 및 문헌연구

2.1 기술수용모델과 준법지원시스템

본 연구의 근간이 되는 기술수용모델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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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s(1986)가 처음 제안하여 Davis et al. 

(1989)이 실증한 모델로서, 내부적인 믿음과 태

도, 그리고 의도에 대한 외부 요인들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기술수

용모델은 합리적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을 정보시스템 환경에 적용한 것

으로, 그동안 정보기술 연구 분야에서 광범위하

게 사용되어 왔다. TRA에 따르면, 한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행동의도로부터 나타나는 것

이다(Fishbein and Ajzen, 1975). 즉, 정보시스

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는 실제 사용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술수용모델에서는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

된 사용용이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을 제

시하고 있는데, 기술수용모델에 따르면 이 두 

개념은 모두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먼저, 

지각된 유용성은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면 자

신의 업무 수행 능력이 향상 될 것이라고 믿는 

정도”라고 정의되는데, 사람들이 기술이 업무 

성과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면 기술을 사

용하려는 의도는 더 커질 것이라는 논리이다. 

다음으로,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해당 시스템

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고 믿는 정

도”로 정의되는데, 이러한 지각된 사용용이성

이 높으면 사용의도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

니라 그만큼 그 시스템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혜택도 더 클 것으로 기대하기 때

문에 지각된 유용성에도 영향을 미친다(Davis, 

1986). 이러한 신념 구조를 더 잘 이해하면 사

용자 동의 및 새로운 정보시스템 사용의 증가

로 이어질 수 있는 효과적인 조직 개입을 설계 

할 수 있다(Venkatesh and Davis, 2000). 또한 

기술수용모델은 지각된 유용성이 때로는 직장 

내에서의 정보기술의 수용 동기에 있어서 부정

적인 영향이나 태도를 무시할 수 있다는 논리

에서 지각된 유용성이 태도를 거치지 않는 정

보기술 수용의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포함

하고 있다. 이처럼 기술수용모델은 정보시스템 

사용자의 사용의도 및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여러 연구의 기초로 활용되어 왔다(Lucas and 

Spitler, 1999; Venkatesh and Davis, 2000). 특

히 2000년대 이후로는 이론을 확장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주로 기술수용모델

에서의 두 가지 믿음 관련 변수들인 지각된 유

용성과 지각된 사용용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

행요인들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이론의 연장선상에

서 준법지원시스템이라는 정보기술의 수용 메

커니즘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술수용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준법지원시스템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

행요인으로서 지각된 유용성을 제시하였다.

준법지원시스템은 사용자인 임직원들이 본

인의 업무와 관련된 법과 규정들에 대하여 준

법여부를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스스로 점검하

고, 또 그 점검사항이 준법지원부서에 의해서 

검토될 수 있도록 설계된 정보시스템이다. 물론 

기업 차원에서는 임직원들이 의무사용 범위나 

기간에 구애 받지 않고 보다 자율적이고 능동

적으로 활용할 것을 장려하지만, 준법지원시스

템은 단지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측면에서의 기술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 법과 규정의 위반을 감소시키고 통제

하기 위하여 사용이 어느정도 의무화된 시스템

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준법

지원시스템의 사용의도라 함은 기술을 수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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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안하고의 문제라기 보다는 얼마나 자발적이

고 적극적으로 그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사용하

느냐의 차원에서 접근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

용이성은 준법지원시스템의 특성상 그 사용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인이 아닐 것으로 판단하여 

변수로 고려하지 않았으며, 대신 지각된 유용성

과 함께 준법지원시스템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선행요인으로 준법몰입을 제시하였다. 준

법몰입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설명하도록 한

다.

2.2 준법몰입 

몰입은 조직구성원들의 직무 성과를 높여 주

고 또 경영성과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원동력

이 된다(Allen and Meyer, 1990). 조직구성원이 

조직의 가치를 선호하게 될 때 조직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개인의 가치와 조직의 가치

가 융합되면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대하여 만족

하게 됨으로써 경영성과에 긍정적으로 기여하

게 된다(Goodman and Svyantek, 1999). 이처

럼 기존의 국내외 연구들에서는 직무몰입과 조

직몰입이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제시하고 있다(Steers, 1977; 이현규 등, 

2017). 다양한 몰입의 개념들 중에서 본 연구에

서 제시하고자 하는 준법에 대한 몰입은 직무

몰입(job commitment)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

다. 직무몰입은 조직구성원들이 자신의 직무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중심적인 가치로 자리잡

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의 직무를 본인과 얼마

나 동일시하고 있는지의 정도를 의미한다

(Kanungo, 1982; Lawler and Hall, 1970). 따라

서 본인의 직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본인

과 동일시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직무몰입은 얼

마만큼 자신이 그 직무에 대하여 내재적 동기

부여가 되어 있는가와도 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서형택 등, 2017). 또한 많은 연구들을 통

해 직무몰입과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하여 규명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로부터 직무몰입은 성

과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al-Otaibi, 2000; Keller, 1997; Lassk et 

al., 2001).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른 많은 연구

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i.e., Arnett et al., 

2002; Randall, 1987). 즉, 조직구성원들의 직무

몰입이 낮은 경우 기업의 경영성과도 낮고, 반

대로 직무몰입이 높은 경우 기업의 경영성과도 

높아진다는 것이다(이현규 등, 2017).

이를 준법의 관점에서 적용해보면 준법에 대

한 몰입은 자신의 업무활동과 법규에 대한 준

수를 동일시하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준법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동일시한다

는 것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를 준수

하는 것을 본인의 업무와 결부시켜서 생각하고 

준법에 대해 스스로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

음을 반영해 준다. 또한 심리적 동일시는 준법

에 대해 자긍심을 갖게 해주고 자신이 투입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게 하

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Brown 

and Leigh, 1996).

2.3 감시시스템의 특성과 감시우려

감시시스템은 준법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이

러한 행동을 성과와 연계시켜주는 시스템을 말

하는데, 기업들에서 임직원들에 대한 모니터링 

및 동기부여를 위하여 감시시스템을 활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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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가 많이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이 많은 조직 이

론들을 통하여 조명되어 왔으며, 여기에는 개인

의 인지 및 행동에 대한 이론부터 기업의 행동

에 대한 이론에 이르기까지, 조직구성원들에 대

한 모니터링과 제재, 운영에 있어서의 행동, 그

리고 조직행동 등이 기업 성과에 중요한 요소

로 표현되어 왔다(Tenbrunsel and Messick, 

1999). 이러한 시스템의 핵심은 조직구성원들

의 행동을 모니터링한다는 것인데, 이에는 해가 

될 수 있는 잠재적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

적으로 사용되며, 그 결과로서 금전 또는 승진

에 대한 제재를 동반하기도 한다(Pfeffer, 

1994).

한편, 감시시스템의 역효과에 대한 연구결과

가 보고되기도 하였는데(Pfeffer, 1994; Walsh 

and Seward, 1990),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감

시시스템은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하여 본연의 

목적 달성을 실패로 이끌 수 있다. 즉, 자율성을 

유도하기보다 행동을 통제하는 시스템은, 압박

감과 긴장감의 증가, 창의성과 인지적 유연성, 

긍정적 감정, 그리고 자신감의 감소를 유발한다

(Deci and Ryan, 1987). 더 나아가 조직구성원

들은 감시 대상이 되는 시스템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성과에 대한 책임이 개인이 아닌 시스

템에 달려있다고 인식하게 되는데(Pfeffer, 

1994), 이로 인해서 개인은 바람직한 행동 그 

자체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보다는 시스템 사

용에 한정을 두게 된다(Cialdini, 1996). 결과적

으로 감시시스템은 언제든지 그 시스템에서 컨

트롤하지 못하는 범위에서의 준법행동에 대해

서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Cialdini, 1996; 

Lingle et al., 1977).

Ⅲ.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준법지원시스템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술수용모델을 기반으로 지각된 유용성과 몰

입을 독립변인으로, 그리고 준법지원시스템 사

CSS: Compliance Support System (준법지원시스템)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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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도를 종속변인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준법몰입은 준법지원

시스템 사용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지각된 유용성을 통해 준법지원시스

템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으며, 

또한 준법몰입과 지각된 유용성 간의 관계에 

있어 감시우려의 부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림 1>과 같이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3.2 가설설정

3.2.1 지각된 유용성과 준법지원시스템 사용

의도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은 정보

기술을 사용함으로 인해 성과가 향상될 것이라

는 믿음에 대한 지각이다. 기술수용모델(TAM)

에 따르면, 지각된 유용성은 정보기술을 이용하

는 서비스의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

한다(Davis, 1989).

지각된 유용성과 정보기술 사용의도 간의 관

계에 관한 연구는 Davis(1989) 연구 이후 최근

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준법지원시스템 사용자

가 지각하는 준법지원시스템의 유용성이 준법

지원시스템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

이라 예상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지각된 유용성은 준법지원시스템 사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준법몰입, 지각된 유용성, 준법지원시

스템 사용의도

준법몰입은 법규를 준수하는 것에 대한 몰입

의 정도를 말하는데, 법규를 준수하는 것에 대

해 심리적으로 동일시하면 할수록 자신의 업무

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관

련 활동에 쏟는 시간과 노력의 양은 훨씬 더 많

아지게 되며(Kahn, 1990; Pierro et al., 2006), 

그 결과 준법성과는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볼 수 

있다(Blau, 1993; Gardener et al., 1989). 이처

럼 준법몰입은 직접적으로 준법행동에도 영향

을 미칠 것이지만, 준법지원시스템의 사용에 대

해서도 긍정적인 믿음을 형성함으로써 결과적

으로 준법지원시스템 사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구성원

들이 준법활동을 얼마나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수행하는가를 의미하는 준법에 대한 몰입의 관

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준법몰입은 그 성과로

서의 조직구성원들의 준법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변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준법

에 대한 몰입은 법규의 준수라는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도구로서 준법지원시스템의 활용을 

고려하게 되고, 이로써 준법지원시스템 사용의

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준법지원시스템

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 또한 긍정적으로 판단

하게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그 사용의도가 더 

커질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준법몰입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3. 준법몰입은 준법지원시스템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감시우려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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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와 제재의 부정적인 단면에 대하여 가장 

자주 논의가 되는 것은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와 외재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에 

대한 영향이다(Tenbrunsel and Messick, 1999). 

감시시스템이 유발하는 외부로부터의 압박

(external pressure)은 내재적 동기에 손상을 입

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개인이 그들

의 행동이 스스로의 선호에 의해 행해지는 것

이 아닌 외부의 압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Cialdini, 1996; Deci and 

Ryan, 1987; Pfeffer, 1994). 이와 유사하게, 

Pittman et al.(1980)은 직접적인 감시가 내재적 

동기의 감소로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S

社’의 준법지원시스템은 조직구성원들의 자발

적인 준법행동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 

임직원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이

러한 준법지원시스템에는 준법지원팀이 조직

구성원들의 준법활동(i.e. 준법 체크리스트 등

을 활용한 자가평가)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조

직구성원들은 준법지원시스템의 특성상 이러

한 준법지원시스템이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활

용하는 ‘지원’ 측면의 시스템으로서 인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에 있어 감

시시스템으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구성원들이 준법지원시

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축적되는 정보가 준법여

부의 감시 대상으로 인식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법몰입과의 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결

과적으로 법규의 준수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도구로서의 준법지원시스템의 유용성에 대

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점

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H4. 준법몰입과 지각된 유용성 간의 관계에 

있어 감시우려의 부(-)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

다.

Ⅳ. 연구방법

4.1 연구변수의 조작화 

본 연구의 각 변수 별 항목들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각 설문항목들

은 기존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의 맥

락에 맞게 새로이 구성하거나 재조정하여 개발

하였다. 이를 통하여 준법지원시스템 사용의도

(Davis et al., 1989; Fishbein and Azjen, 1975) 

4문항, 지각된 유용성(Davis et al., 1989) 4문

항, 준법몰입 (Kanungo, 1982) 4문항, 그리고 

감시우려(Tenbrunsel and Messick, 1999) 4문

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변수

의 조작적 정의와 각 측정항목은 <표 1>에 정

리하였다.

4.2 데이터 수집

가설 검증을 위하여 준법지원시스템을 구축

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내 정유회사 S사의 임직

원을 대상으로 그룹웨어의 설문 기능을 활용하

여 2017년 11월에 2주 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전체 임직원 약 2,850명을 대상으로 배포하

여 총 1,056건의 응답데이터를 회수하여 약 

37%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 중에서 불성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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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을 제외한 865건의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

하였다.

직급은 생산직에 해당하는 계장이 43.8%로 

가장 높았고, 차장(9.1%)과 주임(9.0%)이 그 뒤

를 이었다. 직무는 생산직이 68.1%로 가장 높

았고, 사무직이 30.1%, 법무원 및 기타가 1.8%

로 나타났다. 인구 통계학 정보는 <표 2>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구분 건 %

직급

부장 45 5.2
차장 79 9.1
과장 61 7.1
대리 68 7.9
계장 379 43.8
주임 78 9.0
사원 139 16.1
기타 16 1.8

직무

사무 260 30.1
생산 589 68.1
법무 3 0.3
기타 13 1.5

<표 2> 인구통계학 정보 (N=865)

구성개념 정의  측정항목

준법지원시스템

사용의도

(Intention to use 

CSS; INT)

준법지원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의 정도

- 나는 나의 준법활동을 위해 CSS를 활용할 것이다.

- 나는 법규 준수를 위해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CSS를 활용할 것이다.

- 나는 나의 준법활동을 위해 CSS를 더 잘 활용할 계획이다.

- 가능하다면 CSS를 사용하지 않고 싶다(*).

지각된 유용성

(Perceived 

Usefulness; PU)

준법지원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본인의 준법을 위하여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 CSS의 활용은 내가 법규를 준수하도록 도움을 준다.

- CSS의 활용은 나의 준법활동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준다.

- CSS의 활용은 나의 준법활동의 효과성을 향상시켜준다.

- CSS는 전반적으로 나의 준법활동에 있어서 유용하다.

준법몰입

(Compliance 

Commitment; CC)

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본인의 업무와 결부시키는 정도

- 나는 내가 법규를 준수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잘못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내가 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 내가 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다.

- 나는 내가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자랑스럽다.

감시우려

(Surveillance 

Concern; SC)

준법지원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축적되는 정보가 준법여부의 감시 대상이 될 것이라고 인식

되는 정도

- CSS 사용은 누군가에게 나의 준법여부를 감시할 기회를 준다.

- CSS 사용은 나의 준법 관련 활동이 명확하게 노출되도록 한다.

- CSS 사용은 회사가 나의 준법여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 CSS를 사용함으로써 나의 준법여부를 감시 받는 것 같다(**).

CSS: Compliance Support System (준법지원시스템)

(*)는 역코딩

(**)는 측정모형 검증 과정에서 제외된 항목

<표 1> 연구변수의 조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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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응답 데이터를 SPSS 18.0과 

smartPLS 3을 활용하여 측정모형과 경로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Ringle et al., 2015). 특히 

PLS 방법은 결과에 대한 예측 뿐 아니라 변수

들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표본의 크기 및 정규분포 등에 대한 제약이 없

고(Fornell and Cha, 1994), 인과관계 예측을 위

한 연구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Chin et al., 

2003).

5.1 측정모형의 검증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하여 SmartPLS 3의 

Bootstrapping 500회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연

구모형의 적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 변수들

의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 신뢰성을 평가하

였다.

먼저 집중타당성의 검증을 위하여 측정항목

들의 요인적재량 값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기준값 0.5 이상을 충족하지 않는 한 개의 항목

을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표 3>과 같이 15

개의 항목들에 대한 요인적재량 값이 모두 0.6

을 상회하여 기준을 충족하였다(Bagozzi and 

Yi, 1988). 다음으로 크론바흐알파값(⍺)과, 복

합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 평균분

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을 산출하여 신뢰성을 평가하였다. <표 3>과 

같이 각 잠재변수의 값이 크론바흐알파값 0.7 

Item Loading α CR AVE

CC1 0.839

0.886 0.921 0.744
CC2 0.890
CC3 0.866
CC4 0.855
CI1 0.925

0.901 0.933 0.778
CI2 0.931
CI3 0.927
CI4 0.728
PU1 0.933

0.960 0.971 0.892
PU2 0.958
PU3 0.950
PU4 0.936
SC1 0.771

0.872 0.863 0.682SC2 0.689
SC3 0.988

<표 3> 집 타당성  신뢰성 분석

CC CI PU SC

CC (0.863)
CI 0.472 (0.882)
PU 0.498 0.815 (0.944)
SC -0.089 -0.122 -0.121 (0.826)

대각선 괄호 안의 숫자는 평균분산추출값(AVE)의 제곱근

<표 4> 별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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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Hair et al., 2011), 복합신뢰도 0.7 기준

(Chin, 1988), 평균분산추출값 0.5 기준(Fornell 

and Lacker, 1981)을 모두 충족하여, 본 연구에

서 사용된 측정항목들의 신뢰성이 확보되었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잠재변수의 판별타당성을 검증한 결

과, 모든 평균분산추출값의 제곱근이 0.826 이

상이고, 그 값이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의 값

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 또한 

검증되었다(<표 4>).

5.2 구조모형의 검증

측정모형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이 확보됨

에 따라 본 연구의 구조모형 분석을 통한 변수

들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각된 유용성

은 준법지원시스템 사용의도(β=0.771, 

t=30.750)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 H1은 채택되었다. 또한 준법몰입은 지각된 

유용성(β=0.465, t=15.077)과 준법지원시스템 

사용의도(β=0.088, t=2.920)에 모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H2, H3도 모두 채

택되었다. 마지막으로, 준법몰입과 지각된 유용

성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감시우려(β=−0.192, 

t=3.380)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 H4이 채택되었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 설정

한 4개의 가설이 구조모형 분석 결과 모두 채택

되었다.

5.3 조절효과 검증

준법몰입과 지각된 유용성 간에 있어서 감시

우려의 조절효과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의 

설명력 비교를 통해서 그 조절효과의 크기를 

나타낼 수 있는데, 그 크기는 다음과 같은 식으

로 계산할 수 있다(Cohen, 1992).

= 조절효과 크기

= 주효과모델(상호작용항 포함 이전모델)
의 설명력

= 상호작용항이 포함된 모델의 설명력

**p<0.01, ***p<0.001

Two-tailed test at n=500 (resampling)

<그림 2> 구조모형 검증결과



준법몰입과 준법지원시스템 사용의도: 지각된 유용성 및 감시우려를 중심으로

- 107 -

이 식에서 f2는 조절효과의 대략적인 크기를 

말하는데 0.02 이하이면 작은 조절효과, 0.15는 

중간, 0.35 이상이면 조절효과가 큰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본 연구모형에서는 앞서 구조모

형 검증을 통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준법몰입

과 감시우려의 상호작용항이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β=−0.192, t=3.38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위 식에 따라 f2의 값이 

0.04로 계산되어 비교적 작은 수준의 부(−)의 

조절효과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준법몰입과 지각된 유용성 간 감시우

려의 조절효과를 보다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 

감시우려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1 SD 및 −1 

SD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관계를 <그림 3>과 

같이 도식화 하였다.

<그림 3> 감시우려의 조 효과

이러한 시각적 결과로부터 준법몰입과 지각

된 유용성 간에는 감시우려의 부(−)의 조절효

과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앞서 구조모형 

검증 결과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Ⅵ. 요약 및 결론

6.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사용자의 준법몰입과 준법지원시

스템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이 준법지원시스템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준법몰입과 지

각된 유용성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감시우려의 

부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모형과 연구가

설을 설정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Davis et al.(1989)

이 제시한 기술수용모델과 기존 문헌연구를 바

탕으로 한 준법몰입 및 감시우려의 개념을 활

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들을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준법지원시스템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

은 준법지원시스템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준법지원시스템 

사용자가 그 시스템에 대하여 유용하다고 지각

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술수용모

델, 그리고 기존의 지각된 유용성 및 사용의도 

간의 연구결과들과도 일치한다.

둘째, 준법에 대한 몰입은 준법지원시스템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과 준법지원시스템 사용의

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본인의 업무와 결부

시키는 정도가 클수록 준법을 위한 능동적인 

메커니즘에 의하여 준법지원시스템에 대한 유

용성을 더욱 높게 인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준법지원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커

진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준법몰입과 준법지원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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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각된 유용성 간에 있어서 감시우려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의 대상이 되는 ‘S社’의 준법지원시스템은 

조직구성원들의 준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

축된 시스템으로,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법규에 

대한 프로필과 사전 및 사후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법

규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와 동시에 

준법지원부서로 하여금 이러한 조직구성원들

의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전사적인 준법현황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점은 조직구성원들에게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시스템의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준법몰입은 준법지원시스

템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

치지만, 그 시스템의 본래 목적과는 달리 준법

지원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감시

에 대한 우려는 무엇인가 본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지각된 

유용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준

법지원시스템 사용자가 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본인의 업무와 더 많이 결부시킬수록 이들은 

준법활동 지원을 위해 구축된 준법지원시스템

을 더욱 유용하게 인식하고 이로써 결과적으로 

시스템의 사용의도가 커진다. 반면, 본인의 준

법여부가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준법몰입이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

이 감소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이 학문적 

시사점 및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먼

저, 학문적 시사점은 본 연구가 기술수용모델을 

준법지원시스템의 속성을 반영하여 확장하였

다는 점이다. 기존의 기술수용모델이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일반적인 정보기술의 사용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들에 대하여 제시

를 하고 있다면, 본 연구에서는 준법지원시스템

을 사용하는 본래의 목적, 즉 개인의 준법성과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스템의 

능동적 사용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준법몰입의 

개념을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두번째로는 일반

적인 정보기술과는 다른 준법지원시스템의 속

성, 즉 정보시스템의 적극적인 사용은 본인의 

준법여부에 대하여 필요 이상으로 자세한 정보

가 기록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감시우려라는 개념을 활용

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두 가지 변수의 활용

은 대상이 되는 시스템의 속성에 따라 그 사용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기존의 일반적인 정보

기술을 대상으로 한 것과는 달리 접근할 필요

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학문적 시사점과 함께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들어 

준법경영에 대한 요구사항이 더욱 커지면서 기

업 차원에서는 조직구성원들의 준법활동을 효

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회사의 발

생 가능한 법규 미준수 리스크를 경감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전략이 모색되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조직구성원들의 준법을 지원

하기 위한 각종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한 준법지원시스템

에 대하여 유용하다고 지각할수록 사용의도가 

커진다는 연구의 결과는, 더 능동적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실제 그 시스템의 유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함을 말한다. 즉 

시스템 및 정보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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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준법

에 대한 몰입이 결과적으로 능동적인 준법지원

시스템의 사용을 통해 준법성과를 향상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조직구성원들의 준

법몰입을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즉, 전사적 준법현황을 파악하고 가이드하는 준

법지원부서의 실무자는 조직구성원들의 준법

몰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보다 효과적인 교육

을 실시하고 사내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

다. 셋째, 감시부서에서 대상자들의 미준수 여

부를 일괄 모니터링하는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과는 달리 준법지원시스템은 사용자들의 자발

적 참여를 추구하고는 있으나, 그 활용 과정에

서 기록되는 준법여부와 관련된 정보로 인하여 

본인의 법규의 미준수 여부가 불필요하게 노출

될 수 있다는 점이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활용

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해당 시스템의 본래 목적을 강조하여 감

시의 기능보다는 능동적 사용을 통하여 사용자

들이 자발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또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6.2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조사대상의 한계이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국내 특정 기업에서 준법지원시스템

을 사용하고 있는 임직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산업적 또는 고유의 문화

적 특성,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준법지원시스템

의 특성에 대한 통제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

서는 다양한 산업 및 문화의 기업들에서 준법

몰입과 감시우려의 속성이 적용될 수 있는 보

다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시스템 사용자를 대상

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몰입과 관련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준법에 대한 몰입이라는 

개념을 도출하여 활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몰

입이라는 개념을 준법의 관점에서 진행한 기존

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많은 문헌

연구를 통하여 이와 유사한 기존의 개념들과 

준법몰입이라는 개념 간의 관계를 정리함으로

써 이 개념을 보다 명확히 정의함과 동시에 이

를 실증하는 다양한 연구의 시도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기술수용모델을 기반으

로 하고 있으나,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태도 변

수를 고려하지 않았다. 물론 준법지원시스템이

라는 정보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용이

성을 제외하였고, 또 지각된 유용성은 태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

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고는 있다. 

그러나 기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목적으로 하

는 일반적인 정보기술이 아닌 준법지원시스템

이라는 정보시스템의 사용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러한 변수들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지 않은 것

은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기술수

용모델은 이후 보다 개선된 모델인 UTAUT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age of 

Technology) 등이 제시되었는 바, 이들을 반영

한 포괄적인 관점에서 준법지원시스템 사용의 

선행요인들을 도출할 필요가 있겠다.

네번째, 본 연구는 모든 측정값을 단일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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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획득한 횡단연구로써,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수들 간 인과관계의 통계적 유의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즉, 한 시점으로

부터 얻은 데이터만을 활용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

서의 해석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그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설

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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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liance Commitment and Compliance Support System: 
Focused on the Perceived Usefulness and Surveillance Concerns

Lee, Sung-Jin․Kim, Sang-Soo

Purpose

Compliance support system (CSS) aims to support employees’ voluntary compliance activities, 

however, it requires a different approach from the acceptance of other general information systems. 

In other words, the user’s concern that his/her compliance activities recorded in the system are 

monitored may hinder the active use of the system. In this regard, we set up a research model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intention to use CSS, by including perceived usefulness, 

compliance commitment, and surveillance concern.

Design/methodology/approach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the employees of a domestic oil-company, who 

operates their own CSS. Based on the 865 data collected, a structural model analysis using PLS 

was conducted. As a result, all four hypotheses were accepted. It was found that perceived 

usefulness of CS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intention to use CSS. Compliance commitment has 

a positive effect both on perceived usefulness and intention to use CSS. In contrast, surveillance 

concern of one's non-compliance recorded in the CSS was shown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liance commitment and perceived usefulness.

Findings

This study has academic implications in that it extends the viewpoint of the existing technology 

acceptance mechanism by examining the two aspects, i.e., compliance commitment and surveillance 

concern. This study may also provide practical directions to strengthen the use of the active 

compliance support system by the employees.

Keyword: Intention to Use Compliance Support System, Perceived Usefulness, Compliance 

Commitment, Surveillance Conc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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