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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 세계적인 정보보안 위협의 증대에 따라 조직들은 보다 전문화된 정보보안 정책 및 시스템을 도입 및 활용에
투자비중을높이고있다. 정보보안은보안시스템및정책을이행하는조직원들의참여가무엇보다필요하며, 조직내부의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원들의 정보보안 준수의도 향상을 위한 조직의 체계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정보보안 분야에 공정성이론과 목표설정이론을 적용하여 조직원의 정보보안 준수의도를 높이기 위한 매커니즘을
찾는다. 즉, 보안정책 목표설정이 조직원들의 보안관련 공정성 인식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공정성은 준수의도에
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연구모델기반가설검증을실시한다. 연구대상은정보보안정책을도입한조직의조직원들이며,
설문조사를 통하여 유효샘플 383개를 수집하였다. 연구가설 검증은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보안정책 목표 요인
(목표난이도, 목표구체성)이조직원의보안관련공정성인식을높이며, 보안관련공정성(분배, 절차, 그리고정보공정성)이
준수의도에긍정적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결과는조직의보안정책에대한조직원들의준수의도향상을위한전략
적 접근 방향을 제시한다.

주제어 : 정보보안 정책 준수의도,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정보공정성, 정보보안 목표 설정
Abstract  The threat to information security is growing globally. To this, organizations are increasing the weight 
of adapting and operating the more specialized information security policy and system. Information security requires 
participation from the employees who execute the security system and policy, and to increase the level of 
organization’s internal security, requires organization’s systematic support to improve employees’ information 
security compliance intention. This research finds the mechanism for improving employee’s information security 
compliance intention by applying justice theory and goal setting theory in information security. We us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o verify the research hypothesis, and conducted a survey on the employees of organization with 
information security policy. In other words, this research performs verification of the research model based 
hypothesis which claims that security policy goal setting has positive influence on employee’s level of security 
related justice recognition, and claims that justice has positive influence on compliance intention. The object of study 
is the employees of the organization that adapts information security policy, and 383 valid samples were collected 
via surve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performed to verify the research hypothesis. The result shows that 
security policy goal factor (goal difficulty, goal specificity) improves employee’s security related justice recognition, 
and that security related justice (distribution, process, and information justice) has positive influence on compliance 
intention. The result suggests the strategic approach directions for improving employees’ compliance intention on 
organization’s security policy.

Key Words : Information Security Policy Compliance Intention, Distribution Justice, Procedural Justice, 
Informational Justice, Security Goal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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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보 가치의 중요성 증대와 더불어 다양한 채널을 통

한정보위협요인의증가에따라, 많은조직들은정보보

안 시스템에 투자를 높이고 있다. IDC(2016)에 따르면

2020년까지 전 세계의 보안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투자하는 비율은 101.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Loch et al.(1992)는 정보보안 위협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발생하는데, 지속적으로위협요인이커지는부분

은 내부자에 의한 정보보안 사고 및 위협요인이라고 하

였다. 실제 Verizon(2017) 보고서에 따르면, 외부로 결과

가드러난내부자에의한정보보안사고는매년 15~20%

수준에 이르고, 드러나지 않는 사고까지 추가할 경우 높

은 수준의 위협을 가지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정보보안 위협 중 내부자에 의한 정보보안 위협 최소화

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4-6].

조직원의 정보보안 준수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조직원의 보안 동기와 관련한 접근 연구가 대부분이다

[7-15]. 대표적으로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 보호

동기이론(Protection Motivation Theory), 계획된행동이

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그리고 합리적선택이

론(Rational Choice Theory) 등의이론적기반을통하여,

조직원의 정보보안 준수를 위한 동기를 높이기 위한 연

구적접근이실시되었다. 선행연구들은동기개선이자발

적보안준수로이어지는관점을명확하게제시했다는연

구적 성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조직원의 보안 준수를 위

한조직적관점에서수행해야할접근연구는상대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

특히, 조직에서 특정한 활동에 대한 조직원들의 행동

은 조직에서 제시 및 평가하는 공정성에 의해서 개선될

수있으며[16-19], 정보보안정책을조직원에게체계적으

로 제공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안 정책

의명확한목표수준및행동방향을제시할때실현가능

성이 높아질 수 있다[15]. 즉, 일찍부터 조직과 조직원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마련되어 왔던 공정성이론

(Justice Theory)과 목표설정이론(Goal Setting Theory)

의 조직원의정보보안준수와관련된연구는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조직의공정성수준과목표체계등이보안준

수에어떻게영향을줄수있는지연구가필요한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조직원의 정보보안 준수의도

를높임으로써내부자의정보보안위협을최소화하기위

한원인요인을도출하는것이다. 특히, 조직에서제공하

는 정보보안 공정성 수준에 대한 조직원의 인지 수준이

보안준수의도에미치는영향을찾음으로써, 조직차원의

공정한보안활동이조직원에게미치는결과를제시한다.

세부적으로 공정성의 세부 요인인 분배공정성

(Distribution Justice), 절차공정성(Procedural Justice),

정보공정성(Information Justice)을 정보보안 관련 세부

요인으로적용하여보안준수에미치는영향을검토한다.

또한, 조직원이 인지하는 공정성 수준을 높이기 위해 조

직에서구축한정보보안정책목표수준이중요한원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목표설정이론

의 세부요인 (보안정책 목표 난이도(Goal Difficulty) 및

구체성(Goal Specificity))이 보안관련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토한다.

결과는 보안 정책 목표 수립(목표 난이도, 목표 구체

성)이 조직원이 인식하는 정보보안관련 공정성 수준 및

나아가정보보안준수의도에미치는긍정적효과를체계

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론적 측면과 실무적 측면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정보보안 정책 준수의도
웹 및 모바일 기반의 정보시스템의 발전은 조직의 정

보관련 획득 및 확보, 공유, 그리고 확산의 활동 수준을

높여 조직원에게 정보활용을 통한 생산성 확보 및 성과

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 반면, 조직정보시스템접근방법등의다양성은정

보 노출 위협을 높여 정보보안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6,8,15].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조직원의 관점에

서, 조직 내 정보보안 위협은 자신이 자각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발생가능성이 높아 정보보안에 대한 능동적

행동 수준이 요구된다[9,21]. 정보보안 준수의도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Vance et al.(2012)는 조직 내부, 외부

의보안위협으로부터조직의정보자원을보호하려는의

도로서준수의도를정의하고있으며, 정보보안준수의도

를 높이기 위한 선행요인을 제시하고 지원할 때 자발적

인 정보보안 준수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2.2 조직공정성이론(Justice Theory)
조직공정성(Organizational Justice)은 조직에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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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와 관련된 포괄적인 이론적 개념

으로서[23], 공정성의 기본적인 가정은 사람들은 공정성

에 많은 가치를 두며, 자신과 조직간의 관계에서의 공정

성을확보하기위하여동기화된다는관점이다[24]. 즉, 특

정 활동에있어구성원들의평가는공정한과정및절차

등으로 진행되었는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조직은 활동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공정성 문제를 명확하게 제시

할경우조직원의성과가높아진다[17]. 조직공정성은크게

분배공정성(Distribution Justice), 절차공정성(Procedural

Justice), 그리고정보공정성(Information Justice)로 구분

되어 조직 관련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25,26].

분배공정성은 특정 활동에 대한 결과를 분배 또는 결

과와 관련된 공정한 수준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된다

[27]. Muchinsky(2006)에 따르면 분배공정성은 가치에

기반을두고있으며, 상황적특성에따라서형평(Equity),

평등(Equality), 그리고필요(Needs)의 유형에따라구성

원은 분배공정성의 수준을 평가하게 된다고 보았다. 조

직에서 분배공정성은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을 높이고,

이직의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며, 이를 높이기 위

해서는조직차원의공정성에대한인식지원활동이선행

되어야 한다[17].

절차공정성은결과를성취하기위해사용되는수단의

수준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된다 [28]. Muchinsky(2006)

는 절차공정성을 의사결정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는 정책

과 절차들에 대하여 지각하는 정도로 정의하며, 절차를

수행하는수단의수준에대한평가가구성원들의행동을

이끈다고하였다. 즉, 일관적이고, 편파가없고, 정확하다

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관점이다. Colquitt(2001)은 절

차공정성이 조직에서 제시하는 규칙준수(Rule

Compliance)를 높이기 때문에, 절차공정성을 높이기 위

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정보공정성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절차에 대한

지식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인식의 수준으로 정의된다

[29]. Muchinsky(2006)는 바람직한 성과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우

선적으로 필요하며, 충분한 사전 설명이 공정하다고 평

가될경우관련행동으로이어진다고하였다. Judge and

Colquitt(2004)는 정보공정성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요인임을 제시하였으며, 그들은 업무와 가족 간 갈등을

정보공정성이 감소시키며, 결과적으로 조직원의 스트레

스및직업만족도의부정적결과를낮출수있음을증명

하였다.

정보보안관점에서공정성은조직원들의행동을변화

시키는 요인이다. 외부의 보안 위협으로부터 조직의 데

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직은 정보보안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 및 기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

고자 한다[6,8-10]. 더불어, 변화하는 조직의 보안 정책

및기술은조직원에게재빠른대응및보안관련성과를

달성하길 요구한다[15]. 공정성은 조직의 변화하는 기술

및정책에대한조직원의참여를유도할수있는선행조

건이다[26]. 즉, 정보보안 준수 및 미준수에 따른 결과의

적용을 공정하게 하는 분배공정성, 결과를 성취하기 위

하여적용하는절차공정성, 그리고 모든사람들에게명

확하게 보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조직원들의 보

안 관련 참여수준을 높일 수 있다.

조직공정성은 조직원의 성과 달성에 영향을 미친다.

Colquitt(2001)은 분배공정성이조직원의결과또는만족

도에영향을주고, 절차공정성은규정준수, 그리고정보

공정성은 협력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Zhang

et al.(2014)는 업무 성과에 조직차원의 공정성이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더불어 조직공정

성은조직원의준수의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데, Li

et al.(2014)은 공정성이인터넷사용정책준수의도를높

이는것을증명하였다. 또한, Son and Park(2016)은컴퓨

팅 관련 비업무 준수의도를 절차 공정성이 높이는 것을

증명하였다. 반대로 Zhang and Aqarwal(2009)은 조직공

정성이 낮을 경우 이직의도를 높이는 것을 증명하였다.

즉, 조직공정성은보안분야에서도조직원들의준수의도

를 높일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세부변수들인 분배공정

성, 절차공정성, 그리고 정보공정성이 준수의도를 높일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H1 : 정보보안관련분배공정성은보안정책준수의도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 정보보안관련절차공정성은보안정책준수의도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 정보보안관련정보공정성은보안정책준수의도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목표설정이론 (Goal Setting Theory)
목표는개인에게의도적인행동방향을제시하는개념

으로서, 목표는행동방향을의도적으로설정하고, 구체적

으로 구성될 경우 보다 체계적으로 노력해야할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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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다. 목표설정이론은개인들은설정된목표를동기

를 삼아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동기 이론이

다[32]. 목표는 개인의 성과뿐 아니라 조직과 조직원의

관계에서 조직의 성과 달성을 위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동기가 된다[15].

Locke and Latham(2002)은 조직의 목표가 조직원의

성과에 미치는 관계를 제시하였는데, 조직 수준에서 정

립된 목표는 개인 수준의 목표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

치고, 형성된개인목표는성과를높인다고하였다. 반대

로, Wright and Davis(2003)는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데

부정적인 업무 환경에 의해 개인의 목표 구체성이 낮아

질 경우, 개인의 업무 만족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Wright (2004)는 조직원의 업무 동기 향상은 개인의

목표 속성(Goal Attribute)에 따라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직차원의목표속성을명확하게제공하는것이중요하

다고보았다. 목표설정이론에서제시하는대표적인목표

속성으로는 목표 난이도(Goal Difficulty)와 목표 구체성

(Goal Specificity)가 있다.

목표난이도는달성은가능한수준이지만, 실행하기어

려운 수준의 목표 상태를 의미하며, 목표 구체성은 대상

목표가 구체적인 상태를 의미한다[36]. 목표의 난이도와

구체성은 복합적으로 나타나 개인 및 조직의 성과에 영

향을미친다[37,38]. 즉, 보다어렵지만대상목표달성을

위한과정및활동이체계적으로구축되어있을때, 목표

에 대한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정보보안분야에서도조직의정보보안정책의목표는

조직원의 보안 관련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요인이다[15]. 조직의정보보안성과는실제업

무에 정보보안 규칙 및 기술을 적용하는 조직원에 의해

서 결정되기 때문에, 조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보안

정책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39]. Hu et

al.(2012)는 조직의정보보안은보안관련조직문화가구

축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조직문화는 조직원에게

목표방향을제시하고, 조직원이보안에대한가치(value)를

인지함으로써 형성된다고 하였다. Koskosas(2008)은 정

보보안 관리 관점에서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그들은조직에맞는정보보안정책및기술을채택및활

용하기위해서는조직구조에맞는목표설정계획, 이행,

평가 단계별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단계적 목표가

완료될 때 조직원들이 비로소 목표를 이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명확한목표 설정은조직의공정성에영향을준다. Li

and Butler(2004)은 목표 설정이 조직 몰입에 영향을 주

며, 공정성이매게효과를가진다고하였다. 즉, 목표설정

이 조직의 공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조

직원의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보보

안관련조직공정성에목표설정요인들이긍정적인영향

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

한다.

H4a : 정보보안관련 목표 난이도는 분배 공정성에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b : 정보보안관련목표난이도는절차공정성에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c : 정보보안관련 목표 난이도는 정보 공정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a : 정보보안관련 목표 구체성은 분배 공정성에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b : 정보보안관련목표구체성은절차공정성에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c : 정보보안관련 목표 구체성은 정보 공정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 모델 및 방법
3.1 연구 모델
본 연구의 목적은 조직원의 정보보안 준수의도 향상

을 위하여 조직에서 고려해야할 요인을 공정성 이론 및

목표설정이론 관점에서 각 선행 요인을 도출하고, 각 요

인간의영향관계를도출하는것이다. 즉, 보안관련공정

성(분배, 절차, 정보적 공정성)이 보안 준수의도에 미치

는영향관계와보안정책목표설정(목표 난이도, 목표

구체성)이 보안관련공정성에미치는긍정적영향관계

를파악하기위하여연구모델을제시하며, 다음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and Proposed Hypothe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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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데이터 측정 방법 및 수집
본연구는구조방정식모델링을기반으로연구모델을

검증하고자 하며, 관련 데이터는 서베이 기법을 통해 확

보하였다. 측정변수 도출과정은 우선 선행 이론 연구를

기반으로다항목지표를확보하였으며, 정보보안분야에

맞게 재정립하여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구성하였

다. 더불어 설문항목의 정보보안 영역에서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문지 개발 전 정보보안 정책을 보유

한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10명의 사람들에게 사전 인

터뷰를실시하였으며, 1차개발후정보보안정책을보유

한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경영학과 대학원생 10명에게

내용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도출된 6개변수의

측정항목들은 총 22개이며 Table 1과 같다.

본 연구는 정보보안 관련 조직의 공정성 수준에 대한

조직원들의 인식이 준수의도에 미치는 영향 및 공정성

인식수준을높이기위한조직차원의노력요인을목표설

정이론 관점에서 찾고자 한다. 연구 모델의 결과의 시사

점을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정보보안 정책을 엄격하

게 적용하고 있는 대기업 및 금융기업에서 근무하는 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정보보안 정책에 대한

공정성및목표수준을파악하기위함이다. 반면, 보안부

서의조직원은업무목표가보안이아닌업무성과인일

반조직원과달리엄격한보안체계구축에있기때문에

본 연구의 목적과 맞지 않아 제외하였다.

설문은 2017년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대학의사회

교육원에서공부하는직장인들을대상으로하였으며, 이

중 정보보안 정책을 보유한 사람들만 설문을 하도록 하

였으며, 모든설문응답자들에게설문전사전설문목적

및 허가를 받고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총 700부를

배포하여 453개의 응답을확보하였다. 이중 미진한응답

치 70개를제외하고 383개를본연구에활용하였다. 응답

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Demographic Categories Frequency %
Total 383 100.0

Gender
Male 235 61.4
Female 148 38.6

Age

< 30 109 28.5
31~40 125 32.6
41~50 109 28.5
> 50 40 10.4

Type of
Industry

Manufacturer 74 19.3
Service 309 80.7

Job
Position

Staff 123 32.1
Assistant Manager 102 26.6
Manager 115 30.0
General Manager 43 11.2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4. 가설 검증
4.1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연구가설및모델검증은 SPSS 21.0과 AMOS 22.0을

Constructs Items
Sourc
e

Goal
Difficulty

GD1

GD2

GD3

Organization’s information security policy is
easy to understand.
The writing of organization’s information
security policy facilitates understanding.
Organization’s information security policy is
provided as a clear information.

[35]

Goal
Specificity

SP1

SP2

SP3

A lot of effort is required to achieve
organization’s information security policy
goal.
High level of security technology and
know-how is required to achieve the
organization’s information security.
Organization’s information security goal
requires a high level of information security
behavior from employees.

[35]

Distributive
Justice

DJ1

DJ2

DJ3

DJ4

My information security behavior is
reflected on the result of my security
related work.
My information security behavior is
appropriate for performing security related
work.
My information security behavior
contributes to organization’s information
security.
My information security behavior is valid,
considering my information security
performance (Drop).

[27]

Procedural
Justice

PJ1

PJ2

PJ3

PJ4

Organization’s information security process
influences the result of my information
security behavior.
Organization’s information security process
is applied consistently.
Organization’s information security process
is applied without prejudice.
Organization’s information security process
is ethically and morally acceptable (Drop).

[28]

Informationa
l Justice

IJ1

IJ2

IJ3

IJ4

Organization communicates about
information security.
Organization clearly explains the
information security process.
Organization logically explains the
information security process.
Organization provides details about
information security compliance.

[29]

Compliance
Intention

CI1

CI2

CI3
CI4

It is possible that I will follow information
security policies.
It is probable that I will follow information
security policies.
I am likely to follow information security
policies.
I am certain that I will follow information
security policies.

[42]

Table 1.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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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였다. 우선 Cronbach's Alpha값을 활용하여 신뢰

성분석을 실시하였다. Cronbach's Alpha는 0.7이상[43]

을 요구하며, 분석 결과 총 22개의 설문항목 중 문제가

있는 2개 항목(DJ4, PJ4,)을 제외하였다. 그리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타당성

분석은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와 평균분

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을 실시하며,

CR의 기준은 0.8, AVE의 기준은 0.5을 요구한다[44,45].

분석결과 확인적요인분석의 적합도는 권장치에 부합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χ2/df = 1.492, GFI = 0.949, AGFI

= 0.929, CFI = 0.989, NFI = 0.967, RMSEA = 0.036), 신

뢰성및타당성모두요구기준에적합한것으로나타났

다(Table 3 참조).

Construct Item
Factor
Loading

Cronbach‘s
Alpha

CR AVE

Goal
Difficulty

GD1
GD2
GD3

.738

.812

.741
0.929 0.900 0.693

Goal
Specificity

SP1
SP2
SP3

.808

.839

.683
0.890 0.828 0.616

Distributive
Justice

DJ1
DJ2
DJ3

.734

.760

.744
0.906 0.847 0.649

Procedural
Justice

PJ1
PJ2
PJ3

.740

.792

.802
0.901 0.814 0.594

Informational
Justice

IJ1
IJ2
IJ3
JI4

.788

.805

.784

.791

0.925 0.875 0.635

Compliance
Intention

CI1
CI2
CI3
CI4

.853

.836

.864

.814

0.915 0.884 0.718

Table 3. Result for Construct Validity and Reliability

추가적으로판별타당성분석을실시하였으며, AVE의

제곱근 값이 변수들의 상관계수 값보다 큰 것으로 나타

나,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연구는 동일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다수의 문

항들을 측정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 동일방법편의 발생가능성이 있다. Podsakoff

et al.(2003)의 SMF(Single Method Factor) 접근법을통

하여동일방법편의를검증하였다. 분석한결과△χ2 값이

54.46로서 변화량이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나, 동일방법편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변화량이 높지 않고, 공통요인 적용 전과 후

의 문항들의 표준적재치들의 차이가 0.2 미만으로 나타

나 동일방법편의의 문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48].

Constructs 1 2 3 4 5 6
Goal Difficulty 0.832 　 　 　 　 　
Goal

Specificity
.48** 0.785 　 　 　 　

Distributive
Justice

.61** .56** 0.805 　 　 　

Procedural
Justice

.61** .51** .68** 0.771 　 　

Informational
Justice

.63** .49** .62** .57** 0.797 　

Compliance
Intention

.52** .43** .54** .50** .55** 0.848

Note: Values in bold type along the diagonal indicate the square root
of the AVE

**: p < 0.01

Table 4. Result for Discriminant Validity

4.2 구조모형 평가
구조모형 평가는 구조모형의 적합도, 경로계수 (β),

그리고내생변수에대한결정계수(R2)를 통하여실시한

다. 첫째,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정을실시하였다. 결과는

구조방정식모델링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χ2/df = 1.791, GFI = 0.931, AGFI = 0.901,

CFI = 0.981, NFI = 0.958, RMSEA = 0.46).

둘째, 구조모형의 경로간의 인과관계를 통하여 가설

검정을 실시한다(Fig. 2, Table 5 참조).

Fig. 2. Results of the Structural Model

Path Coefficient t-value Results
H1 DJ → CI 0.265** 4.205 Support
H2 PJ → CI 0.142* 2.251 Support
H3 IJ → CI 0.356** 5.837 Support
H4a GD → DJ 0.552** 10.359 Support
H4b GD → PJ 0.569** 9.926 Support
H4c GD → IJ 0.604** 10.927 Support
H5a GS → DJ 0.332** 6.565 Support
H5b GS → PJ 0.274** 5.117 Support
H5c GS → IJ 0.217** 5.252 Support
*: p < 0.05 / **: p < 0.01
DJ(Distributive Justice), PJ(Procedural Justice), IJ(Informational
Justice), CI(Compliance Intention), GD(Goal Difficulty), GS(Goal
Specificity),

Table 5. Summary of Hypothesis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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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관련분배공정성이조직원의정보보안준수

의도에정(+)의 영향을미친다는가설[H1]은 채택되었다.

이는분배공정성이인터넷사용정책준수의도에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26]와 같은 결과이다. 즉,

조직의정보보안정책이조직원들의보안행동에공정하

게 적용되어, 정보보안 행동이 개인의 업무 결과에 반영

된다고 판단될 때, 조직원들은 준수의도를 높이는 것으

로 판단된다.

정보보안관련절차공정성이조직원의정보보안준수

의도에정(+)의 영향을미친다는가설[H2]은 채택되었다.

이는 절차공정성이 컴퓨팅 관련 비업무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미친다는선행연구[30]와같은결과이다. 즉, 정보

보안 관련 절차가 편견없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고

판단될 때, 자신들의 정보보안 준수의도가 높아지는 것

을 의미한다.

정보보안관련정보공정성이조직원의정보보안준수

의도에정(+)의 영향을미친다는가설[H3]은 채택되었다.

이는정보공정성이인터넷사용정책준수의도에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26]와 같은 결과이다. 즉,

조직구성원들에게 정보보안 관련 정책 및 활동 규정 등

을 명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활동과 체계적인 설명이 제

공될 때, 조직원들의 정보보안 준수의도는 높아짐을 의

미한다.

보안정책목표난이도가보안관련조직공정성(분배공

정성, 절차공정성, 정보공정성)에 정(+)의 영향을미친다

는가설[H4a, H4b, H4c]은 모두채택되었다. 이러한결과

는목표설정이조직의공정성에의해매개효과를가지

고조직몰입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선행연구 [41]

와 유사한결과이다. 즉정보보안역량수준을높이기위

한조직차원의정책개발시보안목표의수준을보다높

은 수준으로 제시할 경우, 조직원들은 조직 차원의 보안

노력 및 체계적인 보안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판단하여,

보안관련 공정성이 높다고 인식함을 의미한다.

보안정책목표구체성보안관련조직공정성(분배공정

성, 절차공정성, 정보공정성)에 정(+)의 영향을미친다는

가설[H5a, H5b, H5c]은 모두채택되었다. 이러한결과는

목표 설정이 조직의 공정성에 의해 매개 효과를 가지고

조직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41]와

유사한결과이다. 즉, 정보보안목표달성을위한보다세

분화된 규정 및 행동 수준의 제시가 조직원들에게 공정

성을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내생변수의 결정 계수를 도출하였다. 준

수의도는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그리고 정보공정성의

42.7%의 설명력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분배

공정성은 목표설정이론 요인들의 61.2%, 절차공정성은

동일요인들의 56.6%, 그리고 정보공정성은 55.3%의 설

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본 연구는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조직원들의 정보

보안 준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공정성이론과 목표설정이론을 정보보안 분야에 적용하

여, 구성원들의 준수의도를 높이기 위한 조직의 보안 정

책 목표수립과 이행과정의 공정성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보보안 정책을 도입한 기업에

근무하는 일반 조직원들에게 연구모델에 대한 구성요소

들을 설문 조사 및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기반으로 변수

들간의 영향관계를 증명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관점과 실무적 관점

에서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조직에서 조직원의 정보보안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공정성 이론과 목표설정이론을 정

보보안 분야에 적용하여, 조직원의 준수의도를 높이기

위한 선행요인을 제시하고 결과를 검증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보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향을 제

시하였다. 즉, 이론적측면에서공정성이론과목표설정이

론을 조직과 조직원의 관계에서 보안 준수 수준을 높이

기 위한 방법으로 적용하였기 때문에, 향후 조직원의 보

안 준수의도 향상 관련된 조직의 활동과 관련된 연구들

에대한이론적기반이될것으로판단된다. 더불어, 실무

적 측면에서 이론기반 변수들간의 영향관계를 증명함으

로써, 조직원의 보안위협이 높아지는 현 시점에 조직차

원의 실무적 대응 모델을 제시한 것에 의미를 가진다.

둘째, 공정성이론 상 세부변수(분배공정성, 절차공정

성, 정보공정성)들이 준수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상세히 검증하였다. 이론적 관점에서 조직과 조직

원의관계에서공정성이긍정적인결과를미친다는결과

가 정보보안 분야에 적용됨을 증명하였으며, 이러한 결

과는 조직의 공정한 활동에 대한 인식이 준수의도를 높

임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공정성관련 향후 연구의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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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서 의미를 가진다. 실무적 관점에서 조직원들의

공정성에대한인식을분배, 절차, 정보제공차원에서세

부적으로관련성을증명하였기때문에, 조직이조직원들

의 정보보안 준수수준을 높이기 위한 공정 활동의 방향

을제시한다. 즉, 조직에서보안관련공정함을조직원들

에게제시하는것이준수행동을높일수있기때문에, 정

보보안 규정에 맞는 성과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모든 조

직원들이알수있도록공유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 관

련 정보보안 준수 절차에 대한 명확한 체계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목표설정이론의 세부변수(목표 난이도, 목표 구

체성)이 보안관련 공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론적관점에서목표설정이론은조직과관

련분야에서다양하게활용되던이론임에도불구하고조

직과조직원들의보안관계를설명하기위한연구에적용

이 미진하였다. 연구는 목표설정이 조직원의 보안 관련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증명하였다. 실무적

관점에서 조직원의 공정성 인식을 높이기 위해, 조직은

보안 정책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

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보안정책 관련 목

표수립및이행전략수립시활용방향을제시한다. 즉,

보안정책목표가조직원들에게현재수준보다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제시가 되어야 하지만,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를 목표에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몇가지측면에서연구의한계점이있으며,

향후추가적연구를통해보완될필요성이있다. 첫째, 연

구에 활용된 요인인 조직의 목표 설정과 공정성, 조직원

들의준수의도간의관계를설명하기위하여, 조직원들의

조직에 대한 인식 수준을 기반으로 측정하였다. 즉 결과

는조직의보안목표및공정성수준을명확하게측정하

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안 목

표 수준을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준수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한다면, 조직원의 행동을 알 수

있는중요한연구가될것으로판단된다. 둘째, 결과변수

로서조직원의준수의도를파악하였다. 물론, 준수의도가

행동으로이어지는핵심요인임은명확하지만, 준수의도

가 행동으로 이어지는 영향관계 및 행동 수준을 높이기

위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추가적 연구를 한다면, 실무

적 시사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설문

대상은 정보보안 정책을 도입한 기업의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였다. 정보보안목표및관련규정은업종별,

직무별차이가발생한다. 예를들어, 영업부서와일반내

근직 부서의 보안 행동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역할

의차이는보안행동에대한인식의차이를가지고올것

으로판단된다. 향후산업및직무별특성을반영한정보

보안연구가실행되고, 정보보안관룐교육을실시전, 후

의 통계 분석을 실행한다면, 정보보안 인식관점에서의

높은 수준의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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