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is study explores the process in which employees adopt the information security policy. The results of this study,
which surveyed 234 employees in three call centers and four hospitals, show that the employees adapt the information
security policy through the social structuring process suggested by the AST model. In particular, this study identifies
roles of two appropriation activities (FOA : Faithfulness of Appropriation & COA : Consensus on Appropriation) observed
in the social structuring process. Regarding to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two appropriation activities, FOA, which
indicates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information security policy, is examined as a more critical factor than COA,
which indicates the degree of agreement among employees about how to use it. FOA not only has a direct effect
on compliance intention toward the information security policy, but also indirectly through COA, whereas COA has only a
indirect effect through FOA. This result shows that, in order for a company to successfully implement a new information
security policy, it is important for employees to understand its purpose and intention. The adaption of information
security policy through two appropriation activities is observed in both hospitals and call centers, but due to the different
working environments,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preceding variables affecting the appropriation activit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guidelines for companies who want to successfully adopt information securit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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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간 생활 전반에 정보시스템과 컴퓨터를 매개

로 하는 미디어 사용 증가로 개인의 정보를 타인

과 공유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기업 또한 가

능한 많은 고객정보를 수집․저장․가공하여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

으로 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오남용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개인정

보를 제공하는 정보주체 또한 불안감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를 보유하

고 있는 기업에게 본인 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

보 제공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할 것을 강하게 요

구하고 있다. 사회단체 및 국가에서는 개인정보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개인의 피해를 줄

이기 위하여 다양한 법률과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

며 기업 또한 정보보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

회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

하여 자체적인 정보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도에 처음 정보통신망의 이용

을 촉진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이하 정통망법)

을 제정하였고, 2011년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존엄과가치를 구현함을 목

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였다. 한국인터넷

진흥원(KISA)은 정통망법을 근거로 정보보호 관리

체계(ISMS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라는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들은

정기적으로 ISMS 심사 기준을 근거로 그들이 보유

한 고객정보를 적절하게 수집․관리․운영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박민정 외, 2019).

기업은 ISMS가 가지고 있는 정보보호 사상을 수

용하고 이를 자사에 접목하기 위하여 정책과 지침을

제정하고 고객정보를 대량으로 다운로드 시 목적,

사용범위, 다운로드 건 수 등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

토하여 승인 후 처리하도록 정보시스템의 이용절차

를 구체적으로 수립․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고객정보 유출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

는 실정이다.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정보 유출사고

를 살펴보면, 기술적 취약점으로 인한 보안 사고보

다는 고객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내부 직원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 실수로 인한 정보 유출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Karimi and Peikar, 2019).

따라서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

어 정보 유출을 비롯한 보안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정립과 수용도 필요하지만 무엇

보다도 조직 구성원들이 고객정보 취급 시 준수하

여야 하는 지침과 절차를 구성원 나름대로 자신의

업무 환경에 적절하게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이다(Yayla and Sarkar, 2018). 기존 연구에서는

조직 구성원들의 정보보호 정책 준수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환경요인들을 탐색하는데 초점이 맞추

어져 있어, 정보보호 정책 준수 과정에 관한 연구

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새로운 정보보호

정책을 수용하는 과정은 구성원들이 환경요인들과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의사결정

을 내리는 과정일 것이다(Ko et al., 2008). 이 과

정에 대한 이해는 새로운 정보보호 정책을 효율적

으로 구성원들에게 소개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적응 구조화 이론은 이런 역동적인 수용

과정을 탐색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

다(Schwieger et al.,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응 구조화 이론(AST : Adaptive Structuration

Theory)에서 정의한 전유 활동을 이용하여 구성

원들이 정보보호 정책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전유

활동의 역할을 탐색하여 보았다.

2.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 Infor-
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s)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는 정보보호의주요목적

인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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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보보호 관리체계 라이프 사이클

내에 정보관리 절차와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관리 시스템을 총칭한다. 기업

은 ISMS 도입을 통하여 단순 일회성, 단편적 정보

보호 대책에서 벗어나 조직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보

호 대책을 구현하여 전반적인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강현선, 2014).

ISMS는 PDCA(Plan-Do-Check-Act) 사이클을

기반으로 정보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

를 정의하고 있다([그림 1] 참조).

국내에서 ISMS 인증은 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제도이며, 과거

정통부가 2002년부터 운영하여 왔다. ISMS 인증은

연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사업자는 의무대상이며, 그 외의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ISMS 인증 기준은 정

보보호 관리과정(5단계, 12개 통제항목)과 정보보호

대책(13개 분야, 92 통제항목)에 대한 심사 항목들

로 구성되어 있다.

ISMS가 도입되면 정보보호와 연관된 사고 빈도

는감소되어질수있으나, 정보를직접관리하는내부

구성원들의 활동은 크게 통제되어 업무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Zeng and Koutny,

2019). 장기적으로 업무 생산성과 만족도를 크게 저

하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ISMS 인증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기존

연구에서는 기업의 가치, 보안사고 빈도 등 결과물

중심으로 수행되어졌다(최동권, 윤현식. 2019). 그

러나 실질적으로 ISMS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성

원들의 정보보호 활동과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힘든 상태이다(Ormond et

al.,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ISMS 통제항목을 기반으

로 수립한 조직의 정보보호 정책, 지침 및 절차가

조직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정보보호

활동을 유도하는 과정을 적응 구조화 이론을 기반

으로 탐색하여 보았다.

3. 적응구조화이론(AST : Adaptive
Structuration Theory)

적응구조화이론(Adaptive Structuration Theory;

AST)은 사회구조의변화를설명하기위하여 Gidden

(1984)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 Gidden(1984)은 사

회구조를 사회규범, 규칙,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라고

정의하고, 이것에의해 구성원들의행동이제한을 받

는다고 주장하였다. Gidden(1984)이 AST 이론에서

주장한핵심적인내용은이런사회구조가일방적으로

주어진것이아니라구성원들이나름대로그들의목적

과 상황에맞도록주어진 사회구조를재생산하고, 선

별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역동적으로 형성되어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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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Schmitz et al., 2016). 즉 구성원들이 외부환

경과상호작용을하면서 사회구조가형성되고, 그 사

회구조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Gidden(1984)

는 이 과정을구조화(Structuration) 과정이라고정의

하였다. 이런구조화과정을거쳐서구성원들은새로운

변화를 수용하게 된다. AST모델은 일반적인 조직

구조변화 뿐만 아니라, 정보시스템에의해변화하는

조직구조의수용과정을설명하기위해서도널리사용

되고있다. DeSantis and Poole(1994)는 AST모델을

이용하여, 구성원들이 그룹의사결정 시스템(Group

Decision Support System : GDSS) 도입으로발생한

조직구조 변화 수용 과정을 설명하였다. 정보시스템

수용과정을설명하는데 AST모델을적용함으로써수

용에있어서기술적요인뿐만아니라사회적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보여 줄 수 있었다.

AST모델을 적용한 연구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한 변화 이외에도 새로운 절차나 규칙의

수용과정을설명한연구도적지않게찾아볼수있다.

Cao et al.(2009)는 새로운 정보시스템 개발 방법론

의 적용으로 인한 팀의 수용과정을, Figueiredo and

Morley(2013)는 새로운 프로젝트 관리 방법의 적용

으로 인한 팀의 수용과정을 탐색하기 위하여 AST

모델을 이용하였다.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기업에서

는 방화벽, 서버접근제어, DB접근제어, 매체제어시

스템, DRM 등과 같은 보안시스템 도입을 서두를

뿐만 아니라 정책, 지침 및 절차를 조직에 적용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구성원 개개인의 업무활동을

엄격하게 규제 하고 있다. 고객정보의 과다 조회 등

과 같이 과거에는 일반적인 관행(Norm)으로 여겨

졌던 행동이 정보보호와 관련된 정책이나 절차가 조

직에 도입되면서 더 이상은 조직 내에서 용납되지

않는 행동이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보호 정책으로부터 발생

한 추가적인 업무절차와 조직구조의 변화를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의 업무환경에 적절하게 재구조

화하는 과정을 AST모델을 기반으로 탐색하는 것

이다.

4. 전유(Appropriation) : FOA &
COA

AST모델에 의하면 새로운 정보시스템은 구성원

에게 새로운 업무환경을 제공하고, 구성원들은 선택

적인 환경 수용 과정을 통하여 정보시스템이 조직에

수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준기 외, 2009). 이 과

정을 사회적 구조화 과정이라고 칭하고 있다. 동일

한 정보시스템이라고 할지라도 팀/조직의 환경적

요인에 따라 사회적 구조화 과정은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다. DeSantis and Poole(1990)은 이런 구조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관측되는 구성원들의 행

동을 전유(Appropriation)라고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2가지 행동유형을 제시하였다.

∙FOA(Faithfulness of Appropriation, 전유의 충

실성) : 정보시스템 설계자의 고유한 의도와 일치

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행동

∙COA(Consensus on Appropriation, 전유의 일

치도) : 정보시스템을 설계자의 고유한 의도와는

다르게 팀/조직 내에서 합의된 방식으로 이용자

들이 사용하는 행동

FOA는 정보시스템 설계자가 의도한 대로 사용자

가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설계자의 의도는 설계도나 매뉴얼 형태로 사용자에

게 동일한 형태로 전달되지만 모든 사용자들이 이를

충실히 따르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개인/팀/조직의

환경에 따라서 설계자가 의도한 사용 방법을 준수하

는 정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설계자의 의도대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충실한 전유가 일어나

게 되고, 이것은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결과와 연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Chin et al., 1997).

전유를 측정하는 또 다른 변수는 전유의 일치도

(COA : Consensus on Appropriation)이다. 이는

사용자 그룹 내에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방식의

합의 정도를 의미한다. 새로운 정보시스템 사용

방식에 대해 여러 의견을 가진 사용자들이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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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의사소통을 통한 정보공

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시스템 사용에 대

해 합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사용자들이 공동의 목

표를 위하여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며, 이는 사용자 간의 긴밀

한 협조가 전제되었음을 의미한다. 조직 내부에서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합의 정도가 높다는 것은 새

로운 시스템을 조직이 수용하는데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Salisbury et al., 2002).

우리는 Chin et al.(1997)이 개발한 FOA 척도와

Salisbury et al.(2002)이 개발한 COA 척도를 본

연구의 주요 주제인 정보보호 정책의 전유 활동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설문문항을 작성하였다(<부록>

참조).

5. 연구모델

DeSantis and Poole(1994)는 정보시스템의 전유

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정보시스템의 특징,

조직 및 직무의 특징, 그리고 조직의 내부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새롭게 도입된 정보시스템의 특징

이다. 이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유발하는 정보시스템

자체의 특징을 의미하며, 정보시스템의 구조적 특징

(Structural Features)과 정신(Sprit)으로 구성된

다. 정보시스템의 구조적 특징은 사용자에게 제공하

는 다양한 기능과 규칙을 의미한다. 사용자들은 정

보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사용법과 규칙을 준수할 것

이다. 사용자들의 전유 활동은 준수하여야 할 규칙

의 유연성과 복잡도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정보시스템 정신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추구하고자하는가치나목표를의미한다.

예를 들어, DeSantis and Poole(1994)는 그룹의사

결정 시스템(GDSS)의 정신을 의사결정 프로세스,

리더쉽, 효율성, 갈등관리, 팀 분위기로 정의하였고,

Ruel(2002)은 사무용 기술(Office Technology)의

정신을 “Open Organizational Communication”이

라고 정의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정보시스템을제외한 직무 환경을

의미한다. 직무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과 직무

의 특징은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수용에 적

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비록 동일한 정보시스

템을 이용하더라도, 사용자의 전유 활동은 직무의

복잡도나 자율성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복잡한 직무에는 다양한 기능과 적은 수

의 규칙을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 수용되어질 가능

성이 높을 것이다(Sun, 2012). 직무뿐만 아니라 조

직의 문화나 분위기 또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새로

운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호의적인 조직 분위기라면,

수용 가능성은 높을 것이다(Ahmadi et al., 2015).

세 번째 요인은 조직 내부 시스템의 변화를 수용

하는 주체인 조직 구성원들의 특징을 의미한다. 이

요인에는 사용자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형태, 정

보시스템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경험의 유무, 그리

고 정보시스템 사용에 대한 동의 정도 등이 포함된

다 (Chang et al., 2008).

본 연구는 정보보호 정책 운영으로인하여 파생된

사회구조의 변화 수용 과정을 ASP모델을 이용하여

탐색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우리는 기존의 ASP

모델에서 전유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3개의 선행요

인 중에서 “정보시스템의 특징”을 제외한 2개의 선

행요인이전유활동에미치는 영향을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ASP모델의 “정보시스템의 특징”은 “정보

보호 정책의 특징”으로 대체될 수 있을 것이다. “정

보보호 정책”은 “정보시스템”과는 달리 기업 별로

준수 수준에는 차이가 있으나 정보보호라는 전체적

인 목적과 적용분야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기술특징과 관련

된 선행요인을 제외한 정보보호 정책 운영과 관련된

환경적 요인이 전유 활동에 미치는지 영향만을 탐색

하였다. 여기서 환경적 요인이란 조직 문화(Infor-

mation Security Climate), 직무 특징(Job Charac-

teristics), 구성원의개인적특징(Information Secu-

rity Knowledge and Concern for Information

Privacy)을 의미한다([그림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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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모델

5.1 직무 특징(Job Characteristics)

Hackman and Oldham(1976)은 직무특성 모형

(Job Characteristic Model)을 이용하여 5개의 핵

심 직무특성이 종업원의 심리상태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나아가 종업원들의 직무만족과 성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직무특성

모형에 의하면, 직무가 가지고 있는 5가지의 핵심

직무차원은 종업원들의 내적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개인과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준

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들이 제시한 핵심 직무 차원

은 다음과 같다.

∙기술다양성(Skill Variety)

∙직무정체성(Task Identity)

∙직무중요성(Task Significance)

∙직무자율성(Job Autonomy)

∙직무피드백(Feedback)

기술다양성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다양한 활

동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정도를, 직무정체성은

개인이 독립적으로 혼자 책임지고 직무 전체를 수행

할 수 있는 정도를, 직무중요성은 자신의 직무수행

결과가 다른 사람들의 육체적 혹은 심리적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정도를, 직무자율성은 자신의 창의적인 발상이나 아

이디어 등을 활용하여 자기 주도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정도를, 마지막으로 직무피드백은 직무

수행결과에 대해 직접적이고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다른 직무수행자에게도 알려지는 정도를 의미

한다. Hackman and Oldham(1976)는 5개의 직무

특성 중에서 기술다양성, 직무정체성, 그리고 직무

중요성은 직무에 대한 구성원들의 보람감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성원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해서

인지하는 보람감(Meaningfulness)이 그들의 전유

활동에미치는영향을탐색하여보았다. 직무에대한

보람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Hackman and Oldham

(1976)이 제시한 대로 5가지의 핵심 직무 차원 중에

서 기술다양성, 직무정체성, 그리고 직무중요성을

이용하였다(<부록> 참조).

5.2 정보보호 분위기(Information Security

Climate)

정보보호 정책이 조직에 도입되면 정보자원 관리

에 조직 전체가 노력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다수의 기존 연구에서 조직 분위기는 구성원의 행동

의도를 변경시키는 주요한 선행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Shadur et al., 1999). 특히 산업재해 등 안전관

리 분야에 있어서는 조직 분위기가 안전성과에 절대

적인영향을미치는것을여러연구를통하여검증하

였다. “안전 분위기(Security Climate)”라는 개념을

정보보호 분야에 적용하여 조직 구성원들의 정보보

호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초점

을맞춘연구들이소개되었다(Chan et al., 2005; Goo

et al, 2014). Zohar and Luria(2005)는 안전분위기를

“안전과관련된조직내의정책, 절차, 그리고 관행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지각”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 구성원에게 정보보호를 강조

하는 조직의 분위기 정도를 측정하여, 전유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부록> 참조).

5.3 보안지식(Information Security Knowledge)

Safa et al.(2016)과Wang(2010)은 정보보안관점

에서종업원들이정보보호에 대한지식이풍부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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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더욱 심각하게 인지하여 정보

보호 정책 준수의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정보보호에 대한 지식을 종

업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업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보안

지식의 수준이 그들이 정보보호 정책 준수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전유 활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조사하였다(<부록> 참조).

5.4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CFIP : Concern for

Information Privacy)

본 연구에서는 조직 구성원의 보안에 대한 인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경영정보학 분야에서 널

리 사용되어지고 있는 정보프라이버시 염려(CFIP)

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Culnan(1993)는 CFIP를

‘본인 정보에 대한 외부의 감시, 저장, 검색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느끼는 위협의 정도’라고 정의하

였으며, Smith et al.(1996)는 CFIP를 ‘개인정보가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누출되어지는 우려의 정도’라

고 정의하였다. Smith et al.(1996)는 CFIP를 측정

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그 모델에서는 CFIP

를 다음과 같이 4개의 세부차원으로 분류하여 측

정하였다.

∙정보수집(Collection)과 연관된 염려

∙비 인가된 2차사용(Unauthorized secondary use)

과 연관된 염려

∙부적절한 접근(Improper access)과 연관된 염려

∙잘못된 정보(Errors)와 연관된 염려

CFIP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보보호 준수의도의

선행요인으로써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직접적

으로 탐색한 연구는 없었다. CFIP와 연관된 대부

분의 연구는 CFIP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신뢰는 다시 사용자의 긍정적인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여러 학자

들 중에서 Liu et al.(2004)는 CFIP-신뢰-행위

의도 모형을 제시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염려수준이 기업에 대한 신뢰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신뢰 수준을 기반으로 기업과 거

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지, 아니면 거래를 중단 할

지에 대한 행동의도를 결정하는 과정을 설명하였

다. 이처럼 CFIP 관련 선행연구들의 일반적인 주장

은 평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개인이 가지는 지각

수준이 높을수록 행동의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CFIP가 개인의 전유 활동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제적으로 검증하여 보

았다. 본 연구에서는 Smith et al.(1996)가 제시한

CFIP의 4가지 차원을 기반으로 설문 문항을 재구성

하였다(<부록> 참조).

5.5 정보보호 준수의도

본 연구에서는 Hearath and Rao(2009)가 정보

보호 준수의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제시한 설문문

항을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6. 분석 결과

본 연구를 위하여 ISMS 인증을 받은 3개의 콜센

터와 4개의 병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

하였다. 콜센터 상담사들은 고객의 정보를 직접적으

로 관리․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ISMS 도입으로 그

들의 업무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어 설

문 대상으로 선택하였고, 병원 종사자들 또한 환자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콜센

터의 상담사들 만큼 정보보호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

지는 직무 중 하나라고 판단되어 설문대상으로 선택

하였다. 설문지는 해당 조직의 정보보호 책임자를

통해 종업원들에게 배포되었고,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360부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

시하였다(<표 1> 참조).



22 오진욱․백승익

Variable Items Factor Cronbach α

전유의 충실성
(FOA)

FOA_3 0.62

0.94
FOA_4 0.61
FOA_2 0.6
FOA_1 0.6

전유의 일치도
(COA)

COA_3 0.82

0.91
COA_2 0.81
COA_4 0.79
COA_1 0.67

기술다양성
(Skill Variety)　

VA_2 0.89

0.76
VA_1 0.85
VA_4 0.61
VA_3 0.59

보
람
감

직무정체성
(Task Identity)　

ID_2 0.83
0.8ID_3 0.82

ID_4 0.79

직무중요성
(Task

Significance)　

SIG_2 0.87

0.88
SIG_3 0.85
SIG_1 0.84
SIG_4 0.77

정보보호 분위기
(Security Climate)

SC_3 0.8
0.87SC_1 0.76

SC_2 0.75

보안지식
(Security Knowledge)

SK_3 0.85

0.88
SK_4 0.79
SK_2 0.73
SK_5 0.7
SK_6 0.66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
(CFIP)

CFIP_1 0.85
0.71CFIP_2 0.85

CFIP_5 0.63

정보보호 준수의도
(Compliance Intention)

CI_3 0.81

0.87
CI_2 0.76
CI_5 0.71
CI_4 0.7
CI_1 0.65

<표 2> 신뢰도와 타당성 검증결과

성별
남자 46명 13%

여자 314명 87%

연령

20대 102명 28.30%

30대 119명 33.10%

40대 95명 26.30%

50대 44명 12.30%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96명 26.70%

대학교 졸업 254명 70.50%

대학원 졸업 이상 10명 2.80%

조직
콜센터 (3개의 콜센터) 126명 35%

병원 (4개의 병원) 234명 65%

<표 1> 응답자 특징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조직 구성

원의 특징(정보보호에 대한 지식 정도와 프라이버시

에 대한 염려 정도)과 직무 환경의 특징(업무에 대

해 의미를 부여하는 정도와 정보보호에 대해 소속된

조직/팀의 강조 정도)이 개인의 정보보호 준수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두 가지 전유 활동(FOA

와 COA)의 역할을 탐색하는데 있다([그림 2] 연구

모델 참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들의 타당도와 신뢰

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측정 항목의 요인 부하량이 0.5 이상인 측정항목

들이 의미가 있는 변수로 판단하여 분석에 사용하였

다. 또한 추출된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측정항목들

의 내적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α 계수가 0.6

이상이면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며, 본 연구

의 분석에 사용된 모든 요인들의 Cronbach’s α 계

수가 0.6 이상으로 신뢰도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표 2> 참조).

6.1 구조방정식 모델 검증

본 연구에서는 조직 구성원들이 정보보호 정책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전유의 역할을 탐색하기 위하여

두 개의 구조방정식 모델을 검증하였다(모델 1 :

FOA → COA, 모델 2 : COA → FOA).

구조방정식 모델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구조

방정식 모델링을 지원하는 R 패키지 가운데서 안정

적이고 다수의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lavaan 패키

지를 이용하였다(곽기영, 2019). 모델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한 2개 모델의 적합도 지표들

이 모두 권고 수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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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 Range 모델 1 모델 2

RMSEA RMSEA < .08 0.04 0.04

GFI GFI > .9 0.91 0.91

CFI CFI > .9 0.97 0.97

NFI NFI > .9 0.92 0.92

<표 3> 모델적합도

RMSEA(Root Mean Square of Error Approximation) :
근사 오차 제곱 평균의 제곱근
GFI(Goodness of Fit Index) : 적합도 지수
CFI(Comparative Fit Index) : 비교 적합도 지수
NFI(Normed Fit Index) : 표준 적합도 지수

[그림 3] 모델 1 : FOA → COA

[그림 4] 모델 2 : COA → FOA

6.2 경로분석 결과

위에서 검증된 모델을 기반으로 경로분석을 실

시하였다. 병원과 콜센터 종사자 모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Dep Indep Z p Sig.

FOA CFIP 0.12 0.9 X

FOA 보안지식 6.33 0 ***

FOA 보람감 1.97 0.05 *

FOA 정보보호 분위기 9.65 0 ***

COA CFIP 2.33 0.02 *

COA 보안지식 4.87 0 ***

COA 보람감 1.64 0.1 X

COA 정보보호 분위기 4.56 0 ***

COA ← FOA(모델 1)

COA FOA 10.66 0 ***

Intention FOA 11.86 0 ***

Intention COA 12.67 0 ***

FOA ← COA(모델 2)

FOA COA 11.83 0 ***

Intention FOA 23.93 0 ***

Intention COA 0.75 0.45 X

<표 4> 콜센터+병원 분석결과

***p < 0.001, **p < 0.01, *p < 0.05.

정보프라이버시 염려정도(CFIP)가 FOA에 미치

는 영향과 직무에 대한 보람감(Meaningfulness)

이 COA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인

특징, 직무환경 특징 변수들은 전유 활동인 FOA

와 COA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FOA가 COA에 영향을 준

다는 가정(모델 1)에서는 FOA가 정보보호 준수의

도에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COA를 통한 간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추가로 발견하였다.

COA가 FOA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모델 2)에서

COA는 FOA를 통해서만 준수의도에 영향을 미

치고, COA가 직접적으로 준수의도에는 영향을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정보보호 정

책의 의도와 취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FOA)를 기

반으로 구성원들 간의 합의된 이해(COA)에 영향

을 미친다는 가정(FOA → COA)에 있어서는 두

가지 전유 활동이 모두 준수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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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구성원들 간의 합의된 이해

(COA)를 이용하여 구성원들이 정보보호 정책 도

입 취지대로(FOA) 정보시스템 이용을 촉진시키려

는 전략(COA → FOA)에 있어서는 정보보호 정책

에 대한 구성원들 간의 합의된 이해(COA)는 준수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의도와 취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

(FOA)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준수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콜센터

와 병원 종사자 모두 동일하게 관찰되었다(<표

5>, <표 6> 참조).

콜센터 종사자와 병원 종사자들 간에 차이가 나타

나는 부분은 두 가지 전유 활동인 COA와 FOA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들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콜센터 종사자의 경우에는 개인의 특징 중에 개인의

보안지식만이 COA와 FOA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업무 특징 중에

는 보안을 강조하는 조직 분위기만이 FOA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5> 참조). 반면

병원 종사자의 경우에는 개인의 정보 프라이버시 염

려 정도(CFIP)가 FOA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이외

의 모든 선행변수들이 COA와 FOA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6>

참조).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두 기관의 상이한

업무환경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병원 종사

자들은 콜센터 종사자들에 비해 환자정보에 접근하

여 조회․등록 등의 취급에 능동적이며, 환자정보를

교환․참조 등이 빈번한 환경에서 근무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병원 종사자 개인의 특징과 개인이 인

지하는 환경요인들이 그들의 전유 활동에 영향을 미

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콜센터 종사자는 고

객의 상담요청이 발생했을때에만 수동적으로 고객

의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며, 고객정보를 다른 상담

원과 교환․공유하는 빈도가 병원 종사자보다 상대

적으로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콜센터 상담

원은 정해진 상담 매뉴얼(Script)을 기반으로 고객

정보를 처리하는 환경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

로 해석 가능하다.

Dep Indep Z p Sig.

FOA CFIP 0.06 0.95 X

FOA 보안지식 5.13 0 ***

FOA 보람감 0,45 0.65 X

FOA 정보보호 분위기 8.3 0 ***

COA CFIP 1.8 0.07 X

COA 보안지식 3.07 0 ***

COA 보람감 0.3 0.76 X

COA 정보보호 분위기 1.36 0.17 X

COA ← FOA(모델 1)

COA FOA 10.44 0 ***

Intention FOA 10.69 0 ***

Intention COA 14.6 0 ***

FOA ← COA(모델 2)

FOA COA 10.27 0 ***

Intention FOA 27.51 0 ***

Intention COA 0.66 0.45 X

<표 5> 콜센터 분석결과

***p < 0.001, **p < 0.01, *p < 0.05.

Dep Indep Z p Sig.

FOA CFIP -1.89 0.06 X

FOA 보안지식 4.02 0 ***

FOA 보람감 3.92 0 ***

FOA 정보보호 분위기 6.39 0 ***

COA CFIP 3.82 0 ***

COA 보안지식 3.54 0 ***

COA 보람감 2.39 0.02 *

COA 정보보호 분위기 2.91 0 ***

COA ← FOA(모델 1)

COA FOA 9.08 0 ***

Intention FOA 9.35 0 ***

Intention COA 6.96 0 ***

FOA ← COA(모델 2)

FOA COA 10.78 0 ***

Intention FOA 14.19 0 ***

Intention COA 1.31 0.19 X

<표 6> 병원 분석결과

***p < 0.001, **p < 0.01,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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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및 시사점

정보보안이기업의중요한이슈로대두되면서정보

보호준수의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에대한연구는

많이 수행되어져 왔다(Cram et al., 2019; Ifinedo,

2014; Kim and Park, 2011; Safa et al., 2016). 그

중 대부분의 연구는 개인과 조직의 특성이 정보보호

준수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개인과 조직의 특성이 어

떤 과정을 거쳐서 개인의 정보보호 준수의도에 영향

을 미치지를 탐색한 논문은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이

다(Ormond et al., 2019; Yayla and Sarkar, 20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AST모델에서 제안한 구조화

과정의 개념을 기반으로 구성원들이 조직의 정보보

호 정책을 수용하여 그들의 준수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특히 구조화 과정에서 관측

되는전유의충실성(FOA : Faithfulness of Appro-

priation)과 전유의 일치도(COA : Consensus on

Appropriation)가 정보보호 준수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콜센터 상담원

과 병원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개인과 직무의 특징이 정보보호 활동

준수 의도에 두 개의 전유 활동(FOA와 COA)을 통

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FOA와 COA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콜센

터와 병원 모두, FOA는 정보보호 준수의도에 직접

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COA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COA는 정보

보호 준수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제공하지 못하고

FOA를 통해서만 준수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연구 결과는 기업이 새

로운 정보보호 정책을 도입할 때, 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의도나 취지를 종업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FOA)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

여 주고 있다. 종업원들의 합의된 이용 (COA)은 정

책의 취지나 의도의 이해 (FOA)를 촉진시켜 정보

보호 준수의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제공하기는 하나,

직접적으로 준수 의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사되었다.

조직구성원이 정보보호 정책을 수용하는 과정에

서의 전유 활동의 역할은 콜센터와 병원에서 동일한

결과가 조사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상이한 업무 환

경으로 전유 활동에 영향을 주는 개인과 환경의 특

징들이 차이를 보여 주었다. 콜센터 상담원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정보접근에 능동적이고 타 조직과 정

보교환이 빈번한 분위기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병원

종사자의 경우에는 CFIP를 제외한 모든 선행요인들

이 전유 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

면에 콜센터 상담사의 경우에는 개인의 보안지식의

정도와 조직의 분위기만이 전유 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것도 조직의 분위기는 COA

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FOA에만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보접근에

능동적이고 정보교환이 빈번한 환경에 근무하는 구

성원의경우, 그렇지못한구성원에비해개인의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ISMS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콜센터

와 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연구를 진행하였으

나 몇 가지 한계점을가지고 있다. 설문 대상 조직의

ISMS 도입 시기가 상이하여 구성원들이 정보보호

에 대한 인지와 수용정도가 조사항목에 포함되지 않

았다. 해당 조직에서 수행하는 정보보호교육 횟수,

평가/반영의 정도를 측정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

후 연구에서는 ISMS 도입 시기, 정보보호교육에 대

한 평가와 반영을 지표화하여 조직 구성원의 전유활

동이 어떻게 다른지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본

연구와 같이 설문을 이용한 양적연구에서 더 나아가

구성원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좀 더 구체

적인 구조화과정에서 관측되는 전유활동을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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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전유의 충실성(FOA) (Chin et al., 1997)

FOA_1. 우리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Chief Privacy Officer)나 관련 부서는 우리 팀 전체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것이다.

FOA_2. 우리 팀 전체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지침이나 절차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FOA_3. 우리 팀 전체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지침이나 절차가 의도하는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FOA_4. 우리 팀 전체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지침이나 절차를 업무에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전유의 일치성(COA) (Salisbury et al., 2002)

COA_1. 우리 팀 구성원들은 (개인)정보보호 절차나 지침을 업무에 언제/어떻게 반영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공통의견을
가지고 있다.

COA_2. 우리 팀 구성원들은 (개인)정보보호 절차나 지침을 업무에 언제/어떻게 반영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차이가
없다.

COA_3. 우리 팀 구성원들은 (개인)정보보호 절차나 지침을 업무에 언제/어떻게 반영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상호이해가
있다.

COA_4. 우리 팀 구성원들은 (개인)정보보호 절차나 지침을 업무에 언제/어떻게 반영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상호동의가
있다.

직무 다양성(VA : Skill Variety) (Hackman & Oldham, 1976)

VA_1. 나의 업무는 주 업무 외에 부가적인 일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VA_2. 나의 업무는 다양한 일을 수행해야 한다.

VA_3. 나의 업무는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

VA_4. 나의 업무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요구한다.

직무정체성(ID : Task Identity) (Hackman & Oldham, 1976)

ID_1. 나의 업무는 시작과 끝이 분명하게 정의되어져 있다.

ID_2. 나의 업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내가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ID_3. 나의 업무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ID_4. 나의 업무는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가 사전에 명확히 정의되어져 있다.

직무중요성(SIG : Task Significance) (Hackman & Oldham, 1976)

SIG_1. 나의 업무 결과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SIG_2. 나의 업무는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SIG_3. 나의 업무는 사회발전(공익)에 기여할 것이다.

SIG_4. 나의 업무 결과는 관계자들(소비자, 주주, 동료직원, 소속 팀, 소속 기업, CEO, 협력업체 등)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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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분위기(SC : Information Security Climate) (Zohar & Luria, 2005)

SC_1. 나는 우리 기업의 경영진이 (개인)정보보호 절차나 지침 준수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한다.

SC_2. 나는 우리 기업의 경영진이 (개인)정보보호 절차나 지침 준수를 업무 효율성보다 우선시 한다고 생각한다.

SC_3. 나는 우리 기업의 경영진이 (개인)정보보호 절차나 지침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고 생각한다.

SC_4. 나는 (개인)정보보호 절차나 지침 준수와 관련된 이슈를 나의 동료, 직장상사와 자주 논의한다고 생각한다.

SC_5. 나는 우리 기업이 (개인)정보 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한다고 생각한다.

SC_6. (개인)정보보호 절차나 지침 준수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을 시에 용이하게 문의할 수 있는 창구가 우리 기업 내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보안지식(SK : Information Security Knowledge) (Wang, 2010)

SK_1. 나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SK_2. 나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수집․관리하는 절차를 알고 있다.

SK_3. 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 시, 대처방안을 알고 있다.

SK_4. 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 시, 누구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SK_5. 나의 업무 중에서 (개인)정보 누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알고 있다.

SK_6. 나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지침이나 절차를 숙독해 본 적이 있다.

SK_7. 나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책임과 의무를 숙지하고 있다.

CFIP(Concern for Information Privacy) (Smith et al., 1996)

CFIP_1. 나는 기업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두 세 번 생각하고 제공한다.

CFIP_2. 나는 기업이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많이 수집한다고 생각한다.

CFIP_3. 기업은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CFIP_4. 기업은 (개인)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어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CFIP_5. 나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약관을 자세히 읽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보보호 정책 준수의도(CI : Compliance Intention) (Hearath & Rao, 2009)

CI_1. 나는 우리 기업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보호 지침이나 절차가 내가 수행하는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CI_2. 나는 우리 기업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보호 지침이나 절차가 나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CI_3. 나는 나의 업무 수행에 불편함이 있어도 (개인)정보보호 지침이나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CI_4. 나는 고객정보 제공이나 이용 시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직장동료의 의견보다 개인정보보호 지침이나 절차가
최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CI_5. 나는 (개인)정보를 사용할 때 우리 기업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보호 지침이나 절차에 명기된 책임을 이행할
의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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