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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융·복합 시대 도래로 인한 옴니 채널 환경에서 기술적 및 관리적 정보보안대책 확충과 더불어 기업구성원
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정보보안대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구성원이 정
보보안대책 인식 이후 자발적으로 조직시민행동을 전개하면 정보보안 대책에 대한 준수의도가 형성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정보보안대책(정보보안정책, 정보보안 교육훈련)이 조직시민행동을 매개로 정보보안 준
수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설문문항을 작성하였으
며 다양한 업종의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설문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보보안정책과 정보보
안 교육훈련이 정보보안 준수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보안정책과 정보보안 교육훈련 모두 조
직시민행동(참여 활동)을 매개로 정보보안 준수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정보보안이론과 조직시민행동이론의 융합, 정보보안정책, 정보보안 교육훈련, 정보보안정책 준수의도

Abstract In digital convergence environment,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plays crucial role in maintaining 
firms' competitiveness.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OCB) enables informations security countermeasures to 
be more effectively worked by helping employees to have much knowledge of information security policy, by 
facilitating employees to participate in information security education/training.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OCB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information security countermeasures 
and compliance intention. Questionary was designed based on prior information security research, and survey 
was conducted among companies' employees across the industry. Results showed that information security policy 
and information security education/training were found to be key predictors of compliance intention. In addition, 
OCB was proven to medi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information security countermeasures and compliance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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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통신·방송 융합  유무선 네트워크 통합이 가속화됨

에 따라 기업의 정보보안에 한 내·외부 의 경로  

방법이  다양화되고 있다. 기업에서는 융·복합 시  

도래로 인한 옴니 채  환경에서의 기업 정보보안 리가 

더욱 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정

보보안을 한 기술, 시스템과 인력 확충에 한 투자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의 정보보안 리체계

도 보다 고도화 되고 있다[1]. 

기업에서 정보보안 정책과 정보보안 교육훈련과 같은 

차  보안 책이 도입되는 등 정보보안 시스템 확충과 

리체계가 구축되어 정보보안에 한 기술  의 

방과 처 능력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2], 많은 기

업에서 정보보안 사고가 지속 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

히 정보보안 책 수에 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악의

인 의도를 지닌 기업 구성원(정보시스템 리자, 일반 

리자 등)에 의해 발생하는 정보보안 침해사고가  

증가하고 있다[1]. 이는 기업이 정보보안 시스템 확충(기

술  능력)과 정보보안 리체계 도입( 리 능력) 만으로 

기업의 정보보안 능력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

한다. 

따라서 정보보안 리 시스템과 리정책을 기업구성

원이 제 로 인지하고 기업의 정보보안 정책을 제 로 

수하는데 필요한 기업의 내·외부 요인을 통합 으로 

규명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3, 4]. 이런 추세를 반 한 

듯, 최근 조직원들의 정보보안 책 수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3, 5, 

6, 7, 8, 9]. 특히, 김상 과 김근아[3]은 기업의 정보보안

에 한 의식수  향상이 정보보안 책 수의도에 

향을 주어 침해사고를 방하는데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시하 다. 정보보안에 한 의식수 은 정보보

안 교육훈련, 정보윤리실천[10] 등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다. 조직원들의 조직에 한 결속을 강화함으로써 조

직원들의 정보보안 수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11]. 더 큰 맥락에서 볼 때, 조직시민행동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CB)이 기업구성

원의 정보보안의식 수 을 높여 정보보안 책에 한 

이해와 이를 수하고자 하는 의도를 강화 할 수 있다고 

본다. 

조직시민행동은 조직구성원들의 상호작용, 조직지원 

 신뢰에 기 한 창의 이고 능동 이고 자발 인 공식 

업무이외의 활동  행동을 의미한다[12]. 조직시민행동

은 이타주의, 양심, 참여 활동, 스포츠맨십  의 차원

으로 구성된다[13].  

이러한 조직시민행동은 조직원의 마찰을 이고, 유연

성을 제고하며, 좋은 조직 문화  심리  배경을 형성하

고, 조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킨다[14].실례로 조

직시민행동 수 이 높은 정보시스템 업무 담당자(IS 

personnel)는 직무 생산성과 변화하는 환경에 한 응 

능력이 높다[14]. 한 조직구성원의 양심(consciousness)

과 친화성(agreeableness)에 따라 정보보안 소 트웨어 

수용의도가 수용행 로 연결되는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

으로 밝 졌다[15].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조직시

민행동은 기업 구성원이 정보보안 책을 인식한 후 정

보보안 수 의도를 갖는데 요한 매개역할을 할 수 있

다 본다. 특히, 조직시민행동   참여활동(civic virtue)

은 조직 구성원이 조직 리(governance)에 건설 이고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것으로[14], 기업구성원이 정보보

안 책을 극 으로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수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게 하는 매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그

러나 이  연구에서는 조직시민행동이 정보보안 책과 

정보보안 수의도 간의 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간과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보안 책이 조직시민

행동을 매개로 정보보안 수의도에 미치는 향을 실증

 연구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정보보안준수

정보보안 련 선행연구는 주로 침입탐지나 방화벽과 

같은 기술 인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으며[16] 조직 내에

서 구성원들의 행동이 정보보안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들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정보보안 련 학계, 산

업계 문가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인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Information Processing (IFIP) Working 

Group 8.11/11.13 on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Research 에서 조직행동 으로 향후 정보보안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16]. 특히, 조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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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ariable

[references]

Moderator / 

Mediator 

Methodolo

gy

Research results

Information 

Security policy 

awareness

[5]

Attitude 

toward 

security 

compliance

 

Procedural 

justice

Survey

Employees

(464)

Information security 

policy awareness → 

Attitude(+), Justice(+)

Attitude, Justice → 

Security policy 

Compliance intention (+)

Penalty

Ethics 

education

[6]

Organizatio

nal type

Survey

Employees

(492)

Penalty → Compliance (+)

Ethics education 

→Compliance (+)

Security 

awareness 

education/ 

training

Individual 

attachment

[8]

Detection 

certainty 

Social 

norms

Response 

cost

Survey

Employees 

of SI 

industry

(143) 

 

Security awareness 

education/ training

→ Detection certainty(+)

 
Detection certainty → 

Social norms(-)

Detection Certainty → 

Compliance intention(+)

Response cost → 

Compliance intention(-)

Attachment → 

Compliance intention(+)
Security policy 

effectiveness

Security 

awareness  

program

Top 

management 

attention 

Security 

enforcement

[19]

Response 

cost 

Survey

Employees 

of Banking 

industry

(118) 

 

 

Security policy 

effectiveness → 

Compliance intention(+)

Security awareness 

program → Response 

cost(-)

Top management 

attention → Compliance 

intention(+)

Security enforcement → 

Compliance intention(-)

Security enforcement → 

Response cost(+)
Personal moral 

belief

Direct & 

Indirect 

experience

Task 

relatedness

Security 

awareness  

education/traini

ng

Organizatio

nal justice

(distributio

n/procedura

l/interaction

al)

Survey

Employees

(437)

Personal moral 

belief→Compliance 

intention(+)

Security awareness  

education/training→Compl

iance intention(NS)

Direct & Indirect 

experience→Compliance 

intention(+)

Certainty of 

sanction→Compliance 

intention(+)

<Table 1> Prior Literatures related to procedural 
information security policy compliance 

들의 정보보안정책 수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가 확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이런 추

세를 반 한 듯, 최근 조직원들의 정보보안정책 수의도

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5, 17, 18, 19]. 

조직원들이 정보보안정책을 수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 조직은 정보보안 사고를 방지하거나 해결하기 

한 책을 수립해야 한다. 보안 책은 차  책과 기

술  책을 구분되며 차  보안 책으로는 보안정책

수립, 정보보안인식 교육 로그램 등이 있고 기술  보

안 책으로는 컴퓨터 모니터링이나 안티바이러스 소

트웨어 등이 있다[20]. Hovav와 D’Arcy[20]은 차  보

안 책과 기술  보안 책을 통합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고 권고한다. 그러나 기술  보안 책은 실제 업무환경

에서 향을 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업무환경에서 

보안 책으로서의 효과가 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도 차  보안 책에 을 두어 조직원들의 정보보

안 수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고

자 한다. 

Anderson과 Agawal[21]의 정보보안 수의도  수

행 에 한 리뷰연구에서 제시한 로, 이 분야 선행연

구에서는 주로 일반억제이론, 합리  선택이론, 성화 

이론 등과 같이 범죄학에 기반을 둔 이나 보호동기

이론 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21]. 조직행동, 사회

심리학 등 다른 에 기반을 두어서 정보보안 수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은 정보보안 수와 

련한 연구 분야를 확장하고 업무환경에서의 정보자원

의 오남용을 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17]. <Table 1>는 

차  보안 책과 정보보안 수의도 사이에 조직행동  

사회심리학에 기반을 둔 요인들을 조  혹은 매개변수로 

두고 이들이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연구들이다. 

이들 연구들은 합리  선택이론에 근거해 정보보안 

수 결과에 따르는 손익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

직원의 수태도  수의도가 결정되는 것을 보 다 

[8, 22]. 한 일반억제이론에 근거하여 발가능성이 보

안 책과 보안 수의도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한다는 연

구결과가 있다[8]. 이들 선행연구에서 차  보안 책과 

정보보안 수의도 사이에 조직행동 의 요인으로 공

정성을 도입한 연구가 있긴 하나[5, 18]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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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ived 

certainty of 

sanctions

[18]
 NS: Non-significant

2.2 조직시민행동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CB)

조직시민행동은 조직의 구성원의 자발  조직행동으

로서, 공식 으로 는 직 으로 성과가 인정되지 않

고 보상도 이 지지 않지만 체 조직의 효과  운 을 

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2 23]. 조직

시민행동에 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는데, 명

시 으로 정의된 조직에서의 역할 외의 행동(extra-role 

behavior)이라는 의미로 정의하기도 한다[13, 24]. 조직시

민행동은 조직의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조직원들의 자발 인 참여가 조직운 을 개

선하고 조직의 리비용을 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25, 26]. 조직시민행동은 다차원의 요소로 구성된 개념

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일반 인 분류로는 이타주의 

(altruism), 의(courtesy), 스포츠맨십(sportsmanship), 

양심(conscientiousness), 그리고 참여 활동(civic virtue)

이 있다[12, 13]. 본 연구에서는 차  보안 책과 보안

수의도 사이에 조직시민행동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

펴보았다. 특히 조직시민행동의 하 차원 에서 정책

수와 련된 요인으로 참여활동을 선택하여 연구를 진행

하 다. 조직시민행동은 조직의 성과에 향을 미치며 

고객만족[27], 업실 [28, 29], 직원들의 업[30]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조직이나 

에서 조직시민행동을 매개요인으로 두고, 지식공유의

도[31], 정보시스템성공[32, 33] 등을 살펴본 연구들이 있

다.

 

3. 연구가설 및 모형

조직은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조직 구성원에게 어떤 

행 가 조직에서 수용되는지를 명시 으로 제시하고 구

성원들의 의사결정이나 행 에 향을 미친다[34]. 조직

이 수립한 보안정책은 조직 구성원들의 정보보안 행 나 

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며, 이에 한 다수의 연구가 존

재하나 연구결과는 일치하지는 않는다. 를 들어, 

Bulgurcu et al.[5]의 연구에서 조직원들이 보안정책을 인

식하면 정보보안 수의도도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보

여 주었고, 내용이나 형식에 기반을 둔 보안정책의 효과

성은 보안정책 수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19]. 반면에 보안정책은 조직원에 한 경

진의 감시수단으로 인식하고 업무의 생산성을 해하는 

요인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35]. 한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의 조직원을 상으로 한 비교연구에서 미국 

그룹에서는 보안정책 인식이 보안 수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 그룹에서는 유의

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36]. 본 연구에서는 한국기업의 

조직구성원을 상으로 하여 조직의 정보보안정책에 

해 직원들이 인지하면 보안정책 수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다음과 같이 수립한다.

H1 정보보안 정책은 정보보안 수의도에 정(+)의 

향을 미친다.

 
정보보안 교육훈련은 조직의 정보자원에 한 한 

사용에 한 교육과 훈련을 의미하며, 조직구성원들의 

정보보안에 한 인식 환을 통해 장기 인 정보보안 효

과를 가져 온다[37]. 한 정보보안 교육 로그램은 조직

의 정보자원에 한 오·남용에 한 억제수단 의 하나

로 사용되어 왔다. 일반억제이론에 의하면, 조직은 보안

교육과 훈련 로그램을 통해 보안인식을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내부직원들의 정보보안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다[37, 38]. 따라서 정보보안 련 교육이나 훈련은 조

직구성원의 정보보안 수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며 이에 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수립한다.

 
H2 정보보안 교육훈련은 정보보안 수의도에 정(+)

의 향을 미친다.

 
정보보안정책과 정보보안 교육훈련이 조직구성원들

의 정보보안 수의도에 미치는 직 인 향에 한 연

구 결과는 일 되지 않는다. 보안정책에 한 연구에서

는 국가별 비교연구에서는 미국기업 그룹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얻었으나 한국기업 그룹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얻

지 못했다[36]. 정보보안정책이 수립되어 있는 것을 조직

원이 인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정

보보안정책이 효과 으로 수립되어야 정보보안 수의도

에 정 인 향을 다는 연구결과도 있다[19]. 보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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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훈련의 경우에서도 조직원의 정보보안 수의도에 

정 으로 향을 미치는 경우와[6, 39]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한 연구가 존재한다[18]. 이는 조직원들이 차  

보안 책을 인지하는 것만으로 정보보안 수의도를 향

상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조직시민행동, 특히 참여활동은 역할 외 활동을 통해 

조직의 목표달성, 효율 인 업무수행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13]. 한 조직원의 조직시민활동

은 구성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직원들의 업이나 지식공

유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30, 31]. 이러한 성향, 

즉 조직 내에서 공식 으로 정의된 역할 외에 자발 이

고 능동 으로 참여하는 성향은 조직에 수립된 정보보안 

정책 수에 정 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를 기반

으로 조직원의 조직시민행동은 차  보안 책과 정보

보안 수의도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 다.

H3 정보보안 정책과 정보보안 수의도 계에서 조

직시민행동은 정(+)의 매개역할을 한다.

H4 정보보안 교육훈련과 정보보안 수의도 계에

서 조직시민행동은 정(+)의 매개역할을 한다.

 
다음 [Fig. 1]은 상기 가설들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

로, 차  보안 책을 정보보안 수의도의 직  선행

요인으로 두었다. 한 이들 계에서 조직원의 조직시

민행동이 부분매개를 할 것을 표 한 것이다.

  

[Fig. 1] Research Model

4. 연구방법 

4.1 연구대상 및 측정방법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해서 100명 이상 조직원을 보

유하고 있는 기업의 직원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본 연구 모형에서 제안하는 잠재변수들의 측정을 

한 항목들은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추출하여 1차

으로 연구의 목 과 내용에 맞게 수정  보완하 다. 

측변수의 내용타당성(content validity) 검증을 해서 경

리  경 정보시스템 연구자들의 검토를 거쳤다. 

<Table 2>는 연구모형에서 제안하는 각 변수의 조작  

정의, 측정항목, 련연구를 보여주고 있다. 연구모형의 

잠재변수를 측정하기 한 설문항목은 7  리커트 척도

(Likert scale)로 측정하 다.

Construct [references] Conceptual definition

Information Security Policy 

Awareness(SP)

[37]

Awareness of “guiding statements of 

goals to be achieved with regard to 

information security

Information Security 

Education Training 

Awareness Program(SETA)

[37]

Awareness of general knowledge of 

the information security environment, 

along with the skills necessary to 

perform any required security 

procedures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OCB)

[12, 14] 

Individual behavior that is discretionary, 

not directly or explicitly recognized 

by the formal reward system, and 

that in the aggregate promotes

the effective functioning of the 

organization

Intention to Comply with 

Information Security Policy 

(CI)

[40]

Employees' continuous efforts and 

intention to compliance with 

information security policy

* ( ) Acronym of constructs

 <Table 2> Research variables definition

 

데이터 수집은 설문을 웹페이지로 제작하여 온라인으

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 다. 설문은 357부가 회수되었으

며 이  미완성 설문 등 유효하지 않은 설문을 제거하고 

연구에서는 324부를 사용하 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에 

사용된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 특성  참여 로젝트 

의 특성은 <Table 3>, <Table 4>와 같다.

 

Frequency Percentage (%)

Gender Male 160 49.4

Female 164 50.6

Age 20-29 85 26.2

30-39 87 26.9

40-49 87 26.9

50-59 65 20.1

Total 324 100

<Table 3> Demographics of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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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Percentage 

(%)

No. of employees 100∼149 42 13.0

150∼299 71 21.9

300∼449 49 15.1

500∼999 44 13.6

1,000∼4,999 62 19.1

5,000 and over 56 17.3

Industry Manufacturing 114 35.2

Utility 3 0.9

Construction 21 6.5

Wholesaler and retailer 19 5.9

Telecommunication 13 4.0

Financial services 31 9.6

Business services 37 11.4

Public adminstration and Defense 17 5.2

Education service 34 10.5

Health and Social Welfare 14 4.3

Entertainment, culture, 

and athletics services

6 1.9

Other 15 4.6

Total 324 100

<Table 4>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Organization

5. 연구결과

5.1 측정모형 검증

측정모형 검증은 구조방정식 근방법인 부분최소자

승(Partial least Square: PLS) 방식을 사용하 으며, 주

요 분석 도구로는 SmartPLS 2.0 M3을 사용하 다. PLS

의 경우 컴포 트를 기반으로 한 근 방식에 의해 추정

하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와 잔차분포에 해 다른 구조

방정식 근방법보다 엄격하지 않아 표본수가 은 경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한 PLS는 추정모형에 한 평

가와 구조모형에 한 평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기법으

로, 본 연구에서 측정항목과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기 

해 PLS를 분석도구로 채택하 다[41]. 측정모형의 수

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 구성신뢰성(Composit 

Reliability), 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검증하

다. 수렴타당성은 구성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에 의해 평가하며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잠재변수의 AVE의 

값이 임계치인 0.5를 충족한다[42]. 구성신뢰성 역시 임계

치인 0.7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측정변수들이 수렴 타당

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다[42]. 내 일 성을 평가하

는 지표로 Cronbach’s ɑ는 0.7 이상으로 기 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2].

Construct Mean Std. AVE CR CA

CI  5.363 1.102 0.876 0.966 0.953

SP 5.362 1.275 0.638 0.898 0.857

SETA 4.978 1.317 0.714 0.926 0.899

OCB 5.177 1.086 0.635 0.897 0.855

*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CR: Composite Reliability, 

 CA: Cronbach’s Alpha

<Table 5> Reliability and Validity of Variables

마지막으로 별타당성은 AVE의 제곱근 값과 잠재변

수들 간의 상 계 분석 방법을 통해 단하 다[42]. 

연구모형에 포함된 각 잠재변수의 AVE 제곱근 값이 해

당 잠재변수와 다른 잠재변수 간의 종과 횡의 상 계수 

값보다 높게 나타나면 별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단하다.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잠재변수에 

한 AVE의 제곱근 값이 인 하고 있는 종과 횡의 변수

들 간의 상 계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 모든 잠재변

수를 측정하는 측정항목의 요인 값이 타 변수의 측정항

목 요인 값 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별타당성을 

확보하 다.

 

Construct CI SP SETA OCB

CI 0.936    

SP 0.505 0.799   

SETA 0.446 0.659 0.845  

OCB 0.554 0.427 .0353 0.797

* 진하게 표시된 각선 값은 AVE의 제곱근 값

<Table 6> Discriminant Validity of Latent Variables

<Table 7> Cross Loadings of Latent Variables
CI SP SETA OCB

CI1 0.904 0.434 0.414 0.504

CI2 0.945 0.483 0.431 0.519

CI3 0.947 0.489 0.414 0.537

CI4 0.946 0.483 0.409 0.514

SP1 0.316 0.681 0.523 0.281

SP2 0.349 0.807 0.628 0.354

SP3 0.415 0.826 0.440 0.364

SP4 0.466 0.844 0.503 0.397

SP5 0.448 0.823 0.563 0.299

SETA1 0.371 0.540 0.794 0.263

SETA2 0.343 0.522 0.821 0.225

SETA3 0.328 0.495 0.827 0.317

SETA4 0.421 0.602 0.886 0.336

SETA5 0.409 0.610 0.892 0.334

OCB1 0.474 0.372 0.279 0.852

OCB2 0.485 0.399 0.346 0.859

OCB3 0.351 0.293 0.270 0.721

OCB4 0.446 0.317 0.238 0.808

OCB5 0.439 0.309 0.26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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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구조모형 검증 결과

5.2.1 경로분석

본 연구에서 제안한 4개 가설에 한 검증은 각 개념 

간의 경로계수를 부분최소제곱(partial least squares: 

PLS)에 의해 구하고, PLS의 부트스트랩 리샘 링 방법

에 의해 각 경로계수의 t-값을 구해 각 가설에 한 통계

 지지여부를 검증하 다[Fig. 2].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가설에 한 검증은 각 개념 간의 경로계수를 PLS에 의

해 구하고, PLS의 부스트랩 리샘 링 방법에 의해 각 경

로계수의 t-값을 구해 각 가설에 한 통계  지지여부

를 검증하 다. 

PLS 모형의 합성에 한 평가는 R
2를 통해 측타

당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매개요인인 조직시민행동과 

보안 수의도의 R2는 각 각 0.19, 0.42로 측타당성이 확

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구조모형의 합도(Global of Fit, 

GoF)는  0.1 이하는 낮은 수 , 0.25이하는 간수 , 0.36

이상은 높은 수 으로 평가할 수 있다[43]. 본 연구의 분

석결과 GoF값은 0.61로, 상  기 (0.36)을 상회하여 본 

연구의 구모모형이 합하다고 단할 수 있다.

() 안은 t-값

*** : p <0.01, **: p < 0.05, *: p < 0.１　　 

 [Fig. 2] Resulting Structural Model
 

정보보안 정책  정보보안 교육훈련의 종속변수(정

보보안 수의도)에 한 경로계수와 매개변수(조직시민

행동)에 한 경로계수, 그리고 보안정책 수의도에 

한 조직원의 조직시민행동의 경로계수를 나타내면 

<Table 8>과 같다.

 

Path Path coefficients t-값 p-값 Results

SP → CI 0.24 3.882 <0.01 Support

SETA → CI 0.14 1.957 <0.１ Support

SP → OCB 0.34 5.808 <0.01 Support

SETA → OCB 0.13 1.852 <0.１ Support

OCB → CI 0.39 6.351 <0.01 Support

<Table 8> Path coefficients

정보보안 정책은 조직원의 정보보안 수의도에 정

인 향으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β = 0.24, p < 

0.01) 가설H1은 채택되었다. 정보보안 교육훈련도 조직

원의 정보보안 수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므로(β 

= 0.14, p < 0.1) 가설H2를 채택할 수 있다.

 

5.2.2 매개효과분석

매개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한가를 확인하기 해 소

벨 테스트(Sobel test)와 이를 보완하기 해 아로이안 

테스트(Aroian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Sobel[44]

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서 매개변수의 효과를 분

석하기 한 Sobel’s Z-Score를 계산할 수 있는 방정식

을 제시하 다. 일반 으로 소벨  테스트와 아로이안 테

스트의 Z값은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가설

이 기각되므로 매개효과는 통계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단된다[45].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의 계가 독립변수

와 매개변수간의 계보다 클 때 매개효과의 검증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매개변수를 선택할 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에 해 동일한 크기를 갖는 매개변수를 

선택하거나 독립변수보다 종속변수와의 계가 더 큰 매

개변수를 선택하는 것이 검증력을 높일 수 있다[44]. 소

벨 테스트와 아로이안 테스트 결과는 <Table 9>와 같다.

 

Path Standard 

error

Sobel-Z 

Score

Aroian-

Z Score

Results

SP → OCB

OCB → CI

0.06 4.27***

(0.000)

4.24***

(0.000)

Support

0.06

SETA → OCB

OCB → CI

0.07 1.79**

(0.03)

1.76**

(0.03)

Support

0.06

*** : p <0.01, **: p < 0.05, () 안은 p-값

Sobel’s Z-value＝a*b/SQRT(b2*sa2+a2*sb2)

a :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간의 비표 화 경로계수

sa : a의 표 오차

b : 매개변수와 종속변수간의 비표 화 경로계수

sb : b의 표 오차

<Table 9> Analysis results of mediating effect of
OCB using Sobe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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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직원의 조직시민행동

은 정보보안 정책  정보보안 교육훈련과 정보보안 

수의도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먼 , 정보보안 정책과 정보보안 수의도 계에서 

조직원의 조직시민행동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Sobel-Z Score = 4.27, p< .01; Aroian-Z Score = 

4.24, p< .01). 따라서 조직시민행동은 두 변수의 간에

서 매개효과가 있어 가설 H3은 채택된다. 둘째로 정보보

안 교육훈련과 정보보안 수의도 계에서 조직원의 조

직시민행동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obel-Z Score = 1.79, p< .05; Aroian-Z Score = 1.76, 

p< .05). 따라서 조직시민행동은 두 변수의 간에서 매

개효과가 있어 가설 H4는 채택된다. 조직시민행동은 

차  보안 책과 정보보안 수의도 사이에서 부분  매

개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Hypotheses Path Results

H1 Information security policy awareness 

influences positively on security policy 

compliance intention.

Support

H2 Awareness of information security 

education/training influences positively 

security compliance intention.

Support

H3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mediates the relationships between  

information security policy awareness 

and compliance intention

Support

H4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mediates the relationships between 

information security education/training 

awareness and  compliance intention

Support

<Table 10> Summary of hypotheses test results

 

6.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차  정보보안 책(정보보안정책, 정보

보안 교육훈련)이 조직시민행동의 하 차원 의 하나인 

참여 활동(civic virtue)을 매개로 정보보안 수의도에 

향을 주는 것을 검증하 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구성원이 정보보안정책을 인식하고 있을 경

우 정보보안을 수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게 된다는 연

구결과가 제시되었다. 이는 기업구성원이 정보보안정책

을 인식하게 될 경우 정보보안의 요성과 수해야 할 

정보보안 활동에 한 이해가 증진되어 정보보안 수의

도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기업구성원이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정보보안 

교육훈련에 한 인식과 이해가 제 로 이루어지면, 교

육훈련을 통해 개인의 정보보안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정보보안 수의

도가  강화될 것이다. 

셋째, 기업구성원이 정보보안정책을 인식하게 되면 구

성원의 참여 활동(civic virtue)이 활발해지면서 정보보안 

수의도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구성원

이 자신의 기업의 정보보안정책을 인식한 후 업무 /공

식 인 정보보안정책 수 활동뿐만 아니라 업무외 으

로도 정보보안정책을 수하기 해 책임감을 가지고 자

발 인 정보보안정책 수 활동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정보보안 교육훈련이 조직시민행동(참여 활동)

을 매개로 하여 정보보안 수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기업구성원이 정보보안 교육훈련을 인식하

게 될 경우 자발 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  정보보

안 교육훈련에 참여 할뿐만 아니라 업무외  는 비의

무 인 정보보안 교육훈련 활동에도 참여 하게 될 것이

며, 이러한 참여 활동이 정보보안 수의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결과의 시사 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학문

 시사 은 차  정보보안 책을 기업구성원이 인식

한 이후 실제 정보보안 수의도를 갖게 하는데 조직시

민행동(참여 활동)이 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는 이론을 

정립한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기업에서 정보보안 리가 

실효성을 거두기 해서 차  정보보안 책 수립  

기업구성원의 정보보안 책 인식이후 보다 자발 이고 

극 으로 정보보안정책을 이해하고, 교육훈련에 참여

하려는 조직시민행동이 개되면서 정보보안 수의도

가 형성되는 과정을 체계 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하 다.      

본 연구의 실무  시사 은 기업에서 차  정보보

안 책을 수립하여 정보보안 리를 효과 으로 실행하

기 해서 기업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이 요하다는 것

을 인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나아가, 조직시민행동이 

활발하게 개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요하다는 것을 제시한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 은 차  정보보안 책과 정보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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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도간의 계에서 조직시민행동의 매개효과를 검

증하는데 있어 참여 활동(civic virtue) 차원만을 이용한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조직시민행동의 다른 네 개 차

원인 이타주의, 스포츠맨십, 의, 양심을 동시에 고려하

여 차  정보보안 책과 정보보안 수의도간의 계

에서의 조직시민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한 정보보안 수의도의 다른 선행 변수들과 조직시민

행동 간의 계도 다차원 인 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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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

ct

Survey Items Sourc

es

SP 1. My organization has specific   guidelines that 

describe acceptable use of e-mail. 

2. My organization has established   rules of 

behavior for use of computer resources. 

3. My organization has a formal   policy that 

forbids employees from accessing computer 

systems that they are   not authorized to use.

4. My organization has specific   guidelines that 

describe acceptable use of computer passwords.

5. My organization has specific   guidelines that 

govern what employees are allowed to do with 

their computers.

[37]

SETA 1. My organization provides training to help 

employees improve their awareness of computer 

and information security issues.

2. My organization provides employees with 

education on computer software copyright laws. 

3. In my organization, employees are briefed on the 

consequences of modifying computerized data in 

an unauthorized way.

4. My organization educates employees on their 

computer security responsibilities.

5. In my organization, employees are briefed on the 

consequences of accessing computer systems 

that they are not authorized to use

[37]

OCB 1. Being   willing to volunteer for tasks

2. Often   shar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with 

others

3. Frequently   offering suggestions

4. Not   being absent from work

5. Showing   enthusiasm about my work

[14]

CI 1. I am likely to follow   organizational security 

policies.

2. It is possible that I will comply   with 

organizational IS security policies to protect the 

organization's   information systems.

3. I am certain that I will follow   organizational 

security policies.

4. It is clear that I will follow   organizational 

security policies.

[40]

부록 1. 설문문항



정보보안 준수의도에 대한 사회심리적 요인 분석: 정보보안과 조직시민행동이론 융합

144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5 Aug; 13(8): 133-144

한진영(Han, Jin Young)
․1997년 2월 : 외국어 학교(이학석

사)

․2013년 2월 : 고려 학교(경 학박

사)

․2015년 2월 ～ 재 : 앙 학교 창

의ICT공과 학 산학 력  교수

․ 심분야 : 정보보안, 로젝트 리

․E-Mail : win1999@naver.com

김유정(Kim, Yoo Jung)
․1990년 2월 : 외국어 학교 경 정보

학원(경 학석사)

․1999년 2월 : 고려 학교(경 학박

사)

․2006년 3월 ～ 재 : 호서 학교 경

학부 교수

․ 심분야 : 디지털비즈니스모델,    

 정보보안

                     ․E-Mail : faith@hoseo.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