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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난 5년간 국가기술의 약 200여건이 해외로 유출되었으며, 그 중의 70% 이상이 중소기업이며, 내부유출은 80%에 
이르는 것으로 통계자료(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내의 내부유출 방지에 대한 
정부의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정책이 중소기업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술유출 피해경험이 기업규모에 
따라 유출방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전무하며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요인을 조사한 연구 또한 미약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되어진 국, 내외의 연구들을 분석하여 산업기술 유출방지 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바탕으로 
각각의 특성들을 성질화 하여 변인들을 각각 TOE 프레임워크와 TAM모델을 적용하여 성과와의 영향관계를 실증 분석하였
다. 산업기술 내부 유출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정책, 회사의 방향성 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방향성을 제시하
는 것이 산업기술의 내외적인 유출보호에 대하여 기업과 조직에게 시스템 구축과 인력관리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해 
줌으로써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는데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보다 올바른 방향성 제고에 그 
의미를 두고 있다.
주제어 : 산업 기술, 내부 유출 방지, 중소기업, TOE 프레임 워크, TAM모델, 산업보안 정책
Abstract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the National Industrial Security Center under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209 national technologies have been leaked abroad in the past 5 year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leakage by insiders accounted for 73% and 80% of them, respectively. This suggests that all 
the capabilities for preventing leakage of industrial technology should be focused o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leakage by insiders. Related studies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on legal consider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crimes, improvement of industrial security policies, and industrial security 
measures for preventing leakage of industrial technology, but adequate empirical studies have not been carried 
out on factors of leakage of industrial technology. In particular,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the effect of 
the experience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and enterprise scale(large enterpris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on achieving results in leakage prevention. Therefore, this study extracted factors affecting 
performance to prevent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by analyzing previous related papers and to empirically 
analyze relationships with performance by applying the TAM model after classifying variables into the TOE 
framework by characterizing these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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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세계경제의패러다임은전통적인생산요소보

다는 지식 경제기반에 의하여 기술진보나 지식에 의한

이윤추구에보다많은비중을두고있다. 기술보호및기

술유출 패러다임과 변화를 살펴보자면, 오늘날 세계는

자국의 산업육성을 위해 무역보호주의에서 기술보호주

의로 변화하였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새로운 수단으

로는 방산제품과 전략물자의 불법수출, 경제침해 등 신

분야의 경제안보 분야로 다양화되는 추세이며, 이로 인

해 각국은 법제도적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1].

기존 산업 내에 존재하는 기술은 산업혁명 이후 급진

적, 선형적혁신을통해발달해왔다. 그러나 21세기의산

업트렌드는산업내혹은산업간경계에서다양한기술

의혁신을생성하고있다. IT, BT, CT, ET 등 다학제적

지식을기반으로하는융합기술은이종기술의이점과가

치를 융합하여 새로운 수요와 시장 창출을 가능하게 하

고있다[2]. 또한 인터넷을기반으로연결되어있는사물

등은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120 ~ 150억 개 정도로

예상하고있으며이같은현상으로보아앞으로지속적

으로그수가증가하는현상을보일것으로예측되고있

다[3].

미래학자엘빈토플러는저서 “권력이동‘ 에서“21세기

의 대표적인 산업 중의 하나인 산업스파이는 결코 사라

지지않을것이다”라는 대목과같이산업내부의기술로

하여금 이익이나 한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침해하는 산

업스파이는여러가지이유로항상음지에존재하고있

을 것입니다.

이렇듯기업내부의뼈저린노력과정부정책등이미

진한 상태에서 산업기술의 내외적인 유출이 계속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또한 점점 더 심화되고 있고 그

피해 역시 기업내부를 넘어 국가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런가운데산업기술이내외적으로유출되고있는현실

에서 산업기술 내부 유출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정책,

회사의 방향성 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방

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산업기술의 내외적인 유출보호에

대하여기업과조직에게시스템구축과인력관리에대한

실무적시사점을제공해줌으로써정책과제도를수립하

는데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산업기술의 개념
‘산업기술’이란, “제품 또는용역의개발, 생산, 보급및

사용에필요한제반방법내지기술상의정보중에서관

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소관분야의산업경쟁력제고등

을위하여법률또는해당법률에서위임한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한정)에 따라지정, 고시, 공고, 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2.2 산업기술의 내부 유출
산업기술 유출은 내부와 외부에 의한 유출로 크게 나

눌수있다. 먼저내부자의사전적의미는조직이보유하

고있는고유한정보에접근하거나관리할수있는모든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 내 직원들은 고용되어 내

부 네트워크에 접속 할 수 있으며, 고유한 정보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언제든지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확

인, 관리 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기존 정보와 시스템

의 관리 방법과는 다르게 인적보안 관리는 정보를 합법

적으로보관및관리하는직원이보호및관리활동의주

체이자 객체이며 보호수단 되기도 한다[4].

2.3 TOE 프레임워크 
조직이정보기술을도입하는과정에서영향을미치는

요인을 [Fig. 1]과 같이 기술적 배경(Technological

Context), 조직적 배경(Organizational Context), 환경적

배경(External Environmental Context), 정보기술 도입과

혁신확산(IT Implementation & Innovation Diffusion)으

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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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술수용모델 (TAM)
이 그림과 같이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

과 태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태도와 의도는 지

각된 유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각된

유용성과사용용이성모두태도, 의도, 행동에영향을미

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6,7].

[Fig. 2] Research variables on TAM

3. 연구 설계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TOE 프레임워크 모형에서 독립변수

(외부변수)를 기술, 조직, 환경 관점으로 설정하였으며,

기술수용모형(TAM)에서의 매개변수인 지각된 유용성

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에 대하여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 [Fig. 3]과 같이 설계하였습니다.

3.2 연구가설의 설정
3.2.1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와의 관계
서비스 품질은 측정이 어려운 서비스 품질의 속성상,

서비스를이용한사람을대상으로한인식평가로써직접

평가하기보다서비스를이용한사람을대상으로한평가

라고 할 수 있다[8].

본연구에서는환경관점으로정책의대응성과효과성,

조직관점에서경영자의지원과구성원의공감성, 기술관

점에서는보안기술의적합성과보안관리의효율성을채

택하였으며TOE프레임워크로독립변수를분류하였다[9].

Dunn(1981)이 제시한 “정책분석”을참고하여본연구

에서는효과성과대응성을선정하여환경적관점의독립

변수로 활용하였으며 경영자의 지원이라는 변수를 측정

하였다. 산업기술 유출방지에 대한 성과를 위하여 사용

자인 내부 직원들의 내부 유출방지 체계에 대한 만족을

주기 위해 경영층과 사용자들과의 이해, 커뮤니케이션,

조직의 참여 등의 중요성을 참고하여 조직관점의 TOE

의 변수를 선정하였습니다.

적합성에대한과업기술적합도란임무나책임을수행

할 때 기술이 얼마만큼이나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대한

정도로정의하였다. 그러므로비용적인측면에서의투입

대비 산출이라는 효율성을 기술관점의 변수로 선정하였

으며, 뛰어난 보안기술을 회사에 도입 하더라도 지나친

비효율성은 조직이나 기업 내에서의 도입에 장애가 될

수도있으며조직원들의활용성또한저하될수있는가

능성의 요인이 될 수 있다.

H1-1, H1-2, H2-1, H2-2 보안기술(기술관점)의

적합성과 효율성은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

에 정(+)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H3-1, H3-2 경영자 지원(조직관점)은 지각된 유용

성과 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H4-1, H4-2 구성원 공감성(조직관점)은 지각된 유

용성과 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수 있

을 것이다.

H5-1, H5-2 정책의 대응성(환경관점)은 지각된 유

용성과 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수 있

을 것이다.

H6-1, H6-2 정책의 효과성(환경관점)은 지각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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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과 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수 있

을 것이다.

3.2.2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성과)와의 관계
기업 활동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로써의 산업기술은

대부분 기업의 정보시스템에 탑재되어 있어 기업 자체

내에서 정보를 통제하는 활동을 통해 유출을 방지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업 내에서 정보 보호에 대한

관리와통제를통해얻어지는성과와정보시스템성공모

델 중에서 전체의 효과를 측정해 내는 요인으로 중요하

게 꼽히는 Net, Benefits의 선행연구자들의 측정요소를

결합하여성과(종속변수)를 측정하였습니다. 매개변수는

기술수용모형을 제시한 Davis(1989)의 변수를 기반으로

선정했다[6]. Davis(1989)는 기술수용모델에서개인의수

용과정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용이성을 설정했다[9]. 종속변수는 Net

Benefits{De Lone&Mc Lean(2003)}와 정보보호 성과를

연구한황서종(2012)의 성과요인을결합하여활용하였다

[10]. 본 연구에서는 TAM의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인 성

과에직접적으로정(＋)의영향을주는지에대한연구를

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7 지각된 용이성과 유용성은 정(＋)의 영향을 미

칠 수 있을 것이다.

H8, H9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은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3.2.3 선행연구의 검토
산업기술 유출방지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연구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첫째로 산업기술 유출방지

관련 법, 제도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제시하였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산업기술유출행위

와명령불이행행위에대한법정형량의차별화를제시

하였으며, 경영관리측면에서는기술인력들에대한충분

한 보상 및 대우, 회사 기밀 보안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의 강화 등을 강조했다[11]. 산업

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중복 적용부분 개정 및

관련기관을통합하는법적근거마련, 민관협력, 산업보

안전문가양성을위한교육기관신설및대학에학과를

개설하는 등 산업보안의 전학문적 체제 구축을 통해 우

수인재를선발하고전문인력을양성할수있도록제도

적, 정책적마련이필요하다[12]. 다음으로산업기술유출

방지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설계, 시스템 보완 등 기술적

인대책을제시하는연구로써산업기술유출을방지하는

기술적부분에직접연관되어지는 “산업기술유출방지를

위한 보안감사 시스템 개발”[13]과 "기업 내 정보유출방

지를위한내부자위험도분석방법론연구"가있으며기

업과 공공기관의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유출

경로를파악하고그에따른정보보호관리절차와과정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관리운영 방안을 정보보호 관리체

계(ISMS) 적용 분석을 통해 기업의 전략적 인수합병과

유출방지를 주장하였다[14].

선행연구를종합해보면산업기술관련선행연구는법

과제도, 정책적 대안제시 연구와 산업기술을 포함한 기

업의 정보보호 분야에서는 보안기술, 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

기술수용이론을 고찰하여 변인을 선정해 산업기술 유출

방지성과에미치는영향요인을실증조사하고, 산업기술

유출방지성과를측정하는데기술유출피해경험유무와

조직규모에 영향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4. 실증분석
4.1 자료수집 및 인구통계
설문지는산업기술의내부유출방지성과요인을측정

하는연구취지에부합하기위해기업에서산업기술유출

방지를목적으로인력관리등을담당하는관리팀과기술

유출방지업무를담당하는정보보안팀그리고기업에서

기술유출 방지체계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연구팀을 상

대로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들의 산업기술 유출 상

담과유출관제를하고있는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와산

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내의 기업들을 상대로

20015년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온라인및오프라인

방식으로 2,000장의 설문지를 배포후총 352부의설문지

를 수집하였다. 응답한 설문지 중에서 불성실한 설문답

변지 43부를제외하고총 309부의설문을최종분석에사

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특성은 밑에 <Table 1>에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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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result of Demographic data 
Category Frequency Ratio

Gender
male 264 85.4

Female 45 14.6

Age

20-29 45 14.6

30-39 87 28.2

40-49 133 43

50< 44 14.2

Job position

Less than high school 19 6.1

College 8 2.6

University 282 91.3

Career

Under 1years 18 5.8
1years - 3years 70 22.7
3years - 7years 89 28.8
7years - 15years 79 25.6
15years < 53 17.2

Position

CEO 17 5.5
Executives 50 16.2
Manager 104 33.7
The person in charge 138 44.7

Responsibilities
Supervision 103 33.3
R&D 121 39.2
Information 85 27.5

4.2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정
탐색적 요인분석은 변수들 간 공통적으로 내재된 요

인을 파악하기 위해 공분산과 상관관계 등의 상호 연관

성을파악하여연구에활용된변수중자료의값을잘대

표할수있는변수를파악하여변수의개수를줄이는기

법이다. 본연구에서는조사항목이구성타당성, 내용타당

성, 기준타당성과 관련된 이론의 구성이 가설과 얼마만

큼이나 부합하는가의 측정에 초점을 둔 “개념타당성

(Construct Validity)” 을 채택 하였으며, 요인분석 추출

방법으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

고회전방법은베리맥스(Varimax) 회전방식을사용하였

다[15,16]. 마지막으로내적일관성을검정하기위하여실

시한크롬바알파계수(Cronbach's α) 검정을실시한결

과내적일관성에적합한 0.7 이상을확보한것으로확인

되었다[17].

본연구의변수들에대한신뢰도값으로는, <Table 2,

3>와 같이 Cronbach's Alpha값이 모두 0.8 근사치 이상

으로 나타나 신뢰도는 아주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Construct
Factors Cronbach'

s α1 2 3 4 5 6

APP

0.179 0.126 0.691 0.034 0.157 0.152

0.783
0.135 0.088 0.768 0.077 0.077 0.203
0.111 0.169 0.731 0.076 0.097 0.054
0.167 0.176 0.52 0.296 0.011 0.158

EFF
0.131 0.075 0.193 0.732 0.082 0.129

0.7710.092 0.172 0.117 0.759 0.124 0.159
0.161 0.144 -0.031 0.727 0.066 0.076

SUP

0.733 0.034 0.15 0.166 0.186 0.142

0.872
0.739 0.164 0.126 0.22 0.085 0.086
0.787 0.041 0.078 -0.009 0.077 0.128
0.69 0.139 0.167 0.054 0.134 0.103
0.669 0.251 0.088 0.118 0.176 0.119

SYM
0.233 0.083 0.147 0.123 0.808 0.067

0.8110.09 0.128 0.059 0.112 0.821 0.131
0.219 0.166 0.105 0.033 0.66 0.185

RES
0.225 0.129 0.145 0.071 0.222 0.724

0.8230.107 0.16 0.174 0.311 0.102 0.736
0.185 0.19 0.185 0.081 0.093 0.755

EFF

0.176 0.775 0.216 0.136 0.185 0.038

0.839
0.190 0.78 0.104 0.170 0.188 0.103
0.155 0.598 0.131 0.100 0.033 0.227
0.046 0.754 0.045 0.082 0.006 0.195

<Table 2> The result of Validity, Reliability test of EFA

Construct
Factors

Cronbach's α
1 2 3

USE

0.357 0.142 0.538

0.899
0.370 0.222 0.625
0.353 0.229 0.562
0.363 0.206 0.570

EAS

0.201 0.597 0.234

0.803
0.382 0.641 -0.083
0.181 0.722 0.138
0.157 0.679 0.191

RES

0.759 0.218 0.099

0.900
0.795 0.200 0.118
0.774 0.172 0.187
0.669 0.150 0.250

<Table 3> The result of Validity, Reliability test of EFA

4.3 판별타당성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개념 신뢰도와 집중 타당성

검사(최종 선정된 측정항목)를 실시하였다. 척도가 신뢰

도와 타당성이 있으려면 표준화계수와 개념 신뢰도가

0.7 이상이면 가장 이상적이라 보고 있으며 집중타당성

(Convergent Validity)은 개념에 대하여 지표가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의 크기인 평균분산 추출 값(Average

Variance Extracted)이 0.5이상 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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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념 신뢰도 값이

최저 0.860, 평균분산추출값이최저 0.576로나타나집중

타당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Fornell & Larcker

의 판별 타당성 방법을 이용하였으며[19], 이 방법은 측

정 변수에 대한 평균 분산 추출 값의 제곱근 값이 개념

변수간의상관계수보다크면변수와변수간의판별타

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20]. 또한 Amos

에서 제공하는 상관계수와 부트스트랩을 통한 유의수준

을 기재하였다. 이 결과 각 변수들의 평균분산 추출값의

제곱근 값이 각 변수의 상관계수보다 크기 때문에 판별

타당성에는문제가없음이 <Table 4>와같이확인되었다.

<Table 4>  Discriminant Validity 
APP EFF SUP SYM RES EFF USE EAS RES

APP 0.498

EFF 0.166 0.558

SUP 0.227 0.180 0.550

SYM 0.151 0.126 0.238 0.550

RES 0.261 0.209 0.238 0.203 0.571

EFF 0.235 0.191 0.213 0.167 0.247 0.537

USE 0.333 0.285 0.339 0.183 0.314 0.347 0.652

EAS 0.263 0.225 0.298 0.252 0.207 0.239 0.406 0.513

RES 0.171 0.239 0.300 0.203 0.265 0.183 0.511 0.368 0.617

4.4 구조방정식 모델의 적합도 검정
가설 검정을 실시하기에 앞서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하였다. χ2값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χ2값에한해서는예외가있으며표본수가늘

어나면 P가 0.000으로 회귀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χ2

값에의해제안도니측정모델이부적합하다고나올지라

도이지표만으로측정모델이적합하지않다고판단해서

는 안 되며 부적합하다고 검정 됐을지라도 실제로는 적

합한모형일수있기때문에반드시다른지수들을함께

고려하여 모형 적합도를 결정해야 한다[21]. 그 결과 아

래 <Table 5>와 같이 수용기준에 적합한 모델 적합도

지수 결과를 보였다.

Fit indices Indicator Desirable

Absolute
fit index

χ2(CMIN)p
816.495
(P=0.000)

p≤0.05∼0.1

χ2(CMIN)/df 1.643 1.0≤CMIN/df≤2.0∼3.0
RMSEA 0.046 ≤0.05∼0.08
RMR 0.051 ≤0.08
GFI 0.865 ≥0.8∼0.9
AGFI 0.839 ≥0.8∼0.9
PGFI 0.723 ≥0.5∼0.6

Incremental
fit index

NFI 0.872 ≥0.8∼0.9
NNFI(TLI) 0.938 ≥0.8∼0.9
CFI 0.945 ≥0.8∼0.9

Parsimony
fit index

PNFI 0.773 ≥0.6
PCFI 0.837 ≥0.5∼0.6

<Table 5> The result of Model fitness test

4.5 연구모형의 검증
본 연구의 가설들에 대한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

여 AMOS 18.0프로그램상의 경로 분석을 통해 검정한

결과에따라 15개의가설중 12개채택되고 3개의가설은

기각되었다. 이상의 가설검정 결과를 정리하면 [Fig. 4]

와 같다. 상대적으로더큰영향을주는독립변수를알고

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적 중요도를 고려한 표준화 계수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를 사용한다. 표준오

차(Standard Error: S.E.)는 모수치의 정확도(안정성)을

의미한다. 가설의 채택 여부는 C.R.(Critical Ratio)값이

±1.96이상, 유의수준 값(P-Value)은 0.05이하를 기본 기

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P < 0.001 ** : P < 0.01 * : P < 0.05

[Fig. 4] The Result of Hypothesi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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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is Standardized
Estimate

S.E. C.R.
P-
value

Result
<--

USE

APP 0.151 0.094 2.042 0.041 ○
EFF 0.150 0.076 2.282 0.023 ○
SUP 0.168 0.071 2.533 0.011 ○
SYM -0.100 0.061 -1.584 0.113 X
RES 0.141 0.079 1.964 0.050 ○
EFF 0.165 0.068 2.560 0.010 ○

EAS

APP 0.209 0.083 2.399 0.016 ○
EFF 0.200 0.067 2.613 0.009 ○
SUP 0.245 0.062 3.164 0.002 ○
SYM 0.236 0.053 3.220 0.001 ○
RES -0.001 0.071 -0.011 0.991 X
EFF 0.108 0.061 1.396 0.163 X

USE EAS 0.559 0.094 3.912 *** ○

RES
USE 0.301 0.126 3.742 *** ○
EAS 0.335 0.114 7.037 *** ○

P < 0.001 ** : P < 0.01 * : P < 0.05

<Table 6> The Result of Path Analysis

각각의 변수별 실증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기술

유출방지체계도입과활용에있어구성원들이공감한다

하더라도그유출방지체계가산업기술유출을방지하는

데 유용하다고 인식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정부의정책이산업보안종사자들의요구를충족

시키더라도 기업종사자들은 유출방지 체계 사용을 용이

하게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정부의정책이효과가있다하더라도유출

방지 체계 사용을 용이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할 조직의 고유정보가 WSN과

같은 ICT와융합되어정보화되면서외부로손쉽게유출

될수 있는위험에놓여져있다[22]. 보안문제를해결하

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술적인 접근으로 단편적인 보안

문제해결방식이아닌통합적인관점에서보안문제를접

근할 필요가 있다[23]. 그간 기술보호에 관한 연구가 기

술유출 방지활동 연구에 집중되어 있고, 기술보호 활동

이투자로만인식하고있어서보안관련인식채용과장비

설치에 소극적인 실정이다[24]. 또한 이런 기술들은 유,

무선네트워크를통해상호간에정보를전달하기때문에

많은 보안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25]. 본 연구는 확장된

TAM모델을적용하고선행연구를통해외부영향요인을

기술적, 조직적, 환경적을프레임워크로도출하여분석

하는새로운시도를하였으며, 총 309부의설문을바탕으

로 12개의 가설은 채택하였으며 적합도, 타당성, 신뢰성

등을 검증하였다. 구성원의 공감성과 용이성, 정책의 대

응성과효과성은유용성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확인되

고 나머지 적합성과 효율성 등은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

성모두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최종확인되었다. 변수

들중가장영향력있는변수로써는 ‘경영자의지원’으로

검증되었다.

끝으로이번연구를통해개인의연구배경과실력등

의 한계로 내부 유출방지에 대한 영향요인을 더욱 다양

한변수들에대하여명확하게규명하는데에는여러모로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또 다른 연구의 기회

가 주어진다면 소속된 기업 내부의 유출방지 시스템 구

현수준을 고려하여 최근 발 빠르게 전개되어지고 있는

산학협동 대학과 그것을 기반으로 한 초생기업(벤처기

업)의기술유출에대한연구를진행하여대학및공공연

구기관내의 벤처 기업 등의 기술유출에 대한 분석을 하

여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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