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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윤리 프로그램이 조직 구성원들의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을 개선하는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직구성원의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은 기업의 정보자산을 외부에 누출시키는 개인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개인
의 비윤리적 정보공유는 사회적 자본을 위한 기회주의와 이기적 행동이며, 조직 내부에 부정적 잔물결 효과를 가지게 된다. 
본 연구방법은 흐름은 군집과 판별분석, t-검정, 다중회귀분석 순서로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회주의적 조직 
구성원과 비기회주의적 구성원의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회주의적 조직 구성원 집단은 
가치지향과 순응지향 윤리 프로그램 모두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 기회주의적 조직 구성원 집단은 
가치지향 윤리 프로그램으로도 비윤리 정보공유 행동을 개선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에는 윤리 
프로그램 운영 횟수와 실제 처벌자의 행동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비윤리 행동, 윤리 프로그램, 정보공유, 잔물결 효과, 사회적 자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xamine a behavior improvement of unethical information 
sharing through the ethics program in organization. An unethical behavior of information sharing on 
organization members is to be get to private interests through divulgence of company's confidential information. 
An unethical information-sharing of individual is the opportunist and selfish behavior for an expansion of social 
capital and shows a negative ripple effect in organization. When conducting the research methods, the analysis 
order performs the cluster, discriminant,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s. According to the study, There are 
differences the behavior of unethical information sharing between opportunist and non-opportunist. The 
opportunist member for unethical behavior improvement required the program operation both value and 
compliance oriented program. Non-opportunist member required only the value-oriented program. The upcoming 
research needs to explore both ethics program's frequency and action of a punished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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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업에서 윤리 경영은 기업을 사회적 존재로 인식시

키고, 건전하게 경영을 지속시킬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

다[1]. 기업윤리는과거비윤리적사고로원인에의해강

조되었으며 환경, 마케팅, 고용, 정보기술 분야에서 광범

위하게 논의되고 있다[2]. 기업은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3]. 비윤리적 사고의 예로는 기업의 회계

부정사고, 선박의 기름누출, 비합리적인 가격정책, 고용

근로조건의 상시변경, 기밀문서 해킹이 있다[4, 5]. 기업

의 윤리적 문제는 사회적 피해와 연결되어 있어 기업은

이를 회피할 수 없다[6].

한편, 기업의 윤리적 책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조

직내부에서비윤리적사건이발생하고있다[7]. 그 예로

기업조직내사업을추진시상호협력과정에서불가피

하게 내부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신제품개발을위해여러기업과컨소시엄

형성하면서 기밀 정보를 공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정보를 등급별로 분류하고

정보보안 투자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8]. 기업의

정보자산은 경쟁우위를 유지하는 중요한 원동력이기 때

문에기밀정보가누출될시경쟁기업과의시간적격차와

금전적 가치가 줄어드는 피해를 가지게 된다[9].

즉, 정보보안이중요해지면서대다수기업들은윤리제

도를강화하기위한프로그램을마련하고있다[10]. 윤리

프로그램은 윤리 경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조

직 구성원들의 윤리적 행동을 강조시켜 준다[11]. 윤리

프로그램은윤리적조직문화를형성시키고, 도덕적행동

을강조할수있는윤리강령을확고하게형성시켜주는

효과성을제공한다. 즉, 기업은조직구성원들이비윤리적

행위를방지하도록윤리프로그램을운영할필요가있다.

윤리프로그램은조직구성원들이윤리적의사결정을수

행할 있는 이성적, 감성적 판단을 합리적으로 충분히 나

타날수있도록도움을제공한다[7]. 또한, 윤리프로그램

은 조직 구성원들 간 상호 이해성과 합리성을 인식시키

는 질서, 원칙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도록 도와준다. 따라

서윤리프로그램은조직구성원들의윤리적역동성을가

져다주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12].

하지만, 윤리 프로그램의 운영을 하더라도 윤리적 행

동이시각적으로나타나지않기때문에효과성을검증하

기란쉽지않을수있다. 윤리프로그램은심리적·정신적

교육으로서 올바른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으로서 어떠한

조직평가의척도는아닐수있기때문이다. 이에윤리프

로그램 유형을 구분하고, 프로그램 구성에 따른 효과성

을판단할필요가있다. 특히, 조직에서비윤리적행동을

보이게되어처벌을받은조직구성원과그렇지않은조

직구성원들의윤리프로그램효과는다를수있다. 따라

서본연구는윤리프로그램유형을구분하고여기서비

윤리적 기회주의 의도를 가진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간의기밀정보공유행동을개선시키는효과성차이를확

인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윤리 프로그램이 비윤리적인

정보공유 행동을 개선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사회적 자본과 비윤리 행동
2.1.1 사회적 자본의 개념
사회적자본은투자의개념을가진자본의의미와함께

사회적 관계를 강조하는 기대이익이라고 한다[13]. 개인

들은사회적구성원으로서조직내부에서사회적관계를

형성한다. 사회적 관계는 조직 구성원들이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모임에서 상호작용하게 되면서 형성되는 네트

워크이다[14]. 사회적자본은개인과조직, 개인과개인에

의한정서적교류및물질적지원에의해서형성된다[15].

만약, 조직내에서개인이내부, 외부와의관계구조에

서강력한영향력을발휘하려는행동이높아지면사회적

자본도높아지게된다. 사회적자본은조직내부및외부

구성원 모두 포함되며, 상호 협력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

소이다[16]. 기업의 조직은한명으로수행할수없는어

려운과업을달성하기위해구성원들의수가두명이상

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을 가진다.

그리고 조직은 업무 수행의 효율과 효과성을 도모하

기위해구성원들은분업을실시한다[17]. 조직 구성원들

은 전문 분야에서 분업을 통해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자신의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한 협업을 위해서 사회적

관계를 구성한다. 이를 위해 조직 구성원들은 강력한 네

트워크를 구축 및 유지하기 위한 행동으로서 사회적 자

본을 관리하게 된다. 사회적 자본 관리에는 관계자본 영

향력 확대, 신규 관계 생성 등이 포함된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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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사회적 자본과 비윤리 행동 관계
조직 구성원들은 때때로 사회적 자본을 확대하기 위

해비윤리적의도나행동을가질수있다. 개인들은조직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회적 관계를 많이 높이 가지도록 스스로의 권력을 활

용하게된다[19]. 조직 구성원들은자신의직급과직무를

활용하여 사회적 관계를 확대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 형태는 조직 내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은부정적행위를방지하기위해서라도별도의윤리

강령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직급이 높은

관리자급에서 윤리적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한편, 김영복․최만기(2001)에 의하면 윤리경영은 조

직성과 와 구성원 자긍심과의 관계에서 정적 관계를 가

진다고하였다[20]. 이는 윤리경영은조직구성원전체가

이행되어야할합리적행동의약속으로서중요성을의미

한다[21]. 기업이조직구성원들이올바른사회적자본을

인지하고구축할수있도록로드맵을제시해주어야한다

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윤리적 문화와 제도를 구체적

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조직 구성원들을 건전한 사

회적존재로서인식하고, 도덕성이지속되도록윤리경영

을 실행해야 된다[19]. 즉, 기업이 윤리경영 실천을 수시

로 표방하고, 내부에서 발생된 구성원 개인의 비윤리적

사건을 합리적으로 처벌할 수 있어야 윤리 경영의 지속

성은 강화될 수 있다.

하지만, 조직 구성원들이 사회적 관계 형성하는 과정

에서불필요하게기업의정보를오남용하는비윤리적행

동이 욕구가 강해질 수 있다[22]. 기회주의적 사회자본

확대를 목적으로, 조직 구성원 개인은 비윤리적 정보공

유행동을표출시킬수있다[4]. 정보자산관점에서기회

주의는 자신의 업무정보 영역을 포함한 그 외적 정보를

확보하여 활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는 조직 구성원 개

인은 사회적 자본 확대를 목적으로 한 기회주의적 의도

라고볼수있다[23]. 즉, 조직내에서정보를많이확보하

여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자신의 네트워크 효과성을

높이려는데목적이있다[24]. 특히, 기회주의적의도를가

진조직구성원들은비기회주의적의도를가진구성원들

에비해비윤리적정보공유행동을강하다[7]. 즉, 기회주

의가 강한 개인은 사적 이익과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서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기회주의적 사회 자본을 확대하려는 조직 구

성원이 그렇지 않은 구성원에 비해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이 높을 것이다.

2.2 잔물결 효과와 윤리 프로그램 운영
2.2.1 잔물결 효과 개념
조직 내부의 비윤리적 행동은 권력과도 관련이 있다.

권력은개인이나집단의저항에도불구하고자신의의지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25]. 이는 권력을

가진사람이권력이약한상대방에서영향을미칠수있

는 능력을 말한다[26]. 이는 권력이 약한 사람이 권력이

강한사람에게의존하는정도가크기때문이다[27]. 특히,

기업조직에서는직급이높을수록권력의정도는높으며

영향력이 강하다. 이에 조직 내부에서 권력이 강한 사람

의 힘은 더욱 강력해지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관리자

급의권력과행동이전반적으로윤리적모습을강조하여

표현되어야 한다[28, 29]. 왜냐하면, 권력이 높은 개인이

발생시키는비윤리의도와행동은조직의비윤리적분위

기를 더욱 빠르게 형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30].

한편, 잔물결효과란호수에돌을던지면큰파동이발

생하고, 시간이 지나 호수 가장자리까지 작은 파동이 이

어지는현상을일컫는다[31]. 비윤리행동관점에서기업

의최고경영자또는상위직책을가진구성원이비윤리

적 행동이 발견되어도 처벌을 받지 않거나, 상급자가 비

윤리 행동을 일으킨 종업원을 대상으로 처벌 명령을 행

동하면 비합리적인 분위기가 형성된다. 이를 잔물결 효

과라고 말할수 있다. 즉, 권력이 높은 사람에 의해서 비

윤리적인사건이발생할경우권력을활용하여해결책이

불합리하게처리되는경우가발생하게되면조직내부의

윤리적 행동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즉, 조직 내부적으로 비윤리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비

윤리적행동이지속적으로합리화되면잔물결효과가나

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기업의 비윤리적 조직 관점에서

보면 조직 구성원의 일부에 대한 비윤리적 처벌이 모호

하면다른조직구성원들에게부정적인영향이제공한다

는의미를가진다. 이렇듯, 잔물결효과는기업내부에서

흔히 발생하는데 ‘나 하나쯤이야!’라는 마음과 ‘미꾸라지

한마리가온웅덩이를흐려놓는다.’는속담처럼조직구

성원 개인의 행동이 조직 전체의 윤리적 근간을 흔들리

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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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윤리 프로그램 개념
기업들은 윤리 경영이라는 조직 공감대 형성을 목적

으로 윤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들은 윤리적

의사결정과구성원들의윤리행동을이끌기위해다양한

윤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11]. Paine(1994)에 의하

면윤리프로그램은기업가치를제공하고, 윤리적조언,

법률적 순응, 통제, 교육훈련을 강조한다고 하였다[32].

기업에서운영하는윤리프로그램종류로는윤리헌정,

윤리강령, 윤리정책 수립 및 집행, 비윤리 행위신고제도,

윤리담당/임원배치, 윤리교육훈련프로그램, 비윤리행

동의 징계절차, 비윤리 행동 모니터링 등이 있다[33].

Weaver & Treviño(1999)]에 의하면윤리프로그램은두

가지윤형으로구분이된다[34]. 가치지향관점으로, 기업

에서윤리경영및프로그램운영의중요성을조직구성

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을 말

한다. 또다른한가지는순응지향관점으로, 조직구성원

들에게 지켜야 할 윤리 강령이나 행동규범을 법이나 규

정으로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조하며 정기적으로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35].

한편 기업 윤리 프로그램에 포함된 정보보안은 기술,

프로세스, 사람이구성되어물리적보안, 기술적보안, 관

리적 보안의 세 가지로 운영된다[36]. 물리적 보안은

CCTV 및 입․출입 관리를 의미하며 해킹, 바이러스 침

투 방지 관리는 기술적 보안에 속한다. 그리고 보안제도

및정책, 교육훈련은관리적보안에속한다. 특히관리적

보안은 인적보안과 함께 무형적 요소로서 자산통제, 정

보보안정책을통제하게된다[37]. 특히, 정보보안의모든

활동에는 사람과 관련되어 있으며, 기업의 기밀 유출과

해킹사건도사람과관련되어있다[38]. 최고경영자들, 중

간관리자들은정보자산누출로인한기업경쟁력을방지

하기 위해서라도 정보보안 투자에 높은 관심을 가질 필

요가 있다[39].

2.2.3 잔물결 효과와 윤리 프로그램 운영 관계
기업들은조직구성원들의비윤리적행동을방지하고

부정적잔물결효과를방지하기위해서매년정기적으로

윤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4]. 윤리 프로그램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는 가치지향과 순응지향 윤리 프

로그램으로 설명된다[34].

가치지향 윤리 프로그램은 행동윤리에 대한 공유된

가치구축과조직구성원간의윤리적의식공유와몰입

하는 것을 의미한다[40]. 이는 조직에서 적합한 행동에

대한 규범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며, 사회와

상호작용할수환경을조성시켜준다. 가치지향은조직

구성원들 간의 윤리적 행동을 이끌 수 있는 커뮤니케이

션과 공감대 형성을 중요시 여기며, 윤리적 행동을 강조

시켜주는 특징을 가진다. 순응지향 윤리 프로그램은 규

칙의준수, 종업원행동감시, 비윤리적행동의제재를중

심으로운영하는것을의미한다. 만약, 조직 구성원의비

윤리적 정보공유를 행동을 할 경우 순응지향 윤리 프로

그램은 조직의 공정성의 대한 표준행동의 신호를 다른

조직 구성원들에게 제시하기도 한다. 조직 구성원들의

비윤리적행동의처벌은사회적계약에의해서순응되기

도한다. 즉, 순응지향은조직구성원들의자발성윤리행

동이이행되지않을수도있으므로이를통제할수있는

제도나장치를조직이마련하여윤리적행동을강요시키

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34].

기업에서는 조직 구성원들의 한 번의 비윤리적 행동

으로 조직 전체의 잔물결 효과가 발생하면 처리 비용이

높아지기때문에가치지향윤리프로그램과순응지향윤

리프로그램의두가지유형모두를함께활용하고있다.

윤리운영프로그램은윤리적조직분위기를형성시키고,

부정적잔물결효과를방지하는데목적이있다. 즉, 두가

지윤리프로그램운영은조직구성원전체에윤리적의

식을 도모시켜주는 효과성을 제공시켜 줄 것이다. 또한,

두 가지 윤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유는 기회주의적

사회자본의도를높게가진조직구성원과그렇지않은

구성원간에운영효과성을비교하는데있다. 특히, 기회

주의적 사회 자본을 가진 구성원들의 잔물결 효과를 미

리방지하는데있어가치지향과순응지향의윤리프로그

램의 영향력의 요인은 비기회주의적 구성원들과 차이가

있을것이다. 즉, 이러한내용을토대로다음과같은가설

을 설정하였다.

가설 2: 기회주의적 사회 자본을 확대하려는 조직 구

성원과그렇지않은구성원간의윤리프로그

램 운영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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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론
3.1 데이터 수집과 연구방법
본 설문 조사에 앞서 사회적 자본, 잔물결 효과, 윤리

프로그램의이론적배경을바탕으로설문구성요인과문

항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설문 응답자가 문항을 해석하

는데용이하도록여러연구자와실무자의검토를통해서

문장을 수정하였다. 본 조사는 연구자가 직접 방문 및

e-mail을 통해 설문을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기업 내부의 정보공유에 따른 비윤리적

행동을 세밀하게 조사하기 위해 방문조사 및 이메일 조

사를활용하였다. 2015년 4월 20일부터 17일간표본조사

를 진행하였고, 설문대상자는 중소기업 및 대기업을 포

함한 모든 임직원들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표본 수는

총 637명이었으며, 이 중 전체 문항을 단일 값으로 응답

하였거나 결측값이 발생한 자료 24개를 제외하였다. 이

에따라본연구에서는 613개자료를최종분석에사용하

였다.

연구에서는 윤리 프로그램에 따른 비윤리 행동의 억

제에대한효과를확인하기위해네가지통계적방법을

활용하였다. 부정적사회자본을확대하려는조직구성원

들을 구분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군집분석의

타당성과신뢰성을높이기위해판별분석을실시하였다.

그리고집단간비윤리행동의차이를확인하기위해두

집단 독립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다음 비윤리 행동의

억제를위한윤리프로그램의효과성을확인하기위해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2 측정 도구 및 조작적 정의
집단 구분의 변수로서 비윤리적 사회적 자본의 구성

개념은조직구성원들의기회주의적행동에따른사회적

자본 형성 의도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군집의 형태는 개

인의 사적 이익의 도모를 위한 이기적 행동의 수준으로

군집을 수행하고자 한다.

사회적 자본 구성을 위한 기회주의 행동은 조직 구성

원의 개인의 이기주의 수단으로 운영된다. 비윤리적 사

회적 자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네트워크 관계망을 형

성하려는 것으로 이를 위해 기업의 기밀 정보를 누출할

수있는의도가있다. 즉, 기회주의적사회자본확대를위

한 개인의 정보 악용 가능성, 네트워크의 비정상적 활용

가능성, 외부적보상의기대정도로측정하였다. 우선정

보악용가능성은개인의비공식경로, 개인의미결재정

보제공의도, 개인이비공식모임에서의정보공유로 3가

지 아이템으로 측정하였다[4, 9, 14, 36, 41]. 네트워크의

비정상적 활용 가능성은 상급자와의 관계 강화를 위한

정보공유, 협력사와의 관계 강화를 위한 정보공유, 퇴직

자와의관계강화를위한정보공유정도를 3가지아이템

으로측정하였다[4, 14, 16, 38, 41]. 외부의보상적기대는

상급자의물질보상에따른정보공유, 퇴직자의물질보상

에 따른 정보공유, 외부협력사의 물질보상에 따른 정보

공유 정도를 3가지 아이템으로 구성하였고, 리커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4, 14, 16, 23, 34, 41, 42].

독립변수의윤리프로그램의구성개념은조직구성원

들의윤리적인식과의도를강화시키는수준으로정의된

다. 윤리 프로그램은 조직 구성원들의 윤리적 행동을 촉

진시키고비윤리적행동을통제하는수단으로운영된다.

윤리프로그램은개인의윤리적성과에영향을미친다고

한다[35]. 윤리 프로그램 종류로는 관리자의 윤리 강령,

비윤리행위신고제도, 윤리 및정보보안교육프로그램,

정보접근모니터링이있다. 여기서정보접근모니터링은

정보접근강화, 전자인증단계, 정보공동관리정도를 3가

지 아이템으로 측정하였다[4, 38, 36, 43]. 정보보안 교육

훈련은 정보보안, 윤리, 업무 행동의 교육훈련 정도를 3

가지아이템으로측정하였다[4, 38, 36, 41, 43]. 관리자의

보안준수는부서장의윤리행동강조정도로서팀원업무

책임강화, 팀원업무정보공동감독, 팀원윤리적행동감

독 등 3가지 아이템으로 측정하였다[4, 43, 44, 45]. 최고

경영자의보안준수는최고경영자의윤리행동강조로서

조직의정보보안강조, 조직의기업윤리강조, 조직의윤

리행동강령강조등 3가지아이템으로구성하였고, 리커

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34, 43, 44, 45].

종속변수로서비윤리행동의구성개념은조직구성원

들이 윤리 규정을 위반하는 행동 수준으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서 비윤리 행동을 조직 구성원들

이 정보자산을 외부에 비윤리적으로 누출시키는 요인으

로 정의하였다.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에는 인터넷 공

유, 종이인쇄공유, 서면으로외부에공유의정도로 3가

지아이템으로구성하였고, 리커드 5점 척도로 측정하였

다[4, 46, 47,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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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4.1 표본의 특성
조직구성원들의비윤리적정보공유행동에대한특성

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빈도분석의

결과를 확인하였을 때 남자가 405명(66.1%)로 높았으며

연령으로는 40∼49세 응답자로 195명(31.8%)로 나타났

다. 직급은 과장급으로 158명(25.8%), 기업규모는 300명

이상이 208명(33.9%), 산업에서는 서비스업이 230명

(37.5%)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빈도수치에대해서 <Table 1>에상세히제시

하였다.

<Table 1> Sample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Freq.

Weight
(%)

Gender
Male
Female

405
208

66.1
33.9

Age

20∼29
30∼39
40∼49
50∼59
Beyond 61

76
168
195
113
61

12.4
27.4
31.8
18.4
10.0

Position

Clerk/Staff
Senior Clerk
assistant manager
Manager
Deputy Manager
General Manager
director

123
30
92
158
79
72
59

20.1
4.9
15.0
25.8
12.9
11.7
9.6

Firm
Size

under 10 workers
11∼49
50ㅍ99
100∼199
200∼299
Beyond 300 workers

90
118
89
69
39
208

14.7
19.2
14.5
11.3
6.4
33.9

Industry

Manufacturing
Distribution
Finance
Construction
Service
Public
Education
etc

205
55
39
49
230
16
13
6

33.4
9.0
6.4
8.0
37.5
2.6
2.1
1.0

4.2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본 연구의 설문 항목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정

하였다. 신뢰성검정은 Cronbach’s a계수로 검정하며 이

는 0.60이상이면측정도구의신뢰성에문제가없다고하

였다. 본 연구에서의 변수를 살펴보면 신뢰성 값이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되었다.

표본의 타당성 검정을 위해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배리맥스

(Varimax) 방식을 이용하였다. 사회과학에서 요인 적재

치에 대해 각 변수가 요인 간 상관계수 값이 0.5이상인

경우에는유의하다고판단하고있다[42]. 그리고각측정

모델에대한내적일관성검정을실시한결과변수들간

의상관관계가다른변수에의해잘설명되는정도를나

타내는 Kaiser-Meyer-Olkin의 값을 살펴보았다. KMO

값은 0.882 (0.000)로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측정치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2> Analysis of Reliability and Validity
Variables Factor Com. Rel.

Opportunist
for

expansion of
Social
Capital

Information
abuse

.842

.789

.774

.854

.825

.749
.871

Unusual
network
expansion

.833

.875

.804

.766

.846

.782
.937

External
compensation

.871

.898

.884

.920

.956

.931
.965

Value
Oriented

education and
training

.849

.870

.826

.802

.873

.854
.871

Middle manager
security
compliance

.835

.839

.817

.846

.901

.879
.915

CEO security
compliance

.822

.879

.852

.851

.922

.907
.920

Compliance
Oriented

Information
access
monitoring

.848

.897

.892

.851

.899

.836
.906

Whistle
blowing

.865

.904

.884

.835

.890

.879
.919

Unethical
Information-Sharing

Behavior

.797

.818

.757

.745

.813

.725
.834

Com.=Communality, Rel.=reliability

4.3 결과 분석
4.3.1 군집분석 및 판별분석
비윤리적인사회적자본을기대하고행동의도를보이

는유형을파악하고자군집분석을실시하였다. 군집분석

은 먼저 개념을 다차원으로 조직화하고, 실증 자료에서

발견되는사후적기준을사용하여집단을분류하는방법

이라고 한다[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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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분석을실시하는이유는실질적으로기업내에서

비윤리적 행동을 하는 개인이 탐색하기 어렵고 이를 표

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조직구성

원들은 내부, 외부적으로 수많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구성원 개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비윤

리적 정보공유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개인의 자발적 의

도로 네트워킹 강화와 권력 확보를 위해 비윤리 의도를

가지게되기도한다. 따라서사회적자본강화를위한기

회주의적 의도 여부를 토대로 강한 집단과 약한 집단을

구분하고자 한다. 기회주의적 의도로 사회 자본을 구성

하고있는 3개의변수를계층적군집분석을통하여분석

을 실행하였다. 계층적군집분석에서는Ward 방법을 이

용하였으며, 그 결과 2개에서 1개의군집으로갈때군집

화 계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군집의 수를 2

개로 결정하였다.

군집분석의결과를살펴보면군집 1의 경우 정보악용

가능성, 네트워크비정상적기대, 외부적보상기대의값

이 2.85, 3.02, 3.43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군집 2의 경우

정보악용가능성이 1.88, 네트워크비정상적기대가 1.81,

외부적 보상 기대가 1.65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비윤리

행동을중심으로하는측면에서살펴보면 5점척도의질

문에서평균 3점이낮은점수가아니라고판단된다. 군집

분석의 세부 내용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Table 3> Result of cluster analysis

Variables

Cluster Type
Cluster 1
(n=365)

Cluster 2
(n=248)

opportunist non opportunist
Information abuse 2.85 1.88
Unusual network
expansion

3.02 1.81

External compensation 3.43 1.65

한편, 군집분석을 통한 집단 분류의 타당성과 신뢰성

이 있는지를 재검정하고자 판별 분석을 수행하였다. 판

별분석은각관찰대상들이어느집단에속하고몇개의

집단으로분류하고자하는경우에사용되는통계적기법

이다. 이에 군집분석에서 분류되었던 집단 변수를 종속

변수로설정하고, 독립변수를정보악용가능성, 네트워크

비정상적 기대, 외부적 보상 기대로 설정하여 판별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판별분석결과판별함수의정준상관계수는 0.872로 판

별력이우수한것으로나타났다. 분산설명력을살펴보면

판별함수 1의 설명력은 100%(고유값 3.173)로 1개의 판

별함수가 총 분산의 100%를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구조행렬계수의 값은 정보악용 가능성이 0.985, 네트

워크비정상적기대가 0.501, 외부적보상기대가 0.385로

나타났다. 집단을 분류하는데 있어 정보악용 가능성이

<Table 4> Result of discriminant analysis
Factor Function Eigenvalue % of Variance

Canonicla
Correlation

Wilk’s
Lambda

Chi-square

Opportunist for expansion of
Social Capital

1 3.173 100 .872 .240 870.735**

Variables
Std. 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 Coefficients

Structure Matrix Wilk’s Lambda F Sig.

Information abuse .187 .985 .680 287.695 .000

Unusual network expansion -.151 .501 .557 486.031 .000

External compensation 1.019 .385 .245 1879.597 .000
**p<0.001

Classification Results

Group
Predicted Group Membership

total
Cluster 1 Cluster 2

Original

Count
cluster 1
cluster 2

365
6

0
242

365
248

%
cluster 1
cluster 2

100.0
2.4

0
97.6

100.0
100.0

99.0% of original grouped cases correctly class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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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성원개인이의도적으로행동하는비윤리적요소

로서 높은 중요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판별함수 1의 카이제곱 870.735(p=0.000)로 99%의 신

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집단

케이스중 99.0%의케이스로분류되었다고나타났다. 그

외 판별분석의 세부내용은 <Table 4>에 나타내었다.

4.3.2 기회주의적 사회자본 집단 유형의 차이분석
조직구성원들의 기회주의적 그리고 비기회주의적 사

회 자본 확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비윤리적 정보공유

차이가 있는지를 t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 내용은 <Table 5>에 나타내었다.

<Table 5> The difference results of unethical behavior 
by opportunist type

dependent
Variable

Opportunist
Non

Opportunist
(n=365) (n=248)

mean 2.59 1.89
std. Deviation .9043 .6781
t (p-value) 10.272** (.000)

**p<0.001

기회주의적사회적자본집단의평균값은 2.59로 나타

났으며비기회주의집단의평균값은 1.89로 나타났다. 표

준편차는 기회주의적 사회적 자본 집단이 0.9043으로 나

타났고, 비기회주의적사회적자본집단은 0.6781로 나타

났다. 검정 통계량의 t값은 10.272이며 유의확률은 0.000

으로 p<0.001이다.

따라서기회주의적사회적자본집단과비기회주의적

사회적 자본 집단 간에는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의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이 채택되었다.

4.3.3 윤리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윤리적 행동 
      차이 분석
윤리 프로그램 운영이 조직 구성원들의 비윤리 행동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회귀분석 검정의 경우 윤리적 행동에 영향을

제공할 수 있는 통제변수로 기업 규모와 성별을 추가하

여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6>에 나타내었다.

윤리프로그램운영이비윤리적정보공유에미치는영

향의검정결과는다음과같다. 회귀모형의 F값은 22.464

로 o=0.000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R제곱은

0.206, 수정된 R제곱은 0.197로 19.7%의설명력을보이고

있다. Durbin-Watson은 1.714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

가 없어 회귀 모형이 적합하다고 나타났다.

통제 변수의 기업 규모 t값은 1.099이며 이는 유의한

영향이나타나지않았다, 성별에서는 t값이–2.084로 나

타나 유의한 영향을 가진다고 나타났다. 이에 더미변수

를 별도 계산하였을 때 여성의 경우에는 4.301+(-1.43

*0)=4.301의 영향을 가진다고 나타났고, 남성의 경우

4.301+(-1.43*1)=2.871만큼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

나타났다. 가치지향 윤리프로그램 운영의 3개의 변수는

<Table 6> The regression analysis result on behavior of unethical information sharing

Variables

Analysi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
Coeff.

t Sig. Tol.
B

Std.
Error

beta

Constant 4.301 .177 24.335 .000**

Control Variables
Firm Size .075 .068 .040 1.099 .272 .987
Gender -.143 .068 -.076 -2.084 .038* .984
Value-Oriented ethical program of Information Security
education and training -.100 .047 -.099 -2.110 .035* .595
Middle Manager Security Compliance -.144 .046 -.145 -3.143 .002* .618
CEO Security Compliance -.119 .042 -.124 -2.833 .005* .683
Compliance-Oriented ethical program of Information Security
Information Access Monitoring -.125 .044 -.131 -2.865 .004* .626
Whistle blowing -.088 .038 -.096 -2.321 .021* .767

R=0.454 R2=0.206 Adjusted R2=0.197 F=22.464** Durbin-Watson=1.714
Note. *p<0.05, **p<0.001 Firm Size: 0-SMEs, 1-Large Firms Gender: 0-Female, 1-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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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적정보공유개선에영향을제공한다고 나타났다.

정보보안 교육훈련은 t값이 –2.110으로 나타났고, 중간

관리자 보안준수의 t값은 –3.143으로 나타났고, 최고경

영자의보안준수의 t값은–2.833으로나타났다. 즉, 가치

지향 윤리 프로그램 운영은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 개

선에유의한영향을미친다고할수있다. 그리고순응지

향 윤리프로그램 운영의 2개 변수도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 개선에 유의한 영향을 제공한다고 나타났다. 정보

접근모니터링의 t값은–2.865로 나타났고, 비윤리적행

위신고의 t값은 2.321로 나타났다. 따라서순응지향윤리

프로그램운영도비윤리적정보공유행동개선에영향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윤리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윤리 정보공유 행

동을 개선하지만 기회주의 유형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

타나는지를회귀분석으로확인하였다. 이에대한결과의

내용을 <Table 7>에 나타내었다.

첫 번째로 기회주의적 집단의 비윤리적 정보공유 개

선의 회귀분석 결과를 실시하였다. 통제 변수에서 기업

규모의 t값이 1.606으로나타났으며성별의 t값은 0.026으

로 나타났다. 가치지향 윤리 프로그램 운영에서 중간관

리자 보안준수와 최고경영자 보안준수가 유의하다고 나

타났다. 정보보안 교육훈련의 t값은 –1.332로 나타났고,

중간관리자 보안준수는 –2.463으로 나타났으며, 최고경

영자보안준수는–2.067로 나타났다. 순응지향윤리프로

그램에서는 정보접근 모니터링의 t값이 –3.169로 나타

났고, 비윤리 행위신고에서는 –1.344로 나타났다. 회귀

모형의 F값이 11.321로 p=0.000으로 나타났으며 회귀식

에 대한 r제곱값은 0.248, 수정된 r제곱값은 0.226으로

22.6%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의 값은

1.924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

<Table 7> The regression analysis result on unethical behavior by opportunist type

Variables

Analysi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
Coeff.

t Sig. Tol.
B

Std.
Error

beta

o
p
p
o
r
t
u
n
I
s
t

Constant 4.324 .230 18.810 .000
Control Variables
Firm Size .145 .090 .077 1.606 .109 .978
Gender .048 .089 .026 .544 .586 .982
Value-Oriented ethical program of Information Security
education and training -.079 .059 -.080 -1.332 .184 .626
Middle Manager Security Compliance -.136 .055 -.142 -2.463 .014* .669
CEO Security Compliance -.106 .051 -.113 -2.067 .039* .750
Compliance-Oriented ethical program of Information Security
Information Access Monitoring -.170 .054 -.188 -3.169 .002* .636
Whistle blowing -.065 .049 -.073 -1.344 .180 .764

R=0.498 R2=0.248 Adjusted R2=0.226 F=11.321** Durbin-Watson=1.924
n
o
n

o
p
p
o
r
t
u
n
I
s
t

Constant 3.709 .223 16.651 .000

Control Variables
Firm Size .033 .082 .023 .404 .687 .978
Gender -.289 .085 -.193 -3.409 .001** .977
Value-Oriented ethical program of Information Security
education and training -.143 .064 -.172 -2.229 .027* .528
Middle Manager Security Compliance -.039 .068 -.045 -.564 .573 .491
CEO Security Compliance -.151 .060 -.194 -2.508 .013* .526
Compliance-Oriented ethical program of Information Security
Information Access Monitoring -.086 .061 -.104 -1.401 .162 .564

Whistle blowing -.051 .048 -.069 -1.076 .283 .758

R=0.451 R2=0.203 Adjusted R2=0.187 F=12.999** Durbin-Watson=2.034
Note. *p<0.05, **p<0.001 Firm Size: 0-SMEs, 1-Large Firms Gender: 0-Female, 1-Male



윤리 프로그램을 통한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의 개선: 사회적 자본과 잔물결 효과

178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7 Aug; 15(8): 169-182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비기회주의적집단의비윤리정보공유개선

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제 변수에서 기업규모의 t

값이 0.404로 나타났으며성별의 t값은–3.409로 나타났

다. 가치지향 윤리 프로그램 운영에서 정보보안 교육훈

련과최고경영자보안준수가유의하다고나타났다. 정보

보안 교육훈련의 t값은 –2.229로 나타났고, 중간관리자

보안준수는 –0.564로 나타났으며, 최고경영자 보안준수

에서는 –2.508로 나타났다. 순응지향 윤리프로그램에서

는정보접근모니터링의 t값이–1.401로 나타났고, 비윤

리 행위신고가 –1.076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F값이

12.999로 p=0.000으로나타났으며회귀식에대한 r제곱값

은 0.203, 수정된 r제곱값은 0.187로 18.7%의설명력을보

이고 있다. Durbin- Watson 값은 2.034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회주의적 집단과 비기회주의적 집단 간의 비윤

리 정보공유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윤리 프로그램 운영

방법이달라야한다는것을알수있으며, 이에가설 2는

채택되었다. 이 회귀 결과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회

주의적집단의경우정보접근모니터링의실시가비윤리

정보공유 행동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정보윤리에 대한 경각심과 중요성을 인지시키면서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보윤리 교육의 운영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5. 연구 결론
5.1 연구 결론
본 연구의 출발점은 조직 내부에서 자의적이든 타의

적이든 기업 내부의 정보를 공유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윤리적 통제력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기업의

정보누출을방지할수있도록정보공유와관련된윤리

프로그램운영이중요해지고있는시점에서개인들의기

회주의에 따른 비윤리 정보공유 행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비윤리 정보공유 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윤리 프로그램 효과에 대해서 실증 연구하여, 이를 설명

할필요가있었다. 이에따른실증결과를요약하면다음

과 같다.

첫째, 기회주의적의도를가진집단과그렇지않은집

단 간의 비윤리 행동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정보공유

의 비윤리 행동에 있어 기회주의적 의도를 가진 집단이

개인을위한정보악용가능성이강하고개인을위한사

회적자본을위한네트워크강화의도와정보공유에따

른외부적보상을기대심리가높다는것이다. 즉, 기회주

의를 위한 사회적 자본 확대를 보이는 개인들의 비윤리

행동이 높은 결과는 당연하지만 이를 관리할 필요성을

재차 강조되어야 하는 결과이다.

둘째, 기업에서운영하는윤리프로그램에서가치지향

윤리프로그램과순응지향윤리프로그램모두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도 비윤리 억제 효과가 다르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 구성원들의 공유된 윤리

적 가치와 의식이 중요하고, 규칙 준수, 종업원 행동 감

시, 비윤리적 행동의 제재에 필요한 처벌과 보상이 중요

하다는 결과이다. 윤리 프로그램이 조직 구성원들의 자

발적인 개인 감시뿐만 아니라 스스로 윤리적 행동을 통

제할수있는요인으로서중요하다는결과로볼수있다.

마지막, 기회주의적으로사회적관계를강화하는조직

구성원과 그렇지 않은 구성원 간의 윤리 프로그램 효과

가 다르다고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윤리 프로그램을 진

행한다고보았을때그효과성이다르게가질수있다는

것이다. 즉, 기회주의적으로 사회적 자본을 확대하려는

구성원은 정보접근 모니터링과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보

안준수와같이가치지향과순응지향프로그램을혼합한

윤리 프로그램이 효과가 더 크다고 나타났다. 그리고 비

기회주의적인 조직 구성원의 경우에는 가치지향 프로그

램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기회주의의도수준에따라서윤리프로그램운영방

식에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기회주의와비기회주의자를구분하여분석한결

과에서 비윤리 신고제도의 경우, 모두 유의한 통계적 결

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비윤리 신고제도 운영을 하

더라도 조직 구성원들의 비윤리 행동 개선에 영향을 주

지 않고, 이를 무시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제도는 있지만 유명무실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받아들일수있다. 이러한비윤리신고제도를확

고하게 운영하고 신고에 따른 인사상의 보복과 같은 불

이익이 없다는 조직 분위기 형성이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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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구 시사점
본 연구는 조직 구성원들의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

을억제하는데필요한윤리프로그램변수가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비윤리적 행동을 억제하는 효과적

인변수결과를토대로이론적부분과실무적부분을설

명하는데 있다.

본연구를통해기대할수있는이론적성과는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자본을 비윤리적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조직내에서형성되는사회적자본의양면성을설명하였

으며, 건전하고 합리적인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관계적 자산으로서 조직 구성원

들에게필수적인발생하는요소로서기업은개인들의사

회적자본을위한비윤리적행동을억제할수있는통제

시스템및윤리적합의를이끌수있는조직문화형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과 정보윤리를

경합하여 이와 관련된 연구에 이론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비윤리적 행동과 잔물결 효과를 통해서 조직의

윤리적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잔물결 효과는 개

인이 조직 전체에 비윤리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면

조직 전체 행동에 대한 불신과 비윤리 행동을 유발시키

는효과를준다는것이다. 즉, 개인들이커다란비윤리적

인 파장을 제공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

윤리와잔물결효과를설명하면서정보윤리와관련된연

구에서 이에 대한 이론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 기업 관점에서의가치및순응윤리프로그램

유형을 경영정보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윤리 프로그램

운영을경영정보에서고찰할수있도록하면서정보보안

투자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론적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개인들의 비윤리 정보공유 행동을 억

제할 수 있는 윤리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것으로서 실무

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회주의적으로사회적자본을확대하려는조직

구성원들이 그렇지 않는 구성원들보다 비윤리적 정보공

유 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조

직 내부에서 이들에 대한 행동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것을다시금강조할수있다는점에서실무적의

의를 찾을 수 있겠다.

둘째, 기회주의적 사회적 자본을 확대하려는 조직 구

성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내부에 공정성 제도를

구축할필요가있다. 분배적, 절차적, 상호적공정성을기

업은제시할수있어야하며이를토대로기회주의의도

를최소화시킬필요가있다는점을실무적의의로강조

할 수 있겠다.

마지막, 기업의윤리프로그램운영에대한효과는기

회주의 의도가 강한 집단과 낮은 집단과의 차이가 있다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리 프로그램 운영 효과에서

교육의효과가다르다는것이다. 즉, 윤리프로그램운영

시사전에비윤리행동이발견되어처벌을받은조직구

성원과 그렇지 않은 조직 구성원과의 교육적 효과가 다

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윤리 프로그램 운영 시 순

응적, 가치적 교육 프로그램을 다르게 구성할 필요가 있

다는 것을 실무적 의의로 강조할 수 있겠다.

5.3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비윤리적 관점에서 부정적 행동 효과를 조

직에서관리할수있는방안을제시한연구이다. 이에기

업의 윤리 프로그램 효과성을 탐색하고자 기회주의자와

비기회주의자로구분하여실증적검정을실시하였다. 검

정 결과 윤리 프로그램의 변수들에서 집단별로 윤리 프

로그램운영에서차이가있어야한다는것을확인하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별로 윤리 프로그램 운영을

정기또는수시와같이기업별로운영차이가있으며이

에대한윤리경영효과가다를것이다. 또한, 비윤리행동

으로처벌을받은대상자를탐색하여기업에서실시하는

윤리 프로그램 운영 효과를 반복적으로 검정할 수 있는

사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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