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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Fishbein & Ajzen(1975)이 제창한 합리적 행위이론을 근거이론으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억제

이론의 구성요인인 제재와 보호동기이론의 보호동기 일부요인을 선행변수로 채택하여 이론적 확인과 정보보호

분야에서 인용된 사례를 제시하였다. 합리적 행위이론의 변수인 주관적 규범을 매개변수로 채택하여 제재와

지각된 취약성, 반응비용 및 자기효용성과 정보보호정책 준수 행위 의도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가설

검증 결과 제재를 제외한 지각된 취약성, 반응비용과 자기효용성은 행동 의도와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었으며, 주관

적 규범은 선행요인과 의도 간에 매개효과를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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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ive N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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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pplied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by Fishbein & Ajzen(1975) as the grounded theory and

adopt sanctions of the General Deterrent Theory and protection motivation of the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as the antecedents to discuss the theoretical factors and the cases of application in the field of

information security. Then, it adopted subjective norm, a variable of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as a

parameter to analyze the causality of sanctions, perceived vulnerability, response cost, and self-efficacy

with the intention to follow the information security policies. As a result, all of the antecedents except for

sanctions had causality with the intention and subjective norm proved its mediating effect as a parameter between

the antecedents and the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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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현장에서 정보보호를 위하여 방화벽 등

정보보안시스템의 설치와 관련 프로그램의 운

용도 중요한 정보보호 활동이지만 조직의 핵심

자산인 종업원으로 하여금 정보보호정책 준수

를 위한 자발적인 활동을 이끌어 내는 것이 더

욱 중요하고 필수적이다. 기업에서 종업원의

안이한 정보보호 인식과 정보보호정책 준수 위

반으로 정보자산의 침해 또는 유출 사고로 유

발될 수 있는 유형적 또는 무형적 피해는 단시

일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최

근의 언론에서 자주 보도되는 랜섬웨어 또는

악성코드 침해 등으로 이한 정보보안사고가 중

요한 예시로서 이를 증명하고 있다[7]. 최근의

정보보호정책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정보보

호 강화를 위한 수단이 기술적 보안조치가 조

직에서 정보보호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

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

다. 기업을 구성하는 핵심자산인 종업원 등 인

적요인과 정보보호 역량과의 인과관계 분석과

검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8]. Boss et

al.(2009)는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조직에서 경

영진을 포함한 종업원의 행동에 관한 연구가

다양화되면서 정보보호정책 준수 의도 및 행동

에 대한 요인 분석 연구에도 집중되고 있다고

하였다[14].

본 연구의 목적은 조직에서 정보보호정책 준

수 의도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가설검증을 통하

여 종업원들로 하여금 정보보호정책 준수 의도

를 적극 유발하도록 이론적으로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정보보호분야 선행

연구에서 검증된 Ajzen & Fishbein(1977)이 제

창한 합리적 행위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을 근거이론으로 사용하였다[10]. 그리

고 주관적 규범이 정보보호정책 준수 의도 사

이에서의 인과관계 분석과 주관적 규범을 종속

변수로 제재와 보호동기와의 각각의 인과관계

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억제이론(General

Deterrence Theory)과 보호동기이론(Protection

Motivation Theory)을 인용하였다. 아울러 정

보보보정책 준수 행위 의도 연구를 위해 제재

와 보호동기를 독립변수로 활용하고 합리적 행

위이론의 변수인 주관적 규범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정보보호정책 개념 및 특성

정보보호정책은 정보보호에 대한 목표와 방

향을 제시하고 조직의 사업목표와 일관성을 유

지하며 정보보호와 관련된 조직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하는 필수항목 등에 대한 전반적이며

정리된 규정이다. 정보보호정책은 조직에서 종

업원이 스스로 준수하도록 경영진의 방침과 요

구에 의하여 정보보호에 대한 비전 또는 목표,

기본 방향 및 규정 그리고 지침 및 가이드 또

는 절차서가 포함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

침하고 실제로 준수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보보안정책에 의한 표준과 세부절차가 확보

되어야 한다[6]. 심준보와 황경태(2015)는 정보

보호정책은 조직에서 정보보호에 대한 기본적

인 방향과 이를 위한 추진 목표와 함께 지침,

규정과 가이드 및 매뉴얼 등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5].

지침은 규정과 같이 종업원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보다는 준수를 권고하는 내용을 구체

화한 것으로, 정보보호정책에 따라서 보안시스

템 또는 특정 영역에 대해 정보보호 활동에 필

요 및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제공한다. 세부절차

서는 정책 준수를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항목

을 단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절차를 나

열한 것이다. Sommestad et al.(2014)에 따르면

정보보호정책은 조직의 정보보호 역량을 제고

를 위하여 경영진에게 가이드 하는 것을 포함

하고 있다[35]. 심준보와 황경태(2015)는 정보보

안 위험수준에 따라 정보보호정책을 보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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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도

의 도 행 위

주관적규범

(그림 1) 합리적 행위이론

Ajzen & Fishbein(1977), 연구자 재구성

점검하고 측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4].

정보보호정책이 미비한 조직은 기술적 보안

및 물리적 보안영역의 정보보호는 가능할 수

있으나, 종업원의 보안활동을 통제하는 인력보

안과 보안사고 예방 또는 대응에서는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정보보호 및

통제와 정보자산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서 조직 전반의 정보보호정책 수립 및 절차에

근거한 실행은 필수적이다.

2.2 정보보호정책 선행연구

정보보호정책 준수에 대한 행동 연구는 국내

외에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정보보호정

책 준수에 대한 선행요인 또한 다양하게 채택

하고 있다. Sommestad et al.(2014)은 그간의

정보보호정책 준수에 대한 선행요인으로 변화

에 대한 개방성, 태도 및 주관적 규범과 지각

된 행동통제, 처벌에 대한 지각된 정의, 보상,

지각된 정당성, 정보보안 의식, 위협평가, 반응

효용성, 반응비용, 자기효용성, 지각된 가치 적

합성, 정보보안정책 품질이 높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보보호정책 준수 위반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는 훈련, 지각된 처벌의 심

각성, 처벌의 확실성, 중화기술, 주관적 규범,

도덕적 신념, 지각된 편인, 참여도, 자기방어의

도 등이 나타났다고 제시하였다[35]. 정보보호

정책 연구동향을 보면 주로 다수의 선행연구가

정책 준수에 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Herath & Rao(2009)는 정보보호정책에 대한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근거이론과 함께

변수를 활용하여 다양하게 연구되었다고 하였

다[20][21]. 그리고 Sommestad et al.(2014)은

정보보호정책 준수 또는 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요인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각각의 선

행요인에 대한 중요성과 인과관계 여부를 규명

하였다[35]. 그간 선행연구에서 선행변수의 근

거이론은 합리적 행위이론, 계획행동이론, 억제

이론, 사회통제이론, 보호동기이론, 중화이론

등이다.

2.3. 합리적 행위이론

Ajzen & Fishbein(1977)이 주창한 합리적 행

위이론은 개인의 행위와 행위에 대한 의도 또

는 의지간의 근본적 원인 측정이 가능한 연구

모델로서 많이 인용되었다[10]. Ajzen &

Fishbein(1977)과 Ajzen(1991)은 태도와 행위에

관한 상호 인과관계 연구에서 태도와 합리적

행위 간의 상호대응 관점에서 연관성을 이론으

로 제시하고, 그리고 의욕이 있는 행위를 실현

하고자 하는 개인 스스로의 태도와 일정한 정

도로 지각된 주관적 규범이 동시에 함께 포함

된 결과가 개인적으로 의지 또는 의도로 나타

난다고 정의하였다[9][10].

Ajzen(1991)은 합리적 행위이론을 바탕으로

연구한 결과, 신념에서 태도로, 태도에서 의도

로, 그리고 의도는 행위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제시하였다[9]. 이정하와 이상용(2015)은 합

리적 행위이론은 개인이 어떠한 행위를 실천하

기 위한 결정은 개인이 실행하고자 하는 의도

에 의해 결정되고, 그러한 의도는 지각된 주관

적 규범과 태도에 의해 생성된다고 요약하였다

[6]. 이와 같이 합리적 행위이론은 (그림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합리적 행위이론은 사회심리학 분야의 일부

이론으로 조직에서의 행동통제, 의료분야에서

의 의사결정, 정보통신기술 활용 등과 같은 다

양한 영역에서 개인 또는 종업원의 행위를 분

석하기 위한 기초이론으로 다양하게 활용하였

다고 Ajzen & Fishbein(1977)은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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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Ifinedo(2014)는 종업원과 사용자의 태도,

주관적 규범이 정보보호정책 준수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22].

2.4. 억제이론 및 제재

Bankston & Cramer(1974)에 의한 억제이론

은 인간의 자유에 대한 의지와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기초로 하는 일반적인 범죄이론으로,

개인 스스로의 행동은 자유의사에 의하여 범죄

행위를 저지를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

인가를 자신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한다는 것이

다[13]. 그러므로 국가 또는 조직은 범죄를 저

지른 개인을 제재하거나 또는 처벌함으로써 상

응한 대가를 받게 하고, 이러한 제재를 활용하

여 미래에 발생가능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 또

는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1].

억제이론에 근거하면 제재의 범죄억제 효과

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재의 신속성은 범죄

가 발생한 시점부터 그러한 범죄에 제재 또는

벌칙이 가해지는 시간과 연관되어 있다. 확실

성은 범죄 행동이 적발된 경우 제재 가능성을

의미하고, 심각성은 범죄 행동의 경중에 따른

제재의 규모와 관련이 있다. Straub(1990)은 제

재의 신속성과 심각성 및 확실성이 반영된 조

직에서 정보보호정책을 준수하지 않은 종업원

에 대한 제재는 준수 행동을 적절히 증가시킨

다고 하였다[37]. Herath & Rao(2009)는 제재

의 확실성과 심각성을 정보보호정책 준수 관점

에서 그간의 정보보호정책 준수에 대한 선행연

구를 재정리하고 행동 의도와의 인과관계를 검

증하였다[20][21].

2.5. 보호동기이론 및 구성 요인

보호동기이론은 원래에는 개인의 건강과 관

련한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또는

위협요인의 규명을 위해 연구되었으며, 개인의

부상예방과, 환경 및 보안문제 해결 등에서도

보호이론이 검증되었다[19]. 보호동기이론은 일

정 상황에서의 위협과 위험한 행동에 대해 어

떻게 판단하고 대응하도록 동기부여가 제기되

는 가를 나타내고 있다. Zhang et al.(2009)은

개인의 위협에 대한 대처에 관한 연구를 위해

지각된 보호동기 요인을 채택하였다. 위협 대

처는 지각된 위협의 정도인 위험성, 지각된 위

험에 민감한 정도인 취약성을 포함한다[41].

그리고 Rogers(1975)의 보호동기이론은 위험

에 대처하기 위한 개인능력을 나타내는 선행요

인을 포함한다[30]. Rogers(1975)는 위협의 제

거에 따른 대처에 의해 지각되는 편익에 대한

믿음인 반응효용성, 위험에 대한 보호행동에

따라 부과되는 반응비용과 스스로 보호행동 실

천이 가능하다고 믿는 정도인 자기효용성으로

정의하였다[30][31].

정보보호 선행연구에서 보호동기이론의 변

수는 독립변수로 많이 인용되고 있으며, 정보

보호 행동 의도 또는 태도 등과 보호동기 요인

간의 인과관계 또는 영향 여부 검증에 있다.

Ifinedo(2012)는 정보보호정책 준수 연구에서

보호동기 요인 대부분의 독립변수가 종업원의

행동 의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증명하였

다[23]. 그간의 보호동기를 선행요인으로 인용

하고 종속변수인 행동 의도간의 인과관계 설정

과 영향여부에 대한 검증이 다수였다[28]. 그리

고 정보보호정책 준수 행동 연구에서 보호동기

요인을 변수로 채택하여 준수 행동을 위한 의

도에 대하여 보호동기가 실증적으로 유의미하

게 활용한 결과를 제시하였다[11][12].

3. 연구가설 및 방법

3.1. 연구가설 설정

본 연구는 산업현장에서 종업원의 정보보호

정책 준수 요구가 강화하고 있음에 이를 제고

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기초하여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종업원의 정보보호정책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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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지각된취약성 주관적
규범

정보보호정책
준수의도반응비용

자기효용성

(그림 2) 연구모형

수 행동 의도에 대한 변화에 대한 설명이 가능

한 합리적 행위이론을 토대이론으로 연구가설

을 분석하였다. 연구가설은 합리적 행위의 선

행요인인 주관적 규범과 억제이론의 변수인 제

재와 보호동기이론 변수인 지각된 취약성, 반

응비용 및 자기효용성과 상호 간 영향 여부를

실증하는 것이다.

실증연구 분석을 위한 수단으로 다중적 회귀

분석 등 통계기법을 사용하여 각각의 연구가설

의 유의성 여부를 검증하였다.

3.2. 제재와 주관적 규범간의 연구가설

Kankanhalli et al.(2003)은 제재심각성이 정

보보호 활동의 효과에 대비하여 선행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24]. Straub (1990)

는 정보보호정책 미준수에 대한 적절한 제재의

부과는 적절한 정보보안 행동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였다[37]. Herath & Rao(2009)는 조직에

서의 제재는 억제이론에서 시작한다고 제시하

였다[21]. D‘arcy et al.(2011)은 정보보호정책

위반에 대한 제재심각성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정보보호 행위의 미숙함이 감소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17]. 한편 Herath & Rao(2009)는

제재확실성과 심각성은 종업원의 정보보호정책

준수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였

다[20]. 그러고 Son(2011)은 종업원의 정보보호

정책 준수 의도에 대하여 위반하는 경우 제재

심각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제시하

였다[36]. 이와 같이 억제이론과 선행연구 가설

에 대한 검증결과를 근거로 제시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제재는 정보보호정책 준수 의도에 대한

주관적 규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3.3. 보호동기와 주관적 규범간의 연구가설

Lee & Lee(2002)는 지각된 취약성은 조직에

서 컴퓨터 활용에 있어서 보안위반에 대한 전

반적 분석에서 준수 행동을 위한 의도에 중요

한 영향을 제공하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26]. Pahnila et al.(2007)은 지각된 위험성과

지각된 취약성은 정보보호정책 준수를 위한 태

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증명하였다

[28][29]. Ifinedo(2012)는 보호동기 가운데 위협

대처 요인인 지각된 취약성은 정보보안정책 준

수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았다[22]. Siponen et al.(2014, 2007)의 정보보

호정책에 대한 종업원의 준수 연구에서도 보호

동기 요인인 지각된 취약성은 준수 의도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하였다

[32][33]. 이와 같이 보호동기이론과 선행연구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를 근거로 제시한 연구가

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2. 지각된 취약성은 정보보호정책 준수 의

도에 대한 주관적 규범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반응비용은 개인의 행동의 결과에 따라 소요

되는 금전적 비용 소요, 시간적 불편야기, 어려

운 환경조성 또는 부정적 결과를 포함할 수 있

다고 Pahnila et al.(2007)은 요약하였다[28][29].

선행연구에서 반응비용은 정보보호 조치를 이

행하는 데 있어서의 행동 의도에 대해 부정적

인과관계로 제시하였다. Vance(2010)의 연구에

서도 반응비용이 정보보호를 위한 행동 의도에

부정적 인과관계를 제시하였다[38]. Bulburcu

et al.(2010)은 지각된 취약성은 보안행동을 위

한 태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15]. Ifinedo(2012)는 정보보호정책 준수 의도

에 반응비용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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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구통계학적 분석

구분 구성비

성별 남성 / 여성 51% / 49%

학력 ∼학사 / 석·박사 90% / 10%

소속
중소벤처기업 / 중견기업

대기업 / 연구기관 및 기타

54% / 13%

11% / 22%

부서

총무 및 관리 / 연구개발

기술생산 / 영업마케팅

기타

32% / 12%

12% / 13%

31%

직급/직급
CEO∼임원급 / 수석~책임급

선임급 / 주임급이하

7% / 22%

16% / 55%

의도에 긍정적으로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하여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22]. Vance et al.(2012)

은 반응비용은 정보보호정책을 준수 의도간의

부정적인 인과관계로 있다고 제시하였다[39].

이와 같이 보호동기이론과 선행연구 가설에 대

한 검증결과를 근거로 제시한 연구가설은 다음

과 같다.

가설3. 반응비용은 정보보호정책 준수 의도에

대한 주관적 규범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Siponen et al.(2010)은 자기효용성과 정보보

호정책 준수 의도간의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실

증하고 자기효용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33].

그리고 Whitman(2004)은 자기효용성이 정보보

호를 위한 직무행동을 수행하는 데 개인의 수

행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검증한 바 있

다[40]. Compeau at al.(1995)은 정보보호에 대

하여 자기효용성이 강한 종업원이 자기효용성

이 약한 종업원보다 직무수행에서 더 많은 정

보시스템을 활용한다고 주장하였다[16]. 박찬욱

과 이상욱(2014)은 보호동기이론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상에서의 개인정보 보호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자기효용성과 개인정보보호 행동과의

상호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2]. 위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정보보호정책 준

수 행동 의도에 영향 여부에 대하여 자기효용

성을 선행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보호동기이론

과 선행연구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를 근거로

제시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4. 자기효용성은 정보보호정책 준수 의도

에 대한 주관적 규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4. 주관적 규범과 준수 의도간의 연구가설

Fishbein과 Azen(1975)에 의하면 합리적 행

위이론 의하면 주관적 규범은 특정행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에서의 규범적인 자극, 신

뢰 및 동기이다. 즉, 개인의 행동은 주변에서

규범이라고 지각되는 것에 의해 동기부여가 되

거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18]. Vance &

Siponen(2012)의 정보보호정책 준수 연구에서

는 주관적 규범과 태도는 행동 또는 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용되었다[39]. Rogers

& Prentice-Dunn(1997)은 보호동기를 변수로

채택한 연구에서 결과측정 수단은 행동 또는

의도라고 주장하였다[31]. Sommestad et

al.(2014)은 정보보호정책 준수에 미치는 선행

요인에 대한 메타분석에서 합리적 행위이론에

의한 주관적 규범은 정보보안정책 준수 행동과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정리

하였다[35]. 이와 같이 합리적 행위이론과 선행

연구에 의한 검증결과를 근거로 제시한 연구가

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5. 주관적 규범은 정보보호정책 준수 의

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5. 변수 측정 및 인구통계학적 분석

각각의 변수간의 인과관계 측정을 위한 측정

항목은 선행연구에서의 정의를 근거하여 요인

별 타당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설문을 작성하였

다. 설문은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위한 문항 이

외에는 리커드(K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측

정하였다.

설문문항은 매우 그렇다(5)에서부터 매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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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구분
반응

비용

자기

효용성

주관적

규범

지각된

취약성

행동

의도
제재

반응비용 1** .377** .353** .520** .263** -.064

자기효용성 .377** 1 .418** .456** .498** -.035

주관적규범 .353** .418** 1 .542** .542** .013

지각된취약성 .520** .456** .542** 1 .444** -.031

행동의도 .263** .498** .542** .444** 1 .059

제재 -.064 -.035 .013 -.031 .059 1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표 2> 연구모형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변수 측정항목
요인

적재량
고유값

신뢰도

(α)

정보보호

정책 준수

행동 의도

의도3

의도2

의도4

의도1

0.840

0.801

0.799

0.785

3.135 0.893

주관적

규범

주관적규범3

주관적규범4

주관적규범1

주관적규범2

0.810

0.795

0.759

0.686

2.813 0,860

지각된

취약성

지각된취약성2

지각된취약성1

지각된취약성3

0.852

0.838

0.804

2.484 0.897

반응

비용

반응비용2

반응비용3

반응비용1

0.815

0.792

0.747

2.203 0.802

제재

제재2

제재3

제재1

0.869

0.813

0.808

2.192 0.904

자기

효용성

자기효용성2

자기효용성3

자기효용성1

0.867

0.844

0.827

2.191 0.802

렇지 않다(1)까지로 구성하였으며, 연구가설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 및 검증을 위해 통계패키

지 SPSS 20을 활용하였다. 설문응답 대상자는

305명이며 분석한 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4. 실증 분석 및 가설 검증

4.1.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설문결과에 대한 실증분석에 앞서 요인별 타

당성 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각각 진행하여 실

증분석을 위한 정교화 과정을 실시하였다. 탐

색적 요인분석은 측정항목별 개별타당성 검증

을 위하여 주성분 분석 방식과 고유값이 1.0

이상인 요인을 선정하고 항목간 해석은 배리맥

스 회전방식(Varimax rotation)으로 실시하였

다. 송지준(2017)은 신뢰도 측정은 연구 개념과

설문에 대한 응답결과 각각의 변수와 얼마만큼

내적일관성이 있게 측정되었는지 검증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3].

일반적으로 설문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크론바하 알파값으로 평가한다[3]. Nunnally

(1978)에 따르면 크론바하 알파값이 0.6∼0.7이

면 허용 가능, 0.7∼0.9이면 적절 그리고 0.9 이

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간주한다[27]. 7개 변수에

대한 신뢰도 측정결과는 0.802∼0.904로서 모두

0.8 이상으로 변수 각각의 측정항목들 신뢰수준

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각각의 변수별 측정

항목과 변수와 대한 요인분석 결과값 및 검증

된 신뢰성 분석 결과는 <표 2>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에 이어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타당성 분석을 추

가하였다.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복수의 변수에

서 한 개의 변수가 변화함에 따라서 이외의 변

수가 변화하는 강도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3]. 변수간의 상관관계 결과는 절대값이 1에

가까울수록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크다고 볼 수

있다[3]. 상관관계 분석에 의한 타당성 검증결

과는 <표 3>으로 나타났다.

4.2. 연구가설 검증

본 연구는 제재 및 보호동기와 정보보호정책

준수 의도 간의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 주관적

규범을 매개로 검증하고 기업 등 조직에서 정

보보호정책 준수를 제고하는 데 각각의 요인별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가설 검

정을 위하여 단순회귀분석 방법과 다중회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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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구가설 검증 회귀분석

중속

변수
독립변수

표준

오차

베타

(β)
t값

유의

확률

공차

한계

주관적

규범

제재 0.042 0.046 0.978 0.329 0.992

지각된취약성 0.046 0.406 7.541 0.000 0.747

반응비용 0.042 0.147 3.025 0.003 0.910

자기효용성 0.048 0.210 4.011 0.000 0.790

R=0.593, R²=0.353, 수정된 R²=0.345

F=9.9563, p=0.000, 더빈욋슨=2.042

행동

의도

주관적규범 0.051 0.542 11.225 0.000 1.000

R=0.542, R²=0.067, 수정된 R²=0.087

F=12.275, p=0.000, 더빈욋슨=1.822

<표 5> 매개효과 분석

독립

변수

매개

변수

종속

변수
매개효과(유의수준)

더빈

왓슨

제재
주관적

규범

행동

의도
0.013x0.541=0.007(***) 1.845

지각된

취약성

주관적

규범

행동

의도
0.542x0.427=0.231(***) 1.786

반응

비용

주관적

규범

행동

의도
0.295x0.566=0.166(***) 1.801

자기

효용성

주관적

규범

행동

의도
0.418x0.405=0.169(***) 1.796

석 방법을 실시하였다. <표 4>는 지각된 취약

성과 반응비용 및 자기효용성과 주관적 규범과

의 관계에 t값과 유의확률이 각각 정(+)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주었다.

반면에 제재는 주관적 규범과 t값(0,978), 유의

확률(0,329)로서 인과관계가 없음을 보여주었

다. 따라서 연구가설2와 연구가설3 및 연구가

설 4는 채택이 되었으나 연구가설 1은 채택되

지 못하였다. 주관적 규범과 정보보호정책 준

수 의도와의 연구가설 검증결과 t값(11.225), 유

의확률(0.000)로 정(+)의 값으로 연구가설 5는

채택되었다.

정보보호정책 준수 의도에 대한 주관적 규범

에 미치는 영향은 지각된 취약성(β=0.406)이

가장 크며 자기효용성(β=0.210)과 반응비용(β

=0.147) 순서로 나타났다.

4.3. 매개효과 및 총효과 분석

매개효과분석은 일반적으로 SPSS에 의한 위

계적 회귀분석 측정방법을 사용한다. 또한 매

개효과 값은 간접효과로 활용되어 경로계수값

(β)을 측정값으로 검증한다[3]. 본 연구는 주관

적 규범을 매개변수로 채택하여 정보보호정책

준수 의도에 제재, 지각된 취약성, 반응비용 및

자기효용성에 의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검

증결과 유의수준에서 제재에 대한 매개효과는

표준화 경로계수값(β)이 0.007로 나타났고, 지

각된 취약성은 0.231로 나타났으며, 반응비용은

0.166으로 그리고 자기효용성은 0.169로 각각

<표 5>과 같이 나타났다. 더빈왓슨 통계량이

각각의 변수 검증결과에서 1.786에서 1.845로

모두 2.0 근처에 있으므로 모두 상관관계가 없

음을 검증하였다.

이와 같이 매개효과는 지각된 취약성, 자기

효용성, 반응비용 및 제재 순으로 검증되었다.

정보보호정책 준수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각각의 독립변수에 의한 총효과 분석을 위

하여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총효

과는 각각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직접효과를 보여주는 표준화 경로계

수값(β)과 매개변수로 채택한 주관적 규범을

경유하는 간접효과 표준화 경로계수 값(β값)을

합한 결과로 나타낼 수 있다. 총효과 분석에서

유의할 것은 β값의 측정에서 유의확률이 0.05

보다 큰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으므로 채택하지

않는다. 검증결과 제재와 행동의도간의 가설경

로에 대한 총효과는 직접효과 0.052, 간접효과

0.007로서 합하여 0.059의 β값을 보여주었다.

지각된 취약성과 행동 의도간의 가설경로에 대

한 총효과는 직접효과 0.427, 간접효과 0.231로

합하여 0.658의 경로계수 값(β)을 보여주었다.

반응비용과 행동 의도간의 총효과는 직접효과

는 유의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없으며 간접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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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총효과 분석

독립
변수

매개
변수

종속
변수

총효과
간접
효과

직접
효과

유의
수준

제재
주관적
규범

행동
의도

0.059 0.007 0.052 ***

지각된
취약성

주관적
규범

행동
의도

0.658 0.231 0.427 ***

반응
비용

주관적
규범

행동
의도

0.166 0.166 - ***

자기
효용성

주관적
규범

행동
의도

0,497 0.169 0.328 ***

0.328로서 0.328의 β값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자기효용성과 행동 의도간의 총효과는 직접효

과 0.328, 간접효과 0.169로 합하여 0.497의 β값

을 보여주었다. 이과 같이 총효과 결과는 지각

된 취약성, 자기효용성, 반응비용 및 제재 순으

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표 6>으로 요약하

였다.

5. 결론 및 시사점

5.1. 결론

본 연구는 기업 등 현업에서 종업원이 정보

보호정책을 준수하고자 하는 행동 의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행동 의도를 강화하기 위

하여 그간의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합리

적 행위이론과 억제이론 및 보호동기이론을 이

론적 근거와 변수로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결

과에서 정보보호정책 준수 의도를 강화하고자

종업원 개인의 주관적 규범은 매우 중요한 요

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검증되었다. 정보보호정

책 위반에 대한 제재와 인지된 정보보안 위협

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 및 반응비용과 자기효

용성 요인도 주관적 규범을 자극하는 영향요인

임을 가설검증 에 의한 인과관계 분석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가설검증과 연구모형에 대

한 통계분석으로 검증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과 같이 정보보호정책 준수 의도에 대한 연구

결과를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본 연구가 그간의 선행연구와 같이 합

리적 행위이론, 억제이론 및 보호동기이론에

따른 각각의 변수 간의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

다는 것이다. 이것은 합리적 행위이론은 토대

이론으로 선택된 다양한 선행요인이 실증적으

로 인과관계를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 매개변수 채택에 있어서 합리적

행위이론에서 태도를 매개요인으로 한 다양한

연구가 있었으나 주관적 규범을 매개요인으로

합리적 행위이론의 이론적 다양성과 확장성 검

증에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정보보호

정책 준수 의도에 대한 요인 분석에서 종업원

의 준수 의도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조직차원

에서 위반에 대한 제재의 강화 등의 경영활동

보다는 종업원 스스로 보안위협에 대한 스스로

취약점을 지각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정기적인

교육의 실시와 예방적 활용을 시행토록 하여

종업원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제공하는

정책적 배려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보보호정책 준수에 대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수반되는 비용 또는 소요시간

등에 대한 종업원의 부담을 제거하거나 최소화

하는 노력을 정책적 뒷받침으로 제도화하는 것

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5.2. 연구 시사점

이를 바탕으로 다음와 같은 실무적 관점에서

시사점을 마련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

보보호정책을 수립하고 준수하도록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경영진의 참여는 가능한 최소화 하

여 간접적인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회의 방

식을 활용하거나 외부전문가 등을 활용하는 것

이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선행연구 결

과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보호동기 요인을 적

극 활용하여 정보보호정책 준수를 위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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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가 사전에 종업원 스스로 부여될 수 있도

록 조직차원에서의 제재 강화보다 행동 실천에

따은 보상과 다양한 동기부여 조치가 우선적으

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실증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

일정부분 연구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

함에 있어 설문응답대상자를 현장방문을 활용

하여 종업원으로부터 실제 응답을 통한 직접적

인 조사이어야 함에도 인터넷을 활용한 간접방

식의 활용으로 설문응답자의 설문에 대한 보다

솔직한 견해와 평소 습득한 지식에 의한 응답

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하였다는 것이 아쉽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종업원의 정보보호정책 준

수 행동 의도를 유인하는 데 있어서 일부 제한

적인 선행요인을 변수로 채택하여 보다 포괄적

이고 충분한 분석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쉽다고 할 수 있으나 주관적 규범을 매개변

수로 선행변수와 독립변수간의 인과관계 분석

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검증하였다는 점을 제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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