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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정보보안 련 법률과 기업의 정보보안 정책에 한 조직 구성원들의 법행동

(compliance behavior)에 하여 계획된 행동이론과 사회  인지이론을 바탕으로 개인의 법에 한 

신념과 법행동 간의 계를 설명하고 법의식의 형성 과정에서의 법 련 지식의 요성을 제기하는 

연구모형의 분석을 통해 기업의 정보보안 컴 라이언스에 한 새로운 분석 방법을 제시하 다. 한 

기업 내에서 업무의 법 연 성이 법행동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 으로써 부문과 

직무에 따라 다르게 용될 수 있는 실질 인 근방법을 다루었다.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회사 내 법활동을 지원하기 한 법지원시스템을 도입하여 운 하고 

있는 국내 정유회사 S사 임직원을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분석하 다. 모델 검증 결과, 법에 

한 신념과 법 련 지식은 각각 법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치고, 법에 한 신념은 법 

련 지식을 통해 법행동에 더 정 인 향을 미치며, 이러한 법 련 지식에는 업무의 법 

연 성이 조 효과로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에 주를 이루었던 통제, 처벌과 같은 억제 요인의 효과성 측면에서 벗어나, 자발 인 

법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의 법 련 지식과 법 연 성의 역할을 실증 으로 연구한 

것에 의의가 있다. 특히 기업이 직면한 정보보안 련 법률과 기업의 정보보안 정책에 한 조직 

구성원들의 자발 이고 극 인 법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특성들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종합 인 

컴 라이언스 체계 수립에 기 가 되고 지속가능경 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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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보통신기술이 속도로 발 하고 통신  유

무선 네트워크 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의 경  

활동과 련된 정보의 유출 는 침해의 험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기업의 정보보안과 련된 

법률  제도 한  세계 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직원의 정보 유출로 

인한 기업 손실  고객 데이터 유출 등의 사고가 

지속 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의 발생

은 그 행 들을 근 하기 한 새로운 법률의 제정

을 수반하기도 한다(Weber and Wasieleski, 2012). 

특히 정보 유출 는 침해와 련된 사고의 발생

은 단순히  손실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평 하락과 더불어 지속가능성에도 심각

한 향을 주기도 함으로써  더 기업의 정보

보안이 요해지고 있다.

한편, 물리 , 기술  보안만으로는 기업의 정

보보안 역량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

라(박정국, 김인재, 2014; 한진 , 김유정, 2015), 

기업에서 정보보안 정책과 조직, 시스템, 그리고 

교육훈련과 같은 여러 가지 책을 도입함으로써 

정보보안 련 험 방과 응 능력을 강화하고

자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유출  침

해 사고는 지속 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고 발생

의 주요 원인으로는 조직 구성원 본인의 업무와 

련된 정보보안의 상과 법률 는 정책에 한 

지식 부재, 그리고 업무 과정에서의 보안 검 미

흡으로 인하여 의도치 않게 유출 는 침해하는 

경우와 함께, 조직 구성원이 개인의 이익을 목 으

로 의도 으로 유출 는 침해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보안사고의 발생을 Warkentin 

and Willison(2009)은 발생원천과 사고주체의 두 

가지 기 에 의해 4개의 사분면으로 구분하 으

며, 그 에서도 가장 큰 주목을 받는 부분은 내부

인에 의한 사고이다(Johnston and Warkentin, 2010).

이러한 맥락에서 정보보안의 이 차 조

직과 개인의 측면으로 환되고 있으며, 학계에

서도 최근에는 조직 구성원의 정보보안 컴 라이

언스에 집 하고 있다(김상훈, 박선 , 2011; 

이성규, 채명신, 2014; 임명성, 2013; 최명길, 최화 , 

2015; Bulgurcu et al., 2009; Ifinedo, 2014; Puhakainen, 

2006). 컴 라이언스란 규정을 비롯해 일반 행

의 테두리에서 업무가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자

발 인 일련의 사 검 로세스의 수라고 할 

수 있는데(조창훈, 이정진, 2013), 조직 구성원들

이 련 규정에 해 알고 이를 수하기 한 조

치를 취하고자 하는 노력과 목표를 포함하는 개

념으로 볼 수 있다(Silveira et al., 2012). 이러한 

에서 정보보안 정책은 조직 구성원들이 그들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보보안을 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다. Vroon and von Solms(2004)는 정보보안 

정책의 미 수는 부분 실무자들의 정책에 한 

무지함과 정책 수에 한 태만함을 원인으로 

꼽았는데, 조직은 임직원들에게 정보보안을 한 

정책을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더라도 이것

이 효과를 보기 해서는 임직원의 실제 인 정

보보안 행동과 정책 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김상 , 박선 , 2011). 국내에서도 조직 

구성원들의 정보보안 정책 수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김상 , 김근아(2012)는 기업의 정보보안

에 한 의식수  향상이 정보보안 정책 수 의

도에 향을 주어 침해 사고를 방하는데 요

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시하기도 하 다. 이

듯 정보자원의 보호를 해서는 조직 구성원의 

정보보안 정책의 수와 실천이 무엇보다도 요

하며, 정보보안은 조직 구성원의 이러한 실천

 행동에 의하여 많은 향을 받게 된다(김상 , 

박선 , 2011; 이선 , 이미정, 2008).

한편, 기존의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통제, 처

벌과 같은 억제 요인의 효과성 측면의 연구가 수

행되어 왔으나(Kankanhalli et al., 2003), 사람들이 

법규를 수하는 것은 처벌의 두려움 때문이 아

니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데(박 배,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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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규 수의 강제성만으로는 근본 인 법

의식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따라서 개인 ․규범  성향을 강화하여 자발

인 법행동을 유도하고 법문화를 형성할 필요가 

있는데(DeStefano, 2014; Cristie and David, 2009), 조

직 구성원들이 정보보안 련 법률과 기업의 정

보보안 정책을 제 로 인지하고 수하는데 필요

한 기업의 내․외부 요인을 통합 으로 규명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한진 , 김유정, 2015). 법률

과 규정을 수하려는 의도에 한 자발 인 동

기부여 요인을 새롭게 규명해 낸다면 기존의 강

제  요인과 함께 정책 참여 의도를 높이는 효과

를 낼 수 있을 것이다(최명길, 최화 , 2015). 이러

한 측면에서 직원들이 자발 으로 법률과 기업의 

정보보안 정책을 수하려는 의도에 향을 미치

는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볼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법률과 기업의 정보보

안 정책을 수하는 것을 포 으로 법률과 규

정(법규)의 수, 즉 “ 법”이라는 용어로 사용하

다. 한 기존의 연구들이 정보시스템에 한 

보안, 정보보안, 정보보호 등 유사한 용어와 

에서 근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보시스

템에 한 보안을 포 하는 회사 내의 요한 정

보자산에 한 보안 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결국 감시와 단속, 처벌

의 강도를 강화시키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으

며, 근본  해결책은 감시와 처벌이 없어도 자발

인 동기에 의하여 법규를 수하는 문화를 형성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처벌과 감시라는 제도와 

장치로 이루어지는 법행 가 미래의 법행

까지 담보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규를 

단순히 ‘지키도록’ 하는 교육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왜’지켜야 하는지에 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이 게 법규를 수하는 이유와 성향을 ‘

법의식’이라 하는데, 이것은 곧 미래의 법행 와

도 직결되는 것이다(송성민, 2007; 법무부, 2008).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보보안 컴 라이언스

를 정보보안 련 법률과 기업의 정보보안 정책

에 한 법행동(compliance behavior)이라는 보

다 포  에서 조직 내 개인은 어떤 과정을 

통해 자발 으로 법규를 수하게 되며, 특히 그 

과정에 있어서 법에 한 신념과 법 련 지

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 으

로 수행되었다. 한 조 효과로서 업무의 법 

연 성이 법행동 는 법에 한 지식에 어

떠한 향을 미치는지도 알아보았다. 결과 으로 

이러한 업무의 법 연 성에 따라 법행동에 

미치는 향이 다르다면, 업무에 따라 컴 라이언

스 로그램의 실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는 법의식 형성에 향을 미치

는 개인 의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정

보보안 강화 로그램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

는 토 와 함께 어떤 요인들을 심으로 이를 구

축해야 하는지에 한 시사 을 제공해  수 있

을 것이다.

Ⅱ. 이론  배경

2.1 계획된 행동이론과 합리  행동이론

계획된 행동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

은 합리  행동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의 확장으로(Ajzen and Fishbein, 1980; Fishbein 

and Ajzen, 1975), 태도와 행동 간의 계 설명을 

통해 다양한 행동을 측하기 하여 리 용되고 

있는 모델이다(Ajzen, 1985; Conner and Armitage, 

1998). 합리  행동이론은 신념과 태도, 그리고 의

도와 실제 행동 간의 인과 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Ajzen, 1985; Ajzen and Fishbein, 1980), 인간은 자

신이 갖고 있는 정보와 자신의 행동이 어떤 향을 

가져올 것인가를 고려해서 명하고 합리 인 방

식으로 행동을 취한다는 가정에 기 한다(Ajzen, 

1985, 1991). 행동에 한 결정요인은 행동을 수행

하려는 개인의 의도(intention)라는 것인데, 개인의 

태도는 이러한 의도를 형성하고, 의도는 실제 행동

으로 이어지며(Bass, 1999), 강한 의도를 가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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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목표를 성취하려는 노력을 하고 행동을 수행하

려는 동기화가 더 잘 된다는 것이다(Norman et al., 

2005). 따라서 행동목표를 수행하거나 행동을 계획

하려는 개인의 의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들의 행

동을 더욱 더 잘 측할 수 있다(Ajzen and Driver, 

1992).

계획된 행동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은 행

동에 한 신념, 규범  신념, 그리고 통제  신

념의 세 가지 요소로부터 시작된다. 먼 , 행동에 

한 신념(behavioral belief)은 행동에 한 태도

(attitude toward behavior)를 형성하는데, 이러한 

태도는 개인이 어떤 행동에 해 우호  는 비

우호  평가를 하는 정도로 정의되며, 한 개인이 

행동 는 상물에 해 가지는 정  는 부

정  평가나 일반 인 느낌의 정도를 말한다(Ajzen, 

1991). 규범  신념(normative belief)은 주  규

범(subjective norm)을 형성하는데, 사람들이 그 행

동을 실행할지 말아야 할지에 해 요한 주변

인물로부터 인지하는 사회  압력을 개념화한 것

이다(Rivis and Sheeran, 2003). 즉, 자신에게 요

한 사람들이 그 행동에 해 가지고 있는 태도에 

한 종합 인 단이다. 그리고 통제  신념

(control belief)은 인지된 행동통제(perceived be-

havioral control)를 형성하는데(Armitage and Conner, 

2001), 행동을 수행하는데 어려움과 용이함을 지

각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상되는 장애물뿐만 아

니라 과거의 경험도 반 한다. 통제  신념과 인

지된 행동 통제에 한 측정은 합리  행동이론

으로부터 확장하여 포함한 것이다(Ajzen, 1991). 

이러한 신념들이 모두 행동 수행을 한 의도에 

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정보시스

템 분야의 연구에서는 그 에서도 기술수용모델

(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과 같이 

부분 태도와 그에 향을 미치는 행동에 한 신

념에 이 맞추어져 왔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신념들이 외부의 다른 변수들로부터 향을 받기도 

하고  재구성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Bulgurcu, 

2010).

의도와 의 세 가지 독립 요인의 계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행동에 해 우호 인 태도를 

가질수록, 행동을 존 하는 주  규범일수록, 

인지된 행동통제가 클수록, 행동을 수행하려는 

개인의 의도는 강해진다(Ajzen and Driver, 1992). 

한편, 합리  행동이론과 계획된 행동이론에서는 

태도가 신념과 의도 간을 완 매개하는 것으로 

제시하 으나, 이후 실증 연구들에서는 신념과 

의도 간의 직  효과를 보여주는 모델들이 보고

되었는데(Triandis, 1977), Davis et al.(1989) 역시 

행동에 한 신념과 의도 간에 있어 태도의 매개

효과가 작다고 보고 기술수용모델에서 제외하

다(Bulgurcu, 2010). 

한편, 계획된 행동이론의 한계 과 약 이 지

되기도 하지만 여 히 계획된 행동이론은 사람들

이 왜 행동하는지를 이해하는데 있어 유효한 모델

이라는 지지를 받고 있다(Courneya and Bobick, 

2000). 따라서 본 연구는 이론의 한계 에도 불구

하고 여 히 인간의 행동을 측하는데 유용하다

는 평가를 받는 계획된 행동이론을 법의식 형성 

과정에 용하여 보고자 한다.

2.2 사회  인지이론

사회  인지이론(SCT: Social Cognition Theory)

은 여러 상황에서의 개인의 동기(motivation)와 생

각(thought), 그리고 행동(behavior)을 이해하는데 

리 사용되어 온 이론이다(Bandura, 1986). 이 이

론에 의하면, 사회  압력과 같은 환경  향과 

인지  요소, 그리고 성격과 행동을 포함한 개인

 요소는 상호간 향을 주는데(Bandura, 1986), 

개인은 단순히 환경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

니라, 본인의 환경을 정 으로 만들고 변화시

키기는 방향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사회  인지이론은 여러 가지 에서 근

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특히 인간의 행동을 

형성하고 통제하는 결과에 한 기 의 역할에 

더욱 을 맞추고자 하는데, 이는 요한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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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 Definition Sources

법에 한 신념

(Compliance 

Behavioral Belief)

본인의 업무 는 회사와 련된 법률과 

규정을 수하는 것이 스스로에게나

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

  Theory of Planned Behavior(Ajzen, 1991; Fishbein 

and Ajzen, 1975)

  Social Cognitive Theory (Bandura, 1977; 1986)

  법태도의 정서  역(곽한 , 2007)

법 련 지식

(Compliance 

Knowledge)

법률과 규정에 한 이해 정도와 법

검 방법 등 법규 수를 해 알고 

있는 지식의 수

  Theory of Planned Behavior(Ajzen, 1991; Fishbein 

and Ajzen, 1975)

  Social Cognitive Theory(Bandura, 1977, 1986)

  법태도의 인지  역(곽한 , 2007)

법행동

(Compliance 

Behavior)

본인의 법 실천과 법규를 수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의 정도

  Theory of Planned Behavior (Ajzen, 1991; Fishbein 

and Ajzen, 1975)

  Social Cognitive Theory(Bandura, 1977; 1986)

  법태도의 행동  역(곽한 , 2007)

<표 1> 연구 개념의 정의

요인들  하나이다. 어떤 활동을 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할 때 Bandura(1977)

는 이러한 기 를 “결과에 한 기 (outcome ex-

pectations)”라고 하 다. 자신의 행동의 결과 수

에 한 기 를 반 하는 결과에 한 기 는 미

래의 행동을 측하는 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개인은 그 결과가 정 일 것으로 상되

는 행동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결과에 한 기

는 그 결과가 부정 일 것으로 상되는 행동

을 하지 않도록 향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

에 한 기 는 정보시스템 연구에서도 사회  

인지이론 에서 개인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요

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Compeau and Higgins, 

1995; Compeau et al., 1999), 특히 컴퓨터 는 인

터넷의 사용, 지식공유 등의 종속변인에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su and Chiu, 2004; 

Stone and Henry, 2003).

Compeau and Higgins(1995)는 사회  인지이론

을 확장하여 컴퓨터의 이용 련하여 용하 는

데, 결과에 한 기 를 성과 련 결과에 한 

기 (정보시스템이 직무 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라

는 믿음)와 개인  결과에 한 기 (정보시스템

이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의 두 가지로 분류하 으며, 이러한 사회  

인지이론에서의 결과에 한 기 는 Davis(1989)가 

제시한 기술수용모델에서 구성개념으로 사용된 

인지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같은 결과

에 한 믿음이나 기 와도 일치한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은 단순히 환경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환경을 정 으로 

만들고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한다는 사회  

인지이론의 개념을 용함으로써, 단순히 자기 

효능감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사회  압력을 

비롯한 다양한 환경  상황까지도 향후 연구를 

통해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자발  지식 추구 과정

에 한 이해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Ⅲ.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법행동에 향을 주는 것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계획된 행동이론과 

사회  인지이론을 기반으로 법에 한 신념과 

법 련 지식을 독립변인으로, 그리고 법행동

을 종속변인으로 한정하 으며, <표 1>은 이를 바

탕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할 변수와 기존 연구자를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법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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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신념은 법행동에 직 으로 향을 미치고, 

한 학습동기를 통해 법 련 지식을 습득함으로

써 법의도에 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그림 

1>과 같이 연구 모형을 설정하 다.

3.2 가설설정

태도는 감정이나 평가를 의미하는 정서 (affec-

tive) 요소, 지식을 의미하는 인지 (cognitive) 요

소,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을 의미하는 행동

(behavioral) 요소로 나 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태도의 개념을 법규에 용하면 법규에 한 태도

는 ‘법규에 한 정서 , 인지 , 행동  성향’으

로 정의할 수 있다(김겸미, 박성 , 2014).

먼 , 법규에 한 태도의 정서  역은 법규에 

해 어떤 감정 혹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를 말하

는데, 법규를 얼마나 가깝고 익숙한 존재로 느끼는

가를 의미하는 법규에 한 친 감과, 얼마나 법규

가 공정하고 법규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업무와 

삶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가를 말하는 법규에 

한 신뢰감을 들 수 있다(곽한 , 2007). 이는 사회  

인지이론을 바탕으로 한 법행동으로 인한 결과

에 한 기 와 계획된 행동이론을 바탕으로 한 

법에 한 신념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론을 바탕으로 결국 법에 한 신념은 법행

동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법규에 한 태도의 인지  역으

로는 법규 내용에 한 지식과 법규를 수하기 

한 방법에 한 지식 등을 들 수 있다. 인지  

역은 일반 으로 ‘지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해되는데, 자신의 인지 체계 내에서 특정 상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와 련된 포  역으로 볼 

수 있다(곽한 , 2007). Glanz et al.(2008)은 통합 

행동모델(Integrated Behavioral Model)을 통해 행

동에 향을 직 으로 주는 요소  하나로 지

식과 스킬을 제시하 는데, 회사경 에 직․간

으로 련된 각종 법규에 한 지식뿐만 아니

라 법규를 반하지 않기 해서는 무엇을 어떻

게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실

질 인 법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규에 한 행동  역은 인지

, 정서  요인들의 결과로서 법 인 행동을 하

려는 의지를 갖는 것으로, 법의도를 말하며, 즉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법행동에 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지식 련 연구들은 규제 수 상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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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이해와 수용에 해 설명해 주고 있는데, 

법규에 한 태도와 지식은 법 의도의 기본을 

형성하고, 이러한 의도는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다

고 볼 수 있다(Ajzen, 1985; Bass, 1999; Fishbein and 

Ajzen, 1975). 즉, 법에 한 정 인 태도는 법

규 자체에 한 신뢰와 법의 당 성을 형성하고, 

어떤 법규를 왜, 어떻게 수해야 하는지에 한 

지식을 갖춤으로써 법규에 한 자발 인 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다

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 다.

H1: 법에 한 신념은 법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2: 법 련 지식은 법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3: 법에 한 신념은 법 련 지식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업무 분야나 직무, 직책 등에 따라 법규

와의 연 성이 다르다. 를 들어 업이나 연구

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업비 의 유출 는 

타사 업비  침해와 련된 법규에 상 으로 

더 한 연 이 있고, 고객의 정보를 다루는 고

객서비스 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한 법규에 더 연 이 있을 것이다. 

한 각각 본인의 업무와 련된 법규 미 수 사

례를 주변으로부터 많이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법규에 하여 본인 업무의 법 연 성이 높다

고 인지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업무의 법 연

성에 해 인지하는 정도는 법규 미 수로 인

해 빚어지는 피해의 정도에 한 인식 차에 따라, 

그리고 그러한 법규 수를 한 개인의 처리 능

력이나 익숙함에 따라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Slovic, 1987).

가설 1과 가설 3에서는 법에 한 신념이 

법행동과 법 련 지식에 각각 향을 미친다

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서는 이러한 향이 

업무의 법 연 성에 따라 다르다는데 을 

둔다. 즉, 업무의 법 연 성이 높다고 인지하는 

집단과 낮다고 인지하는 집단에 따라 법에 

한 신념이 법행동과 법 련 지식에 미치는 

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다.

이와 같은 연 성의 개념은 기존 마  분야

에서 연구되어 온 여도라는 을 용해 볼 

수 있는데, 련 마  문헌들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Venkatesh et al.(2003)은 웹 사이트의 사용에 있

어서 사용자의 여도가 낮을수록 웹 사이트를 

피상 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웹 사이트의 이용편

리성이 사용의도에 미치는 향이 높다는 것을 

입증하 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는 공통 으로 

경험이 거나 여도가 낮을수록 향 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를 본 연구에 용하면 업무의 

법 연 성이 낮을수록 법에 한 신념이 

법행동에 미치는 향이 높다고 가정할 수 있다. 

즉, 본인 업무의 법 연 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

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법에 한 신념에 비해 

실제 법행동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법을 한 

의지와 노력의 수 을 충분치 않게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업무의 법 연 성이 낮다고 생각하

는 사람들은 상황을 상 으로 피상 으로 단

하여 법에 한 신념에 따라 높은 수 의 법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업무

의 법 연 성이 높은 집단보다 낮은 집단에서 

법에 한 신념이 법행동에 미치는 향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고, 따라서 업무의 법 연

성의 부정 인 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상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본 연구에 용하여 다음

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 다.

H4: 법에 한 신념이 법행동에 미치는 

향에 있어 업무의 법 연 성의 부(-)의 

조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한편, 업무의 법 연 성이 높을수록 법에 



김 상 수․김 용 진

134 Information Systems Review, Vol.18, No.2

구 분 구성개념 Item

독립변인
법에 한 

신념

BB1 나의 업무와 련된 법규를 수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매우 도움이 된다.

BB2 나의 업무와 련된 법규를 수하는 것은 회사에게 매우 도움이 된다.

BB3 회사와 련된 법규를 수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매우 도움이 된다.

BB4 회사와 련된 법규를 수하는 것은 회사에게 매우 도움이 된다.

매개변인
법 련 

지식

CK1 나는 나의 업무와 련된 법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CK2 나는 나의 업무와 련된 법규를 잘 이해하고 있다.

CK3 나는 나의 업무와 련된 법규가 언제 제/개정 는지 잘 알고 있다.

CK4 나는 나의 업무와 련된 법규의 제/개정 내역을 잘 알고 있다.

CK5 나는 나의 업무와 련하여 어떻게 법 검을 수행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CK6 나는 나의 업무와 련된 법규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CK7 나는 나의 업무와 련된 법 수행 로세스를 잘 알고 있다.

종속변인 법행동

CB1 나는 업무와 련된 법규를 잘 수하고 있다.

CB2 나는 앞으로도 계속 법규를 잘 수할 것이다.

CB3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법규를 수하도록 권할 것이다.

CB4 나는 업무와 련된 법규 수 의무를 다하고 있다.

CB5 나는 업무와 련된 법규를 반하지않고자 노력한다.

조 변인
업무의 법 

연 성
RJ 나의 업무는 법활동과 련이 있다.

<표 2> 연구변수의 조작화

한 신념이 법 련 지식에 미치는 향이 높

다고 가정할 수 있다. 즉, 본인 업무의 법 연

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법규를 

수하기 해 법 련 지식을 갖추려는 노력

에 의하여 상 인 지식의 수 이 더 높다고 인

식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업무의 법 연 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법규 수 요구를 비

교  덜 느끼므로 법 련 지식을 갖추려는 노

력을 덜 함으로 인해 상 인 지식의 수 이 더 

낮다고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업무의 법 연

성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에서 법에 한 

신념이 법 련 지식에 미치는 향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고, 따라서 업무의 법 연 성의 

정 인 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상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본 연구에 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 다.

H5: 법에 한 신념이 법 련 지식에 미

치는 향에 있어 업무의 법 연 성의 

정(+)의 조 효과가 있을 것이다.

3.3 연구변수의 조작화

본 연구의 변수들과 측정 아이템들은 기존의 

연구를 참고하여 도출하 으며, 필요한 경우 본 

연구의 상황에 맞게 수정되었다.

먼  독립변인인 법에 한 신념은 법규의 

필요성에 한 인식과 법의 효용성을 묻는 4개

의 문항으로 구성하 으며, 매개변인인 법 

련 지식은 법규에 한 인지와 이해도, 그리고 법

규를 수하기 한 방법에 한 지식을 묻는 7

개의 문항으로 구성하 다. 종속변인인 법행동

은 본인의 법 실천과 법규를 수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의 정도를 묻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

하 으며, 조 변인인 업무의 법 연 성은 본

인의 업무가 법 활동과 련이 있다고 인지하

는 정도를 묻는 단일항목으로 설정하 다. 설문

의 모든 아이템은 Likert 5  척도로 측정되었으

며,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변수의 정의와 측정항

목은 <표 2>와 같다.

한편, 업무의 법 연 성과 같이 단일항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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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측정할 경우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Cook and Campbell, 1979). 즉, 단일항목 측정의 

약 은 해당 구성개념이 정확하게 측정되었는지

에 한 입증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Straub 

et al.(2004)에 따르면 단일항목에 의한 측정이 

합한 경우가 존재하기도 하며, 특히 태도와 련

된 연구의 경우 단일항목에 의한 측정이 복수항

목에 의한 측정에 비해 오히려 정확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Bendapudi and Leone, 2003; Bitner, 

1990; Galletta and Lederer, 1989; Szymanski and 

Henard, 2001). 이는 단일항목 측정에 의한 하나의 

종합  단이 특정 측면에 한 응답자의 가

치를 보다 효과 으로 반 할 수 있기 때문

이라는 것이다(Gardner et al., 1998; Szymanski and 

Henard, 2001). 이러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업무의 법 연 성에 하여 단일항목

을 설정하여 측정한 것에 한 문제는 없다고 

단하 다.

Ⅳ. 연구방법  결과

4.1 데이터 수집

본 연구의 설문 상은 회사  업무 련 법규 

정보를 공유하고 자율 인 법문화를 고취하기 

한 목 으로 법지원시스템을 도입하여 운

하고 있는 국내 정유회사 S사 임직원을 상으로 

하 다. S사의 법지원시스템은 회사와 련된 

다양한 법률 정보와 기업의 정책  가이드라인

을 제공하고 있으며, 조직 구성원이 본인의 업무

와 련된 법 련 정보를 체크하고 자율  

법 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S사의 정보보안과 련된 법률  정책의 

용범 는 업무의 법 연 성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부서  임직원에 해당하므로, 법지

원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임직원 체를 상으

로 선정하 는데, 실제로 임직원들은 법지원시

스템을 활용하여 언제든지 정보보안 련 법률 

정보와 회사의 정책  가이드라인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보보안 

수를 유도하기 해 개발된 체크리스트를 통해 

정기 는 수시로 자율  법 검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가설을 실증 으로 연 

구하기 해 비조사와 pilot 조사, 그리고 본 조

사의 3단계로 설계된 설문 조사 방법을 사용하 다. 

먼 , 도출된 측정 아이템에 하여 문가 패

을 통해 1차 인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 다. 

문가 패 은 S사의 법지원   외부의 자문

으로 구성하여 내용의 완결성  용어의 

성 등에 해 검증을 하 다. 2번째 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검증된 측정도구를 S사의 법지원

과 법무 을 심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48부

의 응답 데이터를 수집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측정도구의 완 성을 검토하 다. 마지막으로 3

번째 단계인 본 조사에서는 앞서 2단계를 거쳐 

보완된 측정도구를 pilot 조사에 참여하 던 응

답자를 제외한 S사 임직원 2,300명을 상으로 

법지원시스템의 설문 기능을 통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2015년 8월 31일부터 2015년 9월 14일

까지 2주간 응답 데이터를 수집하 다. 설문참여

를 독려하기 해서 체 참여자들을 상으로 

1차례의 독려 조문을 발송하 으며, 설문 상자 

 995명이 응답하여 43.3%의 회수율을 보 다. 

이 에서 응답이 부 하거나 오류가 있는 20

부를 제외하고 975부의 설문지를 실증분석에 활

용하 다.

부문은 크게 CEO 직속과 리, 마 , 운 , 

그리고 기타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생산직

이 포함된 운 부문이 68.6%로 가장 높았고, 마

부문이 21.9%, 리부문과 CEO 직속, 그리고 기

타가 각각 2.5%, 1.5%, 5.4%로 나타났다. 직무는 

생산직이 59.1%로 가장 높았고, 사무직이 40.2%, 

기타(법무원)가 0.7%로 나타났다. 인구 통계학 정

보는 <표 3>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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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법 련 지식 법행동 법에 한 신념 공통성

CK1 .702 .300 .356 .709

CK2 .749 .256 .315 .725

CK3 .845 .171 .101 .753

CK4 .863 .190 .162 .808

CK5 .821 .200 .240 .772

CK6 .832 .182 .206 .768

CK7 .819 .225 .241 .779

CB1 .254 .825 .216 .792

CB2 .196 .856 .236 .826

CB3 .233 .769 .274 .721

CB4 .264 .825 .263 .820

CB5 .195 .802 .288 .764

BB1 .291 .243 .796 .778

BB2 .228 .316 .828 .837

BB3 .295 .305 .807 .831

BB4 .254 .339 .796 .814

고유값 4.920 4.528 3.196

설명분산(%) 31.896 25.244 20.970

된 설명분산(%) 31.896 57.139 78.109

Cronbach’s α .944 .929 .924

KMO = .937, Bartlett’s χ2 = 14593.305(p < .001)

<표 4> 탐색  요인분석 결과

구 분 응답수 (비율)

부문

CEO 직속 15(1.5%)

리부문 24(2.5%)

마 부문 214(21.9%)

운 부문 669(68.6%)

기타 53(5.4%)

합계 975(100%)

직무

사무직 392(40.2%)

생산직 576(59.1%)

기타(법무원) 7(0.7%)

합계 975(100%)

업무의

법 연 성

 없다 16(1.6%)

별로 없다 127(13.0%)

보통이다 361(37.0%)

약간 있다 258(26.5%)

매우 많다 213(21.8%)

합계 975(100%)

<표 3> 인구통계학 정보 4.2 데이터 분석

본 연구에서는 회수된 응답 데이터를 SPSS 

18.0과 smart-PLS 2.0 M3를 활용한 경로모형 분석

을 수행하 다. PLS는 표본의 크기와 변수  잔

차의 정규분포에 한 제약이 없으며(Fornell and 

Cha, 1994), 인과 계 측에 유용한 분석도구로 

최근 연구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Chin et al., 

2003). PLS 분석은 측정 아이템의 신뢰도와 타당

도에 한 분석을 포함하는 측정모형에 한 평

가와 구조방정식 모형에 한 평가로 구분될 수 

있다.

4.2.1 신뢰성  타당성 분석

측정문항들의 단일차원성을 검증하기 해 탐

색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

한 결과 <표 4>의 결과를 얻었으며, 단일항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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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 AVE BB CB CK RJ

BB 0.947 0.816 (0.9033)

CB 0.948 0.783 0.642 (0.885)

CK 0.954 0.749 0.600 0.553 (0.865)

RJ 1.000 1.000 0.406 0.327 0.507 (1.000)

<표 5> CR1, AVE2,  잠재변수 간의 계

1. CR - Composite Reliability.

2. AVE - Average Variance Extracted.

3. The number in parenthesis is the square root of AVE.

측정된 업무의 법 연 성과 분석과정에서 공통

성(commonality)이 0.5 이하이며 요인 재치(factor 

loading)의 loading estimate이 0.6 이하인 문항은 분

석에서 제외하 다. 탐색  요인분석에 한 데이

터 합성 검증결과 <표 4>와 같이 KMO 데이터 

합성은 0.937로 요인분석을 한 변수들의 선정

이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으며, Barlett의 구형성 검

증은 0.001 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요인분석의 사용이 합하며 공통요인이 존재

한다고 단할 수 있는 결과이다(Hair et al., 2010). 

한 각 변수의 요인 재치가 법 련 지식은 

0.702에서 0.863, 법행동은 0.769에서 0.856, 

법에 한 신념은 0.796에서 0.828로 나타나서 요

인 재치의 이상 인 수 인 0.6을 모두 상회하

므로 구성개념들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단

하 다. 

<표 5>는 연구모형의 내 일 성(internal con-

sistency)을 확인하기 하여 복합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와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

tracted)을 구한 결과와 잠재변수들 간의 상 계 

 평균분산추출값의 제곱근을 보여 주고 있다.

요인 재값과는 별도로 측정모형의 내 일

성은 복합신뢰도의 값이 0.7보다 크고, 평균분산

추출 값이 0.5보다 클 때 확보된다고 볼 수 있다

(Fornell and Larcker, 1981). <표 5>의 결과를 보면, 

복합신뢰도의 값이 모두 0.9보다 높으며 평균분

산추출값이 모두 0.7보다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

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이 매우 높은 내

일 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내 타당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표 5>는 모든 평균분산추출값의 제곱근 

값이 다른 잠재변수들간의 상 계보다 큰 값을 

가짐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평균분산추출값의 

제곱근이 구성개념과 다른 구성개념 사이의 상

계수보다 큰 값을 가짐으로써 잠재변수들 간  

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이 있음을 의미한다

(Fornell and Larcker, 1981).

한편, 측정모형에서 사용된 변수들이 동일한 

설문을 사용하여 측정되었으므로, 동일방법편의

(common method bias)가 나타날 수 있다. 동일방

법편의는 잠재변수 자체에 의해 나타나는 분산이

라기보다는 동일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나타나 

는 편의를 말한다(Podsakoff et al., 2003). 본 연구

에서는 동일방법편의를 테스트하기 하여 mark-

er-variable technique을 사용하 는데, 이는 자료 

수집 단계에서 연구 모형과  상 없는 mark-

er-variable을 만들어 각 변수에 넣어본 뒤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이다.

즉, 통제 변수로 포함하 어도 여 히 유의미한 

변수들만이 진정한 계를 보인다면 동일방법편

의는 없다고 가정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 

단계에서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marker-variable

을 포함하여 측정하 으며, 이를 포함하여도 cor-

relation의 차이가 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PLS를 

사용할 경우 필요한 샘 수와 오차의 분산에 한 

엄 성 정도를 고려하 을 경우 이 연구의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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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05, **p < 0.01, ***p < 0.001

Two tailed test at n = 500 (resampling).

<그림 2> 구조모형 분석 결과

동일방법편의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은 다고 할 

수 있다(Wold, 1985).

4.2.2 구조모형 분석

일반 으로 공분산 기반의 구조방정식 모형은 

모델의 합도를 강조하기 때문에 CFI, NFI 등 다

양한 합도 측정지표들이 개발되어 온 것에 비

하여 주성분 기반의 PLS 방법론은 상 으로 그

질 못하 으나, 최근에는 PLS 구조방정식 모형

의 합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모델의 합도 지표들이 개발되고 있다(김찬  

등, 2015). Wetzels et al.(2009)은 각각의 잠재변수

의 분산추출지수(AVE)가 공통성(commonality) 지

표와 동등하다고 보았는데, 이에 따라 모델의 평

균 분산추출지수()를 평균 공통성 신에 사

용할 수 있으며, 모델 합도지표(GoF; Goodness 

of fit)의 단 기 은 다음과 같다: small = 0.1, 

medium = 0.25, large = 0.36.

본 연구의 측정모델의 GoF는 0.596으로 나타

나, Wetzels가 제시한 기  0.36보다 커 모델 합

도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GoF 공식은 다음

과 같으며, 모든 내생변수의 R2의 평균값과 평균 

분산추출지수를 곱한 뒤, 이를 다시 제곱근을 한 

값으로 정의된다(Wetzels et al., 2009).

 GoF = ×
 

한편, PLS 모델에서 경로계수의 값들은 표 화

된 회귀값들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회귀계수들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려면 통계  기 과 계없

이 최소 0.05 이상 는 보수 으로 봤을 때 0.1 

이상이 되어야 한다(Pedhazur, 1997).

<그림 2>에서 보여지듯, H4와 H5의 조 효과

를 제외한 모든 경로의 값들은 모두 보수 인 기

을 만족시키고 있으며, 이 경로들은 모두 통계

으로 p < 0.001에서 유의한 값들을 보여주고 있다. 

한 법에 한 신념과 법 련 지식 간의 조

효과 경로계수는 0.074이며 이 역시 통계 으

로 p < 0.05에서 유의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 제시된 5개의 가설들  4개의 가

설들(H1, H2, H3, H5)이 지지되었다.

그리고 각 내생변수들의 높은 R
2
값들은 이 논

문에서 제시한 모형이 법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그 조 효과에 해 측할 수 있는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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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is Path Coefficient t-value p-value Significant Level Result

H1 BB → CB 0.491 16.028 *** p < 0.001 Supported

H2 CK → CB 0.259 8.152 *** p < 0.001 Supported

H3 BB → CK 0.481 17.619 *** p < 0.001 Supported

H4 BB × RJ → CB 0.038 0.963 n.s. - Not Supported

H5 BB × RJ → CK 0.074 2.451 * p < 0.05 Supported

n.s.: not significant.

<표 6> 구조모형 분석을 통한 가설 검증 결과 요약

경로 직 효과 간 효과 총효과

법에 한 신념(BB)
법 련 지식(CK) 0.481*** - 0.481

법행동(CB) 0.491*** 0.125 0.616

법 련 지식(CK) 법행동(CB) 0.259*** - 0.259

<표 7>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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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법에 한 신념과 법행동 간에 있어

서 업무의 법 연 성의 조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H4는 기각되었다. 구조모형 

분석을 통한 가설 검증 결과 요약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4.2.3 매개효과 검증

Hair et al.(2006)은 매개효과 검증에 해서 

Baron and Kenny(1986) 연구를 기 로 하여 다음

과 같은 차를 제시하고 있다.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모형의 독립변수, 매개변

수, 종속변수가 각각 X, M, Y라 한다면 첫째, X와 

Y간 상 계는 유의하여야 하고, 둘째, X와 M

간 상 계가 유의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M

과 Y간 상 계가 유의하여야 한다. 만약 X와 

Y 사이에 M이 개입된 상태에서 X와 Y의 계가 

유의한 상태로  변함이 없다면 매개효과는 

없는 것이며, X와 Y 사이에 M이 개입된 상태에

서 X와 Y의 계가 유의하지만 약하게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변하면 부분매개(partial mediation)라 

하고, X와 Y 사이에 M이 개입된 상태에서 X와 

Y 계가 유의하지 않은 상태로 변하면 완 매개

(full mediation)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와 같은 근거로 법 련 지식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를 보았을 때, 독립변수인 법에 한 

신념에 하여 <표 7>의 결과와 같이 법에 

한 신념 → 법행동의 직  경로계수가 통계

으로 유의하나 유의 정도가 개별경로로 연결한 

경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유

의성을 검증하기 하여 소벨검정(Sobel, 1982)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법 련 지식의 매개효과는 법에 한 신

념과 법행동에 있어서 Z = 7.335(p < 0.001)로 유

의 인 간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다. 즉, 법에 

한 신념→ 법 련 지식→ 법행동 사이의 

간 효과(indirect effect)가 통계 으로 유의하므

로 부분매개(partial mediation)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법 련 지식의 매

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김 상 수․김 용 진

140 Information Systems Review, Vol.18, No.2

Variables 법 연 성 표본수 F t-value Mean±SE Significance Result

BB
High 471

3.118 10.463*** 4.489±0.507
O High > Low

Low 504 4.127±0.569

CK
High 471

1.272 15.598
*** 4.119±0.563

O High > Low
Low 504 3.538±0.597

CB
High 471

66.749 9.757*** 4.716±0.415
O High > Low

Low 504 4.427±0.506

<표 9> 업무의 법 연 성 High-Low 집단 간 차이 검증결과

Path A(SEA) B(SEB) Sobel test Statistic P Mediation Effect

BB → CK → CB .472(.028) .263(.032) 7.335 .000 Yes

<표 8> 소벨 검증 결과

SEA는 A의 표 오차, SEB는 B의 표 오차임.

Two tailed test.

4.2.4 다 집단 분석  조 효과 검증

구조모형의 검증에서 업무의 법 연 성의 

조 효과는 일부 기각되었으나, 보다 명확한 규

명을 하여 다 집단 분석을 통한 조 효과 검

증을 추가로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업무의 법 연 성이 높은 집

단과 낮은 집단을 구분하여 다 집단 분석을 수

행함으로써 개념  경로계수에 한 집단 간 차

이가 있는지 여부와 각각에 한 조 효과가 있

는지를 도식화를 통해 검증하 다.

먼 , 각 집단 별 개념에 한 인식은 업무의 

법 연 성의 높고 낮음으로 구분된 집단에서 유

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업무

의 법 연 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은 법에 

한 신념, 법 련 지식, 법행동에 해 인지

하는 수 이 서로 다름을 말해주는 결과로 볼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법 연 성이 높은 집

단과 낮은 집단 간의 경로차이를 분석하기 하여 

t-test를 실시하 으며, 다음의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하 다(Chin et al., 2003). 이는  ∼

 의 분포를 가지고 두 집단 간의 평균이 

같다는 귀무가설(H0)로 검증할 수 있다(Berry and 

Lindgren, 1996).

tij=



    

  
× 

    

  
× 

 × 





 

 
  

: 번째 경로계수

: 번째 표  크기

: 번째 경로계수의 표 오차

의 자유도:   

업무의 법 연 성이 높고 낮은 집단 간의 경로

차이 검증결과는 <표 10>과 같다. 결과에서도 나타

나듯이, 업무의 법 연 성이 높고 낮음으로 구분

된 집단의 경우, 측정모형의 가설 H1과 H3에서 

각각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 졌다. 특히, 

H1에서는 업무의 법 연 성이 낮은 경우의 경로

계수와 t값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나, H4 도출 

과정에서 업무의 법 연 성이 높은 집단보다 낮은 

집단에서 법에 한 신념이 법행동에 미치는 

향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상과 일치한다. 

정리하면, 이러한 결과들은 법 연 성이 높고 낮음

에 따라 측정모형의 가설이 다르게 인지되고 있다는 

을 시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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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is 구 분 High Low Result

H1 BB → CB

경로계수 0.426 0.497

O

(High < Low)

표 오차 0.056 0.039

t-value 7.977*** 12.892***

계수 차의 t값 -23.067***

H3 BB → CK

경로계수 0.548 0.481

O

(High > Low)

표 오차 0.038 0.035

t-value 14.206
*** 12.906***

계수 차의 t값 28.704***

<표 10> 법 연 성 High-Low 집단의 경로차이 검증결과

<그림 3> 업무의 법 연 성의 조 효과

이에 따라 법에 한 신념과 업무의 법 연

성 간의 조 효과를 살펴보기 하여 PLS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Cohen, 1992)을 사용하 는

데, 조 효과가 없는 경우와 조 효과가 있는 경

우의 설명력 비교를 통해서 조 효과의 크기를 

언 할 수 있다. 조 효과의 크기는 조 변수의 

강도를 기술 으로 나타내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조 효과지수


 = 주효과모델(상호작용항 포함 이 모델)

의 설명력


 = 상호작용항이 포함된 모델의 설명력

조 효과지수는 조 효과의 략 인 크기인

데, 0.02 이하이면 조 효과가 작은 값, 0.15는 

간, 0.35 이상이면 조 효과가 큰 경우로 해석하

면 된다. 본 연구모형에서는 상호작용항이 법 

련 지식에 미치는 향이 0.074, T Statistics = 

2.451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하고, 의 값이 

0.009로 작은 조 효과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상호작용항이 법행동에 미치는 향은 

0.038, T Statistics = 0.963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

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법에 한 신념과 법행동 간, 그리

고 법에 한 신념과 법 련 지식 간 법 

연 성의 조 효과를 보다 직 으로 자세하게 

보기 해 법에 한 신념의 평균인 4.302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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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상․하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계를 

<그림 3>에 도식화하 다.

결과 으로 법에 한 신념과 법행동 간

에는 조 효과가 없고, 법에 한 신념과 법 

련 지식 간에는 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나 앞서 구조모형 검증 결과  조 효과지수로 

살펴본 결과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Ⅴ. 논의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정보보안 련 법률과 기업의 

정보보안 정책에 한 조직 구성원들의 법행동

(compliance behavior)이라는 포  으로 

근하여 계획된 행동이론과 사회  인지이론을 바

탕으로 개인의 법에 한 신념과 법행동 간

의 계를 설명하고 법의식의 형성 과정에서의 

법 련 지식의 요성을 제기하는 연구모형의 

분석을 통해 기업의 정보보안 컴 라이언스에 

한 새로운 분석 방법을 제시하 다. 한 기업 내

에서 업무의 법 연 성이 법행동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 으로써 부문과 직무

에 따라 다르게 용될 수 있는 실질 인 근방

법을 다루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에 한 신념과 법 련 지식은 각각 법

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친다. 즉, 법행동으

로 인한 결과에 한 정 인 믿음과 어떤 법규

를 왜, 어떻게 수해야 하는지에 한 상세한 지

식은 법규 자체에 한 신뢰와 법의 당 성을 

형성함으로써 법규에 한 자발 인 수로 이어

진다는 것이다.

둘째, 법에 한 신념은 법 련 지식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이러한 법 련 지식을 

통해 법행동에 더 정 인 향을 미친다. 즉, 

법에 한 신념이 높을수록 법 련 지식을 

더 갖추고자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법행동

에 한 향은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셋째, 업무의 법 연 성의 조 효과는 법

행동에 해서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으나, 

법 련 지식에 해서는 유의한 향을 미친다. 

가설 4에서는 업무의 법 연 성이 높으면 오히

려 본인의 법에 한 신념에 비해 실제 법행

동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법을 한 의지와 노력

의 수 을 충분치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상하 으나, 연구결과 유의한 조 효과가 나타나

지 않았다. 이는 다시 말해 업무의 법 연 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 으로 법행동

의 상황을 피상 으로 단하는 정도가 의미 있게 

구별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S사의 경우 법체계

와 이를 지원하기 한 법지원시스템 구축 후 

아직 충분한 정착기간을 거치지 않은 창기 단계

이므로 이와 같은 조직 구성원들의 피상  단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 업무의 법 연 성이 높을수록 법 련 

지식을 더 갖추고자 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

으므로, 교육 방법 는 컴 라이언스 로그램을 

부문과 직무를 고려하여 다르게 용할 필요가 있

음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기업

의 효과 인 법경 을 통한 정보보안 강화를 

해서는 단순히 감시와 처벌을 통한 강제성에 

을 맞추기 보다는, 임직원들이 법에 한 

정 인 태도를 형성하고, 이들이 회사  업무

와 련한 법규의 내용과 법 방법에 한 지식

을 함양하기 한 구조, 그리고 이러한 조직문화

 측면에 을 맞추는 것이 보다 기업의 효과

인 정보보안 역량 강화를 해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에 주를 이루었던 통제, 처벌과 

같은 억제 요인의 효과성 측면에서 벗어나, 자발

인 법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의 

법에 한 신념과 법 련 지식의 역할을 실증

으로 연구한 것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개인 

의 법행동 메커니즘의 이해를 통해 보다 효

율 이고 효과 인 법률과 규정의 제정과 운 , 

그리고 기업의 법체계 구축에 도움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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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기업이 직면한 정보보

안 련 법률과 기업의 정보보안 정책에 한 조

직 구성원들의 자발 이고 극 인 법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특성들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종합 인 컴 라이언스 체계 수립에 기 가 되고 

지속가능경 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 한다.

한편, 본 연구는 몇 가지의 한계 을 통해 차후

의 련 연구가 고려할 수 있는 개선 을 제안하

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의 상이 법지원시스

템을 도입한 한 개의 기업에 속한 임직원들이므

로 법행동 메커니즘에 한 일반화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문제 을 안겨 다. 차후의 연구에

서는 다양한 산업에 속한 임직원들을 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

각된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  측면에 

을 맞추고 법에 한 신념과 지식의 개념

만을 상으로 하고 있다는 에서, 향후의 연구

는 법규 수를 한 기업 내의 문화와 분 기, 

즉 사회  압력(social pressure), 그리고 최고경

진의 의지(top management support), 법지원시스

템의 활용 등 기업 내에서 임직원 개인에 향을 

 수 있는 다양한 의 개념들을 종합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본 연구는 의도

이지 않은 법규 미 수의 경우에 한하여 설명

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조직 구

성원이 본인의 특정 행 가 법규를 수하지 않

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 으

로 행하는 경우에 해서는 설명해 주는데 한계

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의도 인 행 에 

해서도 포 으로 근할 필요가 있다. 마지

막으로 지식 습득의 방법과 과정, 그리고 유형에 

따라 구분한다면 보다 실질 인 정보보안 컴 라

이언스 체계 구축에 실무 인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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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sed on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on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Social Cognitive 

Theory, this study proposes and empirically examines a structural model consisting of factors affecting 

voluntary information security compliance behavior. To test the proposed research model, the study analyzes 

survey results from employees of a major Korean energy company, which employs an enterprise compliance 

support system. Results indicate three factors: compliance behavioral belief and compliance knowledge 

affect compliance behavior; compliance knowledge works as a medi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liance behavioral belief and compliance behavior; and the more relevant the compliance is to an 

employee’s job, the more the employee prioritizes compliance knowledge. This study suggests methods 

for encouraging employees to embrace voluntary, positive information security compliance standards. 

By doing so, this article aims to promote a more effective corporate compliance system for information 

security and enhance sustainable management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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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Job, Theory of Planned Behavior, Social Cognition Theor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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