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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future directions of studies on information privacy by

analyzing past and recent trends of the studies. For this, we have reviewed extensive previous

studies on information privacy in local and foreign information systems, marketing and other fields. The

extensive review of existing studies on information privacy has revealed several distinctive trends in information

privacy-related studies. First, the concept of information privacy has changed from the 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to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information. Second, many studies have focused on “privacy calculus”,

which investigates benefits and risks involved with personal information. Third, information privacy concerns

(IPC) represents a general perception about information privacy and many empirical studies have tried to develop

a model for measuring IPC. Forth, most studies have examined the information privacy issue at individual level

and few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on organizations or nations. Lastly, most studies conducted in Korea tend

to focus on law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information privacy, while there are few studies for developing an IPC

measurement model or finding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I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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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정보 프라이버시의 향후 연구방향 도출을 위한 선행연구 분석

- 온라인 상에서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를 중심으로-

이 호 근*, 이 상 훈**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on Information Privacy
- Aimed at Drawing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of

Information Privacy-related Studies -

Hogeun Lee, Sanghoon Lee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 프라이버시 관련 국내외 연구의 리뷰를 통하여 연구경향과 향후 연구방향을 탐색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 국내외 정보시스템, 마케팅, 기타 분야의 주요저널을 중심으로 프라이버시 관련 연구를 분석하 다.

분석결과 첫째, 정보 프라이버시는 침해 불가한 절 적 고유 권리의 개념에서 정보 제공자와 활용자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정보

자기결정권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정보 프라이버시 역설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하 다. 셋째, 개인의 정

보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종합적 인지는 정보프라이버시염려(IPC)로 식별되었고 초기 프라이버시 관련 실증 연구는 IPC의 측정

모델 개발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 다. 넷째, 정보프라이버시 관련 연구가 위험과 효익의 상충관계에 기반한 분류이론 관점

에서 주로 수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섯째, 정보 프라이버시 관련 연구가 개인 수준에 집중된 반면 조직수준에서의 연구는

부족함을 확인하 다. 마지막으로 국내 프라이버시 연구의 경우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정보 프라이버시를 다루고 있으며 정보

프라이버시 관련 요인의 향, 관련 측정도구의 개발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 프라이버시 계산, 정보공개, 분류이론, 정보프라이버시 분석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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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부분의 기업에서는 일상적 거래 처리, 프로모션,

고객 프로파일링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

다(Liu, et al., 2002; Stewart, et al., 2002). 개

인정보에는 생년월일, 성별 등 기본적 신상정보, 결

제를 위한 계좌, 카드 번호 등의 금융정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

이 포함된다. 기업이 이러한 개인정보를 사용자의 정

보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경우 양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Miyazaki, et al., 2000). 

인터넷을 활용하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수

집된 개인정보에 한 정보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 침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Hann, et al., 2002). 온라인 거래에서 정보프라이

버시에 한 소비자의 불안은 전자상거래의 성장을

저해하는 중요한 문제로 언급되어 왔으며(Malhotra,

et al., 2004; Mineta, 2000). 소비자들은 정보 프

라이버시 침해에 한 염려 때문에 온라인에서 구매

를 주저하고 있다(Hoffman, et al., 1999; Turner,

et al., 2003; UCLA Internet Report, 2000). 따

라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보 프라이버시 침해에

한 염려를 감소시키는 것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보시스템과 마케팅 등 다양한 학문 역에서 개인

의 정보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연구들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Culnan, 1993; Culnan, et al.,

1999; Dinev, et al., 2006; Hui, et al., 2007;

Malhotra, et al., 2004; Phelps, et al., 2000;

Smith, et al., 1996). 

지난 10여 년 동안 정보 프라이버시에 한 연구

들을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사용자들의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 및 기술적 수단들이 다

양하게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프라이버시

침해에 한 우려는 아직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오

히려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Dinev, et al.,

2004; UCLA, 2001; Westin, 2001). 이는 정보기

술의 발전과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침해위협 역시 증

가한 결과로 볼 수 있으나 기존의 정보프라이버시 연

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

다. 기존의 정보 프라이버시 관련 연구들은 기술적/

도구적 관점에서 사용자의 위험과 효익에 한 판단

을 중심으로 정보프라이버시 관련 태도, 의도, 행위

를 설명하는데 집중해 왔다. 또한 부분의 연구들이

개인수준에서 사용자들의 정보프라이버시염려 또는

정보제공의도 등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인과관

계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시스템분야를 중심으로 지금까

지 수행된 정보프라이버시 연구에 한 분석을 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Vessey, et al.(2002)의 정보시

스템 연구 다양성 분석 프레임에 기반하여 정보프라

이버시 연구의 특성을 분석하 다. Vessey, et

al.(2002)는 정보시스템 연구의 다양성을 분석하기

위한 틀로“이론적 기반(정보 프라이버시의 개념)”,

“연구방법(측정도구와 인과관계)”, “분석단위(프라이

버시 연구의 분석단위)”를 제시하 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분야의 연구는 개념의 소개와 정립(관련된 쟁

점 포함), 개념을 측정하는 도구의 개발, 개발된 도

구를 활용하여 현실(또는 실험실) 상황에서의 인과관

계를 규명하는 과정을 거치며 발전하기 때문이다. 정

보 프라이버시 역시 이러한 틀에 따라 분석이 이루어

진다면 관련 연구의 발전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분석

할 수 있을 것이다.

Vessey, et al.(2002)가 제시한 틀에 따라 본 논

문은 정보프라이버시의 개념과 역설의 문제(이론적

기반), 정보프라이버시염려의 측정모델과 인과관계

(연구방법), 정보 프라이버스 연구의 분석단위(분석

단위)의 기준에 따라 기존 연구를 분석하 다. 그리

고 국내에서 이루어진 정보 프라이버시에 한 연구

리뷰를 추가하 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

결과의 강약점을 도출하여 향후 사용자들이 정보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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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버시에 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정책, 수단의

개발을 위한 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정보프라이버시의 개념과 정보프라
이버시 역설

1. 정보프라이버시와 정보프라이버시 염려

프라이버시(privacy)는 시 와 적용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되고 있다. 고전적 의미의 프라이버시

는“외부의 간섭이나 침해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혼자 있을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된다(Warren, et

al., 1890). 이러한 정의는 프라이버시를 인간이 가

진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사회

가 발달하면서 복잡해진 사회적 네트워크 구조는 기

업과 소비자의 연결성을 강화함으로써 개인정보가

다양한 목적에 의하여 수집되고 활용되는 기회 역시

증가시켰다. 개인 및 조직 간의 상호작용이 늘어나면

서 고립적이고 배타적인 정보 또는 프라이버시 보호

관점만을 주장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프라이버시를 단순히 절 적으로 지키고 보호

해야 한다는 수동적인 관점보다는 정보프라이버시라

는 적극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이러한 주장을 표하는 학자들은 정보프라이버시

를“개인정보에 한 자기결정권”으로 정의하고 있

다(Mayer-Schonberger, 1998). 즉 개인의 정보프

라이버시는 사용자가 그들의 개인정보에 해 언제,

어떻게 무슨 정보를 공유할 것인가를 통제 할 수 있

는 권리로 정의 된다(Stone, et al., 1983; Westin,

1967). 개인정보에 한 자기결정권이란 개인의 정

보가 수집, 활용, 공개되는 과정에서 정보제공자인

개인들이 이러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야 함을 의미한다(Culnan, et al., 2003; Westin,

1967). 사회가 지식정보화 되어 가면서 기업은 소비

자가 제공한 개인정보에 해 적정한 수준의 정보프

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 역시 자신

의 정보프라이버시를 보호 받으면서 기업으로부터

유무형의 부가적인 효익을 얻는 것이 가능해 졌다.

예를 들어 기업들은 상거래를 위해 소비자들이 제공

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개인화 된 맞춤상품과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합한 프로파일 정보를 만

든다(Liu, et al., 2002; Stewart, et al., 2002).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파일 정보, 고객화 된 상품이나

서비스는 사용자의 거래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소비

자의 만족을 강화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프라이버시

를 침해하거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것이라

는 염려 때문에 자신의 정보프라이버시에 해 확신

하지 못하고 있다(Hann, et al., 2002). 이와 같은

정보프라이버시에 한 우려를 측정하는 개념을 정

보 프 라 이 버 시 염 려 (information privacy

concerns)로 정의한다. 정보프라이버시염려는 정보

프라이버시와 관련하여 수행되는 다양한 활동들의

공정성에 한 사용자의 주관적인 시각을 의미한다

(Campbell, 1997; Malhotra, et al., 2004). “정

보프라이버시 공정성”은 사용자가 받은 결과에 한

인식인 분배적 공정성(distribute fairness)

(Culnan, et al., 2003), 개인정보가 다루어지는 과

정 의 통 제 에 한 인 식 인 절 차 적 정 당 성

(procedural justice)(Gilliland, 1993; Tyler,

1994), 정보처리과정에서 투명성과 적설성에 한

인식인 상호작용적 공정성(interactional justice)

(Greenberg, 1990), 제공을 요청 받은 정보의 특수

성에 한 인식인 정보적 정당성(informational

justice) (Shapiro, et al., 1994)으로 구분된다. 조

직의 다양한 활동들이 이들 4가지 차원의 정당성에

위배(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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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보프라이버시염려는 증가하게 된다. 온라인상

에서 정보프라이버시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용자의

정보자기결정권이며 정보프라이버시염려는 이러한

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활동들의 공정성 여부에

한 사용자의 주관적 평가로 볼 수 있다.

2. 정보프라이버시의 역설(Information Privacy

Paradox)

소비자의 정보자기결정권 강화를 통한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정보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온라인상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강화는 사용자의 효익을 감소시키는“정보프라이버

시 역설”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사용자

가 서비스 제공자(예: 웹사이트)로부터 더 많은 효익

이나 편리함(예: 결제/배송 정보 자동 저장; 구매기

록 보관 등)을 얻기 위해서는 동시에 더 많은 자신의

개인정보 제공과 활용에 동의해야만 한다. 반면 사용

자의 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개

인정보 공개와 활용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한다.

즉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더 많은 효익을 얻기 위해서

는 정보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을 감수해야 하고 반면

정보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로부

터 받을 수 있는 효익의 감소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를“정보 프라이버시의 역설”이라고 한다(Awad,

et al., 2005).

정보프라이버시 역설의 문제는 정보공개에 따른

효익과 위험의 판단인“프라이버시 계산(privacy

calculus)”에서 출발 한다(Laufer, et al., 1977).

프라이버시 계산은 제공된 개인정보가 공정하고 적

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 활용, 관리될 것이며, 따라

서 제공된 정보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지 않

을 것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Culnan, et

al., 1999; Stone, et al., 1990). Culnan, et al.

(1999)는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얻기 위한 거래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과

효익에 한“프라이버시 계산”을 수행한다고 하

다. 프라이버시 계산은 소비자가 개인의 긍정적인 성

과를 극 화하면서 부정적인 결과를 최소화하는 방

식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기 이론(expectancy

theory)에 기초하고 있다(van Eerde, et al.,

1996; Vroom, 1964). Stone, et al.(1990)은 개인

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위험과 효익에 관한 프라이버

시 계산결과를 처음 제시하 다. Culnan, et

al.(2003)은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의 관계에서 소비

자는 전반적으로 정보공개에 따른 효익이 그로 인한

위험보다 크지 않거나 최소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하면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 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위해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정보프라이

버시 계산을 수행한다(Laufer, et al., 1977; Milne,

et al., 1993; Culnan, et al., 1999). 따라서 프라이

버시 계산은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언

급되어온 정보공개의 선행요인으로 볼 수 있다

(Dinev, et al., 2006). 인터넷을 사용하는 온라인

상에서 개인화된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공

개의 촉진 수단으로 유무형의 인센티브 수단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소비자가 프라이버시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공개에 따른 위험(프라이버

시 침해)이 효익(경제적 인센티브)에 의해 상쇄될 때

개인정보의 제공의도가 커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인

지하는 효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수단에 한 연구는

너무도 당연하다고 하겠다. 인센티브의 제공이 사용

자의 적극적인 정보제공의도 또는 행위를 유발한다

는 결과는 다수의 연구에 의해 검증되었는데(Dinev,

et al., 2003; Tam, et al., 2002), 특히 금전적 인

센티브의 제공을 소비자는 가장 직접적인 효익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ui, et al., 2007;

Hann, et al., 2002; Milne, et al., 1993).  

정보공개에 따른 개인의 위험과 효익에 한 판단

과정인 프라이버시 계산에 한 연구는 정보공개 여

부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정보화정책 제16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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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효익의 강화수단으로 채택하고 있어 몇가지 문제

점을 안고 있다. 첫째, 유무형의 경제적 인센티브가

사용자의 정보공개를 촉진하지만 다른 형태의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반응(Son, et al., 2008)이 공존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라이버시계산

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사적/공적 불만을 가

질 수 있고 개인정보의 신뢰성에 한 사용자의 부정

적 반응이 공존할 수 있다. 둘째, 프라이버시에 한

위험을 능가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정보공개

를 하더라도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에 한 위험 인지

는 그 로 존재한다. 소비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프라

이버시에 한 위험은 사용자의 정보프라이버시염려

를 강화하며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정보공개에 부정

적인 향을 줄 수 있다. Awad, et al.(2005)에 의

하면 다수의 소비자들은 사용자 친화적인 개인화

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웹사이트가 개인정보를 요구

하는 것에 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

보공개를 통해 개인화된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사용

자들에게 정보수집과 관련하여 차별적인 접근이 필

요하다. 즉 사용자가 정보공개를 통해 더 많은 효익

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보프라이버시 침해에

한 위험을 감수해야 함을 인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프라이버시는 개념적 의미 그 자체로 보호받아

야 할 사용자의 권리이자 효익이지만 이것이 지나치

게 강조되면 보호받는 권리와 효익에 비례하여 이들

기회 및 효익의 상실 역시 증가하는 역설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Ⅲ. 정보프라이버시염려의 측정모델 및
인과관계

1. 정보프라이버시염려의 측정모델

정보프라이버시염려는 개인의 정보 프라이버시에

한 불안 또는 확신을 측정하는 가장 표적인 개념

이다.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정보프라이버시염려

(information privacy concern)는“정보 프라이버

시와 관련하여 공정성에 한 개인들의 주관적인 관

점”으로 정의 할 수 있다(Campbell, 1997;

Malhotra, et al., 2004; Son, et al., 2008). 정보

프라이버시염려는 산업, 역, 문화, 규제관련 법 등

의 외부적 조건에 의해 향을 받으며 특히 개인의

주관적 시각을 반 하고 있으므로 개인적 특성과 과

거와의 경험에 따라 많은 향을 받는다(Donaldson,

et al., 1994). 

온라인에서 정보프라이버시염려는 자신의 정보를

제공한 웹사이트의 정보프라이버시 보호정책의 공개

유형과 속성에 기반하여 개발되었다. 웹사이트의 정

보 프라이버시 활동의 공개 유형은 프라이버시 정책

공지(privacy policy notice)와 정보실행표현

(information practice statement)으로 구분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 정책공지는 해당 전자상거래 사이

트의 일반적인 정보 프라이버시 프랙티스(infor-

mation privacy practice)에 한 설명을 별도의

페이지로 만들어 아이콘이나 하이퍼링크를 통하여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 정보실행

표현은 최소한 하나 이상의 잠재적 정보사용을 추론

할 수 있는 특정한 정보 프라이버시 프랙티스나 정책

에 한 설명으로 일반적인 프라이버시 보호정책의

공지와는 분리된 표현이다. 

정보 프라이버시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공개의 유

형뿐만 아니라 공개의 속성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

다. 전자상거래를 위한 웹사이트의 정보 프라이버시

공개는 일반적으로 Fair Information Practice

(FIP)에 따른다. FIP는 미국 연방통상위원회

(Federal Trading Commission)에서 온/오프라인

모두를 포괄하는 기업활동에서 고객들의 정보프라이

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업이 기본적으로 준수해

야할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제안한 것이다

(Milne, et al., 2002). FIP는 정보의 수집, 활용,

관리, 후속 조치 등과 관련해서 준수해야 할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Culnan(2000)은 FIP의 5가지 항목

정보 프라이버시의 향후 연구방향 도출을 위한 선행연구 분석



2009∙여름8

을 공지(notice), 선택(choice), 접근(access), 보안

(security)의 4가지 항목으로 재분류하여 웹사이트

가 이러한 항목들을 제공하거나 포함하고 있는지를

조사하 다. 

Hew(1973)는 개인의 정보 프라이버시 구성요인

으로 정보 수집, 에러(error), 인가되지 않은 개인정

보의 2차 사용, 데이터 결합 등을 제시하 다.

Miller(1982)는 정보의 수집과 에러만을 채택하 으

며 Stone, et al.(1983)은 수집, 인가되지 않은 내/

외부적 2차 사용을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의 구성요

소로 고려하 다. Laudon(1986)은 수집, 에러, 감

소된 결정권, 데이터 결합이 사용자의 정보 프라이버

시 염려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보았다. Culnan

(1993)은 기존 연구자들과 달리 인가되지 않은 정보

의 내부적 2차사용과 통제를 사용자의 정보 프라이

버시 염려차원으로 고려하 다.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사용자의 정보프라이버시염

려에 한 체계적 측정모델의 개발은 Smith, et

al.(1996)에 의해 이루어졌다. Smith, et al.(1996)

은 소비자가 정보 프라이버시에 해 느끼는 우려를

단일차원으로 측정한 GIPC(global information

privacy concern)모델을 제안하 다(<부록> 참조).

그러나 이 측정 도구는 사용자들의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의 다양한 차원을 식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Smith, et al.(1996)은 개인들이 정보프라이

버시에 해 가지고 있는 세부적인 차원을 규명하기

위하여 은행 및 보험 산업 내의 관리자와 직원들을

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정보프라이버시에

관한 4가지 차원인 개인정보의 수집(collection), 인

가되지 않은 2차적 활용(unauthorized secondary

use), 부적절한 접근(improper access), 오류

(errors)를 도출하여 CFIP(Concern for Infor-

정보화정책 제16권 제2호

<표 1> 정보프라이버시염려의 구성 차원

Study

Variables

Hew
(1973)

Miller
(1982)

Stone,
et al.
(1983)

Laudon
(1986)

Culnan
(1993)

Smith, 
et al.
(1996)

Stewart,
et al.
(2002)

Bellman,
et al.
(2004)

Malhotra,
et al.
(2004)

수집
(Collection)

� � � � � � � �

부적절한 접근
Improper(Unauthorized) Access

� � � �

오류
(Errors)

� � � � � �

내부적으로 인가되지 않은 이차적 사용
Unauthorized Secondary Use

(internal)
� � � � � �

외부적으로 인가되지 않은 이차적 사용
Unauthorized Secondary Use

(external)
� � � � � �

감소된 판단
(Reduced Judgement)

�

결합된 데이터
(Combining Data)

� �

통제
(Control)

� �

프라이버시 프랙티스의 인지
(Awareness of Privacy Practi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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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ion Privacy)라는 측정모델을 개발하 다(<부

록> 참조). 이들의 연구는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활용

되고 있는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의 측정모델의 기반

이 되고 있으나 상 적으로 오프라인 기업의 상황에

적합하게 개발된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를 기반으로

온라인 상황에 적합한 후속연구들이 수행되었다. 

Stewart, et al.(2002)는 Smith, et al.(1996)이

제안한 CFIP 모델을 재검증함으로써 CFIP의 구성

차원들이 타당함을 밝혔다. 또한 4가지 구성차원들

이 하나의 단일한 상위 개념으로 수렴된다는 2차 요

정보 프라이버시의 향후 연구방향 도출을 위한 선행연구 분석

구성차원 설명 구성이유

수집
(Collection)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너무 많이 수집하
고 저장하는 것에 한 염려

조직에서 사용자의 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수집함에 따
라 사용자들이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인격, 환경, 축적된
개인 행동 양식, 공개하고 싶지 않은 정보들이 유출될
것을 우려하는 것임(Miller, 1982; Smith, et al.,
1996).

부적절/인가되지 않은 접근
(Improper/Unauthorize

d Access)

수집된 개인정보가 쉽게 접근 가능하여 적합한
사전승인를 받지 않은 사람이 개인정보를 이용
하는 것에 한 염려

기술적 수단을 통하여 부적절한 접근을 어느 정도 통
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으면 정보프라이버시 염려가 높아
짐(Linowes, 1989).

오류
(Error)

고의적 또는 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오류로 프라
이버시가 침해당하는 것에 한 염려

고의 또는 사고에 의한 개인정보의 오류는 빈도가 높
음(Laudon, 1986; Linowes, 1989). 오류가 피할 수
없더라도 시스템 상에서 이를 바로잡을 방법이 존재하
지 않음(Kling, 1978). 따라서 사용자는 정보처리 오
류에 따른 정보프라이버시염려를 가지고 있음.

인가되지 않은 내부적 2차
사용(Unauthorized

Secondary
Use(Internal))

개인(정보제공자)의 사전승인 없이 조직 내에서
최초 수집 목적과 다르게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한 염려

소비자들은 수집된 개인정보가 조직 내부(internal)와
외부(external)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에 한 염려가 큼. 특히 최초 정보를 수집한 조직의
범위를 벗어나 타조직에 정보가 전달되어 다른 목적으
로 사용될 가능성에 한 사용자의 염려가 특히 큼
(Tolchinski, et al., 1981). 

인가되지 않은 외부적 2차
사용(Unauthorized

Secondary
Use(External))

개인(정보제공자)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조직(최
초 정보를 수집하지 않은)으로 개인정보가 이전
되어 최초 수집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것에 한 염려

감소된 판단
(Reduced Judgement)

개인정보사용이 자동화된 상황에서 컴퓨터의
의사결정이 문제가 있는 경우 의사결정자로서
통제권한을 다시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것에
한 염려

조직의 규모와 정보처리 역량이 증가하면 의사결정이
자동화되어 사용자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적
구조와 분리가 됨. 따라서 정보처리에 문제가 있어도
사용자가 이와 관련된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 짐
(Cyert, et al., 1963).

결합 데이터
(Combining Data)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수집된 개인정보가
보다 큰 데이터베이스에 결합되면서 실제 정보
를 제공한 개인의 특성과 다른 개인을 만들어내
는(모자이크 효과) 것에 한 염려

개인정보에 한 DB가 증가하면서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진 DB를 통합한 단일 DB가 만들어 지면서 잘못된
개인정보 또는 그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를 발생시킬
수 있음(HEW, 1973)

통제
(Control)

조직에 제공된 개인정보가 개인의 의사에 반하
는 정책에 따라 관리 될 경우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향력 및 통제력을 상실할 것에 한 염려

정보프라이버시염려 구성차원 중 통제는 사회적계약이
론(SC)의 절차적 정당성 원칙에 기반함(Gilliland,
1993; Tyler, 1994).

프라이버시 프랙티스의
인식

(Awareness of Privacy
Practice)

조직의 정보 프라이버시 정책에 해 개인(정보
제공자)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에 한 염려

정보프라이버시정책에 한 인식(awareness)은 SC이
론 중 상호작용적(Greenberg, 1990), 정보적(Shapiro,
et al., 1994) 정당성 원칙에 기반함. 상호작용적
(interactional) 정당성의 위배는 공정성에 한 침해,
정보적(informational) 정당성에 한 침해는 정보제
공 의도에 향을 줌

<표 2> 정보프라이버시염려 구성차원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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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모델을 도출함으로써 보다 간결한 프라이버시 염

려(privacy concern)의 측정 모델을 제안하 다.

Bellman, et al.(2004)는 로벌한 서베이를 통하

여 개별 국가의 규제정도에 따라 프라이버시 구성 차

원의 향이 달라짐을 확인하고 개별 국가의 사회문

화적 특성을 고려한 정보 프라이버시 측정모델의 개

발 필요성을 강조하 다.   

Malhotra, et al.(2004)는 앞서 제안된 두 측정

모델을 기반으로 온라인 환경에서 제공하는 개인정

보와 이를 통해 돌아오는 효익의 비교, 제공된 정보

의 투명한 처리 절차 등 공정성과 정당성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사용자의 정보프라이버시 염려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IUIPC(internet user informa-

tion privacy concern) 모델을 제안하 다(<부록>

참조). IUIPC는 정보의 수집(collection), 정보의 통

제(control), 정보 프라이버시에 한 인식

(awareness)의 3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IUIPC는

Smith, et al.(1996)와 Stewart, et al.(2002)의

연구를 한 단계 발전시킨 측정모델로“정보자기결정

권”의 개념이 강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Dinev,

et al.(2006)은 기존의 다차원적 요인으로 구성된

측정모델과 달리 인터넷에 한 사용자의 전반적인

프라이버시 염려 수준을 측정하는 인터넷 정보프라

이버시염려라는 측정도구를 제안하 다. 이들의 연

구는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다차원적 정보 프라이버

시 염려보다 이비즈니스 환경의 핵심인 인터넷 자체

에 해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프라이버시를

단일 차원에서 측정했다는 것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

다. 정보 프라이버시염려를 측정하는 모델에 한 연

구결과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2. 정보프라이버시의 선행요인과 결과변인

부분의 정보프라이버시 연구는 정보프라이버시

를 강화하는 선행요인과 경제적 효익을 바탕으로 사

용자에게 정보공개로 인한 위험보다는 효익이 크다

는 점을 인식시키는 도구적 관점(instrumental

perspective)에서 진행되어 왔다. 분류이론에 기반

한 도구적 관점의 연구에서는 정보 제공자(사용자)들

이 조직(정보활용자: 쇼핑몰, 옥션 등)의 정보 프라

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기술적, 경제적 수단이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 정보제공의도(willingness to

information providing) 등에 직접적인 향을 준

다는 입장이다. 분류이론(Duton, et al., 1987)에서

는 기업의 관리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이를 둘

러싸고 있는 다양한 현상을 위협(threat: loss,

negative, uncontrollable)과 기회(opportunity:

gain, positive, controllable)의 두 차원으로 범주

화(categorized)하고 이를 비교하여 의사결정을 한

다는 것이다. 

(1) 정보프라이버시 관련 선행요인

분류 이론에 따라 정보프라이버시 강화(또는 정보

프라이버시염려 감소)에 향을 미치는 선행요인들

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Laufer, et al.(1977)는 정보의 교환으로부터 얻

어지는 이익과 위험에 한 판단과정인 프라이버시

계산(privacy calculus)이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의 인지정도에 향을 준다고 하 다. 이

들의 연구는 오늘날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의 인과관

계 설명을 위한 주도적 분석틀인“프라이버시 계산”

개념을 구체화하고 소개한 것이다. Culnan(1993)

은 개인정보를 이용한 정보기술의 전략적 활용이 증

가함에 따라 소비자들 사이에 그들이 제공한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것이라는 상식적 가치가 반 되지

못하는 경우 프라이버시에 한 염려가 증가한다고

하 다. 이 연구는 개인정보의 활용에 한 소비자

들의 프라이버시 우려가 실질적으로 소비자 개인정

보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침을 규명하 다(<표 4>

참조).

Sheehan, et al.(2000)는“정보수집의 인식,”

“정보사용,”“정보 민감도,”“정보 수집 상과의

정보화정책 제16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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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숙성,”“보상”이 사용자의 정보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의 인지에 향을 준다고 하 다. 이 연구는 정

보 프라이버시 염려의 형성에 향을 주는 주요 통

제변인과 관련된 요인들을 본격적으로 식별한 연구

로 볼 수 있다. 정보민감도, 친숙성, 보상 등은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의 선행요인이면서 연구 배경에 따

라 핵심적인 조절 또는 통제변인으로 고려되고 있

다. Dinev, et al.(2004)는 개인의 인지된 프라이

버시 염려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용자들이 그

들이 제공한 정보가 침해의 위험이 높다고 생각하는

인지된 취약성(perceived vulnerability)과 인지

된 정보관리 능력(perceived ability to control)

을 제안하 다. 이들의 연구는 정보자기결정권으로

서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의 핵심인 취약성의 감소와

정보 프라이버시의 향후 연구방향 도출을 위한 선행연구 분석

<표 3> 정보프라이버시염려의 선행요인

Study

Variables

Laufer,
et al.
(1977)

Agranoff
(1991;
2006)

Sheehan,
et al.
(2000)

Hann,
et al.
(2002)

Dinev,
et al.
(2004)

Pavlou,
et al.
(2005)

Schwaig,
et al.
(2005)

Dinev,
et al.
(2006)

Hui, 
et al.
(2007)

Pavlou,
et al.
(2007)

인지된 취약성
(Perceived Vulnerability) �

인지된 통제 능력
(Perceived Ability to Control) �

정보수집의 인식 (Awareness
of Information Collection) �

정보사용
(Information Usage) �

정보 민감도
(Information Sensitivity) � �

상의 친 성
(Familiarity with Entity) �

보상
(Compensation) � � �

신뢰
(Trust) � � � �

사회적 현존감
(Social Presence) � �

내부적 프라이버시 코드
(Internal Privacy Code) � �

의사소통적 행위
(Communicative Action) �

인지된 인터넷 프라이버시 위험
(Perceived Internet Privacy Risk) �

프라이버시 계산
(Privacy Calculus) � �

정보프라이버시 표현
(Information Privacy Statement) � �

프라이버시 인장
(Privacy Seal) �

금전적 보상
(Monetary Incentives) � �

웹사이트 정보성
(Website Informativen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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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정보프라이버시염려의 선행요인에 한 설명

변수 정의 향과정

인지된 취약성
(Perceived Vulnerability)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로 인해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에 한 인지

개인정보의 제공으로 프라이버시에 한 위험의 인지가 증가하고
이는 곧 정보프라이버시염려에 향을 미침(Margulis, 2003).

인지된 통제 능력
(Perceived Ability to

Control)

제공된 개인정보로 인해 예상되는
잠재적인 부정적 결과를 희석할 수
있는 사용자의 통제력에 한 인지

제공된 개인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정보프라이
버시염려의 다양한 구성차원에 향을 줌(Stone, et al., 1990).

정보수집의 인식
(Awareness of

Information Collection)

조직의 정보수집에 한 사용자의
인식 여부

정보수집자가 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하
고 있다는 것을 소비자가 인지하면 프라이버시에 한 염려는 줄
어듦(Novak, et al., 1995).

정보사용
(Information Usage)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합목적적으로
사용하는 여부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수집된 목적 로 사용되면 소비자의 프라이
버시 염려는 줄어듦(Goodwin, 1991; Nowak, et al., 1995).

정보 민감도
(Information Sensitivity)

정보의 종류에 따라 개인정보가 공
개될 경우 예상되는 위험의 정도가
달라지는 정도

개인은 일반적으로 구매정보나 선호 미디어에 한 정보보다는 의
료, 주민번호, 금융정보를 민감하게 생각함. 개인정보의 민감도가
높아지면 그에 따른 정보프라이버시염려 역시 증가함(Cranor, et
al., 1999; Jones, 1991; Milne, 1997).

상의 친 성
(Familiarity with 

Entity)

정보를 수집하는 객체(조직: 정보수
집자)에 해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
이 가지는 친 감 정도

소비자는 자신이 친 하다고 생각하는 정보요구자에게 보다 적극
적인 응답(정보제공, 메일발송 등)을 하게 됨(Rogers, 1996).

보상
(Compensation)

정보제공에 따른 유무형의 효익을
제공 받는 것

정보제공에 한 보상이 주어지면 개인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
아짐 (Milne, et al., 1993). 정보제공을 통해 얻는 보상(효익)이
이로 인한 위험보다 클 경우(위험과 효익의 상충관계) 정보제공에
적극적이게 됨(Goodwin, 1991).

신뢰
(Trust)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 수집자(조
직)에 해 정보 제공자인 개인이 가
지고 있는 신뢰

소비자가 정보수집자를 신뢰하면 정보프라이버시염려가 줄어 듬
(Pavlou, et al., 2007).

사회적 현존감
(Social Presence)

의사소통 매체를 사용할 경우 화
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이 원거리에서
도 서로 함께 존재(현존감)한다고 인
지하는 정도

정보수집자가 소비자의 개인적 감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웹 사이트
에서 함께 의사소통한다고 느끼면 정보프라이버시염려가 감소됨
(Pavlou, et al., 2005). 또한 사회적 현존감은 불확실성을 낮춤
으로써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한 프라이버시 염려를 감소시킴
(Pavlou, et al., 2007)

내무적 프라이버시 코드
(Internal Privacy Code)

조직의 구체적인 개인 정보처리 절
차를 담고 있는 내부적 규정

컴퓨터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술적 보
안절차를 함께 적용함으로써 사용자의 정보프라이버시 및 정보프
라이버시염려를 감소시킬 수 있음.

의사소통적 행위
(Communicative Action)

조직의 정보프라이버시정책을 사용
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의사소통 행위

정보프라이버시정책의 구성 내용을 사용자와 의사소통함으로써 정
보프라이버시염려를 감소시킬 수 있음(Schwaig, et al., 2005).

인지된 인터넷 프라이버시
위험(Perceived Internet

Privacy Risk)

인터넷상에서 거래를 위해 개인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예상되는 잠재적인
위험 정도

인터넷을 통한 거래에서 사용자들은 경제적인 손실 위험보다 정보
프라이버시에 한 침해 위험에 더 큰 향을 받음(Pavlou, et
al., 2004).

프라이버시 계산
(Privacy Calculus)

개인정보 제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익과 예상되는 위험의 상충관계를
판단하는 과정

프라이버시계산 결과 위험보다 효익이 크면 사용자는 정보공개에
적극적이 되므로 그 선행요인인 정보프라이버시염려에도 향을
줄 수 있음.

정보프라이버시정책
(Information Privacy

Statement)
정보프라이버시정책의 내용을 게시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 관리, 피해구제 등에 한 전반적인 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정보프라이버시염려를 감소시킬 수 있음(Hui, et
al., 2007).

프라이버시 인증
(Privacy Seal)

공인된 제 3의 기관으로부터 받은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인증마크
의 게시

정보프라이버시에 해 공신력 있는 제 3의 공인 기관을 통해 사
용자에게 프라이버시 보호에 한 확신을 심어줌으로써 정보프라
이버시염려를 감소시킬 수 있음(Hui, et al., 2007). 

금전적 보상
(Monetary Incentives)

정보제공에 한 가로 금전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것

금전적 보상을 통해 정보제공을 유도하며 정보제공의 선행요인인
정보프라이버시염려도 감소시킬 수 있음(Hui,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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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능력의 증 를 통하여 사용자의 정보 프라이버

시 염려를 설명한 연구로서 의미를 가진다(<표 4>

참조).

Malhotra, et al.(2004)은 IS(Information

Systems) 분야에서 정보 프라이버시가 그 중요성에

비해 상 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음을 밝히며 사회

계약이론(social contract theory)를 기반으로

IUIPC가 인터넷 이용자들의 신뢰 및 위험에 한 믿

음의 정도에 향을 주고 이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

려는 의도가 형성된다고 하 다. 이 연구는 온라인상

에서 사용자의 정보 프리어버시 염려의 측정모델을

최초로 제시하고 정보제공의도에 향을 미치는 매

커니즘을 규명한 연구이다. Dinev, et al.(2006)은

개인의 인터넷에 한 신뢰가 사용자가 인지하는 인

터넷에 한 프라이버시 위험과 정보 프라이버시 염

려를 감소시켜 주며 이들 요인이 정보제공의도에

향을 준다고 하 다(<표 4> 참조). 이들의 연구는 인

터넷에 한 사용자의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가 인터

넷 기업에 한 정보제공의도에 미치는 향을 설명

하고 있다.  

Hui, et al.(2007)은 사용자의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에 한 확신을 증가시키는 방안으로 정보 프라

이버시 정책(information privacy statement)과

프라이버시 인증(privacy seal)을 제시하 다. 이들

은 사용자의 개인정보 제공에 한 금전적 보상이 사

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에 한 인지를 감소시

켜 준다고 하 다(<표 4> 참조). 이 연구는 정보 프라

이버시 염려를 직접 측정하기보다는 정보 프라이버

시 확신(information privacy assurance)에 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한 것으로 정보프라이버시

정책(information privacy statement)과 금전적

보상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Pavlou, et al.(2007)은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사

회적 현존감(social presence), 웹사이트의 정보성

(informativeness), 신뢰에 의해 정보프라이버시염

려가 향을 받고 정보프라이버시염려는 불확실성

인지에 향을 준다고 하 다. Son, et al.(2008)은

정보프라이버시염려가 단순히 사용자의 정보제공의

도만을 예측하는 것이 아닌 보다 다양한 형태의 정보

프라이버시보호관련 반응 행위를 유발한다고 하 다

(<표 4> 참조). 이들의 연구는 이전까지 주요 종속변

인이었던 정보제공의도를 벗어나 정보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했을 경우 소비자가 보여주는 다차원적인 반

응을 식별하여 6가지 형태의 종속변인을 제시하고

있다.  

(2) 정보프라이버시 관련 종속변인

정보프라이버시 강화(또는 정보프라이버시염려 감

소)를 통해 달성되는 성과를 측정하는 종속변인은

<표 5>와 <표 6>에 정리하 다. 

사용자의 정보프라이버시염려에 한 반응을 의미

하는 결과변인은 선행요인에 비하여 상 적으로 다

양하지 않다. 부분의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결과변인은 정보제공의도이다(Culnan, et al.,

1999; Dinev, et al., 2006; Pelps, et al., 2000).

이외에 잘못된 정보제공(Teo, et al., 2004), 2차적

인 정보활용에 한 태도(Culnan, 1993; Angst, et

al., 2009), 웹사이트에 한 위험과 신뢰에 한 믿

음(Malhotra, et al., 2004) 등이 결과변인으로 소

개되고 있다. Son, et al.(2008)은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에 한 소비자의 반응이 궁극적으로 사용자의

정보제공의도 또는 행위에 집중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반응(Information

Privacy Protective Response: IPPR)을 개발하

다. 이것은 사용자가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를 지각하

는 경우 보여주는 다양한 행위적 측면을 정보의 공개

(information provision), 사적행위(private

action), 공적행위(public action)의 세 차원으로

세분화한 것이다. 한편 Angst, et al.(2009)은 전자

적 의료정보서비스에 한 사용자의 정보프라이버시

염려가 사용자의 태도 또는 opt-in에 한 사용자의

행위의도에 향을 준다고 하 다 (<표 6> 참조).

정보 프라이버시의 향후 연구방향 도출을 위한 선행연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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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보 프라이버시 연구의 분석단위

정보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연구들의 분석단위는

크게 개인(individual), 역(domain)/국가

(nation), 조직(organization) 수준으로 구분 할

수 있다 (Greenaway, et al., 2005). 부분의 연

구가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염려에 초점을 맞춘 개인

수준 또는 산업 및 국가별 프라이버시 정책에 하

여 연구한 역/국가 수준의 연구이며, 조직수준에

서 정보 프라이버시에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보 프라이버시에 관한 부분의 연구들은 개인

수준의 정보 프라이버시 관련 다차원적 개념들을 연

구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Smith, et al.,

1996; Stewart, et al., 2002; Malhotral, et al.,

2004). 프라이버시에 한 일반적인 주제(Culnan,

정보화정책 제16권 제2호

<표 5> 정보프라이버시염려의 종속변인

Study

Variables

Culnan
(1993)

Culnan,
et al.
(1999)

Teo, 
et al.
(2004)

Malhotra
, et al.
(2004)

Phelps,
et al.
(2000)

Dinev, 
et al.
(2006)

Pavlou,
et al.
(2007)

Son,
et al.
(2008)

Angst,
et al.
(2009)

인지된 불확실성
(Perceived Uncertainty)

�

정보제공 의도 (Willingness to
Information providing)

� � �

부정확한 정보제공 (Incorrect
Information providing)

�

이차적 정보사용에 한 태도
(Attitude Toward Secondary

Information Use)
�

신뢰하는 믿음
(Trusting Belief)

�

위험에 한 믿음
(Risk Belief)

�

옵트인 의도
(Opt-In Intention)

�

거부
(Refusal)

�

허위표시
(Misrepresentation)

�

이동
(Removal)

�

부정적 구전
(Negative Word-of-mouth)

�

온라인 기업에 한 직접적 항의
(Complaining Directly to Online

Companies)
�

제3의 조직을 통한 간접적 항의
(Complaining Indirectly to Third-

party Organiz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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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정보프라이버시염려의 종속변인 설명

변수 정의 향과정

인지된 불확실성
(Perceived Uncertainty)

인터넷상에서 거래의 결과에 한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한 정도

정보프라이버시염려는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활용, 관리
등에 관해 당사자가 제 로 알 수 없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불확실성을 심화시킴(Pavlou, et al., 2007)

정보제공의도
(Willingness to Information

Providing)

인터넷상에서 거래나 서비스를 위해 개인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활용, 관리 등에 해 사용자가 불
안해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면 정보공개(제공) 의도 또는 행
위가 증가함(Culnan, et al., 1999; Dinev, et al., 2006;
Malhotra, et al., 2004) 

부정확한 정보제공
(Incorrect Information

Providing)

조직의 정보제공 요구에 실제와는 다른
허위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 또는
행위

정보프라이버시염려가 증가하면 자신의 개인정보에 한
프라이버시가 보호 받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한
반작용으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함(Teo, et al., 2004).

2차적 정보 사용에 한 태도
(Attitude Toward Secondary

Information Use

조직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차적으
로 사용하는 것에 한 사용자의 태도적
반응

정보프라이버시염려가 높으면 개인정보를 이차적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해 사용자들은 부정적 태도를 형성
함(Culnan, 1993).

신뢰하는 믿음
(Trusting Belief)

제공된 개인정보에 한 정보프라이버시
를 조직이 보호해줄 것이라고 기 하는
정도

신뢰-위험 모델에 따르면 정보프라이버시염려를 가진 사용
자는 웹사이트에 해 낮은 신뢰와 높은 위험을 인지함
(Malhotra, et al., 2004).위험에 한 믿음

(Risk Belief)
개인정보가 오용될 경우 손실의 위험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정도

옵트인 의도
(Opt-In Intention)

개인의 의료정보를 디지털화 하고 의료진
및 업무관련자와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
을 사전 승인하고자 하는 의도

온라인상에서 정보프라이버시염려가 높은 사용자는 Opt-
Out을 통한 정보요청에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Sheehan,
et al., 1999) 하거나 개인을 식별하기 힘든 정보를 제공하
하도록 유도함(Berendt, et al., 2005).

정보 제공
(Information Provision)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소비자의
정보제공과 관련한 반응

정보프라이버시침해 위협에 하여 사용자는 정보 자체의
제공 여부와 관련한 행위적 반응을 함

거부
(Refusal)

조직의 개인정보 요구에 정보제공을 거부
하는 행위 일반적으로 높은 정보프라이버시염려로 인해 추가적인 개

인정보 제공 또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부정적 반응을
하게 됨(Milne, et al., 1999).허위표시

(Misrepresentation)
조직의 개인정보 요구에 잘못된 개인정보
를 제공하는 행위

사적 행위
(Private Action)

개인적 차원의 프라이버시 보호 반응
거래 상 방에 해 불만족한 개인들은 특정한 형태의 개인
적 행위로 반응함(Day, 1980; Singh, 1988)

이동
(Removal)

정보프라이버시염려에 한 불안으로 웹
사이트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해당 웹사이
트의 DB로부터 회수하는 행위

거래에서 상점에 불만이 있는 사용자들은 그 상점을 떠나거
나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구전효과를 유발함(Day, et
al., 1977). 웹사이트에 한 정보프라이버시염려가 커져
사용자가 불안과 불만을 느끼면 사용자들은 해당 웹사이트
를 떠나거나 부정적 피드백을 공유함. 

부정적 구전
(Negative Word-of-mouth)

정보프라이버시염려에 한 반작용으로
부정적인 피드백을 남기고 공유하는 행위

공적 행위
(Public Action)

공개적 차원의 프라이버시 보호 반응
거래 상 방에 해 불만족한 경우 일정한 형태의 공개적
불만 표출 행위를 함(Day, 1980; Singh, 1988).

온라인 기업에 한 직접적 항의
(Complaining Directly to

Online Companies)

사용자가 온라인 기업으로부터 프라이버
시 침해 위협을 느끼면 해당 기업에 직접
적으로 항의를 하는 행위 사용자들이 상품 판매자에게 불만족할 경우 판매자에게 직

접 의사를 표명하거나 판매와 관련된 제3의 공인 기관에 간
접적으로 공개적 불만 표현 행위를 하게 됨(Singh, 1989).제3자 조직을 통한 간접적 항의

(Complaining Indirectly to
3rd-party Organizations)

사용자가 온라인 기업으로부터 프라이버
시 침해 위협을 느끼면 프라이버시 관련
공인 기관(BBBOnline, TRUSTe, etc)에
해당 기업에 한 우려를 표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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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1999; Rohm, et al., 2004), 조직의 프라이

버시 침해 행위에 한 소비자의 반응(Angst, et al.,

2009; Dinev, et al., 2006; Milne, et al., 1993;

Nowak, et al., 1992, 1995; Son, et al., 2008), 개

인정보의 보유와 공유를 선택하는 경우 보상에 한

소비자의 반응(Dinev, et al., 2004; Hui, et al.,

2007; Tam, et al., 2002) 등이 주요 연구 상이

다. 개인수준의 연구는 정보 프라이버시정책에 한

소비자들의 태도와 행위에 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

공해주었다. 그러나 소비자를 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의 프라이버시 침해 행위의 동인에 해

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산업 및 국가수준(industry/national level)의 연

구는 산업 역 및 관할에 걸쳐 기업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 프라이버시 정책을 검증하는 것이다. 미

국연방통상위원회(FTC)의 권고안인 FIP(Fair

Information Practice)를 기업의 정보 프라이버시

정책들이 얼마나 잘 준수하고 있는가를 주요 연구

상으로 삼고 있다. 기업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

프라이버시 정책의 FIP 준수(FTC, 2000), 온라인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B2C, B2B 기업의 FIP 준수

(Ryker, et al., 2002)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으

며, 부분 산업별 자율 규제(self-regulation)가

주를 이루는 미국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첫째, FIP 반 정도나 빈도를 통해서 개

별 기업의 정보 프라이버시 정책에 한 설명을 할

수 없으며, 둘째, 인터넷 기반의 상거래 사이트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전반적인 기업의 정보 프라이버시

정책을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셋째, 정보 프라이

버시 보호 전략보다는 단순히 프라이버시 정책의 존

재 여부만을 가지고 모든 기업을 동일하게 고려한다

는 한계를 안고 있다. 

조직수준(Organizational Level)의 연구들은 정

보 프라이버시를 조직의 책임(liability), 의사결정

성과(outcome), 윤리적 의무(imperative)와 연결

하여 고려한다. 일반적인 IT관리 분야에서 조직의

관심요소로 정보 프라이버시를 다루거나(Ives, et

al., 199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정보 프라이

버시를 다룬다(Straub, et al., 1990). 그러나 조직

수준에서의 연구들은 실질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관

련 활동보다는 더 나은 시스템 보안을 구축

(Srivatava, et al., 2000)하거나 법적 책임의 원천

(Bordoloi, et al., 1996)을 위해 프라이버시를 협의

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조직의 윤리적 책임으로

서 정보 프라이버시를 설명하려는 연구들은 그 이론

적 기반이 약해 많이 연구되지 못하고 있다

(Laudon, 1996). 특히 같은 산업 내에서 기업의 정

보 프라이버시 활동 또는 전략의 유사성과 차별성이

왜 존재하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부족한 형편

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Greenaway, et

al.(2005)은 조직의 정보 프라이버시 활동의 동인을

제도이론(institutional theory)와 자원기반관점이

론(resource-based view theory)으로 구분하는

프레임워크를 명제(proposition)와 함께 제안하

다(<표 7> 참조).

제도이론에 기반한 조직의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활동에 한 연구에서는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활동

의 이유를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정부 당국의 법/제

도적 규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요구, 경쟁기업의

활동 등과 같은 외부환경, 즉 제도적 압력에 응하

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정보 프라이버

시 활동은 상 적으로 수동적이며 외부환경의 압력

에 부합하고 이를 인정받음으로써 그 활동의 타당성

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관점을 유지한다. 반면 자원

기반관점의 연구는 조직이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활

동의 이유를 고객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집 관리

하여 이를 기반으로 경쟁우위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

라는 관점이다. 즉 고객의 정보를 경쟁의 원천으로

보고 이를 이용한 차별화를 통해 고유한 지적, 사회

적 경쟁의 원천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

원기반 관점에서 기업의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활동

정보화정책 제16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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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 적으로 적극적이며 개인정보의 활용과 이에

한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절차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이 과정에서 차별화를 통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Ⅴ. 국내 프라이버시 연구의 현황

정보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

보시스템 분야에서 이 분야의 연구는 상 적으로 부

족한 실정이다. 국내연구의 경우 부분이 법/제도

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일부 연구가 유

비쿼터스 컴퓨팅 환경과 같은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

성이 높은 상황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등을 탐색

하고 있다. 상 적으로 소비자를 상으로 한 행위적

반응의 선후행 요인의 탐색 또는 국내 상황에 적합한

정보프라이버시 측정모델 개발에 한 연구는 부족

한 실정이다.  

우선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프라이버시 관련 연구

를 살펴보면, 해외의 독일, 국, 일본 등의 개인정

보보호 관련 법/제도의 비교 분석(김은미, 2002; 김

상겸 외, 2008; 김재광, 2005), 정보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에 한 헌법적 해석(서계원, 2005),

프라이버시의 개념을 현 적으로 해석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개념을 제안한 연구(이인호, 1999; 임

상수, 2006; 이상돈 외, 2006; 백윤철, 2006), 전자

상거래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의 다양성 및 법적인 문

제를 식별하는 연구(김혜선 외, 2004; 이학승,

1999; 양문성, 1999), 전자적 의료정보와 관련된 프

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윤경일,

2004; 이 규, 2008), 정보화에 따른 프라이버시 관

련 문제와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한 정보보호제도

를 분석하는(정광수, 2005; 황재 , 2001)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사용자의 정보 프라이버시에 한 반응과 그 선행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는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에

향을 미치는 프라이버시 관련 정보의 유형 탐색(신지

외, 2006), 인터넷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

한 아키텍처 설계 방안(장현미 외, 2009), 프라이버

시 보호와 관련된 상황인식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p3p방법론의 개발(권오병, 2008), 온라인 프라이버

시 침해우려에 한 사용자의 행위적 반응(박정현

외, 2007; 최미 외, 2008; 최혁라 외, 2007) 과

같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프라이버시 관련 문

제를 다룬 연구로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서비스 사례

인 u-Health care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연구

(강달천, 2004; 김재성 외, 2007; 윤 민, 2004; 송

지은 외, 2007),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개인

정보보호를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 관련 연구(송유진

외, 2006; 송유진 외, 2006), RFID 활용에 따른 프

정보 프라이버시의 향후 연구방향 도출을 위한 선행연구 분석

<표 7> 조직 수준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연구 프레임워크

이론
속성

제도관점 자원기반관점

수용적 전략 적극적 전략 고객 지식 역량 고객 관계 역량

수준 조직

이론에서 주장하는
조직 목표

생존 경쟁우위

조직목표 달성에 있어서 정보
프라이버시의 역할

실용적 정당성의 원천 사회적 정당성의 원천
지적 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를 지원
사회적 자원을 이용하여

차별화를 지원

정보 프라이버시 활동의 초점 내부 외부 내부 외부

목표달성 메커니즘으로서
정보 프라이버시

동종 산업내의 프라이버시
보호 활동을 모방

차별화 지원을 위한
인상 관리

조직의 정보 관리
프로세스를 진화

조직의 프라이버시
관리 프로세스를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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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버시 보호 관련 문제점을 분석하는 연구(김일중

외, 2007; 문송철, 2007; 장종인, 2006; 강전일 외,

2004)들이 수행되었다. 

국내에서 정보 프라이버시 관련 연구가 법/제도적

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유는 상 적으로 정

부규제 당국에 의해 법률적인 측면에서 개인정보보

호 관련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는 환경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가

장 심각한 역기능으로 인식되는 정보 프라이버시에

한 연구가 상 적으로 많이 수행되고 있다. 정보프

라이버시가 온라인상에서 사용자 행위에 중요한

향을 미치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특이한 현상이

다. 또한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 등에 한 고유한 측

정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역시 수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Ⅵ.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프라이버시 관련 선행연구

의 분석을 통하여 향후 연구방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국내외 주요 저널에서 정보프라이

버시 연구는 정보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에 비해 상

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분의 연

구가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의 측정모델 개발 및 정

보 프라이버시에 한 개인 사용자의 반응에 향을

미치는 선후행 요인 탐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국내의 정보 프라이버시

연구는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와 관련된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진 반면 사용자의

정보 프라이버시에 한 반응 및 고유한 정보 프라

이버시 관련 측정모델의 개발은 부족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분석의 기준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연구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 프라이버시의 개념 측면에서 최근 정보

프라이버시 관련 연구는 정보의 자기결정권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확인하 다. 전통적인 의미의

정보 프라이버시가 개인의 고유한 권리로서 반드시

보호되어야만 하는 권리 으나 최근에는 정보활용자

(조직)와 정보 제공자 모두 혜택을 얻는 윈-윈 관계

에 초점을 맞춤으로서 정보의 자기결정권 개념이 강

조되고 있다. 유선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을

넘어 모바일, 유무선을 통합하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은 더욱 중요해 진다. 유비쿼

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및 활

용은 전통적(인터넷을 포함한) 방식과 큰 차이를 보

이므로 보다 유연하고 확장된 정보 프라이버시의 개

념을 요구한다. 소비자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가 수

집, 활용될 가능성이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환경에서

는 더욱 높아진다. 따라서 향후연구에서는 정보 프라

이버시의 개념을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방향으로 확

발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온라인상에서 정보프라이버시는 동전의 양

면과 같은“프라이버시 역설”의 문제를 안고 있음을

확인하 다. 소비자가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효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이

경우 정보프라이버시 침해 위협 역시 증가한다. 이처

럼 개인정보 제공을 통해 사용자가 얻을 수 있는 경

제적, 사회적 효익과 정보프라이버시 위협은 서로 상

충하고 있다. 일부 연구(Hann, et al., 2002)에서

“프라이버시 계산”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소비자가

정보프라이버시를 염려하지 않는 적정 수준의 경제

적 보상에 하여 연구하 으나, 경제적 보상은 근본

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경제적 보상에도 불구하

고 제공된 개인정보가 증가하면 정보침해위협의 가

능성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프라이버시 역설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새로

운 관점과 분석의 틀을 개발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의 주요 구성차원은 정

보의 수집, 부적절한 접근, 내/외부적 2차적 사용,

오류 등임을 확인하 다. 온라인 서비스의 확산과 사

용자의“자기정보결정권”개념이 강화되면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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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프라이버시 프랙티스에 한 인지 등과 같은 항

목이 추가되고 인터넷 상에서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

가 특히 강조됨을 확인하 다. 부분의 연구가 미국

의 정보 프라이버시 환경에 맞추어 수행되어 왔으며,

개별 국가의 사회, 문화, 경제, 법/제도적 특성과 같

은 환경적 조건의 고려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정

보 프라이버시의 환경적 조건은 사용자의 정보 프라

이버시 염려에 매우 민감하게 작용하므로 향후 연구

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 정보 프라이버

시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측정모델 개발에 한 연구

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넷째, 정보 프라이버시와의 인과관계를 탐색하는

부분의 연구가 효익과 위험의 상충관계에 한 판

단에 따라 위험이 작고 효익이 큰 경우 긍정적인 태

도, 의도, 행위를 한다는 분류이론을 기반으로 연구

가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정보프라이버

시 연구에서는 효익과 위험의 상충관계(trade-off)

를 벗어나 관계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의 수행이

요구된다.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정보의 활

용자(조직), 제공자(사용자), 그리고 정보라는 3자 사

이의 관계 속에서 정보 통제에 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관계적 속성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연구의 분석 단위 측면에서 부분의 정보

프라이버시 관련 연구가 개인수준의 정보 프라이버

시 염려의 인지와 그에 한 사용자의 태도, 의도,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직의

정보 프라이버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개별 사용

자의 정보 프라이버시에 한 확신 이외에 정부당국

의 규제, 동종산업 간의 경쟁 속에서 발생하는 복합

적 문제에 한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

에서 기존 연구와 같이 개인의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

수준, 정보제공의도 이외에 보다 다양한 종속변인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내의 정보 프라이버시 관련 연구가

상 적으로 법/제도적 측면에서 초점이 맞추어져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규제

당국에 의한 법/제도적 측면에서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

최근 정보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높은 유비쿼터

스 컴퓨팅 환경에서의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프레임워크에 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

나 상 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정보 프라이버시에

한 사용자의 반응과 국내 정보 프라이버시 환경을 고

려한 측정모델 등의 개발에 관한 연구는 상 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국

내 환경에 적합한 측정모델의 개발 및 사용자의 프라

이버시에 한 반응을 탐색하는 연구의 수행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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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항목 출처

Global
Information

Privacy Concern
(GIPC)

All things considered, the Internet would cause serious privacy problems.

Smith, et al.(1996),
Malhotra, et al.

(2004)

Compared to others, I am more sensitive about the way online companies handle
my personal information.

To me, i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keep my privacy intact from online
companies.

I believe other people are too much concerned with online privacy issues.

Compared with other subjects on my mind, personal privacy is very important.

I am concerned about threats to my personal privacy today.

Concern For
Information

Privacy
(CFIP)

Collection

Segars, et al.(2002),
Smith, et al.(1996)

It usually bothers me when companies ask me for personal information.

When companies ask me for personal information, I sometimes think twice
before providing it.

It bothers me to give personal information to so many people.

I am concerned that companies are collecting too much personal information
about me.

Unauthorized Access

Companies should devote more time and effort to preventing unauthorized access
to personal information.

Companies should take more steps to make sure that the personal information in
their files is accurate.

Companies should take more steps to make sure that unauthorized people cannot
access personal information in their computers.

Errors

All the personal information in computer databases should be double-checked
for accuracy?-no matter how much this costs.

Companies should take more steps to make sure that the personal information in
their files is accurate.

Companies should have better procedures to correct errors in personal
information.

Companies should devote more time and effort to verifying the accuracy of the
personal information in their databases.

Secondary Use

Companies should notuse personal information for any purposes unless it has
been authorized by the individuals who provided the information.

When people give personal information to a company for some reason, the
company should never use the information for any other purpose.

Companies should never sell the personal information in their computer
databases to other companies.

Companies should never share personal information with other companies unless
it has been authorized by the individuals who provided the information.

[부록] 정보프라이버시염려(IPC)의 측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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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항목 출처

Internet User
Information

Privacy
Concerns
(IUIPC) 

Control

Malhotra, et al.
(2004)

Consumer online privacy is really a matter of consumers’' right to exercise
control and autonomy over decisions about how their information is collected,
used, and shared.

Consumer control of personal information lies at the heart of consumer privacy.

I believe that online privacy is invaded when control is lost or unwillingly
reduced as a result of a marketing transaction.

Awareness (of Privacy Practices)

Companies seeking information online should disclose the way the data are
collected, processed, and used.

A good consumer online privacy policy should have a clear and conspicuous
disclosure.

It is very important to me that I am aware and knowledgeable about how my
personal information will be used. 

Collection

(1) It usually bothers me when online companies ask me for personal information.

(2) When online companies ask me for personal information, I sometimes think
twice before providing it.

(3) It bothers me to give personal information to so many online companies.

(4) I'm concerned that online companies are collecting too much personal
information about me.

Internet
Privacy

Concerns
(IPC)

I am concerned that the information I submit on the Internet could be misused.

Dinev, et al.
(2006)

I am concerned that a person can find private information about me on the
Internet.

I am concerned about submitting information on the Internet, because of what
others might do with it.

I am concerned about submitting information on the Internet, because it could be
used in a way I di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