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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스마트폰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TV, 전화기 등과 같

이 우리의 삶속에서 매우 중요한 기기로 자리매김 하

였다. 이는 단순한 전화 기능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휴대폰과 다

르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앱의 사용에 있어 선풍적

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이다. 이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약 

60%에 해당 되는 사용자가 이를 활용할 만큼 매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SNS는 Boyd and Ellison(2007)의 

연구에 의하면 세가지 차별점을 활용하여 이를 정의

하였다. 첫째, SNS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서비스에 

공개 또는 비공개되는 자신의 개인정보(프로필)을 설

정해야 하며, 둘째, 관계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

들의 목록이 있고, 셋째, 다른 사람들이 SNS를 통하

여 이를 둘러보거나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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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밝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3)이 실시한 설문에 의하

면 SNS의 사용률은 2012년 대비 7.8%의 증가율을 보

였다고 밝혔다. 반면에 이러한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의 공개로 인하여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염려는 날

로 늘고있는 추세이다. 위 설문에 의하면 개인정보 보

호 정책 준수, 개인정보 관리, 정보보안 시스템, 사생활 

침해 악용, 총 4가지 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스마트폰 

앱 사업자에 대한 신뢰 수준을 측정한 결과 모든 항목

에서 60점 미만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한국소비자원(2014)의 스마트폰 앱 사업

자에 대한 소비자 신뢰 수준을 측정한 결과 위치정보

에 대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81.7%, 결

제정보에 관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78%, 건강정보에 관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

해 75%가 매우 우려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개인정보

의 판매 가능성에 대한 답변으로 위치정보에 대해서

는 70%, 결제정보에 대해서는 73%, 그리고 건강정보

에 대해서는 71%가 매우 우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실제로, 한 연구에 의하면 페이스북 이용자의 91%

는 본인의 사진, 88%의 이용자는 본인의 생년월일, 

40%는 전화번호 그리고 51%는 거주지의 주소가 노

출되어 프라이버시가 침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Gross and Acquisti, 2005). 즉, 매우 많은 사용자

가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하여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이러한 염려에도 불구하고 한국인터넷진흥

원(2014)의 보고서에 의하면 인터넷 사용 인구 중 약 

61%가 SNS를 사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7.8%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프라

이버시 염려가 큰 상황에서도 SNS의 사용률이 급격

히 높아지는 이유를 알아보고자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유로 지각된 유

용성과 프라이버시 염려 간의 관계를 알아보아 이 중 

어떠한 요인을 사용자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아

보고, SNS 제공 기업들이 사용자들의 특성에 맞는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NS 사용자들이 갖는 프라

이버시 염려가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고 프라이버시 염려가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지각된 유용성의 영향력을 확인해보고자 하였

다. 그리고 신뢰도의 매개 역할을 통하여 프라이버시 

염려와 지속사용의도의 관계를 확인 하고자 하였다. 

단순히 유용성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하

에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이 낮은 기업은 신뢰도가 낮

아지고 그 결과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하

는 사용자의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임

병하·강동원(2014)의 연구에 따르면 프라이버시 염려

의 증가는 유용성을 감소시키는데 이는 인터넷을 활

용하는데 있어 개인정보가 필요하기에 유용성을 더 얻

고자 할 경우 더 많은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

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를 실증

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새로운 지식서

비스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 향후 온라인 상에서 공유되고 생성되는 지식경

영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1.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을 토대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SNS상에서의 프라이버시 염려가 지속사용의도에 미

치는 요인들의 개념을 확립함과 동시에 이들이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측정과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고

자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를 실행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에 대한 연구와 실

증분석을 통하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실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SNS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의 특성이 수

용요인을 연구한 기존연구 고찰을 실시하여 SNS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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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념과 SNS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요인들을 고찰

하고자 하였다. 둘째, SNS에서의 프라이버시 염려가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사용자가 갖는 

SNS에 대한 유용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

고 SNS에 대한 신뢰가 프라이버시 염려와 지속사용의

도에서의 매개역할을 보고자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측

정문항을 도출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의 6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은 본 연구의 문제에 대한 제기 및 연구의 목적

을 제시하였으며 연구의 구성과 방법에 대하여 설명

하였다. 2장에서는 SNS의 개념과 동향, 프라이버시 염

려, 신뢰성, 유용성 그리고 지속사용의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요약하여 이들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서

술하였다. 3장은 이론적 배경(2 장)에서 다룬 선행연

구들을 바탕으로 연구 모형과 이에 따른 연구 가설을 

도출하였다. 4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연구 가설

을 검증하기 위한 설문의 설계와 이에 대한 절차 및 변

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을 제시하였다. 5장에서

는 4장의 방법을 통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통

계적 분석을 실시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 요약과 이에 대한 시사점과 연구의 한

계점을 제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2.1 SNS의 개념 및 동향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인터넷을 통하여 

사람을 연결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경험과 느낌 그리

고 가치관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이

는 먼 또는 가까운 지인들과 관계형성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일상을 공유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

하며 이는 이미 주요한 인터넷 서비스로 자리매김하

였다 (정남호 외 2011). 이러한 SNS는 사용자 본인들

이 중심이 되어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를 형성, 이를 활

용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기존의 블로그

나 커뮤니티 등과는 차별화 된다(이문봉, 2011).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률은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2013

년(구글 코리아) 기준 70%를 넘어섰다. 한 연구에 (이

하늘, 2013)에 따르면 한국의 스마트폰을 통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는 SNS 이용이 가장 높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의 플렛폼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커

지고 있다. 특히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하고 고

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통한 구전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노승의 외 2013)

문헌 연구에 의하면 사용자들은 두 가지 방식을 통

하여 SNS를 사용한다. 첫째, 공통된 관심사를 공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고 둘째, 기존에 친분

이 있던 지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한

다(Ellison et al., 2007). 우리나라는 학교 동창을 찾

기 위한 서비스 “아이러브스쿨”이 런칭한 이후 미니홈

피, 커뮤니티, 카페 등을 통하여 이용자들과 소통을 하

다2009년부터는 마이크로 블로그 시대로 이어졌고, 

2006년에는 싸이월드가 국내 성공을 기반으로 유럽

까지 진출한 사례가 있다. 반면에 유선 중심이던 서비

스가 무선의 모바일 SNS의 중심으로 이동하여 보다 

큰 파급력을 갖게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SNS로는 Twitter와 

Facebook이다. Twitter는 2006년 처음 서비스를 시

작했으며 상대적으로 짧은 단문을 사용자들이 등록

하여 공유를 하는 형태로 제공된다. Twitter는 2010

년 1억 5천만 명의 가입자를 모았으며 미국 대통령 선

거에서 유세용으로 활용되어 보다 큰 주목을 받았다. 

최근에는 정치가, 연예인, 사업가 등 다양한 유명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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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Twitter를 사용하여 다양한 팔로어들과 소통을 하

고 있다. Facebook은 2004년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개인의 사진과 동영상 등의 컨텐츠를 공유하고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용자들을 확보하고 있다.

송민정(2010)은 Facebook이 구글을 능가할 수 있

는 세계 최대의 SNS 기업이 될 것이라 예측을 하였으

며 이에 대한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페

이스북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인맥, 관심

사를 공유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사용자의 개인정보

를 축적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이 사용자 개개인의 특성

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페이스

북은 인맥에 바탕을 둔 검색의 기능을 더 강화하고 자

체적인 광고 플랫폼을 적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는 

페이스북이 자체적으로 광고 수익모델을 설계할 수 있

음을 시사한 바 있다. 둘째, 페이스북은 자신의 플랫폼

을 개방하여 게임, 쇼핑 등의 타 서비스와 제휴 및 연

계를 통하여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사

용자가 관심이 있는 관련 정보를 본인의 페이지를 통

하여 공유할 수 있고 이를 연결된 친구들에게 노출하

는 효과가 있다. 

반면에 최근 인터넷 사용 및 스마트폰의 사용의 보

편화로 인하여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늘고 있다 (이용

수, 2014). 이러한 개인정보의 유출사례가 늘면서 사용

자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

다. 한국소비자원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스마트폰 앱 

사업자에 대한 신뢰 수준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 준

수, 개인정보 관리, 정보보안 시스템, 사생활 침해 악

용, 총 4가지의 항목을 통하여 100만점으로 조사를 

한 결과 4가지 항목에서 모두 60점에도 미치지 못하

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한국소비자원(2013) 스마트폰 앱 이용

자의 프라이버시 염려 수준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75% 이상이 자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본인의 위치

정보나 결제 정보 등의 이용 내역이 수집될 가능성을 

염려하였으며 본인의 동의를 받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다른 기업에 판매될 가능성에 있어서도 

70%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많

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에 대한 

오용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2014년)의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나라 3세 이상의 인구 중 83.6%가 인터넷을 사용하

며 이중 60.7%가 SNS 사용자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

원(2013)이 실시한 설문에 의하면 SNS 이용률이 작년 

대비 7.8%의 증가를 보였으며 이들은 하루 평균 72.8

분의 이용량을 보였다고 하였다. 특히, 한국인터넷진

흥원에 따르면 20대와 30대 중 SNS 사용률은 각각 

87%, 77%의 사용률을 보이며 20대와 30대가 주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페이스북 이용자의 91%는 본

인의 사진, 88%의 이용자는 본인의 생년월일, 40%는 

전화번호 그리고 51%는 거주지의 주소가 노출이 되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Gross 

and Acquisti, 2005). 즉, 다양한 서비스들이 페이스

북을 통하여 공유 및 유통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2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염려

우리 사회에서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금융거

래, 이메일 등 살아가면서 필수적인 요소로 개인정보

가 사용 되고 있다. Warren(2004)에 의하면 개인정보

는 특정 개인에 관련된 정보로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

록번호 등에 해당되면 이는 특정 사람을 알아볼 수 있

는 정보를 뜻한다. 이용수(2014)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개인의 건강 및 신체, 자산, 지위 등에 관련된 정보 및 

이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모든 정보라고 주장하였

고 일반정보, 가족정보, 교육 및 훈련정보, 병역정보, 

부동산정보, 소득정보, 기타수익정보, 신용정보, 고용

정보, 법적정보, 의료정보, 조직정보, 통신정보, 위치정

보, 신체정보, 습관 및 취미정보로 총 16개의 개인정보 

유형으로 정리를 하였다. 이러한 정보의 사용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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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형태로 사용자가 기업 또는 정부기관에 편의를 도

모하고자 제공을 한다.

유일 외(2009)는 프라이버시를 시대와 장소 그리고 

사회 및 심리적 요소에 의하여 변화하는 개념으로 다

양한 환경을 통하여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다차원

적 개념으로 이를 한가지의 정의로 도출해 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프라이버시(Privacy)는 사용자

의 개인정보의 사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정

의된다(Westin, 1967).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는 프라

이버시의 침해 및 개인정보의 유출 등의 문제가 대두 

되면서 제 3자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화하였다(Jung and Namn, 2011). 

백윤철(2005)은 앞서 언급한 정의와 유사한 개념으로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자신과 

관계된 정보를 통제하는 권리로 정의하였다. 

Westin(1967)은 프라이버시에서의 주요 문제는 프

라이버시의 염려(Privacy Concerns)라고 주장하였

다. 이는 개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걱정을 뜻한다(이미나·심재웅, 2009). Ki and 

Lee(2011)는 프라이버시 염려를 개인의 의지와는 상

관없이 외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침해를 당하는 것

이라고 정의를 하였다. 이는 정보화 사회로 변화하면

서 기업이 수집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얼마나 보호

하는지에 따라 전반적인 염려에서 프라이버시 염려로 

변화하였다 (김병수 2012). 이러한 사회적 트랜드에 따

라 학계에서도 프라이버시 염려에 대한 다양한 연구

가 진행이 되었으며 Smith et al.(1996)과 같이 정보

의 프라이버시 염려의 측정도구 등, 개인의 지각에 따

른 개인정보의 수집, 허가 이외의 사용 및 조회, 시스

템 오류에 의해 보호되지 못하는 염려 등에 대한 측

정도구가 제시되었다. 정보시스템 분야에서의 연구자

들은 프라이버시를 개인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용

을 관리 및 통제하는 권리로 정의를 하고 있으며 이

는 정보에 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으며, 본 정의는 행

위, 신체 그리고 공간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있지 못

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Dinev and Hart, 2005; 

Mason, 1986; O’Neil, 2001).

프라이버시 염려(privacy concerns)를 정의한 연구

자는 Culnan(1993), Smith et al.(1996), Malhotra 

et al.(2004)으로 Culnan(1993)은 개인정보에 있어 

이에 대한 감시와 저장 그리고 검색 능력의 기술로 인

하여 사용자들이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정의를 하

였다. Smith et al.(1996)은 프라이버시 염려를 비인

가된 잘못된 사용(Unauthorized use), 개인정보 수

집(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등의 결

합으로 나타나는 염려로 정의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Malhotra et al.(2004)는 개인이 갖는 공정성(Equity)

이라고 정의를 하였고 사용자는 개인의 편익을 갖기 

위하여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해 이에 대한 수집, 본인

의 개인정보를 원치 않는 곳에 저장하는 것에 대한 통

제, 기업들의 사용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지각 등의 세 가지 차원으로 정리를 하였다.

SNS는 기존의 미디어를 통해서 보지 못한 개방적

인 방식으로 인하여 프라이버시 위험은 더욱 커졌다. 

SNS 상에서의 개인정보는 사용자의 친구에게 전달이 

되어도 결국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용자

에게도 노출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위험은 더욱 클 

수 있다(오태원·유지연, 2011). 실제로 페이스북 이용

자의 91%는 본인의 사진, 88%의 이용자는 본인의 생

년월일, 40%는 전화번호 그리고 51%는 거주지의 주

소가 노출이 되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Gross and Acquisti, 2005). 이는 타인

이 사용자의 SNS에서 사용자의 이름, 직업, 취미, 졸업

학교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고 사

용자의 포스팅을 통하여 글과 이미지 등을 통하여 간

접적으로 개인정보를 알 수 있으며 사용자의 친구들

의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터넷 사

용자들 스스로도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느 누군가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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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수집이 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지고 수집된 정보를 어

떠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에 프라이버

시 염려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미나·심재

웅, 2009).

2.3 신뢰도

신뢰도는 각 학문 분야의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

양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학, 심리학, 경제학

에서 많은 연구가 되었고 이중 신뢰를 인식하는데 있

어 공통적인 것은 바로 위협(Threat)인데 위협과 신뢰

의 관계에 있어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Das and Teng, 1998). 신뢰도(Trust)는 상대방이 책

임감 있는 자세로 본인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는 믿

음으로 정의 된다(Mayer et al., 1995). Bhattacharya 

et al.(1998)은 개인 뿐만 아니라 집단 및 조직 간 재화

의 교환 및 거래에서 다양한 형태로 신뢰가 고려되는 

가운데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또 이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신뢰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불확실성과 관련이 있으며 이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상대가 약속 또는 본인이 갖고 있

는 기대감이 충족 및 이행되지 않을 것을 감수하는 의

지로서 인식 되고 있다. 

위의 신뢰의 개념은 인터넷 환경에도 적용이 가능

하다. Gefen(2000)은 불확실성이나 완전하지 못한 제

품의 정보가 제공되는 상황에서 이용자와 제공자 간

의 신뢰는 필수적인 요소로서 작용하고 그 결과로 형

성된 온라인 사이트와의 친밀감과 이에 대한 신뢰로 

인해 이용자가 온라인 쇼핑에 참여 및 구매할 의도를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SNS를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

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에 대한 신뢰는 사용

자가 서비스를 평가 및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해

당 서비스의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준다(Pavlou, 

2002). 

김현경 외(2004)와 박철(2002)에 따르면 신뢰는 사

용자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지각한 품질

이 초기에 예상했던 것과 일치했을 경우 발생되는 느

낌으로 사용자가 목표한 바를 이루고자 했을 때 제품 

또는 서비스가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과 비록 도

움이 되지 않더라도 해당 되는 제품과 서비스에 의존

하려는 경향이라 정의하였다. Ratnasingham(1998)

은 인터넷 쇼핑의 성장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로 신뢰의 구축을 지적하였으

며 이에 관련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Jarvenpaa et al.(1999)는 전자상거래에서 본인이 믿

을 수 있는 감정과 박애 등의 조합으로 인해 형성되는 

신뢰가 사용자가 갖는 위협을 감소시키는 행위의도를 

증가시킨다고 지적하였고, Ho!man et al.(1999)는 사

용자들이 웹에서의 제품의 구매행위를 하지 않는 이

유에 대해서는 결제와 같은 보안과 기술에 대한 불신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에 대한 염려가 가장 큰 

요인임을 밝혔다. 이와 같이 인터넷 환경에서 사용자

들은 인터넷이 갖는 특징과 인터넷과의 주요 상호작용 

수단이 되는 기술적인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

가 있다(Gefen et al., 2003).

나아가, 인터넷 상에서의 신뢰성은 댓글의 유무에 

따라 소비자의 인지의 정도가 다르며 댓글이 있을 경

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의 긍정적인 사용 

후기에 의해 사용자는 신뢰성을 갖고 지속적인 구매

활동 뿐 아니라 긍정적인 개인의견 그리고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향상에 영향을 미친다(정일권·김영석, 

2006). 이국용 외(2005)는 소비자와 판매자의 관계에

서 시간적, 공간적으로 단절이 있을 때 인터넷 상에서

의 신뢰는 매우 중요하며 이는 구매의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신뢰도는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국용·형성우·

이상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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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술수용모형 (TAM)과 지각된 유용성

Davis(1989)는 기술수용모형(TAM)에서 개인이 정

보기술을 수용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지

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을 요인으로 제시하였고, 

이 두 요인들은 이용자의 태도와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하고 하였다. 여기서 지각된 용이성은 사용자

가 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쉽

게 사용할 수 있다는 믿음의 정도를 뜻하며 지각된 유

용성은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사용자의 업무 

성과가 높아질 것이라는 믿음의 정도이다(Benbunan 

and Fich, 2001). 이 두 변수는 사용자의 시스템에 대

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태도는 사용자가 실제로 시

스템을 사용하는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까지 기

술수용모형을 토대로 확장된 이론과 연구들이 다수 

행해져 왔으며 지금도 이론적 토대로서 중추적 역할

을 하고 있다. 현용호·박영아(2013)에 의하면 기술수

용이론은 사용자의 행동을 심리학적 이론과 합리적행

동 이론을 기반으로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이 태도

를 매개변수로 하여 사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

로 분석하였다. 

지각된 유용성은 특정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개인의 

업무성과를 향상시킨다는 주관적인 믿음의 정도를 말

한다(Davis, 1989). 지각된 용이성은 시스템을 사용하

는 것에 대한 개인의 노력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 것이

라는 믿음을 의미한다(김준우·문형도, 2007). 지각된 

유용성은 사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수용하고 이를 활

용하는데 있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

한다. Davis(1989)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이용한 지

각된 유용성을 웹으로 확장하여 설명하였다. 이는 개

인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과정, 속도, 질에 도움을 

준다고 믿는 정도라고 주장하였다. 즉, 지각된 유용성

은 개인이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업무 성과에 긍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믿음의 정도이다. 

Zimmeman(1995)는 유용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디자인, 고려해야 할 사항, 입력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총 33개의 세부 사항을 제시하였다. Benbunan and 

Fich(2001)은 웹사이트들의 유용성의 중요성을 제시

하고 이를 평가하는데 디자인과 네비게이션 그리고 속

도를 제시한 바 있다. Turner(2002)는 웹사이트들의 

유용성을 측정하는데 있어 7가지의 가이드라인을 제

시하였고 이는 페이지 디자인, 콘텐츠, 미디어의 사용, 

일관성, 접근성, 대화성, 그리고 네비게이션을 제시하

였다. 김정자·이정훈 (2005)는 이에 대한 기준으로 상

호작용, 콘텐츠, 상거래 기능 등을 제시하였다.  웹의 

품질을 측정하는데 있어 Barnes and Vidgen(2003)

은 유용성이라는 측정도구를 활용하였고 이는 개인이 

습득을 하고 조작을 하는데 있어 쉬운 정도로 측정을 

하였다.

2.5 지속사용의도

서비스 사용자들의 지속사용의도는 소비자들의 재

구매 과정과 매우 흡사하다(박기운·옥석재, 2008). 이

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하여 어플리케이션을 무료

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던 어플리케이

션이 필요가 없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이를 쉽게 

삭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기운·옥석재, 2008). 지속

사용의도는 사용중단의도와 정보시스템 수용 후의 행

동에 의한 결과로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지속사용의

도가 낮더라도 사용을 중단하려는 의도가 보다 크다

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용 후의 행동에 있어 이에 관

련된 연구는 사용의도보다 지속적 사용의도를 측정하

는 것이 더 적합하다(조재희, 2014). 나아가, 최훈·최유

정 (2011)의 연구에 의하면 어플리케이션의 낮은 전환

비용으로 인하여 수용의도보다 지속사용의도를 측정

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사용자 및 고

객의 지속사용의도는 기업의 입장에서 수익에 직결되

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고객들의 제품 구매는 일회

성 구매로 끝나는 경우도 있으나 기업의 마케팅과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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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또는 고객들의 만족도로 인하여 지속사용을 할 경

우 기업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김병

수·이종원·강영식, 2010). 

Bhattacherjee(2001)은 지각된 유용성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정보시스템의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지속사용모델을 제시하였다. 신현식(2010)은 

지각된 유용성과 주관적 규범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Bhattacherjee(2001)의 지속사용의도를 활용하여 모

바일인터넷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김

병수·이종원·강영식 (2010)은 모바일 서비스 이용 경

험이 있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통해

서 유용성을 획득하는데 지불하는 비용을 지속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로 고려하여 유용성

과 즐거움은 지속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바 있으

나 금전적 비용과 정신적 비용은 이를 저해하는 요소

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3.1 연구모형

지각된 유용성

프라이버시 염려 지속사용의도
H1

H2

H3

<그림 1>  연구모형 1

신뢰도

프라이버시 염려 지속사용의도
H1

H4

<그림 2>  연구모형 2

3.2 가설 설정

3.2.1 프라이버시 염려와 지속사용의도

선행연구들은 인터넷 상거래에서 프라이버시 염려

가 구매의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

다(Ranganathan and Ganapathy, 2002; Suh and 

Han, 2003). 프라이버시 염려는 인터넷 상에서의 거

래에 있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Dinev and Hart, 2003), 프라이버시 염려

가 전자상거래에서의 거래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Eastlick et al., 2006). 즉, 프라

이버시 염려가 커질수록 인터넷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

여 이를 위험의 공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진다

(Malhotra et al., 2004). 프라이버시 염려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매의도, 사용자의 전자상거래 상

에서의 거래의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프라이버시 염려와 지속사용의도와의 관계를 가

설로 설정하였다.

H1: 프라이버시 염려는 SNS사용자들의 지속사용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지각된 유용성과 지속사용의도의 관계

프라이버시 패러독스(privacy paradox)라고 알려진 

현상이 최근 관찰되며 그 원인을 설명하고자 하는 연

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Awad and Krishnan 



552015. 12

프라이버시 염려가 SNS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신뢰도의 매개 및 지각된 유용성의 조절효과

2006;Norberg et al. 2007). 즉,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려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태도를 나타내는 개

인들이 실제 행동에서는 높은 염려에도 불구하고 개

인정보를 순순히 제공하거나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현상을 보인다. 실제 주변에서 혹은 우리 자신의 행위

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는 비합리적

인 의사결정으로 보이며 기존의 연구에서 합리적 의

사결정을 하리라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이루어진 연구

결과에 정면으로 대치된다 (Acquisti and Grossklags 

2005a).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Wilson and Valacich 

(2012)의 연구에서는 상황적 요인 중 위험확산 (Risk 

Diffusion)과 즉각적혜택(Benefit Immediacy)이 프

라이버시 염려가 가져오는 위험을 낮게 인지하게 하

고 프라이버시 제공의 혜택에 대한 지각을 증대시킨

다고 설명한다. 위험이 실현되는 시기까지의 간격이 크

다고 인식되면 실제 위험의 정도를 과소평가하게 되

고, 즉각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이 존재할때에 정보공개

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더 높이 평가하게 된다

는 것이다. Acquisti and Grossklags (2005a;2005b) 

의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 패러독스의 원인으로 행

동경제학 관점에 기반해 심리적 왜곡(psychological 

distortions), 한정된 정보(limited information), 제

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로 설명하고 있다. 

Tsai et al. (2011)은 한정된 정보의 위험수준 왜곡효

과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이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정

책을 제공하고 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 패러독스가 나타나

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각된 유용

성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서비스의 유용성

이 높다고 판단하면 실재하는 프라이버시 염려가 완

화하게 될 것이라는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Davis(1989)의 기술수용모델을 구성하는 주요 개념

인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의 두 요인은 정보

기술의 수용 요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각된 유용성

이란 특정 기술을 사용하는데 있어 개인의 성과에 도

움 및 향상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믿음의 정도로 정

의를 하고 있고 지각된 용이성은 개인이 신기술을 활

용하는데 있어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개인의 믿

음의 정도로 정의를 하였다. 이러한 유용성과 용이성

은 개인이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데 대한 태도와 사용

의도 및 이용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Davis et al., 1992). 

임병하·강동원(2014)의 연구에 의하면 온라인에서

의 프라이버시의 염려의 증가는 유용성을 감소시킨다

고 주장하였다. 이는 인터넷을 활용하는데 있어 개인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유용성을 더 얻고자할 경

우 더 많은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여 프라이버시 염

려가 높다면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점도 낮기 때문

이다(Barnes, 2006). 즉, 유용성을 추구하는 SNS 사

용자는 프라이버시 염려를 일정 부분 포기 해야 한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용성을 더 얻고자 할 

시 더 많은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였다. 

H2: 프라이버시 염려가 SNS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은 지각된 유용성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지각된 유용성은 Davis et al.(1992)의 기술수용모

델에서 제시된 요인으로 이는 컴퓨터 기술을 사용하

는 사용자의 행동양상을 보여준다. 본 행동양상에 미

치는 변인으로 지각된 유용성은 용이성보다 큰 영향

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기술수용모델에서 지각된 

유용성은 특정 시스템을 사용자의 업무의 성과를 향

상시킨다는 주관적 인지의 정도라고 정의하였으며 이

는 개인이 시스템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도로 사

용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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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H3: 지각된 유용성은 지속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3.2.3 프라이버시 염려와 지속사용의도 간 관계에서 

신뢰성의 매개역할

Mayer and Davis(1995)에 따르면 신뢰도는 신뢰자

가 피신뢰자에 대해 갖는 기대감 혹은 믿음으로 정의

된다. SNS 상에서의 신뢰란 이용자가 SNS사용에 있

어 지각된 여러 요소들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으며 신

뢰는 SNS사용자의 행동을 보여주는데 있어 필수 요

인이라고 할 수 있다. 모바일 서비스에서의 신뢰는 사

용하는 서비스의 신뢰와 이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신뢰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리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는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지각한 다

양한 특성들로 구성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국용 외

(2005)는 이렇게 형성된 신뢰는 서비스 사용자의 행

동을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연구자들은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염려 또는 잠재적

인 프라이버시에 있어 위험 요인에 중점을 두고 연구

를 진행해오고 있다(Milber et al, 1995; Smith et al., 

1996). 이러한 연구에서는 온라인 상에서의 구매의도

는 안전성과 프라이버시에 의해 가장 많이 영향을 받

는다고 하였다. Dinev and  Hart(2003)은 전자상거

래에서 프라이버시 염려가 고객 및 사용자의 의사결정

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신뢰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기업이 보호

하는 정도에 관해 개인이 느끼는 정도라고 정의된다

(Gefen et al., 2003). 즉 개인의 특성이 신뢰성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고려되었다(Mayer et al., 1995; 

Mcknight et al., 1998). 이는 프라이버시 염려에 관한 

개인의 성향이 온라인상에서의 개인정보 요구에 반응

하는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

다. 이는 개인이 갖는 프라이버시 염려가 온라인 서비

스의 신뢰성에 부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Eastlick et al.(2006)의 연구에 의하면 프라이버

시 염려는 신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

었다. Liu et al.(2005)의 연구에서는 개인이 갖는 온

라인 기업에 대한 프라이버시의 염려가 신뢰와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는 ‘프라이버시 신뢰 행위의도 모형’을 

제안하였고 이러한 관계는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서비스에서의 신뢰는 서비스에 대한 신뢰와 

이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신뢰를 포함하며 이는 서

비스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지각하는 다

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사용자들의 행위를 설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이국용·형성우·이상만, 

2005). 이와 같이 프라이버시 염려가 높으면 신뢰도가 

낮아지고 따라서 지속사용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

는 매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며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 하였다.

H4: 신뢰도는 프라이버시 염려와 지속사용의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IV. 연구방법

4.1 측정문항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하였고 측정항목을 사용하였다(<부록> 참조). 종속변

수로 사용된 지속사용의도는 Bhattacherjee(2001)

의 정의에 따라 SNS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

의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Bhattacherjee(2001)의 4개 

측정항목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독립변수인 프라

이버시 염려는 Dinev and Hart(2004)의 정의에 따

라 SNS에서 사용자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공

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염려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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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정의하였으며 Dinev and Hart(2004)의 4개 

측정항목으로 측정을 하였다. 조절변수로 사용된 지

각된 유용성은 Davis(1989)의 정의에 따라 특정 기

술을 사용하는데 있어 개인의 성과에 도움 및 향상

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믿음의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Davis(1989)의 5개의 측정항목을 사용하였다. 매개변

수로 사용된 신뢰도는 Fogel and Nehmad(2009)의 

정의에서 본 논문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는 

SNS에 대한 신뢰의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Fogel and 

Nehmad(2009)의 4개의 측정항목과 Dinev and 

Hart(2004)의 3개의 측정항목을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본 연구는 가설과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변

수의 조작정 정의를 <부록>과 같이 구성하였다. 측정 

도구의 내용타당성을 갖기 위하여 프라이버시 염려, 

지속사용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

보된 측정 도구를 활용하였다. 각 설문은 리커트 7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4.2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활용

하여 각 변수들을 측정하는데 있어 적합한 문항들로 

번역하여 구성하였으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대학

(원)생 및 직장인 중 SNS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참여

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작성

한 설문지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모든 설문 

문항은 설문자의 인구통계학적 문항을 제외하고 리커

트 7점 척도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조사는 

2015년 4월 27일부터 2015년 5월 8일까지 11일간 실

시하였다. 총 212부가 수집되었고 이중 불성실하게 답

변한 설문을 제외하고 총 195부의 설문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위해 SPSS 20.0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V. 가설 검정 및 분석

5.1 표본의 특성

<표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류 빈도 응답비율

성별
남자 107 54.0%

여자 91 45.9%

나이

20대 미만 1 0.5%

20-24세 86 43.4%

25-29세 78 39.4%

30-34세 22 11.1%

35-39세 2 1.0%

40대 2 1.0%

50대 이상 7 3.5%

학력

고졸이하 3 1.5%

대학교 재학 116 58.6%

대학교 졸업 42 21.2%

대학원 재학 23 11.6%

대학원 졸업 14 7.0%

직업

대학(원)생 137 69.2%

회사원 41 20.7%

기타 18 9.1%

<표 2> SNS 사용 현황

총 응답자 198명 중 남성은 107명으로 전체의 54%

를 차지하였으며 여자는 91명으로 약 46%를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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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표 1> 참조). 이중 50대 이상은 7명, 40대 2명, 

35-39세 2명, 30-34세 22명, 25-29세 78명, 20-24세 

86명 마지막으로 20대 미만으로는 1명이 각각 차지하

여  20-29세가 주를 차지하였다. 학력은 대학교 재학

이 가장 높은 58.6%를 차지하였고 직업으로도 대학

(원)생이 69.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총 설문자 198명 중 67.6%가 페이스북을 과거에 또

는 현재 사용중에 있으며 이어서 인스타그램 12.6%, 

카카오스토리 11.6%, 트위터 0.5%, 기타 7.5%를 각각 

차지하였다.(<표 2> 참조).

5.2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본 연구는 각 변수에 대한 내적일관성을 측정하였

다. Cronbach’s Alpha 신뢰성 분석결과, 독립변수인 

프라이버시 염려의 4개의 문항의 Cronbach’s Alpha 

= .901로, 조절변수인 지각된 유용성의 5개의 문항

의 Cronbach’s Alpha = .962로, 매개변수인 신뢰성

의 7개의 문항의 Cronbach’s Alpha = .912로, 마지

막으로, 종속변수인 지속사용의도의 4개의 문항의 

Cronbach’s Alpha = .755로 바람직하게 나타났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수들은 허용수준이

상의 값을 보여 측정에 모두 사용하였다.

5.3 가설검증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H1, H3), 조절회

귀분석(H2), 매개회귀분석(H4)을 실시하였다. 가설 1

의 검증을 위하여 회귀분석 결과 <표 3>에 보이는 바

와 같이 프라이버시 염려는 지속사용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ß=-.179, t=-2.014, 

p<.045). 본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나타난 결과

와 같이 프라이버시 염려로 인하여 지속사용의도는 

줄어 들 수 있다는 것과 부합하였다.

가설 2는 지각된 유용성의 조절효과에서 프라이버

시 염려가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적인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였다. 가설 2의 조절회귀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이 산출 되었다. 여기서 사

용된 상호작용항의 경우 ‘프라이버시 염려 × 유용성’

은 본 연구에서 예상한 바와 달리 유의하지 않았다 

(ß=.044, t=.519, p>.605). 

가설 3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유용성이 지

속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한 

대로 회귀분석 결과 <표 3>에 보이는 바와 같이 지각

된 유용성은 지속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ß=.384, t=5.369, p<.00).

<표 3> 프라이버시 염려가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및 유용성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ß t-value p-value
공선성 통계

허용 오차 VIF

지속사용의도

프라이버시(A) -.179 -2.014 .045 .450 2.222

유용성 (B) .384 5.369 .000 .695 1.438

A × B .044 .519 .605 .485 2.064

지각된 유용성

프라이버시 염려 지속사용의도
-.179**
(-2.014)

.044
(.519)

.384**
(5.369)

<그림 3>  가설 1, 2, 3의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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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는 프라이버시 염려를 하는 개인의 성향이 

SNS신뢰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신뢰성은 

지속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

다. 

먼저, 프라이버시 염려를 독립변수로, 지속사용의도

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적

이었다(가설 1). 다음 <표 4>과 같이 신뢰성을 종속변

수로 하고 프라이버시 염려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적이었다 ((ß=-.266, t=-3.834, 

p<.05). 마지막으로 지속사용의도를 종속변수로 하

고 신뢰성을 독립변수로 적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적이었다. (ß=.453, t=-7.064, p<.05). 추가

적으로, 매개변인의 검증을 위하여 소벨테스트 결과 

(z=3.25 p<0.05)유의 적으로 타났으며 Bootstrap분

석을 통하여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신뢰구간 99%, 

CI= -.2345 to -.0307).

신뢰도

프라이버시 염려 지속사용의도
-.239**
(-3.422)

-.266**
(-3.834)

.453**
(7.064)

<그림 4> 가설 4의 연구 결과

<표 4> 매개회귀식 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ß t-value p-value

지속사용 의도 프라이버시 염려 -.239 -3.422 .001

신뢰도 프라이버시 염려 -.266 -3.834 .000

지속사용 의도 프라이버시 염려 -.128 -1.931 .055

신뢰도 .453 7.064 .000

VI. 결론

6.1 연구의 요약

스마트폰의 보급은 개인을 넘어 조직생활에까지 

보다 개선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이소영·김광용, 

2012). 최근 모바일 서비스의 중심은 스마트폰 중심으

로 보다 큰 발전을 이루었다. 이는 GPS 등의 수많은 

기능들의 추가로 수요자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풍부한 

컨텐츠(앱)의 제공과 스마트폰의 확산을 이끌었다. 경

태원 (2012)에 의하면 이미 스마트폰은 단순 통화기능 

이외의 기능을 포함하여 이 이상의 소통의 도구로 자

리를 잡았다. 스마트폰의 역할은 일반적인 통화의 기

능과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능을 넘어 컴퓨터에서만 

가능했던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매우 중요한 플렛폼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SNS는 스마트폰의 플렛폼에서 

사람과의 소통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공간의 장을 제

공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를 통하여 예상한 바와 같이 프라이버시 염려는 

지속사용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고 이는 프라이버시 염려가 높은 사용자의 경우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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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의도가 떨어지는 관계를 확인하였다. 둘째, 프라

이버시 염려와 지속사용의도의 관계에서 지각된 유용

성은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고 이는 비록 SNS의 지각

된 유용성이 높다 할지라도 프라이버시 염려가 지속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하

였다. 셋째, 프라이버시 염려가 지속사용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데 있어 신뢰의 매개변수를 활용하여 영향

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신뢰성은 프라이버

시의 영향을 받아 이를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준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

두번째 가설을 통해 SNS의 유용성이 크다고 지각

된다면 프라이버시 염려가 높아도 지속적으로 이용

하고자 하는 의도가 감소하는 효과가 완화되거나 없

을 것이라는 예측은 검증되지 않았다.  이는 지속사

용의도가 나타나기 이전에 개인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결정하는 과정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

을 간과한 결과일 수 있다.  McKnight et al. (2011)

의 privacy calculus연구에 따른면, 프라이버시 염려

가 높을수록 정보공개(Information Disclosure)는 

감소하는 관계를 가지나 SNS의 지속적인 이용의도 

(Continuance Intention)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지각된 유용셩 (Perceived 

Usefulness)은 정보공개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속적 이용의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모델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공

개가 프라이버시 염려와 지속사용의도 간에서 또다른 

역학관계를 가지고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추론이 가

능하다. 지속사용의도가 아닌 정보공개에 프라이버시 

염려가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지각된 유용성이 미치는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면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수도 

있을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향후 연구에서 이 두가지 

종속변수를 모두 포함하면서 상호작용 효과를 다양하

게 분석해 본다면 본 연구에서 검증되지 않은 가설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2시사점 및 한계

본 연구는 최근 온라인 상에서 지식서비스를 제공

하는 대표적 플랫폼인SNS 이용자의 개인정보 공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식경

영 분야 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소셜네트워크 

상에서 제공되고 교환되는 지식과 정보는 다양한 형

태를 띠며 진화해가고 있다. 텍스트 기반 정보를 중심

으로 비디오, 이미지, 광고, 쇼핑몰 등 다양한 지식을 

전달하고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소셜네트워크는 온라인 지식경영의 새로운 장을 열어 

소비자, 기업, 정부 등 관련 주체들의 원활한 지식공유

가 가능한 가상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SNS를 제공

하는 기업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려가 크

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있어 사용자들

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해 명확히 인식을 

해야 할 것을 제시한다. 특히 신뢰도는 서비스가 지속

적으로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가장 주요요인으로 

많은 연구에서 오랜동안 검증되어왔다. 프라이버시 염

려가 높을수록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기업과 서비스 전반에 대한 

신뢰에 포괄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려를 줄이고 개인정보가 보호

받고 있으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지만 설사 발

생한다 해도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

고 있다는 것을 시장에 적극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개

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기업이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미시적 효과 뿐 아니라 기업 전반에 대한 

장기적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지속적 이용의

도가 증가한다는 효과를 중요시해야 한다. 

둘째, SNS를 제공하는 기업은 사용자가 SNS를 사

용하는데 있어 이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보다 프라이

버시에 대한 염려에 보다 큰 비중을 둔다는 것을 인지

하고 보다 보안에 무게를 두고 운영을 해야 함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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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즉, 프라이버시 염려가 클수록 지속적 사용이 줄

어드는 현상은 서비스가 많은 혜택을 가져다준다고 

해도 변하지 않았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SNS에서 나

타나는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현상이 빈번하게 보고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현실을 설명해 보고자 하는 본 연구

의 동기로 시작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보다는 SNS 

가 주는 편의성과 유용함이 더 크다고 지각하기 때문

에 프라이버시 염려를 상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

라는 가설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지각된 유용성이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현상이 나타

나는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복잡한 변수들의 복합관

계로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며 향후 연

구에서 추가적인 변수들을 면밀히 조사분석해 보아야 

한다는 동기를 제시한다는 데에 더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즉,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분명히 존재함에

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한다면 그 과정에는 주

관적규범 (subjective norm), 습관적행동 (habitual 

behavior), 정보공개유해성(information disclosure 

harm) 등이 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SNS 기업들은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가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서 기업의 

SNS 활용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설문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는 주로 

대학생과 대학원생인 점을 감안한다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도 본 연구가 지니는 

한계로 판단된다. SNS를 이용하는 인구구성비율을 보

면 20대와 3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전체 사용자 집

단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사용자 연령대

가 40대와 50대 이후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상을 

감안한다면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데이터

를 수집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더욱 향상

시킬 수 있을것이다. 둘째, 사용자의 SNS에 대한 신뢰

는 프라이버시 염려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들로 구성이 되어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SNS의 전반적인 신뢰에만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신뢰를 구성하는 요소

들을 활용하여 실제로 SNS 신뢰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큰 의미가 있을 것으

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 염려가 지

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 관

계에서 지각된 유용성이라는 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반면에 지각된 유용성 이외의 변

수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예로, 프라이버시 염

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규범에 따라 지속사

용의도에 미치는 영향력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 된

다. 추가적으로 연령에 따라 프라이버시에 관한 염려

의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되어 이 또한 지속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라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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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도구

변수 측정항목 출처

지속사용의도
(Continued Use 
Intention)

1. 나는 SNS 사용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것이다.

Bhattacherjee (2001)
2. 나는 다른 대안 (이메일, 메신저 등)들 보다 SNS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의향이 있다.

3. 나는 만약 가능하다면 SNS사용을 중단할 것이다.

4. 나는 SNS 사용을 늘릴 의향이 있다.

프라이버시 염려
(Privacy Concerns)

1. 나는 내가 제공한 정보가 SNS상에서 잘못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염려한다.

Dinev & Hart (2004)
2. 나는 누군가 SNS상에서 나의 개인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한다.

3. 나는 다른 사람이 나의 정보를 오용할까봐 SNS에 정보제공을 하는 것을 염려한다.

4. 나는 나의 정보가 어떻게 사용될지 예측할 수 없어 SNS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염려된다.

신뢰
(Trust)

1. 내가 사용하는 SNS는 신뢰할 만한 SNS이다.

Fogel & Nehmad (2009); 
Dinev & Hart (2004)

2. 나는 내가 사용하는 SNS가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것이라고 믿는다.

3. 나는 내가 사용하는 SNS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허가 없이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라고 믿는다.

4. 나는 내가 사용하는 SNS가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

5. SNS는 다른 이들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갖추었다.

6. SNS는 비즈니스 거래를 위해 신뢰 할만 한 환경을 갖추었다.

7. SNS는 사용자들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능숙한 방식으로 관리한다.

지각된 유용성
(Usefulness)

1. SNS를 이용하면 나의 작업을 더 빠르게 완료할 수 있다.

Davis (1989)

2. SNS를 작업에 사용하는 것은 나의 생산성을 높인다.

3. SNS를 사용하면 내 작업에 효과적인다.

4. SNS를 사용하면 내 작업이 더 쉬워진다.

5. 나는 SNS가 작업에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SNS 사용빈도

1. 나는 하루에 SNS를 평균____(분)시간 사용한다.

   ① 사용 안함 ② 10분 미만 ③ 30분 ④ 60분  ⑤ 90분 ⑥ 120분 ⑦ 120분 이상

2. 나는 SNS를 사용하기 시작한지 (                           ) 되었다.

   ① 1개월 이하 ② 1-3개월 ③ 3-6개월 ④ 1년 –3년 ⑤ 3년 – 5년 ⑥ 5년 –7년 ⑦ 7년 이상



672015. 12

프라이버시 염려가 SNS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신뢰도의 매개 및 지각된 유용성의 조절효과

저 자  소  개

이주영(Lee, Joo Young)

경희대학교 국제학부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석사 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현재 Celltrion 국제허가팀에 재직 중이다.

강현정 (Hyunjeong Kang)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alo에서 Management Systems & Science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기업컨설팅과 경영전략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홍익대 경영대학 경영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

는 e-business, social media, online consumer behavior, information search, 

online business of art & culture, crowd-funding 등이며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IEEE Technology and Society Magazine, Journal 

of Organizational Computing and Electronic Commerce,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 Journal of Electronic Commerce in Organization 등 다수의 국제

저명저널에 연구논문을 게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