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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online space becomes more active, interest in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is increasing.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important to prevent personal information from being leaked in advance.
As a precaution, it is suggested that users change their password periodically to protect their personal
information effectively. Currently, various online services provide a request message that prompts users
to periodically change their password. These messages are expressed as positive-centric or negativecentric. This message can be seen as a powerful way to trigger users' behavior. In this context, this
study suggests that message framing type can be applied to the password change request message, an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between the positive-centric message and the negative-centric message.
In addition, this study concluded that the effect of message type may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degree of psychological ownership of the individual on the online service. As a result, users with high
psychological ownership in online service were more effective when positive-centric message was
presented than negative-centric message. On the other hand, users with low psychological ownership in
online service were more effective when negative-centric message was presented than positive-centric
message.

Keywords: Psychological ownership, Message framing, Knowledge management, Information
security, User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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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가 있지만, 사용자 개인이 보안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
고,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것이 가장 비용 효과적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여러 기업이나 단체

Technology)의 발전과 함께 사이버 공간이 활성화됨

에서 주기적으로 비밀번호 변경을 권장하는 메시지를

에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 악성코드 유포, 사이버 금융

제시하여 사용자들의 행동을 변화하게 하는 공익적인

사기 등의 사이버 피해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실례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로 와이브로, 선박 건조, 철강 공정 등의 기술 유출로

이렇게 제시되는 메시지는 사용자의 행동변화를 유

인한 피해액이 2조 8천억~35조원에 이르며, 카드사 및

발시킬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강력한 방법 중 하

통신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따른 피해액은

나이다(Park and Kim 2008; Park and Lee 2008;

130억~970억에 이른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이처

Park et al. 2007). 따라서 메시지에 제시되는 내용이

럼 현대사회에서 정보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

어떻게 구성되고 표현되어 있는지가 중요한데, 동일

고 있으며, 다양한 위협에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한 내용을 전달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

정보보안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는 것은 선택이 아닌

되는지에 따라서 설득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기

필수로 자리잡고 있다.

법이 바로 메시지 프레이밍(Message Framing)이다

많은 보안 전문가들은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이 가

(Leving and Gaeth 1998). 메시지 프레이밍에는 긍정

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및 부정 프레이밍 두 타입이 존재하며, 다양한 분야에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이처럼 정보보안을 위해서는 비

서 특정 상황하에 어떤 타입의 프레이밍이 더 효과적

밀번호 변경과 같은 개인의 정보보안 행동이 중요하지

일지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Kim et al.

만,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여전히 번거롭고, 불편한 작

2015; Lee et al. 2014; Levin et al. 1998; Block and

업으로 인식되어 적극적인 행동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Keller 1995; Meyerowitz and Chaiken 1987). 정보보

실정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2015)에 따르면 인터넷

안 행동에 있어서도 메시지 프레이밍은 활용될 수 있

사용자 10명 중 1명은 정보보호 침해 사고를 경험한 적

을 것이며, 그렇다면 정보보안 메시지에 있어서는 긍정

이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에 비

적인 프레이밍과 부정적인 프레이밍 중 어떤 메시지 타

해서 비밀번호 변경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입이 효과적일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부

행동은 아직 미흡하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위험을 자극시켜 효과적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행위가

일 수 있겠지만, 소비자들에게 거부감과 불쾌감을 줄

수반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볼 수 있다.

수 있으며, 반대로 긍정적인 메시지로 강조한다면 비밀

한편,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 입장에서도

번호를 변경해야 한다는 경각심이 줄어들 수 있다. 때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어떠한 방

문에 본 연구에서는 어떤 타입의 메시지가 사용자에게

법을 통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보안에 대한 관심도를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높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것인지에 대한 고

또한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

민을 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의 정보

는 심리적 소유감의 정도에 따라 메시지 타입의 효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보안이 강화된 시스템을

과를 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심리적 소유감

구축하는 것, 더 나은 기술을 도입하는 것 등 여러가지

(Psychological Ownership)은 해당 대상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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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가 얼마나 관계되어 있고, 개인의 것으로 느끼

하고 있으며, 이는 2차적으로 전자금융 사기, 악성코드

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이다(Pierce et al. 2001,

유포, 해킹 등의 2차적 피해로 이어져 막대한 사회적

2003). 기존 심리적 소유감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조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직이나 직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심리적 소유감

한국인터넷진흥원(2015) 정보보호실태조사 결과

의 높고, 낮음에 따라 개인의 행동들이 바뀐다는 관점

에 따르면, 실제 침해사고 피해 경험을 살펴보면 ‘개인

에서 바라보면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서도 심리적 소유

정보 누출/유출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피해가 두 번

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즉,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

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소유감에 따라서 서비스에

94.7%가 인터넷 이용 시 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인식

대한 가치를 다르게 느낄 것이고, 이 때문에 서비스 제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 같은 직접적인 피해에 대

공자가 메시지를 어떻게 프레이밍 하는지에 따라서 사

한 심각성 인식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하지만 침

용자의 행동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결국, 본 연

해사고 경험자가 침해 대응조치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

구는 심리적 소유감에 따라 서비스 사용자들이 서비

에 대한 부분은 28%로 여전히 낮으며, 특별한 조치를

스 제공자가 제시하는 정보보호 관련 메시지를 어떻게

취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24%에 달했다.

다르게 인지하고, 효과적인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정보보안에 있어서 기술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지만,
보통 인터넷 사용자들이 겪고 있는 피해들은 전문가
들에 의한 고도화된 해킹 같은 기술적인 피해들이 아
닌, 비밀번호 노출 및 관리 미흡 등과 같은 일상에서

2. 문헌 연구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러한 이유 때문
에 많은 보안 전문가들은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이 가

2.1 개인정보보안

장 쉬우면서도 강력한 효과를 가져오는 보안수칙임을

인터넷에 이어 모바일 환경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비스 이용자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지만(Jun

도 사용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화된 보안 시스

and Park 2017), 그만큼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에

템을 구축하고, 더 나은 보안기술을 도입하는 것 등의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개인의 웹검색 활동이

여러 방법들을 적용하고 있지만, 사용자 개개인이 자발

나 SNS 상의 기록 등도 저장 기술과 데이터분석 기술

적이고, 적극적으로 보안에 대한 행동을 하는 것이 개

의 발전으로 여러 곳에서 활용되고 있다(전승표·박도

인정보보안에 있어서 가장 비용효과적이다.

형 2013). 실제로 최근 수 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개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국가에서는 정책

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며, 프라이버시에 대한

적인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위협 또한 늘어나고 있다. 올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

침해 예방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여러 기업

이트의 경우 해킹으로 인해 회원 190만 명의 아이디

에서도 주기적으로 비밀번호 및 개인정보 변경을 권장

및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최근에는 페

하는 공익적인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

이스북 계정이 탈취되어 많은 사용자들의 뉴스피드에

인정보 변경 캠페인’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에

자신도 모르게 광고 글이 게재되는 사건도 발생하였

한번씩 비밀번호 변경을 장려하고, 휴대전화 번호, 이

다. 이같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는 꾸준히 증가

메일 주소 등의 업데이트를 권고하는 것을 말한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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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으로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피해

는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거나, 메시지에 대한 내용을

방지 10계명에는 주기적인 변경 주기를 두어 새로운

채택하지 않았을 때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부정적인 면

패스워드로 변경하는 것을 개인정보 유출 예방책으로

을 강조할 때의 효과가 달라지는 현상이다.

제시하고 있으며, 비밀번호 변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메시지 프레이밍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주로 환경에
관련된 주제, 보건 및 건강에 관련된 주제, 제품 및 서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서비스 사용자들의 비

비스에 관련된 주제, 공익 캠페인 분야 등 여러 영역에

밀번호 변경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어떻게 하면 사용

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메시지 프레이밍의

자의 비밀번호 변경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를 확

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

인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로 설득하

는데, 어떤 연구들은 부정적 메시지 프레이밍이 더 효

였을 때, 비밀번호 변경 행동에 대한 의도를 증가시킬

과적이라는 결과를 보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긍정적

수 있는지를 메시지 프레이밍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

메시지 프레이밍이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보이고

다. 메시지 프레이밍 기법은 기업이 사용자에게 어떤

있다. 예를 들어, Meyerowitz and Chaiken (1987)의

형식 및 방향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설득을 가

유방암 자가 진단 연구에서 부정적 프레이밍이 유방암

장 크게 유도 할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기법으로 기업

자가진단 권고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더 호의적으로

입장에서는 가장 경제적이면서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받아들이는 결과를 보였으며, Ganzach and Karsahi

수 있다. Kahneman and Tversky (1979)의 전망이론

(1995)의 연구에서는 카드와 수표 사용의 긍정적인 이

(Prospect Theory)에서 발전한 메시지 프레이밍 효과

익을 강조한 메시지 프레이밍 보다 부정적인 손실을 강

에 입각하여 메시지의 표현방식이 비밀번호변경 요청

조한 메시지 프레이밍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보였

에 대한 사용자들의 행동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다. 이와 반대로 Gurm and Litaker (2000)의 연구에

있는지 확인해 보려 한다.

서는 환자들에게 99% 안전하다는 긍정적으로 프레이
밍 된 메시지가 위험가능성이 100분의 1이라고 부정적

2.2 메시지 프레이밍

으로 프레이밍 된 메시지보다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

메시지 프레이밍은 동일한 내용을 어떠한 방식(긍정

를 보였으며, Rothman et al. (1993)의 연구에서는 피

적/부정적)으로 구성하고 제시하느냐에 따라 설득 효

부암 예방 행위를 유도하는 데는 긍정적 메시지 프레

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기법이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이밍이 더 부정적 메시지 프레이밍 보다 더 효과적으

Levin and Gaeth (1988)의 연구에서 동일한 품질의

로 나타났다. 프레이밍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가 상반되

소고기에 대한 광고 메시지를 제시 할 때, 25%의 지방

게 나타남에 따라서 프레이밍의 특정 방향의 우월 효

이라는 부정적으로 프레이밍 된 메시지와 75%의 살코

과가 아닌 프레이밍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수

기라는 긍정적으로 프레이밍 된 메시지를 전달하여 효

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조절변수에는

과를 측정해본 결과 동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긍정

교육 수준에 의한 차이, 관여도에 의한 차이, 기분 상

적으로 프레이밍 된 메시지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게

태에 의한 차이, 수용자의 특성에 의한 차이 등(Smith

측정됨을 보여주었다. 즉 메시지 프레이밍 효과란 동일

1996; Mano 1994; Keller et al. 2003) 다양한 조절변

한 목적을 가지고 제시하는 메시지에서도 수용자가 메

수들의 규명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시지에 대한 내용을 채택하였을 때 이득을 취할 수 있

4

프레이밍 효과에 대한 연구들에서 각기 다른 결

지식경영연구 제19권 제1호

심리적 소유감에 따른 메시지 프레이밍 효과: 온라인 서비스에서의 사용자 정보보안 행동을 중심으로

과가 나오는 이유로는 몇 가지 이론적 설명이 있다.

필요가 있으며, 이를 조절하는 변인이 있다고 판단하

Kahneman and Tversky (1979)의 손실회피(Loss

였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소유감의 개념을 인터넷

Aversion)의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손

서비스에 적용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심리적 소

실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어 사용자들이 비밀번호를

유감이 사용자 행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바꿔서 얻는 이득보다는 바꾸지 않아서 입을 손실을

자 한다.

더 큰 것으로 지각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부정편
향이론(Negativity Bias Hypothesis)에 의하면, 정보

2.3 정보보호 행동에서의 심리적 소유감에 따른

처리 과정에서 부정적 단어가 긍정적 단어보다 더 주

메시지 프레이밍 효과

목될 가능성이 크며, 상대적인 가치가 더 크게 인식되

심리적 소유감(Psychological Ownership)은 여러

기 때문에 부정적 프레이밍이 사용자들의 행동을 더

정의가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Pierce et al.(2001)의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예상한다(Park and Park 2013).

연구에서는 조직에서의 직원 행태의 관점에서 심리적

하지만 부정편향이론과 반대로 태도가설(Attitudinal

소유감을 개인이 특정 대상(무형 혹은 유형)을 자신의

Hypothesis)은 긍정적 프레이밍 메시지가 부정적 프

것처럼 느끼는 심리적 상태로 정의하였다. Vandewalle

레이밍 메시지보다 효과적임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

et al. (1995)는 심리적 소유감을 개인에게 법적으로 권

적 근거가 될 수 있다. 태도가설에 따르면 전달하는 메

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유 대상에 대해 느끼

시지가 수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아무리

는 주인의식 이라고 정의하며, Van Dyne and Pierce

유용한 내용을 전달하고 혹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2004)는 개인이 어떠한 대상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

전달한다 하더라도 메시지 수용자는 비호의적인 반응

게 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정의

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다(James and Hensel 1991).

하고 있다. 이처럼 심리적 소유감은 개인에게 발생하는

또한 소비자 혹은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상

심리적 상태로서 대상을 자신의 것 혹은 자신의 일부

태를 유지하고 싶어하며, 이와는 반대로 부정적이고,

분으로 느끼는 지에 대한 심리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불쾌감을 주는 정보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보이며, 이

심리적 소유감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조직

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나타낸다.

구성원들의 심리상태에 관련한 연구들 또는 조직 이

Rothman et al. (1993)의 연구에서는 단서효과(Cue

론과 관련한 연구들(Avey et al. 2009; O’Driscoll et

Effect)를 주장하면서 긍정적인 단서를 제공받았을 때,

al, 2006)과 같이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원들의 역할수

긍정적인 연상을 이끌어내며 이는 사용자들의 태도에

행이나 직무에 연관되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최근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에는 이러한 심리적 소유감 이라는 개념이 온라인 맥

정리하자면 메시지가 제공되는 방식에 있어서 소비

락으로 확장되면서, 사용자 행동에 있어 심리적 소유

자 혹은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긍

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Sinclair and

정적 혹은 부정적 프레이밍을 통한 적절한 메시지 전

Tinson 2017; Lee and Suh 2015; Zhao et al. 2016).

략은 사용자의 태도 변화와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

대표적으로 Brasel and Gips (2014)의 연구에서는 고

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보안 영역의 비밀번호

객이 온라인 쇼핑 시나리오에서 특정 제품을 선택할

변경 요청 메시지에 있어서도 사용자의 비밀번호 변경

때, 터치스크린 같은 직접적인 터치 인터페이스가 터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효과적인 메시지 전략을 선택할

패드나 마우스 같은 인터페이스보다 높은 소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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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wment Effect)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하였다.

3. 연구가설

단순 소유감과 심리적 소유감에는 개념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소유감은 개인이 공식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

특정 대상에 대해서 심리적 소유감이 높은 사람은

는 상태에서 특정 대상에 느끼는 소유감을 의미하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대상을 보호하려는 책임감이

심리적 소유감은 공식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

높아지게 되고, 애착을 가지고 유지 및 지속하려는 내

지만 친밀감 혹은 유대감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자신

적 동기가 커지게 된다. 심리적 소유감이 높은 종사자

의 것으로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Pierce et al. 2001;

는 스스로를 자신의 조직의 주인이라고 인식하며, 자

Moon 2006). 소유감과 심리적 소유감 모두 특정 대

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을 한다(Avey et al. 2009;

상을 소유한다는 개념을 통해 느끼는 심리적인 상태로

Pierce et al. 2001; 2003). 결국, 심리적 소유감이 높

볼 수 있는데, 소유는 어떠한 사물이나, 조직뿐만 아니

은 경우에는 특정 대상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라 아이디어 같은 비물질적 대상도 포함한다. 사람들

혹은 자신의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자발

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심리적

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에 있어서도

애착을 갖게 되고, 주인의식을 부여한 특정 대상에 있

사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시간을 투자하고, 콘텐

어서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뿐만 아니라 특정 대

츠를 창출하고 이를 업로드하면서 자신만의 콘텐츠에

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강력한 태도를 형성하며, 이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을 가질 수 있다. 더 나아가 콘텐츠

해당하는 행동을 수반하게 된다(Asatryan 2006).

를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 자체에도 심리적인 소유감을

심리적 소유감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비록 개인이 온라인 서비

다. 대표적으로 Ford and Heaton (2001)의 연구에서

스에 높은 심리적 소유감을 갖더라도 이를 보호하기

는 고객이 참여라는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경험이나 대

위해 자발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여전히 쉽

상과 자신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을 느끼

지 않다. 이때, 온라인 서비스 사용자에게 적절한 메시

고, 형성한다면 심리적 소유감이 높아지고, 긍정적인

지를 제시하면서 비밀번호 변경 행위를 유도하는 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idalgo and

필요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프레

Hernandez (2001)의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특정 대상

이밍 하면서 비밀번호를 바꿨을 때 얻는 이득을 강조

에 대해서 친밀감이나 동질감을 갖게 되면서 심리적인

할 수 있으며, 반대로 부정적으로 프레이밍 하면서 비

유대감, 주인의식을 갖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마찬가지

밀번호를 바꾸지 않았을 때 잃을 수 있는 손실을 강조

로 온라인 서비스에 있어서도 사용자는 서비스를 사용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정보처리 관점에서 온라인

하면서 시간을 투자하고, 컨텐츠를 업로드하면서 자신

서비스에 느끼는 심리적 소유감의 정도가 개인의 사고

만의 컨텐츠 자산과 사회적 자산에 대한 소유감과 애

방식(Thinking Style)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메시

착을 가질 수 있으며, 나아가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심

지 표현 방식에 따라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임

리적 유대감과 친밀감이 형성되면서 심리적 소유감이

을 예상해볼 수 있다.

높아지게 될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에 심리적 소유감을 높게 가지고 있
는 사용자에게 경고, 위협 등의 부정적이고 손실을 강
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면, 사용자가 심리적으로
느끼고 있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연상들

6

지식경영연구 제19권 제1호

심리적 소유감에 따른 메시지 프레이밍 효과: 온라인 서비스에서의 사용자 정보보안 행동을 중심으로

과 충돌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메시지
가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못할 수 있다. 태도가설 이론
에 따르면 아무리 유용하고 좋은 내용을 전달하더라
도 메시지 자체가 부정적이고, 강압적 이라면 수용자

가설 2: 사용자가 비밀번호 변경 요청을 받았을 때, 심리
적 소유감을 낮게 가진 사용자에게는 부정 메시지 프레
이밍이 긍정 메시지 프레이밍보다 사용자 행동 변화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

에게는 거부감이 느껴질 수 있다(James and Hensel
1991). 이와 유사하게 단서 효과에 의하면 긍정적인
단서를 제공받았을 때, 긍정적인 연상을 이끌어낸다

4. 연구방법 및 절차

(Rothman et al. 1993). 따라서 심리적 소유감을 높게
가지고 있는 사용자에게는 비밀번호 변경 요청 메시지
를 전달할 때 거부감이 느껴질 수 있는 부정적인 메시
지보다 긍정적이며, 이득 중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이 효과적일 것이다.
반대로 온라인 서비스에 심리적 소유감을 낮게 가지
고 있는 사용자는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낮을 뿐만 아
니라 서비스가 ‘나의 것’이라는 생각을 덜 하게 된다.
따라서 심리적 소유감이 낮은 경우에는 어떠한 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비자발적 혹은 수동적으로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부정편향효과에 따르면 개인이 긍정
적 혹은 부정적 정보에 노출 되었을 경우, 수용자가 메
시지 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정보보다는 부
정적인 정보가 더 큰 효과를 가져온다. 즉, 경각심, 위험
성 등의 부정적인 내용을 강조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하
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강조하는 것 보다 더 설득력
있게 와 닿을 수 있다(Fiske and Taylor 1991). 결과적
으로 심리적 소유감을 낮게 가지고 있는 사용자에게는
메시지에 대한 내용을 채택하지 않았을 때 겪을 수 있
는 손실이나 위험성을 강조하는 부정 프레이밍으로 이
야기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예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안한다.

4.1 참가자와 실험 디자인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온라
인 웹 사이트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High vs. Low)과
메시지 프레이밍 방식(Positive-centric vs. Negativecentric)의 2 x 2 요인 설계 실험을 수행하였다. 각 변
수 수준은 두 개로 분리될 수 있으므로 총 네 개의 실
험 조건들을 구성하였다. 실험 참가자는 무작위로 네
개의 조건에 배정되었으며, 오프라인 설문과 온라인
설문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고등학생, 대학생 및 일반인 143명을 대상으로 설문
을 진행하였고, 불성실 응답 설문을 제외한 총 118개의
설문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나이 24.9세, 남성이 57.6%를 차지하였
고, 여성이 42.4%를 차지하였다.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기존에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
용한 경험이 많았으며, 커뮤니티 사이트나 SNS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설문 대상자
의 87.2%가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보안이 중요하다는
응답을 하여, 평소에 개인정보 보안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실험 대상으로는 온라인 SNS 사이트를 가상으로 디자
인하여 선정하였는데, SNS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는 최

가설 1: 사용자가 비밀번호 변경 요청을 받았을 때, 심리적
소유감을 높게 가진 사용자에게는 긍정 메시지 프레이밍
이 부정 메시지 프레이밍보다 사용자 행동 변화에 더 효
과적일 것이다.

근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양한 연령대에서 많이 이용
하는 서비스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SNS는 심
리적 소유감에서 제시하는 세 개의 차원(Controlling,
Knowing, Investing)을 실험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온
라인 서비스로 생각하여 실험 대상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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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Age

Sample(%)

17-20

22(18.6%)

21-24

49(41.5%)

25-29

37(31.4%)

30 and over

10(8.5%)

Gender

Sample(n)

Male

68(57.6%)

Female

50(42.4%)

4.2 실험 절차

는 시나리오의 경우, “서비스에 가입한 후에 꾸준히 이

본 연구의 실험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먼저, 응

용하고 있다”라는 문구를 시작으로 해당 온라인 서비

답자에게 가상의 SNS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음을 인

스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이고 있으며, 높은 애착을

지시키고, 심리적 소유감을 측정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법 위주로 기술하였

통한 조작이 시작된다. 시나리오를 통한 조작은 실제

다. 반대로 심리적 소유감을 낮게 조작하는 시나리오

현실과는 다를 수 있지만, 실제로 참가자가 이러한 상

의 경우, “서비스에 가입한 후에 가끔씩 이용하였다”라

황을 상상해 봄으로써 실제 현실과 유사한 결과를 얻

는 문구를 시작으로, 해당 온라인 서비스에 많은 노력

을 수 있는 방법으로 사회과학 연구에서 빈번히 사용

과 시간을 들이지 않았고, 서비스에 대한 애착이 크지

된다(박도형 2017a; 2017b). 심리적 소유감을 조작하기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부록 1참조>.

위한 시나리오는 높은 심리적 소유감을 갖게 하는 시

메시지 프레이밍의 형식 조작은 동일한 비밀번호 변

나리오와 낮은 심리적 소유감을 갖게 하는 두 개의 시

경 요청 내용을 각각 긍정적으로 표현하거나 부정적으

나리오로 구성되어 있다. 심리적 소유감 조작 후, 가상

로 표현하여 조작하였다. 긍정 메시지 프레이밍의 경

으로 제작된 SNS 사이트의 첫 페이지의 화면과 로그

우, “비밀번호를 변경하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인 페이지를 보여주고, 로그인 페이지에서 비밀번호 변

수 있다”는 문구를 중심으로 이익 위주로 기술되었다.

경 요청 메시지를 보여주었으며, 비밀번호 변경 요청

반대로 부정 메시지 프레이밍의 경우, “비밀번호를 변

메시지는 긍정 프레이밍과 부정 프레이밍 두 가지의 형

경하지 않으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문구를

태로 제시되었다.

중심으로 손실 위주로 기술되었다<부록 2 참조>.

심리적 소유감의 조작은 동일한 SNS 서비스에 대해
서 시나리오를 다르게 프레이밍 하여 실험 참가자들

4.3 측정 도구

에게 제시하였다. Csikszentmihalyi and Rochberg-

응답자들이 각각의 시나리오와 비밀번호 변경 요청

Halton (1981)는 개인이 어떠한 대상에 자신의 투자를

메시지를 읽은 후 설문 문항들이 제시 되었다. 먼저 측

하면, 자신과 대상을 동일시하게 되고, 대상에 대한 소

정된 것은 비밀번호 변경 요청에 대한 사용자들의 태

유감이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대상에 대한 투자는

도 및 의도로서, 기존의 연구(박도형 외 2016; 박도형·

물리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시간이나 아이디어 및 지적

정재권 2014; 정재권·박도형 2013)에서 수행되었던 태

에너지와 같은 심리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를

도 및 의도 관련 측정 항목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기반으로 본 실험에서는 심리적 소유감을 높게 조작하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고,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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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호감이 간다’ ‘비밀번호를 바꾸고 싶다’ ‘비밀번호

지 확인하였다. 심리적 소유감이 높은 그룹의 평균은

를 바꿀 것이다’ 세 문항을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4.55점으로서 심리적 소유감이 낮은 그룹의 평균 2.29

이어서, 설문 응답자는 두 가지 실험 변수에 대한 조

점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117) =

작점검 문항들에 답하게 되는데, 비밀번호 변경 요청

86.60, p<0.01). 결국 심리적 소유감은 의도한 대로 조

메시지의 형식에 관해서는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을 때,

작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밀번호 변경 요청

‘긍정적인 결과를 이야기 하고 있다’ ‘이득을 말해주고

메시지가 잘 조작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메시지 관련

있다’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았을 때, ‘부정적인 결과

문항 네 문항(Eigen Value = 2.08, Cronbach’s Alpha

를 이야기 하고 있다’ ‘손실을 말해주고 있다’ 의 4가지

= 0.70)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긍정적 프레이밍 메시지

문항을 Likert식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1: 전혀 그렇

관련 문항과 부정적 프레이밍 메시지 관련 문항들은

지 않다, 7: 매우 그렇다).

서로 반대방향으로 나오기 때문에, 평균 계산을 위해

두 번째 실험 변수로서, 심리적 소유감이 잘 조작

부정적 프레이밍 문항들의 척도를 반대로 하여 코딩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Peck and Shu 2009; Van

(Reverse-coding)하였다. 평균 비교 결과, 긍정/이득

Dyne and Pierce 2004)의 연구에서 사용된 심리적

중심으로 쓰여 있는 메시지를 본 사용자들이 부정/손

소유감 측정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실 중심으로 쓰여 있는 메시지를 본 사용자들보다 더

였다. SNS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나는 이 서비스

높은 평균을 가졌다(mpositive-centric= 4.57, mnegative-centric

에 유대감을 느낀다’ ‘나의 서비스인 것 같은 느낌을

= 3.16, F(1,116) = 45.77, p<0.01). 이는 비밀번호 변경

가질 때가 있다’ ‘나는 이 서비스에 대해 소유감을 느

요청메시지가 긍정/이득 위주, 부정/손실 위주 메시지

낀다’ ‘이 서비스는 나와 관계가 깊다’의 4가지 항목을

형식으로 잘 조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상의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결과를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의도한 대로 심리적 소

각 척도들의 구성 타당도를 점검하기 위해서 요인분
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모두 하나의 요인들로 묶였

유감과 메시지 프레이밍 실험 변수들이 제대로 조작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따라서 각 변수의 항목 중에서 척도에 대한 내용의
이질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5.2. 가설 검정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비밀번호
변경 의도를 측정한 세 문항의 평균을 종속변수로 사

5. 연구 결과

용하였다(Eigen Value = 2.56, Cronbach’s Alpha =
0.91). <표 2>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

5.1 조작 점검

과 제시되는 메시지 형식에 따른 비밀번호 변경 의도

본 연구의 두 가지 실험 변수들이 효과적으로 조작

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각의 조작점검 항목들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비밀번호

대해 ANOVA 검증을 수행하였다. 심리적 소유감을 점

변경 의도에 대한 Two-way ANOVA 분석을 수행하였

검하기 위해, 심리적 소유감 관련 네 개 측정 문항의

으며 이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심리적 소유감(p

평균(Eigen Value = 3.23, Cronbach’s Alpha = 0.92)

= 0.21)과 메시지 프레이밍 형식(p = 0.36) 각각은 통계

이 심리적 소유감의 높고 낮음에 따라 차이가 있는

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비밀번호 변경 의도에 대한 주

2018. 3

9

서봉군•박도형

<표 2> 사용자 비밀번호 변경 의도에 대한 기술 통계
Positive-centric Message

Negative-centric Message

Total

High Psychological Ownership

3.77 (1.59)
n = 27

2.50 (0.78)
n = 28

3.12 (1.39)
n = 55

Low Psychological Ownership

2.41 (1.24)
n = 31

3.21 (1.68)
n = 32

2.82 (1.52)
n = 63

Total

3.04 (1.56)
n = 58

2.88 (1.38)
n = 60

2.96 (1.47)
n = 118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효과는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서비스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이 높다 하더라도 해당 변수 자체

주효과들과는 달리, 본 연구의 가설 1, 2의 기반이

만으로는 사용자들이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행위를 유

되는 심리적 소유감과 메시지 프레이밍 간의 상호작용

도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더불어

효과(Two-way Interaction)는 예상한대로 통계적으

긍정/부정 프레이밍 메시지 역시 단순 우위 관계는 없

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p<0.01).

<표 3> 비밀번호 변경 의도에 대한 ANOVA 분석 결과
Sum of square

Degree of free

Mean square

F-value

p-value

Psychological Ownership(A)

3.09

1

3.07

1.65

0.21

Message Framing(B)

1.59

1

1.59

0.84

0.36

A*B

31.30

1

31.30

16.49

0.00

Error

216.39

114

1.90

Total

1283.44

118

구체적으로 <그림 1>은 메시지 프레이밍 형식과 심

스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이 높은 사용자들(m = 2.41)

리적 소유감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보다는 심리적 소유감이 낮은 사용자들(m = 3.21)에

온라인 서비스 사용자들에게 비밀번호 변경 요청 메

게 더 효과적인것을 확인할 수 있다(F(1,58) = 4.16,

시지를 전달할 때, 긍정적으로 프레이밍 된 메시지는

p<0.05).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주장한 가설 1과 가

서비스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이 낮은 사용자들(m =

설 2를 모두 채택할 수 있다.

2.50)보다 심리적 소유감이 높은 사용자들(m = 3.77)
에게 더 효과적이다(F(1,56) = 13.30, p<0.01). 반대로,
부정적으로 프레이밍 된 메시지를 제시하는 것은 서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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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심리적 소유감과 메시지 프레이밍 형식 간의 상호작용 효과

6. 결론

문제에 접근하였다는 점에 있다. 기존의 정보보안 연
구들은 기술적인 부분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는데, 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

근 들어서는 오히려 사회공학적인 소프트웨어 관점의

이 비밀번호 변경 요청을 받았을 때, 메시지 프레이밍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의 이러한 동

(긍정적/부정적)의 차이에 따라서, 심리적 소유감을 높

향과 함께 어떻게 하면 사용자 행동 변화를 이끌 수 있

게 가진 사용자들과 낮게 가진 사용자들의 행동 변화

으며, 심리적 소유감 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정보보안

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결과적

분야에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사회공학적인 관점에서 접

으로 심리적 소유감이 높은 사용자들은 부정적인 메

근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둘째, 기

시지 프레이밍보다 긍정적인 메시지 프레이밍이 제시

존의 심리적 소유감에 관련된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되었을 때, 행동 변화에 더 효과적이었으며, 심리적 소

조직이나 직무 관점에 대부분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되

유감이 낮은 사용자들은 긍정적인 메시지 프레이밍보

었다. 최근 들어 심리적 소유감의 개념은 마케팅 분야

다 부정적인 메시지 프레이밍이 제시되었을 때, 사용자

나 소셜 미디어 혹은 가상성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가

행동 변화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였다.

진행되고 있으며(Hulland et al. 1997; Karahanna et

본 연구는 세 가지의 이론적인 시사점을 가진다. 첫

al. 2015),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개념은 온라인 서

째, 정보보안과 관련해서 보통은 기술관점으로 접근하

비스에 확장하여 보았다. 온라인 서비스에서도 사용자

는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기술 관점이 아닌 사회공학

가 들이는 시간이나 노력 등과 같은 투자를 통해서 유

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여 인간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형의 소유물이 아닌 무형의 온라인 서비스에도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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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감이 형성 될 수 있음 보이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

라인 서비스 사용자의 로그나 활동 기록 등을 사용하

와 같이 점점 더 가상화 되는 상황에서 무형의 서비스

여 사용자의 참여 정도를 파악할 수 있고, 적정한 기준

혹은 컨텐츠와 관련된 부분이 꾸준히 중요하게 인식될

을 통해 심리적 소유감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을 분

것이고, 심리적 소유감은 사용자의 행동 변화에 있어

류할 수 있다. 분류된 그룹간 혹은 그룹 내에 대한 맞

서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메시지 프레이

춤형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며, 최종적으로

밍 이론의 관점에서 심리적 소유감이라는 개념을 고려

추천알고리즘에도 심리적 소유감이 활용 될 수 있을

한 첫 번째 연구이다. 기존의 메시지 프레이밍은 주로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조절초점, 관여도 혹은 성별이나 교육 수준과 같은 개

이와 같은 공헌 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인의 특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조절변인들을 통해 메

한계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가상으로 제작한 온라

시지 프레이밍과의 관계를 연구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인 SNS 서비스 하나에 대해서만 연구를 진행하였다.

는 심리적 소유감이라는 개념을 메시지 프레이밍과 연

온라인 서비스의 유형(개방형/폐쇄형)에 따라 심리적

결시켜 보았다는 시사점을 갖는다.

소유감의 효과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같은

본 연구는 실무적인 관점에서도 시사점을 가진다. 첫

특징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

째, 본 연구는 비밀번호 변경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

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불특정 다수와의 교

시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매우 쉬운 방식의 전략을

류를 위주로 하는 공개형 SNS와 카카오스토리나 네

도출할 수 있다. 개인의 입장에서 주기적으로 비밀번

이버 밴드 같은 알고 있는 지인과의 교류가 목적인 폐

호를 변경하는 것은 정보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

쇄형 SNS 같은 서비스들에 사용자들이 갖는 심리적

이며, 기업 입장에 있어서도 고도화된 기술을 통한 해

소유감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각각의 커뮤니티 특성

킹을 막기 위해 막연히 금전적인 투자를 하는 것 보다

에 따라 사용자들은 서로 다른 행동 패턴을 보이므로

메시지 프레이밍 이라는 기법을 통해 사용자 개개인이

(박도형 2014; Kwahk and Park 2018) 심리적 소유감

자발적으로 정보보호를 위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이 사용자들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설득력에 어떤 영향

가장 비용 효과적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가 제안하는

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실험

심리적 소유감의 개념이 실무적으로 적극 활용될 수

이 온라인 설문을 통해 가상으로 제작된 서비스를 제

있음을 보여준다. 심리적 소유감이 높고 낮음에 따라

시하였다는 점이다. 심리적 소유감은 실제 자신의 노

사용자들이 서비스에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 있는데,

력과 시간을 들이는 과정을 통해 애착을 갖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심리적 소유감이 높은 사용자들은 낮은

본 연구에서는 시나리오 기반으로 온라인 서비스에 대

사용자들에 비해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적극성 있는

한 심리적 소유감을 조작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행동들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심리적 소유감이 높

일반화 하는 것에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향

은 사용자들에게 강압적이고, 위협 등을 강조하는 부

후 연구에서는 실제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온

정적인 대응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라인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 혹은 시나리오가 아닌 가

거부감을 유발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상의 서비스를 제작하여 직접 사용자들이 사용해보

따라서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입장에 있어 심리적

고, 심리적 소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연구를 진행

소유감이 높고 낮은 그룹의 차이에 따라 차별적인 방

한다면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

식을 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온

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가설은 증명하였지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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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메커니즘에 의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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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소유감에 따른 메시지 프레이밍 효과: 온라인 서비스에서의 사용자 정보보안 행동을 중심으로

<부록 1> – 심리적 소유감에 따른 시나리오 조작
Psychological Ownership(High)
귀하께서는 ‘TTalk’ 이라는 SNS 사이트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귀하는 ‘TTalk’에 2년전 가입한 후에 서비스를 꾸준히
이용하였으며, 1년간 대략 500개의 글과 사진을 업로드 시키면서 왕성하게 활동하며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귀하
께서는 ‘TTalk’라는 서비스에 대해 매우 큰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Psychological Ownership(Low)
귀하께서는 ‘TTalk’ 이라는 SNS 사이트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귀하는 ‘TTalk’에 2년전 가입한 후에 서비스를 가끔씩
이용하였으며, 1년간 대략 10개의 글과 사진만 업로드 시키면서 종종 활동하며 많은 공을 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귀
하께서는 ‘TTalk’라는 서비스에 대해 그렇게 큰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다.

<부록 2> – 비밀번호 변경 요청 메시지 프레이밍 형식
Message Framing(Positive)

2018. 3

Message Framing(Negative)

비밀번호를 변경하면, 회원님의 소중한 개인 정보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으면, 회원님의 소중한 개인
정보가 위험하며 유출 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회원님의 정보
를 보호하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회원님의 정보
를 잃을 수 있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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