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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록

요약(국문 록)

속한 정보통신 기술 발 으로 사회 반에서 개인정보의 처리가 일

상화된 반면,연이은 량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개인

정보침해에 한 소비자의 우려 한 높아지고 있다.이에,정부는 개인

정보보호 강화를 한 다양한 신규 제도를 지속 으로 도입해 왔으며 개

인정보침해에 한 처벌 수 한 지속 강화하여 왔다.

개인정보보호 련 신규 제도의 수립과 시행을 해서는 정부,기업,

소비자 등 모든 사회 주체가 상당한 인 ·물 자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따라서,도입 취지와 이행 방식이 유사한 제도이거나 제도의 효과성이

충분치 않다면 효율 자원 활용을 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그

러나,개인정보보호 련 선행 연구 특정 개인정보보호 제도에 한

소비자 인식에 한 연구는 거의 수행된 바가 없다.개인정보보호 선행

연구의 부분은 개인정보보호 혹은 라이버시 우려에 한 소비자 인식

혹은 개인정보 수집시 동의 내용 확인 등의 개인정보보호 행동 이행 여부

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에,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보유 최소화 자기 결정권 강화를

해 2012년 신규 도입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에 한 소비자 인식

연구를 통해 동 제도의 효과를 검증하고 제도 개선을 한 시사 을 도출

하 다. 국의 20 ∼50 소비자 559명을 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분

석하여 도출한 연구 결과와 결론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에 한 소비자의 인식은 체 으로

정 이었다.동 제도의 효용에 한 인식 수 은 매우 높은 반면 제도

에 한 이해도는 상 으로 낮았으나,부정 인식인 제도의 피로도는

매우 조했다.이를 통해 소비자가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효용에 공감한

다면 해당 제도에 한 이해가 충분치 않더라도 제도에 한 피로도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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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한,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의무를 이행하는 기업에 한 소비자의 신

뢰 수 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이는 개인정보보호 의무의 이행을

한 인 ·물 자원의 투자가 기업 측면에서 단순 매몰 비용이 아니라 기

업의 신뢰성과 연계되므로 기업의 무형 자산에 정 기여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따라서 기업은 더욱 극 으로 개인정보보호 활동

에 나설 필요가 있다.

둘째,소비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연령 직업의 경우에만 개인정

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연령이

높아질수록,사무직이 비사무직에 비해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의

효용에 한 인식이 높았다.이는 통상 으로 연령이 높아지거나 사무직

의 경우 사회 법제도에 한 지식수 이 높아진다는 것과 유사한 맥락으

로 볼 수 있다.따라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해서는 소비자의 라이

버시 리터러시(PrivacyLiteracy)함양을 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에 한 인식 제도 효용성만이

개인정보보호 행동 반응에 정(+)의 향을 미쳤다.이는 소비자가 특정

제도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해당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

거나 제도에 한 피로를 느끼더라도 해당 제도의 취지 로 행동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넷째,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와 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의 상

비교에서는 편리성,안 성,편의성,이해도,선호도,정책 효과 모두 개인

정보 유효기간 제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개인정보 이용내

역 통지 제도는 가입 사실 인지 후 이용자가 추가로 회원 탈퇴 등의 조치

를 취하여야 하나,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는 이용자의 추가 조치 없이도

개인정보가 기되거나 분리된다.따라서 이용자 입장에서의 이와 같은

편의성이 해당 제도에 한 선호도가 높은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제언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개인정보보호 련 유사 제도를 최소화하고 실질 효용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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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환하고 규제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동 연

구에서는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제도의 효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에 극 인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행사 등의 개인정보보호 행동으로 이

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정책의 수립 이행에는 많은 사회 자

원이 소모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규제 강화보다는 재 개인정보보호 규

제 체계 내에서 유사 제도를 최소화하고 제도의 실질 효용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환이 필요하다.

둘째,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가 단순히 법 의무를 이행하기 한 것

이 아니라 해당 기업에 한 신뢰도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개인

정보보호에 소요되는 자원을 단순 매몰 비용이 아닌 투자비용으로 인지

해야 한다.고도화된 IT산업 발 에 따라 자동차,백색 가 ,의류 등 기

존의 통 인 제조업들도 IT 역과의 목을 피할 수 없는 시 가 되었

다.따라서 이와 같은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요성은 체 산업 역 모

두에 해당한다.

셋째,정부는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효과성을 제고하기

해서는 제도의 실질 효용을 소비자에게 극 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제도의 효용성에 해 정 으로 인식할수록 제도의 피로도를 감

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동 연구가 가진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온라인 조사의 한계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의 취지와 의

미,다른 제도와의 복성에 따른 사회 비용 소요 등의 제도의 도입 취

지와 상세 내용,해당 제도를 둘러싼 복합 상황에 해 조사 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 다.이와 같은 한계 을 보완하기 해서는 심층

면 조사 혹은 표 집단 인지 조사(FGI)등을 통해 제도의 맥락과 유사

제도와 복성 등을 충분히 설명 한 후에 인식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커뮤니 이션 경로로서 자우편 자체의 실효성 하로 인해 소

비자들이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최근 들어 로모션과 계약 이행에 련된 요 메시지의 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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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우편 보다는 휴 폰 문자(SMS/LMS),카카오톡,앱 푸쉬 메시지

(ApppushMessage)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추세이다.따라서, 자우편

은 요 계약 사항의 통지 채 로서의 실효성이 갈수록 낮아져 소비자들

이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응답했을 가능성

이 있으므로 이 한 심층면 조사를 통해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IT 산업발 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규제 한 지속 으로 강화되어

한국은 세계 으로 유례가 없는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법규와 규제 체계

를 구축하게 되었다.그러나,최근 들어 이와 같은 강도 높은 규제 체계

로 인해 빅데이터,IoT 등의 첨단 산업 발 이 제 로 성장하지 못한다

는 지 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비단,산업의 해 뿐 아니

라 강력한 법규는 행정 자원을 비롯한 사회 반의 많은 비용 소모를 야

기하므로, 체 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효율성을 재정비하는 것이 보다

합하다.

주요어 :개인정보, 라이버시,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소비자 인식

학 번 :2011-23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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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 문제 제기

정보통신기술의 속한 발 과 함께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이용

한 사회 반으로 격히 확 되고 있다.정보통신서비스는 비 면을

제로 하는 서비스 제공 채 의 특성 상 소비자의 식별을 한 개인정

보의 수집 이용이 필수 이다.따라서,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이용

과정에서 량의 개인정보가 집 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에 한 사회 우려 한 지속 으로 제기되고 있다.특히,

최근 량의 정보를 신속하게 분석하여 유의미한 정보를 도출하는 빅데이터

기술의 고도화는 라이버시 침해에 한 우려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 변화에 따라,개인정보보호 련 법규제 한 지속

강화되어 왔다.민간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련 규제는 1999년 ‘산

망 보 확장과 이용 진에 한 법률’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련 일부

조항이 반 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개인정보보호 규정을 포함

한 법개정 당시 법률명 한 ‘정보통신망 이용 진 정보보호 등에

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으로 변경되었다.

이후,인터넷 쇼핑몰,포털, 융 기 등 여러 역에서 개인정보

량 유출 사고가 반복 으로 발생하면서 2016년 상반기까지 총 42차례 개

정되었다. 부분의 개정 내용은 각종 신규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도입과

과태료·형사 처벌 형량 확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규제 강화에

한 사항이었다.

정보통신망법이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을 심으로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규제하는 반면, 통 인 오 라인 서비스 비 리 기 등 정보통신

망법의 용 사각지 에 한 사회 우려 한 지속 제기되었다.이에,

2010년에는 온․오 라인과 민간․공공 분야를 망라하는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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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제정되었다.

변화무 한 개인정보보호 법규제의 연 에서도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한결같은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개념은 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의

보장이다.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란 자신에 한 정보가 언제,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 까지 타인에게 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해당 개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다시 말해,정보주

체는 가 어떤 목 으로 자신의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지

를 명확하게 인지하고,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정정할 수 있

다는 것이다. 한,자신의 개인정보가 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에는 이용에 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

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의 보장을 해 정보통신망법의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 원회(이하 ‘방통 ’)가 량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도입한 신규 제도들 의 하나가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이다.개인

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이용자 개인정보

의 수집·이용·제공· 탁 처리 내역을 연 1회 이상 자우편,서면,모사

송(FAX), 화 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해 서비스 이용 인 이용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골자의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는 2011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법 의무가 되었다. 한,개정법 시행 후 1년이 도래하는

2013년 7월을 후하여 법 용 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최

의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발송하 으며 자연스럽게 매년 7∼8월이

통지문 집 발송 시기가 되었다. 한,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의

도입에 따라 소비자는 연 1회 자신이 가입한 모든 정보통신서비스로부터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수신하게 된다. 를 들어,포털·게임·쇼핑

몰·커뮤니티 등 약 30개의 정보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는 최소 연

30건의 통지문을 수신하게 되는 것이다.

소비자가 개인정보보호와 련하여 통지받는 내용은 비단 개인정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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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내역만은 아니다.이용자 상 통지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제

도는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개인정보보호 제도

에서 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는 특히 도입 취지와 제도 이행 방식 등

이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와 매우 유사하다.

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는 이용자가 일정 기간 서비스를 미이용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기하거나 분리 장해야 한다는 의무

를 의미한다.다만,해당 조치 30일 이 에 동 사실에 해 서면,모사

송(FAX), 화 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해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따라서,소비자는 일정 기간 서비스를 미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 외에도 개인정보 유효기간 도래 안내문을 추가

로 수신하게 된다.

신규 제도의 용 상인 기업의 측면에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

도와 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를 재 운 하고 있는 시스템에 반 하기

해서는 상당한 인 ․물 자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한,소비자의 측

면에서도 여러 건의 통지문들을 수신하고 내용을 확인하기 한 시간과

정신 에 지 등의 자원을 소모하여야 한다.

한,개인정보보호와 련된 다수의 정보 수신은 개인정보보호 제도

에 한 소비자의 피로도와 무 심을 증가시킬 우려도 있다.다수의 정

보들이 정작 요하고 필요한 정보 습득에 한 주의와 심을 약화시키

거나 개인정보보호 련 정보 수신 사실 자체를 수롭지 않게 여기게

할 수도 있는 험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이와 같은 사회 비용과 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개인정보 이

용내역 통지제도의 도입 취지 로 개인정보 보유의 최소화와 정보주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의 강화라는 정책 효과가 충분한지에 해서는

아직 검증된 바가 없다.다시 말해,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수신한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탁 내역을 인지하고 장기간

이용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에 해 회원 탈퇴 등의 실질 인 개인정

보보호 행동으로 옮기는지에 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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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동 논문에서는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에 한 소비자 인

식을 조사하고 통지제도에 한 인식이 소비자의 실질 인 개인정보보호

행동으로 이어지는지를 조사하 다.이를 통해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제도의 실질 인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실효성 제

고를 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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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 목

본 연구는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에 한 소비자 인식을 살펴보

고 소비자의 인구통계학 특성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특성에 따라 동

제도에 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 특성이 동 제도에 한 인식에 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볼

정이다.그 밖에,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에 한 소비자의 인식

차이가 동 제도의 도입 취지와 같은 개인정보보호 행동 반응으로 이어지

를 조사하고자 한다.마지막으로,유사 제도인 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와

의 선호도 차이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수행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기존 선행 연구에서 다루어진 바가 없는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

지제도에 한 소비자의 인식을 조사하고 소비자의 인구 통계학 특성

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특성에 따른 소비자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

석할 정이다.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를

포함한 각종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때에 소비자 인식 제

고를 해 고려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둘째,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의무 이행 기업에 한 신뢰도를 조사하

고자 한다.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와 같은 개인정보보호 규제 의무

를 이행하기 해서는 기업 측면에서 일정 수 의 인 ·물 자원이 소

요된다.그러나,개인정보보호 법 의무의 이행이 기업의 매출이나 수익

과 연결되는 직 근거가 없다보니 기업은 이와 같은 자원을 단순 매

몰 비용으로 치부할 수 있다.따라서 통지 의무를 이행한 기업에 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분석하여 개인정보보호 법 의무 이행을 통해 기업

이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실질 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셋째,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의 수신이 소비자가 회원 탈퇴 등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한 실질 인 개인정보보호 행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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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지를 분석하 다.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의 도입 취지는

소비자에게 일정한 주기로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함으로서 가입 사실

을 기억하지 못하는 서비스에 해 회원탈퇴 등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의 행사를 유도하는 것이다.이를 통해 정부는 개인정보 보유를 최소화

하고 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 것에 기여할 것으로 기

하 다.

따라서,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는 통지문을 수신한 소비자가 회

원 탈퇴 등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극 으로 이행하여야만 제도의

실질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이에,동 연구에서는 통신문 수신 후

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행사 여부에 한 분석을 통해 제도의 실질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넷째,앞서 밝혔듯 도입 취지가 유사한 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와의

소비자 선호도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이를 통해 개인정보 자기 결정

권 강화 제도에서 소비자가 요하게 생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인하

고 유사 제도 정비를 통한 규제 개선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바가 무

엇인지를 도출할 정이다.이와 같은 연구 목 의 에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 등 개인정보보호 정책 개선을 한 시사 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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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 배경

이번 장에서는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와 련된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련 법규를 살펴보고 개인정보보호 련 소비자 인식 행동에

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 다.

제 1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 련 법규

국내법에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는 정보통신망법에서만 규정되

어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련 규정이 없다.개인정보 보호법과는

달리 정보통신망법의 용 상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방송사업자

등 일부 산업 분야에 국한된다.이를 고려할 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통 인 오 라인 사업자나 공공기 ·비 리 단체보다 상 으로

강한 수 의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EU 미국 등 국외에서는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 혹은

이와 유사한 법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따라서,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는 세계 으로 한국만이 가진 독특한 개인정보보호 제도이다.

1.개인정보의 개요

본격 인 연구에 앞서 법 정의에 따른 개인정보의 개념과 개인정보

의 수집 방식 성격에 따른 개인정보의 유형을 분석하 다.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련 법률내의 개

인정보 정의 조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첫째,생존하

는 개인에 한 정보일 것,둘째,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일 것,셋

째,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

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 8 -

법률명 개인정보 정의 조항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6호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한 정보

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

다)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표 2-1]개인정보의 법 개념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법 정의를 고려하면 개인정보의 유형과 범

는 매우 범 해진다.웹사이트 회원 가입 등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소

비자에게 직 수집한 인 사항에 한 정보 뿐 아니라,통화 내역,검

색 키워드, 속 기록 등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정

보 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한,법인의 정보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

으나,해당 법인의 담당자 혹은 임직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보호 상이 되는 개인정보이다.

생존하는 개인에 한 정보이므로 사망했거나 실종 선고 등 계 법령

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의 개인정보는 법 으로 보호 상

이 되지는 않는다.다만,해당 사망자에 한 정보가 식별된 유족을 포함

하고 있다면 사망자의 정보는 해당 유족의 개인정보의 일환으로서 법

인 보호 상이 된다.

한,정보의 성격에 따라서는 성명,주민번호 등 인 사항에 한 정

보와 얼굴,지문,홍채 등의 신체 정보,종교,가치 등의 정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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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개인정보의

인 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본 지, 화번호 등 연락처,생년월일,

출생지, 자우편 주소,가족 계 가족구성원 정보 등

신체

정보

신체정보 얼굴,지문,홍채,음성,유 자정보,열쇠,몸무게 등

의료․건강정보 건강상태,진료기록,신체장애,장애등 ,병력(病歷)등

정신

정보

기호․성향정보
도서․비디오 등 여기록,잡지구독정보,물품구

매내역,웹사이트 검색내역 등

내면의 비 등
사상,신조,종교,가치 ,정당․노조 가입여부

활동내역 등

재산

정보

개인 융정보
소득,신용카드번호,통장계좌번호,동산․부동산

보유내역, 축내역 등

신용정보
신용평가정보, 출 는 담보설정 내역,신용카

드 사용내역 등

사회

정보

교육정보
학력,성 ,출석상황,자격증 보유내역,상벌기록,생

활기록부 등

법 정보 과․범죄 기록,재 기록,과태료 납부내역 등

근로정보
직장,고용주,근무처,근로경력,상벌기록,직무평

가기록 등

병역정보 병역여부,군번,계 ,근무부 등

기타

기기 정보 기기 고유 번호(IMEI),Mac주소 등

속기록
IP주소,웹사이트 App 속내역, 치 정보

이동 경로,IoT사용 기록 등

통신기록
자우편·SMS·LMS·메신 를 통한 메시지 수발신

기록 등

사회 계 기록 SNS게시물 작성 내역,온라인 계 설정 내역 등

출처:한국인터넷진흥원(2014)

[표 2-2]개인정보의 유형

보,소득 부채 황 등의 재산 정보,학력 등의 사회 정보 등으로

구분된다.[표 2-2]는 개인정보를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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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빅데이터 등 IT 기술 고도화와 함께 개인정보의 유형도 더욱

다양지고 있는 추세이다.네트워크와 연결된 각종 재화들의 이용 기록

한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를 들면,운동량을

측정해주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수집· 장되는 운동량,운동 경로 등

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와 연계되어 있다면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유사하게,IoT 기능이 있는 냉장고를 통해 기록되는 식품

장 황,냉장고문을 열고 닫는 횟수 등도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 유형의 확 다양화는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의무의 이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 를 들어,빅데이터 서비

스 활성화를 해 된 량의 서비스 이용 기록을 분석한다면 원칙

으로 해당 내용 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상세 이용 내역을

모두 기록하고 통지하는 것은 실 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개인정보의 범 를 보다 축소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

는 사유도 이와 같은 의 인 개인정보의 정의로 인해 합리 목 범

내의 개인정보 이용 한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

문이다.해당 정보를 수집한 기업 내에서는 개인 식별이 되지 않는 상태

로 장되어 있더라도 다른 기업이 보유한 정보와 결합시 식별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도 개인정보의 상이 된다.그런데,IoT를 통해 수집

되는 개인정보 등은 기존의 동의 차에 따른 동의 획득 등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실 으로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법률내 개인정보보호의 정의 조항을 수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범 를 축소하거나 개인정보의 식별력에 따라 법 의무를

달리 용해야 한다는 지 이 지속 으로 제기되고 있다.

2.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제도 련 국내 법 고찰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규는 공공․민간의 구분 없이 사회 체에 용

되는 일반법으로서의 지 를 가지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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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사업 분야에 용되는 특별법으로서의 정보통신망법이 있다.

융분야에 한 특별법으로는 신용정보 보호를 한 ‘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한 법률(이하 ‘신용정보 보호법’)’과 ‘자 융거래법’이 있다.

그밖에 ‘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한 법률(이하 ‘상법’)’에

서도 일부 개인정보보호 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개인정보보

호에 련된 가장 범 한 내용을 규정하는 법률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이다.

특히,정보통신망법은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이 인 1999년

부터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규정하 으므로 한국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의

원류(原流)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국내 법규에 한 고찰에서는 개인정

보보호와 련하여 용 범 와 연 에 있어 요성이 높은 정보통신망

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심으로 분석하 다.

1)정보통신망법

국내 법규에서는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

신망법을 우선 고찰하 다.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의 개념이 처음

소개된 것은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인 네이트에서 2011년 량의 개인정

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던 시 이다.

해당 유출 사고 발생 당시 정보통신분야 개인정보보호 주무 부처인 방

통 는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와 2차 피해 방을 해 2011년 8월 ‘인

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하 다.동 정책을 통해 방통 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보유의 최소화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강

화를 취지로 하는 ‘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와 ‘개인정보 활용내역의 이

용자 통지제도1)’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개인정보보호 신규 제도 도입을

고하 다.

1)방통 가 도입한 정책에서는 ‘개인정보 활용내역의 이용자 통지제도’로 소개되었으며

추후 정보통신망법에 련 규정을 반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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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 등을 포함하여 방통 정책의 주요 내용

을 반 하여 2011년 12월에는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었고 개정된 법률은

2012년 8월부터 시행되었다.개정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의2 동법 시행

령 제17조를 통회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처리 내역을 자우편․서면․

모사 송․ 화 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상세 통지 항목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 수집한 개

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그 제공목 제공한 개인정

보의 항목,개인정보 취 탁을 받은 자 그 취 탁을 하는 업무

의 내용 등이다.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의2(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①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등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제24조의2에 따른

제공 제25조에 따른 개인정보 취 탁을 포함한다)을 주기 으로 이용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통지 주기

방법,그 밖에 이용내역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7조(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① 법 제30조의2제

1항 본문에서 "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에 해당하는 자"란 년도 말 기

직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장ㆍ 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

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연도

를 말한다)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2.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그 제공 목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다만,「통신비 보호법」 제13조,제13조의2,제13조의4 「 기통신

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는 제외한다.3.법 제25조에

따른 개인정보 취 탁을 받은 자 그 취 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③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는 자우편ㆍ서면ㆍ모사 송ㆍ 화 는

이와 유사한 방법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표 2-3]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 련 정보통신망법 규정



- 13 -

이와 같은 같은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의 도입 취지는 방통 정

책 문서 외에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서도 소개되고 있다.2011년

11월 혜숙 의원이 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는 “휴면계정

등 장기간 이용되지 않는 개인정보에 해 기하도록 하고,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

보 활용내역 통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반 으로

강화하려는 것”을 개정 취지로 밝히고 있다.이는 방통 의 ‘인터넷상 개

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과 유사한 내용이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와는 별개의 제도이나,제도의

도입 취지와 이행 방식이 유사한 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의 법률 규정을

분석하 다.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는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2항 동

법 시행령 제16조를 통해 규정되어 있다.

동 법률 조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1년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장․ 리해야 한다 한,

유효기간 도래 30일 까지 개인정보가 기 는 분리되어 장․ 리된

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해당 통지문에는 유효기간 만

료일 해당 개인정보의 항목 등도 포함하여야 하며 자우편․서면․

모사 송․ 화 는 유사한 방법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

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2014)은 개인정보보호 법령 해설서를 통해 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의 도입 취지를 보다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유출 시 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던 이용자

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장기간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도 상

당부분 포함된 바 있다.따라서,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방치되는 이용

자의 개인정보를 특정 시 이 경과하 을 때 사 에 정리하면 사업자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보유를 최소화함으로서 개인정보 침해를 사 에 방

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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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기)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

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

기 하여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기 등 필요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다만,그 기간에 하여 다른 법령 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기 등)① 법 제29조제2항에서 "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

당 호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2.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달리 정한 기간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1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장ㆍ 리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별도로 장ㆍ 리

하는 경우에는 법 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의 기간 만료 30일 까지 개인정보가

기되거나 분리되어 장ㆍ 리되는 사실과 기간 만료일 해당 개인정보

의 항목을 자우편ㆍ서면ㆍ모사 송ㆍ 화 는 이와 유사한 방법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표 2-4]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 련 정보통신망법 규정

다만,이용자에게 별도의 안내 없이 개인정보를 기하는 경우 이용자

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거나 서비스 임의 탈퇴 처리로 인해

서비스 이용상 손해가 발생될 수 있다.따라서, 기 혹은 분리 보 에

해 30일 이 이용자에게 통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이용자가 기

분리 보 여부를 선택하거나 기 혹은 분리 보 되지 않고 서비스

이용 계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차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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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개인정보 유효기간

법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의2

동법 시행령 제17조

정보통신망법 제2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도입 취지
이용자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강화

기업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보유 최소화

통지 시기 연 1회
1년간 서비스 미이용시

해당 시 도래 한달

처리 방식
삭제 요청 등 이용자의

자발 조치 필요

이용자의 특별한 거부

표시가 없다면 자동으로

분리 보 되거나 삭제

[표 2-5]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와 유효기간 제도 비교 

이와 같이 제도의 도입 취지,제도 이행 방식,법률 개정 시기 등이 유

사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의 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의 비교는

[표 2-5]와 같다.

두 제도 모두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고 기업의 불필

요한 개인정보 보유를 최소화하는 것이 제도 도입 취지로써 동일하다.

한,제도의 수행 방식에 있어 이용자 상 통지문을 발송하여 이용자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측면도 유사하다.

다만 통지문을 수신한 후의 소비자가 해야 할 조치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는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 상 극

으로 회원 탈퇴 등을 요청하여야하는 능동 방식이고 개인정보 유효기

간 제도는 별도로 조치하지 않아도 개인정보가 삭제되거나 분리 보 되

는 등의 보호조치가 취해지는 수동 방식이다.이 같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행사 방식이 제도의 선호도에도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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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개인정보 처리내역의 통지)① 개인정보처리자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제18조제2항,제23조 단서 제

24조제1항·제3항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의 처리 내역(제17조제1항에 따른

제공 제26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탁을 포함한다)을 주기 으

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내역,통지 주기,방법,그

밖에 처리 내역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2-6]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정청래 의원 표 발의)규정

2)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그러나,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간 법률 정합성을

통일해야 한다는 지 이 지속 으로 제기되어 온 사실을 고려할 때,정

보통신망법을 통해 선행 으로 도입된 제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해서

도 추가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를 들면,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 규

정이 2010년 2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먼 반 되었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2011년 8월 유사한 취지의 규정이 반 된 바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와 련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한 제19 국회를 통해 발의된 바 있다.2014년 12월

정청래 의원이 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는 개인정보처리자

로 하여 개인정보 수집,처리,제공, 탁 내용 등을 소비자에게 통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

도와 매우 유사한 내용이며 그 상세 규정은 [표 2-6]과 같다.

비록 동 법안은 소 세상공인의 규제 부담을 우려한 행정안 부의

우려가 고려되어 2015년 11월 27일 개인정보 보호법 통합 안 마련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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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다른 내용으로 변경되었고2)해당 법안은 안 반 폐기되었다.

그러나,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이 법률간 정합성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지속 제․개정되어 온 이력을 고려할 때 상기와 같은 법안이

2016년 5월 30일 출범한 제20 국회를 통해서도 추가 발의될 가능성이

높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오 라인 기업 비 리 기 등 개인정보처리자

체를 포 하므로 정보통신망법보다 사회 력이 더 크다. 한,정

보통신서비스와는 달리 서비스 특성 상 소비자의 자우편 주소를 보유

하지 못한 개인정보처리자는 SMS 혹은 우편을 통해 통지해야 하므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비해 기업의 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개인정보 보호법내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 반 이 에 동

제도의 실효성 확인의 필요성이 더욱 높은 상황이다.

3.국외 법 고찰

유럽은 시민의 라이버시 보호에 한 근 개념이 가장 먼 형성

되었고 개인정보보호와 련된 법규 한 가장 먼 정비된 곳이다.

한,미국은 구 등 주요 로벌 IT 서비스가 시작된 곳으로 세계인의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됨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세계에 미치는 향이

매우 크다.

이와 같이,EU와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규제 체계는 정책 ·산업

요성과 력이 높은 반면 그 방식은 매우 상이하다.EU가 법규에 의

한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를 규정하고 있다면,이와 비되어 미국은 기업

자율 규제 심으로 개인정보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그러나,구

페이스북 등 부분의 로벌 IT 서비스가 미국을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EU 미국간 상이한 개인정보보호 련 법제도 국민 정서로

2)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에 한 조항은 삭제되고 정보 주체에게 직 수집하지

않는 개인정보의 출처를 고지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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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국가간 개인정보 이 문제가 지속 으로 제기되고 있다.이와 같

은,개인정보보호 법체계의 요성과 력,그리고 다양성 등을 고려하

여 국외 개인정보보호 법제로는 EU와 미국을 심으로 분석하 다.

1)EU

EU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를 한 최 의 공식 문서는 1981년 1월 28

일 EU 이사회(EuropeanCouncil)가 채택한 “개인정보의 자동처리로부터

개인보호에 한 약(CouncilofEuropeaǹsConvention(108)forthe

Protection ofIndividualwith Regard to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Data,이하 ‘개인정보보호 약’)”이다.동 약은 IT기술을 활

용한 정보 처리가 증가하면서 정부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양 한 증

가함에 따라 EU회원국 국민의 라이버시를 보호하기 해 채택되었다.

그러나,동 약은 약에 서명한 가맹국에 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므

로 체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제도 확산에는 한계가 있었다.이에,모든

EU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을 해 1995년 10월 24일 EU 의

회(EuropeanParliament)와 EU 이사회(CounciloftheEU)가 공동으로

“개인정보의 처리와 자유로운 유통에 한 개인정보보호 지침(Directive

ofEuropeanParliamentofindividualswithregardtotheprocessing

ofpersonaldataandonthefreemovementofsuchdata,95/46/EC,

이하 ‘EU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제정하 다.EU 개인정보보호 지침은

비록 법 강제 사항이 아닌 지침(Directive)의 성격이나 유럽 연합내 최

의 개인정보보호 련 정책이며 이후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에도

많은 향을 미쳤다.

그런데,앞서 말했듯이 EU 개인정보보호 지침은 본질 으로 지침

(Directive)의 성격이다 보니 체 EU 회원국에 해 직 인 강제력을

가질 수가 없었다.이에,각 EU회원국은 국내법에 따라 서로 상이한 개

인정보보호 법규를 제정하게 됨으로써,회원국간 불균형이 발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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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보통신산업의 속한 발 으로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처

리 한 증하여 개인정보보호의 요성도 더욱 강화되었다.이와 같이

인터넷상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의 요성과 EU회원국 내의 단일한 규율

체계 정비의 필요성이 지속 높아지고 있었다.이에,유럽 의회는 2012년

7월 6일 행 EU 지침을 체하는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법안인

“ProposalforaRegulation oftheEuropeanParliamentandofthe

Councilontheprotectionofindividualswithregardtotheprocessing

ofpersonaldataandonthefreemovementofsuchdata(General

DataProtectionRegulation,이하 ‘2012GDPR(안)’)”을 공개하 다.

2012GDPR(안)의 특징은 법형식에 있어 지침(Directive)이 아닌 규칙

(Regulation)의 형식을 취함으로서 법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다. 한,단

일의 유럽 정보보호 원회(EuropeanDataProtectionBoard)설치를 규정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감독 기 의 역할과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잊 질

권리를 명시하는 등 EU내 개인정보보호 규제 수 집행력을 보다 엄

격하게 규정하 다.

다만,GDPR시행 시 개인정보 국외 이 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어 동

규칙의 제정에 많은 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그러나,2013년 6월 발생한

에드워드 스노든의 사태로 인해 EU내 자국민의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에 한 경각심이 제고되면서 제정 의지가 강화되었다.이에,GDPR(안)

은 2013년 10월 22일에 유럽 의회를 통과하고 2015년 12월 5일 EU28개

국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 의해 안이 승인되었으며,2017년 EU 의회

의 표결을 거쳐 그 내용이 최종 확정될 정이다.

기존의 EU 개인정보보호 지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권리와

련하여 근권(제12조),거부권(제14조),자동화된 결정 거부권(제15조)만

을 규정하 다.그러나,GDPR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하나의 장(Article

15.Rightofaccessforthdatasubject)으로 편성하여 정보 주체의 권

리를 보다 구체화하고 폭 강화하 다.

정보 주체 권리와 련된 제15장은 원칙 측면에서의 투명성(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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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체 권리 실행 차 체계(제12조),개인정보처리자(controller)

로부터의 권리(제13조),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제공 의무(제14조), 근

권(제15조),정정권(제16조),잊 질 권리 삭제권(제17조),정보이동성

에 한 권리(제18조),거부권(제19조), 로 일링(profiling) 련 권리

(제20조)로 구성되어 있다.

GDPR(안)에서는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에 개인정보보호 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개인정보처리자(Controller)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

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와 련된 일반 인 내용을 제공

(Provide)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한국과 같이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황을 인지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기 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정보 주체 상 통

지 의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72시간내에 감독 기구에 신고하고

정보 주체에게도 달(Communication)하도록 의무만이 유일한다.

2)미국

미국은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지침

(Directive)과 같은 일반법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련 연방 법률을 제정

하지 않고 각 분야별로 개별법이 제정되어 있다.이를테면 연방정부기

이 보유한 개인정보보호를 한 ‘라이버시법(PrivacyAct,1974)’, 융

기 의 개인정보보호를 한 ‘융 라이버시권에 한 법률(Rightto

FinancialPrivacyAct,1978)’,통신 부문의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규정한

‘자통신 라이버시법(ElectronicCommunicationsPrivacyAct,1986)’

등이다.미국의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연방법 황은 [표 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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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인정보보호 련 법률

공공부문

․ 라이버시법(PrivacyAct,1974)

․정보공개법(Freedom ofInformationAct,1974)

․ 라이버시보호법(PrivacyProtectionAct,1980)

․컴퓨터에 의한 정보 조합과 라이버시 보호에 한 법률

(ComputerMatchingandPrivacyProtectionAct,1988)

․ 자정부법(E-GovernmentAct,2002)

융부문

․공정신용평가법(FairCreditReportingAct,1970)

․ 융 라이버시권에 한 법률

(RighttoFianancialPrivacyAct,1978)

․ 융 화법(TheFinancialModernizationActof1999)

통신부문

․ 이블 통신정책법

(CableCommunicationsPolicyAct,1984)

․ 자통신 라이버시법

(ElectronicCommunicationsPrivacyAct,1986)

․ 기통신법(TelecommunicationsAct,1996)

교육부문
․가족의 교육권 라이버시에 한 법률

(FamilyEducationalRightsandPrivacyAct,1974)

의료부문
․건강보험책임법(HIPPA)

(HealthInsurancePortabilityandAccountabilityAct)

비디오감시
․비디오 라이버시 보호법

(VideoPrivacyProtectionAct,1988)

근로자정보
․근로자 기록 보호법

(EmployeePolygraphProtectionAct,1988)

아동의

개인정보

․아동 온라인 라이버시보호법

(ChildOnlinePrivacyProtectionAct,1998)

기타
․운 자 라이버시보호법

(Driver'sPrivacyProtectionAct,1994)

(출처 :

[표 2-7]미국의 개인정보보호 법률(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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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인정보보호 련법

미시간주

․능률 인 매 이용세징수행정법

(Streamlinedsalesandusetaxadministrationactof2004)

․도서 라이버시법(Thelibraryprivacyact1982)

․보험법 제5장(융정보 라이버시)(TheinsurancecodeChapter5)

․비 리 의료서비스 제공 회사 개 법

(ThenonprofithealthcareCorporationreform Act)

․비디오 여 라이버시법(VideorentalPrivacyact)

․아동 신분 확인 보호에 한 법

(ChildIdentificationandProtectionAct)

․ 자펀드 송법(ElectronicFundsTransferAct)

․개정학교법(TheRevisedSchoolCode)

캘리포니아주

․ 융정보 라이버시법

(CaliforniaFinancialInformationPrivacyAct)

․컴퓨터스 이웨어로부터의 소비자 보호에 한 법

(ConsumerProtectionAgainstComputerSpywareAct)

․형법 Sec.630-637.9(CaliforniaPenalCodeSec.630-637.9)

․건강보호법 Sec.130300-130317

(CaliforniaHealthandSafetyCodeSec.130300-130317)

유타주

․스 이웨어규제법(SpylockAct)

․개인 신원 남용에 한 법(AbuseofPersonalIdentityAct)

․사법 차법 제27장( 융정보 라이버시)

(TheJudicialCodeChapter27:FinancialInformationPrivacy)

․유 자 검사 라이버시법(GeneticTestingPrivacyAct)

코넷티컷주 ․고용규제법 31-48b(EmploymentRegulationSec.31-48b.)

텍사스주

․건강안 법(HealthandSafetyCode)

․보험법(의료정보 라이버시)

(TheInsuranceCode:PrivacyofHealthInformation)

․텔 마 제공과 라이버시법

(TelemarketingDisclosureandPrivacyAct)

․자동차기록공개법(MotorVehicleRecordsDisclosureAct)

[표 2-8]미국 개인정보보호 법률(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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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각 주별로 개인정보보호 련 주법을 제정하고 있는데 주법

한 각 역별로 개별 법률을 규정하고 있다. 를 들면,은행 등 융기

의 개인정보 공유 범 를 규정한 ‘캘리포니아주 융정보 라이버시

법(CaliforniaFinancialInformation Privacy Act)’,비디오테이 매

사업자 는 여 사업자를 상으로 여 기록의 제공 지를 규정하는

‘뉴욕주 비디오소비자 라이버시법(VideoConsumerPrivacyAct)’등이며

상세 내용은 의 [표 2-8]과 같다.

미국의 연방법,주법,자율 규제 제도의 내용 에서 한국의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와 유사한 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을 해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데이터 침해 통지

법(Databreachnotificationlaw)내 있는 유출 사고 발생시 정보 주체

상 사고 사실을 통지하도록 한 규정이다.개인정보 유출시 통지제도는

캘리포니아주가 2003년 처음 입법을 한 이래 여러 주에서 해당 법률을

입법하 다.이 법에 따라 ChoicePoint사 등의 개인정보 량 유출 사고

가 공개됨에 따라 미국내에서 국 으로 심을 끌게 되었고 재는 워

싱턴 DC,버진 아일랜드 등 46개 주가 주법을 통해 유출시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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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개인정보보호 련 소비자 인식 행동

개인정보와 련된 소비자 인식 개인정보보호 행동에 해서는 최

근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다만,선행 연구의 부분은 개인정

보보호에 한 소비자의 인식 혹은 정보 라이버시에 한 소비자의 우

려와 개인정보보호 행동,그리고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심으

로 연구가 이루어졌다.개인정보보호 제도 련된 내용으로는 소비자

상 개인정보보호 고지 통의 차에 한 연구 외에는 특정 개인정보

보호 제도와 련된 소비자 인식에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 없다.

1.개인정보보호 련 소비자 인식 행동

그동안 개인정보보호와 련된 소비자 인식과 개인정보보호 행동에

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선행 연구 분석 결과 소비자는 개인

정보보호의 요성을 높게 인지하고 개인정보 침해에 해 우려를 가지

면서도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한 극 인 개인정보보호 행동을 하지

는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2015)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 인터넷 이용자의

98.5%가 평소 인터넷 이용시 개인정보보호의 요성에 해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러나,웹사이트의 개인정보 리 수 을 알기 해

개인정보 취 방침을 확인하는 경우는 40.9%,확인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9.1%로 조사되어 개인정보보호 요성에 한 인식이 실질 인 보호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이용 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방침을 확인하는 소비자의 비

율이 낮다는 사실은 김혜선 등(2003)의 연구에서도 조사되었다.이는 소

비자의 무 심도 문제이지만 개인정보보호 방침을 확인하기가 물리 으

로 어렵기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다른 연구에서도 패스

워드를 변경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사이트를 탈퇴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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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의 자발 노력 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소라,이기

춘 2006;김소라,이기춘 2007)

소비자의 소극 개인정보보호 행동은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인지하거나 경험한 경우에도 유사했다.박상배(2012)는 인터넷 기업의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가입자일수록 개인정보 유출 등 가입자 련 인

터넷 기업의 기에 해 더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 다.해

당 서비스 가입자 외에도 다양한 포털사이트나 SNS를 많이 이용하는

가입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기업의 기를 보다 많이 인지하

고 있었다. 한,인터넷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개인정보 아이디와 패스워드의 변경과 같은 개인정보보호 행 를

하지 않은 가입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련된 다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소비자의

소극 개인정보보호 행 가 확인된다.정택석 등(2012)이 학에 재학

인 240명의 학생을 상으로 1:1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상

자의 부분이 자신의 개인정보보호에 무 심하며,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웹사이트를 지속 으로 이용하는 등 라이버시에 무 심한 경향

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 다.

이와 같은,개인정보보호 련 소비자의 인식 행동에 한 분석 외

에도 소비자의 개인정보 제공 습 보호행동 수 등에 따라 소비자

의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여 인식 행동을 연구한 경우도 있다.김정

은․여정성(2010)은 우려, 험인지,통제력,신뢰,만족도 등 소비자의

개인정보 련 태도 변수들이 개인정보 제공/보호 행동에 향을 미치며

이러한 행동들은 다시 개인정보의 가치 평가에 향을 다는 것을 확인

하 다.따라서,소비자 집단별 특성에 따른 개인정보 정책 집행이 요구

되는 것으로 보았다.

소비자의 인구 통계학 특성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특성에 따른 개인

정보보호에 한 인식 차이를 조사한 선행 연구도 있다.진성철(2011)은

성별,인터넷 이용량,사이트 가입 수, 자상거래 빈도에 따른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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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가능성에 한 심리 불안을 분석하 다.연구 결과,여성이 남성

보다 그리고 인터넷을 많이 이용할수록 심리 불안이 더 큰 것으로 조

사되었다.반면,사이트 가입 수나 한 달 평균 자 상거래 빈도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한 심리 불안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특정 유형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 한 소비자 인식을 보다 심

도 깊게 분석하여 행 처리 방식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 연구도 있다.

구혜경․나종연(2014)는 제3자를 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해 소비자는 맥락(Context)의존 으로 이해하고 거래계약서비스와의

련성 여부로 구분하여 인식하는 것을 확인하 다.따라서,맥락상 이해하

기 어려운 경우 제3자 제공에 해 부정 으로 인식하므로 소비자의 인

식과 맥락을 반 한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와 련된 서식의 개선 표

서식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일반 인 개인정보에 한 인식 외에도 특정 서비스 유형에서의 개인

정보보호에 한 소비자 인식을 연구한 선행 연구도 있다.김인혜(2015)

는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활용에 한 소비자 인식을 연구하

다.분석 결과,빅데이터 환경에서 소비자는 개인정보의 개념을 인 사

항 뿐 아니라 치정보, 속 내역 등으로 범 하게 인식하는 것을 확

인하 다.

한,개인정보 활용에 해 극 인 선택권이 강하게 부여될수록 빅

데이터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해 동의하고자 하는 의지

가 강한 것으로 조사하 다.따라서 빅데이터 환경에서는 소비자 상

가입 후 거부권보다는 가입 단계에서의 철 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

이 한 것으로 제시하 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보호에 한 소비자 인지 행동 연구는 부분

보호 상이며 정보 주체로서의 소비자를 상으로 수행되었다.반면,보

호 상이 아닌 개인정보 침해 행 의 가해자 측면에서 소비자를 연구한

사례도 있다.안수미 등(2014)은 계획된 행동 이론과 동기 이론을 활용

하여 SNS에서 라이버시 침해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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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SNS사용자의 인지된 즐거움은 SNS를 통한 타인의 라

이버시 침해에 정(+)의 향을 미치며 처벌은 음(-)의 향을 미치는 것

을 확인하 다. 한 라이버시 침해에 한 태도,주 규범,인지된

행동 통제는 라이버시 침해 의도에 모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따라서,타인의 라이버시 침해 의도를 감소하기 해서는 라이버

시 염려와 인지된 즐거움,처벌 등에 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소비자 인지 측면에서 Xu(2010)는 개인정보 제공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가치에 한 불확실성과 개인정보 제공에 따르는 정보 라이버시

험이 정보 제공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한,이동주 등

(2010)은 라이버시 련 정보투명성이 웹사이트 이용의 인지된 유용성

과 용이성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정보 제공에 따른 라이버시 험을 감

소시킴으로서 궁극 으로 개인정보 제공 의도를 강화시킬 수 있는 것으

로 확인하 다.따라서,개인정보 요청 시 에 요청 사유와 용도에 한

구체 인 설명을 제공함으로서 정보 투명성을 높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에 한 직 연구가 아니더라도 특정 분야의

소비자 인식에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써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연구도

이루어진 바 있다.김재휘(2010)등은 개인정보의 상업 활용,기업

리자에 한 불신,온라인 사생활 침해 험성 기업에 의한 일방

인 결정/통제 등이 온라인 맞춤형 고에 한 부정 인 반응을 유발하

는 주요 원인으로 확인하 다. 한,소비자의 지각된 통제감(고지,결정

권 통제권)을 높여 수록 맞춤형 고에 한 험성 지각을 낮추는

것으로 보았다.

인구 통계학 특성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인식 차이에 한 연구도 이

루어졌다.강이주․황정선(2001)은 개인정보보호 의식의 수 과 향 요

인에 한 연구에서 게임서비스 이용자,여성,연령이 낮은 소비자,학생

인 경우 개인정보보호 의식 수 이 낮은 것으로 확인하 다 특히,10

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침해 피해를 경험하고도 사업자에 한 신뢰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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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청소년기의 경우 특히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요

성이 다른 연령 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았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의 소비자 반응에 한 연구도 이루어진 바

있다.정태석․임명성(2012)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네이트 가

입자들의 가입 유지에 해 합리 선택이론을 기반으로 분석하 다.다

시 말해,해당 웹사이트를 유지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이탈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구분하여 실증 으로 연구한 것이다.

연구 결과,인지된 취약성,반 로 라이버시에 한 안정성은 해당

웹사이트에 가입을 유지하는데 비용으로 작용하 으며,자기 방은 유지

비용뿐만 아니라 이탈 비용에 해서도 유의한 향을 보 다. 한,그

동안 해온 그리고 앞으로 수행해야 할 보안 행 는 개인에게 지속 비

용으로 인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유지비용은 라이버시 심에

이탈비용은 라이버시 무 심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윤승욱 등(2008)은 휴 화 이용자와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에 따른 험성 인지에 한 연구를 통해 휴 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혹은 인터넷 사이트에 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개인정보 유출에

한 지각 불안감이 낮은 것으로 조사하 다. 한,이용량이 보통인 사

람이 가장 높은 지각불안과 지각 피해 그리고 유출 가능성을 높게 인지

하는 것으로 분석하 다.이외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많이 가입한 사람이

유출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도 확인하 다.

2. 라이버시 련 소비자 우려

라이버시의 통 인 개념은 ‘혼자 있고 싶을 때 혼자 있을 수 있는

권리(therighttobeleftalone)’로서 물리 인 사생활의 보호를 심으

로 이루어졌다(Warren& Brendeis1984).반면,최근 정보화 사회에서는

물리 인 사생활 보호 외에도 정보 라이버시에 한 논의가 활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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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다.

소비자 라이버시는 정보 라이버시의 개념을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계에 용시킨 개념으로서(나종연 2010)서론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속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 정보화 사회의 고도화와 함께 사회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개인정보의 수집 축 이 용이해짐에 따라 다

양한 형태의 개인정보가 량으로 처리되게 되었고,이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으로 이어졌다.

실제 수차례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함께 소비자 라이버시는

정보화 사회의 요한 소비자 문제로서 두되었다.이와 같은,소비자의

라이버시 침해 우려에 해 서비스 이용 의도 등과 련된 선행 연구

가 휴 폰 서비스,인터넷 서비스, 치정보서비스 등 다양한 여러 분야

에 해 이루어진 바 있다.

먼 치기반서비스 사용 시의 라이버시 침해 우려에 한 남지연

(2007)의 조사 결과 치기반서비스 사용 시 소비자의 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높으며,이와 같은 우려가 치기반서비스 이용을 해하는 것을

확인하 다.채정화․이 주(2015)는 모바일 게임 이용자들의 연령이 높

을수록 개인정보침해 우려가 크나,성별,게임 이용 시간에 따라서는 개

인정보 침해 우려에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하 다. 한 개인정

보 침해에 한 우려는 모바일 게임 고에 한 주목도와 신뢰성을 감

소시키고 성가심을 증가시키는데 향을 미치나 유용성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라이버시에 한 수용자 염려가 커질수록 서

비스나 고에 한 회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상충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는 모바일 게임이 가지는 개방 랫폼이라는

속성 상,모바일 게임 이용자의 경우 근본 으로 개인정보 노출에 한

방어 심리가 크지 않은 경향을 가지는 것을 그 원인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같이,서비스 유형에 따라 소비자의 개인정보에 한 우려와 이러

한 우려가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향은 서비스 분야 특성에 따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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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의 정보 라이버시 염려에 해 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에

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졌다.김진성․김종기(2015)는 인터넷 사용자의

정보 라이버시 염려에 한 선행 요인으로 지각된 정보 불투명성과 지

각된 불확실성을 제시하 다. 한,정보 라이버시 염려는 온라인 기업

에 한 인터넷 사용자의 신뢰,정보 라이버시 보호 반응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하 다.반면,온라인 기업에 한 이용자의 신

뢰는 정보 라이버시 보호 반응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이는,사용자들이 온라인 기업에 한 신뢰수 과 무 하게 라이버

시 침해에 한 우려가 있으며,염려 수 에 따라 라이버시 보호 행동

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백승익․최덕선(2014)은 개인정보 노출에 한 이용자의 염려를 측정

하기 해 개발되어진 CPIP(ConcernsforInformationPrivacy)모델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개인정보 제공 의사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정

의한 바 있다.연구 결과,소비자의 개인정보 제공 의사는 제3자의 허가

되지 않은 2차 정보사용(Secondary Use),경제 인 보상(Monetary

Rewards),부정확한 정보(Error)에 한 염려의 순으로 확인하 다. 한

인터넷 사용 시간에 따라서도 개인정보 제공 의사에 향을 주는 요인이

상이하 다.하루에 3시간 이상인 ‘HeavyUser’그룹에서 3시간 미만인

‘LightUser’그룹에 비하여 상 으로 경제 보상을 주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소비자 라이버시 우려와 련된 선행 연구 분석 결과 한 개인정보

보호에 소비자 인식과 유사했다.다시 말해,정보통신서비스 이용 과정에

서 개인정보 침해에 한 우려(Concern)를 느끼고 있으나 이와 같은 인

식 우려가 실질 인 보호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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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비자 개인정보보호 행동과 제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시의 동의 차 외에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제도 등을 비롯한 특정 개인정보보호 제도가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향

에 한 선행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다만,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

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도

입시의 고려 사항을 도출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진 바 있다.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 행동에 향을 미치는 인지 요인으로 박찬

욱․이상우(2014)는 개인정보보호 련 법의 내용을 반 하고 있는 개인

정보보호 권리 인지변인을 꼽았다.개인정보보호 권리에 한 인지 수

이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 행동에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치

는 요인임을 확인한 것이다.이는 법제도를 통한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이 개인정보보호 행동을 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한,개인정보 보호

법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권리에 한 내용이 정보 주체의 개인정

보보호 권익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을 실증하 다.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행사에 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으로 조경은

(2003)은 라이버시 침해 경험을 꼽았다.소비자의 63.9%가 라이버시

침해를 경험하 으며 정보 주권 행사 수 은 평균에 미치지 않은 반면

침해 경험이 없는 경우는 극 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개인정보보호에 한 성향,개인정보 유통에 한 문제 인식 변수,

연령,소비자 단체 활동 경험,직업 등이 정보 주권 행사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 기술 수용 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한 연구도 있다.최보미 등(2015)은 서비스의 익명 사용이 가능할수록,개

인정보보호 법규를 강하게 인지할수록,서비스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많을수록 개인정보보호를 한 기술 수용 정도가 올라간다는 사실을 검

증하 다.이를 통해 사용자의 기술 수용 행동 향상을 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을 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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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이경찬 등(2015)은 등학생을 상으로 개인정보 개념,정

보주체 권리,정보보호 행동 수칙,개인정보 가치 인식 등에 한 지식이

개인정보보호 수칙의 수,개인정보침해에 따른 피해구제 노력 등의 개

인정보보호 행동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연구 결과 정보보호 행동

수칙의 인지와 개인정보 요성에 한 가치 인식에 한 지식이 개인정

보보호 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개인정보보호 교육시 으로

제공해야 하는 지식으로 보았다.

특정 개인정보보호 제도에 한 연구는 소비자 측면이 아닌 법리 측

면에서 이루어진 것이 부분이다.법리 측면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선행 연구에서도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에 한 연구는 수행된 바

없었다.다만,통지와 련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시의 정보 주체 항 유

출 사실 통지제도에 한 연구만이 이루어졌다.이 희(2014)는 한국의

개인정보 유출시 통지제도와 미국 유럽 연합의 법제와 비교법 으로

고찰․분석하 다.

동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는 미국이나 유럽보

다 강력하여 정보처리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정보처리자가 유출

사실을 은닉할 수 있으며 정보 주체가 유출 통지에 무감각해져 충분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기회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다고 지 하

다.따라서,개인정보 유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유출에 한 인지 여부

를 단할 수 있는 기 을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공 이 법하게 획득할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의 범 에서

제외하여 통지 의무의 범 를 재의 ‘유출’에서 추가 으로 ‘피해 발생

이나 피해 발생의 가능성’까지로 축소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특히,개

인정보에 암호화가 용된 경우 유출로 인한 피해발생의 가능성이 없으

므로 암호화에 한 통지의무의 면제 필요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 다.

특정 개인정보보호 제도와 련된 소비자 인식 연구로는 개인정보 동

의 차 혹은 약 ·방침에 한 사항 외에는 개인정보보호 인증 마크에

한 선행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이화옥(2014)은 PIMS,PIPL등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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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보보호 인증 마크에 한 소비자 인식을 연구한 결과 인증마크에

한 신뢰와 기업에 한 신뢰,실제 개인정보보호 행동에는 괴리가 있다

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 다.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에 한 소비자의 인지도가 매우 낮으나 인증

마크와 인증 내용이 함께 제시된 경우,소비자/기업 단체가 아닌 정부

기 에서 인증 마크를 부여한다고 인식하는 경우에 해당 마크에 한 신

뢰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따라서,개인정보보호 인증 마크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강화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인증마크만을

제시하는 것 보다는 정부 주 의 인증이라는 사실과 함께 인증의 내용을

함께 노출하는 것이 보다 효율 인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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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문제 방법

제 1 연구 문제

본 연구는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에 한 소비자의 인식은 어떠

하며 소비자의 인구통계학 특징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행태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한,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에

한 소비자의 인식 수 이 회원 탈퇴 등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에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 다.더불어,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와

유사한 취지를 가진 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와의 소비자 선호도 분석을

통해 제도 인 보완 을 도출하고자 하 다.이와 같은 연구를 해,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 문제 1.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에 한 소비자의 인식

소비자 특성에 따른 인식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2.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 특성이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제도에 한 소비자 인식에 미치는 향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3.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에 한 인식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행사에 미치는 향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4.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와 비교하여 개인정보 유

효기간 제도에 한 소비자의 선호도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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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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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방법

1.조사 상 자료수집 방법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에 한 인식 반응에 미치는 향을 분

석하기 해 본 연구는 조사 문기 인 엠 인의 온라인 패 을 상

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하 다.설문 조사 과정에

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에 한 설명과 함께 포털․쇼핑몰 등 주

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실제 발송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제

시하 다.그리고 이와 유사한 통지문을 수신했던 경험이나,수신한 경우를

가정하여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에 한 인식 행동을 조사하 다

본 조사를 수행하기에 앞서 2016년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총 50명을

상으로 비 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신뢰도 합성을 검토하 다.

비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일부 문항을 수정한 후 2016년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총 559건의 설문 결과를 수집하 다.검증 결과 결측값이

있거나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설문은 없어 559건 모두를 연구 결과 분석

에 활용하 다.

2.변수의 정의 측정 도구

1)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특성

소비자의 인터넷 이용 특성의 주요 조사 항목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매년 발간하는 정보문화실태조사 보고서 내의 인터넷 이용 행태 조사 항

목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 다.상세 조사 항목은 총 인터넷 이용 기간,

연간 인터넷 이용 빈도,일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가입한 인터넷 서비

스의 수,가입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종류 등 총 5개 항목이다.



- 37 -

2)개인정보보호 특성

개인정보보호 특성이란 개인정보보호 련 소비자 경험,인식,법규 이

해도,행동 수 ,제도 수요도 등 개인정보보호 반에 한 소비자의 행

태 경향성을 의미한다.동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 특성을

‘개인정보 유출 경험’,‘개인정보보호 태도’,‘개인정보 보유 최소화 제도

수요도’로 구분하여 조사하 다.

‘개인정보보호 태도’는 선행 연구를 통한 기존의 소비자 태도의 개념을

수정하여 정의하 다.소비자 태도(Attitude)란 어떤 상 는 상들의

집합에 해 한결같이 호의 는 비호의 으로 반응하려는 학습된 선

유경향(Predisposition)을 의미한다. 한,경험으로부터 형성되며 행 에

직 이고 동 인 향을 미치는 반응을 하도록 비되어 있는 하나의

정신 신경 상태이다(우강천,이응신 재인용,M.Kim & T.Kim,

1995).Fishbein과 I.Ajzen(1975)은 태도란 인지 요소,정서 요소,행동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이들은 서로 상호 계를 갖고 있는 동시에

인지 요소와 정서 요소는 행동 요소에 향을 주는 계로 보았

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동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 태도를

개인정보보호에 한 한결같이 호의 는 비호의 으로 반응하려는 학

습된 선유 경향으로 정의하 다. 한,개인정보보호 태도를 인지 요

소,정서 요소,행동 요소를 상세 구분하 다.

하 변수의 구성에 있어서는 인지 요소 정서 요소는 단일 문

항으로 행동 요소는 4개 문항으로 구성된 다 문항 변수로 구성하

다.행동 요소를 다 문항 변수로 구성한 것은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

지제도는 통지를 받은 소비자가 회원 탈퇴 등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극 으로 행사할 것을 기 하고 도입된 제도임을 고려할 때 행동 요

서의 요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 태도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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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와 가장 직 으로 연계된 것이 개인정보보호 행동 요인이므로 보다

정확한 문항 구성이 필요하 다.각 문항은 김정은(2008),김인혜(2015)

등의 개인정보보호 행동 인식 련 연구 등 다양한 선행 연구에서 사

용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 다.‘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강화 제도 수

요도’에 한 문항은 방통 가 2011년 7월 발표한 ‘인터넷상 개인정보보

호 강화방안’에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의 도입 취지로 밝힌 내용

을 참고한 5개 문항으로 구성하 다.

개인정보 유출 경험을 제외한 개인정보보호 태도 개인정보 보유 최

소화 정책 수요도 측정 문항은 5 리커트 척도( 그 지 않다–매우

그 다)로 구성하 다.

구분 문항

개인정보

유출 경험
귀하는 개인정보 유출을 경험한 이 있습니까?

개인

정보

보호

태도

인지

요소

개인정보보호 련 국내 법률이나 제도의 내용을 알고

있다.

정서

요소

인터넷 사이트 가입시 무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한다고

생각한다

행동

요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한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떄

때로 찾아보는 편이다.

인터넷 사이트 가입시 무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가입

하지 않는다.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그 사이트에 개인정보보호 정

책이 있는지 확인한다.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떄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약 에

동의 여부 클릭시 련 내용을 읽어본다.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강화

제도 수요도

사용하지 않는 웹사이트에 회원 탈퇴하고 싶지만 ID/PW

찾기가 귀찮아서 포기한 이 있다.

회원 탈퇴하고 싶지만 어떤 사이트를 가입한지 모두 알 수가

없어 원하는 때에 탈퇴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불안하다.

가입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알 수 있도록 서비스 가입

이후 정기 으로 가입 사실 여부를 나에게 알려주면 좋겠다.

장기간 이용하지 않으면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삭제되어 회원

탈퇴 되면 좋겠다.

장기간 이용하지 않으면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휴면 계정으로 분리

되어 안 하게 리되고 개인정보의 이용이 단되면 좋겠다.

[표 3-1]개인정보보호 특성 측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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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 인식

(1)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 설명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에 한 응답자의 경험을 조사하기에 앞서,

조사 상자들이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

록 제도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 다. 한 포털 사이트인 다음과

홈쇼핑이 실제 송부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제시하 다.

비 조사에서는 보다 명확한 이해를 해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다

음,게임 사이트인 넥슨,온라인 쇼핑몰인 홈쇼핑 등 표 인 정보

통신서비스 업종별로 실제 통지문을 각각 제시하 다.네이버와 다음은

통지 메일 수신 후 로그인을 통해 상세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이고 넥슨

과 홈쇼핑은 별도의 로그인 차 없이 개인정보 이용내역이 확인

가능하도록 통지 메일 내에 련 내용을 모두 기재한 방식이다.

그러나,4개 업체의 통지문 통지 내역을 모두 제시하다 보니 무

많은 내용이 제시되어 조사 상자의 가독성 조사의 집 도 해가

우려되었다.이에,로그인 후 확인하는 방식인 다음과 통지문 본문에 기

재하는 방식인 홈쇼핑 등 유형별 2개 통지문만을 제시하 으며 제

시한 [그림 3-2],[그림 3-3],[그림 3-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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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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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개인정보 이용내역 확인 화면(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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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 H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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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 수신 경험

소비자의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 수신 경험을 분석하기 해,통지

문 수신 여부,수신 횟수,수신 경로,통지문 열람 여부 등 4개 문항에

해 각각 단일 문항 변수로 조사하 다.

(3)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 인식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에 한 소비자의 인식을 조사하기 해

제도에 한 이해도,효용,피로도로 구분하고 각각 3개,6개,5개 항목을

편성하여 5 리커트 척도( 그 지 않다–매우 그 다)로 측정하 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의 이해도에 한 변인은 나종연(2014)의

선행연구에서 소비자 상 동의 제도 이해도의 측정 도구로 활용된 문항

을 수정하여 활용하 다. 한,피로도에 한 변인은 상민(2015)이 개

인정보 유출에 한 소비자의 부정 감정을 측정하기 해 활용한 문항

을 동 연구에 합하게 수정하여 5 척도로 측정하 다.

한,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에 한 소비자의 인식이 해당 통지문

을 발송한 기업의 신뢰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기업의 신뢰도

에 한 변인을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다 문항 변수로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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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이해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이용내역 통지 의무를 알고 있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은 반 으로 읽기 쉽게 작성되었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 다.

효용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의 수신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해 반드시 필요하다.

1년에 한번씩 내가 가입한 모든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송부한다면 나는 나의 개인정보를 극 으로 통제할 수 있다.

1년에 한번씩 내가 가입한 모든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송부한다면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통해 기억하지

못한 사이트의 가입 여부를 알게 된다.

1년에 한번씩 내가 가입한 모든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문을 송부하는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는 나의 개인정보보호를

해 필요하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통해 해당 사이트에서 나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이용/제공/ 탁 처리했는지 명확히 알 수 있다.

피로도

1년에 한번씩 내가 가입한 모든 사이트로부터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수신하는 것은 성가시다고 생각한다.

1년에 한번씩 내가 가입한 모든 사이트로부터 받는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이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습득이나 작업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1년에 한번씩 내가 가입한 모든 사이트로부터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수신하면 짜증이 난다.

가능하다면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의 수신을 거부하고 싶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받는 것은 스팸 메일을 받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느낌이다.

기업

신뢰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 이용/제공/ 탁 처리 내역을

통지문내에 실제 사실 로 기재할 것이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발송하는 기업은 개인정보보호를 해

노력하는 기업이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발송하는 기업은 개인정보를 안 하게

리할 것이다.

나의 개인정보는 이용내역 통지문의 내용 로 이용/제공/ 탁 처리

되고 있을 것이다.

[표 3-2]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 인식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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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보고 서비스 가입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가입 상세 내용에 해 문의할 것이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보고 이용하지 않고 있거나 이용할 계획이 없는 사

이트는 회원 탈퇴할 것이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보고 회원 탈퇴하고자 하나 ID와 P/W가 기억나

지 않는 경우 본인 인증 등을 통한 ID,P/W 찾기 차를 거치더라도 탈퇴를

진행할 것이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탁 처리 내역에 동의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 경

우 해당 사업자에게 동의한 상세 내용에 해 문의할 것이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보고 원하지 않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한 동의 철회를 요청할 것이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보고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 탁 처리가 확인되는

경우 이에 한 동의 철회를 요청할 것이다.

[표 3-3]]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행사 측정 문항

3)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행사

앞서 설명한 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는 통지문을 수신한 소비

자가 회원 탈퇴 등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것을 기 하고 도

입되었다.이에,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에 한 인식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행사 여부에 미치는 향을 측정하기 해 6개 문항으로 구성된

다 문항 변수를 5 리커트 척도( 그 지 않다-매우 그 다)로 제

시하 다.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행사에 한 각각의 문항은 방통 가 발표한 ‘인

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2011)’과 한국인터넷진흥원(2014)이 발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 신규제도 안내서’상에서 동 제도의 도

입 취지로 소개한 내용을 참고하 다. 한,응답자들이 개인정보 이용내

역 통지문을 수신한 경험을 기반으로 하거나 통지문을 수신하 다고 가

정한 경우 제도의 도입 취지와 같이 회원 탈퇴 등 개인정보보호 행동으

로 옮기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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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와의 선호도 비교 변수

연구 배경에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 한

방통 가 2011년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강화 정책’을 통해 제시한 정책

의 하나이다.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와 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

의 다른 공통 은 제도의 도입 취지이다.두 제도 모두 이용자의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 강화를 제도의 도입 취지로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는 일정 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

는 경우 개인정보를 기(회원 탈퇴)하거나 별도의 DB에 분리하여 보

(휴면 계정 환)하고 법률 규정 외에는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을 제한

하는 제도이다.다만,개인정보 기 혹은 분리 보 한 달 에 이용자

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이는 개인정보 처리의

요 사항에 해 소비자를 상으로 통지하는 방식 한 개인정보 이용내

역 통지제도와 유사하다.

이 듯 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는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제도와 도

입 취지와 이행 방식이 유사한 측면이 있어 복 규제의 소지가 있다.

이에,효율 제도 운 을 해 소비자가 두 제도 어떤 제도를 더 선

호하는지를 악하기 해 두 제도간 편의성,유용성 등의 선호도를 조

사·분석하 다.

(1)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의 설명

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에 한 선호도 조사 이 에 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에 한 설명과 개인정보 유효기간 만료 한달 소비자에게 발송하

는 통지문을 제시하 다.유효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은 회원 탈퇴 처리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기하는 방법과 휴면 계정

환 등 개인정보를 분리 보 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이에,개인정보

기 유형인 BC카드의 통지문과 분리 보 의 유형인 롯데닷컴의 통지문을

각각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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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개인정보 유효기간 안내 통지문( 기 방식/BC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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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개인정보 유효기간 안내 통지문(분리보 /롯데닷컴)

(2)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 선호도 변수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와 비교하여 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에

한 상 선호도를 조사하기 한 변수를 구성은 다음과 같다.일정 기

간 서비스 미이용시 개인정보가 삭제(회원 탈퇴)되는 방식과 별도 DB에

분리 보 (휴면계정)되는 방식에 한 인지도,편리성,안 성,편의성,

이해도,선호도,효과에 한 조사 항목을 [표 3-4]와 같이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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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문항

개인

정보

기

인지도
이와 같은 자동 개인정보 기 기 한달 고지 의무를

알고 있다.

편리성
이 방법이 모든 사이트로부터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일년에 한번씩 받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

안 성
이 방법이 모든 사이트로부터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일년에 한번씩 받는 것보다 더 안 하다

편의성
이 방법이 모든 사이트로부터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일년에 한번씩 받는 것보다 덜 번거롭다.

이해도
이 방법이 모든 사이트로부터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일년에 한번씩 받는 것보다 이해하기 쉽다.

선호도

이 방법과 모든 사이트로부터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일년에 한번씩 받는 것 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이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효과
이 방법이 모든 사이트로부터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일년에 한번씩 받는 것보다 개인정보보호를 해 더 효과 이다.

개인

정보

분리

보

인지도
이와 같은 자동 휴면 계정 환 환 한달 고지 의무를

알고 있다.

편리성
이 방법이 모든 사이트로부터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일년에 한번씩 받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

안 성
이 방법이 모든 사이트로부터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일년에 한번씩 받는 것보다 더 안 하다

편의성
이 방법이 모든 사이트로부터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일년에 한번씩 받는 것보다 덜 번거롭다.

이해도
이 방법이 모든 사이트로부터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일년에 한번씩 받는 것보다 이해하기 쉽다.

선호도

이 방법과 모든 사이트로부터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일년에 한번씩 받는 것 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이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효과
이 방법이 모든 사이트로부터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일년에 한번씩 받는 것보다 개인정보보호를 해 더 효과 이다.

[표 3-4]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 선호도 측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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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Cronbach'sα

개인정보보호 특성

개인정보보호 태도

(행동 요소)
.734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강화 제도 수요도
.72

개인정보 통지제도 인식

이해도 .82

효용성 .80

피로도 .88

신뢰도 .83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행사 .87

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

상 선호도

개인정보 기 통지 .81

개인정보 분리 보 통지 .86

[표 3-5]조사 도구의 신뢰도

3.조사도구의 신뢰도

Cronbach'sα값을 이용하여 다 값 매개 변수로 구성된 측정 도구들의

신뢰도를 분석하 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부분의 변수의

Cronbach'sα값이 0.8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비교 높은 편이었다.다

만,개인정보보호 태도 다 문항 요소인 행동 요소 개인정보 자

기 결정권 강화 제도 수요도에 한 Cronbach'sα값이 각각 0.73과 0.72로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그러나,일반 으로 Cronbach'sα값이 0.6을

넘으면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하므로 개인정보보호 태도 행동 요소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강화 제도 수요도 한 연구 변수로 채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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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석 방법

동 연구는 통계 분석 문 로그램인 SPSS를 활용하여 온라인 조사

를 통해 수집된 559명의 자료를 분석하 다.조사 상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특성,개인정보보호 특성,개인정보 이용

내역 통지제도에 한 인식,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 선호도 등의 변수

에 해 빈도분석과 기술 통계를 이용하 다.

한 인구통계학 특성,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특성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에 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해 t-검

정과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 다.일원 분산 분석을 실시한 이

후에 사후 검정(Duncan)을 실시하여 집단별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한

지 살펴보았다.그 밖에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 특성이 개인정보 이용내

역 통지제도에 한 인식에 미치는 향과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

에 한 인식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행사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 52 -

제 3 조사 상자의 특성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표본은 총 559개이다.이번 에서는 559개의

표본에 해 조사 상자의 일반 인 인구 통계학 특성과 연구의 변인

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특성,개인정보보호 특성에 한 분석 결과를 정

리했다.

1.인구 통계학 특성

조사 상자의 성별 비율은 남성이 279명(49.9%),여성이 280명(50.1%)

로 남녀가 거의 등한 비율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사 상자 연

령은 만 20∼29세인 20 가 143명(2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만

50∼59세인 50 가 141명(25.2%)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그 뒤로는

만 30∼30세인 30 가 139명(24.9%),만 40∼49세인 40 가 136명(24.3%)

의 순으로 나타나 연령 별 비율이 각각 25%내외로 체 으로 모든 연

령 가 유사한 비율로 참여하 다.

조사 상자의 최종 학력은 졸․ 문 졸( 퇴 재학 포함)이 420

명(75.1%)로 압도 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고졸 이하가 80명

(14.3%), 학원 이상(재학 포함)이 57명(10.2%), 졸 이하가 2명(4%)의

순으로 나타났다.직업별 분포로는 사무·기술직이 290명(51.9%),학생이

74명(13.2%),주부가 60명(10.7%), 매·서비스직이 44명(7.9%),자 업

38명(6.8%),기타가 25명(4.5%)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용돈 혹은 여 등 응답자의 월평균 사용 가능한 가처분

소득의 분포는 300만원 이상이 체의 21.3%인 119명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그 뒤를 이어,30∼60만원이 103명(18.4%),200만원∼300만원이

88명(15.7%),60만원∼100만원이 71명(12.7%),150만원∼200만원이 61명

(10.9%),150만원∼200만원이 61명(10.9%)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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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279 49.9

여성 280 50.1

연령

20 (만 20∼29세) 143 25.6

30 (만 30∼39세) 139 24.9

40 (만 40∼49세) 136 24.3

50 (만 50∼59세) 141 25.2

최종학력

졸 이하 2 0.4

고졸 이하 80 14.3

졸/ 문 졸 420 75.1

학원 이상 57 10.2

직업

기업인,경 직 11 2.0

사무,기술직 290 51.9

매,서비스직 44 7.9

자 업 38 6.8

생산,기능,노무직 17 3.0

학생 74 13.2

주부 60 10.7

기타 25 4.5

월 평균

소득

30만원 미만 58 10.4

30만원-60만원 미만 103 18.4

60만원-100만원 71 12.7

100만원-150만원 59 10.6

150만원-200만원 61 10.9

200만원-300만원 88 15.7

300만원 이상 119 21.3

[표 3-6]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n=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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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백분율(%)

인터넷

이용기간

3년 미만 20 3.1

3년 이상-10년 미만 67 12

10년 이상 480 85.9

인터넷

이용

빈도

매일 456 81.6

일주일에 5-6일 77 13.8

일주일에 3일 미만 26 4.6

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

1시간 미만 65 11.7

1시간-3시간 229 41.0

3시간-5시간 144 25.8

5시간 이상 121 21.7

가입한

정보통신

서비스수

5개미만 122 21.8

5개-10개 127 22.7

11개 -20개 106 19

20개 이상 204 36.5

[표 3-7]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특성(n=559)

2.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특성

앞서 제시한 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특성은 총 인터넷 이용 기간,

연간 인터넷 이용 빈도,일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가입한 인터넷 서비

스의 수,가입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종류 등으로 구성하 다.가입한 정보

통신서비스 종류를 제외한 4개 해당 항목에 한 분석 결과는 [표 3-7]

과 같다.

인터넷 이용 기간에 한 분석결과 10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조사 상

자가 체의 85.9%인 480명으로 나타났으며,인터넷 이용 빈도에 해서

는 매일이라고 답한 경우가 체의 81.6%인 456명으로 나타났다.일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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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 시간에 해서는 체의 41%가 1시간∼3시간으로 응답하

으며,3시간∼5시간이 144명(25.8%),5시간 이상이 121명(21.7%)의 순으

로 조사되어 3시간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비율이 체의 47.5%인 265

명으로 조사되었다.가입한 인터넷 서비스의 수에 한 조사에서는 20개

이상이라는 응답이 체의 36.5%인 204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조사 상

의 반 이상인 310명(55.5%)의 응답자가 11개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상자가 가장 많이 가입한 정보통신서비스 종류는 쇼핑 분야로

조사 상자의 93.9%인 520명이 가입하 으며, 융 서비스가 494명

(88.4%)으로 그 다음으로 많이 가입한 서비스로 조사되었다.이후 포털

473명(84.6%),SNS416명(74.4%),각종 증명서 발 민원 등의 행정

서비스 384명(68.7%),게임 서비스가 367명(65.7%),커뮤니티 349명

(62.4%), 화․음악․e-Book등의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가입자 347명

(62.1%),교육 서비스 273명(48.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부분의 서비스 가입률이 60%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온라인 쇼핑은 90%이상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은 부분의 일상생활 역

에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령별로는 쇼핑 서비스의 이용 비율은 40 (96.3%),20 (95.1%),30

(93.5%)의 순으로 나타났다.50 의 경우에는 인터넷 뱅킹,온라인 주

식 거래 등의 융 서비스와 쇼핑 분야가 각각 88.7%와 87.2%로 나타나

모든 연령 에서 자상거래 서비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40

의 온라인 쇼핑 서비스 이용 비율은 96.3%로 모든 연령 에서 가장

높았다.이는 재 40 가 IT서비스의 발 기 단계인 80년 말∼90

년 에 20 를 보냄에 따라 기존의 장년층에 비해 IT 문화에 친숙한

한편 경제력도 가장 높은 연령 인 것이 그 원인으로 추정된다.월 가처

분 소득에 한 분석 결과 3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조사 상자의

33.8%가 40 로 나타난 사실이 이같은 추정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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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20 30 40 50 합계

구분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포털 124 86.70 124 89.20 119 87.50 106 75.20 473 84.60

게임 130 90.90 104 74.80 76 55.90 57 40.40 367 65.70

쇼핑 136 95.10 130 93.50 131 96.30 123 87.20 520 93.00

SNS 133 93.00 113 81.30 88 64.70 82 58.20 416 74.40

커뮤니티 104 72.70 97 69.80 80 58.80 68 48.20 349 62.40

교육 92 64.30 66 47.50 65 47.80 50 35.50 273 48.80

융 125 87.40 125 89.90 119 87.50 125 88.70 494 88.40

문화 113 79.00 94 67.60 76 55.90 64 45.40 347 62.10

행정 97 67.80 101 72.70 98 72.10 88 62.40 384 68.70

합계/평균 143 81.9 139 76.3 136 69.6 141 60.1 559 72

[표 3-8]정보통신서비스 가입 황 (n=559)

이를 종합하면 부분의 소비자들은 평균 으로 10년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여 왔고 일 평균 3시간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11개 이상

의 서비스에 가입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이를 통해,정보통신서비

스의 이용이 이제는 더 이상 일상생활과 분리될 수 없는 고도화된 정보

통신서비스 사회로 진입하 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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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3회 미만 3-5회 6-10회 10회 이상 합계

빈도(명) 91 136 71 111 409

백분율(%) 22 33 17 27 100

[표 3-9]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 수신 횟수(n=409)

3.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 수신 황

소비자의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 수신 경험을 분석한 결과,응답자

의 73.2%인 409명이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통지문 수신 횟수에 한 조사에서는 3∼5회 정도 수

신하 다고 응답한 조사 상자가 통지문을 수신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의 33%인 136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6회 이상 개인정보 이용

내역 통지문을 수신한 경우도 44%인 182명으로 조사된 반면,3회 미만

수신한 사람은 16.3%인 91명으로 조사되었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수신한 경로로는 자우편이 85.7%인

401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수신 경로가 SMS/LMS의 경우는 10.3%

인 48명이었으며 우편은 3.4%인 16명,팩스로 수신한 경우는 거의 없었

다. 자우편의 수신 경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SMS/LMS혹은 우편

은 발송 시 건별로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자우편은 발송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다만, 자우편 주소가 입력되지 않은 고객의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SMS/LMS나 우편을 통해 발송할 수 밖에 없다. 를 들면,TV 홈쇼핑

과 같은 방송 사업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의 용 상이나 인터넷 사이

트를 이용하지 않고 화로 주문하는 쇼핑 방송 시청자에 해서는

SMS/LMS혹은 우편을 통해 발송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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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
우편

SMS/
LMS

우편 FAX 기타 합계

빈도(명) 401 48 16 1 2 468

배분율(%)
85.70% 10.30% 3.40% 0.20% 0.40% 100.00%

[표 3-10]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 수신 경로(n=409, 복응답)

통지문 수신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 상자 해당 통지문의 내용

을 읽거나 확인하 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67.2%인 275명이었다.반면,

통지문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는 27.4%인 112명으로 나타나 통지

문을 확인하는 경우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부분의 소비

자가 3회 이상 통지문을 수신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통지문을 확인한다

고 응답한 67.2%가 수신한 통지문을 모두 확인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우므로 수신한 통지문 건수 비 확인율은 훨씬 더 을 것으로

상된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275 49.2

아니오 112 20.0

모르겠다 22 3.9

합계 409 100.0

[표 3-11]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 확인 황(n=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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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 구 결 과

이번 장은 앞 장에서 제시한 연구 문제에 한 분석 결과이다.제1 에

서는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에 한 소비자 인식의 조사 결과를 분

석하고 소비자의 인구 통계학 특성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특성에 따

라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에 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도 분석하

다. 한,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 특성이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

에 한 인식에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 다.

제2 에서는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에 한 소비자의 인식이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 행사에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 다.마지막으로 제3

에서는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와 유사한 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

에 한 소비자의 상 선호도를 분석하 다.

제 1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에 한 소비자 인식

1.개인정보보호 특성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에 한 소비자 인식의 분석에 앞서 응답

자의 개인정보보호 특성을 분석하 다.앞서 변수의 정의 도구에서

밝혔듯이 개인정보보호 특성은 개인정보 유출 경험,개인정보보호 태도,개

인정보 자기 결정권 강화 제도 수요도로 구성하 다.

먼 개인정보 유출 경험에 해서는 체의 64%인 358명이 개인정보

의 유출을 경험한 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있다 358 64.0

없다 62 11.1

모르겠다 139 24.9

합계 559 100.0

[표 4-1]개인정보 유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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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태도 개인정보보호 법률 제도에 한 이해도인 인

지 요소는 평균 2.87,개인정보 과다 수집에 한 거부감인 정서 요

소는 평균 4.17로 나타났다.이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에 한

지식은 높지 않은 반면 서비스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과다 수집에 해서

는 부정 감정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행동 요소와 련해서는 평균 3.02로 보통 정도의 수 으로 나타났

다.다만,상세 문항에 한 분석 결과 개인정보보호 정책 혹은 약 내

용의 확인에 해서는 모두 3.0미만으로 나타났다.이는,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행사를 해 가장 요한 동의 내용의 확인에 해 소극 이라는

기존 선행조사 결과와 일치한다.행동 요소와 련하여 가장 높은 조

사 결과를 보인 문항은 개인정보 과다 수집 시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항목으로 평균 3.62로 나타났다.

구분 평균 표 편차

인지

요소

개인정보보호 련 국내 법률이나 제도의 내용을

알고 있다.
2.87 .84

정서

요소

인터넷 사이트 가입시 무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한다고 생각한다.
4.17 .79

행동

요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한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때때로 찾아보는 편이다.
3.00 .96

인터넷 사이트 가입시 무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하

면 가입하지 않는다.
3.62 .94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그 사이트에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있는지 확인한다.
2.84 1.00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약 에 동의 여부 클릭시 련 내용을 읽어본다.
2.66 1.07

평균 3.02 .74

[표 4-2]개인정보보호 태도(n=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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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표 편차

사용하지 않는 웹사이트에 회원 탈퇴하고 싶지만 ID/PW

찾기가 귀찮아서 포기한 이 있다.
3.63 1.06

회원 탈퇴하고 싶지만 어떤 사이트를 가입한지 모두 알

수가 없어 원하는 때에 탈퇴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불안하다.

3.85 0.90

가입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알 수 있도록

서비스 가입 이후 정기 으로 가입 사실 여부를 나에게

알려주면 좋겠다.

4.17 0.80

장기간 이용하지 않으면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삭제되어

회원탈퇴 되면 좋겠다.
4.29 0.94

장기간 이용하지 않으면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휴면

계정으로 분리되어 안 하게 리되고 개인정보의 이용이

단되면 좋겠다.

4.44 0.78

평균 4.06 .63

[표 4-3]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강화 제도 수요도(n=559)

다음으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 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와

같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에 한 수요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 다. 련 5개 문항 분석 결과 평균 4.06으로 개인정보 자

기 결정권 강화 제도에 한 수요도는 비교 높은 편인 것으로 조사되

었다.각 항목별로는 개인정보 유효기간 개인정보 분리 장에 한

수요도가 평균 4.44로 가장 높았다.

한,개인정보 유효기간 개인정보 기와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제도에 한 수요도가 각각 4.29와 4.17의 순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강화를 한 구체 인 방법론으로는 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가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보다 수요도가 높았으며 유효기간 제도 에

서는 개인정보 분리 보 이 기보다 수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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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 특성에 한 조사 결과를 종합 으로 해석하

면,소비자의 반 이상이 개인정보 유출 경험이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

에 해 매우 민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

호 제도에 한 이해도는 높지 않고 행동 수 은 극 이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 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와 같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강화 제도에 한 수요도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

었다. 한 통지문 수신 후 회원 탈퇴 등 추가 행동이 필요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제도보다는 별도 조치가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효기간 제

도에 한 수요도가 높았다.

이를 종합하면,소비자는 개인정보보호에 한 우려는 있으나 련 법

제도에 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극 인 개인정보보호 행동으로

옮길 의사는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소비자 개개인의 별도의

보호 행동 없이도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는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

도 등의 개인정보보호 제도에 한 수요도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 인식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에 한 인지도는 평균 3.22로 나타나 보

통보다 다소 높은 수 으로 조사되었다.각 항목별로는 ‘조 그 다’가

39.4%인 220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보통이다’가 30.4%인 170명

으로 분포되어 총 69.7%인 370명이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를 인지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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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그 지
않다

별로
그 지
않다

보통이다
조
그 다

매우
그 다

합계

빈도 27 109 170 220 33 559

비율(%) 4.8 19.5 30.4 39.4 5.9 100

평균 3.22 표 편차 .986

[표 4-4]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 인지도(n=559)

구분 평균 표 편차

이해도 2.93 .64

효용 3.70 .74

피로도 2.56 .84

신뢰도 3.34 .72

[표 4-5]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 인식 수 평균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에 한 이해도와 통지문 수신에 따른 제

도의 피로도는 각각 평균 2.93과 2.56으로 3.0에 미치지 못하는 다소 낮

은 수치로 조사되었다.반면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에 한 효용에

한 인식은 평균 3.70,통지의무 이행 기업에 한 신뢰도는 3.34로 비

교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이를 종합하면,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제도에 해 이해도는 낮더라도 제도 효용에 한 인식과 통지 의무 이

행 기업에 한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에

한 소비자의 인식이 반 으로 정 임을 알 수 있었다.

각 항목별로는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의 이해도에 한 문항에서

는 ‘보통이다’와 ‘조 그 다’,‘매우 그 다’가 체의 75.7%로 조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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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그 지

않다

별로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조

그 다

매우

그 다

표

편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이

용내역 통지의무를 알고 있다.

27

(4.8)

109

(19.5)

170

(30.4)

220

(39.4)

33

(5.9)
.931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 다.

27

(4.8)

109

(19.5)

170

(30.4)

220

(39.4)

33

(5.9)
.924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은 반

으로 읽기 쉽게 작성되었다.

74

(13.2)

213

(38.1)

197

(35.2)

69

(12.3)

6

(1.1)
.910

[표 4-6]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 이해도(n=559)

다.이를 통해 응답자의 부분이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이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러나,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이 쉽게 작성

되었는지에 한 문항에 해서는 ‘별로 그 지 않다’와 ‘ 그 지 않

다’의 비율이 체의 51.3%로 나타나 통지문의 작성 형식 내용이 수

신자 친화 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의 효용에 한 소비자의 인식은 평균

3.69로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효용을 측정하는 4개 문

항 가입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트의 가입 여부를 알게 된다는

항목이 ‘조 그 다’와 ‘매우 그 다’가 체의 75.4%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이를 통해,동 제도의 당 도입 취지인 가입 사실을 기억하지 못

하는 사이트의 가입 여부에 한 소비자 인지도 강화에 해 응답자들이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이 개인정보보호를 해 필요한지에 한 문

항에서는 체의 73.7%가 ‘조 그 다’와 ‘매우 그 다’라고 응답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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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그 지

않다

별로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조

그 다

매우

그 다

표

편차

1년에 한번씩 내가 가입한 모든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

지문을 송부한다면 나는 나의 개

인정보를 극 으로 통제할 수

있다.

20

(3.6)

73

(13.1)

188

(33.6)

208

(37.2)

70

(12.5)
.986

1년에 한번씩 내가 가입한 모든 사

이트에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문을 송부한다면 이를 통해 가입 사

실을 기억하지 못한 사이트의 가입

여부를 알게 된다.

6

(1.1)

24

(4.3)

107

(19.1)

263

(47.0)

159

(28.4).863

1년에 한번씩 내가 가입한 모든 사

이트에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문을 송부하는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는 나의 개인정보보호를

해 필요하다.

5(0.9) 23(4.1) 119(21.3) 260(46.5) 152(27.2).854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통해

해당사이트에서 나의 개인정보를

어떻게이용/제공/ 탁처리 했는지

명확히 알 수 있다.

27(4.8) 55(9.8) 195(34.9) 201(36) 81(14.5)1.013

[표 4-7]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 효용(n=559)

으로 나타났다. 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통해 수집 이용·제

공· 탁 처리를 명확히 알 수 있다는 항목과 개인정보를 극 으로 통

제할 수 있다는 항목에 해 ‘조 그 다’와 ‘매우 그 다’가 각각

50.5%와 49.7%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소비자가 개인정보 련 통지문의 내용에 한 이해도는

낮지 않으나 통지문 수신 후 극 인 개인정보보호 행동을 하지도 않는

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이는 당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를 도

입한 취지와는 달리 해당 제도가 실질 인 개인정보 보유 최소화의 효과

를 충분히 달성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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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 수신에 한 피로도를 측정하는 항목에서는

평균 2.56으로 상 으로 조하게 나타나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

에 한 피로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문을 수신하면 짜증이 난다는 항목과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의 수신

을 거부하고 싶다는 항목에 해 ‘ 그 지 않다’와 ‘별로 그 지 않

다’의 합산 비율이 53.5%로 나타나,수신 자체에 한 거부감은 높지 않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의 수신시에 느끼는 성가심의 정도,필요로

하는 습득이나 작업을 방해하는 정도,스팸 메일을 수신과의 유사함의

정도 등에 해서도 ‘조 그 다’와 ‘매우 그 다’가 각각 47.1%,45.9%,

43.1%로 나타났다. 한,이들 문항에서 ‘보통이다’는 각각 32.4%,38.1%,

31.1%로 분포되어, 체 으로는 립 반응의 비율이 가장 높아 개인

정보 이용내역 통지문 수신에 한 피로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평균 그 지

않다

별로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조

그 다

매우

그 다

표

편차

1년에 한번씩 내가 가입한 모든 사이

트로부터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수신하는 것은 성가시다고 생각한다.

78

(14.0)

185

(33.1)

181

(32.4)

103

(18.4)

12

(2.1)1.007

1년에 한번씩 내가 가입한 모든 사

이트로부터 받는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이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습득이나 작업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69

(12.3)

188

(33.6)

213

(38.1)

76

(13.6)

13

(2.3) .949

1년에 한번씩 내가 가입한 모든 사

이트로부터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문을 수신하면 짜증이 난다.

116

(20.8)

182(32.6) 170(30.4) 77(13.8) 14(2.5)1.044

가능하다면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문의 수신을 거부하고 싶다.

116

(20.8)

182

(32.6)

170

(30.4)

77

(13.8)

14

(2.5) .997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받는

것은 스팸 메일을 받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느낌이다.

80

(14.3)

161

(28.8)

174

(31.1)

128

(22.9)

16

(2.9)1.060

[표 4-8]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 피로도(n=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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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그 지

않다

별로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조

그 다

매우

그 다

표

편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이용/제공/ 탁 처리

내역을 통지문내에 실제

사실 로 기재할 것이다.

16
(2.9)

58
(10.4)

255
(45.6)

187
(33.5)

43
(7.7) 3.33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발송하는 기업은

개인정보보호를 해 노력하는

기업이다.

12
(2.1)

39
(7.0)

193
(34.5)

247
(44.2)

68
(12.2)3.57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발송하는 기업은 개인정보를

안 하게 리할 것이다.

19
(3.4)

79
(14.1)

243
(43.5)

178
(31.8)

40
(7.2) 3.25

나의 개인정보는 이용내역

통지문의 내용 로

이용/제공/ 탁 처리 되고 있을

것이다.

20
(3.6)

79
(14.1)

264
(47.2)

162
(29.0)

34
(6.1) 3.20

[표 4-9]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의무 이행 기업 신뢰도(n=559)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발송한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신뢰도에

한 응답 결과는 평균 3.34로 다소 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각 문항별

로는 통지문 발송 기업이 개인정보보호를 노력하는 기업이라는 항목에

한 3.57로 조사 항목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반면,개인정보가 통지

문의 내용 로 수집·이용·제공· 탁 처리 될 것이라는 응답이 평균 3.20

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체 으로는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발송한 기업에 해 개인정

보보호를 해 노력하는 기업으로서 소비자는 정 인 인식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는 개인정보보호 법 의무 이행이 단순히 기업의

매몰비용이 아닌 기업에 한 소비자의 신뢰 형성에 정 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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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구 통계학 특성과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 인식 차이

인구 통계학 특성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기 해 연령에 해서는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 으며 성별,교육

수 ,직업,소득 수 에 해서는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인구통계학 특성 연령의 경우에만 개인정보 이용 통

지 내역 제도 련 이해도 효용에 한 인식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한,직업의 경우에도 사무직이 사무직외의 직종보다 상

으로 동 제도에 한 인식 수 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그 밖에 성별,교육수 ,소득 수 에 따라서는 이해도,

효용,피로도 모두 인식에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연령 직업

20 30 40 50 사무직 사무직 외

빈도 143 139 136　 141　 290 269　

이
해
도

평균 2.63 2.82 2.76 3.15 2.91 2.75　

SD .80 .76 .68 .67 .73 .77

t/F 12.891*** -2.566**

유의
확률

.000 .006

Duncan a a ab c - -

효
용

평균 3.62 3.66　 3.71　 3.84　 3.70 3.70　

SD 　.72 .71 .68　 .64　 .7660 .7153

t/F 2.682* -.146

유의
확률

.046 .884

Duncan a a a/b c

유의수 :***p<0.001,**p<0.1,*p<0.5

[표 4-10]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 인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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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의 집단간 차이가 유의한지를 살펴보기 해 Duncan다 비교

용 결과 [표 4-10]에서와 같이 이해도는 p<0.05수 에서 30 를 제외

한 20 ,40 ,50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제도에 한 이해도는 20 와 40 는 평균 2.7내외로 나타났으나 50

는 평균 3.15로 다른 연령 에 비해 이해도가 상 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의 효용에 한 소비자의 인식 한

Duncan다 비교 용 결과 p<0.5수 에서 40 를 제외한 20 ,30 ,

50 간에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효용에 한 인식 조사 결과의 연령

별 평균이 20 3.62,30 3.66,50 3.84로 50 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40 를 포함하여 단

순 평균값을 비교하더라도 20 3.62,30 3.66,40 3.71,50 3.84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효용에 한 인식 한 높아지는 경향을 보 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에 한 이해도와 효용

에 한 인식 수 이 높아지고 연령에 따른 소비자 개개인의 개인정보보

호 소양 향상이 그 원인으로 생각된다.통상 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련 사회 반의 법제도에 한 이해도가 향상되므로 개인정보보호에

한 사항 한 그 일환으로 생각된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에 한 소비자의 이해도가 상 으로 높

게 나타난 사유 한 직업 특성상 사무직의 경우 사회 반의 법제도에

한 이해도가 사무직 외의 업종에 비해 통상 으로 높은 것이 그 원인

으로 생각된다.이와 같은 특성은 [표 4-11]에서와 같이 연령 직업별

개인정보보호 태도(인지 요인)에 한 차이에서도 드러난다.개인정보

보호 태도 인지 요소에 있어 연령이 높을수록,사무직인 경우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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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령 직업

20 30 40 50 사무직 사무직 외

빈도 　143 139 136　 141　 290 269　

평균 2.59 2.81 2.88 3.18 2.95 2.78

표 편차 .87 .86 .75 .77 .83 .83

t/F 12.60*** -2.359*

유의확률 .000 .006

Duncan a b b c - -

유의수 :***p<0.001,**p<0.1,*p<0.5

[표 4-11]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태도(인지 요인)

4.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특성과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 인식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특성에 한 변수로는 인터넷 이용 기간,인터넷

이용 빈도,일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가입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수

종류 등의 항목을 설정한 바 있다.분석 결과 응답자의 85%가 10년 이

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81.6%가 매일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따라서,인터넷 이용기간 이용 빈도에서는 인식 차이의 분석

이 가능한 유의미한 집단을 구성할 수 없어 동 항목들은 변수에서 제외

하 다.

일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과 가입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수에만 인식 차

이 분석이 가능한 두 집단으로 구성이 가능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

하 다.분석 결과,두 변수 가입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수만이 개인정

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에 한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일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은 3시간을 기 으로 두 집단으로 구성

하여 분석하 으나,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의 인식에서 이해도,효

용,피로도 모두에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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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가입수의 경우에는 가입한 서비스 수 10개를 기 으로

10개 미만과 10개 이상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

도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 으며 결과는 [표 4-12]와 같다.분석 결과,개

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에 한 이해도와 피로도에서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났다.가입한 서비스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는 평균 3.02로 나타

났으며 10개 이상은 2.85로 10개 미만을 가입한 집단의 이해도가 더 높

았다.피로도의 경우는 10개 미만과 10개 이상의 평균이 각각 2.65와

2.49로 나타났다.다시 말해,가입한 사이트 수가 을수록 통지문에

한 이해도가 높고,피로도 한 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인터넷 가입 수

10개 미만 10개 이상

빈도 249 310

이해도

평균 3.02 2.85

SD .6496 .6158

t 3.167**

유의확률 .002

효용

평균 3.69 3.70

SD .7357 .7472

t -.175

유의확률 .861

피로도

평균 2.65 2.49

SD .8334 .83221

t 2.350*

유의확률 .015

유의수 :***p<0.001,**p<0.1,*p<0.5

[표 4-12]인터넷 가입수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 인식 차이



- 72 -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에 한 이해도는 높은 반면 피로도는 다

소 낮게 나타난 것은 언뜻 이해하기 어렵다.왜냐하면,가입한 정보통신

서비스 수가 다면,수신하는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의 수 한

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이는 소비자의 정보통신서비스 가입 수와

개인정보보호 특성,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의 인식간에 유의미한

경향성이 존재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따라서,이 부분에 해서는 개인

정보보호 특성에 한 조사 결과에서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 다.

5.개인정보보호 특성과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 인식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 특성은 개인정보 유출 경험,개인정보보호 태도,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강화 제도 수요도 등 3개 변수로 구성되었다. 한,

개인정보보호 태도는 인지 요인,정서 요인,행동 요인으로 보다 세

부 으로 분류하 다.이와 같은 개인정보보호 특성 독립변수가 개인

정보 유출 경험인 경우에는 회귀 분석을,개인정보보호 태도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강화 제도 수요도인 경우에는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다만,분석 결과,개인정보 유출 경험은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제도

에 한 소비자의 인식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따라서,개인정보보호 태도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제

도 수요도에 한 결과 심으로 기술하 다.

한,독립 변수를 4개 항목으로 구성하 는데,개인정보보호 태도와

련된 인지 요인,정서 요인,행동 요인 등 3개 요인과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강화 제도 수요도이다.독립변수에 향을 받는 종속 변수

로는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제도에 한 소비자 인식 련 변수인 이

해도,효용,피로도,신뢰도로 구성하여 각각에 해 분석한 그 결과는

[표 4-13] [표 4-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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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종속변수

개인정보보호 태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제도 수요도인지 요소 감정 요소 행동 요소

이해도

b .31 - .23 -.17

표 편차 .04 - .04 .04

베타 .35 - -.14 -.14

t 8.28*** - 5.37*** -3.90***

효용

b - .10 .18 .31

표 편차 - .04 .04 .05

베타 - .11 .18 .26

t - 2.41*** 4.57*** 6.06*

피로도

b - - - -.24

표 편차 - - - .06

베타 - - - -.18

t - - - -4.24***

신뢰도

b .10 - .18 .10

표 편차 .04 - .05 .05

베타 .12 - .18 .08

t 2.62** - 3.89*** 2.03***
유의수 :***p<0.001,**p<.01,*p<.05

[표 4-13]개인정보보호 특성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 인식 회귀분석 결과(n=559)

우선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의 소비자의 이해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회귀식(F=65.386,p<.001)에서는 개인정보보호 태도의 인지

요소(b=.31,p<.001)와 행동 요소(b=.23,p<.001),개인정보 자기 결

정권 강화 제도 수요도(b=-.17,p<.001)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이는 개인정보보호 법제도를 잘 알고 있을수록,개인정보보호 행동에

극 일수록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에 한 이해도가 높으나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 강화 제도 수요도가 높을수록 이해도는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다음으로,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의 효용에 한

소비자 인식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회귀식(F=30.355,p<.001)에서

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강화 제도 수요도(b=.31,p<.05),개인정보보호

태도 행동 요소(b=.31,p<.001)와 인지 요소(b=.10,p<.001)가



- 74 -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 행동 수 이 높은 소비자일

수록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의 효용에 한 인식 수 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해

도

구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선형 회귀 분석 82.451 3 27.484

65.386 .000잔차 232.281 555 .420

합계 315.732 558

R²(adj.R²)=.261(.257)

효

용

구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선형 회귀 분석 43.234 3 14.411

30.355 .000잔차 263.489 555 .475

합계 306.722 558

R²(adj.R²)=.141(.136)

피

로

도

구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선형 회귀 분석 12.205 1 12.205

17.990 .000잔차 377.889 557 .678

합계 390.094 558

R²(adj.R²)=.031(.030)

신

뢰

도

구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선형 회귀 분석 22.179 3 7.393

15.585 .000잔차 263.276 555 .474

합계 285.455 558

R²(adj.R²)=.078(.073)
유의수 :***p<0.001,**p<0.01,*p<0.05

[표 4-14]개인정보보호 태도와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 인식의

회귀모형 분산분석표(n=559)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의 피로도에 한 소비자 인식에 향을

미치는 개인정보보호 특성에 한 회귀식(F=17.990,p<.001)에서는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 강화 제도 수요도(b=-.24,p<.001)만이 통계 으로 유

의미한 음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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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한 수요도가 높을수록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에 한 피

로도는 낮은 것이다.마지막으로 소비자의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제도

에 한 인식 신뢰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회귀식(F=15.585,

p<.001)에서는 개인정보보호 태도 행동 요소(b=.18,p<.001)와 인지

요소(b=10,p<.01)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강화 제도 수요도(b=.10,

p<.001)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앞서 보았듯이 정보통신서비스 가입 수가 을수록 개인정보 이

용내역 통지제도에 한 피로도가 낮은 원인을 찾기 해 정보통신서비

스 가입 수의 표본 집단간 개인정보보호 특성에 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 다.분석 결과 정보통신서비스를 10개 미만 가입한 소비자는 10

개 이상 가입한 소비자에 비해 보다 극 인 개인정보보호 태도를 가지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선,개인정보보호 태도 인지 요소 련 조사에서 10개 미만의

정보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가 10개 이상 가입한 소비자보다 근사하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 법제도에 한 이해도에 한

항목에서 10개 미만 가입자는 평균 2.96,10개 이상 가입자는 2.79로 그

차이는 크지는 않으나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유의 수 p<0.5의 수 에

서 유의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인정보보호 태도 행동 요소에 해서는 10개 미만 가입한 소비

자의 평균 행동 수 이 2.90으로 10개 이상 가입한 소비자의 조사 결과

인 2.62보다 높았다.특히 유의 확률이 p<0.001로 나타나 집단간 차이가

매우 명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반면 개인정보보호 태도 정서 요

소에 해서는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강화 제도 수요도에 한 조사에서는 10개 미만 가입한 소비자와

10개 이상 가입한 소비자가 각각 3.99와 4.1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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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인정보보호 태도

(행동 요인)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강화 수요도

정보통신

서비스

가입 수

Pearson

상 계
-.104* -.094*

유의 확률

(양쪽)
.000 .025

유의수 :*p<0.05

[표 4-16]정보통신서비스가입수와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특성간 상 계 분석

구분 평균 SD t 유의 확률

정보통신서비스 가입수 개인정보보호 태도(인지 요소)

10개 미만 2.96 .792
2.354* .019

10개 이상 2.79 .875

정보통신서비스 가입수 개인정보보호 태도(행동 요소)

10개 미만 2.90 .550
-3.559*** .000

10개 이상 2.62 .640

정보통신서비스 가입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강화 제도 수요도

10개 미만 3.99 .614
-3.085** .002

10개 이상 4.15 .621

유의수 :***p<0.001,**p<0.01,*p<0.05

[표 4-15]정보통신서비스 가입수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특성 차이

상기와 같은 추정을 뒷받침하기 해 정보통신서비스 가입 수와 개인

정보보호 태도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강화 제도 수요도와의 상 계

를 분석하 다.분석 결과,개인정보보호 태도 행동 요인 개인정

보 자기 결정권 강화 수요도와 유의 수 p<0.5에서 음의 상 계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정보보호 태도 행동 요인이 강할수록,개인정보 자기

결정 수요도가 높을수록 정보통신서비스 가입 수가 다는 것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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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시 말해,개인정보보호 행동 수 이 높은 소비자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 자체를 꺼려하므로 가입 수가 은 것으로 추정되며,높은 개인정

보보호 행동 수 으로 인해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에 한 이해도

는 높고 피로도는 낮은 등 개인정보보호 제도에 한 인식 수 이 정

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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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 인식이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 행사에 미치는 향

이번 에서는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에 한 소비자의 인식이

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행사에 미치는 향에 해 분석하 다.

앞서 밝혔듯이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제도의 도입 취지는 통지문 수신

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수집·이용·제공· 탁 사실을 인지하고 소비자가

회원탈퇴 등 극 으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이번 에서는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수신하 거나 수

신한 경우를 가정하고 소비자가 회원 탈퇴 등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지를 분석하 다.이후에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에 한

인식이 이와 같은 개인정보보호 행동반응에 미치는 향에 해서도 검

토하 다.

1.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 수신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행사 여부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 수신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행사 여부에

한 수 은 평균은 3.51이 으며 각 문항별 평균값도 부분 3.5이상이

었다.문항별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보고

이용하고 있지 않거나 이용할 계획이 없는 사이트는 회원 탈퇴할 것이

다’라는 응답이 평균 3.93,‘조 그 다’와 ‘매우 그 다’가 체의 72.1%

로 나타나 가장 극 인 항목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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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그 지

않다

별로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조

그 다

매우

그 다
평균

표

편차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

을 보고 서비스 가입 사실

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 해

당 사업자에게 가입 상세

내용에 해 문의할 것이다.

16

(2.9)

109

(19.5)

207

(37.0)

186

(37.3)

41

(7.3) 3.23 .94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보고 이용하지 않고 있거나

이용할 계획이 없는 사이트

는 회원 탈퇴할 것이다.

6

(1.1)

44

(7.9)

106

(19.0)

229

(41.0)

174

(31.1) 3.93 095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보고 회원 탈퇴하고자 하나

ID와 P/W가 기억나지 않는

경우 본인 인증 등을 통한

ID,P/W 찾기 차를 거치

더라도 탈퇴를 진행할 것이

다.

10

(1.8)

53

(9.5)

155

(27.7)

200

(35.8)

141

(25.2) 3.73 1.00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탁 처리 내역에 동의한 사

실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 해

당 사업자에게 동의한 상세

내용에 해 문의할 것이다.

18

(3.2)

109

(19.5)

251

(44.9)

140

(25.0)

41

(7.3) 3.14 .92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보고 원하지 않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한 동의 철회를 요

청할 것이다.

13

(2.3)

59

(10.6)

198

(35.4)

201

(36.0)

88

(15.7) 3.52 .96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보고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

탁 처리가 확인되는 경우

이에 한 동의 철회를 요

청할 것이다.

11

(2.0)

62

(11.1)

196

(35.1)

209

(37.4)

81

(14.5) 3.51 .94

개인정보보호 행동 반응

체 평균

3.51
.74

[표 4-17]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 수신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행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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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보고 회원 탈퇴하고자 하나 ID와

P/W가 기억나지 않는 경우 본인 인증 등을 통해 ID,P/W 찾기 차를

거치더라도 탈퇴를 진행하겠다’는 응답이 평균 3.73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에도 원치 않는 제3자 제공에 한 동의 철회가 평균 3.52, 탁 처

리에 한 동의 철회가 평군 3.51,기억나지 않는 가입 사실에 한 사업

자 문의가 3.23의 순이었다.

기억나지 않는 제3자 제공에 한 문의는 평균 3.14로 가장 낮았으나

‘보통이다’이상의 정 반응이 체의 77.2%로 여 히 극 인 개인

정보보호 행동 반응 항목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이는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가 당 제도 도입 취지 로 소비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개인정

보 수집·이용·제공· 탁 처리 사실을 인지시킬 뿐 아니라 회원 탈퇴 등

의 극 인 개인정보보호 행동 반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 다.

한, 체 으로 기억나지 않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탁 사실에

해 사업자 상 문의하는 항목보다는 동의 철회를 요청하겠다는 항목

의 평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이는 정확한 개인정보 처리 내역을 확인

하는 번거로운 차를 거치는 것 보다는 동의 철회를 통해 처리 행 의

재발 자체를 근 을 원하는 소비자의 선호도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2.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 인식과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행사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에 한 소비자 인식 련 변수인 이해도,

효용,피로도,신뢰도 등 3개 요인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 행동 반응에

미치는 향에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분석 결과 이해도,효용,

피로도,신뢰도가 포함된 모형의 F통계값은 123.771,유의 확률은 .000으

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의수 .05에서 제품에 한 만족도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만족도 총 변화량의 40%(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39.8%)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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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 오차 베타

신뢰도 .440 .039 .424 11.359 .000

효용 .290 .044 .269 6.534 .000

피로도 -.091 .033 -.103 -2.803 .005

상수 1.202 .201 5.968 .000

[표 4-19]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행사에 한 회귀분석 결과(n=559)

구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선형 회귀 분석 123.058 3 41.019

123.771 .000
잔차 183.933 555

.331
합계 306.991 558

R²(adj.R²)=.401(.398)

[표 4-18]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에 따른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행사 회귀분석 결과(n=559)

개별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한 기여도와 통계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유의 수 .05에서 제도수용반응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독립변

수는 통지 제도 이행 기업에 한 소비자의 신뢰도(t=11.359,p=.000),제

도의 효용에 한 인식(t=6.534,p=.000),제도 피로도(t=-.091,p=.005)의

순으로 나타났다.반면 제도의 이해도에 한 인식은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행동 반응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소비자가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 이

행 기업에 한 신뢰도,제도의 효용에 한 인식 수 이 높을수록 통지

문 수신 후 보다 극 인 개인정보보호 행동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피로도와는 음의 계로 나타나 피로도가 낮을수록 개인정

보보호 행동 반응 한 극 인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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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소비자는 개인정보보호 련 제도가 유용하다고 단된다면 해당

제도에 해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제도를 수용하고자 행동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해당 제도에 한 상세한 설명보다는

해당 제도가 어떤 취지로 시행되며 소비자에게 직 인 효용이 무엇인

지를 강조하여 해당 제도를 홍보하는 것이 제도의 실질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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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와 선호도 차이

앞서 선행 연구 분석에서 밝혔듯이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는

2011년 SK컴즈의 개인정보 량 유출 사건 이후 발표된 방통 의 「인

터넷상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내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

통제권 강화의 측면에서 처음 제안되었다.동 정책에서는 기업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 추진’의 측면에서 일정 기간 서비스 미이용시 개인

정보를 자동으로 삭제하게 하는 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의 도입 한 명

시되어 있다.

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는 정보통신망법에 반 되는 과정에서 개인정

보 삭제 외에도 분리 보 할 수 있는 처리 방안이 추가되었다. 한,이

용자의 원치않는 개인정보 삭제를 방지하기 해 삭제 30일 이용자

상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 통

제권의 보장을 고려하 다.장기간 이용하지 않는 서비스의 가입 여부를

해당 통지를 통해서 인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제도와 유사한 제도 효과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와 개인정보 유효기

간 제도에 한 소비자의 선호도를 조사하 다.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

는 논의 과정에서 일정 기간 서비스 미이용시 수집된 개인정보의 자동

삭제 외에도 개인정보의 분리 보 방법 한 추가됨에 따라 자동 삭제

분리 보 각각에 한 소비자의 인식을 조사하 다.

연구 결과 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에 한 인지도는 3.0이하로 개인정

보 이용내역 통지 제도에 한 3.69에 비해 상 으로 낮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유효기간이 도래한 개인정보의 처리 방식인 삭제와 분리 보

에 한 인지도의 경우는 각각 2.76 3.00으로 나타나 분리 보 에

한 인지도가 상 으로 높았다.

이는 분리 보 의 경우 ‘휴면 계정’이라는 명칭으로 일부 기업들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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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인정보 기

(회원탈퇴 처리등)

분리 장

(휴면계정 환등)

평균 SD 평균 SD

개인정보 유효 기간 제도를 알고 있다. 2.76 1.073 3.00 1.053

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가 모든 사이트

로부터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일

년에 한번씩 받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

3.63 .861 3.57 .871

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가 모든 사이트

로부터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일

년에 한번씩 받는 것보다 더 안 하다

3.53 .863 3.45 .864

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가 모든 사이트

로부터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일

년에 한번씩 받는 것보다 덜 번거롭다.

3.61 .869 3.59 .863

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가 모든 사이트

로부터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일

년에 한번씩 받는 것보다 이해하기 쉽다.

3.64 .815 3.58 .814

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가 모든 사이트

로부터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일

년에 한번씩 받는 것 에서 하나만 선

택해야 한다면 이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3.63 .890 3.57 .891

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가 모든 사이트

로부터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일

년에 한번씩 받는 것보다 개인정보보호

를 해 더 효과 이다.

3.57 .887 3.49 .878

합계 3.48 .614 3.46 .657

[표 4-20]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 인식 차이

비스하고 있는 형식과 유사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그 밖에 편리성,안

성,이해도,효과 등을 측정하기 한 부분의 문항에서 개인정보 유

효기간 제도가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 보다는 정 으로 평가하는

응답자들이 많았다.다만,개인정보 기와 분리 보 에 한 인식 차이

는 거의 없었으며 두 건 모두 유사한 수 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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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는 당 방통 의 정책 자료에서 개인정보 보

유 최소화를 해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으며 ‘분리 보 ’에 한

계획은 없었다.없었다.그러나,제도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분리 보 하는 방안 한 추가된 것이다.

개인정보 분리 보 의 방식은 개인정보가 삭제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

에 여 히 장되므로 삭제 방식과는 달리 개인정보가 유출 오남용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따라서,고객의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는 개인정보 기 효과가 훨씬 높다.그러나,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에

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개인정보 기 분리 보 각각의 방식에

해 인식의 차이가 없다는 것은 서면 조사의 한계로 제도에 한 충분

한 이해를 하지 못한 것이 그 원인으로 추정된다.

결론 으로 소비자는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 보다는 개인정보 유

효기간을 효과성이나 편리성 등등 반 으로 보다 더 정 으로 생각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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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제언

제 1 결론

본 연구에서 분석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에 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에 한 소비자의 인식은 비교

정 이다.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에 한 이해도는 다소 낮았으나

제도 효용에 한 인식 수 이 높았으며 다수의 통지문 수신에 따른 제

도 피로도는 비교 낮은 편이었다. 한,소비자들은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를 통해 가입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서비스의 가입 사실

개인정보 이용·제공· 탁 처리 내역 등을 알 수 있다는 측면의 효용을

가장 정 으로 생각했다.

한,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의무를 이행하는 기업에 한 신뢰도도

비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 등 개인정보

보호 의무의 이행이 기업 신뢰도라는 무형 자산에 향을 미치므로 단

순 매몰 비용으로는 볼 수 없고 기업의 이익과 간 으로 련이 있다

고 볼 수 있다.

둘째,소비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에는 연령 직업의 경우에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령의 경우에는 연령이 높을수록 통지제

도에 한 이해도 효용에 한 인식이 정 이었으며 직업의 경우에

는 사무직이 비사무직에 비해 제도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는 통상 으로 연령이 높을수록,사무직의 경우 일반 인 사회 법제도에

한 소양(Literacy)이 상 으로 높기 때문인 것이 그 원인으로 추정된

다.개인정보보호 태도 인지 분야에 한 사항 한 연령과 사무직

의 경우가 상 으로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성별,교육 수 ,소득 수 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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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일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가입

한 서비스 수 등 소비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행태에 해서도 인식의

차이는 없었다.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 태도와 련해서는 인지 요소가 높을수록,개

인정보보호 행동 수 이 높을수록 통지제도에 한 이해도 효용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정서 요소는 효용에 해서만 상 계가 있었

다.그 밖에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 등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

화 제도 수요도에 해서는 수요가 높을수록 효용은 높았으나 이해도

피로도는 낮았다.첫 번째 결론에서 검토하 듯이 소비자는 제도의 효용

에 한 공감한다면 해당 제도에 한 피로도는 낮으므로,소비자의 개

인정보보호 련 법제도를 이해하고 개인정보보호 습 을 가지도록 하는

등 라이버시 리터러시(PrivacyLiteracy)의 함양이 신규 제도에 한

정 인식에 효과 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셋째,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에 한 소비자 인식 변수 효용

만이 개인정보보호 행동 반응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소비

자는 해당 제도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해당 제도를 충분히 이

해하지 못하거나 제도에 해 피로하다고 느끼더라도 해당 제도를 수용

하고자 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넷째,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와 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와의 상

비교에 서는 편리성,안 성,편의성,이해도,선호도,효과 모두

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개인정보 이

용내역 통지제도는 가입 사실 인지 후 소비자가 추가로 회원 탈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는 이용자의 추가 조치

없이도 개인정보가 기되거나 분리되는 등으로 이용자 입장에서의 높은

편의성이 원인으로 생각된다.

한,유효기간 도래 후의 처리 방식에서는 개인정보 삭제(회원 탈퇴)

와 분리 보 (휴면 계정 환)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개인정보보호 측

면에서는 분리 보 보다는 삭제를 하는 편이 훨씬 더 안 함에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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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을 선호하는 사유는 소비자들의 라이버시 리터러시(PrivacyLiteracy)가

아직은 충분치 않아 제도의 효율성을 단할 수 있는 역량 한 부족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2 제언

상기와 같은 결론을 통해 행 개인정보보호 제도 정책 방향 개선

을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개인정보보호 제도에 한 실질 효과 제고를 한 정책 정비

가 필요하다.개인정보보호 제도에 한 소비자의 수요는 여 히 높으므

로 정부 기 은 개인정보보호에 한 소비자 우려를 해소하기 해 다양

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다만,정부는 기존 제도라고 하더라

도 제도의 효과를 제고하기 해 복 제도 등은 재정비함으로서 제한된

사회 자원을 보다 효과 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와 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는 개인정보 보

유기간의 최소화라는 측면에서 제도의 도입 취지가 동일하다. 한,이용

자 상 통지를 시행한다는 에서 방법론 으로 궤를 같이 하는 유사한

제도이다.

IT 산업 발 에 따라,개인정보보호에 한 우려가 세계 으로 높아

지고 있으나 한국은 개인정보보호 련 법제를 갖춘 국가들 에서도 규

제 수 이 매우 높은 수 에 속한다.1999년 정보통신망법내 개인정보보

호 련 규정이 구체 으로 규정된 이후 여러 건의 량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 으로 발생할 때 마다 개인정보보호를 한 신규 제도와 처

벌 수 이 지속 으로 강화되어,개인정보보호 규제 인 이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 활성화를 해 정부에서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정보보호에 한 규제만은 지속 으로 강화되어 왔다.소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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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연스럽게 개인정보보호 제도에 해서는 일단 정 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극 인 개인정보보호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은 각 제도들에 실질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

다.규제 정책의 이행과 보호에는 많은 사회 자원이 소모된다는 측면

을 고려하여 규제 강화보다는 재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실질 효용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둘째,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 련 제도의 이행에 있어 단순히 법 인

의무 이행을 해서가 아닌 소비자의 신뢰도 강화와도 련이 있다는 것

을 인지해야 한다.각종 제도 이행에는 당연히 자원이 소모된다.개인정

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의 경우에도 시스템 구축 혹은 통지문 발송 등을

한 인 ·물 자원이 소요된다.그러나 본 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이용

내역 통지 의무 이행 기업에 한 소비자가 높은 신뢰도를 가진다는 사

실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은 기업의 신뢰도와도 련이 있

으므로 기업은 의무 이행을 단순 매몰 비용으로 인식하지 말고 기업이

가치 있는 활동으로써 더욱 개인정보보호를 극 으로 이행하여야 한

다.이는 비단 포털,게임,온라인 쇼핑몰 등 IT서비스에만 국한되는 것

이 아니다.IoT,O2O서비스 등 속한 IT 서비스 산업의 발 에 따라,

자동차,백색 가 ,의류 등 기존의 통 인 산업들도 IT 기술이 탑재

되고 있고 이는 필연 으로 개인정보보호에 한 우려를 유발하게 된다.

이와 같이 고도화된 IT 서비스의 제공을 해서는 효율 인 개인정보보

호를 해서는 서비스 기획 부터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하는

라이버시 바이 디자인(PrivacybyDesign)의 산업 문화를 구축할 필요

가 있다.

셋째,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해서는 해당 제도의

효용에 해 극 으로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소비자는 효용에 한 충분한 공감이 된다면 이해도가

낮거나 피로하더라도 극 으로 해당 제도의 취지를 수용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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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을 보이는 것이다.따라서,제도의 상세 내용 뿐 아니라 필요성을

극 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 과 후속 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불특정 다수에 한 온라인 설문의 한계이다.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의 취지와 의미,다른 제도와의 복성에 따른 사회 비용 소

요 등의 복합 인 사항에 해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사

실이다. 부분의 소비자들이 개인정보침해 한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

고 사회 반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이 높으므로 개인정보보호 련 규제

가 강화되는 것에 해 체 인 효용 등에 한 충분한 검토없이 습

으로 정 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이러한 소비자의 일반 편향

된 인식을 보정하기 해 심층 인터뷰(FGI)혹은 면 조사를 통해 제도

의 맥락과 유사 제도에 해 충분히 설명한 후 인식 조사를 실시한다면

보다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통지 수단 경로로서의 자우편의 실효성이다.스마트폰의 보

확 카카오톡 등 사회 계망서비스(SNS)의 보 확 에 따라

요 메시지의 달 사항은 자우편 보다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이루어진

다. 한 많은 기업에서 로모션의 주요 경로로 앱 푸쉬 메시지(App

pushmessage)등을 이용하고 우체국을 포함한 많은 택배사들이 문자나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배송 알림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객과의 커뮤니

이션 채 로서 자우편의 실효성이 갈수록 낮아져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을 개연성도 있는 것이다.따라

서,커뮤니 이션 경로에 따른 통지 효과에 한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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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동의서

연구 과제명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에 한 소비자 인식 반응에

한 연구

연구 책임자명 :윤수 (서울 학교 생활과학 학 소비자학과 석사과정)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개인정보와 련하여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의무 으로 통지

하여야 하는 제도에 한 소비자 인식과 개인정보보호 행동을 연구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을 연구하고 보다 효율 인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자 기획되었습니다.설문 내용은 귀하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행태와 이

에 따른 개인정보 련 통지문의 수신 황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본 연구는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에 해 히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이동통신서비스,인터넷 서비스,

포털․게임․쇼핑 사이트 등 각종 정보통신서비스에 가입 경험이 있는

10∼50 일반인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 고,연구 기간은 2016년 4월

13일까지이며,응답시간은 약 10분이 소요됩니다.귀하는 이 연구에 참여

하는데 있어서 직 인 이득이 없습니다.그러나,귀하의 개인정보보호

제도에 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귀하의 연구 참여

시 감사의 뜻으로 설문을 완료하시는 분들에 한해 1,000원의 립 이

지 될 것입니다.

본 연구는 자발 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어떠한 불이익이 없이 참여 도 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만

일 응답 도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으실 때에는 우

측 하단의 ‘단하기’버튼을 러주시기 바랍니다.본 질문에는 옳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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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를 었 ,  연 에 참여하는 것에 하여 적 로 

동 합니다. 나는 연  참여 도 에 언제든지 그만  수  압니다. 나

는  연 에  허용하는 범  내에  연 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동

합니다.

동 함   □    동 하지 않   □

른 답이 없으며 수집된 자료는 통계 으로 처리될 뿐 공개되지 않습니

다.

본 연구의 책임자는 서울 학교 소비자학과 석사과정 윤수

(tosue@hanmail.net)이며 본인은 이 연구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것이고 의도치 않게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있다면 비 보장을 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그러나,모니터 요원, 검 요원,생명윤리심의원

회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에 한 비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련

규정이 정하는 범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

증하기 해 연구 결과를 직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동의 버튼을 르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해서 사

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돌 것입니다.본 연구

에 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간에 문제가 생길 시 연구 책임자인 윤수

(tosue@hanmail.net)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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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1년 미만 ③ 1년 이상∼3년 미만

④ 3년 이상∼5년 미만 ⑤ 5년 이상∼10년 미만 ⑥ 10년 이상

① 매일 ② 일주일에 5∼6일 ③ 일주일에 3∼4일

④ 일주일에 1∼2일 ⑤ 한 달에 1  상 ⑥ 한 달에 1  미만

① 30분 미만 ② 30분∼1시간 ③ 1시간∼3시간

④ 3시간∼5시간 ⑤ 5시간∼10시간 ⑥ 10시간 상

□ 포털 □ 게임 □ 쇼핑

[부록 2]설문지

1.귀하의 평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행태와 일치되는 곳에 표기해주

십시오.

1)귀하가 처음 인터넷을 이용하기 시작한 이후 지 까지 총 인터넷 이

용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2)귀하는 최근 1년 간 인터넷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3)귀하의 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4)귀하가 가입한 인터넷 서비스의 수는 략 으로 몇 개입니까?

※ 인터넷 서비스 :포털,게임,쇼핑 등의 각종 온라인 서비스(웹사이트,

App서비스 등)

① 3개 미만 ② 3∼5개 ③ 5개∼10개 ④ 11개 ∼ 15개 ⑤ 15개 ∼ 20개

⑥ 20개 이상

5)귀하가 가입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종류는 무엇입니까?(해당 사항 모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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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 지

않다

별로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조

그 다

매우

그 다

개인정보보호 련 국내 법률이나 제

도의 내용을 알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 가입시 무 많은 개인

정보를 요구한다고 생각한다

다수의 개인정보가 이미 유출되었으므

로 개인정보보호를 한 노력은 무의

미하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한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떄때로 찾아보는

편이다.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그 사이트

에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있는지 확인

한다.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떄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약 에 동의 여부 클

릭시 련 내용을 읽어본다.

□ SNS □ 커뮤니티 □ 교육

□ 융거래(인터넷 뱅킹,온라인 주식 거래 등)

□ 온라인 컨텐츠 화,음악,e-Book등)

□ 행정 비스(각종 증   등 민원 비스)

2.개인정보보호와 련된 귀하의 평소 인식이나 경험과 일치되는 곳에

표기해주십시오.

1)“나는 평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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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 가입시 무 많은 개인

정보를 요구하면 가입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 웹사이트에 회원 탈퇴

하고 싶지만 ID/PW 찾기가 귀찮아서

포기한 이 있다.

회원 탈퇴하고 싶지만 어떤 사이트를

가입한지 모두 알 수가 없어 원하는

때에 탈퇴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불안

하다.

가입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트

를 알 수 있도록 정기 으로 가입 사

실 여부를 나에게 알려주면 좋겠다.

장기간 이용하지 않으면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삭제되어 회원탈퇴 되면 좋

겠다.

장기간 이용하지 않으면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휴면 계정으로 분리되어 안

하게 리되고 개인정보의 이용이

단되면 좋겠다.

2-2)귀하는 개인정보 유출을 경험한 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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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가 가입한 모든 정보통신서비스(이통사/쇼핑몰/SNS/포털/게임/커

뮤니티 등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서는 1년에 1회씩 반복 으로 귀하

의 개인정보 이용내역, 제3자 제공 내역, 탁 처리 내역을 자우편

ㆍSMS․ 화․우편ㆍFAX 등의 방법으로 귀하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

가 있습니다. 를 들면, 귀하가 50여개의 사이트에 가입한다면 귀하

는 아래와 같은 50건의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매년 반복 으로 

수신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가 소비자에게 1년

에 한번씩 개이정보 이용내역 등을 자우편, SMS 등을 통해 통지하

는 제도를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라고 부릅니다. 마  메일의 

수신과는 달리 법률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의 수신은 

이용자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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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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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3회 미만 ② 3∼5회 ③ 6∼10회

④ 10∼15회 ⑤ 15  상 ⑥ 10시간 상

3.상기와 같은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와 련하여 귀하가 경험

하거나 인식하는 것과 일치하는 곳에 표기하여 주십시오.

3-1)귀하는 귀하가 가입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사업자가 귀하

의 어떤 개인정보를 이용,제공, 탁처리하는 지를 안내하는 '개인

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받아본 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3-2)귀하는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일년에 몇 차례 정도 받습니까?

3-3)귀하가 상기와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받아본 경로는 무엇입니까?

(해당 사항 모두 표시)

① 자우편 ② SMS/LMS③ 우편 ④ FAX ⑤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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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 지 

않다

별로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조  

그 다

매우 

그 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의무를 알고 있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은 반 으로 

읽기 쉽게 작성되었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 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의 수신을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의 수신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해 반드시 필요하다.

1년에 한번씩 내가 가입한 모든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송부한다면 나는 나의 개인정보를 

극 으로 통제할 수 있다.

1년에 한번씩 내가 가입한 모든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송부한다면 이를 통해 가입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사이트의 가입 여부를 

알게 된다.

1년에 한번씩 내가 가입한 모든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송부하는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는 

나의 개인정보보호를 해 필요하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통해 해당 

사이트에서 나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이용/제공/ 탁처리했는지 명확히 알 수 

있다.

3-4)상기와 같은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수신하 거나 수신을 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하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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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한번씩 내가 가입한 모든 

사이트로부터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수신하는 것은 성가시다고 

생각한다.

1년에 한번씩 내가 가입한 모든 

사이트로부터 받는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이 내가 필요로하는 정보의 

습득이나 작업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1년에 한번씩 내가 가입한 모든 

사이트로부터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수신하면 짜증이 난다.

가능하다면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의 

수신을 거부하고 싶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받는 것은 

스팸 메일을 받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느낌이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보고 

서비스 가입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가입 상세 내용에 해 

문의할 것이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보고 

이용하지 않고 있거나 이용할 계획이 

없는 사이트는 회원 탈퇴할 것이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보고 

회원탈퇴하고자 하나 ID와 P/W가 

기억나지 않는 경우 본인 인증 등 ID,

P/W 차 등을 거치더라도 탈퇴를 

진행할 것이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탁 처리 

내역에 동의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동의한 상세 

내용에 해 문의할 것이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보고 

원하지 않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한 동의 철회를 

요청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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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보고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 탁 처리가 

확인되는 경우 이에 한 동의 철회를 

요청할 것이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 

이용/제공/ 탁 처리 내역을 통지문내에 

실제 사실 로 기재할 것이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발송하는 

기업은 개인정보보호를 해 노력하는 

기업이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발송하는 

기업은 개인정보를 안 하게 리할 

것이다.

나의 개인정보는 이용내역 통지문의 

내용 로 이용/제공/ 탁 처리 되고 

있을 것이다.

1년 이상 속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삭제되고 삭제 

사실을 한달 에 알려 다면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매년 별도로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1년 이상 속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가 휴면 계정으로 자동 

환되고 이용/제공/ 탁이 단되며 이 

사실을 한달 에 알려 다면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매년 별도로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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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의무 외에도 다음

과 같은 사항 한 조치하여야 합니다. 1년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

으면 자동으로 회원 탈퇴 처리되고 개인정보가 기되도록 해야 합니

다. 회원 탈퇴 처리 한달  이와 같은 사실을 이용자에게 메일, SMS 

등을 통해 알려주고 동 내용을 확인한 이용자가 로그인을 하면 회원 

탈퇴처리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회원 탈퇴 처리가 되는 서비스 미이용 기간은 이용자 요청

에 의해 1년 이상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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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정보 효 간 제도 통지문 시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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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 지 

않다

별로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조  

그 다

매우 

그 다

이와 같은 자동 개인정보 기  기 

한달  고지 의무를 알고 있다..

이 방법이 모든 사이트로부터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일년에 

한번씩 받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

이 방법이 모든 사이트로부터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일년에 

한번씩 받는 것보다 더 안 하다

이 방법이 모든 사이트로부터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일년에 

한번씩 받는 것보다 덜 번거롭다.

이 방법이 모든 사이트로부터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일년에 

한번씩 받는 것보다 이해하기 쉽다.

이 방법과 모든 사이트로부터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일년에 

한번씩 받는 것 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이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이 방법이 모든 사이트로부터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일년에 

한번씩 받는 것보다 개인정보보호를 

해 더 효과 이다.

4.상기와 같은 내용에 해 귀하가 생각하는 바와 가장 가까운 곳에 체

크하여 주십시오.



- 114 -

< 개 정보 효 간 제도 통지문 시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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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 지 

않다

별로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조  

그 다

매우 

그 다

이와 같은 자동 휴면 계정 환  

환 한달  고지 의무를 알고 있다.

이 방법이 모든 사이트로부터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일년에 

한번씩 받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

이 방법이 모든 사이트로부터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일년에 

한번씩 받는 것보다 더 안 하다.

이 방법이 모든 사이트로부터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일년에 

한번씩 받는 것보다 덜 번거롭다.

이 방법이 모든 사이트로부터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일년에 

한번씩 받는 것보다 이해하기 쉽다.

이 방법과 모든 사이트로부터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일년에 

한번씩 받는 것 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이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이 방법이 모든 사이트로부터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일년에 

한번씩 받는 것보다 개인정보보호를 

해 더 효과 이다.

5.상기와 같은 내용에 해 귀하가 생각하는 바와 가장 가까운 곳에 체

크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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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30만원 미만 ② 30만원∼60만원 미만 ③ 60만원∼100만원

④ 100만원∼150만원 ⑤ 150만원∼200만원 ⑥ 200만원∼300만원

⑦ 300만원 이상

① 기업인,경 직② 사무,기술직 ③ 매,서비스직④ 자 업

⑤ 생산,기능,노무직 ⑥ 학생 ⑦ 주 ⑧ 타(         )

6.다음은 귀하의 일반 사항에 한 질문입니다.해당되는 곳에 표

기하여 주십시오.

1)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2)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만_____세

3)귀하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① 졸 이하

② 고졸 이하( 퇴 포함)

③ 졸/ 문 졸( 퇴 재학 포함)

④ 학원 이상(재학 포함)

4)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5)귀하의 월평균 사용 가능한 액(용돈 혹은 여)는 어느 정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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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ntheConsumer̀sPerceptionoftheNotification

ofDetailsofUsingPersonalInformation

Yun,SueYoung

Dept.ofConsumerScience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While the rapid development of ICT technology has spread

processingofpersonalinformationtomostareaofsociety,consumers̀

concerns on privacy invasion have also increased. Therefore,

governmenthas continually legislated new privacy regulations to

enhancepersonalinformationprotectionandstrengthenedpunishment

againstinvasionofprivacybydatacontrollers.

Toformulateandimplementthenew regulationrelatedtoprivacy,

government,businesses and consumers should spend considerable

humanandmaterialresources.Therefore,itisnecessarytoimprove

privacy regulation to moreeffectively utilizeresourcesby revising

similarity in regulationsorinefficiency of system.However,the

previousstudiesinprivacyhavebeencarriedoutmainlyfocusednot

on theeffectivenessorconsumers̀ perception on acertain privacy

regulationbutontheprivacyconcernsorbehaviorsofconsumers.

Therefore,in thisstudy,we investigatetheeffectivenessofthe

notification ofdetailsofusing personalinformation and research

implicationsforimprovingprivacyregulations.Thisstudycarriedout

asurveytargeting559consumersaroundKoreaintheir20s,30s,40s

and50s,byanon-linesurveycompany.Themainconclusion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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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ionsofthisstudyareasfollows.

First,mostconsumerspositivelyperceivedtheeffectivenessofthe

notificationofdetailsusingpersonalinformationandbothofdegree

ofunderstandingandfatiguewereoveralllow.Thisresultleadsto

theconclusionthatconsumers’fatiguewithprivacyregulationscould

be lower if they understand enough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Also,consumers had positive trustforthe companies

which sentthe notification,which means thatdelivery ofnew

personalinformation protection regulation ishelpfulforenhancing

trustoftheirowncustomers.

Second,consumersareawareoftheeffectivenessofnotificationof

personalinformation usage more when they are aging and their

occupationiswhite-collarwhoarecommonlythoughttohavebetter

knowledgeandunderstandingofsocialregulationsandsystem.This

impliesthatweshouldenhanceconsumerprivacyliteracytoimprove

effectivenessofprivacyregulations.

Third, consumer’s awareness of the effectiveness of privacy

regulationhasapositiveeffectonconsumer’sprivacybehaviors.This

resultimplicatesthatawarenessofeffectivenessisthemainfactorto

leadconsumerstobehavemoreactivelyforprotectiontheirprivacy.

Fourth,mostconsumers perceived thatdestruction ofpersonal

informationwhentheydoǹtusetheICTserviceforacertainperiod

isamoreeffectiveandconvenientwaythanusernotificationabout

detailusageofpersonalinformation becausetheformerdoesnot

needanyextraactivitiestoenhancepersonalinformationprotection.

This result reveals that convenience is the main reason that

consumerspreferacertainprivacyregulation.

Thoseareseveralsuggestionsthatthisstudy indicatesfro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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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First,privacy regulationsshould berepaired tominimizesimilar

parts ofthem and enhance practicaleffectiveness.The levelof

regulation and punishmentofthe personal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in Koreahasbeen strengthen foroveradecade.Butwe

should considermore effective privacy regulation to spend social

resourcesinamoreefficientway.

Second,companieswhich processpersonalinformation should be

awareofthefactthatkeepingprivacycomplianceisoneoftheways

forenhancingconsumers̀trustandinvestmoreresources.

Third, government should focus on strengthening consumer̀s

awarenessofeffectivenessofprivacyregulationtoenhanceconsumer̀s

privacybehaviors.

Herearethelimitsofstudyandsuggestionforafollow-upstudy.

Inthisstudy,thepanelofthissurveycouldnothaveunderstood

enough thebackground and thecontextofnotification ofpersonal

informationusagebecauseofthelimitationofonlinesurveychannel

itselfandlessavailabilityofe-mailasacommunicationchannelto

customers than SMS/LMS, messengers or app push message.

Therefore,depthinterview orFGIisrecommendedasamoresuitable

surveymethodforsurveypaneltoexactunderstandingofacertain

privacyregulation.

keywords :PersonalInformation,Privacy,Personal

InformationProtection,Notificationof

DetailsofUsingPersonalInformation,

Consumer̀sPerception,

StudentNumber :2011-23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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