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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에 한 연구

본 연구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 환경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라이버시 태도와 행동의 불일치’를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로 재정의

하고자 하며,‘소비자 라이버시 역설’개념을 토 로 소비자 라이버

시 역설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향력 확인에서 출발하여 소비자와 사업

자가 상생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은 소비자가 개인정보라는 자

원을 활용하여 시장 환경에서 소비를 하고 효용을 얻는다는 에서 기존

의 라이버시 역설과 그 맥을 같이 하지만,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향력과 소비자 경험의 에서 라이버시 역설을 살펴본다는 에서

차별성을 갖는다.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 경험으로서 라이버시 역설을 살

펴보기 해 소비자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인지하고 있으며,개인 마다

그 정도에 차이가 있고,서비스 유형에 따라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향

요인과 소비자 반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주요 논 으로 설정하고자 하

다.

본 연구는 온라인 환경에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을 살펴보기 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질 연구와 양 연구를 수행하 다.질 연구에서는

근거 이론을 토 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과 련된 다양한 소비자 경험의

사례를 분석하고,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

다. 한,소비자들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의 핵심범주를 찾고,핵

심범주를 토 로 소비자를 유형화 하고자 하 다.양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에서 제공되고 있는 SNS,M-커머스, 치기반 서비스를 심으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살펴보고,각 서비스 유형별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향 요인과 소비자 반응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 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토 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첫째,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은 단순한 경험의 유ㆍ무가 아닌 정도

로 측정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본 연구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을 소비자가 인지하며,그 정도에 한 주 평가가 가능함을 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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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본 연구의 질 연구 결과,소비자들은 개인이 경험한 소비자 라

이버시 역설의 유형과 정도에 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양 연구 결과,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정도에 한 소비자

의 응답 분포도에서 개인에 따라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정도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이는 소비자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인지하고,

그 정도에 해서도 주 인 평가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은 다양하게 경험될 수 있다.본 연구

의 질 연구 결과,다양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이 확인되었으

며,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한 략과 결과에 따라 소비자 경험에

차이가 나타났다.본 연구의 양 연구 결과,서비스 유형에 따라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수 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살펴보는데 다양성에 한 고려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의 다양성은 이질성

을 가진 소비자들의 공통 과 차이 에 한 악을 가능하게 한다.그

러므로 이러한 결과들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세분화되고 실효성 있는

라이버시 련 정책이나 기 을 제정하는데 발 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에 한 공통 과 차이

을 이해하는데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서비스 유형별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향 요인에 차이

가 있음이 확인되었다.본 연구의 질 연구 결과,소비자 라이버시 역

설을 발생시키는 원인(인과 조건) 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이유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SNS 서비스의 경우 즐거움이나

재미를 얻기 해, 라이버시 우려가 있음에도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응답을 하 고, 자상거래나 치 련 서비스는 편리함이나 경제 인

혜택을 얻기 해 개인정보를 활용한다는 응답을 하 다.본 연구의 양

연구 결과,SNS서비스에서는 쾌락 소비 가치가,M-커머스와

치기반 서비스에서는 경제 소비 가치,쾌락 소비 가치,사회

소비 가치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서비스 유형이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향

을 미치는 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서비스 유형에 따라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측해 볼 수

있다.이는 서비스 차원에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해석하고 이용



-III-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라이버시에 한 개인의 무 심한 태도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에 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본 연구의 질 연구

결과, 라이버시에 무 심한 소비자의 경우 개인이 경험한 소비자 라

이버시 역설의 정도를 낮은 수 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소비자 라이

버시 역설 발생 이후 부정 감정 경험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본 연구의 양 연구 결과,SNS서비스에서 라이버시에 무 심한

소비자 일수록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질 연구 결과와 양 연구의 결과가 상반된 것으로 도출되었으

나 이는 라이버시에 한 개인의 무 심한 태도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데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 라이버시에 한 개인의 심 정도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로

발생될 수 있는 부정 감정을 조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은 소비자의 부정 감정 반응

에 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본 연구의

질 연구 결과,소비자들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로 부정 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본 연구의 양 연구 결과,

SNS,M-커머스, 치기반 서비스 모두에서 소비자 라이버시 역

설이 부정 감정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비스 유

형에 따라 향의 방향에는 차이가 있었다.이는 소비자 라이버

시 역설로 소비자들이 부정 감정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로 부정 감정이 증가하는 서비스들의 경

우 소비자들의 부정 감정을 감소시켜 수 있는 매개요인이나

조 요인들에 한 연구가 요구된다.

여섯째,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은 정 반응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본 연구의 질 연구 결과,‘자존형’에

속하는 소비자들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발생 시,개인의 평소

개인정보 보호 행동과 활용 행동을 되돌아보고,균형 인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행동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본 연구

의 양 연구 결과,모든 서비스 유형에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이 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부정 감정을 매개로 서비스 지속 사

용 의도에 미치는 향력에서는 SNS를 제외한 M-커머스, 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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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서비스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SNS서비

스의 경우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로 발생될 수 있는 부정 감정이 서

비스 이용에 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M-커머

스나 치기반 서비스에 활용되는 개인정보는 SNS서비스에서 활용되

는 개인정보 보다 더 민감한 정보들이 많기 때문으로 보이며,SNS에서

는 개인정보 제공과 함께 타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

에 개인정보에 한 험성이나 우려의 정도가 낮을 수 있을 것으로

측해 볼 수 있다.이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소비자의 정 반응

에도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하지만,소비자의 정 반응이

지속 인 것이라고 단하기는 어렵고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향을 받

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정 반응을 지속시켜 수 있는 요인들

에 한 연구가 요구된다.

일곱째,소비자들은 다양한 략을 이용해 소비자 라이버시 역

설에 응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본 연구의 질 연구 결과,소비자들

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안도감 유지,무 심,자기합리화 략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안도감 유지와 무 심 략을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정도가 낮은 편이었으나,자기합리화

략을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정도가 큰 것으로 도출

되었다.이는 자기합리화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정도가 높은 소

비자들이 취할 수 있는 략 하나라는 것을 시사한다.자기합리화가

무조건 부정 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과도한 자기합리화는 어려움

을 순간 으로 피하려는 부정 인 자기 방어가 될 수 있고,외부에 책임

을 가하여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따

라서 소비자들이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응하기 해 취하는 략

들이 소비자에게 어떠한 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며,자기합리화의 정도에 따라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부정

반응,그리고 정 반응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요구된다.

주요어:소비자 라이버시,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소비자 경험,부정

반응, 정 반응

학 번:2012-3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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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 문제제기

가트 (Gartner)가 발표한 2016년 10 략기술에 의하면,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에이 트가 기반이 된 ‘스마트

기계’가 빠르게 발 할 것을 측하고 있다.이는 소비자의 개인정보 활용

이 제 되는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가 더욱 약진할 것을 기 하게 한다

(Gartner,2015.10.6).하지만,동시에 Trustee에서 발표한 소비자 조사 결

과에 의하면, 라이버시에 한 소비자 우려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소비

자들은 라이버시 우려를 낮추기 해 온라인 사용을 자제하거나 스마트폰

에서 앱 사용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rustee,2016.01.28).

이 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소비자들은 새로운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온라인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혜택을

얻을 것인지,아니면 기업의 상업 행 로부터 자신의 라이버시를 보호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해야 한다.소비자는 개인정보 활용을 통해 할인

된 가격이나 맞춤화된 서비스 등의 혜택을 릴 수 있지만,동시에 원하지 않

는 상업 고 행 에 노출 되거나 개인정보가 도용되는 등의 비용을 지불

할 수 있다.이와 반 로 소비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할

경우,개인 스스로 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지만,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사용에 제약이 발생하며,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는 비용이 발생

될 수 있다.이와 같이 소비자가 어떠한 선택을 하던지 간에 개인정보의 보호

와 활용에 한 선택은 혜택과 비용이 수반 된다.

더 나아가서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라는 선택에 있어서,개인정

보 제공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과 비용 그리고 요인에 한 정확한 정보

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소비자에게 개인정보의 가치를 단하고,개인정보

를 특정 서비스 환경에서 제공할 것인지,아니면 보호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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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 제

공과 련되어서 주목 받고 있는 상이 ‘라이버시 역설’이라고 할 수 있다.

라이버시 역설은 다양한 소비 환경에서 밝 진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의 불

일치가 라이버시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발생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로 주목을 받아왔다(김종기 &김상희,2014;Acquisti&Grossklags,

2007).

지 까지 라이버시 역설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소비자의 개인정

보를 가치로 평가하거나,다양한 서비스 환경에서 라이버시 역설의 존

재를 확인하고, 라이버시 역설의 원인과 향 요인을 규명하기 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어져 왔다.하지만,지 까지 진행된 연구들에서 진

일보하기 해서는 라이버시 역설에 한 다각 인 근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라이버시 역설을 유ㆍ무가 아닌 정도의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며,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라이버시 역설 정도가 증가하

며,감소할 수 있는지 이를 개인의 차원과 다양한 서비스 차원에서 살펴

보고자 한다. 한,소비자가 라이버시 역설을 경험하는 것이 소비자와

기업 간의 거래에 어떠한 향을 미치며,이로 발생 될 수 있는 부정

결과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에는 무

엇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소비자들은 온라인과 같이 기술이 기반이 된 서비스 환경에서 기술의

특성에 따라 라이버시 계산 방법을 달리하며(Xuetal.,2011),서비스

유형별로 소비자가 느끼는 라이버시 혜택과 비용에 차이가 있고(Li,

2011),소비자에게 요구된 개인정보 제공 유형에 따라 라이버시 태도와

반응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이혜인 외,2012;Wang& Petrison,1993;

Phelpsetal.,2000;Li,2011;2012)개인의 차원과 다양한 서비스 차원에서

라이버시 역설을 살펴보는 것은 소비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라이버시 역설 경험에 한 이해와 설명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소비자들은 과거 경험을 통해 이익을 얻었다고 생각되거나,충분한 이용

가치가 있다고 단된 서비스들을 지속 으로 이용하려는 경향을 가진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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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희 & 임승희,2006;김성환,2011;나은 ,2013;Schau& Gilly,2003).

이러한 의미에서 과거의 소비자 경험은 재에 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재

의 소비자 경험은 미래의 소비자 경험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소로 작용

할 수 있다(Ling,Chai& Piew,2010).그러므로 경험의 에서 라이

버시 역설을 살펴보는 것은 과거와 재 그리고 미래의 소비자를 측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동시에 소비자 경험을 구성하는 개인의 가치,

인지,행동,감정 등 다양한 요소들에 한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소비자 경험의 에서 ‘라이버시 역설은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경험들로 해석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하고자 한다.본

연구는 소비자학 에서 라이버시 역설을 재조명하고, 라이버시

역설을 소비자 지향 인 에서 바라보기 해 소비자 라이버시 개

념을 기반으로 라이버시 역설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 환경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라이버시 태도와 행동의 불일치’를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로 재정의

하고자 하며,‘소비자 라이버시 역설’개념을 토 로 소비자 라이버

시 역설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향력 확인에서 출발하여 소비자와 사업

자가 상생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은 소비자가 개인정보라는 자

원을 활용하여 시장 환경에서 소비를 하고 효용을 얻는 다는 에서 기

존의 라이버시 역설과 그 맥을 같이 하지만,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향력과 소비자 경험의 에서 라이버시 역설을 살펴본다는 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 경험으로서 라이버시 역설을 살펴보기 해 소비

자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인지하고 있으며,개인마다 정도에 차이가 있

고,서비스 유형에 따라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향 요인과 소비자 반응

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주요 논 으로 설정하고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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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목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체 인 목 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첫째,본 연구는 온라인 환경에서 소비자가 경험하는 소비자 라이버

시 역설을 질 근 방법을 통해 탐색하고자 한다.소비자 라이버시

역설과 련된 다양한 소비자 경험의 사례를 분석하고,소비자 라이버

시 역설의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의 핵심범주를 토 로 한 소비자 유형화를 통해 소비자 라이

버시 역설 경험의 다양한 해석을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본 연구는 소비자 조사를 활용한 양 근을 통해,모바일 환

경에서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결과로서 정ㆍ부정 반응을 모형화 하고,이를 검증

하고자 한다.특히,SNS,M-커머스, 치기반 등 다양한 서비스 유형별

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모형을 검증하는 것을 통해 서비스 유형별로

공통 과 차이 을 확인하고,이를 소비자학 에서 재조명 하고자 한

다.

궁극 으로 본 연구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선행 요인과 결과가

수반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는 소비자 경험으로 살펴보고,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이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향력을 확인함으로써 소비

자 라이버시 역설을 소비자학 에서 이해하는 석을 제공한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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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 배경 련 연구 고찰

본 장에서는 라이버시 역설을 소비자학 에서 재조명하고,선행

연구들을 토 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향 요인과 소비자 반응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제 1 에서는 라이버시 역설을 소비자 라이

버시 역설로 재해석하고,온라인 환경에서 경험으로서 소비자 라이버

시 역설을 살펴보고자 한다.제 2 에서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효용과 비용,그리고 소비자 태도 차원에서 살

펴보고자 한다.제 3 에서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소비자에게 미

치는 향을 살펴보기 해 귀인과정,심리 방어기제,부정 반응,그

리고 정 반응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

본 에서는 소비자 라이버시의 개념을 살펴보고,이를 토 로 라

이버시 역설을 소비자 라이버시의 에서 재해석 하고자 한다.

1.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1)소비자 라이버시의 개념

라이버시 개념은 “HarvardLaw Review”에서 Warren과 Brandeis에 의

해 처음으로 제시되었다.Warren과 Brandeis(1890)는 라이버시를 법 인

측면에서 ‘홀로 있을 권리(righttobealone)’로 정의하 으며,공간의

에서 ‘타인으로부터 벗어나는 회피 과정(withdrawalprocess)’을 라

이버시라고 정의 하 다(Warren& Brandeis,1890;Westin,1968).

라이버시 기 개념은 ‘사회가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

의 역으로,개인과 련된 정보들이 공개되어지지 않을 권리(Konvi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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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개인 생활 역 하나로 개인에 한 정보들이 한정되어 있는

역(Gross,1967)’,‘개인정보에 한 근을 통제하는 능력(Fried,1977)’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되어져 왔다. 기 라이버시는 단순히 혼자 있을

권리,재산 침해 방지권 등과 같이 사 인 역 측면에서 고려되었으며,

이 시기에 라이버시 정의들은 라이버시를 권리(right)로 볼 것인지,

이익(interest)으로 볼 것인지,아니면 권리와 이익이라고 볼 것인지에 따

라 다르게 정의되었다(이창범 & 조정 ,2003).

정보화 사회에서 라이버시의 개념은 ‘자기에 한 근권의 선택

통제(Altman,1975;Foxman& Kilcoyne,1993)’,‘자신의 개인정보 통제

력에 한 믿음(Alge,2001)’,‘타인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

하는 권리(Paineetal.,2007)’등으로 정의 되었다.정보화 사회에서

라이버시는 개인정보의 인격화로 개인정보에 한 자기 통제권을 포함한

개념으로 차 발 하게 되었다.특히 인터넷은 기존에 논의되어져 왔던

소극 인 측면의 라이버시 개념을 확장시키는데 많은 향을 미쳤고

(Austin,2003),개인정보 보호에 을 맞춘 정보 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의 개념을 등장시키는데 큰 향을 미쳤다(Henderson& Snyder,

1999;PrivacyInternational,2002;Culnan& Bies,2003).

정보 라이버시는 개인정보에 그 역을 한정하고,정보 유형에 따라

차별 인 보호가 필요함을 강조한 새로운 개념의 라이버시라고 할 수

있다(김범수,2009).정보 라이버시는 통 인 라이버시에 비해 통

제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며(손상 ,유지연 & 오태원,2013), 자 거

래 상황에서 개인 정보에 한 수집,사용 그리고 교환을 통제할 수 있

는 개인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Bélanger& Crossler,2011).정보 라

이버시는 개인이 타인과 커뮤니 이션을 하기 해 언제,어떻게,어느

정도 범 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극 인 권리의 개

념을 의미하며(한국정보보호진흥원,2006), 라이버시의 하부 개념이 아

닌 고유 역을 가진 라이버시로 자기정보통제권,자기정보결정권으로

도 설명될 수 있다(이인호,2001;박 균 외,2005).

정보 라이버시 환경에서 소비자들의 라이버시는 마 터들이 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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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혜택과 권리의 충돌로 크게 심을 받지 못했다(Goodwin,1991;

Jones,1991;Foxman& Kilcoyne,1993;Milne& Gordon,1993).하지

만,상업 인 개인정보 수집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권리를 강화해

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소비자 라이버시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남지연 & 나종연,2009).

소비자 라이버시(ConsumerPrivacy)는 [그림 1]과 같이 시장 환경

에서의 소비자와 사업자 계에 정보 라이버시 개념을 용시킨 것으

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상호작용,그리고 소비 활동 시 보장받아야 하

는 소비자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Goodwin,1991;Foxman& Kilcoyne,

1993;Lanier& Saini,2008).소비자 라이버시는 ‘거래나 소비 행동을

하는 동안 타인의 존재를 통제하고,거래와 행동 련 정보들이 유출되

는 것을 통제하는 능력(Goodwin,1991)’,‘자기에 한 근의 선택 통

제(Foxman& Kilcoyne,1993)’,‘자상거래 환경에서 소비자와 련된

모든 활동(Wangetal.,1998)’으로 정의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의 정의 내용을 토 로 ‘소비와 련된 모든 정보에 한 자기정

보결정권’으로 소비자 라이버시를 정의하고자 한다.

소비자 라이버시는 소비자가 타인으로부터 라이버시를 어떻게 통

제할 것인가에 심을 가져왔다(Lanier& Saini,2008).소비자 라이버

시에서 소비자들의 통제권은 ‘사회 통제’와 ‘정보 통제’라는 두 가지 차

원에서 고려되었다.하지만,소비자의 통제권에 한 심이 고조되면서

‘완 통제(totalcontrol)’,‘환경 통제(environmentcontrol)’,‘유출 통제

(disclosurecontrol)’,‘통제권의 부재(nocontrol)’라는 네 가지 통제 상황

으로 그 범 가 확 되었다(Goodwin,1991).‘완 통제(totalcontrol)’는

통제의 수 에서 가장 높은 단계로 타인으로부터 개인의 정보를 통제하

고 그들의 개인정보 사용에 해서도 통제하는 단계를 의미하며,‘환경

통제(environmentcontrol)’는 완 통제보다는 낮은 차원의 통제로 타인

으로부터 개인정보에 한 통제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유출 통제

(disclosurecontrol)’는 타인의 개인정보 사용에 한 통제권을 의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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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권의 부재(nocontrol)’는 가장 낮은 수 의 통제로 타인으로부터 개

인정보에 한 통제권과 개인정보 사용에 한 통제권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Goodwin,1991).

개인정보 통제권의 개념에서 출발하 던 소비자 라이버시는 소비자

들의 권리가 강화되기 해서 어떠한 개인정보들이 기업에 의해 수집되

고,사용되어지는지에 한 지식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

다(Malhotra,Kim & Agarwal,2004).소비자 라이버시에서 지식은 사

업자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은 무엇인지,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등에

한 소비자들의 인지 정도를 의미한다.소비자들의 개인 정보가 기업들

의 데이터베이스에 장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이에 한 지식을 가지

고 있을 때, 라이버시 우려 수 이 낮아질 수 있고, 라이버시에 한

소비자들의 권리가 향상될 수 있다고 하 다(Malhotra,Kim & Agarwal,

2004).

소비자 라이버시는 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소비자

,기업 , 도 으로 나 어 살펴 볼 수 있다(Culnanet

al.,2003).첫째,소비자 에서 소비자 라이버시는 소비자의 모든

개인정보가 별다른 제약이나 규제 없이 활용된다면, 라이버시 피해로

사회 비용이 증가한다는 이다.사회 비용 감소를 해서라도 소

비자의 개인정보 통제에 한 권리가 확보되어야 하며,이는 사회 비

용을 감소시키는데 정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둘째,기업

에서 소비자 라이버시는 개인정보 활용에 제약을 가져오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기업의 에서 개인정보 활용에 한 규제는 시장의

효율성을 해시키며,기업 발 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

보 제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는 이다.셋째, 도 에서 소

비자 라이버시를 보호의 상이자,활용의 상으로 바라보는 이

다.개인정보는 보호와 활용이라는 양면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올바

른 활용과 보호의 균형이 필요하며,개인정보 제공이나 활용에 한 소

비자의 선택권 확 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다(김범수 외,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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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라이버시는 시장 환경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한

목 을 가지고 소비자 지향 인 에서 출발하 지만, 재 소비자

라이버시는 도 에서 보호와 활용의 균형이 강조되고 있다(개인

정보보호 원회,2012).시장 환경에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활용은 향상

된 서비스와 새로운 가치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혜택의 측면에서 정

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무분별한 개인정보 활용은 소비자 라이버시

보호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신 진,2011),소비자 라이버시 권

리가 확보되고 기업과 소비자가 상생하기 해서는 개인정보 활용과 보

호의 균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정보 라이버시와 소비자 라이버시의 계

2)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라이버시 역설(PrivacyParadox)은 Barnes(2006)에 의해 처음으로

언 되었다.Barnes(2006)는 SNS환경에서 라이버시 우려가 높음에도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개인들의 모순된 행동을 발견하고,이를 라이버

시 역설이라고 명명하 다.Norberg외(2007)는 Barnes(2006)가 언 한

라이버시 역설의 개념을 정착화 하기 해 실험연구를 실시하 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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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연구 결과, 라이버시 우려가 높음에도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

들의 모순 인 행동이 발견되었고,Norberg외(2007)의 연구 결과는

라이버시 역설의 개념을 명확화 하는데 기여하 다(Dienlin& Trepte,

2015;Kokolakis,2015).

선행 연구들에서 많이 언 되었던 표 인 라이버시 역설의 정의

는 ‘라이버시에 한 우려가 있음에도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동’으로 라이버시에 한 태도와 행동이 불일치하는 것이다(Awad

& Krishnan,2006;Holland,2009;Pavlou,2011).하지만, 라이버시 우

려와 정보 제공 행동 간의 불일치만이 라이버시 역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다양한 차원에서 라이버시 역설이 발생될 수 있다는 연구 결

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새롭게 언 되어지고 있는 라이버시 역설에 한 정의들은 다음과

같다.‘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에 하여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소유 효과의 역설(Egelmanetal.,2009)’,‘개인의 정보 통제력을 확

해석 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동(Brandimarteetal.,2010)’,‘개인정

보가 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작은 이익에도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동

(Xuetal.,2011)’,‘라이버시에 한 우려 수 이 높음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하지 않는 행동’(김종기 & 김상희,2013)’,‘개인정보에 한 통제

권이 요하다고 인식하지만,개인정보를 통제하지 않는 행동(Brandimarte

etal.,2013)’,‘개인화와 라이버시 간의 긴장(tension)상태(Sutantoet

al.,2013)’,‘라이버시 우려와 라이버시 행동 간에는 련이 없는

상(Dienlin& Trepte,2015)’등 다양한 차원에서 라이버시 역설의 정

의가 논의 되었다.

라이버시의 개념이 시 에 따라 변화하여 왔듯이 라이버시 역설

의 정의도 시 의 흐름에 따라 차 변화하고 있다. 기에는 온라인 환

경에서 소비자의 반 인 라이버시 태도와 행동에 을 둔 정의들

이 등장하 지만,개인정보의 경제 가치가 증가하고 활용도가 높아지

면서 다양한 서비스 유형을 심으로 새롭게 정의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라이버시 역설을 소비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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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재조명 하고자 한다.앞에서 언 된 ‘소비자 라이버시’의 개념을

용하여 기존의 라이버시 역설을 보다 더 구체 이고 소비자 지향

인 에서 라이버시 역설을 바라보고자 한다.본 연구에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은 소비자가 개인정보라는 자원을 활용하여 소비를 하고

효용을 얻는 다는 에서 기존의 라이버시 역설과 그 맥을 같이 하지

만,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향력을 함께 살펴본다는 에서 기존 연

구들과의 차별성을 갖는다.

지 까지 밝 진 라이버시 역설 에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 환

경에서 밝 진 라이버시 역설들은 ‘소비자 라이버시’의 개념을 용

하 을 때,소비자들의 효용과 비용을 계산하는 과정이나 개인정보를 활

용한 소비 련 행동들에 한 구체 인 설명이 가능하며,소비자 지향

에서 라이버시 역설에 한 해석과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들이 다각화 될 경우

지 보다 더 많고 다양한 라이버시 역설의 개념과 정의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지 까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라이버시 역설의 존재를 확인하기 한 실증 연구들이 진행되어져 왔

으며,다양한 맥락에서 그 존재가 확인되었다.본 연구는 지 까지 진행

된 연구들에서 진일보하기 해서 라이버시 역설에 한 다각 인

근이 필요하며,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소비자들과 기업에게 어떠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악하고,이에 한 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그러므로 본 연구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거

래 환경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라이버시 태도와 행동의 불일치’를 ‘소

비자 라이버시 역설’로 재정의 하고자 하며,‘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의 새로운 정의를 토 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향력에 한 확인에서 출발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시

장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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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온라인 환경에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

1)소비자 경험

‘소비자 경험(ConsumerExperience)’은 Holbrook과 Hirschman(1982)의

고객 경험(customerexperience)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져 왔다(Holbrook& Hirschman,1982;Berry,Carbone&

Haeckel,2002;Gentileetal.,2007;Meyer& Schwager,2007).소비자

경험이 소비자 삶에 어떠한 향력을 미치는지에 한 심은 Pine&

Gilmore(1999)가 ‘경험 경제(ExperienceEconomy)’에서 소비자 경험의 요

성을 강조하면서,서비스(Wallsetal.,2011), (Quan& Wang,2004;

Mollen& Wilson,2010),기술(Cainetal.,2000;최아 ,2014)등 다양

한 분야에서 연구되어져 왔다.

소비자 경험의 정의들을 살펴보면 ‘상품과 서비스를 매개로 한 다양한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Pine& Gilmore,1999)’,‘개인을 둘러싼 환경,상

품과 서비스 구매,소비와 련된 경험들의 총제 인 결과(Lewis&

Chambers,2000)’,‘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요소들과의 상호작용으로

지식이나 감동 등을 얻게 될 때 발생하는 것(Gupta& Vajic,2000)’,‘기

업과의 에서 발생하는 주 인 반응(Meyer& Schwager,2007)’,

‘기업에 한 인지 ,감정 ,사회 행동 반응(Verhoefetal.,2009)’으

로 정의 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소비

자 경험을 ‘소비와 련된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작용과 그로 발생되는

다양한 소비자 반응’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소비자 경험’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언 된 ‘소비 경험(consumption

experience)’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Edgell,Hetherington

& Wrade,1997).‘소비 경험’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욕

구를 충족하기 한 것(Hirschman& Holbrook,1982)에 을 두고 있

는 반면,‘소비자 경험’은 개인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하면서 얻게 되는

다차원 인 인지나 감정과 같은 요한 인상(takeawayimpression)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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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행동에 을 두고 있다(Hirschman& Holbrook,1982;Kumar&

Karande,2000;Lewis& Chamners,2000). 한,소비자 경험은 인지

가치와 감성 가치가 반 된 것으로(Walls,2009),소비자들의 마음 상

태와 상황 요소들에 의해 소비자 경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가정

하고 있다(Mossberg,2007).

소비자 경험에 한 논의는 소비자 경험이 정 인 것인지 부정 인

것인지에 한 논의와,소비자 경험을 발생시키는 주체에 한 논의로

나 어 볼 수 있다.소비자 경험이 정 인 것인지,부정 인 것인지에

한 논의를 살펴보면,소비자 경험을 연구한 기 학자들은 경험을 ‘

정 인 것’,‘즐거운 이벤트나 느낌’이라고 정의해 왔고,부정 경험의

측면은 간과되어져 왔다(Lashley,2008;Ray,2008).하지만,소비자 경험

은 그것이 부정 인 것인지, 정 인 것인지와 계없이 상품,서비스,

는 소비자와 련된 소비자 (consumerencounter)에 항상 존재한

다는 주장들이 받아들여지면서(Oh,Fiore& Jeong,2007), 재는 정

경험과 부정 경험에 한 연구들이 함께 진행되어져 오고 있다.

소비자 경험의 주체에 한 논의들을 살펴보면,크게 두 가지 으

로 정리해볼 수 있다(Walls,2009).첫째,소비자가 소비자 경험의 주체

라고 보는 으로 주로 마 측면에서 소비자 경험을 바라보는 시각

이다.소비자 경험은 소비자들의 의지와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소비자

들이 제품이나 서비스 선택을 통해 경험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킬 수 있

다고 보는 이다.소비자 경험은 기업들에 의해 강요되어질 수 없으

므로,개인의 목 ,의지,그리고 성향에 따라 변화할 수 있고,개인의 가

치,인식,감정,직 등이 소비자 경험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둘째,기업이 소비자 경험의 주체라고 보는 으로 이는 기업의

측면에서 소비자 경험을 바라보는 시각이다.기업이 소비자에게 제공하

는 물리 환경,감정,상호작용에 의해 소비자들은 경험을 할 수 있으

며,기업은 소비자들에게 의미 있는 소비 경험을 제공함으로서 소비 가

치,만족도,재 구매 등에 향을 미치는데 그 목 을 두고 있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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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경험 주체에 한 논의는 경험 련 연구들에서 경험의 주체

에 한 논의가 지속되어져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경험 련 연구들에

서 주장되었던 경험의 주체에 한 논의들을 살펴보면,경험은 개인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서 발생 된다는 논의와,경험은 특정 단계에서 발생

되는 반응으로 외부 요소에 의해 경험이 발생될 수 있다는 논의들로

분류 할 수 있다(Schmitt,1999;Walls,2009).개인의 의지와 선택에 의

해서 경험이 발생된다는 은 경험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상

황 요소와 개인의 성향에 주목하고 있다(Wallsetal.,2011).개인의

외부 요소들에 의해 경험이 발생된다는 은 제품이나 서비스 카테

고리에 따라 경험의 차원이 달라 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이는 개

인이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기능 지향 인 것인지,혜택 지향 인

것인지,경험 지향 인 것인지에 따라 경험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Day,2000;Quan& Wang,2004).

소비자 경험과 경험 련 연구들에서 제시되었던 논의들을 정리해보

았을 때,기업에 의해 제공된 상황과 환경,그리고 제품이나 서비스가 가

진 특성에 따라 소비자 경험이 달라질 수 있지만,경험을 만드는 것은

소비자의 의지와 선택에 달려 있으므로(Janiszewski,2009),소비자 경험

을 이해하기 해서는 소비자의 내 요소와 외 요소들이 함께 고려되

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1)온라인 환경에서 소비자 경험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들이 증가하면서,소비자 경험은 ‘온라인

구매 경험(onlineshoppingexperience)’,‘웹 경험(webexperience)’,‘온

라인 고객 경험(onlinecustomerexperience)’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개

념들을 등장시키고 있다(Constantinides,2004;Becker,2012;Lorenzo-

Romeroetal.,2013;Abdallahetal.,2014).온라인 경험이 주목을 받게

된 이유에는 온라인 환경에서 개인의 경험은 오 라인 경험보다 복잡한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Constantinides,2004),기존의 마 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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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소비자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Constantinides,

2002;2004).

온라인 경험과 련된 개념들을 살펴보면,Watchfirewhitepaperseries

(2000)는 ‘웹 경험(webexperience)’을 ‘온라인 기업들에 한 총제 인

인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탐색,찾기,선택,타 ,평가,상호작용 등

이 웹 경험을 구성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 다.Mohammed외

(2003)는 ‘온라인 경험(onlineexperience)’을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연결

된 가상공간에서 마 자극을 오감을 통해 받아들이고 느끼는 체험의

총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Tamimi외(2003)는 ‘웹 경험(webexperience)’을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들의 경험’으로 정의하 고,웹 경험을 홈페이지,

제품 카탈로그,제품 주문 형식,고객 서비스의 네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

다.

온라인의 등장과 함께 소비자 경험은 오 라인 소비자 경험과 온라인

소비자 경험으로 구분되고 있다.온라인과 오 라인 소비자 경험의 차이

은 첫째,‘인 간의 상호작용’,둘째,‘정보’,셋째,‘시간’이라는 요소에

의해 구분될 수 있다.첫째,‘인 간 상호작용’은 오 라인은 면 면 환

경으로 인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한 반면,온라인에서는 면 면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차이 을 갖는다.둘째,‘정보’측면에서 차이를 살

펴보면,오 라인은 다양한 매체에 의해 소비자에게 정보가 제공되며,매

체의 특성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 특성 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온라인의 경우 제공되는 매체와 상 없이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오 라인에 비해 상 으로 많으며,제공되는 정보 한 구체 이라고

할 수 있다.셋째,‘시간’측면에서 차이 은 오 라인은 사업자가 정한

업시간에 맞춰 소비자가 움직여야 하는 반면,온라인은 소비자에 의해

언제,어디서나 물품이나 서비스에 한 근이 가능하다는 차이 이 있

다(Rose,Hair& Clark,2012).온라인 환경에서 ‘시간’ 요인은 소비자

들이 구매 환경에서 손쉽게 벗어나거나 손쉽게 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한다는 측면에서 차이를 가진다(Wolfinbarger& Gilly,2001).최근 스마트

기기의 확 로 ‘시간’요인이 온라인 소비자 경험에 향을 미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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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온라인은 개인의 니즈가 발생된 시 에 즉각

인 욕구 해결을 가능하게 하며,시간 요소에 개인의 치라는 공간

정보가 결합될 경우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 더 큰 가치와 경험을 제공

받을 수 있기 때문에(유재 & 박철,2009;이재 & 김승인,2011),‘시

간’요소는 오 라인과 온라인 소비자 경험의 차이 을 가장 잘 설명해

수 있는 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2)온라인 소비자 경험 향 요인에 한 연구

온라인 소비자 경험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정 요인과 부정

요인으로 나 어 볼 수 있다.온라인 소비자 경험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사이트 이용의 편리성’,‘인터넷 사용 능력’,

‘인지된 개인의 통제력’으로 나 어 볼 수 있다(Chen& Dubinsky,2003;

Cheungetal.,2005).‘사이트 이용의 편리성’은 소비자들의 근성과 용

이성 정도를,‘인터넷 사용 능력’은 개인이 인터넷을 얼마나 능숙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정도를,‘지각된 통제력’은 소비자가 스스로 원하는 정

보를 찾거나 개인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인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Novaketal.,2000;Klein& Ford,2002;Roseetal.,2012).‘사이트 이

용의 편리성’,‘인터넷 사용 능력’,‘인지된 개인의 통제력’이 온라인 소비

자 경험에 정 향을 미치는 이유는 소비자들은 편안하고,즐길 수

있는 환경에서 정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특히 개인 스스로 통

제할 수 있다는 자유로운 느낌을 가질 때 정 경험의 가능성이 높아

지기 때문이다(Wolfinbarger& Gilly,2001).

온라인 소비자 경험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정 구 ’

과 ‘인지된 비용’으로 나 어 볼 수 있다.부정 구 의 측면에서 살펴

보면,온라인에서는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랫폼이 존재하

기 때문에 타인의 부정 의견은 소비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거나

(Luo,2009),제품이나 특정 랜드의 가치를 오인하게 하는 부정 요소

로 작용 될 수 있다(Bambauer-Sachse& Mangold,2011;Verh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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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uta& Feldberg,2013).온라인 환경에서 소비자들은 타인의 의견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에 한 간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부정

구 은 소비자에게 직 는 간 으로 부정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인지된 비용 측면에서 온라인 환경은 소비자가 제품을 직 확인할

수 없다는 취약 과(Lee& Turban,2001),제품 배송의 오류,결제 련

정보의 유출 등 다양한 험들이 존재한다(Bhatnagaretal.,2000).이러

한 요소들은 소비자들의 인지된 험을 증가시키거나 걱정이나 불안 등

의 부정 감정을 발생시킬 수 있다.온라인 환경에서 소비자가 인지하

는 비용은 소비자의 가치 인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험에서 매우

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Chen& Dubinsky,2003).특히,온라인 경

험은 컴퓨터와 같은 기기 사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기기 사용에 어

려움을 느낄 경우 온라인 소비자 경험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기기를 다루는데 능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험을 느끼기 때문에,이러한 측면에서 인지된

비용들을 소비자가 온라인 활용 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감소시키고,

온라인과 련된 활동을 회피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Venkatesh,

2000;Pereaetal.,2004). 한, 라이버시에 한 우려가 소비자의 경

험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인지된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온라인

에서 소비자들은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라이

버시에 한 걱정과 피해에 한 우려들은 소비자 경험에 부정 인 향

을 미칠 수 있다(성낙환,2010;김상희 & 김종기,2013;정하명,2013).

(3)온라인 소비자 경험에서의 소비자 반응

온라인 소비자 행동의 결과 요인에 해당하는 소비자 반응은 크게 만

족도,신뢰도,재 구매 의도로 나 어 볼 수 있다(Szymanski& Hise,

2000;Bansaletal.,2004;Ranaweera,Bansal& Mcdougall,2008;Kim,

Jin& Swinney,2009).온라인에서 소비자 만족과 신뢰,재 구매 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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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라인에서의 만족,신뢰,그리고 재 구매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

다.선행연구들에 의하면,온라인과 오 라인에서 만족,신뢰,그리고 재 구

매 의도를 구분하기 해 ‘e-satisfaction(Kim,Jin & Swinney,2009)’,

‘e-trust(Merrilees& Fry,2003)’,‘e-repurchase(Tsai&Huang,2007)’와 같

이 단어 앞에 ‘e’를 붙여 인터넷과 련된 변수임을 명시하고 있다.이러

한 이유는 온라인 환경과 오 라인 환경에서의 소비자 반응에 차이가 있

으며,동일한 제품과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온라인과 오 라인이라는 환

경 요소에 따라 다양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환경에서 소비자 반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한 연구들

을 살펴보면,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특성(Zhangetal.,2000;Park

& Kim,2003)’,‘상품 구색(Szymanski& Hise,2000)’,‘사이트에 한

보안(Elliot& Fowell,2000)’,‘과거의 경험(Kim,2005;Khalifa& Liu,

2007)’으로 나 어 볼 수 있다.첫째,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특성에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사업자가 사이트에 게재하는 정보들은 이해가

쉬워야 하며,제품과 서비스를 설명하기 한 최신의 정보여야 하고,소

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Zhangetal.,2000).사업자가 소비

자에게 제공한 정보는 온라인 환경에서 소비자가 인지하고 있는 험을

감소시켜 주는 역할을 하며,양질의 정보는 소비자 의사결정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한,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

한 정보들은 정보 탐색에 소요되는 소비자의 노력과 시간이라는 거래 비

용을 감소시켜 주기 때문에 최종 으로 소비자 만족도에 향을 미칠 수

있다(Park& Kim,2003).둘째,풍부한 상품 구색은 소비자의 니즈를 충

족시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

(Szymanski& Hise,2000).잘 구성된 온라인 인터페이스 체계는 소비

자들의 탐색 비용과 시간을 단축시켜 주며,이는 선택이나 구매 업무에

한 노력 한 감소시켜 주기 때문에 소비자 만족도나 재 구매 의도에

향을 미칠 수 있다.셋째,사이트에 한 보안은 온라인 환경에서 소비

자가 지각하는 험과 비용을 감소시켜 만족도나 신뢰도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 재무 정보나 건강정보와 같



-19-

이 사 인 개인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에 우려를 가지고 있다(Gefen,

2000).기업에서 온라인 사이트에 개인정보 보안에 한 라이버시 방

침 련 사항들을 소비자에게 제시할 경우 사이트에 한 신뢰도를 향상

시킬 수 있으며,소비자들의 지속 구매 의도와 만족도에 향을 미칠

수 있다(Elliot& Fowell,2000).넷째,과거의 경험은 만족도와 재 구매

의도에 향을 미칠 수 있다(Kim,2005;Khalifa& Liu,2007).과거의

소비자 경험은 미래의 온라인 경험에 향을 미치며(Ling,Chai&

Piew,2010),과거의 만족은 되어 하나의 경험을 형성하기 때문에

(Homburg,Koschate& Hoyer,2006),소비자의 과거 경험들은 만족도,

재 구매 의도와 같은 소비자 반응을 포함한 미래 경험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될 수 있다.

2)경험으로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지 까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은 다양한 서비스 환경에서 그 존재

가 확인되었으며,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한 연구들도 다수 진행되어져 왔다(Acquisti& Grossklags,2007;Deuker,

2010;Krasnovaetal.,2010;Xuetal.,2011;Flender,2013).하지만,소

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소비자에게 어떠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소비자에게 어떠한 경험을 제공 하는지에

한 연구들은 매우 미비한 편이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에서도 온라인 환경에서의 소비자 라이

버시 역설은 소비자학 측면에서 더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 경험 련 연구들에서 밝 진 바와 같이,온라인 환경은 소비자

의 니즈가 발생된 시 에 즉각 인 욕구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는 에서

오 라인 소비자 경험과 구별되며,오 라인 경험의 구성요소로 제시되

었던 물리 환경(physicalenvironment)과 인간 상호작용(humaninteraction)

이외에도 제품/서비스 특성,개인의 특성,반응,행동 등 다양한 요소들이

소비자 경험에 향을 미치는 동시에 소비자 경험을 구성하는 요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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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기 때문이다(Kumar& Karande,2000;Lewis& Charmners,

2000;Walls,2009).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환경을 심으로 소비자 경험의

에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살펴보고자 한다.온라인 소비자 경험

련 연구들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내 요인,외 요인,서비스 특성,

그리고 소비자의 다양한 반응들이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을 구성

하는 동시에 소비자 경험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하고자 한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경험의 에서 살펴볼 경우,소비자 라

이버시 역설이 소비자들에게 정 경험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아니면

부정 경험으로 해석 될 수 있는지에 한 악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온라인 환경에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을 살펴보는 것은 소비자

의 ‘웹 경험(web experience)’,이나 ‘온라인 구매 경험(online shopping

experience)’의 에서 온라인 소비자 경험에 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은 소비자들이 시장 환경에서

개인정보 활용을 통해 가치와 혜택을 얻고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일상

인 소비자 경험 하나라고 보고,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선행 요인

과 결과가 수반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는 소비자 경험(Dewey,1958)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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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향 요인

본 에서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효용

과 비용,그리고 소비자의 라이버시 태도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소비자의 효용 측면에서는 소비 가치에 따른 효용 인식,서비스 유형에

따른 효용의 다양화에 한 내용으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 라이버

시 비용 측면에서는 라이버시 비용 증가, 라이버시 비용 계산의 어

려움에 한 내용으로 선행연구를 고찰하 다.

1.소비자의 효용 인식

1)소비자 효용

소비자 효용은 소비자가 시장 환경에서 선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

치이며,소비자의 주 인 만족이라고 할 수 있다(김기옥 외,2001;이

정실 & 김의근,2003;Westbook,1987).소비자 효용은 소비 가치에서

제시된 다양한 차원의 가치들로 측정될 수 있으며,소비 가치는 상품 효

용에 한 반 인 소비자 평가(Zeithaml,1998)를 의미하므로,본 연구

에서는 소비자 효용을 소비 가치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소비 가치(consumptionvalue)는 소비자의 의사 결정 과정이나 선택

행동에 요한 향을 미치는 요인(Gutman& Vinson,1979)으로 소비

자 효용을 측정하는 요소로 받아들여져 왔다.소비 가치의 정의를 살펴

보면,‘소비 가치는 주어진 것과 희생되는 것의 조합(Rust& Oliver,

1994)’,‘소비자가 인지한 혜택에서 비용을 제외한 것(Day,1999)’,‘소비

자가 인지하는 효용이나 즐거움에 기여하는 것(Afuah,2002)’,‘혜택을 얻

는데 지불한 비용의 가로 얻는 순 이익(Chen& Dubinsky,2003)’,‘개

인의 구매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Sweeney& Soutar,2001;Cengiz

& Kirkbir,2007)’,‘개인의 일반 가치와 제품에 한 소비자의 평가에

사용되는 기 사이를 연결하기 한 개념(문희강 & 추호정,2008)’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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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토 로 소비 가치를 ‘이익과

비용의 계산 과정을 통해 도출된 소비자의 인지된 효용’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1960년 소비 가치는 의사결정에 한 동기를 설명해주는 요소로만

받아들여져 왔다(Shethetal.,1991;Holbrook,2006).하지만,1980년

에 와서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은 복잡한 동기로 구성되어 있으며,동

기는 내 가치와 외 가치로 구성될 수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면서,

소비 가치에 한 심이 고조되기 시작 하 다(Holbrook& Hirschman,

1982).

소비 가치는 단일 차원이라고 보는 과,다차원 인 요소들로 구성

되어 있다는 으로 나뉜다.단일 차원 에서 근된 연구들은 소

비 가치가 이익과 비용의 비교를 통해 도출된 것으로 경제학 측면에서

소비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하지만,경제 효용 추구의 측면에만

을 두고 있어 단일 차원 은 가치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에

한 설명을 하는데 한계를 가진다(Zeithaml,1988;Sweeney& Soutar,

2001;Sanchezetal.,2006).

다차원 인 에서는 소비 가치를 경제 효용으로만 바라보지 않

고,정서 인 부분과 기능 인 부분까지 고려하여 소비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다차원 인 차원에서 근된 소비 가치는 ‘계 소비 가치(customer

valuehierarchy)’,‘실용 ㆍ쾌락 가치(utilitarianandhedonicvalue)’,‘가치

론 는 가치 이론(axiologyorvaluetheory)’,‘소비 가치 이론(consumption

valuetheory)’,‘Holbrook의 소비자 가치 유형(typologyofconsumervalue)’

에 토 를 두고 있다(Sánchez-Fernández& Iniesta-Bonillo,2007).다차원

차원에 기반이 된 연구 내용들을 세부 으로 살펴보면,첫째,‘계 소

비 가치(customervaluehierarchy)’는 Woodruff와 Gardial(1996)이 제시한

계 고객 가치(customervaluehierarchy)에서 시작되었다. 계 고

객 가치는 제품 속성에 이 맞추어져왔던 가치의 개념을 확장시키는

데 기여하 다. 계 소비 가치는 ‘속성’,‘결과’그리고,‘바람직한 상

태’라는 세 가지 계에 토 를 두고 있으며(Woodruff& Gardial,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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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가치는 특정 상황에서 유발되는 요소들에 의해 단되어 지는 특성

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Parasuraman,1997;VanderHaaret

al,2001)

둘째,‘실용 ㆍ쾌락 가치(utilitarian andhedonicvalue)’는 Babin

외(1994)가 제시한 가치 척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Babin외(1994)는 소

비 경험에서 간과되어져 왔던 쾌락 측면을 강조하 고,개인의 소비

활동은 실용 결과 이외에도 쾌락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주장을

하 다.Babin외(1994)는 실용 ㆍ쾌락 가치를 기반으로 소비 척도를

제시하 으며,Babin과 Kim(2001),Babin과 Babin(2001),그리고,Chiu

외(2005)의 실증 연구에서 소비자의 실용 가치와 쾌락 가치가 측정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셋째,‘소비 가치 이론(consumptionvaluetheory)’은 Sheth,Newman

과 Gross(1991)에 의해 제시된 것이다.Sheth,Newman과 Gross(1991)는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소비 모델과 임워크를 통합하

여 다차원 인 소비가치 이론(theoryofconsumptionvalues)을 제안하

다.소비 가치 이론은 ‘시장에서 개인의 선택은 다차원 인 제품 속성

이 아닌 다양한 소비 가치에 의해 결정 된다’는 이론으로 세 가지 가정

을 기본 제로 하고 있다.첫째,소비자 선택은 다양한 소비 가치들과

련이 있으며,둘째,소비 가치들은 선택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향을

미치며,셋째,소비 가치는 독립 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Sheth,

Newman& Gross,1991).

Sheth,Newman과 Gross(1991)는 소비 가치를 ‘기능 가치’,‘감성

가치’,‘지 가치’,‘사회 가치’,‘상황 가치’라는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 어 보고 있다.첫째,기능 가치(functionalvalue)는 경제 효용

이론에 기반을 둔 가치이다.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이나,성과,성능,가

격 등으로부터 도출된 소비 가치로 선택 행동을 유발시키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둘째,감성 가치(emotionalvalue)는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유

발하는 감정으로 정 이거나 부정 인 느낌을 의미한다.셋째,지 가

치(epistemicvalue)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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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에 한 욕구에 한 가치이다.넷째,사회 가치(socialvalue)는

사회 인 욕구를 충족하거나 제품과 서비스 사용을 통해 타인들과 사회

교감과 련된 가치이다.다섯째,상황 가치(conditionalvalue)는

소비자가 처한 상황이나 특정 상황에서 발생하고 지각되는 가치이다.다

섯 가지 소비 가치는 상황에 따라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향 정도에 차

이가 있을 수 있으며,여러 가지 가치들이 복합 으로 소비자 행동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이 강조되었다.Sheth,Newman과 Gross(1991)의 소

비 가치는 소비와 련된 가치들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다섯 가지 소비 가치의 개념이 불명확하며,정확한 측정이 어렵다는 한

계 을 가지고 있다.

넷째,‘Holbrook의 소비자 가치 유형(typologyofconsumervalue)’을

살펴보면,Holbrook(1996;1999;2006)은 소비 가치를 개인의 선호로 보

고,소비자가 지불한 비용에 상응하는 만큼 획득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효용성에 한 평가라고 정의하고 있다.Holbrook(1996;1999)은 네 가지

제를 가지고 소비 가치를 바라보았다.첫째,소비 가치는 상호 이다.

둘째,소비 가치는 주 인 것이며,상 인 것이며,상황에 따라 변화

하는 것이다.셋째,소비 가치는 선호를 반 하기 때문에 선택 (preferential)

이다.넷째,소비 가치는 소비 경험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Holbrook(1996;1999)은 에 네 가지 제를 토 로 소비 가치를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다.분류의 기 은 첫째,소비 가치는 자기 지향 인

것과 타인 지향 인 것으로 분류 될 수 있다.자기 지향 인 가치는 나

에게 미치는 향력을 심으로 개인의 반응에 을 두며,타인 지향

인 가치는 타인에게 미치는 향력에 을 두는 것이다.둘째,소비

가치는 내재 가치와 외재 가치로 분류 될 수 있다.내재 인 가치는

경험 그 자체를 요한 것으로 보지만,외재 가치는 개인의 경험을 목

달성을 한 수단으로 본다.셋째,소비 가치는 능동 인 것과 반응

인 것으로 분류 될 수 있다.능동 인 가치는 무언가에 의해 조작된 결

과이지만,반응 가치는 조작되지 않은 개인의 반응이나 평가를 의미한

다.세 가지 기 에 의거해 소비 가치는 효율,오락,우수함,심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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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존경, 성으로 세분화 되었으며,후속 연구에서 이를 토 로 경제

가치,쾌락 가치,사회 가치,이타 가치로 다시 유형화 되었다

(Holbrook,2006).Holbrook(2006)이 제시한 경제 가치,쾌락 가치,사

회 가치,이타 가치의 의미를 살펴보면,경제 가치는 소비와 련

된 개인의 경험들이 목 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의미한다.쾌락

가치는 개인이 소비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즐거움,재미 등을 의미한다.

사회 가치는 개인의 소비 행동이 타인의 반응과 연 되는 것을 의미한

다.이타 가치는 윤리 으로 올바른 것으로 소비와 련된 개인의 행

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향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 가치를 다차원 인 개념으로 보고,Sheth,Newman

과 Gross(1991),Holbrook(2006)이 제시한 소비 가치들을 기반으로 경제

가치,쾌락 가치,사회 가치를 심으로 양 연구에서 인지된 효

용으로 소비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2)소비 가치에 따른 효용 인식

온라인 환경에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교환 가능한 상품으로 가치

를 지니게 되면서,개인정보는 하나의 자원처럼 활용되어지고 있다(이혜

인 외,2012;Gungor,Lu& Hancke,2010).소비자들은 개인정보를 활용

하기 이 에 개인정보 제공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과 비용을 계산하며,

효용이 큰 쪽으로 행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Laufer& Wolfe,1977).

라이버시 환경에서 소비자들의 계산 과정은 개인이 인지하는 가치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Laufer& Wolfe,1977;Norberget

al.,2007;Pavlou,2011),개인이 얻고자하는 혜택에 따라서도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소비 가치는 개인이 서비스나 제품을 통해 얻고자 하는 혜택으로

(Day,1999;Chen& Dubinsky,2003),개인의 소비 결정에 요한 향

을 미치는 변수로 여겨져 왔다(Kim,Chan& Gupta,2007).소비 가치가

소비자의 행동에 미치는 향을 살펴 본 연구들에 의하면,소비 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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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 구매를 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장인정 & 엄서호,

2000),소비자 만족이나 재 구매에도 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으로 확인

된 바 있다(김상 & 오상 ,2001). 한 소비 가치는 사업자에 한

신뢰,충성도에도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으며(안 희 & 허원무,

2009),제품이나 서비스에 한 호감도나 선호도에도 향을 미친다(박

혜정 & 김혜정,2004).

소비자학 에서 소비 가치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 환경에서 혜

택과 비용 간의 상충 효과로 작용하며,상품이나 서비스에 한 평가로

해석되어져 왔다(구명진 외,2015).소비 가치는 다양한 시장 환경에서

소비자의 구매 행동,제품 선택 행동 등 다양한 행동을 설명하는데 유용

한 변수로 사용되어져 왔고(박선 외,2005),개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악하는데 활용되어져 왔다(Zeithaml,1988;Lai,1995).

이러한 에서 소비 가치는 소비자들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보호하는

행동에 한 설명과 함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발생시키는 원인에

한 설명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한,시장 환경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결정하는 요인은 품질이나 가격

이 아니며,제품이나 서비스가 가져다주는 소비 가치로 결정된다(김동원,

1994;,이민훈 외,2009).그러므로 소비 가치를 인지된 효용의 으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살펴볼 경우,특정 서비스에서 추구되는 소비

가치의 종류와 정도 차이를 살펴보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어

떠한 소비 가치에 의해 서비스들이 이용되는지에 한 해석 한 가능하

게 할 것이다.

인지된 효용은 소비자들의 정보 제공 행동을 진시키는 요인으로 소

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라이버시 우려와 같은 비

용을 상쇄시키는 요인으로 밝 진 바 있다(Chellappa & Sin,2005;

Hannetal.,2008;Xuetal.,2011).그러므로 본 연구는 소비 가치를 토

로 양 연구에서 서비스 유형별 인지된 효용을 살펴보고,어떠한 소

비 가치에 의해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증가하고 감소하는지 살펴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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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서비스 유형에 따른 효용의 다양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연구의 흐름은 스마트폰 기반의 다양한 서비

스들이 보편화 되면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스마트폰은 개인화 된 기

기로 항상 소지가 가능하며,24시간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다.이러한 특

성을 가진 스마트폰은 온라인 환경에서 다각화된 효용을 릴 수 있는

매개체인 동시에 개인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들을 창출시키는 진제 역할

을 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 원회,2012;2013).

재까지 진행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연구들을 살펴보면,2010년

을 기 으로 연구 흐름에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2010년 이 의

연구들은 특정 서비스 환경 보다는 온라인 환경에서의 소비자 라이버

시 역설의 유ㆍ무를 살펴보거나(Chellappa& Shin,2005;Dinev& Hart,

2006;Norbergetal.,2007),비 시장 재화인 개인정보나 개인정보 보호를

화폐 가치로 평가하거나(김정은,2008;Hubermanetal.,2005;Grossklags

& Aquisti,2007),행동경제학 측면에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원인

을 살펴본 연구들(Acquisti& Grossklags,2004)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2010년을 기 으로 치기반 서비스(김종기 & 김상희,2012;

Xu etal.,2010),SNS(Krasnova & Veltri,2012),e-커머스(이진명,

2015;Lietal.,2011;2012),모바일 결제 서비스(Lietal.,2011;2012)

등 특정 서비스 환경에 을 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연구들이 진

행되어져 왔으며,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연구가 서비스 심으로 세분

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정 서비스를 기반으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연구가 진행된 배경

은 네 가지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첫째,소비자들은 기술이 기반이 된

서비스 환경에서 기술이 제공하는 속성에 따라 라이버시 계산 방법을

달리하며(Xuetal.,2011),둘째,서비스 유형별로 소비자가 느끼는 라

이버시 혜택에 차이가 있고(Li,2011),셋째,서비스 유형별로 소비자가

인지하는 라이버시 우려나 험 정도가 다르며(Li,2011),넷째,서비스

마다 활용되는 정보 유형과 범주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이혜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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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Li,2011;2012).특히 온라인이나 스마트 기기와 같이 기술이 기반

이 된 서비스 환경에서는 기술의 특성이 소비자들의 소비 활동이나 상호

작용에 향을 미치며(Alam & Perry,2002;Kristenssonetal.,2002),

소비자가 스스로 경험을 창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Edvardsson

etal.,2000;Prahalad& Ramaswamy,2004),기술이 기반 된 서비스 환

경에서의 소비자 경험은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서비스 특성에 따라 달

라질 수 있다(Sandström etal.,2008).

기술이 기반이 된 서비스 환경 에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된 서비스들은 SNS, 치기반, 자상거래와 련된 서

비스가 표 이다.해당 서비스들에 한 특성과 련 연구들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첫째,SNS는 기술 환경에서 요한 커뮤니 이션 도구

로 인식되어져 왔다(Zlatolasetal.,2015).SNS는 사업자 뿐 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개인 정보가 제공되고,개인 한 타인들의 개인정

보를 얻을 수 있다는 특성을 갖는다.소비자들은 SNS에서 은 비용으

로 효과 인 소통을 할 수 있으며(주순화,2012),사회 계를 유지할

수 있고(김성환,2011),오락과 즐거움(박종철 외,2011)등의 효용을 제

공 받을 수 있다.SNS서비스 이용에 활용되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로

는 학력,이름,생일과 같은 로필 정보,하루 일상이나 개인의 느낌,생

각들을 기록한 정보,사진 동 상 등의 이미지 련 정보들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Chang& Heo,2014;Zlatolasetal.,2015).SNS에서 소

비자들의 개인정보 제공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인지된 라이버시

의 가치,친구의 수,인지된 험,인지된 혜택,SNS활용 시간,즐거움

의 정도,호기심 등으로 나타났다(Special& Li-Barber,2012;Chen,

2013;Chang& Heo,2014;Kwak,Choi& Lee,2014).특히 SNS이용

동기에 따라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제공 정도에 차이가 나타났으며(Special

& Li-Barber,2012),SNS활용 정도에 따라서도 제공하는 개인정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두희 & 임승희,2006;김성환,2011;박

종철 외,2011;Schau& Gilly,2003;Basak& Calisir,2015).

둘째, 치기반 서비스는 소비자들에게 지리 치 정보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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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가치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Bellavistaetal.,2008).소비자들은

치 정보를 기반으로 시 기에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스토랑,주유소,마트 등 다양한 서비스들과 결합하여 다각 인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Mao& Zhang,2014). 치기반 서비스는 개인의 상

황 정보에 한 측을 가능하게 하며,개인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보 탐색 비용을 감소시켜주며,서비스 경험을 향상시키는데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Zhou,2013).소비자들은 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하

면서 자주 방문하는 장소,이동 경로,목 지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 정보를 기반으로 편리성,맞춤화,개

인화,경제 ,그리고 오락 가치를 실 하고 있는 것으로 밝 졌다

(Pura,2005;Atluri& Shin,2007).

셋째, 자상거래는 거래에 사용되는 기기에 따라 e-commerce 는

m-commerce로 불리기도 한다. 자상거래는 렴한 가격에 물품 구매

가 가능하며(이 철 & 최 재,2012),실시간 상품 검색과 구매가 가능

하다는 특성을 가진다(김규동,유 목 & 김정래,2013). 자상거래에서

는 이름,연락처,배송 주소지 등의 개인 정보와 신용 카드 번호,은행

계좌와 련된 결제 련 정보들이 활용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선 외,2013).소비자들은 오락 동기,정보성 동기,경제성 동기에

의해 온라인에서 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 희 &

옥,2012;이 철 & 최 재,2012). 한, 자상거래는 다양한 가치에

의해 활용되어지고 있었는데,소비자들은 자상거래에서 개인정보를 활

용하여 편리성,즉시연결성,개인화,사회 가치,유희 가치 등 다양한

가치를 실 하기 해 자상거래를 이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 희

& 옥,2012;이 철 & 최 재,2012;이방형,2013).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서비스 유형에 따라 소비자의 경험에 차이가 있

을 것으로 가정하고,SNS,M-커머스, 치기반 등 다양한 서비스를 기

반으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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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비자의 라이버시 비용 인식

1)소비자 비용

소비자 비용(consumercosts)에 한 통합된 하나의 정의는 없지만,

소비자 비용은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비용과,비

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소비자가 효용을 얻기 해 희생되

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Liang & Huang,1998;Strader& Shaw,

1999). 비용은 화폐를 의미하며,비 비용은 시간 비용,노

력비용,심리 비용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Berry etal,

2002;Broekhuizen& Jager,2004).

소비자 비용은 경제학 에서 제품의 가격이라는 비용에

을 두고 연구되어져 왔다.하지만,서비스 이용 측면에서 소비자 비용

은 비용 뿐 만 아니라,소비자가 서비스 이용을 해 개인에게

맞는 서비스와 사업자를 찾는데 발생하는 노력과 시간 비용,그리고 서

비스 사용에 익숙해지기 해 발생하는 노력 비용 등 비 측면에서

추가 인 비용이 발생될 수 있음이 확인되면서 소비자의 비 비용

에 한 심이 고조되었다(Klemperer,1987;Nissen,1992;Jonesetal.,

2002;Aydinetal.,2006).

본 연구는 소비자들이 온라인 시장 환경에서 지불해야 하는 비

비용에 을 두고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온라인 환경에서 소비자

의 비 비용과 련된 연구를 살펴보면,소비자의 비 비용은

‘학습 비용’과 ‘심리 비용’으로 크게 나 어 볼 수 있다.첫째,학습비용

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다시 세분화 될 수 있다.소비자가 서비스를 이

용하면서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는데 발생되는 개인의 노력과 시간(Klemperer,

1987;Nissen,1992), 안을 탐색하고 평가하는데 발생하는 노력과 시간

(Jonesetal.,2002),개인에게 맞는 서비스나 사업자를 찾는데 발생하는

노력과 시간 비용(Patterson& Smith,2003)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둘째,심리 비용은 개인이 사업자에 한 신뢰가 기반 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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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발생될 수 있는데,심리 비용은 개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

끼는 지각된 험과 련된 비용,사업자와의 유 감을 형성하는데 발생

하는 심리 인 비용이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Jonesetal.,2002;

Aydinetal.,2005).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개인정보 보호나 활용으로

발생되는 비용보다는 비 비용 측면에 을 두고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향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라이버시 비용 증가

소비자들이 인지하는 라이버시 비용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Huietal.,2007). 라이버시 비용의 증가 원

인을 살펴보면,첫째,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들의 증가를

로 들 수 있다.스마트 기기의 확산은 소비자들의 자발 인 개인정보

활용을 진시키며,다양한 범 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도록 요구하고 있

다.소비자들은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길 안내,건강 리,할인 혜택 등

다각화된 효용을 리고 있으며,사업자들은 다각화된 서비스 제공을 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활용 범 를 차 확 시키고 있다(나은 ,2013;매

일경제IoT 명 로젝트 ,2014;Gungor,Lu& Hancke,2010).

둘째,개인정보의 비 경합성과 소멸되지 않은 개인정보의 특성이 라

이버시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데이터로 장된 개

인정보는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동시에 사용될 수 있는 비 경합 특성

을 지닌다.특히 온라인에서 제공된 개인 정보는 송과 복제가 용이하

기 때문에 유출되거나 제 3자에 의해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개인 으로

보호 하는데 한계를 가진다.개인정보 에서도 자발 으로 제공된 소비

자들의 개인 정보는 정당한 비용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며,한 번의 사용

으로 소멸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므로 완벽한 회수가 어렵다.이러한 소

비자의 개인 정보 특성은 라이버시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개인정보 원회,2012;2013).

셋째,잘못된 개인정보 보호로 라이버시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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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들은 온라인 환경에서 기업의 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개인

정보의 오ㆍ남용을 막기 해 사업자에게 허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enguptaetal.,2002;Lwin& Williams,2003).소비자들의

허 정보 제공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행동은 일시 인 라이버시 비용

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수 있다.하지만,기업의 측면에서 허 정

보 제공은 타겟 집단을 잘못 선택하게 하여 높은 마 비용을 래할

수 있고(Lwin& Williams,2003),정부 규제자나 법률 입법자의 측면에

서도 소비자에 한 잘못된 정보는 정책을 마련하고 입법을 하는데 부정

인 향을 미칠 있다(Hiller& Cohen,2002).즉,소비자가 제공한 허

정보는 기업과 정부의 입장에서 비용으로 작용될 수 있고,기업과 정

부에서 발생된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다시 가 되어 기존의 라이버

시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Fox etal.,2000;Lwin&

Williams,2003).

라이버시에 한 비용 증가는 소비자들의 라이버시 의사 결정 과

정에 향을 미치며,과도한 비용 발생 시 소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포

기하거나 이를 회피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거래 환경에서 소비자

들의 개인정보 제공은 미래에 발생할 부정 인 결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는 조건 하에 제공되는 것이며(Laufer& Wolfe,1977),시장 자율에

의해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것을 기 하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자복,2000),소비자의 라이버시 비용을 최소화 시켜 수 있는 방

안 마련이 필요하다.

3) 라이버시 비용 계산의 어려움

소비자들은 특정 상황에서 결정이나 선택을 하기 해 계산 행동을

하게 된다(Laufer& Wolfe,1977).하지만,항상 올바른 계산을 하는 것

이 아니며,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라이버시 비용과 효용을 계산하는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Acquisti& Grossklags,2004;Deuker,2010;

Flender,2013;Sutantoetal.,2013;Baek,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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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라이버시 비용 계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첫째,불완 한 정보,둘째,장기 험 손실 계산의 어려움,셋째,제한

된 합리성으로 나 어 볼 수 있다.첫째,불완 한 정보 측면에서 살펴보

면,시장 환경에서 소비자들은 그들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구에 의해 활용되는 것인지에 한 불완 한 정보를 가지게 된다.특

히,쿠키,웹로그와 같은 비자발 제공 정보들은 소비자들이 정보 제공

사실을 제 로 인지하기 어려우며,한번 제공된 개인정보는 회수가 불가

능하기 때문에 라이버시 비용에 한 측을 어렵게 할 수 있다(Acquisti

& Grossklags,2004;Deuker,2010;Flender,2012;Sutantoetal.,2013;

Baek,2014).

둘째,장기 험 손실 계산의 어려움 측면에서 살펴보면, 라이버

시 련 문제들은 피해가 즉각 으로 가시화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 가능

성에 한 측이 불가능하다.불확실한 환경에서 소비자들은 라이버

시 의사결정 과정에서 라이버시 비용을 정확히 고려하여 선택 행동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느낄 수 있다.특히 소비자들은 즉각 인 험과 피

해가 아닌 장기 인 험과 손실을 계산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개인정보 노출 험에 해서 과 평가하거나 과소평가 할 가능성이 크

다.그러므로 불확실하고,장기 인 라이버시 비용에 한 계산은 라

이버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Acquisti&

Grossklags,2004;Deuker,2010;Flender,2012).

셋째,제한된 합리성 측면에서 살펴보면,소비자들이 완벽한 정보를 가지

고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 인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이러한 이유는 소

비자들이 가진 합리성은 제한 이기 때문이다. 부분의 소비자들이 라이

버시 우려를 최소화 하는데 실패하며, 라이버시 보호하는 비용을 라이

버시 침입을 허가하는 비용보다 높게 책정한다.이러한 상은 소비자들의

합리성이 제한된 상황에서 나름 로 비용과 효용의 계산을 통해 합리성을

추구하는 행동일 수 있다(Acquisti& Grossklags,2004;Fleder& Muller,

2012).그러므로 라이버시와 같이 합리성을 추구하기 어려운 의사결정 환

경에서 소비자들은 라이버시 비용 계산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34-

3.소비자의 라이버시에 한 태도

1)소비자 태도

태도(attitude)는 특정 상에 한 소비자의 호의 는 비호의 인

평가로(Fishbein& Ajzen,1975)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의 주

반응(Thomas,1918),개인의 성향,감정,생각(Secord& Backman,1964),

특정 상에 한 개인의 정서(Bettman,1979),개인의 경험에 의해 학

습된 것(Lutzeta.,1983)으로 정의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들의 정의들을 기반으로 소비자 태도를 경험에 의해 학습된 특정 상에

한 주 반응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소비자 태도에 한 연구들은 태도의 특성,태도의 구성 요소,태도의

기능을 살펴본 연구들로 나 어 볼 수 있다.소비자 태도의 특성을 살펴

본 연구들에 의하면 태도의 특성은 다섯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첫째,

태도는 반드시 특정 상이 존재해야 하며,둘째,정도와 호의 는 비

호의 인 방향성을 가진다.셋째,일시 이지 않으며,어느 정도의 일

성을 지니고,넷째,태도는 학습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선천 으로 습

득되는 것이 아니다.마지막으로,태도는 개인을 둘러싼 상황에 향을

받는 것으로 개인의 다양한 외 요소들에 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손동엽,2011;Day,1971;Fishbein& Ajzen,1975).

태도의 구성 요소들에 한 연구들은 태도의 구성 요소들이 어떠한

배열을 갖느냐에 따라 다른 견해를 보 다.태도의 구성 요소에 한 논

의는 태도의 삼각 이론(tripartiteview ofattitude)과 단일 차원 견해

(unidimensionalistview ofattitude),다속성 태도 모델(multi-attribute

model)로 나 어 볼 수 있다.첫째,태도의 삼각 이론(tripartiteview of

attitude)은 개인의 태도를 인지 ,감정 ,행동 요소로 구성된다고 보

고 있다.인지 요소는 특정 상에 한 개인의 경험이나 습득된 정보

들을 포함하는 개인의 신념이며,감정 요소는 특정 상에 한 반

인 평가로 소비자의 느낌이나 감정라고 볼 수 있다.마지막으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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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는 특정 상과 련한 소비자들의 행동이나 행 에 한 경향

는 가능성을 의미한다(Rosenberg&Hovland,1960).둘째,단일 차원 견해

(unidimensionalistview ofattitude)는 태도를 감정 인 측면에서 보고 있

다는 에서 다른 견해들과 차이가 있다(Richard& Lutz,1981).단일

차원 견해에서 태도는 감정과 동일한 것으로,개인의 신념이 태도에

향을 미치며,개인의 태도는 행동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셋

째,다속성 태도 모델(multi-attributemodel)은 소비자의 태도는 특정

상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속성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았다.다

속성 태도 모델에서는 개인의 태도를 측정하는 계산 방법을 제시하 는

데,특정 상의 속성에 한 개인의 신념의 강도와 평가,그리고 신념의

수를 기반으로 개인의 태도가 측정될 수 있다고 하 다(Fishbein,1980).

태도를 기능 측면에서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소비자 태도의 기능을

다섯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고 있다(Katz,1960).첫째,실용 기능

(utilitarianfunction)으로 소비자들은 비용 보다 편익을 주는 상에

하여 정 인 태도를 유지한다.이는 소비자가 효용은 최 화 하고 비

용을 최소화 하려는 경향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둘째,자기

방어 기능(ego-defensivefunction)으로 소비자들의 태도가 외부 인

과 내 불안감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셋째,가치 표

기능(value-expressivefunction)은 자기 방어 기능과는 상반되는 기능

으로 태도는 소비자들이 가진 가치를 표 하고 자신의 자아개념을 표

하는데 사용된다.넷째,지식 기능(knowledgefunction)으로 태도는 특정

상황이나 상을 지각하는데 있어 지침이나 기 을 제시하는 기능을 한

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 태도 련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태도는 어느 정도의 일

성과 지속성을 가지며(Day,1971),소비자 자신을 표 하고,방어하며,

삶의 지침이나 기 이 되는 것으로 소비자의 개인 목표나 욕구를 충족

시키는 기능을 하며(Katz,1960),소비자 행동과 반응을 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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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비자 라이버시 태도

라이버시에 한 소비자 태도는 라이버시 역설을 확인하는데

요한 변수로 사용되어져 왔다(Norbergetal.,2007;Pavlou,2011;Xuet

al.,2011;Xuetal.,2012).소비자 라이버시 태도 련 연구들은 첫째,

라이버시 우려 련 연구와 둘째, 라이버시 태도를 심으로 소비자

를 유형화 한 연구들로 나 어 볼 수 있다.

첫째, 라이버시 우려를 라이버시 태도로 살펴본 연구들에 의하면,

라이버시 우려는 정보 라이버시에서 핵심이 되는 소비자 문제로 여

겨져 왔다(Peslak,2006). 라이버시 우려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정보의 민감성,정보 요구의 유형,정보 수집,통제

환경,개인 인 성향 등에 따라 라이버시 우려 수 이 달라질 수 있다

고 하 다(Milne& Gordon,1993;Phelpsetal.2000;Huietal.,2007;

Zukowski& Brown,2007).소비자들은 라이버시 우려 수 이 높을수

록 정보 공개에 있어서 소극 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기

업에 한 신뢰가 높을수록 라이버시 우려가 낮아져 개인정보 제공 의

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ipioretal.2013).

최근에는 라이버시 우려를 통합 인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다양한

임을 제시한 연구들,그리고 라이버시 우려 련 연구들에 용되었던 이

론들을 살펴본 연구들이 진행되었다.Smith(2011)의 라이버시 우려의 통

합 임워크 모델 APCO(Antecedents-PrivacyConcerns-Outcomes)에

의하면, 라이버시 우려에 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들에는 인구통계학

요인,개인 요인, 라이버시 인식, 라이버시 경험,문화/동조

련 요인들이 있으며,규정,행동 반응,신뢰 등은 라이버시 우려에 선

행과 결과 요인에 모두 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하

다.Li(2012)는 라이버시 우려를 심으로 진행된 연구들에 용된 이

론들을 정리하는데,온라인 정보 라이버시 우려의 기원 측면에서는

리인 이론,사회계약 이론이 제시되었으며,온라인 정보 라이버시 우려

를 계산 에서 다룬 연구들에서는 라이버시 계산 이론,효용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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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이론,기 이론,기 가치 이론들이 제시되었다.마지막으로 라

이버시 우려의 행동 결과의 측면에서는 합리 행동이론,계획된 행동

이론이 라이버시 우려를 설명하는데 사용되었다고 제시하고 있다(Li,

2012).

둘째, 라이버시 태도를 기반으로 소비자를 유형화 한 연구들을 살펴

보면, 라이버시에 한 소비자 태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며,다양한

소비자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Westin(1967)은 라이버시

보호에 한 태도를 기 으로 ‘라이버시 무 심자(privacyunconcerned)’,‘

라이버시 근본주의자(privacyfundamentalists)’,‘라이버시 실용주의자(privacy

pragmatists)’라는 세 가지 집단으로 소비자들을 유형화 하 다.‘라이버시

무 심’자 집단은 개인정보 수집에 한 우려 수 이 낮으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업들을 신뢰하는 수 이 높은 집단이며,‘라이버시 근본주

의자’는 개인정보 제공에 한 우려도가 높으며, 라이버시 련 법규나

규정에 정 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라이버시 실용주의자’

는 개인정보에 한 자기 통제권을 갖기 원하며 다양한 기회와 서비스

혜택을 고려하며 라이버시 보호 행동을 하는 집단으로 나타났다.김범

수 외(2009)는 Westin(1967)의 소비자 유형 분류를 토 로 국내 소비자

를 유형화 하 는데,국내 소비자들은 ‘극 실용주의자’,‘소극 실용

주의자’,‘극 보수주의자’,‘소극 보수주의자’,‘무 심자’로 유형화

되었고,국내 소비자를 심으로 소비자 라이버시 태도에 따라 집단을

유형화 한 기소진 외(2013)의 연구에서도 ‘심형’,‘라이버시 무 심

형’,‘라이버시 걱정형’으로 소비자가 다양하게 유형화 되었다.본 연구

에서는 라이버시에 한 소비자 태도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증

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데 향을 미칠 수 있으며,소비자 라이버시 역

설 경험을 설명하는데 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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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과 소비자 반응

본 에서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과 련된 소비자 반응을 살펴보

기 하여 귀인 과정,심리 방어기제,부정 반응, 정 반응에

한 연구들을 고찰하 다.

1.귀인 과정과 심리 방어 기제

1)귀인 과정

귀인(attribution)은 ‘특정 상에 한 인과 계를 추론하는 하나의

심리 과정이자 행 의 원인을 지각하는 사고의 과정’으로 정의되고 있

다(Kelley& Michela,1980;Weiner,1980).개인이 특정 상에 한 귀

인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행동에 한 원인을 규명하기 한 것으로,인

과 설명을 통해 자신의 행동에 한 원인을 체계화 하고,원인에 한

추론 과정을 통해 자신의 재 행 와 미래 행 를 정당화시키기 한

것이다(Heider,1958).

개인의 귀인 과정은 인과성의 치(locusofcausality),지속성(stability),

통제 가능성(controllability)에 따라 달라진다(Weiner,1980).첫째,인과성의

치(locusofcausality)는 소비 상황에서 결과에 한 책임을 내부(자

신)에 둘 것인지,외부(서비스 제공자, 매자 등)에 둘 것인지에 따라

귀인 과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내 귀인은 개인이 처한 상황

에서 그 상황에 한 책임을 자신에게 두거나,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문성정,2014).내 귀인을 하는 소비자들은

외 귀인을 하는 소비자들보다 후회감과 같은 부정 감정을 더 많이

경험하며,부정 감정을 느낀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그 지 않은 소비자

들에 비해 낮은 수 으로 나타났다(강교 ,2006).둘째,지속성(stability)

은 행동의 원인이 일시 인 것인지,아니면 지속 인 것인지에 따라 귀

인의 과정이 달라 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개인의 행동이 일시 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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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미래와 달라질 수 있다는 기 를 가지게 될 수 있다.특정 행동

이나 상황을 개인이 통제 할 수 있다고 인지한다면,이를 지속시키거나

단하기 한 노력을 시도하지만,개인이 통제 할 수 없음을 인지할 경

우 외부에 책임을 두고 귀인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Weiner,

2000).셋째,통제가능성(controllability)은 자신이 통제 가능한 상황인지,

아니면 특정 상황이나 행동이 사업자가 통제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인지

에 따라 귀인의 과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개인은 귀인 과정을 통

해서 행동의 원인이 통제가 가능한 것인지,통제 가능하다면 그 가능성

이 내부 는 외부에 있는지를 단을 하게 된다(Smith& Ellsworth,

1985).특정 상황이나 행동의 발생 원인이 외부에 책임이 있고,외부에

의해 통제가 가능하다고 지각된 경우에는 불만이 발생될 수 있으나,내

부에 책임이 있고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지각될 경우 결과에

한 불만 수 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Wong& Sproule,1984;Hui

& Toffoli,2002).

귀인은 정교한 정보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 으로 발생하며(성

형석 & 한상린,2012),개인의 여도에 따라 귀인의 정보처리와 의사결

정 과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안 호 & 윤면상,1990).이러한 이유

는 여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개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신념이 통합되

어 감정이나 태도를 형성한 뒤 행동으로 이어지지만, 여도가 낮은 경

우에는 신념이 통합되는 과정 없이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Mizerski,1982).그러므로 특정 상황에서 여도가 높은 소비자들은 귀

인 과정을 거쳐 그것이 재 구매 의도나 행동 반응에 향을 미칠 수 있

으나, 여도가 낮은 소비자들의 경우 귀인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낮고

외부에 책임을 가하는 자기 본 편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안

호 & 윤면상,1990;한상린 & 성형석,2007;Mizerski,1982).

소비자의 감정 그리고,반응의 측면에서 귀인 과정을 살펴보면,귀

인은 귀인(attribution)→ 감정(affect)→행동(behavior)의 과정을 거치며,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진 바 있다(Folks,1984).귀인은 만

족 뿐 만 아니라,소비자의 부정 감정과 불만족에도 향을 미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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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이유재 & 차문경,2005;Manrai& Gadner,1991;Weiner,2000),

개인은 자신의 행동 결과가 정 인 경우보다 부정 이라고 인식될 경

우 귀인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귀인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경우 소

비자들은 심리 인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부정 감정은 소비자들의

행동이나 행동 반응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상린 & 성형

석,2007).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인지한 소비자들의

경우 라이버시에 한 여도,통제의 치,그리고 통제 가능성을 기

반으로 자신의 행동에 한 원인에 한 추론 과정을 거칠 것으로 가정

해 보았다.

2)심리 방어 기제

심리 방어기제는 갈등,불안과 같이 부정 감정을 해소시킬 수 있

는 심리 인 조작을 의미한다(Freud,1936).개인은 심리 인 부조화를

경험하게 될 경우 이를 해소하고 자아를 보호하기 해 무의식 으로 방

어 기제를 사용하며,비합리 인 행동을 할 경우 심리 균형 상태를 유

지하고자 심리 방어 기제를 사용하게 된다(Tavris& Aronson,2007).

개인이 심리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이유에는 자신의 행동이 합리 이

기를 바라며,자신이 내린 결정에 해서 옳다고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

이다(VanBovenetal.,2003;Sherman& Cohen,2006).하지만,개인의

행동은 항상 합리 일 수 없고,옳지 못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심리 방어는 소비자의 합리성을 추구하고,개인의 선택을 지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특히 두 가지 이상의 안 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

인은 한 가지를 선택하는 가로 심리 비용을 경험하고,선택하지 않

은 안이 가지고 있는 장 을 포기하여야 한다(Kitayamaetal.,2004).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심리 인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부정 인

감정을 해소시키기 한 다양한 방어기제를 사용하게 되고,그 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심리 방어기제가 자기합리화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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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합리화는 자신의 행동에 하여 그럴 듯하게 이치에 닿는 이유

를 내세우는 방어 기제 하나로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자신이 바래왔던 것을 평가 하 하거나 자신이 선택한 안을 높게

평가하는 것을 의미 한다(이재훈 외,2002).자기합리화가 개인의 심리

인 갈등을 해소시키는 심리 방어기제로 사용되는 이유는 한 개인이

정 인 자아감을 유지하는데 개인의 주 인 부분이 객 인 부분보다

더 큰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김명언,1990;Tavris& Aronson,2007).

소비자들이 특정 상황에서 자기를 합리화 하는 것은 개인 내부의 갈

등이나 괴로운 감정 등을 해소시킴으로 정신 건강 유지에 정 향을

주기 한 것으로,스트 스나 자아 상실과 같은 것에서 벗어나 자유로

워지는 정 측면이 있지만,지속 인 자기합리화는 과오를 바로 잡는

것을 방해할 수 있으며, 실에 한 왜곡을 가져올 수 있어 비윤리

행동들을 방하는데,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Tavris & Aronson,

2007).

2.부정 반응

소비자의 부정 반응은 불만족,부정 감정,불평 행동,부정 구

등으로 나 어 볼 수 있다(Singh& Wilkes,1996;Laczniak,DeCarlo&

Ramaswami,2001;Kalamas,Laroche& Makdessian,2008).본 연구에

서는 소비자의 다양한 부정 반응 에서 감정의 측면에서 부정 반응

을 살펴보고자 한다.

1)감정 반응

감정은 기분과 정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김문섭 외 2005),주 인

것이며,행동 반응(Larsen,Diener& Lucas,2002;Weiss,2002),만족도

(Wirtz,Mattila& Tan,2000)등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 져 왔

다.1980년 반까지는 인지 반응이 소비자 행동에 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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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변수로 여겨져 왔다.하지만,감정 반응이 인지 반응과 상

없이 독립 으로 소비자에게 향을 미치고(Zajonc& Markus,1982;

Cacioppo& Berntson,1994;Larsenetal.,2008),감정이 만족도나 재구

매에 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제시되면서 감정 반응에 한 심이

증가하게 되었다(강승희,2009;Zajonc& Markus,1982).

감정 반응은 다양한 차원에서 연구되었으며,1차원 ,2차원

,3차원 으로 나 어 볼 수 있다.첫째,1차원 은 정

반응과 부정 반응이 연속선상에 존재한다고 보는 이다.1차원

은 의미 분화 척도를 토 로 측정되어져 왔으나 정 반응과

부정 감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살펴보았기 때문에 소비자의 향후 행동

을 측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Havlena & Holbrook,1986;

Westbrook& Oliver,1991;Maute& Dubes,1999).둘째,2차원

은 1차원 을 보완하기 한 것으로 정 반응,부정 반응을

독립 인 것으로 보는 이다.2차원 을 용한 연구들에서는

정 반응과 부정 반응을 분류하여 측정하 고, 정 반응과 부정

반응을 상반되는 개념이 아닌 구별되는 개념으로 보았다(Westbrook,

1987;Oliver,1993;Zeelenberg,Inman& Pieters,2001).셋째,3차원

은 정 반응과 부정 반응 이외에 다른 차원의 반응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 으로,Mehrabian& Russell(1974)의 PAD(pleasure,

arousal,dominance)모형,PANS & PANAS-X 척도(Watson& Clark,

1999)등이 이에 해당된다.3차원 은 다양한 감정 반응에 한 이

해의 기반을 마련하 으며,해당 척도들은 재까지 다양한 연구들에서

분석되어지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2차원 에서 소비자의 감정이

정 감정과 부정 감정으로 나뉜다고 보고,부정 감정 반응의 측

면에서 소비자 반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2)부정 감정 반응

부정 감정 반응은 죄책감,두려움,짜증,슬픔,놀라움,불안,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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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족과 같이 다양한 감정을 포 하는 개념이다.부정 감정은 결과가

부정 일수록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결과를 개인 스스로 통제 가능한

것으로 인식할수록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다고 밝 진 바 있다(김 화,

2005;Cookeetal.,2001;Zeelenberg,2004).부정 감정은 개인마다 경

험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으며,감정의 특성에 따라 소비자에게 미치는

향력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Zeelenberg& Pieters,2004).특히,

소비자가 소비 과정 에 경험하게 되는 부정 감정은 정 감정보다

강한 기억으로 남으며,더 쉽게 회상될 수 있기 때문에(Mano& Oliver,

1993),감정 반응의 측면에서 부정 감정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개인정보와 같이 양립할 수 없는 ‘보호’와 ‘활용’이라

는 두 개의 목표,욕구 등이 한 개인에게 존재하는 경우 소비자들은 어

려움,혼란,갈등과 같은 부정 감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이진명,

2015).소비자는 소비 환경에서 두 가지 이상의 안 에서 하나를 선

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경우,선택하지 않은 안이 가지고 있는 장

을 포기해야 하므로 선택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하지만,

선택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소비자들은 불안감과 같은 심리

압박감을 느낄 수 있으며(박호숙,2006;Kitayamaetal.,2004),심리

압박감은 두 가지 안을 모두 포기하거나,선택 상황을 회피하게 만드

는 부정 반응으로 이어 질 수 있다(박 규 & 최정훈,1990;장동운,

1997).

부정 감정 반응을 기반으로 진행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련

연구들을 살펴보면,이진명(2015)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라는 양면

속성이 소비자들에게 내 갈등이라는 부정 감정을 유발시킬 수 있

으며,부정 감정이 서비스 만족도에 부정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Kehr(2015)와 Morosan(2015)은 소비자

들이 어떠한 감정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 라이버시 험과 혜택에 한

인지 수 이 달라질 수 있으며,소비자의 감정 상태는 라이버시 역설

을 발생시키는 선행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Kehr(2015)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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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osan(2015)의 연구 결과,소비자들은 부정 감정 상태보다 정

감정 상태일 때 라이버시 험을 낮게 인지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정 감정이 클수록 더 많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추가 으로 소비자와 련된 기타 역설 연구들에 의하면,기술의 역설

에서는 역설을 인지한 소비자가 그 지 않은 소비자들에 비해 부정 감

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며,스트 스나 걱정과 같은 부정 인 감정이

발생되었다( 트 & 채명신,2008;Mick& Fournier,1998).선택의 역

설 연구들에서도 소비자가 선택의 역설을 인지한 경우 의사 결정 이후에

후회와 같은 부정 감정이 발생하 으며,이는 재의 행복이나 만족도

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lyengar& Lepper,2000;Schwartz,

2004;Oulasvirta,Hukkinen& Schwartz,2009).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

을 토 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소비자의 부정 감정 반응과 련

이 있을 것으로 보고,부정 감정 반응이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서

어떠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정 반응

정 반응은 즐거움,흥미,만족,편안함,재 구매 의도 등으로 분류

될 수 있다(이학식 & 이지훈,2002;고동환,2003).본 연구에서는 정

반응을 만족과 지속 사용 의도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만족

만족은 제품 는 서비스 이용 시 얻을 수 있는 가치에 한 소비자

의 반응으로,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 이용에 한 비용을 지불 한 뒤 발

생하는 감정의 평가라고 할 수 있다(Howard& Sheth,1969;Westbrook&

Reilly,1983).만족에 한 정의는 만족을 어떠한 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첫째,만족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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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경험의 결과를 보는 ,셋째,축 된 경험에 한 것으로 보

는 ,넷째,기 불일치에서 오는 으로 나 어 볼 수 있다.첫째,

소비 경험의 결과로 소비자 만족을 보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지불한 비용

에 하여 얼마나 하게 보상 받았다고 느끼는지에 한 인지상태

(Howard& SHeth,1969)로 정의 할 수 있다.둘째,결과로서의 소비자

만족은 소비자가 소비를 한 결과로 갖게 되는 감정 인 만족과 불만족의

단의 기재로 정의 할 수 있다(이유재,1995).셋째,축 된 경험의

에서 소비자 만족은 소비자의 경험들이 축 되고 되어 만들어진

체 인 평가의 결과로 정의 할 수 있다(Fornelletal.,1996).넷째,기

불일치의 에서 만족은 개인이 물품이나 서비스에 한 기 와 실제

사용에서 지각되는 제품과 서비스에 한 차이에 한 주 인 느낌으

로 정의될 수 있다(Oliver& Swan,1989).본 연구에서는 만족을 경험의

결과의 에서 바라보고자 하며,만족을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이후

발생하는 소비자의 감정 평가로 정의하고자 한다.

만족은 이를 바라보는 주체의 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만족을 바라보는 주체는 소비자,기업,사회로 나 어 볼 수 있다(Olvier,

2014).첫째,소비자 에서 만족은 바람직한 상태로,소비자의 즐거운

경험으로 강화될 수 있다.소비자 에서 만족은 복잡한 시장 환경에

서의 목 달성을 의미하고,개인의 의사 결정 능력을 확인시켜주는 역

할을 한다.둘째,기업 에서 만족은 곧 기업의 이익을 의미한다.만

족한 소비자들은 그 지 않은 소비자들에 비해 반복 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고,이는 결과 으로 기업의 이익 창출과 연결되어진다. 한,만족은

설문을 통해 실증 데이터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제품이 가진

향력을 악하는데 유용한 척도로 활용 될 수 있다.셋째,사회 에

서 만족은 개인의 삶의 질과 련이 있다고 보는 이다.사회

에서는 소비자의 만족을 지속시키는 것은 요한 목표이자 매우 의미 있

는 일이므로,사회 에서 만족은 특정 제품이 아닌 보안,법률,환

경 등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며,개인의 삶의 질을 설명해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46-

본 연구에서는 결과로서 만족을 살펴본 연구들 에서 소비자 감정

측면에서 진행된 연구들을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감정과 련된

만족도 연구를 살펴보면,소비 과정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기분이나 감정

은 소비자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칠 수 있다(Machleit& Mantel,

2001).다양한 감정 에서도 정 감정은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치며(김문섭 외,2006;Levine& Edelstein,2009), 정 감정 에서

도 즐거움은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만족에 정 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밝 졌다(Thongetal.,2006).소비자의 정 감정의 정도가 높을

수록 만족의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 감정을 통해

형성된 만족은 향후 재 구매 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uh & Kim,2006).반면,부정 감정은 만족도에 부정 인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onsetal.,2014).부정 감정은 시장 환경에서

구매를 회피하게 하거나 구매를 연기하는 행동 반응을 래할 수 있으며

(박경애,2003),특히 부정 감정 에서도 후회는 만족을 감소시키는

표 인 부정 감정으로 밝 졌다(이유재 & 차문경,2005;Oliver,

1997).

2)지속사용 의도

지속 사용 의도(continuoususageintention)는 ‘사용자가 미래에 특정

제품 혹은 서비스를 지속 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이나 정도를 의미한다

(Bhattacherjee,2001).지속 사용 의도는 개인의 행동 의도 차원에서

정 는 부정 측면으로 나 어 볼 수 있다(Yang& Peterson,2004).

정 행동 의도는 주 사람들에게 정 표 을 하고,지속 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지만,부정 행동 의도는

서비스나 품질에 한 불평을 하거나,더 이상 이용을 하지 않는 등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김미정,2013).

정 행동 의도 차원에서 지속 사용 의도의 정의를 살펴보면,지속

사용 의도는 ‘사용자들이 이 경험과 향후 제품에 한 기 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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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속 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의도(조남재

외,2001)’,‘과거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자가 향후에도 이를

계속 사용할 의사가 있는 정도(권순동 & 윤숙자,2010)’로 정의될 수 있

다.본 연구는 행동 의도의 정 측면에서 지속 사용 의도를 살펴보고

자 하며,지속 사용 의도를 서비스를 지속 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

로 정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속 사용 의도 련 연구들 에서 기술 서비스 사용 측

면에서 지속 사용 의도를 살펴본 연구,소비자 만족이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연구,그리고 소비자 감정이 지속 사용 의도에 미

치는 향을 살펴본 연구들을 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첫째,기술 서

비스 분야에서 지속 사용 의도를 살펴본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기술 서

비스 측면에서 지속 사용 의도는 특정 상이나 서비스에 한 소비자

들의 태도와 평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 변수로 활용되어져 왔다

(Venkatesh& Davis,2000;Bhattacherjee,2001).다양한 서비스 에서

도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SNS, 치기반 서비스 련 연구들에 의하면,

서비스 제공업자에 한 소비자의 신뢰도와 라이버시 우려가 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사업자에 한

신뢰 수 이 높은 소비자의 경우 그 지 않은 소비자들보다 특정 서비스

에 한 지속 사용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박선화 & 김 용,

2012;Shin,2010), 라이버시 우려가 높은 소비자의 경우 그 지 않은

소비자들에 비해 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선화

& 김 용,2012;Dwyeretal.,2007).

둘째,지속 사용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소들 에서 특정 상에

한 소비자 만족은 지속 사용 의도의 선행 변수로 사용되어져 왔다

(Bhattacherjee& Premkumar,2004).다양한 서비스들에서 만족이 지속

사용 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진 바 있는데,Bhattacherjee(2001)의

연구에서 온라인 뱅킹 서비스에 한 소비자의 만족은 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hong외(2006)의 연구에서

도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에 한 소비자 만족이 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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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소비자 감정을 심으로 지속 사용 의도를 살펴본 연구들은 다

음과 같다.시장 환경에서 소비자의 감정은 재 구매 의도나 지속 사용

의도에 향을 미칠 수 있다(Isen,1989;Erevelles,1998).특히 소비자의

부정 감정은 서비스 이용 거부나 단과 같은 행동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Inman& Zeelenberg,2002;Zeelenberg& Peter,2004),지속

사용 의도의 에서 요한 선행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서비스 이

용 시 발생한 부정 감정은 서비스 이용에 한 피로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서비스에 한 피로감의 증가는 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를 감소시키며,서비스 이용 경험에 부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차경진 & 이은목,2014;Holbrook,2001).소비자의 지속 사

용 의도는 제품과 서비스에 한 소비자의 태도와 향후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을 측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있으므로,본 연구에서는 지속 사용

의도를 소비자의 정 반응 하나로 보고 양 연구에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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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 문제 연구 방법

본 장에서는 연구 문제를 도출하고,각 연구의 분석 방법을 살펴보고

자 한다.제 1 에서는 질 연구와 양 연구의 연구 문제를 도출하고

자 한다.제 2 에서는 질 연구 방법과 양 연구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고 각 연구의 자료 수집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제 1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온라인과 모바일 환경에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

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질 연구와 양 연구를 실시하 다.[연

구문제 1]은 온라인 환경에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을 탐색하고

자 질 연구를 수행하 다.[연구문제 2]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

험을 일반화 하고자 양 연구를 수행하 다.

1.연구 문제

본 연구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소비자가 시장 환경에서 경험

할 수 있는 소비자 경험 하나라고 보고,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선행 요인과 결과가 수반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는 소비자 경험

(Dewey,1958)으로 살펴보고자 한다.본 연구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을 살펴보기 해 두 가지 연구 문제를 구성하 다.[연구문제 1]은

질 연구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을 상학 으로

탐색하고자 하 다.[연구문제 2]는 스마트폰 환경에서 SNS,M-커머스,

치기반 서비스에 을 두고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을 일반화

하고자 양 연구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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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은 어떠한가?

1-1.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 범주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1-2.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패러다임 모형은 어떠한가?

1-3.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의 핵심범주를 토 로 소비자는

어떻게 유형화 되는가?

[연구문제 2]서비스 유형에 따라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수 과

향 요인 그리고 소비자 반응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1.서비스 유형별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수 은 어떠한가?

2-2.소비 가치 성향과 라이버시 성향이 SNS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에 미치는 향과 역설 후 정 ㆍ부정 반응은 어떠한가?

2-3.소비 가치 성향과 라이버시 성향이 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미치는 향과 역설 후 정 ㆍ부정 반응은 어떠한가?

2-4.소비 가치 성향과 라이버시 성향이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미치는 향과 역설 후 정 ㆍ부정 반응은 어떠한가?

2-5.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향요인과 소비자 반응은 서비스 유형

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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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 방법 자료 수집

본 에서는 첫째,질 연구에서 수행한 소비자 심층면 방법과 자

료 수집 방법을 살펴보고,둘째,양 연구에서 수행한 소비자 온라인 설

문조사에 한 분석 방법과 자료 수집 방법 그리고 변수들의 조작 정

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1.소비자 심층 면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을 토 로 질 연구를 수행하 으며,세부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근거이론(GroundedTheory)

근거이론(GroundedTheory)은 사회학자 Glaser과 Strauss(1967)에 의

해 도입되었으며,다양한 질 연구 방법 에서도 객 성을 지향하는

연구 방법 하나이다(Munhall,2001).근거이론은 기존의 이론들을 수

정하거나 새로운 이론을 찾아내기 하여 개념과 범주에 따른 인과 구

조를 찾아내는 연구 방법이다(Suddaby,2006).근거이론에서 말하는 이

론이란 자료에서 추출된 범주들을 체계 으로 계 지은 틀을 의미하며,

이 게 구성된 이론은 특정 상에 한 맥락 이해와 새로운 방향의

패러다임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한다(최종 ,2009).근거이론은 수집된

자료들에서 새로 출 한 개념들과 이 개념들을 지속 으로 비교하면서

공통 과 차이 을 발견하고,지속 인 비교방법(constantcomparative method)

을 거쳐 개방코딩(opencoding),축코딩(axialcoding),선택 코딩(selective

coding)으로 분석 내용을 구체화 하는 작업이다(Strauss&Corbin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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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방코딩

개방코딩(open coding)은 질 인 자료에서 요한 개념을 발견하고

그 개념들의 차원과 속성을 악하기 해 실행되는 코딩 방법이다.개

방 코딩은 수집된 방 한 양의 자료들을 의미 있는 작은 단 로 분할하

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추상도가 낮은 수 의 개념들을 우선 으로

발견하여 차원을 분류하고,보다 높은 수 의 개념들을 찾아 라벨링 하

는 작업을 통해 인터뷰 내용을 범주화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최종 ,

2009).

(2)축코딩

축코딩(axialcoding)은 개방코딩 과정에서 분할된 작은 단 의 자료

들을 비교하여 새로운 범주로 다시 분류하는 작업이다.축코딩에서는 범

주와 하 범주 간의 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요하다.축코딩은 패러

다임 모형에 기 하여 발견한 개념들이 어떠한 상호 계를 형성하는지

맥락 으로 확인하는 단계이다(Flick,2009)([그림 2]참조).즉,범주화 된

개념들이 인과 조건,맥락 조건, 심 상, 재 조건, 략,결과

에 따라 상호 련성을 가지고 연결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Strauss

& Corbin,1990).

[그림 2]패러다임 모형(Strauss& Corbin,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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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택코딩

선택 코딩(selectivecoding)은 축 코딩을 통해 도출된 범주들을 통합하여

이론의 형태로 변환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이 단계의 목 은 핵심범

주를 완성시키는 것으로 사례에 한 간단한 기술 개요나 이야기를 만들

어야 한다.이야기나 기술 개요가 만들어지면 그것들에 해서 하나의 핵

심 범주를 부여한다.핵심 범주들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모든 범주와 핵심 범

주와의 련성을 코딩 패러다임의 일부를 이용해 연결을 시도해본다.지속

으로 분석한 뒤,더 이상 코딩이나 범주를 검토해도 새로운 발견이 없는 상

태에 도달하면 선택 코딩을 종료하고,핵심범주에 따라 소비자를 유형화 할

수 있다(Flick,2009).

2)자료의 수집

본 연구의 심층인터뷰는 20-40 소비자 10명을 상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진행되었으며,면 시간은 약 1시간 30분이 소요

되었다.본 연구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심으로 심층면 을 진행하

으며,면 장소는 연구 참여자의 선호와 여건에 따라 학교나 카페 등에

서 진행되었다.연구 참여자 특성에 따라 질문의 순서를 바꾸어 진행하

으며,연구 참여자들이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분 기를 조성하

다.심층면 을 진행하기 이 에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 ,소요 시

간,진행 방식 등을 간략하게 설명하 다.연구 참여자에게 면 도 불

편함을 느끼거나 면 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 단 할 수 있음을 설

명하 고,사 동의를 얻어 인터뷰 내용을 녹취하 다.

3)연구 결과 분석 차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을 용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인터뷰 내용을

체계화 시켰다.자료 분석은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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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따라 개방코딩,축코딩,선택코딩의 순으로 분석하 다([그림 3]

참조).첫째,수집한 자료들을 공통 인 속성이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들을 묶고 이에 명칭을 부여하는 코딩작업을 실시하 다.이 게 분류된

개념들 안에서 다시 공통 인 속성을 가진 것을 묶고,상 범주, 의범

주,하 범주로 나 어 보았다.둘째,개방코딩 이후에 패러다임 모형을

확인하기 하여 ‘인과 조건’,‘맥락 조건’,‘재 조건’,‘략’,‘결과’를

토 로 심 상을 연결하는 범주들 간의 계를 분석하 다.셋째,패

러다임 모형을 토 로 핵심범주를 발견하고 이를 토 로 소비자 유형화

작업을 진행하 다.

[그림 3]자료의 분석 과정

4)연구의 신뢰성 타당성 확보

본 연구는 질 연구의 신뢰성 타당성을 확보하기 하여

Lincoln과 Guba(1985)의 사실 가치(truthvalue), 립성(neutrality),

용성(applicability),일 성(consistency)을 평가 기 으로 용하 다(장

연주 & 최 자,2013;황진주 & 여정성,2014).첫째,사실 가치는 내

타당도를 의미한다.타당도를 높이기 하여 같은 질문을 다른 형태

로 제시함으로써 반복 으로 연구 참여자의 생각을 확인하 으며,수집

된 자료들을 지속 으로 비교하여 확인 과정을 반복하 다.둘째, 립성

은 객 성에 해당하며,연구의 진행 과정과 결과에서 연구자의 편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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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연구자는 립성을 유지하기 하여 본 자료

에 충실하고자 하 으며,지속 인 비교와 객 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본 연구의 엄 성을 높이고자 노력하 다.셋째, 용성은 외 타당도에

해당하며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들이 다른 맥락에서도 용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것이다.이를 하여 각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이 반복되어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지 않을 때 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의미를 발

견하는 과정을 거쳤다.넷째,일 성은 신뢰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연구

결과의 일 된 정도라고 볼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소비자학 박사학

소지자 3인을 통해 분석 내용에 한 일 성을 검토 받았다.

5)연구 상자의 특성

질 연구에서 표본 추출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은 충

분성과 성이라고 볼 수 있다.충분성은 연구를 시작하기 이 에 연

구자가 탐구하고자 하는 상들에 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며,

성은 연구자에게 합한 정보를 제공해 수 있는 연구 참여자를 찾

아내는 것이다(신경림,2004).본 연구에서는 충분성을 고려하기 하여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과 련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 으며, 성

을 고려하기 하여 의도 표본 추출을 실시하 다.본 연구의 연구 참

여자는 총 10명으로 20 4명,30 4명,40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생활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하며,온라인 활용에 능숙한 20-40 소비자

들을 상으로 진행되었다(한국인터넷진흥원,2013).연구 참여자들의 기

본 인 사항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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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질 연구 참여자 기본 사항(총 인원 10명)

연구

참여자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인터넷 평균

사용시간(하루)

A 남 20 사무직 문 졸업 7-8시간

B 남 20 학생 고등학교 졸업 4-5시간

C 여 20 취업 비생 학 졸업 3-4시간

D 여 20 주부 고등학교 졸업 3-4시간

E 남 30 회계사 학원 졸업 3-4시간

F 남 30 공무원 학 졸업 2-3시간

G 여 30 웹디자이 고등학교 졸업 7-8시간

H 여 30 사무직 학교 졸업 5-6시간

I 남 40 연구원 학원 졸업 2-3시간

J 여 40 교사 학 졸업 2-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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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비자 온라인 설문조사

본 연구는 스마트폰 환경에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경험을 살펴

보기 하여 양 연구를 진행하 다.본 연구는 SNS,M-커머스, 치

기반 서비스를 심으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향 요인과 소비자

반응을 서비스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스마트폰 환경으로 양 연구 범 를 한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스마트폰은 개인 단말기로 항상 소지가 가능하고,실시간 인터넷 속이 가

능하여 자발 인 서비스 이용을 진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둘째,스마

트폰은 소비자가 스스로 필요한 어 리 이션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사용하

는 환경 특성을 가지고 있어,소비자의 의무 사용이 아닌 개인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사용을 제공하기 때문이다.셋째,SNS,M-커머스, 치기반

서비스는 소비자가 정보 공개 범 를 선택할 수 있으며,서비스 유형별로

소비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범 가 다양하기 때문에 소비자 라이버시 역

설을 살펴보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단하 다.

1)자료의 수집 분석 방법

(1)조사 상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스마트폰 환경에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분석하기

하여 첫째,스마트폰을 이용하고,둘째,SNS,M-커머스, 치기반 서비

스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을 조사 상자로 선정하 다.조사 상자의 연

령 는 최신 기술 사용이 용이하고 인터넷 이용이 활발한 20-40 로 한

정하 다.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2015년 9월 1일-20일까지 스마트

폰 이용자 50명을 상으로 비조사를 실시하 다. 비조사는 척도의

신뢰성 문항의 이해도를 검토하기 한 것으로 부실 작성된 설문지를

제외한 35부를 분석하여 척도와 설문 문항의 문장을 검증하 다. 비조

사를 통해 이해가 어려운 문항들은 수정 보완하 으며,불필요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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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 문항을 삭제하여 설문지의 질을 높이고자 하 다.

본 조사는 2015년 10월 1일-8일까지 인터넷 리서치 문업체인 엠

인에 조사를 의뢰하 다.조사 상자들에게 SNS,모바일커머스, 치

기반 서비스를 설명한 후,자기기입식 방법을 통해 온라인 조사를 실시

하 다.20 부터 40 까지의 성인 남녀 840명을 상으로 설문을 진행

하 으며,부실 작성된 설문을 제외하고,총 833부가 최종 인 결과 분석

에 활용하 다.

(2)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심으로 선행요인과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후 소비자 반응을 함께 살펴보았다.이를 해 하나의 구

성 요인이 다른 요인의 종속 변인이자 독립 변인이 될 수 있음을 동시에

추정 가능한 AMOS분석 방법(이학식 & 임지훈,2008)을 주요 분석 방

법으로 활용하 고,이에 추가 으로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과 문항

간 하 차원 등을 분석하기 해 SPSS18.0 로그램을 사용하 다.

본 연구의 구체 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을 악하기 하여 빈도 분석,백분

율을 산출하고자 SPSS18.0 로그램을 사용하 다.

둘째,문항 간 하 차원을 악하기 하여 베리맥스(Varimax)직교

회 분석을 실시하고,문항 간 신뢰도를 검증하기 하여 SPSS18.0

로그램을 사용하 다.

셋째,문항 간 평균과 표 편차를 확인하기 하여 SPSS18.0 로그

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 다.

넷째,SPSS 18.0 로그램에서 확인되었던 탐색 요인분석 결과와

신뢰도 검증 내용을 토 로 AMOS19.0 로그램을 이용해 확인 요인

분석을 실시하 다.이를 토 로 측정 모형의 합도와 타당도를 검증하

고,최 우도법을 사용하여 모수를 추정하 다.

다섯째,구조 모형의 합도를 평가하기 하여 검증과 GFI,AFGI,



-59-

NFI,RMSEA,RMR의 합도 지수를 산출하고,변인들의 구조 계

를 검증하 다.

여섯째,소비자 라이버시 역설과 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 간의 계

를 ‘부정 감정’이 매개하는지 확인하고자,Bootstraping의 검정 방식을

활용하여 매개 효과를 검증하 다.

2)변수의 정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SNS,M-커머스, 치기반),

쾌락 소비 가치,경제 소비 가치,사회 소비 가치, 라이버시 비

용, 라이버시 무 심,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부정 감정의 10가지

변수를 양 연구에서 사용하 다(<표 2>참조).쾌락 ㆍ경제 ㆍ사회

소비 가치는 ‘소비 가치 성향’으로 재구성 하 으며,‘라이버시 비용’과

‘라이버시 무 심’은 라이버시 성향으로 재구성하 다.

(1)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은 ‘라이버시 침해에 한 걱정이 있음에도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정도’로 정의 한다.본 연구에서는 소비

자 라이버시 역설을 유·무가 아닌 정도로 측정하고자 하 다.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정도로 측정한 이유는,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향을 미치는 향 요인과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

는 향력을 함께 살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환경에서 SNS,M-커머스, 치기반 서비스를

심으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정도를 살펴보고자 하 다.세 가지

서비스를 함께 살펴보는 이유는 서비스 유형별로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종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종류에 따라 소

비자 라이버시 역설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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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SNS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SNS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은 기소진 & 이수 (2013),Lampinen

외(2009),Chang& Heo(2014),Zlatolas외(2015)의 연구 내용을 토 로

서비스 이용 시 제공되는 개인정보를 신상 정보,사진 동 상 정보,

일상 련 정보로 구성하여 라이버시 침해에 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 다.SNS소비자

라이버시 역설과 련된 모든 문항은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➁　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은 이동주 외(2010),김규동 외

(2013),최 선 외(2013),Xu외(2010;2011)의 연구 내용을 토 로 서비

스 이용 시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사업자가 요청하는 정보,상품 검색 등

의 이용 정보,결제 련 정보로 구성하여 라이버시 침해에 한 우려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 다.

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과 련된 모든 문항은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➂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은 Smith 외(2011),Zhou(2013),

Mao& Zhang(2014)의 연구 내용을 토 로 개인정보 제공 범 를 거주

지 련 정보,이동 경로 정보,자주 방문하는 장소 정보로 구성하고,

라이버시 침해에 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 다.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과 련된

모든 문항은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61-

(2)소비 가치 성향

소비 가치 성향은 쾌락 소비 가치,경제 소비 가치,사회 소비

가치로 구성된 문항이다.세부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쾌락 소비 가치

쾌락 소비 가치는 ‘오락 이고 즐거운 것을 추구하는 가치’로 정의

한다.쾌락 가치의 척도는 구명진 외(2015),Sheth,Newman &

GRoss(1991),Hollbrook(1999;2006)의 연구 내용을 토 로 본 연구에 맞

게 수정하 다.쾌락 소비 가치 문항은 소비 환경에서 재미,오락 인

것,즐거운 것들을 얼마나 요하게 생각하는지 정도를 5 리커트 척도

로 측정하 다.

➁ 경제 소비 가치

경제 소비 가치는 ‘비용을 최소화 하여 렴하고 합리 인 가격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가치’로 정의 한다.경제 소비 가치

의 척도는 구명진 외(2015),Sheth,Newman& GRoss(1991),Hollbrook

(1999;2006)의 연구 내용을 토 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 다.경제

소비 가치 문항은 소비 환경에서 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매하는 것,비

용을 최소화 하는 것,시간을 최소화 하는 것을 얼마나 요하게 생각하

는지 정도를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➂ 사회 소비 가치

사회 소비 가치는 ‘사회 욕구의 충족이나 사회 규범 는 자신

이 속한 집단과 련된 가치’로 정의 한다.사회 소비 가치의 척도는

구명진 외(2015),Sheth,Newman& GRoss(1991),Hollbrook(1999;2006)의



-62-

연구 내용을 토 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 다.사회 소비 가치 문항

은 소비 환경에서 나의 소비 행동이 사회 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내가 속한 집단과 잘 어울릴 수 있는지,유행을 따라는 것을 얼마나

요하게 생각하는지 정도를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3) 라이버시 성향

라이버시 성향은 ‘라이버시 비용’과 ‘라이버시 무 심’으로 구성

된 문항이다.세부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라이버시 비용

라이버시 비용은 ‘개인정보를 보호 하는데 발생하는 비 비용’

으로 정의한다. 라이버시 비용의 척도는 개인정보보호 원회(2012),Berry

외(2002),Broekhuizen외(2004),Youn(2009)의 연구 내용을 토 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 다. 라이버시 비용 문항은 개인정보 보호의 어려

움,개인정보 보호로 인한 시간 소요,개인정보 보호의 귀찮은 정도를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➁ 라이버시 무 심

라이버시 무 심은 ‘라이버시에 한 개인의 무 심한 정도’로 정

의한다. 라이버시 무 심의 측정은 임명성(2013),정태석 외(2013)의

연구 내용을 토 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 다. 라이버시 무 심 문

항은 개인정보 보호에 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하는지,민감한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라이버시 보호에 한 요

성 정도를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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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정 감정

부정 감정은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제공으로 느끼는 심리 불

편함의 정도’로 정의한다.부정 감정은 이유재 외(2005),정연수 & 정

율(2012),Festinger(1957),Tsiros& Mittal(2000)의 척도를 토 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 다.부정 감정 문항은 개인정보 제공으로 마음이

불편한지,불안한지,후회되는지,찝찝한지의 정도를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5)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

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는 ‘서비스를 향후 지속 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 정도’로 정의한다.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의 측정은 Oliver(1980),

Venkatesh외(2003)의 척도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 다.서

비스 지속 사용 의도의 문항은 서비스를 지속 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는

지를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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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변수의 조작 정의 참고 문헌

변수 조작 정의 참고문헌

소비자

라

이

버

시

역

설

SNS

라이버시에 침해에

한 우려가 있음에도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동

기소진 & 이수 (2013),

Lampinen외(2009),

Chang& Heo(2014),

Zlatolas외(2015)

M-커머스

이동주 외(2010),

김규동 외(2013),

최 선 외(2013),

Xu외(2010;2011)

치기반

Smith외(2011),

Zhou(2013),

Mao& Zhang(2014)

쾌락 소비 가치
오락 이고 즐거운 것을

추구하는 가치

구명진 외(2015),

Sheth외(1991),

Hollbrook(1999;2006)

경제 소비 가치

비용을 최소화 하여

렴하고 합리 인

가격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가치

구명진 외(2015),

Sheth외(1991),

Hollbrook(1999;2006)

사회 소비 가치

사회 규범 는

자신이 속한 집단과

련된 가치

구명진 외(2015),

Sheth외(1991),

Hollbrook(1999;2006)

라이버시 비용
개인정보를 보호 하는데

발생하는 비 비용

개인정보보호 원회(2012),

Berry외(2002),

Broekhuizen외(2004),

Youn(2009),

라이버시 무 심
라이버시에 한

무 심의 정도

정태석 외(2012),

임명성(2013)

부정 감정
개인정보 제공 시 느끼는

심리 불편함의 정도

이유재 외(2005),

정연수 & 정 율(2012),

Festinger(1957),

Tsiros& Mittal(2000),

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

서비스를 향후

지속 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 정도

Oliver(1980),

Venkatesh외(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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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 %

성별
여성 423 50.8

남성 410 49.2

연령

20 280 33.6

30 276 33.1
40 277 33.3

교육 수
고졸 78 9.4
학재학 114 13.7

졸 641 76.9

월평균 수입

~100만원 미만 175 21.0
100-200만원 미만 224 26.9

200-300만원 미만 207 24.8
300만원 이상 227 27.3

직업

문직 113 13.6

사무직/ 리직 422 50.7
서비스/ 매직/생산 85 10.2

학생 117 14.0
기타 96 11.5

총 합계 833명

3)조사 상자의 특성

(1)사회·인구학 특성

본 연구의 조사 상자들의 사회·인구학 특성으로 성별,연령,교육 수 ,월

평균 소득,직업을 측정하 다(<표 3>참조).조사 상자는 총 833명으로 남성

410(49.2%)명,여성 423(50.8%)명으로 각각 할당되었다.조상 상자의 연령 는

20 280(33.6%)명,30 276(33.1%)명,40 277(33.3%)명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교육 수 은 졸 641(76.9)명, 학재학 114(13.7%)명,고졸

78(9.4%)명 순으로 졸이 가장 많았다.월 평균 수입은 300만원 이상

227(27.3%)명,100-200만원 미만 224(26.9%)명,200-300만원 미만 207(24.8%)명,

~100만원 미만 175(21.0%)명 순으로 나타났다.직업으로는 사무직/리직이

422(50.7%)명,학생 117(14.0%)명, 문직 113(13.6%)명,기타 96(11.5%)명 순으

로 나타났다.

<표 3>조사 상자의 사회·인구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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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비 가치 성향 수

조사 상자자들의 소비 가치 성향 수 은 <표 4>와 같다.쾌락

소비 가치 각 문항의 평균 수는 3.3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체 평

균은 3.36 으로 나타났다.경제 소비 가치 각 문항의 평균 수는

3.7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체 평균은 3.99 으로 나타났다.사회

소비 가치 각 문항의 평균 수는 3.1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체 평균

은 3.21 으로 나타났다.소비가치와 련된 문항들은 모두 간 수 이

상의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표 4>쾌락 ·경제 ·사회 소비 가치 평균 표 편차

항목 문항
평균

(표 편차)

크론바

알

쾌락

소비

가치

나는 소비를 할 때,재미를 요하

게 여긴다.

3.39

(.84)
3.36

(.84)
.83

나는 소비를 할 때,오락 인 것을

요하게 여긴다.

3.13

(.86)
나는 소비를 할 때,즐거운 것을

요하게 여긴다.

3.56

(.82)

경제

소비

가치

나는 소비를 할 때, 렴한 가격에

물품을 사는 것을 요하게 여긴다.

4.14

(.83)

3.99

(.87)
.82

나는 소비를 할 때,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을 요하게 여긴다.

4.13

(.82)
나는 소비를 할 때,시간을 최소화

하는 것을 요하게 여긴다.

3.72

(.95)

사회

소비

가치

나는 소비를 할 때,사회 으로 받

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지를 요하

게 여긴다.

3.31

(.84)

3.21

(.86)
.68

나는 소비를 할 때,내가 속한 집단

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것인지를

요하게 여긴다.

3.24

(.85)

나는 소비를 할 때,유행을 따르는

것을 요하게 여긴다.

3.10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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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라이버시 성향 수

조사 상자들의 라이버시 비용, 라이버시 무 심 수 은 <표

5>와 같다. 라이버시 비용 각 문항의 평균 수는 2.70 이상으로 나

타났으며 체 평균은 3.17 으로 나타났다. 라이버시 무 심 각 문항

의 평균 수는 2.02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체 평균은 2.27 으로 나타

났다. 라이버시 비용 련된 문항들은 간 수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라이버시 무 심의 일부 문항은 간 수 이하의 경향을 보이고 있었

다.

<표 5> 라이버시 성향 평균 표 편차

항목 문항
평균

(표 편차)

크론
바
알

라이버시
비용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3.58
(.97)

3.17

(.98)
.81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한
행동들은 불편하고 귀찮다고 생
각한다.

2.73
(1.01)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한
행동들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고 생각한다.

3.21
(.94)

라이버시
무 심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나에게 요하지 않다.

2.02
(.94)

2.27

(.99)
.85

나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입력하
는 것에 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2.36
(1.02)

개인정보 유출이나 도용 등
라이버시 련 피해에 해 크
게 신경써본 이 없다.

2.45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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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서비스 유형별 부정 감정 수

➀  SNS서비스 부정 감정 수

조사 상자들의 SNS서비스의 부정 감정 수 은 <표 6>과 같다.

SNS서비스의 부정 감정 각 문항의 평균 수는 3.36 이상으로 나타

났으며, 체 평균은 3.38 으로 나타났다.SNS부정 감정 련 문항

들은 모두 평균 이상의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찝찝한 마음이 든다는 응

답이 평균 3.42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마음이 불편하다(3.37 ),

불안하다(3.36 ),후회된다(3.00 )순으로 나타났다.

<표 6>SNS서비스 부정 감정 평균 표 편차

항목 문항 평균
(표 편차)

크론
바
알

SNS

부정

감정

SNS를 할 때,나의 개인정보

(신상정보, 사진, 일상정보

등)를 제공하고 나면 마음이

불편하다.

3.37

(1.06)

3.28

(1.05)
.93

SNS를 할 때,나의 개인정보

(신상정보, 사진, 일상정보

등)를 제공하고 나면 마음이

불안하다.

3.36

(1.04)

SNS를 할 때,나의 개인정보

(신상정보, 사진, 일상정보

등)를 제공하고 나면 무언가

찝찝한 마음이 든다.

3.42

(1.05)

SNS를 할 때,나의 개인정보

(신상정보, 사진, 일상정보

등)를 제공하고 나면 후회하

는 마음이 든다.

3.00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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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M-커머스 서비스 부정 감정 수

조사 상자들의 M-커머스 서비스의 부정 감정 수 은 <표 7>과

같다.M-커머스 서비스의 부정 감정 각 문항의 평균 수는 3.44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체 평균은 3.46 으로 나타났다.M-커머스 부정

감정 련 문항들은 모두 평균 이상의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불안하

다가 평균 3.49 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찝찝한 마음이다

(3.46 ),후회된다(3.46 ),마음이 불편하다(3.44 )순으로 나타났다.

<표 7>M-커머스 서비스 부정 감정 평균 표 편차

항목 문항
평균

(표 편차)
크론바
알

M-커머스

부정
감정

M-커머스를 할 때,나의 개인

정보(이용 정보,결제정보 등)

를 제공하고 나면 마음이 불편

하다.

3.44

(1.03)

3.46

(1.05)
.93

M-커머스를 할 때,나의 개인

정보(이용 정보,결제정보 등)

를 제공하고 나면 마음이 불안

하다.

3.49

(1.00)

M-커머스를 할 때,나의 개인

정보(이용 정보,결제정보 등)

를 제공하고 나면 무언가 찝찝

한 마음이 든다.

3.46

(1.00)

M-커머스를 할 때,나의 개인

정보(이용 정보,결제정보 등)

를 제공하고 나면 후회하는 마

음이 든다.

3.46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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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치기반 서비스 부정 감정 수

조사 상자들의 치기반 서비스의 부정 감정 수 은 <표 8>과

같다. 치기반 서비스 각 문항의 평균 수는 3.12 이상으로 나타났으

며, 체 평균은 3.13 으로 나타났다. 치기반 부정 감정 련 문항

들은 모두 평균 이상의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마음이 불편하다/찝찝한

마음이 든다가 평균 3.14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3.46 ),불안하다

(3.12 ),후회된다(2.84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치기반 서비스 부정 감정 평균 표 편차

항목 문항
평균

(표 편차)

크론
바
알

치기반

부정
감정

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나의 개인정보(주소지,이동경
로,자주 방문하는 장소 등)를
제공하고 나면 마음이 불편하
다.

3.14

(.98)

3.06

(1.06)
.94

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나의 개인정보(주소지,이동경
로,자주 방문하는 장소 등)를
제공하고 나면 마음이 불안하
다.

3.12

(1.06)

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나의 개인정보(주소지,이동경
로,자주 방문하는 장소 등)를
제공하고 나면 무언가 찝찝한
마음이 든다.

3.14

(1.05)

치기반 서비스를 이용 할

때,나의 개인정보(주소지,이

동경로,자주 방문하는 장소

등)를 제공하고 나면 후회하

는 마음이 든다.

2.84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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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 수

조사 상자들의 서비스 유형별 지속 사용 의도 수 은 <표 9>와 같

다.서비스 유형별 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 수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치기반 서비스의 평균 수는 3.67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M-

커머스 3.63 ,SNS3.53 순으로 나타났다.

<표 9>서비스 유형별 지속사용 의도 평균 표 편차

항목 문항
평균

(표 편차)

SNS

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

나는 내가 이용하고 있는 SNS서비

스를 지속 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

다.

3.53

(.78)

M-커머스

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

나는 내가 이용하고 있는 M-커머스

서비스를 지속 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다

3.63

(.76)

치기반

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

나는 내가 이용하고 있는 치기반

서비스를 지속 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다

3.67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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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패러다임 모형

도출 소비자 유형화

본 장에서는 근거 이론을 토 로 소비자 심층 면 결과 내용을 분석

하고자 한다.제 1 에서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과 련한 범

주들을 도출하고,이를 개 정리하고자 한다.제 2 에서는 범주들

을 토 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패러다임 모형을 도출하고,이에

한 속성과 차원을 살펴보고자 한다.제 3 에서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패러다임 모형을 심으로 핵심 범주를 도출하고,핵심 범주에 따

라 소비자를 유형화 하고자 한다.

제 1 소비자의 라이버시 역설 경험 개

본 에서는 심층 면 에서 도출된 온라인 환경에서의 소비자 라이

버시 역설 경험 련 범주들을 도출하고 이를 개 하여 정리하고자 한

다.

1.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 련 범주 도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과 련된 범주들을 도출하기 하여 개

방코딩을 실시하 다.개방 코딩 결과,최종 으로 60개의 개념과 35개의

범주,그리고 16개의 하 범주가 도출되었다.세부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스마트 기기 사용

연구 참여자들 모두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으며,노트북,태블릿,

스마트 워치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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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연구 참여자들은 스마트 기기가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

으며,특히 스마트폰은 개인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주는 상으로 인식

되고 있었다.이는 스마트 기기가 확산되면서 스마트 기기가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소비자와 스마트 기기의 상호

작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한국정보화진흥원,2010).

A : 스 트폰 쓰고  든 것  스 트폰 심  다고  ? 

가   거 ,  가 고  고..... 스 트

폰 고  히 루  것 같고..... 근  그럴 수 에 는 

것  스 트폰  TV  고, 라  고, 시계  고,  들

 수 고,  는 것  거  니 ..... 뭔가 존 게 는 느

.....

F :   들  스 트폰 시는 들  많  것 같 . 

페, 식점, 스, 철  것  스 트폰  들고 는 람 

찾는 것   힘든 것 같 .  

C : 스 트폰  가   뭔가  다고 느 게 주고, 스

트폰만  는 람들 에    수 

고..... 는  걱정  갈 수 고.....

B : 스 트 워 , 스 트폰, 패드 고 . 라  접   

  egg  쓰고 . 제 주 에는 트 랑 스 트폰 

같  쓰거 , 스 트폰 랑 태블  같  쓰거 , 동시에 여러 가  

같  는 람들  많 .

2)온라인 속 기회 증가

연구 참여자들은 통신 환경이 개선되면서 실시간 온라인 속이 가능

하게 되었고,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지하철,카페,도서 등 다양한 공간에서 인터넷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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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필요 이상으로 인터넷 사용을 하게 된

다는 응답들이 발견되었다.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소비자들이 실

시간으로 온라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가 확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2010).

G :     는 ,  가든   니 .... 

무 식적   게 는 것 같 는 . 

I : 실시간   접  니 .... 스 고 가다가 물건  고, 

   동  보고.... 그런 ,   니 , 물건  생각   

   많  게 는 것 같고, SNS   많  게 는 것 같고,  

     계   무 가 고 죠.

B : 틈만   게 는 것 같 . 히  것  는 .... 

   뭔가 루 고, 히 고... 무료  WiFi 는 곳

 많다보니..... 들 고   SNS 들여다보고, 

철 고 가   고, TV 보  컴퓨  스 트폰  

 고..... 

3)자동화된 의사 결정

연구 참여자들은 자동 로그인,자동 결제 서비스 등이 활성화 되면서

손쉽고 빠르게 물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연구 참여자들은 자동 로그인이나 결제 서비스가 활성화 되면서,

이 보다 신속하게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 이 있으나,신 하게 생

각할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되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고 있었다.이는 소

비자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이 보다 더욱 손쉽고,편리하게 시장 참

여가 가능해졌음을 의미하며(매일경제IoT 명 로젝 ,2014),의사 결정

과정 시간의 단축으로 비용과 효용을 계산하는 시간 한 단축 될 수 있

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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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스 트폰에 드  저  다 에 결제   편 거든 .... 

그런 , 좋  것만  닌 것 같 . 전에는 뭐  , 드 , 

주   짜   건가? 고 다시 생각  

것 같 ....  단 고 에 생각 는    것 

같 . 

B : 스 트폰 처    신 드 정보, 주  같  것  스 트폰에 

 . 무래  드 정보가  니   같

 것   비 만    수 니 ..... ? 말

? 망 는 시간   것 같 . 

C : 주 는 트   동 그  , 매  고 

비     니 , 좋  것 같 . 겨찾  거  

 누 만    수 니 ...... 

4)개인정보의 자원화

연구 참여자들은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회원 가입을 통해 물품 구매 시 할인 혜택이나

립 을 받거나, 치 정보 등을 활용하여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

었다. 한,개인과 련된 사진 정보나 일상 정보를 게시하거나 개인정보

를 기반으로 타인들과 소통하는데 활용하고 있었다.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서

비스 유형에 따라 인지하는 효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치기반

이나 자상거래와 련된 서비스에서는 경제 혜택이나 편리함을 얻기

하여 개인정보를 자원화하며,SNS의 경우에는 즐거움이나 재미를 하여 개

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소비자들이 소비 환경에서 개인정

보를 하나의 자원처럼 활용하며,혜택을 얻고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 원회,2012;이혜인 외,

2012;나은 ,2013).향후 소비자들은 다양한 효용을 얻기 해 개인정보를

자원처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며,소비자들이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양과 범 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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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해 볼 수 있다(매일경제IoT 명 로젝 ,2014).

(1)혜택을 한 개인정보 활용

연구 참여자 부분이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맞춤화/개인화 서비스 혜

택을 받고 있었다. 치 정보를 활용하여 교통 정보나 길 안내 서비

스를 받거나 신상 정보를 이용하여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D : 원 가  생   쿠폰   수 고, 적  . 

차  비 원  거래   주  전 는 제공  

 니 ....  원가 고 택 는 것   것 같 . 

C : 시간 랑  정 , 철   시에 는 ,  걸 는  

 수 .... 시간  절 고, 다   고....

I : 제가 주 다니는 역 랑 드  등  , 10초 에 

차  매  수 . 빨     는 짜 좋  것 같

. 

(2)즐거움과 재미를 한 개인정보 활용

연구 참여자들은 즐거움과 재미를 얻기 해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 참여자 SNS에서 재미와 즐거움을 얻고,

타인들과 정보를 공유하기 해 자신의 얼굴을 로필 사진으로 설정하

거나 직장,학력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SNS에 맛 는 것   찍  고, 들 고   

들  태그  고....  게 고 다. 보여주는 거죠. 

미 .... 만   들 식  듣고,  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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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가  제    보고 생들  조  는 시  

보   적  고, 연락 겼   들  제  보고 

연락 는 경  고...... 저 람  저 게 생겼 ,   

, 저런 들  는 ..... 갖 다  람들  경  수 

는...... 미 는 라  죠.   

(3)사회 흐름에 응하기 한 개인정보 활용

소비자를 둘러 싼 시장 환경이 개인정보 활용을 유도하고 있다고 인

식하고 있었다.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 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사람들과의 소통에서 불편함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시 의 흐름

에 응하기 해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 : SNS   그 고, 물건   그 고... 제 정보  주  

무것   수 게 는 것 같 . 라 에 는   보니

, 신 라고  ? 심시   수 는 뭔가  제공   

는 , 그것  개 정보 거죠.  믿고 거래    최

 수단.....

I : 90%는 에  물건  는 것 같 . 매  가  는 것 보다 

라   폭  고,  많  고... 라 에  제

 찾 보  고 매  가  제  주고  보 취  죠.

5)개인정보 보호 비용 증가

연구 참여자들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상황이 보편화 될수록 개인정

보 보호의 필요성을 느끼는 동시에 보호에 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

다. 한,개인정보를 보호할 경우 포기해야 하는 서비스 혜택들에 한

아쉬움을 표 했고,개인정보 보호는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인식 때문에 보호에 한 어려움이 증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개인정보 활용이 기반이 된 서비스가 증가함과 동시에 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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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비용이 증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Huietal.,2007).개인정보 보

호 비용의 증가는 라이버시 효용과 비용을 계산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으며, 라이버시 역설을 발생시키는 직 인 원인이 될 수도 있다

(Acquisti&Grossklags,2004).

(1)타인에 의한 개인정보 피해 증가

A : 페 스  다보    고   시 고 다  

람 는 경 가 많 ...... 무 죠. 누가 제  퍼가  

에  걸 고 저 척 다고 생각 . 보  겠다는 생

각  드는 .... 가 보  뭐 . 다  람들   정보 출

 그만 ...

F : 저는 , 트  그 고 정보 출  건  좀 많 , 그  

고 전 가 무 많   청 시달  것 같 .... 전 들

 좀 다  것 라고 생각 는 .... 히 들에  신 가 

점점 고 보 는 것에  포 게 는 것 같 . 

E :  스스  조심  에   정보 가져다 팔고 출시 는 ..... 

 에  무   수 겠 . 그 고  정보들   

게 는  전   수가 는 .... 게 보  .

(2)개인정보 보호의 어려움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

문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혜택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이미 많

은 사업자들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된 상태로 혼자서 개인정보를 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F : 게 보  는  실 겠고,  보  는

 겠고..... 보 에는 미 늦  것 같 . 가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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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정보 제공 는  적 는 것  니고..... 

G : 개 정보 보  는 것  당연 다고 생각 는 , 그럼 포  

는 비스 택  무 많 ..... 제  보  당  스 트

폰   쓰고, 컴퓨  고,  고  는 ... 

실적  가능  ?. 

I : 제가  람 고만 거래   것  니고  수십개 체들 고 

거래   ..... 그것  게  . 체들  저  

당신   정보 게 다고  찮     판

....

6)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 유형에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스마트폰 환경에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경험한 참여자들이 많았는데,이러한 이유는 스마트

폰은 개인화된 기기로 항상 소지하고 다니기 때문으로 보인다.본 연구

에서 도출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은 크게 여섯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첫째,사업자를 신뢰하지 않음에도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동,둘

째,사업자를 신뢰하지 않음에도 이용 약 에 동의하는 행동,셋째,거래

환경에서 신뢰를 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에도 사업자에게 허 정보를 제

공하는 행동,넷째, 라이버시 우려가 높음에도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동,다섯째, 라이버시 우려가 높음에도 개인정보를 보호하

지 않는 행동,여섯째,개인정보를 요하게 생각하지만 개인정보를 보호

를 하지 않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 환경에 따라 소비자가 느끼는 라이버시 혜택과 비용에

차이가 있으며(Li,2011),소비자에게 요구된 개인정보 제공 유형에 따라

라이버시 태도와 반응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이혜인 외,2012;

Wang&Petrison,1993;Phelpsetal.,2000;Li,2011;2012),다양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발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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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자에 한 신뢰와 개인정보 제공 행동의 불일치

연구 참여자들은 사업자에 한 신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

용 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경험하고 있었다.

C : 스 트폰  고  정보  시 라고 거든 . 

좀 뭔가 죠.  정보가 계  고 다는 것

..... 근  정보   시    니  실  

제공 에  신 가  주 는 것들  계  시

죠. 

(2)사업자에 한 신뢰와 약 동의 행동의 불일치

연구 참여자들은 사업자에게 한 신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가 제공한 서비스 이용 약 에 무조건 으로 동의하는 소비자 라이버

시 역설을 경험하고 있었다.

F : 트 가 거  비스   에 동  . 

게 보  들  가 니 정보 게 보 거  라고 신 감  

주 고  같  것  제시 는 것 같 .... 실 게 믿 . 

그냥 시간 걸 고  수 니  무조건 동 는 거죠.

(3)사업자에 한 신뢰와 허 정보 제공 행동의 불일치

연구 참여자들은 온라인 거래에서 신뢰를 요하게 생각하는데도 불

구하고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허 로 제공하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을 경험하고 있었다.

D : 전 거래는   보고 는 거래 .  믿고 는 

것 ..... 저는 라 에  물건   제   . 가  . 

제   고 는 것  싫고, 제가 물  매   

에 검 .... 그런 것들  무 고 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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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라이버시 우려와 개인정보 제공 행동의 불일치

연구 참여자들은 라이버시에 한 우려가 있음에도 개인정보를 제

공하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경험하고 있었다.

B : 개팅 게  만 전에 그 람 SNS 찾   출신 , 

가 , 게 생겼는  다 찾 보는 편 ....  게 

그 람 락  개 정보  검 보는 .... 누 가   

 정보   수 겠다는 생각  들 에는 걱정 니  비

공개    다가     SNS에  고, 

 고.... 제가 원 는 저 고 실  저 고 다  거죠 뭐.....

C : 제가 스 트폰에  가  주 는 것  적 드   

  ..... 제가 뭐 고,   고, 런 정보들

 누가 보는 것  걱정 고, 에 그 정보들  여가 고 뭔가 

 동    수  ... 히 편 니 ....

갑 가 고 다  고... 

(5) 라이버시 우려와 개인정보 보호 행동의 불일치

연구 참여자들은 라이버시에 한 우려가 있음에도 개인정보를 보

호하지 않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경험하고 있었다.

H :  트는 고 결 니  출 거  당   다 

라 갈수  . 그래   다 걱정  는 는

..... 비   꿔 .  비  든  똑같  

. 찮죠. 비   또  고 는 것 ... 

(6)개인정보에 한 요성과 개인정보 보호 행동의 불일치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요하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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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하지 않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경

험하고 있었다.

C : 제 개 정보 죠. 히 누가  락   정보  

거 , 가 주    정보에  고 다  가  

것 같 . 는 니 ..... 근 .... 생각 보니 다고 

 정  보  동  거  고 는 것 같 . 

7)피해 발생 가능성

피해 발생 가능성이란 개인에게 라이버시 련 피해들이 발생할 가

능성을 의미하는데,피해발생 가능성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하나

는 자신에게 개인정보 유출이나 침해 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게

인지하는 하는 경우와 다른 하나는 개인정보 련 피해들이 자신에게 발

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인지하는 경우이다.피해의 발생 가능성을 높게

인지하는 참여자들은 피해 당사자에 자신이 포함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며,자신이 직 피해를 경험하 거나 지인들이 피해 입은 상황을

목격한 경우가 이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소비자들의 부정 인

경험은 정 인 경험보다 강한 기억으로 남아 더 쉽게 회상 될 수 있고

(Mano& oliver,1993),과거의 경험은 재의 소비자 경험에 향을 미

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Ling,Chai& Piew,2010).과거의 라이버시와

련된 직·간 인 피해 경험은 재 소비자들의 라이버시에 한 태

도나 신념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E : 제든 가  수 다고 생각 죠. 제가 SNS에   

당  적  는 ..... 겪고 니  가 전  생각   

곳에  런  니 ...... 

B: 개 정보 출  경험  　차  는 , 그   스팸 

 청 게 고...... 제 게 생  는 것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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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문제  것 같 . 경험   그런   가능   

고 죠.   

G : 저  가 생  것 라고 생각  본적 는 것 같 . 전에 

가 에  정보 출 다고 걱정   무  

  ...... 

J : 미 충 히 보  동  고  문에  생 가능  

1% 미만 라고 생각 .  

8)개인정보 보호 책임소재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들도 있었지

만,온라인 환경에서는 기업들의 요구에 의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해서 힘써야 한다고

응답한 참여자들도 있었다.기업에게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 에서는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비용이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에게 책임이 크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이는 개인

정보 보호 책임 소재를 개인에게 있다고 보는 과 외부에 책임 있다

고 보는 에 따라 개인의 행동에 원인을 규명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

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다(Heider,1994).개인정보 보호에 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보는 소비자들은 내 귀인을 할 가능성이 크

며,귀인 과정 이후에 후회와 같은 부정 감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한 외부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소비자들은 외 귀인을 할 가능성이

크며,귀인 과정에서 불만족과 같은 부정 감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

다(이유재 & 차문경,2005;강교 ,2006).

E : 개 정보 보  책  50%   다고 생각 . 물   

스스  개 정보  보 는 것  만,   수 는 문제

는 닌 것 같 . , 정   개 정보 보 에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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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개 정보 보 에  책  70% 정 가 개 에게 는 것 같 . 

개 > >정  순  보 에  책  져  다고 생각 .  

F : 보  책  에게 는 것 니에 ? 들   정보  원

다고  니  들    .  제  

 책  고, 그 다    것 같 . 

H : 가  개 정보  청  것 니  가   

 ? 가 제공  정보들   에 저

   그 에 들 가  가 뭘 게  수는 . 

9)무 심

‘무 심’은 라이버시와 련된 사항에 해서 개인 스스로 심을

가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라이버시 련 문제들은 심을 가지고

있어도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심이 없다는 응답과, 라이버

시 이외에도 신경 쓸 일들이 많기 때문에 라이버시에 심을 가질 여

력이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이는 라이버시 성향을 유형화한 연

구들에서 밝 진 라이버시 무 심자의 태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것으

로 볼 수 있다(기소진,2013;Westin,1967).하지만,이러한 무 심이 개

인의 지속 인 태도나 성향이 아닌 상황을 회피하기 한 심리 인 방어

기제 일 수 있다는 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재 라이버시에 한

무 심이 일 이고 지속성을 가진 것이라면 태도라고 볼 수 있지만(손

동엽,2011;Day,1971;Fishbein& Ajzen,1975),일시 인 것이라면 심리

인 방어기제의 하나로 볼 수 있으므로 주의 깊은 찰이 필요한 부분

이라고 할 수 있다.

G : 찮   에  생각 고 싶  . 생각 다고 결

는 문제  니고.... 다   충 히 곤 주겠는  런 것

 신경 쓰고 싶  . 



-85-

10)안도감 유지

안도감을 유지하는 참여자는 자신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행동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버시와 련된 사항들에 해서는 안도감을 가

지려고 노력한다고 응답하 다.이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부정

인 결과 뿐 만 아니라 정 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

으로 볼 수 있다.소비자들은 자신의 태도와 행동이 균형을 이룬다고 느

낄 때 안정감을 느끼며,자신의 의사 결정에 확신을 갖는 경우 안도감과

같은 정 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황유선,2013;임충 & 이 일,

2014).

J : 개 정보는 정말  에만 제공 고, 보  동  고  

문에  편 . 걱정 는 것  고, 제가 생각  충 히 

 고 니 .... 

11)자기 합리화

자기 합리화는 자신의 행 나 태도 등을 합리화 하는 것을 의미한

다.연구 참여자들 일부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경험하면서 자

기 합리화를 하기 하여 상황을 회피하거나,혜택을 확 인식하거나,

통제력을 외부에 가하거나,결과의 향력을 축소 인식 하여 자기 스

스로를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기 합리화는 개인 내부

의 갈등이나 괴로운 감정 등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행동으로 정신 건강

유지에 정 향을 수 있으며,자아 상실감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다는 장 이 있다(Freud,1936).하지만,과도한 자기합리화는 자신의

과오를 바로 잡는 것을 방해할 수 있고, 실에 한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다는 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Tavris& Aronson,2007).

*  

A : 차   제가  에   수 는 것  . 가 

생  그  생각  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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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   식

B : 가 편 게 고, 택   거 .....

* 제  에 전가

D :    보  주겠죠. 가  정보 는 것  닌 ..  

* 결과   축  식

I : 히 저  가 생  것 라고 생각 죠. 개 정보 출

거  판매   본 람  것 라고 생각 고 말 .

* 보  동  미 축

C :   보  고  무  다고 생각 .

E : 제가 는 보  동에는 계가 다고 느 죠. 가  뭐  

보  겠 ? 라고 생각 . 

12)무반응

‘무반응’은 개인정보 제공이나 보호 행동에 해서 평소에 심의 정

도가 매우 낮은 상태이며, 라이버시와 련된 사안에 해서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이는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과 마주하거나,개인이 선택하지 않은 안들이 비교 불가능한 차

별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외면하거나 자신에게 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버리고자 하는 심리가 반 된 것이라고 측해 볼 수 있다

(박세범 & 박종오,2009;Guadangno& Cialdini,2010)

G : 정말 무 생각  느  . 게 겠  는 걱정  고, 

그 다고 만족스럽거  그런 것  고... 짜 그냥  문제에 

 무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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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족

‘만족’은 개인 스스로 생각하는 정보 제공 행동의 수 과 보호 행동의

수 에 맞게 평소에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 상태에 해서 만족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J : 는 충 히 고 니 ......  그냥  태에 계  만족 . 

그 고 제가 택 고 싶  개 정보 제공  것 니 ...... 그

고 평 에 보  고 ... 정적  생각보다는 만족스러  

느 ...... 

14)변화에 한 다짐

‘변화에 한 다짐’은 다음 기회에 자신의 행동에 변화를 일으켜 좋은

쪽으로 행동하겠다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이는 소비자가 스스로 소비

자 라이버시 역설을 인지하고,향후 자신의 행동을 정 으로 개선하

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E :  같  것  ..... 실 찮  고 동   실  

 니  그냥 가 는 만..... 에 가 동   

문에 가 생  수  다는 생각  죠. 그럼 다 에는 

히  보  는...... 만  다짐 같  것   가 죠.

15)부정 감정 경험

‘부정 감정’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이후 발생되는 것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불안감,걱정,불편함,혼란,찝찝함,짜증,답답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기타 역설 련 연구들에서 밝 진 바와 같

이 소비자들이 역설을 인지할 경우 그 지 않은 소비자들에 비해 부정

감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와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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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트 & 채명신,2008;Schwartz,2004),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이 소비자에게 부정 으로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A : 택  는 라고 는 는 .... 실  정보가 

출   계  죠.

D : 개 정보 보     것  시  는 에  

란  생 죠. 

C : 가 에 개  정보  제공  실  고 고,  많  

에  뿌 고 다 는   는 ..... 실 찝찝 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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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패러다임 요소

개인 정보의 자원화
인과 조건

개인정보 보호 비용 증가
스마트 기기 사용

맥락 조건온라인 속 기회 증가
자동화된 의사 결정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심 상
개인정보 보호 책임소재

재 조건
피해발생가능성

안도감 유지
략무 심

자기합리화
만족

결과
변화에 한 심

무반응

부정 감정 경험

제 2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패러다임 모형 도출

본 에서는 제 1 에서 도출된 범주들을 토 로 패러다임 모형의

요소인 ‘인과 조건’,‘맥락 조건’,‘심 상’,‘재 조건’,‘략’,

‘결과’에 따라 범주화 하고,이를 토 로 패러다임 모형을 도출하고자 한

다.도출된 패러다임 모형을 토 로 각 요소들의 의미를 살펴보고,요소

들의 속성과 차원을 분류하고자 한다.

1.패러다임 모형 도출

패러다임 요소에 따라 <표 10>과 같이 범주화 될 수 있으며,이는

[그림 4]와 같이 패러다임 모형으로 구성될 수 있다.각 범주들에 한

세부 사항은 부록에 제시하 다(<부록 2>참조).

<표 10>패러다임 요소들의 범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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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패러다임 모형



-91-

1)패러다임 모형 요소들의 속성과 차원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패러다임 모형에서 도출된 요소들의 개념과

속성과 차원의 세부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인과 조건

인과 조건은 특정 상이 발생하도록 이끄는 일이나 사건들로 원인

이나 조건을 설명해 주는 과정을 의미한다(Strauss& Corbin,1998).본

연구에서 인과 조건은 첫째,‘개인정보 자원화’,둘째,‘개인정보 보호

비용 증가’로 범주화 되었다.‘개인정보 자원화’의 속성은 ‘정도’이며,개인

정보를 온라인에서 자원으로 활용하여 혜택을 얻거나 즐거움을 등을 얻는

경우에는 ‘큼’으로 구분되며,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경

우가 은 경우 ‘음’으로 차원화 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 비용 증가’

속성은 ‘정도’이며,개인정보 보호에 한 비용을 크게 느낄수록 ‘높음’,개

인정보 보호에 한 비용을 낮게 느끼는 경우 ‘낮음’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표 11>인과 조건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개인정보 자원화 정도 큼 - 음

개인정보 보호 비용 증가 정도 높음 -낮음

(2)맥락 조건

맥락 조건은 인과 조건을 발 시키거나 심 상이 발생하게

되는 사회 이고 문화 인 상황들을 의미한다(Strauss& Corbin,1998).

맥락 조건은 첫째,‘스마트 기기 사용’,둘째,‘온라인 속 기회 증가’,

셋째,‘자동화된 의사결정’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구성되었다.첫째,‘스마

트 기기 사용’의 속성은 ‘정도’로 스마트폰과 같은 스마트 기기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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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경우 ‘많음’,스마트 기기 사용이 은 경우 ‘음’으로 차원이

구분될 수 있다.둘째,‘온라인 속 기회 증가’의 속성은 ‘정도’이며,온

라인 속 기회가 많은 경우에는 ‘많음’, 속의 기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음’으로 나타났다.셋째,‘자동화된 의사결정’의 속성은 ‘정도’

이며,자동 로그인이나 결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높음’으로,회원가입

등을 하지 않아서 온라인에서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물품을 구매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낮음’으로 나타났다(<표 12>참조).

<표 12>맥락 조건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스마트 기기 사용 정도 많음 - 음

온라인 속 기회 증가 정도 많음 - 음

자동화된 의사결정 정도 높음 - 음

(3) 심 상

심 상은 참여자의 략에 의해 조 되는 사건이나 심 생각을 의

미한다(Strauss& Corbin,1998).연구 참여자들은 온라인 환경에서 개

인의 태도와 행동이 불일치하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경험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한 속성은 ‘수’와 ‘정도’로 나 어 볼 수 있

는데,‘수’는 개인이 경험한 심 상에 한 개수로 많음- 음으로 차

원화 할 수 있으며,‘정도’는 심 상에 한 정도로 큼- 음으로 차원

화 할 수 있다(<표 13>참조).

<표 13> 심 상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수 많음 - 음

정도 큼 -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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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 조건

‘재 조건’은 ‘략’에 향을 미치며,‘인과 조건’이 ‘심 상’에

미치는 향력을 완화하거나 강화시키는 조건들이다(Strauss& Corbin,

1998).본 연구에서 재 조건은 첫째,‘피해발생 가능성’,둘째,‘개인

정보 보호의 책임소재’로 나타났다.첫째,‘피해발생 가능성’의 속성은 ‘정

도’로 라이버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높음’,피해

발생 가능성을 낮다고 인지하는 경우 ‘낮음’으로 차원이 구분될 수 있다.

둘째,‘개인정보 보호 책임 소재’의 속성은 ‘태도’이며,개인 정보 보호의

책임이 개인 스스로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내부’,개인정보 보

호 책임이 기업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외부’라는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표 14>참조).

<표 14> 재 조건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피해발생 가능성 정도 높음 -낮음

개인정보 보호책임 소재 태도 내부 -외부

(5) 략

‘략’은 ‘심 상’에 한 반응으로 개인이 심 상을 경험하고

나서 취하는 행동이나 반응 의미한다(Strauss& Corbin,1998).본 연구

에서의 ‘략’은 첫째,‘안도감 유지’,둘째,‘무 심’,셋째,‘자기 합리화’의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될 수 있다.첫째,‘안도감 유지’의 속성은 ‘정도’이

며,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이후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높음’,

불일치 상을 경험한 이후에 안도감을 느끼지 못할 경우 ‘낮음’으로 차

원화 될 수 있다.둘째,‘무 심’의 속성은 ‘정도’이며,‘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이후에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보호하는 것에 한 심

이 은 경우 ‘큼’,개인정보를 활용하고 보호하는 것에 한 심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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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음’으로 차원화 될 수 있다.셋째,‘자기 합리화’의 속성은 ‘정

도’이며,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이후에 자신의 태도나 행동에 해서

정당화 하고자 하는 욕구나 경향이 높은 경우 ‘강함’,정당화 하고자 하

는 욕구나 경향이 은 경우 ‘약함’으로 차원화 될 수 있다(<표 15>참

조).

<표 15> 략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안도감 유지 정도 높음 -낮음

무 심 정도 큼 - 음

자기합리화 정도 강함 -약함

(6)결과

‘결과’는 특정 상에 처하기 하여 개인이 취한 략에 따라 나타

나는 행동,감정 등을 의미한다(Strauss& Corbin,1998).‘략’을 토

로 나타나는 ‘결과’는 첫째,만족,둘째,변화에 한 다짐,셋째,무반응,

넷째,부정 감정 경험으로 범주화 되었다.첫째,‘만족’은 자신의 태도

나 행동이 흡족하게 느껴질 경우 ‘큼’,흡족하게 느껴지지 않을 경우 ‘

음’으로 차원화 될 수 있다.둘째,‘변화에 한 다짐’은 재 자신의 태

도나 행동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로 ‘큼’,‘음’으로 차원화 될 수 있

다.셋째,‘무반응’의 속성은 ‘정도’이며,자신의 태도나 행동에 한 반응

이 없을 경우 ‘큼’,반응이 있을 경우 ‘음’으로 차원화 될 수 있다.넷

째,‘부정 감정 경험’은 자신의 태도나 행동으로 인해 느낄 수 있는 감

정으로 속성은 두 가지로 나 어 볼 수 있다.‘정도’의 경우에는 부정

인 감정을 많이 느끼는 경우 ‘큼’,부정 인 감정을 거의 느끼지 못할 경

우 ‘음’으로 차원화 될 수 있으며,‘수’의 경우에는 다양한 부정 감정

을 경험할 경우 ‘많음’,제한 인 부정 인 감정을 느끼는 경우 ‘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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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차원화 될 수 있다(<표 16>참조).

<표 16>결과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만족 정도 큼 - 음

변화에 한 다짐 의지 강함 -약함

무반응 정도 큼 - 음

부정 감정 경험
정도

수

큼 - 음

많음 -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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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핵심범주 도출과 소비자 유형화

본 에서는 제 2 에서 도출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패러다임

모형,그리고 각 요소별 속성과 차원에 따라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

험에 한 핵심 범주를 도출하고,핵심 범주에 따라 소비자를 유형화 하

다.

1.핵심 범주 도출

근거 이론의 마지막 단계인 선택 코딩의 목 은 핵심범주를 완성시키

는 것이며,핵심범주의 기능은 형성된 범주를 통합하고 정리하는 것이다.

핵심범주는 본 연구의 심 주제로 ‘본 연구가 무엇에 한 것’인지를 알

려주는 핵심 인 단어로 표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핵심범주는 범주

들 간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기타 모든 주요 범주가 그것과

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심 이어야 한다(Strauss& Corbin,

1998).

온라인 환경에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을 개방코딩과 축코딩

을 토 로 분석한 결과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 개요를 도출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온라인 서비스가 확 되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

이 증가하게 되었으며,스마트폰의 사용으로 실시간 인터넷 속이 가능

하게 되었다.이러한 요소들은 인터넷 활용에 투입되는 시간과 기회를

증가시키게 되었으며,자동 로그인과 자동 결제 서비스들이 활성화되면

서 물품을 구매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한 필요성을 생각해보는 시

간이 단축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 환경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개인정보에 기반한 앱이

나 온라인 서비스들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리고자 개인정보를 자원화

하고 있었다.연구 참여자들은 치정보를 활용한 개인화 서비스를 활용

하고 있었으며,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고는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이 조

성되어 시 에 응하기 해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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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자신의 개인정보들이 원치 않게 타인에 의해 유출되면서,기업에

한 불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 참여자들은 차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에 한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으며,이로 인해

라이버시 보호에 한 비용을 높게 인지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 참여자 모두가 온라인 환경에서 개인의 태도와 행동이 불일치

하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은 다양한 서비스 환경에서 다양한 형태로 도출되었으

며,여섯 가지 상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사업자를 신뢰하지 않

음에도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동,둘째,사업자를 신뢰하지 않음에도 이

용 약 에 동의하는 행동,셋째,거래 환경에서 신뢰를 요하게 생각하

고 있음에도 사업자에게 허 정보를 제공하는 행동,넷째, 라이버시

우려가 높음에도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동,다섯째, 라이

버시 우려가 높음에도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는 행동,여섯째,개인정보

를 요하게 생각하지만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정도에 한 주

평가를 하고 있었으며,스스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은 라이버시 피해 발생 가능

성을 높게 인지할수록,개인정보 보호에 한 책임 소재가 자기 자신에

게 있다고 인지할수록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개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 일부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이후에 자신의 행

동을 정당화 시키거나,안도감을 가지거나,무 심 하려는 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기를 정당화 시키는 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 상황을 회피하거나 피해에 한 향력을 축소해서 인식하거나 외

부에 책임을 가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응하고 있

었으며,안도감을 느끼는 참여자들은 자신이 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라이버시 보호에 한 기 에 일치하는 라이버시 행동을 하고 있다

는 생각을 토 로 안도감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응답하 다.무 심 략

을 사용한 소비자들은 재 개인정보와 련된 문제 상황이 자신이 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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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서 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태도를 유지하려고

하 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무 심 략을 이용한 연구 참여자들은 소

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비롯한 라이버시 련 문제에 해서 지속

으로 무반응 하는 결과를 보 으며,안도감 유지 략으로 활용한 연구

참여자들은 재 상태에 한 만족감을 드러냈다.마지막으로 자기 합리

화 략을 활용한 연구 참여자들은 자기를 합리화 한 이후에도 일정 수

의 불안함,혼란,답답함 등과 같은 부정 인 감정을 경험하거나 부정

인 감정을 느낌과 동시에 태도 변화에 한 다짐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의 이야기 개요를 살펴본 결과,연구 참여자들의 특성과 차

이 을 가장 잘 나타내 수 있는 핵심 범주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

설의 략과 결과’로 도출될 수 있다.이러한 핵심 범주가 도출된 이유는

<표 1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소비자들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이후

개별 으로 사용하는 략에 차이가 있으며, 략에 따라 소비자들이 경

험할 수 있는 반응이 다양한 차원으로 분류되어 소비자의 내부 인 차이

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2.소비자 유형화

본 연구에서 도출된 핵심 범주인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략과

결과’를 토 로 소비자를 세 가지 집단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첫째 ‘자

기 합리화 형’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자신을 합리화 하는 ‘략’을

사용하고,‘결과’에서 부정 감정을 느끼거나 변화에 한 다짐을 하거

나 재 상태에 만족을 느끼는 다양한 결과를 보이는 집단이다.둘째,

‘무 심형’은 체 으로 개인정보와 련된 사항들에 해서 무 심하며,‘결

과’에서도 무반응을 보이는 유형이다.셋째,‘자존형’은 개인 스스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안도감을 유지하는 ‘략’을 사용하고 자신의 행동에 만족

하는 유형이며,세부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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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기 합리화형

‘자기 합리화형’에 해당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A,B,C,D,E,I로 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자기 합리화형’은 스마트폰,패드 등 다양

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고 있었으며,다른 참여자들에 비해 하루 평균

온라인에 속하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자기 합리화형’은 개

인정보를 활용하여 교통 검색,맛 집 추천 등 다양한 서비스 활용하

고 있었으며,반면에 개인정보 보호에 한 필요성도 높게 인지하고 있

는 유형이다.

‘자기 합리화형’은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서비스에서 다양한 효용을

리고 있었으나,직 는 간 인 개인정보 련 피해 경험들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하지만,실제

생활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신의 기 수 과는 다르게

개인정보보호 보다는 활용에 을 두고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자기 합리화형’은 다른 집단들과 비교해 보았

을 때,다양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자기 합리화형에 해당하는 연구 참여자 모두가 3개 이상의 서비스

환경에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이 있었으며,스스로 인지하고 있

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정도 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 라

이버시와 련된 피해발생 가능성에 해서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소재에 해서는 부분이 자기 자신

에게 있다고 느끼고 있었으나 이 한 명은 외부에 책임 소재가 있다고

응답하 다.

‘자기 합리화형’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이후 자기 정당화 략을

취하고 있었다.책임소재를 자신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들은 재 상

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상황의 회피하거나,자신이 개

인정보 제공을 통해 얻은 혜택을 확 인식하는 등의 이유를 통해 부정

인 감정들을 감소시키고 있었으며,책임 소재를 기업(외부)에 두고 있

는 경우에는 외부에 책임을 가하는 형식의 자기 정당화 략을 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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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자기 합리화형’은 다양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일부 소비자들

은 자기 합리화 이후에 부정 감정을 경험하거나,변화에 한 다짐을

하거나,일부 소비자는 부정 감정을 느끼는 동시에 변화에 한 다짐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무 심형

‘무 심형’에 해당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F,G,H로 그 특성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무 심형’은 스마트 기기 사용시간과 온라인 이용 시간

이 보통으로 나타났다.온라인을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

었으며,개인정보의 보호에 한 필요성에 한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체 으로 라이버시와 련된 문제에 해서 무 심한 것으로 나타났

다.‘무 심형’은 라이버시와 련한 사항들에 해서 무 심한 태도를

유지하 으며,‘략’에 해서도 무 심을 보 고,소비자 라이버시 역

설에 해서 구나 겪는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개인의 삶에서 라이버시 보다 다른 요한 사안들이 더 많기 때문

에 개인정보와 련한 문제나 사안에 해서 심을 가질 겨를이 없다고

응답 하 다.개인정보와 련한 사항들에 해서는 생각하기도 귀찮고,

개인의 삶에서 우선순 를 두고 생각할 만큼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무 심형’은 다른 유형

들과 달리 부정 감정이나 정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

에서 아무런 반응을 느끼지 못하는 무반응의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3)자존형

‘자존형’에 해당하는 연구 참여자는 J로 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자존형’의 주요 온라인 속 기기는 스마트폰과 노트북이었으며,

다른 유형들에 비해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과 온라인 사용 시간이 은

것으로 나타났다.온라인에서도 특정 사이트만 이용하고 있었으며,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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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호를 하여 무료 앱 사용을 자제하고,다양한 백신 로그램 사

용하고 있었다. 한,SNS사용을 최소하거나 아이핀을 사용하는 등 개

인정보 보호를 한 활동을 극 으로 하고 있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자존형’의 경우 평소에 자기가 생각하는 개인 정보 보호에 한 태도

와 행동 수 이 거의 일치하고 있었으나, 자상거래나 SNS에서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 평소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개인정보 제공 수 보다

더 많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스스로 정

보를 잘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편이라

는 인식과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 소재에 해서는 재 자신 스스로는

책임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자존형’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략’으로 안도감을 유지하고 있

었는데,그 이유로는 그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수 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행동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마음이나 부정 인 감정

보다는 안도감을 느끼며, 재 상태에 한 만족감하는 ‘결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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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패러다임 모형 속성과 차원에 따른 소비자 유형화

패러다임 요소 속성

자기

합리화

형

무

심형
자존형

심

상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수

정도

많음

큼

음

음

음

음

인과

조건

개인정보 자원화 정도 큼 큼 음

개인정보 보호 비용

증가
정도 높음 높음 낮음

맥락

조건

스마트 기기 사용 정도 많음 많음 음

온라인 속

기회 증가
정도 많음 많음 많음

자동화된 의사결정 정도 높음 높음 음

재

조건

피해발생 가능성 정도 높음 낮음 높음

개인정보

보호 책임 소재
태도 내부 외부 외부

략

무 심 정도 음 큼 음

안도감 유지 정도 낮음 낮음 높음

자기 합리화 정도 강함 약함 약함

결과

무반응 정도 음 큼 음

변화에 한 다짐 행 간 약함 약함

부정 감정 경험
정도

수

큼

많음

음

음

음

음

만족 정도 간 음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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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소결

본 연구는 근거이론을 토 로 개념을 범주화하고,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패러다임 모형을 도출하 다.패러다임 모형에서의 핵심범주를

도출하고,핵심범주 내용을 토 로 소비자를 유형화 하 다.

본 연구의 결과와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패러다임 모형이 도출되었다.‘심

상’인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인과 조건’으로는 개인정보의 자원

화,개인정보 보호 비용 증가가 도출되었다.‘맥락 조건’으로는 스마트

기기 사용,온라인 속 기회 증가,자동화된 의사결정이 도출 되었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재 조건’으로는 라이버시 피해 발생 가

능성,개인정보 보호 책임 소재에 한 내용이 도출되었다.‘략’에서는

안도감 유지,무 심,자기합리화가 도출 되었고,‘결과’에서는 만족,변화

에 한 다짐,무반응,부정 감정 경험이 도출되었다.이러한 결과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은 외부 인 요소와 내부 인 요소들에 의해

향을 받을 수 있고,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소비자 반응에도 향을

미칠 수 있는 심 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응하기 해 소비자들은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무 심 는 안도감을 유지하는 세 가지 형태의 략을 사

용하고 있었다.일부 소비자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이후 자기를 합

리화 하거나 안도감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일

부 소비자들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해 인지하고 있음에도 크게

심을 두지 않고 무 심으로 일 하고 있었다.이러한 결과는 소비자들

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다양한 ‘략’을 활용하여 이에 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피해 발생 가능성,개인정보 보호에 한 책임 소재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재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피해 발생 가능성을 낮

게 인지한 소비자의 경우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로 인한 부정 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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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개인정보 보호에 한 책임

소재를 내부에 두는 경우 그 지 않은 소비자들보다 부정 감정을 경험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내부 귀인을 하는 경우 부정

감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는 귀인 련 연구들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한,개인의 특성에 의해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재

될 수 있으며,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응 략에도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소비자 라이버시 역설로 발생된 ‘결과’는 무반응,만족,변화

에 한 다짐,부정 감정 경험의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본 연구에

서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소비자들에게 반드시 부정 인 감정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며, 실에서 만족감을 느끼거나,태도를 수정하

기 해 변화에 한 다짐을 하는 등의 정 인 향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소비자 유형에 따라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응하는

략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기합리화형’은 재 상태를 합리

화하여 자신의 선택에 문제가 없었음을 스스로 각인시키는 방법으로

라이버시 역설에 응하는 략을 활용하고 있었다.‘자존형’은 평소에

과도한 개인정보를 활용을 자제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를 실천하고 있음을 되돌아보았고,스스로 충분히 잘하고 있음에 안도감

을 느끼고 있었다.‘무 심형’은 라이버시에 한 사항들이 자신의 인

생에 향을 미칠 만큼 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심이 없음을 일 되게

유지하는 략을 사용하고 있었다.이러한 결과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

설이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경험으로 설명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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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향 요인과

소비자 반응

본 장에서는 제 3장에서 제시한 [연구문제 2]를 해결하기 하여 소

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이 ‘부정 감정’과 ‘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향 요인에 해

서 살펴보고자 양 연구를 진행하 다.제 1 에서는 서비스 유형별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수 을 살펴보고,제 2 에서는 SNS소비

자 라이버시 역설의 향 요인과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소비자 반

응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았다.제 3 에서는 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향 요인과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향력을,제 4 에서는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향 요인과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향력을 살

펴보았다.마지막으로 제 5 에서는 서비스 유형별 소비자 라이버시

향 요인과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향력의 차이를 분석하 다.

제 1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반 경향

본 에서는 서비스 유형별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수 과,서비

스 유형별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응답 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1.서비스 유형별 라이버시 역설 수 의 차이 분석

서비스 유형별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수 을 살펴보면 <표 18>과

같다.SNS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평균은 2.76 ,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평균 3.55 ,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평균 3.52

으로 나타났다.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서비스 유형별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정도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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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서비스 유형별 라이버시 역설 수

항목 문항
평균

(표 편차)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SNS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2.76(1.08)

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3.55(.91)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3.52(.98)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소비자가 인지하

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은 정도로 측정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SNS,M-커머스, 치기반 서비스 에서 M-커머스의 소비자 라이

버시 역설 수 이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는 M-커머스의 경우 서비스

이용 시 개인의 실제 주소지 정보나,결제 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들에 비해 라이버시 역설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짐

작해 볼 수 있다.

2.서비스 유형별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응답 수 분포

서비스 유형별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련 문항들의 응답 수

분포를 그래 로 살펴보았다.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정도를 측정하

기 해 각 서비스 유형별로 세 가지 문항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문

항을 구성하 다.서비스 유형별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구성하는

세 가지 문항의 평균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5],[그림 6],[그림 7]

과 같이 평균 수의 빈도와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SNS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경우 서비스 이용 시 라이버시 침해에

한 우려가 있음에도 개인의 신상정보,사진이나 동 상 련 정보,개인의

일상과 련된 정보들을 얼마나 공개하는지를 정도를 측정하 고,세 문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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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5]와 같다.SNS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의 평균 응답 분포는 2-4 에 넓게 집 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경우 서비스 이용 시 라이버시

침해에 한 우려가 있음에도 사업자가 요청하는 정보,자동 로그인을 통한

서비스 이용 정보,결제 련 정보들을 얼마나 제공하는지를 정도로 측정하

고,세 문항의 평균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6]과 같다.M-커머스 소

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평균 응답 분포는 4 에 집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경우 서비스 이용 시 라이버시 침

해에 한 우려가 있음에도 나와 련된 주소지나 치 정보,이동 경로 정

보,자주 방문하는 장소 정보들을 얼마나 제공하는지를 정도로 측정하 고,

세 문항의 평균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7]과 같다.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평균 응답 분포는 4 에 집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러한 결과들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한 소비자들의 주 평

가가 가능하며,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정도로 측정 가능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서비스 유형별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수 이 높은

수 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M-커머스와 치기반 서비스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평균 응답 분포가 4 에 집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소

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정도가 높은 소비자들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서비스 유형에 따라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정도와 응답 분포가 다

르게 나타나 서비스 유형에 따라 소비자들이 인지하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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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SNS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응답 분포

[그림 6]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응답 분포



-109-

[그림7]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응답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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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SNS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향 요인과

소비자 반응

본 에서는 SNS 서비스를 심으로 확인 요인분석과 구조

모형 분석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확인 요인 분석 결과에서는

모형의 합도,요인 재량 그리고 타당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조 모형 분석 결과에서는 구조 모형의 합도와 함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향 요인과,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부정

감정,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1.측정 모형 분석

모형의 합도를 확인하기 하여 값과 합지수들을 함께 살

펴보았다.값의 경우 표본 수에 향을 받기 때문에,표본 수에

향을 덜 받는 합지수(CFI,AGFI,NFI,RMSEA,RMR)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요구된다.값의 경우 p-value가 0.5보다 낮을

경우 모형이 합하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이는 표본 수에 향을

받기 때문에 값을 자유도로 나 Q값(/자유도=2.94)이 3보다 작을

수록 모형의 합도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그러

므로 본 연구에서는 값과 Q값(/자유도=2.94),그리고 합지수(CFI,

AGFI,NFI,RMSEA,RMR)들을 토 로 모형의 합도를 확인하

고자 하 다.

SNS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향을 미치는 향요인과 소비

자 라이버시 역설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기

하여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며,분석 결과는 <표 19>와

같다.=550.06(df=187,p=.000)으로 p-value가 0.5보다 낮아 수용 기

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Q값(/자유도=2.94)이 3보

다 작으며,모형의 합도를 나타내는 합지수 GFI(.94),AGFI(.92),

NFI(.93),RMSEA(.04),RMR(.04)이 모두 바람직하게 나타나 측정 모형



-111-

의 합도는 만족스러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확인 요인 분석의 요인 재량은 모든 항목에서 0.6이상으로 나타났으

며,통계 으로 유의한 t값을 가지고 있어 각 구성 개념 간의 집 타당성과

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단할 수 있다.각 변수들에 한 개념 신뢰도

(CompositeReliability:CR)와 평균분산추출값(AverageVarianceExtracted

:AVE)을 살펴보면,CR 값은 모든 항목에서 0.7이상으로 나타났으며,

AVE값도 모든 항목에서 0.5이상으로 나타나 측정항목들의 개념 신뢰도

(수렴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별타당도를 확인하기 하여 잠재변수들 간의 상 계수를 살펴보면,

라이버시 비용과 라이버시 무 심 간의 상 계가 .44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별타당도의 기 이 될 수 있는 결정계수(.44제곱 값)를 확인한

바,.19로 나타났으며,각 잠재 변수들 간에 도출된 AVE값이 결정계수 .19

보다 크게 나타나 별 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부록 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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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CFA에 의한 SNS서비스 개념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변수명
측정

항목

표

재
치

표

오차
t값 p값 CR AVE

쾌락

소비가치

쾌락1 .81 - - -

.87 .70쾌락2 .81 .04 22.35 ***

쾌락3 .74 .04 21.10 ***

경제

소비가치

경제1 .89 - - -

.86 .69경제2 .89 .03 26.50 ***

경제3 .69 .04 17.90 ***

사회

소비가치

사회1 .63 - - -

.77 .53사회2 .84 .10 12.56 ***

사회3 .61 .07 11.92 ***

라이버시

비용

비용1 .71 - - -

.77 .53비용2 .61 .76 3.41 ***

비용3 .62 .49 4.08 ***

라이버시
무 심

무 심1 .74 - - -

.81 .58무 심2 .87 .05 23.53 ***

무 심3 .81 .05 22.42 ***

SNS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S역설1 .64 - - -

.71 .51S역설2 .84 .07 17.00 ***

S역설3 .67 .07 16.38 ***

부정 감정

S부정 감정
1 .84 - - -

.90 .76

S부정 감정
2 .89 .03 32.85 ***

S부정 감정
3 .87 .03 31.82 ***

S부정 감정
4 .75 .03 25.24 ***

합도 =550.06(df=187,p=.000),/자유도(Q값)=2.94

GFI=.94,AGFI=.92,NFI=.93,RMSEA=.04RMR=.04

※ *p<.05,**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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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조 모형 분석

본 연구의 구조 모형의 합도를 확인하기 하여 값과 Q값

(/자유도),그리고 합지수들을 살펴보았으며,이는 <표 20>과 같

다.=623.46(df=210,p=.000)으로 p-value가 0.5보다 낮아 수용 기 에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Q값(/자유도)이 2.99로 3보다 작

고,모형의 합도를 나타내는 GFI(.93),AGFI(.91),NFI(.92),RMSEA (.04),

RMR(.04)의 합지수들이 바람직하게 나타나 측정 모형의 합도는 만

족스러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SNS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향 요인과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이 부정 감정과 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향력은 [그림 8]과

같다.SNS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향 요인을 살펴본 결과,‘쾌

락 소비 가치(경로계수=.26,t값=5.81,p=.001)’와 ‘ 라이버시 무

심(경로계수=.34,t값=7.67,p=.001)’이 SNS 소비자 라이버시 역

설에 향을 미치는 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SNS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소비자 반응을 살펴본 결과,소

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부정 감정(경로계수=-.32,t값=-7.80,p=.001)’과

‘SNS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경로계수=.32,t값=7.80p=.001)’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감정’을 매개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SNS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하여 ‘부정 감정’이

‘SNS 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그 결

과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부정 감정’이 SNS소비자

라이버시 역설과 ‘SNS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향력에 한

매개 효과에 한 검증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각 변수들의 설명력을 살펴보면,SNS소비자 라이

버시 역설에 한  은 30%,부정 감정에 한  은 20%,SNS

지속 사용 의도에 한  은 41%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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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SNS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구조 모형 분석 결과

경로
경로

계수
t값 p값 R2

쾌락 소비 가치

→ SNS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26 5.81 ***

.30

경제 소비 가치

→ SNS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01 .47 .58

사회 소비 가치

→ SNS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02 .64 .74

라이버시 비용

→ SNS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06 .28 .45

라이버시 무 심

→ SNS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34 7.67 ***

SNS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 부정 감정
-.32 -7.84 *** .20

SNS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 SNS지속 사용 의도
.32 7.80 ***

.41
부정 감정

→ SNS지속 사용 의도
-.06 -1.65 .09

합도 =623.46(df=210,p=.000),/자유도(Q값)=2.99

GFI=.93,AGFI=.91,NFI=.92,RMSEA=.04,RMR=.04

※ *p<.05,**p<.01,***p<.001

[그림 8]SNS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향 요인과 소비자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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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향 요인

과 소비자 반응

본 에서는 M-커머스 서비스를 심으로 확인 요인분석과

구조모형 분석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확인 요인 분석 결과에

서는 모형의 합도,요인 재량 그리고 타당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구조 모형 분석 결과에서는 구조 모형의 합도와 함께 소비

자 라이버시 역설의 향 요인과,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부

정 감정,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1.측정 모형 분석

측정 모형의 합도를 확인하기 하여  값,Q값(/자유도),그

리고 합지수들을 살펴보았으며,자세한 내용은 <표 21>과 같다.

M-커머스 측정 모형의 =567.33(df=245,p=.000)으로 p-value가 0.5

보다 낮아 수용 기 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Q값(

/자유도)이 3.00으로 3보다 크지 않고,모형의 합도를 나타내는 합지

수 GFI(.94),AGFI(.91),NFI(.92),RMSEA(.04),RMR(.04)이 바람직하게

나타나 측정 모형의 합도는 만족스러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확인 요인 분석의 요인 재량은 모든 항목에서 0.6이상으로 나타났으

며,통계 으로 유의한 t값을 가지고 있어 각 구성 개념 간의 집 타당성과

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단할 수 있다.각 변수들에 한 개념 신뢰도

(CompositeReliability:CR)와 평균분산추출값(AverageVarianceExtracted

:AVE)을 살펴보면,모든 변수들의 CR값은 0.7이상으로 나타났으며,AVE

값도 0.5이상으로 나타나 측정항목들의 개념신뢰도(수렴타당도)가 확보되었

다고 할 수 있다.

별타당도를 확인하기 하여 잠재변수들 간의 상 계수를 살펴보면,

쾌락 소비 가치와 사회 소비 가치 간의 상 계가 .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별타당도의 기 이 될 수 있는 결정계수(.33의 제곱 값)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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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10으로 나타났으며,각 잠재 변수들 간에 도출된 AVE값이 결정

계수 .10보다 크게 나타났으므로 별 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부록 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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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CFA에 의한 M-커머스 서비스 개념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변수명
측정

항목

표

재치

표

오차
t

유
의
도

CR AVE

쾌락

소비가치

쾌락1 .81 - - -

.87 .70쾌락2 .81 .04 22.32 ***

쾌락3 .75 .04 21.20 ***

경제

소비가치

경제1 .89 - - -

.86 .69경제2 .89 .03 26.47 ***

경제3 .61 .04 18.37 ***

사회

소비가치

사회1 .62 - - -

.77 .53사회2 .85 .09 12.60 ***

사회3 .61 .73 11.92 ***

라이버시

비용

비용1 .71 - - -

.77 .53비용2 .64 .76 3.41 ***

비용3 .62 .49 4.08 ***

라이버시
무 심

무 심1 .74 - - -

.81 .58무 심2 .87 .05 23.53 ***

무 심3 .81 .05 22.42 ***

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M역설1 .64 - - -

.85 .65M역설2 .71 .09 12.82 ***

M역설3 .67 .09 11.93 ***

부정 감정

부정 감정1 .89 - - -

.92 .80
부정 감정2 .92 .02 42.06 ***

부정 감정3 .90 .02 40.14 ***

부정 감정4 .71 .03 25.15 ***

합도 =567.33(df=187,p=.000),/자유도(Q값)=3.00

GFI=.94,AGFI=.91,NFI=.92,RMSEA=.04RMR=.04

※ *p<.05,**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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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조 모형 분석

본 연구의 구조 모형의 합도를 확인하기 하여 값과 Q값

(/자유도),그리고 합지수들을 살펴보았으며,이는 <표 22>와

같다.=652.93(df=207,p=.000)으로 p-value가 0.5보다 낮아 수용 기

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Q값(/자유도)이 3.15로 3

에 가깝고 모형의 합도를 나타내는 합지수인 GFI(.93),AGFI(.91),

NFI(.92),RMSEA(.05),RMR(.04)이 바람직하게 나타나 측정 모형의

합도는 만족스러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향 요인과 소비자 반응을

살펴본 결과 [그림 9]와 같다.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향

요인을 살펴보면,‘쾌락 소비 가치(경로계수=.14,t값=3.55,p=.001)’,‘

라이버시 무 심(경로계수=.30,t값=6.74,p=.001)’,‘사회 소비 가치(경로

계수=.12,t값=2.97,p=.05)’,‘라이버시 비용(경로계수=.02,t값=1.17,

p=.05)’이 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향을 미치는 선행요

인으로 나타났다.

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소비자 반응 요인에 미치

는 향력을 살펴본 결과,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부정 감정(경로계수=.16,t값=3.92,p=.001)’과 ‘M-커머스 지속 사

용 의도(경로계수=.47,t값=10.16,p=.001)’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정 감정’을 매개로 ‘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M-커

머스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하여 ‘부정 감정’이

‘M-커머스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그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경로계수=-.18,t값=5.27,p=.001),부(-)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설명력을 살펴보면,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한  은 21%,부정 감정에 한  은 34%,M-커머스 지속 사용 의도

에 한  은 23% 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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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구조 모형 분석 결과

경로
경로

계수
t

유의
도

R2

쾌락 가치

→ 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14 3.55 **

.21

경제 가치

→ 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30 6.74 ***

사회 가치

→ 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12 2.97 *

라이버시 비용

→ 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02 1.17 *

라이버시 무 심

→ 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03 1.28 .42

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 부정 감정
.16 3.92 *** .34

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 M-커머스 지속 사용 의도
.47 10.16 ***

.23
부정 감정

→ M-커머스 지속 사용 의도
-.18 -5.27 ***

합도 =652.93(df=207,p=.000),/자유도(Q값)=3.15

GFI=.93,AGFI=.91,NFI=.92,RMSEA=.05RMR=.04

※ *p<.05,**p<.01,***p<.001

3.매개 효과

본 연구에서는 ‘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부정 감

정’을 매개로 하여 ‘M-커머스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하여 부트스트래핑법(Bootstrappingmethod)을 사용하

여 매개 효과를 검증하 다.분석 결과는 <표 23>과 같다.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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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Bootstrapping방법에 의한 매개 효과 분석(M-커머스)

항목
간

효과
유의도

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 부정 감정

→ M-커머스 지속 사용 의도

-.03 *

※ *p<.05,**p<.01,***p<.001

결과 ‘부정 감정’의 매개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났으며,부정

감정을 매개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M-커머스 지속 사용 의

도에 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향 요인과 소비자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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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향 요인

과 소비자 반응

본 에서는 치기반 서비스를 심으로 확인 요인분석과 구

조모형 분석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확인 요인 분석 결과에서

는 모형의 합도,요인 재량 그리고 타당도 등을 살펴보고자 한

다.구조 모형 분석 결과에서는 구조 모형의 합도와 함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향 요인과,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부정

감정,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1.측정 모형 분석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향을 미치는 향 요인과

소비자 반응을 살펴보기 하여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모

형의 합도를 확인하기 하여 값과 Q값(/자유도),그리고 합

지수들을 함께 살펴보았으며,이는 <표 24>와 같다.

=541.89(df=187,p=.000)으로 p-value가 0.5보다 낮아 수용 기 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Q값(/자유도)이 2.89로 3보다

작고, 모형의 합도를 나타내는 합지수인 GFI(.94), AGFI(.92),

NFI(.94),RMSEA(.04),RMR(.04)이 바람직하게 나타나 측정 모형의

합도는 만족스러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확인 요인 분석의 요인 재량은 모든 항목에서 0.6이상으로 나타났으

며,통계 으로 유의한 t값을 가지고 있어 각 구성 개념 간의 집 타당성과

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단할 수 있다.각 변수들에 한 개념 신뢰도

(CompositeReliability:CR)와 평균분산추출값(AverageVarianceExtracted

:AVE)을 살펴보면,모든 변수의 CR 값은 0.7이상으로 나타났으며,AVE

값도 0.5이상으로 나타나 측정 항목들의 개념신뢰도(수렴타당도)가 확보되

었다고 할 수 있다.

별타당도를 확인하기 하여 잠재변수들 간의 상 계수를 살펴보면,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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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소비 가치와 사회 소비 가치의 상 계수가 .34로 가장 높게 나타났

다. 별타당도의 기 이 될 수 있는 결정계수(.34의 제곱 값)를 확인한 바,

결정계수는 .11로 나타났다.각 잠재 변수들 간에 도출된 AVE값이 결정계

수 .11보다 크게 나타났으므로 별 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부

록 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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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CFA에 의한 치기반 개념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결과

변수명
측정

항목

표

재
치

표

오차
t

유의
수 CR

AV
E

쾌락

소비가치

쾌락1 .82 - - -

.87 .70쾌락2 .80 .04 22.38 ***

쾌락3 .74 .04 21.21 ***

경제

소비가치

경제1 .89 - - -

.86 .69경제2 .89 .03 26.05 ***

경제3 .61 .04 18.32 ***

사회

소비가치

사회1 .64 - - -

.77 .53사회2 .83 .09 11.40 ***

사회3 .62 .73 12.96 ***

라이버시

비용

비용1 .71 - - -

.77 .53비용2 .61 .76 1.91 ***

비용3 .62 .35 5.16 ***

라이버시
무 심

무 심1 .75 - - -

.81 .58무 심2 .87 .05 23.62 ***

무 심3 .81 .05 22.58 ***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L역설1 .76 - - -

.82 .90L역설2 .88 .05 21.83 ***

L역설3 .70 .04 19.54 ***

부정
감정

L부정 감정1 .90 - - -

.93 .92
L부정 감정2 .95 .02 47.37 ***

L부정 감정3 .89 .02 40.96 ***

L부정 감정4 .80 .27 31.60 ***

합도 =541.89(df=187,p=.000),/자유도(Q값)=2.89

GFI=.94,AGFI=.92,NFI=.94,RMSEA=.04RMR=.04

※ *p<.05,**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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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조 모형 분석

본 연구의 구조 모형의 합도를 확인하기 하여 값,Q값(

/자유도),그리고 합지수들을 살펴보았으며,이는 <표 25>와 같다.

=596.88(df=209,p=.000)로 p-value가 0.5보다 낮아 수용 기 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Q값(/자유도)이 3.00으로 3과 같고,

모형의 합도를 나타내는 합 지수인 GFI(.93),AGFI(.91),NFI(.93),

RMSEA(.04),RMR(.04)이 바람직하게 나타나 측정 모형의 합도는 만

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향 요인과 소비자 반응을

살펴본 결과 [그림 10]과 같다.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의 향요인을 살펴본 결과,‘쾌락 소비 가치(경로계수=.19,t값=4.48,

p=.001)’,‘경제 소비 가치(경로계수=.16,t값=4.07,p=.001)’,‘사회 소

비 가치(경로계수=.17,t값=3.91,p=.001)’가 치기반 소비자 라이

버시 역설에 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나타났다.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부정 감정과 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본 결과, 치기반 소비자 라

이버시 역설이 ‘부정 감정(경로계수=.14,t값=3.77,p=.001)’과 ‘

치기반 지속 사용 의도(경로계수=.41,t값=11.33,p=.001)’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감정’을 매개로 ‘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 치기반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하여 ‘부정

감정’이 ‘ 치기반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

다.그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경로계수=-.19 t값=-5.95

p=.001),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한  은 21%,부정 감

정에 한  은 23%, 치기반 지속 사용 의도에 한  은 47%

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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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구조 모형 분석 결과

경로
경로

계수
t

유의
수

R2

쾌락 가치

→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19 4.48 ***

.21

경제 가치

→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16 4.07 ***

사회 가치

→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17 3.91 ***

라이버시 비용

→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02 .99 .32

라이버시 무 심

→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03 -.94 .34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 부정 감정
.14 3.77 *** .23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 치기반 지속 사용 의도
.41 11.33 ***

.47
부정 감정

→ 치기반 지속 사용 의도
-.19 -5.95 ***

합도 =596.88(df=209,p=.000),/자유도(Q값)=3.00

GFI=.93,AGFI=.91,NFI=.93,RMSEA=.04,RMR=.04

※ *p<.05,**p<.01,***p<.001

3.매개 효과

본 연구에서는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부정 감

정’을 매개로 하여 ‘ 치기반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하여 부트스트래핑법(Bootstrappingmethod)을 사용하여

매개 효과를 검증하 다.분석 결과,<표 26>과 같이 ‘부정 감

정’의 매개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부정 감정을 매개

로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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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Bootstrapping방법에 의한 매개 효과 분석( 치기반)

항목
간

효과
P값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 부정 감정

→ 치기반 지속 사용 의도

-.04 *

※ *p<.05,**p<.01,***p<.001

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0]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향 요인과 소비자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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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서비스 유형별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향 요인과 소비자 반응 차이 분석

첫째,서비스 유형별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향 요인에 한 차이를

분석하고,둘째,서비스 유형별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부정 감정과

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향력을 함께 살펴보았다. 한,서비스

유형별로 부정 감정이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과 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

의 매개 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1.서비스 유형별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향 요인 차이 분석

서비스별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향을 미치는 선행요인들

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11]참조).

첫째,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가장 크게 향을 미치는 변수

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SNS서비스의 경우 라

이버시 무 심(=.34),M-커머스 서비스의 경우 경제 소비 가치

(=.30), 치기반 서비스의 경우 쾌락 소비 가치(=.19)가 소비

자 라이버시 역설에 미치는 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향을 미치는 소비 가치 변수

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SNS서비스의 경우 쾌락

소비 가치(=.26)만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M-커머스 서비스의 경우 경제 소비 가

치(=.30),쾌락 소비 가치(=.14),사회 소비 가치(=.12)순으

로 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치기반 서비스의 경우 쾌락 소비 가치(=.19),사회

소비 가치(=.19),경제 소비 가치(=.16)순으로 치기반 소비

자 라이버시 역설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향을 미치는 라이버시 성

향 변수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SNS서비스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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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라이버시 무 심(=.34)이 SNS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M-커머스의 경우 라이버시 비

용(=.02)이 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서비스 유형별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소비자 반응 차이 분석

서비스 유형별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부정 감정과 서비스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향력의 차이를 살펴보면 [그림11]과 같

다.

첫째,모든 서비스 유형에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부정

감정’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방향성에는 차이가 있었

다.SNS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은 ‘부정 감정’에 부(-) 인

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M-커머스와 치기반 서

비스에서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부정 감정’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방향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모든 서비스 유형에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부정 감정’을 매개하여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간 효과를 악하기 하여 부정 감정이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향력을 함께 살펴보았다.SNS를 제외

한 M-커머스, 치기반 서비스 유형에서 부정 감정이 지속 사용

의도에 부(-) 인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매개 효과

본 연구는 서비스 유형별로 ‘부정 감정’이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과 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 계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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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11]과 같다.SNS 서비스를 제외한,M-커머스(=-.03), 치기

반(=-.04)에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부정 감정’을 매개로

지속 사용 의도에 유의한 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서비스 유형별 향 요인과 소비자 반응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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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론 제언

본 연구는 온라인 모바일 환경에서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다양한 내용을 탐구하고,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향을 미치는 요

인을 탐색하고,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한 소비자의 응과 이에

한 결과로서의 부정 감정 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를 함께 살펴보

았다.이러한 근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소비자 경험으로 해석

한다는데 있어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 되며,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제 1 요약 결론

본 연구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을 살펴보기 해 질 연구

와 양 연구를 실시하 다.

본 연구의 질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다양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상이 확인되었다.온라인 환

경에서 소비자들이 경험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은 여섯 가지 상으

로 나타났다.첫째,사업자를 신뢰하지 않음에도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

동,둘째,사업자를 신뢰하지 않음에도 이용 약 에 동의하는 행동,셋째,

거래 환경에서 신뢰를 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에도 사업자에게 허 정보

를 제공하는 행동,넷째, 라이버시 우려가 높음에도 사업자에게 개인정

보를 제공하는 행동,다섯째, 라이버시 우려가 높음에도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는 행동,여섯째,개인정보를 요하게 생각하지만 개인정보

를 보호하지 않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둘째,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발생시키는 원인(인과 조건)과,사

회ㆍ문화 인 요인(맥락 조건), 재 요인, 략,결과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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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자원화와 개인정보 보호의 비용 증가가 소비자 라이버시 역

설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도출되었으며,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발

생시키는 사회ㆍ문화 요인으로는 스마트 기기 사용,온라인 속 기회

증가,자동화된 의사 결정이 도출되었다. 재 조건으로는 피해 발생

가능성과 개인정보 보호 책임 소재가 도출되었다.소비자 라이버시 역

설에 한 략은 안도감 유지,무 심,자기합리화가 도출 되었으며,결

과는 만족,변화에 한 다짐,무반응,부정 감정 경험으로 도출되었다.

셋째,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은 세 가지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자기합리화형’은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경험하고 있

다고 인지하고 있으며,인지하고 있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정도

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자기합리화형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발생

이후,혜택을 확 인식하거나,통제력을 외부에 가하거나,결과의

향력을 축소하는 등의 략을 사용하고 있었으며,부정 감정을 경험하

거나 변화에 한 다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존형’은 소비자 라

이버시 역설을 경험한 개수와 정도가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평소 개

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균형 있게 하고 있어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이

후 안도감을 유지하는 략을 사용하며,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무 심형’은 라이버시와 련된 사항들에 해서 무 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고,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발생에도 무반응을 유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소비자 유형에 따라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응하는 략

과 결과에 차이가 나타났다.‘자기합리화형’은 자신의 상태를 합리화하여

자신의 선택에 문제가 없었음을 스스로 각인시키는 략을 활용하고 있

었으며,소비자 라이버시 역설로 부정 감정을 경험하거나, 재 모습

에서 변화하고자 하는 다짐을 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자존형’은 평

소에 과도한 개인정보 활용을 자제하고,개인정보 보호를 실천하고 있음

을 되돌아보면서 안도함을 유지는 략을 사용하고 만족감을 느끼는 것

으로 나타났다.‘무 심형’은 라이버시에 한 사항들이 자신의 인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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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칠 만큼 요한 사안이 아니며, 심이 없음을 일 되게 유지

하는 무 심 략을 사용하고,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무반응 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다섯째,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결과’는 다양한 반응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발생 이후 소비자들은 만족,변화에 한 다짐,

무반응,부정 감정 경험의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본 연구에서는 소

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소비자들에게 반드시 부정 인 감정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며, 실에서 만족감을 느끼거나,태도를 수정하기 해

변화에 한 다짐을 하는 등의 정 인 향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본 연구의 양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서비스 유형별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수 에 차이가

발견되었다.SNS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평균은 2.76 ,M-커머스 소

비자 라이버시 역설 평균 3.55 ,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평

균 3.52 으로 나타났다.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서비스 유형에 따라 소비자가 인지하는 소

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둘째,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가장 크게 향을 미치는 변수

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SNS의 경우 ‘ 라이버시

무 심(=.34)’,M-커머스의 경우 ‘경제 소비 가치(=.30)’, 치

기반의 경우 ‘쾌락 소비 가치(=.19)’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에 미치는 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향을 미치는 소비 가치 변수

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SNS의 경우 ‘쾌락 소

비 가치(=.26)’만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유의한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M-커머스의 경우 ‘경제 소비 가치(=.16)’,

‘쾌락 소비 가치(=.16)’,‘사회 소비 가치(=.12)’순으로 소비

자 라이버시 역설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기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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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쾌락 소비 가치(=.20)’,‘사회 소비 가치(=.18)’,‘경제

소비 가치(=.16)’순으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향을 미치는 라이버시 성

향 변수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SNS의 경우 ‘

라이버시 무 심(=.34)’이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M-커머스의 경우 ‘ 라이버시 비용(=.0)’

이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모든 서비스 유형에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부정

감정’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방향성에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M-커머스와 치기반에서는 ‘소비자 라이

버시 역설’이 ‘부정 감정’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SNS의 경우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개인정보 제공

후 부정 감정’에 부(-)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SNS를 제외한 M-커머스, 치기반에서 소비자 라이

버시 역설이 ‘부정 감정’을 매개로 ‘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에 부

(-)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토 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첫째,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은 단순한 경험의 유ㆍ무가 아닌 정도

로 측정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본 연구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을 소비자가 인지하며,그 정도에 한 주 평가가 가능함을 가정하

다.본 연구의 질 연구 결과,소비자들은 개인이 경험한 소비자 라

이버시 역설의 유형과 정도에 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양 연구 결과,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정도에 한 소비자

의 응답 분포도에서 개인에 따라 소비자 라이버시 정도에 차이가 있음

이 확인되었다.이는 소비자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인지하고,그

정도에 해서도 주 인 평가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

다.

둘째,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은 다양하게 경험될 수 있다.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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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 연구 결과,다양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이 확인되었으

며,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한 응 략과 결과에 따라 소비자의

경험에 차이가 나타났다.본 연구의 양 연구 결과,서비스 유형에 따라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수 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소

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살펴보는데 다양성에 한 고려가 필요함을 보

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의 다양성은

이질성을 가진 소비자들의 공통 과 차이 에 한 악을 가능하게 한

다.그러므로 이러한 결과들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세분화되고 실효성 있

는 라이버시 련 정책이나 기 을 제정하는데 발 이 될 수 있을 것

이며,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에 한 공통 과

차이 을 이해하는데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서비스 유형별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향 요인에 차이

가 있음이 확인되었다.본 연구의 질 연구 결과,소비자 라이버시 역

설을 발생시키는 원인(인과 조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이유가 서비

스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SNS서비스의 경우 즐거움이나 재미

를 얻기 해, 라이버시 우려가 있음에도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응답

을 하 고, 자상거래나 치 련 서비스는 편리함이나 경제 인 혜택

을 얻기 해 개인정보를 활용한다는 응답을 하 다.본 연구의 양 연

구 결과,SNS서비스에서는 쾌락 소비 가치가,M-커머스와 치기반

서비스에서는 경제 소비 가치,쾌락 소비 가치,사회 소비 가

치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 유형이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서비스 유형에 따라 소비자 라

이버시 역설 경험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측해 볼 수 있다.이는

서비스 차원에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해석하고 이용하는데 유용

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라이버시에 한 개인의 무 심한 태도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에 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본 연구의 질 연구

결과, 라이버시에 무 심한 소비자의 경우 개인이 경험한 소비자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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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시 역설의 정도를 낮은 수 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소비자 라이

버시 역설 발생 이후 부정 감정 경험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본 연구의 양 연구 결과,SNS서비스에서 라이버시에 무 심한

소비자 일수록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질 연구 결과와 양 연구의 결과가 상반된 것으로 도출되었으

나 이는 라이버시에 한 개인의 무 심한 태도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데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 라이버시에 한 개인의 심 정도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로

발생될 수 있는 부정 감정을 조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은 소비자의 부정 감정 반응

에 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본 연구의

질 연구 결과,소비자들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로 부정 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본 연구의 양 연구 결과,

SNS,M-커머스, 치기반 서비스 모두에서 소비자 라이버시 역

설이 부정 감정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비스 유

형에 따라 향의 방향에는 차이가 있었다.이는 소비자 라이버

시 역설로 소비자들이 부정 감정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로 부정 감정이 증가하는 서비스들의 경

우 소비자들의 부정 감정을 감소시켜 수 있는 매개 요인이나

조 요인들에 한 연구가 요구된다.

여섯째,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은 정 반응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본 연구의 질 연구 결과,‘자존형’에

속하는 소비자들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발생 시,개인의 평소

개인정보 보호 행동과 활용 행동을 되돌아보고,균형 인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행동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본 연구

의 양 연구 결과,모든 서비스 유형에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이 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부정 감정을 매개로 서비스 지속 사

용 의도에 미치는 향력에서는 SNS를 제외한 M-커머스, 치기



-136-

반 서비스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SNS서비

스의 경우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로 발생될 수 있는 부정 감정이 서

비스 이용에 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M-커머

스나 치기반 서비스에 활용되는 개인정보는 SNS서비스에서 활용되

는 개인정보 보다 더 민감한 정보들이 많기 때문으로 보이며,SNS서비

스에서는 개인정보 제공과 함께 타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한 험성이나 우려의 정도가 낮을 수 있을 것으로

측해 볼 수 있다.이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소비자의 정 반

응에도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하지만,소비자의 정 반응

이 지속 인 것이라고 단하기는 어렵고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정 반응을 지속시켜 수 있는 요인

들에 한 연구가 요구된다.

일곱째,소비자들은 다양한 략을 이용해 소비자 라이버시 역

설을 응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본 연구의 질 연구 결과,소비자들

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안도감 유지,무 심,자기합리화 략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안도감 유지와 무 심 략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정도가 낮은 편이었으나,자기합

리화의 경우 역설의 정도가 큰 것으로 도출되었다.이는 자기합리화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정도가 높은 소비자들이 취할 수 있는 략

하나라는 것을 시사한다.자기합리화가 무조건 부정 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과도한 자기합리화는 어려움을 순간 으로 피하려는 부정

인 자기 방어가 될 수 있고,외부에 책임을 가하여 자신의 의무를 다

하지 않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따라서 소비자들이 소비자 라

이버시 역설에 응하기 해 취하는 략들이 소비자에게 어떠한 향

을 미칠 수 있는지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며,자기합리화의 정

도에 따라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부정 반응,그리고 정 반응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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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제 언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정책 제언,산업 제언,그리고

후속 연구에 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1.정책 제언

본 연구의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에 한 균형 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온라인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부분은 소비자의 자발 인 정보

제공을 유도하고 있다.산업의 발 을 해 소비자의 활발한 서비스 이

용이 기반이 되어야 하지만,서비스 이용과 함께 소비자들의 권리가 보

호되어 질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 법안의 보완이 필요하다.이

를 통해 한쪽으로 치우쳐진 정책이 아닌 사업자와 소비자가 모두 혜택을

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서비스 유형에 따른 차별 인 라이버시 정책이 필요하다.온

라인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유형별로 소비자들이 제공하는 개인정보

종류와 범 에 차이가 있다.모든 개인정보가 요하게 다루어져야 하지

만,서비스 유형에 따라 제공되는 필수 인 개인 정보에 한 인

보호가 필요하며,서비스 이용에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제한하는

차별화된 정책이나 기 마련이 필요하다.최근 들어 서비스 이용과

계없는 소비자들의 로그데이터,쿠기 정보 등이 사업자에 의해 수집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이러한 비자발 제공 정보들은 소비자가 자신이

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 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이다.그 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시 일회

인 동의 차가 아닌 추가 이고 반복 인 동의 차에 한 기 이나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라이버시에 한 심의 정도가 낮은 소비자들의 인식 제고

가 필요하다. 라이버시에 무 심한 소비자들의 경우 피해 발생 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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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 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이러한 경우 소비

자 피해에 한 정확한 악이 어렵고,보호 받아야 할 자신의 권리를

제 로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그러므로 정부는 소비자가 스스로 자

신의 라이버시에 한 요성을 인식하고,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한 책임감을 심어 주기 한 교육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이를 통해 소

비자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자신의 라이버시에 한 책임감을 심어주어

야 할 것이다.

2.산업 제언

본 연구의 산업 제언은 다음가 같다.

첫째,소비자들에게 개인정보 제공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과 비용에

한 정확한 정보 달이 요구된다.소비자들은 개인이 제공한 정보들을

토 로 어떠한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는지, 한,개인이 제공한 개인정

보들이 언제,어떠한 방법으로 수집되고 활용되는지에 한 내용을 정확

히 악하기 어렵다.이러한 정보의 비 칭성은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

하는데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기업의 차원에서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활용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과 비용을 구체 으로 제시하여 주

는 것이 필요하다.이를 해서 기업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에 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소비자들의 개인정보 활

용의 비용을 낮추기 해 소비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 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한 기업의 책임 의식 강화가 요구

된다.소비자들의 개인정보는 기업의 입장에서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

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이자,이익을 창출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그

러므로 기업들은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에 한 강한 책임 의식을 가지

고,소비자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한다.개인정보 보호에 한

기업의 책임 의식이 기반이 될 때,소비자의 신뢰가 증가할 수 있으며,

신뢰가 기반이 된 서비스는 소비자의 지속 사용 의도나 정보 제공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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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증가시킬 수 있어 결과 으로 기업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넷째,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의한 소비자들의 부정 감정의 해

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소비자들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통한

기업 활동이 활성화 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 인 결과로 해석

될 수 있다.하지만,본 연구 결과 소비자가 라이버시에 한 우려를

가지고 있음에도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되면,소비자 입장에서는 부정

인 감정을 느낄 수 있고,이는 궁극 으로 소비자 만족을 해하는 매개

요인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따라서 기업의 차원에서 소비자들이

서비스 이용을 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이후에 어떠한 종류의 감정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한 심이 필요하며,부정 인 감정의 정도가 높

은 소비자들의 경우 이를 낮춰 주기 한 노력과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3.후속 연구의 제언

후속 연구에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소비자의 감정이나 만족도 등

에 미치는 향력에 한 지속 인 연구들이 요구된다. 재까지의

라이버시 역설 연구들은 개념 정립이나 라이버시 역설의 존재

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근되었고,소비자에게 어떠한 의미로 해석

될 수 있는지에 한 근이 이루어지지 못했다.하지만,본 연구

에서 확인된 바,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은 소비자에게 정

는 부정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므로 소비자 라이버시 역

설이 소비자학 에서 어떠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감정 측면에서 더 나아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소비자의 행복과 삶의 질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소비자들의 부정 감정을 감소시키고 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를 향상 시켜 수 있는 매개요인이나 조 요인들에 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본 연구 결과 일부 서비스에서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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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을 매개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

에 부(-)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정 감정이 서비

스 지속 사용 의도를 넘어서 서비스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매개 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 감정을 감소시켜 수 있

는 매개나 조 요인들에 한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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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
않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

SNS를 할 때, 라이버시 침해가 걱정되지

만,나의 신상정보(주소지,학력,취미,생일

등)를 공개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SNS를 할 때, 라이버시 침해가 걱정되지

만,나와 련된 사진이나 동 상 정보를 공

개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SNS를 할 때, 라이버시 침해가 걱정되지

만,나의 일상과 련된 정보(오늘 한일,방

문한 곳,생각 등)를 공개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SNS를 할 때,나의 개인정보(신상정보,사

진,일상정보 등)를 제공하고 나면 마음이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스마트폰에서 SNS를 할 때,나의 개인정보

(신상정보,사진,일상정보 등))를 제공하고

나면 마음이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SNS를 할 때,나의 개인정보(신상정보,사

진,일상정보 등)를 제공하고 나면 무언가

찝찝한 마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SNS를 할 때,나의 개인정보(신상정보,사

진,일상정보 등)를 제공하고 나면 후회스러

운 마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내가 이용하고 있는 SNS서비스를 지

속 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스마트폰 환경에서 귀하의 SNS서비스 이용에 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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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
않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

모바일 커머스를 할 때, 라이버시 침해가 걱

정되지만,사업자가 요청하는 나와 련된 정

보들을 모두 제공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모바일 커머스를 할 때, 라이버시 침해가 걱

정되지만,자동로그인 기능을 통해 상품 검색

등 나의 이용 정보를 제공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모바일 커머스를 할 때, 라이버시 침해가 걱

정되지만,자동결제서비스를 이용해 결제 련

정보(신용카드,계좌번호 등)를 제공하는 편이

다.

① ② ③ ④ ⑤

모바일 커머스를 할 때,나의 개인정보(이용

정보,결제정보 등)를 제공하고 나면 마음이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모바일 커머스를 할 때,나의 개인정보(이용

정보,결제정보 등)를 제공하고 나면 마음이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모바일 커머스를 할 때,나의 개인정보(이용

정보,결제정보 등)를 제공하고 나면 무언가

찝찝한 마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모바일 커머스를 할 때,나의 개인정보(이용

정보,결제정보 등)를 제공하고 나면 후회스러

운 마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내가 이용하고 있는 모바일 커머스를 지

속 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스마트폰 환경에서 귀하의 모바일커머스 서비스 이용에 한 문

항입니다.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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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
않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

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라이버시 침

해가 걱정되지만,나와 련된 주소지나 치

정보를 제공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라이버시 침

해가 걱정되지만,나와 련된 이동 경로를

제공하는 편이다.

(집에서 회사까지의 이동 경로,목 지까지 최

단거리 이동 경로 등)

① ② ③ ④ ⑤

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라이버시 침

해가 걱정되지만,자주 방문하는 장소의 정보

를 제공하는 편이다.

(자주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거주지 등)

① ② ③ ④ ⑤

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할 때,나의 개인정보

(주소지,이동경로,자주 방문하는 장소 등)를

제공하고 나면 마음이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할 때,나의 개인정보

(주소지,이동경로,자주 방문하는 장소 등)를

제공하고 나면 마음이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할 때,나의 개인정보

(주소지,이동경로 등)를 제공하고 나면 무언

가 찝찝한 마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스마트폰 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할 때,나의

개인정보(주소지,이동경로등)를 제공하고 나

면 후회스러운 마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내가 이용하고 있는 치기반 서비스를

지속 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스마트폰 환경에서 귀하의 치기반 서비스 이용에 한 문항입

니다.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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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
않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

나는 소비를 할 때,재미를 요하게 여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소비를 할 때,오락 인 것을 요하게

여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소비를 할 때,즐거운 것을 요하게 여

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소비를 할 때, 렴한 가격에 물품을 사

는 것을 요하게 여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소비를 할 때,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을

요하게 여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소비를 할 때,시간을 최소화 하는 것을

요하게 여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소비를 할 때,사회 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지를 요하게 여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소비를 할 때,내가 속한 집단과 잘 어

울릴 수 있는 것인지를 요하게 여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소비를 할 때,유행을 따르는 것을 요

하게 여긴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하의 소비 가치에 한 문항입니다.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

운 곳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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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
않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나에게 요

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나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개인정보 유출이나 도용 등 라이버시 련

피해에 해 크게 신경써본 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한 행동들은 불

편하고 귀찮다
① ② ③ ④ ⑤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한 행동들은 많

은 시간이 소요 된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온라인 환경에서 귀하의 평소 라이버시 태도에 한 문항입니

다.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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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귀하의 인 특성에 한 문항입니다.답변은 본 연구에서 통계
의 목 으로만 사용되오니,정확한 연구결과를 해 성의 있는 답변
부탁 드립니다.

1.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2.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___세

3.귀하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① 졸이하 ② 고졸 ③ 학재학 ④ 졸

⑤ 학원재학 ⑥ 학원졸

4.귀하의 월 평균 개인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원

(수입이 없으신 분께서는 월평균 용돈을 기 으로 응답해주시면 됩니

다)

5.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문직 ② 사무/ 리직 ③ 서비스/ 매직 ④ 생산 련직

⑤ 학생 ⑥ 주부 ⑦ 기타__________

6.귀하의 거주지 규모는 어떻습니까?

① 서울특별시 ② 6 역시(부산, 구, 주, ,인천,울산)

③ 시 단 소도시 ④ 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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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패러다임 개념 범주화

<표 27>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따른 개념 범주화

개념 하 범주 범주
패러

다임
개인정보의 양과 범 에 따른 차

별 서비스 증가 사회

흐름에

응하기

한

개인정보

활용
개인정보

자원화

인과

조건

개인정보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

을 한 필수 제공 정보
개인정보를 활용한 타인과의

계 추구 증가

자상거래와 같은 비 면 거래

증가로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필요성 증가
맞춤화/개인화 서비스로 편리함 혜택을 한

개인정보

활용

개인정보 제공 시 혜택 제공

(할인,쿠폰, 립 등)

개인정보 공유로 인한 재미 추구
즐거움을

한

개인정보

활용

개인정보 제공을 통한 소통의 즐

거움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타인에 의한

개인정보

피해 증가
개인정보

보호

비용

개인정보 제 3자에게 매

내가 제공한 개인정보가 어디까

지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불가

개인정보 제공에 한 통제가 불

가능한 환경 개인정보

보호의

어려움

개인정보 보호로 인한 서비스 혜

택 포기

개인이 혼자서 해결하기 불가능

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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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따른 개념 범주화_계속

개념
하 범

주
범주

패러

다임

스마트폰의 보편화
스마트

기기

스마트

기기

사용

맥락

조건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기기 등장

확 된 무선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확

온라인

속

기회

증가

무료 인터넷 서비스 환경

실시간으로 온라인 속이 가능한 스마

트 기기 사용

자동 로그인

자동화

의사

결정

자동화자동 결제 시스템

라이버시 련 피해를 입을까 두렵

지만 개인정보 제공 우려

vs

정보

제공

행동 소비자

라이

버시

역설

심

상

개인정보가 도용되거나 악용되는 것이
두렵지만 개인정보 제공

나의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걱정되
지만,항상 치 정보를 켜둠

라이버시 련 침해가 발생할까 두

렵지만,모든 사이트 비 번호를 동일하

게 사용

우려

vs

비보호

행동
걱정은 되지만,비 번호 변경을 미루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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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따른 개념 범주화_계속

개념 하 범주 범주
패러

다임

나의 개인정보가 요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하지 않음

요

vs

비보호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심

상

사업자에 한 신뢰가 없지만,이

용 약 에 무조건 동의

신뢰

vs

약 동의

자상거래에서 신뢰가 우선이지만

가명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행동

신뢰

vs

허

정보 제공

사업자를 신뢰하지 않지만,개인정

보를 제공하여 서비스 이용

신뢰

vs

정보 제공

사업자 요청에 의해 개인정보를 제

공한 것이니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
사업자

책임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소재

재

조건

개인정보 보호는 기업이 우선 으

로 나서서 해결해줘야 함

개인정보 보호에 한 책임은 개인

에게 있음
개인의

책임
개인정보 보호에 한 책임이 개인

과 기업 모두에게 있음.하지만 개

인의 책임이 더 큼

나에게 개인정보 련 피해가 발생

할 것이라고 인지

잠재

피해
피해

발생

가능성
재 개인정보와 련된 피해를 경

험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피해 가능

성이 있다고 인지

피해 경험



-185-

<표 27>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따른 개념 범주화_계속

개념 하 범주 범주
패러

다임

개인정보 보호가 잘 되고 있을 것이라고

인식

상황의

회피

자기

합리화

략

내가 한 선택이 최선이었다는 인식

나의 행동들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

이 아니므로 괜찮다고 생각

피해가 발생하면 그 때 생각하고 다음에

잘 하면 된다는 인식

개인정보 제공으로 얻은 혜택의 정도가

크다고 인식
혜택 확

인식기업들이 제공하는 혜택에 상응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므로 win-win이라고

인식

기업이 나의 정보를 알아서 잘 보호해

것이라고 생각

통제력

외부 가

나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결과의

향력축소

나 혼자 보호하려고 노력해 야 소용없다

고 생각
보호

행동의

의미 축소

내가 하는 보호 행동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

개인정보 보호를 안 하는 것이 불법 행

는 아니니 괜찮다는 인식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혜택이나 피해

등에 해서 아무 생각이 없음

아무 생각

없음
무 심

재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 편안함
안도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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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따른 개념 범주화_계속

개념 하 범주 범주
패러

다임

내 개인정보가 유출될 것에 한

불안감
불안감

부정

감정 경험

결 과

잠재 인 피해에 한 걱정 걱정

내가 생각한 기 에 미치지 못하는

나의 보호행동에 한 심리 불편
불편함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어떠한 것

을 우선시해야 하는지에 한 혼란
혼란

혹시라도 오늘 내가 한 행동으로 조

이라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찝찝함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한

짜증
짜증

무언가 해결되지 않은 답답함 답답함

잘하고 있다는 안도감 안도감 만족

다음 기회에는 심도 있는 의사결정

을 해야겠다는 다짐
다짐

변화에

한 다짐

아무 생각이 없음
심

없음
무반응

생각하고 싶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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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SNS구성개념 간의 별타당성 분석표(상 계와 AVE값)

구분

쾌락

소비

가치

경제

소비

가치

사회

소비

가치

라이

버시

비용

라이

버시

무 심

SNS

라이버시

역설

부정

감정

쾌락

소비가치
.70

경제

소비가치
.18 .69

사회

소비가치
.34 .11 .53

라이버시

비용
.07 .02 .05 .53

라이버시

무 심
.14 -.14 .14 .44 .58

SNS

라이버시

역설

.31 .01 .18 .18 .38 .51

부정

감정
-.01 .08 .10 -.04 -.21 -.32 .62

※ 각선 진한 부분은 AVE값임.상 계수는 p=0.01수 에서 유의함.

<부록 3>구성개념 간의 별 타당도 분석표

<표 29>M-커머스 구성개념 간의 별타당성 분석표(상 계와 AVE값)

구분

쾌락

소비

가치

경제

소비

가치

사회

소비가치

라이버시

비용

라이버시

무 심

M-커머스

라이버시

역설

부정

감정

쾌락

소비가치
.70

경제

소비가치
.18 .69

사회

소비가치
.33 .11 .53

라이버시

비용
.04 -.00 .03 .53

라이버시

무 심
.13 -.15 .13 .31 .58

M커머스

라이버시

역설

.20 .30 .17 .05 .06 .65

부정

감정
.06 .10 .10 -.04 -.24 .16 .63

※ 각선 진한 부분은 AVE값임.상 계수는 p=0.01수 에서 유의함.



-188-

<표 30> 치기반 구성개념 간의 별타당성 분석표(상 계와 AVE값)

구분

쾌락

소비

가치

경제

소비

가치

사회

소비

가치

라이

버시

비용

라이

버시

무 심

치기반

라이

버시

역설

부정

감정

쾌락

소비가치
.70

경제

소비가치
.18 .69

사회

소비가치
.34 .12 .53

라이버시

비용
.04 -.01 .03 .53

라이버시

무 심
.13 -.15 .14 .31 .58

치기반

라이버시

역설

.27 .21 .26 .02 -.00 .90

부정

감정
-.03 .03 .06 -.01 .10 .14 .60

※ 각선 진한 부분은 AVE값임.상 계수는 p=0.01수 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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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서비스 유형별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구조 모형

[그림 12]SNS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구조 모형

[그림 13]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구조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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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구조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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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theConsumerPrivacyParadox

Kim,Hyo-Jung

Dept.ofConsumerScience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Inthisstudy,weaim toexaminetheprivacyparadoxinamore

specific and consumer-oriented way by applying the conceptof

"consumerprivacy."Weredefinethe"consumerprivacyparadox"asa

"discrepancybetweenconsumerprivacyattitudesandbehaviorsthat

occurintransactionsbetweenconsumersandbusiness,"andonthe

basisoftheconceptofthe"consumerprivacyparadox,”beginning

withinvestigatingitsimpactonconsumerstoprovidebasicdatathat

willbehelpfulintheconstructionofamarketenvironmentinwhich

consumersandbusinesscanco-exist.

The main points of the discussion in this study are that

consumersareawareoftheconsumerprivacyparadox,thatthereis

anindividualdifferenceinthatawareness,andthatdifferencesexist

infactorsinfluencing theprivacyparadox andconsumerresponses

depending on thetypeofservice.Additionally,thestudy aimsto

investigate,ontheassumptionthattheconsumerprivacyparadoxis

oneoftheexperiencesconsumershaveinamarketenvironment,how

theconsumerprivacyparadoxisinterpretedbyconsumersfrom the

perspectiveoftheconsumerexperience.In thepresentstudy,the

consumerprivacyparadoxissimilartothe‘privacyparadox,inthat

consumption ismadeand utility isobtained by utilizing personal

information,butwe take a step furtherto examine its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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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onconsumers.

Qualitativeandquantitativemethodswereemployedinthestudy

toinvestigatetheconsumerexperienceoftheprivacyparadoxinan

online environment.The goals ofthe qualitative study were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the consumer privacy paradox, to

understandhow consumersrespondtoit,andtosegmentconsumers

on thebasisofinternaldifferenceswith regard to theconsumer

privacyparadox.Thegoalsofthequantitativestudyweretofocus

onSNS,M-Commerce,andlocation-basedservice(LBS),whichare

providedthroughsmartphoneapps,toexaminefactorsinfluencingthe

consumerprivacyparadoxandconsumers'responsesbyservicetype,

andtoanalyzecommonalitiesanddifferencesinthedifferenttypesof

services.

Themainfindingsoftheresearcharesummarizedbelow.

First,aparadigmaticmodelofthe“consumerprivacyparadox”was

derived.Specifically,for"causalconditions"ofthe"centralphenomenon,"

thatis,the “consumerprivacy paradox,” the utilization ofpersonal

informationasaresourceandanincreaseincosttoprotectpersonal

information werededuced.For"contextualconditions,"the use ofa

smartphone,anincreaseinonlineaccess,andautomateddecision-making

processeswerededuced.Regardingthe"interventionalconditions"ofthe

“consumerprivacyparadox,”thepossibilityofprivacyviolationsandthe

issueofwithwhom theresponsibilityliestoprotectpersonalinformation

werededuced.Regarding"strategies,"thisstudydeducedthemaintenance

ofcomfort,indifference,andself-rationalization.Finally,regarding"consequences,"

thisstudydeducedsatisfaction,promisetochange,unresponsiveness,andnegative

emotion.

Second,threestrategieswereidentifiedthatconsumersusedto

dealwiththeconsumerprivacyparadox,includingself-rationalization,

indifference,and maintenance of comfort.Consumers rationalized

themselvesortriedtomaintaincomfortafteranexperienceofthe

consumerprivacyparadox.However,someconsumersdidnot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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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ch interestand consistently showed indifference,although they

wereawareofthe“consumerprivacyparadox.”

Third,therewerefourtypesofconsequencesoftheexperience

with the “consumer privacy paradox” including unresponsiveness,

satisfaction,promisetochange,andnegativeemotion.Thefindingsof

thestudy suggestthatthe“consumerprivacy paradox”may not

necessarilyinvokenegativeemotioninconsumers,andcanhavea

positiveimpactsuchasafeeling ofsatisfaction andpromising to

makeachangeinattitudes.

Fourth,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manner in which the

“consumer privacy paradox” was handled and the associated

consequencesdependingonconsumertype.The"self-rationalization"

type dealtwith the privacy paradox by using the strategy of

rationalizing the currentsituation and reassuring themselves that

therewasnoproblem intheirdecisions.The"self-confident"type

usuallylimitedanexcessiveuseofpersonalinformation,checkedover

theprotectionofpersonalinformationthroughvariousmethods,and

feltassuredthattheyweredoingtheirbest.The"indifferent"type

dealtwiththe“consumerprivacyparadox”byconsistentlypayingno

attentionbecauseprivacyitemswerenotsocriticalastoinfluence

theirlives.

Fifth,thefactorsmostinfluentialinthe“consumerprivacyparadox”

variedaccordingtodifferentservicetypes."Indifferencetoprivacy(=.34),"

"economicconsumptionvalue(=.30),"and"pleasureconsumptionvalue(

=.19)"werethemostinfluentialfactorsintheconsumerprivacyparadoxin

theareasofSNS,M-Commerce,andLBS,respectively.

Sixth,theconsumptionvaluevariablesthatinfluencedthe“consumer

privacyparadox”werealsodifferentdependingonservicetype.Inthecase

ofSNS,"pleasureconsumption value(=.26)"influenced the“consumer

privacyparadox.”InthecaseofM-Commerce,"economicconsumption

value(=.16)","pleasureconsumptionvalue(=.16)",and"socialconsumption

value(=.12)"influencedthe“consumerprivacy paradox,”in descending



-194-

order.InthecaseofLBS,“pleasureconsumptionvalue(=.20)”,“social

consumption value(=.18)”, and “economic consumption value(=.16)”

influencedthe“consumerprivacyparadox,”indescendingorder.

Seventh,differentprivacy-related variables influenced the “consumer

privacyparadox”indifferentservicetypes."Indifferencetoprivacy(=.34)"

influencedthe“consumerprivacyparadox”inSNS,and"privacycost(=.02)"

influenceditinM-Commerce.

Eighth,in allservicetypes,the"consumerprivacy paradox"influenced

"negativeemotion,"butthedirectionofinfluencewasdifferent.InM-Commerce

andLBS,the"consumerprivacyparadox"hadapositive(+)impacton"negative

emotion,"whereasinSNS,the"consumerprivacyparadox"hadanegative(-)

impacton"negativeemotionafterprovidingpersonalinformation."

Ninth,inM-CommerceandLBSbutnotinSNS,the“consumerprivacy

paradox”wasfoundtohaveanegative(-)impactonthe"intentiontocontinuously

usetheservice,"mediatedby"negativeemotion."

Basedonthefindingsofthestudy,thefollowingfurtherconclusions

aremade.

First,the“consumerprivacy paradox”can beinterpreted asa

diverseconsumerexperience.Thisstudy began with thequestion,

"whatisthesignificanceoftheprivacyparadoxfrom theperspective

of consumer behavior?" The study also aimed to address the

question,“whatimpactdoestheconsumerprivacyparadoxhaveon

consumers?"Itwasdeducedbasedonthefindingofthequalitative

studythatthe“consumerprivacyparadox”isacentralphenomenon

that can be a dependent variable,and at the same time an

independent variable.The quantitative study confirmed that the

consumerprivacyparadoxisinfluencedbyavarietyoffactorsand

alsoinfluencesconsumers'positiveandnegativeresponses.

Second,itwasconfirmedthatthe“consumerprivacyparadox”can

bemeasured.Inthestudy,weassumedthataconsumerisawareof

the“consumerprivacyparadox”andthatitispossibletosubj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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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e differentlevels ofthe “consumerprivacy paradox.”The

resultsofthestudydemonstratethattheassumptionswereindeed

correctin thatconsumers were aware ofthe “consumerprivacy

paradox”andthatitwasquantitativelymeasured.

Third,itwasconfirmedthatconsumerscanbesegmentedintodifferent

typesonthebasisofthe“consumerprivacyparadox’s”"strategies,"and

the "consequences,"and group differences existing between segments.

Basedonthefindingsofthequalitativestudy,threeconsumertypeswere

derived: self-rationalization, self-confidence, and indifference. Group

differenceswerefoundbasedontheattributesanddimensionsofthe

paradigmaticmodel.Thetypology ofconsumersmakesitpossibleto

understand the similarities and dissimilarities between heterogeneous

consumers.From theviewpointofgovernment,thiscan bebasedon

establishingdetailedandeffectiveprivacy-relatedpoliciesorcriteria;from

the viewpoint of business,this can be utilized as basic data in

understand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groups in

experiencingthe“consumerprivacyparadox.”

Fourth,itwasconfirmedthatvarious"strategies"areusedforthe

consumerprivacyparadox.Thequalitativestudyshowedthatconsumers

usedastrategyofcomfort,indifference,orself-rationalizationtodealwith

the“consumerprivacyparadox.”Inthecasesofcomfortandindifference,

thelevelofthe“consumerprivacyparadox”wasrelativelylow,whereasin

thecaseofself-rationalization,theleveloftheparadox washigh.

Thisfindingsuggeststhatself-rationalizationcanbeastrategyfor

consumerswithahighlevelofthe“consumerprivacyparadox”to

adopt.Although self-rationalization cannotbe viewed as negative

withoutquestion,excessiveself-rationalization can beanegatively

functioningself-defensemechanism tomomentarilyavoidadifficulty,

andcanhavethesideeffectofnotperformingone'sresponsibilityas

aconsumerbyshiftingblameonexternalsources.

Fifth,itwasconfirmedthatthe“consumerprivacyparadox”can

beaprecedentfactorthatimpactsconsumers'emotionsina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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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ner.The qualitative study showed thatconsumers experience

negative emotions due to the “consumer privacy paradox.” The

quantitativestudyalsoconfirmedthefindingandfurthershowedthat

thedirectionofinfluencediffereddependingonthetypeofservices.

Sixth,itwasconfirmedthatthe“consumerprivacyparadox”isa

potentialfactor increasing the intention to continuously use the

service.Inthestudy,itwasshownthatinallservicetypes,the

“consumerprivacy paradox”increasedtheintentiontocontinuously

use the service.However,the impactofthe “consumerprivacy

paradox,”throughanegativeemotionasamediatorontheintention

tocontinuouslyusetheservice,wassignificantinM-Commerceand

LBS,butnotinSNS.

Seventh,consumerexperiences ofthe privacy paradox can be

differentiateddependingontheservicetype.Inthequalitativestudy,

itwas shown thatconsumers experienced the“consumerprivacy

paradox”in diverseprocessesfordifferentservicetypes,and the

quantitativestudyalsodemonstratedthatinfluentialfactorsforthe

“consumerprivacy paradox”varied according to differentservices

types.Thefindingsuggeststhatservicetypemaybeanimportant

factortoinfluencethe“consumerprivacyparadox,”andthatitcanbe

expected thattheremay bedifferencesin individuals'experiences

withthe“consumerprivacyparadox”dependingonservicetype.

Keyword:consumerprivacy,consumerprivacyparadox,consumerexperience,

negativeresponse,positiveresponse

StudentNumber:2012-3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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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에 한 연구

본 연구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 환경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라이버시 태도와 행동의 불일치’를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로 재정의

하고자 하며,‘소비자 라이버시 역설’개념을 토 로 소비자 라이버

시 역설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향력 확인에서 출발하여 소비자와 사업

자가 상생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은 소비자가 개인정보라는 자

원을 활용하여 시장 환경에서 소비를 하고 효용을 얻는다는 에서 기존

의 라이버시 역설과 그 맥을 같이 하지만,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향력과 소비자 경험의 에서 라이버시 역설을 살펴본다는 에서

차별성을 갖는다.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 경험으로서 라이버시 역설을 살

펴보기 해 소비자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인지하고 있으며,개인 마다

그 정도에 차이가 있고,서비스 유형에 따라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향

요인과 소비자 반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주요 논 으로 설정하고자 하

다.

본 연구는 온라인 환경에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을 살펴보기 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질 연구와 양 연구를 수행하 다.질 연구에서는

근거 이론을 토 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과 련된 다양한 소비자 경험의

사례를 분석하고,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

다. 한,소비자들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의 핵심범주를 찾고,핵

심범주를 토 로 소비자를 유형화 하고자 하 다.양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에서 제공되고 있는 SNS,M-커머스, 치기반 서비스를 심으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살펴보고,각 서비스 유형별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향 요인과 소비자 반응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 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토 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첫째,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은 단순한 경험의 유ㆍ무가 아닌 정도

로 측정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본 연구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을 소비자가 인지하며,그 정도에 한 주 평가가 가능함을 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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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본 연구의 질 연구 결과,소비자들은 개인이 경험한 소비자 라

이버시 역설의 유형과 정도에 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양 연구 결과,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정도에 한 소비자

의 응답 분포도에서 개인에 따라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정도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이는 소비자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인지하고,

그 정도에 해서도 주 인 평가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은 다양하게 경험될 수 있다.본 연구

의 질 연구 결과,다양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이 확인되었으

며,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한 략과 결과에 따라 소비자 경험에

차이가 나타났다.본 연구의 양 연구 결과,서비스 유형에 따라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수 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살펴보는데 다양성에 한 고려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의 다양성은 이질성

을 가진 소비자들의 공통 과 차이 에 한 악을 가능하게 한다.그

러므로 이러한 결과들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세분화되고 실효성 있는

라이버시 련 정책이나 기 을 제정하는데 발 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에 한 공통 과 차이

을 이해하는데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서비스 유형별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향 요인에 차이

가 있음이 확인되었다.본 연구의 질 연구 결과,소비자 라이버시 역

설을 발생시키는 원인(인과 조건) 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이유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SNS 서비스의 경우 즐거움이나

재미를 얻기 해, 라이버시 우려가 있음에도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응답을 하 고, 자상거래나 치 련 서비스는 편리함이나 경제 인

혜택을 얻기 해 개인정보를 활용한다는 응답을 하 다.본 연구의 양

연구 결과,SNS서비스에서는 쾌락 소비 가치가,M-커머스와

치기반 서비스에서는 경제 소비 가치,쾌락 소비 가치,사회

소비 가치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서비스 유형이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향

을 미치는 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서비스 유형에 따라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측해 볼 수

있다.이는 서비스 차원에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해석하고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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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라이버시에 한 개인의 무 심한 태도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에 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본 연구의 질 연구

결과, 라이버시에 무 심한 소비자의 경우 개인이 경험한 소비자 라

이버시 역설의 정도를 낮은 수 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소비자 라이

버시 역설 발생 이후 부정 감정 경험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본 연구의 양 연구 결과,SNS서비스에서 라이버시에 무 심한

소비자 일수록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질 연구 결과와 양 연구의 결과가 상반된 것으로 도출되었으

나 이는 라이버시에 한 개인의 무 심한 태도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데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 라이버시에 한 개인의 심 정도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로

발생될 수 있는 부정 감정을 조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은 소비자의 부정 감정 반응

에 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본 연구의

질 연구 결과,소비자들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로 부정 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본 연구의 양 연구 결과,

SNS,M-커머스, 치기반 서비스 모두에서 소비자 라이버시 역

설이 부정 감정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비스 유

형에 따라 향의 방향에는 차이가 있었다.이는 소비자 라이버

시 역설로 소비자들이 부정 감정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로 부정 감정이 증가하는 서비스들의 경

우 소비자들의 부정 감정을 감소시켜 수 있는 매개요인이나

조 요인들에 한 연구가 요구된다.

여섯째,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은 정 반응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본 연구의 질 연구 결과,‘자존형’에

속하는 소비자들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발생 시,개인의 평소

개인정보 보호 행동과 활용 행동을 되돌아보고,균형 인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행동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본 연구

의 양 연구 결과,모든 서비스 유형에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이 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부정 감정을 매개로 서비스 지속 사

용 의도에 미치는 향력에서는 SNS를 제외한 M-커머스, 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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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서비스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SNS서비

스의 경우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로 발생될 수 있는 부정 감정이 서

비스 이용에 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M-커머

스나 치기반 서비스에 활용되는 개인정보는 SNS서비스에서 활용되

는 개인정보 보다 더 민감한 정보들이 많기 때문으로 보이며,SNS에서

는 개인정보 제공과 함께 타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

에 개인정보에 한 험성이나 우려의 정도가 낮을 수 있을 것으로

측해 볼 수 있다.이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소비자의 정 반응

에도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하지만,소비자의 정 반응이

지속 인 것이라고 단하기는 어렵고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향을 받

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정 반응을 지속시켜 수 있는 요인들

에 한 연구가 요구된다.

일곱째,소비자들은 다양한 략을 이용해 소비자 라이버시 역

설에 응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본 연구의 질 연구 결과,소비자들

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안도감 유지,무 심,자기합리화 략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안도감 유지와 무 심 략을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정도가 낮은 편이었으나,자기합리화

략을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정도가 큰 것으로 도출

되었다.이는 자기합리화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정도가 높은 소

비자들이 취할 수 있는 략 하나라는 것을 시사한다.자기합리화가

무조건 부정 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과도한 자기합리화는 어려움

을 순간 으로 피하려는 부정 인 자기 방어가 될 수 있고,외부에 책임

을 가하여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따

라서 소비자들이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응하기 해 취하는 략

들이 소비자에게 어떠한 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며,자기합리화의 정도에 따라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부정

반응,그리고 정 반응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요구된다.

주요어:소비자 라이버시,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소비자 경험,부정

반응, 정 반응

학 번:2012-3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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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 문제제기

가트 (Gartner)가 발표한 2016년 10 략기술에 의하면,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에이 트가 기반이 된 ‘스마트

기계’가 빠르게 발 할 것을 측하고 있다.이는 소비자의 개인정보 활용

이 제 되는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가 더욱 약진할 것을 기 하게 한다

(Gartner,2015.10.6).하지만,동시에 Trustee에서 발표한 소비자 조사 결

과에 의하면, 라이버시에 한 소비자 우려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소비

자들은 라이버시 우려를 낮추기 해 온라인 사용을 자제하거나 스마트폰

에서 앱 사용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rustee,2016.01.28).

이 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소비자들은 새로운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온라인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혜택을

얻을 것인지,아니면 기업의 상업 행 로부터 자신의 라이버시를 보호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해야 한다.소비자는 개인정보 활용을 통해 할인

된 가격이나 맞춤화된 서비스 등의 혜택을 릴 수 있지만,동시에 원하지 않

는 상업 고 행 에 노출 되거나 개인정보가 도용되는 등의 비용을 지불

할 수 있다.이와 반 로 소비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할

경우,개인 스스로 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지만,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사용에 제약이 발생하며,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는 비용이 발생

될 수 있다.이와 같이 소비자가 어떠한 선택을 하던지 간에 개인정보의 보호

와 활용에 한 선택은 혜택과 비용이 수반 된다.

더 나아가서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라는 선택에 있어서,개인정

보 제공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과 비용 그리고 요인에 한 정확한 정보

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소비자에게 개인정보의 가치를 단하고,개인정보

를 특정 서비스 환경에서 제공할 것인지,아니면 보호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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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 제

공과 련되어서 주목 받고 있는 상이 ‘라이버시 역설’이라고 할 수 있다.

라이버시 역설은 다양한 소비 환경에서 밝 진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의 불

일치가 라이버시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발생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로 주목을 받아왔다(김종기 &김상희,2014;Acquisti&Grossklags,

2007).

지 까지 라이버시 역설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소비자의 개인정

보를 가치로 평가하거나,다양한 서비스 환경에서 라이버시 역설의 존

재를 확인하고, 라이버시 역설의 원인과 향 요인을 규명하기 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어져 왔다.하지만,지 까지 진행된 연구들에서 진

일보하기 해서는 라이버시 역설에 한 다각 인 근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라이버시 역설을 유ㆍ무가 아닌 정도의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며,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라이버시 역설 정도가 증가하

며,감소할 수 있는지 이를 개인의 차원과 다양한 서비스 차원에서 살펴

보고자 한다. 한,소비자가 라이버시 역설을 경험하는 것이 소비자와

기업 간의 거래에 어떠한 향을 미치며,이로 발생 될 수 있는 부정

결과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에는 무

엇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소비자들은 온라인과 같이 기술이 기반이 된 서비스 환경에서 기술의

특성에 따라 라이버시 계산 방법을 달리하며(Xuetal.,2011),서비스

유형별로 소비자가 느끼는 라이버시 혜택과 비용에 차이가 있고(Li,

2011),소비자에게 요구된 개인정보 제공 유형에 따라 라이버시 태도와

반응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이혜인 외,2012;Wang& Petrison,1993;

Phelpsetal.,2000;Li,2011;2012)개인의 차원과 다양한 서비스 차원에서

라이버시 역설을 살펴보는 것은 소비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라이버시 역설 경험에 한 이해와 설명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소비자들은 과거 경험을 통해 이익을 얻었다고 생각되거나,충분한 이용

가치가 있다고 단된 서비스들을 지속 으로 이용하려는 경향을 가진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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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희 & 임승희,2006;김성환,2011;나은 ,2013;Schau& Gilly,2003).

이러한 의미에서 과거의 소비자 경험은 재에 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재

의 소비자 경험은 미래의 소비자 경험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소로 작용

할 수 있다(Ling,Chai& Piew,2010).그러므로 경험의 에서 라이

버시 역설을 살펴보는 것은 과거와 재 그리고 미래의 소비자를 측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동시에 소비자 경험을 구성하는 개인의 가치,

인지,행동,감정 등 다양한 요소들에 한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소비자 경험의 에서 ‘라이버시 역설은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경험들로 해석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하고자 한다.본

연구는 소비자학 에서 라이버시 역설을 재조명하고, 라이버시

역설을 소비자 지향 인 에서 바라보기 해 소비자 라이버시 개

념을 기반으로 라이버시 역설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 환경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라이버시 태도와 행동의 불일치’를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로 재정의

하고자 하며,‘소비자 라이버시 역설’개념을 토 로 소비자 라이버

시 역설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향력 확인에서 출발하여 소비자와 사업

자가 상생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은 소비자가 개인정보라는 자

원을 활용하여 시장 환경에서 소비를 하고 효용을 얻는 다는 에서 기

존의 라이버시 역설과 그 맥을 같이 하지만,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향력과 소비자 경험의 에서 라이버시 역설을 살펴본다는 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 경험으로서 라이버시 역설을 살펴보기 해 소비

자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인지하고 있으며,개인마다 정도에 차이가 있

고,서비스 유형에 따라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향 요인과 소비자 반응

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주요 논 으로 설정하고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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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목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체 인 목 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첫째,본 연구는 온라인 환경에서 소비자가 경험하는 소비자 라이버

시 역설을 질 근 방법을 통해 탐색하고자 한다.소비자 라이버시

역설과 련된 다양한 소비자 경험의 사례를 분석하고,소비자 라이버

시 역설의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의 핵심범주를 토 로 한 소비자 유형화를 통해 소비자 라이

버시 역설 경험의 다양한 해석을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본 연구는 소비자 조사를 활용한 양 근을 통해,모바일 환

경에서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결과로서 정ㆍ부정 반응을 모형화 하고,이를 검증

하고자 한다.특히,SNS,M-커머스, 치기반 등 다양한 서비스 유형별

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모형을 검증하는 것을 통해 서비스 유형별로

공통 과 차이 을 확인하고,이를 소비자학 에서 재조명 하고자 한

다.

궁극 으로 본 연구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선행 요인과 결과가

수반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는 소비자 경험으로 살펴보고,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이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향력을 확인함으로써 소비

자 라이버시 역설을 소비자학 에서 이해하는 석을 제공한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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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 배경 련 연구 고찰

본 장에서는 라이버시 역설을 소비자학 에서 재조명하고,선행

연구들을 토 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향 요인과 소비자 반응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제 1 에서는 라이버시 역설을 소비자 라이

버시 역설로 재해석하고,온라인 환경에서 경험으로서 소비자 라이버

시 역설을 살펴보고자 한다.제 2 에서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효용과 비용,그리고 소비자 태도 차원에서 살

펴보고자 한다.제 3 에서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소비자에게 미

치는 향을 살펴보기 해 귀인과정,심리 방어기제,부정 반응,그

리고 정 반응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

본 에서는 소비자 라이버시의 개념을 살펴보고,이를 토 로 라

이버시 역설을 소비자 라이버시의 에서 재해석 하고자 한다.

1.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1)소비자 라이버시의 개념

라이버시 개념은 “HarvardLaw Review”에서 Warren과 Brandeis에 의

해 처음으로 제시되었다.Warren과 Brandeis(1890)는 라이버시를 법 인

측면에서 ‘홀로 있을 권리(righttobealone)’로 정의하 으며,공간의

에서 ‘타인으로부터 벗어나는 회피 과정(withdrawalprocess)’을 라

이버시라고 정의 하 다(Warren& Brandeis,1890;Westin,1968).

라이버시 기 개념은 ‘사회가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

의 역으로,개인과 련된 정보들이 공개되어지지 않을 권리(Konvi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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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개인 생활 역 하나로 개인에 한 정보들이 한정되어 있는

역(Gross,1967)’,‘개인정보에 한 근을 통제하는 능력(Fried,1977)’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되어져 왔다. 기 라이버시는 단순히 혼자 있을

권리,재산 침해 방지권 등과 같이 사 인 역 측면에서 고려되었으며,

이 시기에 라이버시 정의들은 라이버시를 권리(right)로 볼 것인지,

이익(interest)으로 볼 것인지,아니면 권리와 이익이라고 볼 것인지에 따

라 다르게 정의되었다(이창범 & 조정 ,2003).

정보화 사회에서 라이버시의 개념은 ‘자기에 한 근권의 선택

통제(Altman,1975;Foxman& Kilcoyne,1993)’,‘자신의 개인정보 통제

력에 한 믿음(Alge,2001)’,‘타인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

하는 권리(Paineetal.,2007)’등으로 정의 되었다.정보화 사회에서

라이버시는 개인정보의 인격화로 개인정보에 한 자기 통제권을 포함한

개념으로 차 발 하게 되었다.특히 인터넷은 기존에 논의되어져 왔던

소극 인 측면의 라이버시 개념을 확장시키는데 많은 향을 미쳤고

(Austin,2003),개인정보 보호에 을 맞춘 정보 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의 개념을 등장시키는데 큰 향을 미쳤다(Henderson& Snyder,

1999;PrivacyInternational,2002;Culnan& Bies,2003).

정보 라이버시는 개인정보에 그 역을 한정하고,정보 유형에 따라

차별 인 보호가 필요함을 강조한 새로운 개념의 라이버시라고 할 수

있다(김범수,2009).정보 라이버시는 통 인 라이버시에 비해 통

제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며(손상 ,유지연 & 오태원,2013), 자 거

래 상황에서 개인 정보에 한 수집,사용 그리고 교환을 통제할 수 있

는 개인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Bélanger& Crossler,2011).정보 라

이버시는 개인이 타인과 커뮤니 이션을 하기 해 언제,어떻게,어느

정도 범 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극 인 권리의 개

념을 의미하며(한국정보보호진흥원,2006), 라이버시의 하부 개념이 아

닌 고유 역을 가진 라이버시로 자기정보통제권,자기정보결정권으로

도 설명될 수 있다(이인호,2001;박 균 외,2005).

정보 라이버시 환경에서 소비자들의 라이버시는 마 터들이 릴



-7-

수 있는 혜택과 권리의 충돌로 크게 심을 받지 못했다(Goodwin,1991;

Jones,1991;Foxman& Kilcoyne,1993;Milne& Gordon,1993).하지

만,상업 인 개인정보 수집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권리를 강화해

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소비자 라이버시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남지연 & 나종연,2009).

소비자 라이버시(ConsumerPrivacy)는 [그림 1]과 같이 시장 환경

에서의 소비자와 사업자 계에 정보 라이버시 개념을 용시킨 것으

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상호작용,그리고 소비 활동 시 보장받아야 하

는 소비자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Goodwin,1991;Foxman& Kilcoyne,

1993;Lanier& Saini,2008).소비자 라이버시는 ‘거래나 소비 행동을

하는 동안 타인의 존재를 통제하고,거래와 행동 련 정보들이 유출되

는 것을 통제하는 능력(Goodwin,1991)’,‘자기에 한 근의 선택 통

제(Foxman& Kilcoyne,1993)’,‘자상거래 환경에서 소비자와 련된

모든 활동(Wangetal.,1998)’으로 정의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의 정의 내용을 토 로 ‘소비와 련된 모든 정보에 한 자기정

보결정권’으로 소비자 라이버시를 정의하고자 한다.

소비자 라이버시는 소비자가 타인으로부터 라이버시를 어떻게 통

제할 것인가에 심을 가져왔다(Lanier& Saini,2008).소비자 라이버

시에서 소비자들의 통제권은 ‘사회 통제’와 ‘정보 통제’라는 두 가지 차

원에서 고려되었다.하지만,소비자의 통제권에 한 심이 고조되면서

‘완 통제(totalcontrol)’,‘환경 통제(environmentcontrol)’,‘유출 통제

(disclosurecontrol)’,‘통제권의 부재(nocontrol)’라는 네 가지 통제 상황

으로 그 범 가 확 되었다(Goodwin,1991).‘완 통제(totalcontrol)’는

통제의 수 에서 가장 높은 단계로 타인으로부터 개인의 정보를 통제하

고 그들의 개인정보 사용에 해서도 통제하는 단계를 의미하며,‘환경

통제(environmentcontrol)’는 완 통제보다는 낮은 차원의 통제로 타인

으로부터 개인정보에 한 통제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유출 통제

(disclosurecontrol)’는 타인의 개인정보 사용에 한 통제권을 의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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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권의 부재(nocontrol)’는 가장 낮은 수 의 통제로 타인으로부터 개

인정보에 한 통제권과 개인정보 사용에 한 통제권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Goodwin,1991).

개인정보 통제권의 개념에서 출발하 던 소비자 라이버시는 소비자

들의 권리가 강화되기 해서 어떠한 개인정보들이 기업에 의해 수집되

고,사용되어지는지에 한 지식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

다(Malhotra,Kim & Agarwal,2004).소비자 라이버시에서 지식은 사

업자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은 무엇인지,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등에

한 소비자들의 인지 정도를 의미한다.소비자들의 개인 정보가 기업들

의 데이터베이스에 장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이에 한 지식을 가지

고 있을 때, 라이버시 우려 수 이 낮아질 수 있고, 라이버시에 한

소비자들의 권리가 향상될 수 있다고 하 다(Malhotra,Kim & Agarwal,

2004).

소비자 라이버시는 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소비자

,기업 , 도 으로 나 어 살펴 볼 수 있다(Culnanet

al.,2003).첫째,소비자 에서 소비자 라이버시는 소비자의 모든

개인정보가 별다른 제약이나 규제 없이 활용된다면, 라이버시 피해로

사회 비용이 증가한다는 이다.사회 비용 감소를 해서라도 소

비자의 개인정보 통제에 한 권리가 확보되어야 하며,이는 사회 비

용을 감소시키는데 정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둘째,기업

에서 소비자 라이버시는 개인정보 활용에 제약을 가져오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기업의 에서 개인정보 활용에 한 규제는 시장의

효율성을 해시키며,기업 발 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

보 제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는 이다.셋째, 도 에서 소

비자 라이버시를 보호의 상이자,활용의 상으로 바라보는 이

다.개인정보는 보호와 활용이라는 양면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올바

른 활용과 보호의 균형이 필요하며,개인정보 제공이나 활용에 한 소

비자의 선택권 확 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다(김범수 외,2009).



-9-

소비자 라이버시는 시장 환경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한

목 을 가지고 소비자 지향 인 에서 출발하 지만, 재 소비자

라이버시는 도 에서 보호와 활용의 균형이 강조되고 있다(개인

정보보호 원회,2012).시장 환경에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활용은 향상

된 서비스와 새로운 가치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혜택의 측면에서 정

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무분별한 개인정보 활용은 소비자 라이버시

보호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신 진,2011),소비자 라이버시 권

리가 확보되고 기업과 소비자가 상생하기 해서는 개인정보 활용과 보

호의 균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정보 라이버시와 소비자 라이버시의 계

2)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라이버시 역설(PrivacyParadox)은 Barnes(2006)에 의해 처음으로

언 되었다.Barnes(2006)는 SNS환경에서 라이버시 우려가 높음에도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개인들의 모순된 행동을 발견하고,이를 라이버

시 역설이라고 명명하 다.Norberg외(2007)는 Barnes(2006)가 언 한

라이버시 역설의 개념을 정착화 하기 해 실험연구를 실시하 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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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연구 결과, 라이버시 우려가 높음에도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

들의 모순 인 행동이 발견되었고,Norberg외(2007)의 연구 결과는

라이버시 역설의 개념을 명확화 하는데 기여하 다(Dienlin& Trepte,

2015;Kokolakis,2015).

선행 연구들에서 많이 언 되었던 표 인 라이버시 역설의 정의

는 ‘라이버시에 한 우려가 있음에도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동’으로 라이버시에 한 태도와 행동이 불일치하는 것이다(Awad

& Krishnan,2006;Holland,2009;Pavlou,2011).하지만, 라이버시 우

려와 정보 제공 행동 간의 불일치만이 라이버시 역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다양한 차원에서 라이버시 역설이 발생될 수 있다는 연구 결

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새롭게 언 되어지고 있는 라이버시 역설에 한 정의들은 다음과

같다.‘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에 하여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소유 효과의 역설(Egelmanetal.,2009)’,‘개인의 정보 통제력을 확

해석 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동(Brandimarteetal.,2010)’,‘개인정

보가 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작은 이익에도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동

(Xuetal.,2011)’,‘라이버시에 한 우려 수 이 높음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하지 않는 행동’(김종기 & 김상희,2013)’,‘개인정보에 한 통제

권이 요하다고 인식하지만,개인정보를 통제하지 않는 행동(Brandimarte

etal.,2013)’,‘개인화와 라이버시 간의 긴장(tension)상태(Sutantoet

al.,2013)’,‘라이버시 우려와 라이버시 행동 간에는 련이 없는

상(Dienlin& Trepte,2015)’등 다양한 차원에서 라이버시 역설의 정

의가 논의 되었다.

라이버시의 개념이 시 에 따라 변화하여 왔듯이 라이버시 역설

의 정의도 시 의 흐름에 따라 차 변화하고 있다. 기에는 온라인 환

경에서 소비자의 반 인 라이버시 태도와 행동에 을 둔 정의들

이 등장하 지만,개인정보의 경제 가치가 증가하고 활용도가 높아지

면서 다양한 서비스 유형을 심으로 새롭게 정의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라이버시 역설을 소비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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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재조명 하고자 한다.앞에서 언 된 ‘소비자 라이버시’의 개념을

용하여 기존의 라이버시 역설을 보다 더 구체 이고 소비자 지향

인 에서 라이버시 역설을 바라보고자 한다.본 연구에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은 소비자가 개인정보라는 자원을 활용하여 소비를 하고

효용을 얻는 다는 에서 기존의 라이버시 역설과 그 맥을 같이 하지

만,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향력을 함께 살펴본다는 에서 기존 연

구들과의 차별성을 갖는다.

지 까지 밝 진 라이버시 역설 에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 환

경에서 밝 진 라이버시 역설들은 ‘소비자 라이버시’의 개념을 용

하 을 때,소비자들의 효용과 비용을 계산하는 과정이나 개인정보를 활

용한 소비 련 행동들에 한 구체 인 설명이 가능하며,소비자 지향

에서 라이버시 역설에 한 해석과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들이 다각화 될 경우

지 보다 더 많고 다양한 라이버시 역설의 개념과 정의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지 까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라이버시 역설의 존재를 확인하기 한 실증 연구들이 진행되어져 왔

으며,다양한 맥락에서 그 존재가 확인되었다.본 연구는 지 까지 진행

된 연구들에서 진일보하기 해서 라이버시 역설에 한 다각 인

근이 필요하며,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소비자들과 기업에게 어떠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악하고,이에 한 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그러므로 본 연구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거

래 환경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라이버시 태도와 행동의 불일치’를 ‘소

비자 라이버시 역설’로 재정의 하고자 하며,‘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의 새로운 정의를 토 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향력에 한 확인에서 출발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시

장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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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온라인 환경에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

1)소비자 경험

‘소비자 경험(ConsumerExperience)’은 Holbrook과 Hirschman(1982)의

고객 경험(customerexperience)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져 왔다(Holbrook& Hirschman,1982;Berry,Carbone&

Haeckel,2002;Gentileetal.,2007;Meyer& Schwager,2007).소비자

경험이 소비자 삶에 어떠한 향력을 미치는지에 한 심은 Pine&

Gilmore(1999)가 ‘경험 경제(ExperienceEconomy)’에서 소비자 경험의 요

성을 강조하면서,서비스(Wallsetal.,2011), (Quan& Wang,2004;

Mollen& Wilson,2010),기술(Cainetal.,2000;최아 ,2014)등 다양

한 분야에서 연구되어져 왔다.

소비자 경험의 정의들을 살펴보면 ‘상품과 서비스를 매개로 한 다양한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Pine& Gilmore,1999)’,‘개인을 둘러싼 환경,상

품과 서비스 구매,소비와 련된 경험들의 총제 인 결과(Lewis&

Chambers,2000)’,‘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요소들과의 상호작용으로

지식이나 감동 등을 얻게 될 때 발생하는 것(Gupta& Vajic,2000)’,‘기

업과의 에서 발생하는 주 인 반응(Meyer& Schwager,2007)’,

‘기업에 한 인지 ,감정 ,사회 행동 반응(Verhoefetal.,2009)’으

로 정의 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소비

자 경험을 ‘소비와 련된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작용과 그로 발생되는

다양한 소비자 반응’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소비자 경험’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언 된 ‘소비 경험(consumption

experience)’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Edgell,Hetherington

& Wrade,1997).‘소비 경험’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욕

구를 충족하기 한 것(Hirschman& Holbrook,1982)에 을 두고 있

는 반면,‘소비자 경험’은 개인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하면서 얻게 되는

다차원 인 인지나 감정과 같은 요한 인상(takeawayimpression)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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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행동에 을 두고 있다(Hirschman& Holbrook,1982;Kumar&

Karande,2000;Lewis& Chamners,2000). 한,소비자 경험은 인지

가치와 감성 가치가 반 된 것으로(Walls,2009),소비자들의 마음 상

태와 상황 요소들에 의해 소비자 경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가정

하고 있다(Mossberg,2007).

소비자 경험에 한 논의는 소비자 경험이 정 인 것인지 부정 인

것인지에 한 논의와,소비자 경험을 발생시키는 주체에 한 논의로

나 어 볼 수 있다.소비자 경험이 정 인 것인지,부정 인 것인지에

한 논의를 살펴보면,소비자 경험을 연구한 기 학자들은 경험을 ‘

정 인 것’,‘즐거운 이벤트나 느낌’이라고 정의해 왔고,부정 경험의

측면은 간과되어져 왔다(Lashley,2008;Ray,2008).하지만,소비자 경험

은 그것이 부정 인 것인지, 정 인 것인지와 계없이 상품,서비스,

는 소비자와 련된 소비자 (consumerencounter)에 항상 존재한

다는 주장들이 받아들여지면서(Oh,Fiore& Jeong,2007), 재는 정

경험과 부정 경험에 한 연구들이 함께 진행되어져 오고 있다.

소비자 경험의 주체에 한 논의들을 살펴보면,크게 두 가지 으

로 정리해볼 수 있다(Walls,2009).첫째,소비자가 소비자 경험의 주체

라고 보는 으로 주로 마 측면에서 소비자 경험을 바라보는 시각

이다.소비자 경험은 소비자들의 의지와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소비자

들이 제품이나 서비스 선택을 통해 경험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킬 수 있

다고 보는 이다.소비자 경험은 기업들에 의해 강요되어질 수 없으

므로,개인의 목 ,의지,그리고 성향에 따라 변화할 수 있고,개인의 가

치,인식,감정,직 등이 소비자 경험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둘째,기업이 소비자 경험의 주체라고 보는 으로 이는 기업의

측면에서 소비자 경험을 바라보는 시각이다.기업이 소비자에게 제공하

는 물리 환경,감정,상호작용에 의해 소비자들은 경험을 할 수 있으

며,기업은 소비자들에게 의미 있는 소비 경험을 제공함으로서 소비 가

치,만족도,재 구매 등에 향을 미치는데 그 목 을 두고 있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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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경험 주체에 한 논의는 경험 련 연구들에서 경험의 주체

에 한 논의가 지속되어져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경험 련 연구들에

서 주장되었던 경험의 주체에 한 논의들을 살펴보면,경험은 개인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서 발생 된다는 논의와,경험은 특정 단계에서 발생

되는 반응으로 외부 요소에 의해 경험이 발생될 수 있다는 논의들로

분류 할 수 있다(Schmitt,1999;Walls,2009).개인의 의지와 선택에 의

해서 경험이 발생된다는 은 경험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상

황 요소와 개인의 성향에 주목하고 있다(Wallsetal.,2011).개인의

외부 요소들에 의해 경험이 발생된다는 은 제품이나 서비스 카테

고리에 따라 경험의 차원이 달라 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이는 개

인이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기능 지향 인 것인지,혜택 지향 인

것인지,경험 지향 인 것인지에 따라 경험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Day,2000;Quan& Wang,2004).

소비자 경험과 경험 련 연구들에서 제시되었던 논의들을 정리해보

았을 때,기업에 의해 제공된 상황과 환경,그리고 제품이나 서비스가 가

진 특성에 따라 소비자 경험이 달라질 수 있지만,경험을 만드는 것은

소비자의 의지와 선택에 달려 있으므로(Janiszewski,2009),소비자 경험

을 이해하기 해서는 소비자의 내 요소와 외 요소들이 함께 고려되

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1)온라인 환경에서 소비자 경험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들이 증가하면서,소비자 경험은 ‘온라인

구매 경험(onlineshoppingexperience)’,‘웹 경험(webexperience)’,‘온

라인 고객 경험(onlinecustomerexperience)’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개

념들을 등장시키고 있다(Constantinides,2004;Becker,2012;Lorenzo-

Romeroetal.,2013;Abdallahetal.,2014).온라인 경험이 주목을 받게

된 이유에는 온라인 환경에서 개인의 경험은 오 라인 경험보다 복잡한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Constantinides,2004),기존의 마 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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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소비자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Constantinides,

2002;2004).

온라인 경험과 련된 개념들을 살펴보면,Watchfirewhitepaperseries

(2000)는 ‘웹 경험(webexperience)’을 ‘온라인 기업들에 한 총제 인

인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탐색,찾기,선택,타 ,평가,상호작용 등

이 웹 경험을 구성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 다.Mohammed외

(2003)는 ‘온라인 경험(onlineexperience)’을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연결

된 가상공간에서 마 자극을 오감을 통해 받아들이고 느끼는 체험의

총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Tamimi외(2003)는 ‘웹 경험(webexperience)’을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들의 경험’으로 정의하 고,웹 경험을 홈페이지,

제품 카탈로그,제품 주문 형식,고객 서비스의 네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

다.

온라인의 등장과 함께 소비자 경험은 오 라인 소비자 경험과 온라인

소비자 경험으로 구분되고 있다.온라인과 오 라인 소비자 경험의 차이

은 첫째,‘인 간의 상호작용’,둘째,‘정보’,셋째,‘시간’이라는 요소에

의해 구분될 수 있다.첫째,‘인 간 상호작용’은 오 라인은 면 면 환

경으로 인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한 반면,온라인에서는 면 면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차이 을 갖는다.둘째,‘정보’측면에서 차이를 살

펴보면,오 라인은 다양한 매체에 의해 소비자에게 정보가 제공되며,매

체의 특성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 특성 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온라인의 경우 제공되는 매체와 상 없이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오 라인에 비해 상 으로 많으며,제공되는 정보 한 구체 이라고

할 수 있다.셋째,‘시간’측면에서 차이 은 오 라인은 사업자가 정한

업시간에 맞춰 소비자가 움직여야 하는 반면,온라인은 소비자에 의해

언제,어디서나 물품이나 서비스에 한 근이 가능하다는 차이 이 있

다(Rose,Hair& Clark,2012).온라인 환경에서 ‘시간’ 요인은 소비자

들이 구매 환경에서 손쉽게 벗어나거나 손쉽게 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한다는 측면에서 차이를 가진다(Wolfinbarger& Gilly,2001).최근 스마트

기기의 확 로 ‘시간’요인이 온라인 소비자 경험에 향을 미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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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온라인은 개인의 니즈가 발생된 시 에 즉각

인 욕구 해결을 가능하게 하며,시간 요소에 개인의 치라는 공간

정보가 결합될 경우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 더 큰 가치와 경험을 제공

받을 수 있기 때문에(유재 & 박철,2009;이재 & 김승인,2011),‘시

간’요소는 오 라인과 온라인 소비자 경험의 차이 을 가장 잘 설명해

수 있는 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2)온라인 소비자 경험 향 요인에 한 연구

온라인 소비자 경험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정 요인과 부정

요인으로 나 어 볼 수 있다.온라인 소비자 경험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사이트 이용의 편리성’,‘인터넷 사용 능력’,

‘인지된 개인의 통제력’으로 나 어 볼 수 있다(Chen& Dubinsky,2003;

Cheungetal.,2005).‘사이트 이용의 편리성’은 소비자들의 근성과 용

이성 정도를,‘인터넷 사용 능력’은 개인이 인터넷을 얼마나 능숙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정도를,‘지각된 통제력’은 소비자가 스스로 원하는 정

보를 찾거나 개인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인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Novaketal.,2000;Klein& Ford,2002;Roseetal.,2012).‘사이트 이

용의 편리성’,‘인터넷 사용 능력’,‘인지된 개인의 통제력’이 온라인 소비

자 경험에 정 향을 미치는 이유는 소비자들은 편안하고,즐길 수

있는 환경에서 정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특히 개인 스스로 통

제할 수 있다는 자유로운 느낌을 가질 때 정 경험의 가능성이 높아

지기 때문이다(Wolfinbarger& Gilly,2001).

온라인 소비자 경험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정 구 ’

과 ‘인지된 비용’으로 나 어 볼 수 있다.부정 구 의 측면에서 살펴

보면,온라인에서는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랫폼이 존재하

기 때문에 타인의 부정 의견은 소비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거나

(Luo,2009),제품이나 특정 랜드의 가치를 오인하게 하는 부정 요소

로 작용 될 수 있다(Bambauer-Sachse& Mangold,2011;Verh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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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uta& Feldberg,2013).온라인 환경에서 소비자들은 타인의 의견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에 한 간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부정

구 은 소비자에게 직 는 간 으로 부정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인지된 비용 측면에서 온라인 환경은 소비자가 제품을 직 확인할

수 없다는 취약 과(Lee& Turban,2001),제품 배송의 오류,결제 련

정보의 유출 등 다양한 험들이 존재한다(Bhatnagaretal.,2000).이러

한 요소들은 소비자들의 인지된 험을 증가시키거나 걱정이나 불안 등

의 부정 감정을 발생시킬 수 있다.온라인 환경에서 소비자가 인지하

는 비용은 소비자의 가치 인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험에서 매우

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Chen& Dubinsky,2003).특히,온라인 경

험은 컴퓨터와 같은 기기 사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기기 사용에 어

려움을 느낄 경우 온라인 소비자 경험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기기를 다루는데 능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험을 느끼기 때문에,이러한 측면에서 인지된

비용들을 소비자가 온라인 활용 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감소시키고,

온라인과 련된 활동을 회피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Venkatesh,

2000;Pereaetal.,2004). 한, 라이버시에 한 우려가 소비자의 경

험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인지된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온라인

에서 소비자들은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라이

버시에 한 걱정과 피해에 한 우려들은 소비자 경험에 부정 인 향

을 미칠 수 있다(성낙환,2010;김상희 & 김종기,2013;정하명,2013).

(3)온라인 소비자 경험에서의 소비자 반응

온라인 소비자 행동의 결과 요인에 해당하는 소비자 반응은 크게 만

족도,신뢰도,재 구매 의도로 나 어 볼 수 있다(Szymanski& Hise,

2000;Bansaletal.,2004;Ranaweera,Bansal& Mcdougall,2008;Kim,

Jin& Swinney,2009).온라인에서 소비자 만족과 신뢰,재 구매 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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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라인에서의 만족,신뢰,그리고 재 구매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

다.선행연구들에 의하면,온라인과 오 라인에서 만족,신뢰,그리고 재 구

매 의도를 구분하기 해 ‘e-satisfaction(Kim,Jin & Swinney,2009)’,

‘e-trust(Merrilees& Fry,2003)’,‘e-repurchase(Tsai&Huang,2007)’와 같

이 단어 앞에 ‘e’를 붙여 인터넷과 련된 변수임을 명시하고 있다.이러

한 이유는 온라인 환경과 오 라인 환경에서의 소비자 반응에 차이가 있

으며,동일한 제품과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온라인과 오 라인이라는 환

경 요소에 따라 다양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환경에서 소비자 반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한 연구들

을 살펴보면,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특성(Zhangetal.,2000;Park

& Kim,2003)’,‘상품 구색(Szymanski& Hise,2000)’,‘사이트에 한

보안(Elliot& Fowell,2000)’,‘과거의 경험(Kim,2005;Khalifa& Liu,

2007)’으로 나 어 볼 수 있다.첫째,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특성에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사업자가 사이트에 게재하는 정보들은 이해가

쉬워야 하며,제품과 서비스를 설명하기 한 최신의 정보여야 하고,소

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Zhangetal.,2000).사업자가 소비

자에게 제공한 정보는 온라인 환경에서 소비자가 인지하고 있는 험을

감소시켜 주는 역할을 하며,양질의 정보는 소비자 의사결정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한,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

한 정보들은 정보 탐색에 소요되는 소비자의 노력과 시간이라는 거래 비

용을 감소시켜 주기 때문에 최종 으로 소비자 만족도에 향을 미칠 수

있다(Park& Kim,2003).둘째,풍부한 상품 구색은 소비자의 니즈를 충

족시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

(Szymanski& Hise,2000).잘 구성된 온라인 인터페이스 체계는 소비

자들의 탐색 비용과 시간을 단축시켜 주며,이는 선택이나 구매 업무에

한 노력 한 감소시켜 주기 때문에 소비자 만족도나 재 구매 의도에

향을 미칠 수 있다.셋째,사이트에 한 보안은 온라인 환경에서 소비

자가 지각하는 험과 비용을 감소시켜 만족도나 신뢰도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 재무 정보나 건강정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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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인 개인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에 우려를 가지고 있다(Gefen,

2000).기업에서 온라인 사이트에 개인정보 보안에 한 라이버시 방

침 련 사항들을 소비자에게 제시할 경우 사이트에 한 신뢰도를 향상

시킬 수 있으며,소비자들의 지속 구매 의도와 만족도에 향을 미칠

수 있다(Elliot& Fowell,2000).넷째,과거의 경험은 만족도와 재 구매

의도에 향을 미칠 수 있다(Kim,2005;Khalifa& Liu,2007).과거의

소비자 경험은 미래의 온라인 경험에 향을 미치며(Ling,Chai&

Piew,2010),과거의 만족은 되어 하나의 경험을 형성하기 때문에

(Homburg,Koschate& Hoyer,2006),소비자의 과거 경험들은 만족도,

재 구매 의도와 같은 소비자 반응을 포함한 미래 경험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될 수 있다.

2)경험으로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지 까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은 다양한 서비스 환경에서 그 존재

가 확인되었으며,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한 연구들도 다수 진행되어져 왔다(Acquisti& Grossklags,2007;Deuker,

2010;Krasnovaetal.,2010;Xuetal.,2011;Flender,2013).하지만,소

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소비자에게 어떠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소비자에게 어떠한 경험을 제공 하는지에

한 연구들은 매우 미비한 편이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에서도 온라인 환경에서의 소비자 라이

버시 역설은 소비자학 측면에서 더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 경험 련 연구들에서 밝 진 바와 같이,온라인 환경은 소비자

의 니즈가 발생된 시 에 즉각 인 욕구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는 에서

오 라인 소비자 경험과 구별되며,오 라인 경험의 구성요소로 제시되

었던 물리 환경(physicalenvironment)과 인간 상호작용(humaninteraction)

이외에도 제품/서비스 특성,개인의 특성,반응,행동 등 다양한 요소들이

소비자 경험에 향을 미치는 동시에 소비자 경험을 구성하는 요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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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기 때문이다(Kumar& Karande,2000;Lewis& Charmners,

2000;Walls,2009).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환경을 심으로 소비자 경험의

에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살펴보고자 한다.온라인 소비자 경험

련 연구들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내 요인,외 요인,서비스 특성,

그리고 소비자의 다양한 반응들이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을 구성

하는 동시에 소비자 경험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하고자 한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경험의 에서 살펴볼 경우,소비자 라

이버시 역설이 소비자들에게 정 경험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아니면

부정 경험으로 해석 될 수 있는지에 한 악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온라인 환경에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을 살펴보는 것은 소비자

의 ‘웹 경험(web experience)’,이나 ‘온라인 구매 경험(online shopping

experience)’의 에서 온라인 소비자 경험에 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은 소비자들이 시장 환경에서

개인정보 활용을 통해 가치와 혜택을 얻고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일상

인 소비자 경험 하나라고 보고,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선행 요인

과 결과가 수반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는 소비자 경험(Dewey,1958)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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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향 요인

본 에서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효용

과 비용,그리고 소비자의 라이버시 태도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소비자의 효용 측면에서는 소비 가치에 따른 효용 인식,서비스 유형에

따른 효용의 다양화에 한 내용으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 라이버

시 비용 측면에서는 라이버시 비용 증가, 라이버시 비용 계산의 어

려움에 한 내용으로 선행연구를 고찰하 다.

1.소비자의 효용 인식

1)소비자 효용

소비자 효용은 소비자가 시장 환경에서 선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

치이며,소비자의 주 인 만족이라고 할 수 있다(김기옥 외,2001;이

정실 & 김의근,2003;Westbook,1987).소비자 효용은 소비 가치에서

제시된 다양한 차원의 가치들로 측정될 수 있으며,소비 가치는 상품 효

용에 한 반 인 소비자 평가(Zeithaml,1998)를 의미하므로,본 연구

에서는 소비자 효용을 소비 가치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소비 가치(consumptionvalue)는 소비자의 의사 결정 과정이나 선택

행동에 요한 향을 미치는 요인(Gutman& Vinson,1979)으로 소비

자 효용을 측정하는 요소로 받아들여져 왔다.소비 가치의 정의를 살펴

보면,‘소비 가치는 주어진 것과 희생되는 것의 조합(Rust& Oliver,

1994)’,‘소비자가 인지한 혜택에서 비용을 제외한 것(Day,1999)’,‘소비

자가 인지하는 효용이나 즐거움에 기여하는 것(Afuah,2002)’,‘혜택을 얻

는데 지불한 비용의 가로 얻는 순 이익(Chen& Dubinsky,2003)’,‘개

인의 구매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Sweeney& Soutar,2001;Cengiz

& Kirkbir,2007)’,‘개인의 일반 가치와 제품에 한 소비자의 평가에

사용되는 기 사이를 연결하기 한 개념(문희강 & 추호정,2008)’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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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토 로 소비 가치를 ‘이익과

비용의 계산 과정을 통해 도출된 소비자의 인지된 효용’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1960년 소비 가치는 의사결정에 한 동기를 설명해주는 요소로만

받아들여져 왔다(Shethetal.,1991;Holbrook,2006).하지만,1980년

에 와서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은 복잡한 동기로 구성되어 있으며,동

기는 내 가치와 외 가치로 구성될 수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면서,

소비 가치에 한 심이 고조되기 시작 하 다(Holbrook& Hirschman,

1982).

소비 가치는 단일 차원이라고 보는 과,다차원 인 요소들로 구성

되어 있다는 으로 나뉜다.단일 차원 에서 근된 연구들은 소

비 가치가 이익과 비용의 비교를 통해 도출된 것으로 경제학 측면에서

소비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하지만,경제 효용 추구의 측면에만

을 두고 있어 단일 차원 은 가치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에

한 설명을 하는데 한계를 가진다(Zeithaml,1988;Sweeney& Soutar,

2001;Sanchezetal.,2006).

다차원 인 에서는 소비 가치를 경제 효용으로만 바라보지 않

고,정서 인 부분과 기능 인 부분까지 고려하여 소비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다차원 인 차원에서 근된 소비 가치는 ‘계 소비 가치(customer

valuehierarchy)’,‘실용 ㆍ쾌락 가치(utilitarianandhedonicvalue)’,‘가치

론 는 가치 이론(axiologyorvaluetheory)’,‘소비 가치 이론(consumption

valuetheory)’,‘Holbrook의 소비자 가치 유형(typologyofconsumervalue)’

에 토 를 두고 있다(Sánchez-Fernández& Iniesta-Bonillo,2007).다차원

차원에 기반이 된 연구 내용들을 세부 으로 살펴보면,첫째,‘계 소

비 가치(customervaluehierarchy)’는 Woodruff와 Gardial(1996)이 제시한

계 고객 가치(customervaluehierarchy)에서 시작되었다. 계 고

객 가치는 제품 속성에 이 맞추어져왔던 가치의 개념을 확장시키는

데 기여하 다. 계 소비 가치는 ‘속성’,‘결과’그리고,‘바람직한 상

태’라는 세 가지 계에 토 를 두고 있으며(Woodruff& Gardial,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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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가치는 특정 상황에서 유발되는 요소들에 의해 단되어 지는 특성

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Parasuraman,1997;VanderHaaret

al,2001)

둘째,‘실용 ㆍ쾌락 가치(utilitarian andhedonicvalue)’는 Babin

외(1994)가 제시한 가치 척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Babin외(1994)는 소

비 경험에서 간과되어져 왔던 쾌락 측면을 강조하 고,개인의 소비

활동은 실용 결과 이외에도 쾌락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주장을

하 다.Babin외(1994)는 실용 ㆍ쾌락 가치를 기반으로 소비 척도를

제시하 으며,Babin과 Kim(2001),Babin과 Babin(2001),그리고,Chiu

외(2005)의 실증 연구에서 소비자의 실용 가치와 쾌락 가치가 측정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셋째,‘소비 가치 이론(consumptionvaluetheory)’은 Sheth,Newman

과 Gross(1991)에 의해 제시된 것이다.Sheth,Newman과 Gross(1991)는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소비 모델과 임워크를 통합하

여 다차원 인 소비가치 이론(theoryofconsumptionvalues)을 제안하

다.소비 가치 이론은 ‘시장에서 개인의 선택은 다차원 인 제품 속성

이 아닌 다양한 소비 가치에 의해 결정 된다’는 이론으로 세 가지 가정

을 기본 제로 하고 있다.첫째,소비자 선택은 다양한 소비 가치들과

련이 있으며,둘째,소비 가치들은 선택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향을

미치며,셋째,소비 가치는 독립 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Sheth,

Newman& Gross,1991).

Sheth,Newman과 Gross(1991)는 소비 가치를 ‘기능 가치’,‘감성

가치’,‘지 가치’,‘사회 가치’,‘상황 가치’라는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 어 보고 있다.첫째,기능 가치(functionalvalue)는 경제 효용

이론에 기반을 둔 가치이다.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이나,성과,성능,가

격 등으로부터 도출된 소비 가치로 선택 행동을 유발시키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둘째,감성 가치(emotionalvalue)는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유

발하는 감정으로 정 이거나 부정 인 느낌을 의미한다.셋째,지 가

치(epistemicvalue)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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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에 한 욕구에 한 가치이다.넷째,사회 가치(socialvalue)는

사회 인 욕구를 충족하거나 제품과 서비스 사용을 통해 타인들과 사회

교감과 련된 가치이다.다섯째,상황 가치(conditionalvalue)는

소비자가 처한 상황이나 특정 상황에서 발생하고 지각되는 가치이다.다

섯 가지 소비 가치는 상황에 따라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향 정도에 차

이가 있을 수 있으며,여러 가지 가치들이 복합 으로 소비자 행동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이 강조되었다.Sheth,Newman과 Gross(1991)의 소

비 가치는 소비와 련된 가치들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다섯 가지 소비 가치의 개념이 불명확하며,정확한 측정이 어렵다는 한

계 을 가지고 있다.

넷째,‘Holbrook의 소비자 가치 유형(typologyofconsumervalue)’을

살펴보면,Holbrook(1996;1999;2006)은 소비 가치를 개인의 선호로 보

고,소비자가 지불한 비용에 상응하는 만큼 획득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효용성에 한 평가라고 정의하고 있다.Holbrook(1996;1999)은 네 가지

제를 가지고 소비 가치를 바라보았다.첫째,소비 가치는 상호 이다.

둘째,소비 가치는 주 인 것이며,상 인 것이며,상황에 따라 변화

하는 것이다.셋째,소비 가치는 선호를 반 하기 때문에 선택 (preferential)

이다.넷째,소비 가치는 소비 경험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Holbrook(1996;1999)은 에 네 가지 제를 토 로 소비 가치를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다.분류의 기 은 첫째,소비 가치는 자기 지향 인

것과 타인 지향 인 것으로 분류 될 수 있다.자기 지향 인 가치는 나

에게 미치는 향력을 심으로 개인의 반응에 을 두며,타인 지향

인 가치는 타인에게 미치는 향력에 을 두는 것이다.둘째,소비

가치는 내재 가치와 외재 가치로 분류 될 수 있다.내재 인 가치는

경험 그 자체를 요한 것으로 보지만,외재 가치는 개인의 경험을 목

달성을 한 수단으로 본다.셋째,소비 가치는 능동 인 것과 반응

인 것으로 분류 될 수 있다.능동 인 가치는 무언가에 의해 조작된 결

과이지만,반응 가치는 조작되지 않은 개인의 반응이나 평가를 의미한

다.세 가지 기 에 의거해 소비 가치는 효율,오락,우수함,심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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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존경, 성으로 세분화 되었으며,후속 연구에서 이를 토 로 경제

가치,쾌락 가치,사회 가치,이타 가치로 다시 유형화 되었다

(Holbrook,2006).Holbrook(2006)이 제시한 경제 가치,쾌락 가치,사

회 가치,이타 가치의 의미를 살펴보면,경제 가치는 소비와 련

된 개인의 경험들이 목 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의미한다.쾌락

가치는 개인이 소비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즐거움,재미 등을 의미한다.

사회 가치는 개인의 소비 행동이 타인의 반응과 연 되는 것을 의미한

다.이타 가치는 윤리 으로 올바른 것으로 소비와 련된 개인의 행

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향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 가치를 다차원 인 개념으로 보고,Sheth,Newman

과 Gross(1991),Holbrook(2006)이 제시한 소비 가치들을 기반으로 경제

가치,쾌락 가치,사회 가치를 심으로 양 연구에서 인지된 효

용으로 소비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2)소비 가치에 따른 효용 인식

온라인 환경에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교환 가능한 상품으로 가치

를 지니게 되면서,개인정보는 하나의 자원처럼 활용되어지고 있다(이혜

인 외,2012;Gungor,Lu& Hancke,2010).소비자들은 개인정보를 활용

하기 이 에 개인정보 제공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과 비용을 계산하며,

효용이 큰 쪽으로 행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Laufer& Wolfe,1977).

라이버시 환경에서 소비자들의 계산 과정은 개인이 인지하는 가치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Laufer& Wolfe,1977;Norberget

al.,2007;Pavlou,2011),개인이 얻고자하는 혜택에 따라서도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소비 가치는 개인이 서비스나 제품을 통해 얻고자 하는 혜택으로

(Day,1999;Chen& Dubinsky,2003),개인의 소비 결정에 요한 향

을 미치는 변수로 여겨져 왔다(Kim,Chan& Gupta,2007).소비 가치가

소비자의 행동에 미치는 향을 살펴 본 연구들에 의하면,소비 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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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 구매를 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장인정 & 엄서호,

2000),소비자 만족이나 재 구매에도 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으로 확인

된 바 있다(김상 & 오상 ,2001). 한 소비 가치는 사업자에 한

신뢰,충성도에도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으며(안 희 & 허원무,

2009),제품이나 서비스에 한 호감도나 선호도에도 향을 미친다(박

혜정 & 김혜정,2004).

소비자학 에서 소비 가치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 환경에서 혜

택과 비용 간의 상충 효과로 작용하며,상품이나 서비스에 한 평가로

해석되어져 왔다(구명진 외,2015).소비 가치는 다양한 시장 환경에서

소비자의 구매 행동,제품 선택 행동 등 다양한 행동을 설명하는데 유용

한 변수로 사용되어져 왔고(박선 외,2005),개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악하는데 활용되어져 왔다(Zeithaml,1988;Lai,1995).

이러한 에서 소비 가치는 소비자들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보호하는

행동에 한 설명과 함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발생시키는 원인에

한 설명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한,시장 환경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결정하는 요인은 품질이나 가격

이 아니며,제품이나 서비스가 가져다주는 소비 가치로 결정된다(김동원,

1994;,이민훈 외,2009).그러므로 소비 가치를 인지된 효용의 으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살펴볼 경우,특정 서비스에서 추구되는 소비

가치의 종류와 정도 차이를 살펴보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어

떠한 소비 가치에 의해 서비스들이 이용되는지에 한 해석 한 가능하

게 할 것이다.

인지된 효용은 소비자들의 정보 제공 행동을 진시키는 요인으로 소

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라이버시 우려와 같은 비

용을 상쇄시키는 요인으로 밝 진 바 있다(Chellappa & Sin,2005;

Hannetal.,2008;Xuetal.,2011).그러므로 본 연구는 소비 가치를 토

로 양 연구에서 서비스 유형별 인지된 효용을 살펴보고,어떠한 소

비 가치에 의해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증가하고 감소하는지 살펴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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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서비스 유형에 따른 효용의 다양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연구의 흐름은 스마트폰 기반의 다양한 서비

스들이 보편화 되면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스마트폰은 개인화 된 기

기로 항상 소지가 가능하며,24시간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다.이러한 특

성을 가진 스마트폰은 온라인 환경에서 다각화된 효용을 릴 수 있는

매개체인 동시에 개인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들을 창출시키는 진제 역할

을 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 원회,2012;2013).

재까지 진행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연구들을 살펴보면,2010년

을 기 으로 연구 흐름에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2010년 이 의

연구들은 특정 서비스 환경 보다는 온라인 환경에서의 소비자 라이버

시 역설의 유ㆍ무를 살펴보거나(Chellappa& Shin,2005;Dinev& Hart,

2006;Norbergetal.,2007),비 시장 재화인 개인정보나 개인정보 보호를

화폐 가치로 평가하거나(김정은,2008;Hubermanetal.,2005;Grossklags

& Aquisti,2007),행동경제학 측면에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원인

을 살펴본 연구들(Acquisti& Grossklags,2004)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2010년을 기 으로 치기반 서비스(김종기 & 김상희,2012;

Xu etal.,2010),SNS(Krasnova & Veltri,2012),e-커머스(이진명,

2015;Lietal.,2011;2012),모바일 결제 서비스(Lietal.,2011;2012)

등 특정 서비스 환경에 을 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연구들이 진

행되어져 왔으며,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연구가 서비스 심으로 세분

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정 서비스를 기반으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연구가 진행된 배경

은 네 가지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첫째,소비자들은 기술이 기반이 된

서비스 환경에서 기술이 제공하는 속성에 따라 라이버시 계산 방법을

달리하며(Xuetal.,2011),둘째,서비스 유형별로 소비자가 느끼는 라

이버시 혜택에 차이가 있고(Li,2011),셋째,서비스 유형별로 소비자가

인지하는 라이버시 우려나 험 정도가 다르며(Li,2011),넷째,서비스

마다 활용되는 정보 유형과 범주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이혜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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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Li,2011;2012).특히 온라인이나 스마트 기기와 같이 기술이 기반

이 된 서비스 환경에서는 기술의 특성이 소비자들의 소비 활동이나 상호

작용에 향을 미치며(Alam & Perry,2002;Kristenssonetal.,2002),

소비자가 스스로 경험을 창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Edvardsson

etal.,2000;Prahalad& Ramaswamy,2004),기술이 기반 된 서비스 환

경에서의 소비자 경험은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서비스 특성에 따라 달

라질 수 있다(Sandström etal.,2008).

기술이 기반이 된 서비스 환경 에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된 서비스들은 SNS, 치기반, 자상거래와 련된 서

비스가 표 이다.해당 서비스들에 한 특성과 련 연구들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첫째,SNS는 기술 환경에서 요한 커뮤니 이션 도구

로 인식되어져 왔다(Zlatolasetal.,2015).SNS는 사업자 뿐 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개인 정보가 제공되고,개인 한 타인들의 개인정

보를 얻을 수 있다는 특성을 갖는다.소비자들은 SNS에서 은 비용으

로 효과 인 소통을 할 수 있으며(주순화,2012),사회 계를 유지할

수 있고(김성환,2011),오락과 즐거움(박종철 외,2011)등의 효용을 제

공 받을 수 있다.SNS서비스 이용에 활용되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로

는 학력,이름,생일과 같은 로필 정보,하루 일상이나 개인의 느낌,생

각들을 기록한 정보,사진 동 상 등의 이미지 련 정보들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Chang& Heo,2014;Zlatolasetal.,2015).SNS에서 소

비자들의 개인정보 제공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인지된 라이버시

의 가치,친구의 수,인지된 험,인지된 혜택,SNS활용 시간,즐거움

의 정도,호기심 등으로 나타났다(Special& Li-Barber,2012;Chen,

2013;Chang& Heo,2014;Kwak,Choi& Lee,2014).특히 SNS이용

동기에 따라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제공 정도에 차이가 나타났으며(Special

& Li-Barber,2012),SNS활용 정도에 따라서도 제공하는 개인정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두희 & 임승희,2006;김성환,2011;박

종철 외,2011;Schau& Gilly,2003;Basak& Calisir,2015).

둘째, 치기반 서비스는 소비자들에게 지리 치 정보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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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가치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Bellavistaetal.,2008).소비자들은

치 정보를 기반으로 시 기에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스토랑,주유소,마트 등 다양한 서비스들과 결합하여 다각 인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Mao& Zhang,2014). 치기반 서비스는 개인의 상

황 정보에 한 측을 가능하게 하며,개인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보 탐색 비용을 감소시켜주며,서비스 경험을 향상시키는데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Zhou,2013).소비자들은 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하

면서 자주 방문하는 장소,이동 경로,목 지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 정보를 기반으로 편리성,맞춤화,개

인화,경제 ,그리고 오락 가치를 실 하고 있는 것으로 밝 졌다

(Pura,2005;Atluri& Shin,2007).

셋째, 자상거래는 거래에 사용되는 기기에 따라 e-commerce 는

m-commerce로 불리기도 한다. 자상거래는 렴한 가격에 물품 구매

가 가능하며(이 철 & 최 재,2012),실시간 상품 검색과 구매가 가능

하다는 특성을 가진다(김규동,유 목 & 김정래,2013). 자상거래에서

는 이름,연락처,배송 주소지 등의 개인 정보와 신용 카드 번호,은행

계좌와 련된 결제 련 정보들이 활용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선 외,2013).소비자들은 오락 동기,정보성 동기,경제성 동기에

의해 온라인에서 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 희 &

옥,2012;이 철 & 최 재,2012). 한, 자상거래는 다양한 가치에

의해 활용되어지고 있었는데,소비자들은 자상거래에서 개인정보를 활

용하여 편리성,즉시연결성,개인화,사회 가치,유희 가치 등 다양한

가치를 실 하기 해 자상거래를 이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 희

& 옥,2012;이 철 & 최 재,2012;이방형,2013).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서비스 유형에 따라 소비자의 경험에 차이가 있

을 것으로 가정하고,SNS,M-커머스, 치기반 등 다양한 서비스를 기

반으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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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비자의 라이버시 비용 인식

1)소비자 비용

소비자 비용(consumercosts)에 한 통합된 하나의 정의는 없지만,

소비자 비용은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비용과,비

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소비자가 효용을 얻기 해 희생되

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Liang & Huang,1998;Strader& Shaw,

1999). 비용은 화폐를 의미하며,비 비용은 시간 비용,노

력비용,심리 비용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Berry etal,

2002;Broekhuizen& Jager,2004).

소비자 비용은 경제학 에서 제품의 가격이라는 비용에

을 두고 연구되어져 왔다.하지만,서비스 이용 측면에서 소비자 비용

은 비용 뿐 만 아니라,소비자가 서비스 이용을 해 개인에게

맞는 서비스와 사업자를 찾는데 발생하는 노력과 시간 비용,그리고 서

비스 사용에 익숙해지기 해 발생하는 노력 비용 등 비 측면에서

추가 인 비용이 발생될 수 있음이 확인되면서 소비자의 비 비용

에 한 심이 고조되었다(Klemperer,1987;Nissen,1992;Jonesetal.,

2002;Aydinetal.,2006).

본 연구는 소비자들이 온라인 시장 환경에서 지불해야 하는 비

비용에 을 두고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온라인 환경에서 소비자

의 비 비용과 련된 연구를 살펴보면,소비자의 비 비용은

‘학습 비용’과 ‘심리 비용’으로 크게 나 어 볼 수 있다.첫째,학습비용

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다시 세분화 될 수 있다.소비자가 서비스를 이

용하면서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는데 발생되는 개인의 노력과 시간(Klemperer,

1987;Nissen,1992), 안을 탐색하고 평가하는데 발생하는 노력과 시간

(Jonesetal.,2002),개인에게 맞는 서비스나 사업자를 찾는데 발생하는

노력과 시간 비용(Patterson& Smith,2003)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둘째,심리 비용은 개인이 사업자에 한 신뢰가 기반 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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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발생될 수 있는데,심리 비용은 개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

끼는 지각된 험과 련된 비용,사업자와의 유 감을 형성하는데 발생

하는 심리 인 비용이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Jonesetal.,2002;

Aydinetal.,2005).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개인정보 보호나 활용으로

발생되는 비용보다는 비 비용 측면에 을 두고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향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라이버시 비용 증가

소비자들이 인지하는 라이버시 비용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Huietal.,2007). 라이버시 비용의 증가 원

인을 살펴보면,첫째,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들의 증가를

로 들 수 있다.스마트 기기의 확산은 소비자들의 자발 인 개인정보

활용을 진시키며,다양한 범 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도록 요구하고 있

다.소비자들은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길 안내,건강 리,할인 혜택 등

다각화된 효용을 리고 있으며,사업자들은 다각화된 서비스 제공을 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활용 범 를 차 확 시키고 있다(나은 ,2013;매

일경제IoT 명 로젝트 ,2014;Gungor,Lu& Hancke,2010).

둘째,개인정보의 비 경합성과 소멸되지 않은 개인정보의 특성이 라

이버시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데이터로 장된 개

인정보는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동시에 사용될 수 있는 비 경합 특성

을 지닌다.특히 온라인에서 제공된 개인 정보는 송과 복제가 용이하

기 때문에 유출되거나 제 3자에 의해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개인 으로

보호 하는데 한계를 가진다.개인정보 에서도 자발 으로 제공된 소비

자들의 개인 정보는 정당한 비용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며,한 번의 사용

으로 소멸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므로 완벽한 회수가 어렵다.이러한 소

비자의 개인 정보 특성은 라이버시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개인정보 원회,2012;2013).

셋째,잘못된 개인정보 보호로 라이버시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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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들은 온라인 환경에서 기업의 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개인

정보의 오ㆍ남용을 막기 해 사업자에게 허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enguptaetal.,2002;Lwin& Williams,2003).소비자들의

허 정보 제공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행동은 일시 인 라이버시 비용

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수 있다.하지만,기업의 측면에서 허 정

보 제공은 타겟 집단을 잘못 선택하게 하여 높은 마 비용을 래할

수 있고(Lwin& Williams,2003),정부 규제자나 법률 입법자의 측면에

서도 소비자에 한 잘못된 정보는 정책을 마련하고 입법을 하는데 부정

인 향을 미칠 있다(Hiller& Cohen,2002).즉,소비자가 제공한 허

정보는 기업과 정부의 입장에서 비용으로 작용될 수 있고,기업과 정

부에서 발생된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다시 가 되어 기존의 라이버

시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Fox etal.,2000;Lwin&

Williams,2003).

라이버시에 한 비용 증가는 소비자들의 라이버시 의사 결정 과

정에 향을 미치며,과도한 비용 발생 시 소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포

기하거나 이를 회피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거래 환경에서 소비자

들의 개인정보 제공은 미래에 발생할 부정 인 결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는 조건 하에 제공되는 것이며(Laufer& Wolfe,1977),시장 자율에

의해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것을 기 하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자복,2000),소비자의 라이버시 비용을 최소화 시켜 수 있는 방

안 마련이 필요하다.

3) 라이버시 비용 계산의 어려움

소비자들은 특정 상황에서 결정이나 선택을 하기 해 계산 행동을

하게 된다(Laufer& Wolfe,1977).하지만,항상 올바른 계산을 하는 것

이 아니며,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라이버시 비용과 효용을 계산하는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Acquisti& Grossklags,2004;Deuker,2010;

Flender,2013;Sutantoetal.,2013;Baek,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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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라이버시 비용 계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첫째,불완 한 정보,둘째,장기 험 손실 계산의 어려움,셋째,제한

된 합리성으로 나 어 볼 수 있다.첫째,불완 한 정보 측면에서 살펴보

면,시장 환경에서 소비자들은 그들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구에 의해 활용되는 것인지에 한 불완 한 정보를 가지게 된다.특

히,쿠키,웹로그와 같은 비자발 제공 정보들은 소비자들이 정보 제공

사실을 제 로 인지하기 어려우며,한번 제공된 개인정보는 회수가 불가

능하기 때문에 라이버시 비용에 한 측을 어렵게 할 수 있다(Acquisti

& Grossklags,2004;Deuker,2010;Flender,2012;Sutantoetal.,2013;

Baek,2014).

둘째,장기 험 손실 계산의 어려움 측면에서 살펴보면, 라이버

시 련 문제들은 피해가 즉각 으로 가시화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 가능

성에 한 측이 불가능하다.불확실한 환경에서 소비자들은 라이버

시 의사결정 과정에서 라이버시 비용을 정확히 고려하여 선택 행동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느낄 수 있다.특히 소비자들은 즉각 인 험과 피

해가 아닌 장기 인 험과 손실을 계산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개인정보 노출 험에 해서 과 평가하거나 과소평가 할 가능성이 크

다.그러므로 불확실하고,장기 인 라이버시 비용에 한 계산은 라

이버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Acquisti&

Grossklags,2004;Deuker,2010;Flender,2012).

셋째,제한된 합리성 측면에서 살펴보면,소비자들이 완벽한 정보를 가지

고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 인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이러한 이유는 소

비자들이 가진 합리성은 제한 이기 때문이다. 부분의 소비자들이 라이

버시 우려를 최소화 하는데 실패하며, 라이버시 보호하는 비용을 라이

버시 침입을 허가하는 비용보다 높게 책정한다.이러한 상은 소비자들의

합리성이 제한된 상황에서 나름 로 비용과 효용의 계산을 통해 합리성을

추구하는 행동일 수 있다(Acquisti& Grossklags,2004;Fleder& Muller,

2012).그러므로 라이버시와 같이 합리성을 추구하기 어려운 의사결정 환

경에서 소비자들은 라이버시 비용 계산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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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비자의 라이버시에 한 태도

1)소비자 태도

태도(attitude)는 특정 상에 한 소비자의 호의 는 비호의 인

평가로(Fishbein& Ajzen,1975)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의 주

반응(Thomas,1918),개인의 성향,감정,생각(Secord& Backman,1964),

특정 상에 한 개인의 정서(Bettman,1979),개인의 경험에 의해 학

습된 것(Lutzeta.,1983)으로 정의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들의 정의들을 기반으로 소비자 태도를 경험에 의해 학습된 특정 상에

한 주 반응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소비자 태도에 한 연구들은 태도의 특성,태도의 구성 요소,태도의

기능을 살펴본 연구들로 나 어 볼 수 있다.소비자 태도의 특성을 살펴

본 연구들에 의하면 태도의 특성은 다섯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첫째,

태도는 반드시 특정 상이 존재해야 하며,둘째,정도와 호의 는 비

호의 인 방향성을 가진다.셋째,일시 이지 않으며,어느 정도의 일

성을 지니고,넷째,태도는 학습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선천 으로 습

득되는 것이 아니다.마지막으로,태도는 개인을 둘러싼 상황에 향을

받는 것으로 개인의 다양한 외 요소들에 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손동엽,2011;Day,1971;Fishbein& Ajzen,1975).

태도의 구성 요소들에 한 연구들은 태도의 구성 요소들이 어떠한

배열을 갖느냐에 따라 다른 견해를 보 다.태도의 구성 요소에 한 논

의는 태도의 삼각 이론(tripartiteview ofattitude)과 단일 차원 견해

(unidimensionalistview ofattitude),다속성 태도 모델(multi-attribute

model)로 나 어 볼 수 있다.첫째,태도의 삼각 이론(tripartiteview of

attitude)은 개인의 태도를 인지 ,감정 ,행동 요소로 구성된다고 보

고 있다.인지 요소는 특정 상에 한 개인의 경험이나 습득된 정보

들을 포함하는 개인의 신념이며,감정 요소는 특정 상에 한 반

인 평가로 소비자의 느낌이나 감정라고 볼 수 있다.마지막으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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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는 특정 상과 련한 소비자들의 행동이나 행 에 한 경향

는 가능성을 의미한다(Rosenberg&Hovland,1960).둘째,단일 차원 견해

(unidimensionalistview ofattitude)는 태도를 감정 인 측면에서 보고 있

다는 에서 다른 견해들과 차이가 있다(Richard& Lutz,1981).단일

차원 견해에서 태도는 감정과 동일한 것으로,개인의 신념이 태도에

향을 미치며,개인의 태도는 행동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셋

째,다속성 태도 모델(multi-attributemodel)은 소비자의 태도는 특정

상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속성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았다.다

속성 태도 모델에서는 개인의 태도를 측정하는 계산 방법을 제시하 는

데,특정 상의 속성에 한 개인의 신념의 강도와 평가,그리고 신념의

수를 기반으로 개인의 태도가 측정될 수 있다고 하 다(Fishbein,1980).

태도를 기능 측면에서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소비자 태도의 기능을

다섯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고 있다(Katz,1960).첫째,실용 기능

(utilitarianfunction)으로 소비자들은 비용 보다 편익을 주는 상에

하여 정 인 태도를 유지한다.이는 소비자가 효용은 최 화 하고 비

용을 최소화 하려는 경향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둘째,자기

방어 기능(ego-defensivefunction)으로 소비자들의 태도가 외부 인

과 내 불안감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셋째,가치 표

기능(value-expressivefunction)은 자기 방어 기능과는 상반되는 기능

으로 태도는 소비자들이 가진 가치를 표 하고 자신의 자아개념을 표

하는데 사용된다.넷째,지식 기능(knowledgefunction)으로 태도는 특정

상황이나 상을 지각하는데 있어 지침이나 기 을 제시하는 기능을 한

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 태도 련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태도는 어느 정도의 일

성과 지속성을 가지며(Day,1971),소비자 자신을 표 하고,방어하며,

삶의 지침이나 기 이 되는 것으로 소비자의 개인 목표나 욕구를 충족

시키는 기능을 하며(Katz,1960),소비자 행동과 반응을 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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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비자 라이버시 태도

라이버시에 한 소비자 태도는 라이버시 역설을 확인하는데

요한 변수로 사용되어져 왔다(Norbergetal.,2007;Pavlou,2011;Xuet

al.,2011;Xuetal.,2012).소비자 라이버시 태도 련 연구들은 첫째,

라이버시 우려 련 연구와 둘째, 라이버시 태도를 심으로 소비자

를 유형화 한 연구들로 나 어 볼 수 있다.

첫째, 라이버시 우려를 라이버시 태도로 살펴본 연구들에 의하면,

라이버시 우려는 정보 라이버시에서 핵심이 되는 소비자 문제로 여

겨져 왔다(Peslak,2006). 라이버시 우려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정보의 민감성,정보 요구의 유형,정보 수집,통제

환경,개인 인 성향 등에 따라 라이버시 우려 수 이 달라질 수 있다

고 하 다(Milne& Gordon,1993;Phelpsetal.2000;Huietal.,2007;

Zukowski& Brown,2007).소비자들은 라이버시 우려 수 이 높을수

록 정보 공개에 있어서 소극 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기

업에 한 신뢰가 높을수록 라이버시 우려가 낮아져 개인정보 제공 의

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ipioretal.2013).

최근에는 라이버시 우려를 통합 인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다양한

임을 제시한 연구들,그리고 라이버시 우려 련 연구들에 용되었던 이

론들을 살펴본 연구들이 진행되었다.Smith(2011)의 라이버시 우려의 통

합 임워크 모델 APCO(Antecedents-PrivacyConcerns-Outcomes)에

의하면, 라이버시 우려에 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들에는 인구통계학

요인,개인 요인, 라이버시 인식, 라이버시 경험,문화/동조

련 요인들이 있으며,규정,행동 반응,신뢰 등은 라이버시 우려에 선

행과 결과 요인에 모두 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하

다.Li(2012)는 라이버시 우려를 심으로 진행된 연구들에 용된 이

론들을 정리하는데,온라인 정보 라이버시 우려의 기원 측면에서는

리인 이론,사회계약 이론이 제시되었으며,온라인 정보 라이버시 우려

를 계산 에서 다룬 연구들에서는 라이버시 계산 이론,효용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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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이론,기 이론,기 가치 이론들이 제시되었다.마지막으로 라

이버시 우려의 행동 결과의 측면에서는 합리 행동이론,계획된 행동

이론이 라이버시 우려를 설명하는데 사용되었다고 제시하고 있다(Li,

2012).

둘째, 라이버시 태도를 기반으로 소비자를 유형화 한 연구들을 살펴

보면, 라이버시에 한 소비자 태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며,다양한

소비자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Westin(1967)은 라이버시

보호에 한 태도를 기 으로 ‘라이버시 무 심자(privacyunconcerned)’,‘

라이버시 근본주의자(privacyfundamentalists)’,‘라이버시 실용주의자(privacy

pragmatists)’라는 세 가지 집단으로 소비자들을 유형화 하 다.‘라이버시

무 심’자 집단은 개인정보 수집에 한 우려 수 이 낮으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업들을 신뢰하는 수 이 높은 집단이며,‘라이버시 근본주

의자’는 개인정보 제공에 한 우려도가 높으며, 라이버시 련 법규나

규정에 정 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라이버시 실용주의자’

는 개인정보에 한 자기 통제권을 갖기 원하며 다양한 기회와 서비스

혜택을 고려하며 라이버시 보호 행동을 하는 집단으로 나타났다.김범

수 외(2009)는 Westin(1967)의 소비자 유형 분류를 토 로 국내 소비자

를 유형화 하 는데,국내 소비자들은 ‘극 실용주의자’,‘소극 실용

주의자’,‘극 보수주의자’,‘소극 보수주의자’,‘무 심자’로 유형화

되었고,국내 소비자를 심으로 소비자 라이버시 태도에 따라 집단을

유형화 한 기소진 외(2013)의 연구에서도 ‘심형’,‘라이버시 무 심

형’,‘라이버시 걱정형’으로 소비자가 다양하게 유형화 되었다.본 연구

에서는 라이버시에 한 소비자 태도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증

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데 향을 미칠 수 있으며,소비자 라이버시 역

설 경험을 설명하는데 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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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과 소비자 반응

본 에서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과 련된 소비자 반응을 살펴보

기 하여 귀인 과정,심리 방어기제,부정 반응, 정 반응에

한 연구들을 고찰하 다.

1.귀인 과정과 심리 방어 기제

1)귀인 과정

귀인(attribution)은 ‘특정 상에 한 인과 계를 추론하는 하나의

심리 과정이자 행 의 원인을 지각하는 사고의 과정’으로 정의되고 있

다(Kelley& Michela,1980;Weiner,1980).개인이 특정 상에 한 귀

인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행동에 한 원인을 규명하기 한 것으로,인

과 설명을 통해 자신의 행동에 한 원인을 체계화 하고,원인에 한

추론 과정을 통해 자신의 재 행 와 미래 행 를 정당화시키기 한

것이다(Heider,1958).

개인의 귀인 과정은 인과성의 치(locusofcausality),지속성(stability),

통제 가능성(controllability)에 따라 달라진다(Weiner,1980).첫째,인과성의

치(locusofcausality)는 소비 상황에서 결과에 한 책임을 내부(자

신)에 둘 것인지,외부(서비스 제공자, 매자 등)에 둘 것인지에 따라

귀인 과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내 귀인은 개인이 처한 상황

에서 그 상황에 한 책임을 자신에게 두거나,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문성정,2014).내 귀인을 하는 소비자들은

외 귀인을 하는 소비자들보다 후회감과 같은 부정 감정을 더 많이

경험하며,부정 감정을 느낀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그 지 않은 소비자

들에 비해 낮은 수 으로 나타났다(강교 ,2006).둘째,지속성(stability)

은 행동의 원인이 일시 인 것인지,아니면 지속 인 것인지에 따라 귀

인의 과정이 달라 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개인의 행동이 일시 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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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미래와 달라질 수 있다는 기 를 가지게 될 수 있다.특정 행동

이나 상황을 개인이 통제 할 수 있다고 인지한다면,이를 지속시키거나

단하기 한 노력을 시도하지만,개인이 통제 할 수 없음을 인지할 경

우 외부에 책임을 두고 귀인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Weiner,

2000).셋째,통제가능성(controllability)은 자신이 통제 가능한 상황인지,

아니면 특정 상황이나 행동이 사업자가 통제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인지

에 따라 귀인의 과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개인은 귀인 과정을 통

해서 행동의 원인이 통제가 가능한 것인지,통제 가능하다면 그 가능성

이 내부 는 외부에 있는지를 단을 하게 된다(Smith& Ellsworth,

1985).특정 상황이나 행동의 발생 원인이 외부에 책임이 있고,외부에

의해 통제가 가능하다고 지각된 경우에는 불만이 발생될 수 있으나,내

부에 책임이 있고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지각될 경우 결과에

한 불만 수 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Wong& Sproule,1984;Hui

& Toffoli,2002).

귀인은 정교한 정보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 으로 발생하며(성

형석 & 한상린,2012),개인의 여도에 따라 귀인의 정보처리와 의사결

정 과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안 호 & 윤면상,1990).이러한 이유

는 여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개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신념이 통합되

어 감정이나 태도를 형성한 뒤 행동으로 이어지지만, 여도가 낮은 경

우에는 신념이 통합되는 과정 없이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Mizerski,1982).그러므로 특정 상황에서 여도가 높은 소비자들은 귀

인 과정을 거쳐 그것이 재 구매 의도나 행동 반응에 향을 미칠 수 있

으나, 여도가 낮은 소비자들의 경우 귀인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낮고

외부에 책임을 가하는 자기 본 편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안

호 & 윤면상,1990;한상린 & 성형석,2007;Mizerski,1982).

소비자의 감정 그리고,반응의 측면에서 귀인 과정을 살펴보면,귀

인은 귀인(attribution)→ 감정(affect)→행동(behavior)의 과정을 거치며,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진 바 있다(Folks,1984).귀인은 만

족 뿐 만 아니라,소비자의 부정 감정과 불만족에도 향을 미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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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이유재 & 차문경,2005;Manrai& Gadner,1991;Weiner,2000),

개인은 자신의 행동 결과가 정 인 경우보다 부정 이라고 인식될 경

우 귀인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귀인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경우 소

비자들은 심리 인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부정 감정은 소비자들의

행동이나 행동 반응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상린 & 성형

석,2007).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인지한 소비자들의

경우 라이버시에 한 여도,통제의 치,그리고 통제 가능성을 기

반으로 자신의 행동에 한 원인에 한 추론 과정을 거칠 것으로 가정

해 보았다.

2)심리 방어 기제

심리 방어기제는 갈등,불안과 같이 부정 감정을 해소시킬 수 있

는 심리 인 조작을 의미한다(Freud,1936).개인은 심리 인 부조화를

경험하게 될 경우 이를 해소하고 자아를 보호하기 해 무의식 으로 방

어 기제를 사용하며,비합리 인 행동을 할 경우 심리 균형 상태를 유

지하고자 심리 방어 기제를 사용하게 된다(Tavris& Aronson,2007).

개인이 심리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이유에는 자신의 행동이 합리 이

기를 바라며,자신이 내린 결정에 해서 옳다고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

이다(VanBovenetal.,2003;Sherman& Cohen,2006).하지만,개인의

행동은 항상 합리 일 수 없고,옳지 못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심리 방어는 소비자의 합리성을 추구하고,개인의 선택을 지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특히 두 가지 이상의 안 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

인은 한 가지를 선택하는 가로 심리 비용을 경험하고,선택하지 않

은 안이 가지고 있는 장 을 포기하여야 한다(Kitayamaetal.,2004).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심리 인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부정 인

감정을 해소시키기 한 다양한 방어기제를 사용하게 되고,그 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심리 방어기제가 자기합리화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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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합리화는 자신의 행동에 하여 그럴 듯하게 이치에 닿는 이유

를 내세우는 방어 기제 하나로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자신이 바래왔던 것을 평가 하 하거나 자신이 선택한 안을 높게

평가하는 것을 의미 한다(이재훈 외,2002).자기합리화가 개인의 심리

인 갈등을 해소시키는 심리 방어기제로 사용되는 이유는 한 개인이

정 인 자아감을 유지하는데 개인의 주 인 부분이 객 인 부분보다

더 큰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김명언,1990;Tavris& Aronson,2007).

소비자들이 특정 상황에서 자기를 합리화 하는 것은 개인 내부의 갈

등이나 괴로운 감정 등을 해소시킴으로 정신 건강 유지에 정 향을

주기 한 것으로,스트 스나 자아 상실과 같은 것에서 벗어나 자유로

워지는 정 측면이 있지만,지속 인 자기합리화는 과오를 바로 잡는

것을 방해할 수 있으며, 실에 한 왜곡을 가져올 수 있어 비윤리

행동들을 방하는데,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Tavris & Aronson,

2007).

2.부정 반응

소비자의 부정 반응은 불만족,부정 감정,불평 행동,부정 구

등으로 나 어 볼 수 있다(Singh& Wilkes,1996;Laczniak,DeCarlo&

Ramaswami,2001;Kalamas,Laroche& Makdessian,2008).본 연구에

서는 소비자의 다양한 부정 반응 에서 감정의 측면에서 부정 반응

을 살펴보고자 한다.

1)감정 반응

감정은 기분과 정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김문섭 외 2005),주 인

것이며,행동 반응(Larsen,Diener& Lucas,2002;Weiss,2002),만족도

(Wirtz,Mattila& Tan,2000)등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 져 왔

다.1980년 반까지는 인지 반응이 소비자 행동에 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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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변수로 여겨져 왔다.하지만,감정 반응이 인지 반응과 상

없이 독립 으로 소비자에게 향을 미치고(Zajonc& Markus,1982;

Cacioppo& Berntson,1994;Larsenetal.,2008),감정이 만족도나 재구

매에 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제시되면서 감정 반응에 한 심이

증가하게 되었다(강승희,2009;Zajonc& Markus,1982).

감정 반응은 다양한 차원에서 연구되었으며,1차원 ,2차원

,3차원 으로 나 어 볼 수 있다.첫째,1차원 은 정

반응과 부정 반응이 연속선상에 존재한다고 보는 이다.1차원

은 의미 분화 척도를 토 로 측정되어져 왔으나 정 반응과

부정 감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살펴보았기 때문에 소비자의 향후 행동

을 측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Havlena & Holbrook,1986;

Westbrook& Oliver,1991;Maute& Dubes,1999).둘째,2차원

은 1차원 을 보완하기 한 것으로 정 반응,부정 반응을

독립 인 것으로 보는 이다.2차원 을 용한 연구들에서는

정 반응과 부정 반응을 분류하여 측정하 고, 정 반응과 부정

반응을 상반되는 개념이 아닌 구별되는 개념으로 보았다(Westbrook,

1987;Oliver,1993;Zeelenberg,Inman& Pieters,2001).셋째,3차원

은 정 반응과 부정 반응 이외에 다른 차원의 반응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 으로,Mehrabian& Russell(1974)의 PAD(pleasure,

arousal,dominance)모형,PANS & PANAS-X 척도(Watson& Clark,

1999)등이 이에 해당된다.3차원 은 다양한 감정 반응에 한 이

해의 기반을 마련하 으며,해당 척도들은 재까지 다양한 연구들에서

분석되어지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2차원 에서 소비자의 감정이

정 감정과 부정 감정으로 나뉜다고 보고,부정 감정 반응의 측

면에서 소비자 반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2)부정 감정 반응

부정 감정 반응은 죄책감,두려움,짜증,슬픔,놀라움,불안,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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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족과 같이 다양한 감정을 포 하는 개념이다.부정 감정은 결과가

부정 일수록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결과를 개인 스스로 통제 가능한

것으로 인식할수록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다고 밝 진 바 있다(김 화,

2005;Cookeetal.,2001;Zeelenberg,2004).부정 감정은 개인마다 경

험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으며,감정의 특성에 따라 소비자에게 미치는

향력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Zeelenberg& Pieters,2004).특히,

소비자가 소비 과정 에 경험하게 되는 부정 감정은 정 감정보다

강한 기억으로 남으며,더 쉽게 회상될 수 있기 때문에(Mano& Oliver,

1993),감정 반응의 측면에서 부정 감정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개인정보와 같이 양립할 수 없는 ‘보호’와 ‘활용’이라

는 두 개의 목표,욕구 등이 한 개인에게 존재하는 경우 소비자들은 어

려움,혼란,갈등과 같은 부정 감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이진명,

2015).소비자는 소비 환경에서 두 가지 이상의 안 에서 하나를 선

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경우,선택하지 않은 안이 가지고 있는 장

을 포기해야 하므로 선택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하지만,

선택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소비자들은 불안감과 같은 심리

압박감을 느낄 수 있으며(박호숙,2006;Kitayamaetal.,2004),심리

압박감은 두 가지 안을 모두 포기하거나,선택 상황을 회피하게 만드

는 부정 반응으로 이어 질 수 있다(박 규 & 최정훈,1990;장동운,

1997).

부정 감정 반응을 기반으로 진행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련

연구들을 살펴보면,이진명(2015)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라는 양면

속성이 소비자들에게 내 갈등이라는 부정 감정을 유발시킬 수 있

으며,부정 감정이 서비스 만족도에 부정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Kehr(2015)와 Morosan(2015)은 소비자

들이 어떠한 감정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 라이버시 험과 혜택에 한

인지 수 이 달라질 수 있으며,소비자의 감정 상태는 라이버시 역설

을 발생시키는 선행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Kehr(2015)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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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osan(2015)의 연구 결과,소비자들은 부정 감정 상태보다 정

감정 상태일 때 라이버시 험을 낮게 인지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정 감정이 클수록 더 많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추가 으로 소비자와 련된 기타 역설 연구들에 의하면,기술의 역설

에서는 역설을 인지한 소비자가 그 지 않은 소비자들에 비해 부정 감

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며,스트 스나 걱정과 같은 부정 인 감정이

발생되었다( 트 & 채명신,2008;Mick& Fournier,1998).선택의 역

설 연구들에서도 소비자가 선택의 역설을 인지한 경우 의사 결정 이후에

후회와 같은 부정 감정이 발생하 으며,이는 재의 행복이나 만족도

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lyengar& Lepper,2000;Schwartz,

2004;Oulasvirta,Hukkinen& Schwartz,2009).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

을 토 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소비자의 부정 감정 반응과 련

이 있을 것으로 보고,부정 감정 반응이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서

어떠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정 반응

정 반응은 즐거움,흥미,만족,편안함,재 구매 의도 등으로 분류

될 수 있다(이학식 & 이지훈,2002;고동환,2003).본 연구에서는 정

반응을 만족과 지속 사용 의도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만족

만족은 제품 는 서비스 이용 시 얻을 수 있는 가치에 한 소비자

의 반응으로,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 이용에 한 비용을 지불 한 뒤 발

생하는 감정의 평가라고 할 수 있다(Howard& Sheth,1969;Westbrook&

Reilly,1983).만족에 한 정의는 만족을 어떠한 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첫째,만족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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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경험의 결과를 보는 ,셋째,축 된 경험에 한 것으로 보

는 ,넷째,기 불일치에서 오는 으로 나 어 볼 수 있다.첫째,

소비 경험의 결과로 소비자 만족을 보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지불한 비용

에 하여 얼마나 하게 보상 받았다고 느끼는지에 한 인지상태

(Howard& SHeth,1969)로 정의 할 수 있다.둘째,결과로서의 소비자

만족은 소비자가 소비를 한 결과로 갖게 되는 감정 인 만족과 불만족의

단의 기재로 정의 할 수 있다(이유재,1995).셋째,축 된 경험의

에서 소비자 만족은 소비자의 경험들이 축 되고 되어 만들어진

체 인 평가의 결과로 정의 할 수 있다(Fornelletal.,1996).넷째,기

불일치의 에서 만족은 개인이 물품이나 서비스에 한 기 와 실제

사용에서 지각되는 제품과 서비스에 한 차이에 한 주 인 느낌으

로 정의될 수 있다(Oliver& Swan,1989).본 연구에서는 만족을 경험의

결과의 에서 바라보고자 하며,만족을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이후

발생하는 소비자의 감정 평가로 정의하고자 한다.

만족은 이를 바라보는 주체의 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만족을 바라보는 주체는 소비자,기업,사회로 나 어 볼 수 있다(Olvier,

2014).첫째,소비자 에서 만족은 바람직한 상태로,소비자의 즐거운

경험으로 강화될 수 있다.소비자 에서 만족은 복잡한 시장 환경에

서의 목 달성을 의미하고,개인의 의사 결정 능력을 확인시켜주는 역

할을 한다.둘째,기업 에서 만족은 곧 기업의 이익을 의미한다.만

족한 소비자들은 그 지 않은 소비자들에 비해 반복 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고,이는 결과 으로 기업의 이익 창출과 연결되어진다. 한,만족은

설문을 통해 실증 데이터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제품이 가진

향력을 악하는데 유용한 척도로 활용 될 수 있다.셋째,사회 에

서 만족은 개인의 삶의 질과 련이 있다고 보는 이다.사회

에서는 소비자의 만족을 지속시키는 것은 요한 목표이자 매우 의미 있

는 일이므로,사회 에서 만족은 특정 제품이 아닌 보안,법률,환

경 등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며,개인의 삶의 질을 설명해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46-

본 연구에서는 결과로서 만족을 살펴본 연구들 에서 소비자 감정

측면에서 진행된 연구들을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감정과 련된

만족도 연구를 살펴보면,소비 과정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기분이나 감정

은 소비자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칠 수 있다(Machleit& Mantel,

2001).다양한 감정 에서도 정 감정은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치며(김문섭 외,2006;Levine& Edelstein,2009), 정 감정 에서

도 즐거움은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만족에 정 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밝 졌다(Thongetal.,2006).소비자의 정 감정의 정도가 높을

수록 만족의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 감정을 통해

형성된 만족은 향후 재 구매 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uh & Kim,2006).반면,부정 감정은 만족도에 부정 인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onsetal.,2014).부정 감정은 시장 환경에서

구매를 회피하게 하거나 구매를 연기하는 행동 반응을 래할 수 있으며

(박경애,2003),특히 부정 감정 에서도 후회는 만족을 감소시키는

표 인 부정 감정으로 밝 졌다(이유재 & 차문경,2005;Oliver,

1997).

2)지속사용 의도

지속 사용 의도(continuoususageintention)는 ‘사용자가 미래에 특정

제품 혹은 서비스를 지속 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이나 정도를 의미한다

(Bhattacherjee,2001).지속 사용 의도는 개인의 행동 의도 차원에서

정 는 부정 측면으로 나 어 볼 수 있다(Yang& Peterson,2004).

정 행동 의도는 주 사람들에게 정 표 을 하고,지속 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지만,부정 행동 의도는

서비스나 품질에 한 불평을 하거나,더 이상 이용을 하지 않는 등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김미정,2013).

정 행동 의도 차원에서 지속 사용 의도의 정의를 살펴보면,지속

사용 의도는 ‘사용자들이 이 경험과 향후 제품에 한 기 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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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속 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의도(조남재

외,2001)’,‘과거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자가 향후에도 이를

계속 사용할 의사가 있는 정도(권순동 & 윤숙자,2010)’로 정의될 수 있

다.본 연구는 행동 의도의 정 측면에서 지속 사용 의도를 살펴보고

자 하며,지속 사용 의도를 서비스를 지속 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

로 정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속 사용 의도 련 연구들 에서 기술 서비스 사용 측

면에서 지속 사용 의도를 살펴본 연구,소비자 만족이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연구,그리고 소비자 감정이 지속 사용 의도에 미

치는 향을 살펴본 연구들을 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첫째,기술 서

비스 분야에서 지속 사용 의도를 살펴본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기술 서

비스 측면에서 지속 사용 의도는 특정 상이나 서비스에 한 소비자

들의 태도와 평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 변수로 활용되어져 왔다

(Venkatesh& Davis,2000;Bhattacherjee,2001).다양한 서비스 에서

도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SNS, 치기반 서비스 련 연구들에 의하면,

서비스 제공업자에 한 소비자의 신뢰도와 라이버시 우려가 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사업자에 한

신뢰 수 이 높은 소비자의 경우 그 지 않은 소비자들보다 특정 서비스

에 한 지속 사용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박선화 & 김 용,

2012;Shin,2010), 라이버시 우려가 높은 소비자의 경우 그 지 않은

소비자들에 비해 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선화

& 김 용,2012;Dwyeretal.,2007).

둘째,지속 사용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소들 에서 특정 상에

한 소비자 만족은 지속 사용 의도의 선행 변수로 사용되어져 왔다

(Bhattacherjee& Premkumar,2004).다양한 서비스들에서 만족이 지속

사용 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진 바 있는데,Bhattacherjee(2001)의

연구에서 온라인 뱅킹 서비스에 한 소비자의 만족은 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hong외(2006)의 연구에서

도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에 한 소비자 만족이 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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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소비자 감정을 심으로 지속 사용 의도를 살펴본 연구들은 다

음과 같다.시장 환경에서 소비자의 감정은 재 구매 의도나 지속 사용

의도에 향을 미칠 수 있다(Isen,1989;Erevelles,1998).특히 소비자의

부정 감정은 서비스 이용 거부나 단과 같은 행동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Inman& Zeelenberg,2002;Zeelenberg& Peter,2004),지속

사용 의도의 에서 요한 선행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서비스 이

용 시 발생한 부정 감정은 서비스 이용에 한 피로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서비스에 한 피로감의 증가는 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를 감소시키며,서비스 이용 경험에 부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차경진 & 이은목,2014;Holbrook,2001).소비자의 지속 사

용 의도는 제품과 서비스에 한 소비자의 태도와 향후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을 측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있으므로,본 연구에서는 지속 사용

의도를 소비자의 정 반응 하나로 보고 양 연구에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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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 문제 연구 방법

본 장에서는 연구 문제를 도출하고,각 연구의 분석 방법을 살펴보고

자 한다.제 1 에서는 질 연구와 양 연구의 연구 문제를 도출하고

자 한다.제 2 에서는 질 연구 방법과 양 연구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고 각 연구의 자료 수집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제 1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온라인과 모바일 환경에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

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질 연구와 양 연구를 실시하 다.[연

구문제 1]은 온라인 환경에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을 탐색하고

자 질 연구를 수행하 다.[연구문제 2]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

험을 일반화 하고자 양 연구를 수행하 다.

1.연구 문제

본 연구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소비자가 시장 환경에서 경험

할 수 있는 소비자 경험 하나라고 보고,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선행 요인과 결과가 수반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는 소비자 경험

(Dewey,1958)으로 살펴보고자 한다.본 연구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을 살펴보기 해 두 가지 연구 문제를 구성하 다.[연구문제 1]은

질 연구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을 상학 으로

탐색하고자 하 다.[연구문제 2]는 스마트폰 환경에서 SNS,M-커머스,

치기반 서비스에 을 두고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을 일반화

하고자 양 연구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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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은 어떠한가?

1-1.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 범주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1-2.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패러다임 모형은 어떠한가?

1-3.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의 핵심범주를 토 로 소비자는

어떻게 유형화 되는가?

[연구문제 2]서비스 유형에 따라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수 과

향 요인 그리고 소비자 반응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1.서비스 유형별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수 은 어떠한가?

2-2.소비 가치 성향과 라이버시 성향이 SNS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에 미치는 향과 역설 후 정 ㆍ부정 반응은 어떠한가?

2-3.소비 가치 성향과 라이버시 성향이 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미치는 향과 역설 후 정 ㆍ부정 반응은 어떠한가?

2-4.소비 가치 성향과 라이버시 성향이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미치는 향과 역설 후 정 ㆍ부정 반응은 어떠한가?

2-5.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향요인과 소비자 반응은 서비스 유형

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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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 방법 자료 수집

본 에서는 첫째,질 연구에서 수행한 소비자 심층면 방법과 자

료 수집 방법을 살펴보고,둘째,양 연구에서 수행한 소비자 온라인 설

문조사에 한 분석 방법과 자료 수집 방법 그리고 변수들의 조작 정

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1.소비자 심층 면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을 토 로 질 연구를 수행하 으며,세부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근거이론(GroundedTheory)

근거이론(GroundedTheory)은 사회학자 Glaser과 Strauss(1967)에 의

해 도입되었으며,다양한 질 연구 방법 에서도 객 성을 지향하는

연구 방법 하나이다(Munhall,2001).근거이론은 기존의 이론들을 수

정하거나 새로운 이론을 찾아내기 하여 개념과 범주에 따른 인과 구

조를 찾아내는 연구 방법이다(Suddaby,2006).근거이론에서 말하는 이

론이란 자료에서 추출된 범주들을 체계 으로 계 지은 틀을 의미하며,

이 게 구성된 이론은 특정 상에 한 맥락 이해와 새로운 방향의

패러다임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한다(최종 ,2009).근거이론은 수집된

자료들에서 새로 출 한 개념들과 이 개념들을 지속 으로 비교하면서

공통 과 차이 을 발견하고,지속 인 비교방법(constantcomparative method)

을 거쳐 개방코딩(opencoding),축코딩(axialcoding),선택 코딩(selective

coding)으로 분석 내용을 구체화 하는 작업이다(Strauss&Corbin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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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방코딩

개방코딩(open coding)은 질 인 자료에서 요한 개념을 발견하고

그 개념들의 차원과 속성을 악하기 해 실행되는 코딩 방법이다.개

방 코딩은 수집된 방 한 양의 자료들을 의미 있는 작은 단 로 분할하

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추상도가 낮은 수 의 개념들을 우선 으로

발견하여 차원을 분류하고,보다 높은 수 의 개념들을 찾아 라벨링 하

는 작업을 통해 인터뷰 내용을 범주화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최종 ,

2009).

(2)축코딩

축코딩(axialcoding)은 개방코딩 과정에서 분할된 작은 단 의 자료

들을 비교하여 새로운 범주로 다시 분류하는 작업이다.축코딩에서는 범

주와 하 범주 간의 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요하다.축코딩은 패러

다임 모형에 기 하여 발견한 개념들이 어떠한 상호 계를 형성하는지

맥락 으로 확인하는 단계이다(Flick,2009)([그림 2]참조).즉,범주화 된

개념들이 인과 조건,맥락 조건, 심 상, 재 조건, 략,결과

에 따라 상호 련성을 가지고 연결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Strauss

& Corbin,1990).

[그림 2]패러다임 모형(Strauss& Corbin,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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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택코딩

선택 코딩(selectivecoding)은 축 코딩을 통해 도출된 범주들을 통합하여

이론의 형태로 변환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이 단계의 목 은 핵심범

주를 완성시키는 것으로 사례에 한 간단한 기술 개요나 이야기를 만들

어야 한다.이야기나 기술 개요가 만들어지면 그것들에 해서 하나의 핵

심 범주를 부여한다.핵심 범주들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모든 범주와 핵심 범

주와의 련성을 코딩 패러다임의 일부를 이용해 연결을 시도해본다.지속

으로 분석한 뒤,더 이상 코딩이나 범주를 검토해도 새로운 발견이 없는 상

태에 도달하면 선택 코딩을 종료하고,핵심범주에 따라 소비자를 유형화 할

수 있다(Flick,2009).

2)자료의 수집

본 연구의 심층인터뷰는 20-40 소비자 10명을 상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진행되었으며,면 시간은 약 1시간 30분이 소요

되었다.본 연구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심으로 심층면 을 진행하

으며,면 장소는 연구 참여자의 선호와 여건에 따라 학교나 카페 등에

서 진행되었다.연구 참여자 특성에 따라 질문의 순서를 바꾸어 진행하

으며,연구 참여자들이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분 기를 조성하

다.심층면 을 진행하기 이 에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 ,소요 시

간,진행 방식 등을 간략하게 설명하 다.연구 참여자에게 면 도 불

편함을 느끼거나 면 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 단 할 수 있음을 설

명하 고,사 동의를 얻어 인터뷰 내용을 녹취하 다.

3)연구 결과 분석 차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을 용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인터뷰 내용을

체계화 시켰다.자료 분석은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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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따라 개방코딩,축코딩,선택코딩의 순으로 분석하 다([그림 3]

참조).첫째,수집한 자료들을 공통 인 속성이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들을 묶고 이에 명칭을 부여하는 코딩작업을 실시하 다.이 게 분류된

개념들 안에서 다시 공통 인 속성을 가진 것을 묶고,상 범주, 의범

주,하 범주로 나 어 보았다.둘째,개방코딩 이후에 패러다임 모형을

확인하기 하여 ‘인과 조건’,‘맥락 조건’,‘재 조건’,‘략’,‘결과’를

토 로 심 상을 연결하는 범주들 간의 계를 분석하 다.셋째,패

러다임 모형을 토 로 핵심범주를 발견하고 이를 토 로 소비자 유형화

작업을 진행하 다.

[그림 3]자료의 분석 과정

4)연구의 신뢰성 타당성 확보

본 연구는 질 연구의 신뢰성 타당성을 확보하기 하여

Lincoln과 Guba(1985)의 사실 가치(truthvalue), 립성(neutrality),

용성(applicability),일 성(consistency)을 평가 기 으로 용하 다(장

연주 & 최 자,2013;황진주 & 여정성,2014).첫째,사실 가치는 내

타당도를 의미한다.타당도를 높이기 하여 같은 질문을 다른 형태

로 제시함으로써 반복 으로 연구 참여자의 생각을 확인하 으며,수집

된 자료들을 지속 으로 비교하여 확인 과정을 반복하 다.둘째, 립성

은 객 성에 해당하며,연구의 진행 과정과 결과에서 연구자의 편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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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연구자는 립성을 유지하기 하여 본 자료

에 충실하고자 하 으며,지속 인 비교와 객 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본 연구의 엄 성을 높이고자 노력하 다.셋째, 용성은 외 타당도에

해당하며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들이 다른 맥락에서도 용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것이다.이를 하여 각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이 반복되어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지 않을 때 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의미를 발

견하는 과정을 거쳤다.넷째,일 성은 신뢰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연구

결과의 일 된 정도라고 볼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소비자학 박사학

소지자 3인을 통해 분석 내용에 한 일 성을 검토 받았다.

5)연구 상자의 특성

질 연구에서 표본 추출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은 충

분성과 성이라고 볼 수 있다.충분성은 연구를 시작하기 이 에 연

구자가 탐구하고자 하는 상들에 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며,

성은 연구자에게 합한 정보를 제공해 수 있는 연구 참여자를 찾

아내는 것이다(신경림,2004).본 연구에서는 충분성을 고려하기 하여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과 련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 으며, 성

을 고려하기 하여 의도 표본 추출을 실시하 다.본 연구의 연구 참

여자는 총 10명으로 20 4명,30 4명,40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생활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하며,온라인 활용에 능숙한 20-40 소비자

들을 상으로 진행되었다(한국인터넷진흥원,2013).연구 참여자들의 기

본 인 사항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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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질 연구 참여자 기본 사항(총 인원 10명)

연구

참여자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인터넷 평균

사용시간(하루)

A 남 20 사무직 문 졸업 7-8시간

B 남 20 학생 고등학교 졸업 4-5시간

C 여 20 취업 비생 학 졸업 3-4시간

D 여 20 주부 고등학교 졸업 3-4시간

E 남 30 회계사 학원 졸업 3-4시간

F 남 30 공무원 학 졸업 2-3시간

G 여 30 웹디자이 고등학교 졸업 7-8시간

H 여 30 사무직 학교 졸업 5-6시간

I 남 40 연구원 학원 졸업 2-3시간

J 여 40 교사 학 졸업 2-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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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비자 온라인 설문조사

본 연구는 스마트폰 환경에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경험을 살펴

보기 하여 양 연구를 진행하 다.본 연구는 SNS,M-커머스, 치

기반 서비스를 심으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향 요인과 소비자

반응을 서비스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스마트폰 환경으로 양 연구 범 를 한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스마트폰은 개인 단말기로 항상 소지가 가능하고,실시간 인터넷 속이 가

능하여 자발 인 서비스 이용을 진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둘째,스마

트폰은 소비자가 스스로 필요한 어 리 이션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사용하

는 환경 특성을 가지고 있어,소비자의 의무 사용이 아닌 개인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사용을 제공하기 때문이다.셋째,SNS,M-커머스, 치기반

서비스는 소비자가 정보 공개 범 를 선택할 수 있으며,서비스 유형별로

소비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범 가 다양하기 때문에 소비자 라이버시 역

설을 살펴보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단하 다.

1)자료의 수집 분석 방법

(1)조사 상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스마트폰 환경에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분석하기

하여 첫째,스마트폰을 이용하고,둘째,SNS,M-커머스, 치기반 서비

스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을 조사 상자로 선정하 다.조사 상자의 연

령 는 최신 기술 사용이 용이하고 인터넷 이용이 활발한 20-40 로 한

정하 다.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2015년 9월 1일-20일까지 스마트

폰 이용자 50명을 상으로 비조사를 실시하 다. 비조사는 척도의

신뢰성 문항의 이해도를 검토하기 한 것으로 부실 작성된 설문지를

제외한 35부를 분석하여 척도와 설문 문항의 문장을 검증하 다. 비조

사를 통해 이해가 어려운 문항들은 수정 보완하 으며,불필요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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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 문항을 삭제하여 설문지의 질을 높이고자 하 다.

본 조사는 2015년 10월 1일-8일까지 인터넷 리서치 문업체인 엠

인에 조사를 의뢰하 다.조사 상자들에게 SNS,모바일커머스, 치

기반 서비스를 설명한 후,자기기입식 방법을 통해 온라인 조사를 실시

하 다.20 부터 40 까지의 성인 남녀 840명을 상으로 설문을 진행

하 으며,부실 작성된 설문을 제외하고,총 833부가 최종 인 결과 분석

에 활용하 다.

(2)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심으로 선행요인과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후 소비자 반응을 함께 살펴보았다.이를 해 하나의 구

성 요인이 다른 요인의 종속 변인이자 독립 변인이 될 수 있음을 동시에

추정 가능한 AMOS분석 방법(이학식 & 임지훈,2008)을 주요 분석 방

법으로 활용하 고,이에 추가 으로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과 문항

간 하 차원 등을 분석하기 해 SPSS18.0 로그램을 사용하 다.

본 연구의 구체 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을 악하기 하여 빈도 분석,백분

율을 산출하고자 SPSS18.0 로그램을 사용하 다.

둘째,문항 간 하 차원을 악하기 하여 베리맥스(Varimax)직교

회 분석을 실시하고,문항 간 신뢰도를 검증하기 하여 SPSS18.0

로그램을 사용하 다.

셋째,문항 간 평균과 표 편차를 확인하기 하여 SPSS18.0 로그

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 다.

넷째,SPSS 18.0 로그램에서 확인되었던 탐색 요인분석 결과와

신뢰도 검증 내용을 토 로 AMOS19.0 로그램을 이용해 확인 요인

분석을 실시하 다.이를 토 로 측정 모형의 합도와 타당도를 검증하

고,최 우도법을 사용하여 모수를 추정하 다.

다섯째,구조 모형의 합도를 평가하기 하여 검증과 GFI,AF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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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I,RMSEA,RMR의 합도 지수를 산출하고,변인들의 구조 계

를 검증하 다.

여섯째,소비자 라이버시 역설과 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 간의 계

를 ‘부정 감정’이 매개하는지 확인하고자,Bootstraping의 검정 방식을

활용하여 매개 효과를 검증하 다.

2)변수의 정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SNS,M-커머스, 치기반),

쾌락 소비 가치,경제 소비 가치,사회 소비 가치, 라이버시 비

용, 라이버시 무 심,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부정 감정의 10가지

변수를 양 연구에서 사용하 다(<표 2>참조).쾌락 ㆍ경제 ㆍ사회

소비 가치는 ‘소비 가치 성향’으로 재구성 하 으며,‘라이버시 비용’과

‘라이버시 무 심’은 라이버시 성향으로 재구성하 다.

(1)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은 ‘라이버시 침해에 한 걱정이 있음에도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정도’로 정의 한다.본 연구에서는 소비

자 라이버시 역설을 유·무가 아닌 정도로 측정하고자 하 다.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정도로 측정한 이유는,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향을 미치는 향 요인과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

는 향력을 함께 살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환경에서 SNS,M-커머스, 치기반 서비스를

심으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정도를 살펴보고자 하 다.세 가지

서비스를 함께 살펴보는 이유는 서비스 유형별로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종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종류에 따라 소

비자 라이버시 역설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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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SNS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SNS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은 기소진 & 이수 (2013),Lampinen

외(2009),Chang& Heo(2014),Zlatolas외(2015)의 연구 내용을 토 로

서비스 이용 시 제공되는 개인정보를 신상 정보,사진 동 상 정보,

일상 련 정보로 구성하여 라이버시 침해에 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 다.SNS소비자

라이버시 역설과 련된 모든 문항은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➁　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은 이동주 외(2010),김규동 외

(2013),최 선 외(2013),Xu외(2010;2011)의 연구 내용을 토 로 서비

스 이용 시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사업자가 요청하는 정보,상품 검색 등

의 이용 정보,결제 련 정보로 구성하여 라이버시 침해에 한 우려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 다.

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과 련된 모든 문항은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➂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은 Smith 외(2011),Zhou(2013),

Mao& Zhang(2014)의 연구 내용을 토 로 개인정보 제공 범 를 거주

지 련 정보,이동 경로 정보,자주 방문하는 장소 정보로 구성하고,

라이버시 침해에 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 다.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과 련된

모든 문항은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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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비 가치 성향

소비 가치 성향은 쾌락 소비 가치,경제 소비 가치,사회 소비

가치로 구성된 문항이다.세부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쾌락 소비 가치

쾌락 소비 가치는 ‘오락 이고 즐거운 것을 추구하는 가치’로 정의

한다.쾌락 가치의 척도는 구명진 외(2015),Sheth,Newman &

GRoss(1991),Hollbrook(1999;2006)의 연구 내용을 토 로 본 연구에 맞

게 수정하 다.쾌락 소비 가치 문항은 소비 환경에서 재미,오락 인

것,즐거운 것들을 얼마나 요하게 생각하는지 정도를 5 리커트 척도

로 측정하 다.

➁ 경제 소비 가치

경제 소비 가치는 ‘비용을 최소화 하여 렴하고 합리 인 가격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가치’로 정의 한다.경제 소비 가치

의 척도는 구명진 외(2015),Sheth,Newman& GRoss(1991),Hollbrook

(1999;2006)의 연구 내용을 토 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 다.경제

소비 가치 문항은 소비 환경에서 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매하는 것,비

용을 최소화 하는 것,시간을 최소화 하는 것을 얼마나 요하게 생각하

는지 정도를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➂ 사회 소비 가치

사회 소비 가치는 ‘사회 욕구의 충족이나 사회 규범 는 자신

이 속한 집단과 련된 가치’로 정의 한다.사회 소비 가치의 척도는

구명진 외(2015),Sheth,Newman& GRoss(1991),Hollbrook(1999;200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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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내용을 토 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 다.사회 소비 가치 문항

은 소비 환경에서 나의 소비 행동이 사회 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내가 속한 집단과 잘 어울릴 수 있는지,유행을 따라는 것을 얼마나

요하게 생각하는지 정도를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3) 라이버시 성향

라이버시 성향은 ‘라이버시 비용’과 ‘라이버시 무 심’으로 구성

된 문항이다.세부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라이버시 비용

라이버시 비용은 ‘개인정보를 보호 하는데 발생하는 비 비용’

으로 정의한다. 라이버시 비용의 척도는 개인정보보호 원회(2012),Berry

외(2002),Broekhuizen외(2004),Youn(2009)의 연구 내용을 토 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 다. 라이버시 비용 문항은 개인정보 보호의 어려

움,개인정보 보호로 인한 시간 소요,개인정보 보호의 귀찮은 정도를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➁ 라이버시 무 심

라이버시 무 심은 ‘라이버시에 한 개인의 무 심한 정도’로 정

의한다. 라이버시 무 심의 측정은 임명성(2013),정태석 외(2013)의

연구 내용을 토 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 다. 라이버시 무 심 문

항은 개인정보 보호에 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하는지,민감한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라이버시 보호에 한 요

성 정도를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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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정 감정

부정 감정은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제공으로 느끼는 심리 불

편함의 정도’로 정의한다.부정 감정은 이유재 외(2005),정연수 & 정

율(2012),Festinger(1957),Tsiros& Mittal(2000)의 척도를 토 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 다.부정 감정 문항은 개인정보 제공으로 마음이

불편한지,불안한지,후회되는지,찝찝한지의 정도를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5)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

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는 ‘서비스를 향후 지속 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 정도’로 정의한다.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의 측정은 Oliver(1980),

Venkatesh외(2003)의 척도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 다.서

비스 지속 사용 의도의 문항은 서비스를 지속 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는

지를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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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변수의 조작 정의 참고 문헌

변수 조작 정의 참고문헌

소비자

라

이

버

시

역

설

SNS

라이버시에 침해에

한 우려가 있음에도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동

기소진 & 이수 (2013),

Lampinen외(2009),

Chang& Heo(2014),

Zlatolas외(2015)

M-커머스

이동주 외(2010),

김규동 외(2013),

최 선 외(2013),

Xu외(2010;2011)

치기반

Smith외(2011),

Zhou(2013),

Mao& Zhang(2014)

쾌락 소비 가치
오락 이고 즐거운 것을

추구하는 가치

구명진 외(2015),

Sheth외(1991),

Hollbrook(1999;2006)

경제 소비 가치

비용을 최소화 하여

렴하고 합리 인

가격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가치

구명진 외(2015),

Sheth외(1991),

Hollbrook(1999;2006)

사회 소비 가치

사회 규범 는

자신이 속한 집단과

련된 가치

구명진 외(2015),

Sheth외(1991),

Hollbrook(1999;2006)

라이버시 비용
개인정보를 보호 하는데

발생하는 비 비용

개인정보보호 원회(2012),

Berry외(2002),

Broekhuizen외(2004),

Youn(2009),

라이버시 무 심
라이버시에 한

무 심의 정도

정태석 외(2012),

임명성(2013)

부정 감정
개인정보 제공 시 느끼는

심리 불편함의 정도

이유재 외(2005),

정연수 & 정 율(2012),

Festinger(1957),

Tsiros& Mittal(2000),

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

서비스를 향후

지속 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 정도

Oliver(1980),

Venkatesh외(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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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 %

성별
여성 423 50.8

남성 410 49.2

연령

20 280 33.6

30 276 33.1
40 277 33.3

교육 수
고졸 78 9.4
학재학 114 13.7

졸 641 76.9

월평균 수입

~100만원 미만 175 21.0
100-200만원 미만 224 26.9

200-300만원 미만 207 24.8
300만원 이상 227 27.3

직업

문직 113 13.6

사무직/ 리직 422 50.7
서비스/ 매직/생산 85 10.2

학생 117 14.0
기타 96 11.5

총 합계 833명

3)조사 상자의 특성

(1)사회·인구학 특성

본 연구의 조사 상자들의 사회·인구학 특성으로 성별,연령,교육 수 ,월

평균 소득,직업을 측정하 다(<표 3>참조).조사 상자는 총 833명으로 남성

410(49.2%)명,여성 423(50.8%)명으로 각각 할당되었다.조상 상자의 연령 는

20 280(33.6%)명,30 276(33.1%)명,40 277(33.3%)명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교육 수 은 졸 641(76.9)명, 학재학 114(13.7%)명,고졸

78(9.4%)명 순으로 졸이 가장 많았다.월 평균 수입은 300만원 이상

227(27.3%)명,100-200만원 미만 224(26.9%)명,200-300만원 미만 207(24.8%)명,

~100만원 미만 175(21.0%)명 순으로 나타났다.직업으로는 사무직/리직이

422(50.7%)명,학생 117(14.0%)명, 문직 113(13.6%)명,기타 96(11.5%)명 순으

로 나타났다.

<표 3>조사 상자의 사회·인구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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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비 가치 성향 수

조사 상자자들의 소비 가치 성향 수 은 <표 4>와 같다.쾌락

소비 가치 각 문항의 평균 수는 3.3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체 평

균은 3.36 으로 나타났다.경제 소비 가치 각 문항의 평균 수는

3.7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체 평균은 3.99 으로 나타났다.사회

소비 가치 각 문항의 평균 수는 3.1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체 평균

은 3.21 으로 나타났다.소비가치와 련된 문항들은 모두 간 수 이

상의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표 4>쾌락 ·경제 ·사회 소비 가치 평균 표 편차

항목 문항
평균

(표 편차)

크론바

알

쾌락

소비

가치

나는 소비를 할 때,재미를 요하

게 여긴다.

3.39

(.84)
3.36

(.84)
.83

나는 소비를 할 때,오락 인 것을

요하게 여긴다.

3.13

(.86)
나는 소비를 할 때,즐거운 것을

요하게 여긴다.

3.56

(.82)

경제

소비

가치

나는 소비를 할 때, 렴한 가격에

물품을 사는 것을 요하게 여긴다.

4.14

(.83)

3.99

(.87)
.82

나는 소비를 할 때,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을 요하게 여긴다.

4.13

(.82)
나는 소비를 할 때,시간을 최소화

하는 것을 요하게 여긴다.

3.72

(.95)

사회

소비

가치

나는 소비를 할 때,사회 으로 받

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지를 요하

게 여긴다.

3.31

(.84)

3.21

(.86)
.68

나는 소비를 할 때,내가 속한 집단

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것인지를

요하게 여긴다.

3.24

(.85)

나는 소비를 할 때,유행을 따르는

것을 요하게 여긴다.

3.10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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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라이버시 성향 수

조사 상자들의 라이버시 비용, 라이버시 무 심 수 은 <표

5>와 같다. 라이버시 비용 각 문항의 평균 수는 2.70 이상으로 나

타났으며 체 평균은 3.17 으로 나타났다. 라이버시 무 심 각 문항

의 평균 수는 2.02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체 평균은 2.27 으로 나타

났다. 라이버시 비용 련된 문항들은 간 수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라이버시 무 심의 일부 문항은 간 수 이하의 경향을 보이고 있었

다.

<표 5> 라이버시 성향 평균 표 편차

항목 문항
평균

(표 편차)

크론
바
알

라이버시
비용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3.58
(.97)

3.17

(.98)
.81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한
행동들은 불편하고 귀찮다고 생
각한다.

2.73
(1.01)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한
행동들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고 생각한다.

3.21
(.94)

라이버시
무 심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나에게 요하지 않다.

2.02
(.94)

2.27

(.99)
.85

나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입력하
는 것에 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2.36
(1.02)

개인정보 유출이나 도용 등
라이버시 련 피해에 해 크
게 신경써본 이 없다.

2.45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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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서비스 유형별 부정 감정 수

➀  SNS서비스 부정 감정 수

조사 상자들의 SNS서비스의 부정 감정 수 은 <표 6>과 같다.

SNS서비스의 부정 감정 각 문항의 평균 수는 3.36 이상으로 나타

났으며, 체 평균은 3.38 으로 나타났다.SNS부정 감정 련 문항

들은 모두 평균 이상의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찝찝한 마음이 든다는 응

답이 평균 3.42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마음이 불편하다(3.37 ),

불안하다(3.36 ),후회된다(3.00 )순으로 나타났다.

<표 6>SNS서비스 부정 감정 평균 표 편차

항목 문항 평균
(표 편차)

크론
바
알

SNS

부정

감정

SNS를 할 때,나의 개인정보

(신상정보, 사진, 일상정보

등)를 제공하고 나면 마음이

불편하다.

3.37

(1.06)

3.28

(1.05)
.93

SNS를 할 때,나의 개인정보

(신상정보, 사진, 일상정보

등)를 제공하고 나면 마음이

불안하다.

3.36

(1.04)

SNS를 할 때,나의 개인정보

(신상정보, 사진, 일상정보

등)를 제공하고 나면 무언가

찝찝한 마음이 든다.

3.42

(1.05)

SNS를 할 때,나의 개인정보

(신상정보, 사진, 일상정보

등)를 제공하고 나면 후회하

는 마음이 든다.

3.00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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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M-커머스 서비스 부정 감정 수

조사 상자들의 M-커머스 서비스의 부정 감정 수 은 <표 7>과

같다.M-커머스 서비스의 부정 감정 각 문항의 평균 수는 3.44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체 평균은 3.46 으로 나타났다.M-커머스 부정

감정 련 문항들은 모두 평균 이상의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불안하

다가 평균 3.49 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찝찝한 마음이다

(3.46 ),후회된다(3.46 ),마음이 불편하다(3.44 )순으로 나타났다.

<표 7>M-커머스 서비스 부정 감정 평균 표 편차

항목 문항
평균

(표 편차)
크론바
알

M-커머스

부정
감정

M-커머스를 할 때,나의 개인

정보(이용 정보,결제정보 등)

를 제공하고 나면 마음이 불편

하다.

3.44

(1.03)

3.46

(1.05)
.93

M-커머스를 할 때,나의 개인

정보(이용 정보,결제정보 등)

를 제공하고 나면 마음이 불안

하다.

3.49

(1.00)

M-커머스를 할 때,나의 개인

정보(이용 정보,결제정보 등)

를 제공하고 나면 무언가 찝찝

한 마음이 든다.

3.46

(1.00)

M-커머스를 할 때,나의 개인

정보(이용 정보,결제정보 등)

를 제공하고 나면 후회하는 마

음이 든다.

3.46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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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치기반 서비스 부정 감정 수

조사 상자들의 치기반 서비스의 부정 감정 수 은 <표 8>과

같다. 치기반 서비스 각 문항의 평균 수는 3.12 이상으로 나타났으

며, 체 평균은 3.13 으로 나타났다. 치기반 부정 감정 련 문항

들은 모두 평균 이상의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마음이 불편하다/찝찝한

마음이 든다가 평균 3.14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3.46 ),불안하다

(3.12 ),후회된다(2.84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치기반 서비스 부정 감정 평균 표 편차

항목 문항
평균

(표 편차)

크론
바
알

치기반

부정
감정

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나의 개인정보(주소지,이동경
로,자주 방문하는 장소 등)를
제공하고 나면 마음이 불편하
다.

3.14

(.98)

3.06

(1.06)
.94

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나의 개인정보(주소지,이동경
로,자주 방문하는 장소 등)를
제공하고 나면 마음이 불안하
다.

3.12

(1.06)

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나의 개인정보(주소지,이동경
로,자주 방문하는 장소 등)를
제공하고 나면 무언가 찝찝한
마음이 든다.

3.14

(1.05)

치기반 서비스를 이용 할

때,나의 개인정보(주소지,이

동경로,자주 방문하는 장소

등)를 제공하고 나면 후회하

는 마음이 든다.

2.84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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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 수

조사 상자들의 서비스 유형별 지속 사용 의도 수 은 <표 9>와 같

다.서비스 유형별 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 수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치기반 서비스의 평균 수는 3.67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M-

커머스 3.63 ,SNS3.53 순으로 나타났다.

<표 9>서비스 유형별 지속사용 의도 평균 표 편차

항목 문항
평균

(표 편차)

SNS

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

나는 내가 이용하고 있는 SNS서비

스를 지속 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

다.

3.53

(.78)

M-커머스

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

나는 내가 이용하고 있는 M-커머스

서비스를 지속 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다

3.63

(.76)

치기반

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

나는 내가 이용하고 있는 치기반

서비스를 지속 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다

3.67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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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패러다임 모형

도출 소비자 유형화

본 장에서는 근거 이론을 토 로 소비자 심층 면 결과 내용을 분석

하고자 한다.제 1 에서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과 련한 범

주들을 도출하고,이를 개 정리하고자 한다.제 2 에서는 범주들

을 토 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패러다임 모형을 도출하고,이에

한 속성과 차원을 살펴보고자 한다.제 3 에서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패러다임 모형을 심으로 핵심 범주를 도출하고,핵심 범주에 따

라 소비자를 유형화 하고자 한다.

제 1 소비자의 라이버시 역설 경험 개

본 에서는 심층 면 에서 도출된 온라인 환경에서의 소비자 라이

버시 역설 경험 련 범주들을 도출하고 이를 개 하여 정리하고자 한

다.

1.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 련 범주 도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과 련된 범주들을 도출하기 하여 개

방코딩을 실시하 다.개방 코딩 결과,최종 으로 60개의 개념과 35개의

범주,그리고 16개의 하 범주가 도출되었다.세부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스마트 기기 사용

연구 참여자들 모두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으며,노트북,태블릿,

스마트 워치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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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연구 참여자들은 스마트 기기가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

으며,특히 스마트폰은 개인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주는 상으로 인식

되고 있었다.이는 스마트 기기가 확산되면서 스마트 기기가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소비자와 스마트 기기의 상호

작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한국정보화진흥원,2010).

A : 스 트폰 쓰고  든 것  스 트폰 심  다고  ? 

가   거 ,  가 고  고..... 스 트

폰 고  히 루  것 같고..... 근  그럴 수 에 는 

것  스 트폰  TV  고, 라  고, 시계  고,  들

 수 고,  는 것  거  니 ..... 뭔가 존 게 는 느

.....

F :   들  스 트폰 시는 들  많  것 같 . 

페, 식점, 스, 철  것  스 트폰  들고 는 람 

찾는 것   힘든 것 같 .  

C : 스 트폰  가   뭔가  다고 느 게 주고, 스

트폰만  는 람들 에    수 

고..... 는  걱정  갈 수 고.....

B : 스 트 워 , 스 트폰, 패드 고 . 라  접   

  egg  쓰고 . 제 주 에는 트 랑 스 트폰 

같  쓰거 , 스 트폰 랑 태블  같  쓰거 , 동시에 여러 가  

같  는 람들  많 .

2)온라인 속 기회 증가

연구 참여자들은 통신 환경이 개선되면서 실시간 온라인 속이 가능

하게 되었고,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지하철,카페,도서 등 다양한 공간에서 인터넷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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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필요 이상으로 인터넷 사용을 하게 된

다는 응답들이 발견되었다.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소비자들이 실

시간으로 온라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가 확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2010).

G :     는 ,  가든   니 .... 

무 식적   게 는 것 같 는 . 

I : 실시간   접  니 .... 스 고 가다가 물건  고, 

   동  보고.... 그런 ,   니 , 물건  생각   

   많  게 는 것 같고, SNS   많  게 는 것 같고,  

     계   무 가 고 죠.

B : 틈만   게 는 것 같 . 히  것  는 .... 

   뭔가 루 고, 히 고... 무료  WiFi 는 곳

 많다보니..... 들 고   SNS 들여다보고, 

철 고 가   고, TV 보  컴퓨  스 트폰  

 고..... 

3)자동화된 의사 결정

연구 참여자들은 자동 로그인,자동 결제 서비스 등이 활성화 되면서

손쉽고 빠르게 물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연구 참여자들은 자동 로그인이나 결제 서비스가 활성화 되면서,

이 보다 신속하게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 이 있으나,신 하게 생

각할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되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고 있었다.이는 소

비자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이 보다 더욱 손쉽고,편리하게 시장 참

여가 가능해졌음을 의미하며(매일경제IoT 명 로젝 ,2014),의사 결정

과정 시간의 단축으로 비용과 효용을 계산하는 시간 한 단축 될 수 있

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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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스 트폰에 드  저  다 에 결제   편 거든 .... 

그런 , 좋  것만  닌 것 같 . 전에는 뭐  , 드 , 

주   짜   건가? 고 다시 생각  

것 같 ....  단 고 에 생각 는    것 

같 . 

B : 스 트폰 처    신 드 정보, 주  같  것  스 트폰에 

 . 무래  드 정보가  니   같

 것   비 만    수 니 ..... ? 말

? 망 는 시간   것 같 . 

C : 주 는 트   동 그  , 매  고 

비     니 , 좋  것 같 . 겨찾  거  

 누 만    수 니 ...... 

4)개인정보의 자원화

연구 참여자들은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회원 가입을 통해 물품 구매 시 할인 혜택이나

립 을 받거나, 치 정보 등을 활용하여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

었다. 한,개인과 련된 사진 정보나 일상 정보를 게시하거나 개인정보

를 기반으로 타인들과 소통하는데 활용하고 있었다.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서

비스 유형에 따라 인지하는 효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치기반

이나 자상거래와 련된 서비스에서는 경제 혜택이나 편리함을 얻기

하여 개인정보를 자원화하며,SNS의 경우에는 즐거움이나 재미를 하여 개

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소비자들이 소비 환경에서 개인정

보를 하나의 자원처럼 활용하며,혜택을 얻고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 원회,2012;이혜인 외,

2012;나은 ,2013).향후 소비자들은 다양한 효용을 얻기 해 개인정보를

자원처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며,소비자들이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양과 범 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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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해 볼 수 있다(매일경제IoT 명 로젝 ,2014).

(1)혜택을 한 개인정보 활용

연구 참여자 부분이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맞춤화/개인화 서비스 혜

택을 받고 있었다. 치 정보를 활용하여 교통 정보나 길 안내 서비

스를 받거나 신상 정보를 이용하여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D : 원 가  생   쿠폰   수 고, 적  . 

차  비 원  거래   주  전 는 제공  

 니 ....  원가 고 택 는 것   것 같 . 

C : 시간 랑  정 , 철   시에 는 ,  걸 는  

 수 .... 시간  절 고, 다   고....

I : 제가 주 다니는 역 랑 드  등  , 10초 에 

차  매  수 . 빨     는 짜 좋  것 같

. 

(2)즐거움과 재미를 한 개인정보 활용

연구 참여자들은 즐거움과 재미를 얻기 해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 참여자 SNS에서 재미와 즐거움을 얻고,

타인들과 정보를 공유하기 해 자신의 얼굴을 로필 사진으로 설정하

거나 직장,학력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SNS에 맛 는 것   찍  고, 들 고   

들  태그  고....  게 고 다. 보여주는 거죠. 

미 .... 만   들 식  듣고,  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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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가  제    보고 생들  조  는 시  

보   적  고, 연락 겼   들  제  보고 

연락 는 경  고...... 저 람  저 게 생겼 ,   

, 저런 들  는 ..... 갖 다  람들  경  수 

는...... 미 는 라  죠.   

(3)사회 흐름에 응하기 한 개인정보 활용

소비자를 둘러 싼 시장 환경이 개인정보 활용을 유도하고 있다고 인

식하고 있었다.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 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사람들과의 소통에서 불편함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시 의 흐름

에 응하기 해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 : SNS   그 고, 물건   그 고... 제 정보  주  

무것   수 게 는 것 같 . 라 에 는   보니

, 신 라고  ? 심시   수 는 뭔가  제공   

는 , 그것  개 정보 거죠.  믿고 거래    최

 수단.....

I : 90%는 에  물건  는 것 같 . 매  가  는 것 보다 

라   폭  고,  많  고... 라 에  제

 찾 보  고 매  가  제  주고  보 취  죠.

5)개인정보 보호 비용 증가

연구 참여자들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상황이 보편화 될수록 개인정

보 보호의 필요성을 느끼는 동시에 보호에 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

다. 한,개인정보를 보호할 경우 포기해야 하는 서비스 혜택들에 한

아쉬움을 표 했고,개인정보 보호는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인식 때문에 보호에 한 어려움이 증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개인정보 활용이 기반이 된 서비스가 증가함과 동시에 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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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비용이 증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Huietal.,2007).개인정보 보

호 비용의 증가는 라이버시 효용과 비용을 계산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으며, 라이버시 역설을 발생시키는 직 인 원인이 될 수도 있다

(Acquisti&Grossklags,2004).

(1)타인에 의한 개인정보 피해 증가

A : 페 스  다보    고   시 고 다  

람 는 경 가 많 ...... 무 죠. 누가 제  퍼가  

에  걸 고 저 척 다고 생각 . 보  겠다는 생

각  드는 .... 가 보  뭐 . 다  람들   정보 출

 그만 ...

F : 저는 , 트  그 고 정보 출  건  좀 많 , 그  

고 전 가 무 많   청 시달  것 같 .... 전 들

 좀 다  것 라고 생각 는 .... 히 들에  신 가 

점점 고 보 는 것에  포 게 는 것 같 . 

E :  스스  조심  에   정보 가져다 팔고 출시 는 ..... 

 에  무   수 겠 . 그 고  정보들   

게 는  전   수가 는 .... 게 보  .

(2)개인정보 보호의 어려움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

문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혜택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이미 많

은 사업자들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된 상태로 혼자서 개인정보를 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F : 게 보  는  실 겠고,  보  는

 겠고..... 보 에는 미 늦  것 같 . 가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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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정보 제공 는  적 는 것  니고..... 

G : 개 정보 보  는 것  당연 다고 생각 는 , 그럼 포  

는 비스 택  무 많 ..... 제  보  당  스 트

폰   쓰고, 컴퓨  고,  고  는 ... 

실적  가능  ?. 

I : 제가  람 고만 거래   것  니고  수십개 체들 고 

거래   ..... 그것  게  . 체들  저  

당신   정보 게 다고  찮     판

....

6)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 유형에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스마트폰 환경에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경험한 참여자들이 많았는데,이러한 이유는 스마트

폰은 개인화된 기기로 항상 소지하고 다니기 때문으로 보인다.본 연구

에서 도출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은 크게 여섯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첫째,사업자를 신뢰하지 않음에도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동,둘

째,사업자를 신뢰하지 않음에도 이용 약 에 동의하는 행동,셋째,거래

환경에서 신뢰를 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에도 사업자에게 허 정보를 제

공하는 행동,넷째, 라이버시 우려가 높음에도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동,다섯째, 라이버시 우려가 높음에도 개인정보를 보호하

지 않는 행동,여섯째,개인정보를 요하게 생각하지만 개인정보를 보호

를 하지 않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 환경에 따라 소비자가 느끼는 라이버시 혜택과 비용에

차이가 있으며(Li,2011),소비자에게 요구된 개인정보 제공 유형에 따라

라이버시 태도와 반응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이혜인 외,2012;

Wang&Petrison,1993;Phelpsetal.,2000;Li,2011;2012),다양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발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80-

(1)사업자에 한 신뢰와 개인정보 제공 행동의 불일치

연구 참여자들은 사업자에 한 신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

용 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경험하고 있었다.

C : 스 트폰  고  정보  시 라고 거든 . 

좀 뭔가 죠.  정보가 계  고 다는 것

..... 근  정보   시    니  실  

제공 에  신 가  주 는 것들  계  시

죠. 

(2)사업자에 한 신뢰와 약 동의 행동의 불일치

연구 참여자들은 사업자에게 한 신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가 제공한 서비스 이용 약 에 무조건 으로 동의하는 소비자 라이버

시 역설을 경험하고 있었다.

F : 트 가 거  비스   에 동  . 

게 보  들  가 니 정보 게 보 거  라고 신 감  

주 고  같  것  제시 는 것 같 .... 실 게 믿 . 

그냥 시간 걸 고  수 니  무조건 동 는 거죠.

(3)사업자에 한 신뢰와 허 정보 제공 행동의 불일치

연구 참여자들은 온라인 거래에서 신뢰를 요하게 생각하는데도 불

구하고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허 로 제공하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을 경험하고 있었다.

D : 전 거래는   보고 는 거래 .  믿고 는 

것 ..... 저는 라 에  물건   제   . 가  . 

제   고 는 것  싫고, 제가 물  매   

에 검 .... 그런 것들  무 고 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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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라이버시 우려와 개인정보 제공 행동의 불일치

연구 참여자들은 라이버시에 한 우려가 있음에도 개인정보를 제

공하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경험하고 있었다.

B : 개팅 게  만 전에 그 람 SNS 찾   출신 , 

가 , 게 생겼는  다 찾 보는 편 ....  게 

그 람 락  개 정보  검 보는 .... 누 가   

 정보   수 겠다는 생각  들 에는 걱정 니  비

공개    다가     SNS에  고, 

 고.... 제가 원 는 저 고 실  저 고 다  거죠 뭐.....

C : 제가 스 트폰에  가  주 는 것  적 드   

  ..... 제가 뭐 고,   고, 런 정보들

 누가 보는 것  걱정 고, 에 그 정보들  여가 고 뭔가 

 동    수  ... 히 편 니 ....

갑 가 고 다  고... 

(5) 라이버시 우려와 개인정보 보호 행동의 불일치

연구 참여자들은 라이버시에 한 우려가 있음에도 개인정보를 보

호하지 않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경험하고 있었다.

H :  트는 고 결 니  출 거  당   다 

라 갈수  . 그래   다 걱정  는 는

..... 비   꿔 .  비  든  똑같  

. 찮죠. 비   또  고 는 것 ... 

(6)개인정보에 한 요성과 개인정보 보호 행동의 불일치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요하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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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하지 않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경

험하고 있었다.

C : 제 개 정보 죠. 히 누가  락   정보  

거 , 가 주    정보에  고 다  가  

것 같 . 는 니 ..... 근 .... 생각 보니 다고 

 정  보  동  거  고 는 것 같 . 

7)피해 발생 가능성

피해 발생 가능성이란 개인에게 라이버시 련 피해들이 발생할 가

능성을 의미하는데,피해발생 가능성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하나

는 자신에게 개인정보 유출이나 침해 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게

인지하는 하는 경우와 다른 하나는 개인정보 련 피해들이 자신에게 발

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인지하는 경우이다.피해의 발생 가능성을 높게

인지하는 참여자들은 피해 당사자에 자신이 포함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며,자신이 직 피해를 경험하 거나 지인들이 피해 입은 상황을

목격한 경우가 이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소비자들의 부정 인

경험은 정 인 경험보다 강한 기억으로 남아 더 쉽게 회상 될 수 있고

(Mano& oliver,1993),과거의 경험은 재의 소비자 경험에 향을 미

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Ling,Chai& Piew,2010).과거의 라이버시와

련된 직·간 인 피해 경험은 재 소비자들의 라이버시에 한 태

도나 신념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E : 제든 가  수 다고 생각 죠. 제가 SNS에   

당  적  는 ..... 겪고 니  가 전  생각   

곳에  런  니 ...... 

B: 개 정보 출  경험  　차  는 , 그   스팸 

 청 게 고...... 제 게 생  는 것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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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문제  것 같 . 경험   그런   가능   

고 죠.   

G : 저  가 생  것 라고 생각  본적 는 것 같 . 전에 

가 에  정보 출 다고 걱정   무  

  ...... 

J : 미 충 히 보  동  고  문에  생 가능  

1% 미만 라고 생각 .  

8)개인정보 보호 책임소재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들도 있었지

만,온라인 환경에서는 기업들의 요구에 의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해서 힘써야 한다고

응답한 참여자들도 있었다.기업에게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 에서는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비용이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에게 책임이 크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이는 개인

정보 보호 책임 소재를 개인에게 있다고 보는 과 외부에 책임 있다

고 보는 에 따라 개인의 행동에 원인을 규명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

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다(Heider,1994).개인정보 보호에 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보는 소비자들은 내 귀인을 할 가능성이 크

며,귀인 과정 이후에 후회와 같은 부정 감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한 외부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소비자들은 외 귀인을 할 가능성이

크며,귀인 과정에서 불만족과 같은 부정 감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

다(이유재 & 차문경,2005;강교 ,2006).

E : 개 정보 보  책  50%   다고 생각 . 물   

스스  개 정보  보 는 것  만,   수 는 문제

는 닌 것 같 . , 정   개 정보 보 에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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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개 정보 보 에  책  70% 정 가 개 에게 는 것 같 . 

개 > >정  순  보 에  책  져  다고 생각 .  

F : 보  책  에게 는 것 니에 ? 들   정보  원

다고  니  들    .  제  

 책  고, 그 다    것 같 . 

H : 가  개 정보  청  것 니  가   

 ? 가 제공  정보들   에 저

   그 에 들 가  가 뭘 게  수는 . 

9)무 심

‘무 심’은 라이버시와 련된 사항에 해서 개인 스스로 심을

가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라이버시 련 문제들은 심을 가지고

있어도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심이 없다는 응답과, 라이버

시 이외에도 신경 쓸 일들이 많기 때문에 라이버시에 심을 가질 여

력이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이는 라이버시 성향을 유형화한 연

구들에서 밝 진 라이버시 무 심자의 태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것으

로 볼 수 있다(기소진,2013;Westin,1967).하지만,이러한 무 심이 개

인의 지속 인 태도나 성향이 아닌 상황을 회피하기 한 심리 인 방어

기제 일 수 있다는 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재 라이버시에 한

무 심이 일 이고 지속성을 가진 것이라면 태도라고 볼 수 있지만(손

동엽,2011;Day,1971;Fishbein& Ajzen,1975),일시 인 것이라면 심리

인 방어기제의 하나로 볼 수 있으므로 주의 깊은 찰이 필요한 부분

이라고 할 수 있다.

G : 찮   에  생각 고 싶  . 생각 다고 결

는 문제  니고.... 다   충 히 곤 주겠는  런 것

 신경 쓰고 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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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안도감 유지

안도감을 유지하는 참여자는 자신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행동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버시와 련된 사항들에 해서는 안도감을 가

지려고 노력한다고 응답하 다.이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부정

인 결과 뿐 만 아니라 정 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

으로 볼 수 있다.소비자들은 자신의 태도와 행동이 균형을 이룬다고 느

낄 때 안정감을 느끼며,자신의 의사 결정에 확신을 갖는 경우 안도감과

같은 정 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황유선,2013;임충 & 이 일,

2014).

J : 개 정보는 정말  에만 제공 고, 보  동  고  

문에  편 . 걱정 는 것  고, 제가 생각  충 히 

 고 니 .... 

11)자기 합리화

자기 합리화는 자신의 행 나 태도 등을 합리화 하는 것을 의미한

다.연구 참여자들 일부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경험하면서 자

기 합리화를 하기 하여 상황을 회피하거나,혜택을 확 인식하거나,

통제력을 외부에 가하거나,결과의 향력을 축소 인식 하여 자기 스

스로를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기 합리화는 개인 내부

의 갈등이나 괴로운 감정 등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행동으로 정신 건강

유지에 정 향을 수 있으며,자아 상실감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다는 장 이 있다(Freud,1936).하지만,과도한 자기합리화는 자신의

과오를 바로 잡는 것을 방해할 수 있고, 실에 한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다는 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Tavris& Aronson,2007).

*  

A : 차   제가  에   수 는 것  . 가 

생  그  생각  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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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   식

B : 가 편 게 고, 택   거 .....

* 제  에 전가

D :    보  주겠죠. 가  정보 는 것  닌 ..  

* 결과   축  식

I : 히 저  가 생  것 라고 생각 죠. 개 정보 출

거  판매   본 람  것 라고 생각 고 말 .

* 보  동  미 축

C :   보  고  무  다고 생각 .

E : 제가 는 보  동에는 계가 다고 느 죠. 가  뭐  

보  겠 ? 라고 생각 . 

12)무반응

‘무반응’은 개인정보 제공이나 보호 행동에 해서 평소에 심의 정

도가 매우 낮은 상태이며, 라이버시와 련된 사안에 해서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이는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과 마주하거나,개인이 선택하지 않은 안들이 비교 불가능한 차

별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외면하거나 자신에게 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버리고자 하는 심리가 반 된 것이라고 측해 볼 수 있다

(박세범 & 박종오,2009;Guadangno& Cialdini,2010)

G : 정말 무 생각  느  . 게 겠  는 걱정  고, 

그 다고 만족스럽거  그런 것  고... 짜 그냥  문제에 

 무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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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족

‘만족’은 개인 스스로 생각하는 정보 제공 행동의 수 과 보호 행동의

수 에 맞게 평소에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 상태에 해서 만족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J : 는 충 히 고 니 ......  그냥  태에 계  만족 . 

그 고 제가 택 고 싶  개 정보 제공  것 니 ...... 그

고 평 에 보  고 ... 정적  생각보다는 만족스러  

느 ...... 

14)변화에 한 다짐

‘변화에 한 다짐’은 다음 기회에 자신의 행동에 변화를 일으켜 좋은

쪽으로 행동하겠다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이는 소비자가 스스로 소비

자 라이버시 역설을 인지하고,향후 자신의 행동을 정 으로 개선하

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E :  같  것  ..... 실 찮  고 동   실  

 니  그냥 가 는 만..... 에 가 동   

문에 가 생  수  다는 생각  죠. 그럼 다 에는 

히  보  는...... 만  다짐 같  것   가 죠.

15)부정 감정 경험

‘부정 감정’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이후 발생되는 것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불안감,걱정,불편함,혼란,찝찝함,짜증,답답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기타 역설 련 연구들에서 밝 진 바와 같

이 소비자들이 역설을 인지할 경우 그 지 않은 소비자들에 비해 부정

감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와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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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트 & 채명신,2008;Schwartz,2004),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이 소비자에게 부정 으로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A : 택  는 라고 는 는 .... 실  정보가 

출   계  죠.

D : 개 정보 보     것  시  는 에  

란  생 죠. 

C : 가 에 개  정보  제공  실  고 고,  많  

에  뿌 고 다 는   는 ..... 실 찝찝 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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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패러다임 요소

개인 정보의 자원화
인과 조건

개인정보 보호 비용 증가
스마트 기기 사용

맥락 조건온라인 속 기회 증가
자동화된 의사 결정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심 상
개인정보 보호 책임소재

재 조건
피해발생가능성

안도감 유지
략무 심

자기합리화
만족

결과
변화에 한 심

무반응

부정 감정 경험

제 2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패러다임 모형 도출

본 에서는 제 1 에서 도출된 범주들을 토 로 패러다임 모형의

요소인 ‘인과 조건’,‘맥락 조건’,‘심 상’,‘재 조건’,‘략’,

‘결과’에 따라 범주화 하고,이를 토 로 패러다임 모형을 도출하고자 한

다.도출된 패러다임 모형을 토 로 각 요소들의 의미를 살펴보고,요소

들의 속성과 차원을 분류하고자 한다.

1.패러다임 모형 도출

패러다임 요소에 따라 <표 10>과 같이 범주화 될 수 있으며,이는

[그림 4]와 같이 패러다임 모형으로 구성될 수 있다.각 범주들에 한

세부 사항은 부록에 제시하 다(<부록 2>참조).

<표 10>패러다임 요소들의 범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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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패러다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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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패러다임 모형 요소들의 속성과 차원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패러다임 모형에서 도출된 요소들의 개념과

속성과 차원의 세부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인과 조건

인과 조건은 특정 상이 발생하도록 이끄는 일이나 사건들로 원인

이나 조건을 설명해 주는 과정을 의미한다(Strauss& Corbin,1998).본

연구에서 인과 조건은 첫째,‘개인정보 자원화’,둘째,‘개인정보 보호

비용 증가’로 범주화 되었다.‘개인정보 자원화’의 속성은 ‘정도’이며,개인

정보를 온라인에서 자원으로 활용하여 혜택을 얻거나 즐거움을 등을 얻는

경우에는 ‘큼’으로 구분되며,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경

우가 은 경우 ‘음’으로 차원화 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 비용 증가’

속성은 ‘정도’이며,개인정보 보호에 한 비용을 크게 느낄수록 ‘높음’,개

인정보 보호에 한 비용을 낮게 느끼는 경우 ‘낮음’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표 11>인과 조건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개인정보 자원화 정도 큼 - 음

개인정보 보호 비용 증가 정도 높음 -낮음

(2)맥락 조건

맥락 조건은 인과 조건을 발 시키거나 심 상이 발생하게

되는 사회 이고 문화 인 상황들을 의미한다(Strauss& Corbin,1998).

맥락 조건은 첫째,‘스마트 기기 사용’,둘째,‘온라인 속 기회 증가’,

셋째,‘자동화된 의사결정’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구성되었다.첫째,‘스마

트 기기 사용’의 속성은 ‘정도’로 스마트폰과 같은 스마트 기기를 많이



-92-

사용하는 경우 ‘많음’,스마트 기기 사용이 은 경우 ‘음’으로 차원이

구분될 수 있다.둘째,‘온라인 속 기회 증가’의 속성은 ‘정도’이며,온

라인 속 기회가 많은 경우에는 ‘많음’, 속의 기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음’으로 나타났다.셋째,‘자동화된 의사결정’의 속성은 ‘정도’

이며,자동 로그인이나 결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높음’으로,회원가입

등을 하지 않아서 온라인에서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물품을 구매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낮음’으로 나타났다(<표 12>참조).

<표 12>맥락 조건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스마트 기기 사용 정도 많음 - 음

온라인 속 기회 증가 정도 많음 - 음

자동화된 의사결정 정도 높음 - 음

(3) 심 상

심 상은 참여자의 략에 의해 조 되는 사건이나 심 생각을 의

미한다(Strauss& Corbin,1998).연구 참여자들은 온라인 환경에서 개

인의 태도와 행동이 불일치하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경험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한 속성은 ‘수’와 ‘정도’로 나 어 볼 수 있

는데,‘수’는 개인이 경험한 심 상에 한 개수로 많음- 음으로 차

원화 할 수 있으며,‘정도’는 심 상에 한 정도로 큼- 음으로 차원

화 할 수 있다(<표 13>참조).

<표 13> 심 상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수 많음 - 음

정도 큼 -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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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 조건

‘재 조건’은 ‘략’에 향을 미치며,‘인과 조건’이 ‘심 상’에

미치는 향력을 완화하거나 강화시키는 조건들이다(Strauss& Corbin,

1998).본 연구에서 재 조건은 첫째,‘피해발생 가능성’,둘째,‘개인

정보 보호의 책임소재’로 나타났다.첫째,‘피해발생 가능성’의 속성은 ‘정

도’로 라이버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높음’,피해

발생 가능성을 낮다고 인지하는 경우 ‘낮음’으로 차원이 구분될 수 있다.

둘째,‘개인정보 보호 책임 소재’의 속성은 ‘태도’이며,개인 정보 보호의

책임이 개인 스스로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내부’,개인정보 보

호 책임이 기업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외부’라는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표 14>참조).

<표 14> 재 조건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피해발생 가능성 정도 높음 -낮음

개인정보 보호책임 소재 태도 내부 -외부

(5) 략

‘략’은 ‘심 상’에 한 반응으로 개인이 심 상을 경험하고

나서 취하는 행동이나 반응 의미한다(Strauss& Corbin,1998).본 연구

에서의 ‘략’은 첫째,‘안도감 유지’,둘째,‘무 심’,셋째,‘자기 합리화’의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될 수 있다.첫째,‘안도감 유지’의 속성은 ‘정도’이

며,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이후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높음’,

불일치 상을 경험한 이후에 안도감을 느끼지 못할 경우 ‘낮음’으로 차

원화 될 수 있다.둘째,‘무 심’의 속성은 ‘정도’이며,‘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이후에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보호하는 것에 한 심

이 은 경우 ‘큼’,개인정보를 활용하고 보호하는 것에 한 심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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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음’으로 차원화 될 수 있다.셋째,‘자기 합리화’의 속성은 ‘정

도’이며,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이후에 자신의 태도나 행동에 해서

정당화 하고자 하는 욕구나 경향이 높은 경우 ‘강함’,정당화 하고자 하

는 욕구나 경향이 은 경우 ‘약함’으로 차원화 될 수 있다(<표 15>참

조).

<표 15> 략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안도감 유지 정도 높음 -낮음

무 심 정도 큼 - 음

자기합리화 정도 강함 -약함

(6)결과

‘결과’는 특정 상에 처하기 하여 개인이 취한 략에 따라 나타

나는 행동,감정 등을 의미한다(Strauss& Corbin,1998).‘략’을 토

로 나타나는 ‘결과’는 첫째,만족,둘째,변화에 한 다짐,셋째,무반응,

넷째,부정 감정 경험으로 범주화 되었다.첫째,‘만족’은 자신의 태도

나 행동이 흡족하게 느껴질 경우 ‘큼’,흡족하게 느껴지지 않을 경우 ‘

음’으로 차원화 될 수 있다.둘째,‘변화에 한 다짐’은 재 자신의 태

도나 행동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로 ‘큼’,‘음’으로 차원화 될 수 있

다.셋째,‘무반응’의 속성은 ‘정도’이며,자신의 태도나 행동에 한 반응

이 없을 경우 ‘큼’,반응이 있을 경우 ‘음’으로 차원화 될 수 있다.넷

째,‘부정 감정 경험’은 자신의 태도나 행동으로 인해 느낄 수 있는 감

정으로 속성은 두 가지로 나 어 볼 수 있다.‘정도’의 경우에는 부정

인 감정을 많이 느끼는 경우 ‘큼’,부정 인 감정을 거의 느끼지 못할 경

우 ‘음’으로 차원화 될 수 있으며,‘수’의 경우에는 다양한 부정 감정

을 경험할 경우 ‘많음’,제한 인 부정 인 감정을 느끼는 경우 ‘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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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차원화 될 수 있다(<표 16>참조).

<표 16>결과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만족 정도 큼 - 음

변화에 한 다짐 의지 강함 -약함

무반응 정도 큼 - 음

부정 감정 경험
정도

수

큼 - 음

많음 -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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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핵심범주 도출과 소비자 유형화

본 에서는 제 2 에서 도출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패러다임

모형,그리고 각 요소별 속성과 차원에 따라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

험에 한 핵심 범주를 도출하고,핵심 범주에 따라 소비자를 유형화 하

다.

1.핵심 범주 도출

근거 이론의 마지막 단계인 선택 코딩의 목 은 핵심범주를 완성시키

는 것이며,핵심범주의 기능은 형성된 범주를 통합하고 정리하는 것이다.

핵심범주는 본 연구의 심 주제로 ‘본 연구가 무엇에 한 것’인지를 알

려주는 핵심 인 단어로 표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핵심범주는 범주

들 간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기타 모든 주요 범주가 그것과

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심 이어야 한다(Strauss& Corbin,

1998).

온라인 환경에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을 개방코딩과 축코딩

을 토 로 분석한 결과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 개요를 도출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온라인 서비스가 확 되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

이 증가하게 되었으며,스마트폰의 사용으로 실시간 인터넷 속이 가능

하게 되었다.이러한 요소들은 인터넷 활용에 투입되는 시간과 기회를

증가시키게 되었으며,자동 로그인과 자동 결제 서비스들이 활성화되면

서 물품을 구매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한 필요성을 생각해보는 시

간이 단축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 환경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개인정보에 기반한 앱이

나 온라인 서비스들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리고자 개인정보를 자원화

하고 있었다.연구 참여자들은 치정보를 활용한 개인화 서비스를 활용

하고 있었으며,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고는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이 조

성되어 시 에 응하기 해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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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자신의 개인정보들이 원치 않게 타인에 의해 유출되면서,기업에

한 불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 참여자들은 차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에 한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으며,이로 인해

라이버시 보호에 한 비용을 높게 인지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 참여자 모두가 온라인 환경에서 개인의 태도와 행동이 불일치

하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은 다양한 서비스 환경에서 다양한 형태로 도출되었으

며,여섯 가지 상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사업자를 신뢰하지 않

음에도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동,둘째,사업자를 신뢰하지 않음에도 이

용 약 에 동의하는 행동,셋째,거래 환경에서 신뢰를 요하게 생각하

고 있음에도 사업자에게 허 정보를 제공하는 행동,넷째, 라이버시

우려가 높음에도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동,다섯째, 라이

버시 우려가 높음에도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는 행동,여섯째,개인정보

를 요하게 생각하지만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정도에 한 주

평가를 하고 있었으며,스스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은 라이버시 피해 발생 가능

성을 높게 인지할수록,개인정보 보호에 한 책임 소재가 자기 자신에

게 있다고 인지할수록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개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 일부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이후에 자신의 행

동을 정당화 시키거나,안도감을 가지거나,무 심 하려는 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기를 정당화 시키는 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 상황을 회피하거나 피해에 한 향력을 축소해서 인식하거나 외

부에 책임을 가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응하고 있

었으며,안도감을 느끼는 참여자들은 자신이 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라이버시 보호에 한 기 에 일치하는 라이버시 행동을 하고 있다

는 생각을 토 로 안도감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응답하 다.무 심 략

을 사용한 소비자들은 재 개인정보와 련된 문제 상황이 자신이 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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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서 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태도를 유지하려고

하 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무 심 략을 이용한 연구 참여자들은 소

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비롯한 라이버시 련 문제에 해서 지속

으로 무반응 하는 결과를 보 으며,안도감 유지 략으로 활용한 연구

참여자들은 재 상태에 한 만족감을 드러냈다.마지막으로 자기 합리

화 략을 활용한 연구 참여자들은 자기를 합리화 한 이후에도 일정 수

의 불안함,혼란,답답함 등과 같은 부정 인 감정을 경험하거나 부정

인 감정을 느낌과 동시에 태도 변화에 한 다짐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의 이야기 개요를 살펴본 결과,연구 참여자들의 특성과 차

이 을 가장 잘 나타내 수 있는 핵심 범주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

설의 략과 결과’로 도출될 수 있다.이러한 핵심 범주가 도출된 이유는

<표 1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소비자들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이후

개별 으로 사용하는 략에 차이가 있으며, 략에 따라 소비자들이 경

험할 수 있는 반응이 다양한 차원으로 분류되어 소비자의 내부 인 차이

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2.소비자 유형화

본 연구에서 도출된 핵심 범주인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략과

결과’를 토 로 소비자를 세 가지 집단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첫째 ‘자

기 합리화 형’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자신을 합리화 하는 ‘략’을

사용하고,‘결과’에서 부정 감정을 느끼거나 변화에 한 다짐을 하거

나 재 상태에 만족을 느끼는 다양한 결과를 보이는 집단이다.둘째,

‘무 심형’은 체 으로 개인정보와 련된 사항들에 해서 무 심하며,‘결

과’에서도 무반응을 보이는 유형이다.셋째,‘자존형’은 개인 스스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안도감을 유지하는 ‘략’을 사용하고 자신의 행동에 만족

하는 유형이며,세부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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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기 합리화형

‘자기 합리화형’에 해당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A,B,C,D,E,I로 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자기 합리화형’은 스마트폰,패드 등 다양

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고 있었으며,다른 참여자들에 비해 하루 평균

온라인에 속하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자기 합리화형’은 개

인정보를 활용하여 교통 검색,맛 집 추천 등 다양한 서비스 활용하

고 있었으며,반면에 개인정보 보호에 한 필요성도 높게 인지하고 있

는 유형이다.

‘자기 합리화형’은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서비스에서 다양한 효용을

리고 있었으나,직 는 간 인 개인정보 련 피해 경험들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하지만,실제

생활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신의 기 수 과는 다르게

개인정보보호 보다는 활용에 을 두고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자기 합리화형’은 다른 집단들과 비교해 보았

을 때,다양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자기 합리화형에 해당하는 연구 참여자 모두가 3개 이상의 서비스

환경에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이 있었으며,스스로 인지하고 있

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정도 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 라

이버시와 련된 피해발생 가능성에 해서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소재에 해서는 부분이 자기 자신

에게 있다고 느끼고 있었으나 이 한 명은 외부에 책임 소재가 있다고

응답하 다.

‘자기 합리화형’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이후 자기 정당화 략을

취하고 있었다.책임소재를 자신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들은 재 상

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상황의 회피하거나,자신이 개

인정보 제공을 통해 얻은 혜택을 확 인식하는 등의 이유를 통해 부정

인 감정들을 감소시키고 있었으며,책임 소재를 기업(외부)에 두고 있

는 경우에는 외부에 책임을 가하는 형식의 자기 정당화 략을 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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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자기 합리화형’은 다양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일부 소비자들

은 자기 합리화 이후에 부정 감정을 경험하거나,변화에 한 다짐을

하거나,일부 소비자는 부정 감정을 느끼는 동시에 변화에 한 다짐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무 심형

‘무 심형’에 해당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F,G,H로 그 특성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무 심형’은 스마트 기기 사용시간과 온라인 이용 시간

이 보통으로 나타났다.온라인을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

었으며,개인정보의 보호에 한 필요성에 한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체 으로 라이버시와 련된 문제에 해서 무 심한 것으로 나타났

다.‘무 심형’은 라이버시와 련한 사항들에 해서 무 심한 태도를

유지하 으며,‘략’에 해서도 무 심을 보 고,소비자 라이버시 역

설에 해서 구나 겪는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개인의 삶에서 라이버시 보다 다른 요한 사안들이 더 많기 때문

에 개인정보와 련한 문제나 사안에 해서 심을 가질 겨를이 없다고

응답 하 다.개인정보와 련한 사항들에 해서는 생각하기도 귀찮고,

개인의 삶에서 우선순 를 두고 생각할 만큼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무 심형’은 다른 유형

들과 달리 부정 감정이나 정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

에서 아무런 반응을 느끼지 못하는 무반응의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3)자존형

‘자존형’에 해당하는 연구 참여자는 J로 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자존형’의 주요 온라인 속 기기는 스마트폰과 노트북이었으며,

다른 유형들에 비해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과 온라인 사용 시간이 은

것으로 나타났다.온라인에서도 특정 사이트만 이용하고 있었으며,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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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호를 하여 무료 앱 사용을 자제하고,다양한 백신 로그램 사

용하고 있었다. 한,SNS사용을 최소하거나 아이핀을 사용하는 등 개

인정보 보호를 한 활동을 극 으로 하고 있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자존형’의 경우 평소에 자기가 생각하는 개인 정보 보호에 한 태도

와 행동 수 이 거의 일치하고 있었으나, 자상거래나 SNS에서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 평소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개인정보 제공 수 보다

더 많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스스로 정

보를 잘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편이라

는 인식과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 소재에 해서는 재 자신 스스로는

책임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자존형’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략’으로 안도감을 유지하고 있

었는데,그 이유로는 그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수 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행동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마음이나 부정 인 감정

보다는 안도감을 느끼며, 재 상태에 한 만족감하는 ‘결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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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패러다임 모형 속성과 차원에 따른 소비자 유형화

패러다임 요소 속성

자기

합리화

형

무

심형
자존형

심

상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수

정도

많음

큼

음

음

음

음

인과

조건

개인정보 자원화 정도 큼 큼 음

개인정보 보호 비용

증가
정도 높음 높음 낮음

맥락

조건

스마트 기기 사용 정도 많음 많음 음

온라인 속

기회 증가
정도 많음 많음 많음

자동화된 의사결정 정도 높음 높음 음

재

조건

피해발생 가능성 정도 높음 낮음 높음

개인정보

보호 책임 소재
태도 내부 외부 외부

략

무 심 정도 음 큼 음

안도감 유지 정도 낮음 낮음 높음

자기 합리화 정도 강함 약함 약함

결과

무반응 정도 음 큼 음

변화에 한 다짐 행 간 약함 약함

부정 감정 경험
정도

수

큼

많음

음

음

음

음

만족 정도 간 음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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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소결

본 연구는 근거이론을 토 로 개념을 범주화하고,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패러다임 모형을 도출하 다.패러다임 모형에서의 핵심범주를

도출하고,핵심범주 내용을 토 로 소비자를 유형화 하 다.

본 연구의 결과와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패러다임 모형이 도출되었다.‘심

상’인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인과 조건’으로는 개인정보의 자원

화,개인정보 보호 비용 증가가 도출되었다.‘맥락 조건’으로는 스마트

기기 사용,온라인 속 기회 증가,자동화된 의사결정이 도출 되었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재 조건’으로는 라이버시 피해 발생 가

능성,개인정보 보호 책임 소재에 한 내용이 도출되었다.‘략’에서는

안도감 유지,무 심,자기합리화가 도출 되었고,‘결과’에서는 만족,변화

에 한 다짐,무반응,부정 감정 경험이 도출되었다.이러한 결과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은 외부 인 요소와 내부 인 요소들에 의해

향을 받을 수 있고,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소비자 반응에도 향을

미칠 수 있는 심 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응하기 해 소비자들은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무 심 는 안도감을 유지하는 세 가지 형태의 략을 사

용하고 있었다.일부 소비자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이후 자기를 합

리화 하거나 안도감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일

부 소비자들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해 인지하고 있음에도 크게

심을 두지 않고 무 심으로 일 하고 있었다.이러한 결과는 소비자들

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다양한 ‘략’을 활용하여 이에 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피해 발생 가능성,개인정보 보호에 한 책임 소재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재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피해 발생 가능성을 낮

게 인지한 소비자의 경우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로 인한 부정 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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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개인정보 보호에 한 책임

소재를 내부에 두는 경우 그 지 않은 소비자들보다 부정 감정을 경험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내부 귀인을 하는 경우 부정

감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는 귀인 련 연구들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한,개인의 특성에 의해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재

될 수 있으며,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응 략에도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소비자 라이버시 역설로 발생된 ‘결과’는 무반응,만족,변화

에 한 다짐,부정 감정 경험의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본 연구에

서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소비자들에게 반드시 부정 인 감정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며, 실에서 만족감을 느끼거나,태도를 수정하

기 해 변화에 한 다짐을 하는 등의 정 인 향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소비자 유형에 따라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응하는

략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기합리화형’은 재 상태를 합리

화하여 자신의 선택에 문제가 없었음을 스스로 각인시키는 방법으로

라이버시 역설에 응하는 략을 활용하고 있었다.‘자존형’은 평소에

과도한 개인정보를 활용을 자제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를 실천하고 있음을 되돌아보았고,스스로 충분히 잘하고 있음에 안도감

을 느끼고 있었다.‘무 심형’은 라이버시에 한 사항들이 자신의 인

생에 향을 미칠 만큼 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심이 없음을 일 되게

유지하는 략을 사용하고 있었다.이러한 결과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

설이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경험으로 설명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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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향 요인과

소비자 반응

본 장에서는 제 3장에서 제시한 [연구문제 2]를 해결하기 하여 소

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이 ‘부정 감정’과 ‘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향 요인에 해

서 살펴보고자 양 연구를 진행하 다.제 1 에서는 서비스 유형별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수 을 살펴보고,제 2 에서는 SNS소비

자 라이버시 역설의 향 요인과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소비자 반

응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았다.제 3 에서는 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향 요인과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향력을,제 4 에서는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향 요인과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향력을 살

펴보았다.마지막으로 제 5 에서는 서비스 유형별 소비자 라이버시

향 요인과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향력의 차이를 분석하 다.

제 1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반 경향

본 에서는 서비스 유형별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수 과,서비

스 유형별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응답 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1.서비스 유형별 라이버시 역설 수 의 차이 분석

서비스 유형별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수 을 살펴보면 <표 18>과

같다.SNS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평균은 2.76 ,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평균 3.55 ,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평균 3.52

으로 나타났다.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서비스 유형별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정도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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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서비스 유형별 라이버시 역설 수

항목 문항
평균

(표 편차)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SNS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2.76(1.08)

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3.55(.91)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3.52(.98)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소비자가 인지하

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은 정도로 측정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SNS,M-커머스, 치기반 서비스 에서 M-커머스의 소비자 라이

버시 역설 수 이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는 M-커머스의 경우 서비스

이용 시 개인의 실제 주소지 정보나,결제 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들에 비해 라이버시 역설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짐

작해 볼 수 있다.

2.서비스 유형별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응답 수 분포

서비스 유형별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련 문항들의 응답 수

분포를 그래 로 살펴보았다.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정도를 측정하

기 해 각 서비스 유형별로 세 가지 문항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문

항을 구성하 다.서비스 유형별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구성하는

세 가지 문항의 평균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5],[그림 6],[그림 7]

과 같이 평균 수의 빈도와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SNS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경우 서비스 이용 시 라이버시 침해에

한 우려가 있음에도 개인의 신상정보,사진이나 동 상 련 정보,개인의

일상과 련된 정보들을 얼마나 공개하는지를 정도를 측정하 고,세 문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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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5]와 같다.SNS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의 평균 응답 분포는 2-4 에 넓게 집 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경우 서비스 이용 시 라이버시

침해에 한 우려가 있음에도 사업자가 요청하는 정보,자동 로그인을 통한

서비스 이용 정보,결제 련 정보들을 얼마나 제공하는지를 정도로 측정하

고,세 문항의 평균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6]과 같다.M-커머스 소

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평균 응답 분포는 4 에 집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경우 서비스 이용 시 라이버시 침

해에 한 우려가 있음에도 나와 련된 주소지나 치 정보,이동 경로 정

보,자주 방문하는 장소 정보들을 얼마나 제공하는지를 정도로 측정하 고,

세 문항의 평균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7]과 같다.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평균 응답 분포는 4 에 집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러한 결과들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한 소비자들의 주 평

가가 가능하며,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정도로 측정 가능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서비스 유형별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수 이 높은

수 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M-커머스와 치기반 서비스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평균 응답 분포가 4 에 집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소

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정도가 높은 소비자들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서비스 유형에 따라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정도와 응답 분포가 다

르게 나타나 서비스 유형에 따라 소비자들이 인지하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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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SNS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응답 분포

[그림 6]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응답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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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응답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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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SNS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향 요인과

소비자 반응

본 에서는 SNS 서비스를 심으로 확인 요인분석과 구조

모형 분석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확인 요인 분석 결과에서는

모형의 합도,요인 재량 그리고 타당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조 모형 분석 결과에서는 구조 모형의 합도와 함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향 요인과,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부정

감정,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1.측정 모형 분석

모형의 합도를 확인하기 하여 값과 합지수들을 함께 살

펴보았다.값의 경우 표본 수에 향을 받기 때문에,표본 수에

향을 덜 받는 합지수(CFI,AGFI,NFI,RMSEA,RMR)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요구된다.값의 경우 p-value가 0.5보다 낮을

경우 모형이 합하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이는 표본 수에 향을

받기 때문에 값을 자유도로 나 Q값(/자유도=2.94)이 3보다 작을

수록 모형의 합도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그러

므로 본 연구에서는 값과 Q값(/자유도=2.94),그리고 합지수(CFI,

AGFI,NFI,RMSEA,RMR)들을 토 로 모형의 합도를 확인하

고자 하 다.

SNS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향을 미치는 향요인과 소비

자 라이버시 역설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기

하여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며,분석 결과는 <표 19>와

같다.=550.06(df=187,p=.000)으로 p-value가 0.5보다 낮아 수용 기

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Q값(/자유도=2.94)이 3보

다 작으며,모형의 합도를 나타내는 합지수 GFI(.94),AGFI(.92),

NFI(.93),RMSEA(.04),RMR(.04)이 모두 바람직하게 나타나 측정 모형



-111-

의 합도는 만족스러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확인 요인 분석의 요인 재량은 모든 항목에서 0.6이상으로 나타났으

며,통계 으로 유의한 t값을 가지고 있어 각 구성 개념 간의 집 타당성과

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단할 수 있다.각 변수들에 한 개념 신뢰도

(CompositeReliability:CR)와 평균분산추출값(AverageVarianceExtracted

:AVE)을 살펴보면,CR 값은 모든 항목에서 0.7이상으로 나타났으며,

AVE값도 모든 항목에서 0.5이상으로 나타나 측정항목들의 개념 신뢰도

(수렴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별타당도를 확인하기 하여 잠재변수들 간의 상 계수를 살펴보면,

라이버시 비용과 라이버시 무 심 간의 상 계가 .44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별타당도의 기 이 될 수 있는 결정계수(.44제곱 값)를 확인한

바,.19로 나타났으며,각 잠재 변수들 간에 도출된 AVE값이 결정계수 .19

보다 크게 나타나 별 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부록 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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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CFA에 의한 SNS서비스 개념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변수명
측정

항목

표

재
치

표

오차
t값 p값 CR AVE

쾌락

소비가치

쾌락1 .81 - - -

.87 .70쾌락2 .81 .04 22.35 ***

쾌락3 .74 .04 21.10 ***

경제

소비가치

경제1 .89 - - -

.86 .69경제2 .89 .03 26.50 ***

경제3 .69 .04 17.90 ***

사회

소비가치

사회1 .63 - - -

.77 .53사회2 .84 .10 12.56 ***

사회3 .61 .07 11.92 ***

라이버시

비용

비용1 .71 - - -

.77 .53비용2 .61 .76 3.41 ***

비용3 .62 .49 4.08 ***

라이버시
무 심

무 심1 .74 - - -

.81 .58무 심2 .87 .05 23.53 ***

무 심3 .81 .05 22.42 ***

SNS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S역설1 .64 - - -

.71 .51S역설2 .84 .07 17.00 ***

S역설3 .67 .07 16.38 ***

부정 감정

S부정 감정
1 .84 - - -

.90 .76

S부정 감정
2 .89 .03 32.85 ***

S부정 감정
3 .87 .03 31.82 ***

S부정 감정
4 .75 .03 25.24 ***

합도 =550.06(df=187,p=.000),/자유도(Q값)=2.94

GFI=.94,AGFI=.92,NFI=.93,RMSEA=.04RMR=.04

※ *p<.05,**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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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조 모형 분석

본 연구의 구조 모형의 합도를 확인하기 하여 값과 Q값

(/자유도),그리고 합지수들을 살펴보았으며,이는 <표 20>과 같

다.=623.46(df=210,p=.000)으로 p-value가 0.5보다 낮아 수용 기 에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Q값(/자유도)이 2.99로 3보다 작

고,모형의 합도를 나타내는 GFI(.93),AGFI(.91),NFI(.92),RMSEA (.04),

RMR(.04)의 합지수들이 바람직하게 나타나 측정 모형의 합도는 만

족스러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SNS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향 요인과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이 부정 감정과 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향력은 [그림 8]과

같다.SNS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향 요인을 살펴본 결과,‘쾌

락 소비 가치(경로계수=.26,t값=5.81,p=.001)’와 ‘ 라이버시 무

심(경로계수=.34,t값=7.67,p=.001)’이 SNS 소비자 라이버시 역

설에 향을 미치는 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SNS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소비자 반응을 살펴본 결과,소

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부정 감정(경로계수=-.32,t값=-7.80,p=.001)’과

‘SNS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경로계수=.32,t값=7.80p=.001)’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감정’을 매개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SNS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하여 ‘부정 감정’이

‘SNS 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그 결

과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부정 감정’이 SNS소비자

라이버시 역설과 ‘SNS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향력에 한

매개 효과에 한 검증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각 변수들의 설명력을 살펴보면,SNS소비자 라이

버시 역설에 한  은 30%,부정 감정에 한  은 20%,SNS

지속 사용 의도에 한  은 41%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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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SNS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구조 모형 분석 결과

경로
경로

계수
t값 p값 R2

쾌락 소비 가치

→ SNS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26 5.81 ***

.30

경제 소비 가치

→ SNS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01 .47 .58

사회 소비 가치

→ SNS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02 .64 .74

라이버시 비용

→ SNS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06 .28 .45

라이버시 무 심

→ SNS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34 7.67 ***

SNS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 부정 감정
-.32 -7.84 *** .20

SNS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 SNS지속 사용 의도
.32 7.80 ***

.41
부정 감정

→ SNS지속 사용 의도
-.06 -1.65 .09

합도 =623.46(df=210,p=.000),/자유도(Q값)=2.99

GFI=.93,AGFI=.91,NFI=.92,RMSEA=.04,RMR=.04

※ *p<.05,**p<.01,***p<.001

[그림 8]SNS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향 요인과 소비자 반응



-115-

제 3 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향 요인

과 소비자 반응

본 에서는 M-커머스 서비스를 심으로 확인 요인분석과

구조모형 분석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확인 요인 분석 결과에

서는 모형의 합도,요인 재량 그리고 타당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구조 모형 분석 결과에서는 구조 모형의 합도와 함께 소비

자 라이버시 역설의 향 요인과,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부

정 감정,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1.측정 모형 분석

측정 모형의 합도를 확인하기 하여  값,Q값(/자유도),그

리고 합지수들을 살펴보았으며,자세한 내용은 <표 21>과 같다.

M-커머스 측정 모형의 =567.33(df=245,p=.000)으로 p-value가 0.5

보다 낮아 수용 기 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Q값(

/자유도)이 3.00으로 3보다 크지 않고,모형의 합도를 나타내는 합지

수 GFI(.94),AGFI(.91),NFI(.92),RMSEA(.04),RMR(.04)이 바람직하게

나타나 측정 모형의 합도는 만족스러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확인 요인 분석의 요인 재량은 모든 항목에서 0.6이상으로 나타났으

며,통계 으로 유의한 t값을 가지고 있어 각 구성 개념 간의 집 타당성과

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단할 수 있다.각 변수들에 한 개념 신뢰도

(CompositeReliability:CR)와 평균분산추출값(AverageVarianceExtracted

:AVE)을 살펴보면,모든 변수들의 CR값은 0.7이상으로 나타났으며,AVE

값도 0.5이상으로 나타나 측정항목들의 개념신뢰도(수렴타당도)가 확보되었

다고 할 수 있다.

별타당도를 확인하기 하여 잠재변수들 간의 상 계수를 살펴보면,

쾌락 소비 가치와 사회 소비 가치 간의 상 계가 .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별타당도의 기 이 될 수 있는 결정계수(.33의 제곱 값)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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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10으로 나타났으며,각 잠재 변수들 간에 도출된 AVE값이 결정

계수 .10보다 크게 나타났으므로 별 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부록 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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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CFA에 의한 M-커머스 서비스 개념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변수명
측정

항목

표

재치

표

오차
t

유
의
도

CR AVE

쾌락

소비가치

쾌락1 .81 - - -

.87 .70쾌락2 .81 .04 22.32 ***

쾌락3 .75 .04 21.20 ***

경제

소비가치

경제1 .89 - - -

.86 .69경제2 .89 .03 26.47 ***

경제3 .61 .04 18.37 ***

사회

소비가치

사회1 .62 - - -

.77 .53사회2 .85 .09 12.60 ***

사회3 .61 .73 11.92 ***

라이버시

비용

비용1 .71 - - -

.77 .53비용2 .64 .76 3.41 ***

비용3 .62 .49 4.08 ***

라이버시
무 심

무 심1 .74 - - -

.81 .58무 심2 .87 .05 23.53 ***

무 심3 .81 .05 22.42 ***

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M역설1 .64 - - -

.85 .65M역설2 .71 .09 12.82 ***

M역설3 .67 .09 11.93 ***

부정 감정

부정 감정1 .89 - - -

.92 .80
부정 감정2 .92 .02 42.06 ***

부정 감정3 .90 .02 40.14 ***

부정 감정4 .71 .03 25.15 ***

합도 =567.33(df=187,p=.000),/자유도(Q값)=3.00

GFI=.94,AGFI=.91,NFI=.92,RMSEA=.04RMR=.04

※ *p<.05,**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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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조 모형 분석

본 연구의 구조 모형의 합도를 확인하기 하여 값과 Q값

(/자유도),그리고 합지수들을 살펴보았으며,이는 <표 22>와

같다.=652.93(df=207,p=.000)으로 p-value가 0.5보다 낮아 수용 기

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Q값(/자유도)이 3.15로 3

에 가깝고 모형의 합도를 나타내는 합지수인 GFI(.93),AGFI(.91),

NFI(.92),RMSEA(.05),RMR(.04)이 바람직하게 나타나 측정 모형의

합도는 만족스러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향 요인과 소비자 반응을

살펴본 결과 [그림 9]와 같다.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향

요인을 살펴보면,‘쾌락 소비 가치(경로계수=.14,t값=3.55,p=.001)’,‘

라이버시 무 심(경로계수=.30,t값=6.74,p=.001)’,‘사회 소비 가치(경로

계수=.12,t값=2.97,p=.05)’,‘라이버시 비용(경로계수=.02,t값=1.17,

p=.05)’이 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향을 미치는 선행요

인으로 나타났다.

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소비자 반응 요인에 미치

는 향력을 살펴본 결과,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부정 감정(경로계수=.16,t값=3.92,p=.001)’과 ‘M-커머스 지속 사

용 의도(경로계수=.47,t값=10.16,p=.001)’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정 감정’을 매개로 ‘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M-커

머스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하여 ‘부정 감정’이

‘M-커머스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그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경로계수=-.18,t값=5.27,p=.001),부(-)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설명력을 살펴보면,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한  은 21%,부정 감정에 한  은 34%,M-커머스 지속 사용 의도

에 한  은 23% 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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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구조 모형 분석 결과

경로
경로

계수
t

유의
도

R2

쾌락 가치

→ 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14 3.55 **

.21

경제 가치

→ 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30 6.74 ***

사회 가치

→ 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12 2.97 *

라이버시 비용

→ 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02 1.17 *

라이버시 무 심

→ 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03 1.28 .42

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 부정 감정
.16 3.92 *** .34

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 M-커머스 지속 사용 의도
.47 10.16 ***

.23
부정 감정

→ M-커머스 지속 사용 의도
-.18 -5.27 ***

합도 =652.93(df=207,p=.000),/자유도(Q값)=3.15

GFI=.93,AGFI=.91,NFI=.92,RMSEA=.05RMR=.04

※ *p<.05,**p<.01,***p<.001

3.매개 효과

본 연구에서는 ‘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부정 감

정’을 매개로 하여 ‘M-커머스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하여 부트스트래핑법(Bootstrappingmethod)을 사용하

여 매개 효과를 검증하 다.분석 결과는 <표 23>과 같다.분석



-120-

<표 23>Bootstrapping방법에 의한 매개 효과 분석(M-커머스)

항목
간

효과
유의도

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 부정 감정

→ M-커머스 지속 사용 의도

-.03 *

※ *p<.05,**p<.01,***p<.001

결과 ‘부정 감정’의 매개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났으며,부정

감정을 매개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M-커머스 지속 사용 의

도에 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향 요인과 소비자 반응



-121-

제 4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향 요인

과 소비자 반응

본 에서는 치기반 서비스를 심으로 확인 요인분석과 구

조모형 분석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확인 요인 분석 결과에서

는 모형의 합도,요인 재량 그리고 타당도 등을 살펴보고자 한

다.구조 모형 분석 결과에서는 구조 모형의 합도와 함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향 요인과,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부정

감정,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1.측정 모형 분석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향을 미치는 향 요인과

소비자 반응을 살펴보기 하여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모

형의 합도를 확인하기 하여 값과 Q값(/자유도),그리고 합

지수들을 함께 살펴보았으며,이는 <표 24>와 같다.

=541.89(df=187,p=.000)으로 p-value가 0.5보다 낮아 수용 기 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Q값(/자유도)이 2.89로 3보다

작고, 모형의 합도를 나타내는 합지수인 GFI(.94), AGFI(.92),

NFI(.94),RMSEA(.04),RMR(.04)이 바람직하게 나타나 측정 모형의

합도는 만족스러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확인 요인 분석의 요인 재량은 모든 항목에서 0.6이상으로 나타났으

며,통계 으로 유의한 t값을 가지고 있어 각 구성 개념 간의 집 타당성과

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단할 수 있다.각 변수들에 한 개념 신뢰도

(CompositeReliability:CR)와 평균분산추출값(AverageVarianceExtracted

:AVE)을 살펴보면,모든 변수의 CR 값은 0.7이상으로 나타났으며,AVE

값도 0.5이상으로 나타나 측정 항목들의 개념신뢰도(수렴타당도)가 확보되

었다고 할 수 있다.

별타당도를 확인하기 하여 잠재변수들 간의 상 계수를 살펴보면,쾌



-122-

락 소비 가치와 사회 소비 가치의 상 계수가 .34로 가장 높게 나타났

다. 별타당도의 기 이 될 수 있는 결정계수(.34의 제곱 값)를 확인한 바,

결정계수는 .11로 나타났다.각 잠재 변수들 간에 도출된 AVE값이 결정계

수 .11보다 크게 나타났으므로 별 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부

록 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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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CFA에 의한 치기반 개념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결과

변수명
측정

항목

표

재
치

표

오차
t

유의
수 CR

AV
E

쾌락

소비가치

쾌락1 .82 - - -

.87 .70쾌락2 .80 .04 22.38 ***

쾌락3 .74 .04 21.21 ***

경제

소비가치

경제1 .89 - - -

.86 .69경제2 .89 .03 26.05 ***

경제3 .61 .04 18.32 ***

사회

소비가치

사회1 .64 - - -

.77 .53사회2 .83 .09 11.40 ***

사회3 .62 .73 12.96 ***

라이버시

비용

비용1 .71 - - -

.77 .53비용2 .61 .76 1.91 ***

비용3 .62 .35 5.16 ***

라이버시
무 심

무 심1 .75 - - -

.81 .58무 심2 .87 .05 23.62 ***

무 심3 .81 .05 22.58 ***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L역설1 .76 - - -

.82 .90L역설2 .88 .05 21.83 ***

L역설3 .70 .04 19.54 ***

부정
감정

L부정 감정1 .90 - - -

.93 .92
L부정 감정2 .95 .02 47.37 ***

L부정 감정3 .89 .02 40.96 ***

L부정 감정4 .80 .27 31.60 ***

합도 =541.89(df=187,p=.000),/자유도(Q값)=2.89

GFI=.94,AGFI=.92,NFI=.94,RMSEA=.04RMR=.04

※ *p<.05,**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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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조 모형 분석

본 연구의 구조 모형의 합도를 확인하기 하여 값,Q값(

/자유도),그리고 합지수들을 살펴보았으며,이는 <표 25>와 같다.

=596.88(df=209,p=.000)로 p-value가 0.5보다 낮아 수용 기 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Q값(/자유도)이 3.00으로 3과 같고,

모형의 합도를 나타내는 합 지수인 GFI(.93),AGFI(.91),NFI(.93),

RMSEA(.04),RMR(.04)이 바람직하게 나타나 측정 모형의 합도는 만

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향 요인과 소비자 반응을

살펴본 결과 [그림 10]과 같다.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의 향요인을 살펴본 결과,‘쾌락 소비 가치(경로계수=.19,t값=4.48,

p=.001)’,‘경제 소비 가치(경로계수=.16,t값=4.07,p=.001)’,‘사회 소

비 가치(경로계수=.17,t값=3.91,p=.001)’가 치기반 소비자 라이

버시 역설에 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나타났다.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부정 감정과 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본 결과, 치기반 소비자 라

이버시 역설이 ‘부정 감정(경로계수=.14,t값=3.77,p=.001)’과 ‘

치기반 지속 사용 의도(경로계수=.41,t값=11.33,p=.001)’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감정’을 매개로 ‘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 치기반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하여 ‘부정

감정’이 ‘ 치기반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

다.그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경로계수=-.19 t값=-5.95

p=.001),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한  은 21%,부정 감

정에 한  은 23%, 치기반 지속 사용 의도에 한  은 47%

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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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구조 모형 분석 결과

경로
경로

계수
t

유의
수

R2

쾌락 가치

→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19 4.48 ***

.21

경제 가치

→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16 4.07 ***

사회 가치

→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17 3.91 ***

라이버시 비용

→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02 .99 .32

라이버시 무 심

→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03 -.94 .34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 부정 감정
.14 3.77 *** .23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 치기반 지속 사용 의도
.41 11.33 ***

.47
부정 감정

→ 치기반 지속 사용 의도
-.19 -5.95 ***

합도 =596.88(df=209,p=.000),/자유도(Q값)=3.00

GFI=.93,AGFI=.91,NFI=.93,RMSEA=.04,RMR=.04

※ *p<.05,**p<.01,***p<.001

3.매개 효과

본 연구에서는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부정 감

정’을 매개로 하여 ‘ 치기반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하여 부트스트래핑법(Bootstrappingmethod)을 사용하여

매개 효과를 검증하 다.분석 결과,<표 26>과 같이 ‘부정 감

정’의 매개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부정 감정을 매개

로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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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Bootstrapping방법에 의한 매개 효과 분석( 치기반)

항목
간

효과
P값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 부정 감정

→ 치기반 지속 사용 의도

-.04 *

※ *p<.05,**p<.01,***p<.001

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0]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향 요인과 소비자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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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서비스 유형별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향 요인과 소비자 반응 차이 분석

첫째,서비스 유형별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향 요인에 한 차이를

분석하고,둘째,서비스 유형별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부정 감정과

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향력을 함께 살펴보았다. 한,서비스

유형별로 부정 감정이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과 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

의 매개 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1.서비스 유형별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향 요인 차이 분석

서비스별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향을 미치는 선행요인들

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11]참조).

첫째,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가장 크게 향을 미치는 변수

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SNS서비스의 경우 라

이버시 무 심(=.34),M-커머스 서비스의 경우 경제 소비 가치

(=.30), 치기반 서비스의 경우 쾌락 소비 가치(=.19)가 소비

자 라이버시 역설에 미치는 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향을 미치는 소비 가치 변수

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SNS서비스의 경우 쾌락

소비 가치(=.26)만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M-커머스 서비스의 경우 경제 소비 가

치(=.30),쾌락 소비 가치(=.14),사회 소비 가치(=.12)순으

로 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치기반 서비스의 경우 쾌락 소비 가치(=.19),사회

소비 가치(=.19),경제 소비 가치(=.16)순으로 치기반 소비

자 라이버시 역설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향을 미치는 라이버시 성

향 변수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SNS서비스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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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라이버시 무 심(=.34)이 SNS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M-커머스의 경우 라이버시 비

용(=.02)이 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서비스 유형별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소비자 반응 차이 분석

서비스 유형별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부정 감정과 서비스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향력의 차이를 살펴보면 [그림11]과 같

다.

첫째,모든 서비스 유형에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부정

감정’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방향성에는 차이가 있었

다.SNS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은 ‘부정 감정’에 부(-) 인

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M-커머스와 치기반 서

비스에서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부정 감정’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방향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모든 서비스 유형에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부정 감정’을 매개하여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간 효과를 악하기 하여 부정 감정이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향력을 함께 살펴보았다.SNS를 제외

한 M-커머스, 치기반 서비스 유형에서 부정 감정이 지속 사용

의도에 부(-) 인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매개 효과

본 연구는 서비스 유형별로 ‘부정 감정’이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과 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 계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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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11]과 같다.SNS 서비스를 제외한,M-커머스(=-.03), 치기

반(=-.04)에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부정 감정’을 매개로

지속 사용 의도에 유의한 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서비스 유형별 향 요인과 소비자 반응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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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론 제언

본 연구는 온라인 모바일 환경에서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다양한 내용을 탐구하고,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향을 미치는 요

인을 탐색하고,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한 소비자의 응과 이에

한 결과로서의 부정 감정 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를 함께 살펴보

았다.이러한 근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소비자 경험으로 해석

한다는데 있어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 되며,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제 1 요약 결론

본 연구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을 살펴보기 해 질 연구

와 양 연구를 실시하 다.

본 연구의 질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다양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상이 확인되었다.온라인 환

경에서 소비자들이 경험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은 여섯 가지 상으

로 나타났다.첫째,사업자를 신뢰하지 않음에도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

동,둘째,사업자를 신뢰하지 않음에도 이용 약 에 동의하는 행동,셋째,

거래 환경에서 신뢰를 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에도 사업자에게 허 정보

를 제공하는 행동,넷째, 라이버시 우려가 높음에도 사업자에게 개인정

보를 제공하는 행동,다섯째, 라이버시 우려가 높음에도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는 행동,여섯째,개인정보를 요하게 생각하지만 개인정보

를 보호하지 않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둘째,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발생시키는 원인(인과 조건)과,사

회ㆍ문화 인 요인(맥락 조건), 재 요인, 략,결과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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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자원화와 개인정보 보호의 비용 증가가 소비자 라이버시 역

설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도출되었으며,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발

생시키는 사회ㆍ문화 요인으로는 스마트 기기 사용,온라인 속 기회

증가,자동화된 의사 결정이 도출되었다. 재 조건으로는 피해 발생

가능성과 개인정보 보호 책임 소재가 도출되었다.소비자 라이버시 역

설에 한 략은 안도감 유지,무 심,자기합리화가 도출 되었으며,결

과는 만족,변화에 한 다짐,무반응,부정 감정 경험으로 도출되었다.

셋째,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은 세 가지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자기합리화형’은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경험하고 있

다고 인지하고 있으며,인지하고 있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정도

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자기합리화형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발생

이후,혜택을 확 인식하거나,통제력을 외부에 가하거나,결과의

향력을 축소하는 등의 략을 사용하고 있었으며,부정 감정을 경험하

거나 변화에 한 다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존형’은 소비자 라

이버시 역설을 경험한 개수와 정도가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평소 개

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균형 있게 하고 있어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이

후 안도감을 유지하는 략을 사용하며,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무 심형’은 라이버시와 련된 사항들에 해서 무 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고,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발생에도 무반응을 유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소비자 유형에 따라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응하는 략

과 결과에 차이가 나타났다.‘자기합리화형’은 자신의 상태를 합리화하여

자신의 선택에 문제가 없었음을 스스로 각인시키는 략을 활용하고 있

었으며,소비자 라이버시 역설로 부정 감정을 경험하거나, 재 모습

에서 변화하고자 하는 다짐을 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자존형’은 평

소에 과도한 개인정보 활용을 자제하고,개인정보 보호를 실천하고 있음

을 되돌아보면서 안도함을 유지는 략을 사용하고 만족감을 느끼는 것

으로 나타났다.‘무 심형’은 라이버시에 한 사항들이 자신의 인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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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칠 만큼 요한 사안이 아니며, 심이 없음을 일 되게 유지

하는 무 심 략을 사용하고,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무반응 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다섯째,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결과’는 다양한 반응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발생 이후 소비자들은 만족,변화에 한 다짐,

무반응,부정 감정 경험의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본 연구에서는 소

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소비자들에게 반드시 부정 인 감정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며, 실에서 만족감을 느끼거나,태도를 수정하기 해

변화에 한 다짐을 하는 등의 정 인 향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본 연구의 양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서비스 유형별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수 에 차이가

발견되었다.SNS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평균은 2.76 ,M-커머스 소

비자 라이버시 역설 평균 3.55 ,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평

균 3.52 으로 나타났다.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서비스 유형에 따라 소비자가 인지하는 소

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둘째,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가장 크게 향을 미치는 변수

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SNS의 경우 ‘ 라이버시

무 심(=.34)’,M-커머스의 경우 ‘경제 소비 가치(=.30)’, 치

기반의 경우 ‘쾌락 소비 가치(=.19)’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에 미치는 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향을 미치는 소비 가치 변수

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SNS의 경우 ‘쾌락 소

비 가치(=.26)’만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유의한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M-커머스의 경우 ‘경제 소비 가치(=.16)’,

‘쾌락 소비 가치(=.16)’,‘사회 소비 가치(=.12)’순으로 소비

자 라이버시 역설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기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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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쾌락 소비 가치(=.20)’,‘사회 소비 가치(=.18)’,‘경제

소비 가치(=.16)’순으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향을 미치는 라이버시 성

향 변수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SNS의 경우 ‘

라이버시 무 심(=.34)’이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M-커머스의 경우 ‘ 라이버시 비용(=.0)’

이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모든 서비스 유형에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부정

감정’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방향성에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M-커머스와 치기반에서는 ‘소비자 라이

버시 역설’이 ‘부정 감정’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SNS의 경우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개인정보 제공

후 부정 감정’에 부(-)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SNS를 제외한 M-커머스, 치기반에서 소비자 라이

버시 역설이 ‘부정 감정’을 매개로 ‘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에 부

(-)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토 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첫째,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은 단순한 경험의 유ㆍ무가 아닌 정도

로 측정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본 연구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을 소비자가 인지하며,그 정도에 한 주 평가가 가능함을 가정하

다.본 연구의 질 연구 결과,소비자들은 개인이 경험한 소비자 라

이버시 역설의 유형과 정도에 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양 연구 결과,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정도에 한 소비자

의 응답 분포도에서 개인에 따라 소비자 라이버시 정도에 차이가 있음

이 확인되었다.이는 소비자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인지하고,그

정도에 해서도 주 인 평가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

다.

둘째,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은 다양하게 경험될 수 있다.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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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 연구 결과,다양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이 확인되었으

며,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한 응 략과 결과에 따라 소비자의

경험에 차이가 나타났다.본 연구의 양 연구 결과,서비스 유형에 따라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수 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소

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살펴보는데 다양성에 한 고려가 필요함을 보

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의 다양성은

이질성을 가진 소비자들의 공통 과 차이 에 한 악을 가능하게 한

다.그러므로 이러한 결과들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세분화되고 실효성 있

는 라이버시 련 정책이나 기 을 제정하는데 발 이 될 수 있을 것

이며,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에 한 공통 과

차이 을 이해하는데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서비스 유형별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향 요인에 차이

가 있음이 확인되었다.본 연구의 질 연구 결과,소비자 라이버시 역

설을 발생시키는 원인(인과 조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이유가 서비

스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SNS서비스의 경우 즐거움이나 재미

를 얻기 해, 라이버시 우려가 있음에도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응답

을 하 고, 자상거래나 치 련 서비스는 편리함이나 경제 인 혜택

을 얻기 해 개인정보를 활용한다는 응답을 하 다.본 연구의 양 연

구 결과,SNS서비스에서는 쾌락 소비 가치가,M-커머스와 치기반

서비스에서는 경제 소비 가치,쾌락 소비 가치,사회 소비 가

치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 유형이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서비스 유형에 따라 소비자 라

이버시 역설 경험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측해 볼 수 있다.이는

서비스 차원에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해석하고 이용하는데 유용

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라이버시에 한 개인의 무 심한 태도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경험에 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본 연구의 질 연구

결과, 라이버시에 무 심한 소비자의 경우 개인이 경험한 소비자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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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시 역설의 정도를 낮은 수 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소비자 라이

버시 역설 발생 이후 부정 감정 경험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본 연구의 양 연구 결과,SNS서비스에서 라이버시에 무 심한

소비자 일수록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질 연구 결과와 양 연구의 결과가 상반된 것으로 도출되었으

나 이는 라이버시에 한 개인의 무 심한 태도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데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 라이버시에 한 개인의 심 정도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로

발생될 수 있는 부정 감정을 조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은 소비자의 부정 감정 반응

에 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본 연구의

질 연구 결과,소비자들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로 부정 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본 연구의 양 연구 결과,

SNS,M-커머스, 치기반 서비스 모두에서 소비자 라이버시 역

설이 부정 감정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비스 유

형에 따라 향의 방향에는 차이가 있었다.이는 소비자 라이버

시 역설로 소비자들이 부정 감정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로 부정 감정이 증가하는 서비스들의 경

우 소비자들의 부정 감정을 감소시켜 수 있는 매개 요인이나

조 요인들에 한 연구가 요구된다.

여섯째,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은 정 반응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본 연구의 질 연구 결과,‘자존형’에

속하는 소비자들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발생 시,개인의 평소

개인정보 보호 행동과 활용 행동을 되돌아보고,균형 인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행동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본 연구

의 양 연구 결과,모든 서비스 유형에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이 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부정 감정을 매개로 서비스 지속 사

용 의도에 미치는 향력에서는 SNS를 제외한 M-커머스, 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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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서비스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SNS서비

스의 경우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로 발생될 수 있는 부정 감정이 서

비스 이용에 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M-커머

스나 치기반 서비스에 활용되는 개인정보는 SNS서비스에서 활용되

는 개인정보 보다 더 민감한 정보들이 많기 때문으로 보이며,SNS서비

스에서는 개인정보 제공과 함께 타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한 험성이나 우려의 정도가 낮을 수 있을 것으로

측해 볼 수 있다.이는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소비자의 정 반

응에도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하지만,소비자의 정 반응

이 지속 인 것이라고 단하기는 어렵고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정 반응을 지속시켜 수 있는 요인

들에 한 연구가 요구된다.

일곱째,소비자들은 다양한 략을 이용해 소비자 라이버시 역

설을 응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본 연구의 질 연구 결과,소비자들

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안도감 유지,무 심,자기합리화 략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안도감 유지와 무 심 략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정도가 낮은 편이었으나,자기합

리화의 경우 역설의 정도가 큰 것으로 도출되었다.이는 자기합리화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의 정도가 높은 소비자들이 취할 수 있는 략

하나라는 것을 시사한다.자기합리화가 무조건 부정 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과도한 자기합리화는 어려움을 순간 으로 피하려는 부정

인 자기 방어가 될 수 있고,외부에 책임을 가하여 자신의 의무를 다

하지 않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따라서 소비자들이 소비자 라

이버시 역설에 응하기 해 취하는 략들이 소비자에게 어떠한 향

을 미칠 수 있는지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며,자기합리화의 정

도에 따라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부정 반응,그리고 정 반응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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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제 언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정책 제언,산업 제언,그리고

후속 연구에 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1.정책 제언

본 연구의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에 한 균형 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온라인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부분은 소비자의 자발 인 정보

제공을 유도하고 있다.산업의 발 을 해 소비자의 활발한 서비스 이

용이 기반이 되어야 하지만,서비스 이용과 함께 소비자들의 권리가 보

호되어 질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 법안의 보완이 필요하다.이

를 통해 한쪽으로 치우쳐진 정책이 아닌 사업자와 소비자가 모두 혜택을

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서비스 유형에 따른 차별 인 라이버시 정책이 필요하다.온

라인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유형별로 소비자들이 제공하는 개인정보

종류와 범 에 차이가 있다.모든 개인정보가 요하게 다루어져야 하지

만,서비스 유형에 따라 제공되는 필수 인 개인 정보에 한 인

보호가 필요하며,서비스 이용에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제한하는

차별화된 정책이나 기 마련이 필요하다.최근 들어 서비스 이용과

계없는 소비자들의 로그데이터,쿠기 정보 등이 사업자에 의해 수집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이러한 비자발 제공 정보들은 소비자가 자신이

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 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이다.그 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시 일회

인 동의 차가 아닌 추가 이고 반복 인 동의 차에 한 기 이나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라이버시에 한 심의 정도가 낮은 소비자들의 인식 제고

가 필요하다. 라이버시에 무 심한 소비자들의 경우 피해 발생 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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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 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이러한 경우 소비

자 피해에 한 정확한 악이 어렵고,보호 받아야 할 자신의 권리를

제 로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그러므로 정부는 소비자가 스스로 자

신의 라이버시에 한 요성을 인식하고,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한 책임감을 심어 주기 한 교육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이를 통해 소

비자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자신의 라이버시에 한 책임감을 심어주어

야 할 것이다.

2.산업 제언

본 연구의 산업 제언은 다음가 같다.

첫째,소비자들에게 개인정보 제공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과 비용에

한 정확한 정보 달이 요구된다.소비자들은 개인이 제공한 정보들을

토 로 어떠한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는지, 한,개인이 제공한 개인정

보들이 언제,어떠한 방법으로 수집되고 활용되는지에 한 내용을 정확

히 악하기 어렵다.이러한 정보의 비 칭성은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

하는데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기업의 차원에서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활용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과 비용을 구체 으로 제시하여 주

는 것이 필요하다.이를 해서 기업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에 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소비자들의 개인정보 활

용의 비용을 낮추기 해 소비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 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한 기업의 책임 의식 강화가 요구

된다.소비자들의 개인정보는 기업의 입장에서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

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이자,이익을 창출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그

러므로 기업들은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에 한 강한 책임 의식을 가지

고,소비자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한다.개인정보 보호에 한

기업의 책임 의식이 기반이 될 때,소비자의 신뢰가 증가할 수 있으며,

신뢰가 기반이 된 서비스는 소비자의 지속 사용 의도나 정보 제공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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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증가시킬 수 있어 결과 으로 기업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넷째,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에 의한 소비자들의 부정 감정의 해

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소비자들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통한

기업 활동이 활성화 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 인 결과로 해석

될 수 있다.하지만,본 연구 결과 소비자가 라이버시에 한 우려를

가지고 있음에도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되면,소비자 입장에서는 부정

인 감정을 느낄 수 있고,이는 궁극 으로 소비자 만족을 해하는 매개

요인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따라서 기업의 차원에서 소비자들이

서비스 이용을 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이후에 어떠한 종류의 감정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한 심이 필요하며,부정 인 감정의 정도가 높

은 소비자들의 경우 이를 낮춰 주기 한 노력과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3.후속 연구의 제언

후속 연구에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소비자의 감정이나 만족도 등

에 미치는 향력에 한 지속 인 연구들이 요구된다. 재까지의

라이버시 역설 연구들은 개념 정립이나 라이버시 역설의 존재

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근되었고,소비자에게 어떠한 의미로 해석

될 수 있는지에 한 근이 이루어지지 못했다.하지만,본 연구

에서 확인된 바,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은 소비자에게 정

는 부정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므로 소비자 라이버시 역

설이 소비자학 에서 어떠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감정 측면에서 더 나아가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소비자의 행복과 삶의 질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소비자들의 부정 감정을 감소시키고 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를 향상 시켜 수 있는 매개요인이나 조 요인들에 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본 연구 결과 일부 서비스에서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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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을 매개로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이 서비스 지속 사용 의도

에 부(-)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정 감정이 서비

스 지속 사용 의도를 넘어서 서비스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매개 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 감정을 감소시켜 수 있

는 매개나 조 요인들에 한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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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
않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

SNS를 할 때, 라이버시 침해가 걱정되지

만,나의 신상정보(주소지,학력,취미,생일

등)를 공개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SNS를 할 때, 라이버시 침해가 걱정되지

만,나와 련된 사진이나 동 상 정보를 공

개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SNS를 할 때, 라이버시 침해가 걱정되지

만,나의 일상과 련된 정보(오늘 한일,방

문한 곳,생각 등)를 공개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SNS를 할 때,나의 개인정보(신상정보,사

진,일상정보 등)를 제공하고 나면 마음이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스마트폰에서 SNS를 할 때,나의 개인정보

(신상정보,사진,일상정보 등))를 제공하고

나면 마음이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SNS를 할 때,나의 개인정보(신상정보,사

진,일상정보 등)를 제공하고 나면 무언가

찝찝한 마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SNS를 할 때,나의 개인정보(신상정보,사

진,일상정보 등)를 제공하고 나면 후회스러

운 마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내가 이용하고 있는 SNS서비스를 지

속 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스마트폰 환경에서 귀하의 SNS서비스 이용에 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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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
않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

모바일 커머스를 할 때, 라이버시 침해가 걱

정되지만,사업자가 요청하는 나와 련된 정

보들을 모두 제공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모바일 커머스를 할 때, 라이버시 침해가 걱

정되지만,자동로그인 기능을 통해 상품 검색

등 나의 이용 정보를 제공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모바일 커머스를 할 때, 라이버시 침해가 걱

정되지만,자동결제서비스를 이용해 결제 련

정보(신용카드,계좌번호 등)를 제공하는 편이

다.

① ② ③ ④ ⑤

모바일 커머스를 할 때,나의 개인정보(이용

정보,결제정보 등)를 제공하고 나면 마음이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모바일 커머스를 할 때,나의 개인정보(이용

정보,결제정보 등)를 제공하고 나면 마음이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모바일 커머스를 할 때,나의 개인정보(이용

정보,결제정보 등)를 제공하고 나면 무언가

찝찝한 마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모바일 커머스를 할 때,나의 개인정보(이용

정보,결제정보 등)를 제공하고 나면 후회스러

운 마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내가 이용하고 있는 모바일 커머스를 지

속 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스마트폰 환경에서 귀하의 모바일커머스 서비스 이용에 한 문

항입니다.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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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
않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

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라이버시 침

해가 걱정되지만,나와 련된 주소지나 치

정보를 제공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라이버시 침

해가 걱정되지만,나와 련된 이동 경로를

제공하는 편이다.

(집에서 회사까지의 이동 경로,목 지까지 최

단거리 이동 경로 등)

① ② ③ ④ ⑤

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라이버시 침

해가 걱정되지만,자주 방문하는 장소의 정보

를 제공하는 편이다.

(자주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거주지 등)

① ② ③ ④ ⑤

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할 때,나의 개인정보

(주소지,이동경로,자주 방문하는 장소 등)를

제공하고 나면 마음이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할 때,나의 개인정보

(주소지,이동경로,자주 방문하는 장소 등)를

제공하고 나면 마음이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할 때,나의 개인정보

(주소지,이동경로 등)를 제공하고 나면 무언

가 찝찝한 마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스마트폰 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할 때,나의

개인정보(주소지,이동경로등)를 제공하고 나

면 후회스러운 마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내가 이용하고 있는 치기반 서비스를

지속 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스마트폰 환경에서 귀하의 치기반 서비스 이용에 한 문항입

니다.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179-

그
지
않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

나는 소비를 할 때,재미를 요하게 여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소비를 할 때,오락 인 것을 요하게

여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소비를 할 때,즐거운 것을 요하게 여

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소비를 할 때, 렴한 가격에 물품을 사

는 것을 요하게 여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소비를 할 때,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을

요하게 여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소비를 할 때,시간을 최소화 하는 것을

요하게 여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소비를 할 때,사회 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지를 요하게 여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소비를 할 때,내가 속한 집단과 잘 어

울릴 수 있는 것인지를 요하게 여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소비를 할 때,유행을 따르는 것을 요

하게 여긴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하의 소비 가치에 한 문항입니다.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

운 곳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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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
않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나에게 요

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나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개인정보 유출이나 도용 등 라이버시 련

피해에 해 크게 신경써본 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한 행동들은 불

편하고 귀찮다
① ② ③ ④ ⑤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한 행동들은 많

은 시간이 소요 된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온라인 환경에서 귀하의 평소 라이버시 태도에 한 문항입니

다.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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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귀하의 인 특성에 한 문항입니다.답변은 본 연구에서 통계
의 목 으로만 사용되오니,정확한 연구결과를 해 성의 있는 답변
부탁 드립니다.

1.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2.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___세

3.귀하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① 졸이하 ② 고졸 ③ 학재학 ④ 졸

⑤ 학원재학 ⑥ 학원졸

4.귀하의 월 평균 개인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원

(수입이 없으신 분께서는 월평균 용돈을 기 으로 응답해주시면 됩니

다)

5.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문직 ② 사무/ 리직 ③ 서비스/ 매직 ④ 생산 련직

⑤ 학생 ⑥ 주부 ⑦ 기타__________

6.귀하의 거주지 규모는 어떻습니까?

① 서울특별시 ② 6 역시(부산, 구, 주, ,인천,울산)

③ 시 단 소도시 ④ 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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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패러다임 개념 범주화

<표 27>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따른 개념 범주화

개념 하 범주 범주
패러

다임
개인정보의 양과 범 에 따른 차

별 서비스 증가 사회

흐름에

응하기

한

개인정보

활용
개인정보

자원화

인과

조건

개인정보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

을 한 필수 제공 정보
개인정보를 활용한 타인과의

계 추구 증가

자상거래와 같은 비 면 거래

증가로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필요성 증가
맞춤화/개인화 서비스로 편리함 혜택을 한

개인정보

활용

개인정보 제공 시 혜택 제공

(할인,쿠폰, 립 등)

개인정보 공유로 인한 재미 추구
즐거움을

한

개인정보

활용

개인정보 제공을 통한 소통의 즐

거움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타인에 의한

개인정보

피해 증가
개인정보

보호

비용

개인정보 제 3자에게 매

내가 제공한 개인정보가 어디까

지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불가

개인정보 제공에 한 통제가 불

가능한 환경 개인정보

보호의

어려움

개인정보 보호로 인한 서비스 혜

택 포기

개인이 혼자서 해결하기 불가능

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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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따른 개념 범주화_계속

개념
하 범

주
범주

패러

다임

스마트폰의 보편화
스마트

기기

스마트

기기

사용

맥락

조건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기기 등장

확 된 무선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확

온라인

속

기회

증가

무료 인터넷 서비스 환경

실시간으로 온라인 속이 가능한 스마

트 기기 사용

자동 로그인

자동화

의사

결정

자동화자동 결제 시스템

라이버시 련 피해를 입을까 두렵

지만 개인정보 제공 우려

vs

정보

제공

행동 소비자

라이

버시

역설

심

상

개인정보가 도용되거나 악용되는 것이
두렵지만 개인정보 제공

나의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걱정되
지만,항상 치 정보를 켜둠

라이버시 련 침해가 발생할까 두

렵지만,모든 사이트 비 번호를 동일하

게 사용

우려

vs

비보호

행동
걱정은 되지만,비 번호 변경을 미루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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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따른 개념 범주화_계속

개념 하 범주 범주
패러

다임

나의 개인정보가 요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하지 않음

요

vs

비보호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심

상

사업자에 한 신뢰가 없지만,이

용 약 에 무조건 동의

신뢰

vs

약 동의

자상거래에서 신뢰가 우선이지만

가명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행동

신뢰

vs

허

정보 제공

사업자를 신뢰하지 않지만,개인정

보를 제공하여 서비스 이용

신뢰

vs

정보 제공

사업자 요청에 의해 개인정보를 제

공한 것이니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
사업자

책임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소재

재

조건

개인정보 보호는 기업이 우선 으

로 나서서 해결해줘야 함

개인정보 보호에 한 책임은 개인

에게 있음
개인의

책임
개인정보 보호에 한 책임이 개인

과 기업 모두에게 있음.하지만 개

인의 책임이 더 큼

나에게 개인정보 련 피해가 발생

할 것이라고 인지

잠재

피해
피해

발생

가능성
재 개인정보와 련된 피해를 경

험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피해 가능

성이 있다고 인지

피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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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따른 개념 범주화_계속

개념 하 범주 범주
패러

다임

개인정보 보호가 잘 되고 있을 것이라고

인식

상황의

회피

자기

합리화

략

내가 한 선택이 최선이었다는 인식

나의 행동들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

이 아니므로 괜찮다고 생각

피해가 발생하면 그 때 생각하고 다음에

잘 하면 된다는 인식

개인정보 제공으로 얻은 혜택의 정도가

크다고 인식
혜택 확

인식기업들이 제공하는 혜택에 상응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므로 win-win이라고

인식

기업이 나의 정보를 알아서 잘 보호해

것이라고 생각

통제력

외부 가

나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결과의

향력축소

나 혼자 보호하려고 노력해 야 소용없다

고 생각
보호

행동의

의미 축소

내가 하는 보호 행동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

개인정보 보호를 안 하는 것이 불법 행

는 아니니 괜찮다는 인식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혜택이나 피해

등에 해서 아무 생각이 없음

아무 생각

없음
무 심

재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 편안함
안도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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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따른 개념 범주화_계속

개념 하 범주 범주
패러

다임

내 개인정보가 유출될 것에 한

불안감
불안감

부정

감정 경험

결 과

잠재 인 피해에 한 걱정 걱정

내가 생각한 기 에 미치지 못하는

나의 보호행동에 한 심리 불편
불편함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어떠한 것

을 우선시해야 하는지에 한 혼란
혼란

혹시라도 오늘 내가 한 행동으로 조

이라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찝찝함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한

짜증
짜증

무언가 해결되지 않은 답답함 답답함

잘하고 있다는 안도감 안도감 만족

다음 기회에는 심도 있는 의사결정

을 해야겠다는 다짐
다짐

변화에

한 다짐

아무 생각이 없음
심

없음
무반응

생각하고 싶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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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SNS구성개념 간의 별타당성 분석표(상 계와 AVE값)

구분

쾌락

소비

가치

경제

소비

가치

사회

소비

가치

라이

버시

비용

라이

버시

무 심

SNS

라이버시

역설

부정

감정

쾌락

소비가치
.70

경제

소비가치
.18 .69

사회

소비가치
.34 .11 .53

라이버시

비용
.07 .02 .05 .53

라이버시

무 심
.14 -.14 .14 .44 .58

SNS

라이버시

역설

.31 .01 .18 .18 .38 .51

부정

감정
-.01 .08 .10 -.04 -.21 -.32 .62

※ 각선 진한 부분은 AVE값임.상 계수는 p=0.01수 에서 유의함.

<부록 3>구성개념 간의 별 타당도 분석표

<표 29>M-커머스 구성개념 간의 별타당성 분석표(상 계와 AVE값)

구분

쾌락

소비

가치

경제

소비

가치

사회

소비가치

라이버시

비용

라이버시

무 심

M-커머스

라이버시

역설

부정

감정

쾌락

소비가치
.70

경제

소비가치
.18 .69

사회

소비가치
.33 .11 .53

라이버시

비용
.04 -.00 .03 .53

라이버시

무 심
.13 -.15 .13 .31 .58

M커머스

라이버시

역설

.20 .30 .17 .05 .06 .65

부정

감정
.06 .10 .10 -.04 -.24 .16 .63

※ 각선 진한 부분은 AVE값임.상 계수는 p=0.01수 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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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치기반 구성개념 간의 별타당성 분석표(상 계와 AVE값)

구분

쾌락

소비

가치

경제

소비

가치

사회

소비

가치

라이

버시

비용

라이

버시

무 심

치기반

라이

버시

역설

부정

감정

쾌락

소비가치
.70

경제

소비가치
.18 .69

사회

소비가치
.34 .12 .53

라이버시

비용
.04 -.01 .03 .53

라이버시

무 심
.13 -.15 .14 .31 .58

치기반

라이버시

역설

.27 .21 .26 .02 -.00 .90

부정

감정
-.03 .03 .06 -.01 .10 .14 .60

※ 각선 진한 부분은 AVE값임.상 계수는 p=0.01수 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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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서비스 유형별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구조 모형

[그림 12]SNS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구조 모형

[그림 13]M-커머스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구조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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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치기반 소비자 라이버시 역설 구조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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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theConsumerPrivacyParadox

Kim,Hyo-Jung

Dept.ofConsumerScience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Inthisstudy,weaim toexaminetheprivacyparadoxinamore

specific and consumer-oriented way by applying the conceptof

"consumerprivacy."Weredefinethe"consumerprivacyparadox"asa

"discrepancybetweenconsumerprivacyattitudesandbehaviorsthat

occurintransactionsbetweenconsumersandbusiness,"andonthe

basisoftheconceptofthe"consumerprivacyparadox,”beginning

withinvestigatingitsimpactonconsumerstoprovidebasicdatathat

willbehelpfulintheconstructionofamarketenvironmentinwhich

consumersandbusinesscanco-exist.

The main points of the discussion in this study are that

consumersareawareoftheconsumerprivacyparadox,thatthereis

anindividualdifferenceinthatawareness,andthatdifferencesexist

infactorsinfluencing theprivacyparadox andconsumerresponses

depending on thetypeofservice.Additionally,thestudy aimsto

investigate,ontheassumptionthattheconsumerprivacyparadoxis

oneoftheexperiencesconsumershaveinamarketenvironment,how

theconsumerprivacyparadoxisinterpretedbyconsumersfrom the

perspectiveoftheconsumerexperience.In thepresentstudy,the

consumerprivacyparadoxissimilartothe‘privacyparadox,inthat

consumption ismadeand utility isobtained by utilizing personal

information,butwe take a step furtherto examine its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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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onconsumers.

Qualitativeandquantitativemethodswereemployedinthestudy

toinvestigatetheconsumerexperienceoftheprivacyparadoxinan

online environment.The goals ofthe qualitative study were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the consumer privacy paradox, to

understandhow consumersrespondtoit,andtosegmentconsumers

on thebasisofinternaldifferenceswith regard to theconsumer

privacyparadox.Thegoalsofthequantitativestudyweretofocus

onSNS,M-Commerce,andlocation-basedservice(LBS),whichare

providedthroughsmartphoneapps,toexaminefactorsinfluencingthe

consumerprivacyparadoxandconsumers'responsesbyservicetype,

andtoanalyzecommonalitiesanddifferencesinthedifferenttypesof

services.

Themainfindingsoftheresearcharesummarizedbelow.

First,aparadigmaticmodelofthe“consumerprivacyparadox”was

derived.Specifically,for"causalconditions"ofthe"centralphenomenon,"

thatis,the “consumerprivacy paradox,” the utilization ofpersonal

informationasaresourceandanincreaseincosttoprotectpersonal

information werededuced.For"contextualconditions,"the use ofa

smartphone,anincreaseinonlineaccess,andautomateddecision-making

processeswerededuced.Regardingthe"interventionalconditions"ofthe

“consumerprivacyparadox,”thepossibilityofprivacyviolationsandthe

issueofwithwhom theresponsibilityliestoprotectpersonalinformation

werededuced.Regarding"strategies,"thisstudydeducedthemaintenance

ofcomfort,indifference,andself-rationalization.Finally,regarding"consequences,"

thisstudydeducedsatisfaction,promisetochange,unresponsiveness,andnegative

emotion.

Second,threestrategieswereidentifiedthatconsumersusedto

dealwiththeconsumerprivacyparadox,includingself-rationalization,

indifference,and maintenance of comfort.Consumers rationalized

themselvesortriedtomaintaincomfortafteranexperienceofthe

consumerprivacyparadox.However,someconsumersdidnot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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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ch interestand consistently showed indifference,although they

wereawareofthe“consumerprivacyparadox.”

Third,therewerefourtypesofconsequencesoftheexperience

with the “consumer privacy paradox” including unresponsiveness,

satisfaction,promisetochange,andnegativeemotion.Thefindingsof

thestudy suggestthatthe“consumerprivacy paradox”may not

necessarilyinvokenegativeemotioninconsumers,andcanhavea

positiveimpactsuchasafeeling ofsatisfaction andpromising to

makeachangeinattitudes.

Fourth,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manner in which the

“consumer privacy paradox” was handled and the associated

consequencesdependingonconsumertype.The"self-rationalization"

type dealtwith the privacy paradox by using the strategy of

rationalizing the currentsituation and reassuring themselves that

therewasnoproblem intheirdecisions.The"self-confident"type

usuallylimitedanexcessiveuseofpersonalinformation,checkedover

theprotectionofpersonalinformationthroughvariousmethods,and

feltassuredthattheyweredoingtheirbest.The"indifferent"type

dealtwiththe“consumerprivacyparadox”byconsistentlypayingno

attentionbecauseprivacyitemswerenotsocriticalastoinfluence

theirlives.

Fifth,thefactorsmostinfluentialinthe“consumerprivacyparadox”

variedaccordingtodifferentservicetypes."Indifferencetoprivacy(=.34),"

"economicconsumptionvalue(=.30),"and"pleasureconsumptionvalue(

=.19)"werethemostinfluentialfactorsintheconsumerprivacyparadoxin

theareasofSNS,M-Commerce,andLBS,respectively.

Sixth,theconsumptionvaluevariablesthatinfluencedthe“consumer

privacyparadox”werealsodifferentdependingonservicetype.Inthecase

ofSNS,"pleasureconsumption value(=.26)"influenced the“consumer

privacyparadox.”InthecaseofM-Commerce,"economicconsumption

value(=.16)","pleasureconsumptionvalue(=.16)",and"socialconsumption

value(=.12)"influencedthe“consumerprivacy paradox,”in desc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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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InthecaseofLBS,“pleasureconsumptionvalue(=.20)”,“social

consumption value(=.18)”, and “economic consumption value(=.16)”

influencedthe“consumerprivacyparadox,”indescendingorder.

Seventh,differentprivacy-related variables influenced the “consumer

privacyparadox”indifferentservicetypes."Indifferencetoprivacy(=.34)"

influencedthe“consumerprivacyparadox”inSNS,and"privacycost(=.02)"

influenceditinM-Commerce.

Eighth,in allservicetypes,the"consumerprivacy paradox"influenced

"negativeemotion,"butthedirectionofinfluencewasdifferent.InM-Commerce

andLBS,the"consumerprivacyparadox"hadapositive(+)impacton"negative

emotion,"whereasinSNS,the"consumerprivacyparadox"hadanegative(-)

impacton"negativeemotionafterprovidingpersonalinformation."

Ninth,inM-CommerceandLBSbutnotinSNS,the“consumerprivacy

paradox”wasfoundtohaveanegative(-)impactonthe"intentiontocontinuously

usetheservice,"mediatedby"negativeemotion."

Basedonthefindingsofthestudy,thefollowingfurtherconclusions

aremade.

First,the“consumerprivacy paradox”can beinterpreted asa

diverseconsumerexperience.Thisstudy began with thequestion,

"whatisthesignificanceoftheprivacyparadoxfrom theperspective

of consumer behavior?" The study also aimed to address the

question,“whatimpactdoestheconsumerprivacyparadoxhaveon

consumers?"Itwasdeducedbasedonthefindingofthequalitative

studythatthe“consumerprivacyparadox”isacentralphenomenon

that can be a dependent variable,and at the same time an

independent variable.The quantitative study confirmed that the

consumerprivacyparadoxisinfluencedbyavarietyoffactorsand

alsoinfluencesconsumers'positiveandnegativeresponses.

Second,itwasconfirmedthatthe“consumerprivacyparadox”can

bemeasured.Inthestudy,weassumedthataconsumerisawareof

the“consumerprivacyparadox”andthatitispossibletosubj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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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e differentlevels ofthe “consumerprivacy paradox.”The

resultsofthestudydemonstratethattheassumptionswereindeed

correctin thatconsumers were aware ofthe “consumerprivacy

paradox”andthatitwasquantitativelymeasured.

Third,itwasconfirmedthatconsumerscanbesegmentedintodifferent

typesonthebasisofthe“consumerprivacyparadox’s”"strategies,"and

the "consequences,"and group differences existing between segments.

Basedonthefindingsofthequalitativestudy,threeconsumertypeswere

derived: self-rationalization, self-confidence, and indifference. Group

differenceswerefoundbasedontheattributesanddimensionsofthe

paradigmaticmodel.Thetypology ofconsumersmakesitpossibleto

understand the similarities and dissimilarities between heterogeneous

consumers.From theviewpointofgovernment,thiscan bebasedon

establishingdetailedandeffectiveprivacy-relatedpoliciesorcriteria;from

the viewpoint of business,this can be utilized as basic data in

understand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groups in

experiencingthe“consumerprivacyparadox.”

Fourth,itwasconfirmedthatvarious"strategies"areusedforthe

consumerprivacyparadox.Thequalitativestudyshowedthatconsumers

usedastrategyofcomfort,indifference,orself-rationalizationtodealwith

the“consumerprivacyparadox.”Inthecasesofcomfortandindifference,

thelevelofthe“consumerprivacyparadox”wasrelativelylow,whereasin

thecaseofself-rationalization,theleveloftheparadox washigh.

Thisfindingsuggeststhatself-rationalizationcanbeastrategyfor

consumerswithahighlevelofthe“consumerprivacyparadox”to

adopt.Although self-rationalization cannotbe viewed as negative

withoutquestion,excessiveself-rationalization can beanegatively

functioningself-defensemechanism tomomentarilyavoidadifficulty,

andcanhavethesideeffectofnotperformingone'sresponsibilityas

aconsumerbyshiftingblameonexternalsources.

Fifth,itwasconfirmedthatthe“consumerprivacyparadox”can

beaprecedentfactorthatimpactsconsumers'emotionsina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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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ner.The qualitative study showed thatconsumers experience

negative emotions due to the “consumer privacy paradox.” The

quantitativestudyalsoconfirmedthefindingandfurthershowedthat

thedirectionofinfluencediffereddependingonthetypeofservices.

Sixth,itwasconfirmedthatthe“consumerprivacyparadox”isa

potentialfactor increasing the intention to continuously use the

service.Inthestudy,itwasshownthatinallservicetypes,the

“consumerprivacy paradox”increasedtheintentiontocontinuously

use the service.However,the impactofthe “consumerprivacy

paradox,”throughanegativeemotionasamediatorontheintention

tocontinuouslyusetheservice,wassignificantinM-Commerceand

LBS,butnotinSNS.

Seventh,consumerexperiences ofthe privacy paradox can be

differentiateddependingontheservicetype.Inthequalitativestudy,

itwas shown thatconsumers experienced the“consumerprivacy

paradox”in diverseprocessesfordifferentservicetypes,and the

quantitativestudyalsodemonstratedthatinfluentialfactorsforthe

“consumerprivacy paradox”varied according to differentservices

types.Thefindingsuggeststhatservicetypemaybeanimportant

factortoinfluencethe“consumerprivacyparadox,”andthatitcanbe

expected thattheremay bedifferencesin individuals'experiences

withthe“consumerprivacyparadox”dependingonservicetype.

Keyword:consumerprivacy,consumerprivacyparadox,consumerexperience,

negativeresponse,positive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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