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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오늘날 기술의 발전은 그 어느 때보다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산업구조부터 사람들 간의 소통방식까지 우리의 삶은 보다 편리하고,

풍요로운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서비스 및 혁신성(innovativeness)을 논할 때, 이용자의 편의성 혹은 기술 자

체의 혁신과 진보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점

은 서비스가 발달됨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더 많이 수집되고, 나아가 

데이터베이스(database)화 되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가 필

요한 시점이다. 즉, 개인의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도 기술 발전 안에서 

포함되어 논의되고 고려되어야 한다.  

많은 산업 및 영역에서 혁신은 현재 진행 중이다. 특히 최근 금융 산업에서

의 혁신은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금융 산업 내, 지급결제

(payment and settlement) 분야는 더욱 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도 널리 쓰이고 있는 플라스틱 신용 및 체크카드를 비롯해, 인터넷의 발

달과 함께 온라인결제로 그 혁신이 진행되었고, 최근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모바일결제 분야의 성장과 발전이 눈부시다. 이처럼 지급결제 분야의 기술 혁

신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꺼이 제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이용자는 자신

의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것에 대해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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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프라이버시 노출의 위험 때문에 서비스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의 주장이 되었다(Ajzen, 1985). 2010년 이후 혁신 서비스 수용에 대한 

이용자의 성향은 이와 다르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모바일 서비스

에 있어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Sutanto et al., 2013; Zhou, 

2011). 이용자들은 위치기반서비스(Location-Based Service, LBS) 이용을 

위해 자신의 위치 정보를 스스럼없이 서비스제공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개인정보를 더 제공하고 하고, 스스로 기꺼이 위험에 노출되려고 한다

(Culnan et al., 2003; Noberg et al., 2007). 

이전에는 혁신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수용 및 정보제공행동에 대한 연구

들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이는 이용자의 행동 결과와 요인에만 집중한 나

머지 서비스 혁신에 따라 이용자가 얻는 이익과 위험의 변화에 대한 실증 연

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지급결제 분야의 서비스 혁신과 정보 프라이버시 관리

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서

비스의 혁신과 동반되는 서비스의 편리함, 유용성으로 인해 이용자의 프라이

버시는 간과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용자들이 

각 지급결제 서비스를 수용함에 따라 변화하는 이익(benefit)과 위험(risk) 

간 차이분석(gap analysis)을 통해 ‘혁신 서비스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성은 

증가하고 위험은 훨씬 줄어드는가?’의 연구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 신용/체크카드-온라인결제-모바일결제로 이어지는 지급결제 분야의 

서비스 혁신과 정보 프라이버시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



v 

 

로 한다. 

프라이버시 이론을 연구 분석의 프레임워크로 활용해 서비스 혁신이 지속됨

에 따라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는 어떠한 방향으로 진화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혁신된 지급결제 서비스(payment and settlement 

service) 방식이 사용될 경우 서비스의 간편함이라는 반대급부를 통해 개인

의 정보보호가 더욱 더 취약해 질 소지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 궁극적으로는 

시장내부에서 보장되기 어려운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해 정부 및 공공

의 영역에서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한 함의를 제안할 것이다. 

 

 

 

주요어 : 정보 프라이버시, 서비스 혁신, 프라이버시 계산이론, 지급결제 서비스  

학  번 : 2014-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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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기술의 발전은 그 어느 때보다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산업 구조는 물론이고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 방식 등 우리의 

삶은 보다 편리하고 풍요로운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서비스 및 혁신성을 논할 때, 이용자의 편의성 혹은 기

술 자체의 혁신과 진보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혁신과 함께 서비스가 발달됨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는 점점 더 수집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데이터베이

스화 되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즉, 개

인의 정보 프라이버시 문제도 기술 발전 안에서 포함되어 논의되고 고려되어

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본 연구의 토대라 할 수 있다.   

많은 산업 및 영역에서 혁신은 현재 진행 중이다. 특히 최근 금융 산업에서

의 혁신은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금융 산업 내, 지급결제 

분야는 그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도 널리 쓰이고 있는 플

라스틱 신용 및 체크카드를 비롯해,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결제로 그 혁신이 

진행되었고, 최근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모바일결제 분야의 성장과 발전이 

눈부시다. 이처럼 지급결제 분야의 기술 혁신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에서 이용자는 해당 서비스 이용을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꺼이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것에 대해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프라이버시 노출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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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염려하여 서비스를 선택 및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의 주장이 

되었다(Ajzen, 1985). 최근 2010년 이후 혁신 서비스 수용에 대한 이용자의 

성향은 이와 다르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모바일 서비스에 있어 이

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Sutanto et al., 2013; Zhou, 2011). 이용

자들은 위치기반서비스(Location-Based Service, LBS) 수용에 있어 자신의 

프라이버시 정보를 스스럼없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하는 행태를 보인다. 

즉, 혁신 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해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더 제공하려 하는 행

태를 보임과 동시에, 스스로 기꺼이 더 위험에 노출되려고 한다(Culnan et al., 

2003; Noberg et al., 2007). 

이전 연구들은 혁신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수용 및 정보제공행동에 대해

서 알아본 연구들이 주를 이룬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이용자의 행동 

결과와 요인에 집중한 나머지, 서비스 혁신에 따른 이용자가 얻는 이익과 위

험의 변화에 대한 실증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비스 혁

신과 정보 프라이버시 관리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얻는 것이 중

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서비스의 혁신과 동반되는 서비스의 편리함, 유용성

으로 인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는 간과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부터 시작되어, 이용자들이 각 지급결제 서비스를 수용함에 따라 변화하는 이

익(benefit)과 위험(risk) 간 차이분석(gap Analysis)을 통해 ‘혁신 서비스

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성은 정말 좋아지고 위험은 훨씬 줄어드는가?’의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연구는 금융 산업, 그 안에서도 플라스틱 신용/체크카

드-온라인결제-모바일결제로 이어지는 지급결제 분야에서의 서비스 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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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정보 프라이버시와의 관계 규명을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프라이버시 이론을 연구 분석의 프레임워크로 활용해 서비스 혁신이 

지속됨에 따라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는 어떠한 방향으로 진화되고 있는지 알아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혁신된 지급결제 서비스 방식이 사용될 

경우 서비스의 간편함이라는 반대급부를 통해 개인의 정보보호는 더욱 더 취

약해 질 소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시장내부에서 보

장되기 어려운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해 정부 및 공공의 영역에서 보완

해야 할 점에 대한 함의를 제안할 것이다.  

 

 

2. 문헌 고찰 

 

2.1 정보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의 개념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 정의되었다. 프라이버시

에 대한 개념 정립은 19세기로부터 시작된다. 당시의 프라이버시는 외부의 개

입 및 방해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혼자 있을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되었다

(Warren et al., 1890). 이는 곧 실제 공간상에서 누릴 수 있는 물리적인 기

본권으로 개인의 재산권(property right)을 타인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하나

의 권리로 설명되었으며, 이것이 사생활 영역까지 확대되어 어떠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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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후에는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echnology)의 발달로 인

한 정보화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시공간에 관계 없이 정보의 흐름이 활발히 이

루어져 개인 및 조직의 정보는 점차 수집되고 관리되었으며, 이에 따라 온라

인에서 사용되는 개인정보가 정보 주체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수집 및 사용되

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생겼다. 따라서 과거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지켜져야 할 

인간의 권리로 정의된 프라이버시는 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로 확대되어야 한

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는 곧, 프라이버시의 개념이 개인이 누릴 수 있는 물리적 영역을 넘어서 

정보를 통제 할 수 있는 권리로 확장되었다. 온라인 상에서 프라이버시는 표

현 프라이버시, 접근 프라이버시, 정보프라이버시로 나뉘어 규명되었으며

(DeCew, 1997; McCullagh, 2008), 표현 프라이버시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 및 표현하는 것에 대한 자유를, 접근 프라이버시는 제공 및 표현된 개인

정보가 타인에 의해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 프라이

버시는 자신들의 정보가 어느 시점에, 어떠한 수단 및 범위로 타인에게 전달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기본적인 권리로 설명되었다

(Westin, 1967; Stone et al., 1983; Pavlou, 2011). 즉, 개인 및 조직은 자신

의 정보와 관련해서 어떻게 수집되고 활용되는 프로세스 안에서 각 정보의 주

체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 프라이버시’ 관점에 집중하여, 이용자 자신의 프라이버

시에 대한 통제력을 점차 잃어가는 상황에서 서비스 수용을 위해 어떠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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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이고, 이러한 태도의 결과로 어떠한 행동 경향을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2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위험 

 

대부분의 사람들 또는 조직까지도 자신들의 프라이버시가 노출되고, 오남

용될 수 있다는 심리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개인 및 조직의 경향

을 반영하여 프라이버시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걱정을 ‘정보 프라이

버시 염려’라 정의하였다(Campbell, 1997). 

기존의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연구들에서 프라이버시 염려는 프라이버시 위

험(privacy risk)과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변수로 사용되어 왔다(Xu et al., 

2011; Toch et al., 2012). 하지만 프라이버시 염려와 프라이버시 위험은 엄

연히 다른 개념이며, 별도의 변수로 정의해야 한다. 프라이버시 위험은 서비

스 이용을 위해 제공한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됨에 따라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온/오프라인 환경에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인

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프라이버시 염려는 인지하고 있는 위험 상

황에 대해 이용자 개인이 느끼는 감정을 의미하는 주관적인 개념이다(Sheng 

et al., 2008).  

프라이버시 연구 분야에서는 프라이버시 염려(privacy concern)를 중심으

로 연구가 발전되어 왔다. 프라이버시 염려에 대한 행동 경향을 보인 연구로

부터 시작되어(Smith et al., 1996; Malhotra et al., 2004) 프라이버시 염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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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 연구로 이어졌다. Dinev et al.(2004)에서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제공한 자신의 개인정보가 타인으로부터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는 인지된 취약성(perceived vulnerability)과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는 인지된 정

보관리 능력(perceived ability to control)을 프라이버시 염려에 영향을 미치

는 요소로 소개하였다. 이어서 개인이 온라인을 신뢰(trust in online)하는 정

도가 프라이버시 염려를 감소시켜주는 요인으로서 설명되었다(Dinev et al., 

2006). 이 외에도 서비스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보호 정책

(privacy statement), 공인된 제 3의 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인증(privacy 

seal) 등이 프라이버시 염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규명하였다(Hui et al., 

2007).  

프라이버시 염려에 대한 선행요인 연구에 비해 염려하는 이용자의 태도에 

대한 종속변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다양하지 않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인정

보를 제공하려는 태도를 의미하는 정보제공의도(willingness to information 

providing)가 감소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Culnan et 

al., 1999; Phelps et al., 2000). 그 외에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동

(incorrect information providing), 신뢰하는 믿음(trust belief), 거부

(refusal), 온라인 기업에 직접 항의(complaining directly to online 

companies) 등이 염려에 대한 결과변인으로 설명되고 있다(Teo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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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지급결제 서비스는 핀테크의 한 영역으로서 최근 그 성장과 혁신이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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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급결제 서비스는 그 어느 영역보다 이용자의 정보 프

라이버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 지급결제 서비

스와 프라이버시 염려에 대한 관계를 규명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급성장하고 있는 지급결제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의 

원인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더불어 서비스 수용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이용자의 태도-행동의 분석을 통해 프라이버시 역설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

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할 것이다. 나아가 지급결제 산업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올바른 방향의 정책을 제안하고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염려 완

화를 위한 서비스 보완 및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3 프라이버시 계산이론 

 

정보 프라이버시 역설을 분석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로는 프라이버시 계산 이

론(privacy calculus theory)이 대두되고 있다. 해당 이론에 대한 접근 논의

로는 크게 두 가지 이론에 그 토대를 갖고 있다. 첫 째, 상쇄이론(trade-offs 

theory)이다. 상쇄이론은 효용(utility)과 비용(cost) 간 교환이론에 근거한 

이론으로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 역시 이익과 위험의 상반된 효과가 서로 영향

을 주는 상쇄적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Li, 2012).  두 번째 이론으로는 사회

적 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이 있다. 사회적 교환이론의 배경은 사

회학자들이 사회를 조직하는 구성원의 상호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교환작용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제시된 이론이다. 경제적 관점으로 이익과 비용을 인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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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적용해 사회 구성원 사이의 상호 간 신뢰 관계에 근거하여 타인 및 조직

에게 행한 행동은 그 행동에 대해 비례하는 대가 및 결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부터 비롯된다는 것이다(Blau, 1954). 프라이버시를 사회적 교환 관점에서 분

석한 연구에서는 서비스 수용을 통해 얻는 가치가 자신의 프라이버시 손실보

다 높거나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이용자는 자신의 정보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주장한다(Chellappa et al., 2005).  

상쇄이론과 사회적 교환이론을 통해 프라이버시에 대한 공통적 이론으로 도

출된 것이 프라이버시 계산 이론이다.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제공함에 따라 얻

을 수 있는 이익(benefit)과 위험(risk)을 판단하여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

이다(Laufer et al., 1977). 과거의 프라이버시는 개인 및 조직이 가질 수 있

는 기본권으로서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 정의되었으나, 

최근의 프라이버시는 하나의 교환 가능한 상품의 관점으로 그 가치가 변화되

었다(Smith et al., 2011). 따라서 프라이버시 계산이론은 이용자가 자신의 프

라이버시에 대한 염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이용자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개념화된 이론이

라고 할 수 있다. 즉, 프라이버시 계산이론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태

도와 행동 경향을 이해하기 위해 발전된 이론이다.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

게 개인정보를 요구했을 시, 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이용자는 개인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얻게 되는 이익과 위험을 평가 및 비교하는 프라이버시 계산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Xu et al., 2011; Li, 2012). 만약 이용자가 인지하는 

이익이 위험보다 크거나, 둘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면 이용자는 자신의 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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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시를 기꺼이 제공하는 행동 혹은 이를 통한 서비스 수용 자세를 보인다

(Culnan et al., 2003).   

 

2.4 지급결제 서비스  

 

2.4.1 지급결제 서비스의 정의 

 

지급결제(payment and settlement)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지급 수단을 이

용해 화폐 가치를 이전함으로써 여러 경제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경제 주체들

이 자신의 거래당사자와의 채무관계를 처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나아가 지

급결제 서비스는 이러한 처리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금융서비스를 지칭한다(도제문, 2006). 지

급결제의 종류는 크게 거액결제, 소액결제, 증권결제, 외환결제로 나뉠 수 있

다(한국은행, 2009). 거액결제는 한국은행의 한은금융망을 통해 금융기관 사

이에서 이루어지는 금융 거래를 의미하고, 이에 반해 소액결제는 금융결제원

의 지급결제망을 통해 개인 및 기업 간 혹은 금융기관과의 채무관계를 이행하

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증권의 소유권 이전 행위를 의미하는 증권결제, 

외환거래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 및 채무관계를 이행하는 외환결제 등 크게 4

가지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 연구를 위해 개인 및 기업 간 일상

생활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소액결제를 중심으로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지급결

제 서비스로 제한하여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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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지급결제 서비스 혁신 

 

지급결제 서비스는 최근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일

컫는 핀테크(Fin-Tech)의 한 유형으로서 지칭되고 있으며, 최근 해당 분야

는 스마트폰의 보급 및 확산과 함께 급속도로 성장하며 핀테크 사업 영역에서 

핵심 요소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 역시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여러 기업들이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현대 사회의 지급결제 서비스는 현금으로부터 시작되어 꾸준히 혁

신되어 왔다.   

많은 산업 및 영역에서 혁신은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금융 산업

에서 IT와의 융합을 통해 그 추세가 점차 가속화 되고 있다. 금융 부문 안에

서도 지급결제 영역에서의 서비스 혁신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적으

로 보았을 때, 플라스틱 신용/체크카드는 1958년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BOA)가 최초로 도입한 것이며, 당시 중산층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확장되어 현재도 널리 쓰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로부터 10년 후, 

Barclays는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기를 개발하였고, 1981년 

미국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온라인 뱅킹 시스템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그로

부터 혁신의 흐름은 하향세를 보이다가 1999년 서비스를 시작한 페이팔

(paypal)이 빠른 속도로 이용자를 확보함으로써, 금융 부문에서 제 2의 혁신

이 시작되었고, 이때부터 비단 은행뿐만 아니라 비 은행 기관이 지급결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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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2004년에는 모바일 지갑이 처음 등장함과 

동시에 세계 최대 IT회사인 Google이 Google Wallet을 출시하면서, 비 은행 

기관이 제공하는 신 유형 지급결제 서비스가 모바일 단말기를 중심으로 기존

의 지급결제 프로세스를 그대로 활용하고 접근매체 및 채널만 변형시키는 것

을 알 수 있다(Capgemini, 2012). 지급결제 서비스의 혁신은 현재 진행형이

다.  

 

 

[그림 1] 지급결제 서비스 혁신 흐름(World Payments Report, Capgemini, 2012) 

 

국내의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1990년대 초반까지 지급결제 혁신은 

대형 은행들이 주도하였다. 이 시기 지급결제 부문의 주요 혁신은 신용카드 

및 ATM 도입, 인터넷뱅킹 개시 등 은행 내부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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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인터넷이 상용화된 1990년대 중

반 이후 등장한 새로운 지급결제 혁신 흐름은 비 은행 기관이 주도하게 되었

다. 국내 주요 IT기업들은 고객의 서비스 이용 경험에 초점을 맞춘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지급결제 혁신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프로세

스 자체를 변화시키기 보다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차별화된 요소를 느낄 수 있

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 지급결제 서비스

는 궁극적으로 플라스틱 신용카드, 온라인결제, 그리고 모바일까지 발전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3.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플라스틱 신용/체크카드-온라인결제-모바일결제로 혁신이 

진행된 지급결제 서비스에 따른 이용자의 태도 및 행동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아래의 모형을 사용하였다. 그림<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프라

이버시 계산이론을 통해 서비스 혁신에 따른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이익과 프

라이버시 위험의 변화를 보이고, 프라이버시 염려와 프라이버시 위험, 그리고 

정보제공행동까지 이어지는 이용자의 태도-행동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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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기술적 신뢰가 정보 프라이버시 이익 및 위험과 정보제공행동 사이에 

조절변수로써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림 2] 연구 모형 

 

연구모형은 아래의 식<1>과 식<2>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식 <1> 

  ···· 식 <2> 

 

 = 정보 프라이버시 이익 /  = 정보 프라이버시 위험 

 = 정보프라이버시 염려  /  = 정보제공행동   

 = 기술적 신뢰 (Dummy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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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급결제 서비스 수용 연구 

 

지급결제 서비스의 수용 연구에 주로 사용된 방법론은 구조방정식(SEM : 

Structural Equation Model)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급결제 서비스 수용뿐만 

아니라 구조방정식은 혁신 및 새로운 서비스 수용 연구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

다. 구조방정식은 여러 변수의 관련성을 하나의 모형 안에서 검증가능하며, 

시각적으로 표현되어 변수들 간의 관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Cha, 2015). 지급결제 서비스 수용 연구는 어떠한 요소들이 이용자로 하

여금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게 만들고(Kim et al., 2010; Schierz et al.,  

2010; Yang et al., 2010), 왜 이러한 요소들이 서비스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Sang et al., 2012; Zhou, 2013). 한편, 이

러한 지급결제 서비스 수용의도 관련 연구는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일시적 

거래에만 초점을 두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고객과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 연구는 이용

자의 지속적인 이용의도를 위해 재이용의도 등의 형태로 발전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기술수용모형은 주로 신기술, 첨단기술을 수용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었으며, 수용자의 정보기술수용

과 사용행동에 주목한다. Davis(1989)가 수용자들이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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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요인으로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시작해, 

수용의 지속, 확산을 위한 연구를 위해 기술수용모형 연구의 통합적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유재현 외, 2010).  

이전에는 지급결제 서비스를 수용하는 데 있어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

는지, 왜 이러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 Kim  

et al.(2010)에서는 요인들을 크게 시스템적 특성(systematic Trait), 개인적 

특성(personal trait)으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시스템 특성으로 이동성

(mo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호환성(ubiquity), 편리성(convenience)

을 제시하였고, 개인적 특성으로는 개인적인 혁신성(innovativeness)과 지급

결제 서비스 지식(knowledge)을 변수가 서비스 수용에 유의미함을 보였다. 

개인적인 혁신성을 논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얼리어답터(early adopter)와 레

잇어답터(late adapter)로 나누어 설문 대상을 구분 지었다. 얼리어답터는 위

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새로운 기술에 흥미를 가지는지, 신제품에 대해 남들

보다 빠른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한 확인을 통해 얼리어답터를 정의하였고, 기

술보다 경제성을 중요시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낮은 신뢰, 변화에 의심을 

갖는 행동 등을 가진 대상을 레잇어답터로 구분하였다. Schierz et al.(2010)

은 지급결제 서비스 수용의도에 기인하는 또 다른 주요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앞서 언급된 개인적 특성과 더불어 사회적 특성(social trait)을 각각 개인의 

이동성(mobility)과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이 수용에 대한 태도에 양

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였다. 한편 Yang et al.(2010)은 이용자의 행동에 

대한 믿음을 주관적 규범과 이미지(image) 등 사회적 측면과 개인적 특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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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혁신성이 이용자의 행동에 대한 믿음에 영향을 미처 결국 서비스를 채택하

는 행동을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Lu et al.(2011)는 이용자의 초기 신뢰

(trust)는 상대적인 편익(relative benefit)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사용자의 이

용의도를 높이는 데 유의미함을 보인 한편, 인지된 위험(perceived risk)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지급결제 서비스 수용의도를 줄이는 데 영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신뢰라는 요소가 상대적 편익과 

지각된 위험에 각각 양과 음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어, 결국 이 ‘왜’ 에 

대한 답을 상대적 편익과 지각된 위험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어떤 요인들이 서비스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 한편, 초기 수용은 지급결제 서비스 사업 정착에 시초가 될 수 있지만 

서비스 성공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 되었다. 그 이유

는 서비스 제공자 수익의 대부분이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고객으로부터 

발생한다는 점이고, 이로 인해 고객의 지속적인 이용의도에 대한 중요성이 부

각되면서, 모바일결제의 지속적 이용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Sang et 

al.(2012)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이 만족도와 지속적 이

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편재성(ubiquity), 경제적 타당성

(economic feasibility), 접속성(usability), 안전성(safety) 등의 기술적 특징

(technological trait)이 이용자의 만족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이며, 결국 한번 

이용했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채택하는 데 유의미함을 보였다. 한

편, Zhou(2013)의 연구에서는 시스템 (system), 정보(information), 서비스

품질(service quality)로 구분된 서비스의 특징이 신뢰(trust),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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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isfaction), 몰입(flow)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이용자들이 

서비스 재사용 의도에 이른다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몰입이란 서비스

를 이용하면서 이용자가 느끼는 즐거움(enjoyment), 자기강화(self-

reinforcement) 등의 감정으로, 한 단어로 ‘몰입’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림 3] 지급결제 서비스 수용 연구의 흐름 

 

선행연구를 알아본 바 서비스 수용에 미치는 외부변수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

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서비스의 시스템 측면과 사회적 측면, 그리고 

개인적 측면으로 나뉘고, 이러한 요인들이 기존의 인지된 유용성, 용이성에 

더하여 신뢰와 지각된 위험, 즐거움, 만족에 영향을 미쳐 결국 실제 서비스의 

수용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3>은 관련 선행연구 변수

의 확장 과정을 정리해 나타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검증

된 변수를 활용해 유용성, 경제적 타당성, 이동성, 접근성을 포함하는 프라이

버시 이익(privacy benefit)과 인지된 위험의 변수를 통해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통해 지급결제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인지하는 위험

을 프라이버시 위험으로 설정하여 각각이 서비스제공행동(willingnes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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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 information)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아래와 같이 설정

하였다.  

 

H1-1,2,3 : 정보 프라이버시 이익은 지급결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보제공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H2-1,2,3 : 정보 프라이버시 위험은 지급결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보제공

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3.3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 

 

기존의 프라이버시 연구는 태도-행동의 일관성, 즉 의도된 태도가 실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심리학에서의 연구로부터 근거한다. 관련 이론으

로는 계획된 행동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이 있다. TPB에 

의하면 행동은 행동의도에 의해 비롯되고, 행동의도는 주체가 가진 긍정적 혹

은 부정적 태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개인은 자신의 ‘태도-행동’의 

프로세스를 따르며 이들 간에는 일관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Ajzen, 1985). 

프라이버시 연구 분야에서는 프라이버시 염려를 중심으로 이용자의 태도와 행

동의 연관성 분석을 통해 행동경향을 파악 및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TPB에 근거하여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염려가 

클수록 서비스 수용 혹은 정보제공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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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프라이버시 분야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이러한 태도-행동의 일

관성을 부정하고 아무리 개인 및 단체가 프라이버시에 대해 염려가 크더라도 

이러한 태도가 실제 행동의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Noberg et 

al., 2007). 이러한 행동경향을 ‘프라이버시 역설(Privacy paradox)’라 일

컫는다. 즉,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attitude)와 행동(behavior) 사

이에 괴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개인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고 이

에 대해 염려하는 태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자 하는 

행동을 하지 않거나 작은 이익을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여전히 제공한다는 

것이다. 

Acquisti와 Glossklags는 두 가지 실험을 통해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을 설

명하였다(Acquisti et al., 2005; Acquisti et al., 2007). 그들이 수행한 실험 

결과, 프라이버시는 관련 기술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63%가 암호 관련 기술을 사용한 경험이 없고, 44%는 이메일 사용 

시 필터링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50%는 자신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적힌 종이를 유출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분쇄기(shredder)를 사용하지 않

는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이어 미국 피츠버그 지역 대학생 47명을 대상으로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의사결정(decision making)’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설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퀴즈 성적과 개인의 체중을 그들의 프라이버시 정보로 설정하여 각 정보를 판

매하고 싶은 가격을 적게 하였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가격 역시 작성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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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은 $1라는 매우 낮은 가격에 각각의 정보를 

판매할 용의가 있다고 응답함과 동시에 $0.25조차도 자신들의 프라이버시 정

보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하고 싶은 용의가 있지 않음을 보였다. 한편, 퀴즈 

성적과 체중에 더하여 선호하는 휴가 장소와 이성교제 수에 대한 질문을 하고 

해당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willingness-to-

protect)과 이들을 팔 때 수용할 수 있는 가격(willingness-to-accept)를 

제시하였고, 그 결과 수용할 수 있는 가격이 보호를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평

균 금액에 비해 월등히 높아 두 금액 사이에 큰 격차가 있음을 보였다. 해당 

실험과 결과를 해석하자면 사람들은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의중을 대체로 갖

고 있지만 실제 행동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실험 외에도 프라이버시 역설은 위치기반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 개인화 서비스(Personalized Service)를 중심으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Sutanto et al.(2013)에서는 서비스 공급자가 이용자 특성

에 근거한 맞춤형 콘텐츠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활

용함에 있어서 개인화와 프라이버시 사이에 긴장 상태가 발생하며 이용자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려에도 불구하고 개인화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동을 선택하게 되며 이를 ‘프라이버시 역설’이라 정의

하고 있다. Zhou(2011)는 이용자의 위치기반서비스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지각된 위험(perceived risk)과 신뢰(trust)의 관계를 이용해 연

구함으로써 수집(collect), 부적절한 접근(improper access), 오류(error), 2

차적 사용(unauthorized secondary use) 등의 프라이버시 염려 요인이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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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위험과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위치기

반, 개인화 서비스에서 프라이버시 염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더불어 프라

이버시 염려로 인해 개인정보 제공의도 및 서비스 수용의도와의 영향관계를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전자상거래 부문에서의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에 대한 

연구 또한 존재한다. 프라이버시 연구분야에서 염려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때 이용자 행동에 대한 연구로까지 발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김종

기 외, 2014).  

이를 통해 프라이버시 역설 연구는 위치기반서비스, 개인화 서비스, 전자상

거래 서비스까지 이용자의 태도-행동의 일관성의 부정을 검증하는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핀테크, 

간편결제 등 지급결제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태도-행동의 관계를 알아보고, 

단순히 하나의 서비스가 아닌 플라스틱 신용/체크카드-온라인결제-모바일결

제로 이어지는 지급결제 서비스의 혁신에 따른 이용자의 서비스에 대한 태도 

및 이용을 위한 정보제공행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급결제 

영역에서 역시 개인은 개인정보 제공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으므로,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에 대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3-1,2,3 : 프라이버시 염려가 프라이버시 위험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H4-1,2,3 :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가 지급결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보제

공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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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시 정보 프라이버시 역설 존재하지 않음 / 기각 시 정보 프라이버시 역설 존재) 

 

3.4 기술적 신뢰 

 

신뢰에 대한 연구는 경영학, 경제학, 심리학 등 여러 분야에서 다뤄지고 있

으며, 특히 조직학에서는 조직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 사이에서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 연구되고 있다(김호정, 1999; Colquitt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신뢰를 개인정보와 관련한 기술에 대한 이용자의 믿음을 측정

하는 정도로 활용하여 ‘기술적 신뢰’ 의 연구변수로 설정하여, 각각에 대한 가

설은 아래의 선행연구로부터 도출된 것을 알 수 있다. 기술이 갖는 특성 및 

요인은 이용자들이 혁신된 시스템, 새로운 서비스를 채택하는 데 중요한 변수

로서 작용한다(김민호 외, 2002; 이건창 외, 2000). 기술적 요인은 온라인 기

반의 인터넷쇼핑몰과 전자상거래의 채택 및 확산에 유의한 변수로서 검증되었

으며, 이는 이용자들의 기술적 신뢰에 대한 인식 차이가 결제 서비스에 대한 

이익 및 위험과 정보제공행동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아래의 가설

을 정립하는 데 기본이 된다.  

 

H5-1,2,3 :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기술에 대한 신뢰는 정보 프라이버시 

이익 및 위험과 정보제공행동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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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본 연구 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은 아래의 표<1>에 명시된 바와 같으며, 앞

서 가설 설정에서 논의된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검증된 변수에 대해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각각의 구성개념을 살펴보면 프라이버시 염려, 프라이버시 위

험, 기술적 신뢰, 프라이버시 이익, 정보제공행동으로 나누어져 있다. 프라이

버시 염려는 Smith et al.(1996), Dinev et al.(2006), Sheng(2008) 등의 연

구를 통해서 결제 서비스 이용 전,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정서적으

로 막연히 걱정하는 정도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프라이버시 위험은 개인정

보 제공을 통해 지급결제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인지

하는 정도이다 (Featherman et al., 2003, Xu et al., 2010, Xu et al.,  2011).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가 정서적 요소라면, 정보 프라이버시 위험은 인지적 요

소로 구별될 수 있으며, 정서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는 태도를 구성하는 요인

으로서 각각이 실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였다. 정보 프라이버시 

이익은 지급결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개인정보로 얻을 수 있는 이익

으로 정의하였고, 정광수(2005), 황재영(2001), 김종기 외.(2014) 등의 선

행연구를 활용해 측정하였다. 기술적 신뢰는 개인정보 관련 기술에 대한 인식

으로 김민호 외.(2002), 이건창 외.(2000) 등의 선행연구로부터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보제공행동의 연구변수는 지급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개

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측정되며 Dinev et al.(2006), Xu et al.(2010), 

김종기 외.(2014) 등의 선행연구를 통해 신뢰성 및 타당성을 검증 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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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본 연구에 적합하게 재구성하였다. 

 

[표 1]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구성개념 조작적정의 측정항목 관련문헌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 

결제 서비스 이용 전,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정서적으로 걱정하는 정도 

권한 없는 제 3자에 대한 오용 가능성 

Smith et al.(1996) 

Dinev et al.(2006) 

Sheng et al.(2008) 

해킹, 보안사고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식별가능한 정보의 수집량의 증대 가능성 

관리 및 통제에 대한 불투명성 

정보  프라이버시  

위험 

개인정보 제공을 통해 지급결제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하는 정도 

시스템 오류로 인한 유출 

Featherman et 

al.(2003) 

Xu et al.(2010) 

Xu et al.(2011) 

내부 직원에 의한 오,남용 

권한 없는 제 3자에 공유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 

정보  프라이버시  

이익 

지급결제 서비스 이용 위해 제공하는  

개인정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 

멤버십할인, 쿠폰 등 혜택 정보 제공받는 데 도움 

Xu et al.(2010) 

Xu et al.(2011) 

수수료혜택, 포인트 활용 등 알뜰한 소비하는 데 유용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음 

원할 때 빠르게 결제 업무 하는 데 도움 

기술적  

신뢰 
개인정보 관련 기술에 대한 인식 

개인정보 관련 기술이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 

김민호 외.(2002) 

이건창 외.(2000). 

개인정보 관련 기술이 안전한 결제 환경 제공 

개인정보 관련 기술이 안전사고로부터 보호장치 역할 

개인정보 관련 기술은 개인정보 투명성에 도움 

정보제공행동 
지급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개인정보 요구 시 기꺼이 개인정보 제공 

Dinev et al.(2006) 

Xu et al.(2010) 

김종기 외.(2014) 

개인정보 요구 시 대체로 개인정보 제공 

개인정보 요구 시 아마도 개인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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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증 분석 

 

4.1 연구표본 및 조사방법 

 

본 연구에서는 정보 프라이버시 계산이론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신용/체크카

드-온라인결제-모바일결제로 발전된 지급결제 서비스에 따라 이용자들의 이

익과 위험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 분석을 위해 

총 350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 설문 8부를 제외한 나머지 342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2015년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총 5

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플라스틱 신용/체크카드, 온라인결제, 모바일결제 모

두 이용 경험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

였다. 분석 도구로서는 SPSS 23.0을 사용해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데이터의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설문 응답자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성별은 남, 녀 모두 171명으로 각각 50%의 비중을 보였다. 연령대는 

20세 이하 70명(20.5), 20대 71명(20.7%), 30대 65명(19.0), 40대 68명

(19.9%), 50세 이상 68명(19.9)로 모든 연령대가 19~20%의 비중을 보이며 

큰 오차 범위 없이 수집된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

가 58명(17%), 전문대 졸업(또는 재학) 56명(16.4%)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

였으나 대학교 졸업(또는 재학)자가 194명(56.7%)으로 절반 이상의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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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학력 이상을 보유한 응답자는 가장 

낮은 34명(9.9%)으로 나타났다.  

1일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은 1시간 미만이 가장 적은 12명(3.5%)으로 나

타났으며, 1~2시간과 2~3시간이 가장 높은 비중인 81명(23.7%), 80명

(23.4%)로 수집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어 3~4시간은 58명(17.0%), 4~5시

간 39명(11.4%)로 중간 수준의 비중을 보였고, 5시간 이상 이용자들이 그보

다 높은 72명(21.1%)으로 나타났다. 1일 평균 휴대폰(스마트폰) 이용 시간

은 1시간 미만이 52명(15.2%), 1~2시간 사용자가 90명(26.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 순으로 비중이 점차 낮아져 2~3

시간 71명(20.8%), 3~4시간 58명(17.0%), 4~5시간 24명(7.0%) 순으로 

응답된 것을 알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5시간 이상이 47명(13.7%)으로 소폭 

상승된 비중을 보였다. 표<2>는 표본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정리해 나

타낸 것이다.  

 

 [표 2] 표본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71 50.0 

여성 171 50.0 

연령 

20 이하 70 20.5 

20 ~ 29 71 20.7 

30 ~ 39 65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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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49 68 19.9 

50 이상 68 19.9 

교육수준 

고졸 이하 58 17.0 

전문대 재학 또는 졸업 56 16.4 

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 194 56.7 

대학원 이상 34 9.9 

1일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 

1시간 미만 12 3.5 

1 ~ 2시간 81 23.7 

2 ~ 3시간 80 23.4 

3 ~ 4시간 58 17.0 

4 ~ 5시간 39 11.4 

5시간 이상 72 21.1 

 
 

1일 평균 
휴대폰(스마트폰) 

이용 시간 

1시간 미만 52 15.2 

1 ~ 2시간 90 26.3 

2 ~ 3시간 71 20.8 

3 ~ 4시간 58 17.0 

4 ~ 5시간 24 7.0 

5시간 이상 47 13.7 

 

표본 집단의 개인정보 관련 경험적 특성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유출 경험이 

응답자 자신이 직접 있는 경우가 115명(33.6%)으로 나타났으며, 나를 포함

해 주변사람까지 모두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99명(28.9%), 나 자신은 없지

만 주변사람에게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28명(37.4%)로 직∙ 간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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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적지 않은 비중을 나타낸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행동으로는 개인정보를 요구 받았을 시 이에 불응한 경험

에 대한 설문으로 ‘전혀 없다’로 답한 응답자가 115명(33.6%)로 나타났으며, 

‘가끔 있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214명(62.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

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주 한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13명(3.8%)으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텔레마케팅 업체에 항의 전화

한 경험으로는 ‘전혀 없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절반이 넘는 198명(57.9%)

으로 나타났으며, ‘가끔 있다’ 역시 214명(36%)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보

였다. ‘자주 한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21명(6.1%)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기입된 종이를 폐기한 경험에 대한 설문으로는 ‘전혀 없다’가 

65명(19.0%)으로 5명당 1명 정도가 개인정보가 적힌 종이에 무감각함을 보

였으며 ‘가끔 있다’가 가장 많은 179명(52.3%), ‘자주 한다’ 역시 낮지 

않은 98명(28.7%)이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뉴스에 대

한 관심으로는 ‘전혀 없다’ 23명(6.7%), ‘가끔 있다’가 179명(52.3%), 

‘자주 한다’가 140명(40.9%)으로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 비중이 93.2%

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정보와 관련해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목적으로 한 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한 설문에서는 ‘전

혀 없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65명(19.0%)으로 적지 않은 수치를 보였으며, 

‘가끔 있다’  223명(65.2%), ‘자주 한다’ 54명(15.8%)으로 나타났다. 

표<3>은 개인정보 관련 경험적 특성을 정리해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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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표본 집단의 개인정보 관련 경험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비율(%) 

개인정보 

유출경험 

직접 경험 있음 115 33.6 

나와 주변사람 모두 경험 있음 99 28.9 

주변사람에게서만 경험 있음 128 37.4 

개인정보  

보호행동 

개인정보 요구  

받았을 시, 

불응한 경험 

전혀 없다 115 33.6 

가끔 있다 124 62.6 

자주 한다 13 3.8 

개인정보와 관련 

텔레마케팅 업체에  

항의 전화한 경험 

전혀 없다 198 57.9 

가끔 있다 214 36.0 

자주 한다 21 6.1 

개인정보 기입된  

종이 폐기 경험 

전혀 없다 65 19.0 

가끔 있다 179 52.3 

자주 한다 98 28.7 

개인정보 관련  

뉴스에 대한 관심 

전혀 없다 23 6.7 

가끔 있다 179 52.3 

자주 한다 140 40.9 

개인정보 보호 목적으로 한 

서비스 이용 경험 

전혀 없다 65 19.0 

가끔 있다 223 65.2 

자주 한다 54 15.8 

 

표<4>는 표본 집단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인식에 대한 설문을 정리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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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것이다. 해당 설문은 지급결제 서비스에 대해 막연히 인지하는 정도를 조

사한 설문으로 해당 설문 결과와 실제 연구 모형을 통한 분석 결과값의 비교

를 통해 이용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값과 실제 행동에서 나타난 값의 비교를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을 통해 이용자들은 플라스틱 신용/체크카드-온라

인결제-모바일결제로 발전 및 혁신된 지급결제 서비스에 따라 자신들의 이익

이 증가에 기여했다고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가 171명(50%)으로 절반을 차

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자는 29명으로 8.5%

수준에 머물렀다. 이와 상반된 질문으로 혁신된 지급결제 서비스가 위험을 증

가시킬 것이라는 질문에서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가 242명(70.8%)으로 매

우 높은 비중을 차지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자는24명

(7%)으로 매우 낮은 비중을 보였다. 추가 질문으로 지급결제 서비스 혁신이 

위험보다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13명(33.1%), 위험이 더 크

다고 인지하는 응답자는 46명(13.5%)로 나타났다. 

 

 [표 4] 표본 집단의 개인정보 관련 인식에 대한 설문 

구 분  빈도(명) 비율(%) 

지급결제 서비스의 혁신에 따른 이익의 증가 
(플라스틱 신용카드-온라인결제-모바일결제) 

전혀 그렇지 않다 2 0.6 

그렇지 않다 27 7.9 

보통이다 142 41.5 

그렇다 152 44.4 

매우 그렇다 19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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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 서비스 혁신에 따른 위험의 증가 
(플라스틱 신용카드-온라인결제-모바일결제)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그렇지 않다 24 7.0 

보통이다 76 22.2 

그렇다 176 51.5 

매우 그렇다 66 19.3 

지급결제 서비스 혁신에 따라  
위험보다 이익이 더 큼 

(플라스틱 신용카드-온라인결제-모바일결제) 

전혀 그렇지 않다 2 0.6 

그렇지 않다 44 12.9 

보통이다 183 53.5 

그렇다 95 27.8 

매우 그렇다 18 5.3 

지급결제 서비스 관련 기술적 요인이  
정보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전혀 그렇지 않다 3 0.9 

그렇지 않다 65 19.0 

보통이다 141 41.2 

그렇다 119 34.8 

매우 그렇다 14 4.1 

 
지급결제 서비스 관련 제도적 요인이  

정보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전혀 그렇지 않다 7 2.0 

그렇지 않다 58 17.0 

보통이다 160 46.8 

그렇다 106 31.0 

매우 그렇다 11 3.2 

 

개인정보 관련 기술적 요인에 대한 설문으로는 정보 프라이버시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133명(38.9%)으로 나타났고,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응답자는 68명(19.9%)으로 낮지 않은 비중을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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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관련 제도적 요인에 대한 설문으로는 정보 프라이

버시에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가 117명(34.2%),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자는 

65명(19.0%)로 기술적 요인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낸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대체로 혁신된 지급결제 서비스가 이익뿐만 아니라 위험 역

시 증가시키는 것으로 느끼고 있으며, 개인정보 관련 기술과 제도가 프라이버

시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2 연구모형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타당성(validity)이란 설문 데이터의 구성개념, 속성이 얼마나 정확한지 검

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구성개념 및 속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가 이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다(박정은 외, 1992, 조현수, 

2014). 타당성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크게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나뉜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기존 가설이 존재하지 않거나 선행연구에서 이론이 정립되

지 않은 구성개념, 속성에 대한 타당성을 판별하기 위해 수행된다. 본 연구는 

프라이버시 계산 이론을 중심으로 프라이버시 연구 분야에서 이미 검증된 이

론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확인적 요인분석만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

된 변수,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 위험, 이익, 정보제공행동에 대한 확인적 요

인분석 모형적합도 결과는 아래의 표<5>와 같다. /df(degree of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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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도) 값이 3 이하면 적합한 모형으로 판별되지만 표<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최초의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온라인결제 모형의 /df 가 3.153을 보여 

온라인결제에서의 모형이 수용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별되었다. 아래 수행

한 신뢰성 분석 시 표준화 추정치(standardization estimates)를 확인한 결과 

프라이버시 이익에서 2개 문항이 0.5 이하 값을 가져, 이를 제외하고 다시 확

인적 요인분석을 실행한 결과 /df 값이 모두 3 이하로 계산되며 양호한 모

형으로 수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외에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GFI, AGFI, NFI, RMSEA, RMR등

의 적합도 지수 검증을 수행하였다. GFI(Goodness of Fit Index)는 0과 1.0 

사이 값을 가지고, 0.8이상은 수용 가능한 수준, 0.9 이상은 바람직한 적합도

를 갖는 것으로 판별된다.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는 간명적

합지수 중 하나로 GFI의 확장 형태라고 볼 수 있다. AGFI역시 0.8이상은 수

용 가능, 0.9 이상은 바람직한 적합도를 나타낸다. NFI(Normed Fit Index)는 

초기 모형 대비 수정 모형의 향상도를 의미하는 적합도 지수로 0.8 이상은 수

용 가능, 0.9 이상은 바람직한 적합도를 나타낸다. NFI가 0.7이면 이전에 비

해 70% 향상된 것을 의미한다.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큰 표본 크기를 설명하지 못하는 chi-square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적합도 지수이다. 작을수록 바람직하며 0.08 이하면 수

용 가능, 0.05 이하면 바람직한 적합도를 갖는 것으로 판별된다. 마지막으로 

RMR(Root Mean Square Residual) 역시 작을수록 좋으며, 0.08 이하면 수용 

가능, 0.05 이하면 바람직한 적합도 모형으로 검증된다. 위 적합도 지수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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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결과 수정 전의 모형에서도 적합도 지수가 양호한 상태로 나타났으며, 

위에 언급된 프라이버시 이익의 2개의 문항을 제거 한 후 수정된 적합도 지

수 검증에서는 모든 지수가 바람직한 값으로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5]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적합도 

지급결제 서비스 변경 
 df P /df GFI AGFI NFI RMSEA RMR 

플라스틱 카드 

수정 
전 

234.710 85 0.000 2.761 0.916 0.881 0.893 0.072 0.036 

온라인결제 268.011 85 0.000 3.153 0.905 0.866 0.868 0.079 0.051 

모바일결제 236.660 85 0.000 2.784 0.914 0.879 0.901 0.072 0.049 

플라스틱 카드 

수정 
후 

176.414 60 0.000 2.940 0.924 0.885 0.915 0.075 0.034 

온라인결제 152.496 60 0.000 2.541 0.935 0.902 0.918 0.067 0.034 

모바일결제 139.003 60 0.000 2.317 0.935 0.902 0.918 0.067 0.034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 및 모형이 일관성을 가졌는지에 대한 검증으로 신뢰

성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신뢰성이란 잠재

변수(latent variable)를 반복적으로 검증한 값의 오차를 의미하고, 측정도구

에 대한 오차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판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신건권 외, 2013, 조현수, 2014). 오차가 큰 범위에서 발생하면 신뢰성

은 줄어든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측정을 위해 크론바하 알파계수법

(Cronbach’s α)을 실시하였다. Cronbach’s α 값은 1에 가까울수록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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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게 측정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0.6이상이면 수용가능한 신

뢰성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Cronbach’ s α 를 1세트 당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4개 요인, 총 3세트(플라스틱 신용/체크카드, 온라인결제, 모바일결제) 

48개 문항 12개 요인에 대해 검증한 결과, 표준화 추정치 0.5이하 값을 가진 

정보 프라이버시 이익 요인의 각각 2개 문항을 제외한 42개 문항 모두 

0.732~0.855의 값을 가지며 내적 일관성이 검증된 동시에 바람직한 신뢰성

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를 위해 진행된 설문이 올바른 

정보로서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Cronbach’ s α 외에 신뢰성 검증을 위해 합성신뢰도(C.R : Composite 

Reliability)와 평균분산추출(AVE : Average Variance Extracted)를 측정하

였다. 그 결과 합성신뢰도는 0.5 이상이 채택되어 모두 0.8 이상 값을 가지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추정 모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이 증명되었고, 평균분

산추출 역시 0.614~0.888 값을 가지며 측정 모형이 신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변수 
지급결제 

서비스 

측정 

변수 

표준화 

추정치 

Cronbach’s 

α 
AVE C.R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 
플라스틱 카드 

Q12 0.592 

0.820 0.614 0.863 
Q15 0.754 

Q18 0..830 

Q2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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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결제 

Q13 0.646 

0.814 0.670 0.890 
Q16 0.782 

Q19 0.726 

Q22 0.762 

모바일결제 

Q14 0.729 

0.855 0.903 0.903 
Q17 0.817 

Q20 0.778 

Q23 0.786 

정보  
프라이버시 

위험 

플라스틱 카드 

Q24 0.768 

0.841 0.634 0.874 
Q27 0.750 

Q30 0.750 

Q33 0.750 

온라인결제 

Q25 0.695 

0.807 0.633 0.873 
Q28 0.699 

Q31 0.770 

Q34 0.707 

모바일결제 

Q26 0.768 

0.840 0.888 0.888 
Q29 0.745 

Q32 0.773 

Q35 0.735 

정보  
프라이버시  

이익 

플라스틱 카드 

Q60 0.394 

0.663 
→ 

0.755 
0.692 0.817 

Q63 0.359 

Q66 0.804 

Q69 0.732 

온라인결제 
Q61 0.363 0.620 

→ 
0.732 

0.676 0.805 
Q64 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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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7 0.840 

Q71 0.662 

모바일결제 

Q62 0.439 

0.671 
→ 

0.776 
0.745 0.852 

Q65 0.337 

Q68 0.801 

Q71 0.762 

정보제공 
행동 

플라스틱 카드 

Q72 0.720 

0.832 0.713 0.880 Q75 0.940 

Q78 0.742 

온라인결제 

Q73 0.714 

0.831 0.872 0.872 Q76 0.945 

Q79 0.733 

모바일결제 

Q74 0.728 

0.841 0.701 0.874 Q77 0.964 

Q80 0.740 

 

4.3 가설검증 및 논의 

 

위의 연구모형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후 각각의 지급결제 서비스의 최종 

연구모형 경로 분석 결과는 아래의 그림<5>, 그림<6>, 그림<7>과 같다. 플라

스틱 신용/체크카드, 온라인결제, 모바일결제 모형에서 정보 프라이버시 이익

이 정보제공행동에 각각 0.334(t=4.322, p<0.001), 0.124(t=1.731, 

p<0.05), 0.262(t=3.681, p<0.001)의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 가설 H1-1, H1-2, H1,-3은 모두 채택되었다. 프라이버시 위험은 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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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 신용/체크카드, 온라인결제, 모바일결제 모형에서 정보제공행동에 각각 -

0.258(t=-1.877, p<0.05), -0.250(t=-1.541, p<0.05), -0.337(t=2.274, 

p<0.05)의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2-1, H2-2, H2-

3 모두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보프라이버시 염려 역시 정보 프라이버시 

위험에 모든 지급결제 서비스가 각각 0.823(t=11.455, p<0.001), 

0.846(t=10.933, p<0.001), 0.867(t=12.233, p<0.001)의 정(+)의 영향을 

미치며 가설 H3-1, H3-2, H3-3이 채택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는 혁신된 지급결제 서비스 별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이익과 위험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측정 결과에 따르면, 

플라스틱 신용/체크카드 이용 시 느끼는 이익(0.334)은 위험(-0.258)보다 

더 크게 나타났지만, 그 후 혁신된 결제 서비스인 온라인결제와 모바일결제 

이용 시에는 위험(온라인:-0.250, 모바일:-0.377)이 이익(온라인:0.124, 모

바일:0.262)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1에서 언급했듯이 설

문조사 결과에서 지급결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막연한 인식에 따르면, 혁

신된 지급결제 서비스로 인한 이익이 위험보다 더 크다고 응답한 사람이 

33.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연구모형 검증 결과, 혁신된 지

급결제 서비스에 따른 이익보다 위험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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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구모형 경로분석 결과(플라스틱 신용/체크카드) 

 

 

[그림 5] 연구모형 경로분석 결과(온라인결제) 

 

 

[그림 6] 연구모형 경로분석 결과(모바일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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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정보 프라이버시 역설 검증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는 이용자들이 각각의 지급결제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나타나는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제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와 정보제공행동 간의 관계 규명을 통해 태도-행동에서 일관

성을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가 정보제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플라스틱 신용/

체크카드 결제에서의 경로계수는 0.046으로 매우 낮으나 p값이 0.74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H4-1은 기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온라인결제 역시 경로계수 0.062로 낮은 수준을 보였지만 0.706의 p값

으로 인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과 동시에 가설 H4-2가 기각되었고, 모

바일결제 또한 0.095의 경로계수와 더불어 0.561의 p값으로 H4-3이 기각되

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개인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느끼는 걱정은 정보제공행

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염려라는 태도

와 정보제공이라는 행동 간의 일관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임으로써 이용자들

은 플라스틱 신용/체크카드부터 시작해 혁신된 지급결제 서비스인 온라인, 모

바일결제를 이용 할 때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4.5 조절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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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술적 신뢰’라는 조절효과가 모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알아보기로 하였다. 표<7>은 플라스틱 신용/체크카드, 온라인결제, 모바

일결제에 대해 ‘기술적 신뢰’의 조절변수로 인한 제약모형에서의 값과 자유

모형에서의 값의 차이를 정리한 것이다. 결과 중 P값, 즉 유의확률

(significance)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의확률이 0.05를 넘어서게 

되면, 이것만으로써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낼 수 있다. 유의확

률로 판단하는 것은 ‘지금까지 분석한 모형자체가 이용자의 기술적 신뢰에 

따른 효과가 있을 것인가?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판단하기 위

함인데, 결과에 따르면 플라스틱 신용/체크카드와 온라인결제 시 이용자들의 

기술적 신뢰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기각될 수 없는 것을 보이며, 두 지급결제 

서비스에서 이용자들의 기술적 신뢰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한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모바일결제에서는 P값이 0.001을 가지며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기술적 신뢰가 이용자의 모바일결제 이용 시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

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 ‘기술적 신뢰’ 조절변수에 대한 자유모형-제약모형 차이 검증 

지급결제 
서비스 

연구가설 (자유모형) 가설 DF CMIN P 검증 
결과 

플라스틱 
카드 

정보프라이버시 이익 및 위험 → 정보제공행동 H5-1 1 1.860 0.173 채택 

온라인 정보프라이버시 이익 및 위험 → 정보제공행동 H5-2 1 0.655 0.418 채택 

모바일 정보프라이버시 이익 및 위험 → 정보제공행동 H5-3 1 9.151 0.00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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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은 이용자들의 기술에 대한 신뢰에 따라 플라스틱 신용/체크카드와 

온라인결제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결과값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플라스틱 신용/체크카드와 온라인결제 모두에서 개인정보 관련 기

술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 이용자의 집단의 경우 

정보 프라이버시 이익과 위험이 정보제공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이용자들의 집단에서는 정보 프라이버시 

이익과 위험이 정보제공에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며 두 집단 간의 차이

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8] ‘기술적 신뢰’ 조절변수효과 검증 

결제 

서비스 

기술에 대한 

신뢰 여부 
구분 

표준화 

요인 

적재량 

S.E C.R P값 
채택 

여부 

플라스틱  
카드 

O 

정보프라이버시 이익 → 정보제공행동 0.278 0.148 2.063 0.014* 채택 

정보프라이버시 위험 → 정보제공행동 -1.575 0.840 -1.715 0.043* 채택 

X 

정보프라이버시 이익 → 정보제공행동 0.042 0.092 0.513 0.608 기각 

정보프라이버시 위험 → 정보제공행동 0.014 0.182 0.080 0.936 기각 

온라인 
결제 

O 

정보프라이버시 이익 → 정보제공행동 0.454 0.156 3.015 0.001** 채택 

정보프라이버시 위험 → 정보제공행동 -0.475 0.316 -1.686 0.046* 채택 

X 

정보프라이버시 이익 → 정보제공행동 -0.013 0.084 -0.155 0.877 기각 

정보프라이버시 위험 → 정보제공행동 -0.072 0.199 -0.361 0.718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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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개인정보 관련 기술에 대해 긍정적으로 믿는 집단에 대해서 플라

스틱 신용/체크 카드의 경우 정보 프라이버시 위험이 이익보다 월등히 큰 차

이로 정보제공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온라인결제에서는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음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해석해보면, 서비스가 

혁신될수록 개인정보 관련 기술에 대한 믿음을 갖는 이용자들은 서비스가 혁

신될 수록 정보제공을 통해 얻는 이익이 증가하고 위험이 감소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 차이는 극명하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5.1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서 혁신된 서비스에 따라 서비스의 간편함이라는 반대급부를 

통해 개인의 정보보호는 더욱 더 취약해질 소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

다. 혁신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편리함과 기술의 진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우리의 정보 프라이버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혁

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본 연구가 진행되었다. 혁신된 서비스

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 수집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급결제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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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이용자가 인지하는 이익과 위험, 그리고 실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 

느끼는 이익과 위험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또한, 개인의 정보보호가 더욱 취

약해 질 수 있을 지에 대한 여부 확인으로 “프라이버시 패러독스” 현상을 

분석 프레임워크로서 활용하여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이용자들이 인지하는 것

과 다르게 서비스 혁신이 진행됨에 따라 정보제공을 통한 정보 프라이버시 이

익보다 위험이 더 크다고 나타났다. 이용자는 플라스틱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결제, 모바일결제로 이어지는 혁신된 지급결제 서비스가 자신의 위험보다 이

익을 더 증가시킨다고 인지했지만, 연구모형을 통해 실제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 분석 결과, 신용/체크카드보다 혁신된 지급결제 서비스인 온라인 및 모

바일결제에서 개인정보 제공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위험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전 연구들은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수용 및 정보제공행

동에 집중한 반면, 본 연구는 혁신에 따른 각각의 서비스에 따라 이용자가 얻

는 이익과 위험을 비교하기 위해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현재 지급

결제 분야의 혁신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장이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시장내부에서 보장되기 어려운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해 규

제 및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혁신된 서비스에 관계 없이 지급결제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프라이

버시 역설 현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 체크/신용카드, 온라인

결제, 모바일결제 등 모든 지급결제 서비스에서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가 정보

제공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태도-행동간의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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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보이지 않음을 증명하며, 지급결제 분야에서의 서비스 혁신과 정보 프라

이버시와의 관계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용자들은 자신들의 프라이버시의 위

험을 인지하면서도 이용하는 행태를 보이며, 이는 향후 개인정보 문제 발생 

시 지급결제 산업 성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셋째, 서비스의 혁신이 진행됨에 따라 기술에 대한 신뢰는 서비스 수용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용자들의 정보보호 기술에 대한 믿음은 플라스틱 

체크/신용카드, 온라인결제 이용 시 정보제공행동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모바일결제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편리

해지고 유용함을 갖춘 혁신된 서비스에 따라 이용자의 기술에 대한 신뢰와 관

계 없이 수동적으로 서비스를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개인정보 관련 

기술에 대한 믿음을 갖는 집단은 서비스가 혁신될수록 정보제공을 통한 위험

과 이익의 격차가 점차 줄어드는 것을 보였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는 기술

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활용 및 발전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관련 관련 기술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편의성 혹은 신기술 발전을 위한 기

술보다는 프라이버시 보호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 프라이버시 이익이 위

험보다 더 클 것이라는 이용자의 막연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기술을 신뢰한다

는 것을 의미하지만, 실질적으로 서비스 혁신에 따른 기술의 발전은 프라이버

시 보호 측면에서 큰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편의성, 신

기술 개발을 위한 시스템보다는 프라이버시 보호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실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 등 가상 공간에서도 이용자의 보안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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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대해 소홀해서는 안된다. 세월호, 메르스 등 최근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

로 인해 사회 전반에 ‘안전’이 매우 이슈가 대두되고 있음과 동시에 국가 안

전 체계에 대한 조직 및 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 이렇듯 우리의 실생활에

서는 안전이 대두되고 있는데 비해 기술적 안전, 온라인 등 가상 공간에서의 

안전은 막연하게 기술이 해결해줄 것이라는 믿음 하에 이러한 가상의 세상에 

대한 안전은 그에 비해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 최근 서비스 혁신은 정보통신

기술의 적용과 함께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이 때 오프라인에 준하

는 수준의 인식 또한 조치가 필요하다. 온라인 상에서의 보안 문제에 소홀해

지고, 이러한 문제점이 누적 된다면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보다 훨

씬 더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적절한 정책적,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서비스 혁신을 이뤄내는 기술의 발전은 국가가 컨트롤하기에 제한적이다. 

편의성, 신기술 개발 등 기술적 파트는 민간 부문에 맡기고, 정부는 기술 발

전 및 서비스 혁신에 있어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이슈들을 보장해주는 것이

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민간의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역할이 민간 부문의 기술 발전 수준에 

발맞추어 병행을 할 때만이 이용자들에게 이로운 기술발전, 나아가 올바른 방

향으로의 서비스 혁신이 진행될 것이다. 나아가 개인정보 노출 위험에 대한 

이용자의 염려, 무분별한 서비스 수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면 지급결제 산

업, 나아가 최근 금융과 IT가 융합되어 급성장하고 있는 핀테크 산업은 더욱 

확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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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구 한계 및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기술수용모형을 기반으로 지급결제 서비스의 혁신에 따른 이

용자의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에 대해서 확인하고, 더불어 정보 프라이버시 이

익과 위험이 정보제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를 확인했다는 것에서 그 의

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지급결제 서비스에서 정보 프라이

버시 이익과 위험에 대한 선행요인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

에서는 각각의 혁신된 지급결제 서비스 안에서 어떠한 요인들의 변화가 정보 

프라이버시 이익과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지급결제 산업뿐만 아니라 기타 산업 및 서비스에서의 혁신과 개

인 정보 및 프라이버시와의 관계 규명을 점차 확대해, 서비스 혁신과 정보 프

라이버시 관리의 균형 있는 발전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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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설문조사지 

 

 

 

 

 

 

 

 

 

 

지급결제 서비스 혁신에 따른 정보 프라이버시 인식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조사명 

 - 지급결제 서비스 혁신에 따른 이용자의 정보 프라이버시 인식 파악을 위한 연구 

 

조사내용 및 목적 

안녕하세요. 본 설문조사는 결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 및 정보제공 행동에 대한 조사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응답해주시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 13조에 의해 조사 내용이 철저

히 보호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응답해주신 결과는 결제 서비스 혁신 연구에 소중히 사용될 것

입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기술경영경제전공 

        연구자 허 정(raulhurj@snu.ac.kr) 

결제 서비스에 대한 설명 

 

플라스틱 신용카드 : 물리적인 플라스틱 카드를 사용해서 오프라인 환경에서 결제 업무 수행 

예) 상점 및 식당에서 플라스틱으로 된 신용카드를 건네줘 결제  

온라인결제 : 데스크탑PC/노트북을 이용해서 온라인 환경(인터넷 브라우저)에서 결제 업무 수행 

 예) 집에서 자신의 노트북으로 11번가 사이트에 접속해 상품 구매 

모바일결제  : 스마트폰 기기를 이용해서 오프라인/온라인 환경에 상관없이 결제 업무를 하는 것 

 예)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11번가 앱에 접속하여 상품을 구매 

예) 상점/식당에서 스마트폰에 등록된 신용카드/체크카드를 통해 결제 (예. 삼성페이) 

 

  
 

플라스틱 신용/체크카드 온라인결제 모바일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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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결제 서비스의 사용자 인식과 관련한 질문이 제시됩니다. 평소에 지니고 있던 결재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위에 제시된 설명문의 사전지식을 바탕으로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본 설문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렇다’ 사이의 5점 척도에 근거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견해와 일치하는 번호에 체크해주십시오.  

 

Part Ⅰ. 다음은 지급결제 서비스와 관련해 귀하의 인식에 대한 설문입니다.  

1. 플라스틱 신용카드-온라인결제-모바일결제로 서비스가 점점 진화함에 따라 내가 얻는 이득은 점점 많아진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플라스틱 신용카드-온라인결제-모바일결제로 서비스가 점점 진화함에 따라 내게 미칠 위험은 점점 커진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플라스틱 신용카드-온라인결제-모바일결제로 서비스가 점점 진화함에 따라 내가 얻는 위험보다 이득이 더욱 크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 지급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규제나 정책은 점점 더 내게 미칠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지급결제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의 발전은 점점 더 내게 미칠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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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Ⅱ. 다음은 각 지급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귀하가 제공하는 개인정보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영향 및 귀하의 

행동성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총 6부분(A,B,C,D,E,F)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A. 다음은 귀하가 각 지급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정서적으로 염려하는 사항에 대한 질문

입니다.  

권한없는 제 3자가 나의 개인정보를 이용할까 걱정이 된다.  

1-1 
플라스틱 

신용/체크카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2 온라인결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3 모바일결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나의 개인정보가 해킹, 보안사고에 의해 유출될까 걱정된다 

2-1 
플라스틱 

신용/체크카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2 온라인결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3 모바일결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너무 많이 수집하고 저장하는 것에 대해 우려된다 

3-1 
플라스틱 

신용/체크카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2 온라인결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3 모바일결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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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관리 및 통제되고 있는지 모르는 것에 대해 우려된다 

4-1 
플라스틱 

신용/체크카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2 온라인결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3 모바일결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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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다음은 귀하가 개인정보 제공을 통해 각 지급결제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인지하는 위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의 개인정보가 지급결제 서비스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유출될 수 있을 것이다. 

5-1 
플라스틱 

신용/체크카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2 온라인결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3 모바일결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서비스 제공자 내부 직원에 의해 나의 개인정보가 오남용될 수 있을 것이다. 

6-1 
플라스틱 

신용/체크카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2 온라인결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3 모바일결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나의 개인정보가 허가되지 않은 제 3자에게 팔리거나 공유될 수 있을 것이다. 

7-1 
플라스틱 

신용/체크카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2 온라인결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3 모바일결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내게 금전적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 

8-1 
플라스틱 

신용/체크카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8-2 온라인결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8-3 모바일결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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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다음은 귀하의 개인정보 관련 규제 및 정책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제 및 정책이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줄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9-1 
플라스틱 

신용/체크카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9-2 온라인결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9-3 모바일결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제 및 정책은 안전한 결제 환경을 제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0-1 
플라스틱 

신용/체크카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0-2 온라인결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0-3 모바일결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제 및 정책은 안전사고로부터 보호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1-1 
플라스틱 

신용/체크카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1-2 온라인결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1-3 모바일결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제 및 정책은 개인정보의 투명한 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12-1 
플라스틱 

신용/체크카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2-2 온라인결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2-3 모바일결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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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다음은 귀하의 개인정보 관련 기술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술의 발전은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줄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13-1 
플라스틱 

신용/체크카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3-2 온라인결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3-3 모바일결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술의 발전은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4-1 
플라스틱 

신용/체크카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4-2 온라인결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4-3 모바일결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술의 발전은 안전사고로부터 보호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5-1 
플라스틱 

신용/체크카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5-2 온라인결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5-3 모바일결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술의 발전은 개인정보의 투명한 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16-1 
플라스틱 

신용/체크카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6-2 온라인결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6-3 모바일결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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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다음은 귀하가 개인정보 제공을 통해 각 지급결제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질문입니다.  

멤버십 할인, 쿠폰 제공 등 다양한 혜택 정보를 제공받는 데 도움이 된다 

17-1 
플라스틱 

신용/체크카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7-2 온라인결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7-3 모바일결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수수료 혜택, 포인트 활용 등 내게 알뜰한 소비를 할 수 있는 데 유용하다 

18-1 
플라스틱 

신용/체크카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8-2 온라인결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8-3 모바일결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결제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 

19-1 
플라스틱 

신용/체크카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9-2 온라인결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9-3 모바일결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내가 원할 때 빠르게 결제 업무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 

20-1 
플라스틱 

신용/체크카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0-2 온라인결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0-3 모바일결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4 

 

   G. 다음은 실제 귀하가 각 지급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를 기꺼이 제공할 것이다 (Willing/unwilling) 

33-1 
플라스틱 

신용/체크카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4-2 온라인결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5-3 모바일결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를 대체로 제공 할 것이다 (Likely/unlikely) 

36-1 
플라스틱 

신용/체크카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7-2 온라인결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8-3 모바일결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를 아마도 제공 할 것이다 (Probable/Not probable) 

39-1 
플라스틱 

신용/체크카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0-2 온라인결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1-3 모바일결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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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Ⅲ. 다음은 귀하의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설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① 20세 미만   ② 20~29세   ③ 30~39세   ④ 40~49세   ⑤ 50세 이상 

3. 귀하의 교육수준(학력)은?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 재학 또는 졸업   ③ 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   ④ 대학원 이상 

 

4. 다음 중 귀하의 일일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2시간   ③ 2시간~3시간   ④ 3시간~4시간   ⑤ 5시간 이상 

5. 다음 중 귀하의 일일 평균 휴대폰(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2시간   ③ 2시간~3시간   ④ 3시간~4시간   ⑤ 5시간 이상 

 

6. 다음 중 귀하가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서비스를 선택해 주십시오. (모두 사용했다면, ① ② ③ 모두 선택 가능) 

① 플라스틱 신용/체크카드   ② 온라인결제   ③ 모바일결제 

7. 다음 중 귀하가 자주 사용하는 지급결제 서비스를 순서대로 번호를 나열해 주십시오. 

(가장 자주 사용하는 지급결제 서비스 번호부터) 

(“플라스틱 신용/체크카드”를 가장 자주 사용하고, 그 다음 “온라인결제”, ”모바일결제” 순서라면, ①-②-③ 작성) 

① 플라스틱 신용/체크카드   ② 온라인결제   ③ 모바일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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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Ⅳ. 다음은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귀하의 경험 및 프라이버시 보호성향에 대한 설문입니다. 

1. 귀하의 개인정보 유출 경험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  

① 나와 주변사람 모두에서 유출된 경험을 한적 없다  

② 주변사람에게서 유출된 경험을 본적 있다 

③ 나 자신이 직접 유출된 경험이 있다  

1-1 경험이 있다면, 어떤 지급결제 서비스 유형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경험하셨습니까?  

(복수 선택 가능. 경험 없다면 선택하지 않아도 됨) 

① 플라스틱 신용/체크카드  ② 인터넷결제   ③ 모바일결제   ④ 어느 유형에서 유출되었는지 잘 모르겠다 

 

2. 나는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요구 받았을 시, 이에 불응한 경험이 ___________.  

① 전혀 없다   ② 가끔 있다   ③ 자주 한다 

3. 나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텔레마케팅 업체에 전화해 항의한 경험이 ___________.  

① 전혀 없다   ② 가끔 있다   ③ 자주 있다 

4. 나는 개인정보가 기입된 종이를 폐기한 경험이 ___________.  

① 전혀 없다   ② 가끔 있다   ③ 자주 있다 

5. 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뉴스에 관심이 ___________.  

① 전혀 없다   ② 가끔 있다   ③ 자주 있다 

6. 나는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한 서비스 이용 경험이 ___________.  

① 전혀 없다   ② 가끔 있다   ③ 자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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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monly, we are just obsessed by ‘convenience’, ‘advance in 

technology’, when discussing emerging service or innovative. 

However, what we overlook under this condition is that our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is not only collected more and 

more, but also managed without one’s control by emerging of 

innovative services. These situations make the awareness of 

problem, so this privacy issue deserves consideration with the 

innovation and should be settled urgently.  

Innovation is proceeding actively in many industries and fields 

and these drifts are speeding up. Specially, this study is emphasis 

on payment fields in finance industry because the service has 

closer relation to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than any 

industry. As payment service has been developed from plastic 

credit card to online payment and mobile payment, this study 

measures and analyzes users’ benefit and cost while using the 

services with providing their personal information. Thu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swer the question which is “Does 

users’ convenience truly gets better and does user’s risk redu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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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using innovative service in finance area?” through analyzing the 

gap between benefit and cost, so that the study confirms the 

variation users’ attitude and behavior by adoption of service 

innovation. With confirmation of this question, this study suggests 

what service provider, government and public area compensate for 

the information privacy issue which is hardly guaranteed on the 

internal payment market.  

 

 

Keywords: Information privacy, service innovation, privacy calculus 

theory, payment service, 

Student Number: 2014-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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