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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을 어

떤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이 기능을 통해 개인의 정보프라이버시 

염려를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작하였다. 이에, 이

용자들의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성향과 실제 페이스북에서의 정보프라이

버시 보호 행동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을 것이며, 페이스북에 글을 업로

드하는 빈도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특히 페

이스북에서의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행동에 따른 이용자 유형을 밝히고, 

이용자 집단 별로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를 함께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성향이 높은 이용자일수록 자신들이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행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실제 게시글

별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 사용과의 관계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페이스북 이용자 유형은 사전 검열형, 적극적 임기응변형, 사전 검열

&임기응변형으로 유형화 할 수 있었다. 사전 검열형 이용자의 경우, 

SNS를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용하지 않고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 사용 또한 거의 이용하지 않는 유형이다. 이들은 게시글별 프라이

버시 설정을 대부분 ‘전체 공개’로 두고, 남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이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 경우에는 거의 글을 쓰지 않고, 

그에 따라 페이스북에 글을 자주 업로드하지 않는 특성을 보였다. 적극

적 임기응변형 이용자의 경우, 페이스북을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사용하

면서 프라이버시 조절 기능 또한 활발하게 사용하는 유형이다. 이들은 

어떤 글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전체 공개’, ‘친구 공개’, 그리고 친한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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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개, 블랙리스트 제외 등의 기능을 다채롭게 사용하는 특성을 보였

다. 이들은 페이스북에 하루 평균 9~10개의 글을 올리며, 평균 친구 수

도 많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이 올리는 글의 성격을 바로 파악하고, 

자신들이 맺은 페이스북 친구를 머릿속에서 다양한 층위로 구분하여 프

라이버시 전략 또한 바로바로 수행하는 임기응변형 특징을 지닌다. 마

지막으로 사전검열+임기응변형 이용자는 SNS를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용하지 않으면서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 사용은 활발하게 사용하는 유

형이다. 이들은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을 주로 ‘친구 공개’로 두고, 

‘전체 공개’를 상대적으로 기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페이스

북 이용자들이 글을 업로드하는 빈도에 따라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 이

용에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 또한 각 이용자 집단 별

로 수행하는 프라이버시 보호 행동 양식또한 검증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 이용 행태에 

따른 이용자 집단을 실제 이용자들의 페이스북 자료를 토대로 유형화 

하고 각 집단의 특성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시의성 및 방법론

적 의의를 지닌다. 또한 기존 SNS 정보프라이버시 연구에서 드물게 논

의되던, 이용자들의 행동 양식을 보다 자세하고 면밀히 관찰할 수 있는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를 가진다. 

 

키워드 : SNS, 정보프라이버시,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 프라이

버시 염려도, 프라이버시 보호 행동  

학  번 : 2011-2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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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 배경 및 목적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는 사회적 상호 

작용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칭하는 것이다(권보연, 2010). 

특히 페이스북에서 밝힌 한국 이용자는 2010년 6월 100만명에서 

2014년 3월에는 1,300만명을 넘어서며, 기하급수적으로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대중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페이스북의 큰 특징은 2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익명 기반이 아닌, 실명 기반으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SNS 이용자들은 자신의 실명과 학력, 경력 등의 

기본 정보를 자신의 프로필에 기재한 뒤 활동을 한다. 또한 익명 기반 

서비스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이용자가 마찬가지로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익명의 타인과 소통했지만, 페이스북에서는 실제 자신이 실제 

현실에서 아는 사람들과 친구를 맺고 소통하게 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이슈가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다. 두 번째는 페이스북은 

‘친구의 친구’, ‘알 수도 있는 사람’ 등을 끊임없이 이용자들에게 

노출하여 이용자들이 더욱 많은 사람들과 친구를 맺을 것을 권유한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에서는 한 이용자가 최대 5,000명까지 친구를 맺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처럼 방대하게 관계를 맺은 이후 뉴스피드(News feed)를 통해 

내가 올린 게시글이 친구들에게 모두 실시간으로 공유된다는 것 또한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프라이버시 염려를 느끼는 원인 중 하나이다.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다른 이용자의 개인적인 공간에 방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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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기존 웹 서비스와는 달리 자신의 활동이 

실시간으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6년, 페이스북에서 별다른 

공지도 없이 뉴스피드 기능을 처음 선보였을 때 이용자들이 느낀 

당혹감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수십만 명의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항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피드는 없어지지 않고 페이스북의 첫 화면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지금까지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프라이버시 염려를 느끼는 이용자들이 점차 늘어감에 따라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이 스스로 프라이버시 설정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더하기 시작했고, 그 기능은 현재도 조금씩 수정되고 추가되는 

중이다. 기존의 다른 SNS에서도 게시글 별로 프라이버시 설정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했지만 그 범위가 다소 포괄적이었던 것에 

비하면, 페이스북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은 조절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훨씬 많아지고 복잡해졌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그림 1] 페이스북의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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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은 이용자들에게 고정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보다 훨씬 정교한 프라이버시 설정을 가능케 하는 

반면, 이용자들이 프라이버시 설정을 하는 데에 번거로움과 어려움을 

느끼게 한다. 또한 아무리 세밀하게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을 이용하는 

이용자라 하더라도 자신들의 글이 어디까지 퍼지는지 명확히 알기 

힘들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정보프라이버시 염려가 완벽히 해소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처럼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하는 세태를 반영하여, 50명 이상 친구를 맺을 수 

없도록 한 Path, 친구들에게 사진을 공유한 뒤 최대 10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사진이 사라지도록 한 Snapchat, 사진과 위치정보를 공유할 

수 있지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전혀 수집하지 않는 Rando 등 

이용자들의 잊혀질 권리와 소규모의 인적 네트워크,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을 지향하는 SNS들도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 

이용자는 전세계적으로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현재 페이스북 이용자는 어떤 방식으로 프라이버시 보호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용자들마다 프라이버시 보호 행동이 상이하다면 

이는 이용자들의 어떤 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SNS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 행동을 이용자 집단의 특성에 따라 유형화 하는 시도 

없이 SNS 이용자의 전반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행동를 연구하였거나, 

프라이버시 보호 행동에 따른 이용자 유형화를 시도했지만 어떤 변인에 

따라 이용자 그룹이 나뉘는 것인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용자들의 프로필 공개 설정이나 가입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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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조절할 일이 거의 없는 고정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 (default 

settings)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이용자들이 페이스북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프라이버시 보호 행동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는지를 규명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프라이버시 보호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용자들의 페이스북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 

사용 행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어떤 변인에 따라 프라이버시 보호 행동의 유형이 나뉘는지를 

검증하고자, 이용자들의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성향와 SNS 활발도를 

중심으로 프라이버시 보호 행동에 따른 이용자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 행동 전략을 

80,000건이 넘는 이용자들의 실제 페이스북 활동 데이터를 중심으로 

중개념화하고, 이용자 집단이 나뉘는 변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SNS에서의 정보프라이버시 연구에 대한 방향 제시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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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론적 논의 

 

  프라이버시가 사람들이 누려야 할 법적, 정치적 권리로 논의된 것은 

사무엘과 루이스 브랜다이스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주창한 것이 

그 시발점이다(Warren & Brandeis, 1890). 이때 논의된 프라이버시는 

개인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감시받지 않을 수 있는 ‘혼자 있을 수 있는 

권리’ 이다. 근대사회 이전까지 개인은 독립적인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고, 이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개념이었던 것이다(김석근, 2001/2: 이종은, 1997). 오히려 공동체 

사회의 유지를 위해 개인은 사생활 정보를 타인에게 공유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근대사회에 들어서, 개인의 독립성과 자립성이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사회의 원칙으로 자리잡았다(서이종, 2011). 

  이후 프라이버시는 타인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혼자 있을 수 있는 

권리(the right to be alone), 타인에 의한 원치 않는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limited access to the self), 자신에 관한 사적인 정보를 

비밀로서 유지할 수 있는 권리(secrecy),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control over personal information), 인간의 인격, 개성 또는 

존엄성을 보호하는 권리(personhood), 그리고 인간관계의 친밀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제하고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intimacy)를 

포함하는 권리로서 정의되고 논의되어왔다(Daniel J. Solove, supra n. 4, 

at 12-13, 박유선, 201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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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rke(1998)는 프라이버시를 개인 프라이버시, 개인 행동 

프라이버시, 개인 통신 프라이버시, 개인 정보 프라이버시 4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이중 개인 정보 프라이버시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다른 

개인이나 조직에게 자동으로 사용 가능하지 않을 것이며, 개인은 그 

자료에 대한 실질적인 제어와 통제가 가능한 것에 관계되는 

프라이버시라고 보았다. 정보프라이버시와 자기정보통제권은 인터넷의 

발달로 타인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문턱이 눈에 띄게 

낮아지면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분류 내용 

개인 프라이버시 신체적인 프라이버시로 개인의 신체적인 보존 및 자유에 

관계된다. 강제적인 예방접종 동의 없는 수혈, 체액 및 

체세포 샘플의 강제적 제공 등의 이슈를 포함한다. 

개인 행동 프라이버시 개인 행위의 모든 측면과 관련되며, 특히 성적인 선호와 

비롯, 정치활동과 종교의 선택과 같은 민간, 공공 

영역에서의 민감한 문제의 모든 관점과 관계된다. 

개인 통신 프라이버시 일상적인 다른 사람이나 조직에 의한 통신의 모니터링 

없이, 개인은 그들 자신이 이용하는 다양한 통신 매개체를 

이용하여 통신할 수 있는 것에 관계된다. 

개인 정보 프라이버시 개인은 그들 자신에 관한 정보가 다른 개인과 조직에게 

자동적으로 사용 가능하지 않을 것이고, 개인은 그 자료를 

실질적으로 제어, 통제하는 것에 관계된다. ‘Data Privacy’, 

‘Information Privacy’로 지칭되기도 한다. 

 

[표 1] Clarke(1996)의 프라이버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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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버군 외(Burgoon et al. , 1989)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여러 

차원의 프라이버시를 염려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물리적 프라이버시, 상호작용적 프라이버시, 심리적 

프라이버시, 정보프라이버시를 함께 염려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Decew(1997)는 인터넷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염려에 관한 인터뷰와 

기존 연구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보프라이버시 뿐 아니라 표현적 

프라이버시, 접근 프라이버시라는 다양한 차원의 프라이버시를 

염려하고 있다고 보았다. (기소진, 2013  재인용)  

 

Burgoon et al. (1989) Decew (1997) 정의 

정보 프라이버시 

(Information Privacy) 

정보 프라이버시 

(Information Privacy) 

자기 정보가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다른 사람이나 조직에 공개될 것인지에 

대해 개인이 결정할 권리 

물리적 프라이버시 

(Physical Privacy) 

접근 프라이버시 

(Accessibility Privacy) 

물리적인 접근 가능성에 대한 통계. 

Decew의 경우 스팸메일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침입 등도 해당하는 것으로 봄 

상호작용적 프라이버시 

(Interactional Privacy) 

표현적 프라이버시 

(Expressive Privacy) 

타인과의 접촉 통제, 조절 활동을 통해 

개성이나 정체성을 표현하는 영역에 대한 

보호. 외부 간섭 없이 자기를 표현하고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 

심리적 프라이버시 

(Psychological Privacy) 

 개인이 평가하는 자신의 정보통제력 

 

[표 2] 인터넷 이용자들이 염려하는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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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보프라이버시와 염려에 대한 연구 

 

  프라이버시의 영역은 실로 다양하고, 지금도 그 개념이 변화되고 

확장되고 있지만, 정보프라이버시는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야 대두된 

프라이버시 영역이다. Alan Westin(1967)은 전통적으로 논의되어오던 

프라이버시의 개념을 확장하여, 각 개인이 자신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수준까지 다른 사람이나 기관, 

또는 정부에 전달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도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프라이버시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다수의 연구에서 웨스틴이 주창한 프라이버시의 

개념을 정보 프라이버시의 시발점으로 명명하고 있다.  

  정보프라이버시는 이처럼 기존의 프라이버시보다 상대적으로 

적극적이고, 개인의 정보에 한정된 프라이버시이며, 현대 정보사회에서 

필요해지기 시작한 프라이버시 영역이다. 이는 1998년 대한민국 헌법 

제17조에 규정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와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를 보장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한다고 해석한 선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2010 박준우 재인용). 정보사회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인 ‘자기정보통제권’이 중요해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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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통적 프라이버시와 정보 프라이버시의 비교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논의는 SNS 이전과 

이후로 크게 나뉜다. 소위 웹 2.0 시대에는 개방(being open), 

피어링(peering), 공유(sharing), 전지구적 활동(acting globally) 등의 

원칙에 따라 정보가 공유되고 전파되는 것의 미덕에 대해 주로 

논의되었으나, 이로 인해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자기정보통제력이 

느슨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개인의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던 과거와 달리,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쉽게 

나뉘지 않게 되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 개인은 인터넷을 탈영토화 

시키고, 자신의 사적인 표현을 전시하며 즐거움을 느끼거나 관계를 

지속적으로 형성해나가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자기 노출’이나 

‘전시주의’가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경험으로 

자리잡게 되었다(이동후, 2009). 

  권보연(2011)은 전통적으로 논의되던 가상 세계가 현실과의 분리에 

중점을 뒀다면, SNS는 가상 현실과 현실 사회와의 비분리를 기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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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작동 과정에서도 항시 현실 사회와 연결되는 것을 SNS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았다. SNS 이용자들이 작성하는 프로필과 담벼락, 앨범 

등은 모두 이용자가 현실 사회에서 구축해 놓은 자원을 통해 구성된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은 페이스북 공간이 가상 사회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현실 정체성과 사회적 네트워크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현실의 나에 대한 익스텐시오 (Extensio)에 머무르며 기존의 정체성과 

사회 관계와 긴밀한 연결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였다. 

실제로 현재의 SNS 이용자들은 점점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업로드 하고 있고, 라이프로깅(Life-logging)을 주 목적으로 SNS를 

이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페이스북은 다른 SNS인 트위터나 

싸이월드와 비교했을 때, 다른 이용자와의 관계 맺기나 정보교류보다 

자기표현을 주 목적으로 하는 비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유정, 2013). 자신의 사적인 경험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공유하는 ‘공적으로 사적인(publicly private)’ 활동이나,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개인정보를 

노출하면서도 선택적으로 정보를 감출 수 있는 ‘사적으로 

공적인(privately public)’ 활동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Lange, 2008).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개인의 정보프라이버시 이슈 

또한 가중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은 익명성, 

비연결성, 비관찰성, 가명 사용 등 자신의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지만, 개인이 개인정보를 자발적으로 

전시하고자 하는 욕구와 프라이버시 보호 방법이 충돌하게 되면서 

새로운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Weiss, 2007). 

특히 보이드와 앨리슨은 SNS 활동이 개인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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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어, 개인 정보에 대한 개인 통제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았다(boyd & Ellison, 2008). 이러한 기존 연구들을 

종합하여 해석해보면, SNS 이용자는 대부분 실명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관계를 확장하며 활동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려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담스(Adams, P. 2009)는 페이스북에서 서로 다른 친밀도와 

컨텍스트를 공유하고 있는 내 주위의 모든 인간관계가 ‘친구’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아래와 같은 그림을 통해 오프라인과 

SNS의 인적 네트워크 구조의 차이를 설명하고, 이에 따라 프라이버시 

이슈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림 3] 오프라인과 SNS의 인적 네트워크 구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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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2013년 4월, 울프럼 알파(Wolfram Alpha)에서 분석한 

페이스북 전체 이용자들의 평균 친구 수는 342명으로, 2012년 5월 

CNN에서 발표한 평균 친구 수인 299명에 비해 50명 가량 증가하였다. 

그러나 던바 이론(Dunbar’s number)에 따르면 한 개인이 안정적으로 

상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친구의 수는 평균 150명 정도로, 

100명~230명 이상을 넘어가면 이를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 소멸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Schoeman, 1992; Spacks, 2003) 실제로 세계 최대의 

검색엔진인 구글(Google)의 에릭 슈미트(Eric Emerson Schmidt) 회장은 

2009년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무엇인가를 갖고 있다면 처음부터 그것을 인터넷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발언하였다. 이 발언은 인터넷 공간에 게시된 내용은 결국 

공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터넷에서의 개인 프라이버시는 

지켜질 수 없다고 주장하여 당시 여론의 공분을 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프라이버시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 관련 연구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필립(Phelps et al. , 2000), Dinev(Dinev and hart, 2004) 등은 

이용자 프라이버시 염려 모델 및 변수를 정립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정보통제권에 

대한 염려보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한 

이용자들의 ‘수동적인’ 프라이버시 염려에 초점이 치우쳐져 있다.  

  말호트라(Malhotra et al. , 2004)는 이보다 더 나아가,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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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염려(IUIPC; Internet Users Information Privacy 

Concerns) 측정 항목을 개발하여, 인터넷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염려(IUIPC)를 개인정보의 수집, 개인정보의 통제에 대한 태도와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지각으로 구성되는 다중적인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프라이버시 염려가 정보 수집, 통제, 지각 3가지 

요인을 통해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올린 적이 

있고, 자신의 정보가 타인에게서 수집된다는 사실을 지각하고 있으면서 

이를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프라이버시 염려를 느낀다는 

것이다. 

 

제 3 절 프라이버시 보호 행동에 대한 연구 

 

  인터넷 공간에서의 이용자 프라이버시 염려 연구와 함께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 성향과 보호 행동에 대한 연구 또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우선 페인 등은 이용자들이 프라이버시 염려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적절한 프라이버시 보호 전략을 수행한다고 보았다(Paine, et al. 2007). 

이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염려와 프라이버시 보호 행동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밖에도 이용자 개인차 변인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 행동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나 외(2009)는 이용자들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염려 수준이 높을 수록 프라이버시 보호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며, 여성보다 남성이 온라인 프라이버시 염려가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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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보호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보았다. 한편, 

리빙스톤(livingstone, 2008)은 청소년들은 프라이버시 보호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기보다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자기 노출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보았다. 이는 청소년들은 자신이 친하다고 생각한 ‘친구’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고, 또래 그룹에 소외되고 싶지 않아하는 경향이 

있으며, SNS의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분류 방식과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페인 

외(Paine et al., 2007)는 프라이버시 염려와 보호 행동에 대한 개인의 

차이가 기존 IT 관련 경험과 활동 빈도, 프라이버시 무관심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기소진 외(2013)은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염려 정도와 자기효능감에 따라 이용자들을 ‘프라이버시 

무관심형’, ‘프라이버시 걱정형’, ‘프라이버시 관심형’ 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고, 프라이버시 염려가 최소한의 프라이버시 

보호 행동을 유발하며, 자기효능감이 높을 수록 보다 적극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행동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위와 같은 개인의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 

행동의 차이에 대한 연구와 별개로, 인터넷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 성향의 분류에 대한 연구 또한 진행되었다. Westin은 프라이버시 

보호 성향을 ‘프라이버시 근본주의자(Privacy Fundamentalists)’, 

‘프라이버시 무관심자(Privacy Unconcerned)’, ‘프라이버시 

실용주의자(Privacy Pragmatists)’와 같이 3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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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내용 

프라이버시 근본주의자 개인정보를 묻는 조직을 불신임하고, 전산화되는 정보의 

정확도와 추가적 사용에 대하여 염려한다. 또한 

프라이버시 권리를 추구하는 새로운 법률이나 규정에 

찬성하고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서비스에 이득이 되는 

프라이버시 통제를 선택한다.  

프라이버시 실용주의자  다양한 사용자 기회와 서비스의 이득을 생각한다. 그들은 

정확성, 그리고 비즈니스 조직이나 정부조직의 과실을 

바로잡기 위해 무엇이 실제적인 절차인지를 보며, 또한 

비즈니스 조직과 정부는 공중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믿는다. 실용주의자들은 개인정보가 비 평가 용도에서 

사용되더라도 그들이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원하며, 

조직을 신뢰할지 또는 법적 관리를 받을지를 결정한다. 

프라이버시 무관심자  기업이 그들의 개인정보 수집하는 것을 신뢰하고, 

조직에서 이를 사용하는 것에 신경쓰지 않는다. 그들의 

개인정보를 기업이나 정부에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과도한 염려를 원하지 않는다. 

 

[표 3] Westin의 프라이버시 보호성향 분류 

 

  그러나 이 3가지 이용자 성향은 이를 구별하기 위한 정확한 척도가 

없고, 3가지 구분만으로는 다소 이용자들의 성향을 명확히 분류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2009년 

개인별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성향 지표(PIPI)를 개발, Westin의 

구분보다 확장된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성향을 분류하였다. 개인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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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보호 성향 지표는 ‘개인성향(염려도)’, ‘개인성향(중요도)’, 

‘현상(상황별 태도)’, ‘현상(상황별 반응),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행동’의 

5가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지표를 토대로 Westin이 구분한 

3가지 프라이버시 보호 성향을 확장한 ‘무관심자’, ‘소극적 실용주의자’, 

‘적극적 실용주의자’, ‘소극적 보수주의자’, ‘적극적 보수주의자’ 5가지로 

정보 프라이버시 이용자 성향을 구분하였다. 이 척도와 분류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정보프라이버시에 최적화된 척도를 도출하여 성향을 

도출해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고 있으며, 5점 척도를 통해 실증적으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성향을 규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다만 본 척도와 분류기준을 사용할 때에는, 이 척도만을 활용한 

1차원적인 분류보다 상황적 맥락 등 추가적인 변수를 고려한 

2차원적인 분류를 권장하였다.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행동에 대한 연구는 실명 기반, 

관계 확장형 서비스인 SNS의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정보프라이버시 염려 및 보호 행동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다소 

일반론적인 논의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라는 넓은 

집단을 유형화한 모델을 SNS 이용자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보인다. 그러나 한국인터넷진흥원(2008) 에서 제안한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성향 지표는 현재 마땅히 SNS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 성향을 정량화 할 다른 지표가 없다는 점에서, 정량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정도에 따라 이용자들을 

유형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에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보여진다. 

 



 

17 

 

제 4 절 SNS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염려 및 

        보호 행동에 대한 연구 

 

페이스북 설립자이자 CEO인 마크 주커버그(Mark Zuckerberg)는 지난 

2010년 1월 테크크런치(TechCrunch)를 통해 “지난 5, 6년간 사람들의 

블로그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사람들은 온갖 웹서비스를 통해 

수많은 정보를 공유해 왔다. 이제 사람들은 과거보다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스스럼없이 공유할 뿐 아니라, 더 많은 이들과 더욱 열린 

형태로 소통한다. 우리 사회의 규범도 그와 함께 진화해 왔다.” 라고 

말하며, 프라이버시가 더이상 사회적으로 지켜야 할 규범이 아니라고 

발언했다. 뿐만아니라 2009년 기준 45개의 SNS를 분석한 연구 결과, 

이들 서비스 중 대부분이 프라이버시 정책이나 그와 관련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눈에 잘 띠지 않는 곳에 배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이는 프라이버시 문제를 부각시킬 경우 이용자들이 정보 

공유에 더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심지어 해당 서비스를 탈퇴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Joseph Bonneau, 2009) 

  실제로 터로와 헤네시(Turow & Hennessy, 2007)는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염려는 높지만 전반적으로 프라이버시 보호 행동은 잘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투펙키(Tufecki, 2008)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페이스북과 마이스페이스에서의 프라이버시 연구를 통해 이용자들의 

정보프라이버시 염려와 실제 공개되어 있는 정보량 간의 관련성이 높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SNS 이용자들이 정보프라이버시에 민감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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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 또한 다수 존재한다. 영과 후안 하제(2009)는 페이스북에서의 

정보프라이버시 염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용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정보프라이버시 염려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첫째, 이용자들은 

자신의 정보가 알 수 없는 다른 사람에 의해 잠재적으로 유해한 

목적으로 사용될 것을 염려했다. 둘째, 자신의 정보가 자신의 동의 없이 

판매되거나 데이터마이닝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것을 염려했다. 셋째,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자신의 정보를 노출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ex. 대학교수, 직장 상사 등)에게 자신의 정보가 노출될 것을 

염려했다. 이를 위해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에서 주로 사용하는 전략은 

[표 4]와 같았다. 이들은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에서 아래의 전략들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선별적으로 사용하면서 자신의 정보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았다. 

 

내 정보를 모르는 사람에게 노출하지 않도록 페이스북에 가짜 정보를 제공한다. 

내 정보를 모르는 사람에게 노출하지 않도록 페이스북에 개인정보를 업로드하지 않는다. 

내 친구와의 대화를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담벼락 대신 메시지를 통해 의사소통한다. 

페이스북에서 내 연락처로 액세스 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한다. 

페이스북 프로필 페이지를 제한적으로 공개한다. 

내 기본 개인정보 설정(Default Privacy settings)을 조절한다. 

내 담벼락에 게시된 친구의 메시지를 읽고 바로 삭제한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태그되어 있는 사진/비디오에서 내 태그를 삭제한다. 

 

[표 4]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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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페인 외(2007)는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염려에 따라 

프라이버시 보호 여부가 다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용자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시도를 하였다. 연구 결과, 온라인 프라이버시에 

대해 염려하며 보호 행위를 병행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많았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이용자들이 프라이버시 염려 및 보호 행위에 관심이 

없다는 기존의 연구들을 반박하였다.  

  존슨(2008)은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자신의 이용 동기에 따라 서로 

다른 정보프라이버시 니즈를 가진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사람의 경우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느슨한 프로필 공개 설정 정도를 원한다는 것이다. 

존슨은 이처럼 이용자들의 SNS 이용 동기와 목적에 따라 프라이버시 

니즈가 상이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용자들의 서로 다른 니즈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SNS 프라이버시 세팅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호(A Ho et al. , 2009)는 SNS에서 프라이버시 이슈가 발생하는 

이유를 크게 3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SNS는 개인정보 누설의 위험을 

이용자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 둘째, SNS의 개인정보 보호 도구가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 만큼 정교하지 않다는 것. 셋째, 다른 

이용자가 이용자의 정보를 드러내려고 할 때(ex. 태깅 등) 이용자가 

그것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온라인 설문을 통해 No privacy, 

soft privacy, hard privacy, full privacy 4단계의 프라이버시 레벨과 hard 

tracking, soft tracking, no tracking 의 3단계 트래킹 레벨을 

이용자들에게 제시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니즈에 맞는 적절한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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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했다. 

  결국, 페이스북은 2011년 8월 25일 새로운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의 

도입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프라이버시 세팅의 주요한 특징은 이용자가 

게시물을 포스팅할 때마다 게시물에 인접한 메뉴의 ‘public’ , ‘friends’ ,  

‘custom’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게시물의 공개 범위를 항목마다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과 자신이 포함된 사진이 다른 이용자에 의하여 

이용자의 웹사이트에 게시되기에 앞서서 이용자가 사진의 게시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tag’ 기능이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의 프라이버시 세팅의 ‘everyone’을 ‘public’으로 변경하여 

이용 자의 개인정보가 페이스북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박유선, 2012). 

  그러나 이러한 기능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SNS에서의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 행동에 대한 연구들에서,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 

행동이 그들이 만족하는 만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지는 않는다는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리우(Yabing Liu, 2011)는 페이스북에서 상대적으로 프라이버시 

염려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진 게시글을 대상으로, 이용자들이 

설정해놓은 프라이버시 설정 상태(Real Settings)와 실제 이용자들이 

원하는 프라이버시 설정 상태(Desired Settings)가 일치하는지에 대한 

실증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이용자들이 설정한 전체 프라이버시 

상태 중 절반에 못미치는 40% 정도만이 이용자들이 원하는 프라이버시 

상태를 반영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설문이나 인터뷰를 

통해 주로 행해지던 SNS에서의 정보프라이버시 연구를 실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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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리우는 이 원인을 

페이스북 친구 그룹 생성 및 유지, 관리가 쉽지 않은데에서 찾았고, 

Google+ 와 유사한 커뮤니티 추출 알고리즘을 통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패트릭(Patrick Gaga Kelly, 2011)은 페이스북의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에 중 ‘특정 그룹 공개’ 에 관계되는 친구 그루핑(Grouping)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피험자들에게 카드 소팅, 그리드 태깅, 파일 

하이어라키, 페이스북 친구 분류 4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 친구를 

분류하는 과업을 수행케 하였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친구 

그루핑이 다르게 이루어짐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친구 

그룹은 사용자가 원하는 실제 프라이버시 설정에 사용하기 어려워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험자들은 주로 ‘언제 어디에서’ 

만났는지를 기준으로 친구를 그루핑 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러한 

소속 커뮤니티에 기반한 친구 그루핑이 프라이버시 조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피험자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난 뒤, 

프라이버시 조절을 포기하여 게시글을 모두에게 공개하거나 아예 해당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리지 않는 극단적인 방식을 취하였다. 

이와 같이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 

효용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실제로 어떤 기능들을 주로 사용하여 프라이버시 보호 

행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어떠한 행동 패턴이 있다면 이것이 전체 

이용자에게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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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페이스북의 공간적 특성 및 정보프라이버시에 대한 이론적 

논의, 그리고 SNS에서의 정보프라이버시 및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 

관련 연구를 살펴보았다. 특히 SNS에서의 정보프라이버시 관련 연구 

동향은 이용자들이 정보프라이버시를 염려하는가 염려하지 않는가의 

초기적인 논의에서부터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성향, 이용자들의 고정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 및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 이용 행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되어왔다. 다만,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개인정보가 집약되어 있는 SNS 프로필 페이지 공개 설정이나 ‘고정 

프라이버시 설정’에 치우친 측면이 있다.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에 

대한 연구는 설문조사나 심층 인터뷰에 기반한 연구가 대부분이거나 

이용자들의 특정 종류의 게시글에 연구범위가 한정되어,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SNS 

이용자들 전반을 포괄하는 행동 양식을 연구하였거나 프라이버시 염려 

행동의 차이에 따른 이용자 구분에 중점을 둔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어떤 변수에 따라 프라이버시 염려 행동에 차이가 있는 이용자 집단이 

구분되는 것인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가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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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주요 변수 구성 

 

  본 연구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세팅 기능 이용 

행태를 밝히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주요 변수를 

설정하였다. 

 

1.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성향 

  본 연구에서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고안한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성향에 대한 측정 항목(PIPI)을 이용하였다. 본 측정항목은 다른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성향 분류와 달리 

측정항목과 이를 산출하기 위한 공식이 세부적으로 공개되어 있어, 

연구에 활용하기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측정항목은 SNS의 

정보프라이버시 염려에 최적화된 측정 항목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정보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용자들의 마인드셋을 파악하여 유의미한 

이용자 그루핑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측정 항목은 [표 5]와 같이 14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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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내용 

개인성향 

(염려도) 

- 나는 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위험에 노출될까 걱정스럽다. 

- 나는 온라인 쇼핑시 내 신용카드 정보가 도용될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스럽다. 

- 나는 누군가 내 모든 정보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스럽다. 

개인성향 

(중요도) 

- 주민번호, 이름 등 내 개인정보는 내가 손해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다. 

- 핸드폰 번호 등 내 통신정보는 내가 손해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다. 

- 은행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내 금융정보는 내가 손해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다.  

현상 

(상황별 태도) 

- 나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귀찮게 여긴다. 

- 나는 기업이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한다고 생각한다.  

현상 

(상황별 반응) 

- 기업은 어떤 목적이더라도 정보를 제공한 개인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하면 안된다. 

- 사람들이 특정한 목적으로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회사는 그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기업은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고객정보를 결코 다른 회사에 

제공 또는 판매해서는 안된다.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행동 

-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름, 주소, 전화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알려주지 않는다. 

- 텔레마케팅 전화가 오면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는지 물어보거나 

항의한다. 

- 내 개인정보가 적힌 내용(신용카드영수증, 택배송장 등)을 폐기할 때,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찢거나 검게 색칠한 뒤 버린다. 

 

[표 5]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성향 측정 항목 (PIPI) 

  

  



 

25 

 

설문을 수행한 뒤 산출된 PIPI 점수에 따라 피험자를 5개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분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고안한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성향의 새 분류를 따랐으며, 분류기준은 [표 6]과 같다.  

 

그룹 그룹의 특성 

무관심자  
- 정보프라이버시의 권리나 개인정보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 예) PIPI 점수 60 미만  

소극적 

실용주의자  

- 정보프라이버시의 권리 및 가치를 약간이나마 인정한다. 

- 정보프라이버시에 대한 외부의 접근을 쉽게 허용한다. 

- 예) PIPI 점수 60 이상 70 미만   

적극적 

실용주의자  

- 정보프라이버시의 권리 및 가치를 인정한다. 

- 정보프라이버시 권리와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자신의 이익에 부합될 때 

선택적으로 허용한다. 

- 예) PIPI 점수 70이상 80 미만   

소극적 

보수주의자  

- 정보프라이버시의 가치를 중요하게 판단한다. 

- 정보프라이버시 권리 보호를 제도나 환경을 통해 보호 받기 원한다. 

- 현재의 법, 제도, 환경을 자발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지 않는다. 

- 예) PIPI 점수 80 이상 90 미만   

적극적 

보수주의자  

- 정보프라이버시의 가치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이다. 

- 정보프라이버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자발적으로 한다. 

- 예) PIPI 점수 90 이상  

 

[표 6]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성향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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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페이스북 활발도 

  본 연구에서는 페인 외(Paine et al., 2007) 등이 이용자들의 기존 IT 

관련 경험 및 빈도 등에 따라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행동에 차이가 

있다고 한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페이스북 활발도를 

측정하였다. 100개씩 수집한 페이스북 담벼락 게시글의 갯수와 포스팅 

날짜를 통해 SNS 활발도를 수집하였다. 최근 날짜에서 가장 가까운 

날짜의 게시글과 가장 먼 날짜의 게시글의 시간 정보를 통해, 하루 

동안 평균 업로드한 포스팅의 갯수를 이용자의 페이스북 활발도로 

보았다. 

 

3. 프라이버시 조절도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조절도는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 행동을 정량화하여 측정하기 

위해 본 실험에서 측정 가능한 형태로 조작한 변수이다. 이에 

이용자들에게서 수집한 게시글의 총 갯수와 각각의 글에 적용한 

프라이버시 설정을 통해 구하였다. 페이스북에서 설정할 수 있는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의 종류에 각각 가중치를 매긴 뒤, 해당 

설정을 적용한 게시글의 갯수를 각각 곱한 다음 이용자가 남긴 전체 

글의 갯수로 나눈 값을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조절도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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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SNS 이용자들의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의 

이용 행태를 페이스북 담벼락 게시글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정보프라이버시 염려도를 측정하여 이용자 

집단을 나눈 다음, 이용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 이용 행태와 실제 이용 행태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성향과 실제 기능 이용 행태 사이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용자들의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 이용 행태와 상관 관계가 있는 변수가 무엇인지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해당 변수들을 통해 유형화한 이용자 집단이 실제로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도 함께 밝히고자 한다. 이에 따라,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성향과 실제 

프라이버시 조절도는 상관 관계가 어떠한지 증명한다. 

가설 1.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성향과 이용자들이 인지하는 프라이버시  

조절도는 정적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2.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성향과 이용자들이 실제로 수행하는 

프라이버시 조절도는 가설 1의 상관관계보다 약한 정적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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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문제 1은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성향, 

본인들이 인지하고 있는 프라이버시 보호 행동의 정도와 실제 

페이스북에서 수행하는 프라이버시 조절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정보프라이버시 염려 

정도 및 보호 성향이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행동과 무관하다는 연구와, 

관계가 있다는 연구가 상충하고 있다. 이를 이용자들의 실제 페이스북 

활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접근한 선행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먼저 실시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2. 실제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조절도와 페이스북 활발도는 

정적 관계를 나타내고, 이에 따른 이용자 유형화가 

가능함을 증명한다. 

가설 1.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조절도는 페이스북 활발도와 정적 

관계를 나타내며, [그림 3] 과 같은 2그룹으로 이용자가 유형화 

될 것이다. 

 

[그림 4] 페이스북 활발도와 프라이버시 조절도에 따른 이용자 집단 예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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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 연구문제 2에서 유형화된 이용자집단은 서로 다른 

프라이버시 보호 행동 전략을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가설 1. 이용자 집단에 따라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을 이용 

하는 방식이 상이할 것이다. 

가설 2. 이용자 집단에 따라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 이용 외 

프라이버시 보호 행동 전략이 상이할 것이다. 

 

연구 문제 2와 연구문제 3은 연구문제 1의 가설이 유효할 경우,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조절도와 실제 상관 관계를 갖는 

변수가 무엇인지를 밝혀내기 위해 설정하였다. 선행 연구와 파일럿 

인터뷰 결과, 페이스북 활발도와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조절도와 정적 

관계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또한 페이스북 활발도와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조절도 두 가지 변수를 통한 이용자 유형화가 

가능할 것이며, 각 유형별로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 이용 

방식과 그외 프라이버시 보호 행동 전략에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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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크게 파일럿 인터뷰와 페이스북 담벼락 게시글 및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 이용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이용자 

데이터 정량적 분석, 심층 인터뷰를 병행하여 실험을 구성하였다. 

 

제 1 절 파일럿 인터뷰 

 

  본 실험을 수행하기 앞서,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에서 정보프라이버시 

염려를 어느정도 느끼고 있는지,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 이용 

행태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미리 파악하기 위하여 파일럿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2013년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는 20~30대 학생 및 일반인 총 10명을 대상으로 페이스북 

이용 행태와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 이용을 주제로 온라인 

채팅을 이용해 개방형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대상자 모집은 

페이스북에 인터뷰 참여를 유도하는 글을 올린 뒤 참가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하였다. 인터뷰 결과 이용자의 다음과 같은 변수에 따라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 이용에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성향 

* 페이스북 이용 빈도 및 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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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에서 맺은 친구의 분포 및 친밀도 

* 각 글의 내용 및 글을 올린 목적 

 

  10명 중 3명의 이용자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 민감한 

글을 자주 올린다고 생각하거나, 자신들이 페이스북에 글을 많이 

업로드 한다고 생각하거나, 별로 친하지 않지만 친구를 맺은 사람이 

있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세팅 기능을 많이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10명 중 4명의 이용자들은 본인이 글을 

올리는 것보다는 타임라인에서 다른 사람들의 글을 보는 용도로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글을 자주 올리지 않으며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세팅 또한 전체 공개 또는 친구 공개로 설정해놓는 것 외에 

별개의 수정을 가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의 응답자 중 2명은 페이스북에 글을 매우 자주 

업로드한다고 생각하지만, 딱히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을 조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누구에게나 보여지는 글을 주로 

업로드한다는 이유로 해당 기능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 1명은 페이스북에 글을 자주 업로드하지는 않지만, 친한 

친구들이라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샅샅이 보는 

것이 싫어서 주기적으로 자신이 올렸던 글을 삭제하거나 ‘나만 보기’ 

상태로 글을 돌려놓는 행위를 자주 한다고 응답하였다. 

  파일럿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 사용과 

관계된 요인 중 선행연구를 통해 이미 충분히 검증된 페이스북 이용 

동기 등의 요인을 제외하고, 정량화하여 검증할 수 있는 요인과 심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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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페이스북 이용 빈도 

 페이스북에서 맺은 친구 수 

 페이스북에서 친구를 맺는 기준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성향 

 페이스북에서 글을 쓸 때 주로 신경쓰는 대상 

 

제 2 절 본 실험 

 

1. 웹 설문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 이용에 대한 실증적 조사에 앞서, 

이용자 그룹 도출과 이용자들의 전반적인 기능 사용 여부 및 빈도를 

측정하기 위해 페이스북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성향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약 4일 간 (2013. 11. 28 ~ 2013. 12. 2)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를 수행하기 전, 파일럿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설문 문항 및 선택지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본 설문조사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삼고자 하였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설문지를 업로드 한 다음 공유하기 기능을 주로 사용하여 

설문 응답자를 모집하였다. 또한 보다 폭넓은 연령대와 이용 행태를 

지니고 있는 설문 응답자를 모집하기 위해 레몬테라스, 클리앙, 뽐뿌 등 

대규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설문조사를 함께 진행하였다. 응답자 중 

추점을 통해 음료 기프티콘을 발송함으로써 참여를 독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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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간의 설문 기간동안 총 639명의 응답자가 조사에 참여하였다. 

이중 중복 설문 및 불성실하게 답변한 응답자를 제외한 620명의 

표본을 분석하였다.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성향 설문과 더불어, 피험자의 페이스북 이용 

빈도와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 사용 빈도 등에 대한 설문을 

리커트 5점 척도 및 객관식으로 설문하였다.  

 

2. 페이스북 담벼락 게시글 수집 

  우선 1차 설문에 응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페이스북 담벼락 게시글을 

수집하였다.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 이용 행태를 설문 조사 

응답을 통해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의 실제 

이용 행태를 파악하고, 내용 분석을 함께 진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들의 페이스북 담벼락 게시글을 직접 수집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또한 피험자들이 업로드한 컨텐츠를 오염 없이 수집하기 위하여 

직접적 자료수집 방법인 웹 어플리케이션 수집 장치를 파이썬(Python) 

언어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개발한 수집 장치를 통해 

피험자들로부터 다음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피험자들의 최근 날짜 기준 상위 100개의 담벼락 게시글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 상태 

 피험자의 페이스북 로그인 아이디 (식별자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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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데이터 이외의 다른 정보는 피험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수집하지 않았다. 단, 담벼락 게시글을 추출할 때 외부 애플리케이션에 

의하여 피험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자동적으로 업로드된 메시지(ex. 

게임 초대 게시글), 상태 변경 알림(ex. 직장, 학적 정보 변경 및 연애 

상태 변경), 등 본 연구에서 측정해야 하는 내용과 관계 없는 게시글은 

소거하여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피험자가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 100개가 되지 않을 경우, 피험자가 남긴 글의 갯수 만큼만 

수집하도록 하였다.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성향에 설문에 응답한 620명의 피험자들에게 

페이스북 담벼락 게시글 수집 애플리케이션 실행을 권유하는 메일을 

보냈고, 이에 응한 응답자는 총 78명이었다. 그러나 보다 많은 

이용자들의 실제적인 이용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응답자를 

모집하여 게시글을 수집하였다. 응답자 추가 모집은 페이스북에서 흥미 

위주의 웹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방식을 통해 이틀 동안 이루어졌다. 

1차 설문 응답자 중 게시글 수집에 동의한 응답자 78명을 포함, 총 

750명으로부터 86,295개의 게시글을 수집하였다. 각 이용자들로부터 

담벼락 게시글을 최신순 100개씩 수집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페이스북에 업로드한 총 게시글이 100개가 되지 않는 이용자이거나,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설정한 최소 기간 동안 매우 

많은 게시글을 업로드한 이용자는 100개 이하, 혹은 100개 이상씩 

수집된 경우가 있어 이용자별로 수집된 게시글의 갯수에 조금씩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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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데이터 수집을 위해 제작한 웹 어플리케이션 화면 

 

  각 게시글 별 lowdata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추출하였다. lowdata 

에서 하이라이트 된 부분에서 해당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이를 

가공하여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6] 페이스북 담벼락 게시글 수집시 lowdata 형태 

 

{ 

  "id":"737263213_10151893191323214", 

  "from":{"name":"Nam yujeong","id":"737263213"}, 

  "message":"글 내용" , -> 글 내용 수집 

  "picture":"https://img.png" , 

  "link":"http://facebook.link.com/" , 

  "privacy":{ 

    "description":"??", 

    "value":"??", 

    "friends":"??",  

    "networks":"??", 

    "allow":"??", 

    "deny":"??" -> 프라이버시 설정 상태 수집 

  }, 

  "type":"link", 

  "status_type":"shared_story", 

  "created_time":"2013-12-21T10:13:42+0000", -> 글 업로드 날짜 수집                          

  "updated_time":"2013-12-21T10:13:42+0000",  

  "likes":{ 

    "data":[ 

      {"id":"100001731714694","name":"Kim chulsoo"}, 

    ], 

    

"paging":{"cursors":{"after":"MTIyODIxOTg2MQ==","before":"MTAwMDAxNz

MxNzE0Njk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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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층 인터뷰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용자들을 유형화한 후, 각 이용자 집단별 

대표값에 가장 근접한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이는 유형화한 이용자 집단이 실제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인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며, 이용자들이 인지하는 SNS 인적 

네트워크의 형태와 프라이버시 조절 행동 및 전략이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주된 인터뷰 내용은 전반적인 페이스북 이용 행태와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을 이용하는 방식과 그 빈도, 평소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평소 페이스북을 이용할 때 

신경쓰는 집단의 성격 및 크기가 어떤지를 인터뷰하였다. 그리고 이를 

시각화하기 위해 각 피험자들에게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페이스북 인적 

네트워크의 형태를 자유롭게 그려보도록 권유하여, 이용자들이 어떤 

형태로 이용자들이 페이스북 인적 네트워크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인터뷰는 이용자 집단별 4명씩, 총 12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인터뷰 시간은 각각 최소 15분 ~ 최대 30분 정도로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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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데이터 분석 

 

1.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성향(PIPI) 산출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성향 척도(PIPI) 점수를 산출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이 각 측정 항목의 응답치를 가중치를 고려하여 합산하는 

방식이다. 가중치를 적용한 응답치를 전부 합하였을 때 100이 되는 

내에서 연구자가 자유롭게 배분할 수 있도록 공식이 구성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각 항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였을 때 가중치는 

1.4285714286 이다. 본 연구는 이용자들의 정보프라이버시 염려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셋을 측정하는 것과 정보프라이버시 염려 성향에 

대한 이용자 그루핑을 목적으로 PIPI 척도를 사용하였으므로, 항목별 

가중치에 따로 차등을 두지 않고 모든 항목의 가중치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그림 7]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성향 척도(PIPI) 산출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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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페이스북 활발도와 프라이버시 조절도 산출 

  이용자들에게서 직접 수집한 페이스북 담벼락 게시글을 대상으로는 

페이스북 활발도와 프라이버시 조절도를 산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수식을 적용하여 이용자들의 페이스북 활발도와 프라이버시 조절도 두 

가지에 대한 수치를 산출하였다. 

 

[그림 8] 이용자들의 페이스북 활발도 산출 공식 

 

  프라이버시 조절도를 산출할 때에는 각 프라이버시 설정 별로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각 프라이버시 설정별 가중치는 모두에게 

게시글을 공개하는 설정인 ‘전체 공개’를 1점, 아무에게도 게시글을 

공개하지 않는 설정인 ‘나만 보기’를 14점으로 설정하고, 게시글을 

공개하고자하는 범위가 좁아질수록 1점씩 가중치를 더하는 방식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각 프라이버시 설정의 가중치를 균등하게 

1점으로 설정한 까닭은, 이용자들마다 친구 집단의 크기 및 소속된 

그룹의 크기가 다르고 이용자들의 ‘친구의 친구’ 그룹의 크기는 알아낼 

수 없는 등, 수집할 수 없는 데이터가 필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프라이버시 설정 별로 거리 개념의 가중치를 

두기보다는, 각각의 프라이버시 설정의 단계를 구분한다는 의미로 

1점씩 균등하게 가중치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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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 경우의 수 가중치 

전체 공개 1점 

친구의 친구 공개 2점 

친구의 친구 공개 + 특정인 제외 3점 

친구의 친구 공개 + 특정 그룹 제외 4점 

친구의 친구 공개 + 특정인 제외 + 특정 그룹 제외 5점 

친구 공개 6점 

친구 공개 + 특정인 제외 7점 

친구 공개 + 특정 그룹 제외 8점 

친구 공개 + 특정인 제외 + 특정 그룹 제외 9점 

특정 그룹 공개 10점 

특정 그룹 공개 + 특정인 제외 11점 

특정 그룹 공개 + 특정 그룹 제외 12점 

특정 그룹 공개 + 특정인 제외 + 특정 그룹 제외 13점 

나만 보기 14점 

 

[표 7] 페이스북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에 적용한 가중치 

 

 

[그림 9]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조절도 산출 공식 

 

3. 통계 분석 

  1과 2에서 산출한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성향 척도(PIPI), SNS 활발도, 

프라이버시 조절도를 통해 기본적인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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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기 위한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각 변인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과 일원배치분산분석 

(ANOVA)을, 이용자 집단을 유형화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통계분석 프로그램은 SPSS Statistics 를 이용하였다. 

 

제 4 절 조사자료 검토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응답자의 성별과 

연령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페이스북 이용 빈도 및 

정보프라이버시에 관한 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총 응답자 620명 중 

남성이 352명(56.8%), 여성이 268명(43.2%)로, 남성 응답자의 수가 

다소 높게 집계되었다. 응답자들의 연령대는 10대가 11명(1.8%), 

20대가 419명(67.6%), 30대가 162명(26.1%), 40대가 24명(3.9%), 50대 

이상이 4명(0.6%)로, 20~30대가 전체 설문 응답자 중 94% 가량을 

차지하였다.  

  국제적인 SNS 분석 사이트인 소셜베이커스닷컴 

(http://www.socialbakers.com)에서 2013년 11월 집계한 한국 

페이스북 이용자 통계에 따르면 남성이 57.1%, 여성 42.9%로 남성 

이용자가 여성 이용자에 비하여 다소 높게 집계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실행한 설문 결과와 유사한 성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셜베이커스에서 집계한 한국 페이스북 이용자 중 

18세~24세가 34.7%, 25세~34세 이용자가 28.4%, 35세~44세 이용자가 

12.4%로, 대략 20대~40대 이용자가 75.5%로 집계되고 있는 만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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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의 표본이 다소 20대~30대 이용자에 치우쳐져 

집계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페이스북 활용 빈도 및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활동 빈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 이용자들보다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20대~30대가 본 설문조사에 주로 응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2013년 12월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에서 발표된 국내 SNS 이용 현황 보고서에서도 전체 연령대의 SNS 

이용률이 23.5% 인데 반하여, 20대의 SNS 이용률이 6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집계된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고 해석된다. 

 

구분 변수 빈도 비율(%) 

성별 

남성 352 56.8 

여성 268 43.2 

합계 620 100 

연령 

10~19세 11 1.8 

20~29세 419 67.6 

30~39세 162 26.1 

40~49세 24 3.9 

50세 이상 4 0.6 

합계 620 100 

 

[표 8]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전체 응답자의 80%에 이르는 492명이 페이스북에 자주 접속하는 편

이거나 매우 자주 접속한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72% 이상을 차지

하는 20대가 SNS를 가장 활발히 사용하고, 그중 페이스북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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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반면 페이스북에서 글을 

게시하는 빈도는 이용자들이 전 영역에 걸쳐 상대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설문에서 수집한 페이스북 게시글 업로

드 빈도는 정확한 수치가 아닌, 이용자들이 스스로 페이스북 이용 행태

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표 9] 이용자들이 인지하는 페이스북 이용 빈도 

 

  페이스북의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세팅 기능 사용 여부에 대하여, ‘사

용해 본 적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사용해 본 적 없다’고 응답한 응

답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0.2%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해당 기능을 전혀 사용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69.8%의 설문 응답자가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세팅 기능을 사용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운데, 해당 기능의 사용 빈도에 대해서는 상대적

구분 변수 빈도 비율(%) 

페이스북 

접속 빈도 

거의 접속하지 않는다 20 3.2 

가끔 접속하는 편이다 42 6.8 

보통이다 66 10.6 

자주 접속하는 편이다 155 25.0 

매우 자주 접속한다 337 54.4 

합계 620 100 

페이스북 게시글 

업로드 빈도 

거의 쓰지 않는다 112 18.1 

가끔 쓰는 편이다 138 22.3 

보통이다 145 23.4 

자주 쓰는 편이다 108 17.4 

매우 자주 쓴다 117 18.9 

합계 62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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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응답이 다양하게 분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세팅 기능을 사용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433명 중 ‘자주 쓰는 편이다’

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119명(27.5%)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매우 자주 쓴다’가 117명(27.0%), ‘보통이다’가 97명

(22.4%), ‘가끔 쓰는 편이다’가 73명(16.9%)으로 그 뒤를 잇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분 변수 빈도 비율(%)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 이용 여부 

사용해본 적 없다 187 30.2 

사용해본 적 있다 433 69.8 

합계 620 100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 이용 빈도 

거의 쓰지 않는다 27 6.2 

가끔 쓰는 편이다 73 16.9 

보통이다 97 22.4 

자주 쓰는 편이다 119 27.5 

매우 자주 쓴다 117 27.0 

합계 433 100 

 

[표 10] 표본의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 이용 여부 및 이용 빈도 

 

  페이스북에서 원하지 않는 사람이 내 게시글을 보는 것에 대해 염려

하는 편이거나 매우 염려하는 이용자는 359명(57.9%)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염려 때문에 페이스북에서 조심하여 행동하는 편이거나, 매우 

조심하는 이용자가 438명(70.6%)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페이스북 이용

자들의 상당수가 자신의 사생활 노출 및 개인정보 노출에 대하여 상당

히 염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조심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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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표본의 프라이버시 염려 정도 및 프라이버시 보호 행동 정도 

 

2. 이용자 그룹별 분포 

설문 응답자의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성향 지표(PIPI)에 따라 이용자 

그룹을 구분하였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구분대로 PIPI 지표가 60점 

미만인 이용자 집단을 ‘무관심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이용자 

집단을 ‘소극적 실용주의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이용자 집단을 

‘적극적 실용주의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이용자 집단을 ‘소극적 

보수주의자’, 90점 이상인 이용자 집단을 ‘적극적 보수주의자’ 로 

구분하였다. 

구분 변수 빈도 비율(%) 

나는 페이스북에서 원하지 않는 사

람이 내가 쓴 글을 보는 것이 신경

쓰인다. 

매우 그렇지 않다 48 7.7 

별로 그렇지 않다 81 13.1 

보통이다 132 21.3 

그런 편이다 227 36.6 

매우 그런 편이다 132 21.3 

합계 620 100 

나는 페이스북에서 내 사생활 및 개

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조심하여 행동한다. 

매우 그렇지 않다 11 1.8 

별로 그렇지 않다 45 7.3 

보통이다 126 20.3 

그런 편이다 222 35.8 

매우 그런 편이다 216 34.8 

합계 62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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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웹 설문에 참가한 이용자들의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성향 분포 

 

  총 620명의 웹 설문 응답자 중 3명(0.5%)이 ‘무관심자’, 29명(4.7%)

이 ‘소극적 실용주의자’, 108명(17.4%)이 ‘적극적 실용주의자’, 262명

(42.3%)이 ‘소극적 보수주의자’, 218명(35.2%)이 ‘적극적 보수주의자’로 

분류되었다. 80점 이상의 점수대에 77.5%의 이용자들이 분포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웹 설문에 참가한 이용자들의 ¾ 이상의 프라이버시 보호 

성향이 다소 높게 측정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1] 1,2차 실험에 모두 참가한 이용자의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성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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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1차 웹 설문과 2차 데이터 수집에 모두 참가한 이용자 78명

을 대상으로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성향 분포를 보았다. 각 점수대 분포 

비율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역시 80점 이상의 점수에 80.8%

의 이용자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차 웹 설문 참가자의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 페이스북 데이터 수집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조절도 분포 

 

  다음은 총 750명의 페이스북 게시글 수집 대상자의 프라이버시 조절

도 분포를 보았다. 프라이버시 조절도 점수가 0~2점인 이용자가 245명

(32.7%), 2~4점이 161명(21.5%), 4~6점이 247명(32.9%), 6~8점이 67

명(8.9%), 8~10점이 18명(2.4%), 10점 이상이 12명(1.6%)의 분포를 보

였다. 총 87.1%의 이용자들이 6점 이하의 점수대에 분포되어있는 것으

로 보아, 2차 페이스북 게시글 수집에 동의한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조절도가 다소 낮은 점수대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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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1,2차 실험에 모두 참가한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조절도 분포 

 

  1차 웹 설문과 2차 데이터 수집에 모두 응답한 이용자 78명의 프라

이버시 조절도 분포만 본 결과, 각 점수대별 분포에 다소 차이는 있으

나, 6점 이하의 점수대에 84.6%의 이용자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

아, 2차 데이터 수집에 응한 750명의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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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연구 문제 분석 결과  

 

1. 연구 문제 1의 분석 결과  

연구문제 1.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성향과 실제 

프라이버시 조절도는 상관 관계가 어떠한지 증명한다. 

가설 1.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성향과 이용자들이 인지하는 프라이버시 

조절도는 정적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2.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성향과 이용자들이 실제로 수행하는 

프라이버시 조절도는 가설 1의 상관관계보다 약한 정적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첫 번째 가설인 이용자들의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성향과 이용자들이 

인지하는 프라이버시 조절도가 어떠한 상관관계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가설 1의 검증을 위한 통계분석은 1차 웹 

설문에 참여한 750명의 설문 결과로 실시하였다.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성향 지수(PIPI)와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 사용 빈도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피어슨 상관계수(r)는 0.23으로 약한 정적 관계를 나타

낸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정보프라이버시 염려 지수가 높을 수록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을 다소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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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다음으로는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성향에 따른 이용자 집단 간에 게시

글별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 사용 빈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지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 2의 검증을 위한 

통계분석은 1차 웹 설문과 2차 데이터 수집에 모두 동의한 78명의 설

문 결과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추산한 프라이버시 조절도로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일부 이용자 집단 간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 사용의 

빈도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집단 간 29.881 3 9.960 6.932 .000 

집단 내 613.507 427 1.437   

합계 643.387 430    

 

[표 12] 이용자 집단별 기능 이용의 차이 (일원배치분산분석) 

 

  Scheffe 사후 검정 결과 적극적 실용주의자와 적극적 보수주의자, 소

극적 보수주의자와 적극적 보수주의자 유형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다른 이용자 집단 사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

가 도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성향 지

수(PIPI)가 70점 이상 80점 미만으로 낮게 측정된 이용자 집단 또한 다

른 이용자 집단과 유사하게 해당 기능을 사용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PIPI 점수가 80점 이상인 집단들 사이에서는 어느정도 유의

미하게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 이용 빈도에 대한 차이가 존재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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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두 번째 가설인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성향에 따른 이용자들

의 실제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조절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정보프

라이버시 염려도 설문에 응답하고, 페이스북 게시글 수집에도 동의한 

7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성향에 따른 이용자들의 실제 프라이버시 조절

도는 가설 1의 검증과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용자들의 정보프라

이버시 염려도와 실제 프라이버시 조절도에 대하여 상관분석을 수행한 

결과 피어슨 상관계수(r)는 -0.17로, 약한 부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이용자들의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성향 지수가 높을 수록 이용

자들은 자신들이 프라이버시 보호 행동을 잘 수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으

나, 실제 페이스북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을 통해 추산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보호 행동은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성향에 관계가 없거

나 오히려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성향지수가 높은 집단일수록 프라이버

시 보호 행동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각 관계들이 뚜렷한 정적/부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각 변수들은 뚜렷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처럼 각 변수들간의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페이

스북 이용자들의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성향과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 행동은 크게 관련이 없으며, 약하게나마 가설 1과 2에서 정적/부

적으로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는 결과를 통해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자신

의 정보를 `노출`하느냐 `보호` 하느냐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혼

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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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2의 분석 결과  

연구문제 2. 실제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조절도와 페이스북 활발도는 

정적 관계를 나타내고, 이에 따른 이용자 유형화가 

가능함을 증명한다. 

가설 1.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조절도는 이용자들의 페이스북 

활발도와 정적 관계를 이루며, [그림 3] 과 같이 유형화될 것이다. 

 

  이용자들의 페이스북 활발도와 실제 프라이버시 조절도와의 상관관계

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용자별 페이스북 활발도와 실제 프라이버

시 조절도 사이에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피어슨 상관계수(r)은 0.223

으로, 두 변인 간 약한 정적 관계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페이스

북에 글을 많이 업로드하는 이용자일수록   

  또한 가설에서 설정한 이용자 집단 예상도와 동일하게 이용자 집단이 

유형화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제 페이스북 이

용자 집단이 아래와 같이 두 군집으로 나뉜다면 페이스북 활발도가 높

은 이용자들은 프라이버시 보호 행동 또한 많이 하고, 활발도가 낮은 

이용자들은 프라이버시 보호 행동을 많이 수행하지 않는다는 가설을 검

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페이스북 담벼락 게시글을 수집한 750명의 페이스북 활발도

와 프라이버시 조절도에 따라 k-means 군집분석을 수행한 결과, 예상

과는 다소 다른 군집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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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프라이버시 조절도(x축)과 페이스북 활발도(y축) 산포도 

 

 
군  집 

그룹 1 (n=350) 그룹 2 (n=48) 그룹 3 (n=355) 

페이스북 활발도 1.00 9.21 1.51 

실제 프라이버시 조절도 1.57 4.65 5.30 

 

[표 13]  연구 문제 2를 위한 군집분석 결과 

 

  군집분석 결과, 총 3개의 이용자 집단이 도출되었다. 집단 1과 집단 

2는 이용자 집단 예상도와 같이 페이스북 활발도와 프라이버시 조절도

가 정적 관계를 가지는 집단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집단 1(n=350)

은 하루 평균 1개 정도 글을 업로드하며, 프라이버시 조절도 또한 다른 

이용자 집단보다 현저히 낮게 측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집단 

2(n=48)은 하루 평균 9개 정도의 글을 업로드하며, 프라이버시 조절 또

한 집단 1의 3배 이상 수준으로 높게 측정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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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해보면, 집단 1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글을 적게 업로드하

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염려를 느끼는 상황을 다른 집단보다 적게 경험

할 것이며, 이로 인해 프라이버시 보호 행동 또한 거의 수행하지 않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집단 2는 하루 평균 게시글을 9개

씩이나 업로드하는 만큼, 프라이버시 염려를 느끼는 상황이 집단 1에 

비해 현저하게 높아, 프라이버시 보호 행동 또한 면밀하게 수행하고 있

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5] 군집분석 결과 

 

  그러나 집단 3은 하루 평균 1~2개 정도의 글을 업로드 하지만, 프라

이버시 조절도는 집단 2 이상으로 높게 측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집단 

3은 가설 1에서 예상한 것과 다른 양상을 띠는 집단이기 때문에 연구

문제 3의 분석 결과를 통한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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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문제 3의 분석 결과  

연구문제 3. 연구문제 2에서 유형화된 이용자집단은 서로 다른 

프라이버시 보호 전략을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가설 1. 이용자 집단에 따라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을 

이용하는 방식이 상이할 것이다. 

가설 2. 이용자 집단에 따라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 이용 외, 

프라이버시 보호 전략이 상이할 것이다. 

 

1) 집단의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 이용 행태 비교 

 

 

[그림 16] 집단 간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 이용 비교 

 

  이용자들의 페이스북 활발도와 실제 프라이버시 보호 전략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 문제 2를 위해 도출된 이용자 집단의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보호 전략을 각각 도출하였다. 이용자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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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가 사용한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은 총 9개로, 그 내용과 

집단 간 이용 비율은 [그림 16]과 같았다.  

 

 

 

[그림 17] 집단 1의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을 이용한 

프라이버시 보호 전략 

 

  다음은 프라이버시 조절도와 페이스북 활발도가 모두 낮은 집단 1의 

프라이버시 보호 전략이다. 집단 1이 수행한 전략은 총 6개로, 그중 

‘전체 공개’가 해당 집단이 포스팅한 전체 게시글의 82.7%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친구 공개’, ‘친구의 친구 공개’ 등의 전략을 

취하였고, ‘친구 공개 + 특정인 제외’, ‘나만 보기’, ‘특정 그룹 공개’ 

등의 전략은 매우 적게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집단 1이 수행한 

프라이버시 조절 전략의 8할 이상이 ‘전체 공개’ 인 것을 보아, 이 

집단은 페이스북에 글을 쓸 때 거의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9번에 1번 꼴로 친구 공개, 친구의 친구 

공개, 친구 공개 + 특정인 제외, 나만 보기 등의 전략을 소극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분석하면, SNS 활발도가 

낮고 프라이버시 조절도가 낮은 집단은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이 



 

56 

 

‘전체 공개’ 되어있도록 내버려두고, 다른 프라이버시 조절 행동을 거의 

하지 않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능 사용 

비율만으로는 이들이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SNS 활동 빈도 및 숙련도의 차이 

때문에 해당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인지를 파악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림 18] 집단 2의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을 이용한 

프라이버시 보호 전략 

 

  반면 프라이버시 조절도와 페이스북 활발도가 모두 높은 집단 2의 

프라이버시 조절 전략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집단 2가 수행한 전략은 

집단 1보다 2개가 많은 총 8개로, 집단 1과 같이 ‘전체 공개’가 가장 

비중이 높으나 그 비율이 35%가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반면 ‘친구 공개’, ‘친구 공개 + 특정인 제외’ 전략을 매우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친구 공개 + 특정인 제외’ 전략의 

비율이 3집단 중 가장 높다는 것은, 2 집단의 구성원들이 친구를 맺긴 

맺었으나 내 글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친구가 있거나, 특정인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글을 페이스북에 자주 업로드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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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뿐만아니라 `특정 그룹 공개`, `나만 보기`, `친구의 친구 

공개` 등의 전략 또한 빈도가 매우 미미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집단 2가 다양한 프라이버시 

보호 행동을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을 통해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 공개’ 또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2 

집단은 페이스북에 글을 매우 활발히 업로드 하는 만큼,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은 글과 친구에게 보여주고 싶은 글, 그리고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염려되는 글을 다양하게 업로드 하고 있고 그때마다 

자신이 원하는 프라이버시 전략을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9] 집단 3의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을 이용한 

프라이버시 보호 전략 

 

  집단 3의 전략은 집단 1과 집단 2와는 모두 다른 양상을 보인다. 프

라이버시 조절도는 높으나 페이스북 활발도는 집단 1과 유사한 집단 3

이 수행한 프라이버시 보호 전략은 총 9개로, 3 집단 중 가장 여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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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보호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이 집단은 다른 집단과 달리 

가장 많이 수행하는 프라이버시 보호 전략이 ‘친구 공개’이며, 그 비중

이 50% 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집단에서는 ‘전체 공개’

를 기본으로 하고 선별적으로 ‘친구 공개’ 등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는 

식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반면, 집단 3은 ‘친구 공개’를 기본으로 하고 

자신들이 올린 특정 게시글에 ‘전체 공개’를 수행하여 때때로 그 범위

를 넓힌다는 점이 다른 집단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집단 3의 전략에서 특히 두드러진 특징은 9가지 가장 다양한 프라이

버시 보호 전략을 쓰고 있으면서, 그중 `특정인 제외` 를 함께 수행하는 

방식으로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다. 때문에 이들은 `친구 공개` 를 가장 선호하면서도, 자신들이 맺은 `

친구` 커뮤니티를 점검하고 그중 자신의 글이 보여도 상관 없는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을 구분하여 프라이버시 보호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해

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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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의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 외 프라이버시 보호 행동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 이용 행태로만 알아볼 수 없는 이용

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 행동 행태를 알아보기위해 각 이용자 그룹별 

대표사용자 4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다. 

 

 

[그림 20] 집단 1 대표사용자의 심층 인터뷰 결과 

 

 친구 친구 맺는 

기준 

평균 

글 쓰는 

주기 

주로 쓰는 

글 내용 

주로 쓰는 

프라이버시 

설정 

주 전략 

n1 496 명 

실제로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본 사람 

하루 

1~2 개 

알려주고 

싶은 정보, 

공유하고 

싶은 생각 

100% 

전체공개 

굳이 누군가를 

신경써서 조절하는 

것이 귀찮다 

그냥 글을 안쓰고 

말지. 소통 없는 

사람은 페북이 알아서 

타임라인에서 잘 

필터링 해준다. 

n2 372 명 
누군지 

아는 사람 

1 주일에 

1 개 

잡생각, 

타임라인 

보다가 

공유하고 

싶은  

글 공유 

전체공개 

가끔 친구공개 

사진이나 내 생각을 

올릴때는 친구공개 

가끔 하지만 링크를 

더 많이 올려서 

전체공개가 더 많은 

편. 여기 올라오는 

글은 모두에게 보여질 

각오를 하는 편임. 

진짜 예민한 글은 

절대 안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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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3 463 명 

웬만하면 

만나본 사람 

위주 

1 달에 

5~6 개 

링크, 기사, 

잡생각 

전체공개 

가끔 친구공개 

특정인 제외 

부모님이 페이스북을 

가끔 하시는데 

가끔 부모님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 

외에는 

거의 전체공개 하는 

것 같다. 

n4 585 명 

대강 아는 

사람이면 

모두 

2~3 일에 

1 개 

내 일과 

관련한 글 

내 칼럼 등 

거의 전체공개 

일 관련 글이나 

블로그 글, 내 칼럼을 

주로 올리는데, 

전체공개를 안하면 

타인이 내 글을 

share 할 수 없다. 

그래서 거의 100% 

전체공개 한다. 

 

[표 14] 집단 1 대표사용자의 심층 인터뷰 결과 

 

  집단 1의 평균값에 가장 근접한 대표사용자 4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수행한 결과, 이들이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의 

다른 기능을 잘 사용하지 않고 ‘전체 공개’ 해두는 것은 자신들이 

알려주고 싶은 정보, 내 대외적인 활동 등과 관련된 글을 주로 쓰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때문에 페이스북에서 친구를 맺기는 하지만 

친구와 전체 페이스북 이용자(public), 또는 특정 그룹 등을 신경쓰는 

일이 거의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은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을 통해 프라이버시 상태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굳이 누군가를 신경써서 그것을 조절하는 것이 귀찮다고 

응답하거나, 페이스북에 주로 내가 알리고 싶은 정보성 글, 아무나 봐도 

상관 없다고 생각하는 글을 주로 올리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은 어차피 친구라도 교류가 적은 사람들은 페이스북 타임라인이 

알아서 필터링해주는 알고리즘을 신뢰하거나, 이들은 굳이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을 사용해야 할 정도로 예민하거나, 특정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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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질 염려가 있는 글은 애초에 페이스북에 올리지 않는 방식으로 

프라이버시 보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결과적으로, 집단 

1은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에 대해서는 거의 ‘전체 공개’ 되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업로드하는 글의 성격을 매우 한정적으로 정해놓고 

나머지 글들은 사전에 올리지 않는 ‘사전검열형’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1] 집단 2 대표사용자의 심층 인터뷰 결과 

 

 친구 친구 맺는 

기준 

평균 

글 쓰는 

주기 

주로 쓰는 

글 내용 

주로 쓰는 

프라이버시 

설정 

주 전략 

n1 243 명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 

위주로 

하루 

6~7 개 

정보성 글 

내 잡생각  

여러가지 

거의 

친구공개 

가끔 

전체공개 

가끔 나만 

보기 

친구 정리를 

한다. 그래서 

잡글도 다 친구 

공개 하는편. 다 

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신뢰한다. 

알리고 싶은 

글은 전체공개 

하는편. 

n2 466 명 

아는 

사람은 

거의 다 

받는다 

하루 

10 개  

볼만한 링크 

내 일에 대한 

생각 

각종 사진 및 

잡생각 

친구공개 

친한 

친구만 

공개 

특정인 

제외 

거의 친구공개. 

종종 링크는 

전체공개. 17 명 

정도 진짜 친한 

친구 그룹이 

있어서 예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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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은 여기만 

공개. 

부모님이나 

친척들 제외 

공개.  

n3 415 명 

알고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하루 

7~8 개  

주로 사진 

내 

잡생각이나 

일상 

양질의 

기사나 링크 

친구 공개 

하면서 

특정인 

제외 

가끔 전체 

공개 

반정도 

전체공개, 

반정도 친구공개 

+ 특정인 몇 명 

제외. 이걸 거의 

고정으로 

설정해놓았다. 

친구를 안받을 

순 없고 어쩔 수 

없이 수락해서. 

n4 945 명 

친구 신청 

다 받음 

온라인으로 

아는 

사람도 

친구 맺음 

하루 

8~9 개  

내 생각이 

담긴 긴 글 

내 일상 및 

감정 

각종 사진 

블랙리스트 

제외 

친구 공개 

특정인 

제외 

전체 공개 

블랙리스트 그룹 

항상 제외 + 

친구공개 주로 

쓴다. 회사 얘기 

할 때 회사 

사람을 

제외하기도 

한다. 전체 

공개는 가끔 

쓴다. 

 

[표 15] 집단 2 대표사용자의 심층 인터뷰 결과 

 

  집단 2의 평균값에 가장 근접한 대표사용자 4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수행한 결과, 이들은 하루에 페이스북에 매우 여러개의 

글을 올리는 만큼 정보성 글, 평소 생각, 지금의 상태, 자신의 업무 

관련 글 등 다양한 주제의 글을 올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이 어떤 글을 올리는지에 따라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을 매우 기민하게 조절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이들은 자신이 업로드 하는 글이 무엇이든 모두 봐도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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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친밀한 집단과, 웬만하면 자신의 페이스북 활동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블랙리스트의 구분을 확실히 하고 있었다. 이들은 페이스북 

활동을 매우 활발히 하는 만큼 친밀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친구를 

맺은 사람들이 일정하게 있으나, 친구를 맺지 않거나 친구 삭제를 하면 

자신이 상대를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상대가 알게될까봐 ‘친구 

공개 + 특정인 제외’ 설정을 주로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이들 

중 일부는 이따금 자신이 매우 민감하거나 개인적인 글을 올린다고 

생각될 때에는 ‘내 모든 글을 봐도 상관 없는’ 사람들에게만 

선택적으로 글을 공개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이런 전략을 쓰는 

이용자들은 미리 ‘친한 친구’나 ‘센거 보여도 되는’ 등의 이름으로 

그룹을 만들어서 이를 주기적으로 관리한다고 응답하였다. 

  결과적으로 집단 2는 자신이 쓰고 싶은 글은 웬만하면 페이스북에 

모두 업로드하는 대신, 그때그때 자신이 어떤 글을 올렸는지 파악하고 

이에 따라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을 통해 자신의 글을 보여줄 

사람을 그때그때 선택적으로 설정하는 ‘임기응변형’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2] 집단 3 대표사용자의 심층 인터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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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친구 맺는 

기준 

평균 

글 쓰는 

주기 

주로 쓰는 

글 내용 

주로 쓰는 

프라이버시 

설정 

주 전략 

n

9 
172 명 

연락을  

주고 받는 

사람들 

위주로 

하루 

1 개 

내 생각,  

일상 위주 

주로 

친구공개 

특정인 제외 

나만 보기 

친구를 한번씩 

정리한다. 유머자료 

등 자주 보지만, 내 

활동을 노출하기 

싫어서 절대 

좋아요나 공유 

누르지 않는다. 

글을 다 써놓고 

걱정되어 올리지 

않거나, 일기처럼 

나만 보기로 쓴다. 

n

1

0 

232 명 아는 사람 
일주일에 

2~3 개 

볼만한 링크 

내 일에 대한 

생각 

각종 사진 및 

잡생각 

가끔 

전체공개 

거의 

친구공개 

아주 가끔 

나만 보기 

모르는 사람이 내 

계정을 봤을때 

커리어적인 면모만 

보였으면 좋겠다. 

일 관련 링크, 

졸업식 사진 등은 

전체공개. 일상들은 

친구공개, 태그당한 

사진은 담벼락에 

안올라오도록 관리. 

n

1

1 

176 명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위주 

이틀에 

1~2 개 

정보성 링크 

일상 사진 

부모님이나 

친척 제외 

가끔 나만 

보기 

가족이나 

친척에게는 별것 

아닌데도 보여지기 

껄끄러워서 자주 

제외하게 된다. 

메모하기 위한 

용도로 나만 보기 

기능을 가끔 씀. 

n

1

2 

191 명 친구만 

하루 

2 개 

정도 

이런저런 잡담, 

주저리 

생각, 일상 

사진 위주 

주로 친구 

공개 

회사 사람들 

제외 

가끔 나만 

보기 

일상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가끔 회사 

사람들 신경쓰여서 

보이지 않도록 

설정하거나, 나중에 

나만 볼 수 있도록 

돌리는 편이다. 

  

[표 16] 집단 3 대표사용자의 심층 인터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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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3의 평균값에 가장 근접한 대표사용자 4명을 대상으로 심층인

터뷰를 수행한 결과, 집단 3은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 것보다 다른 사람

의 페이스북 활동을 보거나 각종 정보성 페이지의 글을 열람하는 활동

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집단들이 가장 많이 수행하는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이 `전체 공개`인 것에 비해, 집단 3은 ‘친구 

공개’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집단 3은 페이스북 친

구를 맺는 기준이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엄격했다. 다른 집단의 이

용자들이 ‘아는 사람’ 정도의 기준을 갖고 친구를 맺는다면, 집단 3은 

‘현재 나와 연락을 주기적으로 주고 받는 사람’ 정도로 친구 관리를 상

대적으로 엄격하게 하고 있었다. 또한 맺은 친구라도 주기적으로 친구

를 삭제하는 등 친구를 관리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내 페

이스북 활동을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이 보는 것이 싫다.’ 라는 응답을 

매우 자주 하며, 심지어 자신이 쓴 게시글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본 게시

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쓰는 행위도 때때로 삼간다고 응답하

였다. 이는 자신의 활동이 친구의 타임라인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싫

어하기 때문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그런 만큼 자신이 업로드한 글의 많은 비율을 ‘친구 공개’ 하

는 것은, 자신이 현재 페이스북에서 맺고 있는 친구에 대한 신뢰가 그

만큼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제하

기엔 애매한 친구라든가, 부모님 등 특정인이 볼까봐 걱정되는 글을 업

로드 할 때에는 ‘친구 공개 + 특정인 제외’ 기능을 이따금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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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집단 3은 친구를 주기적으로 정리하거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릴 때 집단 1과 같이 ‘사전 검열’하는 특징을 보이는 것과 동시에, 집

단 2와 같이 페이스북의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을 사용하여 자

신의 글을 보여줄 사람을 그때그때 선택적으로 설정하는 ‘임기응변형’ 

특징또한 함께 보이고 있다고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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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연구 의의 

 

제 1 절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을 어

떤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이 기능을 통해 개인의 정보프라이버시 

염려를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작하였다. 이에, 이

용자들의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성향과 실제 페이스북에서의 정보프라이

버시 보호 행동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을 것이며, 페이스북에 글을 업로

드하는 빈도와 정적 관계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특히 

페이스북에서의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행동에 따른 이용자 유형을 밝히

고, 이용자 집단 별로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1. 연구문제 1 분석 결과 

  이용자들의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성향과 이용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프라이버시 보호 행동의 정도는 정적 관계를 나타내어,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성향이 높은 이용자일수록 자신들이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행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성향과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 이용 정도를 수치화한 프

라이버시 조절도는 오히려 매우 약한 부적 관계를 나타내어, 이용자들

의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성향과 실제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 

이용과의 관계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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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2 분석 결과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조절도와 페이스북 활발도는 정적 관계를 나

타내었다. 또한 이에 따라 ‘페이스북 활발도가 낮으면서 프라이버시 조

절도가 낮은’ 집단과, ‘페이스북 활발도가 높으면서 프라이버시 조절도 

또한 높은’ 집단으로 이용자 유형화가 될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나, 실제 

이용자 유형은 ‘페이스북 활발도가 낮으면서 프라이버시 조절도가 낮은’ 

집단 1, ‘페이스북 활발도가 높으면서 프라이버시 조절도 또한 높은’ 집

단 2, ‘페이스북 활발도는 낮지만 프라이버시 조절도는 높은’ 집단 3으

로 유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연구문제 3 분석 결과 

  페이스북 이용자 유형은 사전 검열형, 적극적 임기응변형, 사전 검열

&임기응변형으로 유형화 할 수 있었다. 

  사전 검열형 이용자의 경우, SNS를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용하지 않

고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 사용 또한 거의 이용하지 않는 유형

이다. 이들은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을 대부분 ‘전체 공개’로 두고, 

남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이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 경

우에는 거의 글을 쓰지 않고, 그에 따라 페이스북에 글을 자주 업로드

하지 않는 특성을 보였다. 

 임기응변형 이용자의 경우, SNS를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사용하면서 프

라이버시 조절 기능 또한 활발하게 사용하는 유형이다. 이들은 어떤 글

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전체 공개’, ‘친구 공개’, 그리고 친한 친구 공개, 

블랙리스트 제외 등의 기능을 다채롭게 사용하는 특성을 보였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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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페이스북에 하루 평균 9~10개의 글을 올리며, 평균 친구 수도 많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이 올리는 글의 성격을 바로 파악하고, 자신들이 

맺은 페이스북 친구를 머릿속에서 다양한 층위로 구분하여 프라이버시 

전략 또한 바로바로 수행하는 적극적 임기응변형 특징을 지닌다. 

  마지막으로 사전검열+임기응변형 이용자는 SNS를 상대적으로 활발

하게 이용하지 않으면서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 사용은 활발하게 사용하

는 유형이다. 이들은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을 주로 ‘친구 공개’로 

두고, ‘전체 공개’를 상대적으로 기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종합하면,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페이스북에 글을 업로드하는 빈

도에 따라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 이용에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 또한 각 이용자 집단 별로 페이스북에서 수행하는 프라이버

시 조절 행동 양식또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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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극단적으로 많은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SNS인 

페이스북에서, 이용자들이 프라이버시 보호 행동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유형화 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포화상태에 이른 SNS인 페이스북에서 ‘노출과 공유’, ‘보호와 

염려’ 사이를 조율하는, 전에 없이 변화된 SNS 이용자들의 행동 양식을 

유형화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디 커뮤니케이션학 영역에서 주로 행해지던 정보프라이버시 

연구를 페이스북의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HCI적인 

관점으로 접근했다는 측면에서 융합 연구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또한 

기존 정보프라이버시 관련 연구에서 행해지던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와 같은 정성적인 연구방법 뿐만 아니라, 실제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80,000여개의 게시글 데이터를 토대로 이용자를 

유형화하고, 각 집단의 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시의성 및 방법론적 의의를 지닌다. 

  셋쩨, 비교적 최신에 업로드 된 기능이라 기존 페이스북  

정보프라이버시 관련 연구에서 드물게 논의되던, 이용자들의 행동 

양식을 보다 자세하고 면밀히 관찰할 수 있는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조절 기능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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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는 자연어 처리 등의 방법론적 한계 때문에 80,000건이 넘는 

이용자들의 페이스북 게시글 내용 수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 

게시글의 프라이버시 설정 상태와 비교/대조하는 방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이를 비교적 적은 표본(n=12)의 심층 인터뷰에 의존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이용자들이 업로드한 게시글의 

내용분석이 더해진다면 더욱 타당성 있는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게시글별 프라이버시 설정 상태의 가중치를 설정하는 부분에서, 

관련 선행 연구가 전무하고 각 이용자들의 ‘친구의 친구’, 각 

이용자들이 속한 ‘특정 그룹’ 등의 크기를 일일이 측정할 수 없는 

근원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각 단계별 가중치를 단편적으로 

설정할 수 밖에 없어,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조절도를 수치화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리고 심층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페이스북에 아예 글을 업로드하지 않는’ 프라이버시 보호 

행동은 페이스북에 업로드된 게시글을 통해서는 애초에 수치화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녔으며, 이는 실험 설계에서의 한계로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이용자 집단을 유형화할때 K-means 군집분석을 수행하며, 

초기에 가능한한 많은 군집을 설정하고 차후 특이값을 소거하거나 

유사도가 높은 그룹을 합치는 방법으로 최후 군집분석의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방법론적 한계가 있었다. 차후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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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개의 군집방법을 적용하여 여러 방법에서 도출된 결과가 

유사한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용자 유형화를 보다 안정되고 

면밀하게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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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imed to find how the Facebook members use the privacy 

settings and how the privacy concerns about personal information is 

dispelled while using this setting. An hypothesis was set that there is no 

correlation between willingness of privacy information protection of the 

users and what they do for their privacy information protection on 

Facebook, rather there is a correlation with the posting frequency on 

Facebook. Particularly, we wanted to identify user patterns depending 

on their behavior to protect their privacy information on Facebook and 

what kind of characteristics they are showing for each user group. 

 

  The results of analyses showed that though users of willing to protect 

their privacy information have been considered to protect their pers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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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tightly, but they were not active in the use of the privacy 

settings. 

  Facebook users can be classified as a ‘Pre-censorship type’ , a 

‘Willing adaptation to circumstances type’, and a ‘Pre-censorship plus 

Willing adaptation to circumstances type’. The ‘Pre-censorship type’ 

are not comparatively active users of SNS and seldom set the privacy 

setting. These people mostly leave the privacy setting at 'public' and do 

not post their personal things when they do not want to share the 

information, showing that they are not posting actively.  

  In case of ‘Willingly to adapt to circumstances type’, they are active 

users of Facebook and control their privacy by using the privacy setting 

offered by Facebook. They set their postings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them, such as 'public,' 'friends,'  'custom,' or 'block the specific 

persons.' The people in this group upload 9-10 postings a day and have 

many 'friends.' They identify at once the contents of their writing, and 

think about their friends of Facebook and classify immediately to 

whom the post will be open, reacting quickly to the circumstances. 

  Finally, the thirdly classified people, who show both pre-censorship 

as well as adaptation to circumstances, use the privacy setting actively 

while they do not use SNS very often. They primarily set the privacy 

setting to 'friends' as the default and relatively avoid to set 'public.' 

These results show that the use of the privacy setting on Facebook 

appears to be depend on the frequency of posting. In addition, each 

group of the types shows a pattern in their privacy protection. 

  This study classify the types of Facebook users based on the real 

behavior of the users regarding the privacy setting on Facebook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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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the users, which provides 

the timeliness as well as methodological significance. This study also 

has significance for examining closely the behavior pattern of the users 

focusing on the post privacy settings, since existing studies on the 

subject of SNS privacy information protection lack the discussion 

between the pattern of users and their behavior on the privacy setting. 

 

 

Key words : SNS, information privacy, Post privacy settings, 

           privacy concerns, behavior of privacy protection 

Student Number : 2011-22765 


	제 1 장 연구 배경 및 목적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 2 절 정보프라이버시와 염려에 대한 연구 
	제 3 절 프라이버시 보호 행동에 대한 연구 
	제 4 절 SNS 이용자의 정보프라이버시 염려 및 보호 행동에 대한연구 
	제 5 절 주요 변수 구성 
	1.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성향 
	2. 페이스북 활발도 
	3. 프라이버시 조절도 


	제 3 장 연구 문제 
	제 4 장 연구 방법 
	제 1 절 파일럿 인터뷰 
	제 2 절 본 실험 
	1. 웹 설문 
	2. 페이스북 담벼락 게시글 수집 
	3. 심층 인터뷰 

	제 3 절  데이터 분석 
	1.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성향 산출 
	2. SNS 활발도와 프라이버시 조절도 산출 
	3. 통계 분석 

	제 4 절  조사 자료 검토 
	1. 표본의 특성 
	2. 이용자 그룹별 분포 


	제 5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연구 문제 1의 분석 결과 
	제 2 절 연구 문제 2의 분석 결과 
	제 3 절 연구 문제 3의 분석 결과 

	제 6 장 결론 및 연구 의의 
	제 1 절 연구 결과 요약 
	제 2 절 연구의 의의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