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배제가 프라이버시 염려와 개인정보 제공의도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통제감을 중심으로

전수지1, 정혜욱2*
1충남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2충남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The effect of social exclusion on privacy concern and intention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Focused on perceived sense of 

control
Sooji Jeon1, Hyewook Jeong2*

1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 경험이 프라이버시 염려와 개인정보 제공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그 과정
에서 지각된 통제감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배제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염려
를 증가시키고, 개인정보 제공의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배제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염려와 
개인정보 제공의도에 미치는 지각된 통제감의 조절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지각된 통제감으로 인해 사회
적 배제가 프라이버시 염려와 개인정보 제공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배제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염려와 개인정보 제공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지각된 통제감이 사회적 배제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기존의 프라이버
시 관련 연구 분야에서 개인의 심리적 요인도 영향 변수로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 사회적 배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통제감, 프라이버시 염려

Abstract  This study has investigated how social exclusion affects privacy concerns and intention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And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sense of control in 
the proces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social exclusion increases users' privacy concerns and 
reduces the intention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In addition, it was verified that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exclusion on the privacy concerns and intention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was 
significant. In other words, it was proved that sense of control can reduce the influence on privacy 
concerns and personal information provision intentions due to social exclusi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uggest that social exclusion can act as a factor influencing privacy concerns and intention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and that perceived control can reduce the effect of social exclusion.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ndividual psychological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as influencing variables in privac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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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 사용과 온라인 

서비스의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환경의 변화와 중
요성을 반영한 다양한 법과 정책들이 생겨나고 있다. 
2018년 5월, EU(유럽연합)에서는 회원국 간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및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권리 강화
를 목적으로 유럽연합 전역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일
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이 본격 시행되었다.

국내에서도 2020년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
보의 범위를 명확화하는 등의 신기술 활용 촉진과 안전
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렇듯 국내외에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법과 체계를 정비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다양한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국내의 한 
기업이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면
서 정보 주체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 등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 이는 기업들에게 정보 주체
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지시켜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
들은 변화하는 법과 정책에 맞춰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활용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듯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인
식이 변화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에게는 고객의 개인정보
를 수집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정보 주체들로부터 동의
를 얻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
요해졌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
서 정보 주체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과거 선행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 요인이 개인의 정보
제공 행동에 연구를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연구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과거 인터넷이 발달하기 시작하
던 초기와 SNS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때에 주로 
이루어졌고, 현재의 정보 주체의 권리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과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주목받는 최근의 
흐름에서는 개인의 정보 제공 행동 및 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프라이버시 요인과 다른 영향 요인들에 대한 다양
한 차원의 연구가 부족하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은 개인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 
이전의 경험으로부터 축적된 개인의 내재된 염려를 반영

하기 때문에 단순히 프라이버시 염려 요인에 대한 분석
뿐 아니라 개인의 경험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도 초점을 
맞추어 함께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 중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프라이버시 보
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프라이버시 염려라는 요인과 
더불어 개인적 특성 및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
회적 배제의 효과도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프라이버시 염려

프라이버시란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적인 일, 또는 그
것을 남에게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1890년 미국
의 ‘Harvard Law Review에서 주장한 ‘혼자 있을 권리’
가 지금의 프라이버시 권리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
한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과거 연구에서 프라이버시는 크게 ‘혼자 있을 권리’, 
‘지각된 이득과 교환될 수 있는 상품’, ‘사람에게 제한된 
접근 상태’, ‘자신의 접근에 대한 선택적 통제’의 네 가지 
관점으로 구분하고 있다[1]. 초기의 프라이버시 개념은 
사적 공간에 대한 물리적 침해와 관련된 개인의 권리가 
포함된 법률적인 관점에서의 개념이 강조되었다면, 온라
인에서는 프라이버시의 정보적 측면이 강조된 정보 프라
이버시라는 용어의 등장과 함께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
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내포한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혼자 있을 권리’에서 시작한 프라이버시 권리
는 정보·통신 등의 발달로 인해 스스로 공개한 개인정보
나 사생활에 대해서도 통제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최근
에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인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현대사회에 들어 소비자들이 정보 주체로서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
키려는 노력과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의 개인정보는 점점 그 범위가 확
대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수집할 수 없었던 정보들도 기
술의 발달로 인해 개인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더 많은 
개인정보가 수집되거나 유통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개인
정보의 오남용 등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와 
관심뿐 아니라, 이를 위한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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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들은 종합되어 프라이버

시 염려로 나타나는데, 프라이버시 염려란 자신의 의지와
는 무관하게 외적 환경의 변화에 의해 프라이버시가 침
해당하는 것에 대한 걱정을 말한다[2-4]. 프라이버시 염
려는 특히 온라인상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다양한 
연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프라이버시에 대해 염려
하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는 의사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5]. 

프라이버시 염려는 보호 행동으로도 나타나는데, 정보 
공개에 대한 염려가 증가할수록 개인정보를 위조하거나 
제공하지 않으며[6], 온라인 프라이버시 염려 수준이 높
을수록 프라이버시 보호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고[3], 프
라이버시 염려가 높아지면 개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7].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 프라이버시 염려 요인이 신뢰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우
려하고 있는 정도가 큰 사람일수록 본인의 정보를 사용
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8], IoT(Internet 
of Things) 환경에서는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려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9].

2.2 사회적 배제
매슬로우가 주장한 사회적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 

중 하나로 가족, 친구, 친척 등과 관계를 맺고 원하는 집
단에 소속되고 싶어 하는 욕구를 말한다. 사회적 욕구가 
인간의 기본적 욕구라는 것을 증명하듯 사람은 누구나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개념이 오래전부터 부정
할 수 없는 사실로 여겨졌듯, 인간의 일상적인 생각, 감정 
및 행동은 사회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딘가에 
소속되거나 타인과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기 원한다[10].

하지만 인간이 이러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적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사회에 소속되지 못하거나 
배제되고, 사회적 연결이 위협받거나 단절되면 신체적·심
리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며[11], 긍정적 영향이 
감소하고 부정적 영향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인다[12]. 

이렇게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는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누군가로부터 소외되거나 사회적 관
계 또는 유대가 끊어지는 경험이나 사회적 거부 또는 무
시거나 배척되는 것을 의미한다[10]. 또한 이전의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배제는 인간이 사회적으로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뿐 아니라 소속감, 자존감, 존재 의미, 그리고 
통제감 등의 다른 근본적인 욕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10, 12-14].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 
영향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데, 기존의 연구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은 주로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배제가 반사회적 행동을 일으킨다는 선행연구
를 살펴보면 사회적 배제는 분노와 반사회적 행동을 유
발하는데 이는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 부정
적 정서를 유발하기 때문에[15, 16],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인지적 결핍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17]. 불
공정한 이유로 인하여 부당하게 배제된 사람들은 더 큰 
분노와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18, 
19],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포용될 가능성에 따라 
소속 욕구를 충족시킬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기적인 행
동과 적대감과 같은 행동을 나타냈다[20]. 

또한 거부(rejection)는 포용(acceptance)보다 더 큰 
분노, 슬픔 및 상처와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켰으며 거부
자에 대한 공격 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더 많은 부정적인 반응을 일
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5]. 

더불어 온라인상에서의 무시되거나 배제되는 경험인 
사이버 배척(cyber-ostracism)도 인간의 근본적 욕구인 
소속감, 자존감, 통제감 등에 대해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21]. 즉, 사회적으로 소속되지 못
하고 배제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은 부정적 정서 반응
으로 인해 인지적 정보처리가 감소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2.3 사회적 배제와 통제감
많은 소비자는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후 구매하려는 

서비스나 상품이 변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사회
적으로 배제된 형태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통제감을 회복
하기 원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사회적 배제는 4가지의 기초적인 인
간의 욕구라고 할 수 있는 소속감, 통제감, 자부심, 존재
감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밝혀냈다[12]. 따라서 자신
에 대한 욕구가 위협되는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 자신의 통제감을 찾기 위한 행동의 변화들을 경험
하게 된다[22].

여기서 통제감이란, 개인이 내면과 행동 등 자신을 둘
러싼 환경에 대해 자신이 통제감을 갖고 있다는 믿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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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의되며 인간 행동의 추진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통제감과 관련한 연구에서 통제감을 가진 사람들은 공격
에도 덜 취약하고[23],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큰 자신감
을 갖고 있으며[24], 진화론적 관점에서도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면 생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
었다[25]. 즉, 사람들은 통제감이 손상되었을 경우, 심리
적 또는 신체적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26-28].

따라서 사회적으로 배제된 상황에서는 사회적으로 맺
어진 관계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주변 환경에 대한 개인의 지배력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통제감이 손상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29]. 즉, 사회적 배
제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개인의 이해와 다른 사람들과
의 상호작용을 제한하고, 동시에 더 많은 인식의 제약을 
초래하게 되며 이는 개인의 통제감을 손상시킨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배제는 더 낮은 지각된 통제를 초
래하며, 통제감이 심리적 반응 이론과 일치하는 개인의 
결정적인 인간의 기본적 욕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30, 
31], 개인이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 통제감의 부족으로 인
한 불편한 긴장을 경험하며, 통제감을 되찾기 위한 시도
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6, 31, 32].

3. 연구가설의 설정과 연구모형
3.1 연구가설의 설정

사회적 배제는 사회적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사회적 
연결이 위협되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부정적 영향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이게 된다[11]. 

이러한 사회적 배제는 온라인상에서도 인간의 근본적
인 욕구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21], 이는 온라인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개인에게 위
협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용자는 부정적 정서 반응을 경험하게 되고, 인지적 정
보처리가 감소하며 부정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결과를 보
인다[17].

같은 맥락에서 온라인에서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상
황에서도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개인은 자신의 욕구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되고, 그 결과 외적 환경요인에 의해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즉, 사회적 배제 경험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염려를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 또한 
감소시킬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 경험
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염려와 개인정보 제공의도에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과 가설 2를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가설 1. 사회적 배제 경험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염
려를 증가시킬 것이다.

가설 2. 사회적 배제 경험은 사용자의 개인정보 제공
의도를 감소시킬 것이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 사회적 배제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위협함으로써 지각된 통제를 낮게 인식하게 만들
고, 이로 인해 통제감을 되찾기 위한 시도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20, 31, 3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용자에게 통제감을 지각시킨다면, 사회적 배제
가 프라이버시 염려와 개인정보 제공의도에 미치는 영향
력이 지각된 통제감으로 인해 감소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즉, 사회적 배제가 프라이버시 염려와 개인
정보 제공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각된 통제감으로 인
해 조절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3과 그에 따
른 3-1과 3-2를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가설 3. 사회적 배제가 프라이버시 염려와 개인정보 
제공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통제감의 조
절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가설 3-1. 통제감은 사회적 배제가 프라이버시 염려
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것이다.

가설 3-2. 통제감은 사회적 배제가 개인정보 제공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것이다.

3.2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 배제가 프라이

버시 염려와 개인정보 제공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고, 이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통제감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가설 1과 2, 가설 3-1과 
3-2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모형은 아래의 그
림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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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방법
4.1 자료수집 대상과 방법

본 연구에서의 가설 검증을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2021년 5월에 2주간 참가자를 모집하였고, 응답은 코로
나(COVID-19)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수집하였다.

4.2 실험 설계
본 연구에서의 가설 1과 2를 증명하기 위해 사회 과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피험자간 실험(Between 
subject design) 방법을 채택하였고, 각각의 조건의 참
가자들에게 관찰하고자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조건을 만
들어주는 조작(Manipulation)을 실시하였다.

먼저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참가자 집단과 사회적 배
제를 경험하지 않은 통제군으로 2개의 조건을 설계하고, 
각 조건의 참가자들이 각각 프라이버시 염려와 개인정보 
제공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참가자들은 사회적 배제 집단(Social exclusion 
condition)과 통제 집단(Control condition)에 무작위
로 배정되었으며, 각 조건에 맞게 조작(Manipulation)
을 실시하였다.

각 조건에 맞는 조작(Manipulation)을 위해서는 사
회적 배제와 관련된 과거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조작 방
법을 본 연구에 맞게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먼저 사회적 
배제 조건의 참가자들에게는 과거에 자신이 사회적으로 
배제된 경험에 대해 떠올리도록 한 후, 그때의 상황과 생
각, 감정을 서술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배제
를 경험하지 않는 통제 집단의 참가자들에게는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떠올리도록 한 후, 그때의 상황과 생
각, 감정을 서술하도록 지시하였다[33]. 

참가자들에 대한 조작을 실시한 후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실험에 참여한 집단의 참가자들이 각 
조건에 맞게 조작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작점
검(Manipulation check)도 실시하였다. 

조작점검은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측정 문항을 활용하
였고, 문항의 내용은 각각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제
되었다고 느낀다.”,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었다
고 느낀다.”,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 “나는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느낀다.”는 4가지 문항(α =.87)으로,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음, 7=매우 그러함)를 활용하여 
응답하도록 지시하였다[34].

이후 실험 참가자들에게 가상의 ‘메일’ 서비스 어플리

케이션을 만들어 자극물을 제공하고, 본 연구에서 증명하
고자 하는 프라이버시 염려와 개인정보 제공의도를 측정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자극물은 서비스 성격에 따른 영
향을 줄이기 위해 중립적인 형태의 ‘메일’ 어플리케이션
을 가상으로 제작하여 활용하였다.

Fig. 2. Virtual Mail service 
application

참가자들에게 자극물을 보여준 후 가설에서 주장한 바
를 증명하기 위해 자극물로 제작된 가상의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의도를 묻는 “당신은 위 서
비스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사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음, 
7=매우 그러함)를 활용하여 응답하도록 지시하였다.

다음으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염려를 측정하기 위해 
과거의 연구에서의 측정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적용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각 문항의 내용은 “나는 위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제공된 개인정보가 제공한 목적 외의 용
도로 사용될까 걱정된다.”와 “나는 위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를 나의 동의 없이 다른 곳에 판매
하거나 공유할까 걱정된다.“라는 내용이었고, 사용자들은 
각 문항에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음, 7=매우 그러
함)로 응답하였다[35].

이후 가설 3에서 주장한 통제감(sense of control)의 
조절 효과 측정을 위해서도 가설 1과 2를 증명하기 위해 
활용된 방법과 같이 피험자간 실험(Between subject 
design) 방법을 채택하여 2(사회적 배제 vs. 통제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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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높은 통제감 vs. 낮은 통제감) between subject 
design의 총 4개의 조건을 설계하였다. 이후 각각의 집
단에 참가자들을 무작위로 배정하고 각각의 조건에 맞는 
조작(Manipulation)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배제 조건의 
조작을 위해서는 가설 1과 2에서 활용된 방법을 활용해 
조작을 실시하였고, 통제감 조건 조작을 위해서는 중립적
인 형태의 ‘메모’ 서비스를 높은 통제감 집단(High sense 
of control)과 낮은 통제감 집단(low sense of control)
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자극물을 제작하여 제공하였다. 

Fig. 3. Virtual Memo service application 
(High & Low sense of control)

낮은 통제감 집단에게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 
동의 여부 혹은 항목 선택이 불가능한 형태의 자극물을 
제공하고, 높은 통제감 집단에게는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동의’하거나 ‘미동의’ 할 수 있고, 추가로 
어떤 개인정보 항목들을 제공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
록 하는 높은 통제감을 부여하였다.

이후 제시된 자극물에서 집단별로 통제감에 대한 조작
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신은 위 서비스 
사용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 당신에게 선
택할 수 있는 권한과 통제력이 느껴지십니까?”의 문항에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음, 7=매우 그러함)를 활용하
여 응답하도록 지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가상의 ‘메모’ 서비스에 대한 프라
이버시 염려와 개인정보 제공의도의 측정을 위해서는 ‘메
일’ 서비스에 대한 프라이버시 염려와 개인정보 제공의도
를 측정하는 문항과 동일한 형태의 문항을 제공하여 응
답하도록 지시하였다.

5. 연구결과
5.1 연구대상의 특성

본 연구에서의 가설 검증을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총 104개의 응
답 중 불성실한 응답지를 제외한 92개의 유효한 결과의 
응답자 성별은 남자 53.3%(49명), 여자 46.7%(43명)로 구
성되었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Category Frequency Proportion(%)
Gender Male 49 53.3

Female 43 46.7

Age

Less than 25 41 44.6
26-30 17 18.5
31-35 27 29.3
36-40 3 3.3

More than 41 4 4.3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5.2 실험 결과 및 논의
5.1.1 사회적 배제가 프라이버시 염려와 개인정보 
     제공의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사회적 배제가 프라이버

시 염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1을 증명하기 위해 
사회적 배제 집단(social exclusion condition)과 통제 
집단(control condition)의 2개의 조건으로 집단을 나
누어 프라이버시 염려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Factor N Mean SD t P
Social exclusion condition 52 5.26 1.35

3.114 .002**
Control condition 40 4.31 1.58
*p<0.05, **p<0.01, ***p<0.001

Table 2. Two independent sample t-test analysis 
results for Privacy concern

분석결과 사회적 배제 집단의 프라이버시 염려
(m=5.26)가 통제 집단의 프라이버시 염려(m=4.3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했다(t=3.11, 
p<.05). 이 결과는 사회적 배제 경험이 사용자의 프라이
버시를 염려를 증가시킨다는 가설 1에서의 주장을 증명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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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사회적 배제 경험이 개인정보 제공의도를 감

소시킬 것이라는 가설 2를 증명하기 위해 가설 1을 증명
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사회적 배제 집단과 통제 집단 간
의 독립표본 t 검정을 시행하였다.

Factor N Mean SD t P
Social exclusion condition 52 3.26 1.59 -2.846 .005**
Control condition 40 4.25 1.69
*p<0.05, **p<0.01, ***p<0.001

Table 3. Two independent sample t-test analysis results 
for Intention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분석결과 사회적 배제 집단의 개인정보 제공의도
(m=3.26)가 통제 집단의 개인정보 제공의도(m=4.25) 보
다 낮게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2.84, p<.05). 이는 사회적 배제 경험이 사
용자의 개인정보 제공의도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가설 2
의 주장을 증명한 것으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용자
가 그렇지 않은 사용자보다 개인정보 제공의도가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배제 경험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염려를 증가시키고, 개인정보 제공의도를 감소시킬 것이
라는 가설 1과 2에서의 주장을 성공적으로 검증하였다.

Fig. 4. Comparison between social exclusion 
condition and control condition

5.1.2 사회적 배제가 프라이버시 염려와 개인정보 
      제공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제감의 조절 
      효과
다음으로 사회적 배제 경험이 사용자가 느끼는 프라이

버시 염려에 대한 통제감의 조절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3에서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통제감 조건 조작을 실시한 후, 
참가자들이 실제로 통제감을 느꼈는지 알아보기 위한 조
작점검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높은 통제감 집단과 낮
은 통제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보아 조작점검
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5).

Factor N Mean SD t P
High sense of control 46 4.41 1.56 2.92 .004**
Low sense of control 46 3.52 1.36
*p<0.05, **p<0.01, ***p<0.001

Table 4. Two independent sample t-test analysis 
results for sense of control

가설 3에서의 통제감에 따른 사회적 배제 경험의 프라
이버시 염려에 대한 통제감의 조절 효과를 증명하기 위
해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분
석 결과, Table 3에서와 같이 사회적 배제가 프라이버시 
염려에 미치는 영향(F=18.682, p<.001)과 사회적 배제
와 통제감의 상호작용 효과(F=13.654, p<.001)가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Factor SS df MS F P
Corrected model 63.431a 3 21.144 11.753 .000***

Intercept 1703.695 1 1703.695 947.049 .000***

Social exclusion 33.608 1 33.608 18.682 .000***

Sense of control 2.649 1 2.649 1.473 .228
SE * SC 24.562 1 24.562 13.654 .000***

Error 158.308 88 1.799
Total 1892.000 92
Corrected Total 221.739 91
*p<0.05, **p<0.01, ***p<0.001

Table 5. Two-way ANOVA analysis results on privacy 
concern

다음으로 집단 간의 프라이버시 염려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프라이버시 염려는 사회적 배제 집단에서 높은 통제감 
조건(m=4.11)의 참가자가 낮은 통제감 조건(m=5.25) 보
다 프라이버시 염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3.57, 
p<.001). 하지만, 통제 집단에서의 프라이버시 염려는 높
은 통제감 조건(m=4.10)과 낮은 통제감 조건(m=4.37)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t=-.82, p=.413). 즉, 가설 
3-1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통제 집단(control 
condition)의 참가자들은 통제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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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이 
통제감을 느끼는 경우 사용자가 느끼는 프라이버시 염려
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통제 집단보다 사회적 배제 집단의 참가자
들이 높은 통제감을 느끼는 경우 프라이버시 염려가 낮
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제감이 프라이버시 염려에 미치는 
사회적 배제의 영향력을 감소시켰다고 볼 수 있다.

Fig. 5. Comparison between groups on privacy 
concern

이어서 사회적 배제 경험이 사용자가 느끼는 개인정보 
제공의도에 대한 통제감의 조절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Table 4에서와 같이 사회적 배제가 개인정보 제공
의도에 미치는 영향(F=19.318, p<.001)과 사회적 배제
와 통제감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3.939, p<.001).

다음으로 집단 간의 개인정보 제공의도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사회적 배제 집단에서 높은 통제감 조건의 참가자
(m=4.58)가 낮은 통제감 조건(m=3.30)보다 개인정보 제
공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의 차이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3.44, p<.001). 하지만 사회적 
배제 경험을 조작하지 않은 통제 집단에서는 높은 통제
감 조건(m=4.55)과 낮은 통제감 조건(m=4.26) 간의 차
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80. p=.42). 

즉, 가설 3-2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통제 집단
(control condition)의 참가자들은 통제감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적 배제를 경험
한 사람들이 통제감을 느끼는 경우 사용자의 개인정보 
제공의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actor SS df MS F P
Corrected model 77.089a 3 25.696 11.979 .000***

Intercept 1615.787 1 1615.787 753.244 .000***

Social exclusion 41.439 1 41.439 19.318 .000***

Sense of control 2.770 1 2.770 1.291 .259
SE * SC 29.900 1 29.900 13.939 .000***

Error 188.769 88 2.145
Total 1979.000 92
Corrected Total 265.859 91
*p<0.05, **p<0.01, ***p<0.001

Table 6. Two-way ANOVA analysis results on intention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Fig. 6. Comparison between groups on intention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결과적으로 통제 집단보다 사회적 배제 집단의 참가자
들이 높은 통제감을 느끼는 경우 개인정보 제공의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제감이 개인정보 제공의도에 미
치는 사회적 배제의 영향력을 감소시켰다고 볼 수 있다.

6. 결론
본 연구는 온라인 환경에서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사용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염려와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사용자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인 사회적 배제와 지각된 통제감, 그리고 이
로부터 영향을 받는 프라이버시 염려와 개인정보 제공의
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가설 1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사회적 배제
라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염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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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거
나 배제된 경험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려를 높
이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여준 것으로, 사회
적 배제 특성이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도 개인의 민감한 심리적 영역으로 볼 수 있는 프라이버
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가설 2에서의 사회적 배제가 개인정보 제공의도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사회적 배제 요인이 개인의 
심리적 요인인 프라이버시 염려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개
인정보 제공의도와 같은 실제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가설 3에서는 가설 1과 2에서 증명된 결과
를 바탕으로, 사회적 배제 요인이 개인에게 미치는 부정
적인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절 변수로써 지각된 통
제감을 선정하고, 이를 증명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분
석 결과 사회적 배제가 프라이버시 염려와 개인정보 제
공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감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고, 가설 3과 3-1, 3-2에서의 주장이 성공적으
로 검증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증명된 결과는 개인정보를 활용하
는 모든 기업 및 조직 등에서 온라인으로 사용자 및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상황뿐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해주었다.

먼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배제가 서
비스에 대한 프라이버시 염려와 개인정보 제공의도를 함
께 살펴봄으로써 보다 다차원적인 연구를 통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기존에 프라이버시 보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구되었던 프라이버시 염려가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결과
가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배제라는 심리적 요인이 프라
이버시 염려뿐 아니라 개인의 실제적인 개인정보 제공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기업 등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 제공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까지 고
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특히, 개인정보 수
집 과정에서 부정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사회적 배
제와 같은 사회적 특성들이 서비스에 대한 평가에도 영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심리적 요인들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연구된 바와 같이 개인정보 수
집단계에서 부정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의 심리

적 요인의 영향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써 사용
자에게 통제감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 제공행동
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기업들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가입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
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하거나, 모두 동의하지 않
은 사용자는 서비스를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같
이 사용자에게 통제감을 부여하지 않은 형태의 동의를 
받는 사례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는 오히려 사용자의 개인정보 제
공을 꺼리도록 만들뿐 아니라 서비스 이탈의 원인이 되
기 때문에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통제
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사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과정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과 추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존재한다. 
먼저 본 연구는 실험을 위해 만들어진 가상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많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실제 서비스에서의 실증 연
구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배제와 같이 부정적 행동을 
유발하는 사회적 특성 외에 다른 요인들을 찾는 연구와 
개인정보 제공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
한 추가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다양한 요
인들을 통한 다차원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보다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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