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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2차 디지털 리터러시와 프라이버시 염려 간 순환적
관계: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한 종단분석
The Circular Causal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Literacy and
Privacy Concerns: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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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디지털 기반 지능정보사회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연관된다. 본 연구는 1차-2차 디지털 리터러시와 프라이버시
염려를 대상으로 이들 간 상호 순환적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
구는 한국 미디어 패널조사(2014년~2016년) 종단자료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SEM)
을 활용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ACLM)을 분
석하였다. 분석 결과 1차-2차 디지털 리터러시 간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프라이버시 염려가 1차, 2차 디지털 리터러시에 모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라이버시 염려 수준이 높아질수록
1차, 2차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이 모두 높아지는 프라이버시 패러독스 현상을 확인
하였다. 또한 2차 디지털 리터러시의 최종적 단계인 디지털 활용수준이 프라이버시
염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프
라이버시 염려와 디지털 리터러시 간에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순환적 관계가 존
재하며, 프라이버시 패러독스 현상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프라이버시 염려와 디지털 리터러시 간 관계를 시간 개념을 포함한 종단적 연구를
통해 상호 영향관계가 존재함을 실증하였다. 또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프라이버시
패러독스 현상에 대해 디지털 지능정보환경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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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e to the growth in digital technology and society's increasing dependence
on it, privacy is a crucial factor in contemporary digital socie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utual relationship among consumers' first-level digital literacy,
second-level digital literacy, and privacy concerns. It proposes a research
framework depicting the interactions between digital literacy and privacy
concerns as a circular relationship involving autoregressive and cross-lagged
effects. The study uses longitudinal data (7,971 records) from the 2014–2016
‘Korean Media Panel Survey.’ Results show that respondents' first-level digital
literacy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ir second-level digital literacy,
and that privacy concerns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respondents'
overall first and second-level digital literacy. In particular, privacy concerns
enhance respondents' first and second-level digital literacy, as the ‘privacy
paradox’ suggests. However, one factor of second-level digital literacy also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respondents' privacy concerns. Hence, there
is a circular relationship between consumers' digital literacy and privacy
concerns. The relationship confirms the ‘privacy paradox.’ The study identifies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the causality, and corrects our understanding of
the causality between consumers' digital literacy and their privacy concerns.
Key words: Digital literacy, Privacy concerns, Privacy paradox,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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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할 줄 아는 역량과 언제 어
떻게 사용할지 판단 가능한 능력’으로 정의된다 (Ribble & Bailey, 2004). 사회 내
다양한 서비스와 주체 간 상호작용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지능정보사회
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
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디지털 리터러시의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져
왔다. 이에 대한 논의는 크게 1차 디지털 리터러시(first-level digital literacy)와 2차
디지털 리터러시(second-level digital literacy)로 구분되는데 1차 디지털 리터러시는
인터넷 보급 여부, PC 등 주로 기기 소유 여부 등 물리적 ․ 물질적 접근성 관점에
서 논의이며, 2차 디지털 리터러시는 보다 실질적이 이용 가능성과 실제 활용 여
부와 수준에 대한 논의이다. 이들 1차-2차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는 개념적 구
분뿐만 아니라 1차-2차 디지털 리터러시 간 관계에 대한 연구도 다수 수행되었다
(Livingstone & Helsper, 2007; Zhong, 2011). 보편적으로 1차 디지털 리터러시가
확보되었을 때 2차 디지털 리터러시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van Dijk, 2005).
디지털 환경에 얼마나 능숙하게 적응하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가의 논의는
개인정보 보호 논의와 연관된다. 온라인 기반 디지털 활동은 기본적으로 개인 로
그기록 정보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일반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신용정보(신용카드, 대부 정보 등), 법적 정보(전과
기록 등) 등 개인 소유의 각종 정보에 대한 자기 통제권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 개
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한 우려를 가져온다. 이와 같이 온라인상 수집, 저장, 활용
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통제권을 ‘프라이버시(privacy)’라 보며 (Westin, 1967),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프라이버시 염려(privacy concern)’
라 한다.
디지털 온라인 환경의 급속한 발전과 복잡한 변화에 따라 프라이버시 염려에
대한 논의는 개인정보분야 연구의 중요한 영역으로 평가된다 (Pavlou et al., 2011).
그동안 프라이버시 염려가 개인의 인식, 태도,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논의도 다수 이루어졌다. 특히 전통적인 행위이론에서 예측하는 위험과 행동
간 부정적 영향관계와 달리 개인이 위험을 더 인식할수록 해당 행동을 강화하는
3

정보통신정책연구 제 26 권 제 4 호 (2019. 12)

역설적 현상도 목격되었는데 이를 ‘프라이버시 패러독스(privacy paradox)’라 보
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프라이버시 염려와 디지털 리터러시
간 영향관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오늘날 디지털 지능정
보 사회에서 개인에게 요구되는 활동, 행위라 볼 때 프라이버시 염려가 과연 이들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이해와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디지털 기반 온라인 활동이 보편화, 활성화되는 오늘날 사회 환경에서 디지털 리
터러시에 따른 프라이버시 염려의 변화 역시 주목해야 할 내용 중 하나이다. 특히
본 연구는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위험이 디지털 환경에 많이 노출될수록 상대적으
로 더 강하게 느낄 수 있기도 하고,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더 많이 느끼기에 온
라인 디지털 활동을 기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등 양 변인이 독립변수이자 종속변
수가 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내포하였기에 이들 간 시간적 순차성을 고려한
순환적 영향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프라이버시 염려 간 상호 영향관계를 바
탕으로 순환적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자기회귀
교차지연모형(Auto Regressive Cross-Lagged model, ACLM) 분석을 통하여 1차-2
차 디지털 리터러시와 프라이버시 염려 간 상호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디지털 리터리시와 프라이버시 염려 간 순환적 영향관계를 분석함
으로써 디지털 지능정보사회의 핵심적 두 개념 간 관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돕
고자 한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 영향력을 강조하는 3차 디지털 리터러시 관점으
로의 이론적 논의의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프라이버시 패러
독스 현상에 대한 실증적 논의를 통해 실질적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성 확보를 위
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문제 도출
1. 1차-2차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과 구성 요소 간 영향관계
리터러시란 본래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으로 사회적 기초 역량인 문자 해독과 이해
를 가늠하는 개념이다 (OECD, 2016). 문자 해독 능력을 뜻하는 전통적 리터러시는
사회 환경변화 및 수요에 따라 정보 리터러시, 인터넷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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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리터러시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며 단순한 기술적 인지, 역량을
넘어 이를 통한 사회적 반작용, 소통과 새로운 가치 창출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획일화된 개념 정의는 완전하지 않다. 전통적으로 정보
와 기술의 활용 능력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다분히 기능적인 정
의로(functional definition) 단순히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적 능력 외 보다
포괄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한다 (Goodson & Mangan, 1996).
Martin & Ashworth (2004)는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 “풍부한 디지털 정보 환경
하에서 개인이 이를 유용하게 활용하는데 필요한 인식(awareness), 기술(skill), 이
해(understanding) 및 반응적 대응방식(reflective approaches)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또한 다수의 학자들은 이러한 디지털 리터러시를 온라인 기반의 지식정보 커뮤니
케이션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식 학습 및 적용의
중요한 기초적 요인으로 보았다 (Bawden & Robinson, 2002; Poore, 2011)
한편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 가능하다. 무
엇을 리터러시로 볼 것인가의 관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구성 요소에 대한 논의
와 이들 구성 요소 간 영향 관계에 대한 논의이다.
첫째, 디지털 리터러시 구성요소에 대한 논의는 구성 요소별 특징과 성격에 따
라 1차 디지털 리터러시와 2차 디지털 리터러시로 구분할 수 있다 (van Dijk,
2005)1).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초기 관점은 접근성(access)을 중심으로 사용자와
비사용자 간 차이에 접근하였다. 인터넷 PC 유무, 인터넷 서비스망 접근 가능 지
역적 이슈 등과 같은 물리적 접근성(physical access)의 차이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

1)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논의는 ICT 발전과 표현 방식의 다양화로 IT리터러시, ICT리터
러시, 컴퓨터리터러시, 전자리터러시(E-literacy) 등과 유사한 의미로 논의되어 왔다 (성욱
준, 2014). 이러한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리터러시는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와 연계
하여 다수 논의되어 왔는데 Ferro et al. (2011)은 이러한 IT리터러시가 기술의 활용 가능
성 및 역량 자체를 나누는 기준이자 디지털 격차를 결정짓는 요소라 보았다. 디지털 리터
러시를 근거로 형성되는 디지털 격차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 역시 1차-2차 디지털 리터러
시 논의의 흐름과 맥을 같이하는데, 초기의 접근성 중심의 디지털 격차(access digital
divide)와 질적 활용 등 다차원적 디지털 격차(multi-dimensional digital divide)로 나뉠 수
있다 (Hargittai, 2002, 2009). 접근성 중심 디지털 격차는 디지털 기술 접근성을 가진자
(haves)와 가지지 않은 자(have nots)로 구분하는 이분적 관점에서 정보기기의 보유 여부
를 통해서 정보격차를 측정해왔다 (Becchetti & Adriani, 2003; 이승민, 2012). 그러나 다차
원적 디지털 격차는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거의 확보했다는 가정 하에(almost a given) 개
인의 디지털 실제 활용여부와 가능성 등에 기인한 디지털 격차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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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차이가 사회적 불평등과 불균형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보았다. 이러한 물리적
접근성 중심의 논의는 스마트폰, 태블릿PC, 클라우드 서비스 등 디지털 기기 및
서비스 발달과 확산에 따라 디지털 기기 활용 기회의 다양성과 주변 기기 다양성,
지속가능성 측면의 물질적 접근성(material access) 측면 논의로 발전하고 있다 (van
Deursen & van Dijk, 2019). 물리적 접근성 기준의 인터넷 접근 가능자와 비가능자
의 격차가 해소되더라도 디지털 활용 기회와 다양성 등 물질적 접근성 차이로 인
한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1차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지속적 고려가 필
요하다고 본다 (Gonzales, 2016; van Dijk, 2005). 즉 인터넷 연결의 보편화, PC의
보급화 등 물리적 접근성이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되고 빠른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확산으로 일반인의 디지털 기기 활용 기회와 다양성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이러
한 온라인 접근 기회가 모두에게 동등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은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 (van Deursen & van Dijk, 2019).
한편, 2000년대 이후 디지털 리터러시 재개념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디
지털 격차에 대한 재정의(redefining the digital divide)’ 또는 ‘물리적 접근성을 넘
은(going beyond physical access) 디지털 리터러시’ 등의 논의를 2차 디지털 리터
러시로 구분한다 (Hargittai, 2002; Gurstein 2003; Selwyn, 2004).
2차 디지털 리터러시를 구성하는 요인 크게 두 가지로 구분 가능한데 역량
(skill)2)과 활용(use)이라 볼 수 있다 (Hargittai, 2002; van Dijk, 2005; Park, 2015).
먼저 역량이란 보다 기술적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의 유무라 볼
수 있다. 즉 디지털 기술에 대한 물리적, 물질적 접근성이 확보되었을 때 과연 개
인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는지 여부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역량을 무엇으로 가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인터넷 정보의 복잡성 만큼
이다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Litt, 2013). 디지털 역량에 대한 개념화 및 측정요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으로 van Deursen & van Dijk (2009)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정보 역량으로 보고 도구적 역량(operational skills), 정보역량
(information skills), 전략적 역량(strategic skills)으로 제시하였다3). 한편으로는 디

2) 선행연구에서 인터넷 활용 역량에 대한 논의는 역량(skill) (Hargittai, 2010), 능력
(competency) (Bubas et al., 2003), 리터러시(literacy) (Livingstone, 2004), 지식(knowledge)
(Potosky, 2007), 능숙함(fluency) (Haythornthwaite, 2007)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디지털 기기 및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를 ‘역량(skill)’이란 용어로 통
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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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 역량의 개념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에 대한 측정을 위해 세분화하고
유형화 할수록 의미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최대한 총체적인(holistic) 관점에서 접
근해야한다고 보기도 하였다 (Knobel & Lankshear, 2008, 269).
다음으로 디지털 활용(use)은 단순한 기계 조작 능력 여부를 넘어 보다 실제적
인 이용과 관련된 접근이다. 즉 보다 질적인 차원의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으로 인
터넷 디지털 기기 및 서비스를 어떠한 목적에 얼마만큼 활용하는가에 따라 사용
자에게 누릴 수 있는 혜택과 기회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활용의 개념
을 무엇으로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도 이루어져 왔는데 구체적으로
van Dijk (2005)는 활용 수준을 시간적 개념으로 인터넷 사용 빈도와 시간으로 보
았고 Helsper (2012)는 활용의 유형을 경제적 측면(예: 온라인 쇼핑, 구직활동 등
경제적 부와 연관된 활용), 문화적 측면(예: 지식 학습 및 확장을 위한 활동), 사회
적 자본 측면(예: 온라인을 통한 공유, 소통 및 사회적 관계의 형성), 개인적 측면
(예: 정신적 안녕과 자기 만족감을 위한 정보 수집 활용 등)으로 보았다. van Dijk
(2005) 역시 디지털 미디어 확산의 최종적 단계를 활용이라 보고 활용목적에 따라
정보적 활용, 커뮤니케이션 활용, 여가 활용으로 보았다. Hargittai & Walejko
(2008)는 디지털 활용을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참여적 활동으
로서 생산적 활용과 SNS 등 소셜미디어 기반의 쌍방향성을 지닌 사회적 소통과
공유 활동인 사회적 활용으로 보았다. 그 외에도 국내 연구에서는 최예나 (2015)
는 온라인 활용목적을 사회적 참여와 경제적 활동으로 구분하였고, 정준화 (2017)
의 연구에서는 활용목적 측면을 정보생산, 인맥관리, 사회참여, 경제활동으로, 민
영 (2011)은 정보 생산활동, 사회 구성원과의 연계활동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이러한 1차-2차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을 바탕으로 이들 구성 요소 간 관
계에 대한 논의이다. 1차-2차 디지털 리터러시 간 영향에 관한 종합적 논의는 van
Dijk (2005)이 제시한 개념적 접근에서 살펴볼 수 있다. van Dijk (2005)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광의의 접근성 개념에서 동기 접근성(motivation access), 물질적 접근
성(material access), 역량 접근성(skill access), 활용 접근성(usage access)으로 구분
하였다. 효과적인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이들 각 단계의 접근성에 따라 영향을 받

3) 도구적 역량은 물리적 접근성이 확보되었을 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 있는 능
력을 의미하며. 정보역량은 정보를 검색, 처리할 수 있는지 능력, 전략적 역량은 자신의
활용 목적에 따라 수단으로서 디지털 정보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을 의미
한다 (van Dijk, 200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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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활용 단계까지 전 과정이 모두 완결되면 새로운 혁신이 첫 번째 단계인 동
기 접근성으로 환류된다고 보았다.
<표 1> 1차-2차 디지털 리터러시
1차 (first level)

2차 (second level)

역량
(skill)

접근성
(access)

Hargitta (2002),
van Dijk &
Hacker (2003),
van Deursen &
van Dijk (2019)

활용
(use)

Hargittai (2002), van Dijk (2005), Park (2015),
Deursen & van Dijk (2009)
Helsper (2012)

경제적 측면, 문화적 측면,
사회적 자본 측면, 개인적 측면

Hargittai & Walejko
(2008)

창조활동, 공유활동

van Dijk (2005)

정보적 활용, 커뮤니케이션
활용, 여가 활용

최예나 (2015)

사회적 참여와 경제적 활동

정준화 (2017)

정보생산, 인맥관리, 사회참여,
경제활동

van Dijk (2005)이 제시한 4가지 접근성 중 물질적 접근성을 1차 디지털 리터러
시, 역량과 활용 접근성은 2차 디지털 리터러시로 구분된다. 기본적으로 van Dijk
(2005)에 따르면 역량(skill)은 물질적 접근성에 근거하여 확보할 수 있으며, 활용
(use) 역시 역량과 물질적 접근성이 보장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외 Wei et al. (2011)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질적 접근성(access), 능력
(capability), 성과(outcome)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물질적 접근성이 낮을수록 능력
도 낮게 나타나고, 능력이 낮을 경우 성과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hobadi
& Ghobadi (2015)의 연구에서도 물질적 접근성, 역량, 활용 간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물질적 접근성이 역량과 활용에 미치는 영향과 역량이 활용에 미치는 영향
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편 2차 디지털 리터러시를 구성하는 역량과 활용 간 관계에 대한 보다 구체
적 논의도 수행되었는데 다수의 연구에서 디지털 역량에 따라 활용 수준이 달라
질 수 있다고 보았다 (van Dijk, 2005; Hargittai & Hinnant, 2008; van Deursen et
al., 2014; Correa, 2016; 최예나, 2015; 이홍재, 2019). 구체적으로 van Deursen et
al. (2014)는 인터넷 운영 역량, 전략적 역량, 커뮤니케이션 역량은 인터넷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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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활용수준, 경제적 활용수준, 사회적 활용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
았다. 또한 Correa (2016)의 연구에서도 디지털 역량은 정보 목적 활용 수준
(informational use)과 역동적 활용 수준(mobilizing use)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국내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최예나 (2015), 정준화
(2017), 이홍재 (2019)의 연구에서도 디지털 역량이 활용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친다고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도 1차-2차 디지털 리터러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 1>을 설정하였다. 우선적으로 접근성이 2차 디
지털 리터러시인 역량과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가설 1>), 2차 디지털
리터러시 구성요인인 역량과 활용 간 영향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가설 2>를 설
정하였다. 특히 2차 디지털 리터러시를 구성하는 활용에 대해서는 Hargittai &
Walejko (2008)와 민영 (2011) 등의 선행연구와 같이 생산적 활용과 사회적 활용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가설 1: 접근성은 역량과 활용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1-1. 접근성은 역량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1-2. 접근성은 활용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1-2-a. 접근성은 사회적 활용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1-2-b. 접근성은 생산적 활용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2: 역량은 활용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2-1. 역량은 사회적 활용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2-2. 역량은 생산적 활용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2. 프라이버시 염려 개념과 프라이버시 패러독스에 대한 논의
프라이버시란 “개인 또는 집단, 조직적 차원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타인에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통제권”을 의미한다 (Westin, 1967).
정보를 둘러싼 온라인 공간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한 논의가 곧 ‘정보 프라이
버시(information privacy)’이며, 프라이버시 통제권 침해에 대한 인식과 판단을 ‘프
라이버시 염려(privacy concern)’라 한다 (Tan et al., 2011). 보다 구체적으로 프라이
버시 염려는 외부 환경 요인에 따라 개인의 의지와 무관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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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심리적 우려와 (Westin, 1998),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프라이버시 공개에 따라
나타나는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염려를 의미한다 (Dinev et al., 2006).
프라이버시 염려에 대한 논의는 주로 이와 관련해 사람의 태도 및 행동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주목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크게 두 가지 양상으
로 나타난다. 첫째, 프라이버시 염려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은 위험 노출을 기피하
며 보호적 행동을 강화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합리성에 근거
한 ‘합리적 행동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 ‘계획된 행동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ur)’은 인간의 인식-태도-행동 간의 일정한 관계를 설정
한다. 인간의 합리성을 가정할 경우 합리적 행동이론에 따라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려가 높을수록 프라이버시 제공에 소극적이거나 이를 회피하고자 한다고 보았
다 (Malhotra et al., 2004; Youn, 2009; Zhao et al., 2012). 구체적으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프라이버시 염려는 온라인쇼핑과 인터넷 뱅킹과 같은 경제적 활용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치며 (Gerrard et al., 2006), 개인 위치 정보 수집에 대한 프라이버
시 염려는 위치정보 기반 서비스 사용을 거부하는 등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Zhou, 2011). 또한 프라이버시 염려는 SNS 활동시 프라이버시를 포함한
게시물 포스팅 업로드 빈도를 낮추거나 프라이버시 보호 설정을 강화하는 등 개
인이 스스로 프라이버시 비공개 행위(self-disclosure behaviors)를 강화시킨다고 보
았고 (Chen & Chen, 2015; Marwick & boyd, 2014),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에 대한 염려 수준이 높을수록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구체적 활동을 수행
한다고 본다 (Smith et al., 2011).
둘째는 첫 번째 논의와 상반된 결과로 사람들이 프라이버시 염려 수준이 높음
에도 불구하고 위험 상황을 회피하거나 행동을 거부하지 않는 현상이다. 이는 그
동안 위험-태도-행동으로 이어지는 일반적 경우와는 다른 양상으로 ‘프라이버시
패러독스(privacy paradox)’ 현상이라 지칭한다 (Bélangerr & Crossler, 2011; Norberg
et al., 2007; Potzsch, 2009). 프라이버시 패러독스란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에 대한
염려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버시를 더 적극적으로 제공하거나 침해될 가
능성이 높은 위험환경에 스스로 노출하는 역설적 현상을 의미한다 (Acquisti &
Grossklags, 2005; boyd & Ellison, 2007; Norberg et al., 2007; Smith et al., 2011).
지금까지의 프라이버시 패러독스에 대한 다양한 연구는 주로 이러한 프라이버
시 위험 염려가 프라이버시 활용에 대한 태도, 활동 수준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논의되었다. 구체적으로 Bélanger et al. (2002)의 연구결과는 프라이버시 염려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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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껴질 때 남녀 모두 관련 행동을 줄이지만 해당 행동을 통한 편의성을 직면할 경
우 이들의 행동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또한 Norberg et al. (2007), Barnes (2006) 등
의 연구에서는 SNS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프라이버시 위험 염려
가 높아도 이를 회피하거나 방어하고자 하는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은 결과도 나
타났다. 천혜선 외 (2016)의 연구에서도 페이스북 사용자를 대상으로 프라이버시
염려가 지속적 이용의향과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프라이
버시 염려가 높을수록 사이트에 대한 신뢰는 높아졌지만, 이용의향에는 영향을 미
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프라이버시 염려와 관련된 주요 논의를 종합하면 기본적으로 프라이
버시 염려가 인간의 태도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또한 이러한 가정
이 전통적 행동이론에서는 위험 회피적 태도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었
는데 최근의 온라인 기반 프라이버시 염려에 대해서는 반대의 결과로도 나타나며
이를 프라이버시 패러독스라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라이버시 염려에 대한 기
존 선행연구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프라이버시 염려가 개인의 디지털 접근성 및
이용 역량, 활용이라는 온라인 기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
구에서는 기존의 프라이버시 염려가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온라인 구매 행위, 서
비스 이용 의도, 온라인 참여 등이 곧 디지털 리터러시의 한 부분이라 볼 수 있기
에 프라이버시 염려가 디지털 리터리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 3>을 설정하였다. 특히 디지털 활용이 개인정보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
향관계 방향은 정(+) 방향 또는 부(-)의 방향으로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개인정보 위험인식이 디지털 활용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프라이버시 역설이라는
하나의 온라인 활용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어 (Bélangerr & Crossler, 2011) 이와 같
은 선행연구 상에 나타난 특이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 염려가
디지털 리터러시에(+)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1차
-2차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프라이버시 염려가 1차 디지털 리
터러시(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가설 3-1>), 2차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
한 영향관계도 역량과 활용으로 나누어 가설을 설정하였다(<가설 3-2>, <가설
3-3>). 특히 활용에 대한 측면은 사회적 활용과 생산적 활용으로 목적에 따라 구
분하고 프라이버시 염려가 각 각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가설로 설정하였다(<가설
3-3-a>, <가설 3-3-b>).

11

정보통신정책연구 제 26 권 제 4 호 (2019. 12)

가설 3: 프라이버시 염려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증대시킨다.
3-1. 프라이버시 염려는 접근성을 증대시킨다.
3-2. 프라이버시 염려는 역량을 증대시킨다.
3-3. 프라이버시 염려는 활용을 증대시킨다.
3-3-a. 프라이버시 염려는 사회적 활용을 증대시킨다.
3-3-b. 프라이버시 염려는 생산적 활용을 증대시킨다.

3. 디지털 활용과 프라이버시 염려 간 순환관계에 대한 논의
프라이버시 염려에 대한 논의는 무엇이 프라이버시 염려를 만드는가, 즉 프라이버
시 염려를 야기하는 영향요인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프라이버시
염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으로는 성별, 역량, 학력 등 인구사회학적 개
인적 특성 수준 (Jensen, Potts, & Jensen, 2005; O’Neil, 2001; Taddicken, 2014) 또
는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 제도, 규제 등 환경적 요인 (Milberg, Smith, & Burke,
2000; Chen, Chen, Lo, & Yang, 2008)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한편 Dinev et
al. (2006)는 이러한 프라이버시 위험 인식은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적 지식을 필
요로 하는 정보통신기술(ICT) 활용과 온라인 기반의 익명 또는 잘 알지 못하는 상
대와의 소통 및 거래 등 사회적 활동을 통해 발생한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프
라이버시 위험’이라는 위험 상황에의 노출이 온라인 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 제공,
활용 이용 여부에서 시작된다고 볼 때 개인의 디지털 이용 역량 및 활용 역시 프
라이버시 염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디지털 리터러시와 프라이버시 염려 간 영향관계를 논의한 선행연구
결과는 이들 간 다양한 영향관계 측면을 보여준다. Dinev & Hart (2006)는 인터넷
리터러시(internet literacy)가 높을수록 프라이버시 염려가 낮고 사회적 인식(social
awareness)이 높을수록 프라이버시 염려가 높다고 보았다. 이때 인터넷 리터러시
를 침입 바이러스 및 허가 없이 설치된 프로그램에 대한 식별 및 삭제 능력, 소프
트웨어 바이러스 공격에 대한 대응 등을 포함한 인터넷 활용 능력으로 보았고 사
회적 인식은 뉴스 및 정치적 이슈 관련 TV프로그램 시청,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론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도로 보았다. 한편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위
험을 더 인식하는 연구결과도 있다. Liao, Liu, & Chen (2011)의 연구에서는 Dinev
& Hart (2006)의 연구와 같이 인터넷 리터러시와 사회적 인식이 프라이버시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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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연구결과 리터러시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인식이 높을수록 프라이버시 염려가 높게 나타났다. 인터넷 리터러시가 높을 경우
인터넷 활용 역량이 높고 프라이버시가 활용되는 다양한 경우에 대해 인지 수준
이 높아 나의 프라이버시가 얼마나 다양한 경로로 활용 또는 변용(transmitted)될
지 잘 알기에 더욱 프라이버시 염려를 강하게 느낀다고 보았다. 한편 Livingstone
& Helsper (2010)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리터러시가 온라인 위험인식과 온라인 활
동 기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 리터러시를 역량
(skill)과 자기효능감(self-efficiency)로 보았는데 인터넷 리터러시가 온라인 위험 인
식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고, 온라인 활동 기회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일순 ․ 김현수 (2018) 연구에서는 이러한 프라이버시
염려와 디지털 활용 간 양방향의 관계를 모두 검증하였는데 분석결과 프라이버시
염려와 SNS 이용 여부 및 SNS 활용 강도 사이에 양(+)의 관계가 존재하고 SNS
이용 강도가 높아진 그룹에서 프라이버시 우려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디지털 활용이 프라이버시 염려에 미치는 영향관계
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가설 4>를 설정하였다. 디지털 활용 수준을 사회적 활용과
생산적 활용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온라인 기반 디지털 활용 수준이 프라이버시
염려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가설 4: 디지털 활용 수준은 프라이버시 염려를 증대시킨다.
4-1. 사회적 활용 수준은 프라이버시 염려를 증대시킨다.
4-2. 생산적 활용 수준은 프라이버시 염려를 증대시킨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가설 4>와 앞서 제시한 프라이버시 염려가 디지털 활용
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대한 <가설 3-3>에 대한 종합적 검증을 바탕으로 프라이
버시 염려와 디지털 활용 간 순환적 영향 관계를 실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오
늘날 디지털 활용 빈도가 심화될수록 프라이버시 침해 환경에 노출된 가능성이
확대되고 또한 프라이버시 염려를 느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활용을 포기할 수
없는 역설적 현실을 실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디지털 활용과 프라이버시
염려라는 포기할 수 없는 양자 간 관계를 심층적으로 이해,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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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1. 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한국 미디어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조사는 한국정보통신정
책연구원(KISDI)에서 정례적으로 조사하는,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제 405001호로
데이터의 신뢰성이 보장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본 자료는 전국 단위 대규모 표
본수를 제공하며, 면접을 통한 자료수집과 층화 2단계 확률 비례표본추출 방법을
통해 관리되기에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 평가하였다. 다수의 기존 선행연구들은
프라이버시 염려나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 실증분석을 한 경우 소규모 설문조사
를 활용하거나 단연도 횡단면 자료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충실한
표본추출 및 방문 면접조사를 통해 매년 1만 명 이상의 패널 응답자를 대상으로
정례적으로 조사 및 공개되고 있는 한국 미디어 패널조사를 활용함으로써 선행연
구가 지닌 데이터상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미디어 패널조사는 2010년부터 매년 약 10주간 가구방문 면접조사로 전국 시도
단위 가구 및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패널 데이터로, 가구설문과 개인설문,
미디어 다이어리 등 세 가지로 분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프라이버시 염려와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자료는 개인 설문에 포함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개인 설문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해당 설문 항목이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응답을 이용하였다.
분석대상은 3년 간 설문에 응답한 7,971명, 23,913건이다. 2014년 기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 리터러시와 프라이버시 염려라는 본 연구 대
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10세 미만의 응답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일반적
응답자 특성4)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44.1%, n=3,509)), 여성(55.9%, n=4,462)으
로 비율이 유사하게 분포하며, 개인 월소득은 50만원 미만이 47.3%(n=3,774)로 가
장 많은 비중으로 나타났고 50만원~200만원미만 26.3%(n=2095), 200만원~400만원
미만 20.7%(n=1651)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중고졸이 47.6%(n=3,793)로 가장 많
은 비중을 차지하며 대학졸업이 31.8%(n=2,538)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30-40대
가 35.4%(n=2,824), 50-60대가 29.4%(n=2,342) 순으로 나타났으며 10-20대, 70세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표 2> 참고).
4) 2014년을 기준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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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응답자 일반 특성
구 분

남성
성별

학력

여성

빈도

(%)

3509

44.1

4462

55.9

초졸이하

1523

19.1

중고졸

3793

47.6

대졸

2538

31.8

대학원재학이상

117

1.5

구 분

개인
월소득

연령

빈도

(%)

50만원 미만

3774

47.3

50만원~200만원 미만

2095

26.3

200만원~400만원 미만

1651

20.7

400만원 이상

451

5.6

10대~20대

1580

19.8

30대~40대

2824

35.4

50대~60대

2342

29.4

70세 이상

1225

15.4

2. 변수 정의 및 측정도구
프라이버시 염려와 디지털 리터러시 간 자기회귀교차지원모형 분석을 통한 영향
관계 실증을 위하여 크게 4개 범주의 잠재변수를 구성하였다. 먼저 1차 디지털 리
터러시 구성요인은 접근성으로 보았다. 본래 전통적으로 인터넷 접근성, 인프라
등 물리적 접근성(physical access)에서 접근한다. 그러나 최근 물리적 접근성뿐만
아니라 물질적 접근성(material access) 관점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van Deursen & van Dijk, 2019). 본 연구에서는 1차 디지털 리터러
시로서의 접근성을 물질적 접근성으로 보고 이를 온라인 서비스 다양성 측면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이메일, 인스턴트 메세지, 블로그, 클라우드 등 사용여부
등 접근 서비스 ․ 매체의 다양성으로 보았다5).
둘째로 2차 디지털 리터러시의 구성요인은 역량과 활용 수준으로 보았다. 먼저
역량은 디지털 기기, 서비스에 대한 이용 가능 여부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소프트
웨어, 하드웨어 등의 기계적, 기술적 능력과 정보 검색, 온라인 뱅킹 등 목적에
맞는 기술을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활용수준은 생
산적 활용과 사회적 활용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디지털 기반의 온라인 활동 유형

5) 가령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어도 인스턴트 메세지를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 디지털 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서비스 사용 여부 역시 물질적 접근성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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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새로운 지식 제공 등과 같은 생산적 활동과 사회적 관계형성, 인맥관리 등과
같은 사회적 활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선행연구와 같이 (Scheerder et al., 2017;
Hargittai & Walejko, 2008; 민영, 2011; 정준화, 2017 등) 본 연구에서도 활용 측
면을 세분화 하였다. 구체적으로 뉴스 게시글 댓글쓰기, 온라인 투표 참여 등과
같이 온라인으로 개인의 의견을 표출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을 생산적 활용
으로 보았고, 인터넷 카페 글 등록, 댓글 쓰기, SNS 글쓰기, 스크랩 등의 활동은
온라인 기반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적 활용으로 보았다.
셋째로 프라이버시 염려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 정도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한국 미디어 패널조사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 염려 수준을
Buchanan et al. (2007)의 연구에 근거하여 6가지 항목으로 도출하였다 (Lee et al.,
2019).
마지막으로 통제변수로는 지금까지 디지털 리터러시와 프라이버시 염려에 관
련된 다수의 연구에서 영향요인으로 분석한 인구통계사회학적 변수들을 삼았다
(Hargittai & Hsieh, 2012; Redmiles, 2016; van Dijk & Hacker, 2003; Jensen et al.,
2005; 성욱준, 2014; 최예나, 2015 등). 본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요
인으로서 성별을 통제하였다.

<표 3> 변수의 정의
변수명

접근성

역량

활용

⦁인터넷 서비스 사용 여부

⦁이메일, 인스턴트메세지, 블로그
등 온라인 서비스 사용 여부

⦁목적에 따라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다룰 수 있는 기계적, 기술적 능력 및

⦁온라인뱅킹, 정보검색 및 이메
일 확인, 파일첨부 가능 여부
등 역량 여부

⦁온라인 투표참여
⦁온라인 투표, 지식정보 등록
생산적
등 생산적 활동 수준(6점 척
⦁인터넷 지식 서비스 답변 글 쓰기 활동
활용
도)
⦁온라인 상 유용한 정보 등록 활동 등
⦁인터넷카페 글·댓글 등록
사회적
⦁SNS 답변, 글 쓰기 활동
활용
⦁SNS 정보 스크랩 활동 등

프라이버시
염려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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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 정도
남성=1, 여성=0

⦁인터넷 카페 및 SNS 활용 등
사회적 활동수준(6점 척도)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
정도(5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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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및 연구모형
먼저 프라이버시 염려와 SNS활용 간 시간에 따른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림 1>과 같이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설정하고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ACLM)을 통해 잠재
변수 간 종단적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은 잠재변수 활용을 통해 측
정오차를 통제한 후 측정하려는 이론적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프라이버시 염려와 디지털 활용 종단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시간 흐름에 따른 이들 간 영향관계를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에서 종단 자료 분석을 위해 IBM SPSS 21.0과 AMOS 22.0을 활용해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CLM)을 분석하였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1차-2차 디
지털 리터러시와 프라이버시 염려 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과관계를 경험적 자
료를 통해 알아볼 수 있는 모형으로 [t-1]기 값을 기준으로 [t]기 값을 예측하는 자
기회귀(autoregressive)계수와 한 변인의 [t-1]기 값에서 다른 변인의 [t]기의 값을
예측하는 교차지연(cross-lagged)계수로 이루어져 있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핵심 논리는 [t]기 값은 [t-1]기 값에 따라 설명가능하고, [t+1]시점의 값은 [t]시점
의 값을 거치지 않고는 [t-1]시점의 값에 따라 설명될 수 없다는 시간 상 순차성이
다 (Curran & Bollen, 2001). 한편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분
석시에는 몇 가지 경로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데, 시간에 따른 측정 동일성, 경로
동일성 그리고 오차공분산 동일성이 순서대로 검증되어야 한다 (김주환 ․ 김민규 ․
홍세회, 2009)6). 따라서 본 연구모형 분석에서도 측정 동일성 제약과, 경로 동일성
제약, 오차공분산 동일성 제약을 차례로 가하여 13개의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또
한 프라이버시 염려에 대한 성별에 따른 영향의 차이를 통제하였다.
6) 측정 동일성(metric invariance)이란 특정변인에 대해 각 시점별로 측정한 값이 시간 변화
에 따라 변화된 개념을 측정하였는가에 대해 검증하는 것으로 관측변수의 요인부하량을
제약하여 검증한다. 경로 동일성(path coefficient invariance)은 t 시점의 잠재변인이 t-1 시
점의 잠재변인에 따라 영향을 받는 효과와 t 시점의 잠재변인이 다음 t+1 시점의 잠재변
인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다는 가정이다. 즉, 경로 동일성은 같은 잠재변수 간의 회귀계
수가 동일한가를 검증하는 것으로 같은 잠재변수 간의 경로계수와 다른 잠재변수 간의
경로계수를 제약하여 검증한다. 오차공분산 동일성(error covariance invariance)은 각 시점
의 잠재변인 이 가지는 관련성이 진정한 의미의 관련성인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각 시점의 잠재변수 간의 공분산을 제약하여 검증한
다 (김주환 ․ 김민규 ․ 홍세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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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개념적 연구모형

<그림 2> 자기회귀 교차지연모형 분석모형

Ⅳ. 분석결과
1. 구성요인과 변인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 앞서 본 연구의 독립변수, 종속변수로 사용된 각 각의 설
문문항이 개념적으로 해당 변수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변수별 연도별 Cronbach's alpha 계수 및 3년 평균값은 모두 적합도
판정 기준치인 0.7이상으로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표 4> 참고).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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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신뢰도 및 기술통계 결과
변인

Acc

Skill

Socialuse

Productive
use

Privacy
concern

관측변수

문 항

acc_1

이메일 계정 사용 여부

acc_2

인스턴트 메신저 사용 여부

acc_3

블로그 사용/운영 여부

acc_4

SNS 사용 여부

acc_5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여부

skill_1

정보검색 가능 여부

skill_2

인터넷 뱅킹 가능 여부

skill_3

온라인 쇼핑 가능 여부

skill_4

이메일 열람 확인 가능 여부

Cronbach‘s α
2014 2015 2016 평균

0.738 0.732 0.745 0.738

0.938 0.943 0.946 0.943

skill_5

이메일 첨부파일 기능 여부

social_1

지난 3개월 동안 인터넷 동호회/카페/클럽 글 읽기 활동 빈도

social_2

지난 3개월 동안 인터넷 동호회/카페/클럽 댓글 달기 활동 빈도

social_3

지난 3개월 동안 인터넷 동호회/카페/클럽 게시글 스크랩 활동 빈도

social_4

지난 3개월 동안 인터넷 동호회/카페/클럽 글 쓰기 활동 빈도 0.844 0.864 0.861 0.861

social_5

지난 3개월 동안 SNS 답변, 글 쓰기 활동 빈도

social_6

지난 3개월 동안 SNS 정보 공유 활동 빈도

social_7

지난 3개월 동안 SNS 평점, 추천 활동 빈도

pro_1

지난 3개월 동안 인터넷 뉴스/토론 게시판 댓글, 글 쓰기 활동 빈도

pro_2

지난 3개월 동안 인터넷 뉴스/토론 게시판 게시글 스크랩 활동 빈도

pro_3

지난 3개월 동안 온라인 투표 참여 빈도

pro_4

지난 3개월 동안 온라인 추천, 평점 주기 기능 활동 빈도

pro_5

지난 3개월 동안 인터넷 지식 서비스 질문 글 쓰기 활동 빈도

pro_6

지난 3개월 동안 인터넷 지식 서비스 답변 글 쓰기 활동 빈도

pro_7

지난 3개월 동안 온라인 새로운 지식 등록 활동

0.910 0.898 0.907 0.907

risk_1 개인 정보를 획득할까 걱정스럽다
예전에 쓰던 기기에 나에 대한 정보가 남아있을까 걱
risk_2
정스럽다
온라인 사이트에 가입할 때 개인 정보를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이 걱
risk_3
정스럽다
0.954 0.96 0.951 0.954
risk_4 내 온라인 아이디를 도용당할까 걱정스럽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때 나의 프라이버시에 대해 걱
risk_5
정스럽다
온라인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사람들은 의
risk_6
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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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의 기본 가정인 정규성 검증을 위해 AMOS 22.0을 활용한
정규성 검토(Assessment of normality) 결과 역량, 사회적 활용, 프라이버시 염려
변인을 구성하는 각 관측변수들은 왜도 0.01~1.74, 첨도 0~9.24로 나타나 대체로
다변량 정규성 검토 보편적 기준을 충족한다7). 그러나 접근성 및 생산적 활용의
경우 첨도 값이 정규성 검토 기준에 벗어나 위의 두 변수에 대해서는 문항묶음
(Item Parceling)을 적용하였다8).
또한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Chi-square(χ2)값 117.15(df=39), p값 0.00으로 나타났으며, 표준적합지수
(GFI)값 0.871 증분적합지수(IFI)값 0.875, 터커-루이스지수(TLI)값 0.840, 비교적
합지수(CFI)값 0.875, 근사오차평균자승이중근(RMSEA)값은 0.117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과 관측변수 간 유의성 검증결과는 모두 99%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고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및 분산추출지수(Variance extracted
Index)도 집중타당성 및 판별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9). 측정모형의 적합도
를 보다 높이기 위해 관측변수 중 개념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추정치가 낮은
관측변수10)를 제거한 수정모형을 수립하였다. 수정모형의 타당성 검증결과 Chi2

square(χ )값 55.09(df=28), p값 0.00으로 나타났으며, 표준적합지수(GFI)값 0.95
증분적합지수(IFI)값 0.951, 터커-루이스지수(TLI)값 0.943, 비교적합지수(CFI)값
0.951, 근사오차평균자승이중근(RMSEA)값은 0.077로 모든 기준에서 적합도가 개
선되었다.

7) 해당 변수들은 SPSS를 활용한 Kolmogorov-Smirnov 검정 결과에서도 유의확률 p값이 0.05
이상으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으로 만족하였다. 다만 접근성 및 생산적 활용에 해당하는
측정변수에 대해서는 Kolmogorov-Smirnov 결과에서도 유의확률 p값이 0.00 수준으로 정
규성 가정을 충족하지 못했다.
8) 문항묶음이란 구조방정식모형(SEM)에서 관측변수별 설문문항 응답값 대신에 문항묶음
한 값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묶음 점수란 두 개 이상의 문항을 더한 점수 혹은
평균값을 의미한다 (Bandalos, 2002).
9) 최초 측정모형의 역량의 분산추출지수는 1차 년도 1.31, 2차 년도 1.33, 3차 년도 1.23, 개
념신뢰도는 1차 년도 0.99 2차 년도 0.95, 3차 년도 0.96이고, 사회적 활용의 분산추출지수
는 1차 년도 0.55, 2차 년도 0.58, 3차 년도 0.52, 개념신뢰도는 1차 년도 0.89 2차 년도
0.87, 3차 년도 0.86, 프라이버시 염려의 분산추출지수는 1차 년도 1.07, 2차 년도 1.02, 3
차 년도 1.08, 개념신뢰도는 1차 년도 0.94 2차 년도 0.97, 3차 년도 0.94로 나타났다.
10) 역량의 관측변수 증 skill_5(이메일 첨부파일 기능 여부)와 사회적 활용의 관측변수 중
social_7(지난 3개월 동안 SNS 평점, 추천 활동 빈도)을 제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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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측정모형 적합도
모형

χ2

GFI

IFI

TLI

CFI

RMSEA

수정전

117.15

0.871

0.875

0.840

0.875

0.117

수정후

55.09

0.950

0.951

0.943

0.951

0.077

2.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분석 결과
1) 사회적 활용에 대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분석 결과
본 연구의 2차 디지털 리터러시 구성변인 중 활용은 사회적 활용과 생산적 활용으
로 구분된다. 먼저 사회적 활용에 대해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분석하였다. 자기
회귀교차지연모형 분석 시에는 시간에 따른 측정 동일성, 경로 동일성, 오차 공분
산 동일성이 성립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도 측정 동일성, 경로 동일성, 오차 공분
산 동일성 순서로 제약을 가하고 최대우도법(maximum likehood, ML)을 이용하여
총 13가지 모형을 검증하였다.
<표 6> 모형별 측정 동일성, 경로 동일성, 오차 공분산 동일성 제약 기준
모형1

기본모형

모형2

역량의 측정 동일성 제약

모형3

사회적 활용의 측정 동일성 제약

모형4

프라이버시 염려의 측정 동일성 제약

모형5

접근성의 자기회귀경로 동일성 제약

모형6

역량의 자기회귀경로 동일성 제약

모형7

사회적 활용의 자기회귀경로 동일성 제약

모형8

프라이버시 염려의 자기회귀경로 동일성 제약

모형9

접근성→역량 교차지연경로 동일성 제약
접근성→사회적 활용 교차지연경로 동일성 제약

모형10

역량→사회적 활용 교차지연경로 동일성 제약

모형11

사회적→프라이버시 염려 교차지연경로 동일성 제약

모형12

프라이버시 염려→접근성 교차지연경로 동일성 제약
프라이버시 염려→역량 교차지연경로 동일성 제약
프라이버시 염려→사회적 활용 교차지연경로 동일성 제약

모형13

오차 공분산 동일성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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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모형은 서로 내재된(nested) 관계이므로 모형 비교에 χ 차이검증을 적용할
수 있지만, 보완적으로 RMSEA와 TLI, CFI지수도 함께 사용하였다. χ2차이검증
은 비교하는 두 모형의 χ2변화량(Δχ2)이 자유도 변화량(Δdf)과 비교하여 유의
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으면 더 간명한 모형을 선택하였다 (Byrne, 2001).
그러나 그 차이가 유의할 경우 자유도(df) 값이 높은 모형이 상대적으로 자료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고 보아 복잡한 모형을 선택한다. 그 외의 합치도 지수들은
Cheung & Rensvold (2002), Vandenverg & Lance (2000), Chen (2007) 등의 논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CFI의 값이 .01만큼 낮아지거나 (Cheung
& Rensvold, 2002), TLI의 값이 .02만큼 작아지거나 (Vandenverg & Lance, 2000),
RMSEA의 값이 .015보다 많이 증가했을 때는 모형의 합치도가 유의미하게 나빠
졌다고 해석한다 (Chen, 2007).
본 연구의 경우 전반적인 모형별 적합도 결과가 NFI, TLI, CFI 값이 기준치인
0.9 이상이며, RMSEA도 기준치인 0.05–0.08 이하의 값을 충족하였다. 모형별 적합
도 차이의 경우 Δχ2와 Δdf 비교와 합치도 지수 기준 모두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
거나 모형 적합도가 악화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가장 간명한 모형 1을 채
택하였다(<표 7> 참고).
<표 7> 사회적 활용에 대한 동일성 검증 모형 결과

22

구분

Chi-square

df

TLI

CFI

RMSEA

모형1

2994

1239

.93

.934

.054

모형2

2996

1245

.93

.934

.054

모형3

3031

1255

.93

.933

.054

모형4

3035

1265

.93

.933

.054

모형5

3036

1266

.93

.933

.054

모형6

3036

1267

.93

.933

.054

모형7

3038

1268

.93

.933

.054

모형8

3041

1269

.93

.933

.054

모형9

3049

1270

.93

.933

.054

모형10

3063

1271

.93

.933

.054

모형11

3064

1272

.93

.933

.054

모형12

3066

1275

.93

.933

.054

모형13

3066

1278

.93

.933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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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에 대한 분석 결과 1차-2차 디지털 리터러시 및 프라이버시 염려 관련
모든 변인의 C.R(critical ratio) 값이 기준치인 1.96 이상이고 유의확률이 p<0.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1차 년도
부터 3차 년도까지 시간변화에 따른 자기회귀계수를 살펴보면 접근성이 가장 높
게 나타나며 역량과 프라이버시 염려는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사회적 활용의
자기회귀계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로 프라이버시 염려와 디지털 리터러시 간 교차지연계수를 비교해 보면 이
전 년도 프라이버시 염려가 다음연도의 접근성, 역량, 사회적 활용에 미치는 교차
지연 계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때 교차지연 계수는 모두 정(+)의
영향으로 이전연도의 프라이버시 염려가 증대할수록 다음연도의 디지털 리터러시
즉 디지털 기반의 각종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으로 프라이버시 패러독스 현상이
디지털 리터러시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1차-2차 디지털 리터러시 간 교차지연 계수를 살펴보면 이전연도의 접
근성은 다음연도의 역량과 사회적 활용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
다. 2차 디지털 리터러시 세부 구성요인 간 교차지연 계수를 살펴보면, 이전연도
의 역량이 증대할수록 다음연도의 사회적 활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
다. 이는 Livingstone & Helsper (2007), Deursen & van Dijk (2019) 등의 연구에서
와 같이 1차-2차 디지털 리터러시 간 영향관계가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입증되
었음을 의미한다.
넷째, 사회적 활용과 프라이버시 염려 간 교차지연 계수를 살펴보면 이전연도의
사회적 활용은 다음연도의 프라이버시 염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
다. 이는 프라이버시 염려가 사회적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프라이버시 패러독스
현상뿐만 아니라 이러한 프라이버시 염려에 사회적 활용도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
다. 즉 프라이버시 염려와 온라인 기반 디지털 기술의 사회적 활용 간 상호 순환
적 영향 관계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 따라 각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23

정보통신정책연구 제 26 권 제 4 호 (2019. 12)

<표 8> 사회적 활용에 대한 요인별 경로계수 추정치
경 로

비표준화계수

SE

CR

표준화계수

프라이버시 염려2← 프라이버시 염려1

.47***

.01

46.3

.51

프라이버시 염려3← 프라이버시 염려2

.52***

.01

47.4

.54

접근성2← 접근성1

.62***

.00

80.2

.65

접근성3← 접근성2

.67***

.01

78.1

.65

역량2← 역량1

.51***

.01

46.6

.55

역량3← 역량2

.54***

.01

47.7

.54

사회적 활용2← 사회적 활용1

.43***

.01

32.8

.41

사회적 활용3← 사회적 활용2

.39***

.01

32.4

.38

접근성2← 프라이버시 염려1

.22***

.01

17.9

.15

접근성3← 프라이버시 염려2

.24***

.01

17.5

.15

역량2← 프라이버시 염려1

.03***

.00

11.9

.09

역량3← 프라이버시 염려2

.04***

.00

15.3

.12

사회적 활용2← 프라이버시 염려1

.03***

.00

3.3

.03

사회적 활용3← 프라이버시 염려2

.01***

.01

2.72

.01

역량2← 접근성1

.06***

.00

26.3

.27

역량3← 접근성2

.06***

.00

27.0

.28

사회적 활용2← 접근성1

.04***

.01

5.1

.08

사회적 활용3← 접근성2

.03***

.00

5.6

.06

사회적 활용2← 역량1

.01***

.03

2.9

.05

사회적 활용3← 역량2

.62***

.01

80.2

.23

프라이버시 염려2← 사회적 활용1

.12***

.01

9.1

.09

프라이버시 염려3← 사회적 활용2

.05***

.01

3.9

.04

*** p<0.01, ** p<0.05

24

1차-2차 디지털 리터러시와 프라이버시 염려 간 순환적 관계

<그림 3> 사회적 활용에 대한 요인별 경로계수 추정치

주) 표준화 회귀계수로 표시
*** p<0.01, ** p<0.05

<표 9> 사회적 활용에 대한 가설 검증결과
가설 1: 접근성은 역량과 활용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채택)

1-1. 접근성은 역량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채택)

1-2. 접근성은 활용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채택)

1-2-a. 접근성은 사회적 활용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2: 역량은 활용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채택)
(채택)

2-1. 역량은 사회적 활용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채택)

2-2. 역량은 생산적 활용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채택)

가설 3: 프라이버시 염려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증대시킨다.

(채택)

3-1. 프라이버시 염려는 접근성을 증대시킨다.

(채택)

3-2. 프라이버시 염려는 역량을 증대시킨다.

(채택)

3-3. 프라이버시 염려는 활용을 증대시킨다.

(채택)

3-3-a 프라이버시 염려는 사회적 활용을 증대시킨다.

(채택)

가설 4: 디지털 활용 수준은 프라이버시 염려를 증대시킨다.

(채택)

4-1. 사회적 활용 수준은 프라이버시 염려를 증대시킨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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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적 활용에 대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분석 결과
생산적 활용에 대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분석 역시 사회적 활용에 대한 분석과
유사하게 수행하였다. 시간에 따른 측정 동일성, 경로 동일성, 오차 공분산 동일성
제약을 가한 총 12가지 모형11)을 세분화하고 최대우도법(maximum likehood, ML)
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표 10> 생산적 활용에 대한 동일성 검증 모형 결과
구분

Chi-square

df

TLI

CFI

RMSEA

모형1

1933

599

.935

.941

.063

모형2

1935

605

.935

.941

.062

모형3

1939

615

.936

.941

.062

모형4

1939

616

.936

.941

.062

모형5

1939

617

.936

.941

.062

모형6

1940

618

.936

.941

.062

모형7

1942

619

.936

.941

.062

모형8

1944

621

.937

.941

.062

모형9

1944

622

.937

.941

.062

모형10

1944

623

.937

.941

.062

모형11

1946

625

.937

.941

.061

모형12

1946

628

.937

.941

.061

생산적 활용에 대한 분석 결과 전반적인 모형별 적합도는 NFI, TLI, CFI 값이
기준치인 0.9 이상이며, RMSEA도 기준치인 0.05–0.08 이하의 값을 충족하였다. 모
형별 적합도 차이의 경우 χ2변화량(Δχ2)과 자유도 변화량(Δdf) 비교와 합치도
지수 기준 모두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거나 모형 적합도가 악화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가장 간명한 모형1을 채택하였다(<표 10> 참고).
모형 1에 대한 분석 결과 1차 년도 프라이버시 염려가 2차 년도 생산적 활용에

11) 생산적 활용에 대한 측정 동일성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모형에서는 제외하였기에
총 모형은 12개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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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과 1차 년도 역량이 2차 년도 생산적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한 모
든 변인 간의 C.R(critical ratio) 값이 기준치인 1.96 이상이고 유의확률이 p<0.01으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1차
년도부터 3차 년도까지 시간변화에 따른 자기회귀계수를 살펴보면 사회적 활용
모형에서와 동일하게 접근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역량과 프라이버시 염려는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며, 사회적 활용의 자기회귀계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로 프라이버시 염려와 디지털 리터러시 간 교차지연계수를 비교해 보면 1
차 년도 프라이버시 염려가 2차 년도 생산적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
반적으로 이전연도 프라이버시 염려가 다음연도의 접근성, 역량, 생산적 활용에
미치는 교차지연 계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때 교차지연 계수는 모
두 정(+)의 영향으로 이전연도의 프라이버시 염려가 증대할수록 다음연도의 디지
털 리터러시 즉 디지털 기반의 각종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으로 프라이버시 패러
독스 현상이 생산적 활용 측면에서도 디지털 리터러시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1차-2차 디지털 리터러시 간 교차지연 계수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이
전연도의 접근성은 다음연도의 역량과 생산적 활용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2차 디지털 리터러시 세부 구성요인 간 교차지연 계수를 살펴보
면, 연도별 영향관계가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1차 년도 역량이 2차 년도
생산적 활용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2차 년도 역량이 3
차 년도 생산적 활용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넷째, 생산적 활용과 프라이버시 염려 간 교차지연 계수 역시 이전연도의 생산
적 활용은 다음연도의 프라이버시 염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
는 사회적 활용과 동일하게 프라이버시 염려와 온라인 기반 디지털 기술의 사회
적 활용 간 상호 순환적 영향 관계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 따라 각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 <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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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생산적 활용에 대한 요인별 경로계수 추정치
경 로

비표준화계수

SE

CR

표준화계수

프라이버시 염려2← 프라이버시 염려1

.48***

.01

46.5

.54

프라이버시 염려3← 프라이버시 염려2

.52***

.01

48.1

.52

접근성2← 접근성1

.64***

.01

81.3

.67

접근성3← 접근성2

.67***

.01

79.5

.65

역량2← 역량1

.52***

.01

46.6

.55

역량3← 역량2

.53***

.01

47.6

.54

생산적 활용2← 생산적 활용1

.23***

.02

15.5

.20

생산적 활용3← 생산적 활용2

.28***

.01

28.0

.28

접근성2← 프라이버시 염려1

.21***

.01

16.7

.15

접근성3← 프라이버시 염려2

.24***

.02

17.5

.14

역량2← 프라이버시 염려1

.03***

.00

11.4

.10

역량3← 프라이버시 염려2

.04***

.00

15.4

.10

생산적 활용2← 프라이버시 염려1

.05

.03

1.6

.02

생산적 활용3← 프라이버시 염려2

.08***

.03

3.1

.03

역량2← 접근성1

.06***

.00

27.3

.28

역량3← 접근성2

.06***

.00

27.3

.28

생산적 활용2← 접근성1

.24***

.03

9.1

.10

생산적 활용3← 접근성2

.11***

.02

4.9

.11

생산적 활용2← 역량1

.05

.11

.45

.04

생산적 활용3← 역량2

.47***

.10

4.9

.04

프라이버시 염려2← 생산적 활용1

.03***

.01

5.4

.03

프라이버시 염려3← 생산적 활용2

.01***

.00

2.2

.04

*** p<0.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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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생산적 활용에 대한 요인별 경로계수 추정치

주) 표준화 회귀계수로 표시
*** p<0.01, ** p<0.05

<표 12> 생산적 활용에 대한 가설 검증결과
가설 1: 접근성은 역량과 활용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부분채택)

1-1. 접근성은 역량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채택)

1-2. 접근성은 활용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기각)

1-2-b. 접근성은 생산적 활용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2: 역량은 활용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기각)
(채택)

2-1. 역량은 사회적 활용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채택)

2-2. 역량은 생산적 활용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채택)

가설 3: 프라이버시 염려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증대시킨다.

(부분채택)

3-1. 프라이버시 염려는 접근성을 증대시킨다.

(채택)

3-2. 프라이버시 염려는 역량을 증대시킨다.

(채택)

3-3. 프라이버시 염려는 활용을 증대시킨다.

(기각)

3-3-a 프라이버시 염려는 생산적 활용을 증대시킨다.

(기각)

가설 4: 디지털 활용 수준은 프라이버시 염려를 증대시킨다.

(채택)

4-2. 생산적 활용 수준은 프라이버시 염려를 증대시킨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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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프라이버시 염려 간 상호 영향관계를 바탕으로 순
환적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먼저 1차-2차 디지털 리터러
시 간 영향관계를 분석하고 다음으로 프라이버시 염려가 이들 1차-2차 디지털 리
터러시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프라이버시 패러독스 현황을 실증하였다. 마지
막으로 디지털 활용이 프라이버시 염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프라이버
시 염려와 디지털 활용 간 순환적 상호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1차-2차 디지털 리터러시 간 유의한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 먼
저 1차 디지털 리터러시 구성 요소인 접근성은 2차 디지털 리터러시 구성 요소인
역량과 활용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인
터넷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이 디지털 역량과 활용을 높인다는 연구와 동일한 결
과로 나타났다 (Kuhlemeier & Hemker, 2007; Livingstone & Helsper, 2007; Zhong,
2011 등). 특히 van Dursen (2019)이 제시한 물질적 접근성을 1차 디지털 리터러시
구성요소로 적용함으로써 물리적 접근성 외 물질적 접근성도 디지털 이용 역량
및 활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실증하였다. 또한 2차 디지털 리터러시 구성 요
인 간 영향관계에 있어서도 역량이 활용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역량은 사회적 활용과 생산적 활용에 모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최예나 (2015), 이홍재 (2019)의 일부 연구결과와 같이 2차 디지털
리터러시 내 역량과 활용 간 다양한 영향관계에 대한 분석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둘째, 프라이버시 염려가 디지털 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프라이버시
패러독스’ 현상을 실증하였다. 분석 결과 프라이버시 염려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
은 디지털 서비스 다양성을 강화시키고, 더욱 디지털 기기 사용 역량을 높이며, 사
회적, 생산적 활용을 모두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Norberg et al. (2007),
Smith et al. (2011) 등의 연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프라이버시 염려가 높아져도
개인은 이를 회피하거나 줄이지 않고 오히려 활동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특히 활용 측면에서 이러한 경향은 사회적 활용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확인되
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 Barnes (2006), Tan et al. (2011) 등은 SNS 활동을 통
해 개인 얹는 혜택이나 편리성이 염려에 따른 회피를 능가하는 것으로 해석하였
다. 또 한편으로는 인터넷 카페, SNS활동시 개인은 프라이버시 염려를 망각하거
나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은 채 무방비 상태로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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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셋째, 디지털 활용이 프라이버시 염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디지털 활
용과 프라이버시 염려 간 순환적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디지털 활용 수준과 프
라이버시 염려 간 관계는 일방향적 관계가 아닌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하
는 관계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이들 관계의 특정 한 단면에만 주목하여 프
라이버시 염려가 디지털 활용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나 (Smith et al.,
2011), 디지털 활용 역량 및 수준이 프라이버시 염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왔다
(Dinev & Hart, 2006). 일부 최근 연구에서는 이들 간 상호 영향 관계에 대한 고려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접근도 시도되었다 (신일순 ․ 김수현, 2018). 그러나
본 연구는 다연도 종단데이터를 바탕으로 디지털 활용과 프라이버시 염려 간 순
차적 순환 관계를 최초로 실증함으로써 이들 간 관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활용의 경우 프라이버시 염려와 활용 간 순환적 영향 관계가 1
차-3차 년도 모두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활용 빈도가 높을수록 개인은 프
라이버시 염려를 더 많이 느끼지만 해당 활동을 줄이기보다는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프라이버시 패러독스 현상이 확인된다. 생산적 활용 역시 안정적이지는
않지만 2차-3차 년도 사이에 활용과 프라이버시 염려 간 상호 순환적 영향관계가
일부 확인되었다. 생산적 활용 역시 온라인 게시판 정보 등록, 투표 참여 등 활용
빈도가 높을수록 프라이버시 염려 수준은 높아지지만 이 역시 해당 행동을 줄이
기보다는 강화시키는 역설적 현상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학술적, 정책적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
하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종단데이터를 활용하여 1차-2차 디지털 리터러시와
프라이버시 염려 간 연속적 인과관계와 상호 순환적 영향관계를 실증하였다. 지금
까지 프라이버시 염려 또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된 다수의 연구는 소규모 설
문응답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단연도 횡단면 자료를 주로 활용해왔다. 또한 프라이
버시 염려와 온라인 활동 간 순차성(time order)을 가정하여 이들 간 일방향적 관
계만을 단편적으로 분석해왔다 (박정훈 ․ 이숙현, 2007). 본 연구는 대규모 종단 패
널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분석을 통해 시간에 따른 변수 간
순환적, 반복적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다수의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
다. 또한 위험에 대한 인식과 염려, 행동 간의 영향관계는 위험하다고 더 느낄수록
관련 행위의 의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관련 행위를 의도하거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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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기에 위험을 더 잘 느끼기도 하는 등 양자 간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로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는 종단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분석
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위험인식(프라이버시 염려)과 행동(디지털 리터러시)
간 이와 같은 상호 순환적 영향관계를 실증하였음에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온라인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상호작용이 주를 이루는 디지
털 지능정보사회 환경에서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개인정보
간 영향관계를 다각도로 고려하는데 학술적 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둘
째, 디지털 리터러시 기반의 역량 개발 및 활용에 개인정보 침해 위험인식의 프라
이버시 패러독스 현상을 실증하였다. 이는 기존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논의가 고전
적 계획된 행동이론에 근거한 개인정보 계획 행동과 이와 상반되는 역설적 현상
으로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리터러시 측면에서는 프라이버시
염려가 패러독스 현상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프라이버시 패러독스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는 전자상거래(e-commerce), 온라인쇼핑, SNS 활동, 위치정
보 데이터 등 단편적 특정 서비스에 한정된 사용자의 행동을 바탕으로 연구되어
왔다 (Barnes, 2006; Taddicken, 2014; Lee et al., 2013). 그러나 본 연구는 디지털
접근성과 역량, 활용을 아우르는 디지털 리터러시 관점에서 프라이버시 패러독스
현상을 실증함으로써 프라이버시 염려가 오히려 다양한 층위의 디지털 활동을 강
화시킨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셋째, 정책적 측면에서는 프라이버시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개인의 인권
적 가치라고 볼 때 (Warren & Brabdeis, 1980), 프라이버시 관리(privacy management)
에 대한 필요성을 제언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개인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염려를 높게 느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하거나, 기술 등 역
량을 축적하거나, 사회적 활용 또는 생산적 활용을 줄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오늘날 4차 산업혁명 등 디지털 지능정보사회 환경에서 개인정보 침해를
무릅쓰고, 또는 침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에 노출
되어있는 개인들에 대한 적절한 프라이버시 관리와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즉 침
해의 심각성을 알지만 높은 디지털 기반 온라인 활동이 가져다주는 혜택을 포기
하지 못하는 개인과, 침해가 우려되지만 그 심각성이나 구체성을 망각한 채 온라
인 활동시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개인에 대한 구분과 이에 적합한 정
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왜 이러한 프라이버시 패러독스 현상이
디지털 리터러시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과 고민이 필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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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일례로 Debatin et al. (2009)의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 염려보다 SNS 등 활
동을 통해 얻는 만족감 등의 이점이 강하고 SNS활동을 습관적 일상생활로 여기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패러독스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Stutzman et al. (2012)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거나 특정 정보를 공유받고자 프라이버시
염려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공개, 공유한다고 보았다. 또한 프라이버시 염려가
실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프라이버시 공개 여부 및 설정에 대해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보았는데 Bandyopadhyay (2012)의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 통제 가능성을 낮게 인식하는 사용자일수록 프라이버시 염려가 높고
SNS이용을 중단하려는 의도가 더 크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디지털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서는 프라이버시 염려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과 프라이버시 염려
가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관계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이해
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계점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본 연구
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프라이버시 염려 간 종단적 순환관계에 대해 분석하였지만
조사 데이터의 한계 상 3년이라는 짧은 기간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향후 지속적
데이터 축적과 관리를 통해 장기적 종단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들 간 지속적 순환
성과 상호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로 연구결과의 프라이버시
정책에의 다 유의미한 기여를 위해 본 연구 데이터 상에서 고려하지 못한 자기효
능감, 사회적 자본의 형성 등 프라이버시 염려와 디지털 리터러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 프라
이버시 염려와 디지털 리터러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성별,
학력, 소득 등의 요인이 프라이버시 염려와 디지털 리터러시 순환관계 상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다방면의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
로 프라이버시 리터러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프라이버시 염려와 디지털 리터
러시 간 관계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개인의 기술적, 제도적 지식 수준
과 실제 보호를 위해 취하고 있는 행동, 침해시 대응 방법의 인지 여부 등 프라이
버시 리터러시와의 종합적 관계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프라이버시 염려를 느끼
는 개인이 디지털 역량과 활용을 증대하는 패러독스 현상을 보이지만, 그 이면에
는 높은 프라이버시 리터러시 수준을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종합적 고려와 총체적 분석이 수행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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