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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목

컴퓨터, 인터넷, 모바일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확산은 우리 삶에서 디지털이 차지하는 비 을 

격하게 증가시켰고, 우리는 이제 디지털이 없는 환경에서 사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가 

다. 경제에 있어서도 디지털 경제의 비 은 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의 

경우, 2001년 시장규모가 3조원이었던 것이 2018년 100조에 달할 정도로 폭발 인 성장을 보

여주고 있으며(서울경제, 2018, 1, 4),  세계 으로도 체 소매 매출액  디지털 상거래의 

비 은 2017년 10.2%(2.3조 달러)에서 2021년에는 17.5%(4.9조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eMarketer, 2018). 디지털 경제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에 직면해있는 것도 사실인데, 를 들어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즉 디지

털 인 라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국가별 격차뿐만 아니라 고소득층과 취약계층 사이의 정보격차

로 인해 야기되는 불평등 문제,  디지털 발 의 고도화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등이 주로 언

되는 문제 으로 꼽힌다( 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이처럼 온라인 개인정보 리의 문제는 디지털 경제를 하는 주요 요인  하나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가 가장 우려하는 요한 이슈이기도 하다(Kokolakis, 2017). 한국은행

이 실시한 모바일 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 결과(한국은행, 2018)에서는 고연령층의 온라인 

융활동을 해하는 요한 요인  하나로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문제에 한 우려를 꼽았다. 

고연령층의 온라인 개인정보 리에 한 문제가 디지털 경제 참여에 제약으로 작용하게 되면 디

지털 소외로 인한 불편함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질 인 경제  손해도 발생하게 되는데, 컨  

은 소비자는 온라인·모바일 뱅킹을 통해 보다 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고연령층은 더 많은 돈을 내고도 한정된 융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2018, 5, 1).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연령에 따라 개인정보 리에서 

나타나는 격차는 그 자체로도 요한 문제지만 디지털 격차(digital devide)를 심화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층 더 요한 의미를 지닌다.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란 디지털 매체나 기술의 소유 여부 차이로 인해, 차 정보

와 서비스 활용에 차이가 발생하고 더 나아가 사회경제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구조  불평등을 

뜻한다(Jones, Johnson-Yale, Millermaier, & Perez, 2009). 그런데 디지털 격차와 마찬

가지로, 온라인 개인정보 리 행동에 있어서도 연령별, 사회계층별 격차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

는데, 개인정보 리 측면에서 격차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정보 리의 취약계층이 디지털 경제

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디지털 매체 소유에 따른 매체 이용의 불평등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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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이고, 매체 이용에 따른 정보 불평등을 지 하는 것이 지

식격차(knowledge gap)라고 한다면, 개인정보 리 수 의 차이로 야기될 수 있는 디지털 경

제 참여 격차  소외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  격차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개인정보 리 

격차가 실제로 나타나는지, 만약 격차가 존재한다면 어떤 요인들로 인해 발생하는지 객 으로 

검증해보는 것은 디지털 격차 연구의 이론  차원이나, 이 같은 문제를 실에서 해결하기 한 

정책 , 실무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디지털 격차 연구에 있어서 격차 유발의 주된 측 요인은 사회경제  지 (socio-economic 

stauts, SES)를 나타내는 변수인 소득  교육 수  그리고 인구통계학  변수인 성별, 연령, 

인종, 지역 등이 통 으로 많이 활용 다(최인호·염정윤·김류원·정세훈, 2018; 황용석·박남수·

이 주·이원태, 2012). 특히  세계 인 정보화로 인해 디지털 미디어 근성 격차가 개선되며, 

사회 계층별 격차가 차 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화 시  이후의 세 인 ‘디지털 네이티

‘와 정보화 이  세  간의 격차는 여 히 큰 차이로 남아있는 을 생각해볼 때(황용석 외, 

2012), 온라인 개인정보 리 격차 연구에서도 연령은 가장 요한 측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

다. 따라서 연령을 독립변수로 하여 개인정보 리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고 이와 함께 디지털 

격차의 이론  토 가 된 지식격차 가설(Tichenor, Donohue, & Olien, 1970)의 본질 인 

제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가르는 기 이 되는 소득 역시 표 인 사회경제  변수로서 

정보 리 격차의 발생 원인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연령, 소득 등 인구통

계학  변수 외에 개인의 디지털 활용 능력 수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개인정보 련 연구  많은 심을 받고 있는 분야가 ‘개인정보 역설’(privacy 

paradox, Barnes, 2006)인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개인정보 리에 해 염려하면서도 실제 

행동 측면에서는 개인정보를 쉽게 노출하는 이 성을 말한다(Barnes, 2006). 개인이 항하기

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실로 인해 개인정보의 안 한 리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

황에서 실질 인 개인정보 보호와 보다 한 변수는 개인정보에 한 개인의 태도가 아니라 오

히려 인터넷 활용 기술(internet skills) 수 이라는 연구결과(Büchi, Just, & Latzer, 

2017)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박(Park, 2011)의 연구에서도 디지털 라이버시 리

터러시(digital privacy literacy)가 높을수록 개인정보 리 수 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에 비추어 디지털 활용 능력 수 이 높을수록 개인정보 리 행동도 

효과 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합 인 디지털 활용 

능력을 측정하는 4가지 유형의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를 활용하여 각 유형의 리터

러시 능력이 개인정보 리행동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검증해보고자 한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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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 리터러시(new media literacy)라고 표 하기도 하는데, 디지털 미디어에 근해서 

사용하는 소비능력은 물론이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디지털 세계에 참여하는 생산능력까지 포함

하는 다층 인 커뮤니 이션 능력을 말한다(Buckingham, 2009) 첸, 우와 왕(Chen, Wu, & 

Wang, 2011)은 이를 4가지 유형의 능력(기능  소비, 비  소비, 기능  생산, 비  생산)

으로 이론화한 디지털 리터러시를 제안했는데, 최인호 외(2018)는 이 4가지 유형의 디지털 리터

러시를 ‘개인의 총체 인 디지털 활용능력’을 측정하는 척도로 활용하여 소득과 연령으로 인한 디

지털 격차를 실증하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독립변수로 하여 개인정보 리

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온라인 개인정보의 효과  리를 한 행 는 개인정보 노출 행동과 개인정보 보호 행동

의 두 가지 차원으로 나 어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노출 행동은 험(개인정보 노출의 

험)을 증가시키는 행 인 반면, 보호 행동은 험(개인정보 노출의 험)을 감소시키는 행 이

다. 즉, 노출 행동은 최 한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반면, 보호 행동은 최 한 증가시키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효과 인 개인정보 리를 해서는 노출 최소화와 보호 극

화, 이 게 두 가지의 략  행 가 가능하다. 김형지와 정세훈(2015)의 연구에 따르면, 개

인정보 노출과 보호는 행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각기 다르게 나타났고 개인정보 련 다른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노출과 보호는 각기 다른 경향을 보인 것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인

정보 리 행동의 향 요인을 자세히 살펴보기 해서는 노출 행동과 보호 행동을 별도의 변수

로 설정하여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검증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먼  디지털 격차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인구통계학  변수인 연령과 소득이 온라인 개인정보 노출 행동과 보호 행동에 어떻게 향을 미

치는지, 다시 말해 개인정보 리에도 디지털 격차와 같은 연령별, 소득별 격차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총체 인 온라인 활용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온라인 

개인정보 노출과 보호에 미치는 향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2. 기존 문헌 검토

1) 온라인 개인정보 노출  보호 행동

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한 정보로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정보(정보통신망 이용 진  정보보호 등에 한 법률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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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제2조)를 뜻하며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 인 인  사항은 물론 신체 , 정신 , 사회 , 

경제  정보를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이다. 인터넷  정보기술의 발달로 개인정보의 수집  공

유가 편리해지면서 특정 개인의 인  사항에 더해 온·오 라인 상거래, 로그기록, 치정보 등 

다양한 성격의 개인정보가 손쉽게 조합되어 활용되고 있는데, 이 게 수집된 개인정보는 언제 어

디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기가 어려워서 개인의 사  역에 한 큰 이 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일단 공개된 개인정보는 엄청난 확산 범 와 확산 속도로 인해 개인의 통제 범 를 완

히 벗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Hargittai & Marwick, 2016), 이런 이유로 온라인 개인정보 

리는 정책 , 교육  측면은 물론이고 연구 역에서도 매우 요하게 다루어질만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김형지․정세훈, 2015; 장규원․윤 석, 2011; 최 선․김석 ․조진만․진승헌․

조 숙, 2013; Boyd & Hargittai, 2010; Fogel & Nehmad, 2009; Park, 2011).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한 개인 인 리 행 를 말할 때, 많은 경우 외

부의 정보수집 시도로부터 내 정보를 지키는 활동, 를 들어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을 폭넓게 기

록하는 쿠키(cookie) 삭제나 사용자 몰래 설치되는 불법 인 고성 로그램 삭제 등의 기술

인 보호 활동을 심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노출함에 있어서 효과 이고 제한

으로 노출하는 것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한 효과 인 행 라고 할 수 있다. 재 많은 

온라인 활동, 특히 자상거래의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조 씩 차

이가 있긴 하지만 정보 수집에 동의할 경우, 이용자의 성별, 연령, 직업 등 기본 인 인 사항과 

함께 IP주소, 검색어, 방문사이트 등 온라인 활동내역이 수집된다(나종연․이진명․최아 ․윤

정선․최지원, 2012). 인터넷․모바일 쇼핑이 늘어나고 많은 융거래가 온라인으로 이 지는 

등 디지털 경제의 비 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본 인 개인정보 노출을  하지 않는 것은 

실 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필수 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제외하면 개인정보 노출을 

게 하는 것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한 리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다. 따라서 온라인 

개인정보 리 행 는 첫째, 개인정보에 한 효과 인 보호 행동과 함께 둘째, 무분별한 개인정

보 노출 자제의 두 가지 근으로 나 어 생각해볼 수 있다. 

개인정보 노출과 보호 행동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둘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온라인 개인정보 리에 한 선행연구는 노출/보호 행동에 한 구분 없이, 온라

인 라이버시(online privacy) 차원에서 수행된 연구가 다수이고 이들은 개인정보 보호 행동

에 을 맞춘 경우가 많다. 개인정보 노출, 공유(disclosure, information-sharing)를 다룬 

연구들은 정보 보호 연구에 비해 상 으로 은 편인데, 이들 에서도 다수는 주로 소셜미디

어 상에서의 개인정보 노출을 다룬 연구이지만, 근래 들어서는 노출 정보의 성격에 따라(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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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을 담은 감성  내용 vs 주소, 직업, 재무정보 등 사실  내용) 구분하여 살펴본 연구

(Bergström, 2015; Taddicken, 2014)도 찾아볼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행동 연구에 비해서 

노출행동 연구들의 결과가 일 되지 않게 나타난 경우가 상 으로 많은데, 연령을 로 들어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호행동이 감소하는 경향이 비교  일 되게 나타나는데 비해 노

출행동의 경우 상반되는 결과가 많이 나타난다. 이는 노출 정보의 성격이 다를 경우 정반 의 결

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Bergström, 2015; Taddicken 2014 참조). 연

령, 소득, 디지털 리터러시 등 다양한 격차 연구의 변수들과 련된 정보 노출/보호 행동 선행연

구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한, 개인정보 노출과 보호행동에 향을 미치는 측요인이 다르다. 김형지와 정세훈

(2015)은 장년층 인터넷 이용자들의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이기 한 두 가지의 행

인 노출행동(감소)과 보호행동(증가)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각각 다름을 밝혔다. 노출행동

은 노출 피해에 한 지각된 심각성이 높아질수록 어들고 보호행동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개인정보 보호 련 지식 수 이 높을수록, 지각된 취약성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개인정보 노출과 보호가 각각 다른 동기로 이루어지는 행동이며 각각의 특성을 독립

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함의를 제시한다.

개인정보 노출  보호 행동과 련된 선행연구들의 체 인 흐름을 악하기 해서는 

주요 변수  심 사항에 해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노출과 련된 연구들은 주

로 개인정보 노출이 성별, 연령, 미디어 이용량, 미디어 활용 수  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를 살펴본 측요인 연구(김소라․이기춘, 2007; 심재웅․황하성․이호규, 2009; 이미나․이

승아․최인혜, 2014; 진성철․김인경, 2011; Kezer, Sevi, Cemalcilar, & Baruh, 2016; 

Taddicken, 2014; Walrave, Vanwesenbeeck, & Heirman, 2012)와 노출 행동이 이루어

지는 동기와 기제에 한 탐색  검증 련 연구(김형지․정세훈, 2015; 박 미․이희숙, 

2012)가 많이 이루어졌고 노출 행동에 한 불안감과 보호 행동 사이의 계 그리고 이러한 행

들이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해서도(진성철․김인경, 2011; 이미나․심재웅, 

2009; Park, Campbell, & Kwak, 2012; van Schaik, Jansen, Onibokun, Camp, & 

Kusev, 2018) 심을 많이 보 다.

개인정보 보호 행동에 한 연구 역시, 측요인에 한 다양한 탐색과 검증이 이루어졌다. 

보호동기이론(Protection Motivation Theory)을 바탕으로 지각된 심각성과 취약성 그리고 

자기효능감, 반응효능감 수 에 따라 보호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거나(김상 ․박

선, 2013; 김형지․정세훈, 2015) 개인정보 보호 련 지식이나 디지털 리터러시 수 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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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보호행동 차이를 검증하기도 했다(Park, 2011, Park et al., 2012). 그 외에도 다양한 

측요인들이 변수로 활용되었는데, 라이버시 염려(Steijn, Schouten, & Vedder, 2016), 

라이버시 태도(김상 ․박 선, 2013; 김종기․김상희, 2013; Youn, 2009), 미디어 이용행태

(Park et al., 2012) 등이 주로 활용되었다. 보호 행동의 측요인 사이에 나타나는 향 계

도 주요 탐색 상이었고(김상 ․박 선, 2013; 박찬욱․이상우, 2014; 이동주․김명수, 

2011; Park, 2011; Park et al., 2012), 보호 행동 유발요인 탐색과 보호 행동과의 계 검

증(박이슬․우형진, 2013; LaRose, Lai, Lange, Love, & Wu, 2005; Lwin, Li, & Ang, 

2012; Workman, Bommer, & Straub, 2009; Youn, 2005, 2009) 역에서도 많은 연구

가 이루어졌다. 디지털 활용능력과 개인정보 리 행동 사이의 연구는 상 으로 많지 않은 편

이지만, 박(2011)의 연구에서는 온라인 라이버시에 한 지식수 (digital privacy 

literacy)이 개인정보 리(information control)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디지털 기술

의 발달로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이 보다 손쉬워지고 치 해짐에 따라 개인정보 역설(privacy 

paradox)에 한 심이 늘어나며, 개인정보 리에 한 회의론과 함께 행동 련 변수의 효

과에 주목하게 되면서 실질 인 인터넷 활용 기술 수 (Büchi, Just, & Latzer, 2017)과 정

보보호와의 계를 검증하기도 했다. 개인정보 노출  보호 행동 련 주요 연구들은 다음에 다

루어질 디지털 격차  디지털 리터러시 변수들과 련지어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와 개인정보 리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란 디지털 미디어나 기술에 한 근성을 가진 사람들(haves)과 

가지지 못한 사람들(have-nots)사이의 매체 근성과 활용의 차이로 인해, 살아가면서 리는 

정보와 서비스의 양과 질에 차이가  커져서 사회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개

념이다(Jones, Johnson-Yale, Millermaier, & Perez, 2009). 즉 개인들의 사회경제  지

 차이가 디지털 미디어 소유와 활용의 차이를 발생시키고, 이 게 생긴 디지털 능력 격차는 다

시 사회  자원에 한 향유에 있어서 가진 자와 못가진 자 사이의 차이를 더욱 확 함으로써 사

회  불평등이 가속화되는 상이다.

미디어 이용으로 인한 사회  격차 가속화에 한 문제 인식은 지식격차 가설(Tichenor, 

Donohue, & Olien, 1970)에서 시작되었다. 지식 격차 가설은 미디어 소유 정도에 따라 매스

미디어를 통해 하는 사회  지식의 격차가 더욱 커지는 구조  불평등을 말하는데, 미디어 이

용을 통한 정보 획득이 상 으로 유리한 상  계층이 하  계층보다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원래 지식 격차 가설은 TV, 라디오 등 통 매체를 바탕으로 한 주장이었지만 



240 한국언론학보 63권 5호 (2019년 10월)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한 디지털 매체의 보 이 늘어나면서 디지털 격차에 한 논의로 확장되

었다(최인호 외, 2018).

지식격차 연구를 포함하여 디지털 격차 연구 기에는 격차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찾기 

한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체로 성별, 소득, 연령, 인종, 지역 등 인구통계학  변수와 

미디어 근성(access) 격차의 계를 살펴보려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황용석 외, 2012). 

연구가 다양해지면서 격차 발생의 원인을 찾는 노력은 차 개인역량, 문화자본, 사회자본(이호

규, 2009; Kvasny, 2006) 같은 변수로 확 되었으나, 성별, 소득수 , 연령 등이 격차의 주된 

요인이라는 큰 흐름은 지속되어왔다(황용석 외, 2012). 특히, 반 으로 성별, 사회 계층별 디

지털 격차가 어드는 흐름 속에서 연령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여 히 격차의 요한 요

인으로 남아있는 것을 감안하면 디지털 격차의 요인  매우 요하게 살펴 야 하는 변수임에 

틀림없다(황용석 외, 2012).

연령에 따른 디지털 격차는 ‘디지털 네이티 ’(digital natives, Prensky, 2001a, 2001b)

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디지털 네이티 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컴퓨터, 비디오 게

임, 인터넷과 같은 환경에 둘러싸여 성장함으로써 ‘디지털 언어(digital language)를 마치 모국

어처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원어민(native speaker)과 같은 세 ’를 뜻한다. 반 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기는 하지만, 디지털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지 못하는 앞선 세 는 ‘디지털 이민

자’(digital immigrants, Prensky, 2001a, 2001b)로 표 할 수 있다. 디지털 네이티 는 디

지털 매체와 련된 생활 측면의 환경 차이도 있지만, 1990년  이후  세계 인 정보화 교육의 

향(안상진․이 , 2014)도 지 않을 것으로 상하는데, 정보화 교육을 받지 못한 고연령층

과 정보화 교육을 받고 자란 연령층 사이에 디지털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일

부 연구자들은 ‘디지털 네이티 -디지털 이민자’ 개념이 직 으로 매우 강력하긴 하나 지나치게 

이분법 일 뿐 아니라 같은 디지털 네이티  세 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도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고 비 한다(Bayne & Ross, 2011; Jones, Ramanau, Cross, & Healing, 2010). 하지만 

이러한 입장 역시, 디지털 네이티  세 라는 이유로 오히려 디지털 교육 기회가 약화될 수 있다

는 우려에 따른 교육  차원에 입각한 비 을 한 것이지, 연령이 높아질수록 디지털 능력이 감

소하는 경향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Koutropoulos, 2011).

연령을 변수로 한 디지털 격차 연구는 체로 뚜렷한 격차 유발 효과를 나타냈다. 스마트폰

과 SNS를 상으로 한 송경재(2011)의 연구에서 소득과 성별에 따른 이용격차는 스마트폰 활

용에서만 나타나고 SNS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연령은 스마트폰과 SNS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디지털 격차의 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부의 국내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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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정보화 조사 결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8)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보고

서는 체 국민 평균을 100으로 보았을 때 장․노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 은 63.1로, 장․노년

층을 포함하여 소득층(86.8), 장애인(74.6), 농어민(69.8) 등 4  취약계층 에서도 가장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소득, 교육, 성별 변수를 통제하고 연령, 인터넷 근성, 인터넷 연결 사

이의 계를 검증한 다른 연구(Loges & Jung, 2001)에서는 근성과 연결 모두에서 연령으로 

인한 격차가 찰되었고  온라인 활용 기술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약화되는 경향과 함께 정보 

생산 활동에 있어서 세  간 격차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 다(Jones & Fox, 2009).

이처럼 연령은 디지털 격차 유발의 강력한 요인으로서 개인정보의 노출 행동과 보호 행동

에 있어서도 이러한 격차가 나타나는지 경험 으로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정보 노출  보

호 행동에서 연령에 따른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고연령층이 개인정보 보안에 한 

염려로 모바일 융서비스를 제 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한국은행, 2018)나 정보 

보호에 한 우려와 어려움 때문에 디지털 경제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언론의 지 (조선일보, 

2018)과 같이, 정보 리 수 의 차이가 정보화 활용의 차이로 이어짐으로써 사회  불평등이 가

속화되는 ‘개인정보 리 격차’를 실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에 한 정책  차원의 

안 마련의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령, 소득 등의 변수를 활용한 개인정보 노출  보호 행동 련 선행연구 , 먼  보호 

행동 련 연구를 살펴보면, 효과의 방향성에 있어서 부분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호 행동

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Blank, Bolsover, & Dubois, 2014; Kezer et al., 2016; Park, 

2011). 연령별로 세 개의 그룹(18-40세, 41-65세, 65세 이상)으로 나 어 페이스북 상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양상을 살펴본 연구(Kezer et al., 2016)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호 행동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온라인상의 라이버시 보호 행동에 미치는 측요인(predictor)을 검

증한 박(2011)의 연구에서는 정보 리(information control) 행동을 사회  역량(social 

skill)과 기술  역량(tech skill) 2가지로 나 어 살펴봤는데, 2가지 모두에서 연령이 증가함

에 따라 리 행동이 감소하는 계를 보임으로써 연령으로 인한 정보 리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은 2가지 모두에서 격차를 발생시키지 않았고, 성별은 기술  역량에 

있어서만 남성이 여성보다 정보 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격차 발생을 부분 으로 

지지했다. 국 옥스퍼드 인터넷 서베이(OxIS)의 표본을 바탕으로 연령과 개인정보의 계를 

살펴본 연구(Blank et al., 2014) 역시 노년층보다 은 층이 개인정보 보호를 더 극 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행동에 있어서 연령에 따른 격차를 확인시켜주었고 미

국인 1500명을 상으로 설문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리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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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수 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서 교육수 , 성별(남성이 높은 지식), 소득, 인종(백인

이 높은 지식)에 따른 격차가 나타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지식 격차’(knowledge 

gap)를 실증하기도 했다(Turow, Feldman, & Meltzer, 2005). 하지만 이와 반  방향으로 

결과가 나타난 연구도 있었는데, 심재웅과 동료들(2009)의 연구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라이버시 침해에 한 윤리  책임인식과 라이버시 염려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연구는 연령을 10 , 20 , 30  이상의 3그룹으로만 나 었기 때문에 노년층까지 이러한 경

향이 나타나는지 알기 어렵고  개인정보 리에 한 실질 인 행동이 아닌 인식만을 상으로 

했다는 에서 연령과 정보보호의 정  계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개인정보 노출 행동 련 연구의 경우, 보호 행동 연구와 달리 선행연구의 결과가 방향에 

있어서 다소 엇갈리는 측면이 있다. 먼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출 행동이 감소하는 방향을 보인 

연구가 다소 우세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을 살펴보면 소셜 미디어 상의 노출을 다룬 세 개의 

연구(Li, Lin, & Wang, 2015; Taddicken, 2014; Walrave, Vanwesenbeeck, & 

Heirman, 2012) 모두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출 행동이 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만 

놓고 보면, 개인정보 노출 행동에 해서는 연령에 따른 정보 리 격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인데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개인정보 보호 행동의 경우, 기술  지식의 향이 크게 작용함으로

써 연령의 증가에 따른 부정  향이 보다 크게 작용하는 반면, 노출 행동의 경우, 노출에 한 

험성 인식  책임성 등에서 고연령층이 상 으로 유리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반 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개인정보 노출이 증가하는, 곧 정보 리 격차가 나타나는 연구도 살펴볼 필요

가 있다. 김소라와 이기춘(2007)의 연구에서는 노출로 인한 피해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연령

이 높아질수록 새로운 기기에 한 응과 활용정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이로 인해 노출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는 계가 검증되었다. 연령과 개인정보 리의 계가 선형 이 아니라 비 선형

이라는 주장도 있다(Lee, Wong, Oh, & Chang, 2019). 7,800여명의 규모 표본을 활용한 

이 연구에서 개인정보 리 염려(Information privacy concern) 수 은 연령에 따라 일 되

게 증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10 부터 시작해서 20  후반까지 증가해서 최고조에 이른 뒤 

80 까지 꾸 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어떤 연령 구간을 상으로 했느냐에 따

라(심재웅 외, 2009 참조) 증가, 감소 여부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 듯 혼재된 연구 결과

를 정확히 해석하기 해서는 노출 정보의 종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 한 타디 (Taddicken, 2014)의 연구를 보다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연

령이 증가할수록 체 인 개인정보 노출은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긴 했지만, 노출하는 정보의 종

류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를 이름, 생년월일, 직업, 주소 등 사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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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factual information)와 사진, 개인 인 느낌, 경험, 의견 등의 감성 인 정보(sensitive 

information)로 구분하여 연령과의 계를 검증했는데 완 공개 환경(open access)이 아닌 

경우( , 로그인이 필요한 상황),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성 인 정보는 노출이 감소했지만, 사실

인 정보는 노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그스트룀(Bergström, 2015)의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의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소셜미디어에서의 개인정보 노출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지만, 신용카드 지불 련 개인정보는 반 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추론하면, 상 으로 감성 인 개인정보가 많은 소셜 미디어를 배경으

로 한 개인정보 노출 연구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출 행동이 감소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인 개인정보가 많은 자 상거래나 일반 인 인터넷 환경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개인정보 노

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상거래와 일반 인 인터넷 환경을 배경으로 하는 본 연

구의 특성을 감안하면 연령과 노출행동의 정 인 계를 상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검토 결과와 디지털 격차 가설  디지털 네이티 의 개념  틀을 바

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연구가설1-1> 연령이 높을수록 온라인 개인정보 노출 행동이 증가할 것이다.

<연구가설1-2> 연령이 높을수록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행동이 감소할 것이다.

디지털 격차 유발 요인을 살펴 보기 해 사회경제 지 (SES)의 지표로서 소득 수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많은 디지털 격차 연구에서 체로 소득 수 이 증가할수록 디지털 기술에 

한 근과 활용 능력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인호 외, 2018). 반 뒤르센, 반 다이크, 

그리고 텐 클루스터(van Deursen, van Dijk, & ten Klooster, 2015)의 규모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동안 매년 1,000명 이상의 네덜란드 국민을 표본으로 하여 온라인 

활동에 있어서 불평등이 증가하는 상, 즉 디지털 격차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소득과 교

육 수 이 높을수록 다양한 온라인 활동  특히 자본을 강화하는 활동( , 재무정보 검색, 시사 

안  뉴스 검색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본 강화 활동과 비슷한 맥락의 

자상거래 상황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노출행동이 감소하고, 보호행동이 증가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연구가설2-1> 소득이 높을수록 온라인 개인정보 노출 행동이 감소할 것이다.

<연구가설2-2> 소득이 높을수록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행동이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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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와 개인정보 리

디지털 격차 연구의 기에는 디지털 미디어에 한 소유  근성(access) 차이가 만들어내는 

격차 확 에 심을 가졌으나 컴퓨터, 인터넷, 정보화 교육의 확산으로 인해 차 근성의 문제

는 조 씩 어드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반 뒤르센과 반 다이크(van Deursen & van Dijk, 

2014)는 인터넷 보 률이 높은 네덜란드를 배경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  약자 그룹(교육수 , 

장애, 취업 여부 등)이 사회  강자 그룹에 비해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 양 으로는 오히려 더 우

에 있는(디지털 격차의 반  방향) 것을 밝혔으나 미디어 활용의 질  측면에서는 여 히 사회

 강자가 더 혜택을 리는 기존의 디지털 격차가 존재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디지털 격차 연구

의 을 ‘지식격차에서 활용 격차로(from knowledge to usage gap, p. 508)’ 옮길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개인정보 노출  보호 연구에 있어서도 이와 비슷하게 디지털 활용 능력이 요한 으

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 역설(privacy paradox, Barnes, 2006)과 련이 있다. 

‘개인정보 역설’이란 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정보 리에 해 염려하며 높은 심을 보이지만, 

이러한 심리  측면과는 달리 실제 행동 측면에서는 사용상의 편리나 작은 혜택을 해 개인정보

를 쉽게 노출하는(Athey, Catalini, & Tucker, 2017; Kokolakis, 2017), 개인의 태도와 

행동 사이의 모순을 말한다.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경제  이익을 극 화하

고자 하는 기업들은 부신 정보기술 발 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정보를 수집, 장, 가공  

활용하기 해(Norberg, Horne, & Horne, 2007)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이러한 디지털 

사용 환경을 거부할 수 없는 개인들은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종

말’(the end of privacy)이라는 회의 인 논의(George, 2006; Milivojevic, Crofts, Lee, 

& McGovern, 2018)도 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실이다. 개인정보 역설은 여러 연구를 통

해 실증되었는데, 개인정보 염려(concern)와 같은 사용자들의 태도(attitude) 측면과 개인정

보를 노출하는 실제 행동(behavior)은 많은 경우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Kokolakis, 

2017; Lee, Park, & Kim, 2013; Park et al., 2012; Taddei & Contena, 2013). 인터

넷 사용자는 정보 공유에 따르는 기  이익(expected benefit)과 이로 인해 따라오는 기  

험(expected risk)의 균형을 고려하여 행동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험보다 이익의 효과

(effect)를 더 강력하게 인식한다는 연구 결과(Lee et al., 2013)는 개인정보 역설에 한 충분

한 해석을 제공한다. 이러한 실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염려, 불안과 같은 심리 인 변수는 실제

인 개인정보 보호에 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코콜라키스(Kokolakis, 

2017)와 같은 연구자는 향후 라이버시 연구의 정확성을 해 자기보고식 행동 측정보다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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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actual behavior)을 측정할 것을 권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뷔치와 동료들

(Büchi et al., 2016)의 연구는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는 개인의 인터넷 활용능력

(internet skills), 개인정보 침해(breaches) 경험, 라이버시 태도(attitude)가 개인의 

극 인 라이버시 보호행동에 미치는 향을 분석했는데, 보호행동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

인은 일반 인 인터넷 활용능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인 인터넷 활용능력이 낮은 

사용자는 온라인상의 정보를 선택 으로 공개하고 보호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함

의와 함께, 인터넷 활용능력이 낮고(less skilled), 개인정보 보호에 극성이 떨어지는(less 

active) 이 고를 겪는 노년층의 개인정보 취약성에 해 보다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

한다.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privacy literacy)가 높을수록 개인정보 리 수 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박(2011)의 연구결과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온라인상의 편의성과 

혜택을 늘리기 해 개인정보를  더 노출해야 하는 실에서 개인정보에 한 험을 감소시

키는 방안으로 실질 인 디지털 활용능력은 매우 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개인의 종합 인 디지털 활용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digital literacy)가 개인정보 리행동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검증해보고자 한다.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하고 생산하는 기능 , 비  능력을 포 하는 지표인 디지

털 리터러시는 뉴미디어 리터러시(new media literacy)로도 표 되는데, 디지털을 활용한 종

합 인 커뮤니 이션 능력으로서 디지털 콘텐츠의 기능 인 활용은 물론, 비 인 해석, 창의

인 콘텐츠 생산, 온라인 세상에서의 참여  소통 등 디지털 환경 속에서 개인이 갖춰야 할 종합

인 능력을 말한다(Buckingham, 2009). 첸과 동료들(Chen et al., 2011)은 그동안의 논의

를 종합한 뉴미디어 리터러시(new media literacy)의 이론  모델을 제안했는데 모델은 크게 

4가지로 나 어진다. 활용의 목 인 미디어 소비(consuming)와 생산(prosuming), 그리고 활

용에 있어서 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 (functional)-비 (critical)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다 구체 으로 설명하자면, 소비 리터러시는 디지털 미디어에 ‘ 근’  ‘사용’

하는 능력을, 생산 리터러시는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고’ 나눔으로써 디지털 환경에 ‘참여’

하는 능력을 말한다. 기능  리터러시는 콘텐츠 근  생산을 해 미디어를 조작(handling)

하거나 메시지를 이해하는 수 의 능력을 말하고, 비  리터러시는 디지털 콘텐츠에 해 분

석, 단하거나 맥락을 깊이 이해하는 능력을 뜻한다. 첸과 동료들(Chen et al., 2011)은 이 

두 축을 조합하여, 기능  소비(functional consumption, FC)능력, 비  소비(critical 

consumption, CC)능력, 기능  생산(functional prosumption, FP)능력, 비  생산

(critical prosumption, CP)능력의 네 가지 유형으로 이론화했다. 네 가지 유형의 리터러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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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으로 뜻하는 바는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① 기능  소비(functional consumption, FC):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에 근할 수 있

고 메시지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

② 비  소비(critical consumption, CC): 온라인상의 메시지를 분석  해석하고, 

디지털 콘텐츠의 신뢰성을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짐으로써 편향되지 않은 정보 근

을 가능  하는 능력

③ 기능  생산(functional prosumption, FP): 다양한 미디어 랫폼에서 새로운 디지

털 콘텐츠의 생산에 참여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유통능력

④ 비  생산(critical prosumption, CP): 뉴미디어 랫폼에 비 으로 참여함으로

써 자신의 신념을 달하고 타인의 아이디어와 교섭할 수 있으며, 사회문화  가치와 

이데올로기를 반 한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거나 기존 콘텐츠를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

개인의 디지털 활용능력 수 은 개인정보의 리 행동에 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노출 

행동에 비해 기술 인 지식과 활용 경험의 향을 더 크게 받는 보호 행동의 경우, 디지털 활용

능력이 높을수록 보호 행동 수 도 높을 것으로 측된다. 선행연구에서 개인정보 리에 한 

역량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3가지 측면의 디지털 리터러시(기술  친숙도, 조직의 정

보 감시에 한 인식, 정책에 한 이해도)가 개인정보 리 행동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살펴

본 결과, 3가지 디지털 리터러시 모두 개인정보 리 행동에 해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Park, 2011). 한 튜로우와 동료들(Turow et al., 2005)의 연구에서도 지각된 

인터넷 탐색능력은 개인정보 리 행동을 한 지식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디지털 활용 능력은 개인정보의 노출과 보호 행동에 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박

(2011)의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활용한 디지털 리터러시는 개인정보 리와 한 ‘디지털 라

이버시 리터러시’(p. 224) 기 때문에 엄 한 의미의 종합 인 디지털 활용능력이라고 하기 어

려울 뿐만 아니라,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있어서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일반 이고 종합 인 디지털 활용능력을 측정을 통해 과연 IT활용능력에 따라 개인정

보 리도 향을 받는지 검증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참고하면, 높은 디지털 활용능력을 가

진 사람은 개인정보 노출과 보호 행동에 있어서도 높은 수 의 보안행동(노출 행동을 이고, 보

호 행동을 강화하는)을 할 것으로 상된다. 아울러 앞서 언 한 4가지 유형의 디지털 리터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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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한 선행연구(최인호 외, 2018)에서 각 유형의 리터러시를 종속변수로 하여 3개의 독립변

수(소득, 인지욕구, 연령)의 주효과를 검증한 결과, 각각의 독립변수에 해 효과의 유의성에는 

어느 정도 차이는 있었지만, 효과의 방향은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추론하면, 4가지 유형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개념  차원에 있어서 동질 인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디지털 격차 연구에 있어서 효과의 방향 역시 같은 양상을 보일 것으로 측

해볼 수 있다. 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 연구가설3 > 4가지 유형의 디지털 리터러시(FC/CC/FP/CP) 수 이 높을수록 온라인 개인

정보 노출 행동이 감소할 것이다.

<연구가설3-1> 기능  소비능력(FC)이 높을수록 온라인 개인정보 노출 행동이 감소할 것이다.

<연구가설3-2> 비  소비능력(CC)이 높을수록 온라인 개인정보 노출 행동이 감소할 것이다.

<연구가설3-3> 기능  생산능력(FP)이 높을수록 온라인 개인정보 노출 행동이 감소할 것이다.

<연구가설3-4> 비  생산능력(CP)이 높을수록 온라인 개인정보 노출 행동이 감소할 것이다.

< 연구가설4 > 4가지 유형의 디지털 리터러시(FC/CC/FP/CP) 수 이 높을수록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행동이 증가할 것이다.

<연구가설4-1> 기능  소비능력(FC)이 높을수록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행동이 증가할 것이다.

<연구가설4-2> 비  소비능력(CC)이 높을수록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행동이 증가할 것이다.

<연구가설4-3> 기능  생산능력(FP)이 높을수록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행동이 증가할 것이다.

<연구가설4-4> 비  생산능력(CP)이 높을수록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행동이 증가할 것이다.

디지털 격차 연구  연령과 소득을 주요 변수로 다룬 연구 에는 연령별 격차에 을 

맞춘 연구(민 , 2011; 박창희․장석 , 2013; 이숙정․육은희, 2014; 황용석 외, 2012; 

Friemal, 2016; Livingstone & Helsper, 2007; Yu, Ellison, McCammon, & Langa, 

2016)가 많고 디지털 격차에 있어서 연령과 소득의 조 효과를 실증 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최인호 외(2018)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에 한 소득과 연령의 상호작용을 살펴보았는데, 

2가지 유형의 디지털 리터러시(기능  생산, 비  생산)에서 연령의 조 효과가 검증되었다. 

곧 연령층은 소득 차이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고연령층은 소득-고소득 간에 큰 차이

를 보임으로써 체로 고연령층의 정보격차가 연령층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

과는 기존 디지털 격차 논의를 정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실증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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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등 이론 , 실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소득에 따른 격차는 연령층에

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반면 고연령층에게 문제가 되므로 고연령- 소득층이 정책  지원을 

필요로 하는 취약 계층임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디지털 리터러시의 주효과 검증

과 함께 연령과 소득이 개인정보 노출  보호행동을 어떻게 조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를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 수 의 높고 낮음에 따라 고연령- 연령 집단 는 고소득- 소득 집단

의 개인정보 리 수 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검증해볼 수 있다. 이러한 발견은 격차 연구를 정교

화하는 이론  기여는 물론이고 격차해소를 한 정책 수립과 자원투입의 우선순  결정에 함의

가 있을 것으로 기 하며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1-1> 4가지 유형의 디지털 리터러시(FC/CC/FP/CP) 수 이 높을수록 온라인 개인

정보 노출(감소)  보호 행동(증가)에 미치는 향은 연령에 의해 조 되는가?

<연구문제1-2> 4가지 유형의 디지털 리터러시(FC/CC/FP/CP) 수 이 높을수록 온라인 개인

정보 노출(감소)  보호 행동(증가)에 미치는 향은 소득에 의해 조 되는가?

3. 연구방법

1) 조사 상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  이상 국의 성인 남녀를 상으로 하 다. 자료는 온라인/모바일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고, 표본의 체 크기는 336명, 연령은 20  이상 60  이하, 거주 지역은 국 

17개 시도에 사는 일반인 남녀를 상으로 하여 비확률 표집방식으로 표본을 선정하 다. 표본

의 규모가 크지 않은 계로 국을 5개 권역(서울, 경인/강원권, 경상권, 라/제주권, 충청권)

으로 구분한 후 성별, 연령별 인구비례를 고려하여 할당추출 하 다. 표본 특성은 성별의 경우 

여성이 47%(160명), 평균 연령은 42.01세(SD = 12.44), 최  연령은 20세, 최고 연령은 68

세 다.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400-500만원, 평균 교육수 은 학교 졸업으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는 2017년 4월 5일부터 7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수집된 자료의 일부는 최인호 외(2018) 연

구에도 활용된 바 있다.

2) 변수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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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립변수

① 소득수

월평균 가구소득을 기 으로 하 으며, 최 구간은 100만 원 미만, 그 다음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과 같이 100만원을 간격으로 하여 1000만 원 이상 까지 총 11구간으로 나  서열

척도를 사용하 다.

② 연령

응답자의 만 나이를 직  기입하게 하 다.

③ 디지털 리터러시

본 연구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기능  소비 능력(FC), 비  소비 능력(CC), 기능  생산 능

력(FP), 비  생산 능력(CP)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측정하 다. 각 범주를 구성하는 측

정 문항은 콕과 바룻(Koc & Barut, 2016)이 개발한 문항을 기 로 하여 연구 목 에 맞게 수

정하 으며, 최인호 외(2018)에서 종속변수 측정 문항으로 사용된 문항을 활용하 다. 세부 측

정문항과 신뢰도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기능  소비 능력(FC)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리빙스톤과 헬스퍼(Livingstone & Helsper, 

2010)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문항을 사용하 다. ‘나는 인터넷에서 계정이나 로필을 만들 수 

있다’, ‘나는 인터넷 메신 를 사용할 수 있다’ 등의 13개 문항을 5  척도(‘  동의하지 않는다

(1)-매우 동의한다(5))로 측정하 다.

비  소비 능력(CC)은 콕과 바룻(2016)의 연구를 바탕으로 ‘나는 인터넷에서 다양한 컨

텐츠의 기능을 구분할 수 있다’, ‘나는 인터넷 콘텐츠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단할 수 있다.’ 등의 

9개 문항을 5  척도로 측정하 다.

기능  생산 능력(FP)은 콕과 바룻(2016)의 연구를 바탕으로 ‘나는 을 쓰는 소 트웨어

를 사용할 수 있다’, ‘나는 인터넷에서 미디어 컨텐츠를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 있다’ 등의 6개 문

항을 5  척도로 측정하 다.

비  생산 능력(CP)은 콕과 바룻(2016)의 연구를 바탕으로 ‘나는 인터넷에서 다양한 사

회 , 정치  의견을 보고 내 의견을 표 할 수 있다’, ‘나는 인터넷에서 시사 문제에 한 비  

의견을 담은 미디어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 등의 7개 문항을 5  척도로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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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측정항목
Cronbach’s

(M, SD)

기능  소비

(FC)

나는 인터넷에서 계정이나 로필을 만들 수 있다.

.942

(4.19, 0.72)

나는 인터넷 메신 를 사용할 수 있다.

나는 음악 일을 다운받고 장할 수 있다.

나는 스팸 메일을 차단할 수 있다.

나는 팝업 고를 차단할 수 있다.

나는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다.

나는 컴퓨터에 간단한 문제가 생기면 고칠 수 있다. 

나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나는 인터넷 검색엔진을 사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나는 인터넷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나는 인터넷에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검색할 수 있다.

나는 새로운 미디어 기기가 나오면 쉽게 사용한다.

나는 새로운 소 트웨어가 나오면 쉽게 사용한다.

비  소비

(CC)

나는 인터넷에서 다양한 콘텐츠의 기능(정보, 오락, 설득 등)을 구분할 수 있다. 

.945

(3.88, 0.76)

나는 인터넷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자와 목 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나는 인터넷에서 상업 인 내용을 구분할 수 있다.

나는 인터넷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수 있다.

나는 인터넷 콘텐츠에 내 의견을 표 할 수 있다.

나는 인터넷 콘텐츠의 정확성을 단할 수 있다.

나는 인터넷 콘텐츠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단할 수 있다.  

나는 인터넷 콘텐츠의 정  효과와 부정  효과를 알고 있다. 

나는 인터넷 콘텐츠의 험성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기능  생산

(FP)

나는 (워드나 워포인트 등) 을 쓰는 소 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

.913

(3.84, 0.87)

나는 (그림 이나 포토샵 등) 이미지를 꾸미거나 변경하는 소 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

나는 (무비메이커 등) 동 상을 편집하는 소 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

나는 인터넷에서 ( , 이미지, 동 상 등) 미디어 콘텐츠를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 있다.

나는 인터넷에 ( , 이미지, 동 상 등) 미디어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다.

나는 인터넷에서 콘텐츠에 한 평가를 (평 을 매기거나 추천) 할 수 있다.

비  생산

(CP)

나는 인터넷에서 다양한 사회 , 정치  의견을 보고 내 의견을 표 할 수 있다.

.928

(3.32, 0.91)

나는 인터넷에서 토론을 할 수 있다.

나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나는 인터넷에서 시사 문제에 한 비  의견을 담은 ( , 이미지, 동 상 등) 미디어 콘텐츠

를 만들 수 있다. 

나는 인터넷에 기존 미디어와 다른 (반 되는 는 안 인)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나는 공동의 목 을 해 다른 인터넷 이용자들과 동할 수 있다.

나는 인터넷에서 지 재산권 법규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Table 1. Measurement Items for Digital Literacy and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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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속변수

① 개인정보 노출 행동

본 연구에서 개인정보 노출 행동은 김형지와 정세훈(2015)의 척도를 활용하여, ‘ 자 상거래나 

인터넷 환경에서 입력을 요구하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비

번호, 지출입내역의 신용정보)를 자상거래 등에서 얼마나 많이 노출 했는가?’ 로 구성하 다. 

의 5가지 개인정보는 부분의 인터넷 환경에서 입력을 요구하는 필수 항목과도 같은 기본정

보( , 주민등록번호)부터 가능하면 노출하지 않는 것이 좋은 민감한 정보( , 지출입 련 신용

정보)에 이르기까지 험성과 민감성 정도를 기 으로 다양하게 선정하 으며 이때 각각의 개인

정보 종류별로 응답자가 답할 수 있도록 5개의 개별 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하 다( . ‘나의 주민

등록번호를 자상거래(은행업무, 주식거래, 쇼핑 등)에서 노출한 이 있다’,‘나의 신용카드번호

를 자상거래에서 노출한 이 있다’ 등 총 5 문항). 이때 응답자는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  

노출한 이 없다(=1)’에서 ‘매우 자주 노출하 다(=5)’까지 5  척도로 답하 다(M = 3.13, 

SD = 0.96, Cronbach’s α = .87).

② 개인정보 보호 행동

본 연구에서 개인정보 보호 행동은 기술  보호 활동(technical privacy protection)차원으로 

구성하 다(Park, 2011). 기존 논의의 측정문항을 참고하여 ‘웹 라우 에 내 활동 기록을 정

리(삭제)한다’,‘스팸메일 등 수신을 원하지 않는 메일을 리(차단)한다’,‘내 PC에 있는 모든 활

동기록(cookies)을 지운다’,‘내 PC에 활동 흔 을 숨길 수 있는 소 트웨어를 설정한다’,‘소 트

웨어 등을 사용해 당신의 웹사이트 방문기록을 숨긴다’로 총 5 문항으로 측정하 다. 이때 응답

자는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  그 지 않다(=1)’에서 ‘매우 그 다(=5)’까지 5  척도로 답

하 다(M = 3.32, SD = 0.82, Cronbach’s α = .83).

3) 분석 방법

연구가설 검증과 연구문제 확인을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연령, 소득, 디지털 리터러시의 

주효과,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와 연령과 소득의 상호작용효과 확인을 해, 먼  인구사회학  

변수인 성별, 연령, 소득을 투입한 후 4가지 형태의 디지털 리터러시(FC, CC, FP, CP)를 투

입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FCx연령, FCx소득, CCx연령, CCx소득, FPx연령, FPx소득, CPx연

령, CPx소득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는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상호작용항은 다  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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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앙화(centering)하 다. 분석에는 SPSS 20.0을 사용하 다.

4. 결과

<연구가설1>에서는 개인정보 리 행동에 한 연령의 주효과를 검증하 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온라인 개인정보 노출 행동이 증가 / 보호 행동이 감소함으로써 정보보호에 있어서 디지털 격차

가 나타날 것으로 측하 다. 회귀분석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개인정보 보호 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β = -.139, p < .05) <연구가설1>은 부분 으로 지지되었다. 하지만 연

령이 노출 행동에 미치는 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하 연구가설  연구문제 검증과 련한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2>, <Table 3> 참조)

소득의 주효과를 검증한 <연구가설2>는 소득이 노출 행동과 보호 행동에 미치는 향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2>는 기각되었다.

<연구가설3>은 개인정보 노출 행동에 미치는 4가지 유형의 디지털 리터러시의 향에 해 

검증했는데, 각각의 디지털 리터러시(FC, CC, FP, CP)가 높을수록 개인 정보 노출 행동이 감

소할 것으로 측하 다. 회귀분석 결과, 기능  소비 능력(FC)이 높을수록 오히려 노출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264, p < .05). 나머지 3가지 유형의 리터러시(CC, FP, CP)

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연구가설3>은 기각되었다.

<연구가설4>는 개인정보 보호 행동에 미치는 4가지 유형의 디지털 리터러시의 향을 검증

했다. 연구가설3과 같은 맥락에서 각각의 디지털 리터러시(FC, CC, FP, CP)가 높을수록 개인 

정보 보호 행동이 증가할 것으로 측하 다. 회귀분석 결과, 비  생산 능력(CP)이 높을수록 

보호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209, p < .01). 나머지 3가지 유형의 리터러시

(FC, CC, FP)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연구가설4>는 부분 으로 지지되었다.

4가지 유형의 디지털 리터러시(FC/CC/FP/CP)가 개인정보 노출/보호 행동에 미치는 

향에 한 연령의 조 효과를 검증한 <연구문제1-1>의 분석 결과, FC와 연령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β = .204, p < .05). 개인정보 노출 행동에 있어서 기능  소비 능력(FC)의 향을 

연령이 조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가설의 방향과 달리 FC가 높아질수록 노출 행동

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연령일수록 FC수 (고- )에 따른 노출 행동의 차이가 더 커지는 것을 

뜻한다(<Figure 1>참조). 그러나 디지털 리터러시에 한 소득의 조 효과를 검증한 <연구문제

1-2>에서는 노출 행동과 보호 행동 모두에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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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β SE t p

Block 1

male=1 -0.18 -0.10 0.10 -1.74 .082

age 0.00 -0.02 0.00 -0.30 .762

income 0.04 0.10 0.02 1.87 .062

R2 0.018

F 1.979

Block 2

FC 0.35 0.26 0.13 2.61 .010

CC -0.08 -0.07 0.12 -0.69 .490

FP -0.08 -0.07 0.11 -0.72 .469

CP 0.12 0.12 0.08 1.43 .153

R2 0.062

F 3.098

Block 3

FC*age 0.02 0.20 0.01 2.02 .044

FC*income -0.04 -0.06 0.06 -0.59 .553

CC*age -0.01 -0.10 0.01 -0.96 .337

CC*income 0.01 0.02 0.06 0.20 .840

FP*age -0.01 -0.06 0.01 -0.61 .541

FP*income -0.02 -0.03 0.05 -0.33 .739

CP*age 0.00 -0.01 0.01 -0.13 .900

CP*income 0.00 0.00 0.03 -0.02 .986

R2 0.081

F 1.871

Table 2. Hierarchical Regression Results for Disclosure

B β SE t p

Block 1 male=1 .308 .187 .088 3.491 .001

age -.009 -.139 .004 -2.592 .010

income -.005 -.014 .019 -.263 .792

R2 0.055

F 6.459

Block 2 FC .111 .097 .108 1.022 .308

CC .007 .007 .096 .073 .942

FP .106 .112 .086 1.238 .217

CP .189 .209 .068 2.768 .006

R2 0.174

F 9.894

Block 3 FC*age -.004 -.045 .008 -.475 .635

FC*income -.063 -.124 .051 -1.226 .221

CC*age .003 .034 .008 .347 .729

CC*income .033 .068 .047 .706 .481

FP*age -.005 -.067 .007 -.726 .468

FP*income .043 .098 .040 1.069 .286

CP*age .007 .093 .006 1.138 .256

CP*income -.007 -.018 .028 -.252 .801

R2 0.186

F 4.87

Table 3. Hierarchical Regression Results fo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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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Interaction between Functional Consumption (FC) and age on Disclosure

5. 결론  논의

본 연구의 <연구가설1>에서 상한 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행동이 감

소하는 것이 실증 으며 이는 곧 개인정보 보호행동 측면에서 연령에 의한 디지털 격차가 존재한

다는 것을 밝 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근성과 활용능력과 련된 여러 선행 연구에서 

연령은 디지털 격차를 유발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나타났지만(송경재, 2011; 황용석 외, 2012; 

Jones & Fox, 2009; Loges & Jung, 2001), 개인정보 리와 련지어 살펴본 기존 연구에

서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었다. “ 은 사람들은 개인정보(privacy)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는, 사회에 리 퍼져있는 잘못된 통념”과 달리, 은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잠재 인 개인정보

(privacy) 을 인식하고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boyd & Hargittai, 2010) 결

과와 같이, 연령과 개인정보 노출/보호행동 연구에서는 상반된 결과가 다소 있었던 것이 사실이

다. 본 연구는 연령이 정보 보호 차원에서도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임을 확인함으로써 기존의 디

지털 근성과 활용뿐만 아니라 나아가 정보보호 측면에서도 디지털 격차가 발생한다는 실증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디지털 격차 연구에 기여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보 보호 격차를 실증한 본 연구 결과는 모바일 융서비스 미이용 사유  보안인식에 

해 조사한 <모바일 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한국은행, 2018)에서 모바일 융서비스의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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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의 이용이 조한 이유로, 보안․손실에 한 우려를 가장 큰 이유로 

꼽은 설문 결과를 실증 으로 뒷받침한다고도 할 수 있다. 디지털 격차의 본질  개념은 디지털 

미디어와 디지털 기술 활용의 차이가 결국엔 사회경제  격차 확 로 귀결되며 반 인 삶의 질 

차이가 커진다는 ‘구조  불평등 강화’인데, 연령으로 인해 생겨나는 개인정보 보호 격차는 고연

령층에게 날로 확 되는 디지털 경제로의 참여를 방해하는 요한 요인이 되어 매우 직 이고 

실질 인 경제  피해(조선일보, 2016, 09, 10)와 삶의 질 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령

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격차’에 한 정책  뒷받침과 교육  안이 시 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행동과 달리, 노출 행동에 해서 연령에 따른 디지털 격차가 나타

나지 않은 이유에 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직 으로 생각해본다면 아무래도 기술  측

면이 강조된 보호 행동에 비해 노출 행동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만한 요인이 상 으

로 다고 추측할 수 있다. 유사 선행연구를 검토해보면, 연령층의 라이버시에 한 염려가 

고연령층보다 상 으로 낮기 때문에(심재웅 외, 2009) 연령층도 노출행동을 많이 함으로써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추론해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개인정보에 한 염려(IPC)가 연령에 따

라 선형 으로 일 되게 증가/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규모 표본을 통해 밝힌 연구(Lee et 

al., 2019)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인정보 염려(IPC)는 20  후반

까지 증가해서 정 을 은 후 40 까지 미약한 감소세를 보이며 체로 비슷한 수 을 유지하

다가 50 부터 격한 감소세를 보인다(p. 300). 이런 을 고려하면, 연령과 노출행동의 계가 

일 되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어느 정도 설명된다. 앞서 살펴본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연령과 

노출 행동의 계가 뚜렷하게 일치하는 방향을 보이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연구가설2>에서는 연령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격차와 달리, 소득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격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박(2011)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데, 박의 연구에서도 

정보 리(information control)에 향을 미치는 사회통계학  요인(소득, 교육, 연령, 성별)

으로 연령과 성별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을 뿐 소득과 교육은 향을 미치지 않았다. 최근에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연구가 있는데, 라이버시 침해 사건은 교육수 과 련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고(Redmiles, Kross, & Mazurek, 2017), 정보보호 행동에 있어서 소득, 교육과 

같은 사회  지  수 보다 태도 측면(attitudinal measure)이 훨씬 강한 측요인임이 밝

졌다(Millham, & Atkin, 2018). 이는 개인정보보호의 경우 통 인 디지털 격차 유발요인

인 소득보다는 연령이 더 요함을 의미한다.

디지털 활용능력 수 이 높을수록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노출 행동은 감소하고, 효과 인 

보호 행동은 증가할 것으로 상하며 <연구가설3>과 <연구가설4>를 상했으나 결과는  



256 한국언론학보 63권 5호 (2019년 10월)

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개 다. 매우 흥미롭게도 디지털 리터러시 수 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

과 보호 측면이 각각 반  방향으로 나타났는데, 노출 측면에서는 4가지 유형의 리터러시 , 기

능  소비능력(FC)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노출 행동이 증가( 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3>은 기각되었고, 비  생산능력(CP)이 높아질수록 보호 행동은 증가( 험이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4>는 부분 으로 지지되었다.

먼 , 4가지 유형의 리터러시를 구분하는 기 으로 기능 (functional)-비 (critical) 

리터러시 차이를 단순한 근  활용 능력(기능 )과 분석과 단을 바탕으로 한 복합  사고능

력(비 )으로 구분할 때, 기능  리터러시는 상 으로 디지털 근성과 련성이 높다고 생

각할 수 있는데(최인호 외, 2018), 이 듯 디지털 미디어 근성과 단순한 디지털 활용 기능을 

뜻하는 기능  소비능력(FC)이 높을수록 노출 행동이 증가하는 결과를 놓고 보면, 디지털 근

성과 단순 사용 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디지털 활용 총량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 노출량

도 늘어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가설 도출 단계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 활용된 

4가지 유형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종속변수로 활용한 선행연구(최인호 외, 2018)에서는 4가지 

유형의 리터러시가 비록 유의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으나 개념  동질성으로 인해 3가지 독

립변수(연령, 소득, 인지욕구)에 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효과가 나타난 것은 없었으나 본 연구

에서는 기능  소비(FC)와 비  생산(CP)이 개인정보 리에 해 정반 의 효과( 험의 증

가  감소)를 보임으로써 디지털 리터러시 연구의 이론  논의가 확 되는데 기여한다고 하겠

다. 본 연구결과는 정책 , 교육  차원에서도 반 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 를 들어 정보화 교

육 과정을 기획할 때, 기능  소비능력(FC)을 높이는 교육 내용이 포함될 경우, 이와 함께 개인

정보 노출에 한 험성을 인식하고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노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러일

으키는 교육 내용을 포함시킨다면 개인정보 리 차원에서 효과 인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구분 기 을 용한다면, 생산(prosumption) 능력은 소비(consumption) 능력을 

제로 한 후, 콘텐츠를 만들고 유통시키는 보다 복합 이고 고차원 인 능력이므로, 비  생

산능력(CP)은 4가지 유형의 리터러시  가장 높은 인지능력을 필요(비 )로 하면서도 가장 복

합 인(생산) 역이라고 할 수 있다(최인호 외, 2018). 따라서 비  생산능력(CP)이 높을수

록 개인정보 보호 행동에 필요한 기술 인 측면과 함께 개인정보 에 처하는 인식을 통해 

정보 보호 행동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개

인정보 보호 행동을 증가시키기 해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 비  생산능력(CP)과 

련된 교육내용의 비 을 높이는 것이 효과 이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1>의 검증 결과, 디지털 활용능력  기능  소비능력(FC)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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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록 개인정보 노출 행동이 증가하는 향에 한 연령의 조 효과가 나타났는데, 다시 말하면 

 연령층에서 기능  소비능력(FC) 증가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 행동 증가에 비해 고 연령층에

서 기능  소비능력(FC)이 증가함에 따라 노출 행동이 증가하는 정도가 훨씬 컸다. 따라서 연령

(고- )과 FC(고- )를 기 으로 나  4개의 집단 , 고연령-고FC집단의 노출 행동이 가장 

높게 나옴으로써 개인정보 노출 행동에 있어서 가장 험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최인호 외

(2018)에서도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의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2가지 유형의 디지털 리터러

시(기능  생산, 비  생산)에서 소득에 한 연령의 조 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는 곧 소득 차

이에 따른 리터러시의 차이가 연령층에서는 크지 않았지만, 고연령층에서는 소득-고소득 간

에 큰 차이를 보 다는 뜻인데 이러한 경향성은 제도권에서 디지털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자란 

연령층이 고연령층에 비해 다른 요인의 향을 덜 받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천  측면

에서 생각해보면, 노출행동에 있어서 고연령-고FC집단이 가장 험한 집단으로 나타난 것은 교

육 등 여러 수단을 통해 기능  소비능력(FC) 역량이 높아지는 것이 온라인 개인정보 리의 

험을 높이는(노출이 증가하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상이 특히 고 연령층에서 험하

다는 뜻이며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특히 고연령층의 정보화 교육과정  기능  소비능력(FC)

을 높이는 교육 내용에는 반드시 개인정보 노출에 따르는 험을 충분히 알리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함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 이 있다. 우선, 비확률표집방법으로 표본을 선정하여 표성에 한

계가 있다. 특히 온라인 패 을 활용했기 때문에 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응답자의 70퍼센트를 

차지하게 되어 우리나라 20 -60  성인 체를 표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에는 표

성을 가질 수 있는 정확한 표본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첸과 동료들(Chen et 

al., 2011)이 제안한 4가지 디지털 리터러시를 활용한 선행연구가 충분하지 않아 연구결과의 해

석과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한계라고 할 수 있다. 한, 효과의 크기가 상

으로 작다는 한계가 있다. 개인정보 노출행동에 해 인구통계학  요인의 설명력이 1.8%로 매

우 작은 것에 비해 디지털 리터러시를 모형에 포함시킬 경우 설명력이 약 8% 이상 증가하긴 했

으나 상 으로 작다고 볼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행동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디지털 리

터러시 요인을 살펴봤다는 에서 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가 실 으

로 요한 만큼 이에 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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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연령, 소득 및 디지털 리터러시가

온라인 개인정보 노출 및 보호 행동에 미치는 영향

최인호

(명지  디지털미디어학과 겸임교수)

정세훈

(고려 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본 연구를 통해 온라인 개인정보 노출  보호 행동에 있어서 연령과 소득,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에 따

른 디지털 격차를 살펴 보고자 하 다. 디지털 격차 연구의 주요 변수인 연령과 소득 수 이 개인정보 

리의 두 가지 측면, 즉 개인정보 노출과 보호 행동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해 국 20-60

 성인남녀 336명을 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개인정보 보호 행동

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연령

이 개인정보 노출 행동에는 향을 미치지 않았고, 소득은 노출과 보호 어느 쪽에도 향을 미치지 않았

다. 아울러 개인의 종합 인 디지털 활용능력 수 을 나타내는 4가지 유형의 디지털리터러시(기능  소

비, 비  소비, 기능  생산, 비  생산)가 개인정보 노출과 보호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디지

털리터러시  비  생산능력이 증가할수록 보호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흥미롭게도 기능  

소비능력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정보 노출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험이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 다. 한편 기능  소비능력의 증가로 인한 노출 행동의 증가를 연령이 조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연령이면서 기능  소비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개인정보 노출에 취약한 집단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

구결과와 함께 이론 ·실무  함의를 논의하 다. 

핵심어: 개인정보 노출, 개인정보 보호, 연령,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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