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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networking service (SNS) is a service that allows people to share information, manage relationships with 

others, and express themselves on the Internet. The number of SNS users have increased explosively with the growth 

of mobile devices such as smartphones. As the influence of SNS has grown extensively, potential threats to privacy 

have also become pervas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xamine the main factors that affect users' 

intentions to use security functions provided by their SNS. The main theories for this study include the rational choice 

theory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his study has identified the factors that affect intention to use security 

functions. In addition, security function awareness and information security awareness are found to be important 

antecedents for intention to use security func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ies that when SNS providers develop 

security policies, they should consider the ways to improve users information security awareness and security function 

awareness simultane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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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

ice, SNS)는 웹 2.0의 확산  스마트기기의 보

으로 주요 커뮤니 이션 채 로서 각 받고 있다. 

SNS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

고 정보공유, 인맥 리, 자기표  등을 통해 타인

과의 계를 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사람들

의 생각이나 감정 등을 쉽게 표 할 수 있는 의사

소통 수단으로써 사용되고 있다[14].

ECAR(EDUCAUSE Center for Applied Rese-

arch)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85.2%의 응답자

들이 SNS를 사용한 경험이 있고, 56.8%의 응답자

들은 SNS를 매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6]. 

링크드인(LinkedIn), 마이스페이스(Myspace), 페이

스북(Facebook) 등의 다양한 SNS 에서도 2004년

부터 시작된 페이스북은  세계 으로 10억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인기 있는 

SNS로 각 받고 있다[28]. 특히, 페이스북은 SNS

의 기본 인 기능  특성과 더불어 사회  상호

작용을 반 하고, 개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창구

의 역할을 함으로써, 사람간의 계 형성에 큰 역

할을 하고 있다[1, 16].

SNS의 활용  요성이 차 커짐에 따라 2011

년 페이스북에서 악성 웹 링크를 이용하는 쿱페이

스(koobface) 등의 악성코드에 의한 공격, 2010년 

트 터로 장한 성인 약품 고 스팸 메일 유포, 트

터를 이용한 넷 구성과 조정 등 개인정보의 부

한 근, 루머나 가십과 같은 평 의 손상, 스

토킹, 제 3자에 의한 개인정보의 사용 그리고 해킹과 

ID 탈취,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련 

문제들이 증가하게 되었다[14].

이러한 보안 에 응하기 해 SNS 제공자

들은 다양한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보안 기능을 이

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2]. 하지만 개인 이용자 차

원에서의 Security, Privacy 등 SNS 보안에 한 

실증  연구는 아직까지 미미한 상황이다. 기존 SNS

에 한 연구는 기업조직에서 마  활용, 기술 개

발 인 차원에 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26]. 더욱이, 기존에 있는 소수의 개인 이용자 차

원에서의 보안 련 연구들조차, 정보보안 인식의 

향력에만 을 맞추고 있다[15]. 그러나 정보

보안 자체에 한 인식뿐만 아니라 실제 보안을 

가능하게 하는 보안 기능에 한 인식 한 요

한 변수이다. 이러한 보안 기능 인식의 요성에

도 불구하고 련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때문에, 본 연구는 정보보안 인식과 더불어 보안

기능 인식에도 을 맞추어 진행하려고 한다. 

이는 기존의 정보보안 자체에 편향된 연구에서 보

안 기능을 함께 고려하여 보안에 한 이해를 강

화하는 학술  의의가 기 된다. 실무 으로는 실

제 이용자를 상으로 한 실증 인 분석을 통해 

SNS 제공자가 효과 인 보안 정책을 수립하여 운

하는 측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페이스북 사용 경험이 있는 이용자를 

상으로 보안기능을 사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계

획된 행동 이론(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과 합리  선택 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을 

목시켜 만든 임워크를 용하여 검증하고자 한

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들이 SNS의 보안기능을 사용하려

는 의도에 향을 주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정보보안 인식, 보안기능 인식이 보안기능 

사용의도에 향을 주는 주요 요인과 보안기능 사용

에 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어떠한 향을 주는가?

2. 이론  배경

2.1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보안기능

SNS 련 보안 의 증가에 따라 EU 보안

문기 인 유럽 네트워크 정보보안청(ENISA)에서

는 SNS에서의 보안 을 다음 <표 1>과 같이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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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SNS에서의 주요 보안 분류

보안 세부내용

라이버시 

∘개인 로 일 수집

∘ 2차 데이터 수집
∘얼굴 인식

∘콘텐츠 기반 이미지 검색

∘완 한 계정 삭제의 어려움

기존 네트워크

보안 

∘SNS 스팸

∘XSS, 웜, 바이러스

ID 련 
∘SNS를 이용한 피싱
∘네트워크 침입을 통한 정보유출

∘ ID 도용에 의한 로 일 조 

 명 훼손

사회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괴롭힘

∘산업스 이

따라서 <표 1>과 같은 보안 들에 응하여 

SNS 제공자들은 다양한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보안 으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

하기에 보안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6]. 이는 

실제 이용자가 보안 정책을 인지한다고 해서 제공

된 보안 기능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안 에 응하기 해

서는 보안정책 인식과 더불어 보안 기능에 한 

인식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안기능은 

SNS의 안 한 참여를 장려하기 해 사용자 친화

인 로필 제어  설정을 가능하게 도움을 주

는 개인정보 보호의 통제 기술의 구 이다[35]. 

하지만 술한 바와 같이 다수의 이용자들은 정

보보안에 한 인식뿐만 아니라 보안기능 자체에 

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게 보안 기능 

인식이 보안에 요한 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보안 기능 인식에 한 요

성을 간과하고 있다. 페이스북과 련한 연구에서

는 소수의 이용자들만이 기본 보안설정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

들의 정보보안 인식과 더불어 보안기능 인식에도 

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음의 <표 2>는 본 연구의 상인 페이스북의 

보안기능  내용이다.

<표 2> 페이스북의 보안기능  내용

구 분 기능 내용

보안

설정

안 한

라우징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보안 

연결 상에서 페이스북을 이용

로그인

알림

이 에 사용하지 않은 컴퓨터나 휴  

장치에서 계정이 속되면 알림 

⇒ 이메일, SMS, 푸시

로그인

승인

알 수 없는 라우 에서 계정에

속하려면 보안 코드가 필요. 

⇒ 보안 코드는 SMS로 달

코드 

생성기
보안 코드를 받기 한 것

앱 

비 번호

계정 비 번호 외에 개별 인 앱을 

사용 시에 용하는 비 번호

믿을 수 

있는

연락처

계정에 근하는 데 문제가 있을 때 

안 하게 도울 수 있는 친구 리스트

인증

기기

페이스북에 속한 기록이 있는 

기기 내역

로그인 

내역

기기 이름, 치, 기기 유형 별

로그인 내역

공개

범  

설정

콘텐츠 

공개 

범  

설정

향후 게시물을 볼 수 있는 상을 

분류

본인의 게시물과 본인이 태그 된 

게시물 검토

지 까지 친구의 친구 는 체 

공개로 공유한 게시물의 공개 상을 

제한하는 여부

연락

가능 

범  

설정

본인에게 친구 요청을 보낼 수 

있는 상 분류

본인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상 분류

검색

가능

범  

설정

본인이 제공한 이메일 주소로 

본인을 찾을 수 있는 상 분류

본인이 제공한 화번호로 본인을 

찾을 수 있는 상 분류

다른 검색 엔진을 타임라인과 

연결 여부

2.2 계획된 행동 이론

Ajzen[7]은 합리  행동 이론(TRA：Theory of 

Reasoned Action)을 보완하기 해 지각된 행동 

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를 포함시켜 계

획된 행동 이론을 개발하 다. 계획된 행동 이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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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행동을 하려는 의도에 따라 직 인 행동이 

결정된다고 가정하 고, 이러한 행동을 하려는 의

도가 행동에 한 태도(attitude toward the beha-

vior), 주  규범(subjective norm), 지각된 행동 

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의 세 가지 요

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다[8].

Technology Acceptance Model(TAM)과 같이 

계획된 행동 이론에 기반 한 정보시스템 련 기

존연구들은 행동에 한 태도(attitude toward the 

behavior)와 이러한 태도를 결정하는 선행 변수들

에만 을 맞추고 있다. 이는 TRA나 TAM이 

개발될 당시에는 부분의 정보시스템이 무조건 

으로 수용해야하는 필수재 인 성격보다는 상황에 

따라 수용 할 수 있는 보완재 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재 정보시스템이 필수재가 되

고 있는 재에는 주  규범(subjective norm), 

지각된 행동 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등

의 사회  향에 의한 변수들도 추가 으로 고려

한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다[8, 10, 12].

그러나 본 연구의 상인 SNS, 특히 페이스북,

의 경우에는 자발 인 이용을 제로 하기 때문에 

필수재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 의 태도가 행 를 하려는 의도를 결정하는 주

요 요소라는 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한다. 하

지만 계획된 행동 이론은 행동의 태도를 결정하는 

선행 요소들을 구체 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부

분을 단 으로 지 받고 있다[15].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계획된 행동 이론을 기반으로 혜택과 비용

의 이성  단에 따라 행 가 결정된다는 합리  

선택 이론을 본 연구의 임 워크에 추가하 다.

2.3 합리  선택 이론

합리  선택 이론(Rational Choice Theory, RCT)

에 따르면, 행 자가 어떠한 행동을 할때, 혜택

(benefit)과 비용(cost)의 균형(Balancing)에 의해 

그 행동을 결정한다고 보고 있다[29].

행 자는 합리  결정 과정에서 행동을 선택하

게 되는데, 우선 다양한 방안을 인식하게 되고 그 

이후에 행동에 한 결과를 고려하게 된다[32]. 마

지막으로 최 의 안을 결정하기 해 혜택과 비

용의 반 인 평가를 통해 최종 인 행동을 결정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태도를 결정하는 선행 요소들을 

구체 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계획된 행동 이론

을 보완하기 해, 합리  선택 이론의 에서 

SNS의 보안에 한 인식과 보안 기능에 한 인

식이 어떠한 혜택과 비용을 발생하는 지를 범주화

고 이것이 결국 행 자의 태도를 결정한다고 보았

다. 한 보안 기능에 한 인식의 경우, 사용 후

에만 그 비용을 사용자들이 인식할 수 있기 때문

에 미사용 시의 비용(Costs of Nonuse)과 사용 시

의 비용(Costs of use)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

는 합리  선택 이론을 채용한 기존의 부분의 

연구들이 혜택과 비용의 단순한 구분만을 한 것에

서 확장하여, 사용 시 고려되는 비용과 미사용 시

에도 상 될 수 있는 비용으로 구분하여 합리  선

택이론의 비용 부분을 확장한 의의도 기 된다.

2.4 개념  임워크 

본 연구의 체 개념  임워크(Conceptual 

Framework)는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3. 연구 설계

3.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지 까지 논의된 개념들과 이론들을 

고려하여 SNS의 보안기능 사용의도에 한 연구 

모형을 개발하 다. 보안기능 사용의 혜택으로 정

보의 안 성과 페이스북에 한 신뢰를 설정하

다. 한 보안기능 사용의 비용과 련하여 정보 

보안 인식에 향을 받는 비용 요인들을 미사용의 

비용으로 실제 사용을 해야 느끼는 보안 기능 인

식에 향을 받는 비용 요인을 사용의 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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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선택 이론

계획된
행동 이론

의도태도

정보보안
인식

보안기능
인식

사용의 혜택

미사용의
비용

사용의 비용

[그림 1] SNS 보안기능 사용의도에 한 요인 임워크 구성

사용의 혜택

사용의 비용

미사용의 비용

H1+

H2+

H3+

H6-

H4+

H5+

H7a+

H7b+

H8a+

H8b+

정보의
안전성

보안기능
사용 의도

보안기능
사용에 대한

태도

페이스북에
대한 신뢰

기술의
복잡성

보안 취약성
인식

프라이버시
염려

정보보안
인식

보안기능
인식

H9a+

H9b+

H10-

[그림 2] 연구 모형

구분 하 다. 한, 보안기능 미사용 비용에는 보

안 취약성 인식, 라이버시 염려의 요인을, 보안

기능 사용 비용에는 기술의 복잡성을 주요 요인으

로 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3.2 연구 가설 설정

3.2.1 보안기능 사용에 한 태도(Attitude)

보안기능 사용에 한 태도는 페이스북의 보안

기능에 한 이용자의 성향(dispositions)을 나타

낸다[13]. 계획된 행동 이론에 기반 한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태도(attitude)가 의도(intention)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다수 존재한다

[8, 9, 21]. 한 조직에서의 정보보안 정책 수와 

련한 연구에서는 정책 수에 한 태도가 정보

보안 정책 수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15]. 특정 행 를 하려는 의도는 결

국 그 행 에 해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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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보안기능 사용에 한 태도는 보안기능 사용

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3.2.2 정보의 안 성(Safety of Information)

정보의 안 성은 페이스북의 보안기능을 사용함

으로써 이용자의 정보가 안 하게 보호된다고 느

끼는 인식의 정도를 의미한다[15]. 일반 으로 행

동을 수행함에 있어 좀 더 안 성을 느끼게 되는 

방법에 해 정 인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15, 36]. 

결국, 보안기능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혜택인 개인

정보에 한 안 성이 보안기능을 사용하려는 태

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2：정보의 안 성은 보안기능 사용에 한 태도

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3.2.3 페이스북에 한 신뢰(Trust in 

Facebook)

페이스북에 한 신뢰는 이용자가 보안 험 상황 

하에서 페이스북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험을 감수하려는 정도를 의미한다[16, 34]. 

SNS 환경에서는 사이버 스토킹(cyber Stalking), 

피싱(phishing) 등의 보안 험이 내포되어 있기 때

문에 신뢰는 정보시스템 연구에서 정보시스템이나 

서비스의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14, 24, 36]. 이용자들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느 정도의 보안 험

을 인지하게 된다. 이러한 보안 험의 정도는 보

안 기능에 한 신뢰라기보다는 서비스 자체에 

한 신뢰에 향을 받게 된다. 를 들어, 특정 서

비스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것은 서비스가 

제공하는 보안기능에 한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서비스에 한 신뢰가 없기 때

문이다. 결국, 서비스 자체에 한 신뢰는 보안 기

능사용에 한 태도를 결정을 짓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

정하 다.

H3：페이스북에 한 신뢰는 보안기능 사용에 

한 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3.2.4 보안 취약성 인식(Perceived Security 

Vulnerability)

취약성은 정보보안에서 요한 개념으로 이 

발생한 상태에서 재 상태를 잃어버리거나 안

하게 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통제를 할 수 없

는 상태를 말한다. 특히, 보안 취약성 인식은 페이

스북의 보안기능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이용자의 

정보가 보안 험에 노출된다는 인식의 정도이다

[15, 33]. 결국, 보안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때 발생 

할 수 있는 험이 늘어나면 날수록, 상되는 

험을 방지하기 해 보안기능을 사용하려고 한다. 

따라서 보안 취약성 인식이 증가한다면 보안기능

에 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

하 다.

H4：보안 취약성 인식은 보안기능 사용에 한 태

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3.2.5 라이버시 염려(Privacy Concern)

라이버시 염려는 이용자의 정보가 장, 감시, 

검색 등에 이용될 것이라고 느끼는 염려의 정도를 

의미한다[18, 19, 30]. SNS 환경에서는 개인 사진

의 공개 등을 통한 자발 인 정보공개를 통해 

라이버시 염려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SNS 이용자들은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어느 정

도의 라이버시 염려를 가지게 되면서 자신의 

라이버시 보호를 한 다양한 행동을 취하게 된다

[22]. 다시 말해, SNS 서비스를 이용하면 할수록 

공개된 개인 정보의 양은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

른 라이버시 침해에 한 우려는 증가하게 된다. 

결국, 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지 해, 이용자는 

보안기능 사용에 정 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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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5： 라이버시 염려는 보안기능 사용에 한 태

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3.2.6 기술의 복잡성(Technical Complexity)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의 사용이 쉽다면, 다시 말

해 사용 용이성이 확보된다면 당연히 그 기술이나 

서비스 사용에 한 태도는 정 일 것이다[20, 25]. 

반면에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가 이해하거나 사용

하기가 어렵다고 느낀다면, 그 기술이나 서비스 

사용에 한 태도 한 부정 일 수밖에 없다. 기

술 복잡성은 페이스북의 보안기능을 이해하고 사

용하기가 상 으로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는 정

도를 의미한다[20, 25]. 특히, 강제성이 없는 선택

인 서비스의 경우, 이러한 기술 복잡성은 기술

사용에 한 태도에 막 한 향을 주게 된다. 따

라서 이용자들이 보안기능 사용 시에 정신 이나 

물리 으로 어려움을 느낀다면 많은 사용을 기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

설을 설정하 다.

H6：기술의 복잡성은 보안기능 사용에 한 태도

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3.2.7 정보보안 인식(Information Security 

Awareness; ISA)

정보보안 인식(ISA)은 이용자가 일반 으로 인

식한 정보보안과 련된 지식의 정도이다[15]. 페

이스북 보안기능 사용에 있어 정보보안 인식은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5]. 정보보안 인식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보안 을 이용자들에게 인지시

켜 보안기능의 사용을 유도 시킬 수 있다. 한, 

정보 보안에 한 인식이 높으면 높을 수록정보 

보안기능을 사용 할 때 생기는 혜택과 보안 기능

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비용에 한 정

확한 단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정보보안 인

식은 보안기능 사용의 혜택과 보안 기능 미사용의 

비용 향을 미치게 된다.

3.2.7.1 정보보안 인식과 보안기능 사용의 혜택

이용자들이 정보보안과 련된 지식의 수 이 

높다면, SNS에서 제공하는 보안 련 기능, 정책이 

한지에 한 단의 기 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를 들어, 특정 SNS에서 제공하는 보안 기능

이 가져다주는 혜택( 라이버시 보호 등)에 해 

인지하기 쉬울 것이다[5]. 특정 SNS가 한 정

보보안을 제공한다면, 많이 알아야 많이 볼 수 있

다는 말과 같이, 정보보안에 한 인식이 높을수

록 이용자의 정보가 안 하게 보호된다고 느끼는 

인식인 정보의 안정성에 정 인 향을 미칠 것

이다. 한, 높은 정보보안 지식수 은 SNS 자체

에 한 신뢰도 강화 시킬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H7a：정보보안 인식은 정보의 안 성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7b：정보보안 인식은 페이스북에 한 신뢰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3.2.7.2 정보보안 인식과 보안기능 미사용의 비용

이용자들이 정보보안에 해 일반 으로 인식하

고 있는 지식의 정도가 클수록 보안 침해시의 피

해에 한 인지가 커지게 된다[3, 15]. 결국 보안에 

한 지식이 크면 클수록 보안 기능을 사용하지 않

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취약성 인식이나 

라이버시 침해 등을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H8a：정보보안 인식은 보안 취약성 인식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8b：정보보안 인식은 라이버시 염려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3.2.8 보안기능 인식(Security Function 

Awareness; SFA)

보안기능 인식(SFA)은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에 해 이용자가 인식한 이해의 정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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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에서 보안기능이란 페이스북에서 제공

하고 있는 보안 설정  라이버시 설정(공개 범

설정)의 16가지 기능을 의미한다[2]. 어떠한 보

안 기능이 있는지, 혹은 보안 기능이 어떠한 역할

을 하는지 모르는 이용자들은 SNS 제공자들이 설

정해 놓은 기본 값을 변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

다[35]. 한, 보안 기능을 설정하는 방법이 어렵거

나 보안 기능 설정 치를 찾기 힘들다면, 보안 기

능의 존재 여부 자체도 모를 수 있다. 결국 보안 

기능은 실제 보안 기능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사용해 보거나 혹은 보안 기능을 설정하기 해 

찾아보지 않는 다면, 그 기능을 사용했을 때 는 

찾기 해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비용)을 알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안기능에 

한 인식이 보안기능 사용의 혜택과 사용의 비용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았다.

3.2.8.1 보안인식 기능과 보안기능 사용의 혜택

이용자들이 SNS 보안 에 응할 수 있는 유

일한 방법은 SNS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사용

하는 것이다. 이용자들이 보안기능에 한 인식의 

정도가 크다면 보안기능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혜

택에 한 이해도가 높아 질 것이다[3]. 페이스북

에서 제공하는 보안 기능에 한 이해가 높을수록 

보안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정보의 안

성에 한 인식이 높아지게 된다. 한, 이러한 보

안 기능에 한 이해는 페이스북의 보안 유지 노

력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페이스북 신뢰에도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H9a：보안기능 인식은 정보의 안 성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9b：보안기능 인식은 페이스북에 한 신뢰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3.2.8.2 보안인식 기능과 보안기능 사용의 비용

보안기능에 한 인식의 정도가 높다는 것은 SNS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에 한 지식이 많

다는 것이다[2, 3]. 지식의 정도에 따라 보안기능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인 기술의 복잡성(사용의 

어려움)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H10：보안기능 인식은 기술의 복잡성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4. 연구 분석  결과

4.1 자료수집  표본의 특성

4.1.1 자료의 수집

본 연구에서는 연구 가설의 실증을 하여 설문

서를 통해 연구 자료를 수집하 다. 본 연구의 설

문서에 사용된 척도는 모두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

된 설문항목들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인 사항들

을 제외한 모든 문항은 리커트(Likert) 7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설문항목은 문헌연구  기존 조사도구들을 참

고로 연구목 에 맞게 작성하 고, 설문항목의 타

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해 페이스북을 사용

해본 경험이 있는 학원생 30명을 상으로 사

조사(pretest)를 실시하여 응답자가 명확하게 이해

하기 힘들다고 지 하거나, 문 척도를 한 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색한 느낌을 주는 항목은 원

문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 합하게 수정하 다.

연구 자료의 수집을 해 설문 상자는 페이스

북을 사용하고 있거나 경험이 있는 개인을 상으

로 하 고, 구  문서도구(Google Docs)를 이용하

여 온라인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하 다.

본 연구의 설문 상에 합하도록 페이스북을 

사용한 경험여부를 먼  악한 뒤 설문을 진행하

으며 본 연구의 상인 페이스북에 설문지를 업

로드한 뒤 지인들을 통한 공유와 뉴스피드, 카카오

톡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설문을 의뢰하 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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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조사는 2013년 11월 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5일 

동안 수행되었고, 회수된 설문지는 총 314부이며 

회수된 설문지 에서 같은 척도로만 응답하거나 

미 기입한 경우 등 불성실한 응답으로 사용이 불

가능하다고 단되는 64부를 통계 분석 상에서 

제외하여 최종 으로 250부의 설문서를 통계 자료 

분석에 사용하 다.

4.1.2 표본 집단의 특성

설문 응답자들을 인구 통계학  특성으로 구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남녀 비율은 남성이 

58.8%, 여성이 41.2%로 남성의 비율이 17.6% 차이

로 높았다. 연령 는 20 가 56%, 30 가 38.8%, 

40 가 4% 20 가 가장 많았으며 50  이상은 1.2%

다. 학력의 경우는 졸 63.6%, 학원졸 16%, 고

졸 14%, 문 졸 6.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직

업을 보면 직장인이 61.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원생 17.2%, 학생 16.8%, 주부 3.2%, 기타 

1.6% 순이었다.

페이스북 속 빈도는 하루에 한 번 과가 48.8%

로 가장 높게 나왔고, 다음으로 하루에 한 번과 2～ 

3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 12%로 동일한 분포

를 보 다. 다음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10.4%를 보

고, 기타는 4.8% 순이었다.

페이스북 사용기간은 2년 이상～3년 미만이 33.6%, 

1년 이상～2년 미만이 30.8%, 4년 이상이 13.2%, 6

개월 이상～1년 미만이 12.4%, 6개월 미만이 10% 

순으로 나타났다.

4.2 측정 모형의 검증

수집된 데이터는 SPSS 18.0과 PLS(Partial Least 

Squares) 2.0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측정항목의 

타당성(validity)과 신뢰성(reliability)을 검증하기 

해 SPSS 18.0을 사용하여 크롬바흐 알 계수 

분석과 탐색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s anal-

ysis; EFA)을 실시하 으며, 더불어 PLS 2.0을 사

용하여 확인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s ana-

lysis; CFA)을 병행하여 실시하 다. 최종 인 가

설의 실증분석을 해 PLS를 사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 다. PLS는 정보기술 련 연구에 

합하며 체 이론의 검증보다는 인과 계 측

에 유용한 도구로 정보시스템 련 연구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11].

4.2.1 타당성  신뢰성 분석

주성분 분석과 배리맥스(varimax) 방법에 따른 

직교회  방식을 사용한 요인 분석 결과 8개의 요

인으로 구분되었으며, 총 분산의 77.656%를 설명

하고 있다. 측정 항목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요인 재값(factor loading)이 0.5 이상이고 교

차요인 재값(cross loading)이 0.4 미만인 측정 항

목과 복되는 의미의 측정 항목(ATT3, TRU6)은 

제외하 다[38]. 측정 항목들의 요인 재값은 ATT3

과 TRU6를 제외한 모든 측정 항목들은 0.5 이상

으로 측정 항목들의 집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 도구에 한 신뢰도는 

크롬바흐 알 계수에 한 0.7을 기 으로 단하

으며[31],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구성 

신뢰성 지수와 크롬바흐 알 계수가 0.7 이상으로 

각 측정항목은 신뢰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의 각선 행렬은 각 개념의 상 계수 

행렬(correlation)에서 추출된 평균분산의 제곱근 

값을 동일 변수의 상 계수의 자리에 입력한 것으

로 인 한 다른 상 계수들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

다. 이 결과는 본 연구의 측정 항목들이 별타당

성을 확보하 다고 단할 수 있다[17, 23].

4.3 가설검증

잠재변수들 간의 인과 계를 분석한 구조모형의 

결과를 정리하면 [그림 3]과 같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매개변인인 보안기능 사용

에 한 태도는 보안기능 사용의도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쳤으며(가설 1의 채택, β =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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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 변수의 신뢰도  타당성 분석 결과

연구변수 측정 항목 Std. Loading t-value AVE
Construct 
Reliability

Cronbach’s α

보안기능 사용에 
한 태도

ATT1 0.902 47.782 

0.829 0.936 0.897 ATT2 0.913 68.954 

ATT4 0.916 53.278 

보안기능
사용의도

INT1 0.936 62.121 

0.855 0.947 0.914 INT2 0.911 49.213 

INT3 0.928 83.574 

정보보안 인식

ISA1 0.894 28.196 

0.812 0.928 0.882 ISA2 0.890 26.323 

ISA3 0.918 42.247 

라이버시 염려

PRC1 0.813 26.253 

0.773 0.932 0.902 
PRC2 0.899 50.467 

PRC3 0.909 70.633 

PRC4 0.893 49.681 

정보의 안 성

SAF1 0.840 30.444 

0.712 0.937 0.915 

SAF2 0.881 56.707 

SAF3 0.879 24.826 

SAF4 0.755 16.732 

SAF5 0.809 22.267 

SAF6 0.893 46.703 

보안 취약성 인식

SEV1 0.912 70.004 

0.815 0.957 0.942 

SEV2 0.817 23.869 

SEV3 0.932 85.654 

SEV4 0.921 76.707 

SEV5 0.927 91.920 

보안기능 인식 SFA1 1.000 - 1.000 1.000 -

기술의 복잡성

TEC1 0.850 4.358 

0.704 0.905 0.867 
TEC2 0.820 3.937 

TEC3 0.875 6.557 

TEC4 0.810 5.144 

페이스북에 
한 신뢰

TRU1 0.694 4.706 

0.631 0.894 0.865 

TRU2 0.665 4.237 

TRU3 0.849 6.189 

TRU4 0.881 5.987 

TRU5 0.858 6.031 

Note) ATT = 보안기능 사용에 한 태도, ISA = 정보보안 인식, INT = 보안기능 사용의도, PRC = 라이버시 

염려, SFA = 보안기능 인식, SAF = 정보의 안 성, TEC = 기술의 복잡성, TRU = 페이스북에 한 신뢰, 

SEV = 보안 취약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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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구 변수의 상 계 분석

연구변수 Mean S.D ATT ISA INT PRC SFA SAF TEC TRU SEV

ATT 5.764 1.174 0.910 

ISA 4.141 1.593 0.130 0.901 

INT 5.735 1.176 0.602 0.132 0.925 

PRC 5.330 1.503 0.435 0.120 0.421 0.879 

SFA 3.816 1.637 0.146 0.340 0.166 -0.046 1.000 

SAF 5.029 1.380 0.489 0.162 0.305 0.286 -0.029 0.844 

TEC 3.768 1.662 -0.024 0.053 -0.087 0.137 -0.113 0.017 0.839 

TRU 3.766 1.439 -0.006 0.167 -0.060 -0.180 0.120 0.255 0.077 0.794 

SEV 5.431 1.482 0.601 0.107 0.435 0.479 0.001 0.459 0.085 -0.042 0.903 

Note) 각선의 굵은 숫자는 AVE 값의 제곱근 값.

사용의 혜택

사용의 비용

미사용의 비용

H1: 0.602***

H2: 0.259***

H3: ns

H6: -0.085*

H4: 0.404***

H5: 0.176***

H7a: 0.194*

H7b: 0.147*

H8a: 0.105*

H8b: 0.120*

정보의
안전성

보안기능
사용 의도

보안기능
사용에 대한

태도

페이스북에
대한 신뢰

기술의
복잡성

보안 취약성
인식

프라이버시
염려

정보보안
인식

보안기능
인식

H9a: ns

H9b: ns

H10: -0.150*

(R²=0.362)(R²=0.448)

(R²=0.034)

(R²=0.033)

(R²=0.011)

(R²=0.014)

(R²=0.023)

채택
기각

 Note) 
*
 p < 0.05, 

**
 p < 0.01, 

***
 p < 0.001.

[그림 3] PLS 분석 결과

p < 0.001) 보안기능 사용의도의 36.2%를 설명하

다. 정보의 안 성은 보안기능 사용에 한 태

도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쳤으며(가설 2

의 채택, β = 0.259, p < 0.001), 보안 취약성 인식

도 보안기능 사용에 한 태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4의 채택, β = 0.404, 

p < 0.001). 한 라이버시 염려가 보안기능 사

용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은 통계 으로 유의

한 것으로 분석되었고(가설 5의 채택, β = 0.176, p 

< 0.001), 이들 정보의 안 성, 보안 취약성 인식, 

라이버시 염려는 보안기능 사용에 한 태도의 

44.8%를 설명하 다. 

선행요인인 정보보안 인식은 정보의 안 성(가

설 7a의 채택, β = 0.194, p < 0.05), 페이스북에 

한 신뢰(가설 7b의 채택, β = 0.147, p < 0.05), 보

안 취약성 인식(가설 8a의 채택, β = 0.105, p < 

0.05), 라이버시 염려(가설 8b의 채택, β = 0.120, 

p < 0.05)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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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구 모형의 가설검증 결과

가설 경로 경로계수 t-값 p-값 채택여부

H1 보안기능 사용에 한 태도 → 보안기능 사용의도 0.602 12.091 0.000*** 채택

H2 정보의 안 성 → 보안기능 사용에 한 태도 0.259 3.842 0.000
***

채택

H3 페이스북에 한 신뢰 → 보안기능 사용에 한 태도 -0.017 0.307 0.380 기각

H4 보안 취약성 인식 → 보안기능 사용에 한 태도 0.404 4.538 0.000*** 채택

H5 라이버시 염려 → 보안기능 사용에 한 태도 0.176 3.134 0.001
***

채택

H6 기술의 복잡성 → 보안기능 사용에 한 태도 -0.085 1.739 0.042
*

채택

H7a 정보보안 인식 → 정보의 안 성 0.194 2.792 0.003* 채택

H7b 정보보안 인식 → 페이스북에 한 신뢰 0.147 1.666 0.048
*
 채택

H8a 정보보안 인식 → 보안 취약성 인식 0.105 1.648 0.050
*
 채택

H8b 정보보안 인식 → 라이버시 염려 0.120 1.839 0.034* 채택

H9a 보안기능 인식 → 정보의 안 성 -0.095 1.426 0.078 기각

H9b 보안기능 인식 → 페이스북에 한 신뢰 0.069 0.751 0.227 기각

H10 보안기능 인식 → 기술의 복잡성 -0.150 2.046 0.021* 채택

Note) df = 249, one-tailed test, * p < 0.05, ** p < 0.01, *** p < 0.001.

으로 나타났다. 한 보안기능 인식은 기술의 복

잡성(가설 10의 채택, β = -0.150, p < 0.05)에 유

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변

수 간 계에 있어서 페이스북에 한 신뢰는 보

안기능 사용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은 통계상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3의 기각). 

한 보안기능 인식과 정보의 안 성, 페이스북에 

한 신뢰에 미치는 향 역시 통계상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9a, 가설 9b의 기각).

본 연구의 분석 결과, SNS의 보안기능 사용의

도에 선행요인인 정보보안 인식이 정보의 안 성, 

페이스북에 한 신뢰, 보안 취약성 인식, 라이

버시 염려에 향을 미치며, 보안기능 인식은 기

술의 복잡성에 유의한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한 정보의 안 성, 보안 취약성 인식, 라이버

시 염려, 기술의 복잡성은 보안기능 사용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치며, 보안기능 사용에 한 태

도는 보안기능 사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가설에 한 검정 결과는 <표 5>에 요약되어 

있다.

5. 결  론

5.1 연구 결과  시사

SNS의 확산이 사회 으로 크게 향력을 가지

면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리가 요한 이슈로 

두되었다. 본 연구는 SNS에서 정보보안 인식과 

보안기능 인식을 동시에 고려하여 SNS의 보안기

능 사용의도에 한 선행요인들을 알아보았다.

SNS 이용자들의 보안기능 사용의도에 한 요

인들과 정보보안 인식, 보안기능 인식과의 계를 

살펴보았고, 두 가지 인식이 향을 주는 요인들 

간의 차이가 있다는 을 경험 으로 검증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일반 으로 인식하

고 있는 정보보안과 련된 지식의 정도가 높아질

수록 보안 에 응하여 개인정보가 안 하게 

보호될 것으로 이용자들이 인식하 다. 보안

에 응하여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보안기능의 

성을 단하여 페이스북에 한 신뢰가 증가하

는 것으로 보인다. 보안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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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수 있는 보안 취약성 인식과 라이버시 염

려에 한 경각심이 고취됨으로써 정 인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SNS 사이트에

서는 제공하는 보안 정책  보안 기능들에 해서 

사용자가 좀 더 이해하기 쉽고 홍보방안을 설정한

다면, 서비스가 제공하는 보안에 한 신뢰뿐만 아

니라 서비스 자체에 한 신뢰도 증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에 한 

인식의 정도가 클수록 정보시스템 활용능력이 배

양된 상태라고 단할 수 있다[24]. 본 연구의 응

답자 86% 이상이 문 학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80% 정도가 직장인, 학원생으로 업무  

학업과정에서 정보시스템 활용능력이 배양되어 있

다고 단할 수 있으며 SNS 보안기능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 인 어려움을 감소시켜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SNS 사이트에서 보안 에 

응한 한 보안기능 개발과 더불어 이용자들이 

보안기능 자체에 한 이해를 돕기 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최근 KB카드, 롯데카드, NH카드 등 많은 기

업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련된 사건들을 하면서 

이용자들은 보안 취약성 인식과 라이버시 염려로

부터 개인정보를 안 하게 지키고 싶다는 인식이 

보안기능 사용에 한 태도를 형성하는 것과 유의

미한 연 계를 찾을 수 있었다. 서비스 제공자

가 보안 기능을 사용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이용자에게 인지 시킨다면, 좀 더 보

안기능 사용의 활성화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과 달리 페이스북에 한 신뢰

가 보안기능 사용에 한 태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보안 기능 

인식이 페이스북에 한 신뢰에는 유의미한 향

을 미치지 못하 다. 이는 서비스 자체에 한 신

뢰, 즉 페이스북에 자체에 한 신뢰와 보안기능

이 제 기능을 하는 지에 한 믿음  태도와는 

상  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후 연구에

는 페이스북에 한 신뢰보다는 보안 기능 자체에 

한 신뢰와의 계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보안 기능 인식이 정보의 안정성

에는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보안 기능에 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고 하여, 정보가 안 하게 지켜질 수 있다는 믿음

이 올라가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보안 기능에 한 

지식이 높아지면 보안 기능이 제 기능을 하는지에 

한 단력이 올라 갈수는 있으나, 이러한 단

력의 증가가 정보의 안 성에 한 믿음의 증가에 

직 인 향은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추후 연구

에서는 보안 기능 인식과 정보의 안 성 사이의 

매개변수에 해 고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의 기업 주의 보안 련 연

구의 편향성을 없애고 개인 단 의 보안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보안 련 연구 상의 편향성을 없

앴다는 학술  의의가 있다. 한, 태도를 결정하는 

구체 인 선행 요인이 없다는 계획된 행동 이론의 

단 을 해결하기 해 합리  선택 이론을 도입하

여 이론의 강화를 가져 왔다. 이에 더하여, 합리  

선택이론에서 비용의 측면을 사용 시의 비용과 미

사용 시의 비용으로 확장하여 이론의 다양화를 이

루어 내었다는 추가  학술  의의가 있다.

실무 으로는 SNS 제공자들이 경험 으로 검

증된 요인들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사용자

의 보안 정책  기능의 인식을 고취한다면 보안 

기능사용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서비스 자

체에 한 신뢰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5.2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 을 가지고 있으며, 한

계 을 극복하기 한 추가 인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첫째, SNS에서 보안기능 사용의도에 한 기

의 연구로 선행연구가 풍부하지 못하여 사용자가 느

끼는 혜택  비용에 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들

에 한 다양한 변수를 포함시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보의 안 성(R² = 0.034), 페이스북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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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R² = 0.033), 보안 취약성 인식(R² = 0.011), 

라이버시 염려(R² = 0.014), 기술의 복잡성(R² = 

0.023)의 설명력이 3% 이하의 값들로 설명력은 있

지만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향후 연구에서는 

SNS 상황에서 정보보안 인식과 보안기능 인식의 

특성뿐만 아니라 보안기능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

는 해택과 비용에 한 추가 인 선행 변수들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SNS의 보안기능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

는 요인을 고려함에 있어 서비스 제공업체의 특성, 

보안 련 상황 등 다양한 특성에 따른 차이를 고

려해 연구해보는 것도 이용자들의 SNS의 보안기

능 사용의도를 악하는데 새로운 시사 을 제공

해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SNS 보안기능과 련하여 산업보

안 측면, 기술 개발자 측면 등 다각 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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