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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가 감염병 확산을 제어하기 위해 발송하는 안전안내문자는 기존 재난문자와는 달리 필

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확진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안내문자의 필수 정보 

요인과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 요인을 이해하기 위해 실험 방식의 컨조인트 분석을 활용해 정보 속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안전안내문자의 필수 정보 요인은 확진자 국적, 주소, 감염 경로, 확진자 전체 동선 및 접촉 발생 주요 동선, 홈페이

지 공개여부, 주요 동선 방역 여부, 확진자 격리시설로 나타났으며, 프라이버시 침해 요인은 확진자 국적, 성별, 연령, 주
소, 확진판정일, 확진자 전체 동선, 주요 동선, 동선정보 홈페이지 공개여부, 방역여부, 확진자 격리시설임을 확인했다. 또
한, 가장 필수적이라고 인식하는 정보 조합과 확진자의 프라이버시를 가장 크게 침해한다고 인식하는 정보 조합은 확진

자 개인정보와 동선정보, 방역여부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확인되었다. 궁극적으로 필수 정보를 제공하는 안전안

내문자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확진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 본 연구는, 연구자 

뿐 아니라 정책입안자에게 유용한 지식경영학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코로나19 안전안내문자, 정보 공유, 프라이버시 보호, 컨조인트 분석, 지식경영



김민진, 김미예, 김범수

228 지식경영연구 제22권 제2호

1. 서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 각 국의 정부는 감

염병 확산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

양한 개인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통신사와 카드

사의 위치정보, 결제 정보와 함께 개인의 진술을 포함

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감염자의 동선을 분석하고, 

이를 공개하여 감염병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이 중 감염병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 일반 대중

을 대상으로 하는 확진자 정보 공개는 신문 기사, 지

자체 홈페이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

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보 제공의 효과성에 대

한 검토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는 개인이 의지

를 가지고 검색을 수반하는 노력에 상관 없이 정부 차

원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일방향으로 전달 하고 

있는 안전안내문자에도 해당된다. 특히 감염병 관련 

안전안내문자는 발송을 위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지역별로 상이하게 정보가 제공되고 있

는 실정이다. 

안전안내문자는 대중들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

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간편하면서도 광범위하

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따라서 안전안

내문자를 통해 문자 수신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감

염병 관련 필수정보 요소를 파악하는 것은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한편, 안전안내문자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필요 이상의 확진자 

정보가 안전안내문자에 포함되어 개인의 프라이버시

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감염병 확진자 

정보의 공개는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예외적으로 공

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개된 개인 정보를 통해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개인의 신상을 필요 이상으로 

연결하여 인신성 공격이나 경로를 통한 사생활을 유

추하여 전파하는 등의 피해가 이어지면서 안전안내문

자로 인한 확진자들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의 목소

리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안전안내문자

가 제공하는 필수 정보 요소와 함께 확진자의 프라이

버시 침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정보 요소는 무엇인지 

요인을 찾고, 정보 이용자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확진

자들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줄일 수 있는 필요 정보 요

인의 조합을 밝혀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안전안내문

자가 갖는 정보 제공의 효과성을 높이면서 확진자 프

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자 한다. 

2. 이론적 배경과 연구문제

2.1. 재난 커뮤니케이션

재난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위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문제와 어려움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Covello 1988; Kasperson & Stallen 1991; Nelkin 1989). 

Milete and Sorensen(1990)는 효과적인 재난 메시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세 가지 (1) 위치 및 시간을 포함하여 

위험 요소의 특정 특성을 설명하고 (2) 실행 가능한 정

보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하며 (3) 정보의 검증 가능한 

출처를 포함해야 함을 제시했다. 즉, 재난 메시지는 

전달하는 정보가 충분하고 상세할수록, 행동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정보일수록, 발송자를 신뢰할 수 있을

수록 효과적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Fischhoff(1995)는 

효과적인 의사 소통을 위해서는 대중이 위험을 인식

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효과적인 재

난커뮤니케이션을 판단하는 8가지 기준을 수립하였

으며, 이러한 가정은 이후 Adam and Van Loon(2000)

에 의해서도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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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커뮤니케이션은 재난에 대한 대응 뿐 아니라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재난 상황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더욱 강

조되었다(Covello et al. 1986). Covello et al.(1986)에 따

르면, 이해 관련 집단들 간의 신체적, 환경적 위험 수

준, 위험의 의미와 중요성,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행

동과 정책 등에 관한 정보가 위험 관리를 위해 중요하

며 이러한 정보를 주고받는 위험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을 제시하였다. Covello(1992)에 따르

면, 위험 커뮤니케이션은 위험의 성격, 규모, 중요성 

또는 통제에 대한 이해 당사자 간의 정보 교환 프로세

스로 정의된다(Covello 1992). 본 연구는 Covello 

(1992)의 정의에 따라 재난 커뮤니케이션을 위험의 성

격, 규모, 중요성 또는 통제에 대한 이해 당사자 간의 

정보 교환 프로세스의 관점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재난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위험 관리의 중요성(McComas 2006), 커뮤니케이터와 

이해 관계자 간의 대화의 필요성(Palenchar 2008), 지

속적인 위험 모니터링의 필요성(Coombs 2014) 등이 

강조되며 발전되어 갔다. 재난 커뮤니케이션의 이론

적 배경과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는 Shepparard et 

al.(2012)가 있다. 재난 커뮤니케이션 이해 모범 사례

를 이해하여 위기관리자 및 커뮤니케이터를 위한 가

이드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 커뮤니케이션의 전제가 

되는 4 개의 이론 및 모델을 제시하는 것에서 나아가 

준비단계, 대응 단계, 회복 단계에서 관련성이 높은 

이론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재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재난 메시지 가

이드라인 제시, 발송자 신뢰성이 확산에 미치는 영향, 

재난 유형별 재난문자 활용 기준을 제시하는 것들이 

대표적이다. Weil et al.(2006) 역시 제공 정보의 효과

적 작동을 위한 지침을 발표하였는데, 정보 수용자와 

관련성(Relevance) 이 높은 정보를 의사결정과정에서 

호환(Compatibility)될 수 있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보

았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재난문자 연구로는 재난문자의 

효과성과 관련된 실증 연구가 있다. 긴급재난문자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재난 유

형(예측가능한 재난/순간적 발생 재난/소규모~대규모 

확산재난)에 따라 재난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재난 

위험성, 긴급성, 관련성)이 긴급재난문자 발송 적절성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분석 결

과, 재난의 위험성, 긴급성, 관련성이 문자 발송의 적

절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이 중 감

염병과 같은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확산이 나타나는 

재난의 경우 위험성과 긴급성이 중요성에 영향을 미

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한승혜 2020). 코로나19 

재난정보에 집중하여 수요자의 관점에서 정부가 제공

하는 재난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한 이화진 등(2020)의 

연구도 참고 가능한 최신 연구로 들 수 있다. 이 연구

는 위험소통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감염병 재난관리 

정책 현황,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운영 중인 정보

제공 수단별 실태, 수요자 인식을 조사하여 종합분석 

했다. 감염병 재난관리 정책 현황을 검토하고 토픽모

델링을 활용하여 정보제공 실태와 수요자 요구정보를 

분석하였으며, 전문가 및 격리경험자 인식조사를 다

양하게 시행하였다. 그 결과 수요자 요구정보는 확진

자 관련 정보(확진자, 현황, 동선, 사망자 방역), 확산

방지대책 정보, 감염병 대응 정보, 정부지원 정책 정

보라는 점을 제시했다. 

2.2. 감염병과 프라이버시 침해

안전안내문자는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일방향 

커뮤니케이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익을 위

해 필요 정보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측면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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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공개되는 정보로 인해 확진자들이 프라이버시

를 침해를 느낄 수 있는 가능성(박민정, 채상미 2017)

도 함께 존재한다. 개인정보에 대한 위험은 서비스 활

용 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김태하 등 

2020) 안전안내문자로 개인정보가 공유될 때 프라이

버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 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 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는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사생

활을 형성하고 전개하는 것과 사생활을 유지하고 방

해받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Prosser 1960). 

이렇듯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보호되어야 하는 대상임

이 분명하지만, 예외적으로 지켜지지 못할 때도 존재

한다. 감염병 확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 34조 21)(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에 근거하여 

확진자 정보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감염병 확진자의 개인정보 공개는 1954년 전염병 

예방법이 제정되면서 국가 질병감시체계내의 개인정

보공개가 시작되었으며, 국내 감염병이 발생함에 따

라 관련 법률이 제·개정되었다. 특히 2015년 메르스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CoV) 감염병 이후 감염병 

대응 조치를 위해 병의원 이용 정보, 위치정보, 이동

통신 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였다(감염병의 예

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6조 2). 

메르스 감염병 위기시에는 재난에 대응하는 효과적

인 방법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구체적으로 위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4조 2 “질병관리청장, 시ㆍ도

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

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

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

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감염병의 지역별ㆍ연령대별 발생 및 검사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

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2021. 3. 9.>”

험 상황시 정보 공유의 중요성(권혁빈 2017; 송동근, 

민귀홍, 진범섭 2016), 정부 위험 소통의 관리(김은성 

2015), 메르스 대응에 따른 법률적 문제와 활용방안

(박미정, 이종구 2015) 등이 있다. 감염병 상황시 공익

을 위한 확진자의 정보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공개 초

기 문제점 뿐 아니라 언론 보도와 개인정보보호 이슈

(박미정 2016)를 중심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익과 상충하는 개인정보

보호를 중심으로 과도한 정보 공개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이슈와 함께 프라이버시와 공익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균형점을 도출하기 위한 여러 연구가 이어졌

다.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균형

점을 법제적으로 접근할 뿐 아니라(이근옥 2020)와 2

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개인정보 가명처리 원칙의 제

시(배성호 2020), 효과적 기록물 관리 접근(정지혜 등 

2020) 등 확진자의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공익간의 접점을 찾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

었다. 

WHO(세계보건기구)는 “감염병 질병 상황 시 윤리

적 문제 관리를 위한 지침(2016)을 통해 감염병 상황

시 준수해야할 정보 수집 및 모니터링을 제안하였다. 

WHO는 감염병 대응의 7가지 윤리 원칙인 정의, 선의, 

유용성, 사람에 대한 존중, 자유, 상호성, 연대(WHO 

2016)를 기반으로 감염병에 대응할 것을 권고하고 있

다. 코로나19 팬데믹하에서 개인정보공개로 인한 공

익과 프라이버시 침해와의 상충문제 해결을 위한 노

력이 어느때 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수신자가 

인식하는 안전안내문자의 필수 정보와 프라이버시 침

해 정보의 유형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 필요하다. 

2.3. 한국 안전안내문자 현황

한국은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한 정보 공개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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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성은(2020)이 

2020년 4월 15일 The Wall Street Journal 기사를 인용

하여 국가별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정보 공개 내용을 

비교한 <표 1>에 따르면, 한국은 여타 국가나 도시에 

비해 가장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2003년 중증급성호흡증후군(SARS), 2015년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을 혹독하게 겪은 아시아 

국가가 감염병의 대처에 있어 정보 공개 투명성을 중

요하게 인식하여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많은 정보를 

공개하는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

으나,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한편,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정보는 신문/TV 기사, 

지자체 홈페이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안전안내

문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이 중 안

전안내문자는 위급재난문자, 긴급재난문자와 함께 재

난문자에 포함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송된 문자

는 대부분 안전안내문자에 해당되며, 확진사례가 발

생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고 있다(이화진 등 

2020). 

이 안전안내문자는 채널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타 채널과는 달리 수신자가 중대본 및 지자체로

<표 1> 국가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보 공개 내용

구분 한국 싱가포르 홍콩 영국 독일 뉴욕

나이·성별 ○ ○ ○ × ○ ○

여행이력 ○ ○ ○ ○ × ○

직장주소 ○ ○ × × × ×

거주지 ○ ○ ○ × × ×

국적(사례수집시) ○ ○ × × × ×

치료위치 ○ ○ ○ ○ × ×

직전 방문장소 ○ ○ × × × ×

확인된 접촉자 ○ × ○ × × ×

감염 확인 방법 ○ × × × × ×

자료: 조성은 2020, pp. 23

<표 2> 지자체별 안전안내문자 내용

구분 성남시 용인시 서울관악 서울구로 서울강남 광주시 대구시

거주지 ○(동) ○(아파트) ○(동) ○(동) × ○(아파트) ×

연령 ○ ○ × × × ○ ×

성별 ○ ○ × × × ○ ×

감염경로 × ○ ○ ○ × ○ ○

확진판정일 ○ ○ ○ ○ ○ ○ ○

격리시설 × ○ × × × ○ ×

방역여부 × × × ○ × ○ ×

이동경로 홈페이지/SNS 홈페이지/SNS 블로그 블로그 홈페이지 문자 내 제공 홈페이지

검진대상자 노출장소 ○ × ○ × ○ ○ ○

검진대상자 노출일자 ○ × ○ × ○ ○ ○

검진대상 해당여부 ○ × ○ × ○ ○ ○

자료: 공공데이터포털 오픈 API (재난문자발령현황, 보건복지부_코로나19 시/도발생_현황, 보건복지부_코로나19감염_현황) 재구성, 

데이터 수집 시기(2020.1월~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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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일방향으로 메시지를 수신하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둘째, 긴급재난문자의 경우 가이드라

인이 마련되어 있는 것에 반해 안전안내문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부재한 상황이다(이화진 등 2020). 이러

한 발송 지침의 부재로 인해 안전안내문자는 지자체

별 다양한 구성과 깊이로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데이터 수집이 진행된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지자체별 안전안내문자에 포함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정보의 수준이나 양에 있어서 차

이를 보이고 있으며(표 2참조), 안전안내문자에서 제

공하는 정보에 대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와 정보 공

개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

에서 산발적으로 안전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관련 안전안내문자가 통일되지 

않은 채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는 특성을 반영하여 수신자의 관점에서 

안전안내문자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인식

되는 정보 요인이 무엇이며, 안전안내문자에 포함되

었을 때 확진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인식되는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정

보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위치 정보가 공개되는 안전안내문자의 경우, 개인

의 고유한 위치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면서 프라이

버시 염려가 발생할 수 있다(손봉진, 최재원 2017). 따

라서 기존의 재난 커뮤니케이션 관련 연구들이 개인

의 프라이버시와 필수 정보 간 충돌하는 상황을 반영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추어볼 때 필수 정보 속성 

외에도 확진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관점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안전안내문자의 필수 정

보와 함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정보를 실제 송출된 

안전안내문자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상충되는 두 요

소를 조합하여 정보 수신자에게 도움이 되며 확진자

들의 프라이버시는 덜 침해하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위 논의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문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수신자가 인식하는 안전안내문자의 필

수 정보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수신자가 인식하는 안전안내문자의 프

라이버시 침해 정보 요인은 무엇인가? 

3. 연구 방법

3.1. 컨조인트 분석

컨조인트(conjoint)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성하는 

속성(factor)과 각 속성의 수준(level)을 함께 고려한 상

황에서 응답자의 선호를 분석함으로써, 응답자가 중

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의 순위와 상대적인 크기를 파

악하고 속성의 수준들에 대한 선호도를 측정함으로

써, 응답자가 가장 선호하는 수준의 조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방법이다(신윤정 등 2007).

컨조인트 분석 방법은 응답자별 선호도 자료에 분

석모형을 적합하여 속성별 상대적 중요도와 부분가치

를 추정한 후, 이를 전체 응답자에 대해 평균이나 중

위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통합함으로써 속성별 상대

적 중요도와 부분가치를 최종적으로 산출한다. 이 방

식은 기존의 일반적 통계분석에서 각 응답자의 선호

도 응답 결과를 표본 전체를 구성하는 한 개의 관찰치

로 취급하며 모든 응답자에게 공통된 분석모형 하나

를 적용하여 추정하는 방식과 차이를 보인다(신윤정 

등 2007). 

무엇보다 이 방법은 분해적 접근법(decompositional 

approach)을 활용하기 때문에 응답자가 각 속성을 얼

마나 중요시하는지 혹은 수준을 얼마나 선호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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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응답할 필요가 없고 프로파일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선호 수준을 점수나 순위로 나타내거나 혹은 

제시된 대안 중 질문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것

을 선택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기에 적

합하다.

따라서 컨조인트 분석 방법이 보다 현실성 있는 상

황을 가정하여 상대적 속성별 중요도 및 수준 간 상대

적 효용의 크기를 파악할 수 있고 가장 효용이 큰 조

합을 발견하는 데에 유용하며, 특히 충분한 정보를 제

공하기 위해 다양한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안전안

내문자 내용을 분석하는 데에 적합하다.

3.2. 컨조인트 프로파일 구성: 중요 속성 및 수준
의 결정

컨조인트 분석의 설계를 위해서는 먼저 중요한 속

성과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속성 

및 수준을 결정하는 데에는 전문가 대상 인터뷰를 하

거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속성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

터뷰 등을 시행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제공하고 

있는 안전안내문자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관련 

기존 문헌 및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실제 발송된 안

전안내문자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속성 및 수준을 

결정하였다.

먼저, 앞서 살펴본 Milete and Sorensen(1990)의 재난

메시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위험 요소의 특정 상

황을 설명하기 위해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를 자극물

에 변화를 줄 속성으로 간주하였으며, 이 속성에는 이

화진 등(2020)의 연구에 기반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정

보인 확진자, 감염경로, 동선, 방역 관련 정보를 포함

하였다. 그 결과 확진자 정보는 확진자 개인정보로, 

감염경로는 확진자 감염 관련 정보로, 동선 정보는 확

진자 동선 정보로, 방역 관련 정보는 확진자에 대한 

정부 조치사항으로 정의하여 속성으로 결정했다. 또

한 사망자 정보는 일반적인 안전안내문자에서는 흔히 

발견되지 않아 속성에서 제외하였으며, 현황 정보 및 

정보 제공 출처는 대부분의 안전안내문자에서 공통적

으로 발견되고 있어 모든 자극물에 동일하게 포함하

였다.

다음으로 속성별 조작적 정의에 따라 수준을 결정

하였다. 이를 위해서 조성은(2020)에서 제시한 국가별 

공개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각 속성의 조작적 정의에 

부합하는 정보를 매칭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0년 1월 

23일부터 2020년 7월 13일 동안 정부 및 지자체에서 

발송한 14,135개의 안전안내문자를 공공데이터포털 

오픈 API에서 다운로드 받아 그 중 마스크 5부제와 재

난지원금 안내를 제외하여 10,748개의 안전안내문자

를 선별했으며 그 중 3,990개를 랜덤으로 선정하여 공

개하고 있는 정보를 분석한 후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

로 제공되는 문자내용을 포함하였다. 그 결과 확진자 

정보 속성 수준은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았던 직장 주

소는 제외한 총 4개의 속성으로, 감염 관련 속성 수준

은 확진자 접촉자 수 외 감염 경로와 확진판정일을 포

함한 3개 속성으로, 확진자 동선정보 속성에서는 상대

적으로 빈도가 낮았던 여행이력은 제외하되 직전 방

문 장소를 제시하는 방식을 세분화하여 3개의 수준으

로 정의했다. 확진자에 대한 정부 조치 사항에 대한 

수준 역시 격리시설 외 방역여부를 포함하여 총 2개 

수준으로 결정했다. 자료 수집 기간(2020.1.23.~7.13)

동안 실제 발송된 안전안내문자에서는 위에서 정의한 

모든 속성 및 수준이 매번 동일하게 제공되지 않는다

는 특징을 반영하여 속성별로 제공하지 않음도 하나

의 수준으로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수집기

간 동안 실제 발송된 안전안내문자 내용을 참고로 하

여 안전안내문자의 정보 속성 및 수준별 시나리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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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였다(<표 3>참조).

3.3. 자극물 구성 방법 및 데이터 수집 방법

안전안내문자의 속성 및 수준을 바탕으로 자극물의 

구성 방법을 결정하고 데이터 수집 방법을 결정하였

다. 먼저 자극물 구성 방법으로는 전체요인설계(Full 

Factorial Design)와 부분요인설계(Fractional Factorial 

Design)으로 나뉘는데, 전체요인설계는 응답자가 모든 

속성을 고려한 완전한 프로파일로 구성된 하나의 가

상자극물을 대상으로 자극물을 비교 평가하는 프로파

일 제시법으로 전체 프로파일을 동시에 평가하여 선

호 순으로 서열을 정하도록 하는 방법이며 가장 이상

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속성과 속성 수준이 많을 경우 

프로파일의 수가 증가하여 응답자가 가상 프로파일들

에 대한 선호순서를 정확하게 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어 부분요인 설계가 대안으로 제시된다. 본 

연구에서도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대안의 수를 

줄이기 위해 부분요인설계를 적용하였으며, 최적 효

율성 설계를 통해 비교할 프로파일 수를 정하고 패키

지에서 자동 생성되도록 하여 총 16개의 프로파일을 

생성했다.

데이터 수집 방법으로는 쌍체비교법(Pairwise Approach), 

전체 프로파일 접근법(Full Profile Procedure), 선택기

반 컨조인트(Choice-based Conjoint) 등이 있다. 쌍체비

교법은 응답자가 두 속성의 모든 수준에 대하여 비교 

평가를 하게 되는 것으로, 전체 프로파일 중에서 무작

위로 2개의 프로파일씩 쌍을 지어 추출하여 응답자에

게 제시하면, 응답자는 상대적 기준으로 선호도를 평

가하는 방법이다. 응답자는 한 번에 2개의 프로파일만

을 평가하게 됨에 따라 선호를 비교적 정확하게 전달

할 수 있지만, 전체 프로파일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응답자가 평가해야 할 프로파일 쌍의 수가 크게 증가

한다는 단점이 있다. 

<표 3> 컨조인트 분석을 위한 안전안내문자의 속성 및 수준

속성 수준 시나리오 비중

확진자 개인정보

없음 - -

성별 남 3.9%

연령 32세 3.8%

거주지 분당 서현동 시범단지 우성아파트 6.4%

국적 한국인 0.6%

확진자
감염관련

정보

없음 - -

밀접접촉자 수 2명 1.0%

감염경로 601번 확진자 접촉 3.0%

확진판정일 11.16(월) 3.5%

확진자
동선정보

없음 - -

홈페이지 공개 동선정보 홈페이지 공개 (corona.seungnam.go.kr) 5.6%

접촉 발생 주요 위치
11.15(일)15:00~16:00

서현1동 부산김밥 (서현역 맞은편) 
20.3%

전체동선
11.15(일)15:15~15:40서현1동 부산김밥(서현역 

맞은편) → 16:00~17:00 중앙공원 → 자택
28.8%

확진자에 대한 
정부조치사항

없음 - -

확진자 격리시설 분당 차병원 1.8%

방역여부 주요동선 방역조치 완료 2.3%

주: 2020.1.23~7.13간 발송된 안전안내문자 중 랜덤으로 추출한 3,990개 중 해당 정보가 제시된 문자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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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프로파일 접근법은 응답자가 모든 속성을 고

려한 프로파일로 구성된 하나의 가상 자극물을 대상

으로 자극물을 비교 평가하는 프로파일 제시법이다. 

이 방식 역시 속성과 수준이 많으면 가상의 프로파일 

수가 증가하여 응답자가 이들 선호 순서를 정확히 정

하기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선택기반 컨조인트 방법은 응답자에게 몇 개의 프

로파일만을 동시에 제시하고 이들 프로파일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프로파일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으

로, 소비자는 비교 대상이 달라질 때마다 매번 다른 

의사결정프로세스를 거친다는 가정에 기반한다. 이 

방법은 너무 많은 속성을 포함하면 응답자의 혼동을 

야기해 전체 프로파일 접근법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정

보가 적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속성의 수가 

6개 이하일 경우에는 응답자의 실제 의사결정과정을 

더 잘 반영한다는 점에서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Hair 

et al. 1998). 따라서 속성의 수 및 응답자의 응답 용이

성을 고려해보았을 때 수신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

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선택기반 컨조인트 방

법을 적용했으며, 응답자는 매 회 3개의 자극물 중 질

문에 가장 적합한 자극물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극물 제시 방법은 현실과 유사한 안

전안내문자를 실제 그림으로 보여주는 방식을 적용하

였다. 먼저, 안전안내문자의 필수 정보 속성 정보 파

악을 위해 다음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참가자에게 제시되는 안전안내문자 예시는 한번에 3

개씩 제시되며, 참가자는 동시에 제시된 3개의 안전안

내문자 중 질문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안전안

내문자를 하나만 선택한다. 참가자에게는 동일한 작

업이 14회 반복되며, 매 회 참가자에게 주어지는 세 

개의 안전안내문자 선택지는 앞서 생성한 16개의 프

로파일이 번갈아가며 제시된다. 이후 프라이버시 침

해 정보 속성 파악을 위해 동일한 과정이 반복된다. 

즉, 한 명의 조사 참여자는 필수 정보 속성에 대한 질

문 14개,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 속성에 대한 질문 14

개에 응답하게 되어 총 결과적으로 28번의 선택을 하

도록 지시받았다. 본 연구는 동일한 수신자가 동시에 

인식하는 필수 정보 요소와 프라이버시 침해 요소를 

코로나19 안전안내문자 필수 정보 
실험 자극물 예시

코로나19 안전안내문자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 
실험 자극물 예시

다음 코로나19 관련 문자 중 상대적으로 가장 필수정보로 구성되
어 있다고 생각되는 안전안내문자(긴급재난문자)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코로나19 관련 문자를 보신 후 상대적으로 확진자의 프라이
버시를 가장 심하게 침해한다고 생각되는 안전안내문자(긴급재난
문자)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1> 안전안내문자 자극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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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기 위해 within subject design으로 연구 설계를 

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안전안내문자를 받은 수신자

들은 필수 정보를 인식함과 동시에 확진자에 대한 프

라이버시 침해 요소 역시 함께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

림 1은 실제 응답자에게 제시된 안전안내문자 필수 

정보에 관련 질문과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질문의 일

부이다.

3.4. 컨조인트 분석 모형 및 추정법

컨조인트 분석을 위해서는 소비자 선호모형에 대해 

가정하고 모수 추정법을 결정해야 한다. 소비자 선호

모형에 대한 가정으로는 벡터모형, 이상점모형, 부분

가치 모형이 있다. 벡터모형은 속성이 양적인 경우, 

속성 수준이 연속적일 때 적합하며 이상점모형은 이

상점에 가까운 자극을 더 선호한다는 가정으로 당도, 

향기 등과 같은 질적인 속성 평가에 보다 유용하다. 

마지막으로 부분가치모형은 소비자의 선호도가 대상

이 지니고 있는 각 속성수준과 이에 부여되는 가중치

의 함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으로, 속성들의 수

준이 이질적일 때 보다 적합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속성들의 수준이 비연속적이라는 점에서 소비자 

선호모형을 부분가치 모형으로 가정한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응답

자는 가상대안 중 가장 적합한 대안을 선택하고, 이렇

게 선택하는 과정을 수 차례 반복하게 된다. 따라서 

종속변수는 이산적인(discrete)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 

이 경우 모수 추정 방식으로 다항로짓 모형을 적용하

는 것이 적합하다(Wooldridge 2010; 고대영 등 2018). 

다항로짓 모형은 아래의 식과 같이 확률효용(random 

utility) 모형에 따라 응답자 𝑛이 𝑡번째 응답상황에서 

안전안내문자 대안 𝑗(𝑗=1,2,3) 으로부터 얻는 확률효용 

𝑈𝑛,𝑗,𝑡을 나타낼 수 있다.

식에서𝑉𝑛,𝑗,𝑡는 관측된 속성 및 속성수준에 의해 효

용이 결정되는 부분이며 𝜀𝑛,𝑗,𝑡는 교란항을 의미한다. 

𝑉𝑛,𝑗,𝑡에서 𝑋𝑛,𝑗,𝑘,𝑡는 응답자 𝑛에게 𝑡번째 응답상황에서 

제시된 안전안내문자 대안 𝑗(𝑗=1,2,3) 의 𝑘번째 속성 및 

수준 관련 설명변수이다. 𝛽𝑘는 설명변수 𝑋𝑛,𝑗,𝑘,𝑡가 효

용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는 추정계수이다. 이를 바

탕으로 응답자 𝑛이 𝑡번째 응답상황에서 3개의 대안 중 

i번 째 대안을 선택할 확률을 도출하고, 각 가상의 안

전안내문자 대안들에 대해 정의된 선택확률을 이용하

여 로그우도 함수를 구성, 최우추정법을 활용하여 로

그우도 함수 값을 극대화하는 추정계수 𝛽𝑘를 도출하

게 된다.

한편, 속성 중요도는 수준별 부분가치 범위의 상대

적 비중으로 정의된다. 즉, 모든 속성들의 부분가치의 

합 대비 해당 속성의 부분가치 비중으로 볼 수 있으

며, 이때 부분가치는 응답자가 개별 속성에 부여하는 

평균적 선호를 의미한다(고대영 등 2018).

4. 분석 결과

4.1. 자료 수집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설문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전문리서

치회사 마크로 앰브레인을 통해 2020년 11월 24일부

터 2020년 12월 1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으며, 무응답, 응답 오류를 제외하고 총 358개의 유효

샘플이 수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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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응답자 특징

구분 사례수 %

전체 358 100.0 

성별
남 175 48.9

여 183 51.1

연령별

~만19세 36 10.1

~만29세 56 15.6

~만39세 70 19.6

~만49세 73 20.4

~만59세 74 20.7

만60세 이상 49 13.7

결혼여부
기혼 197 55.0

미혼 161 45.0

학력
고졸 이하 98 27.4

대졸 이상 260 72.6

거주지

서울 111 31.0

부산 32 8.9

대구 11 3.1

인천 15 4.2

광주 8 2.2

대전 8 2.2

울산 5 1.4

경기도 86 24.0

강원도 10 2.8

충청북도 17 4.7

충청남도 5 1.4

전라북도 16 4.5

전라남도 5 1.4

경상북도 11 3.1

경상남도 15 4.2

제주도 2 0.6

세종 1 0.3

코로나검사경험 유무
있음 46 12.8

없음 312 87.2

본인 포함 지인 
코로나19확진 발생 여부

없음 90 25.1

있음 268 74.9

최근 1주일 간
안전안내문자 수신여부

있음 329 91.9

없음 29 8.1

안전안내문자 수신설정여부

수신 중 336 93.9

차단 중 16 4.5

모름 6 1.7

안전안내문자 발송 빈도 인식

부족(Bottom 2) 8 2.2

적절(Mid 3) 241 67.3

과도(Top 2) 109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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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성별은 남성 48.9%, 여성 51.1%, 연령은 30

대~40대가 전체의 약 40%를 차지했으며, 서울 및 경

기도 응답자가 전체의 55%였다. 코로나19 검사 경험

이 있는 응답자는 46명으로 전체의 12.8%였으며, 본

인을 포함한 지인 코로나19 확진이 발생한 경우는 90

명으로 전체의 25.1%였다. 안전안내문자에 대해서는 

전체의 44.4%가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발송 빈도에 대해서는 전체의 67.3%가 적절하다고 인

식하고 있었다(표 4 참조). 

4.2. 안전안내문자 필수 정보 요인 분석 결과

컨조인트 분석에는 특히 선택기반 컨조인트 분석에 

용이한 XLSTAT을 활용했다. 그리고 코로나19 안전안

구분 사례수 %

안전안내문자 필요성 인식

불필요(Bottom 2) 16 4.5

보통(Mid 3) 183 51.1

필요(Top 2) 159 44.4

코로나19 정보 습득
TV/신문 검색

전혀~좀처럼(Bottom 2) 21 5.9

가끔 73 20.4

종종~항상(Top 2) 264 73.7

코로나19 정보 습득
지자체 홈페이지

전혀~좀처럼(Bottom 2) 130 36.3

가끔 113 31.6

종종~항상(Top 2) 115 32.1

코로나19 정보 습득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전혀~좀처럼(Bottom 2) 186 52.0

가끔 101 28.2

종종~항상(Top 2) 71 19.8

<표 5> 필수 정보 요인에 대한 컨조인트 분석 결과

속성 및 수준
𝛽

(Part-Worth)
S.E   Pr > Chi²

Relative
Importance(%)

확진자 
개인정보

없음 0.000 0.000 　

21.13

국적 0.222 0.070 0.001

성별 -0.114 0.090 0.206

연령 -0.006 0.115 0.956

주소 0.913 0.079 <0.0001

확진자 
감염관련 

정보

없음 0.000 0.000

5.58
감염경로 0.271 0.122 0.027

밀접접촉자 수 0.086 0.140 0.538

확진판정일 0.031 0.130 0.813

확진자 
동선정보

없음 0.000 0.000

59.33
전체동선 2.882 0.090 <0.0001

주요동선(접촉발생) 2.297 0.073 <0.0001

홈페이지 공개 1.174 0.066 <0.0001

확진자에 대한 
정부 조치사항

없음 0.000 0.000

13.96방역여부 0.678 0.052 <0.0001

확진자 격리시설 0.403 0.066 <0.0001

McFadden R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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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문자의 필수 정보 요인에 대한 컨조인트 분석 과정

에서 상대적 중요도 비교가 용이하도록 정보 제공 없

음은 0의 값을 가지도록 제약하였다. 

분석 결과 모델 적합도는 McFadden R2값이 0.224로 

0.2를 상회하여 goodness of fit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McFadden 1977), 필수 정보 요인에 대해 수준별 

변수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성별, 연령, 접접촉자 

수, 확진판정일 관련 정보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안전안내문자의 필수 정보요인에 관한 컨조인트 분

석 결과 ‘확진자 동선정보’가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음 순서로 중요한 속성인 ‘확

진자 개인정보’의 2배 이상의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

음이 확인되었다. 

부분가치를 살펴보면 먼저 모든 속성수준에서 정보 

제공 없음 보다 제공하는 것이 모두 높은 효용을 나타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속성별 수준의 순위를 살펴보

면 동선 정보에 있어 전체 동선, 접촉이 발생한 주요 

동선, 홈페이지 공개 순으로, 확진자 개인정보 속성에 

있어서는 주소 정보와 국적 정보 순으로 높은 효용이 

나타났다. 확진자에 대한 정부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방역여부, 확진자 격리시설 순으로, 확진자 감염 관련 

정보는 감염경로만이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확진자 주소정보, 확진 감염 경로, 확진자의 전

체 동선, 주요 동선 방역 여부가 포함된 안전안내문자

가 소비자에게 가장 필수적인 정보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4.3. 확진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 요인 분석 
결과

안전안내문자의 확진자 프라이버시 침해요인에 대

한 컨조인트 분석에도 정보 제공 없음의 효용은 0의 

값을 가지도록 제약하였다. 모델 적합도는 McFadden 

R2값이 0.274로 goodness of fit을 충족(McFadden 1977) 

<표 6> 확진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컨조인트 분석 결과

속성 및 수준
𝛽

(Part-Worth)
S.E   Pr > Chi²

Relative
Importance(%)

확진자 
개인정보

없음 0.000 0.000 　

39.70

국적 0.370 0.098 0.000

성별 1.321 0.113 <0.0001

연령 0.589 0.083 <0.0001

주소 2.144 0.150 <0.0001

확진자 
감염관련 

정보

없음 0.000 0.000

6.14
감염경로 0.123 0.076 0.104

밀접접촉자 수 -0.120 0.083 0.150

확진판정일 0.212 0.074 0.004

확진자 
동선정보

없음 0.000 0.000

45.12
전체동선 2.437 0.083 <0.0001

주요동선(접촉발생) 2.126 0.073 <0.0001

홈페이지 공개 1.128 0.096 <0.0001

확진자에 대한 
정부 조치사항

없음 0.000 0.000

9.04방역여부 0.488 0.063 <0.0001

확진자 격리시설 0.392 0.079 <0.0001

McFadden R2=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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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 감염경로와 접접촉자 수를 제외한 모든 수

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안내문자의 확진자 프라이버시 침해 요인으로

는 ‘확진자 동선정보’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확진자 개인정보’가 중요한 요인

으로 나타났다. 부분가치를 살펴보면 모든 속성수준

에서 정보 제공 없음보다 제공하는 것이 모두 높은 프

라이버시 침해로 인식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속성별 수준의 부분가치를 살펴보면 동선 정보에 

있어 전체 동선, 접촉이 발생한 주요 동선, 홈페이지 

공개 순으로, 확진자 개인정보 속성에서는 주소 정보, 

성별, 연령, 국적 순으로 높은 프라이버시 침해를 인

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진자에 대한 정부 조치사

항에 대해서는 동선 방역여부, 확진자 격리시설 순으

로, 확진자 감염 관련 정보는 확진판정일만이 프라이

버시 침해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안전안내문자 

수신자는 확진자 주소정보, 확진 판정일, 확진자의 전

체 동선, 주요 동선 방역 여부를 확신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4.4. 종합 토론

수신자가 인지한 안전안내문자 필수 정보 요인 결

과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불확실성 감소 이론(Berger 

and Calabrese 1975)과 위험 정보 탐색 및 처리 모델

(Griffin, Dunwoody, and Neuwirth 1999)을 들 수 있다. 

전자에 따르면 의사 소통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개인이 정보를 제공, 요청 및 교환할 수 있는 정보 교

환 프로세스로 정의될 수 있으며 타인이나 상황에 대

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참

여하는 핵심 동기 중 하나라고 제시했다. 이 이론에 

의거하면 안전안내문자는 수신자 관점에서 정보의 불

충분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며, 필수 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은 제

공하지 않을 때보다 필수적인 정보로 인식하는 경향

이 증가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후자는 개인은 보유하

고 있는 지식과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

요한 지식 간의 차이를 정보 불충분성으로 인식하고 

관련 정보를 찾는다는 것으로, 개인이 감염 가능성이 

높은 동선을 피하는 행동을 취하거나 감염 검사 필요

성을 판단하는 데에 직접적인 단서가 되는 동선이나 

위치 관련 정보가 필수가 필수적이라고 크게 느끼는 

이유를 설명한다. 아울러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보(예: 확진자의 성별이나 연령 정보)는 포함되어야 

할 필수 정보에 유의미하지 않은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필수 정보 속성과 확진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 요인이 속성과 수준에서 대동소이한 우선

순위를 나타냈다는 것은 프라이버시 계산 이론

(Culnan and Armstrong 1999)의 간접적 방증일 수 있다. 

경제적 이익, 개인적 편의성, 사회적 이익 등이 인지

된 위험의 단점을 부정하게 된다는 것으로, 정보 공개

의 감염 예방 효과라는 인지된 이익이 개인의 프라이

버시 침해라는 인지된 위험보다 클 경우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익의 대가로 정보를 공개하는 태도를 가지

게 되는 과정을 간접적으로 설명해준다. 다만 본 연구

가 안전안내문자의 수신자와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확진자를 동일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에서 자신이 타인보다 부정적인 사건이나 위험을 경

험할 가능성이 적다고 믿는 지각적 편향성을 일컫는 

낙관적 편견 이론(Irwin 1953)도 함께 고려해볼 수 있

다. 즉, 타인보다 자신이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편향된 지각이 존재할 경우 안전안내

문자에서의 확진자 프라이버시가 가장 크게 침해되는 

정보라 할지라도 가장 큰 필수 정보 요인으로 인식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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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5.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안전안내문자의 필수 정보 요인과 프라

이버시 침해 정보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 방식의 

컨조인트 분석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재난메시지 가

이드라인과 수요자 중심의 재난정보 분석에 관한 선

행연구를 기반하여 확진자 개인정보, 확진자 감염관

련 정보, 확진자 동선정보, 확진자에 대한 정부 조치

사항을 속성으로 구분하고, 국가별 공개하는 정보 비

교 자료와 자료 수집이 진행된 시기에 실제 발송된 안

전안내문자를 기반하여 속성별 수준을 설정했다. 응

답자의 현실감을 높이기 위해 실제 제공된 안전안내 

문자와 유사한 자극물을 제시하여 온라인을 통해 선

택 기반 컨조인트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안전안내문자의 필수 정보 요인은 확진

자 국적, 주소, 감염 경로, 확진자 전체 동선 및 접촉 

발생 주요 동선, 홈페이지 공개여부, 주요 동선 방역 

여부, 확진자 격리시설이며 확진자의 성별, 연령, 접

접촉자 수, 확진판정일은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프라이버시 침해 요인은 확진자 국적, 성별, 

연령, 주소, 확진판정일, 확진자 전체 동선, 주요 동선, 

동선정보 홈페이지 공개여부, 방역여부, 확진자 격리

시설이며, 감염경로와 접접촉자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나아가 컨조인

트 분석을 통해 확진자 동선정보, 개인정보, 정부 조

치사항, 감염관련 정보 순으로 안전안내문자의 필수 

정보 요인과 확진자 프라이버시 침해에 큰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필수적인 정보라고 느끼는 조합과 확진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크게 느끼는 정보 조합은 확진자 

개인정보와 동선정보, 방역여부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확인되었다. 다만 모든 정보 요인은 제공하

지 않는 것보다 제공하는 것이 안전안내문자 필수 정

보를 제공받고 있다는 인식 뿐 아니라 확진자의 프라

이버시 침해를 야기한다고 인식하는 방향으로 나타났

다. 아울러 필수 정보 측면에서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발견되지 않았던 성별과 연령, 확진판정일 요인

이 프라이버시 침해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안내문

자의 필수 정보 요인과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컨조인트 분석 방식을 적용했다는 점

이다. 개별적인 속성 및 수준에 대한 중요성 및 만족

도를 응답하도록 하는 기존의 방식에 비해 다양한 정

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개인의 정보처리 프로세스

와 유사한 환경을 구사하여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었

으며, 속성 수준별 상대적인 효용의 크기까지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차별성이 확인된다. 

둘째, 필수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

끼는 정보 요인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크다고 인식하

는 정보 요인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안전안내문자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프라이버시 침해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하는 정책적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안전안내문자는 개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동선 관련 위주로 정보를 제공할수록 

정보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수신자 관점에서 감염병 관련 안전

안내문자 발송 지침을 제시하여 앞으로 또 다른 바이

러스에 의한 집단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효

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전안내문자 정책의 기획 

및 집행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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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국

가 차원의 안내문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 정보 요인과 

감염병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정보가 공개되는 확진자

들의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

다. 이를 통해 필수 정보를 제공하는 안전안내문자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확진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의 조합을 제시하고자 하였

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컨조인트 프로파일은 2020년 1

월부터 7월 사이에 실제 제공된 안전안내문자를 기반

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안전안내문자에 대한 수신

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필수 요소를 찾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현재 안전안내문자에

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수신자가 필요로 하는 필수정

보 요소를 포함한 프로파일 구성이 요구된다. 향후 연

구에서는 설문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집단 혹은 일반

인을 대상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보 

혹은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FGI 등 질적 연구가 사전에 수반된다면 보다 정교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 속성에 대한 인식에 대

해서는 일반 수신자와 확진 경험을 가진 수신자가 안

전안내문자에 대해 프라이버시 침해 요소 인식이 상

이할 수 있다. 수신자와 프라이버시 침해 대상자의 일

치성이 클수록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필수 정보 요소

를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 요소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수신자와 확진 

경험을 가진 수신자의 동일성 여부에 따른 차이 검증 

연구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2020.1.23.~7.13간 발송

된 안전안내문자를 기반으로 자극물을 구성하였으며, 

설문 시점 역시 2020년 말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2021년 현재 시점에서의 안전안내문자에 대한 반영은 

미흡하다. 일례로 최근에는 확진자 거주지 정보, 특히 

아파트 정보를 포함하는 재난문자는 발송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

면 그 상황에 맞는 자극물을 새롭게 개발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이에, 향후 연구로 안전안내문자의 필수 

정보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다양한 속성을 반영

한 연구가 필요하다. 발송 빈도 등 형식적 요소를 포

함하면서 수신자가 필수 정보로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보다 다양한 속성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필수정보 속성을 갖

춘 안전안내문자의 유용성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고 분

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발송하

는 안전안내문자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하

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안전안내문자 발송의 효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일 검사자 수 혹은 

일일 확진율과 문자 발송 건수와의 관계 파악뿐 아니

라 수신자가 인식하는 유용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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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nalysis of the Information in the COVID-19 

Emergency Alert

: Focusing on Essential Information Factors and 

Privacy Invasion Information Factors

 2)

Minjin Kim*, Miyea Kim**, Beomsoo Kim***

In the context of the global pandemic caused by COVID-19, emergency alert text messages can violate the privacy of 
confirmed corona positive cases. This study used conjoint analysis to identify the essential information factors and the 
privacy invasion information factors of local government initiated safety notices. As a result of this study, we found eight 
essential information factors, including all routes of the confirmed case and ten privacy invasion factors of safety notices. In 
addition, we found that there is a similarity between the combinations of information perceived to be the most essential and 
perceived as the most significant privacy invasion; both combinations include the confirmed case's personal and route 
information. This study ultimately tried to suggest a way to lower the concern about privacy invasion of the confirmed cases 
without damaging the emergency alert text messages' essential information. We expect that this study will provide researchers 
and policymakers interested in disaster communication with valuabl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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