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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_ 테렌스 크레이그Terence Craig

테렌스 크레이그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인 패턴빌더

PatternBuilders의 CEO이자 최고기술책임자(CTO)다. 패턴빌더는 앞선 분석을 통해 기

업이 그들의 사업을 넘어 조직을 이해하고 개선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패턴빌더에

서 일하며 테렌스는 공기업과 사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전사적 자원 관리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 전문적인 서비스 자동화Professional Services Automation PSA, 그

리고 반도체 공정 제어와 같은 다양한 영역을 넘어 분석 중심의 대규모 사업과 

SaaSSoftware as a Service 응용프로그램을 만들고, 시행하고, 판매하는 광범위한 분야

에서 활동하였다. 이 책에서 그는 최첨단 기술 회사에서 20년 넘게 운영과 기술 관

리를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과 조직의 수익성과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디

자인된 세계 수준의 호스팅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운용과 기술 관점에서부터) 무

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독특하고 혁신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테렌스는 기술, 착수, 

분석, 데이터 보안, 그리고 데이터 프라이버시 윤리와 정책에 대해 알리고 그에 관

해 활발히 활동하는 연설가이자, 블로거이며 ‘논평가’기도 하다.



지은이_ 메리 루들로프Mary E. Ludloff

메리 루들로프는 패턴빌더의 마케팅 부사장으로, 첨단 기술 사업 분야에 20년이 

넘는 경험을 지닌 혁신적인 임원이다. 메리는 전통적인 기업과 마케팅 분야로부터 

디지털 마케팅의 최신 개발에 이르기까지, 마케팅 분야 전반에 걸쳐 전략적인 프로

그램 계획을 어떻게 개발하고 시행하는지 이해하고 있다(그렇다. 그녀의 말보다 훨씬 더 

기술적이고 덜 재미있다). 또한 그녀는 브리오 테크놀로지Brio Technology(현재 Hyperion)

와 논스톱 솔루션즈NONSTOP solutions(현재 Manhattan Associates)에 근무하면서 데이

터 저장과 분석 응용프로그램에 공을 들여, 기업 정보 수집 도구의 사용뿐만 아니

라 연쇄적인 생산 및 공급 과정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고 있다. 활발한 

백서 기고자이자 많은 참고 설명서의 편집자로써, 메리는 디지털 시대의 기술과 기

업 관점, 데이터 보안, 데이터 프라이버시, 그리고 마케팅으로부터 빅데이터, 분석

에 이르는 다양한 쟁점에 대해 출판하는 한편 블로거로도 활동 중이다.



옮긴이_ 이춘식

LG CNS 데이터베이스 관리 팀의 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개발로부터 설계, 구축과 진단, 컨설팅, 운영까지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최

고 국가 엔지니어링 자격인 정보관리기술사로서 대학과 기업체에서 강의와  멘토

링 활동을 하는 한편, 집필과 기고 활동 역시 폭넓게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빅데

이터와 전문 데이터베이스인 NoSQL에 관해 번역 및 평역하는 데 관여했고 빅데

이터가 실질적인 환경에서 적용되기 위한 방법에 대해, 특히 데이터베이스 관점에

서 실증적 적용점을 연구 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구축』(한빛

미디어, 2002)외 열 권 정도가 있다.

옮긴이_ 김정환

LG CNS 데이터베이스 관리 팀의 사원으로 재직 중이다. 막 쪄낸 빵처럼 시작하는 

DBA로써 설레는 마음으로 전문가의 길을 가고 있으며, DBMS의 구조 및 메커니

즘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열정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안정적인 데이터

베이스 운영을 위한 트러블슈팅과 최근 업계의 화두로 급부상한 빅데이터의 효율

적인 활용 및 이를 위한 다양한 툴을 연구하고 있다.



저자 서문

메리와 내가 책을 쓰는 동안 이 굉장한 생산물을 어떻게 합작했는지에 관한 질문을 

여러 번 받았다. 그 다음으로 많았던 질문은 물론 빅데이터 시대의 프라이버시 상

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꿀 생각이 있는 지에 대해서였다. 우리가 어느 편에 있

는지에 상관없이, 책에서 우리는 프라이버시의 양쪽 편을 모두 대변하고자 노력했

다. 독자들이 일부 화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알아챌 수 있으리라 확

신한다. 이 책은 진행 과정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일반적인 관점에서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트렌스 크레이그의 관점

메리와 나는 오랜 친구이자 동업자다. 이번 작업은 우리가 함께하는 두 번째 시도

였다. 애초 기술적 설립자이자 CEO인 나와 전통적인 훈련을 받은 마케팅 부사장

인 그녀가 잘 해나가지 못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그러나 고맙게도 

우리의 경우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즐겁고 유익한 협업이었

다. 어째거나 공동으로 이 책을 쓰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가 궁금한가? 글을 쓰는 

방법과 집필 기한, 스타일을 맞추는 것, 그리고 문법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으로 다

투는 것이 정말 힘들었다. 메리는 『Strunk & White』01의 팬이지만 나는 커밍스e.e 

cummings02를 신으로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었다. 

우리가 책에서 다룰 프라이버시는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싸우기에 가장 좋은 주

제 삼종세트’ 라고 부를 만큼 논란이 많은 주제다. 예를 들면 종교, 정치, 그리고 다

른 남자의 아내 가 그런 주제일 것이다(술자리에서라면, 이 세 가지는 심지어 가장 친한 친

구 사이에서라도 의자를 휘두르게 할 만한 화제다). 

01　글 쓰는 방식에 대한 안내서다. http://en.wikipedia.org/wiki/strunk_%26_white 참조.

02　역자주_미국 시인



프라이버시는 우리도 정부도 짜증나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보다 광범위한 주제

다. 메리와 나 사이의 논쟁은 사실상 내가 겉보기에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입장

을 채택한 것을 중심으로 일어나는데, 빅데이터 기술로 인한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의미하는 것에 대한 공포와 마크 주커버그Mark Zuckerberg가 인용한 “프라이버시는 

죽었다”에 대한 나의 동의가 그것이다.

어렸을 때 나는 군사 독재정권 국가(나이지리아)에 사는 미국 시민이었다. 1967년 

나이지리아 내전03이 발발했을 때, 어머니와 나는 초기에 다른 미국인 여성 및 아이

들과 대피했지만 아버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 야만스러움으로 

유명한 그 내전 기간 동안 그들은 전쟁의 반대 진영에 선 대학생과 근로자를 다락

과 지하실에 숨겨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 일을 여전히 자랑스럽게 기억한다.

당시 전쟁으로 인해 2백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대부분 굶주림 때문이

었다. 숨어 있던 사람들이 발견될 경우 그들 모두는 물론 안식처를 제공한 사람들

까지 손쓸 틈도 없이 살해되었다. 소련의 감시하에 고통 받던 친구가 많았던 점과  

그러한 비극을 본 것은 디지털 프라이버시에 대한 나의 접근 방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나이지리아에서 일어난 일이 여기에서도 일어난다면 어떨까? 2011년 현재, 디지

털화된 어떤 나라에서든 저런 피난민과 그들을 숨겨준 용감한 사람들을 간단히 찾

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싼 하드웨어나 우리 회사04에서 판매 중인 것과 비슷하며 

손쉽게 사용 가능한 상업용 분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그들을 찾는 것은, 쉽게 

03　http://en.wikipedia.org/wiki/nigerian_civil_war 참조

04　http://www.patternbuilders.com/ 



사용 가능한 일부 데이터 소스를 망가트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 요구를 한 것과 같

다. 즉, 소셜 미디어, 휴대전화 송수신, 학생과 근로자의 기록을 말한다. 한 번 지원

자들이 ‘찾아질 것’ 같으면, 당신은 그들의 거주지를 알아내기 위해 전력과 물의 비

정상적인 사용량 증가, 또는 증가한 음식의 양이나 화장실 휴지 구매를 위한 고객

카드 정보의 탐색이 그들의 기록과 관련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쓰기 전 디지털 프라이버시에 대한 나의 접근은 가능한 한 인터넷과 떨어

진 정보를 유지하는 반면, 가능한 한 부정확성을 유지하지 않도록 계획되었다. 이

것이 지나칠뿐더러 피해 망상적이기까지 해서, 가깝고 소중한 나의 많은 지인과 부

딪쳤다. 내전이 일어난 나라에서 살았던 경험 때문에, 아마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

하는 것을 나는 빨리 해결할 수 있다. 나는 지인들에게 내가 얼마나 빨리 해결할 수 

있는지 그들이 이해할 때까지 답했다. 이 책을 씀으로써 두 가지 정도 흥미로운 방

식에 관한 나의 관점이 변했다. 

첫 번째는 인정하건대 '패배주의적'이다. 수반되는 모든 불편함을 견디고 기꺼이 

완벽하게 자급자족하여 살 수 없다면, 당신은 정부는 고사하고 이웃으로부터도 전

통적인 수준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할 수 없으리라고 나는 믿어왔다. 점점 더 디지털

화하는 세계에서 그것은 정말로 불가능하다. 나는 구글Google 맵, 페이스북facebook, 

그루폰Groupon, 휴대전화, 그리고 전자 세금 환급을 기꺼이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

고 내가 그것을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관계없이, 공적인 정보와 사적인 정보의 

인터넷 추적, DRM, 정보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제공(매쉬업), 그리고 매우 

빠른 속도의 분석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이미 우리 삶의 일부다.

두 번째는 좀 더 '희망적'이다. 최근 위키리크스WikiLeaks가 공개한 미국 정부 기밀

의 정확성에 대한 당신의 견해가 어떠하든 간에, 그것은 세계적으로 탁월함을 인정

받은 군사력일지라도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투명한 유도 효과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로부터 인류 



역사 내내 나타난 부패한 정부, 범죄자, 독재정권까지)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독재자의 능력

도 침식되고 있다. 프라이버시 침해는 비밀스러운 침식의 일부이다. 나의 진실한 

희망은 전자에 의해 가능하게 된 잠재된 공포가 후자의 빛에 의해 예방된 공포로 

압박받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예전의 프라이버시 보호 규범으로 회귀하는 것은 꿈

에서나 가능하다고 믿는다.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옳기를 기원해야만 한다. 

그러나 내가 아닌, 책으로부터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다음의 문장이다. “인터넷

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은 인터넷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메리 루들로프의 관점

나는 우리 책이 거의 완료된 시점에 이 글을 쓰고 있다. 지금은 생산 단계고, 트렌

스와 나는 대부분의 힘든 집필을 마쳤다. 시간에 관해서라면, 이 책을 쓰기로 서명

한 후 실제로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처음에 개념을 잡는 것으로부터 시작하

여 출판 날짜가 결정되기까지 6개월도 안 걸렸다. 생각과 지력에 대해서는 현재는 

뭐, 매우 다른 이야기였다!

참으로 길고, 힘들며, 때로는 격렬한(물론, 가능성 있는 최고의 방법 안에서) 여행이었다. 

당신도 알다시피 개인 소유의 작은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은 정말 가장 좋은 시간을 

의미하고, 당신이 이미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상태에서 책을 쓰는 일을 가장 우선하

여 추가할 때, 당신에게는 작은 분열이 생기는 경향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당신은 

단지 시간이 없고 심지어 시간이 있을 때도 주로 프라이버시의 해석에 관해 이야기

할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가족과 친구가 아주 조금 당신에게 짜증을 낼 수도 있음

을 의미한다. 그래서 나를 이해해주고 우리의 책을 읽고 비평해주어 고맙다는 말을 

내 모든 친구와 가족에게 전한다. 

트렌스와 함께 이 작업을 시작하면서, 우리 둘은 뭔가 흥미로운 것에 대하여 공동

으로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 사이는, 트렌스와 나는 다른 성별과 다른 



역할(마케팅 대 컴퓨터에 매우 능숙한 괴짜/기술자/CEO), 그리고 여러 인종을 대표한다. 

우리는 매우 다른 출신 배경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특히 프라이버시에 대해 그

렇다. 우리 둘이 그 주제에 대해 아무리 많이 대화하고 블로그에 기록한다 해도, 우

리 각자는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핵심을 놓치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으로 알려

지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우리는 함께 판단했고, 그 결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점

을 꽤 많이 보여줄 수 있었다. 서로 다른 우리의 관점은 몇몇 흥미로운 논의를 만들

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내가 계산하지 못했던 것은 책을 집필하는 것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나의 관점

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점이었다. 지금 당신이 우리 블로그(http://blog.

patternbuilders.com)를 방문한다면, 그에 대한 글을 자주 올리기 때문에, 당신은 아

마 프라이버시 논쟁에 대한 나의 견해를 꽤 친근하게 느낄 것이다. 나의 관점에 익

숙하지 않다면, 여기 짧은 버전을 참고하기 바란다.

●  미국은 좀 더 포괄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법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강력한 

실행력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빌리는/파는 자는 누구든지 항상 사용자에 대해 알리고 

모든 데이터 사용은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프라이버시 정책은 표준화되어야 한다. 특정한 제삼자가 사용하는 것을 포함

하여, 표준화되지 않은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어떠한 것도 반드시 설명되어야 

하며 사전에 제공되어야 한다. 

꽤 간단하지 않은가? 그런 프라이버시를 제외하는 것은 단순한 주제가 아니다. 프

라이버시는 복잡하고 미묘하며 그것에 대한 상당히 많은 일면이 있다. 우리가 온라

인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술은 새로우면서도 다양한 방법을 계속 제공

하고 있으며, 데이터는 경계가 없으나 프라이버시 규제는 있다는 사실 등, 이쯤이

면 우리가 손을 올리고 “항복!”이라고 말하기에 충분하다. 



트렌스와 집필을 시작할 때, 나는 책의 결말을 꽤 확신했다. 온라인상에는 수많은 

우리의 개인 정보가 떠돌고 있다. 우리는 매우 암울한 디지털 시대에서 그것이 어

떻게 사용되는지, 개인의 프라이버시 유지에 대한 어떠한 관점이 만들어지고 있는

지 거의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 관점이 장밋빛이 아닐지라도, 우리 각자는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의 개인 정보가 온라인상에 떠도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믿어지지 않는다면 '스포

키오spokeo'05에서 당신 이름을 검색해보라) 우리는 스마트폰, 아이패드, 노트북, 또는 스

스로가 좋아하는 기록 장치를 이용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개인 정보가 추가되는지 

파악하고, 계속 통제한다. 이제, 당신이 온라인 상태일 때 프라이버시의 수준이 어

느 정도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 시간부터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해보라(만약 당

신이 현재 상태에 만족한다면, 그대로 유지하라). 

●  페이스북 사용하지 않기. 나는 한 번도 계정을 가진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이용

하지 않기로 했다. 혹시 페이스북이 프라이버시 분야에서 (조심스럽게 말하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결정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당신

은 틀렸다. 나는 내 삶을 오프라인으로 유지하기로 오래 전에 결정했고(내 직업

적인 것은 어디에나 있다), 현재 그렇게 유지하고 있다. 

●  지독하게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기업과는 거래하지 않기. 그 기업들이 스스

로의 행동을 청산하고 다시금 바른 생활을 하고 있음을 나에게 입증할 때까지 

거래하지 않는다. 

●  프라이버시 보호 인증을 획득했거나, 상품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내재하고 있

거나,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 빠르게 답변하는 (그리고 개선하는) 프라이버시 방

침을 따르는 기업과 거래하기(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05　역자주_신상정보를 모집하는 사이트. http://www.spokeo.com/



●  온라인 사이트에 개인적인 사진이나 비디오 같은 ‘개인적인’ 것 올리지 않기. 

“이봐, 이건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방침이야(그렇다, 가족과 친

구들 때문에 나는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지만, 결국 그들은 그들의 페이스북 페이지나 다른 인

터넷상에 나를 포함하지 않는 친절함을 베풀었다).”

●  프라이버시 보호 활동가 되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이 없다 하지만, 나

는 트위터나 블로그 등에서 그런 점에 관한 대화를 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사

는 세계의 위대한 점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우리가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다. 

들어보라. 도구를 사용하는 일로부터 다가오는 온라인 시대를 단순히 맞이하지 않

는 것까지,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완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존재한

다. 우리는 우리가 프라이버시 인증(TRUSTe06와 같은)을 찾는 것을 믿는 사람이나 

프라이버시 행동강령에 헌신하는 사람, 또는 그들의 상품에 프라이버시를 넣는 사

람들(Privacy by Design07)에게 우리의 사업을 넘길 수도 있다. 기업체가 나쁘게 행

동할 때, 꼭 법적인 방법이 아니라도 우리 스스로 그들을 처벌할 수 있다. 더는 그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거나 우리의 회원권을 폐기하는 것이다. 패배를 인정하는 대

신(디지털 세상에서 프라이버시와 같은 것이 없다면) 나는 예전보다 더 열정적이다. 

이 논쟁에서 상대가 알아듣게끔 우리가 이야기해줄 만한 시간은 여전히 있고,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시간도 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에서 프라이버시가 의미하는 바

를 정확하게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은 우리, 나, 당신 그리고 모두에게 달린 문제다. 

그런 다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리얼리티프로그램인 ‘프로젝트 런웨이Project 

Runway’의 진행자 팀 건Tim Gunn의 말을 인용한다. “작동하게 만드세요.”

06　http://www.truste.com/ 

07　http://privacybydesign.ca/



트렌스와 나는 오랜 대화를 통해 프라이버시에 대한 견해를 나누었다. 책의 마지

막 장에서, 그와 내가 공유했던 것을 당신과도 나눌 것이다. 이것이 나의 꿈이다(시

작하려는 아이디어를 찾는 사람들은 주목하라). 만약 마이크로스프트와 다트머스대학이 

인터넷에서 아동의 성적 착취 이미지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PhotoDNA08를 

개발할 수 있다면(이것은 놀라운 이야기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면, 링크를 따

라가서 그에 관한 정보를 읽기 바란다), 5년 뒤쯤에는 우리의 정보가 저 지점(또한 어떻게 사

용되는지)에서 인터넷 전반으로 추적할 개인 정보 DNA를 찾아낼지 누가 알겠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개인 정보를 나누어줄 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볼 

수 있거나, 나의 시나리오상에서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에퀴팩스Equifax'09 버전

이 되기 위해, 몇몇 기업에 월 20달러를 지급 할 수 있을 것이다(내 프라이버시가 침해

당하면 나에게 경고하는 식으로). 

이와 같은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현재 당신의 

삶에 활력을 주는 모든 장치에 대해 생각해 보라. 그 중 많은 부분이 5년 전에 존재

하지 않았고, 대부분은 1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5년 뒤 프라이버시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누가 알겠는가? 한 가지 내가 확신하는 것이 있다. "나는 다

음 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계속 주시할 것이다!"

08　http://www.microsoft.com/presspass/presskits/photodna/ 

09　역자주_미국 신용평가, 조사 전문업체다. 신원 확인 관리의 리더로 불린다. http://www.equifax.com/ 



길을 가다가 가끔 멈추어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지?’라는 의문을 마음속에 떠올

릴 때가 있다. 정신없이 무언가에 몰입하다가 갑자기 ‘그런데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 

빅데이터를 정신없이 외치는 최근 세대에는 짬, 생각, 물러섬Retreat, 점검 등의 단

어가 필요할 것인데, 이 책은 이런 유의 단어에 어울릴만한 책이다. 정신없이 쏟아

지는 ‘빅데이터’ 관련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간과할 수 없는 이슈는 바로 ‘개인 정보’

와 ‘프라이버시’다. 어차피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시도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데

이터를 통한 비즈니스 가치 증대는 거대한 물결이 되어 이미 진행 중이다. 항상 그

렇지만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면 가끔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도 있고, 또

는 검증하고 가야 할 사항들을 간과해버려서, 결과적으로 치명적인 문제가 기업에 

나타날 수 있다. 

이 책 한 권으로 데이터와 관련된 프라이버시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그

러나 적어도, 이 책을 통해 빅데이터를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프라이버시는 무엇

이 있고 어떤 관점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정리해서 질문할 수는 있을 것이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빅데이터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꼭 주의해서 알고 가야 

할 사항에 대해 ‘이것은 꼭 챙겨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책 쯤으로 생각해주면 만

족한다.

‘지독하게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기업과는 거래하지 않기-그들이 자신의 행동을 

청산하고 다시금 바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나에게 입증할 때까지 거래하지 않는

다.’ 본문에 있는 내용이다. 앞으로 우리가 비즈니스 관계를 맺는 다양한 영역에서 

어떤 기업이 프라이버시를 소홀히 한다면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를 일이

역자 서문



다.

빅데이터와 관련한 논의를 계속하고 싶다면 IT분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네이

버 까페 ‘아이리포(http://cafe.naver.com/itlf)’를 찾아보기 바란다.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해준 새로운 생각과 열정을 가진 LG CNS의 DB 관리

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또한, 항상 혁신을 이끌어내는 한빛미디어 스

마트미디어팀에게 감사드린다.

2013년 2월

이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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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01

최근 20년간 첨단기술 사업 분야에서 일한 사람이라면,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데이

터 프라이버시 논쟁에 대해 조감도를 보듯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지녔을 

것이다. 개인의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활용되느냐에 대해 무관심한 시각도 있

고, 개인의 정보가 하이재킹hijacking당하는 방법이 거의 무한대로 존재할 것이라 보

는 보다 냉소적이고 편집증적인 관점도 존재한다. 이 중 당신이 어떤 입장에 서든 

간에, 그 위험성만큼은 사상 최대라고 말할 수 있다.

퍼펙트 스톰이 형성되고 있다. 이 폭풍우의 연료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의사소통하

는 방법에 불어 닥친 ‘혁명적인 변화’다. 인터넷이 우리의 삶에 이다지도 전반적으

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20년 전이라면 누군들 예측할 수 있었을까? 잠자는 시간

을 빼고 우리는 거의 매일을, 24시간 내내 웹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다. PC나 스마

트폰, 아이패드 등으로 이메일을 확인하고, 블로그의 흥미로운 글을 읽고, 식당을 

찾고, 일자리를 구하고, 친구들의 페이스북 담벼락을 보고, 책을 사고, 돈을 이체한

다.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찾고, 트위터나 포스퀘어Foursquare에서 자신의 현

재 위치를 남기고, 독재에 대항하는 반대 시위를 조직하기도 한다.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말이다.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 

디지털 기술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많은 일들이 가능해지는 새로운 세

계 질서가 창조되고 발전해왔다. 비록 개인용 제트팩Jet Pack02이나 하늘을 나는 자

01　 역자주_개별적으로는 위력이 크지 않은 태풍 등이 다른 자연현상과 동시에 발생하여 엄청난 파괴력을 내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로, 프리랜서 기자이자 작가인 세바스찬 융거가 1991년 미국 동부 해안에서 벌어진 실화를 바탕으로 

쓴 베스트셀러 『퍼펙트 스톰』에서 처음 썼다. 융거는 당시 허리케인 그레이스와 다른 두 개의 기상전선이 충돌해 

유례없는 대형 폭풍이 만들어진 걸 보고 '퍼펙트 스톰’이라 이름 지었다.

02　역자주_등에 메는 개인용 분사 추진기로 우주 유영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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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를 가질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 영상통화가 되는 전화기를 사

용하고 무인정찰기로 전투를 한다. 이런 변화에 따라 개인 프라이버시 영역에도 변

화가 생겼다. 영국 작가 조지 오웰(1903~1950, 영국, 『동물농장』 등)이 디스토피아적 

세계를 그린 소설 『1984』에서 예견했던 세계 정도는 아직 아니겠지만(소설 속에서

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프라이버시 권리가 아예 없고, 정부는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감시하

며, 잘못된 정보를 이용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우리 정부 역시 확실히 우리의 개인 정보를 

그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으며 조지 오웰이 예상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 관한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어떤 것은 좋은 쪽으로 또 어떤 것은 나쁜 쪽으로,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해왔다. 오

늘날 우리는 인간 역사상 그 어떤 시대보다 우리 자신에 대한 정보를 내어놓고 우

리의 정보가 수집되고 집약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 정보의 대부분은 간단한 편

의를 위해 우리 스스로가 제공하는 것이다. 그것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무

료’로 제공한다. 정보의 일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집되기도 한다. 또한, 2009년

에 미국 법무부가 GPS 기능 휴대폰 가입자 8백만 명의 위치 정보를 스프린트Sprint, 

미국 이동통신 회사로부터 받았던 예03에서 보듯, 정부가 어떤 조치를 위해 정보를 이용하

기도 한다.

이제는 오프라인 생활조차도 온라인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전자상거래나 메신저

를 사용하기 위해, 수많은 친구나 비즈니스 관계의 사람들과 인연을 유지하기 위해, 

동창과의 교류를 위해, 관심을 두는 분야의 커뮤니티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심지

어는 사랑을 얻기 위해 우리의 개인 정보를 온라인에서 교환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집약되어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면 나이, 성별, 소득 수준, 거주하는 지

역, 선호, 방문하는 사이트 등이다. 이 정보는 우리의 행동 관점에 따라 그룹화되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판매하려는 광고주에게 임대되거나 판매되고 있다.

03　http://www.wired.com/threatlevel/2009/12/gps-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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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에 대한 논쟁의 대부분은 ‘행동 타깃팅Behavioral Targeting’04에 집중되어 있

다. U.C.버클리대학과 펜실베니아대학의 최근 연구05에 의하면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 중 66퍼센트가 마케터가 그들의 관심사에 따라 광고를 개인화하는 것을 원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동이 추적된 방법을 

들려주자 반대 의견의 비율이 무려 73퍼센트에서 86퍼센트까지 치솟았다. 최근의 

오페라소프트웨어 사의 설문조사06에 의하면, 미국인들은 테러리스트의 공격이나  

개인 파산, 또는 가정 침입보다 온라인상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더 두려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제 표적 광고Targeted advertising07는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오늘날에는 디지털

을 통해 모든 것을 추적하고 그것들을 분류함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구매할지에 대

해 학습된 추측을 하기가 훨씬 쉬어졌다. 그러나 예전보다 더 거슬린다고 해서 광

고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대상일까? 우리는 훨씬 다양한 행동에 대해 학습된 추측

이 같은 프로세스로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보안기관은 잠재

적 테러리스트의 프로필을 식별하기 위해, 국세청은 허위 세금 환급을 식별하기 위

해, 사법당국은 잠재적 범죄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신용카드사와 대부업체는 신용 

위험도를 판단하기 위해 학습된 추측을 이용할 수 있다. 데이터는 그 자체로는 유

순하지만, 그것이 이용되는 방법에 따라서 해가 전혀 없는 것으로부터 아주 해로운 

경우, 심지어는 완전히 죄악이라 불리는 것으로까지 다양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이야기할 때, 광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우리에게 논쟁

거리가 아니다. 논쟁의 핵심은 상업적이고 정치적 관점에서 우리의 개인 정보를 모

04　 역자주_광고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매체나 광고주가 사용하는 기법으로, 이용자의 방문 페이지, 검색 이력 

등과 같이 브라우징 행위에 관해 수집된 정보를 사용한다.

05　http://www.google.com/hostednews/afp/article/ALeqM5jm38cd0yGVDPXRO1_dohxoq__-rw

06　http://www.opera.com/press/releases/2011/01/28/

07　 역자주_이용자의 행태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로, 이용자가 웹 사이트에 방문하여 수행하는 행태 정보가 일정 

기간 동안 수집·저장·축적·분석되고 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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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고 이용한다는 점이다. 제품 및 서비스 이용의 편의를 위해 우리의 정보를 제공

한 일이 결과적으로, 국가와 자치단체, 혹은 치안기관 등이 다양한 명목으로 우리

를 감시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준 것이 되었다. 지금 이러한 결과에 도달한 것은 기

술적인 혁신과 기업가 정신에 의한 결과다.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어디로 가

느냐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  

1.1  거울을 통해

모든 것은 1969년 알파넷ARPANET08이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 알파넷은 국방부가 

군사시설 간 정보의 흐름을 보호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분산한 컴퓨터 네트워크로,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09인 인터넷의 시초다. 지금은 민간, 공공, 정부, 기업 그리고 

학술 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양의 디지털 정보를 연결하는 중심체가 되었다.

그러던 중 우리의 일과 개인 생활의 중심에 인터넷이 들어서도록 한 몇 가지 변곡

점이 나타난다.

●  인터넷이 일상적인 용어가 되었다  팀 버너스리Tim Berners-Lee가 웹World Wide Web, 

WWW에 대한 초기 사양을 만든 1990년 이후 1993에는 DECDigital Equipment 

Corporation가 최초의 상업적인 웹 사이트를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1990년대 

중반에는 웹 브라우저가 소개되었고, 이때 이미 근로자 세 명 중 두 명, 세 가

정 중 한 가정은 인터넷에 접근할 정도로 PC를 통한 접속이 급격히 증가할 것

이라 예견되었다.

●  온라인을 통해 쇼핑하게 되었다  1995년에 들어서는 이베이ebay와 아마존Amazon

이 설립되어, 온라인에서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

08　 역자주_‘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Network’의 약자로, 미국 국방부의 고등연구기획청이 자금을 

대서 개발한 분산 관리 방식의 통신 네트워크다. 현재 인터넷의 모체가 되었으며,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 사이트를 참조하라. http://en.wikipedia.org/wiki/arpanet

09　역자주_네트워크 간의 상호 연결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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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다. 이는 이후 자포스Zappos10나 넷플릭스Netflix11 같은 새로운 온라인 전용 

기업이 출현하는 토대가 되었을 뿐 아니라, 전통적인 굴뚝 산업들이 그들의 비

즈니스를 온라인 세상에 맞게 변형하도록 하였다. 

●  검색이 대세가 되고 강력하고 새로운 광고 모델임이 검증되었다  야후와 라이코스

의 뒤를 이어 1998년에는 우수한 광고 타깃팅 기법과 뛰어난 검색 알고리즘

을 무기로 한 구글이 설립되었다. 구글은 사람이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을 바꾸

었을 뿐만 아니라, 콘텐츠 기반의 유료 검색 광고 모델을 완성했다.12 그 결과 

2010년 4분기 구글의 매출은 84.4억 달러에 달했다. 구글은 또한 개인의 행

동에 대해 역사상 가장 많이 집적된 데이터를 만들어내었다고 할 수 있다.

●  소셜 미디어 사이트들이 출현했다  2003년에는 소셜 네트워크의 개척자들이 나

타났다. 프렌스터(지금은 소셜 게임 사이트Friendster)와 마이스페이스myspace는 페

이스북에게 추월당하기 전까지 가장 인기 있는 소셜 네트워크였다. 2004년

에 소셜 미디어라는 용어가 신조어로 등장하였고(크리스 샤플리Chris Sharpley가 처

음 사용했다) 페이스북이 설립되었다. 2005년 유튜브가 온라인에 등장한 것에 

이어 2006년에는 트위터가 등장했다. 이들을 비롯해 많은 사이트들이 개인의 

행동과 그들의 위치 정보,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 방대한 양의 디지털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다. 

●  개인 단말기가 증가했다  1996년에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최초의 모바일 폰인 

‘노키아 9000 커뮤니케이터’가 등장했다. 2001년 블랙베리가 최초로 이메일

이 가능한 휴대폰 시스템을 출시한 데 이어, 2007년에는 애플이 아이폰을 소

개했다. 2008년에 들어서는 인터넷이 가능한 휴대폰이 PC보다도 많아졌다. 

2010년에는 아이패드를 필두로 한 태블릿 기기들이 시장을 폭풍처럼 휩쓸었

10　http://www.zappos.com/

11　http://www.netflix.com/

12　http://digitalenterprise.org/models/model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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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로 인해 더 많은 데이터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제는 사용자의 위치 정보

가 기기 자체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가 되었다. 누가 어디에 있는지를 그 자신

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언제든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  커뮤니케이션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1996년에 소개된 AOL의 메신저 

IMInstant messenger은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서비스다. 마이크로소프

트의 MSN 메신저와 스카이프는 비즈니스 이해관계자나 많은 개인과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다. 단문서비스인 SMS 프로토콜이 1984년에 개발되면서부터

는 무선기기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이제 10대나 젊은 성인은 

SMS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 2014년 말에 이르면, IM

을 이용하는 계정의 수가 35억 개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3 소셜 미

디어 사이트와 비슷하게 IM도 엄청난 양의 정보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정

보의 양은 가령 사용자 개인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나 조직과

의 관계의 깊이나 수준을 소셜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을 정도다.

이제 우리는 항상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디지털 세상을 살고 있다. 온라인으로 일하

고, 온라인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뉴스를 보고, 좋아하는 프로그램도 본다. 온라인

으로 세금을 내고 은행 일을 보며, 심지어 도박도 하고, 성적인 관심을 온라인을 통

해 추구하기도 한다.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 흔적을 남긴 모든 것, 그것에 이름을 붙

인 것이 바로 ‘빅데이터’다.

1.2  빅데이터 시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몇 년간 계속 잠들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디지털 세상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의 양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다. “데이터에 익사하다”, “데이터의 광대한 대양”, “기

하급수적인 데이터의 증가” 등은 빅데이터의 크기를 묘사하기 위해 언급된 구절

13　http://www.radicati.com/?p=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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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다. 왜일까? 이해하기에는 데이터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 아래는 

IDC Research의 내용이다.14 

●  2009년에 들어 디지털 세계는 62퍼센트, 숫자로는 거의 80만 페타바이트

(petabytes, 1015, 1,000,000,000,000,000바이트) 가량 증가했다(DVD를 쌓는다면 지

구부터 달까지 왕복할 수 있는 양으로, 1페타바이트는 약 100만 기가바이트다). 

●  2010년에는 1,200,000페타바이트15(아직 최종 집계되지 않음)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0년에 이르면 2009년에 비해 44배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DVD를 쌓

는다면 지구에서 화성까지 거리의 절반 정도 되는 만큼 쌓일 것이다).

그러나 빅데이터를 다룰 때 단순히 그 크기에 관해서만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사용 

가능한 데이터 소스의 순수한 수, 다양한 형태, 그리고 대부분은 사용자에 의해 생

성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디지털 세계의 70퍼센트는 실제로 우리 모두가 사용하

는 이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드인LinkedIn, 플리커Flickr, 유튜브 등을 통해 생성

된 것이고, 이런 항목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16 다음을 보자.

●  구글 인덱스에 들어 있는 1조 개의 유일한 URL들과 매일 구글에서 행해지는 

20억 건의 검색

●  유튜브에서 감상할 수 있는 7천만 개의 동영상(하루를 기준으로 1억 번 재생된다)

●  1억 3천3백만 개의 블로그

●  290억 개 이상의 트위터 메시지(매일 3백만 개씩 증가)

●  5억 명 이상의 페이스북 사용자들과 그들이 한 달간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7천

억 분 이상의 시간

14　http://www.emc.com/collateral/demos/microsites/idc-digital-universe/iview.html

15　http://en.wikipedia.org/wiki/petabytes

16　http://www.emc.com/collateral/demos/microsites/idc-digital-universe/ivie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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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미국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의 기관, 학교와 연구 기관, 특정 지

역과 관련된 데이터, 경제 데이터, 인구조사 데이터 등 공적으로 사용 가능한 데이

터 소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데이터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부나 상업

적 조직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을지라도 매우 어

려운 일이다.

1.3  퍼즐 조각에서부터 완성된 그림까지: 미래는 바로 지금이다

데이터의 양이 증가한 만큼, 데이터를 살펴보고 분석하는 능력도 함께 발달했다. 

이전에는 우리에 관한 작은 정보 조각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저장되는 수준이

었다면, 지금은 우리가 누구인지까지 완전히 맞출 수 있을 정도다.

역사적으로 보면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과 예측 모델링, 그리고 탐구 분석학 분야

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충분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첫 번째

요, 데이터 처리를 위한 컴퓨팅 파워에 돈이 많이 든다는 점이 두 번째 문제다. 오

늘날에는 저장 장치와 데이터 처리를 위한 파워에 드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줄

어들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와 동시에 우리 각각에 대

해 디지털 포맷으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가 전례 없이 집적되고 있다. 덕분에 조직

(이를테면 정부기관)이 한 개인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

석 모델을 사용하여 그의 미래 행동까지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개인의 정보가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공개되어 있으며 이 정보들은 개개인의 구매, 

정치 성향, 또는 범죄 행위 등 모든 종류의 행동을 예측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

와 같은 정보들은 또한 일상적으로, 억압적인 정권이나 시민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국내외 안보에 잠재적인 위협을 식별하는 프로파일을 만드는 데, 죄가 있든 없든 

높은 위험도 프로파일의 예측 모델과 매칭시킴으로써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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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아주 위험한 적과 같은 광고

행동기반 광고Behavioral advertising는 정말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아주 위험한 적’일

까? 이런 개념이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는 단순히 당신의 행동

을 기반으로, 당신이 어떤 서비스나 제품의 구매에 관심을 보일지를 예측하는 방법

이다.

디지털 시대 이전에는 구매 행위 분석에 특화된 AC닐슨AC Nielsen 같은 회사가 있었

고, 소득 수준과 성별, 결혼 여부, 구매 습성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고객리스트를 

‘임대’해주는 회사도 있었다. 영업 방법으로는 우체통에 온갖 종류의 홍보우편물을 

채워 넣거나, 한 시간이 멀다 하고 무언가를 사라거나 팔라고 전화를 걸어대는 것

이 고작이었다. 그런 방법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은행, 신용카드 회

사, 슈퍼마켓 등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했거나, 잡지를 정기구독하고 있었기 때문이

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얻은 정보는 다소 맹목적이었다. 빌린 사람(광고를 구

매한 사업자나 조직)은 특정 그룹의 일원으로 당신의 이름이나 주소의 정보를 얻었

지만, 당신이 반응할 때까지(어쩌면 반응하지 않을 때까지) 그 정보를 갖지는 못했

다. 당신이 어떤 반응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당신은 그 회사의 메일링 리스트에 들

어가고, 당신에 대한 고유의 이력을 쌓아나갈 수 있었다. 또한 그렇게 된다고 해도, 

특정 회사나 조직의 행동에 따라 여러 가지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속하게 되거나 여

러 가지 버전의 이력이 존재하게 되었다.

인터넷 시대가 열린 이후에는, 가령 내가 웹 사이트를 통해 ‘하와이를 좋아한다(목

표 행동)’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면, 나는 아마 웹 서핑을 하면서 하와이 여행에 

관한 광고를 보게 될 것이다. 알래스카를 사랑하는 사람은 알래스카 여행에 관한 

광고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온라인 광고를 그냥 좀 더 개인화시킨 버전이다. 우

리의 행동이 추적당하고 우리의 행동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

에,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 개인화된 광고에 노출되는 것이다. 광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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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이러한 모델을 좋아한다. 보다 흥미를 가질 독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더 

밀접한 광고로써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물건을 더 많이 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시대 이전과 지금이 다른 점은, 당신이 하는 모든 것들이 디지털 방식으로 

캡처될 수 있으며 분석되어 당신을 옭아맬 수 있다는 점이다. 구글은 온라인에서의 

사람들의 행동, 인구통계를 추적하며 광고 쿠키cookie17에 관심을 갖고 있다. 많은 

회사가 당신의 행동을 추적하고 있고(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PC나 스마트폰 등

의 전자 기기에 설치되도록 허락한 쿠키를 통해서), 엑셀레이트eXelate18 같은 수많

은 회사들이 당신의 정보를 팔고 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이런 정보들이 특별히 

당신을 식별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당신을 당신과 유사한 인구통계 자료와 관심

을 가진 사람들로 분류해서 하나의 그룹에 넣고, 광고를 위해(물론 온라인 광고를 

말한다) 그 그룹의 정보를 누군가에게 ‘임대’한다.

이력 정보가 여러 개이던 과거와는 달리, 당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지 훨씬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러한 그룹들을 조합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예를 들어, 스

포키오Spokeo19는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정보를 전화번호부, 소셜 네트워크, 마케

팅 설문, 부동산 목록, 상업용 웹 사이트 그리고 정부기관에서 긁어 모은다. 이 사

이트에서 당신의 이름을 검색해보라. 당신이 어디에 사는지(구글 지도상의 위치), 

집을 얼마에 구매했는지, 재산세는 얼마나 납부하는지(정부 데이터 소스를 통해), 

집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인구조사 데이터를 통해)를 비롯해 당신의 모든 휴대전

화 번호(온라인 전화번호부를 통해), 이전 주소와 그 집들의 가격까지 수집되어 있

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소셜 미디어에 정보를 얼마나 공개했는지에 따라 다르겠

17　 역자주_특정 웹 사이트에 방문했을 때 만들어지는 정보를 담는 파일, 방문 기록, 비밀번호 등을 사용자 컴퓨터에 

기록하였다가 다음에 방문할 때 되살린다.

18　http://exelate.com/new/

19　역자주_신상정보를 모집하는 사이트. http://www.spoke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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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가까운 친구나 가족 외에는 공개하고 싶지 않은 당신에 관한 많은 정보가 이

처럼 정확하게 수집되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은가. 이런 정보의 대부분은 사실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고도 수집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 

다양한 기관을 방문해서 양식에 맞게 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내는 엄청난 노력

을 들여야 가능하다. 과거에 그러던 것이 오늘날에는 누구든 이름을 입력하고 ‘확

인’ 버튼을 클릭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더 이상 쿠키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개인 정보를 

포함한 공공 데이터가 스크랩될 수 있고(‘웹 스크래핑web scraping’이라고도 한다), 

수집되어 분석될 수 있다. 또한, ‘위치 마케팅’이라는 비교적 새로운 개념도 있다. 

위치 마케팅은 당신의 위치 정보(휴대전화의 GPS 칩을 통해 가능하다)에 기반하여 

광고를 제공하는데, 가령 GPS상 당신의 위치가 특정한 가게 근처일 때, 그 가게에

서 특별한 광고나 쿠폰을 받는 식이다.

관점에 따라 공적 또는 사적인 소스에서 수집할 수 있는 많은 양의 데이터가 거슬

릴 수 있고, 단순히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치르는 대가로 여길 수도 있다. 

어쨌든 당신이 이용하는 사이트(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드인, 구글, 포스퀘어 등)는 그들이 

영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 방문하는 사이

트와 당신이 맺는 암묵적인 거래는 다음과 같다. “내가 얻는 가치만큼 나도 어떤 가

치를 돌려주겠다. 그 가치가 우리의 개인 정보고, 그 정보가 정기적으로 광고주에

게 임대되고 있다. 보다 수익성 높은 광고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많은 정보가 있

기 때문에 이제 개인 정보는 황금보다 소중하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다. 개념상 소비자인 우리가 이

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행동기반 광고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게다가 개인 정보가 오직 광고 목적으로만 수집되고 사용된다면 그 영향은 무해한 

편이다. 프라이버시 논란은 행동기반 광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보가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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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고 사용될 수 있는, 유해한 다른 모든 방법들에 대한 것이다. 우리가 소비자로

서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계속 미국 증권협회 공정거래규칙과 관련 지어 생각한다

면, 매우 중요한 사안을 잊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데이터를 누가 사용하는지, 왜 

사용하는지, 그리고 누가 우리를 주시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프라이

버시 침해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것인지를 말이다. 

1.5  세계를 장악한 빅브라더와 빅데이터

정부는 각종 범죄와 테러에 대항하기 위해 디지털 흔적을 캡처하고 분석하는 데 점

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 그런 한편, 사람들이 프라이버시 이슈를 다룰 때 프라이

버시 그 자체보다 보안을 우선시하도록 자극하는 도화선 같은 말들에 집중하고 있

다. 어쨌든 우리의 생활 자체에 위기가 닥쳤는데, 어떻게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만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영국 정부는 자국민과 외국인 모두를 추적하기 위해 디지털 비디오 기술을 사용한

다. 그들은 영국 내 185만 대 이상의 CCTV카메라를 설치했는데,20 인구에 비례해

보면 32명당 한 대 꼴이다. 런던을 가로질러 걷는 사람은 하루에 수백 번 이상 카메

라에 잡힐 것이다. 영국 당국은 후드가 달린 운동복을 입는 것을 금지하여 감시를 더 

쉽게 하는 방안21과, 나아가 범죄 직전의 행동을 식별해서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경

찰관이 출동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22

미국의 많은 법 집행기관들은 데이터 수집과 분석 기술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

다. 뉴욕 시 경찰은 소위 ‘정지 신체 수색권23’을 개인에게 적용하여 그들의 이름, 

20　 http://www.securitynewsdesk.com/2011/03/01/only-1-8-million-cameras-in-uk-claims-acpo-

lead-on-cctv/

21　http://www.express.co.uk/news/uk/39622/Ban-the-hood-for-good

22　http://www.pcpro.co.uk/news/208452/ai-could-power-next-gen-cctv-cameras

23　 역자주_우리나라의 불심검문과 비슷한 개념 http://www.nyclu.org/news/nypd-stopped-record-

number-of-innocent-new-yorkers-2010-new-stop-and-frisk-numbers-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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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특징, 신분증, 그리고 동반자의 이름을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한다. 경찰

관이 ‘정지’시킬 정도가 아닌 범죄적 행위는 굳이 관찰할 필요가 없음에도 2010년

에만 59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작업이 수행되었고, 그들 대부분은 

흑인과 히스패닉이었다. 이처럼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정지 신체 수색권’을 통해 

개인을 구속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법 집행은, 2009년에 주 법률이 

불법으로 판결하여 더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지 신체 수색권’(그리고 어떤 범

죄 혐의도 없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CCTV 영상 데이터베이스와 다른 데이터베이스도)은 뉴욕 

시의 데이터 집중 분석을 위한 기관인 ‘실시간 범죄 센터Real Time Crime Center’24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감시 기술은 미국 전역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CCTV카메라는 고속도로망에 설치

되어 교통량을 관찰하고 있으며 신호등은 정지 신호 위반을 감시한다. 우편으로 교

통 위반 딱지를 받는 것은 이제 예삿일이다. 실행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뿐더러 종

종 헌법적 근거에 이의가 제기됨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비행기의 블랙박스와 유

사한 ‘디지털 사건 기록기(차에 설치되는 블랙박스라고도 한다)’25는 사고 발생 시 법 집행

기관이 누구의 과실인지 판별하는 데 사용된다. 렌트카 업체는 과속하거나 비포장

도로를 달렸을 때 벌금을 물리기 위해, 이와 유사한 기술에 GPS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한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미국 정부는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의 유지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진 것 같다. 국제적으로는 프라이버시를 민주화의 힘처럼 여긴다. 예를 

들어, 정부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 툴이 쉽게 파괴되지 않고 안

전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기술 제공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런 툴들은 시리아

나 튀니지, 이란 같은 국가의 친민주주의 시위대에 의해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될 

24　http://www.nytimes.com/2010/02/18/nyregion/18tattoo.html

25　http://www.slate.com/id/208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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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물론 이들 국가의 정부도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의 제거를 목표로 같은 툴

들을 사용할 수 있고, 불안한 상황이 유지될 경우 모든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고 알

려져 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라면, 미국 정부는 개인 정보에 지금보다 더 많

이 접속하기를 원한다. 예를 들어 미국 사법부는 최근 미국의 안전과 안보를 지속

하기 위해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안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의 조문을 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문에 따르면, 지메일Gmail이나 핫메일hotmail 같은 호스

트 업체에 저장된 개인 메일은 6개월 이상 되었을 때에 한해, 권한 없이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률의 이름과는 완전히 어긋난 조문이지 않은가? 소위 애국

자법Patriot Act을 통해서 법 집행기관은 전반적인 감시를 위한 권한26을 특별법원에 

요구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은 합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일반적 기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 법률을 적용하면 한 개인에 대한 모든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데, 

요청 자체가 비밀로 취급되기 때문에 해당 개인은 그 사실을 알 수조차 없다.

미국 헌법상 프라이버시에 관한 명확한 언급은 없지만, 대법원에서 프라이버시의 

반영적 권리27로서 권리장전에 몇 가지 사항을 개정해왔다. 이는 법적으로 논란이 

있는 부분이고, 우리는 변호사가 아니므로 ‘실세계(디지털이 아닌 현실세계)’에서 무엇

이 사적이고 무엇이 아닌지에 대한 법적 정의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겠지만, 그래도 디지털 세계의 그것과 비교해보면 아주 명확하다. 다시 말해, 디

지털 세계에서나 실세계에서 우리의 ‘프라이버시 권리’는 끊임없이 변해간다. 다만 

‘현실세계’에는 ‘자리를 잡은 법(선례 구속성의 원리28)’의 합법적 기준에 접근한 전례

가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을 운영하는 기술 등에 관련한 디지털 세계에는, 프라이

버시 법에 관한 자리를 잡은 법안이 없다.

26　http://firstmonday.org/htbin/cgiwrap/bin/ojs/index.php/fm/article/view/1198/1118

27　http://plato.stanford.edu/entries/privacy/

28　http://en.wikipedia.org/wiki/stare_dec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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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우리가 당면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정부로부터 감시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가? 인터넷상에서, 서재에

서, 공공장소에서, 사사로운 업무 중에, 고속도로 위에서, 또는 정부를 반대하는 평

화적인 시위에서? 1759년에 벤자민 플랭클린Benjamin Franklin은 이렇게 말했다. “일

순간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자유를 포기하는 자는 자유도 안전도 누릴 자격이 없

다.” 프라이버시 대 보안의 문제는 언제나 매우 어려운 주제다. 더욱이 개인의 사적

인 디지털 데이터에 쉽게 접속하고 그 정보를 축적할 수 있다는 사실은, 테러가 빈

번하고 대량살상무기가 존재하는 시대에 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1.6  프라이버시 대 보안과 안전, 그 갈림길에서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가 말했듯이, 디지털 시대에서 프라이버시는 시대에 뒤

처진 주제일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당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면 걱정할게 없다. 

물론 당신이 인종적인 관심이나 종교적인 관심을 지닌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한다

면 그의 반응에 놀랄 수도 있다.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다. 우리는 프라이버시를 얼

마나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투명하게 지내기를 원하는가? 우리

는 정부가 우리를 감시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는가? 범죄나 테러리

즘에 관하여 우리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대가로서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가? 그러한 위험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보다 안전한 프라이버시를 위해 

포기할 수 있는 정확한 수치를 우리는 어떻게 알까?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온라인을 통해 공유할 때, 사진이 촬영된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는 GPS 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만약 학교에서 찍은 자녀 사

진이라면 당신은 학교의 위치가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또한 당신은 가

령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해서 가족 구성원이 얼마나 아픈지 공유할 수도 있다. 

이제 의료보험에 대해 알아보면 보험회사는 당신도 모르게 그 정보를 가지고 있

을 것이다. 휴대전화에 내장된 GPS 추적 기능을 꺼버리면 당신의 위치를 알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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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 같은가? 법 집행기관은 여전히 당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 구글, 이베이 그

리고 다른 수많은 기업을 이용해 일 년간 국민의 정보를 저장하고자 하는 프랑스

에 산다면, 당신을 조사해야 하는 프랑스 기관이 그것에 접속하려 할 것이다. 트위

터를 사용한다면 멘션을 작성한 위치 또한 추적당할 수 있다.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혁명을 꾀하고자 한다면, 당신의 시위 대상이 되는 정부 역시 페이스북을 통하여 

당신을 감시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수집과 추적은 당신의 승인을 받고 이루어진다. 그러나 많은 기업과 

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승인을 침해한다. 옵트인Opt-in 방식29 방식인 것

으로 간주해서 어쩔 수 없이 직접 옵트아웃Opt-out 방식30해야 한다는지, 알지 못하

는 사이 쿠키를 데스크톱에 저장해 놓거나, 정보를 모으는 수상한 실험을 하고, 정

보를 공유하지 말라고 요구함에도 공유하는 식이다. 기술적 발전으로 말미암아 훔

쳐보기는 쉬어진 데 반해,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갖추기는 어려

워졌다.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가? 잠시 이 점을 생각해보기 

바란다. 미국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내용의 30개 이상의 연방 법령과 

100개 이상의 주 법령이 있다. 그러한 규정은 단편적일뿐더러, 기업이 자기검열을 

통해 당신을 침범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계류 중인 인터넷 권리

장전도 있고, 텔레마케터를 통제하는 Do-Not-Call 리스트31와 유사한 Do-Not-

Track시스템32도 있다. 또한 TRUSTe33처럼 당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29　 역자주_옵트아웃과 반대로, 사전 동의 없이 일단 무조건 동의한 것으로 처리한 후, 나중에 사용자가 거부 의사를 

밝혀야만 중단시키는 방식

30　역자주_신청을 통해 사전 동의를 한 사람에게만 어떤 제도나 서비스가 적용되는 방식

31　 역자주_텔레마케터의 전화를 원치 않는 전화번호나 웹 사이트를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것

32　 역자주_크롬 등의 인터넷 브라우저가 지원하는 기능으로, 웹 사이트에서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사용자 추적 방지’라고도 부른다.

33　http://www.trus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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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 소비자 프라이버시 기관과 활동 그룹, 그리고 기업도 있다. 인터넷은 세

계화되었지만 프라이버시 이슈는 그렇지 못해서 프라이버시 보호법이나 규제 조

치, 단체들은 국가마다 다르다. 

우리는 복잡한 세계에서 살고 있다. 프라이버시 당사자와, 단속 기관, 이해 관계자

들이 공존한다. 이들은 오늘날의 프라이버시 상태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당당하

게 맞설지 아니면 두려워해야 할지 장황하게 늘어놓는다.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것

은 바로 ‘프라이버시 권리’의 의미다. 

●  온라인에서 공유하는 개인 정보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가정을 해야 하는가?

●  누가 우리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그 정보로 무엇을 하는가?

●  미국과 그 외 국가에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규정을 정해두는가?

●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해 요구하고 관련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  민주주의 사회에서 디지털 정보를 사용해도 되는 적법한 정부란 무엇인가? 

●  소비자로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를 갖추어야 하

는가?

1597년에 프란시스 베이컨 경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그때나 

지금이나 참이다. 빅데이터 시대에 살면서, 프라이버시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책, 표준, 규정을 만드는 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책은 광

고에 관한 토론이 아니다! 날이 갈수록 투명해지고 위험해지는 세계에서 우리가 프

라이버시, 보안, 안전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에 관한 심도 깊은 토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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