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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인 1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지하철이나 버스, 식당에서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 기기와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
이 만들어 내는 디지털 정보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기기 보급 이전에 개인이 만들어
낸 정보가 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 등 단편적이고 상호 연결성이 떨어지는 정보였다면, 최근
의 디지털 정보들은 SNS와 연계되어 개인의 취향이나 성격을 읽어낼 수 있을 정도로 깊은
맥락을 가지고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개개인이 만들어 내는 데이터의
연결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정형화되지 않은 개인의 데이터로부터 의미를 찾아내기 위한 연
구 또한 활발해 지고 있다. 개인 정보에 대한 분석 기술의 발달은 트렌드 분석을 통해 마케팅
기회를 찾으려는 기업이나 여론 동향을 읽고 정책을 입안하려는 공직자 등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조직에서 관심을 갖는 주제이다.
본 보고서는 디지털 정보가 급증하는 현재, 사회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열쇠로서 비정형
데이터가 가진 의미와 가능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정형 데이터의 개념과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데이터의 비정형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존의 기법과 현재의 기법 변화 과정
을 되짚어보고자 한다. 또한 비정형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술로서 텍스트
마이닝, 오피니언 마이닝을 각각 살펴보고, 각 기술이 가진 사회적 함의와 주요 이슈의 의미
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으로 비정형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개인 정보 보호의
이슈, 데이터 소유권을 누가 가지느냐의 문제 등 발생 가능하거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다양
한 이슈의 의미를 통해 비정형 데이터를 어떻게 인식하고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Ⅱ. 비정형 데이터의 개념 및 발전 과정
1. 비정형 데이터의 전통적 개념
비정형 데이터는 규격화된 데이터 필드에 저장되지 않은 데이터로, 텍스트 분석이 가능한
텍스트 문서 외 이미지/동영상/음성 데이터 등을 지칭한다(조성우, 2011: 2). 일반적으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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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는 사전에 정의된 규칙에 따라 편집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방식으로 관리되어
왔으며,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의미 도출은 규격화된 DB에 입력된 정제된 데이터의 존재를
전제로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비정형 데이터는 아직 규격화되지 않았으므로 분석
이 불가능하고 의미를 읽어낼 수 없는 데이터로 판단할 수 있다. 물론 비정형 데이터 또한 정
보를 보유한 조직의 주요 자산으로 판단될 경우 DB에 저장될 수 있겠지만, 정형 데이터와 달
리 데이터의 의미를 분석하는 단계에서는 실무자의 관점에서 맥락을 고려한 해석을 거쳐야
했다.１ 또한 비정형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에 비해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atabase
Management System, DBMS)에서 차지하는 저장 공간이 넓고, 각각의 비정형 데이터를 구
분하기 위해서 별도의 태그 정보를 추가해야 했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자 입장에서는 정형 데
이터에 비해 비정형 데이터를 번거롭게 여겨온 것이 사실이다(채승병, 2012: 36). 비정형 데
이터의 생산량이 기업 데이터의 80%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를 감안할 때,２ 기업 경영에 시사
점을 줄 수 있는 주요한 사업 정보와 고객 정보 등이 그간 상당 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2. 데이터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비정형 데이터의 재조명
비정형 데이터의 가치는 데이터의 폭발적 증가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수
집, 저장하고 필요 시 데이터를 호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이병엽 외, 2013: 213), 기존
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Related DBMS, RDBMS)에서는 사전에 약속된 규칙에 따라 데이
터를 저장한 후 필요에 따라 질의 언어(Structured Query Language, SQL)를 활용하여 데
이터를 추출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었다(홍형경, 2008: 75). 이러한 방식은 데이터 구조화
정도가 높고 데이터 갱신 주기가 빠르지 않을 경우 유용한 방식이었지만, 데이터를 구조화하
기 힘들 정도로 갱신 주기가 빨라지면서 점차 유용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온라인에 상시 연결된 기기가 늘어나면서 온라인 상에 존재하는 데이터도 점차 증가 속도

１ “비정형 데이터 시대의 개막”… 기업들, 괴물과 맞서다, 2011. 디지털데일리, 심재석 기자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74958
２ Unstructured Data and the 80 Percent Rule, Seth Grimes, 2008.
http://breakthroughanalysis.com/2008/08/01/unstructured-data-and-the-80-percent-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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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빨라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9년 이후 전 세계 데이터 생성량은 매년 2배가량 성
장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 데이터 량은 2.8제타바이트(ZB, 1ZB=1조GB)에서 2020년까지
는 40제타바이트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３ 흔히 빅 데이터로 불리는 데이터 증가
의 가속화로 인해 기존의 데이터 관리 체계로는 늘어나는 데이터를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
르게 되었다(최성곤 외, 2012: 6). 빅 데이터의 주요 특징으로 거론되는 3V(규모 Volume,
다양성 Variety, 속도 Velocity)는 데이터의 정적인 구조를 전제로 하는 RDBMS가 빅 데이
터를 감당하기 힘든 시스템이 된다는 것을 뜻하며, 덧붙여 더 이상 정형과 비정형 데이터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임을 암시하고 있다.
빅 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데이터 관리 기술은 검색 등 대용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계
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대표적인 빅 데이터 처리 기술로 하둡(Hadoop)과 맵리듀스
(MapReduce)를 들 수 있다. 하둡은 2005년 더그 커팅과 마이크 캐피랠라가 공동 개발한 파
일 시스템으로, 구글의 분산파일 시스템(Google File System, GFS)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
어졌다.４ 하둡은 검색 엔진의 웹문서 검색 기술에 착안하여, 수천 대의 파일 시스템에 데이터
를 분산하여 저장하고 필요 시 각 시스템의 CPU와 메모리 자원을 병렬적으로 활용하여 빠른
데이터 처리를 가능케 한 데이터 처리 기술이다. 특히 하둡은 초기 구글의 병렬 분산 컴퓨팅
시스템으로 개발된 맵리듀스와 결합할 때 최대 효율성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５ 하둡과
맵리듀스는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기관에 널리 보급되었으며, 독자적인 데이터 분석
노하우를 가진 기관의 시스템과 결합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분산 데이터 처리 기법의 발달은 비정형 데이터의 처리 방식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 하
둡은 애초 웹검색을 기반으로 하여 발달된 기술이기에, 정제된 DB를 필연적인 전제 조건으
로 삼지 않는다. 즉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고자 할 때에는 분산된 데이터 소스로부터
곧바로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정제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정보
시스템이 정보 시스템 구성에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게 되자, 과거 RDBMS와 밀접하게 연계
되었던 SQL을 활용한 정보 추출 방식의 중요성이 감소하게 되었고, 자연히 기관들은 분산된

３ The Digital Universe in 2020, IDC, 2012
４ 공유경제를 이끄는 키워드(3) - 공개소프트웨어(OSS), 2013. 컴퓨터월드, 고수연 기자
http://www.comwor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945
５ [용어 아하!] 하둡. 디지털타임스, 2014.1.26.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0127020122698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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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정보처리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데이터 수집

Analytics 데이터 생성
DB on Hadoop Cluster
(Google BigTable, Twitter)

Analytics 데이터 활용

데이터 Intergration

RDB

HDFS + MapReduce
BI
DW on Hadoop Cluster
(Facebook)

※ 출처: 투이컨설팅

Statistical Analytics Engine

[그림 1] Hadoop 기반의 Analystics Platform

3. 비정형 데이터 분석 기법의 발달
앞서 소개한 것처럼 비정형 데이터 분석에는 주로 웹문서 검색에 적용된 기법들이 사용되
고 있다. 최근에는 이미지 정보로부터 직접 패턴을 추출하여 의미를 분석해내는 기법도 소개
되고 있기는 하나,６ 아직까지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의미를 찾아내는 분석이 중점적으로 발전
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분석 가능한 데이터로서 텍스트 비정형 데이터에 초점을 두고,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비정형 데이터 분석 기법은 정형 데이터 분석 기법인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의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꾸준히 발전해 왔다. 데이터 마이닝은 정제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의미를 찾아낸다는 점에서 일견 합리적인 분석 기법으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태생적

６ “독자적 알고리즘 기반 영상검색 로드맵 제시”, 2014.2.10, 디지털타임스, 이규화 기자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02110201137566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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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한계를 지닌다.７ 우선 데이터베이스에 쌓인 정보는 데이터 관리자의 일정한 시각에 따라
정제된 데이터이므로, 상식적인 예측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는 데이터의 정제
과정에서 작업자의 일정한 판단 기준이 작용한 결과로, 전수 조사가 불가능한 DB의 태생적
한계로 볼 수도 있다. 또한 데이터마이닝으로 분석한 데이터는 데이터 생산자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데이
터의 맥락(context)이 불가피하게 제거되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데이터마이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발전되어 온 마이닝 기법들은
다음과 같다.
<표 1> 비정형 데이터 분석 기법８
기법
텍스트 마이닝
(Text Mining)

오피니언 마이닝
(Opinion Mining)

소셜 네트워크 분석
(Social Analytics)

군집 분석
(Cluster Analytics)

기법 개념
텍스트 마이닝은 텍스트(text) 형태로 이루어진 비정형 데이터들을 자연어 처리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방식을 이용하여 정보를 추출하는 기법이다.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면 텍스트 정보에서 문맥을 파악하고 텍스트 간 연계를 분석하는 등 비정형화된 문서
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피니언 마이닝은 텍스트 마이닝에서 발전된 분석 기법으로, 소셜 미디어 등에서 여론의
향방을 긍정(Positive), 부정(Negative), 중립(Neutral)로 구분하여 선호도를 판별하는 기술
이다. 특정 상품의 선호도나 정치인에 대한 호감도를 판별해 내는 데 주로 활용되며, 분석
대상인 키워드와 긍정, 부정, 중립을 뜻하는 단어가 자주 출현하는 빈도수를 측정하여 해당
키워드에 대한 여론을 측정한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내포되어 있는 정보들과 시스템을 분
석하는 기법이다. 소셜 네트워크의 연결 구조 및 연결 강도 분석을 바탕으로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입소문의 중심이나 허브(Hub) 역할을 하는 영향 요소(influencer)를 찾는 데 주로
활용된다. 기업에 있어서 영향 요소의 모니터링 및 관리는 신제품 기획 방향 설정 및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하다. 또한 영향 요소의 파악 외에도 소셜 네트워크 상에
서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대화 정보를 통해 신제품 반응 관찰, 기업 및 브랜드와 상품에 대한
평가, 불만 모니터링,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들이 드러낸 행적을 토대로 추출한 성향
파악과 숨은 니즈(Needs) 등의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군집분석은 변화가 많은 대상 집단을 일정한 군집으로 나누어 특성을 분석하고, 각 데이터
간의 거리를 분석하여 비슷한 유형에 대한 성향을 파악하거나 타 집단과의 차이점을 관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기법이다. 예를 들어, 유사한 취미나 관심사를 가진 그룹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군집 분석이 사용된다.

７ 데이터 마이닝의 한계를 알아본다, 백승민, 2012.8.29. http://blog.daum.net/statsas/17202436
８ 온라인상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적 디자인 리서치 모델에 관한 연구, 김은정, 이혜선, 2013,
Design Convergence Study 42 Vol.12 No.5, pp.201~211 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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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텍스트 마이닝 (Text Mining)

텍스트 마이닝은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특정 키워드나 문맥을 기반으로 의미를 추출
해 내는 기법을 의미한다. 텍스트 마이닝은 웹문서에서 키워드와 매칭되는 단어를 찾아 인덱
싱하는 검색 기법에서 발전되어 왔으며, 점차 데이터의 숨은 맥락을 파악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특히 텍스트 마이닝이 두드러지는 분야는 뉴스기사 분석으로, 기사에서 특정 단어와
관련된 논조를 분석하는 데 활용된 사례가 있다.９ 텍스트 마이닝은 주로 작성이 완결된 뉴스
기사나 잡지 등을 분석되는 데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

2) 오피니언 마이닝 (Opinion Mining)

오피니언 마이닝은 텍스트 마이닝에 근거를 둔 분석 기법으로, 주로 블로고스피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여론 향방을 추적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이다. 이는 텍스트 마이닝이 특정
단어와 문맥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데 비해, 오피니언 마이닝은 문맥과 연계된 감성분석
(Sentiment Analysis)을 활용하여 특정 텍스트의 어조와 감정을 파악해 내는 특징이 있기 때
문이다. 블로고스피어나 SNS의 텍스트의 경우 신문 기사나 잡지와 달리 특정 사안에 대해 감
정적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오피니언 마이닝은 분석 대상인 키워드와 함께 나오는
긍정, 부정 등 감성적 언어의 빈도수를 추적하여 일반적인 여론의 향방을 추적한다. 오피니언
마이닝은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 전략으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을 얻고
있다.１０ 오피니언 마이닝 시 유의점은, 여론 추정의 근거가 되는 감성사전의 구축을 소홀히
할 경우 데이터 분석 결과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정 단어는 맥락에 따라 긍정
과 부정이 반어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단어의 맥락을 잘못 파악할 우려가 있다.

3) 소셜 네트워크 분석 (Social Analytics)

상기 마이닝 기법들이 주로 일정한 구조를 갖춘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다면,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말 그대로 소셜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한다. 소셜 네트워크는 실시간 생성되고 비교적
짧은 길이를 가지며, 구조화되지 않고 비문법적인 문장 구조를 가진다는 특성이 있어 이를
감안한 다양한 분석 기법이 혼합되어 활용되고 있다. 특히 문서 분석과 함께 각 사용자 간의

９ 뉴스 기사의 빅데이터 분석 방법으로서 뉴스정보원연결망 분석, 박대민, 2012, 한국언론학보 57권 6호, p.244
１０ 4.11 총선… 소셜분석 SW… 서비스 봇물, ZDNet 코리아, 2012. 4. 9.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20409090808&type=d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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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관계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용자의 관심사나 취미를 추적하여 마케팅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소셜 네트워크 분석으로 페이스북의 그래프 서치,
트위터를 검색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들 수 있다.

Ⅲ. 비정형 데이터와 관련한 정치, 문화, 사회적 함의
위에 언급한 비정형 데이터의 개념 및 분석 기법에 대한 소개를 바탕으로, 비정형 데이터
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가 정치·문화·사회적으로 가지는 의미에 대해 논의를 전
개하고자 한다. 영국과 미국의 회계사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비정형
데이터를 비롯한 빅 데이터의 잠재적 영향력이 기업, 정부, 규제 당국에 걸쳐 지속적으로 증
가할 것으로 기대되나, 비정형 데이터 사용에 있어서 잠재적인 법적, 윤리적 문제들이 잠재
적인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비정형 데이터의 활용이 사회적으
로 정착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며, 이와 관련한 문제는 정치(법률)/경제/문화/사
회적 관점에서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비정형 데이터는 공공분야에서 사용될
때보다 민간 분야에서 이용될 때 더욱 심각한 문제점들을 만들어 낼 우려가 있다.１１

1. 각국의 비정형 데이터 관련 정책 동향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정책을 수립한 대부분의 국가는 공익을 위한 통계처리 및 과학연구
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사용의 경우, 개인정보의 익명성이 보장됨을 전제로 하여 ‘개인
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면제’하여 규제 제한을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창범,
2013: 10).

１１ 개인정보보호의 이슈는 비정형 데이터의 문제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빅 데이터와 관련된 정책 논의는 국가권역에 상관없
이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포괄하여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나. 따라서 필자는 독자들이 이번원고가 다루는 비정형 데이터가
빅데이터와 관련된 논의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의미로 받아들이지 말 것을 당부한다. 이 원고에서 비정형 데이터와 관련
된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는 이유는, 분명 최근 비정형데이터의 활용도가 정형데이터만큼 높아지고 있고, 정형과 비정형데이
터의 이용형태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경향성에 주목하였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으로, 저자는 빅데이터와 관련하여 기술, 정책의 가장 중요한 각각의 이슈를 소개하기 위한 취지로 2장과 3장을
구성하였다. 이는 자칫, 2장에서 논의한 비정형 데이터의 문제가 3장에서 다루는 정책적 문제로 귀결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독자에게 주의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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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각국의 빅 데이터 관련 정책 동향
구분

특징

정책

미국

EU

- (환경) 글로벌 기업 다수 진출해
있음
- (활용도) 데이터 유통이 자유
로운 편

법제도

- (환경) 금융 시장 중심으로
제한적 형성

-정
 부 주도적 빅 데이터 활용
방안 수립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12년 1월)

-빅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정책
(’13년 11월)

Big Data R&D
Initiative(’12년 3월)
- (목표) 개인정보보호와 상업적
이용(산업성장)간 균형 지향

한국

-엄
 격한 개인정보보호 기준 준수
(Opt-in방식)

- (방식) Opt-Out 방식
(자유로운 이용, 사용자 요청 시
정보 제공 제한)

- Opt-In 방식

-공
 공부문 보유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접근권 존중

※ 출처: 배동민 (2013), 재구성

미국은 ’12년 3월 ‘빅데이터 R&D 계획(Big Data R&D Initiative)을 발표하고, 오픈데이
터 포털 사이트(www.data.gov)를 통해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공공에 개방했다. 미국 오바
마 정부는 ‘data.gov’를 통해 교통, 통신, 의약품, 안전 등 복지에 직접 연관된 약 39만여 개
의 데이터 세트를 공개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있다(김한나, 2012: 53). 맥킨지 보고서
에 따르면 빅 데이터의 활용으로 인해 2020년까지 GDP에 3,250억 달러 규모의 경제 기여
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을 내 놓았다(김주현, 2013).

정보공개 규모 확대
정보공개 건수

공공정보 개방 확대

정보공개 대상기관

1억 건

원문 정보
(고서 . 전통문양 등)

향후 공공데이터 개방 전망

실시간 정보
(교통 . 기상 등)

3만 2,244개
3만 510개

31만 건

2017년

1만 2,654종 개방(개방률 60%)

35개 분야

8만 건
2012년

9,259종 추가 개방(기상 특허
교통 등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15대 전략분야를 우선 개방해
신규 일자리 8만 6천여 개 창출)

150개 분야

200만 건

2014년

3,395종 개방(개방률 16%)

2014년

기관

기관

2012년

2013년

2012년

2014년

※청구 없이도 목록뿐 아니라 원문정보 공개 의무화

2017년

2012년

2017년

※전체 공공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개방

※ 출처: 조용탁, 안전행정부

[그림 2] 빅 데이터 파급에 따른 경제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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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도 다른 국가들과 같이 공유 데이터 포털(data.gove.kr)을 설립, 정부가 보유한
약 440개 이상의 공공데이터 세트를 공개, 제공하고 있다. KAIST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공
정보 개방은 24조 원의 경제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배동민 외(2013)는 외국의 빅 데이터 활성화 방향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빅 데이터 활
성화 정책은
1) 공공 데이터 활성화와 더불어 민간 데이터 활성화 방안도 동시에 담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큰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2)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계획안에 포함
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해외에 비해 빅 데이터 시대에 대한 준비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3) 해외의 경우 정부의 빅 데이터 활용을 위해 기초 기술투자 및 기술 개발과
관련한 투자 계획이 시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방향성만 제시되어 빅 데이터의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존재 한다(배동민 외, 2013: 6)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간략히 보았듯이, 각 국가들은 개인 정보의 익명성이 보장됨을 전제로 공공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장려하여 공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형성하고 있다. 공공 데이터에
대한 활성화는 높아지는 반면,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데이터와 관련한 규제는 전반적
으로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기업의 비정형 데이터 사용과 관련한 규제 강화는, 빅 데이터를
기업 마케팅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사례들과 해당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비정형 데이터 관련 사건
1) 페이스북 페이스 태그

페이스북은 자사 웹 서비스에 등록한 사진에 대해, 개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사진
속 인물에 대한 정보를 연결하여 보여주는 서비스를 출시하였다. 사진 속 인물에 대한 자동
태그 기능은 개인 정보를 무분별하게 노출한다는 비판에 부딪혔으며, 이러한 데이터의 무분
별한 사용에 대해 유럽 국가들은 법적 제제를 가하였고, 결국 2012년 9월 페이스북에서 인물
자동 태깅 서비스가 중단되고 관련 데이터에 대해서는 삭제 명령이 내려졌다(Essers L.,
2013).

FOCUS 1 비정형 데이터 활성화의 정치, 경제, 문화적 함의

13

2) 미국 대형마트 ‘타깃’, 개인 데이터 남용

미국의 대형마트 ‘타깃’은 고객의 상품 구매 기록을 바탕으로 맞춤형 광고 쿠폰을 발송하는
마케팅 전략을 실시하였다. 타깃은 여학생 고객이 마트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산 정보 데이터
를 분석하여 해당 학생의 집으로 유아 분유쿠폰을 보냈고, 이에 학생의 아버지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게 되었다. 사태의 전모가 밝혀진 후 아버지는 그 여고생이 임신한 사실을 알았고,
결국 ‘타킷’에 사과를 하는 해프닝이 있었다(Hill K., 2012).
해당 사안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소매업체가 개인의 동의를 방패삼아 프라
이버시를 침해한 사례로 분석할 수 있다. 즉 자신의 임신 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여고생의 허
락을 얻지 않고, 해당 학생의 구매 정보를 활용하여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논란을 일으킨 것이다. 또한 예전에는 추적이 불가능했던 개인의 구매 기록이나 장바구
니 목록을 기업이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기업이 개인의 구매 기록을 어느 정도까지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을 불러왔다고 볼 수도 있다.

3) Netflix 사건

Netflix는 ’06년 자사의 영화 추천서비스를 개선한다는 명분하에 10만 명의 고객이 선호하
는 영화 순위를 공개하였다. 영화 순위에 대한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었다는 Netflix의 말
과는 반대로, 텍사스 대학의 조사 결과 해당 영화에 대한 선호도 순위를 바탕으로 고객의 실
명을 알아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데이터 간 연결도가 높아지면서, 기
존에 통제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개인 정보가 우회적인 방식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시
사한다.

4) 데이터와 개인 정보 충돌 사건의 시사점

상기의 예시들은 빅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재의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법률
적 관점이 새롭게 수정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창범(2012)에 따르면 비정형 데
이터의 분석 및 활용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점１２은 ‘데이터의 개인 식별 가능성, 개

１２ Stanford Law Review에 따르면 비정형 데이터에 기반한 빅데이터 분석/활용의 문제는 빅테이터 분석이 사전 방어적으로
사회 의사결정을 보편화/일반화 한다는데 있다고 주장한다. 즉, 취합된 데이터의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를 강요하는 사회적
이데올로기가 개인의 능동적 사회 참여/이해/의견개진을 방해, 근본법에 반하는 개인 의사결정권 박탈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함. (Stanford Law Review, 2013, Pp.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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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보처리에 대한 사전 동의원칙, 개인정보의 최소 수집·최소 처리 원칙, 개인정보 자기통
제권’ 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한다(이창범, 2013: 10).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페이스북의 페
이스 태그사건은 데이터 주권의 문제로, ‘타킷’ 마트의 사건은 개인정보 자기 통제권으로,
Netflix사건은 데이터의 개인 식별 가능성과 관련한 익명성 침해의 문제로 각각 대입하여 이
해할 수 있다.１３ 앞서 소개한 사례들을 통해, 현재 비정형 데이터 사용과 관련한 기업의 관점
은 모순된 측면이 있으며, 과도기적 시점에서 개인들이 치러야 할 사회 비용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축적되어야 하며 그 사용 목적은 제
한적이어야 한다.(Tene O & Polonetsky J, 2012: 63)’는 빅 데이터 사용의 윤리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각국 정부는 정보 보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개인정보 관련 국가별 정책 현황
비정형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 시 고려해야 할 점은, 개인 데이터 사용이 소셜 미디어 및 블
로그에 기록된 비정형 데이터를 근간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라는 행
위 자체가 곧바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광범위
한 비정형 데이터의 수집으로 인해 개인 식별 정보(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PII)가 법으로 보장된 사생활의 범위를 넘어 널리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각 국가들의
개인정보법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Crawford K. & Schultz J.
2013).
개인 정보에 관한 법제도의 개선은,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업 발전을 꾀하려는 기업의 입
장과 무분별한 데이터 사용으로 자칫 침해될 수 있는 개인 정보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시작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체로 해외 국가들은 이미 체계가 확립된 자국의 정
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을 기반으로 하여 비정형 데이터와 관련된 권리를 정의하고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다. 개인 데이터에 관한 정보 보호 취급 방식과 접근법은 국가마다 차
이가 존재한다.１４

１３ 우리나라의 경우, 비정형 데이터와 관련한 유의미한 사건은 없는데, 이는 유럽보다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유지하
고 있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１４ Craig T & Ludloff M.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국가의 규제 방식을 1. 규제 모델(Regulatory model), 2. 대상화 모델
(Targeted model), 3. 자율규제(Self-regulation), 4. 소비자 규정 모델(Consumer regulation) (pp. 27-28, Privacy and 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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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미국은 전통적으로 개인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편이다. 대표적인 예로
기업이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허가를 일일이 받지 않고 이용하도록 하
며, 이용자가 문제를 제기할 때에만 이용자 정보 활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Opt-Out 방식을
들 수 있다. 미국에서는 사생활을 기초 자유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
회권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기업에 의해 개인 정보 침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물리적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고 이를 증명해야만 국가로부터 사생활 침해를 인정받고
기업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례로 확인이 가능하다(Craig T & Ludloff M, 2012: 68).
개인이 생산하는 비정형 데이터의 이용과 관련 미국 정부의 규제 수준은 유럽권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다.１５
하지만 최근 들어 데이터 유출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미
국 내에서도 점차 기업들의 개인 데이터에 대한 마케팅 남용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
다. 대표적으로 연방거래위원회가 2012년 3월 발표한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고안 (protecting
consumer privacy in an era of rapid change)을 들 수 있다. 이 권고안에는 연방거래위원
회가 2010년부터 추진해 온 개인정보 수집을 차단하는 Do not track bill(추적 금지법)을 의
무화하는 입법안 추진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데이터 취급 강화방안에 대한 논
의를 담고 있다(이창범, 2013: 19-21). 개인정보와 관련된 일련의 법 개정 강화의 흐름은
SNS 서비스 사업자와 소매업자 등에 의해 수집되는 다양한 개인 정보가 국민의 프라이버시
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한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미 정부는 `’14년 1월 빅 데이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위해 빅 데이
터와 프라이버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과학기술자문협의회 주도로 90일
간 진행될 이번 연구는 비정형 데이터와 개인정보의 역학 관계 정의 및 개인정보 주권과 관
련한 향후 미국의 정책 노선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Data)로 나누고 있다.
１５ 개인정보와 관련한 미국과 유럽의 극명한 차이는, 구글의 반독점과 관련한 소송에 대해 미국정부는 구글의 무죄를 유럽연
합은 구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구글의 시스템 개선을 요구한 사례를 통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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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

유럽 국가들은 사생활 보호에 있어 미국보다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유럽에서 사생활
은 존중과 존엄이라는 비물질적 가치에 기반한 기본권(자유권)과 동등한 취급을 받기 때문
에, 개인 정보의 사용은 미국에 비해 엄격한 방식으로 규제되는 경향이 강하다. 인터넷 서비
스 제공자와 데이터 활용 기업이 이용자의 정보 수집과 이용을 위해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하는 Opt-In 방식의 보편화가 이를 잘 설명해 준다.
유럽연합은 비정형데이터의 사용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데, 이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들이 이용자의 허락 없이 개인 정보를 악용하여 재화를 축적하는 것은 부도덕하다는 윤리관
에서 비롯된다. 2012년 제정된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는 유럽의 사생활
중시 윤리가 녹아들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플랫폼을 설계해야 하는 ‘사생활 친화적 설계(Privacy by Design)’ 및
‘개인정보 공개 설정 제한(Privacy by Default)’ 도입,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개
인이 생성한 데이터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１６의무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１７
이창범(2013: 90)은 유럽 연합에서 발의되는 개인 정보 관련 법률 개정 시 빅 데이터에 관
한 이슈가 많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현행법 내에서도 비정형 데이터와 관련된 문제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비정형데이터와 같이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에 일일
이 대응하는 것 보다는, 변화하는 세태 속에서 인격권이나 사생활 보호라는 기본권을 장기적
으로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를 더 우선하여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 정보 보호에 중점을 둔 법 개정의 추진은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의
보편화로 이해할 수 있다. 법률 제정에 있어서 유럽 국가의 특이점은, 빅 데이터와 관련하여
산재해 있는 개인 정보보호법을 일원화(보편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
정보 보호에 있어 유럽 연합의 입법 경향은 거시적인 보편법을 만들고, 이러한 보편적 정보
보호법의 테두리 안에서 각국의 실정에 알맞게 법률을 일부 수정하여 적용하는 방식을 취한
다는 데 있다.

１６ 이는 2010년에 제안되었으며 이번에 의무화 추진에 드러간 것임
１７ 빅 데이터 관련 법제의 비교법적 고찰 - EU, 미국, 한국을 중심으로, p 13 유럽연합의 빅데이터 관련 법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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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빅 데이터와 관련하여 한국의 법률은 유럽보다 높은 수준의 개인 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삼
는다. 개인 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르면 “통계 및 학술연구를 위한 개인정보의 사용은 데이
터에서 개인 정보를 제거 한 후 사용해야 하며, 데이터 생산자(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정
보 이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개인 데이터를 빅 데이터 분석에 이용할 수 없다
는 진영의 주장 근거로 활용되었다(이창범, 2013: 22-23). 그간 비정형 데이터와 관련된 정
보 주권의 문제나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법 개정 논의가 한국에서 없었던 이유는 비정형 데
이터 이용이 기업 입장에서 활용하기 편한 정보가 아니었기 때문이며, 이는 개인 정보를 남
용할 위험을 상당 부분 제거한 현재의 법률 규정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현재 ‘개인 정
보보호법’으로 대변되는 한국의 개인 정보법에는 비정형 데이터 남용과 관련하여 미국과 유
럽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데이터 주권이나 프로파일링에 대한 거부권, 잊혀질 권리와 같
은 규정 포함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볼 때, 정보 주체의 권리 보
호 장치가 미흡하다고 볼 수도 있다.１８
2013년 12월 미래창조과학부와 인터넷진흥원은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
을 발표하고, ’14년 초에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가이드라인에는１９
개인 정보와 관련된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이를 통
해 사업자들이 비정형 데이터에 기반한 사업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의 활용 시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으나, 데이터 주권을 사용자에게 보장해 주는 세계
흐름과 반대되는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였고, 결과적으로 지난 카드사의 대규모 정보 유출
을 계기로 현재 해당 권고안은 재수정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진달래, 2014).

Ⅳ. 결론 및 시사점
비정형 데이터 분석은 많은 기업과 정부에게 데이터를 새롭게 보는 시각과 힘을 갖게 해

１８ 「해외방송통신분쟁」, 2012
１９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013,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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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 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비정형 데이터를 보관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발
전함에 따라 가능해졌다. 또한 최근 들어 각국은 비정형 데이터를 통해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비정형 데이터와 관련
한 개인 정보 유출 사례를 통해, 빅 데이터를 남용할 경우 개인 정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체감하게 된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빅 데이터의 활용과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는 향후 지속적으로 제기될 문제이며, 간단히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미국과 유럽 사례에서 본 것처럼 각국의 정책적 방향은 해당 국가의 개인 정
보에 대한 시각 차로 인해 발생하며, 향후 국내의 정책 수립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국민의 공
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개인 정보 보호와 데이터
를 활용한 사회 발전이 양립 가능하다는 점을 기술적, 정책적 노력을 통해 증명해 낼 필요가
있다.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정보 소유자인 개개인에게 정보 주권을 돌려 주는 것
은 빅 데이터 시대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자 기회일 수 있다. 개인을 구성하는 다양한 정보가
정형과 비정형 형태로 구체화되기 시작한 현재, 이를 단순한 상업적 수단이 아닌 개인의 동
의를 통해 발전시킬 수 있는 공공재로 활용할 수 있다면 사회와 개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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