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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글은 한국에서 시기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프레임이 어떤 형태로 변화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텍스트가 등장하기 시작한 1984년도부터 현재까지 30년 간 걸쳐 보도된 신문기사
의 제목을 수집하였다. 시기마다 형성되어 있는 지배적인 프레임을 도출하기 위하여 단순 빈도분석과 공동출현빈도 
매트릭스 기반의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연결망분석의 주요 지표인 연결중심성의 개념을 
적용하여 시기별 주된 프레임을 밝혀내었다. 총 4시기에 걸쳐 프레임의 태동, 형성, 확장, 전환의 과정이 일어났는데,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보유주체가 주로 정부였다면 점차 전자상거래 등 고객맞춤형 서비스로 인해 민간 기업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초국가기업의 등장은 개인정보 유출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국내에서 국외로 확장시켰다. 빅데이터 
시대의 엄청난 정보량과 데이터 생태계의 역동성은 새로운 정보보안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어 강력한 정보보호체계 설
계가 시급함을 프레임의 전환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 정보보호정책,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유출, 프레임, 사회연결망분석

Abstract  This article analyses frame transition of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in Korea from 1984 to 2014. 
In order to investigate the transition, we have collected newspaper article's titles. This study adopts 
classification, text network analysis(by co-occurrence symmetric matrix), and clustering techniques as part of 
social network analysis. Moreover, we apply definition of centrality in network in order to reveal the main 
frame formed in each of four periods. As a result, accessibility of personal information is extended from public 
sector to private sector. The boundary of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is expanded to overseas. Therefore it is 
urgent to institutionalize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from a global perspective.

Key Words : data protection polic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frame 
theory, social net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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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1세기 들어 인터넷 보 의 보편화와 거듭된 기술발

에 힘입어 로벌 정보사회는 기술  발 과 사회경제

 신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확산과 함께 개인용 스마트 통신기기들을 다양

한 랫폼과 연동하여 사용하고, 클라우드 컴퓨 의 확

산으로 정보사회의 새로운 상인 데이터의 폭발  증가

와 정보 홍수를 경험하고 있다[1].

하지만 빅데이터 열풍에 가려진 어두운 그림자와 체

제  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로벌 정보사회

의 심화와 함께 인터넷 공간은 사이버 폭력, 융, 안보 

등 공공 시스템에 한 해킹의 일상화, 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빈발하며 패턴화되고 있다. 새로운 가치창

출의 원천인 빅데이터 상이 동시에 정보사회의 새로운 

해와 문제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이다.

갈등상황에 직면한 당사자들이 문제 상황을 어떻게 

이 (framing) 하는가는 갈등의 양상과 결과에 매우 

요한 향을 미친다[2]. 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

사고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이러한 사건사고들은 주로 개

인들의 삶 속에 큰 향을 미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인 

을 감안해볼 때, 이러한 갈등상황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은 무엇일까? 한 이러한 시각이 시 별로 다르게 

구성되어 왔는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왜 그런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와 같은 질문을 해결해보고자 

이 에서는 사회를 바라보는 개인들의 인식을 살펴볼 

것이며 그 방법으로 매체, 특히 신문이 사회 이슈에 

한 들의 심을 신속하게 달한다고 단하여 30

여 년간 보도된 신문기사를 모아서 분석한다.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상을 설명하는 기사들의 제목에 을 

맞추어  당시의 사회가 지닌 독특한 시각을 고찰하 다. 

이를 하여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빈도분석과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기사 제목을 이루고 있는 단어

들 간의 네트워크 구조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에 

하여 논의를 진행하 다. 

2. 이론적 배경

사회학, 언론학, 신문방송학 등을 심으로 임 연

구에 한 심이 확산되면서 지 까지 임에 한 

다양한 정의들이 제시되었는데[3][4] 고 인 논의는 

1970년  사회학자인 Goffman의 임 분석(frame 

analysis)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Goffman은 임

을 실제의 표상과 인식을 인도하는 기본 인 인지  구

조(cognitive structure)로 정의하고 사건을 조직화할 때 

우리의 주  여(subjective involvement)가 이루어지

는 과정을 설명하 다[5]. 더 나아가 Entman은 임을 

선택(selection)과 성(salience) 측면에서 ‘지각된 

실(perceived reality)’의 특정 부분을 선택하여 문제 정

의, 인과 계의 이해, 도덕 평가, 응방안 제안 등을 

진하는 방식 등으로 커뮤니 이션 텍스트 속에 두드러지

게 만드는 것이라 설명하 다[3].

험에 한 개개인의 지식이나 인식은 당사자의 직

 경험이 아니라 간 인 정보, 특히 매체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6]. 따라서 개인  집단 스스로가 

직면한 상황이나 사건을 해석하는 틀인 임과 그 

임이 형성되는 과정인 이 (framing), 그리고 상호

작용이나 경험을 통해 기존의 임을 수정하여 새로운 

해석 틀을 만드는 과정인 리 이 (reframing)의 순환

을 미디어를 통하여도 찰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기사분석을 

하는 연구는 언론학 분야에서 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김 희 등은 한매일신보의 국문 논설을 상으로 형태

주석 코퍼스(말뭉치)를 활용하여 국문 논설에 나오는 언

론 개념을 분석하 다[7]. Pollak 등은 코퍼스를 이용한 

담론분석뿐 아니라 bag of words, 의사결정나무를 사용

하여 냐의 선거에 한 지역신문과 국제신문의 상반된 

패턴  성향을 분석하 다[8]. 이밖에도 주로 보수나 진

보 등의 성향을 고려한 논조 분석이나, 선거를 심으로 

블로그 등의 댓 을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컨

 17  통령 선거기간 미디어 ‘다음’에 게시된 운  

BBK 동 상에 하여 댓 을 분석한 박한우와 이연옥

의 연구[9], 3개 매체의 6개 분야 기사의 단어에 해 신

문 논조를 분석한 감미아와 송민의 연구[10] 등이 있다. 

앞서 살펴본 연구들은 주로 미디어 임을 심으로 

수용자로서의 을 분석하 다. 이와 달리 정책 련 

뉴스보도에 한 의미 연결망 분석을 실시한 연구가 있

다[11]. 이 연구는 미국과 한국의 표 인 IT 뉴스 사이

트로부터 2006년과 2009년 사이의 주 수 련 뉴스 기

사를 선정하여 의미 연결망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미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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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국내 주 수 리방식을 평가하 다. 

본 연구는 좀 더 거시 인 시각에서 미디어 임과 

수용자 임 간의 동  상호작용이 특정 쟁 에 해 

형성된 개인들의 의견집합[12]이라는 가정을 하 다. 이

러한 가정 하에 기사의 임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사

회가 지난 30여 년간 품어왔던 ‘개인정보 유출’에 한 시

각의 변화를 추 ․분석하 다.

3. 연구방법

3.1 분석대상

정보 유출에 련된 기사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시기

는 략 1984년이다. 1984년 이후의 개인정보 유출 련 

기사를 검색할 때, 정치색을 최 한 배제하기 하여 30

여 년간의 기사DB구축이 비교  잘 되어 있는 종합일간

지  보수, 도, 진보의 성향을 띠는 신문사를 골고루 

선정하 다. 한 2000년  들어서 생긴 표 인 인터

넷 신문인 ‘오마이뉴스’도 상에 포함시켰다. 

수집DB는 독자  검색 로그램을 잘 운 하고 있는 

조선일보를 제외하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신문기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 KINDS(Korea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를 사용하 다. 그러

나 90년  이 은 키워드 검색이 불가능한 계로 부득

이하게 네이버 뉴스라이 러리를 사용하 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n number of news 
News No.

Ratio
(%)

Accum
(%)

KyungHyang 4,871 12.0 12.0
Dong A 4,857 12.0 23.9

Maeil Economy 14,384 35.4 59.4
Chosun 10,850 26.7 86.1

Hankyoreh 4,551 11.2 97.3
Ohmynews 1,108 2.7 100.0

Sum 40,621 100.0

<Table 1>은 2014년도 3월 2일부터 3월 15일까지 14일

간 개인정보 유출 련 기사 검색을 실시한 결과를 보여

다. 가장 높은 기사 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매일경제신문

은 매경 이코노미나 MBN과는 별개로 검색을 실시하 다.1)

1) 매일경제의 기사 비중이 전체의 35%로 웃돌고 있는 것은 
2007년 이후 인터넷 매일경제신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운

정보유출의 시 상을 반 하는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유의단어 몇 가지를 함께 사용하여 정확도를 높 다. 

를 들어 80년 에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외에 ‘신상정보’

라는 단어로 검색을 실시하 다. 최종 으로 검색에 쓰

인 키워드는 ‘개인정보 유출’과 ‘신상정보’ 이다.

3.2 분석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유출’의 임 경향을 분석하기 하여 사

용되는 텍스트네트워크방법론은 내용분석의 일종이다. 

하지만 통 인 내용분석에서 쓰이는 단순빈도분석과 

달리 특정 단어와 동시에 출 하는 단어의 네트워크에 

무게 심을 둔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13]. 

즉, 메시지는 하나의 상징(symbol) 혹은 인지

(cognitive)시스템으로서 커뮤니 이션을 체계화하는 ‘신

호’ 혹은 ‘정보’라고 할 수 있으며[14], 메시지의 의미 혹

은 핵심 아이디어를 조사하는 연구방법이자[15], 단어 간

의 계성을 악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연구 상이 되는 기사의 제목을 모두 분석하여 자료

화하고 유형화하기 하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학교

의 Loet Leydesdorff 교수가 개발한 Full Text 소 트웨

어를 한국어 분석을 해 변형한 KrKwic(Korean Key 

Words In Context)을 사용하 다.

우선, 단순빈도분석을 하여 텍스트 생산자의 본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데 주의를 기울여 데이터를 정제

(cleaning)하 다. 동사  형용사를 제외한 명사를 기

으로 분리하 고, 복합명사는 가능한 한 분리하지 않았

다( : 정보 유출, 첨단기술 등). 한 ‘북괴’, ‘ 락치’, ‘신

상정보’, ‘산업스 이’ 등 시 상을 반 하는 단어와 

어가 복될 경우 되도록 그 시 에 맞는 단어를 표단

어로 설정하 다. 한편,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수사’, 

‘조사’, ‘피해’, ‘경찰’, ‘검찰’ 등은 그 단어가 지닌 특별한 

의미가 존재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삭제하 다. 한 

피해액 혹은 유출건수 등을 나타내는 숫자 역시 분석에 

용이하지 않아 제외하 고, 30년간 명칭이 바  단어도

( : 안기부 -> 국정원) 그 로 보존하 다.

다음으로 텍스트를 설정하는 과정이다. 보통 텍스트네

트워크 분석 시 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기계 으로 단

영방식(이를테면 하나의 기사를 종합1보, 종합2보식으로 중
복게재)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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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클러스터 분석을 실시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시계열의 

종단연구로서 갖는 시  특성을 고려하여 우선 으로 

컴퓨터 분석을 배제하 다. 3개년씩 묶어 상  15 까지 

KrKwic을 통해 추출하여 얻어진 단어는 연도별로 첩

되는 단어들이 상 로부터 평균 8개 이상을 차지하고 있

다. 그  특정 연도에서 년도와의 첩되는 단어가 4개 

미만인 곳을 발견할 수 있고, 이 지 을 시기구분 으로 

결정하 다. 결론 으로 개인정보 보호 임의 구분은 

총 4시기로 이루어졌으며 ① 1984년-1990년  반, ② 

1990년  반-2000년  반, ③ 2000년  반- 2000

년  후반, ④ 2000년  후반-2014년으로 분류되었다. 이 

작업은 총 5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1명은 정

치학 박사학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20년 이상이며, 나

머지는 정책학 박사과정, 석사학  소지자, 학사과정 학

생이 연구의 목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분류 작업

에 참여하 다. 연구결과의 타당성과 일 성을 확인하기 

해 Fleiss의 Kappa 기법을 이용해 신뢰도 계수를 산출

한 결과 Fleiss’ Kappa 계수는 0.93으로서 일반 으로 기

존 연구들이 보고한 0.8–0.9 사이 수 을 넘겨 신뢰도를 

확보하 다.2)

텍스트에 내재된 의미구조를 분석하기 해 유형화된 

단어들의 묶음을 하나의 Text 일에 취합한 후,  

KrKwic에서 획득한 단어-단어 동시출 행렬을 통해 

NodeXL을 이용하여 연결 심성(degree centrality)을 도

출하 다. 한 1차 인 시 구분으로 유형화된 단어묶

음 안의 세부 임을 확인하기 하여 군집(clster)분석

을 실시하 고, 네트워크 지도에 한 시각화는 

Frucherman-Reingold를 사용하 다. 

연결 심성값은 하나의 노드가 다른 노드들과 가지는 

직 인 연결 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단어

의 연결 심성 측정지표인 번째 노드의 연결 심성은 

한 에 직  연결된 이웃 들 간의 링크만 고려하기 때

문에 인 수로 측정되는 것이며 지역(local) 심성

의 의미가 강하다[16]. 이에 따라 체 네트워크 내에서

의 심성을 고려하기 해 다음 식(1)과 같은 상  개

념의 연결 심성을 정의한다[17]. 이때 연결 심성

2) Fleiss’ Kappa=
  이며, 보통 0.8이상이면 관찰자 간 신

뢰도를 확보한다고 볼 수 있다[18]. 

값은 0과 1사이 값을 갖게 된다.

 

  (1)

 : 체 노드수

  : 노드의 연결 수

연결 심성 는 번째 노드가 네트워크상에서 

얼마나 많은 연결을 가지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연결

심성이 높은 단어는 다른 단어와 함께 자주 공동 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특정 시 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뜻하는 임의 심의미를 지닌 단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클러스터분석 알고리즘은 집단 분류 방법의 

하나로 Girvan과 Newman의 식을 이용하 다. 이들이 

개발한 modularity 는 부하를 이용하는 것으로 주어진 

네트워크에서 링크 부하를 계산하여 modularity 가 최

고가 될 때의 네트워크 구조를 집단구조로 선택한다[19]. 

식은 다음의 (2)와 같다.


 


 


 (2)

 : 네트워크의 총 링크의 수

: 이웃행렬의 원소

: 노드가 속해 있는 집단 

modularity 는 집단구조 내부에서는 노드들이 서로 

조 하게 연결되어 링크의 도가 높은 반면, 집단 간에

는 연결이 드물기 때문에 집단 간을 연결하는 링크에 걸

리는 부하가 크다는 논리이다. 이를 통해서 메시지들의 

시기별 세부 군집화를 알아볼 수 있다. 

4. 분석결과

4.1 기사 수 추이

1980년-1990년  반까지는 개인정보 유출에 한 

기사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러나 1995년-1997년까지 

정부의 고속정보통신망 1단계 사업 시행과, 1998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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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 통신을 필두로 한 고속인터넷 서비스 개시로 인

터넷 가입자가 1999년 37만에서 2000년 402만으로 기하

수 인 증가추세를 보 다[20]. 이러한 시  흐름으

로 2000년부터(n= 1,483)개인정보 유출과 련된 기사의 

수가 1980년-1990년  평균(=343.7)보다 3배 이상 증

가하 다. 한 2008년에 발생한 다음, 옥션, GS칼텍스 

사건을 기 으로 기업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연

이어 발생하면서 2000년-2014년까지 개인정보 유출과 

련된 기사 수는 약 7배 이상으로 폭발 으로 증가하

다(= 2,341.5). 

4.2 텍스트 네트워크분석

앞서 설명한 단순빈도, 시 별 군집분류를 통하여 

1984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30년간의 기사 제목을 분석하

다. 총 4시기로  ① 1984년-1990년  반, ② 1990년  

반-2000년  반, ③ 2000년  반- 2000년  후반, 

④ 2000년  후반-2014년으로 분류되었다. 상  45개 텍스

트3)를 사용하여 각 시  간 연결 심성값을 도출하고, 군

집분석을 실시하 으며, 군집화된 네트워크를 시 별로 

나 어 시각화하 다. 노드의 크기는 연결 심성의 상

 빈도를 나타내고 선의 굵기는 연결정도를 나타낸다. 

분석결과 빈도분석이 나타내는 키워드의 순 와 연결

심성은 비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기사제목

에 자주 등장한 텍스트이지만 단독으로 쓰이거나 한시

으로만 등장했을 경우 연결 심성의 정도는 낮게 나타난

다. 이 에서는 단순빈도분석보다는 연결 심성과 군집

분석결과에 을 두고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진 집단1

(이하 G1)을 주로 개인정보 유출에 한 당시의 지배

인 임을 찰하 다. 

4.2.1 개인정보 유출 프레임 태동

1984년부터 1990년  반에는 ‘개인정보’ 혹은 ‘개인정

보 유출’ 이라는 개념 신 ‘신상정보’라는 단어로 개인의 

요한 정보를 지칭하 다. 따라서 ‘정보’, ‘유출’, 그리고 

‘정보 유출’이 다른 그룹을 형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Fig. 1]은 텍스트 간 네트워크를 연결 심성 에

서 나타내고 있다. [Fig. 1]에 따르면 제일 큰 연결정도를 

3) 그 시대의 특징을 뚜렷하고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최적의 
단어 수이다. 즉 상위 15위를 넘어가는 단어들은 연구의 흐
름을 벗어나는 단어들이 많으므로 이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가지고 있는 G1은 정보(Information, 0.86), 유출

(Leakage, 0.82), 의혹(Suspicion, 0.32), 주식(Stock, 0.27), 

군기 (Military secret, 0.18), 공무원(Public official, 

0.16)순으로 나타났다. 이때까지 개인의 정보가 유출될만

한 통로는 주된 정보를 지니고 있었던 정부 다. 정부가 

가진 개인들의 정보를 행정 산화를 통하여 면 산화

함으로써 정보화의 가속을 불러온 반면 정보 유출의 

험도 함께 불러일으킨 시기이다.

[Fig. 1] Cluster Analysis(1984-early 1990s)

이밖에 G2는 ‘북한 간첩’, ‘군 기 ’, 기술발 이 진행

되면서 사업기 을 유출하는 ‘산업스 이’가 심 노드이

다. G3은 정부의 ‘행정 산화  국가기간 산망계획’ 등

의 정보화정책이 이슈임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G4는 기업은 정보 쟁이 치열하 고 이때부터 신상

정보 교환이 성행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4.2.2 개인정보 유출 프레임 형성

1990년  반부터 2000년  반의 시기는 속한 

인터넷 발 과 더불어 국 인 산화 구축과 함께 행

정정보가 산화가 되었고, 민간 기업에서는 ‘다품종 소

량생산’ 체제에 맞추어 고객 계 리(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가 유행하기 시작하 다. 그리

하여 공공기 과 민간 기업들이 통상 “개인정보”라 불리

는 주민등록번호, 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의 정보를 수

집하고 장하기 시작하 다. 이에 개인들은 자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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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인지하

게 되는 시기다.

[Fig. 2]에 따르면 제일 큰 연결정도를 가지고 있는 G1

은 거래(Business, 0.77), 인터넷(Internet, 0.75), 기업

(Enterprise, 0.73), 정부(Government, 0.73), 이메일

(e-Mail, 0.68), 해킹(Hacking, 068), 웹사이트(Web site, 

0.68), 자상거래(e-Commerce, 0.50) 등의 순으로 연결 

정도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Fig. 2] Cluster Analysis(early 1990s-early 2000s)

G2는 주로 불법도청, 산업스 이, 북한간첩 색출을 

한 안기부의 민간 사찰 등의 라이버시 침해에 한 텍

스트가 주를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G3은 pc통신의 속

한 발달과 함께 컴퓨터 바이러스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정부의 련 정책을 나타내는 군집이다. 특히 

1994년 정보통신부 발족을 시작으로 개인정보에 련된 

법률과 사생활 보호에 한 법률이 순차 으로 시행되면

서 정보보호에 해 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2.3 개인정보 유출 프레임 확장

2000년  반부터 2000년  후반, IT발 은 더욱 가

속화되고 인터넷도 더욱 활발해지면서 개인정보 유출의 

범 가 확 되었다. 해커들은 고도화된 수법을 동원하여 

개인정보  주요기  등을 유출하 다. 나아가 인터넷 

네트워크의 로벌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의 경

계가 국내에서 국외로 확장되기 시작하 다. 더욱이 이

때부터 휴 폰을 이용한 범죄가 등장하면서 이메일뿐 아

니라 SMS문자 스팸을 통한 정보 유출피해도 속출하

음을 알 수 있다.

텍스트들 간의 군집분석 결과는 [Fig. 3]과 같다. G1은 

자정부와 NEIS, 그리고 여 히 존재하는 불법도청  

공무원의 정보 유출을 보여주고 있다. 심 노드로서 정

보 유출(0.95), 개인정보(0.81), 국정원(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0.32), 자정부(e-Government, 

0.20), NEIS(0.20) 등의 텍스트가 높은 순 를 이룬다.

이러한 형성은 자정부를 둘러싼 수많은 심을 표

명하는 것과 더불어 정보보호체계가 허술하다는 우려를 

반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하드웨어 인 

한국의 산망은 선진국 못지않게 구축되었으나 이를 

리하고 보호할 기술이나 법제도가 극히 미흡한 수 이라 

평가되었다[21][22][23][24]. 

[Fig. 3] Cluster Analysis(early 2000s-late 2000s)

이외에도 G2는 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개인

정보의 국외유출과4) G3의 포털사이트를 심으로 개인

정보가 사이버 상에서 끊임없이 장되고, 수집되고, 사

용되고 있는 상이 목격된다. 한편 G4는 개인정보 유출

과 동시에 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감시를 다루고 있다. 

4) 2006년 2월 발생한 리니지 명의도용사건은 IP주소 1,449개
를 조사한 결과 중국 게임아이템 유통업자들이 중국에서 접
속하거나 VPN(가상사설망), 해킹을 이용한 우회접속 등 방
식으로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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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과 동시에 휴 폰을 통한 치추 , 도청 

등의 라이버시 침해가 묘하게 섞여 개인이 일거수일

투족을 감시당하고 있다고 느껴지게 할 정도이다. 

4.2.4 개인정보 유출 프레임 전환

2000년  후반부터 최근까지 참여ㆍ공유ㆍ개방의 웹 

2.0기술과 함께 가히 폭발 인 스마트폰 시장 환경이 맞

물리면서 “모바일 웹 2.0”시 로의 빠른 진화를 보인다

[26].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속한 확산, 클라우드 

컴퓨 , 랫폼 기반 표 화, 빅데이터 환경의 보안

까지 더해져 정보를 둘러싼 쟁터와 같은 시 가 다. 

[Fig. 4]에 따르면 G1은 개인정보(0.98), 해킹(0.91), 피

해(Damage, 0.89), 인터넷(0.86), 카드사(Card Company, 

0.82), 소송(litigation, 0.80), 스마트폰(Smart phone, 0.70), 

피싱(Phishing, 0.68), 네이트(Nate, 0.66), 2차 피해(2nd 

damage, 0.64)순으로 연결 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외에도 KT, 옥션, 캐피탈, 하나로 텔 콤 등 고객개

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이 거론되고 있다. 빅데이터의 등

장과 함께 기업의 리소홀로 인해 유출되는 정보량이 

기하 수 으로 늘어났으며 SNS 등의 랫폼을 통한 실

시간 유출도 기술 으로 가능해져 그 피해가 증폭되었다. 

한 신종 융사기라 불리는 피싱, (Pharming) 

등 유출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한 피해는 개인정보가 

사이버 상에서 삭제되지 않는 한 2차, 3차 이상 반복 ․

지속 으로 일어난다.

[Fig. 4] Cluster Analysis(late 2000s-2014)

이러한 유출은 더욱 정교화된 로벌 네트워크를 타

고  세계로 확 되면서 그 피해는 더욱 커져가고 있다. 

빅데이터 시 의 표기기인 스마트폰 사용자의 증가는 

이러한 정보보호 문제가 한 지역이나 국가에 머무르지 

않고 공간을 월한 이슈임을 보여 다[27].

G2는 기업의 불법  행태와, 정부에 한 강력한 보안

책의 요구를 나타낸다. 하지만 G2의 상단을 차지하고 

있는 노드(채동욱, 국정원, 통령)를 살펴보면 여 히 

정보 유출의 통로로서 정부활동에 한 우려가 나타난다. 

4.2.5 개인정보 유출의 프레임 변화

분석결과 한국은 정보화진흥정책에 따라 IT기술의 

속한 발 과 더불어 30년간의 개인정보 유출에 한 

임도 시 별로 크게 변화하 다. 이 임 변화를 시

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 1시기(개인정보 유출 임 태동)

1984년-1990년  반은 ‘개인정보’ 에 한 념이 

거의 정립되지 않았다. 정부가 부분의 개인정보를 보

유하고 있었기에 주된 유출의 통로 으며 정보 산화를 

한 인 라 구축은 정보 유출의 험 우려를 가속화시

켰다. 즉, 개인정보 유출에 한 임의 태동이라 할 수 

있다.

제 2시기(개인정보 유출 임 형성)

1990년  반-2000년  반은 속한 인터넷의 발

과 민간 기업의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 기반 고객 계

리가 시작되었다. 통상 개인정보라 불리는 주민등록번

호, 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의 정보를 수집․ 장하기 

시작하 으며 개인은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를 인지하게 

되었다. 즉, 개인정보 유출에 한 임의 형성이다.

제 3시기(개인정보 유출 임 확장)

2000년  반-2000년  후반 개인정보 유출은 공공

기 에서 민간 기업까지, 나아가 국내 뿐 아니라 국외로

까지 확장되어 그 피해가 확산되었다. 더욱이 불법도청

과 치추  등의 라이버시 침해와 불완 한 정보보호

체계 등이 혼재되어 개인정보 유출에 한 불안감이 증

폭되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에 한 임이 확장되

어 그 심각성이 두되는 것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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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ransition of Frame(Personal Information Leakage) during 30years in South Korea  

제 4시기(정보 유출 임 환)

2000년  후반부터 재까지 빅데이터 시 의 랫폼

을 통한 실시간 정보 유출, 로벌네트워크에서의 무차

별 해킹공격, 신종 융사기에 의한 2차 피해 등 국내 정

부  기업수 의 보호 책을 넘어서는 유출이 범람하고 

있다. 이제 개인정보 유출은 국내를 벗어난 지구 인 

문제로 환되었고 이런 임 환을 다루는 정보보호

정책의 필요성이 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Fig. 5]는 한국의 개인정보 유출 임의 변화를 시

기별 심연결성이 높은 텍스트를 심으로 타이포그라

피를 이용해 구 한 것이다. [Fig. 5]에 따르면 개인정보

에 한 근은 공공기 에서 민간 기업으로 차 확장

되고 있다. 즉, 개인정보에 한 근  보유주체가 주로 

정부 다면 차 자상거래 등 고객맞춤형 서비스로 인

해 민간 기업으로 확 되었다. 한 국가기업의 등장

은 개인정보 유출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국내에서 국외로 

확장시켰다.

2000년  반부터 속도로 발달한 IT기술은 폭발

인 스마트폰 시장 환경을 이끌었고, 더욱 촘촘해진 로

벌 네트워크를 따라 실시간 이고 지속 인 개인정보 유

출을 국외로까지 가능  했다. 게다가 2000년  후반부

터 나타난 클라우드 컴퓨 , 랫폼 기반의 표 화, 빅데

이터 시 의 엄청난 정보량은 국가경계를 넘어서는 데이

터 생태계의 역동성을 일으키며 새로운 정보보안 으

로 다가오고 있어 개인정보보호가 더 이상 한 국가 안에

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극명하게 보여 다.

5. 결론

이 은 한국에서 시기별 개인정보 유출에 한 

임이 어떤 형태로 변화하는지에 한 심으로부터 시작

되었다. 이를 하여 사회연결망의 주요 지표인 연결

심성의 개념을 용하여 개인정보유출의 시기별 주된 

임을 밝 내고자 하 다.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텍스트

가 등장하기 시작한 1984년도부터 재까지 30년간에 걸

쳐 보도된 신문기사의 제목을 수집하 으며, 시기마다 

형성되어 있는 지배 인 임을 도출하기 하여 단순 

빈도분석과 공동출 빈도 매트릭스 기반의 텍스트 네트

워크 분석, 군집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4시기에 걸쳐 임의 

태동, 형성, 확장, 환 과정이 일어나면서 기 개인정보

에 한 근  보유주체가 주로 정부 다면 시간이 지

남에 따라 차 자상거래 등 고객맞춤형 서비스로 인

해 민간 기업으로 확 되었다. 한 국가기업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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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개인정보 유출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국내에서 국외로 

확장시켰다. 

별다른 보호체계가 없던 1990년 는 정부나 기업의 

리 소홀과 비윤리  행태로 인하여 정보 유출이 일어

났다면 2000년  이후는 고도의 기술 인 방식을 통하여 

지속 인 정보 유출이 일어났다. 이로 인한 피해는 국내

에서 국외로, 단순 유출에서 2, 3차의 반복 인 피해로 나

타나고 있다. 재 빅데이터 시 의 엄청난 정보량과 국

가경계를 넘어서는 데이터 생태계의 역동성은 새로운 정

보보안 으로 다가오고 있어 강력한 뉴거버 스 측면

의 정보보호체계 설계가 시 함을 개인정보 유출 임

의 환을 통하여 보여주었다. 

이 은 종합일간지를 상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한 30년간의 임이 형성되고 변화되는 과정을 실증

인 분석을 통하여 보여주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한 

그 변화에 따른 IT 로벌 거버 스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시키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몇 가지 요한 이론 , 정책  함

의를 제시한다. 우선 이론  함의로 첫째, 개인정보의 유

출에 한 범사회과학 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다. 

개인정보 유출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규모화 되고 

일상 으로 빈발하고 있지만 이에 한 지  이해는 아

직 보 인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이

론 인 연구의 기 로서 자료에 한 데이터베이스의 구

축과 다양한 방법론을 용하는 것은 개인 연구 수 을 

넘어 학계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을 알 수 있

다. 다시 말해 학계 차원의 력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 사용된 텍스트네트워크 분

석은 실제로 사회과학 뿐 아니라 인문ㆍ 술ㆍ자연과학 

등  역에 걸쳐 사용되는 계량분석방법론이다. 학제 

간 융합연구를 진행할 때 시 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양질

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분석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정책  함의로 우선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디지털 

험에 처하기 해서는 국내 인 맥락에서 정부 주도의 

하향식의 일방향  법ㆍ제도체계는 그 실효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을 지 할 수 있다. 정부 내에서 다양한 

기 들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 부문의 민간 기업들, 문

가 그룹,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력 이고 수

평 인 구조의 새로운 거버 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비단 국내  차원에서의 제도와 책뿐만 아니

라 로벌한 차원에서의 정책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

다. 빅데이터 시 의 정보보호문제는 이제 한 지역이나 

국가의 공간을 월한 로벌 이슈이다. 이제 IT정책은 

더 이상 자국만의 법이 될 수 없으며, 장기 이고 로벌 

표 에 걸맞은 정책결정이 시 하다. IT를 둘러싼 기술 

 제도의 변화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보안문제

에 하게 응하기 한 로벌 거버 스가 필요하다. 

이러한 험에 비한 로 국, 독일, 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의 EU5 국가들은 정보보호 에 한 리스트

를 만들어 응방안을 공유하며 유출에 한 비책을 

세우고 있다[28]. 

한편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미디어

가 가지고 있는 휘발성과 그에 비해 긴 연구기간설정으

로 인하여 당시에 요한 이슈 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다 지지 못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이다. 한 비교  

많은 텍스트가 등장하는 까닭에 그 과정에서 오류의 가

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이 은 정보화  정보보호 정책을 포 으로 논의

하기보다 임 변화에 하여 기술하는 데 더 을 

두었음을 밝힌다. 이 에서 도출한 임 분석결과에 

따른 정보보호 련 법, 제도 등에 한 황, 문제 , 그

리고 정책  제언은 후속연구의 좋은 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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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key word
(1984-1992)

Freq  G.
key word
(1993-2001)

Freq  G.
key word
(2002-2007)

Freq  G.
key word
(2008-2014)

Freq 

G1

Information 6 0.86

G1

Business 22 0.77

G1

Information leakage 872 0.95

G1

Personal 76 0.98
Information leakage 112 0.75 Internet 431 0.75 Personal information 587 0.82 Personal information 2038 0.98
Suspicion 17 0.32 Enterprise 66 0.73 Data 47 0.48 Hacking 913 0.91
Development 10 0.30 Government 61 0.73 NIS 356 0.32 Damage 296 0.89
stock 11 0.27 e-Mail 54 0.68 Bugging 195 0.25 Internet 364 0.86
Speculation 17 0.25 Hacking 85 0.68 e-Government 20 0.20 Card corporation 2270 0.82
Inspection 0.25 Web site 70 0.61 NEISⅶ) 99 0.20 Litigation 194 0.80
Computer 3 0.23 Development 52 0.57 Public Sector 23 0.18 Client 345 0.77

Military secret 13 0.18 e-Commerce 87 0.50 NTS 28 0.16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420 0.70

Parliamentary 
Inspection

19 0.18 Hacker 46 0.48 Ministry of Education 38 0.14 Smartphone 428 0.70

DSC
ⅰ)

32 0.16 Economy 27 0.43 Lee Myung-bak 86 0.14 Portal site 92 0.68
Public official 4 0.16 Service 69 0.41 KTU

ⅷ)
42 0.09 Phishing 182 0.68

Prior leakage 5 0.16 Card company 68 0.41 Public official 27 0.09 Nate(SNS) 154 0.66
War of Information 5 0.14 Computer network 23 0.39

G2

Security 33 0.68 Victims 119 0.64
Civilian 18 0.09 Client data 43 0.39 Service 38 0.55 2nd damage 141 0.64
Real estate 5 0.07 Credit card 25 0.34 Hacking 123 0.50 KT co. 257 0.59

G2

USA 27 0.43 North Korea 36 0.30 USA 99 0.43 Service 93 0.57
South Korea 13 0.41 Conglomerate 23 0.25 IT 27 0.41 Exposure 95 0.57
Technology 6 0.41 China 27 0.25 Computer 52 0.36 Collect 90 0.57
Japan 20 0.36 NTS 31 0.14 China 44 0.36 Password 111 0.50
Regulation 5 0.34

G2

USA 251 0.80 Computer Virus 29 0.34 Auction co. 79 0.50
Soviet Union 13 0.32 Security 41 0.73 Lineage (Game) 48 0.32 Financial Authorities 350 0.48
Collection 5 0.32 Protection 94 0.68 Samsung Electronics 22 0.20 Hyundai Capital co. 189 0.48
Industrial spy 9 0.30 Computer 20 0.61 High technology 26 0.20 Hanaro Telecom co. 95 0.43
High technology 23 0.30 Staff 25 0.55 Industrial spy 27 0.14 Business suspension 112 0.34
Exportation 4 0.27 Police 37 0.52

G3

Internet 352 0.80

G2

Information leakage 3443 1.00
Bukgoe

ⅱ)
11 0.20 Prosecution 42 0.52 Cyber 28 0.50 Government 203 0.86

Spy 8 0.18 NSPA 72 0.48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89 0.48 Security 126 0.86

Economy 7 0.16 Bugging 80 0.45 X-file 97 0.43 Enterprise 117 0.84
Countermeasure 3 0.09 Industrial spy 38 0.34 KT co. 25 0.41 Illegal 115 0.77
NSPAⅲ) 9 0.05 NISⅴ) 59 0.30 Portal site 23 0.36 South Korea 189 0.77

G3

Leakage 13 0.82 Client list leakage 38 0.25 MICⅸ) 38 0.36 Police 224 0.77
Protection 7 0.41 Military secret 23 0.16 Card corporation 57 0.34 Staff 83 0.77

Personal 6 0.41
Intelligence 
committee

36 0.16 Spam 29 0.32 China 110 0.75

Computerization 4 0.39

G3

Information leakage 603 1.00 Entertainer 60 0.23 Prosecution 312 0.75

Privacy 18 0.30
Personal 
information

402 0.77 Netizen 28 0.16 GS Caltex co. 88 0.68

Government 6 0.27 Cyber 94 0.66

G4

Homepage 75 0.59 e-Mail 54 0.66
Personal 
information(1)

22 0.25 PC communication 49 0.55 Bank 54 0.50 Cyber 112 0.61

Administration 
computerization

13 0.23
Personal 
information

48 0.48 Cellphone 74 0.50 SNS 342 0.61

Protecting Act 7 0.20 Privacy 32 0.43 Surveillance 23 0.30 NIS 320 0.55

G4

Enterprise 11 0.50 Public official 42 0.41 Password 32 0.30 Share 110 0.50
Finance 4 0.18 Security Act 24 0.30 Member 30 0.27 Court 135 0.48
Conglomerate 5 0.11 Computer Virus 69 0.30 FSSⅹ) 48 0.25 President 100 0.43
Personal 
information

5 0.09 Netizen 36 0.27 Telecom corporation 28 0.20
Shanghai Information 
leakage

110 0.27

NTS
ⅳ)

7 0.07 e-ID card
ⅵ)

34 0.09 e-Mail 22 0.18 Chae Dong-uk 141 0.18
Vertices 45 Vertices 45 Vertices 45 Vertices 45
Unique Edges 560 Unique Edges 950 Unique Edges 704 Unique Edges 1,314
Average Clustering Coefficient 0.632 Average Clustering Coefficient 0.698 Average Clustering Coefficient 0.641 Average Clustering Coefficient 0.778
ⅰ) DSC: Defense Security Command
ⅱ) Bukgoe: North Korea puppie regim
ⅲ) NSPA: National Security Planning Agency
ⅳ) NTS: National Tax Service
ⅴ) NI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ⅵ) e-ID card: Electronic identification card
ⅶ) NEI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ⅷ) KTU: Korean Teachers & Educational worker's Union
ⅸ) MIC: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ⅹ) FSS: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ppendix. Frequencies and Degree Centrality values inter-no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