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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Trust) 기반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가

주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연구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정보 개념을 재검토하여 신뢰 기반 ICT 

인프라가 주는 새로운 개인정보 활용 비즈니스 기회들을 모색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가 ICT 활용 비즈니스에 이

용된 배경에 대해 살펴본 후, 이러한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불신 

요인과 파급력을 파악해 신뢰 기반 ICT 인프라가 줄 수 있는 새

로운 개인정보 생태계 비즈니스모델들을 제시한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는 옵트인 방식 적용 범위의 확대, 데

이터 수집 없는 앱의 출시, 이용자 통제 기반의 개인정보 부가

가치화, 그리고 신뢰 추구 업체 친화적인 개인정보 생태계 조성 

등이며, 이와 관련한 비즈니스모델들은 기존의 블록킹 툴 무료 

제공 및 데이터 수집 없는 앱 외에 개인정보저장소 앱, 신뢰 기

반 브랜드화된 쿠키 앱, 게이미피케이션이 가미된 자가분석 앱, 

평판관리 앱, 개인정보 기부 앱 등으로 무한 확장이 가능할 것

이다. 또한, 이러한 앱 생태계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신뢰를 추

구하는 앱 개발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있는 업체 최적

화 플랫폼(VOP)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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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고에서는 사전적 의미로, 정보(Information)는 생활 주변

에 산재된 자료를 수집, 가공, 처리해서 사용 목적에 따라 잘 정

돈한 데이터를 말하며,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이란 이러한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게 하는 일련의 기

술을 말한다. 한편, 통신(Communication)이란 멀리 떨어져 있

는 사람 또는 기계들 간에 여러 종류의 매체를 이용해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며 통신기술(Communication Technology; 

CT)은 정보 전달 과정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유/무선 전송기술

을 말한다. 따라서,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이 합친 개념인 정보통

신기술(ICT)은 데이터가 발생되는 기기(터미널)와 데이터를 처

리하는 프로세싱 장치(CPU)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를 사용의 단

말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는 기술로 이해된다.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스트럭처 (Infrastructure; 이후 인

프라)가 활용되면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축적 및 가공되기 시

작했고, 특히 스마트폰이 등장해 데이터가 쌓이면서 빅데이터

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이는 특히 4G LTE 기반에서 SNS나 메

시징을 통해 오가는 메시지, 이미지, 영상 등이 폭발적으로 증

가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들이 의미 있는 데이터로 인식

되기 시작하면서 더 힘을 받는다. 

위키백과에 의하면, 빅데이터란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

로 데이터를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는 

대용량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 집합이며, 동시에 이러한 데이터

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 자체이다. 정형 

데이터 외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

후 SNS) 데이터, GPS 기반의 지도, 날씨 정보처럼 기존에 지

나쳤던 비정형화된(Unstructured) 데이터가 더욱 활성화되면

서, 특히 인터넷기업 중심으로 이러한 데이터가 의미 있다고 인

식하게 된다. SNS가 활성화되면서 활자뿐만 아니라, 업데이트 

되는 데이터의 90%가 이미지나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

기 시작한다. 

ICT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략이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시장의 잠재력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되기 시작했다. 여러 산업 

영역에서 ICT 활용 과제들이 진행되기 시작했고, 지방자치단체

와 연계해 창조경제센터를 설립해 지역 특성에 맞게 ICT를 활

용하는 ‘특성화 사업 및 교육’ 지원이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

소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기업들도 2014년 방송통신융합 시장 

포화로 ICT 활용 관련 조직 및 기능 변경을 모색 중이다. ICT활

용 내지 ICT융합이란 ICT의 네트워크화, 지능화, 내재화의 특

성을 통해 기존 기술 및 산업 간 융합을 원천 기술화시키는 것

이며, 기술은 컴퓨팅(Computing), 네트워킹(Networking), 센

싱(Sensing), 액츄에이팅(Actuating) 기술로 구분된다. 자동차 

경우, 컴퓨팅은 주행 상황분석, 차량 통합 제어, 차량 상태 분

석, 운전자 상태 분석 등이며, 네트워킹은 차량 제어 및 상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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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제공, 제어기간 분산 제어, 차량 간 정보 제공, 센싱은 서라

운드 센서, 노변 인프라 센서, 차량상태 검지 센서, 디지털 맵 

등이고, 액츄에이팅은 주행방향 선택, 감속, 가속, 차량 거리 유

지 및 정지, 에어백 등이다.

2015년은 특히 자동차, 홈, 금융, 헬스 등 일부 산업과 ICT와

의 융합에 있어 가시적 성과를 산출해내기 위해 ICT 활용에 박

차를 가하는 원년이 되었다. 예로 자동차산업의 ICT활용에서는 

2011년 현대자동차의 i40차량에의 음성인식기술 탑재하는 등 

차량용 멀티미디어 관련해 다양한 ICT활용 기술이 양산될 예정

이고, 모바일결제 시스템, 금융시스템 등 국내 금융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는 ICT 활용 움직임이 거세진다. 

점차적으로 기업들은 데이터에 더욱 관심갖는다. 이들은 데이

터 분석을 마케팅 툴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

했고, 개인정보(Personal data)가 마케팅에 활용되는 사례들이 

등장한다. 대표적 예로 2012년 미국 할인매장 업계 2위인 ‘타겟

(Target)’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가 있다. 

타겟이 2012년 고객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은 이유는 타겟

이 고등학생인 딸을 가진 고객 집에 유아용품 할인쿠폰을 배송

했기 때문이다. 타겟 측은 “예비 엄마에게 보내야 할 쿠폰을 잘

못 보냈다”며 사과했는데, 고등학생에게 유아용품 할인쿠폰을 

보낸 것은 빅데이터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여성이 임신을 하면 

초기에 영양제를 찾고 입덧을 하면서 향내 나는 로션에서 무향

내 로션으로 바꾸며, 임신 말에는 유아용품을 주로 구매한다는 

데이터 분석 결과가 바탕이 됐다. 여고생이 영양제를 구입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로션을 구매하자 타겟 측은 출산 시점이 머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유아용품 할인쿠폰을 보낸 것이다. 부모인 

고객의 항의 문의는 한달 뒤 반전됐다. 실제로 이 여고생은 임

신 중이었던 것이다. 부모조차 몰랐던 딸의 임신 사실을 유통업

체가 구매행태 데이터 분석 기반의 예측시스템을 통해 먼저 알

았냈던 것이다.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다양한 산업에서 개인의 구매행위가 활

용됨에 따라 기업들이 사용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상호 신뢰

(Trust) 여부가 데이터를 활용하는 비즈니스 조성과 성장의 핵

심 이슈로 대두된다. 빅데이터 분석 내용이 대개 사람들의 생

활패턴을 계량화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

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옥션(Auction)이나 네

이트(Nate), 소니(Sony) 등 다양한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

고가 지난 몇 년 간 발생했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

한 사회적 관심도 고조되는 상황에서 빅데이터의 등장은 이러

한 이면의 우려를 동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한국인터넷진

흥원(KISA)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2012년도 개인정

보분쟁조정사례집’(2013.5.8)에 나타난 2012년 국내 분쟁 사건

은 총 143건으로 전년(126건) 대비 13.5%나 늘었다. 조정 신청

이 가장 많은 유형으로는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이 전체

의 53%(76건)를 차지했다. 이는 개인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등

을 주인의 동의 없이 홍보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보험사와 같은 

제휴업체에 제공한 것을 의미한다. 

빅데이터가 기업들의 새로운 자산으로 떠오르면서 개인정

보 논의가 함께 거론된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비즈니스 환경

이 급속도로 전개되면서, 인간과 인간, 사물과 인간 상호 간 연

결성을 가능하게 하면서 개인정보 관리가 일정 수준의 신뢰도

와 정확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개인정

보 활용 가치가 높아지면서, 기업이 가공한 고객정보에 대한 소

유권을 누가 갖는지, 기업에 남아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할 

권리가 고객에게 있는지 등 다양한 이슈들이 나온다. 본 연구

에서는 개인정보 개념 검토와 개인정보가 ICT 활용 비즈니스에 

이용된 배경에 대해 살펴본 후, 이러한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불

신 요인과 파급력을 파악해, 결론적으로 신뢰 기반 ICT 인프라

가 주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개인정보가 ICT 활용 비즈니스에 이용된 배경

데이터가 본격 활용되기 시작한 2012년에 개인정보 이슈

가 불거지면서 페이스북 위기론이 제기된다. CNET지(誌)

(2012.7.17)에서 페이스북은 ‘2012 미국 소비자조사지수 

(ASCI)’의 소비자 만족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국에서도 몇 년 

간 발생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1억 건에 달하면서 피해가 속출

하자, 2012년 8월 18일부터 인터넷상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

집, 이용이 제한되는 법률1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기도 했

다. 국내 법 상,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정보를 대상으로 하므

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 민간 부문에서 처리되는 모든 개인정

보들이 그 보호 대상이다(현대호 2012. 27). 대표적 개인정보는 

정부, 교육, 의료, 금융, 비즈니스 정보 등이다. 특히 처방 정보 

등의 의료정보는 제약회사 같은 관련 기업들의 마케팅 활동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박완규, 2012: 18). 

1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

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은	인터넷	상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	제한,	개인정보	누출	통지

와	신고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기술적/관

리적	보호조치	미	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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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

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

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함)이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또한, <정보통신망 이

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란 생

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

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이다(<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항 제6호). 국내 현행법상 개인정보 개념은 이 외에

도 <전자서명법> 제2조 제13호,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호 다목 등이 있으나 그 의미는 같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와 유사 용어로 사용되는 ‘비밀(Secret)’

과 ‘프라이버시(Privacy)’가 있다. 먼저 개인정보와 비밀을 구분

해보면, 개인정보는 공개 여부를 불문하고 태생적으로 누군가

에 의해 이용 또는 활용될 것을 전제로 하지만, 비밀은 밝혀지

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내용으로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리

지 말아야 할 것으로, 해당 비밀의 주체가 공개하지 않으면 영

원히 비밀로 존재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수집·이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비밀이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

는 제한적 범위에서 활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통

신 비밀이 범죄수사를 위해 수집·이용되거나, 성병이나 에이

즈 같은 질병정보가 다른 사람에 대한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

해서 수집·이용되는 경우가 그 예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

우에도 비밀은 그 수집·이용의 목적범위 내에서 내부적으로만 

이용될 뿐 공공연하게 이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않는다. 

다음은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의 구분이다. 여전히 개인정보

와 프라이버시는 동일 개념으로 혼용되어 사용되는데, 프라이

버시는 오랜 역사와 광범위한 용어 사용에도 불구하고 아직 명

확한 법적 정의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사전적으로 ‘프라이버시’

란 개인의 사생활이나 집안의 사적인 일 또는 그것을 남에게 간

섭 받지 않을 권리이다.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는 두 가지 관점

에서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프라이버시는 자기 자신에 전속한 

권리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에서는 이를 실질적으로 수립·관리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의 권리도 인정된다. 또한, 프라이버

시는 인격권 그 자체이지만 개인정보는 인격권 침해가 없더라

도 보호되어야 한다. 예컨대 정보 주체의 은행계좌 및 신용카드

번호가 유출된 경우 이 정보가 인격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는 볼 수 없다(법제처, 

2009. 9. 3. 44-48면).

이렇게 정의된 개인정보를 유형화하면, 개인의 성명·주민등

록번호 등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 및 상태, 

신체, 교육, 보건·의료, 문화활동 및 정치적 성향과 같은 내면

의 비밀도 포함될 수 있다. 인적사항 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

호, 주소, 본적지,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이메일 주소, 

가족관계 등이며, 사회적 정보는 전과, 범죄기록, 과태료납부

내, 직장, 근로경력, 직무평가기록, 병역기록, 군번, 계급, 근무

부대 등, 경제적 정보는 소득,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동

산 및 부동산 보유내역, 저축내역, 개인신용평가정보, 대출 또

는 담보설정 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이다. 또한, 신체적 정

보는 얼굴, 지문, 홍채, 음성, 유전자 정보, 키, 몸무게 등이고 

교육정보는 학력, 성적, 출석상황, 자격증 보유 내역, 상벌기

록, 생활기록부이며, 보건 및 의료 정보는 진료기록, 신체장애 

및 장애등급 등 정보이며, 내면적 정보는 도서, 비디오 및 DVD 

등 대여기록, 잡지구독정보, 물품구매내역, 웹사이트 검색내역 

등이고, 기타 정보로 전화통화 내역, IP주소, 웹사이트 접속내

역, 이메일, 문자메시지, 개인위치정보 등이 있다(행정안전부, 

인터넷진흥원 2009:14).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

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

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15). 국내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령에서는 개인정보의 

유출·오용·남용 등의 방지와 적절한 수집·활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을 하는 자에게 일정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상의 제한 및 그에 따른 의무를 준

수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적절하게 개인정

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필요 

최소한의 수집, 민감정보 수집 제한, 개인정보 이용·제공 제

한, 수집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의무, 개인정보 수집·이

용·제공·이전 시 정보주체의 동의 획득, 개인정보 수집 목적 

달성 시 파기 의무 등으로 모호한 면이 많다. 또한, 개인정보 수

집 대상자인 개인에게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거나 수

집된 개인정보를 열람·정정·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또한 애매모호한 

이유는 사실상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 수집을 동

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

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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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에 신고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

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침해 당한 개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개인정보를 침해한 자는 행정상의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점차 개인의 아이덴터티인 개인정보는 요즘 디지

털 페르조나(Digital persona)로 무한 확대되고 있다. 즉, 실제 

사람은 오프라인에서 소비자나 시민, 종업원의 모습일 뿐인데, 

디지털 상에서는 광고의 프로파일, 정부 파일 등 수십 개의 프

로파일화되어 디지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디지털페르조나가 된 개인정보가 ICT활용 비즈니스에 이용되

는 메커니즘은 간단하다. 인터넷 웹사이트, 브라우저나 앱, 그

리고 인터넷에 접속된 커넥티드 디바이스에서 수집된 개인정보

가 각 기업이 정해놓은 프라이버시 정책에 의해 법적으로 통제 

받는 트래킹 기술을 기반으로 이용된다. 기업은 정보를 허락하

는 이용자에게 관련 디지털미디어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허락된 데이터가 수집, 분석되어 그 결과가 타겟마케팅이나 앱 

개발자의 ICT 용 서비스 개발에 이용된다. 이 과정을 통해 기업

은 광고주와 거래해 매출을 창출하게 된다. 

2. ICT 활용 비즈니스 불신 요인과 그 파급력

ICT 활용 비즈니스를 추진하면서 개인정보 이용 과정에 대

해 투명하지 않으면 이용자는 해당 서비스나 기업에 대해 불신

(Mistrust)을 갖는다. 사례들을 통해 본 ICT 활용 비즈니스 불

신 요인들로는 프라이버시 침해(Privacy infringement), 보안 

소홀, 정부의 감시, 빅데이터 수집자의 이해관계 갈등 문제 등

이 있다. 먼저, 프라이버시 침해를 보면, 큰 사건으로 2012년 3

월 12일, 텍사스 주에서 SNS업체와 애플 등 18개 사를 대상으

로 프라이버시 관련 집단소송이 제기된다. 원고 측은 해당 업체

들의 모바일 앱이 이용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

를 사전동의 없이 도용, 판매해 소비자 프라이버시 침해를 초래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Fierce Mobile Content, 2012.3.14). 

불신을 조장한 프라이버시 침해 사건을 시기적으로 살펴보

면, 2010년 7월 구글맵 기반 스트리트뷔유(Street View) 데이

터 무단 수집 사례에서 시작된다. 거리 사진들을 무료로 공개하

는 ‘스트리트뷔유’ 촬영 차량이 주변 WiFi망 데이터를 무단 수

집, 저장했는데, 차량의 목적은 구글 위치정보 데이터베이스 증

강을 위해 차량 부근 데이터를 읽어내는 것이었다. 분쟁 이유

는 촬영 차량이 보안에 취약한 WiFi망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무

단 수집한 점이다. 구글은 2010년 5월 3억 개 WiFi망 기지국 

데이터를 보유하였으며, 30미터 내 위치 추적이 가능한 상황이

었다(WSJ, 2011.5.2). 사법 당국에서 행정지도를 받은 구글은 

WiFi망 데이터 수집을 중단2한다(SearchEngineLand, 2010. 

10.20). 2013년 11월, 구글은 다시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후 EU)의 제재를 받는다. 2012년 10월 EU 회원국의 데이

터 및 개인정보 규제기관들은 실정법에 어긋난 구글의 개인정

보 보호정책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린다. 27개 회원국 중 그리

스, 루마니아, 리투아니아를 제외한 24개국이 이 내용의 서한

에 서명했다. 이유는 2012년 3월 구글이 유튜브, G메일, 구글

+ 등 자사 서비스 이용자들의 웹서핑 기록 등 개인정보를 통합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프랑스 국가정보위원

회(CNIL)는 구글 측에 4개월 내 유럽 기준에 맞는 프라이버시 

정책 제시를 촉구했고,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정보보호기관들은 2013년 4월 구글의 통합 프라이버시 정책이 

EU 기준에 어긋난다며 시정을 요구했고, 2013년 말 스페인 정

보보호국은 구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적용, 벌금 90만 유

로를 부과했으며, 프랑스 CNIL도 개인정보 수집 방식, 활용 경

로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15만 유로를 부과했다. 

페이스북도 프라이버시 이슈로 어려움을 겪는다. 먼저, 

2007년 LBS 기반 ‘비이콘(Beacon)’ 출시로 제휴사 사이트들

을 방문한 이용자 위치정보가 추적되어 뉴스피드에 자동 게

재된 것이 문제되어 2009년 비이콘이 폐지되고(Theregister, 

2009.9.23), 2009년 이용자 동의 없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3

자인 광고주와 공유해 2012년 특별 감사 조건으로 마무리되었

다(NYtimes, 2011.11.29). 2011년 11월, 캘리포니아 州 법원은 

페이스북의 ‘스폰서드스토리즈(Sponsored Stories)’라는 마케

팅 제휴사 할인쿠폰 제공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들이 퍼블리시

티권(Right of Publicity)3을 침해한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페

이스북을 배척한다4. 이유는 유명인, 비(非) 유명인 모두 퍼블리

시티권을 가지며 SNS에서 이 둘을 구별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2	 		구글은	사업전략상	위치정보	수집을	필수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구글은	이용자	허가(옵트인Opt-in	방식)를	받은	후에	안드로이드	탑재	단

말의	무선	네트워크,	즉	WiFi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PC기반에서도	크롬	

웹브라우저와	기타	일부	브라우저를	이용하는	PC에	대해서도	주변의	WiFi	

위치정보를	모으고	있다.	구글의	위치정보	서버에	전송되는	위치	데이터는	

모두	익명	처리되므로	특정	이용자와	연결시키거나	특정할	수	없도록	되

어있다고	구글은	주장한다(아틀라스,	Digestive	Daily	News,	2011.5.3).

3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이	이름,	이미지,	자신과	닮은	모습(Likeness),	기타	

동일성을	표시하는	것(Indicia	of	identity)에	대한	가치를	통제하고	이에	

의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어떠한	개인의	신원	내지	동일

성(Identity)을	그의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이대희	2012.7:	4쪽).

4	 		프렐리(Angel	Fraley)	등	원고는	페이스북의	‘Sponsored	Stories’가	캘리

포니아	주	퍼블리시티권	및	부정	경쟁에	관한	법률을,	판례법상	부당

이득	원리를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페이스북은	이의	기각을	청

구했다.	[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Fraley	v.	

Facebook	Inc.,	N.	D.	Cal.,	No.	11-1726,	12/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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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지인이 추천하는 상품이 최고 방송광고 추천 상

품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이대희, 2012.7: 

13-14). 2012년 10억 달러에 페이스북이 인수한 인스타그램이 

같은 해 12월에 발표한 새로운 정책안이 사용자 불만을 일으켜 

인스타그램 계정을 폐쇄하기까지 이르러 결국 페이스북은 사과

와 함께 기존의 광고 프라이버시 정책으로 되돌린 바 있다.

두 번째인 보안 소홀 사건들을 나열하면, 2011년 4월 소니 플

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가 보안 누출을 경험했고, 10월 마이크

로소프트 엑스박스 라이브(Xbox Live) 어카운트들이 해킹을 당

했고, 2012년 6월 페이스북 가입자 개인정보가 보안사고로 유

출되었고, 2013년 3월 에버노트(Evernote)가 보안 누출 후 5

천만 어카운트들을 다시 리셋해야 했으며, 2월 해커집단이 트

위터를 공략해 약 25만 이용자 이메일과 패스워드가 노출되었

고, 10월 어돕 보안 누출로 3백만 고객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되

었고, 11월 구글, 페이스북, 야후, 트위터, 링크드인 등 글로벌 

웹사이트들이 2백만 이상 이용자 이름, 패스워드들을 해커들에

게 빼앗겼고, 12월 프라이버시 보호 사업모델로 유명한 스냅챗

(Snapchat)이 460만 전화번호, 이용자 이름을 잃었다.

세 번째인 정부의 감시 경우, 미국 감시체계인 프리즘(Prism)

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갖기 시작했다. 위키백과 한

글판에 의하면(2015), 프리즘(PRISM)은 2007년부터 이어져온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국가보안전자감시체계(Clandestine 

National Security Electronic Surveillance) 중 하나이다. 이

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정부의 정보 수집 작업인 SIGAD US-

984XN의 한 코드 네임이며, 2007년 9월 11일, 미국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서명한 2007년 미국 보안법에 의거, NSA의 

대규모 국내외 감시 체계가 출범했다. NSA 하에 있던 5년 이후 

2013년 6월 6일, 전직 요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대량 정보 수

집 범위가 일반 대중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며“위험한 활동과 범

죄 활동까지 감시되고 있다”고 프리즘 감시 범위를 폭로했다. 

마지막인 데이터 수집자의 이해관계 갈등 경우, 대표 사례는 

옵트인(Opt-in) 방식에 대한 이해관계 갈등이다. 프라이버시 

침해 이슈 관련한 몇 년간 분쟁 사례들을 보면, 특히 데이터 수

집자들의 개인 위치정보 무단 수집이 주요 이슈이다. 위치정보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채택 중인 수신을 거부해야만 서비스를 

사후 차단토록 하는 ‘옵트아웃(Opt-out)’방식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미국은 근본적으로 산업 진흥을 우선시하고 ‘프라

이버시 비즈니스’를 도모하기 때문에 ‘옵트아웃(Opt-out)’방식

을 지지하지만, 위치정보 관련해서는 2010년 ‘스트리트뷔유’ 사

건 이후, 안드로이드 기반 위치정보에 대해 구글 스스로 ‘옵트

인(Opt-in)’ 방식을 적용한다. 한편, 유럽연합은 ‘옵트인(Opt-

in)’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를 강조하는 ‘데이터 보호규칙’ 

원안을 2012년 1월 공개하면서 사전신청 위반 시 전세계 연 매

출 중 최대 0.5%를 징수하는 등 규제를 엄격하게 한 바 있다(니

케이커뮤니케이션즈 2012.4).

이상에서 언급된 주요 사건들로 인해 나타난 파급력은 데이터

수집에 대한 이용자의 부정적 태도, 규제 및 표준화 강도 강화, 

매체에서의 부정적 평판 보도, 프라이버시 및 정보보호 시장 가

열, 그리고 인터넷의 잠재적 분열화 야기 등이다. 먼저, 이용자

의 부정적 태도를 보면, 오범 조사(Ovum, 2014: 18)에서,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인구 절반이 인터넷 기업에 대한 불신

을 나타냈으며, 평균적으로 약 68%가 향후 개선이 없다면 데이

터 수집을 막을 것임을 주장했다. 이러한 설문 결과치들은 이후

에도 유사하게 계속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 파급력인 기술 표준화 및 규제의 강화를 보면, 자율

규제인 ‘두낫트랙(Do not track)’ 표준에 대한 불신이 조장되면

서 신규 표준화 움직임이 나타났다. 예로 웹표준단체인 WWW

컨소시엄(World Wide Web Consortium; 이후 W3C)이 개발

한 ‘추적금지(Do Not Track)’헤더는 이용자가 웹 브라우저 설

정을 통해 웹 사이트가 개인정보를 추적하지 못하도록 조정할 

수 있으며, 가능 브라우저로 MS 인터넷익스플로러(Microsoft 

Internet Explorer), 모질라 파이어폭스(Mozilla Firefox), 애

플 사파리(Apple Safari), 오페라(Opera) 등 다양하다(W3C블

로그, 2012.4). 또한, 2012년 2월 미국 오바마 정부는 ‘연결사

회에서의 소비자 데이터 프라이버시(Consumer Data Privacy 

in a Networked World)’를 발표하고, 대통령 명으로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A Consumer Privacy Bill of Rights)’안

을 공개했다. 그 내용 중 ‘개인의 제어력’은 ‘옵트아웃’ 및 ‘옵트

인’ 여부와 관련된다. 소비자는 사업자가 수집한 자신의 개인정

보를 ‘수신거부’ 방식을 통해 제어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것

이다. 그 외의 항목들로는 ‘투명성’, ‘배경정보의 존중’, ‘보안’, 

‘접근성과 정확성’, ‘적절한 범위의 수집’, ‘설명 책임’ 등이다. 

그 이후 2012년 3월 26일,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FTC)도 

소비자들을 위한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 제정을 미국 의회

에 촉구하는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의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Protecting Consumer Privacy in an Era of rapid change)’ 

권고안을 발표한다. 소비자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업에게 제안

된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프레임워크’는 450개 이상 

전문가 논평과 프라이버시 옹호론자, 온라인 광고업계 간에 진

행된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권고사항은 첫째 프라

이버시 보호 디자인(Privacy by Design)5으로, 기업은 모든 상

품 개발 단계에서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을 적용 받는다

5	 		유럽연합은	1995년	EU지침(안)	개정방안	중	하나로	이	원칙을	제시했고,	

2010년	국제회의에서	결의문을	천명하게	된다(지성우,	2012.	7: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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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용이다. 이는 데이터의 합리적 보호, 제한된 수집,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관,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 절차 

마련 등이 포함된다. 둘째는 비즈니스와 소비자를 위한 단순화

된 선택(Simplified choice for businesses and consumers)으

로, 기업은 소비자에게 어떤 정보를 누구와 공유할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스스

로 온라인 활동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다. 셋째는 강

화된 투명성(Greater transparency)이다. 기업은 소비자 정보

의 수집 및 사용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하고, 소비자에게 수

집된 자신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는 내용이다. 이는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개인정

보 노출, 이용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

다. 대표적인 방안은 ‘추적금지(Do Not Track)’ 버튼이다. FTC

는 사파리(Safari) 등 브라우저 벤더들로 하여금 이용자가 직

접 개인정보 추적 여부를 제한하도록 ‘추적금지’ 옵션을 제공하

도록 명하고 있다. 또한, FTC는 모바일 앱 개발업체에게도 ‘짧

고 효과적이며 소비자들에 접근 가능한(short, effective and 

accessible to consumers)’ 자율적 프라이버시 보호책을 마련

할 것을 권고했고, 정보 수집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앙

집권적으로 관리되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데이터 제공자들의 정

체를 공개하고,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등에 대해 

밝힐 것을 명했다. 

유럽에서는 2012년 1월 25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개

인정보보호규정’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잊혀질 권리’, 개인정보

의 수집 및 생성 단계부터의 정보 주체 동의 획득 등을 법제화

하는 규정안이다. 2013년 10월 21일, 이 법안 마련에 주도적인 

EU시민자유위원회가 EU 시민의 개인 정보를 미국 등으로 전

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안을 통과시켰고 10월 25

일 개최된 EU정상회의에서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메르켈 

독일 총리를 포함한 35개국 외국 지도자 통화 내용을 도청한 대

규모 감시사건이 밝혀지면서 회원국 간(영국 vs. 독일, 프랑스 

등) 의견 차이로 법개정 시한이 연기된다. 이에 따라 EU시민자

유위원회와 EU행정위원회 등은 국경 간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

권을 강화하고 EU회원국 간 단일법을 적용해 기업의 국경 간 

거래를 원활히 하는 방향으로 법안 마련에 주력하게 된다. 

정보보호법률안을 강화하고자 하는 EU위원회와 완화하고자 

하는 EU의회 간 의견 불일치가 진행되다가, 위원회 상정안을 

EU의회가 받아들인다. EU위원회가 상정한 법안이 EU의회와 

EU협의회의 공동결정 과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유럽회

원국의 투표를 거쳐 법으로 채택되는데, EU의회가 비 EU국가

로의 개인정보 이동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한 일반정보보호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최종 법률안이 2014년 

3월 12일 승인된다 (김진억, 2014). 김진억(2014: 6)에 의하면, 

미국의 대규모 감시 스캔들의 파급력으로 인해 이 개정법안에

서 강화된 분야는 첫째, 비 EU회원국으로의 정보 이동에 대한 

것이다. 2013년 발생한 감시활동과 같은 사건으로부터 EU시민 

보호를 위해 어떤 기업이라도 EU시민의 개인정보를 제3국에 

공개하기 전에 EU의 각국 국가정보보호 기관(DPA)의 사전승

인을 받도록 한다. 둘째는 제재벌금의 상향조정이다. 위반 기업

에겐 최고 일억 유로 또는 국제 연간 매출의 5%까지 벌금을 부

과한다. 셋째는 인터넷상 정보보호의 강화이다. 개인정보의 삭

제권리, 정보수집(profiling) 제한 확대, 정보보호정책에 대한 

분명하고 평범한 언어의 사용요청 등이 이에 해당된다. 

세 번째 파급력은 매체에서의 인터넷기업에 대한, 인터넷 기

업 간 부정적 평판 보도이다. 대표적 사례로 2013년 2월 마이크

로소프트(MS)의 구글 대항 캠페인 ‘돈겟스크루글드 (Don’t get 

Scroogled)’이다. 이는 MS가 구글 제품을 조롱하는 패러디 광

고로, G메일이나 구글앱스가 아니라 PC 브라우저 시장에서 인

터넷익스플로러(IE) 입지를 위협중인 크롬 브라우저를 겨냥한 

것이다. 이는 구글 ‘나우에브리웨어(Now Everywhere)’라는 크

롬 브라우저 광고를 직접 패러디했는데, 같은 배경음악과 함께 

화면에서 크롬 브라우저 로고가 공처럼 튀어다니며 의도된 메

시지를 흘린다.“구글크롬과 함께라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이든

지 추적됩니다”라는 문구가 나오면서 화면속 크롬 로고가 튀어

오르는데, 광고 내용에 따르면, 크롬은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

릿 등 단말기를 가리지 않고 사용자를 광고 타깃으로 삼아, 개

인정보로 구글의 수익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구글이 제공하

는 지도, 인터넷전화, 검색, 유튜브, G메일, 채팅, SNS, 안드로

이드 앱, 온라인장터, 음원서비스 등 뭘 쓰든 크롬이 사용자 행

위로 이익을 만들어주는 창구라는 것이다. 크롬 로고는 사용자 

돈을 쓸어담으며 계속 쫓아다니는데, 마지막 장면에서는 캠페

인 문구와 함께, 크롬 로고에 ‘금지’를 뜻하는 빗금친 동그라미 

도장이 찍힌다. 

이 캠페인 광고는 2013년 2월초부터 시작되었고, MS는 그 이

후에도 MS오피스와 구글앱스를 비교하는 광고를 만들어 비즈

니스 시장에서 MS가 더 우월하다는 메시지를 담기도 했다. MS

와 구글간 신경전은 모바일 플랫폼 분야에서도 두드러져, MS

는 윈도폰 플랫폼에 직접 만든 유튜브 앱을 제공하는데, 구글

이 이를 제거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해당 앱이 유튜브 광고를 

표시하지 않도록 만들어져 콘텐츠 제작자들의 이익을 침해한다

는 이유에서이다. 이에 MS도 공식적으로 요구하길 “광고를 넣

게 된다면 우리도 좋을텐데 그전에 구글이 필수적인 (유튜브 서

비스용) API를 접속할 수 있게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MS는 

윈도폰 유튜브 앱에 가입, 다운로드, 모든 유튜브 콘텐츠 감상

44 | 정보와 통신

주제 | 신뢰(Trust) 기반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가 주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연구



을 지원하는 기능을 담았고, 이 앱은 공개된지 1주일 만에 앱이 

유튜브 API 규약을 어겼다며 정할 날짜까지 삭제해달라고 구글

이 요구했다(ZD넷코리아, 2013.5.17).

네 번째 파급력은 프라이버시 및 정보보호 시장의 지나친 가

열이다. 프라이버시 친화적인 브라우저들이 등장하고, 평판 관

리 서비스나 추적 불가능한 지불결제 시스템을 개발하기도 한

다. 예로 애플페이(Apple Pay)는 자사 사이트를 통해 보안에 

대해 특히 강조한다. 애플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카드 정보를 

직접적으로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결제 정보 유출에 비교적 안

전하며, 결제 시 반드시 터치 아이디를 통해 지문인식을 해야 

나머지 결제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구조이며, 터치 아이디 사용

이 불가능한 애플워치에서는 지문인식 없이 NFC 단말에 접촉

해 결제할 수 있다. 시계 뒷면 센서에 피부가 맞닿아있을때만 

페어링 된 모 단말(아이폰)로부터 받은 애플페이 결제 정보를 

유지하며 센서가 사용자 피부면에서 떨어지면 결제 정보들을 

모두 지워버려 더 이상 결제가 불가능하며, 기기 분실시 아이클

라우드(iCloud)의 ‘파인드마이아이폰(Find My iPhone)’을 이

용해 단말에 등록된 결제 관련 모든 정보를 원격으로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찰되는 불신의 파급력은 인터넷의 잠재적 분열

화 조짐이다. 인터넷의 현 지정학적 중심지인 미국 내에서의 아

이칸(ICANN), W3C 활동에서 벗어나 개별적으로 국가 차원

의 서비스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이미 시작되었다. 일례로 독

일에서는 도이체텔레콤(DT)을 중심으로 “독일산 이메일(Email 

made in Germany)”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3. 불신에 대한 기업 대응행위와 관련 비즈니스모델

이상에서 언급된 각종 ICT 활용 비즈니스에 대한 불신에 따

라, 비즈니스적으로 대응하는 행위들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초

기에는 앞서 언급한 자발적인 블록킹 툴, 옵트인 방식의 사용으

로 시작해, 데이터수집 없는 앱의 자발적 출시, 이용자 통제 기

반 개인정보 부가가치화, 신뢰 추구 업체 친화적인 개인정보 생

태계 조성 등이다. 이 모두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들로서 유효

하다. 향후 불신으로 가득찰지 모를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들

은 뭔가 해야 할 시점이 되었고,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은 그 첫 

번째 대응으로 옵트인 방식을 사용해보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파이어폭스, MS, 그리고 네스트(Nest)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서비스에 옵트인이 적용되면 시장 성장

이 저해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국내의 경우를 보면, 지나칠 정도의 옵트인 방식 강

화가 문제로 제기된다. 2014년 5월 옵트인 중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이는 

전자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

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

고 있다. 개정 전에는 누구든지 전자우편 등 일정 매체를 이용

해 수신자의 명시적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는 영리 목적의 광고

성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광고정보

를 일단 보낼 수 있고 그 후에 수신자가 수신을 원하지 않는다

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송신할 수 없도록 하는 옵트아웃 방식

이었다. 물론 개정 전에도 수신자의 전화와 팩시밀리를 통해 영

리 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그 수신자의 사전동의

를 받아야 되는 일부 옵트인제도를 채택하였는데, 그 범위가 더 

확대되어 이메일을 포함한 모든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광

고정보의 송신에 수신자의 사전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옵트인제도가 실시된 것이다.

광고성 이메일, 스팸메일의 심각성은 전세계 현상이다. 2015

년 현재 전세계 스팸메일 발송량은 매년 290억 건으로 전체 메

일의 66%를 차지하며 국내 스팸메일 비중도 60%에 이른다. 원

하지 않는 스팸메일을 피하기 위한 방법은 거의 없으며 스팸메

일을 가장하여 들어오는 악성 프로그램도 큰 문제이다. 최근엔 

국내 관공서 대상으로 첨부파일을 이용한 악성메일 발송이 증

가하고 있는데 한글, MS오피스 등의 취약점을 노린 악성파일

을 첨부해 수신자가 이 첨부파일을 실행하면 사용자 PC에 치명

적 피해를 입히며, 기업 대상으로 거래처와 유사한 도메인을 사

용하거나 업무내용을 이용해 입금계좌를 변경케 하고 이를 통

해 다액의 금전적 피해를 야기하는 등의 피싱메일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을 혁신적으로 개정해 스팸메일을 보

내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입법화하였으니 일견 바람

직한 조치로 보일 수도 있다. 

분명히 국내 조치가 미국, EU 조치에 비해 과도하다. 현재 국

내 법률은 ‘전자적 전송매체’라는 포괄적 용어로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한다. ‘광고성 정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없고, 

광고성 정보전송 제한 대상에 개인과 사업자를 모두 포함시켰

다. 이는 미국과 EU가 광고 전송매체를 자동전화, 팩시밀리, 

이메일 등으로 구분하고 자동전화, 팩시밀리를 제외한 육성전

화, 이메일광고는 사후에 거부의사를 밝히면 중단하는 옵트아

웃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게다가, 예로 고지서

나 영수증까지 모두 광고성정보로 해석될 수 있으며, 프라이버

시 침해 정도나 사회경제적 비용 정도가 높지 않은 광고매체에

까지 규제를 가하고, 명함이나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획득한 정

보도 활용할 수 없는 등 과도한 감이 크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옵트인방식의 대응책이 필요하지만, 기업들의 영업활동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대해 해당 광고성 정보

가 수신자의 비즈니스 목적과 관련된 것이라면 옵트아웃 방식

FEBRUARY·2016 | 45

주제 | 신뢰(Trust) 기반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가 주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연구



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기업들의 일상적 전화영업처럼 직

접 육성전화로 전달하는 광고성 정보도 옵트아웃 방식으로 하

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디지털타임즈 2015.5.13).

글로벌 인터넷기업으로 옵트인 방식의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대표 사례로 최근 구글이 인수한 홈오토메이션 온도조절기 업

체인 네스트(Nest)가 있다. 네스트는 구글에 인수될 당시, 토니 

파델 네스트 CEO가 선제적으로 구글과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것에 대해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즉, 네스트에서 수집

된 실내온도 조절과 화재 등의 개인정보가 구글에 전달되어 광

고 프로그램에 이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온 것에 대

해, 토니 파델은 미리 허용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옵트인 방식으

로 정보를 활용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별도로 관리될 것이

라고 밝혔다(블로터, 2014.1.21).

두 번째로 관찰되는, 강도가 다소 높아진 비즈니스모델은 아

예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고 사라지게 하는 앱의 출시이다. 대표

적 예로 스냅챗이 있다. 스냅챗의 특징은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

이 상대방의 메시지 수신 뒤 볼 수 있는 시간을 1~10초까지로 

제한할 수 있는 ‘휘발성’이다. 제한 시간이 지나면 서버에서도 

메시지 기록이 삭제된다. 이는 출시 후 화두가 된 ‘잊혀질 권리’

이슈와 시기적으로 맞물려 큰 호응을 얻었다. 스냅챗은 이미지 

위주 메신저이며, 이용자 절반이 13~17세이다. 2014년 10월 현

재, 월간유효사용자(Monthly active user; 이후 MAU)를 1억

명 이상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3분의 2가 매일 접속하

는 것으로 추정된다(한겨레신문 2014.10.19). 

세 번째로 관찰되는 기업들의 대응 노력 중 하나는 이용자 통

제 중심의 데이터 저장소이다. 점차 고품질의 소비자 데이터 수

집(프로파일링)이 어려워지고 고비용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

아질 것이며, 구글의 AdID 같은 트래킹 기술과 브라우저 통합

의 독점 관리방식이 자리잡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따라서, 궁

극적으로는 신뢰가 이용자에게 신규 서비스를 판매하는데 기본

이 되는 자산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는 추세이

다. 즉, 기업은 고객정보만 수집하는 데서 벗어나, 신뢰 기반 생

태계를 가져다주는 신뢰 기반 개인정보 친화 기업으로 포지셔

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다 구매자 중심의 인터넷을 개발하고 

관련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인데, 신뢰 기반

이 기업으로 하여금 고품질의 이용자 허락 기반 개인정보 파이

프라인을 구축하게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수익창출도 가능한 

비즈니스모델들이 개발될 것이다.    

오범(OVUM) 연구원인 리틀(Little, 2014: 30)도 빅데이

터 특성들(Big data attributes)과 고신뢰 특성들(Big trust 

attributes)을 비교한 바 있다. 그가 비교한 특성들을 나열하면, 

기업의 통제 ⇔ 이용자의 통제, 분석 우선 ⇔ 관계 우선, 공유

를 통한 이득 ⇔ 프라이버시 방어를 통한 이득, 이용자의 상품

화 ⇔ 이용자의 권리자와, 개인경제 위협 ⇔ 개인경제 방어, 불

투명한 수집 및 이용 ⇔ 투명한 수집 및 이용, 옵트아웃 방어 ⇔ 

옵트인 권장, 기계에 의해 측정된 미입증된 소비자 프로파일 ⇔ 

자기분석 기반의 자가 증명된 소비자 프로파일, 한 개인의 여러 

모습(디지털 페르조나) ⇔ 한 개인의 하나의 모습, 프라이버시 

경고를 가진 싱글사인온 ⇔ 부가사항이 요구되지 않는(with no 

strings attached) 싱글사인온, 이해관계 갈등 ⇔ 이해관계 시

너지, 인터넷 불균형 ⇔ 인터넷의 재균형, 신뢰 저하 ⇔ 신뢰 구

축, 그리고 인터넷 메이저의 견고한 힘 ⇔ 인터넷 메이저의 시

장지배력 파괴 등이다. 

이상에서 대치된 빅데이터 특성과 고신뢰 특성을 나누는 기

준은 단연 ‘신뢰’이다. 브라우저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비즈니스 기회 중 하나는 신뢰 기반 쿠키(Trusted 

Cookies) 이다. 웹 트래킹은 쿠키와 IP 주소 기반으로 이뤄진

다. 쿠키는 방문 기록을 저장하는 파일로, 쿠키 값이 웹 브라우

저에 저장되어 있으면 다음 방문 시 처음 방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쿠키 값을 아이디나 IP주소와 연계하고 로그 기록을 결합

해 분석하면 개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 여러 웹 사

이트에서 쿠키 값을 공유하면,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한 개인의 

취향을 파악할 수 있다. 광고 에이전시가 각 사이트에서 취합한 

쿠키를 연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맞춤형 광고를 내보낼 

수도 있다. 쇼핑몰 장바구니에 넣어둔 제품 사진이 가는 곳마다 

뜨는 것은 이런 메커니즘 때문이다. 페이스북 ‘좋아요’버튼을 삽

입하는 경우나 소셜 로그인 기능을 적용한 사이트에서도 개인

정보가 빠져나가 하나의 계정 정보 아래 집적된다. 이러한 쿠키 

수집을 이용자가 거부하게 하는 애드블록(AdBlock) 같은 플러

그인도 등장하였다. 

이러한 웹 이용 환경에서 웹사이트 이용자가 쿠키로부터 수집

된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블록킹하게 해주는 비즈니스 기

회로 허락 기반의 개인정보저장소(Permission-based Per-

sonal Data Vaults; 이후 PDV)는 기업의 통제가 아닌 이용자

의 통제로 제어 관리가 됨을 뜻한다. 고객 친화적이면서 동시

에 개인정보 친화적인 접근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업이라

면, 고객으로 하여금 자신들만의 ‘신뢰 기반 쿠키’를 스스로 설

정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이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주는 비즈

니스 생태계로서 빅데이터 중심 비즈니스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파괴시키는 파괴적 혁신 개념의 신규 비즈니스모델이다(Little, 

2013: 26). 

영국 정부는 이미 시민 자신의 행동에 대한 데이터 접근이 가

능해야 함을 인지해 마이데이터(Midata) 이니셔티브를 내놓았

는데, 이는 에너지 공급 관련 기업이나 은행 등 기업이 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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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소비자 데이터에 소비자가 직접 접근할 수 있게 하며, 소비

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정용찬, 한은영, 2014: 68). PDV에서 이용자가 스스로 자가 

분석(Self-analytics)하게 하는 기능도 제공 가능한다. 예컨대, 

영국의 리테일 마켓인 테스코(Tesco)는 2013년에 ‘클럽카드 플

레이(Clubcard Play)’라는 이니셔티브를 고지했다. 이의 목적

은 고객의 클럽카드에서 수집된 분석된 정보를 게임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고객으로 하여금 자신의 다이어트와 지출 습관 등

을 자가 분석하게 해주며, 심지어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에 빅데

이터분석을 적용하게 허락해 자가분석 프로파일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정리하면, PDV 비즈니스모델은 고객들로 하여금 자신의 개

인정보 기록을 창출, 제어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인적사항, 

사회적 정보, 경제적 정보 등)으로 관련 기업들에 제공하게 하

는 것을 말한다. PDV는 이용자 통제의 저장소이면서 동시에 허

락 하에서는 다른 이용자나 비즈니스 관련자와의 정보 공유도 

가능하게 있는 비즈니스모델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인정보

는 아닉든 재산 개념이라기 보다는 정보 개념으로만 이해된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이 변화될 것이다(Little 2013:28). 

PDV가 소비자를 위한 것이라면, 업체들을 위해 최적화된 

플랫폼(Vendor Optimization Platform; 이후 VOP)(Little, 

2013: 26)도 비즈니스모델로 가능하다. 이는 직접 비즈니스로 

연계되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개발자 생태계를 진화시킬 것

이며, 주요 고객은 광고주 및 광고미디어 등 데이터 갭을 줄여나

가려는 데이터 수집업체가 될 것이다. 프라이버시라는 벽 안에 

자신들의 정보를 꽁꽁 숨겨두는 이용자들이 증가하면 할수록, 

데이터 수집을 위해 사용된 쿠키 루트를 탈중개(Disintermedi-

ate)하는 파괴적혁신 개념의 데이터 친화적인 생태계의 잠재력

도 커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광고 미디어는 VOP와 직접 

거래할 것이며, 광고 미디어는 웹사이트를 더이상 정보수집이 

아닌 광고 인벤토리를 위해 이용하는 결과를 갖게 될 것이다. 

정리하면, VOP 비즈니스모델은 일종의 데이터 수집 업체와

의 관계경영(Relationship management) 개념이다. 이는 기존

의 기업 통제 중심의 시각에서 시작된 고객관계경영(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이후 CRM)을 고객 통제 중심의 

시각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며, 새로운 개인정보 생태계 조성을 

의미한다. 이 비즈니스모델의 수익모델은 우선은 블록킹 툴 제

공 등 무료 수준 서비스 제공에서 시작해 플랫폼을 완성해나가

게 되며, 점차 다양한 방식의 유료 부가가치 서비스들을 확대

할 수 있다. 예컨대, 광고주나 광고 에이전시에 판매된 데이터

에 대해 고객과도 수익을 배분하는 비즈니스모델도 포함된다

(Little 2013:28). 무료의 블록킹 용 프라이버시 툴의 예로는 프

라이버시픽스(Privacyfix)와 고스터리(Ghostery)가 있다. 

프라이버시픽스는 파이어폭스 및 크롬 용 애드-온 앱으로, 

브라우저 북마크 바에 프라이버시픽스 버튼이 생성되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정보가 나타난다. 예를 들

어, 사용자와 친구가 아닌 페이스북 사용자가 ‘좋아요’나 게시물

을 볼 수 있는지,  ‘좋아요’가 광고에 이용될 수 있는지, 프로파

일이 구글에 올라가 있는지, 다른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 페이스

북 프로파일 정보가 공유되는지 등이다. 사용자가 페이스북에 

어느 정도 가치를 지니고 있는 지, 페이스북에서 방문하는 웹사

이트를 어느 정도 추적하고 있는지도 보여준다. 게다가, 이용자

가 원하면 자동으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설정을 바꿔준다. 프

라이버시 보호 강도를 높이는 ‘변경(Fix)’버튼을 클릭하면 자동

으로 알맞은 페이스북 설정 화면으로 넘어가며 어떻게 설정을 

바꾸는지에 대한 지침도 제공되는데, 이미 보호를 받는 설정은  

‘변경 완료(Fixed)’가 뜨고, 설정을 바꾸면 저절로 ‘변경’에서 ‘변

경 완료’로 바뀐다. 이 외에도 프라이버시픽스는 어떤 웹사이트

나 업체가 사용자의 웹 이용을 추적하고 있는지 알려준다. 회사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 회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

며 신경 쓰거나 걱정해야 할 정도의 위협인지까지도 알려준다. 

아무 웹사이트에서 ‘프라이버시픽스’ 버튼을 클릭하면, 일반적

인 프라이버시 정책과 그 웹사이트와 관련된 이슈들(예로 프라

이버시 정보를 다른 사이트와 공유하는가 등)을 보여준다(아이

티월드, 2013.4.5). 고스터리는 방문하는 웹 페이지의 추적 행

동을 중단시킨다. 정확히 누가 나를 추적하는지 파악하고, 그 

추적을 허용할지 차단할지 세부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고스터리는 신뢰할 수 없는 출처의 스크립트와 인터랙티

브 개체를 차단할 수 있게 해주며, 스파이 행위를 차단한다(아

이티월드, 2014.5.2)

무료 블록킹 툴 제공으로 데이터 친화적인 개인정보 생태계가 

형성되면, VOP는 고객들을 이러한 신뢰 기반의 관계 비즈니스

에 참여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즉, 프라이버시 중심의 업

체들은 자신들만의 신뢰 기반의 브랜드화된 쿠키들을 창출하거

나 다른 업체들에 의해 창출된 유사한 쿠키들을 승인해준다. 그

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믿을만한 쿠키들을 식별하게 

되고 이러한 신뢰 기반 쿠키들을 수용하는 브라우저만을 설정

하게 되며, 이러한 개인정보가 자연스럽게 고객의 PDV에 수집

될 것이다. 

향후 VOP에서 확대될 비즈니스 기회는 무궁무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VOP 중심의 앱생태계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는 스

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생긴 앱경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한 예

로 개인정보 기부 개념의 앱으로도 발전 가능하다. 예컨대, 영

국의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이후 NH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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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후와 질병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양

의 헬스케어 기록을 이용자의 자발적인 개인정보 기부로 해결

하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Little 2013:29). 그 외에도 VOP

는 개인정보의 식별(Identification)과 제거(Removal) 및 추방

(Displacement)을 관리하는 평판관리 앱들을 많이 배출하게 할 

것이다. 

Ⅲ. 결 론

본 연구는 개인정보 개념을 재검토해 신뢰 기반 ICT 인프라가 

주는 새로운 개인정보 활용 비즈니스 기회들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개인정보가 실제 ICT 활용 비즈니스에 이

용된 배경을 알아보고 비즈니스 불신 요인과 파급력을 순차적

으로 파악한 후, 신뢰 기반의 ICT 인프라가 줄 수 있는 새로운 

개인정보 생태계 비즈니스모델들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비즈

니스 기회로는 옵트인 방식 적용 범위의 확대, 데이터 수집 없

는 앱의 출시, 이용자 통제 기반의 개인정보 부가가치화, 그리

고 신뢰 추구 업체 친화적인 개인정보 생태계 조성 등이며, 이

와 관련한 비즈니스모델들은 기존의 블록킹 툴 무료 제공 및 데

이터 수집 없는 앱 외에 개인정보저장소 앱, 신뢰 기반 브랜드

화된 쿠키 앱, 게이미피케이션이 가미된 자가분석 앱, 평판관

리 앱, 개인정보 기부 앱 등으로 무한 확장이 가능할 것이다. 또

한, 이러한 앱 생태계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신뢰를 추구하는 앱 

개발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있는 업체 최적화 플랫폼

(VOP)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 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결론적으로, 개인정보 접근에 있어서 보다 고객 친화적인 기

업이라면 고객정보 정책에 있어서 두 가지 전략적 옵션을 고려

하게 되는데, 리틀이 비교한 바와 같이, 빅데이터 특성들과 고

신뢰 특성들이 먼저 비교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분석 우선

이냐, 관계 우선이냐로 구분되는데, 결국에는 상호 연관성을 갖

고 있음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이후 갖게 되는 기업 성장에서 

확인된다. 이용자를 먼저 고려한 결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수익모델이 등장하게 된다. 스냅챗이 대표적인 예가 된

다. 스냅챗은 앱에서 플랫폼으로 진화해 2014년 8월 ‘라이브 스

토리’를, 11월에 스퀘어(Sqaure)와 손잡고 온라인송금 서비스인 

‘스냅캐시’를, 그리고 2015년 1월 뉴스유통플랫폼인 ‘디스커버’

를 공개했다. 비즈니스인사이더(Business Insider 2015.6.29)

에 따르면, 미국 13~34세 연령층이 같은 사건에 대한 생중계 

방송을 스냅챗 ‘라이브스토리’로 보는 비율이 TV보다 약 8배 

높다. 또한,‘라이브스토리’ 광고 구간에 하루 노출되는 광고비

가 40만 달러인 것에 힘입은 스냅챗은 6월 세계 최대 광고회사

인 영국 WPP, 인터넷매체인 데일리메일과 손잡고 콘텐츠 마케

팅회사인 트러플피그를 공동 설립했다. 트러플피그는 주로 모

바일에 최적화된 세로형 동영상 광고를 집행한다(블로터닷넷, 

2015.7.5).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데이터 수집자들은 가능한 많은 데이터 

수집을 위해 노력한다. 특히 옵트아웃 환경에서는 데이터 수집

을 최대화하는 것이 옵트인 환경보다는 더 용이하다. 그러나 점

차적으로 고객들의 블록킹 인식과 개인정보 생태계가 파괴되

면서 무차별적인 분석은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가장 최근인 

2015년 미국인의 개인정보 인식조사에 따르면, 거의 절반이 자

신의 개인정보로 어떤 활용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신이 없다고 

답했다(PewResearchCenter 2015. 12.30).   

아직도 고객은 인터넷서비스 기업에 의해 공유되고 있는 자신

의 개인정보 질과 양에 대해 점수 매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PC 시대에 베리사인 (VeriSign) 같은 프라이버시 

및 인증 신뢰 마크들이 이미 존재했고, 이들은 결국 웹서비스들

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신뢰성 및 중립성에 대한 열망

은 모바일 시대에도 동일하며, 이는 곧 고객이나 제3자 지원의 

데이터 등급 에이전시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아직은 이용자로 

하여금 다양한 웹사이트들의 데이터 수집 수준이나 상대적인 

프라이버시 수준을 평가하게 하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프라

이버시 메트릭스(Metrics)가 사실상 부재하며, 이용자로 하여

금 사용하기 쉽게 앱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정도를 제

어하게 하는 프라이버시 툴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직도 기업들

은 고객에게 좀더 정확한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려는데 초

점을 두고 있다. 앞서 언급한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인수 후의 

프라이버시 정책 행보가 대표적이다. 이는 이용자의 반대로 결

국 철회되었다고 앞서 언급하였다. 이제 프라이버시와 개인정

보 정책을 더 이상 기술적 이슈로 보기보다는 지속적 성장을 위

해 고객 충성도를 유지시키는 경영 이슈로 봐야 할 것이다. 정그림 1. 연구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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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관련한 논문이 후속으로 나와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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