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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1) 정치적 문제: 자유 민주주의에 의한 사회의 개방성 

(2) 경제적 문제: 사고예방에 따른 방대한 예산 사용 

(3) 산업적 문제: 첨단 기술에 의한 민주사회 발전 

(4) 기술적 문제: 사건 해결을 위한 기술적 조건의 한계 

(5) 정책적 문제: 도청, 감시, 수출통제 등 민간 규제 

2. Terror

(1) 정치적 소요의 원인 
- 불만(불평등의 심화, 정치권력의 상실, 윤리/종교 갈등) 
- 경제적인 탐욕 

(2) 정치적 소요의 심리학 
- 종교적 결속, 배타심리 심화, 애국주의 

(3) 제도적 기득권의 행사 
- 정치(공공선택론): 정치가나 관료 집단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략적으로 행동 
- 언론(이기주의):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이 더 많이 팔린다. 

(4) 공포심의 의도적 확산과 민주적 응답 
- 공포심의 의도적인 확산은 단기적으로 정치적 이익 

- 대부분의 유권자는 결과를 끝까지 의도를 지켜보므로 손실 발생 가능

 

3. Surveillance

(1) 국가에 의한 도청의 역사 
- 국가의 지도자들은 탄생 초기부터 통신수단을 통제 
- 통신사업의 국유화, 도청의 합법화 -> 미국 통신사업 민영화의 우위성 입증 

(2) 미국 1994년 법 집행을 위한 통신지원법(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 CALEA) 제정 

-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하루에 실시된 도청은 평균 173건 
- 서방국가 중에서도 도청 건수는 나라나 주에 따라 크게 다름 

(3) 트래픽 분석의 법적 논쟁 주제 
- 법적 감시 데이터의 불법적인 민간 사용 
- 위치정보의 사용 
- 데이터 마이닝 
- ISP 감시 
- 외국 정부에 대한 통신 첩도 활동 

(4) 암호에 관한 논쟁 
- 20세기 중반까지 대부분의 국가들이 민간의 암호 사용 금지 
- IT 발전으로 정부의 암호기술 독점은 금융업계 등 민간 사용자의 불편 초래 
- DES 암호방식의 공개 및 수출통제 완화를 통한 민간의 암호 이용확산 

4. Censorship

(1) 정권에 의한 검열 
- 국제 관문국 차단 
- 온라인상에서의 자율규제 
- 네트워크 중립성 
- 인터넷 전화, 스마트폰 

(2) 검열의 지지요인 
- P2P 
- 악성 댓글, 허위 정보 유포
- 아동 포르노 



5. Privacy and Data Protection

(1) 데이터 보호(data protection) 
- 유럽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개인정보가 부적절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의미 
- 개인 정보란 일반적으로 특정한 개인에 관한 데이터 

-> 데이터 주체(data subject)라고 불리움 

(2) 개인정보 보호 방법 
- 본인의 데이터 수집 동의/ 강제 동의(coercive consent) 
- 자신에 대해 보관되어 있는 개인 데이터를 감사할 권리 
- 그 중에서 잘못이 있는 경우에 정정을 요구할 권리, 
- 그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알 권리로서 
- 본인의 동의 없이 데이터가 유출되는 것을 막는 권리 

(3) 프라이버시에 관한 미국과 서유럽의 문화 차이 
- 미국: 민간의 자율적 규제 
- 유럽: 컴플라이언스에 의한 규정 준수 

 
(4) 유럽사회의 기술 공포증 

- 198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가이드라인 제정 
- 1981년 1월 Council of Europe(유럽의회)에서 데이터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 제정 및 1985년 10월 발효 
- 1990년대에는 데이터 보호에 관한 국가간 견해 차이 해소를 위하여 
1995년에 새로운 유럽지령 Data Protection Directive를 다시 제정 

부록 – 단어 정리

malice 악의 undermine 약화시키다.
discipline 훈련 perception 인식, 지각
evolve 서서히 발전 dependable 믿을 수 있는
expertise 전문적 기술 composite 혼성,혼합
major 보다 중요한 fraud 사기
viability 생존능력 deception 사기
asymmerty 어울리지 않음,비대칭 surge 급상승
pretext 구실, 핑계 compromise 절충, 타협
pretexting 위장 eavesdropping 도청, 엿듣기
rest 휴식, 나머지 forgery 위조죄, 위조된 물건
turnstile 회전문 uptake 활용, 흡수
antecedent 선행 사건, 선조 delegation 위임, 대표단
suppressing 진압하다 physiology 생리학
dozen 다수, 여러개 intuition 직관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