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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슈퍼컴퓨팅은 급격히 진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고성능 슈퍼컴퓨터의 다양한 과

학적 융합 서비스와 관련한 가시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하여 융합 서비스에서의 소비자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를 위하여, 슈퍼컴퓨팅 및 소비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헌연구를 하였고, 프라이버시 계산 모델을 이용한 연구의 필요성과 소비자들로 하여금 프라

이버시 정책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 금전적 보상에 따른 개인정보의 긍정적 제공이라는 3 가지의 

방안을 제언하였다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수년간 슈퍼컴퓨팅의 산업적 가치 중요성이 부

각되고 있다. 한국 역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을 중심으로 슈퍼컴퓨팅 연구환경 구축 및 핵

심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KISTI 는 바이오, 

고에너지물리 등 다양한 과학적 응용분야로 가시화에 

힘쓰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슈퍼컴퓨팅의 과학분야 융합 서비스

가 부각되면서, 융합 서비스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외적인 슈퍼컴퓨팅의 다양한 

사용자 서비스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융합 서비스 사

용에 있어 발생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소비자들의 정보제공을 결정하는데 부정적 행

동의도를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각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슈퍼컴퓨팅 서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공되어지는 융합 서비스에서, 소비자 프

라이버시 침해 우려 요인들을 알아보고, 개인정보 제

공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기여하는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슈퍼컴퓨팅 개념 및 특성 

슈퍼컴퓨팅(Supercomputing)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Burton Smith 의 정의

에 의하면, 슈퍼컴퓨팅은 지금 현대에서 가장 최고의 

계산 능력과 크기를 보유한 것으로, 하드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툴, 프로그래밍 언어, 병행 프로그래밍 

패러다임과 같은 조합을 이용하여 빠르고 광범위한 

계산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슈퍼컴퓨팅(Supercomputing)은 

고성능 컴퓨팅(High Performance Computing;HPC) 또

는 병렬 컴퓨팅(Parallel Computing)이라고도 불린

다.(David and Luis 2011, Minoru 2012) 

슈퍼컴퓨팅은 1950 년 이례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현재는 LINPACK 밴치마크라는 프로그램으로 

세계적 수준의 초고성능 슈퍼컴퓨팅을 순위화 시키며 

정보화 및 경제적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David 

and Luis, 2011). 

정보화 시대에 있어 최초의 슈퍼컴퓨팅은 1964 년에 

개발된 CDC6000 으로, CDC(Control Data 

Corporation)는 그 당시 가장 처음으로 슈퍼컴퓨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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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불려진 첫 번째 컴퓨터이다. Seymour Cray 에 의

해 개발되어졌으며, 최초의 가장 빠른 수행 능력을 

보유한 컴퓨터로 평가된다. 현재 2013 년 6 월 기준으

로 중국의 ‘텐허-2(Tianhe-2)’가 성능 33.86 페타

플롭스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David and Luis, 2011). 

 
 (그림 1) 2013 년 슈퍼컴퓨팅 최고 성능 TOP10 

2.2. 슈퍼컴퓨팅 플랫폼 서비스의 중요성 

슈퍼컴퓨팅이 주목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다양한 관련 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관련 기술의 주

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세계적 리더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슈퍼컴퓨팅의 강국은 

바로 미국이다. 반면 한국의 기술개발 및 연구 수준

은 하강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산업기술력 역시 현

상을 유지하는 수준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김영우 

외 2, 2011). 

Minoru(2012)는 슈퍼컴퓨팅을 세계화할 수 있으면서, 

국제적인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3 가지를 

말하고 있다. 바로 과학(Science), 이론(Theory), 실

험(Experiment)이다. 그 중 시뮬레이션과 같이 자연

스럽게 고성능 시스템을 수행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

션들은 슈퍼컴퓨팅의 활용성을 확장시킬 수 있다. 특

히 슈퍼컴퓨팅의 활용성을 극대화 시키는 것으로 과

학(Science) 분야를 들 수 있다. 현재 한국은 한국과

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을 중심으로 e-Science 연구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즉, 과학(Science)를 가지고 

차세대 슈퍼컴퓨팅 연구 환경을 구축하고 슈퍼컴퓨팅 

인프라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슈퍼컴퓨팅을 활용한 e-Science 연구 환경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e-Science 의 기본 바

탕이 되는 슈퍼컴퓨팅 인프라 개선이 매우 큰 숙제 

중 하나이다. 또한 더 나아가 슈퍼컴퓨팅을 활용하여 

선도적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커뮤니티 요구

에 의한 고에너지물리 실험, 이론, 컴퓨팅 시뮬레이

션 등의 융합연구를 위한 지능성 슈퍼컴퓨팅 활용 서

비스가 필요하다.  
 

2.3. 소비자와 프라이버시 

개인정보의 개념은 관련 규범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를 ‘식별 

가능한 개인에 대한 정보’라고 정의하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정보프라이버시와 같은 의미로 보고자 

한다. Stone(1983)에 의하면, 정보프라이버시를 

‘자기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동일한 의미로 보도록 

한다.(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7) 

일반적으로 소비자 프라이버시는 불공정한 데이터 

수집으로 오랫동안 사회적 이슈가 많았다. 하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제공 

습관’과 관련된 소비자 개인정보 제공 행동 

연구들이 등장하였다(Culnan, 2003) 

소비자 프라이버시 제공 습관이란, 소비자가 자신

의 정보를 거래 대상에게 공개하고 거래하는 습관적

인 행동을 의미하는데, 이는 정보프라이버시 하위 영
역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러한 습관적인 행동은 ‘보
상’이란 개념으로 수익과 같은 획득물(Gain)로서 바라

보는 측면이 강하다. 또한, 개인정보 제공 습관 행동

을 보이는 온라인 사용자들은, 개인정보 제공을 결정

하는데 있어 혜택(Benefit)과 위험(Risk)과 같은 프라이

버시를 계산하는 행동으로 이어진다(Hui 외 1, 2006)  
 

2.4. 융합 서비스에서의 소비자 프라이버시 침

해 우려 

소비자는 자기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정보프라이버

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소비

자로 하여금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

게 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가 새로운 기술을 받아

들이고 혜택을 누리는데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소비자 프라이버시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온라인상

에서 소비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항상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다양하게 자신의 

정보를 컨트롤하는데 익숙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온라인 소비자들의 69%가 개인정보

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연구도 있다.(Hoffman 외 2, 1999, 

Phelps 외 1, 2000) 

미국은 현재 옵트아웃(Opt-out)에서 옵트인(Opt-In)

방식으로 소비자 스스로가 권한을 선택할 수 있는 정

책으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였다. 이는 스마트 디바

이스로 인해 시작된 프라이버시 염려로 인한 새로운 

정책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정책의 도입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온라인 시

장에서 ‘신뢰도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소비

자 프라이버시 염려는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프라

이버시 문제이다(Culnan, 2003).  
 

3. 융합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방안 제언 

슈퍼컴퓨팅은 신종 웜, 바이러스 DoS 등을 방어하

는 침입방지시스템 및 웹 방화벽 구축, CCTV 설치 등
과 같은 보안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철저한 보안 구성에도 불구하고 사
용자들은 프라이버시 우려를 느끼며, 개인 정보에 대
한 접근, 수집, 저장이 용이해진 현 상황에 불안을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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낀다. 이는 개인정보의 과잉 인식이 프라이버시 염려 
수준을 증가하여 부정적 태도를 형성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문헌연구를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부정

적 행동의도가 슈퍼컴퓨팅 서비스 플랫폼 기반의 융
합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도, 다른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같은 행동의도를 보
일 것이라는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융합 서비스에서의 3 가지 프
라이버시 취약점 처리방안을 제언한다. 
첫째, 슈퍼컴퓨팅 사용자 서비스에 대한 개인행동 

예측의 정확한 정의가 없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온라

인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현상을 비롯하여 부

정적인 태도를 설명하는 프라이버시의 비용과 이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라는 경제적 원리를 탐

색하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융합 서비스를 이용하

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혜택(Benefit)과 위험(Risk)으로 사전에 

계산하여 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데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Dinev, 2006, 

Stone 외2, 1983, Culnan 외1, 1999). 

둘째, Hui 외2(2006)에 의하면,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

다는 정책을 펼침과 동시에 정보프라이버시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TRUSTe 인증마크)프

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확신을 소비자에게 심어줌으로

써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및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따라서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프라이버시 준

수 조항을 소비자로 하여금 인식시키고, 이용하고 있

는 융합 서비스의 프라이버시 인증 마크를 분명히 공

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소비자의 정보교환에 있어 금전적 보상

(Monetary Incentives)은 온라인 거래에서 필수적이

다. 즉, 할인, 쿠폰 제공과 같은 금전적 보상은 소비

자를 ‘정보 제공’에 있어 긍정적 자세를 가지게 유

도한다는 것이 다수의 연구에서 검증되고 있다. 따라

서 금전적 보상이라는 직접적인 혜택을 이용하여 프

라이버시 취약점을 줄임과 동시에, 소비자 스스로가 

개인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사료된다(Dinev 외1, 2006, 

Han Li 2010, Hui 외2, 2006).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고성능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는 슈퍼

컴퓨팅 서비스 플랫폼 기반의 융합 서비스에서, 소비

자가 개인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폐쇄적 행동의도를 

가진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를 위하여 슈퍼컴퓨

팅과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문헌 연구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융합 서비스에서의 소비자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요인 및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방안을 제언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슈퍼컴퓨팅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한 첫 번째 연구로서 학문적 측면에서 의

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개인의 정보를 

타인으로부터 지킨다는 기존의 연구보다는, 산업적 

측면에서 이들의 정보를 스스로 제공할 수 있는 행동

의도의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점을 제

공했다는데 큰 기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 연구를 바탕으로 좀 더 특정화 된 요인을 대상으

로 하여, 세부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련 변수를 

분석할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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