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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소셜네트워크 분석(SNA: Social Network Analysis)기법을 활용하여 SNS상에서 위험한 인물들의 활동을

파악하고 그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차단, 분리 또는 대응하여 큰 위협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SNA는 시스템

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와 관계를 분석하여 수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개인과 용의자와의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찾아내어 어떻게 그들이 온라인상에서 만나 관계를 맺을 수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소셜네트워크는 전 세계 사람

들이 거리와 지리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관계를 맺고 교류할 수 있고 엄청난 양의 정보 또한 공유가 가능케 될 만큼 빠

르게 확산되었다.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페이스북(Facebook)이나 트위터(Twitter) 같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이용한 범죄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테러리스트 그룹인 IS는 그들의 웹사

이트를 통해서 자신들의 활동을 외부에 알리기도 하고 그들의 테러행위를 위한 모병활동도 하고 있다. 테러리스트 집단

들은 소셜네트워크가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그들의 목적을 쉽게 달성 할 수 있기에 이를 많이 활용한다. 그러나

그 파급효과가 너무나 크기에 그들의 활동을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소셜네트워크 상에서 범죄자

나 테러리스트들의 활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어떻게 그들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감지하고 차단하고 대응 할 수 있는

지 보여준다.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연구에 대해서도 제시한다.

Countermeasure strategy for the international crime and terrorism by use

of SNA and Big data analysis

Tae Jin Chung*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event the serious threat from dangerous person or group by responding or blocking or separ

ating illegal activities by use of SNA: Social Network Analysis. SNA enables to identify the complex social relation

of suspect and individuals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investigation.

SNS has rapidly developed and expanded without restriction of physical distance and geo-location for making ne

w relation among people and sharing large amount of information. As rise of SNS(facebook and twitter) related crim

es, terrorist group 'ISIS' has used their website for promotion of their activity and recruitment.

The use of SNS costs relatively lower than other methods to achieve their goals so it has been widely used by

terrorist groups. Since it has a significant ripple effect, it is imperative to stop their activity. Therefore, this study pr

ecisely describes criminal and terrorist activities on SNS and demonstrates how effectively detect, block and respon

d against their activities. Further study is also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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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

e)1)를 통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글로벌 차원의 커뮤니

케이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초기에 페이

스북이 나왔을 때 보다 더욱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친구, 지인 또는 불특정다수로부

터 전해 듣는다. 이러한 정보에는 국제적인 이슈가 되

고 있는 정치문제부터 인류애를 자아내는 뉴스 그리

고 여행정보나 애니메이션까지 그 소재가 다양하다.

그러한 소재가 다양성에는 대부분 공통점이 있고 그

것은 우리 모두의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내용들이다.

이렇듯 SNS는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파고들어 매

일 매일을 함께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처음 SNS가 나왔을 때는 보수적인 사람들은 개인

정보 보호차원에서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자랑하기

도 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SNS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많이 소외됨을 알게 되어 늦게나

마 배워서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다. SNS는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을 연결해주고 양질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순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기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순기능의 허

점을 노려 SNS를 범죄나 테러에 이용하는 사람이나

집단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의 Berzinji, A., Abdullah, F.

S., Kakei, A.H (2013)[1]에 의하면, 테러리스트 집단

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

1)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영어: Social Network Service, 이

하 SNS)는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

그리고 인맥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고 강화

시켜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한다. SNS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생성, 유지, 강

화, 확장시켜 나가고 관계망을 통해 정보가 공유되고 유통

될 때 더욱 의미 있어 질 수 있다. 최근 들어 스마트폰 이

용자의 증가와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확장과 더불어 SNS의

이용자 또한 급증하고 있다. SNS는 광범위하고 동시에 특

정 성향의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는 서비스 이용자들을 데

이터베이스에 의해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활용도가 날로 부상하고 있다.

<출처:https://ko.wikipedia.org/wiki/%EC%86%8C%EC%85

%9C_%EB%84%A4%ED%8A%B8%EC%9B%8C%ED%81%

AC_%EC%84%9C%EB%B9%84%EC%8A%A4>

워크 서비스에서 그들의 생각을 전파하고 있다고 한

다.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 하듯이, 최근 발생한 테러

의 배후로 지목되는 IS도 SNS를 통해 조직원들을 모

집하고 테러를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Berzinji 등은 특수한 알고리즘을 창안하여 페이스

북 안에서 테러리스트들이 많이 활동하는 공간 중 가

장 활발한 노드(node)를 찾아내는 기법을 만들었다.

국내에서도 한국정보화진흥원(2013)[2]에서 ‘범죄

예방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ICT 활용방안’ 연구과제

를 통해 SNS를 활용한 범죄정보 제공 및 범죄예방에

대한 연구를 행한 바 있고 경찰활동에 효과적인 SNS

활동방안에 대한 발표도 같은 시기에 있었다 (2013)

[3]. 그러나 이들 연구는 경찰의 범죄인 검거에 SNS

를 통해 공개 수배한 내용에 대한 연구이다. 그리고

최근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시스템 구축(201

4)[4]을 위한 연구나 소셜빅데이터를 활용한 북한관련

위협인식요인예측(2014)[5], 사회관계망 위험조기경보

(2015)[6]등의 연구는 SNS상에서 활동하는 테러리스

트들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기보다는 범죄예방

이나 위협요인에 초점을 둔 연구이다. 만약 이들 연구

들을 융합한다면 더 좋은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SNS를 활용한 범죄나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죄나 테러집단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SNS를 활용하는지 알아야 한다. 먼저, SNS

를 활용한 범죄나 테러집단의 행위는 대부분 사람들

을 현혹하고 속이는데 있다. 특히, 범죄 집단들은 인

터넷사기를 벌이기 위해 SNS를 활용하며, IS 같은 테

러집단들은 전 세계적으로 조직원들은 모집하거나 테

러를 독려하기 위해 SNS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

다[7]. IS의 경우, 조직원 모집을 위해 과장된 광고성

문구로 사람들을 현혹한다. 예들 들면, “유전지대에서

나오는 엄청난 돈으로 조직원들에게 집과 차를 사준

다”며 젊은이들을 끌어 들이고 있다.

한 예로, 2014년 1월 IS의 SNS를 통한 조직원 모

집에 18세 고등학생 김모군이 현혹되어 IS에 가입하

기 위해 출국하여 터키에서 사라진 후 이제까지 행방

을 알 수 없게 된 사건이 있다. 최근 들어온 확인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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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소식통에 의하면 김모군이 미군의 폭격으로 사

망했을 것이라는 소문도 있다.

그들은 여러 개의 가공계정(서브계정)을 만들어 사

용하고 있어서 실제로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에 이러한 가공계정에 대해서 사전에 식별하여

테러리스트들의 활동을 차단하여야 한다. 근본적으

로는 SNS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들의 관계망을 분

석하고 어떤 정보를 어떻게 퍼뜨리는지 그리고 어떤

효과나 결과를 얻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더욱 중요하

다.

2. 소셜네트워크 분석 (Social

Network Analysis)을 이용한

범죄네트워크 분석

소셜네트워크 분석은 범죄나 비 범죄적인 인간의

활동과 사회적인 접촉관계에 대한 분석에 목적을 둔

다. 소셜네트워크는 때로는 그 자체가 심각한 범죄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범죄와 관련된 범죄자들 사이에서

는 불법적인 행위를 촉진시키며 불법적인 마약과 포

르노의 유통 및 배포 그리고 국제테러리즘을 일으키

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소셜네트워크은 법질서를 잘 지키는 시민들 사이에

서는 범죄가 상호배타적이지 않게 한다. 범죄 성향을

일으키는 소셜네트워크의 영향에 대해 사법기관들이

그런 위협요소가 어디에 있는 지를 찾아 낼 수 있는

능력에 따라 효과적인 범죄대응책을 마련 할 수 있다.

소셜네트워크 분석 이론은 어떻게 인간들이 조직하

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그런 조직을 관찰하는지

에 대한 것이다. 접근법을 보면 사람들이 큰 소셜네트

워크 상에서 어떻게 위치하며 영향을 받는지에 관한

접근이다. 방법론적으로 보면, 소셜네트워크 분석은

정확하고 계량적인 도구를 이용해 기관들이 네트워크

를 이해하고 관계 패턴을 찾을 수 있게 한다.

데이터의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 두 가지 요소(tw

o actors)와 한 가지 관계(tie or link)가 기본적인 분

석 단위가 된다. 여기에서 두 가지 요소 노드는 사람,

집단, 컴퓨터 또는 다른 정보나 자원을 교환하는 주체

이다. 관계에서 연결, 접촉 등은 뭔가를 교환하는 노

드이다. 예를 들면, 마약 거래 판매자와 구매자 같은

것이다. 아니면 구면의 테러리스트들의 전화통신이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만남 같은 것이다.

SNA 분석은 두 가지 결과를 생성하는데 하나는

시각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학적인 것이다. 이중

시각적으로 네트워크 지도를 구성하는 것을 소셜네트

워크 다이어그램(Social Network Diagram)이라고 하

며 이는 노드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노드의 중심점(centralirty of nodes)은 전체적인 네

트워크 구성에서 두드러지는 사람들에 대해 찾아낸다.

이는 범죄 조직 내에서 그들의 중요성, 역할, 계급, 정

보 장악력과 관계를 보여준다. 정도를 나타내는 degre

e는 어떤 노드가 얼마나 많이 다른 노드와 연결되었

는가를 측정하고, betweeness는 정보에 흐름에 얼마

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며, closeness는 얼마

나 빨리 네트워크 안에서 노드가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노드는 그들의 중심점에 대해 각

각 등수가 정해져 있으며, 가장 상위의 노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로서 해당 조직의 네트워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 졌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SNS상의 범죄나 테러리스트 네트워크를 분

석하기 위해서는 소셜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가장 우리나라 현

실에 잘 맞추어 개발 된 것이 국내업체 사이람이 개

발한 넷 마이너(Net Miner)이고 세계적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GUI(Graphic User Interface)[8]를 적용하여 누구나

사용이 쉽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으로 범죄 네트워

크를 분석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다.

수학의 그래프이론에 따라 연결 구조와 연결 강도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기법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상에

서 정보의 허브 역할을 하는 사용자를 찾는 데 주로

활용된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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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확산된 내용과 함께 연결의 맥락을 파악하

여 분석하는 기법이다.

(그림 1) SNA에 기반한 범죄 네트워크 분석[8]

<출처: 사이람 (http://www.cyram.com/solution/solut

ion_01_04.jsp) 참조>

범죄 네트워크 분석은 범죄네트워크의 포착으로 시

작되어 관계성 자료 수집을 통해 누가 누구와 연결되

어 있는지를 파악하면, 정보가 어떤 경로로 유통되는

지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는지 등과 그들의 조직을 와

해시키려면 어떤 인물을 제거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

다.

그리고 범죄 용의자들을 추려내기 위해서 스코어링

(Scoring)을 통해 가려내는데 그 방법은 아래와 같다.

범죄혐의 패턴 정의를 할 때 원하는 범죄 타입을 선

택한다. 그리고 개체 속성(학력, 사회 활동, 전과기록

등)의 요소를 입력하고 필요한 통계기법을 선택하면

범죄혐의 속성패턴 분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패턴 정

의 이후 관계정보를 입력하고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하면 범죄혐의 관계 패턴 분석이 가능하다.

(그림2) 사이람의 범죄혐의 Scoring 프로세스

<출처: 사이람 (http://www.cyram.com/solution/solut

ion_01_04.jsp) 참조>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코어링을 통해 범

죄 네트워크 내에서의 핵심이 누구인지 누가 누구와

더 친한지 그들의 계급은 어떤지 등을 파악할 수 있

으며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은

그들 조직을 와해 할 방법을 계획 할 수 있다.

3. SNA를 이용한 테러집단 추적 사례

“911 테러사건 용의자 추적”

2000년 초, 미국 중앙정보부 (CIA)는 알카에다와

관계가 있는 두 명의 테러리스트 용의자 나와프 알하

즈미(Nawaf Alhazmi)와 칼리드 알미다(Khalid Almih

dhar)가 말레이시아의 모임에 참석하고 로스엔젤레스

의 집으로 온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미국 CIA는 즉각

적인 검거도 가능하였지만 더 많은 알카에다 네트워

크를 색출하기 위해 그들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누구

와 이메일이나 통화를 하는지 누가 그들을 방문하는

지 어디에서 자금이 유입되는지 등을 유심히 지켜보

았다.

집중적인 감시로 그들의 네트워크가 조금씩 수면위

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피 감시자의 모든 행동이 감시

되었고 관심 대상자가 아닌 우편배달부, 식료품 배달

부, 이웃사람들 까지도 함께 관찰 되었다. 그리고 밤

늦게 찾아오는 방문객과 공항에서 빌린 렌트카로 찾

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집중 감시로 결국 캐나다 토론

토에서 방문한 사람 중 뉴욕주 버펄로 소재의 이동전

화번호를 사용하는 용의자를 찾아내게 되었다, 용의자

는 정기적으로 테러리스트 용의자들과 통화 하였으며

정보기관에서는 그를 중심으로 추적을 시작하였다. 그

리고 점점 더 많은 정보가 모이면서 그들의 조직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림3) 911사건 최초 테러 용의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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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이람 (http://www.cyram.com/solution/solut

ion_01_04.jsp) 참조>

그러나 그들이 정확히 어떻게 관련이 되었는지에

대한 증거나 정황에 대한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2000년 10월 12일 예멘에서 미 해군함 Cole에

대한 테러공격으로 미해군 17명이 사망하고 39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의 핵

심 용의자 칼라드(Khallad)가 2000년 1월 말레이시아

모임에 참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래 (그림 4)를 보면 (그림 3)의 최초 2명의 테러

용의자들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볼 수 있다. 비행기 납

치범들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녹색으로 연결되었다. 선

의 굵기는 그들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낸다. 이렇게 직

접적인 관계 파악을 마치고 2단계 간접적인 관계 파

악에 나서서 보니 그들의 노드와 연결이 더욱 뚜렷이

보였다. 그리고 그 노드 중 모하메드 아타(Mohamme

d Atta)에 관심을 갖고 추적을 시작했다. 그가 핵심

인물은 아니었지만 그에 대한 기록을 확보하고 있었

고, 이는 그도 단순히 많은 수사대상 노드 중 하나라

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림4) 테러용의자 2명에서 직접적으로 연결된

노드들

<출처: 사이람 (http://www.cyram.com/solution/solut

ion_01_04.jsp) 참조>

아래 (그림 5)를 보면 녹색 선은 최초 2명의 테러

리스트 용의자들과의 직접관계, 회색은 그들 간의 간

접관계를 보여준다. 이 그림으로만 아래와 같은 결론

에 도달했다.

첫째, 911테러사건 관련해서 19명의 테러리스트들

이 2단계 분석에서 다 밝혀졌다.

둘째, 소셜네트워크 분석으로 모하메드 아타가 지

역을 담당하는 테러리스트 리더(Leader)라는 것을 밝

혀내었다.

당시 미국 정보당국은 911 사태를 멈출 수도 있었

다. 그러나 그들이 수사에 착수하여 정보를 수집할 당

시만 해도 이러한 성과를 거둘지는 알 수 없는 상황

이었다. 그들에게는 사건 이후 너무나 많은 불필요한

정보도 분석 된 상태였다.

네트워크의 구조가 드러나면서 네트워크 안에서의

활동상황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

다. 그리고 뭔가 일이 터지기 전에는 네트워크 활동에

파동이 보인다는 점도 드러났다. 알려진 관계간의 정

보량이 많아졌는지, 알려진 노드 사이에 새로운 관계

가 생성되는지, 자금이 갑자기 역방향으로 흐르는지

등의 활동이 어떤 패턴이나 한계점에 도달하면 그 네

트워크는 더 이상 감시할 필요가 없고 노드들을 제거

할 때 인 것이다.

또한 테러리스트 색출에 있어서 밑바닥부터 위로

훌터 올라가는 수사방식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방식은 일

반인들을 덜 침해하고 오차도 적게 나왔다. 모든 데이

터들은 공개된 자료에서 수집되어 분석되었고 대부분

이 2001년 후반기부터 2002년 초반까지 월드와이드웹

(WWW)에서 수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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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테러리스트 2명과 접촉이 많은 노드들

<출처: 사이람 (http://www.cyram.com/solution/solut

ion_01_04.jsp) 참조>

4.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사용현황 및

필요성

특정 활동이 어떤 패턴이나 한계점에 도달하면 그

네트워크는 더 이상 감시할 필요가 없고 노드들을 제

거할 때라는 점을 위에서 언급하였다. 그런데 그 노드

들(테러리스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SNA에서만

분석된 정보만으로는 미약한 면이 있다. SNA는 노드

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한 내용이며 정확한 사건

을 분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복잡한

관계와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2)

2) 빅 데이터(영어: big data)란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

구로 데이터를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넘

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집합 및 이러한 데

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의미

한다.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생성, 수집, 분

석, 표현을 그 특징으로 하는 빅 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다

변화된 현대 사회를 더욱 정확하게 예측하여 효율적으로 작

동케 하고 개인화된 현대 사회 구성원 마다 맞춤형 정보를

제공, 관리, 분석 가능케 하며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기술을

실현시키기도 한다. 이같이 빅 데이터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과학 기술 등 전 영역에 걸쳐서 사회와 인류에게 가

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그 중요

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빅데이터의 문제점은 바로 사

생활 침해와 보안 측면에 자리하고 있다. 빅데이터는 수많

은 개인들의 수많은 정보의 집합이다. 그렇기에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할 때에 개인들의 사적인 정보까지 수집하여 관

분석 기법이 필요하다.

2013년 4월 미국 보스턴 테러 당시 범인이 검거되

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나흘에 불과했다. 이는 사건

발생 직후 수사당국이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만 한 거리나 건물 안팎의 CC

TV녹화기록과 SNS를 통해 수집된 현장 화면이나 메

시지 등 10TB 정도의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했기 때

문이다. 이는 미국 의회 도서관 보관 자료와 동등한

양이다[9].

이스라엘 정보부는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미

국보다도 먼저 사용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을 토대로 하마스 같은 테러리스트 조직을 공격하고

리더를 암살하는데 사용했다고 한다. 이스라엘 정보당

국자에 의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데이터

융합능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였고 빅데이터가 바로

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군사작전이나 정보수집에 빅

데이터가 필요한 이유는 센서와 다른 데이터를 수집

하여 하나의 형태로 합치면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

기 때문이다[10].

전 세계에 걸쳐 정부나 그룹들은 일반인들이 인터

넷상에서 실수로 흘리는 작은 정보나 다른 조각의 정

보를 수집하여 테러조직에 대해 알려고 한다. 빅데이

터 플랫폼은 이런 정보를 쉽게 분석한다. 이런 분석을

통해 테러리스트들의 동향이나 공격계획을 사전에 알

아낸다.

수집된 데이터는 비행기록부터 회계기록까지 다양

하며 정보당국은 그것을 이용해 위협이나 의심스러운

사람을 특정 한다. IS를 추적하는 대테러 전문가에 의

하면 ‘소셜미디어는 아주 중요한 정보 도구이다’, ‘거

기에는 아주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

리하는 빅브라더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렇게 모은 데이터가 보안 문제로 유출된다면, 이 역시 거의

모든 사람들의 정보가 유출되는 것이기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출처:https://ko.wikipedia.org/wiki/%EB%B9%85_%EB%8

D%B0%EC%9D%B4%ED%84%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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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말한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는 빅데이터

플랫폼에게 있어 양질의 정보들이 쌓여있는 보고와도

같다.

워싱턴 DC 소재의 브르킹스 연구소 버거와 모건

박사의 연구리포트 ‘IS 트위터 여론’에 의하면, 2014년

9월부터 12월 사이 46000여명의 IS 협조자들이 트위

터를 이용하였고 그중 수백명은 그들의 위치를 노출

하였다. 그들은 하루에 약 90000건의 소식들을 소셜미

디어에 올린다고 한다.

가장 주목받는 대테러 수집 데이터는 NSA가 수집

하는 통신 정보이다. NSA가 2013년까지 미국 국민들

의 전화까지도 도청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했다는 내

용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시민단체들은 거세게

항의 하였고, 이에 정부 관계자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

에서 이루어 졌다고 항변하였다.

NSA 국장과 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을 겸직하고 있

는 마이클 로저스 제독에 의하면, NSA의 전화도청

프로그램은 합법적이고 기관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며

이는 애국자 법에 의해 명백히 합법적인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전략 중에 하나이며,

만약 이러한 정보수집 활동이 금지된다면 NSA의 활

동은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들을

색출하는 것 역시 더 어려워진다고 주장한다.

빅데이터가 점점 더 인기 있고 수익성 높은 사업이

되면서 더욱 더 많은 회사들이 독자적인 플랫폼 개발

에 힘쓰고 있다. 예를 들면, 정보소프트웨어 솔루션

‘Dfuze' 시스템은 테러리스트 공격을 분석할 수 있다.

영국에 있는 ISS 글로벌, 닐 프랫웰에 의하면, D

fuze 시스템은 북아일랜드군의 폭탄 공격 기록부터

최근의 테러기록까지 저장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 솔루션은 전 세계 대테러 전문가들이 어떠한 촉

매제가 공격에 사용되었는지 손쉽게 정보를 업로드

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러한 촉매가 과거의

다른 사건에 사용되었는지도 확인 할 수 있어서 테러

의 트렌드도 파악 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범죄 현

장의 사진을 신속하게 상황실에 보낼 수 있게 만들어

졌다.

미국 재무부 산하의 ATF(the Bureau of Alcohol,

Tobacco, Firearms and Explosives) 가 현재 이 시스

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영국경찰본부인 ‘스코트랜드 야드’의 폭발물 데이터

센터도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테러리스트 공격을 분

석한다. 2005년 7월 런던 지하철 테러로 52명이 죽고

770여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스코트랜드 야드가 이 시

스템을 이용하여 주변 우방국에 관련 정보를 배포 할

수 있었다. 프랫웰에 의하면, 25개 우방국들은 수작업

없이 바로 그들의 시스템에 테러정보 관련 사진과 과

학적 보고서, 폭탄 제조법 등을 업로드 할 수 있었다.

영국은 오랫동안 북아일랜드 테러리즘을 경험하

면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관하게 되었고 이는 영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테러리스트들의 수법을 알

리는 유익한 자료가 된다.

Dfuze 시스템은 과거 영국경찰청 본부 내에서 층

이 다르거나 암호가 강하게 걸려 있으면 정보의 교류

가 불가능 했는데 이제는 언제든지 쉽게 다른 사무실

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이 시스템은 호주, 싱가폴, 네덜랜드, 헝가리

등 전 세계 40여개 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각 국마다

다른 데이터베이스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시스템은

호환성이 아주 좋아서 암호화된 데이터까지도 교환이

가능하다.

빅데이터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인 Leidos는 대테러

정보는 주로 사이버 테러에 중점을 둔다. 이 회사의

톰 라쉬(Tom Larsh)는 “빅데이터 기술은 사이버테러

대응에 아주 중요하다. 사이버방위 시스템은 취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오랜 시간을 거쳐 분석해야 할 만큼

많은 양의 데이터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다.

소셜미디어는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분석

가들에게 과거에는 제공하지 못했던 정보들을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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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라쉬에 의하면, 이 빅데이터 시스템은 많은 미국

인들과 연합국민들의 정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데이터는 더 커지고 빨라지고 많은 접근을 허용 할

것이다. 데이터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더 복잡해지기

에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필요로 하지만, 대테러에 있

어서 빅데이터 활용은 아직도 초기단계에 있다.

사이버 상에서는 테러리스트들이 비교적 적은 돈을

투자하여 비대칭 전력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텍사스 대학교의 바하니 투라이싱험(Bhavani Thur

aisingham) 교수는 정부가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테러

리스트들의 공격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동안 국민의

사생활보호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술이

도움은 되지만 항상 정확하지는 않다고 한다[11].

또한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면, 터키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이스탄불을 여

러 차례 여행한다면 이는 위험을 나타내는 신호이다.

그 방문이 합법적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리스크가

없는 인물로 판명될 때 까지는 시스템에 표시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의존성이 보장 되어야 하는데 감

사와 개인정보의 보관기간을 정하면 된다.

투라이싱험 교수는 2015년 1월 뉴욕타임스 기고에

서 빅데이터 하나로는 이 세상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고 한다. “1월 에 발생한 테러 ‘샤를리에브도’ 본

사 난입 총기난사 테러사건 같은 경우 사생활 옹호단

체와 변호사들이 급진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

한 정보를 빅데이터 기술과 공유 했다면 예방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믿는다”고 하였다[12].

소셜네트워크 분석이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효

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이나 법률을

만들어서 의미 있는 예측 가능한 정보를 추출하여 분

석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법률적인 지원 없이는

기술만으로는 우리를 지킬 수 없다.

국내에서도 2015년부터 경기도(중부일보, 2015)[14]

를 비롯하여 인천시(아주경제, 2016)[15], 청주시(경향

신문, 2016)[16] 등이 빅데이터를 이용한 범죄예측 시

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나서는 추세이지만 아직까지는

실질적인 사건과의 연결성이 부족하여 앞으로도 효과

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연구가 더 많

이 필요 할 것으로 보여 진다.

5. 결 론

소셜네트워크분석(SNA)이나 빅데이터분석이 국제

범죄나 테러리즘 대응에 효과적인 것은 기존의 연구

나 외국 기관들의 실무적인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국가

차원의 법률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일반 국민들의 협

력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스템을 효과적으

로 사용하려면 개인정보수집과 열람이 필수적이기 때

문이다. 미국과 같이 911 테러사건이 발생한 나라에서

도 초기에는 애국자 법에 의해 개인의 자유나 사생활

침해를 허가하는 분위기였으나, 최근 들어 스노든의

폭로이후 「US Freedom Act」를 만들어서 미국인이

포함되는 도청은 법원의 영장을 필요로 하게 하였다.

그러나 전 세계 전문가들은 하나 같이 입을 모아 민

관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개

인정보를 SNS를 비롯하여 민간영역에서 더 많이 보

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SNS는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

는 소셜미디어이다. SNS는 현실세계와 연장선상에

있는 또 하나의 다른 세상이며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

이 서로의 삶을 일정부분 볼 수 있고 또 어떤 정보가

삶에 유익한지 공유하고 상호 교류한다.

그러나 국제범죄집단이나 테러단체 차원에서 보면

SNS는 ‘개인정보의 보고’ 이다. 그들에게는 사용자(잠

재적인 피해자)가 스스로가 정보를 제공하는 아주 유

익한 장소이다. 여기에서 노출되는 잠재적인 피해자들

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위험한 공간이기도 하다. 예상

치 않은 상태에서 범죄나 테러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그 표적은 개인 일수도 있고 다수의 집단 또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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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 전체가 될 수도 있다.

2015년 11월13일, IS의 파리테러로 전세계는 테러

리즘의 공포에 휩싸이고 그들이 SNS를 통해 교신하

고 회합하고 테러를 모의 했다는 정황들이 밝혀지면

서 SNA(소셜네트워크분석)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테

러예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범죄나 테러리즘같은 다수의 사람들이나 사회,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행위에 있어서 사후대

응 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전 모의단계에

서부터 감지하고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 이미 이러한 소

셜네트워크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기법을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는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지만 이것을

수사나 대테러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

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국내외로 적지 않은 테러3)로 국민

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이나 제도가 부재하여 이러한 최첨단 장

비를 갖추고 운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

용조차 할 수가 없다.

최근 들어 국내에는 과격한 시위로 도심 한가운데

가 아수라장이 되고 많은 국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기에 더 우려가 되는 점은 일부 반국가

불순조직이 여기에 개입하여 사태를 더 부추기고 나

라를 더 혼란에 휩싸이게 하려는 시도도 일부 확인되

고 있다. 이러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범죄에도 SNA

와 빅데이터 분석기법 활용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시

스템을 이용하는 장점은 용의자에 대한 ‘정확한 타게

팅’ 또는 ‘핀포인팅’을 통해서 무고한 시민은 용의선상

3) 2003년 12월 이라크에서 오무전기 직원 두 명이

피살된데 이어 2004년 6월 김선일 피살사건, 2007년 7

월 아프카니스탄 샘물교회 인질사건, 2009년 3월 예멘

자살폭탄 사건 그리고 최근에는 2014년 1월 리비아

코트라 관장 피랍사건, 2월 이집트 버스테러 사건,

2015년 10월 25일 IS 연계 테러조직, SNS 통한 코엑

스 테러협박 등.

에서 미리 배제되어 인권이나 사생활 침해요소가 발

생 하지 않는다[13].

세계 각국이 알카에다와 IS 테러집단들의 테러공격

으로 저마다 선제적인 테러대응 방안을 모색중에 있

으며, 일부 국가는 SNA나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

하고 싶어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생각도 하지 못하

는 나라도 있다. 우리는 최첨단 정보통신기술(기반)과

필요성(테러피해 가능성)도 확실히 있지만 방법론(법

률과 제도)적으로는 많이 뒤쳐져 있다. 특히나 국내

정치적인 갈등상황으로 안보문제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을 보면 많이 아쉬운 상황이다. 테러공격으로

인한 피해는 재난과 같다. 비록 성격은 다르지만 인재

로 인해 발생한 여러 가지 대형 참사사건을 경험한

우리는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에 파리테러와 같은 일이 발생 한다면 그 피

해와 혼란은 매우 심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테러

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소셜네트워크분석(SNA)

과 빅데이터분석은 세계적으로 검증된 국제범죄나 대

테러대응에 효과적인 시스템이다. 우리는 이를 활용하

기 위해서 필요한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여 국가안보

에 도움이 되게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국가안보와 개인정보보호’ 사이에

서의 적절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법률이나 방안을

찾아서 국제범죄와 대테러 대응에 SNA나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게 하거나 ‘국가

안보’를 위해 국민들의 양보와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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