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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개인정보의 보호는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

이 아니라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위험성을 관리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개인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공유되거나 활용될 때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이 수

반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프라이버시 침

해의 위험성이 발생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이렇게 발생한 위험성

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결과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하려는 위험성 관리의 접근법은 데이터의 활용 가치가

높아지는 빅데이터 시대에 더욱 필요하다.

그래서 이 논문의 목표 또한 일차적으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

한 제도적 도구로서 부각되고 있는 비식별화를 위험성 관리의 관

점에서 모형화하는 것이다. 비식별화는 데이터에서 개인의 식별성

을 제거함으로써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법

이다.

가이드라인 형태의 문헌들을 포함한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에 대한 관련 규제와 함께 여러 의견서나 보고서들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위험성 관리 접근법의 적용 필

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에서 비식별화에 대한

전문가 판단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에 위험성 관리의 방식을 명시

적으로 법령 형태로 도입했다. EU에서는 DPD와 GDPR 모두 비

식별화 문제에 있어서 이분법적인 태도와 위험성 관리 관점 모두

를 보이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재식별의 위험성이 0이

되어야 적용되는 익명화 정보에 대한 규정과 함께 데이터 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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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맥락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는 ‘합리적 예측가능성’의 식별

가능성 기준의 제시가 이 두 가지 관점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GDPR의 경우에는 비식별화 기법의

한 가지 종류인 가명화를 명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이런 기술적

방식의 적용으로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고 강

조하고 있다. 결국 GDPR은 전면적이지는 않지만 DPD와 비교해

서 좀 더 비식별화 문제를 실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해 위

험성 관리의 한 가지 방식으로서의 가명화를 제시한 것으로 추측

된다. 영국은 ICO가 발표한 익명화에 대한 실행규칙을 통해 재식

별의 위험성이 0이 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의 비식별화에서 위험

성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

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 관리 방식의 기본적 전제 하에 개별 국가들

의 비식별화 프라이버시 규제를 비교할 수 있다. 특히 규제의 모

습과 관련해서 이런 절차적 방식에서의 기준은 standards의 방식

으로 적용함으로써 좀 더 유연성있고 사항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

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Standards 방식의 제대로 된 적용을 위

해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상세한 매뉴얼이 별도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위험성 관리 관점에 대한 이론적 전제 하에서 위험성 관리의 접

근법이 개별 국가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했다. 이런 위

험성 관리의 접근법은 데이터 자체의 위험성 관리와 데이터 환경

의 위험성 관리의 차원에서 구분한 모형을 제시했다. 특히 순수

위험성 관리 모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도적 유인으로서 가

명화 개념의 도입을 주장한다. 이런 가명화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1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근거해서 해석상 적용할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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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일정한 수준의 위험성 관리가 적용된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면제되는 방향으로 적용할 수 있다.

국내의 보건의료정보의 구조를 고려하면 위험성 관리 모형의 설

계에 공공기관에 집적된 데이터들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기 때

문에 외공공의 이익, 정책적 투명성, 정책적 책임성

(accountability)과 같은 추가적인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다. 그래

서 외부에의 공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재식별의 위

험성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어 : 개인정보보호, 비식별화, 재식별, 위험성관리, 가명화

학 번 : 2014-3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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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형태와 범위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빅데이터로 대별되는 새로운 범주의 산업이 등장을

하고, 데이터가 미래 산업의 새로운 자원으로서 부각되고 있다. 이런 데

이터 환경의 변화와 함께 데이터의 보호 문제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데이터의 수집을 통해 연구하는 행위를 실험실이란 통제된 공

간에서 또는 설문조사와 같이 연구자가 연구의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하지만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실험실의 범위 밖에서도 다양한 데이터

들을 수집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모하면서 연구자가 연구의 과정을 이

전의 경우와 같이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빅데이

터의 등장으로 데이터의 양과 적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지게 되었지만, 데이터가 연구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공개

되는 상황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데이터 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연구 환경에서 대두한 개인정보보호 체제로서는 더 이상

빅데이터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데이터 환경의 변화와 함께 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의 활용 가치가 점점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보건

의료정보의 가치는 이미 상당 부분 인정을 받고 있다. 그래서 보건의료

정보만을 취급하는 데이터브로커가 등장할 정도이다. 보건의료정보는

데이터의 활용 가치가 높지만 개인의 건강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개

인정보보호법에서는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민감정보로서의 보건의료정

보는 제3자에 의한 침해의 확률과 침해행위가 있을 경우의 피해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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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커진다. 그러므로 보건의료정보는 다른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비교해

볼 때 개인정보의 보호 장치를 좀 더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의 보건의료정보가 수집되는 구조를 보면 보건의료정보의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다. 국가가 유일한 보험자가 되는 국

민건강보험제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 및 투약에 수반되는 건강

보험에 대한 보건의료정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원에

집적되는 구조를 가기고 있다. 거의 모든 국민의 건강정보가 소수의 기

관에 집중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적된 데이터베이스

는 그 자체가 하나의 소중한 국가자산이 된다. 이런 국가자산의 활용을

위해서는 집적된 데이터들의 가치를 어떻게 일반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당연하다. 데이터의 가치는 결국 데이터 활용

의 가치이기 때문에 보건의료정보의 활용 가치에 대해 사회적인 진지한

논의와 이에 따른 합의 과정이 국내의 현실에 더욱 요청된다. 더 나아

가 건강보험과 관련된 개인정보이외에도 국립암센터와 같은 다양한 기

관들에서 특정 영역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정보를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건강보험에 대한 보건의료정보를 기준으로 다양한 보건의

료정보가 다수의 공공기관들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활용 가

치를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고민 또한 필요하다.

이 제도적 고민의 일환으로 데이터들의 연계에 따라 높아지는 프라이

버시의 위험성을 통제하면서 동시에 보건의료정보의 높은 활용 가치적

인 측면을 통시에 효과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보의 개인정보

호보체제에 대한 연구가 당연히 필요하다. 이런 배경 하에서 이 논문은

우선 보건의료정보에 있어서는 기존의 사전동의 제도의 대체적 규제 도

구로 비식별화 방식을 제시한다. 비식별화 방식은 개인정보의 식별성을

제거하면 더 이상 보호해야할 프라이버시가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적용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적 전제에서 출발한

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제대로 운영되면 개인정보의 보호 수준을 낮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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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용도의 데이터 분석을 위한 활용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전제 하에 이 논문의 궁극적 목적은 보건의료정보 영역에서의

제대로 된 비식별화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기존의 통계적 처리 방식을 적용해서 개인의 식별성을 제거하는 방식들

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간편한 비식별화 처리 방식의 적용만 하면 개

인정보보효와 보호와 활용 모두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하지만 비식별화가 효과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좀 더 세

밀한 제도적 연구가 필요하다. 실제 미국에서 일부 재식별의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비식별화 방식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들이 대두되었던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런 의견들 중 일부는 비식별화는 통계적 처리란

일회적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단순한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그

래서 이 논문도 비식별화의 장점이 제대로 부각되기 위해서는 비식별촤

체제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제2절 연구의 동기

비식별화에 대한 상세한 연구를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데이터 환

경의 변화에 따라 데이터의 규제 방식도 변화한다는 사실에 있다. 이미

데이터의 활용 범위가 다양해지면서 데이터를 초기에 수집하는 단계에

서는 예상할 수 없는 데이터 활용의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상

황에서 ‘데이터의 수집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 된다’는 사전동의

방식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모두에 문제점을 부여한다. 특히 개인

정보의 보호 관점에서도 정보주체는 정보의 수집 단계에서의 인식을 바

탕으로 동의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예상할 수 없는 활용이 있을 경우에

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의 범위 밖에 있게 된다. 결국 데이터의 활용

단계에서의 통제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에서는 데이터의 활용 단계에

적합한 규제 체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사전동의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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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인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면서 사후적인 활용의 단계에서의 데이터

통제권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려는 사후철회 방식도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후철회 방식도 결국에는 정보주체의 진지한 인식이 필

요하기 때문에 사후철회에 대한 진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경우에까지 효과적인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가능하

지는 않다. 그래서 이 논문은 데이터통제권 방식으로부터 관점으로 전

환해서 정보주체에 초점을 두지 않고 데이터 자체의 초점을 두는 방식

으로서 비식별화를 제시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일반적인 동기 이외에도 제대로 된 비식별화는 프라이버시의 위

험성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임을 보여주려는 목적이 있

다. 비식별화는 일견 단 한 번의 식별성을 제거하는 통계적 처리만을

적용하면 위험성이 제거되는 편의적 장치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하

지만 비식별화를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사전동의와 사후철

회와 같은 데이터통제권 방식 정도의 세밀하고 복잡한 논의들을 거쳐야

한다. 그래서 이 논문은 비식별화가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변 장치들과의 조합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식별의 위험성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임을 보여주려 한다.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전체 구조

1. 연구의 방법

이 논문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 우선은

비식별화의 일반적인 이론 체계에 대한 주요 보고서들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공통적으로 접근하는 비식별화의 이론적 형태를 분석한다. 그리고

EU(영국 포함), 미국, 일본, 대만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맥락에서의 비식

별화 규제 체제의 모습을 살펴보고, 프라이버시의 위험성 관리 차원에

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다. 그래서 이런 확인 작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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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보건의료 환경에 적합한 비식별화 규제 모형을 제시한다.

2. 전체 구조

우선 제2장에서는 비식별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의 주요 이론적 개념들을 살펴보고 국내의 보건의료정보의

수집 및 공규 구조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비식별화에 대한 이론적

관점에서 일반적인 특징과 비식별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제시

한다. 제 4장에서는 국내의 보건의료정보 맥락에서의 전반적인 개인정

보보호 규제들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여러 나라

의 비식별화 규제 체제들의 모습을 살피고 동시에 중요한 이론적 보고

서들도 같이 논의한다. 제6장에서는 제5장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별

국가들이 프라이버시의 위험성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비교확인한

다. 그리고 이런 확인을 기초로 국내의 보건의료정보 환경에 적합한 보

건의료정보의 비식별화 규제 모형을 제시한다.



- 6 -

제2장 개인정보보호의 일반적 특성과

보건의료정보

제1절 개인정보보호의 이론적 전제

1. 개인정보보호의 목적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목적은 프라이버시의 위험성을 한 번에 제거하

는 것이 아니다. 프라이버시의 위험성을 완전히 없애는 것 자체가 불가

능하고 만약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프라이버시 제거에 소모되는 비용의

관점에서 보면 합리적이지 못한 행위가 된다. 그래서 프라이버시의 위

험성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관점에서 프

라이버시 규제를 추구해야 한다. 특히 데이터의 생애주기의 측면에서

보면 이 생애주기 동안의 프라이버시의 위험성 또한 상이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변동하는 위험성을 언제나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

다.1)

2. 개인정보보호의 개념적 특징

(1)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개념 비교

원래 프라이버시 권리는 “혼자 있을 권리(right to be let alone)”라는

소극적 관점에서 시작되었다.2) 그런데 이제는 정보의 양이 급증하고 그

에 따라 개인정보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더 이상 외부로부터의 자유라는

소극적 관점만으로 정보보호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게 되

1)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

“De-Identifying Government Datasets”(2nd draft)(2016), p.21.

2) S. Warren, and L. Brandeis, “The Right to Privacy”, 4 Harvard L.R.

193(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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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래서 자신의 정보를 통제한다는 적극적 관점의 자기정보 통제

권이 등장했고, 이런 정보의 관점에서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가 발생했

다.

이와 같이 정보의 영역에서는 기존의 프라이버시와는 다른 차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데이터와 프라이버시가 결합된 상황에서는 기존의 프

라이버시와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특히 데이터의 형태로 정보가

등장하면서 데이터의 보호 이외에도 데이터의 보안 문제가 프라이버시

영역에 들어오게 되었다. 보안적 관점도 반영이 되면서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의 보호는 과거 프라이버시의 소극적 권리의 관점으로는 안 되

고 보안도 포함한 다층적인 접근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3)

(2) 개인정보 개념의 상대성

개인정보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위치하고 있는 데

이터 환경에 따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인

지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인 식별가능성은 ‘어

떤 데이터 환경에서는’ 식별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숨어져 있다.4) 그래서

동일한 데이터라도 어떤 데이터 환경에서는 개인정보가 되면서 다른 데

이터 환경에서는 개인정보가 되지 않을 수 있다.5) 특히 개인정보를 현

재 가지고 있는 주체가 데이터 환경에 포함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누

3)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 Brooks, M.

Garcia, N. Lefkovitz, and E. Nadeau), “An Introduction to Privacy

Engineering and Risk Management in Federal Systems”(NISTIR 8062)(2017),

p.2.

4) J. Lane, V. Stodden, S. Bender, and H. Nissenbaum(eds.), Privacy, Big

Data, and the Public Good: Frameworks for Engage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2014), 2014, p.39 참조.

5) 이와 같이 개인정보의 개념 자체가 데이터 환경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2003

년에 제정된 미국의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이 제시한 한 가지 비식별화 방식

인 17가지 식별자 제거 접근법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모두의 관점에서 문

제가 있다. 특정 시점의 기술 수준이나 가용할 수 있는 정보 등에 따라 개인정

보인지 여부가 달라지는데 이 17가지 식별자가 제거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기

술에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J. Lane, V. Stodden,

S. Bender, and H. Nissenbaum(eds.), 위의 책, p.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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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여부가 달라진

다.6) 예를 들어 해시(hash) 함수를 통해 가명화처리된 데이터인 경우

이 해시 함수의 키(key) 값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관리자에게는 이 가명

화 처리된 데이터는 개인정보이다. 하지만 이 키 값을 가지고 있지 않

는 데이터의 사용자에게는 개인정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7)

(3)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의 관계

개인정보보호 영역에 정보보안적인 원칙과 방법론이 많이 도입되고

있다. 그에 따라 두 영역의 개념적 구분도 많이 희미해지고 있다.8) 하지

만 개인정보보 는 프라이버시란 권리 보호에 대한 영역이고 정보보안은

정보의 기밀성(confidentiality)이란 정보 자체의 보호에 대한 영역이라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9) 그리고 보호의 방식에 있어서도 프라이버시는

권리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서 사전동의(opt-in consent)나 사

후철회(opt-out)와 같이 정보주체에게 계속적인 정보통제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10) 반면에 정보보안의 경우는 정보가 저

장된 데이터베이스 자체 내로의 침입을 방지하는 관점에서 좀 더 기술

적인 조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11) 그래서 이런 방법

6) P. Schwartz, P. and D. Solove, "The PII Problem: Privacy and a New

Concept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New York University Law

Review(2011), p.1847.

7) 개인정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 개인정보가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는 없다. 키 값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데이터의 속성들의 연결읕 통해 데이

터 사용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우연한 정보를 가지고 가명화된 어떤 레코드

(record)가 누구의 정보인지 파악할 수는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인정보의 해

당 여부는 매우 미묘한 판단이 되고 어느 시점 그리고 어느 정도의 범위를 가

지고 개인정보의 여부인지를 고려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P. Schwartz, P.

and D. Solove, 위의 논문, pp.1847-1848 참조.

8)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 Brooks, M.

Garcia, N. Lefkovitz, and E. Nadeau), 앞의 보고서(각주 3), p.14.

9)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 Brooks, M.

Garcia, N. Lefkovitz, and E. Nadeau), 앞의 보고서(각주 3), p.2.

10) V. Mayer-Schonberger, “Beyond Privacy, Beyond Rights-Toward a

Systems Theory of Information Governance”, 98 California Law Review

1853(2010), pp.1859-1860.

11)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 Brooks, M.

Garcia, N. Lefkovitz, and E. Nadeau), 앞의 보고서(각주 3),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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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인 대비 때문에 전통적으로 개인정보보호는 규범적 접근법이 기반

이 되고, 정보보안은 기술적(technological) 접근법이 기반이 된다.12)

그런데 이 두 영역이 중첩된 부분이 비식별화와 관련성이 높은 영역

이다. 비식별화의 경우는 비식별화의 기법이란 기술적 요소는 데이터의

보안 영역에서 대체로 생성되었다. 이런 보안적 기술들을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영역으로 도입을 하는 형태가 된 것이다.

그래서 개인정보의 보안 조치 영역이 정보보안과 프라이버시가 중첩되

는 부분이 된다.13) 그런데 이런 보안적 조치들 중에 데이터의 비식별화

기법과 암호화와 같은 여러 기술적 장치들이 포함된다. 결국은 비식별

화가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영역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 관계를 [그림 2-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 정보보안과 프라이버시의 관계14)

12) 앞으로 본 논문에서 표현하는 ‘기술적’의 의미는 별도의 표시가 없으면

technological을 의미한다.

13)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 Brooks, M.

Garcia, N. Lefkovitz, and E. Nadeau), 앞의 보고서(각주 3), p.8.

14)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 Brooks, M.

Garcia, N. Lefkovitz, and E. Nadeau), 앞의 보고서(각주 3), 그림2 인용.



- 10 -

3. 개인정보보호의 종류

(1) 이론적 배경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를 프라이버시란 전통적 영역에서

살펴보면 사전동의 또는 사후철회와 같은 데이터통제권을 정보주체에게

부여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규제 방식이다.15) 정보주체로부터 정보관리

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저장한 후에 수집 목적 하에서만 활용하는

단계만을 상정한다면 데이터통제권의 방식으로도 효과적인 규제가 가능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빅데이터 시대에서의 데이터 활용 관점에서 실

제 관심을 두는 부분은 수집 목적 이외의 활용이란 ‘이차적 사용

(secondary use)’이다.16) 대량의 데이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용하려면 특정 목적 하에서 데이터를 사용하려고 할 때마다 정보주

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비록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정보주체가 동의의 내용을 제대로 인

지하고 동의를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기 때문에 동의제도 하에서 정보

주체가 실질적으로 프라이버시 보호를 받기도 어렵다.

이러한 데이터통제권 방식의 한계 때문에 데이터의 이차적 활용이 중

요시되는 빅데이터 환경에 데이터통제권 방식을 보완하거나 나아가서

대체할 수 있는 접근법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기술적인 방식이다. 기

술적인 방식은 데이터를 관리한다는 관점을 반영한다.17) 데이터의 관리

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한 정보보안의 영역에서 나타난 접

근법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서는 정보주체

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보관리자에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안 조치

15) V. Mayer-Schonberger, 앞의 논문(각주 10), p.1870.

16) Daniel C. Barth-Jones, “Why a Systems-Science Perspective is Needed

to Better Inform Data Privacy De-identification Public Policy, Regulation

and Law” (2016 draft), p. 3.

17) V. Mayer-Schonberger, 앞의 논문(각주 10), p.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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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관리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기술적 접근법의 내용을 반영한

조항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부분적인 기술적 내용들을 넘어서 데이

터통제권의 접근법을 대체할 수도 있는 기술적인 관점을 전면적으로 도

입하는 방식이 비식별화이다.

이 두 가지 접근법은 내용상 상반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인정

보보호의 도구로서 서로를 보완하면서 잠재적으로는 대체할 수도 있는

관계에 있다. 어떤 접근법이 효과적인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해당 데이터 세트의 특징과 데이터 환경의 모습에 따라 데이터통제권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고, 반대로 기술적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

다. 데이터통제권 방식이 빅데이터 환경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기술적인 방식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보주체가 데이터통제

권을 좀 더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논의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

다.18) 각각의 접근법에 대한 내용들을 다음 단락에서 살펴본다.

(2)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두 가지 접근법

가. 데이터의 통제권 부여 방식

(가) 의미 및 특징

정보주체에게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함으

로써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를 해결하는 입장이다. 프라이버시는 일종의

개인적 법익이기 때문에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

하면 개인정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별 정보주체는 데

이터의 특징 또는 종류에 따라 프라이버시의 기대 또는 선호도가 다르

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프라이버시의 기대를 제대로 충족하기 위해서는

결국 해당 정보주체가 직접 결정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 데이터 통

18) J. Lane, V. Stodden, S. Bender, and H. Nissenbaum(eds.), 앞의 책(각주

4), pp. 120-1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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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 방식이 된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전동의와 사후철회가 데

이터 통제권 방식이 된다.

(나) 개인정보보호 맥락에서의 한계

사전적 동의 방식 그 자체는 데이터의 생애주기(life-cycle)를 기반으

로 한 개인정보보호 규제에 적합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19)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는 수집, 저장, 제공 또는 활용의 과정을 거치면서 경우에 따라

특정 데이터베이스에서 완전히 삭제되는 과정까지 이를 수 있다.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 행사로서 많이 사용되는 사전동의는 정보주체

의 관점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관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

하는 단계에 집중하는 특징이 있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의 제

공에 대한 사전동의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그 정보주체가 위치한 정보

수집 단계의 상황에 대한 제한적 인식을 기반으로 하게 되기 때문이

다.20)

이런 제한적 인식 때문에 정보주체는 대체적으로 정보의 제공 또는

활용 단계까지에 대한 전체적인 고려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게 된다.

이런 이유로 사전동의 제도와 같은 정보통제권 부여 방식이 정작 정보

주체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게 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21) 이와 대조적으로 위험성 관리는 개인정보의 식별의 위

험성을 데이터의 전 단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위험성 관리는 데이터의 특성을 잘 반영한 점근법이 된

다.

나. 기술적(Technological) 방식

19) H. Nissenbaum, H., Privacy in Context: Technology, Policy, and the

Integrity of Social Life , Stanford Law Books(2010), p.97.

20) V. Mayer-Schonberger, 앞의 논문(각주 10), p.1866. H. Nissenbaum, H.

위의 논문, p.100 참조.

21) V. Mayer-Schonberger, 앞의 논문(각주 10), p.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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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방식의 전제는 데이터와 데이터 환경 모두를 동등한 위험성

요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데이터 통제권 방식은 정보주체가

데이터의 공유 또는 활용의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개별 데이터 자체에

집중하는 구조이다. 그래서 데이터 통제권 방식은 정보주체의 제한된

인식에 따라 데이터 환경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고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시스템적 접근 방식은 정보주체의 인식 여부

와 관계없이 데이터 환경 전체의 구조적 위험성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비식별화 처리와 같은 기술적 방식이 기술적 방식에 해당

한다. 특히 시스템 엔지니어링 관점에서는 탈연결성(dis-linkability) 요

소와 연결된다.22) 다만 이런 접근법은 데이터 전체 주기(life cycle)를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관리자는 자신이 보유하는 데이터

시스템의 경계를 지속적으로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23)

더 나아가 기술적 방식과 같은 기술 중심의 규제 형태는 비식별화 규

제 체제의 본질이 위험성 관리라는 맥락에서는 적절한 방식으로 보인

다. 기술적 접근법을 통해 데이터의 전체적인 이동 및 활용 과정 속에

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재식별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통제할 필

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식별 위험성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보

면 수집 단계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규제 방식 체제에서는 데이터의 전

체 단계에 걸친 재식별의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감시하면서 관리하는 것

이 매우 어렵다.24)

데이터와 데이터 환경을 독립적인 위험성 변수로 간주한 기술적 방식

을 [표 2-1]에서 잘 표현하고 있다. 아래의 표를 보면 데이터가 공유되

는 형태란 한 가지 변수를 9가지로 구분하고 있고 적용되는 비식별화

22)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 Brooks, M.

Garcia, N. Lefkovitz, and E. Nadeau), 앞의 보고서(각주 3), p.20.

23)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 Brooks, M.

Garcia, N. Lefkovitz, and E. Nadeau), 앞의 보고서(각주 3), p.11.

24) V. Mayer-Schonberger, 위의 논문(각주 10), p.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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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이란 또 다른 변수를 12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변수를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따라 해당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이

다양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비식별화는 데이터와

데이터 환경 모두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반영하는 접근법이다.

[표 2-1] 데이터 공유 시나리오와 비식별화 기법25)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의 규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다음 단락에서는 이런 개인정보보호의 규제에 대한 경제학적 함의들을

25) Orit Levin and Javier Salido, “The Two Dimensions of Data Privacy

Measures” (draft)(2016), p.3의 그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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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 살펴본다.

4. 개인정보보호의 경제학적 함의

(1) 의의

가. 논의 배경

개인정보보호의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법학, 공학 경제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

다.26) 개인정보의 문제는 데이터의 영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어서

데이터의 흐름이나 데이터의 구조에 대한 이행 없이는 개인정보보호를

효과적으로 추구하기가 어렵다. 데이터의 영역은 기술적인 개념을 기반

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공학적 지식에 대한 이해가 주로 필요하다. 실

제로 정보보안의 관점이 프라이버시의 영역에 많이 도입되면서 현재 논

의되는 개인정보보호의 논의들 속에서 데이터의 기술적 처리와 관련된

공학적 개념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공학 분야에 비해서는 아직 논의 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경제

학적 논리를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적용하려는 노력들이 꾸준히 지속되

어 왔다. 예를 들어 Alessandro Acquisti를 중심으로 하는 프라이버시

경제학이 경제학의 하나의 분야로서 논의되고 있다.27)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의 규제에 대한 논의의 영역에서 경제학적 논리가 명시적으로 도입

된 경우는 거의 없다.28) 이와 같이 경제학적 논리가 개인정보보호 규제

26) 서울대 법과경제연구센터, 「데이터이코노미」, 한스미디어, 2017, p.196 참

조.

27) Alessandro Acquisti, Curtis R. Taylor, Liad Wagman, “The Economics

of Privacy (March 8, 2016).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52, No. 2,

2016; Sloan Foundation Economics Research Paper No. 2580411 참조.

28) EU개인정보보호지침(EU Data Protection Directive)에서 정보관리자가 개

인정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정보주체는 이 소유권의 범위가 미치지 못한는

나머지 권리(residual right)를 가지고 있는 구조라고 분석한 보고서가 있다. 법

경제학에서의 재산권적 관점으로 접근한 보고서이지만 이 보고서의 내용은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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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반적인 이론적 전제로 아직까지 채택되지 못한 원인은 개인정보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상품, 즉 재산권의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인

지가 불확실하다는 사실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 그렇지만 경제학

적 논리가 공학적 관점과 같이 개인정보보호의 영역에 명확한 유용성을

현재까지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학의 잠재적 영향력

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개인정보는 결국 정보의 한 가지 종류이

기 때문에 경제학의 주요 영역인 정보경제학의 논리가 개인정보를 보호

하는 문제의 해결에 대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단락에

서 개인정보에 재산권을 인정함으로써 시장의 메커니즘을 통해 개인정

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를 논의한 후 정보경제학을 포함한

경제학적 관점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본다.

나. 개인정보에 대한 재산권 부여 방식의 문제점

재산권 방식으로의 해결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견들이 많지만 데이터

에 대한 재산권을 부여함으로써 외부 규제가 아닌 시장 내의 방식을 통

해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29) 결국,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은 데이터에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이 가

능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데이터에 대한 재산권은

나아가서 개인정보에 대한 재산권의 인정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재산권적 접근법의 문제점은 개인정보보호 맥락에서 제

시되고 있는 ‘프라이버시 딜레마(dilemma)’ 또는 ‘프라이버시 패러독스

(paradox)’에 있다. 프라이버시 딜레마란 개인정보의 정보주체가 자신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지불의사(willingness-to-pay), 즉 프라이버시에 대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대한 한 가지 해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U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는 이런 구조를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European

Commission(N. Dutch-Brown, B. Martens. and F. Mueller-Langer), “The

Economics of ownership, access and trade in digital data”(JRC Technical

Reports)(2017) 참조.

29) EU개인정보보호지침 하에서의 정보주체의 권리를 재산권적 관점에서 분석

한 보고서가 있다. European Commission(N. Dutch-Brown, B. Martens. and

F. Mueller-Langer), 위의 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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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관적 가치 책정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을 의미한다.30) 일반

적인 설문 조사를 통해서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인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측정이 되지만, 실제 온라인 상에서의 행태를 보면 매우 작은

액수의 보상으로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렵지 않게 제공하는 인터넷 이

용자들이 일반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이와 같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인들의 가치 책정 자체에 일관성이

없는 이유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개인들이 자신의 개인정보

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대

로 파악하지 못하는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상황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정보비대칭 하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인들의 가치가 체계적인 상품에 대한 선호도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을 통한 해결은 결국 시장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

게 된다.

또한 이런 프라이버시 딜레마의 관점 이외에도 데이터가 가지는 속성

자체가 재산권의 대상인 사유재(private goods)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이

유도 있다. 시간에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사유재에 해당하려면 해당 상

품은 배제성(excludability)과 경합성(rivalry)를 가져야 한다.31) 배제성

이란 자신의 상품소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는 주체에게는 상품

사용을 못하게 하는 특징을 의미하고, 경합성이란 두 주체가 동시에 하

나의 상품을 소비하지는 못하는 특징을 의미한다. 32) 하지만 데이터 복

제의 한계비용이 거의 0에 수렴한다는 사실 때문에 지적재산권과 같이

인위적인 방식으로 한계비용을 높이지 않으면 데이터는 비배제성

(non-excludability)를 가지는 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데이터

복제의 한계비용이 0에 수렴한다는 사실은 동일한 상품에 대한 혜택을

30) J. Yakowitz, “Tragedy of the Data Commons”, Harvard Journal of Law

& Technology Volume 25, Number 1(2011), p.11.

31) H. Varian, Intermediate Microeconomics(8th), W. W. Norton &

Company(2010). p. 325.

32) H. Varian, 위의 책, pp. 32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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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다수의 주체가 누릴 수 있게 한다. 즉, 비경합적(non-rivalry)인

성격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데이터 자체의 속성이 사유재가 아니라

공공재(public goods) 또는 공유재(common goods)에 가깝기 때문에 시

장 메커니즘에 의한 해결이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개인정보보호 자체를 데이터에 대한 재산권 인정의 방식으

로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의 통제 권리를

재산권적 방식으로 분배를 해도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인들의 선호가 반

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분배된 권리가 사회 전체적인 파레토

(paretto) 효율성을 증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

다.33) 결국, 프라이버시에 대한 가치 책정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기 위

한 기본조건이 정보의 완전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법과 기술적 접근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

황이다.

다.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의 의의

이렇게 데이터에 재산권을 부여해서 시장에서 해결하자는 입장은 많

은 논리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해결은 어렵다. 결국

어떤 형태에서든 국가의 규제가 등장을 해야 하는 영역이 된다. 그래서

일종의 데이터 시장 실패적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등장하게

된다. 이런 전제에서 현재의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시장 실패 측면에서

의 간단한 경제학적 논리로 설명을 한다. 그래서 정보비대칭, 공유재, 그

리고 위험성(risk)이란 경제학적 개념을 기준으로 비식별화에 대한 문제

를 제시한다. 이와 함께 비식별화 자체의 관점에서 경제학적 논리로 설

명할 수 있으면 추가적으로 간략하게 언급한다.34)

33) B. Hermalin and M. Katz, “Privacy, property rights and efficiency: The

economics of privacy as secrecy”, Quantitative Market Economics, Vol.4.

2006, p.215.

34) 데이터의 비식별화를 규제의 관점에서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논문을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여기서는 개인의견의 형태로 간략하게 제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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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관점

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설명

데이터분석의 기술을 통해 개인화된(tailored) 온라인광고와 같이 다양

한 형태의 데이터활용의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

으로 정보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가 활용되면서,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

보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어떤 과정, 어떤 알고리즘(algorithms)을 적용

해서 데이터분석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

워지고 있다. 이런 불완전한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는 자신의 개인정보

에 대한 효과적인 데이터 통제권을 행사하지 어렵다. 그러므로 이런 불

완전 정보에 의한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정보주체는 현재 사전동의와 같

은 개인의 정보통제권를 중시하는 프라이버시 체제 하에서 효과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받기 어려운 구조에 있게 된다.

정보의 비대칭을 어렵게 하는 것은 이런 불완전한 정보 구조 이외에

도 개인의 제한적인(bounded) 합리성 문제나 휴리스틱(heuristic)과 같은

편의적인 행동 선택을 하는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더욱 더 정보의 비

대칭이 심해지는 구조가 된다.35) 개인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개인의 제한적인 합리성 때문에 완전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분석해

서 체계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힘들다는 관점이 된다. 특히 복잡한

컴퓨터공학적 알고리즘이 데이터 분석의 도구로 사용될 경우에는 이런

제한적 합리성을 가정한 행동경제학적 관점이 더욱 설득력을 가지게 된

다.

또한 개인 정보의 주체는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모른다.

이런 문제로 정보 처리자에게 정보 사용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공개의무

35) J. Lane, V. Stodden, S. Bender, and H. Nissenbaum(eds.), 앞의 책(각주

4), p.87.



- 20 -

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의무 준수를 감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집

행 비용이 너무 높다. 이런 관점에서 ‘불안전한 시장 균형(unstable

market equilibrium)’의 문제가 발생한다.36) 불안전한 시장 균형은 모든

회사가 프라이버시를 준수하면 어떤 소비자도 프라이버시 준수 사실을

검정하지 않고 이에 따라 회사들도 프라이버시 정책을 무시하고 무시하

면 다시 소비자들이 프라이버시를 검증하려는 상태를 전제로 한다. 그

래서 이와 같은 전체적인 과정이 계속적으로 반복됨으로써 발생되는 데

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시장 균형 자체가 안정적으로 형성되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한다.37)

그리고 프라이버시 정책의 준수 여부는 소비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선택에 있어서 부차적인 문제라는 사실도 프라이버시가 시장 메커니즘

에서에서 내부화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게 된다. 이런 구조 하에서 소

비자는 자신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인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정보에만

의존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한다.38) 소비자입장에서는 기업들의

프라이버시 준수 정책에 대한 정보비대칭 상황에 있어도 이런 정보비대

칭의 문제점을 인식하려는 의지나 선호를 가지지 않게 된다. 그래서 소

비 선택의 중요 고려 사항인지 불분명하고, 이런 이유로 결국 기업들

또한 프라이버시 정책을 준수할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

나. 비식별화에서의 의미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데이터 활용의 알고리즘의 복잡성 때문에

정보주체가 정보비대칭적 상황에 높인 것과 같이, 비식별화 처리의 기

술적 내용 또한 정보주체의 접근성이 어렵다기 때문에 동일한 정보비대

칭적인 상황에 있다. 그렇다면 정보비대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

36) Ian Brown, “The Economics of Privacy, Data Protection and

Surveillance” in M. Latzer and J.M. Bauer (eds.), Handbook on the

Economics of the Internet, Cheltenham: Edward Elgar(2013), p. 145.

37) Ian Brown, 위의 책, p.146.

38) Ian Brown, 위의 책, 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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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화 처리의 사전적 그리고 사후적 과정 모두에 대한 사항들이 정보

주체에게 공개하는 정책적 방향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들

이 있을 수 있다. 즉 비식별화에 대해서도 정보공시의무(mandatory

disclosure)와 같은 의무를 부과해서 정보의 투명성(transparency)를 높

이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비식별화의 운용 맥락에서도 효과가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정보의 수집 또는 제3자 제공 시에 고지된(informed) 동의를 얻

는 것이 기본적인 법규제의 태도이다. 효과적인 동의를 위해서는 동의

의 대상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이유로 동의의 기반이 되는 사실들

에 대한 고지를 정보의 사용자가 정보주체에게 하고 있다. 현재는 고지

의 대상들 중에 비식별화의 자세한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정보의 비식별화 처리에 대한 내용의 완전공개가

개인들에게 정보공유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완화해서, 개인들이 적극

적으로 정보의 공유를 원하는 방식으로 정보통제권을 행사한다는 연관

성이 있다면 비식별화의 내용들을 공개할 정책적 이유는 충분하다.39)

하지만 위와 같은 정책적 이유가 정당화되는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기술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효과적인 규제의 전제조건이 모든 정보를 공

개하는 투명성 확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정보주체들의 제한적 합리성 때문에 비식별화의 알고

리즘과 같은 요소들을 공개하는 행위가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업자

의 책임성(accountability)의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40)

이와 같이 비식별화 처리 내용의 공개를 통해서도 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책임성을 부과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비

39) J. Yakowitz, 앞의 논문(각주 30), p.15.

40) 자동화된 알고리즘의 내용에 대한 완전한 공개만으로는 알고리즘의 책임성

이 확보되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J. Kroll, J. Huey, S. Barocas, E.

Felton, J. Reidenberg, D. Robinson, and H. Yu, “Accountable Algorithms”,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Vol.165, Iss.3(2017), p.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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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화의 경우에 정보의 비대칭적 구조를 정보공개의 방식이 아닌 다른

사후적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전적으로는 정보주체가 비식별화

과정을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비식별화 처리를 한

이후에 해당 사업자에 대한 심사(auditing)과 같은 사후적인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이다.41) 정보의 공개로 정보비대칭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

운 환경 하에서는 정보에 대한 처리 이후에 사후적인 결과에 대해 지속

적으로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정보를

활용한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책임성을 부여하는 접근법이라고 판단된

다.

(3) 공유재(Common goods) 관점

가. 공유재의 개념과 개인정보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공유재는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성은 없는

상품으로 일반적으로 정의된다. 경합성이 일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동일

한 상품이나 자원의 사용에 있어서 어떤 경제주체가 사용 또는 소비를

하면 다른 경제주체가 방해를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배제성은 없기

떄문에 어떤 경제주체의 허락이 없어도 자유롭게 해당 상품이나 자원을

소비할 수 있다. 데이터의 경우에는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고, 아니면 공유재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공공재에 해당하든지 또는 공유재에 해당하든지 배

재성이 없다는 사실은 공통의 특징이 된다.

그래서 데이터 또는 프라이버시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데이터를 제공

하지 않아도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사회 전체적인 후생이 증가할 경우

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동시에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

기 때문에 자신의 프라이버시도 보호가 되는 무임승차(free-riding)의

41) J. Kroll, J. Huey, S. Barocas, E. Felton, J. Reidenberg, D. Robinson, and

H. Yu, 위의 논문, p.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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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무임승차의 문제가 개인정보보호 맥락에서 발

생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맥락에서“공유의 비극(Tragedy of

Commons)”과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42) 이에 따라 모든 정보주체들

이 자신의 정보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무임승차를 하려고 하면 데이터분

석의 자원이 될 데이터자체들이 부족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데이터분석

의 활용에 의한 자회전체적인 후생의 감소란 불이익을 정보주체들전체

가 가지게 될 수 있다.

나. 개인정보가 공유재에 해당할 경우의 비식별화의 가치

비식별화의 제대로 된 운용을 위해서 데이터의 보관 유형에 따른 적

용이 필요하다. 특히, 정보가 정부기관 데이터테이스에 보관되어 있는

형태는 해당정보들이 공유재 또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우선

데이터의 공유가 주는 사회적 혜택의 관점에서 데이터를 사회적 공유재

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무임승차의 유인이

있는 상태에선 사전동의는 공유의 비극을 막기 어렵기 때문에, 강력한

사전동의가 필요없을 정도로 개인정보의 재식별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대안적 도구이자 정보주체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대체적 도구가 필요

하다.

특히 사후적 철회 방식과 결합해서 비식별화가 제대로 적용되면 데이

터주체에게 신뢰감이 형성될 수 있는 방식으로 비식별화를 구체화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비식별화가 사전적 동의를 할 유인

을 주거나 사후적 철회도 적용하지 않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결국, 비식별화가 정보주체에게 프라이버시 보호의 신

뢰감을 주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신뢰를

주는 시스템은 비식별화 자체의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 공개의 방향보다

는 사후적으로 정보의 흐름을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할

42) J. Yakowitz, 앞의 논문(각주 30), p.20. 공유의 비극에 대한 논문으로

Garret Hardin,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New Series, Vol.

162, No. 3859(1968), p. 12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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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결국, 정부주체의 지속적인 감시가 가능한 사후적 구조로서 비식별화

의 내용(contents)가 아니라 절차(process)를 중요시하는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절차 자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정보주체는 자신

들의 개인정보가 어떤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될 수 있다는 신

뢰성을 가지게 된다.43) 특히, 개인들이 비식별화처리된 개인정보의 재식

별 위험성을 몇 개의 재식별된 사건들을 통해 실제의 위험성보다 더 크

게 인식해서 벌어지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4) 위험성(risk) 관점

가. 개인정보보호 위험성의 과대·과소평가 문제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제도에의 신뢰성은 위험성을 얼마나 최소화

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환경보호 또는 교통사고의 맥락

에서 언론에 공개되는 몇몇 사건들에 의해 실제의 위험성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위험성이 인지가 되어 사회적으로 최적의 수준보다 더 낮거나

아니면 너 높게 규제라 이루어지는 사례들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44)

그래서 결국 위험성에 기초해서 최적 수준의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인

지된 위험성과 실제 위험성과 의 차이를 확인하고, 그 차이를 최소화하

려는 노력이 필요하다.45)

43) 이와 같이 ‘절차적 규칙성(procedural regularity)’의 적용을 통해 정보주체

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J. Kroll, J. Huey, S. Barocas, E. Felton, J.

Reidenberg, D. Robinson, and H. Yu, 앞의 논문(각주 40), pp.38-39 참조.

44) W. Viscusi, “Regulation of Health, Safety, and Environmental Risks”,

Discussion Paper No. 544(2006), pp,23-24.

45) 위험한 물건을 구매라기 위해서 개별 소비자는 인지된 위험성 p를 전제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해당 물건을 구매한다.

(1-p)u(v-c)+pv(y-c)>x(y). 하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실제의 위험성 p*를 기준

으로 소비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에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된다. 결국 p와 p* 사

이의 차이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W. Viscusi,, 위의 보고서, p,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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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험성 평가 맥락에서의 비식별화의 특징

비식별화의 맥락에서도 재식별 위험성에 대한 정보주체의 인지된 위

험성과 실제 위험성 사이의 차이를 좁히는 방식으로 비식별화 규제 체

제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정보공개를 통해 실제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지만,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기술적 영역에서는 제대로 된 합리적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데, 비식별화에 대한 절

차에 초점을 두어서 이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지속적으로 정보주체

가 확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 설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에

서 설명한 것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일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을 관

리하는 방식으로 비식별화 설계를 할 경우, 기술적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정보주체들은 용이하게 자신들의 프라이버시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관리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 이런 절차에 대한 사실적

인식을 통해 재식별에 대한 실제의 위험성을 인지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적 접근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들 중 보건의료정보 영역에 대한 논의를 한다.

제2절 보건의료정보 영역의 특성

1. 보건의료정보의 개념적 특징

(1) 보건의료정보의 개념

보건의료정보는 일반적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개인에 대한 정보를

통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개인의 신체적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이

기 때문에 건강정보(health data)라는 용어로도 사용된다.46) 전체적으로

46)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Health



- 26 -

보면 다양한 연구에서 보건의료정보, 의료정보, 의학정보, 진료정보, 건

강정보, 헬스케어정보 등 여러 가지의 용어로 특별한 개념적 구별없이

사용되고 있다.47) 더 나아가 같은 연구에서도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

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다.48)

국내의 경우에는 보건의료정보란 표현을 명시적으로 도입한 법률은

없다. 의료법을 포함한 의료 분야의 개별법들은 각각의 법이 적용되는

영역만을 다루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서의 보건의료정보란 개

념을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이 규범적인 기준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 영역에서 개인정보적 요소와 관련성이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의 보건의료정보를 상정할 수 있다.49)

(2) 민감정보로서의 보건의료정보

의료 영역의 개별법들은 대체로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용

어를 사용하고 있다.50) 예를 들어, 의료법의 경우에는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다(의료법 제23조 제1

항).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개념을 개별 영역들에 준용하고

있는 형태이다. 이런 구조를 기반으로 보면 보건의료정보는 일반적으로

Data Governance(2015), p.13.

47) 강희정, 「의료분야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규정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2016년 9월호), 2016, p.53.

48) 강희정, 위의 논문, p.53. 박민영·최민경,「의료정보의 관리와 비식별화에 대

한 법적 과제」, 『유럽헌법연구』 제21호, 2016, p.506 참조.

49) 이런 광의의 보건의료정보는 ”의료기관에서 생성되는 진료정보 개념에 보

건의료정책과 각종 보건의료사업분야 등에서 생성 또는 유통되는 자료“로 정의

할 수 있다. 한국의료정보교육협의회, 「보건의료정보학」, 에듀팩토리, 2015,

pp.364-365. 이 경우 진료정보는 일종의 협의의 보건의료정보로서 의료종사자

가 진료 행위 중에 환자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한국의료정보교

육협의회, 「보건의료정보학」, 에듀팩토리, 2015, pp.364 참조. 그런데 진료정보

를 “의료 내지 진료라는 특정 상황에서 환자의 상태와 치료 경과 등 의료행위

에 관한 사항과 소견”이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이 있다. 대법원 1998.1.23.선

고, 97도2124.

5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은 별도로 ‘개인정

보’, ‘개인식별정보’의 개념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정

보보호법의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생명윤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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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 중 별도로 규정된 ‘민감정보’의 범주에

해당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일부 개인정보의 영역을 민감정보로 구분해서 이외의 개인정보에

비해 좀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건강

과 성생활, 그리고 유전자에 대한 정보가 민감정보에 해당한다고 규정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속성들을 포함한 보건의료정보는 개인정보보호

법 및 시행령 상의 민감정보에 해당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정보 공개의 위험성이 높은 이유를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만약 다른 요소들이 동일하다면 암

또는 희귀질병과 같은 민감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와 이런 정보가

없는 데이터베이스 중에서는 민감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

공격자에게 공격당할 확률이 대체적으로 더 높을 것이다. 민감정보가

공개될 경우의 사회적 영향력을 생각하면 데이터공격자가 민감정보를

공격할 유인이 좀 더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런 데이터공격자가

공격 행위를 할 확률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 공격을 통해 재식별

이 될 경우 정보주체에 영향을 주는 피해의 규모 또한 크다. 민감정보

에 해당하는 희귀질병 같은 병력이 공개될 경우 정보주체가 겪게 될 심

리적 고통 또는 사회적 평판의 하락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감정보의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이 높다는 것은 민감정보

가 가지는 데이터의 유용성이 높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그래서 데

이터분석을 하려는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민감정보를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려는 동기가 높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민감정보가 공개될 경

우의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해당 정보들 자체를 데이터세트에서 전적

으로 지우는 방식(masking)으로만 제공된다면 연구자들의 데이터 분석

의 동기 자체가 많이 약화될 것을 추측할 수 있다.51) 그래서 전체적으

51) J. Davis and O. Osoba, Privacy Preservation in the Age of Big Data: A

Survey(RAND working paper, WR-1161), 2016,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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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인정보보호를 일반적으로 규제하는 법률들이 민감정보란 별개의

범주를 규제하는 조항을 둔 취지가 민감정보의 활용 자체를 막는 엄격

한 보호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개인정보와 비교해 민감정보를 좀

더 다양한 보호 장치들을 통해 세밀하게 보호함으로써 민감정보가 외부

에 제공되거나 공유될 경우에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을 최소

화한다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빅데이터란 새로운 데이터 환

경에 비추어 볼 때 민감정보의 유용성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프라이버

시 보호 체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민감정보 개념

을 새롭게 조망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민감정보의

처리 시에 추가적인 안정성 확보을 적용해야 한다는규정을 두고 있는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도 민감정보의 활용을 위한 세밀한 보호의 관점

에서 볼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2항).

이와 같이 보건의료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

에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란 일반적인 개인정보의 규제 관점에서

보건의료정보를 살펴보게 된다. 하지만 보건의료정보는 다른 영역의 개

인정보들과는 다른 특징들이 있다. 특히 연구를 포함한 보건의료정보

자체의 활용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이미 많이 형성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독자적인 규제 수단들도 일찍 발전했다. 이런 차별적 특징들

때문에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규제를 단순하게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의

규제 관점에서만 볼 수 없다. 보건의료정보의 규제에 대한 특징들을 다

음 단락에서 살펴본다.

2. 보건의료정보의 일반적 특징

(1) 보건의료정보 활용의 가치에 대한 인식

최근 빅데이터 산업이 부각되면서 데이터 자체를 미래의 새로운 자원

으로 보는 관점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52)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의

52) 이런 관점에서 데이터가 미래 산업에서 ‘연료(oil)’의 역할을 한다는 표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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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수단을 통해 개인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면서 개인정보 자체의 중요성이 최근 부각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빅데이터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데이

터 활용 가치를 인정받아온 영역들 중 하나가 보건의료정보가 된다. 보

건의료정보 활용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느 정도 형

성되었기 때문에 입법적 또는 정책적 관점에서 보건의료정보의 활용과

보호 모두를 효과적으로 추구하는 방법을 찾는 논의가 다른 개인정보

영역들에 비해 많이 축적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예들을 영국과 미국에

서 찾아볼 수 있다.

영국의 보건복지부(UK Department of Health)는 보건의료정보 영역

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고서를 1997년에 발표했다.53) 이 보고서

는 National Data Guardian이란 독립적인 기구에서 작성을 했다.

National Data Guardian은 영국의 보건 영역에서 수집되는 건강정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구이다. 영국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의

재정지원을 받지만 보건부 소속인 아닌 독립된 단체이다.54) 이 단체의

수장인 Dame Fiona Caldicott의 주도로 건강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대

한 보고서를 1997년, 2013년, 그리고 2016년에 각각 발표했다.55) 이 보

고서들은 위원회 차원에서 세 번에 걸쳐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현

황에 대한 검토 및 정책적 지향점에 대한 검토 작업을 수행한 결과물들

이 된다.

등장하고 있다. Economist, “Data is giving rise to a new economy”(May 6th,

2017).

https://www.economist.com/news/briefing/21721634-how-it-shaping-up-data-

giving-rise-new-economy(마지막 방문 2017.12.10.).

53) UK Department of Health, Report on the Review of Patient-Identifiable

Information, 1997.

54) National Data Guardian 홈페이지 참조.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national-data-guardian/about#

who-we-are(마지막 방문 2017.12.10.).

55) 이외에도 2015년에도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하지만 2015년 보고서는 2013

년 보고서의 결과물을 검토하는 평가보고서의 성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세 가지 보고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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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당시에 이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일반법을 마련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정부 기관이 보건의료정보에 특정하게 적용되는 개인정보

의 보호와 활용에 대한 정책적 원칙들을 보고서의 형태로 제시한 것이

다.56) 이 보고서는 주로 환자로부터 수집된 개인정보가 자유롭게 공유

되고 활용될 경우에 발생할 프라이버시 위험성의 예방에 좀 더 초점을

둔 프라이버시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57) 그 후 보건의료정보의 활발

한 공유를 유도하기 위해 위 보고서의 원칙들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보

고서를 2013년에 발표했다.58) 그리고 불과 3년 후인 2016년에는 보건의

료정보의 보호 장치들-사전적 동의(opt-in), 사후적 철회(opt-out)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보건의료정보 맥락에서의 규제적 장치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했다.59) 이와 같이 정책적 논의들이 활발한 상황

은 그 만큼 보건의료정보의 공유 및 활용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미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건의료정보 자체를 규율하는 법률인

‘건강보험 이동 및 책임에 관한 법률(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을 1996년 8월 21일부터 시행했다. 그 후

HIPAA의 한시적 위임 규정에 의해 미국의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는 HIPAA 맥락에서의 프라이버시를 규

율하는 HIPAA프라이버시규칙(HIPAA Privacy Rule)의 개정본을 2002

년 8월 14일에 확정했다.60) 이미 2002년에 보건의료정보를 특정해서 규

56) 1997년 기준으로 보면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 Data Protection Act of

1984가 있었다. 1995년에 EU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을 발표하고, 이 지침의 내용을 반영해서 1998년에 개정한 법률이

Data Protection Act of 1998이다. UK Department of Health, Report on the

Review of Patient-Identifiable Information, 1997, p.30 참조.

57) 보건의료정보의 보호에 대한 6원칙을 제시했다. UK Department of

Health, Report on the Review of Patient-Identifiable Information(1997), p.

10-11.

58) 1997년 보고서에서 제시한 6원칙에서 한 가지의 원칙을 추가한 7원칙을 제

시했다. UK Department of Health, Information to Share or Not to Share,

(2013) p. 3-4.

59) UK Department of Health, Review of Data Security, Consent, and

Opt-Outs(2016), p. 6.

60)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홈페이지.

https://www.hhs.gov/hipaa/for-professionals/privacy/index.html(마지막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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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하는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법령의 형태로 확립한 것이다. 미국은 지

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에 보건의료정보 영역의 프라이버시 법령 체제를

확립했다는 사실 자체에서 보건의료정보 활용의 잠재성과 그에 따른 프

라이버시 위험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사실 이외에도 HIPAA프라이버시규칙의 내용 자체도 보건의료

정보의 효과적인 활용과 실질적인 보호 사이의 균형 모색에 대한 많은

고민을 담고 있다. 미국의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HIPAA프라이버시규

칙의 가이던스(guidance)에 따르면, HIPAA프라이버시규칙의 목적은 환

자가 충분한 수준의 치료 서비스를 받는 것에 방해되지 않는 한도에서

프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이다.61) HIPAA프라이버시규칙의 원안에는

프라이버시의 보호 가치의 내용만 포함되어 있었고, 환자의 치료 관점

에서의 제한적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원안이 발표된 이

우 다수의 의료기관들이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래

서 미국 보건복지부는 이 의견의 내용을 반영해서 개정본에 위와 같은

표현을 포함했다.62) 보건의료정보의 공유와 활용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보건의료정보의 활용이 잘 이루어져야 환

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도 가능하다는 암묵적인 전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전제 하에 HIPAA프라이버시규칙은 환자의 승인

(authorization), 즉 일종의 사전적 동의가 없어도 보건의료정보를 활용

할 수 있는 장치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업적 목적

이 아닌 연구 목적인 경우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또는 프라이버시위원회(Privacy Board)의 사전 승인이

있으면 정보주체인 환자의 승인 없이도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

다.63) 더 나아가 연구 목적의 여부와 관계없이 HIPAA프라이버시규칙에

규정된 두 가지 비식별화 방식을 충족해도 환자의 승인 없이 보건의료

2017.12.10.)

61)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Guidance on Significant

Aspects of the Privacy rule(introduction), 2003.

62)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위의 책.

63)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위의 책.. IRB의 번역은 국

내의 생명윤리법에서 규정한 표현을 차용한 것이다. 생명윤리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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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활용이 가능하다(45 CFR 165.514).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보건의료정보의 경우에는 프라이버시의 보

호와 함께 데이터의 활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적 및 제도적

고민들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특히 위에서도 언급한 IRB의 심사는

보건의료정보의 영역 특유의 프라이버시 규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

다. 다음 단락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 관련 법률들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2)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 영역 법률들의 관계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의 차별적 접근이 가능한 규범적 근거는 보건

의료정보의 영역에서 의료 영역의 법률이 개별법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이 일반법이 되는 구조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일한 개인정보의 보

호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의료 영역의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이

다른 경우 해당 의료 영역의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개인정보보호

법 제6조).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은 해당 의료 영역의 법률 규정이 없

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주의할 사항은 현재 의료 영역의 법률들은 전체적으로 개인정

보의 보호에 대한 충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해당

영역의 개인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게다가 생명

윤리법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

정의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생명윤리법에서 정의하는 익명

화에 대한 정의는 개인정보의 일반적인 영역에서 적용되는 표현은 아니

다.64) 이런 상황에서는 개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생명윤리법을 적용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개인정보의 보호의 관점에서는 생명윤리법이

64) 생명윤리법은 익명화에 대한 개념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개인정보의

이론 영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가명화(pseudonymization)을 설명하는 개념정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생명윤리법 제2조 제1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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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지 않는 조항들이 존재하는 형태가 된다.65)

제3절 국내 보건의료정보의 수집 및 공유

1. 전체적인 특징

(1) 보건의료정보의 수집 및 공유 구조

국내의 보건의료정보는 민간 영역과 공공 영역이 각각 보유하고 있

다.66) 민간 영역에서는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이 보건의료정보를 보유하

고 있다. 어떤 개인이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와

투약의 목적으로 의료기관은 해당 개인에 대한 보건의료정보를 수집하

게 된다. 의료기관은 수집한 보건의료정보를 자체적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의료법 제23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대체로 전자의무기록의

형태로 보관을 할 수 있다.67) 전자의무기록 형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

장된 보건의료정보는 기본적으로 해당 환자의 치료 목적을 위해 사용이

된다. 공공 영역에서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관들로서 법적인 설립 근

거와 기능에 적합한 자료들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 자료들의 상당 부분

이 보건의료정보에 해당한다.68)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질병관리본부가 대표적인 공공기관들

이다.

65) 생명윤리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개인식별정보, 익명화에 대한 조항들은

프라이버시의 관점이 아니라 정보보안의 관점을 반영한 것이라는 인상이 있다.

정보보안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 개인정보의 보호의 규제 관점에서는 규

제의 흠결이 있는 구조가 되는 듯한 해석이 된다.

6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

구」(정책보고서 2015-0)(2015), p.27.

67) 전자의무기록이란 전자문서의 형태로 기록되고 저장된 진료에 대한 기록을

의미한다. EMR(Electronic Medical Records)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한다. 의료법

제22조, 제23조 참조.

6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앞의 보고서(각주 66),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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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국내의 보건의료정보의 구조는 민간 영역과 공공 영역이 구분되

어 있고 공공 영역에서는 다수의 공공기관들이 해당 기관의 법적 기능

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보건의료정보를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형태

가 된다.69) 이와 같은 구분에 따라 세부적인 설명을 제시하기 이전에

국내의 건강보험의 맥락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

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건강보험

제도를 기반으로 건강보험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수집되는

정보의 양적인 측면에서 국내의 공공기관에서 수집되는 보건의료정보들

의 전체 규모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2) 국민 건강보험제도의 운용

1963년에 「의료보험법」이 제정된 후 의료보험의 적용 범위가 지속

적으로 확대되면서 1989년도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제도

가 확립되었다. 그 후 1998년에 「의료보험법」이 「국민의료보험법」

으로 대체되었고, 2000년에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이 기존

의 법률을 대체하게 되었다.「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직장의료

보험조합까지 통합되었고, 다보험자방식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단일 보험자로 하는 관리운영체계가 갖추어졌다.

건강보험제도는 보건복지부의 감독 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

험심사평가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대체적으로 가입자 자격관리, 보험료 징수, 의료급여비용 지

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과 같은 민간의료

기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이 청구한 의료급여비용을 심사하고 평가한

다.70) 이런 심사와 평가에 근거해서 급여기준을 관리하고 의료의 질을

69) 민간 영역을 확대하면 의료기관 이외에도 개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들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민간 영역에 해당할 수 있다. 하

지만 이 논문은 의료 기관으로 논의를 한정해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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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며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심사하거나 보건의료정보를 분석하는 업

무를 맡고 있다.

이와 같이 건강보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

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집해서 축적하는 정보는 거의 모든 국민

의 건강보험 관련 정보가 된다.71) 거의 전체 국민의 건강보험을 단일보

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장하고 있다. 게다가 요양기관·건강검진기

관·장기요양기관 등 의료공급자는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당연지정 되

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특

히 생애주기(life-cycle)에 따른 건강검진에 대한 정보도 국민건강보험공

단에서 관리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는 정보의 종류도 다양

하다.72)

2. 의료 기관에서의 보건의료정보 수집 및 활용 모습

의료법 제22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의 내용이 포함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보관하게 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는 진료기록부의 구체적인 기재 사항들이 다음과

같이 나열되어 있다.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주된 증상(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病

歷)·가족력(家族歷)을 추가로 기록 가능)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경과

7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업무안내 ‘HIRA 시스템’ 참고

http://www.hira.or.kr/dummy.do?pgmid=HIRAA990001000500&cmsurl=/cms/gu

ide_busi/01/02/index.html

71) 2015년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 적용인구는 약 50.5백만 명으로, 인구의

약 97%에 해당한다.

72) 신순애, “건강보험 빅데이터 - 활용 현황 및 미래 발전 방향”, 보건의료법

심포지움 - 인공지능과 보건의료체계의 변화 발표자료(6월21일), 2016, pp.8-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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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

-진료 일시(日時)

이런 정보들은 이름이나 주소와 같은 식별정보를 포함하여 개인의 건

강 상태에 대한 민감 정보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보건의료정보에 해

당한다. 특히 전자의무기록 형태로 기록될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자체적

으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의료기

관은 개인의 치료 행위에 관련된 보건의료정보를 수집한다. 이렇게 수

집된 보건의료정보는 기본적으로 환자의 치료 행위를 위한 목적으로 활

용이 된다. 의료기관이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을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 자체 내

에서는 이런 상황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개인정

보보호법이 일반법으로서 적용된다. 하지만 의료법 자체 내에서 환자의

동의가 없어도 제3자에게 보건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

우를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해당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별도 동의가 필요 없다. 예를 들어 의

료법 제21조 제4호와 제5호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급여 청구를 위해 의

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 청구에 관련

된 진료기록부 상의 환자 정보를 제출한다. 이런 정보의 제공에 환자의

동의가 필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환자로부터 수집된 보건의료정보를 환자

의 치료 이외의 목적, 예를 들어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원칙적으

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은 자체적인 의료서비스의 개

선을 위해 환자의 진료기록부에 포함된 보건의료정보를 분석하고 연구

하게 되는데 이런 연구 행위가 있을 때마다 사전적으로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특히 의료기관이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임

상실험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할 경우에는 의료법 이외에 생명윤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런 경우에도 개인이 임상실험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동의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동의를 기반으로 생명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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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와 제16조에 따라 임상연구 자체에 대한 심사 절차가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이제는 공공 영역에서의 보건의료정보의 수집 현황을 살펴본다.

3. 공공 영역에서의 보건의료정보 수집 현황

(1) 국민건강보험공단

가. 전체적인 데이터 보유 구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규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요 업무는 다

음과 같다.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부과

-보험급여 관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예방사업 수행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이런 업무의 수행의 과정 중에서 수집하게 되는 정보 또는 업무 수행

의 결과 획득되는 정보들은 건강보험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건강검진,

의료급여, 장기요양, 진료에 대한 데이터가 된다.73) 이런 데이터들 자체

는 추가적인 가공이 없이 그대로 수집되는 1차 데이터라고 볼 수 있

다.74) 이런 데이터들 전체를 국민건강정보데이터베이스에 구축을 하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4개의 개별 데이터베이스들로 구성된다. 이 데

이터베이스들은 자격 및 보험료 데이터베이스, 건강검진 데이터베이스,

73)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강희정 외), 「보건의료정보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

립 연구: 보건의료통계의 정책적 활용을 중심으로」(2015), p.195 참조.

74)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강희정 외), 위의 보고서, 표 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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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상세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데이터베이스이다.75) 그리

고 이런 1차 데이터들을 원래의 수집 목적 이외에 연구 또는 정책 수립

을 위한 용도로 가공한 2차 데이터들이 있다. 이런 2차 데이터들의 보

관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표본코호트데이터베이스를 별도로 구축했다.

국민건강정보데이터베이스와 표본코호트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다음 단락에서 한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요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황

(가) 국민건강정보데이터베이스

국민건강정보데이터베이스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전체에

대한 보험자격 및 보험료, 진료명세서와 진료내역, 상병내역, 처방전교부

상세내역, 건강검진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자료, 암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종전에 청구일을 중심으로 수집되었던

원래의 자료를 진료개시일 중심으로 변환했다.76) 이 데이터베이스는 아

래에서 설명하는 표본연구데이터베이스의 모집단이 되는 것으로 자격·

보험료·건강검진·진료상세·노인장기요양데이터보관소(Data Warehouse)

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된다. 전국민에 대한 사회·경제적 자료와 진료·건

강검진 자료를 연계하여 출생에서 사망까지 장기 추적하거나 생애주기

별 건강서비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데이터의 용량자체가 크

기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석하기 필요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77)

(나) 표본연구데이터베이스

2011년에 설치한 국민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

75) 진료상세데이터베이스는 명세서, 진료내역, 상병내역, 처방전교부내역 등의

데이터세트로 구성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강희정 외), 앞의 보고서(각주 73),

표 3-2 참조.

76) 국민건강보험공단(이준영 외), 「국민건강정보DB를 이용한 적정 표본설계

및 구축방안 연구」(2012), p.1.

77)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강희정 외), 앞의 보고서(각주 73), p.1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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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공단은 표본연구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표본연구데이터베이스는

원본데이터에 준하는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도록 상세한 수준의 데이터

로 구성된다. 이런 수준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원인은 샘플링

(sampling)을 통해 일부의 데이터만을 공개하기 때문에 재식별의 위험

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표본연구데이터베이스는 별도의 설

문조사를 통해서 자료 수집을 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표본을 직접 추출하기 때문에 설문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계적 문

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는다.78) 또한 설문조사와 비교할 때 좀 더 대규모

의 표본을 추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연구데이터베이스는 ‘표본코호트데이터베이

스’와 ‘건강검진코호트데이터베이스’, ‘노인코호트데이터베이스’, ‘직장여

성코호트데이터베이스’ 및 ‘영유아검진코호트데이터베이스’로 5가지가 제

공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성항목은 크게 ‘자격데이터베이스, 진료

데이터베이스, 건강검진데이터베이스, 요양기관데이터베이스’ 4가지 항목

으로 나누어지며 각 코호트의 목적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세부내역의

구성에 차이가 있다.

자격데이터베이스에는 성별, 연령대, 지역, 가입자구분, 소득분위, 사업

장 유형, 장애유형, 장애중증도, 사망년월 등 인구사회학적 정보 외에 경

제적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사망원인은 통계청 연계자료로 표본코호트

DB, 건강검진코호트데이터베이스, 노인코호트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한다. 진료데이터베이스는 의료공급자를

의과_보건기관(T1), 치과_한방(T2), 약국(T3)로 구분하며, 명세서(20t),

진료내역(30t), 상병내역(40t), 처방전교부상세내역(60t)로 구분하여 파일

을 구성한다.79)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78) 예를 들어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설문에 응하는 주체가 일부로 왜곡된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다.

79)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강희정 외), 앞의 보고서(각주 73),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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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체적인 데이터 보유 구조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요 업무들은 다음

과 같다(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요양급여비용의 심사80)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위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위에서 나열된 업무들을 통해 볼 때 요양급여의 지불과 관련해서 의

료기관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들이 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성할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에는 요양급여청구데이터베이스, 요양기관현황데이터베이스, 의약품처

방조제정보데이터베이스, 의약품유통데이터베이스, 병원평가정보데이터

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81)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 구축 상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만 7천여 의료기관의 의료급여 청구자료를 기

반으로 상병, 수술·처치 및 의약품 처방·조제 등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건강보헙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법 상의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관련해서 요양기관에 해당하는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 심사와 관

련된 정보를 요청하게 되고 의료기관은 이런 요청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정보에는 생산·수입·사용 등 의약품 유통 정보, 의약품

80) 요양급여란 “건강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가장 기본적인 급여로 건강보험 가

입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의료기관으로 의원·병원

등의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이용하면서 받게 되는 보험 혜택”을 의미한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19&ccfNo=3&cciNo=2&cnp

ClsNo=1(마지막 방문 2017.12.11.).

81)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강희정 외), 앞의 보고서(각주 73), pp.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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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정보, 부작용 등 의약품 안전정보, 마약류 등 집중관리 의약품

융합 데이터와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장비 정보, 의료기기정보, 의료처

치용 치료재료 정보 등의 의료자원 데이터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건

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비급여진료비 정보’도 별도로 관리하

고 있다.8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는 자료도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자료와 마찬가지로 ‘자료를 원천 수집해서 제공한다는 점’과 ‘범용정보를

생성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83)

이런 배경 하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총 7가지의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84) 우선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데이터베이스이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건강보험법 제47조에 근거해서 전국의 요양기관으로

부터 수집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관련된 보건의료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요양기관현황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요양기관의 일반적

인 상항, 인력·시설·장비 등의 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구성된다. 이 데이

터 또한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되고 요양기관으로

부터 수집한 데이터이다. 그 다음으로 의약품처방조제정보 데이터베이

스가 있다. 의약품을 처방하고 조제하는 경우의 의약품 관련 정보를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이다.

그래서 환자별 투약 정보가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부터 보건심사평가

원에 제공되어 형성된 데이터베이스이다. 그리고 의약품유통정보데이터

베이스가 있다. 의약품의 생산, 수입, 공급내역을 보유함으로써 심사 및

평가의 업무에 활용하고 시장규모를 파악하는 등에 활용되는 정보이다.

이 정보의 제공자는 의약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제약사, 요양기관이

해당된다. 이외에도 요약급여의 심사 업무에 필요한 병원평가정보 데이

터베이스, 비급여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82)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홈페이지 ‘시스템 소개‘ 참조

http://opendata.hira.or.kr/op/opb/selectHelhMedDataView.do(마지막방문

2017.11.13.).

8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업무안내’ 참조

http://www.hira.or.kr/dummy.do?pgmid=HIRAA990001000440&cmsurl=/cms/gu

ide_busi/04/04/index.html(마지막 방문 2017.11.13.)

84)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강희정 외), 앞의 보고서(각주 73), p.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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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표현되어있지는 않지만, 질병관

리본부의 업무가 공공보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공공보건의료법이 법

률적 근거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85)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관리센터,

질병예방센터, 장기이식센터를 포함한 7개의 전문화된 센터들을 그 아

래에 두고 있으면서, 인간유전체 분석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국립보건연

구원도 질병관리본부의 조직 내부에 포함되어 있다.86) 이 질병관리본부

의 업무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87)

-에이즈 및 결핵과 같은 감염질병의 예방 및 확산 억제

-장기기증에 대한 관리 및 인식 활성화

-급성 및 만성 질병에 대한 조사와 감시

-급성 및 만성 질병에 대한 정보 제공

이런 업무에 기초해서 공공보건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통계 데이터들

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산출된다. 이 데이터들에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지

역사회건강조사,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퇴원손상심층조사, 급성심

장정지조사, 법정감염병발생보고, 전국 장내 기생충실태조사, 결핵현황,

에이즈신고현황 등에 있다.88) 질병관리본부는 이런 데이터들을 직접 면

접 또는 온라인에서의 조사를 통해 연구대상으로부터 직접 수집한다.89)

또는 의료기관이 보유하는 의무기록을 통해서도 자료를 생성하기 때문

에 의료기관에서 특정 질병관리의 목적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구축하는 인간유전체 분석정보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한다.90) 이 유전체 데이터베이스를 ‘임상오믹스

85) 질병관리본부는 공공보건의료법에 규정된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에 해당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공공보건의료지원법 제21조 참조.

86)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강희정 외), 앞의 보고서(각주 73), p.251.

87)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cdc.go.kr(마지막 방문 2017.12.11.)

88)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강희정 외), 앞의 보고서(각주 73), 표 3-18 참조.

89)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강희정 외), 앞의 보고서(각주 73), 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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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아카이브(CODA, Clinical & Omics Data Archive)라고 부른다.

(4) 국립암센터

국립암센터는 암관리법에 따라 2000년 1월에 설립되었다. 암관리법 제

30조에서 제시된 국립암센터의 주요 업무들은 다음과 같다.

-암의 발생, 예방, 진단, 치료, 관리에 관한 연구

-암환자의 진료

-암환자 관리 사업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업무

-암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홍보

-암과 관련된 정보, 통계의 수집, 분석 및 제공

이와 같이 암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런 업

무에 수반되어 발생되는 데이터들도 공공보건 관점에서 질병으로서의

암의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다. 이런 암에 관한 자료들은 해당 암 환자

들과의 직접 면접을 통해 수집하기도 하고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무기

록을 통해 생성하기도 한다. 암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을

수행하거나 암관리법 제15조에 규정한 암정보사업을 위해 이런 정보들

을 수집한다. 이런 수집 구조 하에서 국립암센터는 암환자의료비지원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국가암검진사업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말

기암 데이터베이스, 암등록통계, 종양은행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

다.91)

(5)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진흥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근거해서 설립된 기관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6조에 규정된 주요 업무들은 다음과 같다.

90)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강희정 외), 앞의 보고서(각주 73), p.267.

91)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강희정 외), 앞의 보고서(각주 73), 표 3-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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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 기술의 개발과 그 기술의 제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보건산업 정보 및 통계의 조사,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업

-식품·식품첨가물·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시험·검사와 생산·유통에

관한 기술 지원

-보건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정책 수립지원, 교육·홍보 및

국제 협력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지원

보건산업진흥원은 위아 같은 업무의 수행을 위해 자체적인 조사를 통

해 정보를 수집한다. 이외에도 건강보험공단, 복지부, 식약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공개한 데이터베이스 및 통계자료를 수집해서 가공을 통

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92) 이런 기관들부터 개별적인 자료

취득이 어렵기 때문에 이 기관들이 이미 공개해서 가공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2차적으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가공해서 외부에 제공하는 구

조이다. 그래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보유하고 공개하는 데이터들은 대

체로 통계치 형식으로 가공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산업통계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

하에서 보건산업통계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산업분석정보 서비스, 보고

서 및 간행물 서비스, 통계알리미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다.93) 특히 보건

산업통계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의 일환으로 해당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산업통계포털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4. 주요 보건의료정보의 활용 모습

(1) 국민건강보험공단

92)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강희정 외), 앞의 보고서(각주 73), p.307.

93)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강희정 외), 앞의 보고서(각주 73), p.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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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자료 공유서비스를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

는 국민건강보험자료 공유서비스는 크게 ‘표본연구데이터베이스’와 ‘맞춤

형데이터베이스’로 나눌 수 있다.94) 표본연구데이터베이스는 빅데이터

분석센터에 방문하여 분석처리 할 수도 있지만,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서 데이터 제공신청이 가능하다. 연구계획서와 IRB 승인 등 관련 서류

와 함께 데이터신청서류를 제출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지원심의

위원회에서 제공여부를 결정한다. 자료수령에 소유되는 기간은 신청일

로부터 45일 정도이고, 자료제공 비용은 제공수수료와 반출비용을 합한

금액이다.95)

맞춤형데이터베이스는 공단이 관리하는 건강정보자료를 정책 및 학술

연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맞춤형 자료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맞춤형 건강정보자료를 열람 및 연구 분석할 수 있

는 PC가 설치된 공단 내의 장소인 데이터분석실에서 통계분석 도구를

이용하여 제공한다.96) 신청과 자료제공심의 절차는 표본연구데이터베이

스와 유사하지만 자료의 제공 및 분석이 공단 내의 분석센터에서 이루

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97)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외에도 공공데이터 개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정보 자료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서

비스 제공과 정책 및 학술연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정보의

‘진료내역정보’, ‘의약품처방정보’, ‘건강검진정보’ 자료를 각 연도별 파일

의 형태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 자료들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설문 후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98)

94)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nhiss.nhis.or.kr(마지막 방문

2017.11.10.).

95)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nhiss.nhis.or.kr(마지막 방문

2017.11.10.).

96)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강희정 외), 앞의 보고서(각주 73), p.200.

97) 맞춤형데이터베이스의 자료제공 비용은 제공수수료와 이용 기간 당 수수료

를 합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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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5년부터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마

련함으로써 그 동안 내부에서 보유해오던 보건의료정보를 일반에 공개

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이용신청’, ‘의료빅데이터분석 이용신청’ 및 ‘의

료통계정보’ 의 세 가지 방식으로 데이터가 공개되고 있다. 이 중 두 가

지 방식들-‘공공데이터 이용신청’과 ‘의료빅데이터분석 이용신청’ -은 일

반공개의 형식이 아니라 데이터에의 접근을 신청한 당사자에게만 제공

하는 형식이다.99)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데이터 사용에 대한 비용을 부

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부과하지 않는 무료데

이터는 공공데이터 목록 메뉴에서 별도의 신청 없이도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유료데이터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후 제공여부

에 대한 결정을 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외부에 제공하는 보건의료정보는 자료의 종류

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하나의 형태인 연구 자료는 ‘국가, 지방자

치단에 및 정부산하기관, 연구 중심 병원 및 학술연구 수행기관 등’에게

제공을 한다.100) 나머지 범주는 산업체 자료여서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의료 분야의 예비창업자들에게 공개되는 보건의료정보이다. 연구가 아

니라 영리를 추구하는 주체들도 이 보건의료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

격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다.

자료의 제공 형태의 경우에도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마련하고

있는 빅데이터 센터에서만 자료에의 접근을 허용하지는 않는다. 원격접

속을 통해서 이 보건의료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하다. 빅데

이터 센터에서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 자료를 이용하려는 주체는 보안

및 준수 확약서를 작성하고 출입관리대장을 기록한다. 이와 함께 개인

98) http://nhiss.nhis.or.kr/op/it/index.do(마지막 방문 2017.11.10.).

99) http://opendata.hira.or.kr(마지막 방문 2017.11.10.).

100) http://opendata.hira.or.kr(마지막 방문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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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및 자료 명칭 공개 여부

암등록통계자료 일부 공개

검진자코호트 데이터베이스 공개

노트북·카메라·USB의 반입이 금지되어 있어서 해당 데이터 자체의 외

부 반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단지 분석이 완료된 결과값 만을 외부

로 이전할 수 있다. 이 결과값을 외부로 가져나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한적 조건들이 있다. 예를 들어 반출용량은 1주일에 20MB로 제한되

며, 반출자료에 대한 3명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101)

(3)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들은 주로 통계자료의 형태를 가지

고 있다. 개별적인 질병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런 조사의 결과물들을

통계처리해서 보도자료, 인터넷, 또는 간행물를 통해 공개하는 구조이

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퇴

원손상심층조사, 급성심장정지조사, 전국 장내 기생충실태조사, 전염병위

험군의 감염실태조사. 결핵현황 등이 질병관리본부가 생성하는 데이터

영역에 해당한다.

(4) 국립암센터

국립암센터가 작성하는 데이터베이스들의 공개 현황들은 [표 2-2]에서

확인할 수 있다.102)

[표 2-2] 국립암센터 데이터베이스의 공개

101) http://opendata.hira.or.kr(마지막 방문 2017.11.10.).

102)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강희정 외), 앞의 보고서(각주 73), 표 3-20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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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검진사업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비공개

환자 의료비지원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비공개

말기암 데이터베이스 비공개

EMR(Electronic Medical Records, 전자의무기록) 데이

터베이스
비공개

종양은행 데이터베이스 공개

암진료 성과 연구 비공개

암에 관한 사항은 매우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제

한을 받게 된다. 그래서 위의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공개되지 않

는 데이터베이스의 비중이 높다. 암등록통계자료는 일부 공개가 되고

있는 자료로서 암확진 환자에 대한 국내 유일의 자료이다. 암등록통계

데이터베이스에는 치료, 진단방법, 입원일과 같은 변수들이 제공된다.103)

또한 연구의 목적이란 제한된 조건 하에서 검진자코호트 데이터이스가

공개되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암 과거력과 같은 수백 개의 변수를

포함한 설문조사들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로 구성된다.

5. 국내 보건의료정보의 가치 및 한계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내의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보건의료정보

의 대부분은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수집된다. 이 정보는 국가란 단일보

험자가 보유한 자료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국민의 사회경제적 수준 및

모든 의료공급자의 의료서비스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자

료의 대표성이 높기 때문에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다양하고 정확한 연

구결과물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상세한 진료행위 및 처방

내역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분석의 관점에서 보면 그 차제로

103)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강희정 외), 앞의 보고서(각주 73), p.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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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결성이 있는 자료이다. 게다가 제한적 또는 실험적 정보가 아니라

직접 측정한 국가건강검진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데이터분석을 위한 활

용가치가 높다.

하지만 건강보험제도에 수반되어 수집된 보건의료정보도 한계점이 있

다. 데이터가 의료서비스가 실제 제공되는 시점에 실시간으로 발생하지

않고 사후에 의료급여를 청구하는 시점을 반영하기 때문에 데이터 생성

에 시간적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수술의 성공 여부 등의 의료행위의

결과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104) 이와 같이

건강보험제도에 의해 생성되는 보건의료정보 자체에 이런 한계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데이터연구의 목적에 따라 이런 보건의료정보의 유용

성이 거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런 상황을 좀 더 일반적으로 정의

하면 현재 국내의 보건의료정보의 구조는 개별적 수집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105) 그래서 개별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은 특정의 영역에 대한

보건의료정보만을 수집해서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강보

험에 관한 보건의료정보 이외에도 민간의료기관이 수집하는 진료정보나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와 같은 다른 공공기관이 수집하는 정보들에

대한 접근성도 높일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 분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자료를 관리

하고 있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에 질병관

리본부, 국립암센터의 한국중앙암등록본부, 통계청 등이 있다. 각 기관

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특성 있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기관이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원하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각

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 공공데이터 포털

(www.data.go.kr)에서 여러 분야의 공공자료를 통합적으로 검색하는 것

104) 신순애, “건강보험 빅데이터 - 활용 현황 및 미래 발전 방향”, 보건의료법

심포지움 - 인공지능과 보건의료체계의 변화 발표자료(6월21일), 2016,

p.32-33 참조

105) 신순애, 위의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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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비식별화된 형태로 제공하기 때문에 별개의 자

료를 직접 연계하여 활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와 같이 개별 기관들

이 자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면서 기관들 간의 연계가 부족한 상

황이다. 데이터들 사이의 다양한 연결(linking)을 통해 가치 높은 데이터

를 생성하는 것이 빅데이터 분석의 가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구

조는 다양한 데이터들 사이의 연결성을 어렵게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

다.106)

106) 보건복지부가 2016년 8월 30일에 제공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건강보험 빅

데이터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고양시키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빅데이터 보유기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직접 방문하여 데

이터 분석·처리가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센터 총 16개소를 운영한다고 한다. 센

터에 방문하여 분석·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는 공단 2조 8,738억건, 심사평가원

2조 2,289억 건에 이른다. 현재 데이터베이스들 사이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문제

점이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정책은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 51 -

제3장 비식별화의 개념정의 및 일반적 특징

제1절 개념정의

1. 식별의 의미

(1) 개념 분석의 의의

가. 규범적 관점

규범적 관점에서 식별의 개념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식별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설정하는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적용대상인 개

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개인정보의 개념표지로 식별가능

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식별의 개념 정의는 결국 식별가능성을 판

단하는 기준에 영향을 주게 된다. 더 나아가 식별의 개념 정의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적용에서 벗어나거나 완화된 적용을 가능하게 하

는 방식으로 비식별화에 적용되는 규제의 범위가 달라진다.107)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비식별화란 주어진 데이터 환경 하에서 데이터

의 식별성을 제거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원래 비식별화는 정보보안의

영역에서 발생한 일종의 데이터 보안적 조치로 보았기 때문에 비식별화

는 기술적 개념에서 출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108) 기술적 관점 하

107) 법리적인 해석상 식별가능성이 없는 데이터는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EU Data Protection Directive)는 이런 정보를 ‘익명화

된 정보(anonymous information)로 표현한다. 그래서 이 지침 상에는 익명화된

정보는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이 지침을 대체할 EU의 일반데이터보호규칙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는 가명화(pseudonymous)된 정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서 가명화된 정보는 이 규칙의 적용을 완화하는 경우가

제시되어 있다.

108) G. Duncan, M. Elliot, J. Salazar-Gonzalez, Statistical Confidenti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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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식별 또는 재식별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와 데

이터 환경 모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해당 데이터가 포

함된 전체적인 맥락, 즉 주어진 데이터 환경에 따라 데이터가 식별되는

정도와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109)

예를 들어, 데이터의 제공 형태가 ‘공개 후 망각(release and forget)’

모형일 경우는 모든 종류의 식별 또는 재식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데이터 환경에서 데이터 공격자는 자신이 우연히 가지고 있는 지식 또

는 가족 또는 이웃 관계와 같은 친밀한 인관 관계 속에서 파악한 지식

을 가지고 공개된 데이터의 특정 레코드(record)가 누구에게 해당하는지

를 알 수 있다.110) 또는 데이터 공격자가 언론에 공개된 정보들을 통해

특정한 사람이 특이한 속성을 가진 다수의 레코드들 중에 어느 하나의

레코드에는 해당할 것이라는 사실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111) 이와 대조

적으로 데이터의 제공이 매우 제한된 환경 속에서 특정한 연구자에게만

가능한 경우에는 이 연구자들이 외부에서 가용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정 레코드가 누구에게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는 알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나. 실질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관점

위에서 살펴본 규범적 관점은 개인정보보호의 규제가 적용되는 영역

을 분명히 한다는 의미에서 식별의 개념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을 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단순한 법률 준수의 차원을 넘어서서 실

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프라이버시의 침해 위험으로부터 정

보주체를 보호하자는 관점에서 보면 식별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다양

Springer(2011). p.11.

109) M. Elliot, E. Mackey, K. O’Hara, and C. Tudot, "The Anonymisation

Decision-Making Framework", UKAN Publication(2016), p.21.

110) 이런 식별은 신분이 공개되는 형태가 된다. 관련된 설명은 이 논문의 제3

장 제1절 1.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1) 이런 식별은 속성이 공개되는 형태가 된다. 관련된 설명은 이 논문의 제3

장 제1절 1.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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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식으로 식별되는 위험성들을 포괄적으로 확인하는 사실에 있다.112)

실질적인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로 프라이버시의 침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미이다.

실질적인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중요하다는 주장은 최근에 점점 대두

되고 있다.113) 특히 비식별화의 맥락에서 재식별의 위험성이 0이 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보면 기존의 개인정보보호의 법률만으로는 효과적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할 수 없다는 인식도 커지고 있다.114) 예를 들어 데

이터의 생애주기(life-cycle)를 고려할 때 수집 단계에서 적용한 비식별

화 처리가 설사 재식별의 위험성을 0으로 한다고 해도 데이터를 제공하

는 단계의 관점에서 보면 재식별의 위험성이 더 이상 0이 아닐 가능성

이 높다.115) 이와 같은 데이터의 생애주기까지 세밀한 부분까지 고려해

서는 법률의 형태만으로는 대응하기가 어렵다. 만약 대응을 한다고 하

면 결국에는 비식별화 방식 자체를 법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116)

결국 비식별화 측면에서 실질적인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중요한 것은

현행 법률 체제가 비식별화 규제에 불완전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프

라이버시의 위험성, 즉 재식별의 위험성을 낮추는 방식으로 비식별화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과 같은 위험성 관리의 측면에서 비

식별화를 보게 되면 실제 발생하는 재식별의 모든 유형에 대한 대비가

112) 법적 의무의 준수 이외에도 윤리적 의무의 준수가 중요하다. 이런 윤리적

측면에서는 프라이버시의 실질적인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재

식별 또는 식별의 유형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M. Elliot, E. Mackey, K.

O’Hara, and C. Tudot, 앞의 보고서(각주 109), p.48 참조.

113) A. Narayanan, J. Huey, and E. Felton, “Precautionary Approach to Big

Data Privacy”(manuscript)(2015), p.4 참조.

114) A. Narayanan, J. Huey, and E. Felton, 위의 논문, pp.4-5.

115) 데이터의 생애주기에 대해서는 이 논문의 제5장 제2절 4.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6) 법률의 보수적인 태도로 인해 재식별의 위험성이 0이 되는 경우에만 비식

별화 방식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면제를 허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다. 재식별의 위험성이 0이라는 불가능한 조건을 부과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

식별화 방식 자체를 법률에서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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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기 때문에 식별의 다양한 유형들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

재는 식별을 세 가지-신분의 공개, 속성의 공개, 그리고 추론 공개-로

구분해서 유형화하고 있다.

(2) 신분(Identity)의 공개

첫 번째 개념은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의 정체성(identity)이 공개되는

것을 의미한다.117) 정체성이 공개된다는 의미는 높은 확률로 데이터베이

스 안에 있는 해당 레코드에 1대1로 대응되는 특정의 개인이 연결된다

는 의미이다.118) 데이터세트 안에서 개인을 특정해내는 단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신분의 공개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이 가장 큰 형태가 된

다.

(3) 속성(Attribute)의 공개

두 번째 개념은 속성(attribute)의 공개이다.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특정 개인과 연결되는 레코드가 확인되지는 않지만 높은 확률로 데이터

베이스 안에 있는 어떤 속성을 특정 개인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

되는 것을 의미한다.119) 예를 들어, A라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50세의

환자들에 대한 건강정보에 관한 데이터세트 중에 3개의 레코드가 희귀

한 질병에 해당한다고 표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데이터세트를 분석하

는 연구자가 우연하게 A병원에 입원해있는 50세의 한 환자와 친구 사

이이다. 그렇다면 이 연구자는 그 친구가 희귀한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속성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그 친구가 정확하게 3개의 레코드들 중 어

느 레코드에 해당하는지는 모른다. 이런 경우 희귀한 질병이라는 새로

운 속성이 드러나는 경우를 속성 공개에 해당한다. 정체성 공개와는 다

117)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 앞의 보고서(각주 1), p.16.

118)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 앞의 보고서(각주 1), p.16.

119)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 앞의 보고서(각주 1),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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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특정 개인이 1:1로 연결될 필요는 없고, 어떤 레코드가 특정 속성

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 파악할 수 있으면 식별되는 것으로 보는 개념

이다. 속성만 공개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신분 공개 보다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이 낮다.

(4) 추론(Inference) 공개

마지막으로는 추론(inference) 공개가 있다. 어떤 개인이 특정 데이터

세트에 원래부터 포함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높은 확률로 그 개인에

대해 추측을 할 수 있으면 식별된다고 보는 관점이다.120) 이 추론 공개

의 대표적인 예가 어떤 단체의 속성이 드러나면 그 단체의 일원인 개인

의 속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이다. 물론 100%가 아닐 수 있지만 상당

히 높은 확률로 단체의 속성이 개인의 속성으로 이어진다는 추측이 가

능하게 된다. 추론적 방식은 데이터 분석에서 연구자들이 흔히 연구하

는 방식이 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 관점에서는 상당히 애매

모호한 결과를 준다.121) 확률적으로 속성을 추측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식별되는 개인의 정보 자체의 정확성이 낮다는 관점에서는 재식별의 공

격의 성공 확률이 낮아져서 결국에는 재식별의 동기 자체가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반면에 높은 확률로 추론의 결과를 맞춘다면 그 만큼

프라이버시의 침해 위험성을 높이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5) 세 가지 개념의 비교 및 소결론

전반적으로는 신분 공개가 속성 공개 보다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

이 높다. 하지만 추론 공개는 나머지 두 개의 공개와 비교해서 프라이

버시 침해의 위험성의 높고 낮음을 단번에 결정하기는 어렵다. 추론공

120)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 앞의 보고서(각주 1), p.16.

121)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 “De-Identification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2015),

p.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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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맥락에 따라 비교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추론 공개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법률적 영역에서는 직접적인

규제 대상으로 정하기가 어렵다.122)

요약하면 이 세 가지의 개념들 중 어느 개념을 식별 또는 재식별의

기준으로 정하는지에 따라 재식별의 위험성의 산정 수치도 다르게 된

다. 데이터분석 작업의 목표가 결국은 변수들의 사이의 다양한 상관성

(correlation)과 나아가 인과관계(causation) 까지 추론할 수 있는 것이라

고 보면, 추론공개 개념을 식별의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데이터의 분석

목적 자체를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123) 그래서 대체로는 정체성 공개

또는 속성 공개를 재식별의 위험성 기준으로 설정한다.

2. 비식별화와 익명화의 비교

(1) 의의

비식별화(De-identification)와 익명화(anonymisation)란 표현을 개인정

보보호에 대한 법규제 또는 관련 보고서들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비

식별화와 익명화의 개념 구분을 명확하게 제시한 후 설명을 하는 경우

가 많지는 않다. 특별한 설명 없이 하나의 문헌에 두 개의 용어를 혼재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의 용어만 일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도 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 영역에서는 어떤 한 가지의 용어 사용이

정확한 것인지 또는 두 단어가 개념적으로 구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개념인지 등의 혼란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에 대

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기존의 문헌들이 비식별화와 익명화를 어떤

개념으로 사용하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122)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 앞의 보고서(각주 1), pp.16-17 참조.

123) M. Elliot, E. Mackey, K. O’Hara, and C. Tudot, 앞의 보고서(각주 109),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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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 문헌들의 사례

가. EU 및 영국

(가) DPD와 GDPR

EU 차원에서 데이터보호를 규제하는 대표적인 법규범인 EU개인정보

보호지침(EU Data Protection Directive(95/46/EC), 이하 “DPD”)에서는

익명화된(anonymous) 정보가 더 이상 규제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아

니라고 명시하고 있다(EU Data Protection Directive(95/46/EC) recital

§26). 이런 표현 이외에는 익명화에 대한 용어 정의나 익명화와 비식별

화의 개념 구분을 명확히 하는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DPD를

2018년 5월 25일부터 대체할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도 익명화와 비식별화에 대한 용

어 사용이나 개념 규정에 대해서는 DPD를 그대로 승계하고 있다.124)

2014년 4월에는 DPD을 포함한 EU의 전반적인 데이터보호 법체계에 대

한 해설서의 내용이 확정되었다.125) 이 해설서는 익명화에 대한 개념 설

명을 제시하고 있지만, 비식별화란 용어 자체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모

든 식별요소들이 제거된 경우를 익명화된 데이터로 정의하고 있다. 그

와 동시에 DPD에 근거해서 재식별을 위한 ‘합리적인(reasonable)’ 노력

을 통해서도 재식별이 될 수 없는 경우라면 익명화된 데이터로 규정할

수 있다는 정도로 제시하고 있다.126)

124)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recital §26 참조.

125)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 Counil of Europe,

“Handbook on European data protection law”(2014).

126)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 Counil of Europe,

위의 책. p.44. DPD 서문 §26의 구조 상 익명화된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을 합리성 기준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이 의견의 설득력이 있다

고 보여서 본 논문에서도 이 의견을 기반으로 DPD 서문 §26를 분석한다. S.

Stalla-Bourdillon and A. Knight, “Anonymous data v. Personal data—A

false debate: An EU perspective on anonymisation, pseudonymisation and

personal data” (draft), 2016, p.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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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WP29 익명화 의견서

이 해설서가 발표된 시점과 유사한 2014년 4월에 DPD의 제29조에 근

거해 설치된 기구인 연구반(The Article 29 Working Party, 이하

“WP29”)이 익명화 기술에 대한 의견서 내용도 공식적으로 채택되었

다.127)128) 이 의견서의 제목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익명화에 대한 기술

적 설명이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위 해설서와는 다르게 비식별화란 용

어가 의견서 중에서 군데군데 확인되고 있다. 물론 비식별화와 익명화

란 개념 설명을 명확하게 비교해서 설명한 것은 아니다. 두 개념 사이

의 관계를 명시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은 없지만 “익명화란

비가역적인 비식별화를 이루기 위해 개인데이터에 적용된 기법” 이라는

표현이 있다.129)

이 하나의 문장 이외에는 더 구체적인 설명은 없기 때문에 이 표현을

통해서 익명화와 비식별화 개념 구별이 명확하게 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표현만을 통해 본다면, 익명화와 비식별화의 차이를

비가역성이란 특성의 포함여부로 구분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

다.130) 그렇다면 재식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즉 재식별의 위험성이

0(zero)인 경우를 비가역적인 상황으로 판단한다면 익명화는 비식별화의

경우보다 재식별을 전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131) 더

나아가 비식별화나 익명화를 하나의 기법으로 본다면 익명화는 비식별

화를 넘어서서 개인의 식별성을 완전히 제거할 정도로 강화된 기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127) EU Commission, “Opinion 05/2014 on Anonymisation Techniques”, 2014

128) 이 연구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논문의 제5장 제3절 2 (2)에서 확인

할 수 있다.

129) EU Commission, 위의 보고서, p.7 (“anonymisation is a technique

applied to personal data in order to achieve irreversible de-identification”).

130) 고학수 외,「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보건의료정보를 중심으로」, 박영

사, 2017, p.198.

131) 비가역적인 상황에 대한 해석을 비교참조했다. 고학수 외, 위의 책, p.1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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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국 ICO의 실행규칙

브렉시트(Brexit) 이전에 EU회원국이었던 영국의 경우는 위에서 설명

한 것과 같이 DPD의 위임에 근거해서 영국의 개인정보보호기관인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이하 “ICO”)가 익명화에 대한 실행

규칙(code of practice)를 마련했다.132) 이 규칙 또한 EU의 관련 규범

및 의견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익명화 기법에 대한 설명에 초점을 두

고 있다. 그리고 이 규칙에는 익명화와 비식별화에 대한 개념 구분에

대한 설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익명화에 대한 개념 설명은 이 실행

규칙의 부록 1(appendix 1)의 어휘정리(glossary) 부분에 다음과 같이

포함되어 있다.133)

“익명화: 개인을 식별하지 않는 형태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 이 경

우 식별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야 한다(not likely)”

“익명화된 데이터: 개인을 식별하지 않는 형태의 데이터. 다른 데이

터와의 결합을 통한 식별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야 한다(not

likely)”

이와 같이 익명화를 상당히 포괄적으로 개념정의를 해서 비식별화와

익명화를 구분하는 듯한 WP29 익명화 의견서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처럼 판단된다. 특히 이 어휘정리 부분에는 재식별(re-identification)

의 개념 정의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개념정의 부분에 재식별은 ‘비익명

화(de-anonymisation)’라는 표현으로 종종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

다.134) 이런 개념정의를 보면 식별화와 익명화를 개념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개념으로 본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게다가

비식별화에 대한 개념정의가 없이 비식별화란 표현이 이 규칙의 부록

132) U.K.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 “Anonymisation:managing

data protection risk”, 2012.

133)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 위의 보고서, p.48.

134)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 위의 보고서,

p.49.(“Re-identification:..... Sometimes termed ‘de-anonym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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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자료에서 한 번 표현된 정도이다.135) WP29 익명화 의견서와는

다르게 비식별화와 익명화의 개념적 관계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는 상

태로 비식별화란 용어가 사용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비식별화와

익명화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은 사실이

다. 하지만 이런 사실 만으로 확실하게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136)

나. 미국

(가) HIPAA프라이버시 규칙137)

이런 유럽과 대조적으로 미국은 데이터보호를 위한 도구로서 비식별

화란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프

라이버시 규칙으로서의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이 2003년에 확립되면

서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규칙에서는 ‘비식별화’ 방식의 적용을 통

해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방식들을 구체적으로 제

시하고 있다. 그 이후에 나온 보건의료정보의 비식별화에 대한 문헌에

서 이런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138) 이 규칙과 이 규칙의 공식적

135)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 위의 보고서, p.80.

136) ICO 실행규칙이 비식별화와 익명화의 용어에 대한 어떤 체계화된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규칙의 내용 차체만으로는 단정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어

렵다. 특히 재식별에 대한 개념 규정에서 재식별과 비익명화 표현이 완전한 동

일한 용어라는 표현이 아니고,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약한

표현이기 때문에 더욱 더 분명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 U.K.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 앞의 보고서(각주 132), p.49 참조.

137)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은 「건강보험의 이동 및 책임에 관한 법률」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이하 “HIPAA”)의 실행

규칙들 중 프라이버시에 대한 규칙을 가리킨다.

138) 2015년도에 미국의 국립의학연구소(Institute of Medicine)이 보건의료의

임상실험 데이터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부록에 별도로 임상

실험데이터를 ‘비식별화’하는 방법과 관련 개념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그런

데 이 부록에서는 “임상실험 데이터의 경우에는 익명화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

이 더 적절할 것 같은데 이미 HIPAA Privacy Rule에서 비식별화란 용어를 사

용했으니 용어 사용의 통일성을 위해 비식별화란 용어를 사용한다”고 명시적으

로 설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왜 익명화란 표현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설명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K. El Emam and B. Malin, “Appendix B:

Concepts and Methods for De-identifying Clinical Trial Data,” in Sharing

Clinical Trial Data: Maximizing Benefits, Minimizing Risk, Institute of

Medicine of the National Academies,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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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가이드라인139) 모두 익명화란 용어 자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NIST보고서140)

미국의 국립기술표준원(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이하 “NIST”)은 보건의료정보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을 포함해서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방식이 활용

되는 일반적인 경우에 참고할 수 있는 문헌으로 최근 2015년에 공식적

으로 발표한 비식별화에 대한 보고서가 있다.

2015년에 발표된 보고서(이하 “NIST2015”)에서는 익명화와 비식별화

의 개념 부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141) NIST2015는 비식별

화란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면서 개념적 비교를 위한 목적으로 유사

하게 활용되는 용어인 익명화에 대한 개념정의를 하고 있다. 비식별화

와 익명화에 대한 용어의 설명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로 저자 및 기관에

따라 두 용어의 사용하는 실제 예시들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이 보고서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의 문서(ISO/TS25237:2008(E),“Health

Informatics-Pseudonymization”)에서 제시한 개념정의를 기반으로 한

다.142) 그에 따라 비식별화는 “일련의 식별성이 있는 데이터와 데이터주

체 사이의 연관성을 제거하는 모든 절차에 대한 일반용어(general term

Washington, DC(2015), p. 214 참조. 고학수 외,「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보건의료정보를 중심으로」, 박영사, 2017, 각주 14, p.199 참조.

139) Office of Civil Rights, “Guidance Regarding Methods for

De-identification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HIPAA) Privacy

Rule”(2012).

140)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는 일종의 국가기

술표준연구소로서 개인정보의 보안 관점에서 다수의 보고서들을 발표했다. 이

중 비식별화에 대한 두 가지 보고서들의 내용은 이 논문의 제5장에서 설명한

다.

141)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 앞의 보고서(각주 121).

142)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 앞의 보고서(각주 121),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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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ny process of removing the association between a set)”로 정의

하고, 익명화는“식별성이 있는 데이터세트와 데이터주체 사이의 연관성

을 제거하는 절차(process that removes the association between the

identifying dataset and the data subject)”로 규정한다.143)

이런 애매모호한 표현만으로는 구분 기준 자체가 불분명하지만, 이 국

제표준화기구의 문서가 추가설명으로 비식별화와 익명화에 대한 개념

관계를 좀 더 분명하게 한다는 사실을 제시한다.144) 이런 추가 설명에

따라 익명화는 비식별화에 속하는 하위 개념으로서 정보주체와 연결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재식별이

불가능한 경우를 익명화라는 국제표준화기구 문서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있다.145) 이런 개념 표지에 따라 재식별이 불가능한 상황을 익명화로 보

면, 현실적으로 익명화 시도가 있어도 재식별이 되는 일부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개념적 표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NIST2015에서는 이런 모순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익명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비식별화란 용어를 채택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

다.146)

(3) 정리 및 소결론

미국과 유럽의 관련 문헌들을 통해서 익명화와 비식별화의 개념 구별

자체에 통일적인 기준이 없고 다양한 사용례를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익명화와 비식별화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

하고 있다. 하지만 익명화와 비식별화의 개념 구별에 있어서 누구나 받

아들이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두 개념을 구분해서 사용한 문헌들을

143)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 앞의 보고서(각주 121), p.2.

144) 고학수 외,「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보건의료정보를 중심으로」, 박영

사, 2017, p.200-201 참조.

145)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 앞의 보고서(각주 121), p.2.

146)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 앞의 보고서(각주 121),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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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어느 정도의 추측은 가능하다.

그래서 WP29 익명화 보고서와 NIST보고서를 통해 보면 이 두 개념

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익명화가 비식별화보다 좀 더 재식별이

어렵게 되는 경우로 본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147) EU의 경우에는

WP29의 의견서에서 익명화는 ‘비가역적인’ 비식별화라는 방식으로 표현

을 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NIST의 보고서들에서 익명화는 재식

별의 가능성이 0인 경우를 가리키는 반면, 비식별화는 재식별의 가능성

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함으로써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한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아도 데이터보호 맥

락에서 비식별화와 익명화 용어의 개념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특별하

게 일관된 기준이 없이 두 용어가 혼용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저자

또는 기관에 따라 동일한 개념을 상이한 용어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반적인 문헌들을 살펴보면 유럽은 주로 익명화란 표현

을 사용하는 반면, 미국은 비식별화란 표현을 대체로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48)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여러 국가들의 관련 문헌들에

대한 내용을 소개할 때는 그 문헌 자체 내에서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149)

3. 가명화(Pseudonymisation)의 개념 및 특징

147) 익명화란 표현 자체가 마치 재식별의 가능성이 0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는 인상을 준다는 측면에서 잘못된 표현이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설사 이

런 정도로 데이터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왜곡된 데이터의 유

용성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익명화란 표현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

이 합리적이라는 견해이다. S. Stalla-Bourdillon and A. Knight, 앞의 논문(각

주 126). p.3.

148) K. El Emam and B. Malin, 앞의 보고서(각주 138), p. 204.

149) 관련 문헌들의 내용을 소개할 때 사용하는 익명화와 비식별화는 같은 개

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단지 문헌 자체 내에서 구별을 하던지 개념적으로 구분

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문헌들의 내용을 제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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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명화의 개념

가. 일반적 개념정의

가명화는 일반적으로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 기법의 한 가지 형태로서

인식이 되어 있다.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에 대한 문헌들에서는 대부분

가명화에 대한 개념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NIST2015은 국제표준화기구의 개념정의를 따르고 있다.150) 이 개념정

의에 따르면 가명화란 “정보주체와의 연관성(association)을 제거함과 동

시에, 정보주체에 대한 일련의 특징과 다수의 가명(pseudonym) 사이의

연관성을 추가하는 특정 형태의 익명화”이다.151) 익명화에 대한 ICO 실

행규칙은 “개인의 진정한 신분(identity)를 드러내지 않는 특정 식별자를

사용해서 데이터세트에 있는 개인들을 처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152)

영국 내의 민간조직인 ’영국익명화네트워크(UK Anonymisation

Network, 이하 ”UKAN“)가 발표한 익명화 체제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

직접식별자가 가상적 이름 또는 개인에 특정되지만 그 자체로는 직접적

으로 개인을 식별하지 않는 코드로 대체되는 기법“라고 정의된다.153)

위에서 언급했던 DPD와 GDPR를 보면 DPD에서는 가명화 개념이 제

시되어 있지 않지만 GDPR에는 가명화의 개념 정의가 포함되어 있

다.154) 비록 DPD 자체 내에서는 가명화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

DPD를 기반으로 작성된 WP29의 익명화 의견서에서는 가명화에 대한

150)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각주 1), 앞의 보고서, p.10.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 앞의 보고서(각주 121), p.2.

151)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 앞의 보고서(각주 121), p.2 ( ISO/TS 25237:2008(E) Health

Informatics-Pseudonymization, ISO, Geneva, Switzerland, 2008, p.5 재인용)

152) U.K.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 앞의 보고서(각주 132),

p.49.

153) M. Elliot, E. Mackey, K. O’Hara, and C. Tudot, 앞의 보고서(각주 109),

p.15.

154) 이 논문의 제5장의 EU 부문에서 GDPR의 가명화 규정을 중심으로 좀 더

자세하게 가명화에 대해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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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을 하고 있다. 이 의견서에 따르면 가명화는 레코드 안에 있는 하

나의 속성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155) 이런 경우 이 대체하는 값

은 원래 속성값과는 무관하게 무작위로 결정될 수도 있고, 해시(hash)

함수나 암호화(encryption)의 적용을 통해 원래 속성값에서 대체하는 값

을 정할 수 있다.156) GDPR에서는 ”추가적인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는

더 이상 특정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

는 것“을 의미한다.157) 이와 함께 이 추가적인 정보를 분리해서 보관하

고 기술적 및 관리적 방식을 적용할 것을 추가적인 요건으로 하고 있

다.158)

이외에도 익명화에 대한 영국 ICO의 실행규칙도 가명화의 개념 정의

를 하고 있다. 이 실행규칙에 따르면 가명화는 특정(unique)한 식별자를

사용해서 개인을 구별해내는 절차라고 정의하고 있다.159) 이 경우 적용

되는 식별자는 개인의 진정한 신분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하고 있다.160) 위 GDPR에서의 개념 규정과 비교하면 ICO의 실행

규칙은 개인의 신분을 드러내는 식별자를 다른 값으로 대체한다는 정도

로 간단하게 정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CO의 실행 규칙은

가명화된 정보를 다시 재식별할 때 필요한 키 값이란 추가적인 정보의

존재 측면을 개념 규정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진정한

신분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는 표현은 가명화가 적용되어 대체된 값

들 자체로부터는 원래의 식별정보를 추측할 수 없다는 의미를 함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해당 값 자체로부터가 아닌 키 값과

같은 외부의 정보와 결합해서 재식별해내는 가능성을 배재하는 것은 아

니라고 볼 수 있다.

155) EU Commission, 앞의 보고서(각주 129), p.20.

156) EU Commission, 앞의 보고서(각주 129), p.20.

157)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Regulation (EU) 2016/679), 제4조 제

5항.

158)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Regulation (EU) 2016/679), 제4조 제

5항.

159) IU.K.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 앞의 보고서(각주 132), p.

49.

160) U.K.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 앞의 보고서(각주 132),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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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다양한 문헌들의 개념 정의를 통해 볼 때 가명화는 데이터

세트 안에 있는 레코드의 특정한 값을 다른 값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의

미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대체하는 값 자체가 원

래 값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인식할 수 있

다. 그렇다면 이런 가명화 처리가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해

를 돕기 위해 다음 단락에서 가명화 처리의 예시를 제시한다.

나. 가명화 처리의 예시

익명화에 대한 영국의 ICO 실행규칙의 부록 부분에서 가명화 처리의

예시가 제시되어 있다.161) 해당 예시는 시내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의 이

용객들이 요금을 낼 때마다 사용하는 일종의 교통카드에서 생성되는 데

이터에 대한 것이다.162) 어떤 대중교통 회사가 개별 이용객들이 버스 요

금의 지불 대용으로 교통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발생하는 데이터를 활용

하고자 한다. 이런 맥락 하에서 이 교통카드의 사용을 통해 생성되는

식별자 또는 속성 정보는 총 5가지이다. 생성된 데이터들을 표로 표현

하면 [표 3-1]과 같다.

[그림 3-1] 영국의 가명화 예시(가명화 이전)163)

161) U.K.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 앞의 보고서(각주 132), p.

69.

162) 이 예시에서는 추가적인 설명없이 단순하게 ‘Go-Card’라고 표현하고 있

다. 예시의 내용 상 국내의 상황에 대응하면 교통카드와 유사하게 생각이 되어

서 교통카드로 번역을 했다. U.K.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 앞

의 보고서(각주 132), p. 69.

163) U.K.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 앞의 보고서(각주 132), p.

69의 그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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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에서 가장 왼 쪽 열에 위치한 교통카드 고유번호가 일종의 직

접식별자의 역할을 한다. 물론 교통카드의 고유번호가 개인의 신분을

그대로 드러내는 직접식별자에 해당하는지는 데이터 환경의 맥락에 따

라 달라진다. 이 예시에서는 직접식별자의 범주에 해당한다는 가정 하

에 이 고유번호를 비식별 처리를 하려고 한다. 고유번호를 단순하게 지

울 경우(masking)에는 추후 데이터 분석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교통카

드 고유번호를 다시 식별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가명화 기법

을 적용해서 교통카드 고유번호를 다른 값으로 대체를 한다. 이 예시에

서는 [표 3-2]와 같이 특정 해시 함수를 적용한 결과값으로 가명화 처

리를 한다.

[그림 3-2] 영국의 가명화 예시164)

[표 3-2]를 보면 원래 데이터세트에서 교통카드 고유번호로 표시된 변

수가 ‘해시된 번호(hashed passenger ref. no)’로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개의 레코드가 각각 해시 함수가 적용되어서 ‘14793X...’과

‘23955P....’라는 값으로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165) 나중에 원래의

고유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재식별을 할 경우에는 이 해시함수의 키 값

을 적용하면 된다.

이 예시를 통해 가명화 처리 자체로 개인정보의 식별성이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교통카드의 고유번호만 가

명화된 상태로 데이터세트가 공개될 경우 범주화된 나이, 대중교통 탑

164) U.K.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 앞의 보고서(각주 132), p.

69의 그림 인용

165) 전환된 수치들의 단위가 길어서 생략의 의미로 ‘...’란 표시를 사용한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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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장소 및 하차 장소, 총 이용 시간이란 간접 식별자들 또는 속성자들

의 조합들만을 통해서 해당 승객의 신분이 드러날 가능이 존재하기 때

문이다. 그래서 GDPR 그리고 익명화에 대한 영국의 ICO 실행규칙 모

두 익명화된 정보는 여전히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166)

다.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가명화 의미 및 예시

(가) 의미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특히 환자 또는 개인의 보건의료정보를 저장하

고 관리할 때 가명화 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여러 날에

걸친 치료 행위 또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치료 행위가 단일한 환자에 귀

속된다는 사실을 데이터베이스들 사이의 연결(linking)을 통해 정확하게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이런 종단면적인(longitudinal) 데

이터의 관리에 있어서는 특정 환자의 신분에 대응되는 가명을 설정하는

작업이 실질적으로 중요하다.167)

이와 같이 가명화 방식을 중시하기 때문에 보건의료연구의 맥락에서

는 가명화 자체를 종종 ‘코딩(coding)’으로 부르기도 한다.168) 가령 정보

주체의 이름과 같은 정보에 새로운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데

이터가 가명화된 경우, 이 데이터는 코드처리가 된 방식에 관한 추가적

인 정보를 파악하여 역추적을 하지 않는 한 본래의 정보주체에 대한 파

악이 어려워진다.169) 이런 코딩을 기초로 한 가명화는 단일코딩(single

coding), 해시(hash) 함수와 같은 여러 방식들이 있다.170)

166)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recital §29. U.K.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 앞의 보고서(각주 132), p. 46.

167) K. El Emam and B. Malin, 앞의 보고서(각주 138), p.212.

168) K. El Emam and B. Malin, 앞의 보고서(각주 138), p.222.

169) 고학수 외,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및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타당성 검토 및 가이드라인 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p.82.

170) K. El Emam and B. Malin, 앞의 보고서(각주 138), p.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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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영역에서의 연구 및 진료의 목적 상 가명화된 이후에 정보

주체를 재식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데이터로부터 정

보주체를 역으로 재식별하기 위해 코딩된 데이터를 풀 수 있는 키

(key)가 존재하는 방식이 선호된다.171) 그래서 정보주체들을 ‘코드처리

된 데이터(coded data)’로부터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키를 분리하여 보관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그 만큼 키에 대한 엄격

한 보안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코드처리된 데이터가 재식별될 우

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키에 대해 기술적 및 관리적 보호조치를

준수하면서 운용해야 한다.172) 특히 GDPR의 맥락에서 가명정보를 활용

하면 개인정보 처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줄어들 뿐 아니라, 데

이터관리자가 개인정보보호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다.173)

나. 예시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단일한 환자에 귀속되는 다양한 데이터베이

스들의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연결하기 위해서 가명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어떤 환자의 암의 치료 경과 과정을 대상으로 한 종양연구

(oncology)를 한다고 가정하자. 이 연구를 위해서는 해당 환자의 치료와

연관성이 있는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여러 데이터베이

스들 사이에 분산되어 있는 해당 환자의 데이터를 연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들 사이의 정확한 연결을 위해서는 동일한 가명

(pseudonym)을 생성하게 된다.174) [그림 3-1]에서 보면 총 5가지의 데

이터베이스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들 모두는

환자ID(patient ID)란 직접식별자를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 환자ID를

동일한 가명으로 대체하는 가명화 처리를 하면 이 5개 데이터베이스들

171) EU Commission, 앞의 보고서(각주 129), p.20.

172) EU Commission, 앞의 보고서(각주 129), p.21.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Regulation (EU) 2016/679), §4 참조.

173)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Regulation (EU) 2016/679), §4, 5.

174) El Emam, K. and Arbuckle, L., Anonymizing Health Data, 2014,

O'Reilly, p.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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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동일한 환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연결해서 데이터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그림 3-1] 보건의료정보의 가명화 예시175)

.

(2) 기술적 측면에서의 가명화

차분프라이버시를 제외한 전통적인 비식별화 기법들 중에서 가명화는

원본데이터의 왜곡을 최소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176) 그래서 실제

175) El Emam, K. and Arbuckle, L., Anonymizing Health Data, 2014,

O'Reilly, figure 11-1 인용

176) 이 전통적인 비식별화 기법들은 ‘통계적 공개 제한(Statistical Disclosure

Limitation, “SDL”)’ 방식으로 부른다. 이 SDL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차분프라

이버시의 경우에는 원본데이터에의 접근을 할 수는 없지만 반복적인 쿼리

(query)를 통해 확률적으로 정확성이 높은 분석결과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하지만 아직 차분프라이버시의 복잡한 메커니즘이나 비용 등의 문제로

일반화가 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차분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항도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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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가명화는 재식별의 위험성을

낮추면서도 데이터의 유용성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가치가 있

다.177)

데이터 분석 목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려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데이

터의 원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기 원한다. 만약 데이터

의 변형 정도가 심해서 원본 데이터에 기초한 데이터의 분석 결과와 변

형된 데이터에 기초한 데이터의 분석 결과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면, 처음부터 데이터를 활용할 필요성 자체가 없다.178) 그래서 만약 데

이터의 왜곡 정도를 최소화하면서도 데이터 분석의 유용성을 여전히 확

보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비식별화 기법들 중에서 이 방식이 선호

될 것이다. 그래서 가명화가 다른 비식별화 기법들과 비교해서 원본데

이터의 왜곡을 최소화한다고 볼 수 있으면, 가명화는 다른 비식별화 방

식들과 다르게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우선 가명화가 다른 기법들과 비교해서 데이터의 왜곡을 최

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원본데이터에 변형의 강도를 높이

면 높일수록 재식별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은 낮아진다. 전

통적인 방식에서 원본데이터를 변형하는 방식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데

이터를 지우고, 합치며, 자르는 행위로 요약할 수 있다. 데이터를 지우는

대표적인 방식은 마스킹(masking)이다. 마스킹은 데이터세트의 레코드

들 중에 민감성이 높은 값 자체를 지우는 것이다.179) 그래서 지워진 값

자체는 데이터 분석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된다. 데이터를 합치는 방식들

의 예로 일반화(generalization) 또는 범주화(suppression)이 있다. 이런

방식은 원본데이터의 개별적인 값들 끼리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개별

수치 대신에 그룹이나 범주의 값만이 데이터에 표시된다.180) 예를 들어,

177) K. El Emam and B. Malin, 앞의 보고서(각주 138), p.22.

178) 원본 데이터에 의한 데이터 분석 결과와 변형된 데이터에 의한 데이터 분

석 결과의 차이의 정도를 데이터의 품질(quality)이라고 부른다. 데이터의 품질

에 대한 설명은 제2장에서 했다.

179)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 앞의 보고서(각주 121),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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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의 경우 개별 나이를 표시하는 대신 0-5세 6-10세 등의 방식으로

표시한다. 마지막으로 자르는 경우는 데이터세트에서 너무 눈에 띄는

레코드(outlier)에 적용된다.181) 예를 들어 어떤 데이터세트에 100세인

사람이 단 한 명이 있을 경우에는 이 100세란 값 자체를 없애고 90세

이상이란 새로운 범주를 만드는 방식이 된다.

그런데 가명화와 같은 경우는 레코드의 특정값을 다른 값으로 대체하

는 것이기 때문에 마스킹과 같이 해당 값을 완전히 지우는 것이 아니

다. 게다가 일반화, 범주화의 경우는 원본데이터가 범주화되면서 데이터

의 특정성이 많이 훼손되는 구조이지만 가명화는 원본데이터와 동일한

개별성을 유지한다. 그러므로 이런 비식별화 기법들과 비교해서 보면

가명화가 상대적으로 데이터의 왜곡 정도를 최소로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데이터의 유용성 확보에서는 분명한 장점이 있지만, 프라이

버시의 보호 관점에서 데이터의 변형 정도가 약한 만큼 개념적으로 보

면 재식별의 위험성은 더 큰 것은 사실이다.182) 하지만 보건의료정보에

있어서 개인의 건강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원본데이

터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데이터를 가지로 분석을 해야 할 현실적 필

요성이 높다. 특히 개인화된 치료를 강조하는 정밀의학(precision

medicine)이 등장하는 상황 속에서 데이터의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183) 비록 가명화가 비록 재식별의 위험성이 크

180)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 앞의 보고서(각주 121), pp.3-4.

181)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 앞의 보고서(각주 121), p.4.

182) 그래서 GDPR과 WP29 익명화 보고서 모두 가명화된 정보도 여전히 규제

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Regulation (EU) 2016/679), recital §26 참조. EU Commission, 앞의

보고서(각주 129), p.20 참조.

183) 개인정보 관점에서 정밀의학에 대한 설명은 다름의 문헌 참조. Miller,

Amalia, and Tucker, Catherine,“Frontiers of Health Policy: Digital Data and

Personalized Medicine”in Shane Greenstein, Josh Lerner, and Scott Stern,

Innovation, Policy and the Economy(volume 17),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17, pp.118-1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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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키(key) 값의 관리와 같은 사후적 조치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프라

이버시 침해의 위험성도 어느 정도 통제될 것으로 보인다.184)

(3) 제도적 측면에서의 가명화

가명화란 기술적 개념이 규범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GDPR에서 가명화란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물론 DPD 체제

하에서의 WP29 익명화 보고서에서 가명화된 정보도 여전히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가명화 기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했

다.185) 하지만 GDPR이란 법규 차원에서 명시적으로 가명화의 개념정의

조항을 포함해서 다양한 조항들에 가명화란 용어가 사용되었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GDPR은 가명화에 어떤 분명하면서 직접

적인 법률 효과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GDPR은 가명화를 제도적

유인으로서 적용해서, GDPR의 다양한 법적 의무가 가명화를 적용할 경

우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186) GDPR의 내용이 확정된

이후 가명화란 개념을 바탕으로 ‘가명화된 정보(pseudonymous data)’를

하나의 새로운 개인정보의 범주로 만들려는 논의가 생기고 있다.187)

제2절 비식별화의 목적 및 제도적 특징

184) 이런 의도 하에 GDPR이 가명화의 조항을 전면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추

측된다.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Regulation (EU) 2016/679), 서문

§26, (본문)제4조 제5항 참조.

185) EU Commission, 앞의 보고서(각주 129), pp.20-22.

186) GDPR에서는 명시적으로 가명화가 제도적 유인이라는 사실을 표현한 조

항도 있다.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Regulation (EU) 2016/679), 제

29조(“In order to create incentives to apply pseudonymisation.....). 제도적 유

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논문의 제5장과 제6장에서 밝힌다.

187)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제6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한다. Khaled El Emam,

Eloise Gratton, Jules Polonetsky, Luk Arbuckle, “The Seven States of Data:

When is Pseudonymous Data Not Personal Information?” (draft), 2016 참조.

Polonetsky, Jules, Tene, Omer, and Finch, Kelsey,“Shades of Gray: Seeing

the Full Spectrum of Practical Data De-Identification”, 56 Santa Clara Law

Review 593, 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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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식별화의 목적: 재식별의 위험성 관리

(1) 위험성의 개념 정의

프라이버시 규제의 목적이 프라이버시 위험성의 관리인 것과 마찬가

지로, 비식별화 규제의 목적은 비식별화 처리된 데이터의 재식별 위험

성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런 위험성 관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우선적으

로 위험성의 의미를 간단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프라이버시 규제를 위험성 관리로 보는 프라이버시 위험성 모형은 정

보보안의 영역에서의 보안위험성 모형을 그대로 프라이버시 영역에 적

용한 것이다.188) 정보보안의 위험성 모형이 데이터보안의 취약성

(vulnerability)이 악용될 확률(likelihood)과 그 확률이 실현될 경우의 영

향력(impact)의 두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구성된다.189) 이런 두 가지 요

소를 프라이버시의 영역으로 재해석하면 프라이버시 위험성 모형은 개

인정보의 침해적 행위가 발생할 확률과 이런 행위에 따른 피해 규모로

이루어지게 된다.190) 이런 프라이버시 위험성 모형을 다시 재식별의 위

험성 맥락에서 재해석을 할 수 있다.191) 그래서 재식별의 위험성 맥락에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US), “Information

Security”(NIST Special Publication 800-30 Revision 1), 2012, 그림 1 인용.

188)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 Brooks, M.

Garcia, N. Lefkovitz, and E. Nadeau)(각주 3), 앞의 보고서, p.21.

189)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 Brooks, M.

Garcia, N. Lefkovitz, and E. Nadeau)(각주 3), 앞의 보고서, p.21.

190)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 Brooks, M.

Garcia, N. Lefkovitz, and E. Nadeau)(각주 3), 앞의 보고서, p.22. 프라이버시

위험성 모형은 이와 같은 개념적 접근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프라이버시 관

련 요소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해서 프라이버시 위험성 모형을 설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자체의 내용적 특징이 프라이버시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력

측면에서 프라이버시 위험성을 데이터의 식별가능성(identifiability), 데이터에

대한 위협정도(threats) 그리고 데이터의 취약성(vulnerabilities)의 세 가지 요

소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에 따라 발생하는 차등적인 프라

이버시 위험성을 인지하고 그에 따라 적합한 프라이버시 규제를 적용하는 구조

이다. Altman, M., Wood, A., O’Brien, D., and Gasser, U., “Practical

Approaches to Big Data Privacy Over Time”(draft), 2016, p.20-21 참조.

191) Rubinstein, Ira and Hartzog, Woodrow, “Anonymization and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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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재식별 행위가 발생할 확률 그리고 재식별의 결과로 발생하는 피

해 규모로 설명할 수 있다. 결국 비식별화에 있어서는 재식별의 위험성

은 개념적으로 이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개념적 모형을

전제로 데이터 또는 데이터 환경이 내포하는 재식별의 위험성 요소들을

추출해서 좀 더 세밀한 프라이버시 위험성 모형을 만들 수 있다. 데이

터와 데이터환경 모두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비식별화의 구조라는 사

실을 이미 앞에서 설명했다. 이 사실을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 즉

재식별의 위험성 관점에서 재구성할 수 있다. 데이터를 공개하려는 주

체는 자신이 감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재식별 위험성을 하나의 독립변

수로 보고 이 독립 변수에 따라 데이터 자체에 대한 비식별화 기법과

데이터 환경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들의 최적 조합을 찾는 것이

다. 이런 관점을 [그림 3-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192)

Washington Law Review, 2016 (forthcoming), p.24 참조.

192) Altman, M., Wood, A., O’Brien, D., and Gasser, U., “Practical

Approaches to Big Data Privacy Over Time”(draft), 2016, p.31 참조.

(Altman, M., Wood, A., O’Brien, D., and Gasser, U., “Practical Approaches

to Big Data Privacy Over Time”(draft), 2016, 그림1 인용)



- 76 -

[그림 3-2] 비식별화와 재식별의 위험성의 관계

(2) 재식별의 위험성 관리에 대한 의미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재식별의 위험성은 재식별 행위 자체의 요소와

재식별 행위의 영향력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재식별의 위험성을 관

리한다는 의미는 이 두 가지 요소 모두를 관리한다는 것이 된다. 그래

서 재식별의 위험성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는 재식별 행위가 발생할 가

능성 자체를 낮추고, 설사 재식별 행위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인 영향력을 최소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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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식별의 문제를 위험성 관리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접근법의 기본적인

전제는 재식별의 위험성을 관리할 수는 있지만 제거할 수는 없다는 사

실이다.193) 재식별의 위험성은 0이 될 수 없다는 명제는 대부분의 비식

별화 관련 문헌들에서 설명하는 비식별화의 기본적 전제가 된다.194) 그

러므로 위험성 관리 접근법이 완전한 프라이버시 보호의 수단으로 보아

서는 안 된다.195) 위험성 관리 접근법의 목적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잔존 위험성(residual risk)을 달성하면서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결과를

피하는 것이다.196)

이와 같은 태도는 정보보안에서의 기본적 원칙이기 때문에 프라이버

시의 위험성 관리 접근법은 정보보안이란 기술적(technological) 영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법률 요건에 해당한다 아니

면 해당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판단을 요구하는 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

와 같이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이런 전제 하에 위험성을 관리한

다는 위험성 관리의 접근법이 어색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다. 순수 규

범적 관점에서 보면 위험이 있으면 규제하고, 없어야지 규제하지 않는

다는 이분법적 관점이 좀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197) 다음 단락에서

논의할 비식별화의 실효성 논쟁도 어떻게 보면 비식별화 규제의 목적에

대한 다른 이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3)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 Brooks, M.

Garcia, N. Lefkovitz, and E. Nadeau)(각주 3), 앞의 보고서, p.22.

194) U.K.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 앞의 보고서(각주 132),

p.3. 참조.

195) 이 ‘완전한(perfect)’의 의미는 위험성이 0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

다.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 Brooks, M.

Garcia, N. Lefkovitz, and E. Nadeau)(각주 3), 앞의 보고서, p.22.

196)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 Brooks, M.

Garcia, N. Lefkovitz, and E. Nadeau)(각주 3), 앞의 보고서, p.23.

197) 모든 규제가 이분법적(binary)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리고 이분법적이라

는 표현 자체가 이런 단순한 방식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어떤 편견도 반영하

는 것도 아니다. 법의 특성상 모든 수범자들에게 예측가능하고 명확한 규정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법의 규정 자체가 분명하게 영역을 긋는 듯한 이분법적 태

도는 자연스럽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 영역은 데이터가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

을 반영할 수 있어야 효과적인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에 대한

공격과 보호에 익숙할 수 밖에 없는 정보보안의 논리를 프라이버시 규제의 영

역으로 어느 정도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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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보호 규제로서의 비식별화에 대한 견해들

(1) Paul Ohm

Ohm은 완벽한 익명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재식별의 위험성은

언제나 상존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198) 이런 의견에 따라 비식별

화 또는 익명화 방식을 통해 프라이버시의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한다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비판을 했다.199) Ohm이 이 논문을 발표하자

비식별화 방식의 유용성에 대한 논란이 촉발되었고. 이 의견에 찬성하

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들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이런 Ohm의 의견에 따른 재식별의 위험성 문제 때문에 비식별화 방

식에는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런 의견들 중에는

비식별화 방식을 버리고 다양한 관리적 및 기술적 장치들을 중첩적으로

적용한 ”프라이버시 대체제(privacy substitutes)‘를 적용하면 데이터의

유용성과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거의 완벽하게 이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200) 또한 Narayanan은 재식별의 위험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비식별화 방식에 의존하지 말고 좀 더 사전적으로 예방적

인(precautionary) 관점으로 접근하자는 주장을 했다.201)

이 입장은 재식별 가능성의 유무(有無)를 기준으로 비식별화의 효용성

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분법적인(binary) 접근법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분법적 접근법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규제

측면에서의 규범적 영역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이런 이분법적 접근법은

198) Ohm, P., "Broken Promises of Privacy: Responding To The Surprising

Failure of Anonymization", 57 UCLA Law Review 2701, 2010, p. 2710. K. El

Emam and B. Malin, 앞의 보고서(각주 138), p. 232-233 참조.

199) Ohm, P., "Broken Promises of Privacy: Responding To The Surprising

Failure of Anonymization", 57 UCLA Law Review 2701, 2010, p. 2713.

200) Mayer, J. and Narayanan, A., “Privacy Substitutes”, 66 Stan. L. Rev.

Online 89(in Future of Privacy Forum, “Big Data & Privacy: Making Ends

Meet Digest”(pdf), 2013, pp.82-83.

201) A. Narayanan, J. Huey, and E. Felton,, 앞의 논문(각주 113),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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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관리 방식과는 다르게 어떤 기준의 달성을 위한 수단들에게도

재량을 주는 형태를 가지지 않는다. 어떤 요건에 해당하거나 어떤 조건

을 만족하면 적용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적용이 되지 않는 분명한 구조

를 가진다. 규범적 영역의 관점에서 비식별화는 전체적으로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규제가 적용이 되는 상황과 되지 않은 상황을 구별하는 기

준으로 보게 되는 경향이 있다. 즉 식별화되지 않은 개인정보와 비식별

화된 정보로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 이와 같은‘전

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와 같은 해석으로 되기 때문에 이 양 극

단에 있는 두 개념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개념들-회색 지대(grey

area)의 존재-의 존재 자체가 법의 관점에서는 간과되는 해석으로 이어

진다.202)

(2) Khaled El Emam

Ohm이 재식별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비식별화에 대한 회의적인 견

해를 내놓자 후속적으로 다양한 견해들이 등장했다. 그 중 비식별화를

위험성 관리의 관점에서 운용하면 비식별화는 유용한 개인정보보호 방

식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나타났다. El Emam은 재식별의 위험성이 있

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점은 재식별의 위험성을 비식별화의 적용을

통해 관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203) 이런 의견과 함께 Ohm이

재식별의 사례로 제시한 경우들을 살펴보면 비식별화 방식이 제대로 적

용되지 않은 경우라는 사실도 지적하고 있다.204) 그래서 제대로 된 비식

별화의 적용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재식별의 위험성에 대해 강력한 보

호를 할 수 있다.205)

202) Esayas, Samson, “The Role of Anonymisation and Pseudonymisation

under the EU data privacy rules: beyond the ‘all or nothing’approach”,

European Journal of Law and Technology Vol. 6, No. 2, 2015, p.2.

203) K. El Emam and B. Malin, 앞의 보고서(각주 138), p. 234.

204) 여기서는 이 재식별 사례들에 적용된 비식별화 기법이 ‘최선의 관행(best

practice)’을 따르지 않았다고 표현한다. K. El Emam and B. Malin, 앞의 보고

서(각주 138), p. 233.

205) K. El Emam and B. Malin, 앞의 보고서(각주 138), p.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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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El Emam의 의견에 찬동하여 재식별의 문제가 너무 과장되었다

는 의견도 있다.206) 게다가 데이터 분석을 위한 연구의 관점에서 보면

재식별의 위험성을 크게 낮추는 정도로 원본 데이터에 변형을 가한 경

우에도 연구의 맥락에 따라 데이터의 유용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견해

도 있다.207) 이 견해는 데이터의 유용성과 익명성이 공존할 수 없다는

Ohm의 견해를 반박한 것이다.208)

이 견해는 결국 위험성 관리의 접근법을 전제로 비식별화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위험성 관리는 정보보안이란 기술적 영역에서 등장한 개념이

다. 그래서 데이터의 침해와 같이 데이터에 위험성이 발행할 경우에는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이터 환경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이런 상

황에 따라 데이터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보안 환경, 특히 위험성이란 요

소 자체가 구체적인 데이터 환경이란 외부 요인에 따라서도 변하게 된

다. 그래서 데이터의 위험성 관리는 맥락의존적이게 된다.209) 특히 위험

성 관리 자체가 데이터의 생애주기란 시간적인 맥락에 따라서 구체적으

로 판단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험성 관리는 언제나 시간 및

공간적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210) 이런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인 데이터

환경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데이터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그래서 비식별화처리된 데이터의 재식별의 위험성을

0으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면서도, 의미가 없게 된다.

(3) 소결론

206) Cavoukian, A. and Castro, D., Big Data and Innovation, Setting the

Record Straight: De-identification Does Work, 2014. p.2.

207) J. Yakowitz, 앞의 논문(각주 30), p.30.

208) 여기서의 익명성은 매우 강력하게 비식별화조치를 적용한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209) K. El Emam and B. Malin, 앞의 보고서(각주 138), p.14. 맥락의존성에

대해서 다음의 문헌들을 참조한다. M. Elliot, E. Mackey, K. O’Hara, and C.

Tudot, 앞의 보고서(각주 109) 참조. Nissenbaum, H. 위의 논문(각주 19). 참

조.

210)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각주 1), 앞의 보고서, pp.14-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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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전체적으로 재식별의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런 위험성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면 비식별화는 유용한 프라이버시 모형이 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견해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제는

재식별의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비식별화를 점점 더 구조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

는 인상을 준다.211) 게다라 Ohm도 위 논문을 발표한 이후 후속으로 발

표한 글에서는 비식별화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이전 견해

와는 다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212) 이런 관점의 전제 조건으로 비식별

화를 일회성 해결책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비식별화를 적용하면 프라이

버시 규제의 엄격한 요건의 일부를 배제하는 차등적인(scaling) 방식으

로 운용하면 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213) 이런 흐름을 볼 때 비식별화

자체가 해결책이 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비식별화를 어떻게 설

계하고 운용할 것인지의 문제로 바뀌는 인상을 준다. 그래서 본 논문도

위험성 관리로서의 비식별화의 가치를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있다.

위험성 관리의 접근법 하에서 실제 비식별화 기법들이 적용되는 기술

적 방식들을 다음 단락에서 설명한다.

제3절 비식별화의 기술적 방식

1. 기술적 방식의 의의

이미 간략하게 언급을 한 것처럼 비식별화란 개념은 연구에 참여한

211) K. El Emam and B. Malin, 앞의 보고서(각주 138), pp. 231-234 참조.

212) Paul Ohm. Changing the Rules: General Principles for Data Use and 

Anlysis in J. Lane, V. Stodden, S. Bender, and H. Nissenbaum(eds.)(각주 4),

앞의 책, p.105. 

213) Paul Ohm. Changing the Rules: General Principles for Data Use and 

Anlysis in Julia Lane Victoria Stodden Stefan Bender and Helen 

Nissenbaum. J. Lane, V. Stodden, S. Bender, and H. Nissenbaum(eds.)(각주

4), 앞의 책, pp. 1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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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들의 개별 신분이 연구결과물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위

해 적용한 통계적 조치의 일종으로 등장했다. 그래서 비식별화는 기본

적으로 기술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 영

역에서는 비식별화가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한 가지라는 규범적 제도로

조망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비식별화 자체가 기술적 영역에

서 탄생한 개념이기 때문에 기술적 관점에서의 비식별화에 대한 구체적

인 이해가 비식별화의 법적 해석에 기반이 되기 때문에 비식별화를 기

술적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비식별화의 대상

이 되는 개인정보는 코드(code)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데이터란 기술적 환경에 대한 규제는

컴퓨터 환경 내에서의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적

관점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214)

더 나아가 위험성 관리 관점에서 보면 위험성 관리의 주요 절차인 위

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실제 데이터 환경에서 적용되는 비식

별화의 기법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위험성 평가는 재식별

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량적으로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기 때

문에 재식별의 위험성을 정량화할 수 있는 통계적 기법들을 기반으로

한다.215) 이와 같은 전제 하에서 비식별화의 전체적인 기술적 방식에 대

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음에서 살펴본다.216)

2. 기술적 방식의 종류

(1) 전체적 개괄

214) J. Kroll, J. Huey, S. Barocas, E. Felton, J. Reidenberg, D. Robinson,

and H. Yu, 앞의 논문(각주 40), p.56.

215)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 Brooks, M.

Garcia, N. Lefkovitz, and E. Nadeau)(각주 3), 앞의 보고서, p.14.

216) 데이터의 공개 또는 유출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들의 경우 해당 기술적인

용어의 개념정의 또는 사용방식에 있어서 연구문헌들 별로 어느 정도의 차이점

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데이터모형의 설명의 경우에 G. Duncan,

M. Elliot, J. Salazar-Gonzalez, 앞의 책(각주 108)와 El Emam, K. and

Arbuckle, L., Anonymizing Health Data, 2014, O'Reilly.를 기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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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비식별화 방식에 대한 연구의 상황들을 일반적으로 살펴보

면 크게 세 가지의 방식들이 제시되어 온 것으로 살펴볼 수 있다.217) 우

선적으로 제시된 방식은 전통적인 통계적 처리를 통해 데이터의 식별성

을 처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통계적 공개 제한(Statistical

Disclosure Limitation, “SDL”)으로 명명된다. 대표적인 SDL 적용 사례

가 정부가 외부에 공개하는 다양한 통계자료들이다.218) 이런 통계자료들

은 기본적으로 개별 정보주체의 원형데이터를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공

개되는 정보의 양을 줄이는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만으로 개

인을 식별할 확률이 매우 희박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 외부에 공개되는 정부 데이터들의 양이 많아지면

서 SDL 방식을 단순하게 적용한 데이터도 재식별될 수 있다는 문제 인

식들이 드러난다.219) 이런 인식 하에 어느 정도까지 공개되는 정보의 양

을 줄여야하는지에 대한 판단의 기초를 제공하는 k-익명성

(k-anonymity)이 제시되었다. 그래서 k-익명성은 개념적으로 SDL 방

식을 기반으로 한다. 그 후 2000년대에 들어서 프라이버시의 개념 자체

를 정밀한 수학적 모형으로 재구성해서 프라이버시가 손실되는 재식별

의 위험성이 수학적으로 통제될 수 있다는 차분프라이버시(differential

privacy)가 제시되었다. 차분프라이버시와 k-익명성 방식 모두 재식별의

위험성을 수량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관점을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차

분프라이버시는 k-익명성과는 다르게 좀 더 세밀한 수학적 개념을 기반

으로 한다는 이론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k-익명성 방식과

는 다르게 차분프라이버시는 전통적인 SDL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고

217) 비식별화의 방식을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세 가지 방식으로 분류한 것은

미국의 상황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비식별화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 상황이 미

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으로 적용가능하다.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각주 1),

앞의 보고서, pp.6-7(2016).

218)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각주 1), 앞의 보고서, p.6(2016).

219)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각주 1), 앞의 보고서, p.7(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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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이런 전반적인 배경을 기반으로 이 세 가지 방식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다음 단락에서 한다.

(2) ‘통계적 공개 제한(Statistical Disclosure Limitation)’

SDL은 원본데이터 자체의 변형을 통해서 원본데이터 그대로의 내용

이 외부로 공개되는 위험성을 통제하는 기법이 된다.220) 데이터를 변형

하는 방식들은 크게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데이터의 일정한 값들의 표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221) 예를 들어 특정

한 연령을 표시하지 않고 10세에서 20세 사이와 같이 범주화하는 방식

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 유형은 데이터의 특정한 값들을 왜곡하는

방식이다.222) 데이터의 값들에 무작위적인 수치를 추가하거나 레코드들

사이의 특정한 데이터 값들을 교환하는 방법들이 그 예이다.223) 세 번째

유형은 전체 데이터가 아닌 일부분만 공개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샘

플링(sampling)이 그 예이다. 네 번째 유형은 데이터의 값들을 총계처리

하는 방식이다.224) 예를 들어 직업에 해당하는 데이터 값들에 서울대학

교 교수와 고려대학교 교수가 있을 경우에는 단지 교수라는 더 큰 범주

로 대체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데이터의 변형을 통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추구하는 SDL은

위험성에 대한 관리를 기반으로 한 기술적 방법론이기 때문에 재식별의

위험성의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성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용인하는

정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225) 물론 SDL은 설문조사와 같은 통

220) G. Duncan, M. Elliot, J. Salazar-Gonzalez, 앞의 책(각주 108), p.5.

221) 통계적 표현으로 suppression에 해당한다.

222) 통계적 표현으로 perturbation에 해당한다.

223) 무작위적인 수치의 추가는 noise 방식을 의미하고 데이터 값들의 교환은

swapping을 의미한다.

224) 통계적 표현으로 aggregation에 해당한다.

225) El Emam, K. and Arbuckle, L., Anonymizing Health Data, 2014,

O'Reilly,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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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된 연구 환경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형이기 때문에 통제되지 않은

외부 데이터들의 양이 넘쳐나는 빅데이터 환경에 SDL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는 상이한 데이터 환경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226)

SDL의 기본전제는 공개의 위험성227)을 0(zero)의 수준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이런 전제에 따라 어떤 데이터 공격자가 데이

터의 기밀성(confidentiality)을 파괴하기 위해서는“합리적 수준의 노력

(reasonable amount of efforts)” 이상이 필요할 경우에는 데이터가 공개

의 위험성은 없다고 제시하고 있다.228) 이 기준에서 주목할 부분은 두

가지의 요소이다. 첫 번째 요소는 데이터를 재식별하려는 공격자의 입

장에서 데이터가 공개될 위험성을 산정했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 요소

는 재식별의 위험성을 0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수준에서 통제가

될 정도의 위험성은 용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재

식별의 위험성 평가의 중요 기준으로서 비식별화를 논의하는 대부분의

문헌들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제이다. 예를 들어, 영국의 개인정보보호

기관이 익명화에 대한 실행규칙을 발표했는데, 이 실행규칙에서 도입한

“의도적 공격자 기준(motivated intruder test)”이 이런 요소들을 반영한

개념이 된다.229)

이 두 가지 요소들을 적용한 재식별의 위험성은 확률 표현을 적용해

서 아래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230)

P(식별)=P(식별│재식별시도)*P(재식별시도)

P(식별│재식별시도 없을 경우)=0

226) J. Lane, V. Stodden, S. Bender, and H. Nissenbaum(eds.)(각주 4), 앞의

책, p.276.

227) 공개(disclosure)의 위험성은 데이터가 외부에 알려져서 데이터 안에 포함

된 개인들이 재식별될 위험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228) G. Duncan, M. Elliot, J. Salazar-Gonzalez, 앞의 책(각주 108). p.27.

229) U.K.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 Anonymisation:

managing data protection risk code of practice, 2012. p.34.

230) P는 확률(probability)를 의미한다. G. Duncan, M. Elliot, J.

Salazar-Gonzalez, 앞의 책(각주 108). p.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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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은 수학적 맥락에서는 확률의 의미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위험

성을 확률적 표현을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이 도식화된 표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재식별시도란 요소를 변수(variable)로 표현함으

로써 데이터에 대한 공격자를 고려한다는 사실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위 관계식들의 경우, 재식별시도의 확률을 관리하고, 재식

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확률(재식별 행위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함)을

통제함으로써 재식별의 위험성을 관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이런 표현은 정교한 통계학적 또는 수학적 모형에 해당하지

는 않는다. 하지만, SDL이 데이터공격자의 관점을 주요 변수로 인정함

으로써 재식별의 위험성에 대한 기술적 접근법의 전제는 구체적인 데이

터공격자에 대한 확인에 있다는 사실을 이 관계식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이론적 전제 하에 데이터를 보유하는 기관은 특정 데이터에 대

한 심사를 통해 데이터의 유용성과 식별의 위험성을 평가한다. 데이터

의 유용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식별의 위험성이 적정한 수준이면 해

당 데이터를 그대로 외부 공개를 한다. 하지만 식별의 위험성이 적정하

지 않다면 SDL을 적용한 후 다시 재식별의 위험성 평가 단계를 시작하

게 된다. 이런 과정이 기본적인 SDL 절차에 해당한다. 이 과정을 도식

화하면 [그림 3-3]과 같다.231)

231) G. Duncan, M. Elliot, J. Salazar-Gonzalez, 앞의 책(각주 108). figure 5.3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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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SDL 과정

이미 간략하게 언급한 것처럼 전통적인 SDL만으로는 다양한 외부 데

이터들이 존재하는 현재의 데이터 환경에 필요충분한 해결책으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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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다. 외부 데이터에 의해 다양한 SDL 기법들이 적용된 데이터들

이 재식별될 위험성이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절한 SDL

방식인지를 사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량적 방법으로서 k-익명성이

제시되었다.

(2) k-익명성(k-anonymity)

가. 개념 및 구체적 모습

P. Samarati와 L. Sweeney가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에 k-익명성 개념

이 처음으로 등장한다.232) 여기서의 k는 자연수로서 데이터세트에서 동

일한 데이터 값들을 가지는 레코드들의 수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k=3

이면 어떤 데이터세트에서 동일한 데이터 값들을 가진 레코드들의 수가

최소한 3개라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어떤 데이터세트에 k=3이 되는 익

명성 처리를 한다는 것은 이 데이터 세트의 모든 레코드들을 볼 때 최

소한 3개의 레코드들이 동일한 데이터 값들을 가지도록 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런 k-익명성이 구체적으로 운용되는 상황을 다음의 예시를 통

해 살펴볼 수 있다.

[표 3-3]을 구성하는 두 가지 표를 살펴보면, 데이터세트 (a)는 비식별

화처리가 되기 이전의 원본데이터세트이고 데이터세트 (b)는 k-익명성

기법에 따라 비식별화 처리된 데이터세트이다.

232) P. Samarati and L. Sweeney, "Protecting Privacy when Disclosing

Information: k-Anonymity and its Enforcement through Generalization and

Suppressio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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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k-익명성 처리의 예시

출처: El Emam, K. and Arbuckle, L., Anonymizing Health Data,

2014, O'Reilly, 그림 2-3 인용.

위 데이터세트는 총 10개의 레코드들로 구성되어 있다. (a)의 원본데

이터세트를 k=3을 목표로 k-익명성 기준을 적용한 데이터세트가 (b)이

다.233) 우선 (a)와 (b)를 비교하면 3개의 레코드가 삭제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연령(age) 변수를 각각 15-19와 20-24로 범주화해

233) El Emam, K. and Arbuckle, L., Anonymizing Health Data, 2014,

O'Reilly,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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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속성값들의 조합이 동일한 동질집단 두 개로 구별된 사실도 파악할

수 있다.234) 이 동질집단은 각각 3개, 4개의 레코드로 이루어졌기 때문

에 최소 레코드들을 가진 3개의 동질집단으로 처리가 되었다. 그래서

k=3인 k-익명성이 달성된 것이다.

나. 의미

이 예시를 통해서 보면 k 값이 클수록 대체로 준식별자

(quasi-identifier)에 해당하는 변수들의 조합이 동일한 동질집단의 크기

가 커지기 때문에 재식별의 위험성이 낮아지는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235) 확률적으로 표현하면 k=3인 경우는 1/3의 확률로 재

식별이 되지만 k=4인 경우는 1/4의 재식별 확률이 되기 때문에 k 값이

커질수록 재식별의 위험성이 낮아진다. 물론 재식별의 위험성이 낮아지

는 만큼 개별 레코드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데이터 활용의

유용성은 낮아지게 된다. 좀 더 일반적으로 개념정의를 하면 공개되는

특정 개인의 정보가 최소한 k-1 명의 다른 개인들의 정보와 구별될 수

없을 경우 대상이 되는 데이터세트가 k-익명성 처리가 되었다는 의미가

된다.236) 그래서 k 수치가 클수록 데이터 자체의 유용성은 낮아지지만

프라이버시의 보호 수준은 높아져서 결국 재식별의 위험성은 낮아지게

된다.

234) 동질집단이란 동일한 준식별자의 값들을 가지고 있는 레코드를 의미한다.

이 데이터세트의 레코드들을 위로부터 순번을 매기면 레코드 1,2,3,5가 하나의

동질집단을 구성하고, 레코드 7,8,9가 또 다른 동질집단을 구성한다.

235) 준식별자는 대체로 간접식별자(indirect identifier)를 의미한다. 그래서 식

별자들 중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개인을 직접 식별하는 직접식별자를

제외한 식별자들이 준식별자 또는 간접식별자에 해당한다.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 앞의 보고서(각주

121), p.4. 대체로 개인에 대한 정보를 식별자와 준식별자로 구분하면서 민감정

보의 경우를 제 3의 속성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Davis, J. and Osoba.

O., Privacy Preservation in the Age of Big Data: A Survey(RAND working

paper, WR-1161), 2016, pp.3-4 참조.

236) P. Samarati and L. Sweeney, "Protecting Privacy when Disclosing

Information: k-Anonymity and its Enforcement through Generalization and

Suppression" (1998),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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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k-익명성은 데이터 공개의 위험성에 대한 평가적 요소와

데이터 공개를 통제하는 기술적 요소가 동시에 적용된 개념이다. 특히

평가적 관점에서 보면 주어진 데이터세트에 최소한 k개의 레코드들이

동일한 속성 값들의 조합을 가지게 함으로써 데이터세트의 재식별 위험

성을 평가하는 경우 일종의 지표가 되는 역할을 한다.237) 가령 어떤 데

이터세트의 k 수치를 3에서 4로 바꾼다면 재식별의 위험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

가 된다. 엄격한 심사를 거친 특정한 연구자들에게만 데이터를 제공하

는 제한된 환경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공개를 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하게 할 수

있다.

k-익명성의 장점은 직관적으로도 이해가 쉬우면서 간편하면서도 명료

한 논리를 기반으로 하여 활용성이 높다는 사실에 있다. 게다가 이미

이 기법을 어느 정도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공개 소프트웨어가 등장한

상태이다.238) 하지만 이런 특성은 동시에 k-익명성 기법의 단점이자 한

계이기도 하다. 데이터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특정 k 값을 설정해서 그

에 따라 익명화 처리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렇지만 주어진 데이

터세트에서 어떤 수준으로 k 값을 설정해야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데이터의 효용성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

준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k-익명성 개념 자체가 모형의 단순화를 위해

가설적 상황을 상정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데이터 환경, 즉

개별적인 맥락에 따라 최적화된 k 값이 얼마인지는 제시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k=3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k=4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자체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는 않는다.

하지만 실제 k-익명성 모형을 적용한 실제 연구들을 통해 일반적으로

237) M. Elliot, E. Mackey, K. O’Hara, and C. Tudot, 앞의 보고서(각주 109),

p. 50.

238) M. Elliot, E. Mackey, K. O’Hara, and C. Tudot, 앞의 보고서(각주 109),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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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값들이 어떤 정도로 설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들이 있다. 최소

한 k=3이 되어야 한다는 연구도 있고 k=5가 되어야 한다는 연구도 있

다.239) k의 최대값에 대해서는 k=6 이상의 경우로 설정되는 것이 일반

적이지 않고 k=16이상으로 설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일반적이

다.240) 데이터를 처리하는 일종의 경험칙에 따라 제시된 이런 k값들이

사실상의 기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을 전제로 해서 데이터의

유용성과 구체적인 데이터 환경에 따라 어느 정도의 k 값을 설정하는지

를 판단할 수 있다.

다. k-익명성의 문제점과 보완적 모형

위에서 설명한 k-익명성 접근법 자체의 한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하에 k값을 높게 설정해도 경우에 따라 재식별의 위험성이 감소하지 않

는 상황이 있다. 특히 민감한 정보와 같은 특정한 속성이 공개되는 경

우 k-익명성 개념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241) 이런 한

계를 [표 3-4]의 데이터세트 예시를 통해 설명한다. 이 데이터세트는 연

령과 성별의 k를 3으로 설정해서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 데이터세트이

다.

[표 3-4] k-익명성에 대한 데이터세트 예시(1)242)

239) De Waal A, Willenborg L. A view on statistical disclosure control for

microdata, Surveilance Methodology 22(1), p. 100(1996). Khaled El Emam

and Fida Kamal Danker, Protecting Privacy Using k-anonymity, Journal of

American Medical Information Association, 15(5) (online version,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2528029/) (2008).

240) Khaled El Emam and Fida Kamal Danker, Protecting Privacy Using

k-anonymity, Journal of American Medical Information Association, 15(5)

(online version,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2528029/)

(2008).

241) M. Elliot, E. Mackey, K. O’Hara, and C. Tudot, 앞의 보고서(각주 109),

p.20.

242) M. Elliot, E. Mackey, K. O’Hara, and C. Tudot, 앞의 보고서(각주 109),

table 2.13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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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 Elliot, E. Mackey, K. O’Hara, and C. Tudot, 앞의 보고서

(각주 109), table 2.13 인용.

[표 3-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데이터세트는 총 20개의 레코드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연령과 성별을 k=3으로 하여 k-익명성 처리를 했

다. k=3이란 의미는 연령과 성별의 조합이 동일한 레코드들이 최소한 3

개가 되도록 익명화처리를 하였음을 뜻한다.243) 위 표를 보면 각각 레코

드 숫자 1, 4, 6의 3개 레코드가 연령구간 0-16에, 성별 남성, 레코드 숫

자 2, 3, 5의 3개 레코드가 연령구간 0-16에, 성별 여성, 레코드 숫자 7,

9, 10이 연령구간 17-35에, 성별 남성, 레코드 숫자 8, 11, 12가 연령구

간 17-35에, 성별 여성, 레코드 숫자 13, 16, 20이 연령구간 36 이상에,

성별 남성, 레코드 숫자 14, 15, 17, 18, 19가 연령구간 36 이상에 있어

243) M. Elliot, E. Mackey, K. O’Hara, and C. Tudot, 앞의 보고서(각주 109),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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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으로 범주화되면서 연령과 성별의 조합이 동일한 최소한의 레

코드들의 수는 3이 된다.244)

하지만 암(cancer)이 있는지 여부와 같은 민감정보와 연결된 전체 데

이터를 다시 보면 데이터세트에 있는 36세 이상의 남성 모두가 암을 가

지고 있음이 드러난다. 일정수준의 k-익명성이 확보된 때에도 특정 질

병에 관한 의료정보처럼 민감한 속성이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k-익명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이 l-다양성

(l-diversity) 개념이다. l-다양성은 동일한 속성을 가진 개별 데이터 범

주들이 민감하다고 정의된 변수에 대하여 다수의 값들을 가지도록 추가

조치를 한다. l-다양성에 대하여는 여러 개념 정의가 제시되어 있지만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동일한 속성을 가진 데이터 범주 안에 있는 민감

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최소한 l개의 다른 값이 있도록 하는 방식이

다.245) 아래의 표는 k-익명성 처리를 한 위 데이터세트에서 동일한 레

코드마다 2 이상의 상이한 값으로 l-다양성 처리를 한 데이터세트의 예

시이다.246)

244) 이 나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연령과 성별이 동일한 레코드들의 수는 3개

또는 5개이므로 그 중 최소한의 수인 3을 기준으로 k=3의 익명화처리를 한 것

이다.

245) M. Elliot, E. Mackey, K. O’Hara, and C. Tudot, 앞의 보고서(각주 109),

p. 51.

246) l=2인 l-다양성 처리를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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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l-다양성에 대한 데이터세트 예시247)

이 표를 보면, k-익명성 처리만을 한 이전의 표와 비교할 때 암의 발

병 여부에 대한 변수가 암의 종류 변수로 바뀌면서 개념적으로는 암에

대한 민감정보의 값이 더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k-익명

성 처리만을 한 데이터세트에서는 36세 이상의 모든 남자가 동일한 민

감 속성을 가지는 것이 드러난다. 그러나 l-다양성 처리를 함으로써 단

일한 속성이 아니라 다수의 다른 속성들만이 확인되는 형태(간암과 전

립선암이란 두 개의 속성)로 데이터세트가 변형되었다.248) 이처럼 단일

한 민감 속성이 드러날 수 있는 k-익명성의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드

247) M. Elliot, E. Mackey, K. O’Hara, and C. Tudot, 앞의 보고서(각주 109),

figure 2.14 인용 및 번역.

248) 연력과 성별이 동일한 집단마다 이에 연결되는 민감정보인 암의 유형을

최소한 2개 이상으로 설정하는 l=2인 l-다양성 처리를 적용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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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는 민감속성이 2개 이상의 다른 값으로 대체되게 한 것이 바로 l-

다양성이다.

하지만 l-다양성이 적용된 위의 실제 데이터세트를 보면 도리어 개인

의 더 민감한 의료정보가 드러난다. 사실 이런 결과는 l-다양성 처리가

의도한 목적에 비추어보면 직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왜

냐하면 위의 데이터세트에서 볼 때 암의 유형이란 변수 자체가 암을 가

지고 있다는 전제에서의 더 세분화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런 현상은 데이터세트의 종류와 잠재적 공격자가 대상으로 설정한 데이

터에 따라 l-다양성의 처리 방식도 일정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을 보

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249) 게다가 특정 동질 집단 내에서 세분화된

민감정보들의 분포가 특정 전체 데이터세트의 민감정보들의 분포와 다

를수록 해당 동질 집단 내에서 특정 레코드들의 민감한 속성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진다.250)

이와 같은 l-다양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t-근접

성 모형이다. 그래서 t-근접성은 동질 집단 내에서의 민감정보의 분포와

전체 데이터에서의 민감정보의 분포 사이의 차이를 t 거리 기준 이내로

통제하는 모형이 된다.251) 이런 t-근접성 모형을 적용해서 데이터세트를

변형한 예를 다음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6] t-근접성에 대한 데이터세트의 예시

249) M. Elliot, E. Mackey, K. O’Hara, and C. Tudot, 앞의 보고서(각주 109),

p. 52 참조.

250) Davis, J. and Osoba. O., Privacy Preservation in the Age of Big Data:

A Survey(RAND working paper, WR-1161), 2016, p.4.

251) Davis, J. and Osoba. O., Privacy Preservation in the Age of Big Data:

A Survey(RAND working paper, WR-1161), 2016,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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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avis, J. and Osoba. O., Privacy Preservation in the Age of

Big Data: A Survey(RAND working paper, WR-1161), 2016, p.6 표

인용.

위의 표에서 본 것과 같이 3개의 동질 집단 모두 질병이란 민감정보

의 분포가 어느 정보에 편중되지 않은 채 전체 데이터 세트의 분포와

유사하게 변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차분프라이버시(differential privacy)

k-익명성과 l-다양성 모두 외부 정보와의 연결을 통해서 잠재적 공격

자가 민감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252) 두 모형 모두 해

당 속성값들이 동일한 레코드의 숫자와 민감한 정보의 숫자들의 조정을

통해 잠재적 공격자에 의한 재식별의 위험성에 대해 방어를 하는 구조

이다. 그런데 일부 유형의 외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격자에 대해서

는 이런 수치들의 조정을 통해서 재식별의 위험성을 낮추는 것이 어려

252) T-근접성 모형은 민감정보의 속성을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관점에서는

효과적인 방식이다. 하지만 k-익명성과 l-다양성 모형에 비교해서는 알고리즘

구조가 복잡하고 데이터의 효용성을 매우 낮춘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t-근

접성 모형은 현실적으로 활용의 빈도가 낮다. Davis, J. and Osoba. O.,

Privacy Preservation in the Age of Big Data: A Survey(RAND working

paper, WR-1161), 2016, p.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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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식별자들의 변형과 같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

가 아니라 레코드들 자체의 확률적 변형을 통해 식별가능성을 제한하는

접근법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차분프라이버시 모형이

다.253)

이 방식은 어떤 공개된 결과값이 특정인에 대한 정보를 드러내지 못

하는 것을 보장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다.254) 즉, 어떤 특정인에 대한 정

보가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 집합에서 차분적인 알고리즘의 적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와 그 특정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집합에서 얻은

결과가 구별되지 못하게 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 개념의 기본적

인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하게 계산된 양의 노이즈를 통계 기록

에 넣어서 개인의 식별성을 없애는 방법을 이용한다.

특히 이 차분프라이버시 접근법은 상호적인 데이터베이스 이용의 상

황에서 큰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 방식이다.255)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흔

히 검색(search)이나 쿼리(quiry)가 가능한 유형의 데이터베이스가 된다.

이와 같이 상호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검색이나

쿼리가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정보가 점

차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데이터의 잠재적 공격자

가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정보를 통해 개인의 속성에 대한 예측력을 높

일 수 있다. 이런 예측력 증가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차분프라이버시 개

념을 통해 제안된 방식은 어떤 개인의 존재와 부존재가 데이터베이스의

시스템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접근법이다.

좀 더 정확하게는, 어떤 개인이 존재할 때 어떤 데이터 요청에 대해

253) Davis, J. and Osoba. O., Privacy Preservation in the Age of Big Data:

A Survey(RAND working paper, WR-1161), 2016, pp.5-6.

254) Vito D'Orazio, James Honaker, and Gary King, 'Differential Privacy for

Social Science Inference'(pdf), 2015, p.5.

255) James Bambuer, Krishnamurty Muralidhar, and Rothindra Sarathy,

'Fool's Gold: An Illustrated Critique of Differential Privacy', 16 Vand. J.

Ent. & Tech. L. 4, 2014,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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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결과를 낼 확률과 그 개인이 존재하지 않을 때 동일한 결과를 내

놓을 확률이 같은 경우에는 차분적 프라이버시의 공개가 발생한다는 말

할 수 있다. 이 두 확률이 동일하게 되어 이 두 확률 사이의 상대적 비

율이 1이 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가 공개가 되지 않는 이

상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결국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차분프라이버시는 체계적으로 무작위 수치를 넣게 되고 이 무작위

수치는 일종의 노이즈의 역할을 하게 된다.256) 이 노이즈의 삽입을 통해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특정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

계없이 동일한 결과물을 산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차분프라이버시 모형은 엄밀한 수학적 개념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재식별의 위험성 문제를 좀 더 정교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257) 게다가 원형데이터 전체를 공개하는 것이 아

니라 쿼리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빅데이터 환경 하에서

k-익명성 모형의 적용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재식별의 위험성 자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차분프라이버시 모형은 노이

즈가 적용된 데이터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정확성 문제가 발

생한다. 게다가 엄밀한 수학적 계산을 통해 노이즈를 삽입해야 하기 때

문에 k-익명성과는 다르게 시스템 구축이 좀 더 복잡하고 높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3. 소결론

비식별화의 기술적 방식으로 SDL, k-익명성, 그리고 차분프라이버시

를 살펴보았다. SDL에 근거해서 비식별화 처리를 하고 재식별의 위험

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외부에 다양한 데이터들이 존재하

256) James Bambuer, Krishnamurty Muralidhar, and Rothindra Sarathy,

'Fool's Gold: An Illustrated Critique of Differential Privacy', 16 Vand. J.

Ent. & Tech. L. 4, p.14(2014).

257)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각주 1), 앞의 보고서,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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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빅데이터 환경에서 이 위험성을 정량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인

k-익명성도 같이 적용할 필요가 높을 것이다. 그래서 SDL과 k-익명성

은 대체적으로 같이 적용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SDL에 기반한

k-익명성은 데이터 자체의 변형을 어느 정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식이

다. 하지만 좀 더 엄밀하게 표현하면 ‘어떤 데이터 환경에서’ 데이터 자

체를 변형하는 방법이 된다. 그래서 데이터 환경에 대한 고려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이 k-익명성은 데이터에 접근하는 환경을 어떻게 설

정하는지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258)

지금까지 논의한 비식별화에 대한 이론을 기반으로 비식별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및 규제 현황들이 국내외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차례로 살펴본다.

258) 차분프라이버시는 원형데이터를 공개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k-익명성

과 같은 정도로 데이터가 공개되는 형태와 같은 데이터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

지는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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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내 보건의료정보의 개인정보보호 및

비식별화 규제

제1절 국내의 개인정보보호 규제 일반

1.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반법적 적용

국내의 보건의료정보의 활용은 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

사평가원 등의 공공기관들이 보유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이루어

진다. 이런 데이터베이스에서의 보건의료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상당하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보건의

료정보의 활용은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규제의 제한을 받게 된다.

우선, 보건의료정보는 개인정보 범주에 해당하는 종류의 데이터를 대

다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규제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맥락에서의 규제 체제

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범주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보건의료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적용되는 주

요법률이 된다.259) 개인정보보법을 근간으로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 측

면에서 최근 개인정보의 활용성을 높이려는 최근 정부의 정책 또한 보

건의료정보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

259)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반법이지만, 정보통신망법도 보건의료정보에 적용될

가능성은 있다. 의료기관이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인 정보통신사업자의 기

능을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인정보의 영역

에서 형식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이란 일반법과 특정 영역에 적용되는 개별법

이 공존해서 적용되는 이원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최근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 내용들과 일관성을 유지

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보건의료정보 영역에 정보통

신망법이 적용될 수 있어도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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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료 분야에서의 보건의료정보만을 개인정보 보호의 규제 대상

으로 제정된 개별 법률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

호법이 그대로 보건의료정보에도 적용된다. 단지 의료 분야의 영역에서

형성된 법률의 내용들 중에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 내용과 다르게 규정

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에 의해서 그 해당 내용

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구조를 가진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수집 목적 이외의 이용에 대한 예외적인 사유를 중 하나

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료 분

야에서 형성된 법률들 중 보건의료정보의 빅데이터 활용 영역에서 다르

게 규정한 조항들이 있다면 그 조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조

를 가지고 있다.

2. 의료 영역의 개별법 적용

의료 분야의 측면에 대해서 국내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체제는 일

반법과 개별법이 혼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의료 분야의 개인정

보라고 볼 수 있는 보건의료정보의 보호를 주된 대상으로 입법화된 개

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은 없다.260) 하지만 세부적인 의료 분야마다 적

용되는 개별법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별법의 적용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여지가 있다면 개별법에 존재하는 개인정보 관련 조

항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건의료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위

한 규제 체제를 살펴볼 때 개별 의료 분야마다 적용되는 다양한 개별법

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먼저 개인정보의 일반적인 프라이버시 맥

락에서의 규정들을 먼저 살펴보고, 비식별화에 대한 조항들을 별도의

단락에서 살펴본다.

260)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반법으로 작용을 하고, 정보통신 분야의 개인정보에

적용되는「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 분야의 개인정보에 적용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

률」(“신용정보법”), 이동통신 기기의 위치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적용되는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등이 특정 분야에

만 적용되는 개별법으로 작용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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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개인정보 일반의 규제와 보건의료정보의 보호

1. 보건의료정보의 공유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의의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한국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일반적으로 적

용되는 일반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마련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의 해석에 따라 이런 일반법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법률, 특히 특정 분야나 범주에만 적용되는 개별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특징을 가지게 된

다. 이런 포괄적인 특성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 내용이 다른

법률들의 실질적이 참조 기준이 되어서 개별법들의 내용이 개인정보보

호법과 유사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단적인 예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2015년 4월의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3항을 통해 실제 피해액의 3배 까지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

다는 조항을 도입했다. 그 후 개별법에 해당하는 정보통신망법은 2016

년 3월의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망법 제32조 제2항에서 동일한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신설했다.

데이터의 분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데이터 활용의 측면에서 개인정

보보호법의 내용 중 직접적인 제한이 되는 조항들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목적 외 이용’에 대한 부분이 된다. 개별 산업 분야에서 보건의

료정보의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환자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의료기관이나 건강보험에 수반하는 가입자들의 개인정

보를 수집하는 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집한 정보를

해당 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하려는 제3자에게 제공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다양한 형

태의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원래의 수집 목적과 다르게 해당 데이

터를 활용할 수 있기 위한 제도적 장치 또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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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인정보보호법 하에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목적 외 이용

을 위해 수범자들이 의존할 수 있는 제도적 선택지는 다음 단락에서 논

의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 방식

(1) 사전적 동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강력한 사전적 동의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개인정보

의 수집, 이용, 그리고 제공의 모든 단계 마다 정보주체의 개별적인 사

전적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사전적 동의를 기본적인 규제

형태로 설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은 EU의 규제 태도와 유사하

다.261) 하지만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한국은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사

전적 동의를 일률적으로 기본원칙(default rule)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

에서 EU 보다 오히려 더 강력한 규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EU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의 경우에는 사전적 동의를 기본원칙으로 하

지 않는다.262) 이와 같이 사전적 동의 제도를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의 기관에 이전하거나 국외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이 개별적 이전에 대하여 정보

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에서 수집한 목적 이외의 활용을 위해서도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빅데이터 산업 측면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모든

정보주체로부터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이 있을 때마다 동의를 받는 것은

261) EU Data Protection Directive(95/36/EC) §11, §23 참조. 미국은 한국 및

EU와는 대조적으로 사후적 철회(opt-out) 방식을 좀 더 선호하는 태도를 가지

고 있다.

262) EU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의 경우는 ‘적정성평가(adequacy system)’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적정성평가는 EU가 제3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대한 개인정보의 이동을 자유롭게

허용해주는 제도이다. EU Data Protection Directive(95/36/EC) §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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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다양

한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

는 상황을 고려하면 원래의 수집 목적을 벗어나는 데이터처리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일일이 데이터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은 비현실적인 제도

적 적용이 된다. 그러므로 보건의료정보를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활용

하려는 잠재적 수범자들이 사전적 동의 제도를 활용할 제도적 유인은

매우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결국, 빅데이터의 실질적인 활용을 위해서

는 사전적 동의가 없어도 적용할 수 있는 다른 제도적 활용 가능성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4호의 적용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의 사전적 동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예외적 경우들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수집 목적

이외의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에서 그 예

외적 사항들을 나열하고 있다. 이 사항들 중 데이터 활용 관점에서 직

접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항목은 제4호의 규정이다. 개인정보호법 제18

조 제2항 제4호는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

우”는 정보주체의 사전적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도 해당 개인정보의 활

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 조항을 표현 그대로 분석하면 개인정보를 보유

하고 있는 수범자는 두 가지의 요건을 충족하면 정보주체의 사전적 동

의가 없이도 수집한 개인정보의 활용이 가능해진다.

(1)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일 것

(2)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될 것.

하지만 이 두 가지 요건들에 대한 표현 자체가 불확실하거나 너무 추

상적이어서 수범자들이 이 조항에 의존해서 개인정보의 빅데이터 분석

을 할 유인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계작성’ 그리고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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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란 표현 자체를 통해 볼 때 적어도 이 조항에 근거해서는 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그

런데 기업이 연구개발(research & development)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는 불분명하다. 특히 개인

정보보호법은 ‘학술연구’의 개념 정의 조항이나 이 용어의 범위를 합리

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다른 수식적 표현을 포함하지 않는다.

게다가 “통계 작성 또는 학술 연구 등”으로 표현을 하면서 기업의 연

구개발이 “등”이란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지도 법률 문헌의 해석상 불

분명하다. 통계작성과 학술연구란 표현 자체로 이 “등”에 어떤 특징을

지닌 행위가 포함되는지를 문언해석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규제의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규제의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수동적이거나 보수적인 판단을 할 가

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연구개발의 경우에도 이 조항에 의존할 가능

성은 매우 낮다. 결국, 이 (1) 요건에 의해 이미 기업들은 제18조 제2항

제4호의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된다. 그래서 대학과 같은

학술기관이나 비영리 연구기관들이 연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필요로

할 경우가 (1) 요건에 부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요건은 개인정보의 비식별화(de-identification) 맥락에서 더욱 불

확실하면서 해석의 논란이 많은 부분이다. (2)요건에 따르면, “특정 개인

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형된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수집 목적 이

외의 활용 또는 제공이 가능하다. 이 문언의 표현을 살펴보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 즉 비식별화 조치가 적용된 정보 형태를

상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언의 표현만으로는

어느 정도 또는 어떤 종류의 비식별화 조치가 적용되어야 이 조항의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에 부합되는지를 합리적으로 예측하

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국내의 개인

정보호법은 DPD에서의 익명화에 대한 규정 태도와 유사하다. 국내 개

인정보보호법의 식별가능성 기준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실질



- 107 -

적으로는 재식별의 위험성이 0(zero)인 경우에만 해당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263)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비식별화 기법의 적용은 언제나 재식별의 가

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264) 만약 이런 현실적 맥

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위 문언 표현 그대로 해석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란 재식별의 가능성이 0(zero)인 경우를 의미한다

고 해석하면, 제18조 제2항 제4호 자체는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조항이 될 것이다. 반대로 재식별의 가능성이 0이 될 수 없다는 현실적

맥락을 고려해서 해석을 한다고 가정할 때, 이 문언만으로는 어떤 정도

나 기준으로 현실적 맥락을 고려한다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특히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의 판단은 구체적인 데이터 환경에 따

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데이터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2)요건이

해당 조항 적용의 불확실성을 더욱 크게 한다. 데이터 환경의 요소들

중 ‘누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 데이

터를 최초로 수집한 정보관리자의 입장인지 아니면 이 정보관리자로부

터 데이터를 제공받는 2차적인 정보사용자의 입장인지에 대한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정보를 1차적으로 수집한 데이터관리자는

비식별화처리 이전에 해당정보의 원본데이터를 이미 인지할 수 있는 위

치에 있다. 그래서 만약 판단의 주체를 데이터관리자로 한다면 이름과

같은 식별자를 다른 값으로 대체하는 가명화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비식별화 처리 만으로는 불충분해진다. 데이터관리자는 가명화된 데이

터에서 원본데이터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키(key)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판단의 주체를 2차적인 정보사용자의 입장으로 본다

면 이런 가명화 처리를 해도 (2)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2)요건은 식별의 판단 주체와 같은 중요한 요소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

263) EU Data Protection Directive(95/46/EC), recital §26 참조.

264)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각주 1), 앞의 보고서,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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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수범자 입장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조항이 될 것이다.

게다가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을 구체화한 행정규칙과 같은 위임법규들

도 없는 상황이어서 해석의 불확실성은 해결되기가 어렵다.265) 결국, (2)

요건 또한 수범자 입장에서는 의존하기가 어려운 불확실한 조항이기 때

문에, (1) 요건에 부합한 학술기관들도 제18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규제

의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개인정보보호법의 불확실성 때문에

수범자들은 개인정보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또 다른 제도적 도구인

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 비식별화 처리

개념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에만 적용이 되는 규제이기 때

문에, 반대로 해석을 하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개인정보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규제의 대상 자체가 아니

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

다면, 수범자들에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방식을 적용해서

개인정보의 빅데이터의 활용을 할 유인을 가질 것이다.

그럼 어느 경우에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살펴보려면, 개인정

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인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법에서 어떻게 규정되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

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한다)”로 정의되어 있다. 이 개념 규정에 따르면, ‘개인을 알아볼 수 있

는 정보’로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

265) 2016년 6월 30일에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 체계 안내-」이란 일종의 안내서를 다수의 정부 기관들이 합동으

로 발표를 했다. 하지만 이 안내서 자체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할 뿐더러,

제18조 제2항 제4호의 비식별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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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반대 해석을 통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도 개인을 알

아볼 수 없는 정보’에 해당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

가 된다고 볼 수 있다.266)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제 대상이 아닌

경우를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즉 어떤 비

식별화 조치가 되어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나 방법들이 제시가 되

어 있지 않다. 특히,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들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개념표지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비식별화 조치 자체의 기준 또는 방법에 대한 예측 또한 매우 어

렵다. 결국,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 자체만으로 볼 경우에는 제18조 제2

항 제4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규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수범자가 개인

정보보호법의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는 비식별화 방식으로 개인정보의

빅데이터 활용을 추구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

제3절 보건의료 영역의 규제와 보건의료정보의 보호

1. 의료법

의료법 제3조에 따르면 의료법이 적용되는 수범자들 중 한 가지 주체

는 의료기관이다. 그리고 의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 의료기관

은 개인병원에서 종합병원까지에 해당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개인정보 맥락에서 보면 의료법은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탐지 또는 누출을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법 제19

조 제1항과 제21조의 2 제9항에서는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266) 김은수·박제인·정종구, 「보건의료정보의 이용과 한계-대만판례 TAHR

vs NHIA (2012) 분석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7권 제1호, 2017, p.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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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을 금지하는 규정과 진료기록의 송부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주체인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들 정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을 통해 볼 때 의료법은 진료기록과 전자의무기록 범주 안

에 모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으로 해석이 된다. 그래서 진료기록과 전자의무기록에는 개인정보보호

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2.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오남용하는 경우를 금지하는 규정정도가 제시되어

있다. 데이터가 유출되는 경우만을 상정해서 데이터 유출과 관련한 규

제 조항이다. 하지만 유출 이외에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

사평가원에 집적되어 있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보건의료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근거가 되는 조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자체는 포함하고 있지 않

다. 결국 일반법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보충적으로 해당 정보에 적

용되는 구조가 된다.

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공공보건의료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는 공공보건의료에 관련한 정보와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 공공

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전제로 되어 있는데,

공공보건의료에 관련한 정보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다. 공공보건의료

에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 특별히 개념을 정의하거나 설명하는 조항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이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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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가 될 것이다.

4. 생명윤리법

(1) 전반적인 내용

생명윤리법 제1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생명윤리법은 인간과

관련된 연구에서 발생하는 윤리 및 안전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

어진 법이다. 생명윤리법 제1조와 제2조에 적용대상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생명윤리법의 적용 대상은 광범위해서 다음의 모든 경우가 적

용 대상에 해당한다.

1. 사람 자체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수행하는 연구

2. 인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3. DNA와 같이 인체로부터 수집된 인체 구성물에 대한 연구

4. 배아 또는 유전정보의 취급

좀 더 논의가 있어야 하지만 생체정보의 경우도 개인정보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생명윤리법의 적용 대상 모두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잠재적

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른 의료 분야들과 비교해서 좀 더 개인

정보의 규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

명윤리법 자체 내에 개인정보와 개인식별정보라는 개념정의 규정들을

제시하고 있다. 생명윤리법 제2조 제18항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개인식

별정보, 유전정보, 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정

의된다. 생명윤리법 제2조 제17항은 개인식별정보를 정의하고 있는데,

개인식별정보는 “연구대상자와 배아·난자·정자 또는 인체유래물의 기증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다.

이런 개념규정에 근거해서 연구대상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

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명윤리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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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이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이 조항은 당사자의 동의 또는 특별한

법률 규정이 있다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조건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전제를 기반으로 생명윤리법 제16조 제1항은 인간대상연구를 위해

서는 사전에 개인정보의 보호와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한 사항들은 사전

적인 서면동의를 받아야 할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생명윤

리법 제18조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해서, 연구자가 연구대상

자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서명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서 제3자 제공이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특징은 다른 의

료 관련 개별법들에서는 찾을 수 없다. 그만큼 생체와 관련된 정보가

가지는 개인정보적인 특징과 그 민감성 때문에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게 개인정보에 관한 조항들을 마련한

것으로 추측된다.

(2) 연구 목적 사용으로서의 IRB의 심사 규제

일반적으로 IRB의 심사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있어서 해당

피실험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절차이다. 국내의 경

우 IRB의 심사에 대한 규정은 생명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생명윤리

법제 10조에 따르면 IRB는 연구자가 소속된 연구 기관과 병원 등과 같

은 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된다. 그리고 생명윤리법 제15조 제

1항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려는 연구자는 연구의

수행 이전에 사전적으로 IRB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연구자가 제출하는

연구계획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IRB의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IRB가 심

사하는 사항들 중에 연구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보호 대책이 마련

되어있는지에 대한 항목이 생명윤리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생명윤리법의 적용 대상인 인간대상연구를 할 경우에 연

구자는 IRB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된다. 그런데 생

명윤리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인간대상연구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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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정보’를 이용한 연구도 포함된다. 그래서 연구자가 직접 연구대상

자에 대한 실험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실험을 하지 않더라

고 개인들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세트를 이용한 데이터분석 연구

의 경우에도 생명윤리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267)

결국 개인의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의 연구에도

생명윤리법의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IRB의 심사 대상의 범위가 넓

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의료정보들 중 생명윤리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생명윤

리법의 IRB의 심사를 통해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도 충분하

다는 의견도 있다.268) 이와 같이 보건의료정보의 영역에서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법 체계가 아닌 독자적인 맥락에서 개인정보의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왔음을 알 수 있다.

5. 암관리법

암관리법 제1조에 따르면 암관리법은 암이란 특수 질병의 위험성을

정부 차원에서 관리함으로써 암에 관한 진료와 연구에 관한 정책을 증

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공공적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암

에 대한 연구 행위에서 활용되는 정보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태

도가 있다. 그래서 암관리법 제14조 1항은 암의 발생 원인의 확인과 치

료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암 발생률과 같은 통계의 처리를 위해 사용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

다.269)

267) 생명윤리법의 시행규칙에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

구를 “연구대상자를 직접·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라

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개념 설명을 통해서 보면 이 유형의 연구에 적용되는

범주가 광범위함을 알 수 있다.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 참조.

268) 신수용, “Healthcare data 익명화 (6): 현실적인 대안 (생명윤리법 준수!)”

https://sooyongshin.wordpress.com/2017/12/10/ (마지막 방문 2017.12.11.).

269) 암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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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이 경우의 자료 처리는 통계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규제들이 적용되지 않는 직접적인 근

거 조문은 개인정보호법의 제58조 제1항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

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면제

대상이 되는 경우들 중 하나이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 제1항

의 면제 규정에 근거해서 암관리법 맥락에 해당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있어서의 적용제외가 가능해진다.

제4절 데이터 활용 규제와 보건의료정보의 보호

1. 공공데이터 활용으로서의 의의

공공데이터의 활용 측면에서의 규제도 보건의료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적용이 될 수 있다.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제도란 국가보험체제를 운용하

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가입자들인 일반국민들이 건강보험의 이용

에 따라 제공하게 되는 개인정보는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

원과 같은 공공기관에 저장된다. 그래서 이런 공공기관에 저장된 가입

자에 대한 보건의료정보는 공공데이터에 해당하게 되고, 그에 따라 공

공데이터의 활용을 규제하는 법률에도 적용을 받게 된다. 그래서 국내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보호와 활용에 대한 규제를 살펴볼 때,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데이터에 대한 정책의 방향이나 특징에 대한 고려

도 필요하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국가가 관장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운용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수반해서 형성된 개인에

대한 정보인 보건의료정보는 공공데이터에 해당을 하게 된다. 보건의료

정보가 공공데이터에 개념적으로 해당하기 때문에,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책이나 제도들이 이행될 경우에는 보건의료정보도 해당 정책이나 제

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민들의 알 권리가 충분하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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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받기 위한 정책들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인 공공데이

터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정책의 대상으로 현재 “정부 3.0” 정책

이 적용되고 있고, 이 정책의 근거 법률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

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 제정되었다.

2. 공공데이터법의 내용

공공데이터법 제17조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데이터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제17조 제1항 제1호는 공공기관이 제공할

의무가 없는 정보들 중에 한 가지 범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한 법률」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나열한 비공개대상정보가 “개인에 관한 사

항으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

1항 제6호). 그래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정보로 인정함으로써, 보건의료정보도 비공개대상정보가 될 가능성

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범주에 해당되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예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1항 제6호 제 (다)목).

또한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위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

이 된다고 하여도 전체 데이터의 내용들 중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제공의 의무 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

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폭 넓은 예외적 규정들을 볼 때, 보

건의료정보의 빅데이터 활용이 연구 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공공

의 이익이란 목적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게다가 보건의료정보에

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낮추는 비식별화 조치를 적용하면

보건의료정보에 관한 데이터세트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

을 분리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될 가능성도 높다. 이런 해석에 따라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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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의 맥락에서 보면 보건의료정보는 공공데이터법의 적용 대

상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보건의료정보도 공공데이터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전제에서 살펴보

면, 공공데이터법에서도 개인정보의 빅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직접적으

로 규제한 조항들은 없다. 공공데이터법에 의해 공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데이터

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정도의 조항은 있다(공공데이터법 제28조

제1항 제2호). 하지만 이 조항은 공공데이터가 악용되는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공개된 공공데이터를 기초로 빅데이터 분

석과 같은 다양한 목적을 위한 이용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보건의료정보의 빅데이터 활용 맥락에서의 규제

도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된다.

제5절 비식별화 규제의 내용 및 한계

1. 비식별화 규제의 현황

(1) 법률

가. 개인정보보호법

이미 비식별화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안에 마치 GDPR의 경우처럼 비식별화 기법과 관련된

조항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GDPR처럼 가명화에

대한 규정은 없다. 하지만 ‘암호화’란 표현이 포함된 유일한 조항이 있

다. 이 조항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데,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에는 이 고유식별정보가 분실 또는

변조 등이 되지 않도록 ‘암호화’ 등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적용할 것을



- 117 -

명시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3항). 이 조항에서 규정된 암호

화의 취지는 GDPR의 가명화와 같이 어떤 제도적 유인의 의미가 아니

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의 한 가지 예를 제시

하고 있다. 고유식별정보는 개념적으로 직접식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이 다른 정보들 보다 높은 만큼 좀 더 강력한

보호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도 기술적 개념이 명시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사실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다른 맥락이기는 하지만 암

호화와 같은 기술적 개념이 포함된 기존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GDPR과 같이 제도적 유인으로 가명화와 같은 기술적 개념을

도입하는 것에 법률적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다.

나. 암관리법

암관리법에는 비식별화와 관련해서 규정된 명시적인 조항은 없다. 하

지만 위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형태로 규정된 조항이 있다. 암관리

법도 통계자료의 수집과 통계의 작성에 있어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안전성 조치를 추가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암관리법 제14조 제3항). 위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에서의 규

정 취지와 마찬가지로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위험성이 높은 고유식별정

보에 좀 더 강화된 보안조치를 요구하는 조항이다.

다. 생명윤리법

비식별화 맥락에서 생명윤리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지 않는 조

항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생명윤리법은 익명화 개념을 전면적

으로 도입해서 익명화에 대한 개념 정의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생명윤

리법에 따르면, 익명화는 “개인식별정보를 영구적으로 삭제하거나, 개인

식별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기관의 고유식별번호로 대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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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정의한다(생명윤리법 제2조 제19항).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

보의 개념 규정만 있을 뿐,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에 대한 개념 규정은

없다.

그런데 의료 분야의 세부 영역에서 익명화 규정을 명시적으로 도입한

것은 생명윤리법이 적용되는 분야에서 실제 데이터의 처리에 대한 고민

이 많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하지만 국내의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 구조

의 모습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어떤 규정을 신설

하거나 개정하면, 개별 분야를 규율하는 개별법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의

방향에 따라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개인정보보호법이 보충적으로 적용

되는 경우 방식으로 가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현재의 실질적인 운용

의 입장에서 매우 이례적이라는 사실을 언급한 것일 뿐, 생명윤리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지 않은 부분을 먼저 규율하는 것 자체는 일반

법과 개별법의 관계 하에서는 법구조적으로 문제는 없다.

이 익명화 개념 정의 규정을 다시 살피면 생명윤리법 상의 익명화는

상당히 제한적인 대상과 제한적인 방법으로만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다.

대상의 측면에서는 모든 개인정보가 아니라 개인식별정보로 한정했기

때문에 유전정보와 건강에 관한 정보는 익명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생명윤리법 제2조 제18항). 게다가 익명화에 해당하는 데이터 처리 방

식을 한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영구적인 삭제와 개인식별정보

를 다른 고유식별정보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영구적‘이

라는 표현의 의미가 삭제된 개인정보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를 의미하

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WP29 익명화 보고서에서 익명화를 ’비가역적

(irreversible) ‘ 처리라고 표현한 정도와 같은 의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데이터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삭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270)

그런데 가명화에 해당하는 내용이 익명화의 정의 규정에 포함된 것으

270) 이 영구적인 삭제의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생명

윤리법의 문언 상으로는 영구적인 삭제 기준에 적합한 방식을 객관적으로 해석

하기가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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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석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원래의 식별정보와 관련성이 없는 기관

자체 내에서 만든 식별기호로 대체하는 구조는 가명화의 개념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 하에서는 개인식별정보를 가명화하면 익

명화 처리를 하게 된 것이다.271) 하지만 이렇게 해석이 되면 익명화는

강력한 수준의 비식별화되는 정보로 대체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개인정

보의 보호 체계와 논리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생명

의료정보의 익명화 개념 조항은 개인정보의 보호 영역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반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된다. 어떻게 보면 정보보안의

관점에서 접근한 조항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이와 같이 생명윤리

법의 개인정보나 익명화에 대한 조항들이 개인정보의 보호 관점이 아니

라 보안 관점에서 작성된 것 같은 불확실성을 부여한다. 이런 불확실한

해석 하에서는 생명윤리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데이터 처리의 경우에도

해당 데이터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관점에서는 생명윤리법이 아

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생명윤리법의 익

명화 조항을 근거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

영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익명화 개념 정의 규정 이외에 익명화의 법률 효과를 제시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규정이 제시되어 있다. 연구자가 연구대상의 개인식별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 익명화를 적용하면 해당 개인데이터의

정보주체에 해당하는 연구대상자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해석이 가능한

내용을 생명윤리법 제18조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 조항의 전체적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제18조(개인정보의 제공)

271) 이런 해석 하에서는 GDPR과 DPD에서 가명화된 정보는 여전히 개인정보

로 간주되는 태도와는 정반대의 적용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렇게

단정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은 생명윤리법에서는 익명화가 재식별의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경우에 익명화된 정보로 본다는 식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이 포

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과연 생명윤리법의 익명화를 EU 또는 다른 일반적

인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 문헌들에서 생각하는 익명화 개념과 동일한지는 판단

을 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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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간대상연구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구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

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인간대상연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익명화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대상자가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에서 밑줄 친 제18조 제2항의 반대해석을 한 것이다. 하지만 제1항

의 적용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제1항의 서면동의는 여전히 적용이 된

다. 그렇다면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단 개인정보 제공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 서면동의 자체에서 개인정보의 종류 별로 동의의

대상이 개별화되어 있다면, 그래서 제1항의 서면동의 시점부터 개인식

별정보의 경우에는 동의를 거부하고 다른 종류의 개인정보의 동의는 받

는 것을 상정한 경우라면 위와 같이 개인식별정보를 익명화한다면 애초

부터 개인식별정도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해석이 가능

하다. 하지만 이런 해석을 서면동의의 방식과 내용에 대해 규정에 없는

가정을 한 경우여서 결국에는 이 조항의 규정 자체가 애매모호하게 규

정이 되어 있는 구조이어서 이런 해석이 정당화될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2) 가이드라인

가장 최근인 2016년 6월 30일에 행정자치부가 주도를 한 다수의 정부

기관들이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 체계 안내」를 발표했다. 이 안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 비식별화조치의 구체적 방식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비식별화조치의 방식으로 비식별화한 데이터세트에 대한 재식

별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단을 구성해서 비식별화조치의 적정성

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다.272) 즉 비식별화조치와 지속적 관

272) 행정자치부 외,「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비식별 조치 기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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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위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비식별화조치를 절차적 방식으로 규정

했다.

이 안내서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는 단순한 가이드라인 제시의 역할

을 한다. 그래서 이 안내서의 내용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로 개

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하는 비식별화조치라고 단정할 수 없고, 마찬가지

로 안내서의 내용을 준수했다는 사실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를

벗어나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가이드라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

의 입장에게 이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

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적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을 내

포하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가이드라인의 근거 법률이 되는 개

인정보보호법의 규제 태도가 가이드라인의 내용과는 배치가 되고 있다

는 사실이다.273)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규정들 자체를 보면 식별가능성

기준에 어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재식별의 위험성이 0인

경우에만 비식별화 방식을 통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는 재식별의 위험성이 0이 될 수 없기 때문

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조문만을 근거로 하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근

거로는 비식별화 방식을 통한 정보의 공유 및 활용은 불가능하다.274) 그

런데 이 가이드라인의 적정성 평가란 절차적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위험

성 관리의 접근법을 채택한 것이다. 이와 같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요소

를 가진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있게 이 가이드라

인에 따른 비식별화 조치를 적용하는 것에 큰 부담을 가지게 된다.275)

지원·관리 체계 안내-」, 2016, p.15-17.

273) 오병일, 「개인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타 활성화 정책의 문제점」, 의료와

사회 (6), pp.26-27(2017) 참조.

274) 만약 개인정보의 식별가능성의 기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다면 가능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룬 대법원의 판단은

없다.

275)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진 가이드라인이지만 하나 긍정적인 요소는 이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데이터의 식별성 문제가 단순한 법적인 문제는 아니



- 122 -

2. 소결론 및 과제

위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 영역의 다양한 개별법들, 그리고 공공

데이터법을 살펴보았다. 개인정보의 보호 측면에서, 의료 영역의 개별법

들과 공공데이터법은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관계에서 개별법의 특

징을 가지게 되어, 중복되는 규정이 있으면 각각의 해당 법률이 우선적

으로 적용된다.

비식별화 맥락에서 보면 의료 영역의 법률들 중 생명윤리법이 익명화

개념을 도입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율하지 않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생명윤리법을 제외한 다른 의료 분야의 개별법

들은 특별한 관련 규정들이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구

조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체제 하에서 보건의료정보의 데이터 활

용을 하려는 수범자는 데이터주체의 사전적 동의란 방식에 의존하는 것

이 가장 확실한 선택이 되고, 비식별화가 적용되는 다른 두 가지 방식

들은 불확실한 규제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비식별화에 대한 가

이드라인도 규제의 불명확성을 해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서는 산업계에서 비식별화 방식으로 정보의 활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자체의 문

제점을 개정의 방식으로 먼저 해결하는 것이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내의 법규제를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외국의 법규제와 공신력이 높은 비식별화 문헌들에 대한 내용

을 살펴본다.

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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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건의료정보의 비식별화에 대한

외국의 논의

제1절 논의의 전제

프라이버시는 사회 환경을 반영한 개인적 가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

로 프라이버시에 대한 태도는 국가들마다 상이하다. 하지만 위에서 살

펴본 것처럼 개인정보가 데이터의 형태로 프라이버시의 규제 대상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국가적 차이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

다. 데이터의 국제적 이동이 활발해지고 그에 따라 공유되는 개인정보

의 양이 많아지면서 국가들마다 상이한 개인정보의 규제들을 좀 더 통

일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8원

칙의 확립이 이런 국제적 협력의 예이다.276) 더 나아가 OECD 8원칙을

반영한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원칙들이 미국, EU, 일본 등에서 확립되면

서, 규제의 기본적 내용들은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징은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한 형태인 비식별화 규제의 모습들

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특히 프라이버시에 대한 논의의 역사에 비

해서 비식별화에 대한 논의는 최근에 활발해지기 시작한 분야이기 때문

에, 개별 국가들의 특성이 비식별화에 제대로 반영되는 상태가 아직은

아니다. 게다가 비식별화는 통계 분야에서의 기술적 관점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한 개념이기 때문에 공통의 이론적 요소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다.277) 그래서 비식별화에 대한 국가들 자체의 체계적인 비교법적인

276)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OECD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Revised), 2013.

277) 비식별화가 기술적(technological)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개별 국

가들에서 발표한 비식별화 관련 보고서들이나 가이드라인이 높은 수준의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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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자체는 아직까지는 큰 의미를 가지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5장의 목적은 비식별화에 대한 국가들 사이의 정밀한 비교

법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비식별화에 대한 개별 국가들의

법체제의 제시와 함께 관련된 이론적 논의 상황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미국, EU, 영국, 일본, 그리고 대만에서

현재 비식별화 논의의 상황을 파악한다. 특히, 보건의료정보의 맥락에서

현재의 법체제가 어떻게 확립되고, 관련된 비식별화의 논의가 진전되어

있는지에 초점을 둔다.

제2절 미국

1. 개인정보보호의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법

(1) 영역별 규제

미국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를 일반적으

로 규율하는 연방법 차원의 법률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278)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규제는 사안별 또는 분야별로 이루어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미국은 분야별(sectoral) 규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평

가한다.279) 이와 같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영역에서 각각 별도의 법령

이나 판례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고, 특히 개인의 신용정보

나 의료정보과 같이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영역들만을 규율하는 법

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비식별화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성숙

해지면 사회적 맥락에 따라 비식별화에 대한 이론적 모습들도 다양해질 가능성

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278) 미국은 연방국가로서 법제도에서도 연방법과 주법(州法)의 이원적 체제를

가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연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

지만, 캘리포니아(California)와 같은 일부 주들은 개인정보를 규율하는 포괄적

인 주법을 가지고 있다.

279) Hoffman, Sharona, Electronic Health Records and Medical Big Data,

Cambridge, 2016,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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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들이 연방 차원에서 제정되고 있다.280)

특히,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에는 「보건의료정보의 이동과 책임에 관

한 법률」(Health Information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을 통해 보건의료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규율하고 있다. 더 나

아가 HIPAA의 실행규칙인 ‘HIPAA 프라이버시 규칙(HIPPA Privacy

Rule)’을 확립함으로써 보건의료정보의 프라이버시 영역을 좀 더 실질적

으로 규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281)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은 비식

별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보건의료정

보의 비식별화에 대한 논의의 시작점이 이 HIPAA 프라이버시 규칙 상

에서의 비식별화 규제 내용이 된다.

이와 같이 미국의 경우에는 EU, 한국, 그리고 대만과는 다르게 포괄

적으로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법률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의료 분

야의 경우에는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이란 일종의 행정명령에 해당하

는 법령의 형태로 비식별화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다.282)

EU, 한국 그리고 대만 모두 개별 법령에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와 같은

용어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HIPAA 프라이버시 규칙과 같이 비식별화의

구체적인 방식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원래 비식별화는 기술적인 개

념이기 때문에 비식별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적인 규범력을 지니는 법

령의 형태로 제시하는 방식은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법령은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대변해야하기 때문에 규제의 속성상 해석의 여지

가 많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

280) 위의 글, p.121.

281) HIPAA Privacy Rule은 HIPAA Administrative Simplification(45 CFR

160, 162, and 164)의 한 부분이다.

282) 일본의 개정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비식별화에 해당하는 익명가공정보란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 이 법률 자체는 익명가공정보의 구제척 방법이나 기

준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이 법률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행정규칙은 익명가공

정보를 만드는 방법과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의 HIPAA

프라이버시 규칙과 마찬가지로 비식별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들을 포

함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平成28 年個

人情報保護委員会規則第●号）, 第19 条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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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2) 사후적 집행 중심의 규제

개인정보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들 보유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에 비해

서 그와 같은 일반법이 없는 미국은 개인정보보호의 침해에 관대하다는

인상을 준다. 기술개발의 의지를 장려한다는 관점에서 새로 형성되는

영역의 경우에는 초기에 정부가 직접적인 규제를 행사하기보다는 자율

규제에 맞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283) 그래서 미국은 유럽보다 전반

적인 개인정보보호의 수준이 낮지만, 보건의료 영역의 경우와 같이

HIPAA와 같은 개별 법률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미국

의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이 유럽에 유사하다는 의견들도 있다.284)

하지만 미국은 프라이버시 침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사후적 집행력을

행사하고 있다. 물론 미국은 개인정보 규제의 위반 행위의 제재에 대한

집행 권한을 행사하는 별도의 정부기관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소비자 권리의 침해 행위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에서 담당

하는 경향이 있다.285) FTC은 강력한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는 약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

다.

2.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규제

283) 예를 들어. 인터넷이용자들의 검색기록에 대한 추적(tracking)을 바탕으로

한 온라인마케팅 시장의 경우에 FTC는 이런 추적 방식이 가지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을 인지하면서도 직접적인 규제는 자제하고 있다. 그래서 자율규

제를 종용하고, 간접적으로 자율규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규제의 방

식을 유지하고 있다.

284) Polonetsky, Jules, Tene, Omer, and Finch, Kelsey,“Shades of Gray:

Seeing the Full Spectrum of Practical Data De-Identification”, 56 Santa

Clara Law Review 593, 2016, p.600.

285) Hoffman, Sharona, 앞의 글, p.6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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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 차원에서 보면, 보건의료영역에서의 비식별화와 관련된 개인정

보보호는 총 3단계의 규제들로 구성되어 있다.286) 우선, HIPAA는 의료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규정하는 연방법으로서의 상위법령이자

근거법률의 역할을 한다. 이 HIPAA의 위임법령의 성격을 가지는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은 HIPAA의 내용을 보충하는 행정규칙의 기능

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식별화에 대한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의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보충적으로 설명해주는 가이드라인이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미국보건부(Health and Human Service, 이하 “HHS”)의

인권국(Office of Human Rights, 이하“OCR”)에서 비식별화에 대한 가

이드라인을 2012년에 발표했다.287) 그래서 HIPAA, HIPAA 프라이버시

규칙, 그리고 비식별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세 가지 단계로 적용된다.

HIPAA 자체에서는 비식별화의 방식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기 때

문에, 실질적으로 HIPAA 프라이버시 규칙과 비식별화에 대한 가이드라

인에서 구체적인 비식별화 규제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HIPAA는 보건의료 맥락에서 비식별화가 적용될 수 있는 근거 조문으

로서 HIPAA가 적용되는 보건의료정보의 개념정의를 하고 있다.

HIPPA의 적용대상인 보건의료정보를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한 보건정보

(individually identifiable health information)”로 표현함으로써, 식별가능

하지 않은 정보는 HIPAA의 적용이 되지 않는 근거를 제시한다.288)

이와 같은 HIPAA의 개념정의에 근거한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에

따르면, “개인을 식별하지 않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한다는 합리적

(reasonable) 근거가 없는 보건의료정보는 개인적으로 식별가능한 보건

의료정보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45 CFR 164.514). HIPAA의 적

용대상이 되는 보건의료정보의 판단 기준을 개인의 합리적 식별가능성

286) Hoffman, Sharona, 앞의 글, p.145 참조.

287)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Office for Civil

Rights(OCR), Guidance Regarding Methods for De-identification of Protected

Health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 Privacy Rule, 2012.

288) Health Information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U.S.), Section

1171 of Part C of Subtitle F of Public Law 10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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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두고 있다. 식별가능성의 기준을 합리성이란 요건으로 제한함으로써

재식별의 위험성은 0(zero)이 아니어도 비식별화된 정보로 본다는 의미

가 된다. 이런 합리적 식별가능성의 기준은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에

서 비식별화 방식으로서 제시된 전문가 판단 방식의 재식별의 위험성

기준을‘매우 낮은(very small)’ 수준으로 설정한 규정과 일치한다.

그런데 HIPAA 자체가 모든 보건의료정보에 적용되지는 못하는 한계

가 있다.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은 특정 수범기관(covered entity)에만

직접적으로 적용된다.289) 만약 이런 수범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이

보유하는 보건의료정보의 경우에는 HIPPA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게 되

어, 결국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그래서 수

범기관에 해당하지 않은 주체, 예를 들어 정보중개업자(broker)가 비식

별화 방식을 통해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을 하려고 한다면,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에서 규정한 비식별화 방식을 따를 필요는 없게 된다.

특히,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은 수범기관을 한정적으로 나열하기 때문

에, 보건의료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관하는 주체라고 하더라고 HIPAA 프

라이버시 규칙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관

중심으로만 적용이 되고 정보중개업자와 같은 비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제한적 특징이 있다.290) 이런 적용범위의 한계를 전제

로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의 비식별화를 다음에서 살펴본다.

289) 수범기관에는 의료서비스제공자(health care provider), 건강보험사업자

(health plan), 건강정보데이터중간처리자(health care clearinghouse)가 있다. 45

CFR 160.103 참조.

290) 적용 대상의 한계 때문에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이 데이터브로커와 같

은 다양한 기관들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빅데이터 환경

하에서는 제대로 된 규제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Hoffman,

Sharona, Electronic Health Records and Medical Big Data, Cambridge, 2016,

p.210참조. 하지만, 비식별화의 구체적인 방식을 법령의 형식으로 제시했다는

특징 때문에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을 여러 국가들의 개인정보 규제기관들이

참고로 하고 있다. 예들 들어, 영국의 경우 영국의 개인정보보호기관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OCR”)은 비식별화에 대한 가이드라인

성격의 일종의 규칙(code of conduct)을 마련할 때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참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 OCR 규칙의 전반적

인 내용적 접근법과 HIPAA 프라이버시 규칙 사이에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확

인할 수 있다. K. El Emam and B. Malin, 앞의 보고서(각주 138), p.208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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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에 따른 비식별화

(1) 전반적 개괄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은 유럽이나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

지로 보건의료정보의 광범위한 활용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물론, 동의와 함께 승인(authorization)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승인의 의미는 결국 정보주체의 사전동의에 해당한다.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에 따르면,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의 적용을

받는 보건의료정보를 정보주체의 치료 등과 같은 목적 이외의 사용을

위해 제3의 기관에 제공하거나 공유하기 위해서 수범기관은 정보주체

(보건의료 맥락에서는 환자)의 사전적 승인(authorization)을 받아야 한

다(45 CFR 164.508). 이 승인은 일반적인 데이터규제의 맥락에서 보면

정보주체의 사전적 동의에 해당한다.291) 이와 같이 수집한 환자정보를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보주체의 사전적 승인은 받아야 하

기 때문에 수범기관 입장에서는 비식별화처리를 통해 HIPAA 프라이버

시 규칙의 적용 자체를 받지 않으려는 실질적 동기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보건의

료정보가 비식별화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두 가지의 접근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접근법은 선택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의 수범기관은 이 두 가지 방식들 중에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의료개인정보의 비식별화를 할 수 있다. 하나는 비식

별화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전문가가 해당 비식별화가 제대로 되었는

지를 평가하는 방식에 의한 접근법이다. 그래서 전문가판단(expert

291)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은 환자의 동의(consent)와 승인(authorization)을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다. 환자의 치료 행위 등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경우는

환자의 동의를 자발적으로 받을 수 있또록 하고, 환자의 치료 행위 이외의 목

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환자의 승인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다. 45 CFR

164.5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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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tion) 방식으로 명명된다(45 CFR 164.514). 전문가판단 방식은

비식별화를 위해 개인정보의 특정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것으

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판단이란 특정 절차를 적용할 것을 요

구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비식별화의 기법을 적용하고

재식별의 가능성을 평가받는 전체적인 과정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규제

유형으로 보면 절차적 방식이 된다.

또 다른 방식인 세이프하버(safe-harbor)에 의한 비식별화는 절차적

방식인 전문가판단 방식과 다르게 내용적인 접근법을 반영한다.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에서 나열한 특정한 정보들을 제거하면 비식별화된 정

보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이런 특정 정보들은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

하게 할 수 있는 식별자(identifiers)들에 해당한다. 해당 데이터세트에서

나열된 식별자들만 제거가 된다면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의 규제 대

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게 된

다. 이 나열된 식별자들은 직접식별자(direct-identifiers) 또는 준식별자

(quasi-identifiers)로 구성되어 있다.292) 이 두 방식의 전체적인 모습은

[그림 5-1]에서 확인할 수 있다.

292) 직접식별자는 다른 정보와의 연결없이도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

는 정보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이에 해당한다. 준식

별자는 다른 정보와의 연결을 통해서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

다. 준식별자는 간접식별자(indirect identifier)로도 명명된다.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Office for Civil Rights(OCR), 앞의 글, p.7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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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의 비식별화

출처: US Department of Helath and Human Service (HHS)

홈페이지293)

(2) 세이프하버 방식

가. 구체적 내용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세이프하버 방식은 열거된 식별자 또는 준식별

자를 제거하면 더 이상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

건의료정보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HIPAA프라이

버시 규칙에 열거된 18가지 유형의 데이터들이 해당 데이터에서 제거가

293) HHS 홈페이지

http://www.hhs.gov/ocr/privacy/hipaa/understanding/coveredentities/De-identi

fication/guidanc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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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이 18가지 유형의 데이터가 제거되고 남은 데이터들이 다른 정보

와 결합해서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가지

지 않는다면 해당 데이터는 HIPAA의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로 수집과

처리가 가능해진다.294)

이 18가지 식별자들의 선정은 어느 정도 재식별의 위험성에 대한 기

존연구의 결과물들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예를 들어, 18자리의

식별자들 중에 우편번호의 경우, 우편번호의 3자리까지는 허용하는 규

정은 Sweeney의 실험적 연구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295) 이 연구를 통

해 L. Sweeney는 외부에 공개된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비식별화처리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비식별처리된 병원기록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미국 매사추세츠

(Massachusetts) 주(州)의 주지사였던 William Weld를 투표자명부와 같

은 외부에 공개된 정보들과의 연결을 통해 외부에서 획득할 수 있는

정보들과의 연결을 통해 재식별해낼 수 있었다.296)

매사추세츠(Massachusettes) 주에서는 주정부 소속 단체보험위원회

(Group Insurance Commission, “GIC”)를 통해 매사추세츠 주 공무원들

을 위한 건강보험을 제공했다. 1990년대에 GIC는 모든 주 공무원들이

병원을 방문한 기록 및 그와 관련된 일부 정보를 일반 연구자들의 연구

목적을 위해 공개하기로 하였다. 실제로 공개된 데이터에는 환자의 병

원 방문기록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와 함께 우편번호, 생일, 성별 등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다. 다만 데이터 공개에 앞서 이름, 주소, 사회보장

번호, 그리고 기타‘분명한 식별인자’로 여겨지는 정보는 삭제하였다. 주

정부는, 식별자를 삭제하여 비식별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데이터의

공개를 통해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데이터를

294) HIPAA 프라이버시 규칙 §164.514(b)(2).

295)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Office for Civil

Rights(OCR), 앞의 글, p.14.

296)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 앞의 보고서(각주 121), p. 18.



- 133 -

공개하였다. 데이터가 공개되자 이 당시에는 대학원생이던 L. Sweeney

는 선거인명부(voter registers list)라는 별도의 공개 정보와의 통계학적

인 비교대조를 통해 GIC에 있던 William Weld를 식별해 내었다.297)

이 연결 행위를 통해 재식별해낼 수 있었던 원인은 투표자명부와 재

식별의 대상이 된 데이터세트가 세 가지의 공통적 식별자- 생일, 성별,

그리고 우편번호(zip code)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연결행위

를 통한 재식별 상황을 다음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2] William Weld의 재식별 사례298)

이와 같은 연구의 영향을 받아 일종의 준식별자인 5자리 우편번호를

297) 고학수·최경진,「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처리가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호보위원회, 2015, pp.35-36.

298)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 앞의 보고서(각주 121), figure 3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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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공개할 경우 외부정보를 통해 재식별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우편번호 자체도 재식별의 위

험성을 높이는 식별자로서 간주하게 되고 그에 따라 우편번호도 삭제해

야할 식별자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우편번호는 연구

목적에 따라 연구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까지는

공개될 수 있는 정보로 인정할 실질적인 유용성이 있다. 그래서 5자리

가 아니라 우펀번호의 앞 3자리까지의 우편번호까지만 식별될 수 없는

정보로 인정하고 4자리부터는 준식별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게 된 것이

다. 299)

결국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에 따르면 총 5자리의 우편번호들 중

최초의 3자리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공개되는 데이터에 포함할 수

있다. 미국 인구조사국(Bureau of the Census)에서 대중에게 공개한 데

이터에 따라, (1)처음의 3자리의 동일한 숫자를 가진 모든 우편번호들의

결합에 해당하는 지역이 2만 명보다 많은 인구를 가지거나, (2) 이와 같

은 동일한 조건에 해당하는 지역의 인구가 2만 명 이하일 경우에 최초

3자리의 숫자가 000으로 바꿀 경우에는 그 우편번호의 공개가 가능해진

다.300) 다시 표현하면, 우편번호에서 최초의 3자리는 비식별화된 정보에

해당할 수가 있지만, 최초의 3자리가 모두 000으로 표시가 되어야 한다

는 조건을 만족해야만 한다.

나. 특징 및 장단점

18가지로 나열된 식별자들만 제거를 한다면 더 이상의 추가적인 조치

가 없어도 비식별화된 데이터로서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수범자는 자신의 데이터세트에서 위 18가지 식별자들

찾아서 제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분명하면서도 간편한 방식이 된다. 그

에 따라 이 규제에 대한 준수비용(compliance cost)이 낮아진다.

299)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Office for Civil

Rights(OCR), 앞의 글, p.15.

300) HIPAA 프라이버시 규칙 §164.514(b)(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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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18가지 식별자들을 제거한 후에 남은 데이터가 데이터분석

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데이터 분석의 유용성이 매우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18번째에 규정된 “기타 코드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해석

의 여지를 남기고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할 식별자들의 숫자가 생각

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 규제의 준수비용이 낮기 때문에 수범자

들이 규제를 따를 유인은 높지만, 실질적으로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들

을 고려하면 18가지 식별자들을 제거하고 남은 데이터들의 유용성이 낮

아진다는 단점도 존재한다.301) 이런 상황에서 결국 수범자들은 자신들의

연구를 포기하거나 18가지 식별자들을 제거해도 유용성이 여전히 존재

하는 연구들을 하지 않는 한 이 내용적 방식을 선택할 유인이 높지 않

게 된다.

이런 데이터의 유용성 측면 이외에도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보호 측면

에서도 이 방식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적으로 기술의 발전과 연

결할 수 있는 외부 정보가 급증하면서, 이 18가지 식별자들의 제거만으

로 개인정보의 보호가 충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HIPAA 프라

이버시 규칙이 2003년 4월부터 효력을 가진 이후로, 18가지 식별자 규

정에 대한 어떤 개정 작업은 없었다. 그래서 현재 규정된 18가지 식별

자들의 제거가 현재의 데이터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가지

게 된다. 예를 들어, 특정데이터베이스에서 ‘눈에 띄는 레코드(outlier)’와

같은 경우에는 이 18가지 식별자들의 제거만으로 개인의 정보가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블로그 또는 SNS와 같이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정보들을 통해 개인들을 식별할 수 있는 외부 정

보의 양과 질이 과거와 다르게 현저히 높기 때문에, 18가지 식별자들의

제거로 과거에는 식별할 수 없었던 특정 레코드가 현재에는 식별될 가

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데이터의 유용성과 프라이버

시 관점 모두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이프하버의 실질

301)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 앞의 보고서(각주 121),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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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활용성은 다음에 설명한 전문가판단 방식과 비교해서 낮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3) 전문가판단 방식

위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것처럼 전문가 판단 방식의 절차는 수범기관

이 전문가를 선임함으로써 개시된다. 수범기관은 HIPAA의 적용 대상인

데이터가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의 기준에 따라 식별될 수 없는 정보

인지를 판단할 전문가를 선임한다.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은 자격증과

같이 전문가가 되기 위한 특정한 자격 조건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45

CFR 164.514). 단지 “비식별화에 대해서 폭 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통

계적 그리고 과학적인 이론과 방식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지식과 경험

이 있는 자”가 전문가로서의 판단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45

CFR 164.514). 그래서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에서 규정한 전문가 판

단 방식은 전문가 선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

지 않는 방향을 채택하고 있다.

OCR 가이드라인에서 좀 더 구체적인 전문가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문가가 되기 위해 어떤 특별한

학위나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302)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의 규정을 살펴보면 일정 수준의 지식과 관련 경험이 필요한데, 이

관련 경험은 다양한 방식의 교육이나 경험들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고

가이드라인에서 설명하고 있다.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획득할 수 있는

방식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그 경험의 분야가 통계, 수학, 또는 다른

과학 영역일 경우에도 상관이 없다. 이와 같이 전문가 선임에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기준을 고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을 광범위하게 보여주는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다.

302)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Office for Civil

Rights(OCR), 앞의 글,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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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선임된 전문가는 해당 개인데이터가 식별화될 위험성이 ‘매우

작다(very small)’고 판단하면 이 개인데이터는 식별할 수 없는 데이터

로 간주되어 HIPAA의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45 CFR 164.514). 이

때 전문가는 행정기관의 확인을 위한 사후증빙을 위해 비식별화에 적용

한 기술적 방법들과 재식별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 기준과 판단결과들을

포함한 내용을 문서화해야 한다.

기술의 발달에 따라 식별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범위도 변

화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세이프하버와 같은 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라

변화하는 기술을 반영해서 개별 사안 별로 적합한 제도 운영이 가능하

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개별 사안별로 전문가를 선임해서 판단을 해

야하기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추

가적으로 전문가를 선임한 수범기관이 해당 전문가의 판단 결과에 불복

해서 계속적으로 다른 전문가들을 선임하는 현상이 생길 경우 그 만큼

사회적 비용도 높아지게 된다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계약

관계에 따라 전문가 판단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수범기관에

유리하게 판단하려는 왜곡된 동기가 생길 가능성도 높다. 물론 사후에

행정기관이 개별적인 판단 결과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는 절차가 있어

서, 이런 도덕적해이(moral hazard) 현상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이런

사후 확인 절차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

위험성의 판단 기준과 관련해서 전문가가 적용하는 기준에 대해서 설

명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식별성의 위험성이‘매우 작은’경우라

고 판단해야 법에서 규정하는 위험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간주하는 구조

로 되어 있다. 어떤 상황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OCR 가이

드라인에서 설명하고 있다. OCR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 기준을 보편

적으로 충족시키는 특정한 수치의 형태로 식별의 위험성을 표현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다.303) 그래서 해당이 되는 구체적 상황에 적합한

303)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Office for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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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런 위험성의 정

도는 해당 데이터를 식별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예상주체’(anticipated

recipient)의 개별적 능력의 요소를 고려해서 달라지기도 한다(45 CFR

164.514).

이 예상주체의 능력은 매우 다양한 요소들에 의존하게 되는데 전문가

는 이런 요소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위험성을 판단해야 한다. 특정

환경의 상황에서 특정 데이터를 위해 결정된 식별의 위험성은 다른 환

경에서의 동일한 데이터나 같은 환경에서의 상이한 데이터에서도 동일

하게 적용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문가가 적용하게 되

는 위험성 판단 기준은 개인을 식별하려는 예상주체의 능력을 고려하는

기준이 된다.

이와 같은 전문가 판단 방식의 전체적인 흐름은 [그림 5-3]에서 확인

할 수 있다.

Rights(OCR), 앞의 글, p.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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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의 전문가 판단 방식

출처: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Office for

Civil Rights(OCR), Guidance Regarding Methods for De-identification

of Protected Health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 Privacy Rule,

2012, 그림 2 인용304)

최소한도로 용인된 위험성 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 때까지 위 그림에

서 나타난 절차가 반복될 것이다. 이런 절차는 재식별의 위험성을 지속

적으로 관리한다는 위험성 관리 관점을 반영한다. 변화 속도가 빠른 기

술의 영역에서는 과거에 재식별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도 현재의 기술적 배경에서는 재식별의 위험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상존

304) 원 출처의 그림을 번역한 고학수 외,「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보건의

료정보를 중심으로」(초안, 2017년 출간 예정)의 그림3-2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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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위험성 평가의 과정을 특정 사안에 따라 실시

간으로 할 수 있는 위험성 관리의 방식이 필요하다.

(4) 두 방식의 비교

이와 같이 18가지 식별자를 제거하는 방식과 재식별의 위험성에 대한

관리를 기초로 하는 전문가판단 방식을 살펴보았다. 18가지 식별자를

제거하는 방식은 명확하면서 적용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구체적인

데이터 상황에 따른 다양한 데이터의 재식별 위험성에 제대로 대치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런 근본적 원인인 재식별의 위험성이란 일률

적으로 높다 또는 낮다고 표현할 수 없고, 언제나 특정 데이터 환경이

란 맥락이란 존재 하에서 재식별의 위험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기 때

문이다. 결국 이 방식은 위험성의 관리 체계의 형성이 비식별화의 목적

이란 전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 된다. 하지만 재식

별의 위험성의 측정을 정교하게 실행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규

제의 실질적 효력 관점에서 개별 맥락에 따라 위험성을 측정할 필요가

없이, 쉽게 따를 수 있는 명료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법규준수의 관점에

서 보면 18가지 식별자 제거 방식은 어느 정도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전문가 판단 방식은 18가지 식별자 제거 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그대

로 반대로 해서 적용할 수 있다. 특정 데이터 환경에 따른 위험성 관리

의 관점에서 절차적 방식이 적합하지만, 수범자 입장에서는 불분명한

기준들을 통해 재식별의 위험성을 상황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는 비용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국 수범자 입장에서는 해당 연구의 목적에 따라

18가지 식별자를 제거해도 연구의 목적 달성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 내

용적 방식을 따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절차적 방식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

이런 비식별화 규제를 바탕으로 비식별화를 포괄적으로 분석한 보고

서들을 다음에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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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식별화에 대한 주요 보고서

(1) National Academy of Medicine

가. 보고서의 의의

미국 국립의학연구소(National Academy of Medicine, 이전에는

Institute of Medicine)가 2015년에 임상시험정보(clinical trial data)의

공유의 방식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이하 “NAM보고서”).305) 이

보고서의 적용 대상이 보건의료정보 전체가 아니라 임상시험과 관련된

개인정보이다. 보건의료정보는 임상시험에 연관된 개인정보 이외에도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행위를 통해 획득한 개인정보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표현하면 NAM보고서는 보건의료정보 전체

를 대상으로 작성된 문서는 아니다. 하지만 NAM보고서에서 설명하는

비식별화에 대한 내용은 보건의료정보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의 개인정

보에도 적용할 수 있는 포괄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건의료정보의

비식별화에 대한 주요 참조 문서로 NAM보고서를 제시할 수 있다.

NAM보고서의 부록 부분에 임상시험정보의 공유를 위한 방법으로서

비식별화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이 있다.306) 위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이 부록 부분의 내용은 실제 비식별화 처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전

문가들이 비식별화 방식의 주요 참조문헌으로서 활용하고 있다. 특히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에서 규정한 비식별화 방식인 전문가판단 절차

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데이터의 식별성을 평가할 때 많이 참조하는

주요 문헌으로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같이 비식별화에 대한 주요 참조 문헌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이

305) K. El Emam and B. Malin, 앞의 보고서(각주 138).

306) K. El Emam and B. Malin, 앞의 보고서(각주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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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들 중 하나는 NAM보고서는 재식별의 위험성 관리의 관점에서 비식

별화를 통한 데이터 공유의 형태와 방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식별화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재식별의 위험성을 지속적인

위험성 관리의 관점에서 설명을 함으로써 비식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데이터사용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침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

다.307) 그래서 NAM보고서의 부록 부분의 내용의 소개를 통해 비식별화

를 위험성 관리의 측면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 NAM보고서의 설명 순서대로 이

보고서의 내용을 설명한다.

나. 데이터 공유 형태 및 재식별 위험성의 유형별 구별: 데이

터 환경의 위험성 관점

비식별화의 처리가 적용된 데이터가 다시 재식별될 위험성은 데이터

자체와 데이터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308) 데이터 자체가 어떤 특징을 가

지는지 또는 데이터가 어떤 환경에서 활용되거나 공유되는지에 따라 적

용해야할 위험성 관리의 운용 방식들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요소들 중 NAM보고서가 중점을 두고 설명하는 부분은 데이터 환경이

다. 이런 데이터 환경을 아래의 그림에서와 같은 세 가지 요소를 기준

으로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다.309)

[그림 5-4] 데이터 환경의 세 가지 요소

307) 고학수 외,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및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타당성 검토 및 가이드라인 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65-66면.

308) 데이터의 재시별 위험성은 데이터 환경의 위험성과 데이터 자체의 위험성

으로 구성된다. M. Elliot, E. Mackey, K. O’Hara, and C. Tudot, 앞의 보고서

(각주 109).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 앞의 보고서(각주 121 참조. NAM보고서에서는 이 관계를 명시적으

로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데이터 환경적 요소와 데이터 자체의 요소를 구분해

서 설명한 것으로 볼 때 이런 기본적 개념을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309) 이 그림은 세 가지 요소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

로 저자가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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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데이터의 공유형태를 첫 번째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데이터의

공유형태란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제3자에게 제공되는지에 대한 문제

이다. 데이터를 제공받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데이터를 어떤 제한

조건 하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재식별

할 가능성이 달라진다. 그래서 데이터의 공유 형태에 따라 그 데이터가

재식별되는 위험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런 개념적 전제 하에서 NAM

보고서는 데이터의 공유 형태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분석하고 있다.

첫 번째 유형은 데이터의 공유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상태로 공개하

는 일반공개(public release)이다.310) 일반공개의 데이터 환경에서는 누

구든지 특별한 제한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정부 기관이 인터넷에 공공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데이터를 제공하는 주체 입장에서는 일반공개된 데이터에 대해 더 이상

추가적인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공개 방식의 데이터 공유 유형

을 ’공개 후 무관심(release and forget)’ 모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311)

310) K. El Emam and B. Malin, 앞의 글, p. 205.

311)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 앞의 보고서(각주 121),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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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런 공개의 방식은 데이터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는 환경이

기 때문에 공유 형태 측면에서만 살펴보면 재식별의 위험성이 가장 큰

데이터 환경이 된다.

다음으로 위의 일반공개 유형과는 대조적으로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

만 데이터의 공유를 허용하는 한정적 공개 유형이 있다.312) 일반공개 유

형과는 대조적인 방식으로서 공식적인 요청과 승인 절차가 있어야지

자료에의 접근권한을 획득하는 제한된 형태이다.313) 예를 들어, 연구자

가 데이터를 보유하는 기관에 데이터를 요청하면 해당 기관은 신청서에

기초해서 그 연구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그 기관

의 승인을 받은 연구자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형

태이기 때문에 일반공개의 경우와는 다르게 데이터의 공유가 제한적으

로 설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제한된 공유 모형에서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주체가 제한되기 때문에 데이터 공유의 측면에서 보면 재식별

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한 형태로 유사(quasi) 일반공개

모형이 있다. 기본적으로 일반공개 모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데이

터 이용자는 특별한 등록이 없어도 누구든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단지, 데이터 이용자는 약관 또는 ‘클릭쓰루(click-through)’ 방식으로 계

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에 근거해서 해당 계약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서 데이터를 다운로드(download)받는 방식으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

다.314) 위에서 설명한 양 극단에 있는 두 가지 모형의 절충형적인 특징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공유 형태 맥락에서의 재식별 위험성의

정도는 이 두 가지 모형의 중간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312) K. El Emam and B. Malin, 앞의 글, p. 205.

313) K. El Emam and B. Malin, 앞의 글, p. 205.

314) 클릭쓰루 방식은 온라인 인터페이스 상에서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사용자

가 데이터 사용에 대한 제한 조항들은 항목 별로 확인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K. El Emam and B. Malin, 앞의 글, p.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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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공유유형 이외에도 데이터의 공유 체계(mechanisms)를 기

준으로 데이터 환경을 구분할 수 있다. 데이터의 공유 체계란 데이터를

제공하는 형태를 의미함으로써, 데이터 사용자에게 데이터의 통제권을

어느 정도 부여하는지에 따른 기준을 제시한다. NAM보고서는 데이터

의 통제권의 부여 정도에 따른 공유 체계를 마이크로데이터(microdata)

와 특정 컴퓨터에 접속하는 포털(portal)을 통한 제공 방식으로 구분한

다.315) 마이크로데이터는 개인 수준의 데이터로서 추가적인 가공이 적용

되지 않은 데이터를 의미한다. 이런 개인 수준의 데이터가 공개될 경우

의 재식별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손실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마이크로

데이터의 공개는 좀 더 제한된 환경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마이크

로데이터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다운로드받거나 전자적 형태로 이전될

수 없는 것을 전제로 한다.316) 이와 대조적으로 포털을 통한 공유 데이

터의 형태에서는 가상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k, “VPN”)과 같은

보안적 조치가 적용된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 컴퓨터에 대한 접근이 이

루어질 수 있다.317) 원래의 데이터인 마이크로데이터는 데이터를 제공하

는 주체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어서 데이터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자신의 개인 컴퓨터에 저장할 수 없다. 단지, 데이터 제공자의 컴퓨터를

통해 해당 데이터에 접근을 해서 그 컴퓨터에서 데이터 분석 작업을 하

고 그 분석 결과물만 보유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이렇듯 한정

된 공간에서만 데이터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포털을 통한 데이터

접속 또는 분석 행위들 모두가 지속적인 감시를 받을 수 있다.

위의 두 가지 요소들이 데이터의 보유 주체인 데이터관리자의 관점에

서 데이터 공유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는 것에 반해, NAM보고서에서

315) K. El Emam and B. Malin, 앞의 글, p.205.

316) K. El Emam and B. Malin, 앞의 글, p.206.

317) 가상사설망이란 공중 네트워크를 통해 한 회사나 몇몇 단체가 내용을

외부인에게 드러내지 않고 통신할 목적으로 쓰이는 사설 통신망이다. 기존의

온라인 네트워크가 보안과 관련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문서나

데이터를 전달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그래서 가상사설망은 중요

데이터의 보안 목적으로 등장한 통신연결체제이다.

https://ko.wikipedia.org/wiki/%EA%B0%80%EC%83%81_%EC%82%AC%EC%

84%A4%EB%A7%9D (2017.10.28. 최근 방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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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는 데이터환경의 마지막 요소는 데이터관리자가 아닌 데이터에

대한 공격자의 관점을 반영한다. 데이터 환경에서 데이터 공격자가 중

요한 고려 요소인 이유는 비식별화를 구축하는 형태와 방식이 잠재적

공격자들의 존재를 어떻게 가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소속된 직원을 잠재적 공격자로

볼 수도 있고, 다양한 외부 정보원들에 접근 가능한 일반 인터넷이용자

들을 잠재적 공격자로 설정할 수 있다.318) 이와 같이 공격자들을 어떤

모습으로 가정하는지에 따라 데이터가 재식별될 위험성이 달라지고, 그

에 따라 적용되는 비식별화도 각각의 위험성에 대처할 수 있는 형태도

다양해진다.

NAM보고서는 이와 같은 공격자 관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전제

로 데이터 공격자에 대한 유형들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적

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형태가 외부에 완전히 공개하는 공개 데이터

인지 아니면 제한적 조건 하에서만 공개하는 비공개 데이터인지에 따라

공격자의 유형이 달라진다고 설명하고 있다.319) 공개 데이터의 경우에는

데이터관리자가 공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일반인들을 가정하

고 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데이터공격자들에 대해서 가

장 높은 수준의 재식별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320) 이와 다르게

비공개 데이터의 경우에는 데이터 환경 자체가 제한적이어서 모든 유형

의 공격들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321) 공개데이터가 모든 유형의 공격들

318) 데이터를 보유하는 기관의 직원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의 유무에 따라서 데이터 공격자들의 유형이 또 달라진다. 가령,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자신의 개인적 지식을 통해 우연하게

비식별화된 데이터 속에서의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는 직원의 경우에는 마치 데이터가 유출되는 경우와 같은 상황으로

상정해서 파악할 수 있다.

319) K. El Emam and B. Malin, 앞의 글, p.206-207.

320) 환경 규제와 같은 위험성의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에서는 위험성 자

체의 정확한 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위험성들을 통제할 목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정책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인터

넷 이외에도 모바일 기기들을 통해 공유되고 생성되는 정보들의 양이 기하급수

적으로 늘고 있다. 그에 따라 일반적인 인터넷 검색 능력 정도를 가진 보통의

인터넷이용자들도 비식별화처리를 기반으로 공개한 데이터베이스를 식별할 수

있을 위험성을 전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개 데이터의 경우에도 최악의 위

험성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다는 논리라고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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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비공개데이터는 일부 유형의 공격들에

대해서만 대응하는 구조를 가진다.

그래서 NAM보고서는 비공개데이터의 경우에 고려하는 공격 유형들

을 제시하기 위해 데이터에 대한 재식별 공격 행위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설명하고 이다. 첫째는 의도적(deliberate) 재식별, 둘째는 의도

하지 않은 재식별, 그리고 셋째는 데이터 유출이다.322) 비공개데이터에

서는 첫 번째와 세 번째 유형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NAM보고

서는 설명하고 있다. 데이터를 제공하는 환경 자체가 제한되어 있기 때

문에 이런 제한된 환경 하에서 적용되는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기술적 및

관리적 조치들이 재식별의 적극적 동기 자체를 축소시키기 때문에 의도

적 재식별이 발생하기 어려운 환경이다.323) 게다가 이런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적용으로 의도하지 않은 데이터의 유출 위험성도 발생하기가 어

렵기 때문에 데이터 유출의 공격 유형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유형이 어떤 데이터의 공유 형태와 체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데이터관리자는 데이터의 보호와 보안 조치의 수준을 결정하게 된

다. 그래서 세 가지 요소들-데이터 공유 형태, 공유 체계, 그리고 재식

별 공격의 유형-의 결합의 유형에 따라 재식별의 위험성도 달라지고 그

에 따라 그 위험성을 관리하는 방식도 달라진다.324) 결국 데이터 환경이

라는 데이터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재식별의 위험성도 다양해지며 그

런 위험성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다르게 된다. NAM보고서는 이 세

가지 요소들의 결합 형태에 따라 위험성 관리 수준이 달라진다는 사실

을 보여주기 위해 전체적인 결합 형태를 [그림 5-5]로 보여준다.

321) K. El Emam and B. Malin, 앞의 글, p.207.

322) K. El Emam and B. Malin, 앞의 글, p.207.

323) 의도적 재식별은 데이터 공격자가 특정인을 식별할 의도를 가지고 데이터

에 접근해서 재식별 행위를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재식별의 의도를 가지고 재

식별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공격자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가능

한 외부 정보 또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동기를 가지게 된다.

324) K. El Emam and B. Malin, 앞의 글, p.20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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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데이터 환경과 재식별의 위험성325)

[그림 5-5]를 살펴보면 좌측 상단의 경우에는 데이터의 공유 형태가

마이크로데이터와 일반공개가 결합된 상황이다. 이 두 가지 요소 특별

한 제한 없이 그대로 개인 수준의 데이터가 공개되는 형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잠재적 공격자는 의도

가 있는 공격과 의도가 없는 공격 모두가 가능하고, 데이터 공유의 제

한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관리자의 유출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래서 가

장 재식별의 위험성이 높은 결합 형태가 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측

하단에 있는 경우는 가장 높은 수준의 데이터 공유의 통제가 이루어지

기 때문에 외부의 의도적 공격의 가능성이 높지 않고 이과 함께 데이터

관리자 가 보유하는 데이터가 내부에서 외부로 유출될 위험성도 높지

않다. 단지 데이터관리자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외부지식을 통해 해

당 데이터세트에서 특정인을 의도하지 않게 식별할 가능성만 높게 존재

한다는 의미가 된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데이터가 재식별될 위험성은 데이터 그 자

체의 위험성과 데이터 환경의 위험성으로 구성되고, 이 단락에서는 데

이터 환경의 위험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 설명을 했다. NAM보고

서는 이와 같이 데이터 환경의 위험성을 우선적으로 설명을 한 이후,

325) K. El Emam and B. Malin, 앞의 보고서(각주 138), figure B-1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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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락에 데이터의 재식별 위험성을 구성하는 두 번째 요인인 데이

터 자체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한다.

다. 식별자와 준식별자 구분을 기반으로 한 재식별 위험성: 데

이터 자체의 위험성 관점

특정 데이터가 개인에 대한 어떤 특징을 드러내는지에 따라 데이터의

개인을 식별할 위험성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어떤 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않아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한다. 대체적으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정보가 이런 범주에 해당한다. 하지만 개인에 관

한 정보이기는 하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을 해야지만 특정 개인을 식별

해낼 수 있는 정보들이 있다. 나이와 성별과 같은 정보가 그 예이다. 그

래서 데이터 자체의 특징에 따라서 개인을 식별해내는 위험성이 상이하

기 때문에 재식별의 위험성도 데이터의 특징에 영향을 받는다.326)

이런 일반적인 인식을 전제로 NAM보고서는 데이터의 내용적 특징에

따라 데이터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직접 식별이 가능하게

하는 변수인 직접식별자, 간접적으로 식별이 가능하게 하는 변수인 준

식별자(quasi-identifier), 그리고 개인의 정체성 판별이나 식별과는 무관

한 변수의 세 가지의 분류 체계로 구분되어 있다.327) NAM보고서에 따

르면 직접식별자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그리

326) 데이터 자체의 특징에 의해 데이터를 분류하는 이 과정은 재시별의 위험

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절차이다. NAM보고서에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

지만 데이터 분류를 통한 구분은 절대적 속성이 아니라 데이터 환경에 따라 변

동할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 구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임상실

험이란 환경 하에서 임상실험자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는 이 고유번호를 관리하

는 연구자의 관점에서는 임상실험자 개인을 특정할 수 있게 하는 식별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고유번호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 외부의 일반 인터넷이용자

가 고유번호를 우연히 습득한 경우라면, 인터넷이용자가 이 고유번호를 습득한

환경에 따라 개인을 특정할 수 있게 하는 식별자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327) NAM보고서는 직접식별자를 “directly identifiable variable”로 표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direct identifier”로 표현을 하지만, NAM보고서의 표현 또한

직접식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K. El Emam and B. Malin, 앞의

글, p.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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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직접식별자는 대체로 연구 분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328) 직접식별자에 해당하는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생각하면 이런 정보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찾기가

어렵다.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직접식별자의 정보 자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개별 데이터 레코드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이 필요

하기 때문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준식별자는 데이터에서 특정한 개인을

재식별하는 것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고 설명한다.329) 만약

데이터를 재식별하려는 공격자가 이런 재식별에 필요한 별도의 배경지

식이 없다면 비식별화처리된 해당 변수가 재식별에 활용될 수 없기 때

문에 준식별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이 어떤 변수가 준식별자인지 아니면 직접식별자인지를 구분

하는 것은 어떤 변수에 어떤 비식별화처리를 정하는 것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구별 작업은 필수적인 과정이 된다. 하지만 이런 구분에

앞서서 먼저 해당 변수가 식별자 자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330) 즉, 어떤 변수가 개인을 식별하는지 여부, 즉 그것

이 식별자 또는 최소한 준식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가린다. 만일

이 두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개인의 식별성과는 관련성이

없어 재식별의 위험성 자체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진다.

식별자와 준식별자의 구별이 필요한 이유는 어떤 변수인지에 따라 해

당 데이터를 보호하는 기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식별자에 적용될 기

술들을 준식별자에 적용하거나 그 역의 상황이 발생하면 데이터 자체가

왜곡되어 데이터의 진실성과 효용성이 크게 훼손될 수도 있다.331) 이런

식별자와 준식별자의 구분에 기초해서 식별자의 재식별 위험성을 살펴

볼 수 있다. NAM보고서에서는 실제 데이터세트의 적용 사례를 제시함

328) K. El Emam and B. Malin, 앞의 글, p. 217.

329) K. El Emam and B. Malin, 앞의 글, p. 217.

330) K. El Emam and B. Malin, 앞의 글, p. 218.

331) 고학수 외,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및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타당성 검토 및 가이드라인 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p.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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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재식별의 위험성을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보여준다.

NAM보고서에 따르면 식별자의 재식별 위험성은 특정 임상 실험 참

가자를 재식별할 위험성을 가리킨다.332) 실제 상황에서 식별자 자체로

재식별이 발생할 위험성은 1에 가까운 확률로 생각한다. 그래서 식별자

가 데이터세트에 있는 경우 정의상 매우 높은 재식별의 위험성이 있다

고 간주된다. 이런 상황에서 식별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데이터세트에서

식별자 자체를 지우거나 다른 임의의 값으로 대체하는 형태가 일반적이

다.333)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직접식별자는 연구 목적에 필요가 없는 경

우가 일반적이어서 직접식별자의 경우는 데이터의 유용성이 매우 작고,

개인을 특정해서 식별하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은 높기 때문에 직

접식별자를 최대한 드러내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다.334)

하지만 준식별자는 직접식별자에 적용한 두 가지 방식들을 일률적으

로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데이터 연구의 목적은 대체로 개인의 다양

한 속성들이 드러나는 준식별자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분석에 있기 때문

에 연구자들은 준식별자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가능한 한 원본데이터의

현태 그대로 이용하기를 원한다. 준식별자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유용성

이 높기 때문에 결국 프라이버시 위험성과 데이터의 유용성 사이의 적

절한 지점을 찾기 위한 고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준식별자를 비식별화

처리할 경우에는 직접식별자의 경우와 같이 데이터세트에서 무조건 배

제하는 방향이 아니라 프라이버시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이 위험성을 관

리하고 통제하는 방향을 추구한다.

332) NAM보고서는 임상실험데이터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임상 실험

참가자의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인 비식별화의 관점에서 임상 실험 참

가자를 일반적인 정보주체로 생각해서 이 보고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K.

El Emam and B. Malin, 앞의 글, p. 222.

333) 마스팅(Masking)이 식별자 자체를 지우는 방식에 해당하고, 가명화

(pseudonymization)가 임의의 값으로 대체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마스킹과 가

명화에 대해서는 앞의 단락에서 별도로 설명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

한다.

334) K. El Emam and B. Malin, 앞의 글, p.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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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전제에 따라 NAM보고서는 데이터세트의 재식별 위험성의 관리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특정 데이터세트에서 재식별의 위험성을 측정하는

기본 방식을 다음 단락에서 설명한다.

라. 재식별 위험성 측정 기준과 방식

준식별자의 재식별 위험성의 확률을 일반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은 1을

동질집단(equivalence class)의 크기로 나누는 것이다.335) 동질집단이란

동일한 준식별자의 값들을 가지고 있는 레코드를 의미한다. 그래서 재

식별의 위험성은 단일한 데이터세트에서 동일한 준식별자의 값들을 가

지고 있는 레코드의 개수의 역수 형태가 된다. 이와 같이 재식별의 위

험성을 산정하는 방식은 데이터공격자가 실제 세계에서 자신이 재식별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인물이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있는지의 여부

를 알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모든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336)

아래의 표로 표시된 데이터세트를 통해 재식별의 위험성 확률을 구체

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데이터세트는 총 27개의 레코드로 구성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이 레코드들에 대해서 성별 변수가 남성이고 출

행연도가 1959의 조합으로 준식별자의 값이 구성된 레코드들 ID가 1, 4,

9로서 총 3개의 레코드들이 하나의 동질집단을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이 동질집단을 기준으로 재식별의 위험성 확률을 표시하면 1/3(=약

0.33)이 된다.337)

재식별의 위험성 확률의 계산 방식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기초로 해

서 어떤 수치를 기준으로 특정 데이터세트에서의 재식별 위험성을 산정

하는지 살펴보자. NAM보고서는 재시별의 위험성 측정 기준으로 크게

최고 위험성과 평균 위험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338) 최고 위험성 기준

335) K. El Emam and B. Malin, 앞의 글, p. 226.

336) K. El Emam and B. Malin, 앞의 글, p. 226.

337) 표에서 0.33은 1/3을 소수 둘째자리까지 표현한 수치이다.

338) K. El Emam and B. Malin, 앞의 글, p. 2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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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데이터세트의 동질집단에서들 중에서 최고의 재식별 확률에

대응하는 수치를 재시별 위험성의 기준으로 이용한다. 이런 기준에 따

라 아래의 가장 우측 열에 기록된 동질 집단들의 재식별 확률 수치들

중 가장 높은 수치인 1이 아래 데이터세트의 재식별 위험성 수치가 된

다.339)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는 재식별 확률들이 ID 2, 5, 6, 8, 20,

22-27에서 1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고 위험성 기준을 따른다면 이 데

이터세트의 재식별 위험성은 1이 된다. 재식별의 위험성을 확률로 표시

하고 있기 때문에 재식별의 위험성이 1인 동질집단인 경우는 해당 데이

터세트에서 유일한 준식별자 값들의 조합을 가지고 있는 특이성

(uniqueness)을 갖춘 레코드라고 해석할 수 있다.

339) 이 수치들은 위 단락에서 설명한 계산 방식으로 각각 동질집단에서의 재

식별 위험성 확률들을 산정한 것이다. 이 수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데이터

세트에 특이성(uniqueness)이 있는 레코드, 즉 재식별 위험성 확률이 1인 경우

에만 위험성을 산정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데이터세트 자체

에서는 재시별의 위험성이 1이 아니더라고 데이터공격자는 자신이 가지로 있는

외부의 지식이나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재식별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이성

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의 경우에 포괄적으로 재식별의 위험성이 고려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K. El Emam and B. Malin, 앞의

글, p. 2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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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재식별 위험성의 산정에 대한 예시340)

출처: K. El Emam and B. Malin, 앞의 보고서(각주 138), table

B-3 인용

위에서 설명한 최고 위험성 기준 이외에도 데이터세트의 모든 동질집

340) K. El Emam and B. Malin, 앞의 보고서(각주 138), table B-3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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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들에서 산정한 각각의 재식별 위험성 확률들의 평균값을 위험성 기준

으로 설정하는 평균 위험성 레코드들의 평균값에 대응하는 평균 위험성

접근법도 있다. 모든 동질집단에서의 재식별 위험성 수치들의 산술적인

평균값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위 데이터세트에서의 평균 위험성 수치는

0.59이다.341) 당연히 개념 정의상 평균 위험성 확률 수치가 최고 위험성

확률 수치보다 더 높은 값이 나올 수는 없다.342)

평균 위험성 기준을 적용할지 아니면 최고 위험성 기준을 적용할지의

결정은 데이터의 환경에 의존한다. 데이터의 환경 자체가 재식별의 위

험성을 높이는 구조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적용되는 위험성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공개데이터와 비공개데이터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공개데이터는 데이터를 모든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

공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주체의 입장에서는 비식별

화처리된 상태로 공개된 데이터세트를 추후에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어

렵다.343) 이런 환경에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주체는 ‘누구든지’ 데이터에

대한 잠재적 공격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주체는 최악의 상황, 예를 들어 데이터세트

에서 비식별화처리되지 않은 준식별자 정보들을 통해서도 자신이 가진

배경지식을 통해 쉽게 재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잠재적 공격자의

존재를 고려해서 비식별화처리를 하게 된다.344) 게다가 공개된 데이터에

대해서 재식별 공격을 가하는 공격자는 재식별 성공을 위한 유인의 측

면에서 최고의 재식별 확률을 가지고 있는 기록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

다.345) 그러므로 처음부터 비식별화처리를 할 때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재식별의 위험성을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공개데이터의 경우에는 대체

로 최고위험성 기준이 적용된다. 왜냐하면 계산의 구조상 최고위험성

341) 0.59=(0.33*9+1*11+0.2*5+0.5*2)/27

342) K. El Emam and B. Malin, 앞의 글, p. 227.

343) K. El Emam and B. Malin, 앞의 글, p. 226.

344) 앞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규제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최악

의 위험성을 상정한 규제 정책을 추구하는 선택과 같은 맥락에 있다.

345) K. El Emam and B. Malin, 앞의 글, p.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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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평균위험성 기준의 수치보다 다 높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비공개데이터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주체가

데이터 제공의 방식과 정도에 관한 지속적인 통제와 관리가 가능하다.

특히 재식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데이터 공유 계약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계약적인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제공받는 주체가 의식적으

로 재식별 행위를 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와 같이 비공개데이터

의 경우에는 공개데이터와 비교해서 재식별의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재

식별의 위험성 기준을 낮게 설정한 상태에서 비식별화처리를 한 데이터

를 공개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346) 그래서 비공개데이터의 경우에는 엄

격한 최고위험성 기준이 아니라 재식별 가능성의 판단 기준이 완화된

평균위험성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 11 단계 비식별화 방법 및 의미

앞에서 설명한 재식별의 위험성 기준이 정해지면 이 위험성 기준에

따라 산정된 확률 수치가 데이터세트를 외부에 제공해도 되는지 여부의

결정을 위한 최소 기준이 된다. 만약 제공의 대상이 된 데이터세트에서

평가된 실제 재식별 위험성이 재식별 위험성 기준에 따라 산정된 최소

확률 수치보다 높으면, 그 데이터세트를 그대로 외부에 제공할 수 없다.

다양한 비식별화 기법의 적용을 통해 데이터에 변형을 가하는 비식별화

처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비식별화처리된 데이터세트의 재식별 위험성

을 다시 평가하게 되고, 그 평가 결과가 정해진 재식별 위험성 기준보

다 낮을 경우에만 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 이런

과정이 NAM보고서가 설명하는 비식별화의 기본 흐름이 되고, NAM보

고서는 전체 비식별화 과정을 아래의 표와 같은 11단계로 요약 설명하

고 있다. 347)

346) K. El Emam and B. Malin, 앞의 글, p. 226.

347) K. El Emam and B. Malin, K. 앞의 글,, pp. 24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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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단계 전체 데이터세트에서 식별자를 구분

제 2단계 식별자의 변형

제 3단계 위협모형(threat modeling)의 적용348)

제 4단계 데이터의 유용성 수준 결정349)

제 5단계 재식별의 위험성 기준의 결정

제 6단계 샘플(Sample) 데이터의 도입350)

제 7단계 재식별의 위험성 평가

제 8단계 실제 위험성과 위험성 기준의 비교

제 9단계 새로운 매개변수(parameter)의 설정과 데이터의 변형351)

제 10단계 비식별화 방식에 대한 평가

제 11단계 변형된 데이터를 외부에 전송

[표 5-2] 11단계 비식별화 방법

348) 위협모형은 데이터 공격자의 공격 행동에 대한 대응을 모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NAM보고서는 위협모형이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설

명한다. 제 1단계는 잠재적인 데이터 공격자와 그 데이터 공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외부 정보의 종류의 확인이다. 제 2단계는 준데이터세트에서 사용할 준식

별자들의 결정이다. K. El Emam and B. Malin, K. 앞의 글, p. 242.

349) 연구 목적에 필요한 데이터의 유용성 확보는 데이터세트의 연구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이다. 프라이버시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 목적에 대한

고려 없이 강력한 비식별촤조치를 적용하게 되면 연구의 수행 자체가 무의미해

지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이다. K. El Emam and B. Malin, K. 앞의 글, p. 242

참조.

350) 개인정보의 관리주체는 당해 데이터의 재식별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시

험용 데이터를 도입한다.

351) 매개변수(Parameter)란 표현은 컴퓨터공학적 맥락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

측된다. NAM보고서는 제8단계에서 실제 재식별의 위험성이 위험성 기준 수치

보다 높아서 비식별화처리를 한 경우에도 여전히 재식별의 위험성이 더 높은

경우에 매개변수를 재설정한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NAM보고서에서 명시적으

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매개변수는 변수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매개변수

의 재설정이란 결국 데이터세트에서의 준식별자에 해당하는 일부 변수들을 다

시 설정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데이터세트 자체를 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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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1단계 비식별화의 핵심은 제 5-8단계에 해당하는 재식별의 위험

성을 산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으로 생각된다. 데이터의 목적을 위해 필

요한 변수들과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유용성 확보를 기본

적인 전제로 하면서 재식별의 위험성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비식별

화 처리의 방식을 찾는 절차가 제 5-8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더 나

아가 제 8단계에서 최소 기준으로 설정된 위험성 수치에 도달할 때까지

는 비식별화 처리를 반복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NAM보고서는 비식

별화를 일회적인 장치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 체제의 관점에서 바라보

고 있다. 이 11단계 비식별화는 재시별의 위험성을 계속적으로 확인하

고 관리하는 위험성 관리의 틀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에 그 특징이 있

다. 11단계 비식별촤 체제는 재식별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을 중시한다는 관점에서 HIPAA프라이버시 규칙에서 제시한 두

가지 비식별화 방식들 중 전문가판단 방법에 해당한다는 설명도 있

다.352) 11단계 비식별화 과정은 다른 문헌에도 영향을 주어서, 다음에

설명할 보고서에서도 인용되어 있다.353)

(2)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가. 두 가지 보고서의 공개 및 의의

미국 상무부 산하의 표준화 기구인 국가기술표준원(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에서 비식별화에 대한 최근 논

의를 정리하는 두 가지 보고서들을 각각 2015년 10월 그리고 2016년

12월에 발표하였다.354)(2015년 보고서는 “NIST2015”, 2016년 보고서는

정하는 과정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K. El Emam and B.

Malin, K. 앞의 글, p. 243 참조.

352)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 앞의 보고서(각주 121)”, 2015, p.23.

353) 비록 11단계 비식별화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명시적으로

언급이 되어있다는 사실은 주목할만하다.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 앞의 보고서(각주 121), p.21에서 인용됨.

354)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 앞의 보고서(각주 121).. 2016년 12월에 발표한 보고서는 최종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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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ST2016”으로 후술) NIST2015와 NIST2016 모두 비식별화의 기술적

관점에 대한 최근의 논의의 흐름을 기술중립적으로 작성한 자료가 된

다. 그래서 특정한 비식별화 방식이 다른 방식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등

의 비교 평가는 배제되어 있다.355) 단지 두 보고서들 모두 비식별화에

적용하는 기술적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나열하면서 데이터과학의 관점에

서 비식별화의 형성에 수반하는 재식별의 위험성들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두 보고서들의 표면적인 차이점은 보고서의 적용 대상에 있다. 개

별 보고서들의 제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이, NIST2015는 모든

데이터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비식별화의 소개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356) 반면에 NIST2016은 정부가 보유하는 데이터, 즉 공공데

이터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357) 하지만 NIST2015와 NIST2016의

내용을 살펴보면 비식별화의 기본적인 전제나 이론은 거의 동일한 것으

로 판단된다. 단지 NIST2016에서는 공공데이터란 특징으로 인해 추가

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을 좀 더 설명한 정도이다. 더 나아가

NIST2016에서는 데이터과학의 관점에서 비식별화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체계적이면서 자세하게 한다는 차이도 있다. NIST2016은 NIST2015에

비교해서 분량이 거의 2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다는 사실도 이런 차

이점을 뒷받침한다.358)

이와 같은 사실에 기초해서 NIST2015와 NIST2016의 내용적 특징들

아니라 아직 초안 단계이다.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 앞의 보고서(각주 1).

355)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 앞의 보고서(각주 1) p.8.

356)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 앞의 보고서(각주 121), p.3.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 앞의 보고서(각주 1), p.8.

357)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 앞의 보고서(각주 1) p.4.

358) NIST2015는 비식별화의 기술적 흐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파악에 상당

히 많은 참조가 되는 문헌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미국 이외에도 EU에서

도 이 문헌에 대한 참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NIST2016은 아직 초안 단계에

있는 상태이어서 최종본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이후에야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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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음 단락에서 제시한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NIST2016이 공공데이

터를 대상으로 한 보고서라는 사실 때문에 NIST2015의 내용들 중에

NIST2016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없다.359) 단지 내용적인 추가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먼저 설명하는 NIST2015의 특징들은 그래도

NIST2016에도 포함되는 내용들이 된다. 그래서 NIST2016은

NIST2015의 내용에는 없는 부분들 위주로 정리한다.

나. NIST2015의 특징

(가) 비식별화 접근법의 전제

이 보고서는 이론적 전제로서 두 가지의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하나

는 특정 데이터가 위치하고 있는 데이터의 환경이란 맥락(context)이

다.360) 다른 하나는 재식별의 위험성이다. 이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해서

특정 맥락에 위치한 특정 데이터가 재식별되는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판

단하는 것이 재식별의 위험성 문제를 대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

서 기본적으로 이 보고서는 모든 데이터 비식별화 기술들은 재식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361) 다만 특정

한 데이터 환경이란 맥락에서 어떤 종류의 비식별처리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재식별의 위험성의 정도가 상이해진다는 사실

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 변화를 고려하면 특정 맥락에서 어떤 비식별처리 방식이

더 나은 것인지에 관해 일반화하여 언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보고서

는 강조하고 있다.362) 다만 외부 정보와의 연결을 통해 식별가능성을 높

359) NIST2015에서 설명하는 비식별화의 설명 구조들이 그대로 NIST2016에에

도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360)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 앞의 보고서(각주 121), pp.6-7.

361)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 앞의 보고서(각주 121). p. iii.

362)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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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식별자 또는 준식별자(quasi-identifier)363)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존

재하지 않도록 하면 재식별의 위험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

런데 준식별자의 범위 또한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업은 준식별자를 찾고 제거하는 기술

적 방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사후적인 보안통제책을 적용하는 관리

적 방식도 같이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리적 방식에는‘데이터 이용

에 관한 합의서(data use agreement)'와 같은 계약 형태가 있고 이 계

약에 데이터의 이용자가 재식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 조항이 포함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전제로 해서 이 보고서는 비식별화, 재식별화, 그리고 데

이터공유모형(data sharing model)과 같은 다양한 이런 기술적인 사항

들에 대한 제시하고 있다. 이런 기술적 사항들의 설명을 통해 비식별화

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데이터주체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

한 기술적 통제수단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364) 즉 특정 알고리즘이

나 어떤 비식별화 기법이 적절하다는 것에 대한 특별한 가치적 논평이

나 설명을 하지 않는다.365)

비식별화 기법들은 데이터의 유용성을 보존하면서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방식들일 뿐이기 때문에

연구의 목적에 따라 판단되는 데이터의 유용성 정도가 달라지는 상황에

서 어떤 일의적인 기준에 따라 데이터 기법을 상호 비교하는 것은 무의

미하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비식별화는 어떤 단일한 기법이 아니라 개

별 연구의 목적이나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접근법들, 도구들, 그리고 알

고리즘들의 결합을 통해 달성된다고 제시하고 있다.366)

Garfinkel), 앞의 보고서(각주 121), p.11.

363) 준식별자는 간접적인 식별자라는 명칭으로도 사용된다. 그래서 준식별자

란 그 자체로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지만 다른 정보와 연결되어서는 데이터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 앞의 보고서(각주 121), p.19 참조.

364)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 앞의 보고서(각주 121), p.9.

365) http://www.bna.com/nist-releases-data-n5798206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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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식별화에 있어서 데이터 공격의 측면을 강조

NIST2015는 재식별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를 재식별하려는 주체, 즉 데이터공격자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우선적

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367) 이미 설명한 NAM보고서의 경우

에도 데이터 환경의 한 가지 요소로서 데이터공격자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지만, NIST2015의 경우처럼 데이터공격의 관점에 대해 상세하게 설

명하지는 않는다. NIST2015는 데이터공격의 개념 설명부터 시작해서

재식별에 의한 데이터공격이 발생하는 동기들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NIST2015는 재식별의 관점에서 사용하는 ‘공격(attack)’이란 용어는

컴퓨터공학 영역에서 차용한 단어로서, 데이터공격자를 특정 기술, 지식,

그리고 데이터에의 접근능력을 보유한 가상의 공격자로 정의한다.368) 결

국 재식별의 위험성의 평가는 이런 가상의 공격자들의 존재와 함께 재

식별 공격의 성공 확률에 의존하기 때문에 데이터공격자를 어떻게 정의

하는지에 따라 비식별화 제체의 구체적인 운용이 달라진다.369) 데이터공

격자들의 모습을 상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로서 데이터공격자들이

재식별을 하려는 동기들을 아래의 표에 정리한다.370)

[표 5-3] 데이터공격자의 재식별 동기

366)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 앞의 보고서(각주 121) p.13.

367)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 앞의 보고서(각주 121), pp.9-10.

368)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 앞의 보고서(각주 121) p.9.

369)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 앞의 보고서(각주 121) p.9.

370) 이 표에서 제시된 5가지는 하나의 예시들일 뿐이다. 이 예시들 이외의 다

른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 앞의 보고서(각주 121),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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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식별의 동기 설명

비식별화 조치의

적절성 검증

데이터세트가 재식별의 공격에 얼마

나 취약한지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

를 보유하는 주체가 실제 데이터 공

격을 차체적으로 실행하는 경우

성공적인 재식별

행위를 통한 사회적 평판 획득

비식별화 처리되어 공개된 데이터가

있는 경우 이런 데이터를 성공적으

로 재식별하면 데이터 전문가로서의

유명세와 전문적 인지도를 가질 수

있는 경우371)

비식별화 처리를

이행한 기관에게 손해를 줄 목

적

데이터를 보유하는 기관의 비식별화

처리가 부적절했음을 대중에게 알릴

의도가 있는 경우

비식별화된 데이터로부터의 직

접적 이익의 획득

온라인광고회사가 비식별화된 건강

정보 데이터를 구입하고, 이 데이터

들과 자신들이 가진 데이터베이스

사이의 매칭(matching)을 통해 재식

별을 함. 재식별의 결과 드러난 개

인들의 소비 선호에 맞추어 쿠폰을

보내든 등의 타겟팅(targeting) 광고

를 제공하는 경우372)

재식별을 통해

민감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개인에게 손해를 줄 목적

특정 개인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울

행동을 하는 경우

371) 이와 같은 연구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재식별 행위는 일반적으로 합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진다. 실제 재식별된 사례로 많이 인용되는 경우들을 보

면 경우 연구자들이 이런 동기로 재식별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많이 인용되는 재식별 사례들 중의 하나는 그 당시 대학원생

이었던 L. Sweeney가 미국 메사추세추(Massachusettes) 주 주지사였던

William Weld를 비식별화된 데이터베이스 속에서 재식별한 사건이다. L.

Sweeney는 이 연구 결과를 반영한 학위논문을 써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래

서 William Weld 사례는 연구자들이 학문적 동기를 가지고 재식별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고학수·최경진,「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처리가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호보위원회, 2015, pp.35-36.

372) 타겟팅 광고의 맥락에서 개인의 다양한 특징들이 드러나면 개인의 소비

선호에 좀 더적합한 광고 제공이 가능해진다. 온라인 영역의 맥락에서 보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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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설명

일반 대중 대중에게 완전 공개된 정보에 접근 가능

전문가 재식별의 능력을 갖춘 컴퓨터과학자

내부자(insider) 데이터세트를 보유한 기관의 구성원

내부수령인( in s i d e r

recipient)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수령한 내부자이면서 일

반 대중보다 더 많은 배경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주체

정보 중개인(broker)

식별 또는 비식별 정보들 모두를 체계적으로

습득함으로써 이런 습득된 데이터들의 다양한

결합을 통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보

들을 만들어내는 주체

이과 같은 데이터공격자의 동기 이외에도 데이터공격자의 능력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상적인 데이터공격자의 능력을 어느 기준으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재식별의 위험성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NIST2015는 데이터공격자의 능력들을 6가지의 유형의 사례들로 [표

5-4]와 같이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373)

[표 5-4] 데이터 공격자의 유형

동화된 알고리즘을 통한 추적(tracking)을 통해 타겟팅 광고가 발생하는데 오프

라인에서의 정보와 온라인(pc와 모바일 환경)에서의 정보 사이의 정확한 연결

(linking)이 이루어질 경우에 좀 더 효과적인 광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 온라

인 타겟팅 광고에 대해서는 Evans, David, “The Online Advertising

Industry: Ecomics, Evolution, and Privac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ume 23, Number 3, 2009 참조.

373) 데이터공격자의 동기들을 나열한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NIST2015가 제

시한 6가지 예들도 가능한 유형들의 나열일 뿐이다. 이 6가지 유형들 이외의

경우들도 존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 앞의 보고서(각주 121),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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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웃 ( n o i s y

neighborhood)

정보주체의 친구 또는 가족과 같은 특정 환경

에 있는 주체

NIST2015는 이와 같이 데이터공격자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의 중요성

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비식별화의 연구에 있어서도 다양한 비식별

화 기법들의 기계적인 적용이 아니라 재식별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공

격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NIST2015에

서 강조된다.374) 이런 관점에 따라 NIST2015는 NAM보고서에서 제시

한 11단계 비식별화 체계를 소개하면서 데이터공격자의 요소와 관련한

비판을 하고 있다.375) 이 11단계 비식별화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식별자와 준식별자의 구별에 기반해서 재식별의 위험성을 관리하는 내

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NIST2015는 11단계 비식별화가 위험성

기준 설정에서 중요한 데이터공격의 요소에 대해 실질적이면서 구체적

인 설명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376) 예를 들어 공격자들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지식과 재식별 능력이 다르다는 사실들을 적극적으

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377)

다음 단락에서는 NIST2015와 차별성을 가지는 특징들 위주로 해서

NIST2016의 내용적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한다.

다. NIST2016의 특징

(가) 공공데이터로서의 공익적 가치 등장

374)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 앞의 보고서(각주 121), pp.10-11.

375)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 앞의 보고서(각주 121), p.22.

376)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 앞의 보고서(각주 121), p.22.

377)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 앞의 보고서(각주 121),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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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NIST2016은 정부 기관이 보유하는 공공데이

터의 비식별화에 대한 보고서이다. 그래서 NIST2015에서는 설명하지

않은 부분으로서 공공데이터의 보호와 공유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고려

해야할 정책적 가치들이 NIST2016에서 제시되어 있다.378) 우선적으로

공공데이터 맥락에서의 차별적인 정책적 가치들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프라이버시와 공공의 이익 사이의 관계가 제시되어 있다.379)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문제는 프라이버시의 위험성과 데이터의 유용성

사이의 상충적 관계란 틀에서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데이터는 일

반 대중들 모두가 편익을 누리게 되는 공공재(public goods)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이란 새로운 정책적 가치가 등장한다.380)

특히 프라이버시와 공공의 이익 사이의 관계가 데이터 환경에서 추가

적으로 고려되면 프라이버시의 위험성과 데이터의 유용성 사이의 상충

적 관계가 좀 더 갈등적인 구조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공공데이터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추진하

는 정책들은 공공의 이익이란 가치를 기반으로 추구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에 수반하는 행정행위들이 대체로 개인이나 기업들을 상대로 강

제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세금납부, 공중보건, 통계조사, 인

가(licensing) 등의 경우와 같이 법적인 강제력이 있거나 사실상의 강제

성이 발생하는 환경들이 있다.381) 그래서 정부가 특정 정책에 수반해서

개인이나 기업들에게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이 요청에 거절하

기도 어렵고 우선적으로 동의를 한 이후에 추후 동의를 철회하는 것도

어려운 구조이다.382)

378)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각주 1), 앞의 보고서. pp.1-2.

379) Garfinkel, Simon L.,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De-Identifying Government Datasets”(2nd draft), 2016, p.1.

380) 공공재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이 논문의 제2장에서 설명

한 것과 같이 공유재의 한 가지 세부 유형에 해당한다.

381)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각주 1), 앞의 보고서, p.1.

382)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각주 1), 앞의 보고서,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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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강제성이 있는 경우에 정보주체로서의 개인들은 정부가 데

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신뢰가 없을 경우에는 가

능한 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유인이 생긴다.383) 예들 들어

인구조사를 위한 설문지 작성시 일부러 거짓된 정보를 기입하는 경우들

이다. 경제학적 맥락에서 보면 개인정보란 상품의 공급자인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수요자인 정부의 불완전한 정보를 이용해 정확하지 않은 개

인정보, 즉 정부 입장에게는 유용한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상

품을 제공하는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384) 이런 상황에서 정

부가 보유하게 되는 데이터들의 품질(quality)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의 분석에 기초한 공공 정책들의 효과도 낮아진다. 결국 데이터

의 수집이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구조에서는 이런 공공 정책에 따라 발

생하는 공공의 이익도 낮은 수준에 그칠 것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이

란 가치가 훼손되는 결과에 이른다. 이런 결과는 정보주체인 개인들이

정부의 데이터 보안 조치들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

한 것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의 위험성 또한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게

된다.385) 그러므로 프라이버시의 위험성과 공공의 이익이란 가치들 사이

에서의 갈등 구조가 좀 더 악화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NIST2016은 공공의 이익이란 가치 이외에도 정부정책의 투명성

(transparency)과 ‘정책적 책임성(accountability)’이란 정책적 가치들도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설명한다.386) 정책의 투명성은 데이터 영역 맥락

383)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각주 1), 앞의 보고서, p.1.

384) 데이터를 상품의 입장에서 보면 데이터의 품질(quality)이 데이터 활용의

유용성 관점에서 중요한 가치이다. 데이터의 유용성에 대한 설명과 역선택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는 이 논문의 제2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385) 개인들이 정확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

이버시의 위험성은 오히려 낮아진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재식별을 하려는

데이터공격자가 확보된 정보들이 이런 부정확한 정보들에 기초한 경우라면 데

이터공격자들이 재식별을 하려는 유인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잘

못된 정보에 기초해서 정확하지 않은 재식별행위가 발생했지만 도리어 이런 부

정확한 재식별 행위가 재식별이 된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런 경우까지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

한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

386) NIST2016에서는 투명성과 정책적 책임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포함하

지 않고 있다. 투명성과 정책적 책임성에 대한 개념정의 및 설명은 이 논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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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공개의 문제인 데이터 투명성이 된다.387) 데이터

의 투명성과 관련해서 2009년 12월에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B. Obama)는 ‘공개정부에 대한 지침(Open Government Directive)’을

발표했다. 이 지침의 목적은 정부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 외부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 있기 때문에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

려는 사례가 된다.388) 비식별화의 궁극적 목적은 프라이버시 위험성의

절대적인 최소화가 아니라 프라이버시의 위험성과 데이터의 유용성 또

는 이런 공공 정책적 가치들 사이의 균형이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에 대

한 전체적인 고려가 분석에 포함되어야 한다.389)

(나) 프라이버시 위험성과 다른 가치들 사이의 비교의 중요

성

NIST2015에서는 비식별화에 대한 기술적 내용 소개 위주로 설명을

하고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란 좀 더 포괄적인 관점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NIST2016은 비식별화에 대한 설명에 앞

서서 개인정보보호 규제나 정책 결정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회적

가치들을 먼저 소개하고 있다. 그래서 비식별화란 단순한 통계적 처리

기법이 아니라 전체 프라이버시 규제의 맥락에서 살펴보고 있다는 차별

성이 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비식별화를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체제의 핵

심은 프라이버시의 위험성과 데이터의 유용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

이다.390) 그리고 데이터의 품질과 유용성의 개념적 구별을 통해 데이터

제2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각주 1), 앞의 보고서, p.3.

387)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각주 1), 앞의 보고서, p.13.

388)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각주 1), 앞의 보고서, p.2.

389)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각주 1), 앞의 보고서, pp.3, 14.

390)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각주 1), 앞의 보고서,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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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품질과 프라이버시 위험성 사이의 관계도 개인정보보호 맥락에서 고

려되어야 할 가치들로 제시되어 있다.391) 물론 이 두 가지 차원의 관계

들에 대한 정교한 설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

규제 체제에서 프라이버시의 위험성만이 고려되어야 할 가치들이 아니

라 이 개념과 비교해야할 다른 가치들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NIST2016은 재식별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위험성

평가 과정에 대해서도 이런 가치 비교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392)

위험성 평가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NIST2016에

따르면 위험성 평가의 이론적 목표가 위험성의 완전한 제거가 아니라

축소할 수 있는 위험성과 계속 남아 있는 위험성을 확인하는 것이다.393)

단지 위험성이 축소된 이후에도 남아 있는 위험성이 데이터 공개의 목

적에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비식별화처리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잔존해있는 재식별의 위험성을 용인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이

런 재식별의 위험성 평가 단계에 있어서도 프라이버시의 위험성과 데이

터 공개의 목적이란 다른 정당화될 수 있는 가치들 사이의 비교를 적용

하고 있다.

(다) 데이터 공격 측면에서의 다른 특징

NIST2015은 재식별의 위험성을 평가할 때 고려해할 요소들 중 하나

인 데이터 공격의 관점을 분석할 때 재식별을 하려는 잠재적 공격자의

재식별 능력과 동기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재식별의 동기 높

은지 또는 낮은지에 대한 판단은 데이터 자체가 민감하거나 관심을 끌

만한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394) 그런데

391)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각주 1), 앞의 보고서, 2016, p.4.

392)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각주 1), 앞의 보고서, 2016, p.15.

393)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각주 1), 앞의 보고서, 2016, pp.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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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ST2016은 공공데이터가 공개될 경우에는 재식별의 능력과 동기를 판

단할 때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개된

공공데이터세트 자체가 민감하지 않은 정보라고 해도 이 데이터세트가

민감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는 제3의 데이터세트를 재식별하는 것에 이

용될 수 있다면 해당 공공데이서세트에 대한 재식별 동기가 낮다고 단

정할 수 없다.395) 특히, 정부가 직접 공개한 데이터라는 사실 그 자체가

어떤 잠재적 공격자에게는 공격 동기를 가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

터세트 자체의 내용에 관계없이 재식별의 위험성이 여전히 높게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도 지적하고 있다.396) 게다가 누구라도 재식별 환경에 특

별한 제한없이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 데이터공

격자의 재식별 기술 자체는 높지 않다고 하더라고 재식별의 의지만 있

다면 무제한의 시간을 투자해서 가용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정보원들을

활용해서 재식별을 할 수 있는 구조이다.397)

이와 같이 공공데이터의 맥락에서는 재식별의 위험성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공공데이터를 공개하는 정부기관들은 이와 같은 포괄

적인 위험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하지만 NIST2016은 이런 환경

때문에 공공데이터의 재식별에서는 전세계의 모든 자원들이 활용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함으로써 공공데이터 자체의 위험성

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태도는 위험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398) 결국

공공데이터의 환경에 적합한 위험성 평가 작업을 통해 효과적인 비식별

화 기준과 방식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399)

394)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각주 1), 앞의 보고서, p.18.

395)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각주 1), 앞의 보고서, p.18.

396) 정부 행위에 대한 단순한 조롱, 우월감 확인 등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작

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각주 1), 앞의 보고서, p.18.

397) Garfinkel, Simon L.,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De-Identifying Government Datasets”(2nd draft), 2016, p.18.

398) Garfinkel, Simon L.,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De-Identifying Government Datasets”(2nd draft), 2016, p.18.

399) NIST2016는 위험성 평가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보고서 자

체에서 구체적인 위험성 평가의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위험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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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데이터의 생애주기(life cycle) 개념에 대한 설명

NAM2016은 데이터과학의 개념을 비식별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

하고 있다.400) NIST가 기술 표준에 관한 기구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좀

더 정교한 기술적 개념 하에 비식별화를 살펴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

로 추측된다.401)이런 맥락에서 NAM2016은 데이터과학에서의 기본 개념

인 데이터의 흐름, 즉 데이터의 생성에서부터 최종 활용 단계까지의 과

정인 데이터의 생애주기(life cycle)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NAM2016에 따르면 데이터의 생애주기란 “원본데이터(raw data)를 활

용가능한 지식으로 변형하는 절차”이다.402) 그래서 이런 생애주기 속에

서의 데이터는 어떤 고정된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과정 속에 위치한 동적인 개념 속에서 이해하는 개념이 된다.403)

NAM2016은 데이터의 생애주기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이유를 비식별

화를 다층적(tiered)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

다.404) 데이터의 생애주기는 데이터가 수집되고, 변형된 후 활용하는 과

에 대한 내용은 NIST에서 발간한 위험성 평가에 대한 보고서(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Guide of Conducting Risk

Assessments”(Special Publication 800-30, Revision 1), 2012)에서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Garfinkel, Simon L.,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De-Identifying Government Datasets”(2nd draft), 2016, p.18.

400) Garfinkel, Simon L.,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De-Identifying Government Datasets”(2nd draft), 2016, p.8.

401) 최근에 개인정보보호 논의에서 등장하기 시작하는 데이터거버넌스(data

governance) 개념 또한 데이터과학적 논의를 프라이버시 영역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결과이다. 이 데이터거버넌스 이론 체계도 데이터 생애주기의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의 지속적인 관리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402) Garfinkel, Simon L.,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De-Identifying Government Datasets”(2nd draft), 2016, p.21.

403) 데이터의 생애주기라는 개념은 결국 개인정보의 규제 또한 데이터의 동적

인 흐름을 잘 반영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래서 데이터가 생성되고 최

종적으로 활용되는 단계들 각각의 특징을 우선적으로 이해하고 , 이런 이해에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규제들을 세밀하게 마련할 필요성이 커진다. 데이터

의 생애주기라는 개념 자체가 비식별화의 규제 체제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아니면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적인 판단에서 재식별의 위험성, 즉 프라이버시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동적인 개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중요한 이

유들 한 가지가 된다. 이 논문의 제2장과 제3장에서 관련 설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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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비식별화 규제도 이런 과과정 속

에서의 각각의 단계에 적합한 형태로 개별화된 프라이버시 장치가 필요

하다는 의미이다. 현재까지는 아직 표준화된 데이터 생애주기 모형이

확립되어 있지는 않다는 인식 하에서 두 가지의 모형들을 소개한다.405)

첫 번째 모형은 데이터를 보유하는 주체가 외부에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내부적인 용도로만 활용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첫 번째 모형을

묘사한 [그림 5-6]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수집(collect)’→‘확인

(assure)’→’설명(describe)’→’저장(deposit)’→’유지 및 보관(preserve)‘→’

발견(discover)‘→’통합(integrate)‘→’분석(analyze)‘→’수집(collect)‘ 의 순

환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406)

404) Garfinkel, Simon L.,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De-Identifying Government Datasets”(2nd draft), 2016, p.21.

405) Garfinkel, Simon L.,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De-Identifying Government Datasets”(2nd draft), 2016, pp.21-22.

406) Garfinkel, Simon L.,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De-Identifying Government Datasets”(2nd draft), 2016, p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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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데이터의 생애주기(순환형)407)

[그림 5-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데이터 순환 흐름들 중 어느 단계에

서도 데이터가 외부에 제공되는 경우가 없다.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데

이터를 수집한 이후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연구를 해서 분석 결과

가 나오게 되면, 다시 이런 분석 결과들 속에서 새로운 변수들이 발견

되면 다시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해서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순환 구조

로 되어 있다. 결국 데이터관리자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세

트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다른 제3의 기관과 공유를 하지 않고 전적으로

내부적인 활용의 목적 하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폐쇄적인 생

애주기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407) Garfinkel, Simon L.,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De-Identifying Government Datasets”(2nd draft), 2016, 그림 1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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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모형은 데이터를 자체적으로만 활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자가 데이터 생애주기의 전 과정에 걸쳐서 직접적인 관리가 가능하

다.408) 그래서 데이터프라이시 관점에서 보면 프라이버시의 위험성이 낮

은 구조이기 때문에 NIST2016은 이 모형의 여러 단계들 중 어느 단계

에 어떻게 비식별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히고

있다.409) 비록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비식별화 조치를 적용한다면, 내부

데이터 처리의 목적 상 개인들을 식별하는 정보의 필요성 유무에 따라

수집 단계에 하거나 저장 단계에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410) NIST2016

은 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식별화 처리를 하는 이

유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단지 데이터관리주체를 정부기관으

로 상정할 경우 정부기관 내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이 데이터 처리에

관여하는 연구자들에 의한 우연한 재식별을 막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추측한다.411)

두 번째 모형은 위의 모형과는 대조적으로 데이터관리자가 자신들이

보유하는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는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 모형

은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

된 데이터를 내부에 보관하지 않고 말소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일단

공개된 데이터를 다시 내부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순환적

구조가 아니라 선형적(linear) 구조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412)

NIST2016은 두 번째 모형을 [그림 5-7]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408) Garfinkel, Simon L.,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De-Identifying Government Datasets”(2nd draft), 2016, pp.22.

409) Garfinkel, Simon L.,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De-Identifying Government Datasets”(2nd draft), 2016, pp.22.

410) Garfinkel, Simon L.,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De-Identifying Government Datasets”(2nd draft), 2016, pp.22.

411) 개인정보보호의 법규제 관점에서 보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

고 수집의 목적 하에서만 내부적인 이용을 할 경우에도 비식별화 처리가 필요

한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단지 NIST2016은 단순히 데이터 활용

및 분석이란 기술적인 관점에서 비식별화 처리를 적용한다면 어느 단계에서 하

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412) Garfinkel, Simon L.,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De-Identifying Government Datasets”(2nd draft), 2016,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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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데이터의 생애주기(선형)413)

위 그림을 보면 두 번째 모형의 데이터 생애주기는 크게 데이터 외부

공개의 이전과 이후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데이터 공개의 이전

부분은 ’데이터 수집(capture)’→’데이터 보관(maintenance)’→’데이터 합

성(synthesis)’→데이터 사용(usage)’의 과정이다.414) 데이터 공개의 이후

부분은 ‘데이터 공개(publication)’ 또는 ‘데이터 보관’→‘데이터 파기

(purging)’이다.415) 이 단계들 중에 비식별화 처리를 어느 단계에서 적용

할지에 대한 결정은 데이터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데이

터관리자가 자체적인 보관 및 사용을 위해서도 식별성인 있는 정보를

원한다면 비식별화 처리는 데이터 공개의 단계에서 할 수 있다.416) 반면

413) Garfinkel, Simon L.,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De-Identifying Government Datasets”(2nd draft), 2016, 그림 2 인용.

414) Garfinkel, Simon L.,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De-Identifying Government Datasets”(2nd draft), 2016, pp.22-23.

415) Garfinkel, Simon L.,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De-Identifying Government Datasets”(2nd draft), 2016, pp.22-23. 데이터 파

기(purging)이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영속적으로(permanently) 말소하

는 행위를 의미한다. 영속적인 제거이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가 파기된 저장 공

간은 다른 데이터들을 위한 저장 장소가 된다.

https://www.techopedia.com/definition/28042/data-purging (2017.11.10. 최근 방

문).



- 176 -

에 데이터관리자가 내부적인 용도로 식별성이 있는 정보를 보유할 필요

가 없다고 판단하면, 데이터 공개의 이전 부분의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부터 비식별화 처리를 적용하게 된다.417)

(마) 11단계 비식별화의 적용

NIST2015와 마찬가지로 NIST2016도 NAM보고서에서 제시한 11단계

비식별화 모형을 인용하고 있다.418) NIST2015에서는 이 11단계 모형이

데이터의 공격 관점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했

다.419) NIST2016에서는 11단계 비식별화 모형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NIST2015와는 다른 관점에서 11단계 모형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

래서 NIST2016은 우선적으로 11단계 비식별화 모형이 현재 가장 많이

통용되는 이론 체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420) 전통적으로 긴 역사

동안 미국의 연방정부 기관들과 의료 산업 부문에서 많이 채택한 방식

으로서 개념적으로도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421) 하지만 앞으로의 데이

터 환경에서는 개인정보보호의 보호는 정밀한 수학적 모형에 기반한 접

근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11단계 비식별화 모형은 프라이버시 보호에 한

계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422) 하지만 NIST2016에서는 정밀한

모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423)

416) Garfinkel, Simon L.,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De-Identifying Government Datasets”(2nd draft), 2016, p.23.

417) Garfinkel, Simon L.,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De-Identifying Government Datasets”(2nd draft), 2016, p.23.

418) NAM보고서의 11단계 비식별화에 대한 내용은 제5장 제3절 2.(1)에서 확

인할 수 있다.

419)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 앞의 보고서(각주 121) p. 9.

420) Garfinkel, Simon L.,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De-Identifying Government Datasets”(2nd draft), 2016, p.38.

421) Garfinkel, Simon L.,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De-Identifying Government Datasets”(2nd draft), 2016, p.38.

422) Garfinkel, Simon L.,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De-Identifying Government Datasets”(2nd draft), 2016, p.38.

423) NIST2016에서 차분적프라이버시 모형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의 비식별화 방식에 대한 흐름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제시되었기 때문

에 차분적프라이버시 방식이 NIST2016이 생각하는 수학적으로 정밀한 모형인

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Garfinkel, Simon L.,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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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EU

1.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개괄 및 특징

(1) DPD와 GDPR

서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유럽 다수의 국가들이 1993년 11월 1일에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 형성하면서 경제적 공동체를 넘어서 정치

적 공동체로의 변화를 추구했다. 이런 변화에 따라 EU 차원의 법정책들

이 제시되기 시작했고, 1995년도에 ‘EU개인정보보호지침(EU Data

Protection Directive, “DPD”)이 발표되었다.424) DPD는 법적으로 강제력

이 없는 ’지침‘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EU회원국들에 직접적인 영향력

을 행사하지 않는다. 지침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EU회원국들의 국내법규

정에 반영됨으로써 개별 국가에 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이

기 때문에 DPD는 개별 EU회원국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EU시민들에게 간접적인 영향력을 준다.

DPD가 발표되고 DPD에서 제시한 원칙들이 개별 국가의 개인정보보

호에 대한 국내법들에 반영되는 형태로 운영되었지만 데이터의 국제적

이동의 양이 급증하면서 좀 더 통일적인 형태로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

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DPD의 규정 자체가 전체적으로 추

상적인 기본원칙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EU

회원국들의 재량에 위임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EU회원국

들이 적용하는 개인정보의 규제 내용들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에 DPD를 대체하는 새로운

and Technology, “De-Identifying Government Datasets”(2nd draft), 2016, p.7

참조.

424) EU Data Protection Directive(95/46/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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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형태인 ‘개인정보보호일반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의 초안이 제시되었고, 거의 4년 동안의 논의를 거

쳐서 2016년 4월에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에서 최종적으로 승

인되었다.425) 그래서 GDPR은 DPD와 다르게 EU회원국들에게 직접적인

효력을 미친다. 이 최종승인일로부터 2년 정도의 기간 이후인 2018년 5

월 25일부터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이전까지는 DPD가 여전히 적용되므로, DPD와 GDPR의 모두의 관점에

서 비식별화(또는 익명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426) DPD

와 GDPR의 비식별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이전에 먼저 DPD와

GDPR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개인정보보호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

본다.

법적인 효력의 측면 이외에도 실제 규제의 내용 측면에서는 DPD의

규정보다 좀 더 상세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더 나아가 ’설계상의

프라이버시(privacy by design)’이나 ‘타겟광고(target marketing)’ 맥락

과 같이 빅데이터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는 규제의 내용들도 도입이 되

었다. 하지만 빅데이터 시대에 맞추어 데이터의 활용 중심으로 변화되

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도리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의 요건을 좀 더

엄격하게 하고 있어서 개인정보의 보호에 좀 더 치중하고 있다는 의견

들도 있다. 결국에는 GDPR이 실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 후의 실제

운용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GDPR에서의 전문가 집단인 EDPS(

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가 GDPR의 개별 조항들에 대한 어떤

의견서들을 내놓는지에 따라 GDPR의 적용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판

425)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처음으로 초안을 제출했고, 이

초안에 대해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와 유럽평의회(European

Council)가 각각의 수정안들을 제시했다. 이 세 기관들 사이의 논의와 협의

과정을 통해 2016년에 최종본이 확정된 것이다.

https://edps.europa.eu/data-protection/data-protection/legislation/history-gener

al-data-protection-regulation_en(2017.11.02. 최근 방문) 참조.

426)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본 논문에서는 비식별화와 익명화의 용어 사용과

관련해서 비식별화로 통일적으로 적용한다. 유럽의 경우 익명화란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익명화를 괄호 표시로 해서 병기했다. 하지만 이

후부터는 특별히 두 용어의 구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식별화로 통일

해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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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할 수 있다.

(2)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기본권적 관점을 기반으로 한 규제

DPD와 GDPR 모두 개인정보의 보호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

(fundamental right)이라고 밝히고 있다. DPD의 recital에서는 프라이버

시권은 개인의 기본권적인 속성을 가진다는 취지의 표현을 하고 있

다.427) 더 나아가 DPD의 recital은 프라이버시권이 유럽인권협약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의 제8조에서도 확인되는 권리라는 사실을 선언

하고 있다.428) DPD의 경우에는 프라이버시권이란 표현을 사용한 반면

GDPR은 프라이버시권이라는 표현 대신에 ’개인정보의 보호(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는 용어를 사용해서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개인의 권리는 기본권이라고 좀 더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429) DPD와

마찬가지로 GDPR 또한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개인의 권리는 유럽인

권협약의 제8조에서 확인된 권리라는 사실도 재확인하고 있다.430)

(3) 일반법 중심의 포괄적인 규제 및 보건의료정보

427) EU Data Protection Directive(95/46/EC), recital(recital) 제2조 (“...they

must...respect...their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notably the right to

privacy, and...). DPD 본문의 조항과 recital의 조항 사이의 관계 자체를 포함해

서 이 recital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 확립된 견해는 없다. recital을 일종

의 해설 부문으로 보는 의견들도 있지만, recital의 내용들 자체가 DPD 본문에

서 밝히지 못한 기본 원칙들이나 DPD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점들

을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428) EU Data Protection Directive(95/46/EC), recital(recital) 제10조.

429)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EU), recital 제1조(“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in relation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s a

fundamental right...)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라는 표현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권리라는 용어로 바꾼 입법적 취지가 GDPR상에서는 드러나 있지 않다.

하지만 데이터 산업의 비중이 급증하면서 데이터 자체를 규제의 분야에서 좀

더 독자적인 영역으로 보아야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

한 규제를 단순히 프라이버시의 관점에서만 접근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추측된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프라이버시의 개념 비교에 대한 설명은

이 논문의 제2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430)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EU), recital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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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이와 같은 기본권적 접근법을 전제로 해서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EU에서 마련한

DPD와 GDPR 모두 개인정보 분야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적인

규율 체계를 전제로 한다. 그래서 DPD와 GDPR은 금융정보, 보건의료

정보, 생체정보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개인정보에 적용된다. 하지만 특

정한 종류의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에게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하면

서 민감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개인정보에 같

은 수준의 법적인 부담을 지울 수 없다는 사실도 이 두 규제들 모두에

서 인지하고 있다.

DPD과 GDPR 모두 특정한 영역에 해당한 정보는 좀 더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에 좀 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431) DPD는

특정한 영역의 정보에 대한 별도의 조항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정보에

해당하는 예시들을 열거하고 있다. 그 열거된 정보들 중 하나에 보건의

료정보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DPD와 GDPR 모두 보건의

료정보에 명시적으로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432)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 태도는 DPD와 GDPR 모두 동일하지만, GDPR에서는 보

건의료정보의 개념 정의 규정을 넣고, 또한 recital에는 보건의료정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종류의 정보들을 나열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433)

특별한 영역에 해당하는 정보들 중 유일하게 개인의 건강에 관한 보건

의료정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만하다.

431) DPD와 GDPR에서 정의하는 ‘특정한 영역에 해당하는 정보(special

categories of (personal) data’는 데이터 관점에서의 민감정보(sensitive data)에

해당한다. EU Data Protection Directive(95/46/EC), 제8조,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EU), 제9조 참조.

432) 보건의료정보를 “data concerning health”로 표현하고 있다. EU Data

Protection Directive(95/46/EC), 제8조,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EU), recital 제35조, 제4조, 제9조.

433) GDPR의 제4조에서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EU), 제4조(Data concerning health means

personal data related to the physical or mental health of a natural person...

which reveal information about his or her health status)

. GDPR의 recital 제35조에서 보건의료정보에 해당하는 개별 데이터들의 예시

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EU),

recital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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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실을 통해 볼 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데이터들 중 보건의료정

보의 보호와 활용에 대해서 EU 차원에서의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DPD와 GDPR의 적용에 있어서 일부 규정들의 경우에는

보건의료정보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비식

별화 자체의 규제 측면에서는 보건의료정보 만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거

나 보건의료정보가 포함된 특별한 종류의 정보들에게 전반적으로 특별

하게 적용하는 명시적인 규정들은 없다. 그래서 비식별화 규제의 맥락

에서는 DPD와 GDPR에 제시된 일반적인 규정들이 모두 동일하게 보건

의료정보에도 적용된다. 이런 사실을 전제로 해서 DPD와 GDPR의 비식

별화 규제에 대한 내용들을 다음의 단락에서 살펴본다.

2. 비식별화 규제에 대한 내용

(1) DPD

DPD의 recital §26에서는 아래와 같이 개인의 식별가능성 개념 표지

와 함께 익명화(anonymous)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434)

“(이 지침에 따른) 보호의 원칙은 식별되거나 식별될 수 있는 개인에

적용되어야 한다; 개인의 식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데이터컨트롤러

(controller) 또는 다른 사람이 대상되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합리적(reasonably)으로 예측되는 모든 수단들을 고려해야

한다435);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은 익명화된 데이터에는 적용되

434) EU Data Protection Directive(95/46/EC), recital §26. 고학수 외,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및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타당성 검토 및

가이드라인 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p.76 조문 번역 인용(추가적으로

밑줄을 삽입)

435) DPD와 GDPR 모두 데이터를 수집해서 관리하는 주체를 데이터 컨트롤러

(data controller)라고 표현한다. 주의할 점은 데이터 컨트롤러와 본 논문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한 데이터관리자는 많이 유사하지만 동일한 개념은 아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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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데, 이때의 익명화는 더 이상 식별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436); 실행규칙(code of conduct)이 데이터가 익명화되는

방식에 대한 안내서(guidance)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위 DPD의 recital 규정은 익명화된 데이터는 규제 대상이 되는 개인

정보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익명화에 대한 언급은 이 DPD

의 recital에만 명시되어 있을 뿐, DPD의 본문에는 익명화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별도의 조항들은 없다. 그리고 DPD는 익명화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자세한 내용은 EU 회원국의 실행규칙(code of

conduct)등을 통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437)

DPD가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

을 명시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익명화할 수 있다면 익명

화된 정보는 자유롭게 공유하고 제공할 수 있다는 신호를 수범자들에게

준 것은 사실이다.438) 하지만 DPD의 내용 자체만으로는 익명화된 정보

가 되기 위한 실질적인 기준이나 방식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439) 도

리어 recital §26의 내용 자체가 전체적인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에 대한

상반된 접근법들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서 recital §26 자체가 비식별

화에 대한 DPD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혼란만을 가중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440) DPD의 recital §26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

데, 전반부는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인 식별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개념적 정의 하에서 데이터를 제공

받는 제3자에 대한 대비적인 개념으로 데이터관리자라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

용했다. 하지만 엄격하게 설명하면 data controller와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데

이터관리자는 정확하게 동일한 대상은 아니다. DPD와 GDPR의 경우 Data

controller는 이 주체로부터 데이터의 처리를 위탁받는 data processor에 대비되

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Data controller와 data processor는 마치 동일한

기업의 본사와 지부의 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는 data controller가 아니

라 data processor가 제3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436) ‘더 이상 식별되지 않는 방식’은 원문 표현의 ‘irreversible’을 번역한 것이

다.

437) EU Data Protection Directive(95/46/EC), recital §26, §61, §27 참조.

438) S. Stalla-Bourdillon and A. Knight, 앞의 논문(각주 126), p.1.

439) Waltraut Kotschy, “The new General – Is there sufficient pay-off for

taking the trouble to anonymize or pseudonymize data?” (draft), p.1, 2016.

440) S. Stalla-Bourdillon and A. Knight, 앞의 논문(각주 126),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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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반면에, 후반부는 이와 개념적으로 상반된 익명화된 정보를 설명

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441)

이런 평가는 기본적으로 DPD의 recital §26와 GDPR recital §26 모두

에 적용이 된다. DPD의 recital §26와 GDPR의 recital §26는 구체적인

문장들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식별화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법 관점

에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DPD의 recital §26와

GDPR의 recital §26 모두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를 어떤 이론적 관점에

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

할 수 있다.442) 그래서 DPD recital §26에 대한 이런 비판적 견해는

GDPR recital §26에도 그대로 적용된다.443)

이 견해는 이미 앞 부분에서 설명한 비식별화에 대한 상반된 두 가지

입장을 그대로 전제로 한다.444) Ohm과 Narayanan으로 대변되는 비판

적 관점과 El Emam으로 대변되는 옹호적 관점의 차이를 기본적 전제

로 한다. Ohm의 입장에 따르면 아무리 강력한 비식별화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pc와 모바일을 포함한 온라인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대

441) S. Stalla-Bourdillon and A. Knight, 앞의 논문(각주 126), p.2 참조. 이와

대조적으로 WP29(DPD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기구의 명칭을 간략하게 표시한

것)가 제시한 익명화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서에서는 recital §26의 후반부에 설

명한 합리적 기대가능성이 recital §26의 전반부에 있는 익명화된 정보의 구체

적인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의견서는 익명화된 정보에 해

당하는지에 대한 결정의 기준으로 해당 정보의 식별성(identifiability)이 ‘합리적

으로 불가능한지(reasonably impossible)’의 여부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합리

적 예측가능성이란 기준 자체를 식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즉 식별의 위험

성이 있는지 없는지의 이분법적 가치와는 상반된 관점에서 보는 것이 타당하

다. 왜냐하면 합리적 예측가능성은 본문에서도 설명한 것과 같이 식별의 위험

성이 0이 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즉 식별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어떻

게 하면 존재하는 식별의 위험성을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WP29의 이런 관점은 DPD의 규정 상의 문제를 여전

히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 인용 문헌의 의견

을 전제로 한다. EU Commission, 앞의 보고서(각주 129), p.8 참조.

442) Sophie Stalla-Bourdillon and Alison Knight, 앞의 논문(각주 126), p.2,

2016.

443) GDPR의 recital §26에서의 논의는 GDPR에 대해 설명하는 다음 단락에서

설명한다.

444) 이 논문의 제3장에서 Ohm의 견해와 Elmam의 견해에 대한 자세한 논의

를 했다. 여기서는 필요한 부분들을 요약하는 정도로 관련 내용들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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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다양한 외부 정보들을 고려하면 재식별의 확률을 0(zero)으로 하

는 것은 불가능하다.445) 재식별의 확률이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재식

별의 위험성에 언제든지 노출되는 상황에서 비식별화 방식을 통한 프라

이버시 해결책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이런 이

론적 입장을 규범적 영역에서 재구성하면 식별가능성이 전혀 없는 정보

(즉, 재식별의 확률이 0인 정보)의 경우에 개인정보의 규제들의 적용에

서 면제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된다는 이분법적 접근법이 된

다.

DPD의 recital §26에서의 후반부에 있는 익명화에 대한 내용은 이런

이분법적(binary) 접근법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446) 위에서도 본 것

과 같이 recital §26에 따르면 개인을 더 이상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즉

재식별의 위험성이 0인 데이터는 익명화된 정보에 해당하여 DPD의 규

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447) 그래서 이 내용들만 보면 재

식별의 위험성이 0이어서 DPD의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 익명화된 정보

과 재식별의 위험성이 0이 아니기 때문에 DPD의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

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만 구분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익명화에 대한 부분은 비식별화에 내재된 재식별의 위험성의 존재를 전

제로 위험성을 재식별의 위험성 확률이 0인 정보와 재식별의 위험성 확

률이 1인 정보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보의 스펙트럼(spectrum)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이분법적인 접근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448)

DPD recital §26의 후반부가 이와 같이 Ohm의 이분법적인 접근법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라면, DPD의 recital §26의 전반부는 비식별화의

문제를 이런 이분법적인 태도가 아니라 재식별의 위험성 관리의 차원에

서 접근하고 있다. 이런 접근법은 결국 재식별의 위험성 관리를 통한

445) Ohm, P., "Broken Promises of Privacy: Responding To The Surprising

Failure of Anonymization", 57 UCLA Law Review 2701, 2010, p.2708.

446) S. Stalla-Bourdillon and A. Knight, 앞의 논문(각주 126), p.2.

447) EU Data Protection Directive(95/46/EC), recital §26.

448) S. Stalla-Bourdillon and A. Knight, 앞의 논문(각주 126),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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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별화의 확립을 주장한 El Emam의 인식을 전제로 한다. El Emam

은 이미 설명한 것과 같이 재식별에 대한 위험성의 지속적인 관리로 재

식별의 위험성을 통제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비식별화 방식의 유용성을

주장한다.449) 재식별의 위험성을 0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데이터

환경이란 특정 맥락에 적합한 방식들로 비식별화처리가 적용된 데이터

세트의 재식별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규제의 도구로서의 비식별화의 가치는 여전히 높다는 의미

인 것으로 판단된다.450)

이와 같은 위험성 관리를 바탕으로 한 El Emam의 비식별화 접근법

은 DPD의 recital §26에서 제시한 식별가능성의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

다. 이 §26가 제시한 식별가능성 기준은 두 가지의 개념적 영역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재)식별 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를 ’데이터콘

트롤러 또는 다른 사람‘으로 표현한 부분이다.451) 그리고 두 번째는 식

별가능성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부분으로써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범위로 한정해서 개인의 식별가능성을 판단한다고 표현하고 있다.452) 첫

번째의 경우는 재식별 행위를 할 수 있는 데이터공격자가 될 수 있는

주체를 ’데이터컨트롤러‘ 또는 ’다른 사람‘으로 제시한 표현으로서, 데이

터공격자란 데이터 환경적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453) 두 번째의 경우는

449) El Emam, K. and Arbuckle, L., Anonymizing Health Data, 2014,

O'Reilly, p.4, El Emam, K., Gratton, E., Polonetsky, J., and Arbuckle,

L.,“The Seven States of Data: When is Pseudonymous data not Personal

Information?”(draft), 2016, p.6 참조.

450) El Emam, K. and Arbuckle, L., Anonymizing Health Data, 2014,

O'Reilly, p.11 참조.

451) EU Data Protection Directive(95/46/EC), recital §26.

452) EU Data Protection Directive(95/46/EC), recital §26.

453) 이 논문의 제3장에서 설명한 것 같이 데이터공격행위에는 의식적 공격,

우연한(inadvertent) 공격, 그리고 데이터 유출(breach)이 있다. 데이터콘트롤러

가 재식별 행위를 한다면 우연한 공격의 유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데이터콘트

롤러(실질적으로는 데이터콘트롤러라는 기업 또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가 합

법적으로 보유한 데이터를 분석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외부 지식을 통해 우

연적으로 비식별화처리된 특정 데이터를 재식별하는 경우이다.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제3자적 입장에서의 의식적 공격 유형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같이 데이터공격자를 누구로 상정하는지에 따라 재식별의 위험성 산정 시

나리오가 달라지기 때문에 데이터공격자는 데이터환경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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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으로 식별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 식별가능성의

판단 기준을 합리적 예측가능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기준이 비식별화에 대한 위험성 관리 관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

단하는 근거는 ’예측가능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라는 제한

적 용어에 있다.454) 만약 ’합리적으로‘라는 표현이 없다면 식별가능한 경

우가 무한대로 확장되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식별의 위험

성이 0인 경우만 식별가능성이 없는 데이터로 판단된다. 결국 이 표현

이 없는 경우에는 recital §26가 익명화 정보의 개념 정의에 적용하는

이분법적 태도와 일치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합리적 예측가능성 기준

은 특정 데이터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재식별의 위험성만을 고

려하기 때문에 만약 일반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재식별의 가능성이 있

는 경우는 식별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455) 이런 해석 하에

서는 재식별의 위험성을 0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주어진

데이터 환경에서 재식별의 위험성을 관리하는 형태가 된다.

이와 같이 DPD에서는 익명화에 대해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DPD의 recital이나 본문 모두 이런 불문명한 해석의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별도의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단지 DPD는 익명

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EU회원국들이 실행규칙(code of

conduct) 형태로 마련할 수 있는 위임구조를 채택하고 있다.456) 그런데

DPD는 개별 국가에게 이 실행규칙을 마련할 것을 강제하지 않기 때문

에 각각의 EU 회원국이 독자적인 재량적 판단으로 실행규칙을 만들지

여부를 결정한다.457) 현재까지 DPD recital §26의 위임 규정에 따라 익

명화에 대한 실행규칙을 마련한 국가는 실질적으로 영국 정도이다.458)

454) S. Stalla-Bourdillon and A. Knight, 앞의 논문(각주 126), p.2.

455) DPD recital §26는 합리적 예측가능성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하지만 GDPR의 recital §26에서는 합리적 예측가

능성 기준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다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GDPR을 설명하는 다음 단락에서 확인한다.

456) EU Data Protection Directive(95/46/EC), recital §26.

457) EU Data Protection Directive(95/46/EC), recital 제61조, (본문) 제27조.

458)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ICO, UK), Anonymisation: man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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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EU 역내에서의 자유로운 개인정보의 이동을 위해 개

인정보 의 보호 수준들을 일치시킨다는 DPD의 기본 취지가 달성되기

어렵다.459) 왜냐하면 익명화에 대한 실행규칙을 마련한 국가와 그렇지

않는 국가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DPD의 규제를 받지 않는 익명화된 정

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들이 EU회원국들 사이에서 일관성이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EU 역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하려던 사업자들이 DPD 규정에만 의존해서 익명화 방식을 적용하

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DPD가 제시하고 있는 익명화 조항이 이와 같은 불명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익명화 조항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릴 수 있는 문헌

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그에 따라 DPD의 제29조에 근거해 설

치된 EU 차원의 독립적인 기구인 ‘제29조 작업반(Article 29 Working

Party, “WP29”)’에서 익명화에 대한 의견서(Opinion)를 2014년 4월에 발

표했다.460) WP29의 기능과 함께 이 의견서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본

후 GDPR에서 제시한 익명화에 대한 조항들을 살펴본다.

(2) WP29의 익명화에 대한 의견서

가. WP29의 기능과 역할

WP29는 DPD 체제 하에서 DPD 제29조에 근거하여 형성된 기구이다.

이 기구는 개별 EU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 기관들의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EU 차원의 조직 구조 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461) WP29

는 DPD 그리고 DPD 체제 하에서 적용되는 EU회원국들의 개인정보 관

data protection risk code of practice, 2012.

459) EU Data Protection Directive(95/46/EC), recital 제8조(“...in order to

remove the obstacles to flows of personal data, the level of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such data must be equivalent in all Member States...”).

460) EU Commission, 앞의 보고서(각주 129).

461) EU Data Protection Directive(95/46/EC), 제2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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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국내법규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462) 이런 확인을 통해 WP29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DPD의 개정에 대한 권고(advise)를 포함

해서 EU 차원에서 개인정보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들을 EU집행위

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463) WP29는 조직적으로 자문기관의 성격을 가

지기 때문에 WP29가 결정한 의견들이 EU집행위원회를 법적으로 구속

하지는 않는다.464) 하지만 WP29가 EU집행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EU집행위원회는 그 의견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결과를 고

지할 의무가 있다.465)

이와 같이 WP29의 의견들을 EU집행위원회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확

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모습에서는 WP29의 영향력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개별 EU회원국들에서 개인정보를 관장하는 기관들

의 대표들이 주로 WP29를 구성하기 때문에 WP29의 실질적인 영향력

을 더 크다.466) 그래서 WP29가 발표하는 의견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한 논의 사항들에 대한 것으로서, EU 내에서는 매우 공신력이 높은

견해로 간주되고 있다.

나. 의견서의 내용

(가) 배경 및 개념적 전제

영국의 개인정보보호기구인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ICO”)의 실행규칙이 2012년에 발표된 이후, 2014년에 EU집행위

원회는 WP29가 제시했던 익명화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서(Opinion)를

공개했다.467)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WP29에서 작성하는 의견서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익명화 기술에 대한 이 의견서 또

462) EU Data Protection Directive(95/46/EC), §30-1.

463) EU Data Protection Directive(95/46/EC), §30-1.

464) EU Data Protection Directive(95/46/EC), §29-5.

465) EU Data Protection Directive(95/46/EC), §30-5.

466) EU Data Protection Directive(95/46/EC), §29-2 참조.

467) EU Commission, 앞의 보고서(각주 129).



- 189 -

한 형식적으로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하지만 EU 회원국들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의 수장들이 참가해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

로 한 견해이기 때문에 이 의견서에서 설명하는 익명화에 대한 내용은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는 기업과 연구기관들에 실무적으로는

높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WP29의 익명화 의견서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완화함과 동시에

개인과 사회를 위한 공개된 데이터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전략으로서

익명화의 잠재적 가치를 인지하고 있다.468) 하지만 동시에 데이터로서의

효용가치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진정으로 익명화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어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다.469) 특히 DPD recital

§26에서 제시한 익명화에 대한 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어 있다는

인식에 근거해서 EU 내에서 익명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공

유하고 활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470)

익명화의 기준과 관련해서 DPD에서 규정한 익명화 또는 익명화 정보

의 개념 정의를 분명하게 설명하지는 않는다. 단지 WP29 익명화 의견

서는 다른 유사 개념들과의 구분을 통해 익명화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

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적으로는 개인정보와 익명화 정보를 이분법적

으로 구분하여 생각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분법적으로 파악할

경우 그 사이에 중간영역은 없으며,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령

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471) 이 때 데이터관리자(data controller)들은

적지 않은 경우에 개인식별정보를 제거하면 익명화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472)이 있다. 예컨대, 개인정보에서 개인식별정보가 제거되어 가명화

된 정보(pseudonymized data)도 익명정보의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할 가

468) EU Commission, 앞의 보고서(각주 129), p.2.

469) EU Commission, 앞의 보고서(각주 129), p.2.

470) EU Commission, 앞의 보고서(각주 129), pp.5-6.

471) CNIL, WP 29 Opinion on anonymization techniques, 29th May 2015,

p.4.

472) CNIL, WP 29 Opinion on anonymization techniques, 29th May 2015,

p.4.



- 190 -

능성이 있다. 하지만 WP29 익명화 의견서는 가명화(pseudonymized)와

익명화(anonymized)는 구별되며, 이에 대한 인식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473)

이러한 개념적 전제 하에 WP29 익명화 의견서는 DPD를 포함한 EU

의 법규들에서 제시된 익명화의 개념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

해 제시한 4가지 원칙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474)

1. 익명화는 정보주체의 재식별을 비가역적(irreversibly)으로 방지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한 결과물

2. EU 법규들 중 특정 ‘익명화 기법(anonymisation technique)’의

기준을 제시하는 규범은 없음

3. 식별가능성 판단에 있어서 맥락적 요소의 중요성 강조

4. 위험성 요소는 익명화의 본질적 특징

이 4가지 특성들을 통해 볼 때 WP29 익명화 보고서는 DPD에서 규정

한 익명화에 대한 조항들이 익명화 또는 비식별화는 원래 데이터 처리

와 관련한 기술적 개념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나마 지적하고 있다. DPD의 규정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판이나 평가

를 하는 형태가 아니라, 현재 DPD의 규정 내용들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 간과될 수 있는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475) 그래서

WP29 익명화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익명화 또는 비식별화의 기술적 관

473) CNIL, WP 29 Opinion on anonymization techniques, 29th May 2015,

p.4.

474) WP29 익명화 의견서는 DPD이외에도 e-Privacy Directive(Directive

2002/58/EC)에서 제시한 익명화 개념도 살펴보고 있다. EU Commission, 앞의

보고서(각주 129), p.6.

475) WP29 익명화 의견서의 제목 자체가 ‘익명화 기법(anonymisation

technique)’이라는 사실에서 보면 이 의견서의 방향을 더욱 추측하기 쉽다. 만

약 DPD와 같은 법규적 내용의 평가에 초점을 두었다면 익명화 기법이란 표현

이 아니라 익명성(anonymity)이란 DPD의 표현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WP29 익명화 의견서는 의견서에서 의도적으로 익명성 또는 익명데이

터(anonymous data)라는 용어 대신에 익명화 기법이란 표현을 사용한다는 사

실을 명시하고 있다. EU Commission, 앞의 보고서(각주 129), p.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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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대한 설명들에 집중을 하고 있다.476) 이런 기술적 관점의 기본적인

두 가지 요소는 데이터 자체에 대한 비식별화 기법의 적용과 재식별의

평가 및 관리 관점에서의 데이터 환경이란 맥락이 된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설명들을 각각 다음의 단락에서 제시한다.

(나) 익명화의 기술적 기법들의 설명

이런 현실적인 인식 하에서 WP29 익명화 의견서는 익명화의 기술적

인 방식들에 대한 개별적인 설명을 의견서의 본문의 일부로 포함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477) 이러한 기술적인 방식들을 크게 무작위화

(randomization)와 범주화(generalization)로 구별한 후 차분프라이버시

(differential privacy), 소음추가(noise addition), k-익명성(k-anonymity),

l-다양성(l-diversity), t-근접성(t-closeness) 등과 같은 기술적, 통계적

기법들을 소개한다.478) 개별적 기술의 내용과 함께 그 기술의 장점과 단

점, 그리고 공통적인 실수 또는 오류 등도 같이 밝히고 있다.

WP29 익명화 의견서는 이런 기술적 방식들의 적용가능성을 아래와

같이 세 가지 기준으로 설명한다.479)

(1) 개인을 구별(singling out)해낼 가능성

(2) 개인과 관련된 기록물에 연결(linking)될 가능성

(3) 개인에 대한 사실을 추론(inference)할 가능성

(1)의 개념은 데이터세트에 있는 특정인에 대한 레코드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480) (2)의 경우는 (1)과 같이 특정인의 레코드를

476) Polonetsky, Jules, Tene, Omer, and Finch, Kelsey,“Shades of Gray:

Seeing the Full Spectrum of Practical Data De-Identification”, 56 Santa

Clara Law Review 593, 2016, pp.603-604.

477) WP29 익명화 의견서는 본문 이외에도 부록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부록

에서는 익명화 기법들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EU

Commission, 앞의 보고서(각주 129), pp.27-37.

478) EU Commission, 앞의 보고서(각주 129), pp.11-16.

479) EU Commission, 앞의 보고서(각주 129), pp.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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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할 정도는 아니지만 최고한 별개의 데이터세트에 존재하는 두 개

이상의 레코드가 동일한 그룹(group)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가

능성을 가리킨다.481) 마지막으로 (3)은 상당한(significant) 확률로 다른

속성들을 통해 특정 속성을 추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482) 이

세 가지가 재식별의 맥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성이기 때문에

최상의 해결책은 세 가지 모두의 재식별 위험성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483)

WP29 익명화 보고서는 최상의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익명화 기법을 포

함한 다양한 방식들-차분프라이버시, 소음추가, k-익명성, l-다양성, t-

근접성), 해싱(hashing)/토크나이제이션(tokenization), 대체

(substitution)-이 위 세 가지 측면의 위험성에 대한 대응에 효과적인지

여부를 설명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익명화 기법들의 특징과 장단점

을 기술중립적 입장에서 설명하는 정도이고, 이런 기법들의 적용 방식

과 위에서 설명한 최상의 해결책 사이의 관계는 사안(case-by-case)에

따라 다르다는 정도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484) 이와 같이 개별 데이터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재식별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는 데이터

환경이란 맥락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위 세 가지 위

험성에 대한 익명화 기법들의 특징을 [표 5-5]로 정리한다.485)

480) EU Commission, 앞의 보고서(각주 129), p.11.

481) EU Commission, 앞의 보고서(각주 129), p.11.

482) EU Commission, 앞의 보고서(각주 129)4, p.12.

483) EU Commission, 앞의 보고서(각주 129), p.12 참조.

484) EU Commission, 앞의 보고서(각주 129), p.24.

485) 이와 같은 개념적 정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WP29 익명화 보

고서는 재식별의 위험성에 대해 실질적인 어떤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재식별 위험성은 단순히 이론적 설명 정도로만 제시되

고 있는데, 규범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보호 규제는 이

세 가지의 위험성들 중 어느 정도의 재식별 위험성 까지를 보호 대상으로 설정

해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개별 국가들의 기업이나 연구기관들은 익명화 기법에

대한 나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지침이나 기준

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런 사항은 뒤에서 별도의 단락으로 설명할 wp29 익명

화 보고서에 대한 비판과 일맥상통한다. EU Commission, 앞의 보고서(각주

129), p.23-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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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익명화 기법과 식별의 위험성486)

(다) 익명화 기법들의 적용에 있어서의 맥락(context) 강

조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개별적으로 나열된 기술적 방식들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이 강조되어 있다. 각

486) EU Commission, 앞의 보고서(각주 129), figure 6 인용 및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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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기법들이 지닌 장점과 단점이 모두 개별 사건의 맥락에 따라 적용

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어떤 하나의 기술적 방식이 언제나 우

월적인 기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맥락에 따라 최적의 기법들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이 의견서의 결론에 따르면, 익명화 기법들이 프라

이버시의 보호책을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익명화 절차를 창출하는 것

에 이용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런 기술적인 접근법이 의도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익명화

절차의 맥락과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즉 재식별의 위험성과 관련된, 나

아가 비식별화의 규제 체제와 관련된 최적의 해결책은 사안별

(case-by-case)로 결정되고, 해당 사안에 따라 위에서 설명한 기법들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최적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487) 그러므로 이

의견서는 기술적은 접근법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개별적인 맥락의 중

요성에 주목하고 있다.488) 즉, 사안별 해결책과 절차를 강조하는 관리적

측면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맥락을 이루는 구체적인 요소들을 나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원래 데이터의 특성, 보안 장치를 포함한 데이터 통제 체제, 샘플

(sample) 크기, 공공정보에의 접근 가능성, 제3자에 대한 데이터 공개

형태 등이 있다. WP29 익명화 보고서는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맥락이 재식별의 위험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

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는다. 단지 맥락에는 이런

사항들이 고려된다는 정도로 설명하고 있다.

다. WP29 익명화 의견서에 대한 평가

487) EU Commission, 앞의 보고서(각주 129), p.24. Esayas, Samson, “The

Role of Anonymisation and Pseudonymisation under the EU data privacy

rules: beyond the ‘all or nothing’approach”, European Journal of Law and

Technology Vol. 6, No. 2, 2015, p.7 참조.

488) Waltraut Kotschy, “The new General – Is there sufficient pay-off for 

taking the trouble to anonymize or pseudonymize data?”(draft), 2016,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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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WP29 익명화 의견서의 내용들을 보면 익명화 기법에

대한 기술적 설명들로 대체로 이루어져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익명화

에 대해 제시한 DPD의 recital §26의 규정이 ‘익명화 기법’의 측면으로

서의 기술적 특성이 명시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인식 하에 이런

기술적 관점이 간과되지 않도록 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

다. 그래서 DPD 조문 상으로는 DPD가 적용되지 않는 익명화 정보와

DPD가 적용되는 개인정보가 정확하고 쉽게 분리가 가능하다는듯한 인

상을 주지만, 실제는 익명화의 영역은 맥락이라는 데이터 환경 속에서

재식별의 위험성 요소를 평가해야 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여

러 번 강조하고 있다.489)

이와 같이 익명화는 익명화 기법으로서의 기술적 측면이 논의의 기반

이 된다는 사실을 가치중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의의는 가지고 있

다. 하지만 이 의견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전반적인

비판의 내용을 보면 이 의견서는 단순하게 비식별화 기법들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준이나 지침이 필요

한 기업이나 연구 기관, 나아가서는 관계 정부 기관들에게 비식별화 방

식을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는 기능을 하지는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490) 특히 이 의견서에서

명시한 목적은 ‘현재의 익명화 기법의 효과성과 한계를 문서화하는 것’

이어서 데이터 관리자 또는 데이터 처리자가 데이터의 익명화를 위해

따라야 할 방법들을 제공하지는 않는다.491)

489)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어떤 익명화 기법들이 적용된다고 하

더라도 익명화 기법이 적용된 데이터세트에는 언제나 위험성이 존재한다.

WP29 익명화 보고서는 이런 위험성을 ‘잔존 위험성(residual risk)’라고 표현하

다. 그래서 이런 잔존 위험성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의 공유 모형들 중

‘공개 후 망각(release and forget)’ 모형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을 것이 좋다

는 사실을 결론 부분에 표현하고 있다. European Commission,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Opinion 05/2014 on Anonymisation

Techniques, 2014, p.7, 24 참조.

490) El Emam, K. and Alvarez, C., 'A critical appraisal of the Article 29

Working Party Opinion 05/2014 on data anonymization techniques',

International Data Privacy Law, 2014, p.2.

491) European Commission,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Opinion 05/2014 on Anonymisation Techniques, 2014, p.4 참조. El Emam,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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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구체적인 기준들에 대해서 제시하지 못한다는 전체적인 비

판은 재식별의 위험성에 대한 규정에도 같이 적용된다. 이 보고서는 수

용할 수준의 재식별의 위험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결여되

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고 서로 모순되는 관계에

있는 모든 종류의 접근법들을 암시하고 있다.492) 우선은 이분법적 관점

과 위험성 관리 관점이란 상반된 접근법들을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

다.493) DPD의 recital §26자체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래서 DPD §26의 익명화에

대한 부분과 식별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이런 상반된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이 두 부분의 연결성을 강조하기 위해 익명화에 대한 기

준이 ‘합리적 불가능성(reasonably impossible)’을 의미한다는 판단을 하

고 있다.494) 이런 전제 하에서 결국에는 수용가능한 재식별의 리스크는

0(zero)이어야 한다는 정도의 내용까지 암시하고 있다.495) 하지만 이런

영의 위험성은 데이터보호에 대해 규정한 DPD과 일치하는 것인지 불명

확할 뿐 아니라, 실용성 측면에서도 0의 위험성 기준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496)

and Alvarez, C., 'A critical appraisal of the Article 29 Working Party

Opinion 05/2014 on data anonymization techniques', International Data

Privacy Law, 2014, p.3 참조.

492) El Emam, K. and Alvarez, C., 'A critical appraisal of the Article 29

Working Party Opinion 05/2014 on data anonymization techniques',

International Data Privacy Law, 2014, p.4.

493) S. Stalla-Bourdillon and A. Knight, 앞의 논문(각주 126), p.2.

494) 각주 214 참조. 이분법적 접근법을 ‘전부(all) 아니면 전무(nothing)’ 접근

법으로 표현해서 EU 개인정보보호 규제 내용들이 위험성 관리 방식이 아닌 이

분법적 관점을 채택했다는 경우로 EU 규제를 비판한 경우도 있다. Esayas,

Samson, “The Role of Anonymisation and Pseudonymisation under the EU

data privacy rules: beyond the ‘all or nothing’approach”, European Journal of

Law and Technology Vol. 6, No. 2, 2015, p.3. 참조.

495) El Emam, K. and Alvarez, C., 'A critical appraisal of the Article 29

Working Party Opinion 05/2014 on data anonymization techniques',

International Data Privacy Law, 2014, p.4. Esayas, Samson, “The Role of

Anonymisation and Pseudonymisation under the EU data privacy rules:

beyond the ‘all or nothing’approach”, European Journal of Law and

Technology Vol. 6, No. 2, 2015, p.6 참조.

496) El Emam, K. and Alvarez, C., 'A critical appraisal of the Article 29

Working Party Opinion 05/2014 on data anonymization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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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WP29 익명화 의견서는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성에 대한

절대적 개념을 0의 위험성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497) 예를 들어, 익명화

방식의 특징을 비가역적(irreversibly)으로 식별화를 막는 방법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498) 또한 익명화의 결과물을 삭제와 같은 수준의 영구적

인 상태에 개인정보가 위치할 정도로 되어야 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은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는 재식별이 완벽하게 불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현실을 외면한 것이

라는 취지의 비판에 직면하기도 한다.499)

DPD와 WP29 익명화 의견서를 함께 살펴본 결과 DPD 자체 내에서

는 익명화에 대한 기술적 측면이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고, WP29 익명화 의견서는 너무나 기술적 측면에 대한 설명에만 집

중을 했다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

는 상황에서 결국 DPD를 대체하는 GDPR이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GDPR이 이런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결했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GDPR에서의 익명화 규정에 대한 논의를 다음 단락에서 한다.

(3) GDPR

가. DPD와의 비교 관점에서의 GDPR의 의의

익명화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법은 DPD와 큰 차이는 없다. GDPR에서

International Data Privacy Law, 2014, p.5.

497) El Emam, K. and Alvarez, C., 'A critical appraisal of the Article 29

Working Party Opinion 05/2014 on data anonymization techniques',

International Data Privacy Law, 2014, p.2.

498) European Commission,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Opinion 05/2014 on Anonymisation Techniques, 2014, p.10.

499) 고학수 외,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및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타당성 검토 및 가이드라인 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p.150. Esayas,

Samson, “The Role of Anonymisation and Pseudonymisation under the EU

data privacy rules: beyond the ‘all or nothing’approach”, European Journal of

Law and Technology Vol. 6, No. 2, 2015, pp.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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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DPD와 마찬가지로 recital §26에서 익명화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DPD recital §26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익명화외 식별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는 세부적인 차이는 있다. 하지만 DPD recital §26가 내포

하고 있는 익명화와 식별가능성에 대한 해석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GDPR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500) 아직 GDPR이 본격적으

로 실행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에 따라 GDPR의 익명화 규제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서들도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GDPR이 실행되면 지금 제시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완화될

가능성은 있다.

익명화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에 있어서는 DPD과 GDPR 사이에 큰

변화는 없지만, GDPR이 새롭게 가명화(pseudonymisation)란 개념을 명

시적으로 도입했다. 가명화는 이전에 설명한 것과 같이 실제 데이터세

트를 비식별화하는 기법들 중의 한 가지 종류로서 익명화 또는 비식별

화에서의 기술적 측면의 영역에 포함된다.501) 이와 같이 익명화의 전반

적인 개념 체제에 있어서의 변화는 없지만, 가명화란 기술적 개념을

GDPR이 반영했다는 사실은 개인정보보호의 맥락에서 기존 DPD 방식

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GDPR에서의 익명화에 대한 규정과 가명화에 대한 규정 부분

들을 다음 단락들에서 각각 살펴본다.

나. 익명화에 대한 규정 부분

GDPR도 DPD와 마찬가지로 익명화 또는 비식별화 자체에 대한 규정

은 본문에 없고 recital에만 제시되어 있다. GDPR recital §26는 다음과

500) S. Stalla-Bourdillon and A. Knight, 앞의 논문(각주 126), p.2. 참조.

Waltraut Kotschy, “The new General – Is there sufficient pay-off for

taking the trouble to anonymize or pseudonymize data?”(draft), 2016, p.1-2

참조.

501) 가명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논문의 제3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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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익명화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502)

“데이터보호의 원칙들은 식별된 또는 식별가능한 자연인에 대한 정보

에 적용된다. 가명화 처리를 한 개인정보는 식별가능한 자연인에 대

한 정보로 간주되는데, 이 가명화 처리를 한 개인정보는 별도의 정보

를 이용해서 그 자연인에 귀속(attribute)시킬 수 있다. 어떤 자연인

이 식별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별해내기(singling out)와

같이 데이터콘트롤러 또는 다른 사람이 직·간접적으로 그 자연인을

식별해내기 위해 사용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모든 수단들을

고려한다. 이 수단들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

든 객관적 요소들을 고려한다. 이 요소들에는 식별을 위해 필요한 비

용과 시간이 포함되는데, 데이터를 처리할 시점에 가용한 기술과 기

술의 발전 상황들이 고려된다. 그러므로 데이터 보호에 대한 원칙들

은 익명화된(anonymous)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익명화된 정보

는 식별된 또는 식별가능한 자연인과 관련성이 없는 정보이거나 데

이터가 더 이상 식별될 수 없을 정도로 익명화된 데이터이다. 그래서

(GDPR)은 통계 또는 연구 목적을 포함해서 이와 같이 익명화된 정

보의 처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위에서 인용한 recital §26를 보면 기본적으로 익명화에 대한 규정 방

식은 DPD와 차이가 없다.503) DPD와 마찬가지로 ‘익명화된 정보’는 더

이상 식별되지 않는 데이터로서 GDPR의 적용이 되지 않는 사실을 강

조한다. 하지만 더 이상 식별되지 않는 정보라고만 여전히 표시하고 있

어서 문언 상으로는 재식별의 가능성이 0(zero)이 될 경우에만 GDPR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익명화된 정보에 해당한다. 그래서 DPD와 마찬가지

로 익명화에 대해서는 이분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504) 익명화된 데

502)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Regulation (EU) 2016/679), recital

§26(밑줄 친 부분은 강조를 위해서 별도 표시)

503) Mike Hintze, “Viewing the GDPR Through a De-Identification Lens: A 

Tool for Clarification and Compliance” (draft), 2016, p.2, 8. 

504) S. Stalla-Bourdillon and A. Knight, 앞의 논문(각주 126), p.2. Esayas,

Samson, “The Role of Anonymisation and Pseudonymisation under the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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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에 대한 이분법적인 태도와 함께 개인정보의 식별가능성을 판단하

는 기준인 ‘합리적 예측가능성(reasonably likely)’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DPD와 GDPR 모두 동일하다. 그래서 DPD recital §26의 구조와 마찬가

지로 이분법적 태도와 위험성 관리 관점이 같이 혼재하는 방식을 취하

고 있다.505)

하지만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차이점을 보인다. 우선적으로 식별가능성

의 판단 기준인 ‘합리적 예측가능성’ 기준을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

소들을 제시하고 있다.506) 이런 요소들은 재식별 행위를 실제 하게 될

데이터 공격자가 재식별 행위에 소모될 비용과 시간이 포함된다고 설명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가 처리될 시점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이런 요소들을 반영해서 합리적 예측가능성 기준을 적용한다는 사실도

추가하고 있다. 이런 사항들 모두 DPD에서 제시한 합리적 예측가능성

기준을 해석할 때 일반적으로 논의된 부분들이지만, GDPR에서는 명시

적으로 밝혔다는 차이점이 있다.507) 그래서 GDPR이 실제 데이터에 대

한 공격 행위가 발생하는 기술적 맥락을 명시적으로 수용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508)

다. 가명화(Pseudonymisation)에 대한 규정 추가

비식별화의 측면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GDPR이 가명화란 한 가지

종류의 비식별화 기법을 조문의 내용 중에 포함했다는 사실이다.509) 가

data privacy rules: beyond the ‘all or nothing’approach”, European Journal of

Law and Technology Vol. 6, No. 2, 2015, p.6 참조

505) S. Stalla-Bourdillon and A. Knight, 앞의 논문(각주 126), p.2.

506) Mike Hintze, “Viewing the GDPR Through a De-Identification Lens: A

Tool for Clarification and Compliance” (draft), 2016, p.8.

507) Mike Hintze, “Viewing the GDPR Through a De-Identification Lens: A

Tool for Clarification and Compliance” (draft), 2016, pp.5-6.

508) 비식별화의 기술적 측면에서 데이터 환경 중에 데이터 공격자의 존재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여러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 문헌들이 데이터 공격자

측면들을 강조한다. U.K.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

Anonymisation: managing data protection risk code of practice, 2012 참조.

509) Sophie Stalla-Bourdillon and Alison Knight, “Anonymous data v.

Personal data—A false debate: An EU perspective on anonym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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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화에 대한 내용은 GDPR의 recital 이외에도 본문의 여러 조항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익명화 또는 익명화 정보에 대한 개념 정의는

GDPR에서도 포함되지 않았지만, 가명화의 개념 정의 조항 자체가

GDPR 본문에 포함되어 있다. 그 만큼 GDPR에서는 비식별화의 형성에

있어서 가명화의 역할에 주목을 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더 나

아가 GDPR 입법화 과정 속에서 익명화 또는 비식별화의 포괄적인 관

점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합의를 이루어내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GDPR의 내용 속에 포함을 할 만큼 특정의 비식별화 기술의 활용을 유

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통의 인식이 있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510)

GDPR은 가명화에 대한 개념 표지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우선은 별

도의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어야 한

다.511) 이와 함께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 별도의 정보를

분리해서 보관하고 이 보관 방식에는 기술적 그리고 관리적 장치가 적

용되어야 한다.512) 이 두 가지 요소를 만족할 경우에는 GDPR에 근거한

가명화를 데이터세트에 적용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

여주려고 하는 입법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pseudonymisation and personal data” (draft), 2016, p.1. Mike Hintze,

“Viewing the GDPR Through a De-Identification Lens: A Tool for

Clarification and Compliance” (draft), 2016, p.7 참조. 고학수 외,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및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타당성 검토 및 가이드라인 제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p.81. 참조. 물론 DPD에서는 익명화란 용어가

명시적으로 도입되지 않았지만, DPD를 기반으로 한 WP29 익명화 보고서는

가명화의 개념을 제시했다. 그래서 개념적 차원에서 보면 DPD 체제에서도 가

명화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있었다. European Commission,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Opinion 05/2014 on Anonymisation

Techniques, 2014, p.9. Waltraut Kotschy, “The new General – Is there

sufficient pay-off for taking the trouble to anonymize or pseudonymize

data?” (draft), 2016, p.1 참조.

510) Sophie Stalla-Bourdillon and Alison Knight, “Anonymous data v.

Personal data—A false debate: An EU perspective on anonymisation,

pseudonymisation and personal data” (draft), 2016, p.1-2 참조.

511)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Regulation (EU) 2016/679), 제4조 제

5항.

512)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Regulation (EU) 2016/679), 제4조 제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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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GDPR은 recital §26에서 이런 개념에 해당하는 가명화된 데이

터는 GDPR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제

도적 측면에서 가명화 방법의 유용성에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다.513) 이

런 전제를 기반으로 GDPR은 가명화는 프라이버시의 위험성을 낮춤으

로써 데이터컨트롤러의 데이터보호 의무를 경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

명한다.514) 그러므로 가명화 자체만으로는 GDPR의 적용이 배제되는 익

명화 정보가 되지는 못하지만 가명화를 적용하면 GDPR의 규정들의 적

용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incentive) 정도로 가명화를 볼 수 있

다.515)

본문의 여러 조항들 속에 가명화란 용어를 반영함으로써 GDPR이 가

명화를 위에서 설명한 제도적 유인으로 활용하려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적인 목적으로 데이터를 보관할 경우 또는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 데이터의 보호를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가명화

를 언급하고 있다.516) 또한 가명화된 형태의 데이터의 활용 자체가 데이

터의 사용 목적의 범위를 완화해서 추가적인 동의 없이도 2차적인 사용

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는 조항도 있다.517) 이외에

도 ‘데이터보호의 설계(data protection by design)’에 있어서도 가명화를

활용할 경우 ‘데이터보호 영향력 평가(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518)

513)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Regulation (EU) 2016/679), recital

§26.

514)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Regulation (EU) 2016/679), recital

제28조.

515) 같은 맥락에서 가명화를 일종의 제도적 보상(reward)으로 표현한 문헌도

있다. Mike Hintze, “Viewing the GDPR Through a De-Identification Lens: 

A Tool for Clarification and Compliance” (draft), 2016, p.7 참조. 

516)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Regulation (EU) 2016/679), 제89조

제1항.

517)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Regulation (EU) 2016/679), 제6조 제

4항 (e).

518) 가명화를 활용할 경우 GDPR recital 제28조에 의해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

험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의 침해 위험성이 높을 경우에

만 필수적인 데이터보호 영향력 평가를 하는 GDPR의 규정 체제 하에서는 가

명화를 적요하면 이 영향력 평가에서 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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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가명화는 일종의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관점에서 GDPR이

명시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보호 중심의 설계를 갖추

어야 한다는 의무를 충족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게 되고, 가명화는 개인

정보를 공익적 목적, 즉 과학적 역사적 연구 또는 통계 목적으로 처리

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최소처리원칙(Data minimization principal)을 준

수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가명화는 일종의 제도적 인센티

브(incentive)와 같은 방식으로 GDPR이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

다.519) 비식별화, 특히 가명화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

고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GDPR이 시행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DPD와 GDPR의 비교

다시 정리요약하면, DPD와 GDPR은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에 대한 규

제의 기본적인 태도는 동일하다. DPD와 GDPR 모두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520) 마찬가

지로 만일 정보주체가 더 이상 식별될 수 없을 정도로 익명화가 된다면

규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 모두 동일하게 제시되어 있

다.521) 하지만 가명화라 표현이 GDPR에서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GDPR의 본문 다수의 조항들 속에 가명화를 식별의 위험성을 낮추는

하나의 장치로서의 예시로 제시가 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GDPR에

서 비식별화나 익명화의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DPD와 차이점이 없지만,

비식별화를 위한 하나의 기술적 기법인 가명화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데이터의 처리에 있어서 가명화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Regulation (EU) 2016/679), recital 제28조,

(본문) 제25조, 제35조. Waltraut Kotschy, “The new General – Is there

sufficient pay-off for taking the trouble to anonymize or pseudonymize

data?” (draft), 2016, p.4 참조.

519)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recital 제29조.

520) EU Data Protection Directive(95/46/EC) recital §26.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oin recital §26.

521) EU Data Protection Directive(95/46/EC) recital §26.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oin recital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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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익명화와 가명화는 빅데이터의 맥락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는

특히 빅데이터 분석분야에서 ‘목적 외 사용(Re-purpose)’ 내지 데이터

공개 맥락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함에 있어 특정 개인을 식별할 필요가 없는 데이터가 필요할 수

있다. 가령 임상시험(Clinical trials), 통계분석이 그러하다. 데이터의 재

구성(Structuring) 작업을 적용해서 익명화나 가명화를 하는 것은 정부

또는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준수하면서 규제 없이 데이터를 활용

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준다.522)

제4절 영국

1.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법

(1) DPD에 근거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및 개정의 움직임

영국은 EU 회원국으로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도 EU의 규제 체제를

기반으로 해왔다.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EU에서 탈퇴한다는 이른

바 브렉시트(Brexit) 결정이 있었지만, 법적인 관점에서의 공식적인 EU

로부터의 탈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Brexit 결정

이후에서 영국 정부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데이터의 이동과 관련해서는

EU의 보호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왔다.523) 그래서

GDPR로의 변화가 확정된 이후에도 GDPR에서 새롭게 설립되는 GDPR

의 내용을 반영해서 영국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법률 규제도 개정

522) 고학수 외,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및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타당성 검토 및 가이드라인 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p.80.

523) Khan, Mehren, Financial Times, “UK assures on ‘close’ EU data

protection laws after Brexit”(August 4, 2017).

https://www.ft.com/content/afff45a0-1597-3f1c-a6da-79c3f61e6d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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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524) 그리고 ICO는 EU가 DPD에서 GDPR로

의 변화 이후에도 개인정보 규제의 강한 공조를 위해서 유럽데이터보호

위원회(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EDPB”)와 협력 관계를 유지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525) 이런 흐름들을 통해 볼 때 EU에서 탈퇴하

더라도 데이터의 국경 간의 이동을 촉진함으로써 데이터경제를 활성화

하려는 목적으로 EU 회원국 지위에서 마련한 기존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 체제와 내용에서 급격하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

다.526)

미국과는 다르게 개인정보의 보호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인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of 1998)을 두고 있다.527) 이 법률의

기본적인 내용은 위에서 설명한 DPD를 반영해서 입법화되었다. 나아가

법률의 내용을 보완하는 다양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데, 익명화와 관

련해서는 ICO가 2012년에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가진 실행규칙을 발표

했다. 그 후 2017년 9월 달에 영국정부는 DPD에서 GDPR로의 이동과

보조를 같이해서 GDPR의 내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데이터보

호법을 개정하려는 취지에서 개정 데이터보호법에 대한 첫 번째 초안을

공개했다. 이 초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비식별화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

에는 특별한 차이는 없다. 개인정보의 개념 정의에서는 식별 가능한 정

보의 구체적인 예시들이 포함된 정도 이외에는 근본적인 차이는 없

다.528) 하지만 재식별의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조항을 새롭게 신설해서

비식별 처리가 적용된 데이터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재식별하는 행위

524) Khan, Mehren, Financial Times, “UK assures on ‘close’ EU data

protection laws after Brexit”(August 4, 2017).

https://www.ft.com/content/afff45a0-1597-3f1c-a6da-79c3f61e6d2c

525) EDPB는 GDPR 체제 하에서 새롭게 설립될 기구이다. DPD 체제 하에서

의 WP29의 역할을 그대로 승계한다.

526) 고학수 외,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및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타당성 검토 및 가이드라인 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p.82.

527) Data Protection Act of 1998은 비식별화 맥락에서 어떤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개념 정의 또한 단순히

‘식별된 또는 식별가능한 개인’에 적용된다는 포괄적일 규정 정도만 제시되어

있다. 그래서 비식별화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은 DPD의 위임 규정에 따라 마련

된 ICO의 익명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인 운용 근거가 된다.

528) UK Data Protection Bill(HL Bill 66—EN), 제2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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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한 데이터 공격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529)

(2) 보건의료정보 분야의 특수성

일반적인 비식별화에 대한 규제 체제를 바탕으로 영국은 특히 건강데

이터의 활용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 배경에는, 미국

과 EU 내 다수의 국가들과 달리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의

료서비스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국민 건강데이터가 특정 국가 기관

(National Health Service, 이하 “NHS”)에 집적되고 있고, 이에 따라 건

강데이터의 적극적 활용가능성이 높은 편이라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영국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건강데이터의 활용 맥락에서 비식별화와 개

인정보 규제 체제를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NHS 또는 그 관련기관이 민간의 기업과 정보공유계

약을 체결하고 건강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한다. 예를 들

어, NHS Digital의 전신인 보건복지서비스정보센터(Health and Social

Care Information Centre, 이하 “HSCIC”)는 NHS가 일정 기간 내에 수

집한 정보를 민간기업인 IMS Health Limited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계

약을 체결하고 몇 차례 갱신하기도 하였다.530) 외부에 공개된 (갱신)계

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정보는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

지 재사용(re-use)하게 되며 IMS Health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정보 사

용료(charges and fee)를 지불하게 된다. 또 다른 예로, 2016년 NHS 로

열프리런던 재단신탁(Royal Free London Foundation Trust)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환자에 대한 정보 일부를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와 공유하기로 한 것을 들 수 있다.531) 로열프리런던 재단신

탁은 1천6백만 명에 이르는 환자의 정보를 일종의 동의철회(opt-out) 방

529) UK Data Protection Bill(HL Bill 66—EN), 제162조. 제162조 제2항에서

는 비식별에 대한 개념과 재식별 행위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530) 고학수 외,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및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타당성 검토 및 가이드라인 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p.91.

531) https://www.royalfree.nhs.uk/news-media/news/google-deepmind-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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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적용을 해서 환자가 별도로 거부하지 않는다면 제3자와 공유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532)

위와 같은 논의를 통해 볼 때 개인정보가 활발하게 제공되는 과정에

서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계속되었다. 즉, 개인정보가

공유됨으로서 그 가치가 충분히 활용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개인정

보의 오 남용으로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가 고안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양자 사이의 균형점을 찾고자 하는 논의

가 지속되었다. 이런 논의의 결과 ICO는 2012년에 발표한 익명화에 대

한 실행규칙(code of conduct)를 발표했다.

2. 비식별화에 대한 ICO의 실행규칙

(1) 의의 및 법적 성격

ICO는 2012년에 익명화 전반을 다룬 안내서를 실행규칙의 형태로 출

간했다.533) 이 실행규칙은 위에서 설명했던 DPD의 recital §26에 근거하

여 마련된 것이다. recital §26는 익명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행규

칙의 형태로 개별 국가가 마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실행

규칙이 이에 터 잡아 마련된 최초의 실행규칙이었다.

다시 정리하면 ICO 실행규칙은 공식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일

종의 안내서에 해당한다.534) 하지만 ICO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집행력

532) NHS에서 보유하는 ‘일반 의료 기관(General Practitioner)’의 26만 건에

이르는 환자정보들이 유출된 사건이 있었다. 이런 유출 사건으로 인해 영국

내에서 환자정보를 외부 주체와 공유하는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Donnely, Laudra, The Telegraph, “Security

breach fears over 26 million NHS patients”(March 17, 2017).

http://www.telegraph.co.uk/news/2017/03/17/security-breach-fears-26-million

-nhs-patients/

533) U.K.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 Anonymisation:

managing data protection risk code of practice, 2012.

534) U.K.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 Anonymisation:

managing data protection risk code of practice, 2012, p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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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하면 이 실행규칙 자체를 준수할 제도적 유인이 수범자들에게

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ICO 실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준수

했다는 사실이 추후 ICO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위반 사실을 조사

하거나 법집행을 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ICO 실행규칙은 수범자들에게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치

는 가이드라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수범자는 ICO 실

행규칙에 따라 익명화를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준수한 경우

에는 결과적으로는 데이터에 대한 재식별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ICO가

그에 따른 행정적인 제재를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게 된다.535)

(2) 내용적 특성

가. 재식별 위험성의 의미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실행규칙에서 허용되는 익명화의 정

도는 식별화 위험성이 영(zero)인 수준이 아니다. 단지 개인정보를 처리

하려는 행위주체는 식별 위험성이 매우 낮은(remote) 수준까지 식별 위

험성을 완화하여야 한다고 할 뿐이다. 식별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

으로는 합리적 가능성(reasonably likely test)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536)

재식별 위험성과 관련하여서 이 실행규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

부분은 익명화된 정보의 재식별 위험성을 관리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이

다.

나. 재식별 위험성 평가시의 고려 요소

535) ICO가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할 경우의 기준이 되는 법은 개인정보보

호법(Data Protection Act)이다. 실행규칙 자체를 위반했다는 사실 자체로 행정

제재를 가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이 실행규칙 자체를 준수했다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반 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이 실행규칙은 ICO가 법 위

반 사실을 판단할 때 실제 적용하는 주요 기준이라는 관점에서 이 실행규칙을

준수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536) U.K.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 Anonymisation:

managing data protection risk code of practice, 2012,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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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식별의 위험성 평가를 하려면 데이터 환경에 대한 파악이 전제로

되어야 한다. 결국 데이터 환경적 요소에 따라 재식별의 위험성이 달라

지기 때문에 ICO 실행규칙도 데이터 환경이란 맥락에 따라 세분화해서

위험성 평가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전제에서 ICO 실행규칙에서

는 위험성 평가를 크게 3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537)

우선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관리주체의 측면이다. 실행규칙은 익명화된

데이터의 공개 시점과 방식과 관련하여 데이터 공개의 이유가 우선적으

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데이터 공개의 이유에 따라 재식별화의

원인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538) 가령 정보공개청구 이후

정부가 일반대중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그 정보를 통해 정보주체가

식별될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다. 공개된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통해 혜

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무작위이기 때문이다. 반면 연구목적 또는

상업목적으로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경우 그 정보를 통해 정보주

체가 식별될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낮다.539) 정보에 접근하여 혜택을 얻

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개된 정보의 유통에

대한 통제력을 비교적 쉽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정보유형의 측면이다. 이 실행규칙은 현실적으로 ICO가

식별된 정보의 결과물이 정보주체에 미치는 해악의 규모가 더 큰 사건

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은연 중 드러낸다.540) ICO의 규

제대상인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대한 정보이다. 그러므로 익명화

측면에서 ICO가 규제를 할지 여부를 고민하는 것은 주로 익명화된 정

보가 재식별될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애매모호한

537) 고학수 외,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및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타당성 검토 및 가이드라인 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p.99.

538) U.K.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 Anonymisation:

managing data protection risk code of practice, 2012, pp.7-8.

539) U.K.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 Anonymisation:

managing data protection risk code of practice, 2012, pp.7.

540) U.K.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 Anonymisation:

managing data protection risk code of practice, 2012,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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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이다. 해당 익명화된 정보의 공개로 인해 공개된 정보주체에게 해

악을 미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 자체는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

는지 또는 해당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아니다.541)

하지만 실제로는 어떠한 유형의 정보가 익명화되어 공개되는지가 매

우 중요할 수 있다. 어떤 종류의 정보는 다른 종류의 정보보다 잠재적

인 공격자에게 더 큰 관심을 받아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더 큰 해악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보의 내용에 따라

건개인의 질병 내력에 대한 건강정보 같은 경우는 외부에 공개가 되면

해당 개인의 정신적 피해가 많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

격의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ICO 실행규칙은 세분화된 정보

의 유형에 대한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위험성 평가의 요소들을 평가하고

고려함에 있어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

다.542)

다. ‘의도적 공격자(motivated intruder)’ 기준

마지막으로는 잠재적인 공격자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

의 공격자에 대한 기준을 ‘의도적 공격자(motivated intruder)’기준으로

구체화한 사실과 관련해서 이 실행규칙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실행규

칙은 재식별을 의도하는 잠재적인 공격자(intruder)의 측면을 재식별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중요하게 고려한다.543) 이러한 요소를 고려

하는 경우 공격자의 공격목적에 따라 재식별의 위험성이 달라진다. 예

를 들어, 공격자가 이미 다른 경로를 통해 제3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

스를 가지고 있어서 이 데이터베이스와 익명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연계

541) U.K.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 Anonymisation:

managing data protection risk code of practice, 2012, p.18.

542) U.K.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 Anonymisation:

managing data protection risk code of practice, 2012, p.22.

543) U.K.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 Anonymisation:

managing data protection risk code of practice, 2012,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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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재식별을 시도하는 경우와, 반대로 공격자가 익명화된 데이터베이

스 이외에는 – 일반 대중에 공개된 것 이외에는 - 별도의 데이터베이

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볼 수 있다.544) 이 두 경우 재

식별의 위험성은 각기 다르며, 따라서 달리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실행규칙은 특정한 익명화 기법의 적용을 통한

문제해결이 아니라 재식별의 위험성을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접근법을

사용하여 비식별화의 규제체제를 제시한다. 즉 실행규칙은 기술적인 접

근법과 관리적인 접근법이 보완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

고 있다.545) 실행규칙에 제시된 잠재적인 공격자의 측면을 고려한 판단

기준은 ‘의도적 공격자(motivated intruder)’ 기준이라고 불린다. 이 기준

은 법률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실행규칙에서 새롭게 규정한 것이다.

‘의도적 공격자’ 기준은 재식별의 가능성이 무한대로 확장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546) 이 개념 덕분에 재식별을 시도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상정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있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이

기준은 재식별을 시도할 의도가 있는 잠재적인 공격자가 재식별에 성공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다. 이때 공격자는 사전적인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개인을 식별하기를 원하는 행위자를 의미한다.

이 기준에 따라 상정하는 공격자는 좀 더 평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

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측된다. 예를 들어, 합리적인 수준의 능력을 갖고

인터넷, 도서관, 기타 모든 공공문서들에 대한 접근할 수 있으며, 특정

개인에 대한 추가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질의를 할 수 있는 탐색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상정된다.547) 특히 이러한 공격자는 어떤 전문가

544) U.K.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 Anonymisation:

managing data protection risk code of practice, 2012, p.24.

545) U.K.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 Anonymisation:

managing data protection risk code of practice, 2012, pp.20-21.

546) U.K.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 Anonymisation:

managing data protection risk code of practice, 2012, p.24.

547) U.K.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 Anonymisation:

managing data protection risk code of practice, 2012,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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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지식이나 해킹 기술을 가질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요컨대,

재식별 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 해커 등 기술전문가나 해당 영역에 대

해 전문지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는 제외하고, 일반인을 상정하여

평가한다는 것이다.

3. 영국익명화네트워크(UK Anonymisation Network)의 익명화 체제

보고서

(1) 보고서의 의의

영국 내에서 설립한 영국익명화네트워크(UK Anonymisation

Network,“UKAN”)는 ICO의 익명화 실행규칙에 대한 보충적 기능을 하

면서 익명화에 대한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2012년에 설립되었

다. 설립 이후에 UKAN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숙련된 전문가들로부터

익명화에 대한 기존의 사례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협업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광범위한 작업을 통해 익명화 데

이터의 활용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구하고 프라이버시 위험을 최소화하

며 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548) 특

히 이와 같은 목적 하에서 UKAN은 주기적으로 워크숍을 열고 경험을

공유하며 활발히 활동했다. 비록 5년 정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

만, 설립된 지 4년 후인 2016년에는 그 동안의 지속적인 논의 및 연구

의 결과 170여 페이지에 이르는 익명화 체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하“UKAN보고서”).549)

이 보고서의 전반적인 의의는 실제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하는 실무

가들이 쉽게 습득하고 참조할 수 있는 실무적인 문헌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전에 논의한 다른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에 대한 문헌들과는

다르게 익명화 과정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를 실무자들이 이해하기

548) M. Elliot, E. Mackey, K. O’Hara, and C. Tudot, 앞의 보고서(각주 109),

p.xiii.

549) M. Elliot, E. Mackey, K. O’Hara, and C. Tudot, 앞의 보고서(각주 109),



- 213 -

용이한 방식으로 서술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형식적 특징 이외에

도 이론적인 측면을 보면 데이터환경에 해당하는 요소들에 대한 설명을

상당 부분 할애하고 있다는 것도 UKAN보고서의 특징이 된다. 이론적

특징들은 다음 단락에서 살펴본다.

(2) 이론적 특징

UKAN보고서의 목적은 효과적인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 기법들을 제

시함으로써 데이터환경이란 개별 맥락에 따른 재식별의 위험성을 평가

하는 것이다. 이런 목적 하에서 UKAN보고서의 recital은 특정 데이터환

경에 따라 해당 데이터가 식별될 위험성의 평가는 식별자들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히고 있다.550) 예를 들어, 직접식별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준식별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재식별의 위험성이 달라진다.

그래서 비식별화는 다양한 프라이버시 위험성을 발생시키는 현상을 반

영할 수 있는 체제를 추구하는 것이 된다.551)

더 나아가 UKAN보고서의 익명화에 대한 접근법은 데이터 환경이란

외부적 요인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한다. 그 증거로 익명화에 대한 판단

은 특정한 데이터 환경이란 맥락에 높은 수준으로 의존한다고 표현하고

있다.552) 그래서 UKAN보고서는 이처럼 데이터와 데이터 환경 모두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식을 “데이터 환경적 접근법(data situation

approach)”이라고 명명한다.553)

(3) 익명화에 대한 단계적 설명

550) M. Elliot, E. Mackey, K. O’Hara, and C. Tudot, 앞의 보고서(각주 109),

p.xiii.

551) M. Elliot, E. Mackey, K. O’Hara, and C. Tudot, 앞의 보고서(각주 109),

p.xiii.

552) “Heavily context-dependent”란 표현을 사용한다. M. Elliot, E. Mackey,

K. O’Hara, and C. Tudot, 앞의 보고서(각주 109), p.3.

553) M. Elliot, E. Mackey, K. O’Hara, and C. Tudot, 앞의 보고서(각주 109),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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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반적인 구조 개괄

UKAN보고서가 10단계 익명화 과정을 상세하게 제시하지만, 익명화

란 개념 자체가 ‘정확한 과학(exact science)’는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한

다.554) 이런 전제에 따라 UKAN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익명화 과정도

수학 공식 적용하듯이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고. 개별적인 데이터

환경을 고려한 추가적인 복잡한 판단 과정은 피할 수 없다고 전제한

다.555) 그래서 이런 전제에 따라 UKAN보고서의 익명화 과정은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안내서로서 보아야 한다.556)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UKAN보고서는 익명화 과정을 전체적으로 10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UKAN보고서에 따르면 이 10

단계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된다. 이런 체계를 반영한 전체적인

익명화 과정을 [표 5-6]으로 정리한다.557)

[표 5-6] UKAN보고서의 익명화 과정

554) M. Elliot, E. Mackey, K. O’Hara, and C. Tudot, 앞의 보고서(각주 109),

p. 68.

555) M. Elliot, E. Mackey, K. O’Hara, and C. Tudot, 앞의 보고서(각주 109),

p. 68.

556) M. Elliot, E. Mackey, K. O’Hara, and C. Tudot, 앞의 보고서(각주 109),

p. 68 참조.

557) UKAN보고서가 개괄적으로 요약한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M.

Elliot, E. Mackey, K. O’Hara, and C. Tudot, 앞의 보고서(각주 109), pp.

68-6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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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에서 확인된 전체적인 절차를 염두에 두면서 개별 영역에 대

한 간단한 설명들을 다음의 단락에서 한다.

나. 데이터 및 데이터 환경에 대한 인식

개별 상황에 적합할 수 있도록 익명화 처리를 하고자 하는 데이터와

데이터 환경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익명화 체제 적용의 시작점이 된다.

이 과정들을 단계적으로 거치게 되면 특정한 데이터 상황과 관련성이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포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558) 이 시작 단

계들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잘못된 익명화 과정의 설계로

추후에 재식별의 위험성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단계들에서 강조하는 ‘데이터 상황’은 데이터와 데이터 환경의 관

계를 가리킨다.559) 즉, 데이터 상황은 데이터와 데이터 환경을 모두 포

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UAKN은 데이터 상황을 구

558) Elliot, M., Mackey, E., O’Hara, K. and Tudot C., 앞의 글, p. 67.

559) Elliot, M., Mackey, E., O’Hara, K. and Tudot C., 앞의 글,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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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요소를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제시한다.560)

1. 사람

2. 별도의 데이터

3. 기반시설(infrastructure)

4. (데이터의) 거버넌스(governance) 구조

특정한 데이터 상황은 이 4가지 요소가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따라 다

양한 모습을 가지게 된다.561) 특히, 데이터를 제3자에 제공하는 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외부 제공이 없는 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위 4가지 요소의 적용 모습들이 달라진다.562) 다양한 동

적인 구조의 모습들을 유형화함으로써, 동적인 구조들 중에서는 제공받

는 주체들의 숫자가 증가할수록 재식별의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데이터 상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

다.563)

이런 데이터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법적 또는 윤리적 책임의

문제를 이 단계들에서 고민한다. 익명화의 법적인 관점을 전체 10단계

의 과정들 중 하나로 제시하는 것으로 볼 때, 이 UAKN보고서 자체가

전반적으로 법해석에 중점을 둔 문헌이 아니라 익명화 과정의 적용을

고민하는 수범자의 입장을 기반으로 한 안내서라는 사실을 좀 더 확연

하게 느낄 수 있다. 이런 법적 책임 이외에 윤리적 책임 문제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운 접근법이다. UKAN보고서는 수

범자 입장에서 작성된 문서이기 때문에 수범자가 익명화 방식을 적용할

지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사후적 ‘책임(responsibility)’

의 관점을 충실하게 설명하고 있다.564) 그래서 익명화 방식을 제대로 적

560) Elliot, M., Mackey, E., O’Hara, K. and Tudot C., 앞의 글, p. 69.

561) Elliot, M., Mackey, E., O’Hara, K. and Tudot C., 앞의 글, p. 69.

562) Elliot, M., Mackey, E., O’Hara, K. and Tudot C., 앞의 글, p. 69.

563) Elliot, M., Mackey, E., O’Hara, K. and Tudot C., 앞의 글, p. 70-73 참

조.

564) 주의할 점은 ‘법률적 책임(liability)’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 217 -

용한다고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사전적 동의를 받을 수 있다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수범자는 윤리적인 관점에서도 프라이버시 보호 의무를

다했다는 강한 항변을 할 수 있다.565)

다. 재식별의 위험성의 평가 및 비식별화 조치 적용

이 부분은 본격적으로 재식별의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어떤

종류의 익명화 처리를 적용해야 하는지를 분석하는 단계이다. 이 부분

은 기존의 다른 익명화 또는 비식별화에 대한 보고서들과 기본적인 내

용 상으로는 큰 차이는 없다. 데이터 내용 자체가 내포하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이미 계획된 데이터의 공유 및 제공

형태 하에서 데이터공격자들이 어떻게 재식별 공격을 하는지를 구체적

인 시나리오 별로 작성한다.566) 개별 시나리오에 따라 데이터공격자가

실제로 공격하는 모습을 데이터 처리의 알고리즘적 관점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UKAN보고서가 다른 문헌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

다.567)

라. 사후적 관리

이 사후적 관리 부문에서는 이전까지의 단계를 통해 비식별화 기법이

적용된 데이터세트가 재식별되는 위험성을 관리하는 단계들로 구성된

다.568) 위험성 관리의 시작은 특정 데이터의 제공 및 공유에 관련된 모

든 이해관계인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569) UKAN보고서

의 책임(responsibility)을 의미한다. UKAN보고서는 윤리적 의무(obligations)의

준수라는 대응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Elliot, M., Mackey, E., O’Hara, K.

and Tudot C., 앞의 글, p.87.

565) Elliot, M., Mackey, E., O’Hara, K. and Tudot C., 앞의 글, pp.87-88. 개

인정보보호 규제를 윤리적 영역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 이미 현재의 데이터보호에 대한 법률들만으로는 프라이버시의 실질적인

보호를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566) Elliot, M., Mackey, E., O’Hara, K. and Tudot C., 앞의 글, p.94-96.

567) Elliot, M., Mackey, E., O’Hara, K. and Tudot C., 앞의 글, p.100-101.

568) Elliot, M., Mackey, E., O’Hara, K. and Tudot C., 앞의 글, p.110.

569) Elliot, M., Mackey, E., O’Hara, K. and Tudot C., 앞의 글,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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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의하는 이해관계인들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써, 정보주체, 일반

대중, 협업 관계에 있는 조직, 언론매체, 자금제공자(funder), 그리고 시

민 단체와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 단체들이 포함된다.570) 비식별 처리된

데이터를 제공하려는 수범자는 이런 이해관계인들과 이메일 또는 인터

넷 공간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해서 관련 정보를 제공

하고 피드백도 받을 수 있다.571)

이와 함께 외부에 공유된 데이터를 기술적 또는 계약적 방식으로 지

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술적 방식으로는 ‘데이터 추적

(audit trail)’을 통해 공유된 데이터에 접근하는 주체들이 누구인지를 확

인할 수 있다.572) 또한 별도의 ‘위기관리정책(crisit management policy)’

을 수립해서 데이터의 재식별 행위가 확인된 이후에 시간적 낭비를 없

이 곧바로 사후적 수습책을 적용할 수 있다.573) 이렇게 신속한 위기관리

정책이 적용되면 그 만큼 프라이버시의 피해 규모와 정도도 완화될 것

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UKAN보고서는 전체적으로 수범자의 관점에서 필요

한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설명한 실용적인 안내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 UKAN보고서가 2016년에 공개된 이후에 호주에

서는 UKAN보고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비식별화에 대한 보고서

(이하 “호주보고서”)가 발표되었다.574) 이 보고서를 다음 단락에서 간략

하게 소개한다.

(4) 호주 정부가 발표한 비식별화에 대한 보고서

570) Elliot, M., Mackey, E., O’Hara, K. and Tudot C., 앞의 글, p.110.

571) Elliot, M., Mackey, E., O’Hara, K. and Tudot C., 앞의 글, p.111.

572) Elliot, M., Mackey, E., O’Hara, K. and Tudot C., 앞의 글, p.115.

573) Elliot, M., Mackey, E., O’Hara, K. and Tudot C., 앞의 글, p.115.

574) O’Keefe, C., Otorepec, S., Elliot, M., Mackey, E., and O’Hara, K., 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The De-identification

Decision-Making Framework”,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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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의 및 배경

호주보고서는 2017년 9월에 발표가 되었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 호부보고서는 UKAN보고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호주보고서를 직

접 작성한 저자들 중의 일부가 UKAN보고서의 저자이고, 호주보고서의

recital(preface)에서도 명확하게 UKAN보고서를 호주의 맥락에 맞추어

재구성해서 작성했다고 밝히고 있다.575) 하지만 UKAN보고서는 형식적

으로 정부 기관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가 아니라 UKAN이라는 일종의

민간조직에서 만들었다.576) 이와 대조적으로 호주보고서는 호주의 개인

정보보호 기관인 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가 공식적으로 공개한 정부 문건이 된다. 이런 측면이외에도 UKAN보

고서의 제목은 ‘익명화’란 표현을 사용한 반면, 호주보고서의 제목은 ‘비

식별화’란 표현을 적용하는 차이점이 있다. 특히 recital에서도 이와 같

은 용어의 변화가 UKAN보고서와 호주보고서의 주요한 차이라고 명백

하게 설명하고 있다.577)

나. 내용적 특징

제시하고 있는 전반적인 비식별화 원칙이나 적용하고 이해하는 관점

그리고 설명하는 방식들 모두 UKAN보고서와 거의 일치한다. 호주보고

서 는 UKAN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데이터와 데이터 상황 모두를 확인해

야 하는 접근법을 선택하고 있고, 재식별의 위험성이 0(zero)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비현실적이며, 비용편익분석의 관점에서 위험성 관리를

위해 투자한 수단들과 재식별의 위험성은 비례적 관계에 있다는 명제를

575) O’Keefe, C., Otorepec, S., Elliot, M., Mackey, E., and O’Hara, K., 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The De-identification

Decision-Making Framework”, 2017.

576) 하지만 UKAN보고서에 참여한 인물 구성들 중에는 ICO 소속의 정부 인

사들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577) recital에서는 중요한 차이라고 제시는 했지만, 어떤 이유로 중요한 차이인

지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O’Keefe, C., Otorepec, S., Elliot, M., Mackey, E.,

and O’Hara, K., 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The

De-identification Decision-Making Framework”, 2017, 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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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의 전제로 하고 있다.578) 이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된 비식별화 또

한 UKAN보고서의 10단계 익명화 체제를 그대로 인용했다.579) 이 익명

화 체제의 적용은 언제나 데이터 환경이란 맥락에 의존적이며, 해당 맥

락에 따라 위험성 관리를 수행한다는 맥락적 접근법도 그대로 원용했

다.580)

호주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설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들이

UKAN보고서와 호주보고서와 일치하고 있지만, 호주보고서의 경우에는

보안적 관점을 기반으로 형성된 ‘다섯 가지 안전성(Five Safes)’ 모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581) 2003년에 개발된 모

형으로서 이 모형은 데이터의 접근에 대한 복잡한 논의들을 다섯 가지

의 질의 형태로 단순화하는 형태이다.582) 이 다섯 가지 질의는 다음과

같다.583)

1. 안전한 프로젝트 측면: 데이터의 활용이 적절한가?

2. 안전한 사람 측면: 연구자가 적절한 방식으로 데이터 활용을 할 것

을 신뢰할 수 있는가?

3. 안전한 데이터 측면: 데이터 그 자체에 공개의 위험성이 있는가?

4. 안전한 환경(settings) 측면: 데이터 접근을 관리하는 장치가 허가

578) O’Keefe, C., Otorepec, S., Elliot, M., Mackey, E., and O’Hara, K., 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The De-identification

Decision-Making Framework”, 2017, p.5.

579) O’Keefe, C., Otorepec, S., Elliot, M., Mackey, E., and O’Hara, K., 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The De-identification

Decision-Making Framework”, 2017, pp.23-24.

580) O’Keefe, C., Otorepec, S., Elliot, M., Mackey, E., and O’Hara, K., 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The De-identification

Decision-Making Framework”, 2017, p.11-13.

581) O’Keefe, C., Otorepec, S., Elliot, M., Mackey, E., and O’Hara, K., 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The De-identification

Decision-Making Framework”, 2017, p.20.

582) O’Keefe, C., Otorepec, S., Elliot, M., Mackey, E., and O’Hara, K., 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The De-identification

Decision-Making Framework”, 2017, p.20.

583) O’Keefe, C., Otorepec, S., Elliot, M., Mackey, E., and O’Hara, K., 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The De-identification

Decision-Making Framework”, 2017,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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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활용을 제한하는가?

5. 안전한 결과물 측면: 통계적 결과물 자체에 외부공개적 요소가 있

는가?

이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확인읕 통해 데이터에 접근하려는 경우가

발생할 때마다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을 미리 유형화해서 데이터의 접근

에 대한 허락 여부를 좀 더 일관적이고 신속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

다.584)

이와 같이 호주보고서와 UKAN보고서는 내용상 큰 차이점은 없다.

하지만 UKAN보고서의 영향력이 영국을 넘어서 외국에서도 참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는 동아시아 국가인

일본과 대만에서의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 체제들을 살펴본다.

제5절 일본 및 대만

1. 개인정보보호 규제에 대한 전반적 개괄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이 2003년에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2015년 9월

3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성립585)되었다. 그

결과 2003년 제정된 일본 개인정보 보호법은 12년 만에 개정이 되게 되

었다. 이번 개정법은 본격적으로 익명 데이터를 보호하고 이용하기 위

584) O’Keefe, C., Otorepec, S., Elliot, M., Mackey, E., and O’Hara, K., 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The De-identification

Decision-Making Framework”, 2017, p.20-21. ‘다섯 가지 안전성(Five Safes)’

모형에 대한 설명은 NIST2016에도 있다. 호주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이 모형은

데이터관리자가 데이터 공개시에 고려해야 할 모든 요소들을 제시한다는 장점

이 있다고 설명한다. 만약 이런 형태의 모형이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

면 확인을 하지 못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Garfinkel, Simon L.,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De-Identifying Government

Datasets”(2nd draft), 2016, p.27 참조.

585) http://www.cas.go.jp/jp/houan/1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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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도를 도입하였으므로, 개인 데이터를 취급하고 싶어 하는 기업일

수록 이번 개정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 일본

(1)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비식별화 규제

비식별화 맥락에서 주목할 부분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일정 수준의 비식별화 처리가 되면 자유롭게 데이터를 공유

할 수 있는 익명가공정보란 새로운 법 개념을 도입한 사실이다. 그래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익명가공정보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

도록 개인정보를 가공하여 얻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며, 해당 개인정보

를 복원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個人情報の保護

に関する法律（平成15 年法律第57 号）法第2 条）. 또한 이런 비식별화

처리의 적용이라는 사전적 조치와 함께, 사후적으로는 재식별행위를 금

지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도입하고, 익명가공정보의 사후 관리을 위한

안전 관리 조치의 도입에 대해서도 규정을 했다.

이런 규정들에 따라 익명가공정보취급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개인정

보를 가공하여 작성한 것을 제외)를 취급하는데 있어서는 해당 익명가

공정보의 작성에 사용된 개인정보에 관련된 본인을 식별하기 위해서,

가공 방법에 관한 정보 등을 취득하거나 해당 익명가공정보를 다른 정

보와 대조해서는 안 된다(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平成15 年法律

第57 号）法第10 条, 第2 項）. 또한 안전 관리 조치와 관련해서는 익명

가공정보의 안전관리 때문에 적절한 조치, 익명가공정보의 취급에 관한

민원처리 기타 익명가공정보를 적정히 취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스스

로 강구하고 해당 조치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平成15 年法律第57 号）法第14 条)

(2) 익명화 가이드라인



- 223 -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16년에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실행 규

칙 성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586) 특히 익명가공정보편이라는 별개

의 형태로 익명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의 전

체적인 목차 구성은 다음과 같다.

3-2 익명 가공 정보의 적절한 가공 (법 제36조 제1항 관계).

3-2-1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 등의 삭제..

3-2-2 개인 식별 부호 삭제..

3-2-3 정보를 상호 연결하는 부호 삭제.

3-2-4 특이한 기술 등의 삭제.

3-2-5 개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등 성질에 근거한 기타 조치

3-3 익명 가공 정보 등의 안전 관리 조치 등 (법 제36조 제2항, 제6

항, 제39조

3-3-1 가공 방법 등 정보의 안전 관리 조치

3-3-2 익명 가공 정보의 안전 관리 조치 등

3-6 식별 행위 금지

이런 목차 구성에서 볼 수 있듯이 사전적인 조치로서 익명가공정보를

가공하는 방법, 즉 비식별화하는 구체적인 방식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래서 삭제를 하는 경우와 삭제 이외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구분해서

규율하고 있다.587) 또한 사후적 조치로서 안전 관리 조치들에 대한 구체

적인 제시를 하고 있다.588) 또한 별도로 재식별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589) 이와 같이 비식별화에 대한 기술적

586) 個人情報保護委員会,「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についてのガイドライ

ン（匿名加工情報編）」, 平成 28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번역본 참

조.

587) 個人情報保護委員会,「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についてのガイドライ

ン（匿名加工情報編）」, 平成 28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번역본

참조). p.5.

588) 個人情報保護委員会,「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についてのガイドライ

ン（匿名加工情報編）」, 平成 28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번역본

참조). ,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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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부분들을 광범위하게 도입해서 영국의 익명화에 대한 규칙이나 미국

의 OCR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

다.

3. 대만

(1) 보건의료정보 분야의 특수성

대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제

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NHI”)은

의사가 제공하는 “모든”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인구의 96%

를 포괄한다. 전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르면, 대만의 모든 국민은 전

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있고, 또 전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하여야 한다.590) 그래서 전민건강보험 제도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만의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정

부기관에서 관리한다.591)

보건의료정보에 있어서 대만에서 가장 빈번하게 공유되고 활용되는

정보는 NHI에 따른 보험료 청구와 관련된 데이터세트(이하 “NHI 데이

터세트”)이다.592) 보건의료기관이 환급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NHI의 데

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지속적으로 집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구조 하에서 이 데이터세트의 질과 양을 생각해보면 NHI의 데이터세트

는 대만 안에서도 연구 목적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세트들 중

589) 個人情報保護委員会,「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についてのガイドライ

ン（匿名加工情報編）」, 平成 28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번역본

참조). p.10.

590) 고학수 외,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및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타당성 검토 및 가이드라인 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p.121.

591) National Health Insurance Administration(NHIA, 대만),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aiwan, R.O.C. (2014), National Health Insurance

Annual Report 2014-2015.

592) 고학수 외,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및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타당성 검토 및 가이드라인 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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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만 국민의 건강에 대한 정보는 의료 기관들을 통해 수집된 이후 이

의료 기관들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NHI의 산하 조직들이나 지사에서

수집된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은 전산화 작업을 통해 NHI의 중앙조

직으로 전송이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NHI의 중앙 기관은 이 데이터들

을 기관 내에 위치한 데이터 저장소에 보관한다. 결국 이 데이터 저장

소에 있는 NHI 데이터세트가 외부 연구자들에게 제공이 될 수 있는 정

보 자원이 된다. 이와 같은 외부 제공의 관점에서 NHI 데이터세트를

국가적인 차원의 식별자(ID)로 연결하는 “보건의료정보시스템 프로젝

트”가 진행되고 있다.593)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데이터의 관리와

관련 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 센터를 설립했으며, 동 서비스

는 이미 대중에 공개되었다. 이외에도 학술적 연구 목적으로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계의 요청에 부응하여, NHI은 전민건강연구기구

(NHRI, National Health Research Institute)와 협력하여 일련의 청구

데이터세트 샘플을 연구목적으로 제공해오고 있다.594) 이런 과정들을 통

해 전민건강연구기구(National Health Research Institute, “NHRI”)라는

정부 기관이 1990년 이래 이를 준비하고 샘플로 추출된 청구데이터세트

를 관리해왔으며, 매년 꾸준히 이를 공개해왔다.

이와 같이 NHI 데이터세트는 처음엔 학술 목적으로의 연구 제공과

비학술 목적으로의 민간 산업계에의 제공 모두를 염두에 두면서 포괄적

으로 NHI 데이터세트가 사용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하지만 곧 반대

여론에 부딪혀 2014년 11월에 대만의 중앙 정부기관인 행정원 복지부가

발표한 통지 명령(行政院衛福部102年11月19日通知)에 따라 “전민건강보

험 데이터베이스를 산업계에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하였다.595) 그

593) 고학수 외,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및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타당성 검토 및 가이드라인 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p.124.

594) 고학수 외,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및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타당성 검토 및 가이드라인 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p.125.

595) 고학수 외,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및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타당성 검토 및 가이드라인 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pp.1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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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현재는 오직 연구 목적으로의 제공만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연구

프로젝트들을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일정 주체들의 경우에만 연

구의 목적으로 NHI가 보유한 연구데이터베이스의 접근과 사용을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596)

(2)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비식별화 내용597)

대만은 개인정보보호법이란 일반법을 별도로 마련해서 개인정보 분야

를 규율하고 있다. 대만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비식별화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규정 안에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란 표현

자체가 없고, 비식별화에 대한 기술적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단

지 개인정보의 정의 또한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어떤 경우

에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된 정보가 되는지를

추론하기가 어렵다.598)

단지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공개된 정보가 특정 개인을 식별로 이어지지 않으

면 가능한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個人情報保護法律 第20 条 第5 項).

하지만 이 예외 조항이 적용되려면 목적 외 이용이 공익적 필요성이 있

거나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

된다(個人情報保護法律 第20 条 第5 項). 특히 이 조항을 “동의 의제로

서의 비자발적 모형(non-voluntary model)”으로 설명한 경우도 있다.599)

596) http://nhird.nhri.org.tw/en/Data_Protection.html (2017.10.13. 최근 방문)

597) 대만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공식적

영문판) http://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I0050021

598) 개인정보를 “.....개인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

보”로 개념정의하고 있다. 식별가능성 기준을 예측할 수 있는 어떠한 개념표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 방식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

제를 받지 않는 접근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대만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항.

599) Wen-Tsong Chio, THE BIG DATA RUSH AND ITS DISCONTENT

IN TAIWAN, 2015. 고학수 외,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및 건강서비스 제공

을 위한 법적 타당성 검토 및 가이드라인 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pp.130 참조.



- 227 -

그런데 현재 대만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에 근거한 개인정보의 제공

형태가 개인정보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면서 소가 제기되어 현재 대만

최고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사건은 전민건강연구기구가 보건의료

정보를 위 동의를 의제하는 규정인 대만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에 따른

목적 외의 이용에 대한 것이다. 이 규정에 근거해서 NHI 데이터세트에

포함된 8명의 대만국민이 그들이 전민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되며 제공

한 데이터를 데이터 관리자인 NHIA에게서 반환받겠다며 소를 제기한

사례이다. 이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단락에서 살펴본다.600)

(3) 비식별화에 대한 법원의 결정: TAHR vs. NHIA

TAHR vs. NHIA 판결이 제시하고 있는 점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하나는 수집 목적 외의 이용에 대한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비

식별화에 대한 부분이다.

우선 수집 목적 외의 활용의 해석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판결문의 내용

을 살펴본다. 이 사건에서 대만 법원은 수집 목적 외의 활용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로서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가치와 정보이용을 통한 공익

의 증진이라는 가치 사이의 이익형량을 통해, 공익의 증진이 개인정보

의 보호보다 높은 법익적인 가치를 가지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대립

되는 법익들을 비교하는 이익형량의 판단기준을 해당 사건에 적용해서,

대만 법원은 해당 사건의 대상이 되는 건강보험정보가 의학연구를 위해

이용되는 학술적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였다.601) 개인정보의 보호, 더

나아가서 프라이버시(privacy)에 대한 개인의 법적 권리는 어떠한 경우

에도 제한되어서는 안 될 정도로 절대적 가치를 지닌 권리가 아니라고

보았다. 즉 개인정보의 활용을 통해 달성되는 공익적 가치가 높을 경우

600) Taiw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TAHR) vs. National Health

Insurance Administration (NHIA), 2012.

601) 김은수·박제인·정종구,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이용과 한계-대만판례

TAHR vs NHIA (2012) 분석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7권 제1호(2017.3),

p.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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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비교형량을 통해 개인정보의 활용이 보호에 앞설 수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상대적 권리라는 점을 밝혔다고 해석

할 수 있겠다. 그 결과 대만 법원은 사안에서 건강보험정보를 제공받은

제3의 기관이 실제로 해당 정보를 활용해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의 학술행위를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정

보를 이용할 때 얻을 수 있는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보았다.

비식별화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TAHR vs. NHIA에서 대만 법원은

해당 데이터가 제대로 비식별화가 되었는지에 대한 판결을 하면서, 그

판결의 논거로 비식별화의 사전적 관리와 사후적 관리 모두의 측면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제시했다.602) 대만법원은 사전적 그리고 사후적

관리 모두의 요소가 제대로 운용될 경우에는 재식별의 위험성이 지속적

으로 통제되고 관리됨으로써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하는 방식에 대해서

일반 시민이 가질 수 있는 불안감을 합리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전관리의 측면에서 비식

별화 조치가 제대로 적용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의

범위를 어느 정도 한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통해서 재식별의 위험성 판단 기준을 무한적으로 확장함

으로써 결국은 비식별화 조치가 모든 경우에서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는 결과는 피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해당 정보를 수령한 기관이 다

른 자료의 요청자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할 때 비식별화 처리가 된 정보

를 재식별할 수 있게 하는 자료, 즉 암호화된 정보의 해독 방법을 제공

하지만 않는다면 법령에서 규정한 비식별화를 만족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후적 관리 과정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법령에서 규정

한 비식별화 절차의 충족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요소로서 인정하고

있다. 사후적 관리의 예들로서, 연구신청자에게 연구목적과 관련된 문답

을 진행하는 행위, 연도자료의 일정 비율만을 공개하는 행위 등을 제시

602) 김은수·박제인·정종구,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이용과 한계-대만판례

TAHR vs NHIA (2012) 분석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7권 제1호(2017.3),

p.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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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제6절 비교 및 정리

1. 전반적인 공통점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가이드라인 형태의 문헌들을 포함한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련 규제와 함께 여러 의견서나 보고서들

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위험성 관리 접근법의 적

용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에서 비식별화에 대한 전문

가 판단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에 위험성 관리의 방식을 명시적으로 법

령 형태로 도입했다. EU에서는 DPD와 GDPR 모두 비식별화 문제에 있

어서 이분법적인 태도와 위험성 관리 관점 모두를 보이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재식별의 위험성이 0이 되어야 적용되는 익명화 정보

에 대한 규정과 함께 데이터 환경이란 맥락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

는 ‘합리적 예측가능성’의 식별가능성 기준의 제시가 이 두 가지 관점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GDPR의 경우에는

비식별화 기법의 한 가지 종류인 가명화를 명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이

런 기술적 방식의 적용으로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GDPR은 전면적이지는 않지만 DPD와 비교해서

좀 더 비식별화 문제를 실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해 위험성 관리

의 한 가지 방식으로서의 가명화를 제시한 것으로 추측된다. 영국은

ICO가 발표한 익명화에 대한 실행규칙을 통해 재식별의 위험성이 0이

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의 비식별화에서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대만의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자체 내에서는 위험성 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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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이 반영된 것처럼은 보이지 않는다. 아직 대만 정부 차원에서 비식

별화 자체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령의

관점으로만 보면 대만은 여전히 기존의 이분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

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최근 대만의 법원에서의 판결문에

서 재식별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려는 위험성 관리가 제대로 되면 비식별

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결정을 한 것이 있다. 아직 최고 법원의 판

단은 아니지만 최소한 대만에서도 어느 정도는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를

위험성 관리의 관점을 반영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고 개인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익명가공정보란 새로운 영역을 도입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1년 정도 이후에 익명가공정보에 대한 가이드라

인이 발표되었다. 이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 자체만 보면 여전히

이분법적이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법에서 정의한

익명가공정보의 개념 표지 자체는 어떤 합리적 판단이 들어갈 여지가

없이 ‘복원할 수 없는...방법’으로 삭제를 해야 한다는 이분법적 관점이

여전히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603) 하지만 익명가공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보면 익명가공정보에서 특정 개인의 식별가능성의

판단은 ‘사회 통념상’ 그리고 ‘일반인 및 일반 사업자의 능력, 수법’을 기

준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604) 이와 같은 기준은 DPD의 ‘합리적 예

측가능성’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결국 일본도 익명가공정보

의 개념을 위험성 관리 관점으로 접근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법규제 관점에서 개별적 특성 정리605)

(1) 미국

603)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平成15 年法律第57 号）法第2 条, 第9 項.

604) 個人情報保護委員会,「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についてのガイドライ

ン（匿名加工情報編）」, 平成 28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번

역본, pp.2-3.

605) 이 비교는 개별 국가들의 연구보고서의 내용 부분은 제외한다. 이런 연구

보고서는 모두 기술적 내용 중심의 위험성 관리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비

교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오로지 법규제의 관점에서 국가별 비교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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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건의료정보의 특수성 인지

미국은 대체로 개별 분야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는 개별 규제 형태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보건의료

정보에 적용되는 비식별화를 행정규칙 형태로 2003년에 도입했다. 다른

분야도 아닌 의료 영역에서 이렇게 선제적인 법제도를 도입한 상황를

통해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만큼 보건의료정보의 활용에 대한 가치를

일찍부터 인식했기 때문에 보호와 활용 모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책으로 비식별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

을 통해 볼 때 일반적인 개인정보의 관점에서는 비식별화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는 않지만, 적어도 보건의료정보 맥락에서

는 정보의 효과적인 활용과 그에 따른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사전

동의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감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에 따라 보건의료정보의 효과적인 활용과 실질적인 보호의

방책으로 비식별화를 제시한 것은 그 만큼 시사점이 있다.

나. 제도적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 채택

미국의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은 17가지 식별자를 제거하는 내용적

방식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가 판단하는 절차적 방식을 수범자

가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두 가지 상반된 특징을 가진

방법의 선택권을 수범자에게 준 사실은 데이터 규제 영역에서는 수범자

들이 행정당국보다 해당 영역을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하나의 단일한 방식 만을 강제할 경우의 문제점을 인식한 것으로 추측

된다. 그래서 완전한 형태의 자율규제는 아니지만 적어도 개별 수범자

들이 자신의 환경에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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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분법적 접근법과 위험성 관리 접근법의 공존

EU의 DPD와 GDPR 모두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에 대한 이분법적 접

근법과 위험성 관리 접근법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DPD와 GDPR recital §26의 내용적 구조 때문이다.

WP29 익명화 의견서는 DPD의 recital §26 에 대한 설명에서 이분법적

전제가 반영된 익명화에 대한 설명과 ‘합리적 예측가능성’ 기준을 적용

해서 식별가능성을 판단하는 부분이 서로 연결된다는 의견을 보이면서

이 ‘합리적 예측가능성’은 익명화에 대한 부분과의 관계에서 ‘합리적 불

가능성’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합리적인 관점에서 불가능하다는 설

명 자체가 재식별의 위험성을 용인한다는 의미인지에 대해 어떻게 해석

이 되는지 불확실하다. 그래서 이와 같은 WP29 익명화 보고서의 의견

은 논리적으로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다.

(나) 제도적 유인 방식의 도입

GDPR이 비식별화의 한 가지 기법인 가명화를 명시적으로 도입했다.

가명화에 대한 논의는 DPD 체제 하에서부터 WP29 익명화 보고서에서

있었기 때문에 GDPR에 반영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크게 놀라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가명화를 제도적 유인으로 명시하면서 도입했다는 사실

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명화 자체가 GDPR의 적용을 배제하는 익

명화된 정보로 만들지는 않지만, 가명화가 프라이버시의 위험성을 경감

한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험성 관리의 측면에서 도입

되어서 가명화를 적용하면 프라이버시의 위험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전

체적으로 위험성 관리 관점에서 비식별화를 적용할 때 가명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유인도 생기게 된다. 추후 GDPR이 효력을 가지게

된 이후의 실제 가명화 조항이 어떻게 운용되는지는 주요 관심사들 중

하나가 될 것이다.

(3)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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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방대

한 수집된 보건의료정보의 활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영국 정부 차원에서 외부 기관과의 적극적인 데이터 공유를 위한 시도

가 있어왔고, 미국 이상 정도로 보건의료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많은 관

심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보건의료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활용에 관심이 높기 때문

에 DPD의 위임에 따라 익명화에 대한 실행규칙을 EU국가들 중 거의

유일하게 마련했다. 이 실행규칙은 기본적으로 재식별의 위험성을 일정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위험성 관리 접근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리

고 위험성 관리에서 데이터 공격자 맥락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의도

적 공격자 기준’이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은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평균인과 같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규범적 관점

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4) 일본

일본은 GDPR과 함께 가장 최근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현재의 분위기를 반영한 내용이 개

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반영이 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익명가공정

보의 도입이다. 익명가공정보에 해당하면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자유롭

게 공유 및 활용이 가능한 구조이다. 익명가공정보는 부분적으로

HIPAA프라이버시 규칙의 전문가 판단 방식을 차용한 모습을 보인다.

특정 식별정보를 삭제하면 익명가공정보에 해당한다는 조항이 있다. 하

지만 동시에 삭제가 아니라 가명화 처리와 같이 다른 값으로의 대체도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을 정

도로’ 가명화 처리를 하는 구조가 되므로 위험성 판단 과정이 포함된다.

이러 관점에서는 위험성 관리의 접근법도 같이 채택하고 있는 것을 판

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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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만

대만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기관에 집적

되는 보건의료정보의 활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보

호법 상으로는 여전히 이분법적 방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활

용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건의료정보 활용의 공익적

요소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이런 이분법적 방식이 아니라 위험성 관

리의 관점을 적용한 판례가 최근 나왔다. 비록 최고 법원의 판결은 아

니지만 이와 같은 법원의 의견을 통해 볼 때 위험성 관리의 측면에서

사후적인 관리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면 비식별화 방식을 통한 데이터

의 활용이 가능해지는 방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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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건의료정보의 비식별화 모형 제시 및

적용

제1절 이론적 전제

1. 위험성 관리 관점에서의 비식별화

(1) 위험성 관리의 의미 및 적합성

이미 설명한대로 위험성 관리의 방식은 정보보안 분야의 관점을 반영

한다. 정보보안의 목적은 데이터의 침해 위험성의 완전한 제거가 아니

라 침해 위험성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정보보안 조치가 된 이

후에도 남아있는 잔존(residual) 위험성을 관리하는 것이다.606)

이와 같이 침해 위험성의 존재를 인정하는 이유를 정보보안경제학 관

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607) 정보보안경제학에 따르면 정보보안 영역에서

는 정보의 보안에 투자되는 비용과 보안 조치의 적용읕 통해 달성되는

편익을 비교하는 비요편익분석적 논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608) 그래서

606) 위험성 자체가 내포하는 불확실성 때문에 과학적 확실성과 합리적 예측에

근거한 위험성 관리의 접근법이 제대로 위험성에 대처를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그래서 위험성의 정확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위험성에 대한 보수적인

판단에 기초해 위험성이 낮은 경우에도 높은 수준의 대비를 해야 한다는 관점

이 등장했다. 이 접근법을 ‘예방적 원칙(precautionary rule)’으로 부른다.

Machina, M. and Viscusi, W., Handbook of the Economics of Risk and

Uncertainty(volume 1), Elsevier, 2014, p.607 참조. 개인정보보호 맥락에서는

다음의 문헌을 참조한다. A. Narayanan, J. Huey, and E. Felton,, 앞의 논문

(각주 113) 참조.

607) 물론 프라이버시 영역에서 재식별의 위험성을 0으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전제와 같이, 정보조안 영역에서도 정보보안 조치를 적용한 이후 모든

가능한 데이터침해의 위험성을 0으로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

유도 반영되어 있다.

608) Brecht, Matthias and Nowey, Thomas, “A Closer Look at Information

Security Costs” in Bohme, Rainer(edi.), Springer, 2013, pp. 3-4. 하지만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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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보안 장치들의 적용에 있어서 비용적 요소가 고려되기 때문에 비

용 대비 보안 효과를 고려하게 된다. 결국 기업은 한정된 자원들 중 어

느 정도의 자원을 정보보안에 투자해야 하는지의 경영판단을 내리기 때

문에, 정보보안 침해의 위험성이 현실화해서 발생될 비용과 정보보안에

투입할 자원의 규모를 비교한다. 그래서 기업이 감수할 정보보안과 관

련한 위험성의 정도를 결정해서 그에 따라 정보보안에 영역에 소비될

비용이 결정된다.609) 프라이버시의 영역과는 다르게 직접적인 법적인 규

제보다는 기술적 방식을 중심으로 보안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기

업들에게 맡기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업들의 경영판단에 따

라 대체로 결정되는 구조이므로 비용 수준에 따라 그 기업이 수용가능

한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정보보안의 위험성 관리 접근법을 개인정보보호의 비식별화

영역에 도입하면 자연스럽게 위험성 관리 기준으로서의 잔존 위험성의

관리도 적용이 된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잔존 위험성의 관리는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잔존 위험성을 설정하고,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결과

를 피한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610) 이 원칙을 우선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맥락으로 재구성하면 ‘프라이버시의 잔존 위험성의 관리는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프라이버시 위험성을 설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데이터 유용성을 확보한다’는 원칙으로 환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비식

별화의 맥락에 맞추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재식별의 잔존 위험성

의 관리는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재식별의 위험성을 설정하고, 수용할

경제학(Economics of Information Security)의 측면에서 정보의 보안이란 기술

적인 측면을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다. 보안경

제학에서는 기업 입장에서 보안에 대한 투자 모형을 설정하고 보안에 대한 수

익을 계량화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이 수익과 정보투자의 비용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은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정보투자의 수익과 비용 사이의 균형점

을 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비용의 투입을 효과적인 보안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로 보고 있다. 정보보안경제학에 대한 자세한 참조는 다음의 문헌에서 한다.

Brecht, Matthias and Nowey, Thomas, “A Closer Look at Information

Security Costs” in Bohme, Rainer(edi.), Springer, 2013.

609) Brecht, Matthias and Nowey, Thomas, “A Closer Look at Information

Security Costs” in Bohme, Rainer(edi.), Springer, 2013, p.5.

610)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 Brooks, M.

Garcia, N. Lefkovitz, and E. Nadeau)(각주 3), 앞의 보고서,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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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수준의 데이터 유용성을 확보한다’고 표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보보안 영역에서의 원칙을 개인정보보호 관점으로 재구

성한 위험성 관리 기준에 대해 설명하기 이전에 먼저 비식별화 규제 체

제로서 위험성 관리 방식이 왜 적당한 접근법인지를 법경제학의 기본

논리를 적용해서 간단하게 다음의 단락에서 설명한다.

(2) 위험성 관리 방식에 대한 이론적 설명: 동의규칙 v. 보상규칙

위험성 관리 방식의 이론적 근거는 규제 체제에 대한 전통적인 분석

틀인 동의규칙(property rule)과 보상규칙(liability rule) 하에서 설명을

할 수 있다.611) 위험성 관리 방식과 제도적 유인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

을 하기 이전에 동의규칙과 보상규칙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한다.

동의규칙은 일종의 사전적 규제 체계로서 상품에 대한 권리, 즉 재산

권을 사전적으로 확립하는 방식으로 재산권을 분배하는 접근법을 의미

한다.612) 재산권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권의 소유자는 재산권 침

해의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침해 행위 자체를 방지하는 요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유자가 해당 재산권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권 자체에 간섭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의규칙으로 불

리기도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보상규칙은 사후적인 규제 방식으로 권

리의 침해가 있어도 해당 권리의 침해를 용인하면서 단지 침해의 규모

정도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보상규칙은 권리에 대한 침해를

용인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권리의 주체가 사전적으로 권리의 침해 자체

를 방지하지는 못하고 침해를 용인하는 대가의 지불을 사법적 절차 등

을 통해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liability rule을 보상규칙으로

611) Calabresi, Guido and Melamed, A. Douglas, "Property Rules, Liability

Rules, and Inalienability: One View of the Cathedral", Harvard Law Review

Vol. 85 No.6, p.1093(1972).

612) Kaplow, L. and Shavell, S.,“Property Rules versus Liability Rules: an

Economic Analysis Rules, Harvard Law Review 109, 1996, pp.72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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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수 있다.

그런데 비식별화는 이 동의규칙과 보상규칙 모두가 적용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 사전적으로 보면 개인정보에 대한 재산권 자체가 확립되

기 어렵기 때문에 동의규칙 자체를 적용해서 사전적인 규제책을 제시할

수가 없다. 또한 사후적으로 보아도 개인정보의 침해가 있을 경우에 어

느 정도의 범위까지를 침해의 결과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일관된 기

준을 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법원에서 정확하게 손해액을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상규칙의 관점에서 비식별화를 구축하는

것도 어렵다.613)

이와 같이 사전적인 동의규칙과 사후적인 보상규칙 모두의 적용이 어

렵기 때문에 결국 개인정보의 침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을 예상하고

통제함으로써 손실의 발생 결과의 발생 확률을 낮추는 위험성 관리의

관점이 필요하게 된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제대로 설계된 비식별화는

예방적 프라이버시 규제로서의 의미가 있다.614) 사전동의나 사후철회 방

식과 같은 데이터통제권의 접근법은 정보주체의 주관적인 프라이버시

기대에 근거하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재식별 상황을

통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615) 그래서 데이터통제권 방식은 예방적

인 접근법으로는 적절하기가 않다. 제대로 된 비식별화 방식은 비식별

화 처리된 데이터세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위험성 관리가 되

면 데이터 공격자에게도 재식별의 동기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비식별화 방식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결국 위험성 관

리의 접근법으로 비식별화를 구성하게 된다.

613) J. Lane, V. Stodden, S. Bender, and H. Nissenbaum(eds.)(각주 4), 앞의

책, p.171 참조.

614) 이 경우의 예방적 프라이버시는 위험성 관리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의 ‘예

방적 관점(precautionary rule)과는 다르다. V. Mayer-Schonberger(각주 10),

위의 논문, p.1860.

615) Matzner T., Masur P.K., Ochs C., von Pape T. (2016) Do-It-Yourself

Data Protection—Empowerment or Burden?. In: Gutwirth S., Leenes R., De

Hert P. (eds) Data Protection on the Move. Law, Governance and

Technology Series, vol 24. Springer, Dordrecht, p.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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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보호와 위험성 관리 기준의 의미

위에서는 법경제학적 논리에서 개인정보보호 규제로서의 위험성 관리

방식의 적합성과 그에 따른 비식별화 방식의 적절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렇다면 위험성 관리 체제의 기준이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제의 맥락에

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고민할 단계이다.

이미 설명한 것과 같이 개인정보보호 맥락으로 재구성된 위험성 관리

기준은 ‘프라이버시의 잔존 위험성의 관리는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프라이버시 위험성을 설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데이터 유용성

을 확보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을 살펴보면 프라이버시 위험성과 데

이터 유용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수용할 수 있

는 수준의 프라이버시 위험성을 설정한다는 의미는 주어진 데이터 환경

에서 용인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프라이버시 위험성을 정한다는 것이

다.616) 그래서 위험성 요소 관점에서는 최소 기준 설정의 의미가 된다.

그리고 데이터의 유용성 관점 관점에서는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유용

성은 있어야 한다는 해석이 된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려는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수준의 데이터 유용성이 남아 있어야 한

다는 의미이다.617) 그래서 데이터의 유용성도 최소 기준 설정의 의미로

볼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에서 나타나 위험성 관리 기준을 전제로 이 위험성 관리

기준이 비식별화 규제 체제에서 구체화되는 모습을 다음 단락에서 살펴

본다.

2. 비식별화 규제의 목표

616) El Emam, K. and Arbuckle, L., Anonymizing Health Data, 2014,

O'Reilly, pp.4-5 참조.

617) El Emam, K. and Arbuckle, L., Anonymizing Health Data, 2014,

O'Reilly, pp.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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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위에서 제시한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의 위험성 관리 기준를 그대로

비식별화의 맥락에 맞추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재식별의 잔존 위

험성의 관리는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재식별의 위험성을 설정하고, 수

용할 수 있는 수준의 데이터 유용성을 확보한다’고 표현할 수 있다. 개

인정보보호 측면과 마찬가지로 재식별의 위험성과 데이터의 유용성 두

가지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재식별의 위험성

은 주어진 데이터 환경에서 용인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재식별 위험성

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데이터 유용성 또한

데이터의 분석 목적 달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수준의 데이터

유용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 맥락과 마찬가지로 최소 수준

을 설정하는 기준을 가리킨다.

이 기준은 비식별화에 대한 규제가 추구하는 두 가지 목표들 중 하나

에 적용된다. 비식별화에 대한 규제의 목적은 위험성의 관리인데 데이

터 자체에 대한 위험성의 관리과 데이터 환경에 대한 위험성의 관리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618) 위에서 설명한 최소 기준은 데이터 자체의

위험성 관리에 적용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최소 기준의 기본 전제

가 주어진 데이터 환경에서의 위험성 관리에서 발생한 개념이기 때문이

다. 그래서 최소 기준이 적용되는 데이터 자체의 위험성 관리와 데이터

환경의 위험성 관리 두 부분에 대해 차례로 설명한다.

(2) 데이터 자체의 위험성 관리 측면: 규제의 최소 기준 제시

가. 최소 기준 제시의 의미

618) M. Elliot, E. Mackey, K. O’Hara, and C. Tudot, 앞의 보고서(각주 109),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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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자체의 위험성은 데이터 환경을 외생변수라는 주어진 조건으

로 정한 상태에서 데이터 자체가 식별 또는 재식별될 위험성을 의미한

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비식별화 기법들의 적용을 통해 데이터에 변형

을 가함으로써 재식별의 위험성에 대처하는 영역이 된다. 그럼 어느 정

도로 데이터에 변형을 가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는 데이터의 유용성과

프라이버시의 보호 정도 사이의 상충관계를 염두에 두게 된다.619) 데이

터의 변형 강도가 강할수록 프라이버시의 보호 정도가 강해져서 재식별

의 위험성은 낮아지지만 그 만큼 데이터 분석 결과물의 품질이 하락해

서 데이터의 유용성이 떨어진다.620) 이런 상충관계를 [그림 6-1]에서 확

인할 수 있다.

[그림 6-1] 데이터의 유용성과 프라이버시의 관계621)

619) El Emam, K. and Arbuckle, L., Anonymizing Health Data, 2014,

O'Reilly, pp.7 참조.

620) 데이터의 품질(quality)이란 비식별화처리된 데이터에서의 분석추론 결과

와 원본데이터의 분석추론 결과가 동일한 정도를 의미한다. Garfinkel, Simon

L.,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De-Identifying

Government Datasets”(2nd draft), 2016, p.3.

621) K. El Emam and B. Malin, 앞의 보고서(각주 138), figure 8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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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런 상충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프라이버시 규제는 위

그래프 상의 점을 찍어주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을 긋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점을 찍어주는 방식은 규제당국이 자신들의 판단으

로 특정한 최적규제를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622) 선을 긋는 방식은 규

제당국이 최소기준 만을 제시할 뿐 어떤 특정 형태의 규제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623) 최소기준을 제시하면 그 최소기준 만을 준수할 수 있으

면 수범자는 어떤 수단을 적용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최소기준 만을 제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한 위

622) 최적(optimal)의 의미 자체가 경제학적 솔루션 관점에서 주어진 조건 하에

서 가장 적합한 특정값(들)을 제시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점을 찍는 방식은 비

식별화 규제 맥락에서 내용적 규제에 해당한다. 점을 찍는 방식과 선을 긋는

방식 사이의 비교에 대한 설명은 후술한다.

623) 최소한 충족해야 할 기준만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 규제 방식을 위 그림에

서 표현하면 하나의 선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선을 긋는 방식이라고 임의적으

로 표현한다. 마찬가지로 점을 찍는 방식으로 표현한 것도 최적규제를 그림에

표시하면 하나의 좌표에 해당하는 점의 형태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표현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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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성 관리의 최소 기준의 방식은 이 선을 긋는 방식에 해당한다. 그래

서 위험성 관리의 기준은 최소 기준을 기반으로 한 선을 긋는 형태로

표현된다.

위험성 관리의 최소 기준은 위 그림에서 두 개의 붉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다. 이 직선들은 각각 최소 수준의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최소 수

준의 데이터의 유용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두 선보다 모두 높은 수

준에 위치하는 우측상단의 영역 안에서 수범자가 구체적인 비식별화의

전체적인 방식들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된다.624) 이와 같이 최소 기준의

방식은 규제당국에서 제시한 최소한의 기준 만을 준수할 수 있으면, 그

기준의 준수를 위해 사용하는 수단들에 대해서는 수범자의 자유재량으

로 맡긴다. 그래서 위에서 설명한 점을 찍는 방식인 최저규제의 형태보

다는 좀 더 유연성 있는 제도 운영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시한 위험성 관리 기준에서 ‘기준’은 전통적인

규제이론의 틀-규율(rules) vs 기준(standards)-에서의 기준에 해당한다.

그래서 위험성 관리의 규제는 처음부터 규율 형태가 아니라 기준 형태

가 적합하다는 암묵적 전제 하에 설명을 했다. 다음 단락에서는 이 규

제이론의 전체적인 틀을 설명하고 위험성 관리에서의 최소 기준이 왜

standards의 규제 형태에 적합한지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제시한다.

나. 규율(rules)과 기준(standards)

규제의 형태는 규제의 주체에게 판단의 재량이 주어졌는지에 따라 기

준(standards)와 규칙(rules)로 구별할 수 있다.625) Standards는 규제의

기준만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규제의 행사는 특정 주체가 이 기준을 적

용해서 판단을 하게 된다.626) 예를 들어, 불법행위법에서 과실의 판단에

624) 두 개의 선으로 위 그림이 네 개의 공간으로 분리된다. 그 중 우측상단의

공간을 의미한다.

625) 개념 구분의 용이성을 위해 이하에서는 영어 표현인 standards 와 rules로

표기를 한다.



- 244 -

있어서 법원에게 행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맡기는 경우

이다. 이와 반대로 rule은 법령의 내용 자체에서 규제의 대상자가 영향

을 받는다. 예를 들어, 혼인가능연령을 16세로 한다는 것과 같은 규정은

혼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어떤 특정 주체에게 맡긴 것이 아

니라 일률적으로 16세가 될 경우에만 혼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Rule에

의한 규제의 예라고 할 수 있다.

Standards은 규제의 내용 자체가 직접적인 강제력을 지니는 것이 아

니라 제 3의 주체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결정의 권한을 부여한

다.627) 고정적인 법령의 문언이 아니라 특정 주체가 해당 사건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Rule에 의한 규제에 비해

서 상대적으로 유연한 규제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628) 그래서 기술

발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역에서와 같이 규제환경의 변화가 빠른 영

역에서 좀 더 구체적인 상황에 적합하게 효과적인 규제가 용이해진다.

또한 특정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규제의 형태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사후규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후규제적 측면이 강

하기 때문에 수범자는 자신이 규제의 대상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 확실

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수범자가 알 수 있는 사

실은 개별적인 판단을 위해 공개된 대략적인 판단기준이 된다.

그리고 구체적 판단을 위해서는 제 3의 판단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체계가 미리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Rule과의 중요한 차이점이

된다. Standards 하에서의 규제를 위해서는 사건들 마다 이런 별개의

판단 주체가 정해져야 하다는 관점에서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소모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629) 판단주체들에 따른 결정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

626) Louis Kaplow, Rules Versus Standards: An Economic Analysis, 42

Duke Law Journal 557, 1992, p.559.

627) Louis Kaplow, Rules Versus Standards: An Economic Analysis, 42

Duke Law Journal 557, 1992, p.563.

628) Posner, Eric, “Standards, Rules, and Social Norms, 1997, p.105.

629) Louis Kaplow, Rules Versus Standards: An Economic Analysis, 42

Duke Law Journal 557, 1992, p.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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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결정의 신뢰성을 높여줄 수 있는 판단주체들에 대한 전체적

인 체계가 미리 잘 구비되기 위한 비용도 추가적으로 소모될 것이다.

Rule에 의한 접근법은 특정 주체에 의한 재량이 규제의 결과에 영향

을 미칠 여지를 주이 않고 법규범 상의 문언 그 자체가 수범자에게 강

제력을 미치게 된다.630) 규제의 내용이 모든 수범자에게 동일하게 적용

된다는 점에서 규제의 일관성 확보가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사회 환경의 빠른 변화를 신속하게 규제의 내용에 반영할 필요가 없는

영역에서는 규제 적용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영역에서는 Rule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선호되는 규제 형태이다.631) 하

지만 과학기술의 빠른 변화 속도에 민감한 영역에서는 Rule에 의한 접

근법은 구체적인 상황 변화에 최적인 규제를 적용하기가 어렵다. 물론

법령의 개정을 통해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이런 개정

의 일반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신속한 규제의 변화가 어려운 형태이다.

Standards와 Rule 모두 실제로 사용되는 규제의 한 형태이며 어느 규

제의 형태가 다른 규제의 형태보다 항상 더 좋다는 등의 절대적 비교

우위를 정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 단지 규제의 영역에 따라 상대적으로

좀 더 효과적인 규제의 형태가 될 뿐이다. 그런데 위의 논의에서 보면

기술의 변화에 빠른 대응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Standards가 더 효과적

이고 빠른 대응이 필요하지 않고 규제적 안정성이 중요한 영역에서는

Rule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의 보호 분야 중에서 비식

별화의 영역은 개인정보의 식별성을 없애는 통계적 기법들과 일단 비식

별화된 개인정보의 재식별의 기술들도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적 영역이

다.

또한 위험성 관리 모형에서의 최소 기준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보면

이런 최소 기준을 일종의 규제 내용으로 할 경우에는 rule이 아니라

630) Posner, Eric, “Standards, Rules, and Social Norms, 1997, p.108.

631) Louis Kaplow, Rules Versus Standards: An Economic Analysis, 42

Duke Law Journal 557, 1992, p.574.



- 246 -

standards가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최소 기준은 어떤

특정한 수치를 가리키는 구조가 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데이터의 유

용성과 프라이버시의 위험성 사이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모형화하기 위

해서는 이 두 가지 변수를 공통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나 도구가

필요한데 데이터의 유용성과 프라이버시의 위험성 모두에 적용될 공통

적 요소를 찾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 최소 기준은 특정한 수치가 아니라 데이터 분석의 유용성과 재식별

의 위험성을 모두 만족하기 위해 적용되는 비식별화의 절차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구체적인 비식별화 방식에 대한 판단은 수범자의 재

량에 맡기고 제시된 비식별화의 절차 만을 준수하면 되는 구조가 된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위험성 관리 모형의 최소 기준은 standards가 더 효

과적인 규제 형태가 된다.632)

(3) 데이터 환경의 위험성 관리 측면: 프라이버시의 위험성과 데이

터 유용성 사이의 상충관계의 개선

데이터 환경의 위험성 관리는 데이터 자체의 변형이 아니라 데이터는

그대로 둔 채 데이터를 보관하고 제공하는 데이터의 주변 환경의 조정

을 통해서 이루어진다.633) 이런 데이터 환경을 데이터공유의 맥락에서

보면 데이터수령인의 측면과 계약의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634) 이 데이

터수령인의 측면은 데이터수령인의 능력과 동기, 그리고 보안 및 프라

어버시 통제장치로 구성된다.635) 계약의 경우는 계약적 통제 장치의 존

재가 데이터 환경의 요소에 해당한다.636)

632) Rules와 standards의 비교 맥락에서는 아니지만 비식별화 규제에

standards 자체가 있어서 많은 좋은 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standards의 장점은 불확정성을 감소시키고 데이터의 소유자와 관리자들이 따

라야 할 일종의 관행(best practice)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각

주 1), 앞의 보고서, p.32 참조.

633) 데이터 환경의 위험성은 데이터 맥락(context)의 위험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한국신용정보원·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해외사례 공

유 세미나(Khaled El Emam 박사 초청)(2017.8.), p.11. 참조.

634) 위의 글, p.11.

635) 위의 글,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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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데이터 환경의 요소들에 대한 통제를 통해 프라이버시의 위험성

을 낮추는 구조이다. 데이터 자체가 아니라 데이터 환경을 통제할 경우

에는 데이터 자체의 위험성 통제와 비교할 때 데이터의 왜곡 문제가 거

의 발생하지 않는다.637) 데이터 자체의 변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

터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데이터 환경의 위험성을 통

제할 경우에는 대체로 데이터의 유용성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프라이버

시의 위험성, 즉 재식별의 위험성은 낮아지는 특징을 보인다.638)

데이터 환경의 위험성의 관리는 앞에서 설명한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의 보호와 데이터의 유용성 사이의 상충관계를 완화하는 역할을 한

다.639) 그래서 이런 상충관계가 변모하는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그림

6-2]를 참조한다.640)

[그림 6-2] 데이터의 유용성과 프라이버시 관계의 변화

636) 위의 글, p.11.

637) G. Duncan, M. Elliot, J. Salazar-Gonzalez, 앞의 책(각주 108), p.112.

638) Mayer, J. and Narayanan, A., “Privacy Substitutes”, 66 Stan. L. Rev.

Online 89(in Future of Privacy Forum, “Big Data & Privacy: Making Ends

Meet Digest”(pdf), 2013, p.82. 데이터의 유용성에 대한 설명을 다음 문헌에서

참조한다. El Emam, K. and Arbuckle, L., Anonymizing Health Data, 2014,

O'Reilly, pp.180-182 참조.

639) 데이터 자체에 적용하는 비식별화 기법이 아니라 데이터 환경을 통제하는

기술적 및 관리적 장치들을 ‘프라이버시 대체제(privacy substitutes)’로 부르고

있다. 이 프라이버시 대체제가 제대로 작동을 하면 데이터 자체의 비식별화의

경우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프라이버시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한

다. 이와 함께 데이터 자체의 변형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의 유용성도 최대한

확보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충적 요소가 최대한완화되는

형태로 변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Mayer, J. and Narayanan, A., “Privacy

Substitutes”, 66 Stan. L. Rev. Online 89(in Future of Privacy Forum, “Big

Data & Privacy: Making Ends Meet Digest”(pdf), 2013, pp.81-82 참조.

640) 이 그림은 정확하게는 ‘데이터 활용의 상업적 및 공적 가치’와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그림이다. 하지만 대체로 데이터의 유용성과 데이터

활용의 경제적 가치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위 그림을 데이터의 유용성과 프라이

버시 보호 사이의 관계로 보아도 이 글의 분석 목적 상 큰 차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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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Mayer, J. and Narayanan, A., “Privacy Substitutes”, 66 Stan.

L. Rev. Online 89(in Future of Privacy Forum, “Big Data & Privacy:

Making Ends Meet Digest”(pdf), 2013, p.81의 그림 인용.

[그림 6-2]에서 보는 것과 같이 데이터의 유용성과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에 뚜렷했던 상충관계가 데이터 환경의 위험성 관리를 적용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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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상충관계가 많이 완화된 형태로 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이런 변화가 가능한 것은 데이터

환경의 위험성을 통제하는 장치는 데이터 자체의 왜곡을 거의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이 장치가 추가되어서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커져도 이에

따라 데이터의 유용성이 거의 감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4) 소결론 및 정리

위에서 논의한 대로 재식별의 위험성의 관리는 데이터 자체의 위험성

관리 측면과 데이터 환경의 위험성 관리 측면을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

다. 데이터와 데이터 환경 각각은 두 개가 일종의 독립변수가 되고 이

독립변수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전체적인 재식별 위험성

이 결정된다.641) 이런 전체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이와 관련한 비식별화

규제는 최적규제가 아니라 최소 규제의 형식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왜냐하면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위험성 관리 자체가 최소 규

제의 접근법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는 위험성 관리의 이론적 근거 및 기준을 살펴보았다. 이런 이

론적 바탕 하에 위험성 관리의 접근법을 적용해서 보건의료정보의 비식

별화 모형을 제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모형을 제안하기에

앞서서 이제까지 살펴본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국내외의 법규제 자체가

위험성 관리의 접근법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본다.

제2절 위험성 관리와 국내외 규제

1. 이론적 전제

641) 데이터 자체의 비식별화와 데이터 환경적 요소를 각각의 분리된 차원으로

보아서 이 두 가지 차원의 결합에 따라 프라이버시의 위험성에 대한 대처가 달

라진다. Orit Levin and Javier Salido(각주 25), 앞의 논문, pp.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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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국가들의 규제들이 위험성 관리 접근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험성 관리 방식이 개인정보보호의 규제란 규범

적 영역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재구성(reconfigure)되는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642) 위험성 관리 방식은 데이터 환경이란 맥락 하에서 구체적

으로 위험성을 평가하고 위험성을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접근법이다. 그

래서 규제의 내용들 중에 데이터 환경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반영되어

있거나 위험성을 관리하는 절차를 의미하는 표현들을 있을 경우 해당

규제는 위험성 관리 접근법을 기반으로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643) 이런

기준에 따라 개별 국가들의 비식별화 규제가 기반으로 하는 접근법들을

다음 단락에서 판단한다.

2. 개별 국가들에의 적용

(1) 미국

미국은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에서 18가지 식별자 제거와 전문가

판단 방식이란 두 가지 제도적 도구를 수범자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18가지 식별자 모두를 제거만 하면 추가적인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보건의료정보를 공유할 수 있

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상황 판단 없이 특정한 조건의 이행만으로 규

제의 적용여부를 정하기 때문에 이 방식은 위험성 관리의 개념을 반영

하지 않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문가 판단 방식은 개별적인 데이터 환

경에 따라 구체적으로 재식별의 위험성을 판단한다. 더 나아가 전문가

판단 방식에서 적용하는 재식별 위험성의 판단 기준은 0(zero)이 아니라

“매우 낮은 수준(very small)”이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이런 규정

642) Ohm의 “reconfigure” 표현을 차용한다. Ohm. P., “Changing the Rules:

General Principles for Data Use and Analysis” in J. Lane, V. Stodden, S.

Bender, and H. Nissenbaum(eds.)(각주 4), 앞의 책, p.105.

643) Stalla-Bourdillon, S. and Knight, A., “Anonymous data v. Personal data

—A false debate: An EU perspective on anonymisation, pseudonymisation

and personal data” (draft), 2016, p.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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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볼 때 전문가 판단 방식은 위험성 관리의 접근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결국 HIPAA프라이버시규칙이 선택적으로 제시한 두 가지의 비식별

화 방식들 중 전문가 판단 방식인 위험성 관리 접근법을 기반으로 한

방식이다. 비록 수범자에게 두 가지 규제 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

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문가 판단 방식이 많이 사용된다. 실제 데이

터를 사용하려는 입장에서 보면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의 18가지 식

별자들이 제거되고 난 후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의 유용성이 매우

작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644)

(2) EU

DPD의 경우 법문의 해석 상 위험성 관리의 측면과 이분법적 측면 모

두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관점을 적용한다고 해도 DPD가 위험성 관리의 접근법 자체를 반

영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DPD의 recital에서 설명하는 식별가능성

은 합리적 예측가능성이란 구체적인 위험성 판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DPD는 위험성 관리의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WP29 익명화 보고

서에서도 식별가능성의 판단을 위험성에 대한 평가로 설명을 하고 있

다. GDPR은 DPD의 구조를 그대로 승계했다. GDPR도 기본적으로는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에 대한 DPD의 recital 규정을 수용하고 있다. 그

래서 DPD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관점 모두를 내포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DPD와 마찬가지로 위험성 관리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3) 영국

644)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Office for Civil

Rights(OCR), Guidance Regarding Methods for De-identification of Protected

Health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 Privacy Rule, 2012,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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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자체는 비식별화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언 자체만으로는 위험성 관리

의 접근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해석은 어렵다. 하지만 DPD에 근거

해서 영국의 ICO가 작성한 ICO 실행규칙에서 위험성 관리의 관점을 적

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재식별의 위험성이 0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전제로 하면서 데이터공격자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 환경의 위

험성 통제를 강조하고 있다. ICO 실행규칙은 규범적 효과는 없지만 실

질적인 영향력은 있기 때문에 ICO 실행규칙이 위험성 관리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영국 내에서 비식별화 방식을 적용하려는 수범

자에게 영향을 준다.

(4) 일본

일본은 익명가공정보라는 별도의 범주를 만들어서 익명가공정보에 해

당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특별한 설명이 없는 상태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해당 개인

을 복원할 수 없도록”이라고만 규정되어 있다(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

法律（平成15 年法律第57 号）法第2 条, 第9 項). 그래서 이 법률의 규

정 자체만으로는 익명가공정보의 판단 기준이 위험성 관리의 관점을 반

영하는지가 불분명하다.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된 후 익명가공

정보에 대한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에 익명

가공정보의 개념정의에 해당하는 조문의 해설이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

서는 위에서 제시한 개념표지 부분을 “일반인의 판단 능력 또는 이해

력”으로 한정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645) 또한 위의 개념 표지 부분

은 모든 가능성에 대한 배제가 아니라 최소한 일반인의 능력과 수법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646) 그러므로 위 조문은 실제는 데이터

645) 個人情報保護委員会,「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についてのガイドライ

ン（匿名加工情報編）」, 平成 28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번역본

참조),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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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고려해서 식별가능성을 판단하는 위험성 관리의 관점이 전제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익명가공정보의 전체적인 규정

자체는 위험성 관리의 접근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익명가공정보의 전체적인 특성 자체는 위험성 관리 접근법을 기반으

로 하고 있다. 그런데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익명가공정보에 해당

하기 위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특정 식별자들의 제거를 규정하고 있

다.647) 마치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의 18가지 식별자 제거의 방식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 관리 관점이 직접적으로 반영

되지 않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익명가공정보의 기본적인

판단 기준 자체는 위험성 관리의 접근법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

적으로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체계는 익명가공정보를 위험성 관리 관

점에서 도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5) 대만

대만이 마련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은 비식별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조항이 없다. 게다가 개인정보의 기준이 단순히 ‘식별가

능한’ 이라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위험성 관리의 관점을 반영

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별도로 소개한 판례에서 식별가

능성의 판단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성 관

리의 관점을 반영한 대만법원의 판단은 있다. 물론 최고법원의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이 판결 자체의 규범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런 국가들의 비식별화 규제들을 검토해보면 법령에 직접적으

로 규정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지만 위험성 관리의 접근법을 반영하고

646) 個人情報保護委員会,「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についてのガイドライ

ン（匿名加工情報編）」, 平成 28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번역본

참조), p.3.

647) 個人情報保護委員会,「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についてのガイドライ

ン（匿名加工情報編）」, 平成 28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번역본

참조), p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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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대만의 경우에는 하급심의 판례 정도이지

만 최소한 보건의료정보에 대해서는 비식별화 방식의 합리적인 운용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위험성 관리의 접근법이 인지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서 국내의 비식별화 규제에 대한

판단을 다음 단락에서 한다.

3. 국내에의 적용 및 위험성 관리 모형의 필요성 검토

(1) 국내 규제의 현황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 자체만으로는 위험성 관리의 관점을 반영하는

지가 불확실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서는 식별가능성 기준으로 ‘다

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식별가능

성의 판단 요소로 외부 정보와의 결합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관점에

서 데이터 환경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다. 게다가 ‘쉽게’라는

표현 또한 개인의 식별가능성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판단할 수 있는 가

능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데이터 환경에서의 구체적인 위험성 판단을 기

본 요소로 하는 위험성 판단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

다. 하지만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위험성 관리의 기본

전제는 반영되어 있지만 실제 위험성 관리의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

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의 내용이 위험성 관리의 방식을 전면

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상 불확실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이외에도 비식별화와 관련된 조항으로 개인정

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규

정에서는 구체적인 위험성 판단의 여지를 주는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이라고만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와 비교해서는 좀 더 위험성 관리의 방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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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이외에 의료 영역의 법률들 중 생명윤리법의 익명화

조항을 생각해볼 수 있다. 생명윤리법의 제2조 제19항에 규정된 익명화

개념을 보면 개인식별정보라는 특정 유형의 정보를 삭제하거나 다른 고

유식별정보로 대체하는 것으로 익명화를 정의하고 있다. 이 개념 조항

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위험성 판단의 과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래

서 생명윤리법이 위험성 관리의 관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개인

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4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렵다.

국내의 보건의료정보는 국민건강보험의 맥락에서 국가 기관에 집적되

는 정보와 개별 민간 의료기관들에서 환자의 진료정보로서 수집해서 집

적한 정보 두 가지 영역에서 보건의료정보가 집적되는 구조로 되어 있

다. 국가 기관에 수집되는 보건의료정보는 특히 공공데이터로서의 성격

을 가지기 때문에 공익적 요소나 정책 투명성과 같은 가치들이 있을 경

우에는 민간데이터에 비해 공개를 해야 할 현실적 요청이 더 커질 수

있다.648) 국내 보건의료데이터의 양과 질을 고려하면 공개할 경우에 재

식별을 통한 잠재적인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서는 데이터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더더욱 위험성 관리가 필요

하다.

비록 법률의 형태는 아니지만 2016년에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 체계 안내」는 위험성

관리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식별성을 판단하기 위해 미

국의 전문가 판단 방식과 같은 적정성 평가 절차를 도입하고 있다. 그

래서 현재 국내의 경우 위험성 관리의 접근법에 기초한 비식별화의 필

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648) Borgeisius, Frederik, Eechoud, Mireille, and Gray, Jonathan, “Open

Data, Privacy, and Fair Information Principles: Towards a balancing

Framework”, Amsterdam Law School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No.

2015-46, 2015, p.20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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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성 관리 모형을 위한 입법적 필요성

위험성 관리 방식은 재식별의 위험성이 0이 될 수 없다는 이론적 전

제 하에 지속적으로 변동하는 위험성을 관리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위험성 관리 방식의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위험성 관

리의 관점이 반영된 것인지 불확실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생명윤리법

자체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보건의료정보의

위험성 관리 모형의 적용이 활성화되려면 이 모형의 근거가 될 법령들

의 내용이 위험성 관리의 원칙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가

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험성 관리에 내포된 기술적 개념들을 법률적 용어로 정확하

게 표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런 표현들 자체의 선택에 있어서도

많은 논의와 논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더 나아가 이런 개념

표지들을 잘못 적용하면 개인정보의 개념 자체를 너무 좁게 적용해서

해석할 위험성도 있다. 설사 입법적 시도를 한다고 해도 장기적인 관점

에서 개인정보의 식별성 개념 표지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성숙된 이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법률의 규정에서는 위험성 관리 방식을 명료하게 반영한 근거

조항이 없지만 이미「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 체계 안내」라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참조할 수 있다.

이 가이드라인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는 별개로 한 상태에서 보면 이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비

식별화에 대한 위험성 관리 모형이 참조할 수 있는 정부의 공식 문건이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규제 상황에서 위험성 관리 모형이 실질

적으로 활용될 정책적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3) 위험성 관리 모형 도입의 실질적인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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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보건의료정보의 비식별화로 위험성 관리 모형에 대한 도

입을 전제로 논의를 했다. 위험성 관리 모형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서

는 구체적인 위험성 관리 모형을 제시하기 이전에 국내의 보건의료정보

의 비식별화에 있어서 위험성 관리 모형의 적용에 대한 실질적인 필요

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데이터의 수집 단

계보다는 활용 단계가 더욱 중요해지는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관

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데이터 분석의 알고리즘의 발전으로 데이터의

수집 단계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주체가 정보의 수집 단계에서 자신의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한다고 해도 이와 같은 다양한 활용의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동의 제도만으로는 실질적인 프라이버시

보호가 어렵다. 위에서 언급한 NIST2016이 제시하고 있는 데이터 생애

주기를 고려해서 데이터의 수집 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활용 단계

에까지 지속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을 통제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게 된다.

개인정보의 규제에서 이와 같이 위험성 관리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도

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개인정보의 규제 방식으로서의

비식별화의 가치가 더욱 높아진다. 왜냐하면 비식별화의 기법들을 적용

하는 의미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을 완화한다는 위험성 관리의 목

적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GDPR이 비식별화 기법의 한 가지 방

식인 가명화 개념을 도입하면서 가명화 적용의 제도적 기능이 프라이버

시 침해의 위험성 축소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비식별

화 체체 자체가 위험성 관리를 개념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비식

별화 체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이분법적 방식이 아니라 위험

성 관리 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필요성 또한 더욱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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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의 기술적 비식별화 방식들 중 차분프라

이버시와 비교해서도 위험성 관리 방식이 실질적으로 좀 더 효과적인

비식별화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차분프라이버시는 그 자체가 완결성을

가지면서 SDL이나 k-익명성의 단점들에 대한 수학적 해결책을 제시하

는 구조이다. 그래서 차분프라이버시 모형이 제대로 적용되면 다양한

방식을 통한 지속적인 위험성 관리의 필요성이 낮아질 것이다. 이런 인

식 하에서 차분프라이버시는 정교한 수학적 모형을 적용했기 때문에 차

분프라이버시 방식이 활용도가 높은 비식별화 방식이 될 것이라는 의견

도 있다.649) 하지만 차분프라이버시는 높은 비용과 복잡한 알고리즘을

요구하기 때문에 쉽게 적용하기는 어려운 방식이다. 게다가 노이즈를

추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보의 유용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 이

런 한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위험성 관리의 방식이 좀 더 실용적인

비식별화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의 보건의료정보의 환경을 고려하면 위험성 관리의

적용이 더욱 더 필요하다. 국가가 유일한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 제도

하에서는 건강보험에 수반되는 보건의료정보는 공공데이터에 해당한다.

NIST2016은 정부가 보유하는 공공데이터의 경우에는 정책적 투명성과

공익적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높

아진다. 그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데이

터의 활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한도에서 제공된 데이터들을 사

후적으로도 지속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데

이터의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공공데이터의 영역에서 위험성

관리의 접근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높아진다.

649)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imon L

Garfinkel)(각주 1), 앞의 보고서,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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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보건의료정보의 비식별화 모형 제시

1. 비식별화 모형의 전체 구조

(1) 의의 및 개괄

가. 이론적 배경 및 모형의 전제

(가) 이론적 배경

위험성 관리 접근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비식별화의 전체적인 절차가

중요해진다. 이런 절차적 방식이 위험성 관리에 더 중요한 이유는 비식

별화와 같은 기술적인 요소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영역에서는 정보주

체는 비식별촤 체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제한적 합리성을 가지게 된

다.650) 그에 따라 기업의 입장에서도 정보주체의 제한적 합리성을 반영

해서 비식별화를 실체적인(substantive) 방식이 아니라 절차적

(procedural)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선택이 된다.651) 정보주

체의 인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식별화 방식을 적용할 경우에도

개별 위험성을 통제하는 절차에 대한 매뉴얼적인 방식을 따름으로써 위

험성의 관리가 어떤 유형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더 적합한 방식이 될 것이다. 게다가 위험성의 관리하는 방식은

재식별의 위험성을 최적(optimal)한 하나의 지점을 찾은 것이 목적이 아

니라,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재식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한 수준에서 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최적 선택의 결과

를 추구하는 실체적 합리성의 관점이 아니라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충

분한 결과를 추구하는 절차적 합리성의 관점이 위험성 관리에는 더 적

합하다.652)

650) Simon, Herbert A., "A behavioral model of rational choice",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69, n. 1, 1955, pp.113-114 참조.

651) Simon, Herbert,“From Substantive to Procedural Rationality”in “25

Years of Economic Theory”, Springer, 1976, p.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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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형의 전제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보건의료정보의 비식별화 모형은 두 가지 사항

을 전제로 한다. 첫 번째는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보건의료정보 데이터

를 제공하는 형태를 상정한다. 국내의 보건의료정보 환경에서는 국민건

강보험공단을 포함한 5 개의 보건의료정보 관련 기관들이 보유한 데이

터베이스들을 연구자 또는 대형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이 활용하려는 형

태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형병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

들의 자산인 환자데이터들을 외부와 공유하려는 유인이 매우 낮기 때문

에 이런 의료기관들이 데이터의 제공 주체가 되는 상황은 고려하지 않

는다.653) 그래서 비식별화 모형의 적용 및 통제 주체는 일단 보건의료정

보 데이터베이스들을 보유하는 공공기관들이 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두 번째는 연구 목적에 따른 제공의 경우만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상

업적 목적으로의 제공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654) 상업적 목적의

경우로 데이터들을 제공할 경우에는 데이터들의 통제가 연구 목적의 제

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다. 게다가 기업 활동들의 내부를 제대로 확

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재식별이 되었는지 아니면

제시한 목적 이외로 활용되는지를 감시하기도 어렵다.

(다) 보안 영역에서의 위험성 관리 구조

데이터의 위험성 관리는 정보보안의 영역에서 주로 형성된 체제이다.

652) Simon, Herbert,“From Substantive to Procedural Rationality”in “25

Years of Economic Theory”, Springer, 1976, p.72.

653) 이와 같이 병원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데이터의 외부 교환을 꺼리는 경우

를 가리켜서 ‘데이터저장고(data silo)’로 표현한다. Miller, R., and Tucker, C.,

Frontiers of Health Policy: Digital Data and Personalized Medicine,

Innovation Policy and the Economy 17, 2017, p.59.

654) 공공기관들이 보유하는 데이터들은 공공데이터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개별 기업의 사익적 이익 추구 행위에 이용되는 것에 사회적인

반감도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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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영역에서는 위험성 관리를 일반적으로 4단계로 설명한다.655)

1단계 위험성의 유형화(frame)

2단계 위험성의 평가

3단계 위험성에 대한 대응

4단계 위험성의 감시

첫 번째 단계인 위험성의 유형화는 위험성의 맥락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성 관리 체제에서 데이터의 환경이란 맥락은 필연적인 반영

요소가 된다. 이런 위험성 평가를 [그림 6-3]으로 표시할 수 있다.656)

[그림 6-3] 위험성 관리의 구성요소

이 4단계의 과정은 그림에서 보듯이 일방향성을 가진 선형적(linear)

구조가 아니다. 일종의 네트워크 형태를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

655)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US), “Information

Security”(NIST Special Publication 800-30 Revision 1), 2012, p.4.

656)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US), “Information

Security”(NIST Special Publication 800-30 Revision 1), 2012, 그림 1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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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다. 위험성을 평가한 이후에도 데이터의 위험성에 대한 반응의 확

인을 통해 다시 위험성을 평가하고 위험성을 재구성하는 방식이 지속적

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이런 정보보안의 위험성 관리 모형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전체적인 비식별화 모형의 구조를 다음 단락에서 설계한다.

나. 모형 구조 개괄

위에서 재식별의 위험성을 데이터 자체의 위험성과 데이터 환경의 위

험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다. 이런 분석에 따라 이 논문에

서 제시하는 비식별화 모형도 크게 데이터 자체의 위험성 관리 영역과

데이터 환경의 위험성 관리 영역으로 구분한다. 데이터 자체의 위험성

관리 영역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재식별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런 평가에

기초해서 연구자에게 제공할 데이터세트를 비식별화 처리를 한다. 그래

서 데이터 자체의 위험성 관리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제공 이전에 발

생하는 영역이다. 하지만 데이터의 제공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식별의

위험성을 감시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데이터 자체의 비식별화 처리가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데이터 환경의 위험성 관리 영역에서는 데이터

사용에 대한 계약적 관리 그리고 연구자가 사용하는 데이터에 대한 기

술적 또는 관리적 조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데이터 환경의 위험성 관

리는 데이터 제공 이전에도 이루어지고 데이터 제공 이후에도 발생한

다. 그리고 데이터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의 경우를 사전적인 영역

으로 그 이후를 사후적인 영역으로 표현해서 사전적 영역과 사후적 영

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전체적인 데이터 관리 모형의 구조를 [표 6-1]로 정리

한다.657)

657) 이 비식별화 모형의 구조 체제는 고학수 외,「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보건의료정보를 중심으로」, 박영사, 2017, 표 4-1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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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비식별화의 위험성 관리 모형 구조

(2) 데이터 자체의 위험성 관리

데이터를 사용하려는 연구자가 데이터 제공을 위한 신청을 할 경우

우선적으로 이 연구자가 작성한 연구계획서를 통해 연구의 목적, 데이

터의 사용 범위 등을 우선적으로 파악한다.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데이

터에 대한 비식별화 처리를 어떻게, 어느 정도 할지를 결정한다. 이런

결정에는 재식별 위험성에 대한 평가 과정이 포함된다. 데이터 자체의

위험성 판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연구자의 연구 목

적이다. 데이터세트에 높은 수준의 비식별화 처리를 적용해서 연구자에

게 데이터 분석의 유용성이 없다면 연구자는 데이터 자체를 활용할 이

유가 없다. 그래서 연구자의 연구 목적에 달성할 최소한의 수준의 유용

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데이터세트에 대한 비식별화 처리를 적용한다.

전체적인 비식별화 처리 과정에는 이미 설명한 NAM보고서의 11단계

위험성 판단 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데이터 자체의 변형에는 SDL에 기반한 k-익명성

방법을 적용한다. k-익명성 등의 통계적 모형의 적용을 통해 비식별화

처리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은 데이터의 제공 환경이다. 만약 데이

터에 대한 접근 및 사용에 대한 제한을 많이 가할 경우, 예를 들어 지

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컴퓨터의 사용의 경우에는 데이터의 제공이 매우

통제된 환경에서 이루어진다. 이럴 경우에는 데이터 자체의 비식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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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 강도를 줄여도 데이터의 제공 환경이 엄격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식별의 위험성은 크게 변동이 없다. 그래서 k-익명성 모형을 적용해

비식별화 처리를 하고 그에 따른 재식별의 위험성을 평가할 경우에는

데이터 자체의 내용적 속성과 데이터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성을

고려해서 평가의 최소 기준점이 되는 k 값을 결정하면 된다.

그렇다면 k 값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는다. 데이터 환경

에 따라 동일한 k 값이라도 전체적인 재식별의 위험성 평가 기준으로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어 k=5인 k-익명성 처리를 하는 경우 데이

터의 공유 형태가 외부로부터의 무제한적인 접근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재식별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반면 통제된 환경에

서 특정인에게만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식별의 위험성이 낮다

고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데이터의 공유 형태에 따라 위험성의 평가

기준으로서의 k 값이 달라진다.

(3) 데이터 환경의 위험성 관리

가. 사전적 관리

데이터 환경의 사전적 관리 차원에서 데이터에 대해서 접근하는 환경

을 관리하는 것이 사전적 관리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 NAM보고서에

서 설명한 데이터의 공개 유형에 따른 위험성 관리를 하게 된다. 만약

데이터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일반 공개할 경우에는 데이터의 환경의 위

험성 관점에서는 재식별의 위험성이 매우 큰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대

조적으로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이 일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서 특정한

연구자에게만 데이터를 제공하는 환경을 선택할 경우에는 재식별의 위

험성이 낮은 데이터 환경이 된다.

이 영역에서는 데이터 사용 계약에 의해 전체적인 재식별의 위험성을

관리를 하게 된다. 이 경우 데이터 사용 계약의 내용에는 데이터의 저



- 265 -

장 시도 금지, 데이터의 제3자 제공의 제한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다.

그래서 데이터세트를 제공받은 연구자가 계약 내용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구조가 된다. 이

런 데이터 사용 계약은 연구가자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제공받기 이전에

이루어진다.

이런 계약적 내용에서 주목할 항목은 재식별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다. 재식별의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재식별 행위 자체만으로 법적 처벌

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된다. 비식별화의 위험성은 잠재적인 데이터공

격자의 재식별 위험성이다. 그래서 이런 잠재적 데이터공격자의 공격

유인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비식별화의 안정성에 크

게 기여하는 방법이 된다. 재식별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은 잠재적

데이터공격자에게 처벌의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잠재적 공격자의

공격 유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이 된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최근 영국정부에서 발표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초안은 재식별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비록 아직은 초안

단계이지만 재식별 행위 금지를 법률의 내용으로 포함할 만큼 해당 조

항의 필요성에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이

런 사실을 통해 재식별의 위험성 관리 통제의 방식들 중 계약적 방식의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나. 사후적 관리

이 사후적 관리 영역은 데이터 제공이 되어 데이터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권이 연구자에게 이전된 상황에서 재식별의 위험성을 통제하는 방

식에 대한 것이다. 사후적 관리를 위해서는 연구자가 데이터세트를 이

용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기록해서 확인하는 기술적 조치들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재식별 행위의 금지 약정과 같은 계약의 이행 상황들도 지

속적으로 확인하는 방식들이 적용된다. 사후적 관리는 데이터의 생애주

기의 관점을 반영한 방식이 된다.658) 왜냐하면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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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단계에서도 재식별의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사후적으

로도 재식별의 위험성을 관리할 필요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4) k-익명성의 적용

전체적인 재식별의 위험성은 데이터 자체의 위험성과 데이터 환경의

위험성의 총합이기 때문에 재식별의 위험성을 관리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위험성들 모두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의미가 된다.659) 하지만

데이터 자체의 위험성의 관리와 데이터 환경의 위험성 관리는 서로 분

리된 요소가 아니고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 그래서 데이터 자체

의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해 데이터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경우에 있어서

도 결국에는 데이터 환경적인 요소를 동시에 고려해서 평가하게 된다.

데이터 자체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한 가지 기준이 되는 k-익명성 모형

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데이터의 환경에 따라 적용되는 k 값들이 달라진

다. 이런 전제 하에서 k-익명성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활용되는 k 값들

의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한 가지의 예시적 방법을 제시한

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k=3 또는 5를 최소 기준 수치로

설정하고 k=15인 경우를 대체적인 최대 기준 수치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런 수치들은 실제 통계적 연구에서 임의적으로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연구가 설정한 가정과 전제들의 조건의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이

런 수치들을 무조건적으로 일반화해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rule로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위험성 관리 모형에 포함된 위험성 평가를 할 경

우에 적용될 k-익명성 모형이 실제로 활용되는 standards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660) 실제 k-익명성 모형의 연구를 수행할 때 대체적으로 선

658) Garfinkel, Simon L.,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De-Identifying Government Datasets”(2nd draft), 2016, p.13-16 참조.

659) Khaled El Emam, Principles of Risk Based Anonymization of Health

Data(발표자료) (2017).

660) 앞에서 제시한 rule과 standards의 이론적 틀을 적용해서 설명한 부분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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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되는 수치들이기 때문에 이런 수치들이 구체적인 위험성 판단을 위한

하나의 판단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위험성 관리 모형 자체가

제시된 위험성 판단의 절차를 적용하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standards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형의 일부분인 위험성 판단 과정이 전체

적으로 standards에 해당한다.

이런 standards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는 전제에서 보면 k 값의 가

능한 수치들을 데이터의 특징과 공유 형태에 따라 범주화해서 제시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k 값을 크게 (1) k≤3 (2) 3≤k<5 (3)5≤k≤15 (4)

k>15 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의 범주는 일반적인 k-익명성 처리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데이

터 자체의 처리의 강도가 매우 약한 경우이다. 그래서 거의 원본 데이

터의 수준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k-익명성 처리를 할 경우에는

재식별의 위험성이 매우 커지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활용 범주보다 낮은 값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범주의 k 값을 적용해서

해당 데이터를 공개하려면 극도의 제한된 데이터 환경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주체는 엄격한 사전 심사 절

차를 실행해서 이런 심사에 통과된 특정 연구자에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더 나아가 이런 연구자는 데이터의 제공자가 지정하는 특정

장소에서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데이터 자체의 외부 반출이 금지

된다. 데이터의 결과물만을 가지고 나갈 경우에도 이 결과물에 대한 추

가적인 심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더 나아가 보건의료정보와

같은 민감정보일 경우에는 좀 더 강력한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후적인 위험성 관리의 수단으로 해당 연구자가 데이터 분

석의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까지

추적할 수 있는 강력한 사후적 관리의 시스템 구축까지 고려할 수 있

다.

(2)의 범주는 일반적인 k 값은 아니지만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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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3)의 영역보다는 k-익명성 처리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재식별

의 위험성이 높은 상태이다. 하지만 (3)에 비해서는 데이터 자체의 왜곡

정도는 낮아지기 때문에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좀 더 데이터의 유용성이

높아지기도 한다. 그래서 (3)보다는 좀 더 제한적인 데이터 환경 하에서

데이터를 제공하면서도 (1)의 경우보다는 완화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데이터 환경의 사전적 관리와 사후적 관리들 중 한 가지

를 (1) 보다는 완화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게 된다. 예를 들어 사전적 관

리를 완화해서 특정한 장소에서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

라 연구자 개인의 컴퓨터를 통해서도 VPN과 같은 방식을 통해 원격 접

속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사후적 관리

는 그대로 (1)의 수준을 유지한다. 이와 반대로 사전적 관리는 (1)과 동

일하게 하면서 사후적 관리를 완화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다.

(3)의 영역은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k 값들의 구간이 된다.(1)과

(2)에 비해서는 데이터 자체의 처리 강도가 높기 때문에 재식별의 위험

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래서 (2)보다도 더욱 완화된 데이터 환경에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사전적 관리와 사후적 관리 모두를 완화해서

연구자들이 좀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4)의 영역은 데이터 처리의 정도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거의 통계 수치와 같은 정도의 데이터들의 특징을 가

지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4)에 있는 데이터

들을 활용할 유용성을 거의 가지지 못할 수 있다. 거의 통계 수치로서

의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의 일반 공개를 해도 괜

찮을 범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밝힌 것과 같이 위 기준들은 어떤 엄밀한 수학적 연구의 결과물

이 아니라 실제 연구의 적용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연구방법의

한 가지 요소에 불과하다. 그래서 위 기준들은 어떤 일반적인 규칙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재식별의 위험성을 평가할 때 고려할 수 있

는 한 가지의 예시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런 전제 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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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락에서는 위험성 관리 모형 자체의 한계와 해결책에 대해 논의

를 한다.

2. 위험성 관리 모형의 한계 및 보완

(1) 순수 위험성 관리 모형의 한계

이런 위험성 관리 모형은 데이터관리자가 데이터세트에 대한 위험성

통제를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이

런 제한된 환경에서 데이터를 제공받는 것에 시간 및 비용적 부담을 가

질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재식별의 위험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게

된 상황에서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 상 비식별화 처리가 거의 적용 되지

않은 원본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 데이터 자체의

위험성을 통제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터 환경의 위험성

을 좀 더 강하게 통제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데이터 환경의 위험

성이 강하게 통제되는 경우라면 지정된 장소에 직접 와서, 지정된 컴퓨

터 만을 사용할 수 있고 인쇄나 다운로드에 제한을 가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연구자는 해당 장소까지 직접 가야하는 시간적

그리고 비용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게다가 위험성 관리 모형 자체가 데이터 환경에 따른 유연한 위험성

기준의 적용을 추구하기 때문에 적용받는 기준과 그 정도에 대해 연구

자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런 불확실성은 재식별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주체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위험성 관리 기준 적용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재량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재식별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데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그 역의 판단도 가능하

다. 더 나아가 위험성이 낮다는 잘못된 판단 하에 제공된 데이터세트의

재식별이 쉽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위험성 관리 모형에 대한 신뢰가 약

화되는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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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연구자들이 해당 데이터세트를 이용하지 않게

되는 결과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위험성 관리 체제의 이런

한계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비식별화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제도적 유인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제도적 유인을 제시하는 방법은 개인정보에

관한 규제의 수범자인 기업에게 제도적 불확실성을 약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기업은 자신의 행위가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보수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전체 시장 자체에 제시되는 상품

들의 질이 떨어지는 레몬시장의 형성과 같은 외부효과를 일으킬 가능성

이 높다.661) 그런데 제도적 유인을 제공한다는 사실은 해당 제도의 이용

에 대한 혜택이 확실하다는 신호를 기업에게 주는 기능을 한다. 그에

따라 제도적 유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게 됨으로써 제

도적 불확실성이 일으키는 외부효과를 방지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이

런 이론적 틀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규제의 수범자 입자에 있는 기업

도 비식별화란 체제 하에서 좀 더 유형적인 행위를 완료하면 특정 규제

의 적용을 면제하는 등의 유인책이 있을 경우 자신 있게 비식별화 방식

을 이용할 유인이 생긴다.

(2) 제도적 유인으로서 가명화 방식의 도입

가. 위험성 관리 모형에 대한 제도적 유인으로서의 의의

위험성 관리 모형의 단점인 재식별 위험성 평가 기준의 불확실성은

비식별화 처리의 한 가지 방식인 가명화를 제도적 유인으로 도입하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 단순한 기술적인 처리 방식인 가명화가 제

도적 관점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입법적 사례가 있

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GDPR에서 가명화를 프라이버시의 위험성을 낮

661) Varian, H., Intermediate Microeconomics(8th), W. W. Norton &

Company, 2010, p.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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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는 장치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했다.

결국 GDPR은 가명화를 위험성 관리 관점에서의 제도적 유인으로 인

정하고 있다.662) GDPR recital §28에서 가명화는 프라이버시의 위험성

을 축소하는 기능을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위험성을 관리

하는 관점으로서 가명화를 도입했다. 그래서 가명화 자체를 적용한다고

해서 직접적인 어떤 규범적 효과는 없다. 단지 가명화를 사용하면 프라

이버시의 위험성을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위험성의 축소

관점에서 구체적인 제도의 적용에의 경감과 같은 혜택을 준다. GDPR에

서의 가명화와 익명화의 법적 효과를 [표 6-2]로 비교할 수 있다.663)

[표 6-2] GDPR에서의 가명화와 익명화의 비교

662) GDPR의 확정 이후 가명화를 제도적 유인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주장하

는 논의들이 있다. Polonetsky, Jules, Tene, Omer, and Finch, Kelsey,“Shades

of Gray: Seeing the Full Spectrum of Practical Data De-Identification”, 56

Santa Clara Law Review 593, 2016 참조. El Emam, K., Gratton, E.,

Polonetsky, J., and Arbuckle, L.,“The Seven States of Data: When is

Pseudonymous data not Personal Information?”(draft), 2016 참조.

663) Mike Hintze and Khaled El Emam, “Comparing the Benefits of

Pseudonymization and anonymization under the GDPR”(Privacy Analytics

white paper, a QuintilesIMS company), p.4의 표 인용(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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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GDPR의 일부 의무 규정들의 면제 또는

완화적 적용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적 유인으로서 가명화를 도입

했다. 그래서 GDPR의 경우에도 위험성 관리 모형의 활용에 대한 유인

의 측면에서 가명화를 이 위험성 관리 모형에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데이터세트를 활용하려는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가명화가 비식별화 처리

의 기법으로 적용되는 것을 적극 환영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명화 처리

만 된 데이터는 데이터 자체의 왜곡이나 변형이 없어서 원본데이터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데이터의 품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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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가명화 처리는 분산된 데이터세트들 사이의 연결(linking)과

관련성이 있다.664)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을 자유롭게 할 수 있

다면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분석 연구의 질을 높일 수 있다.665) 특히 국

내 대형병원들이 암관리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와

자신들인 보유한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서 다양한 정보들의 분석연구

결과를 치료 행위에 반영하면 전반적인 국민건강의 수준을 높일 수 있

다.666) 그런데 이런 연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비식별화 장치는 결국

가명화이다. 여러 데이터베이스들에 분산되어 있는 동일한 사람에 대한

보건의료정보들이 그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이 정확하려면 각 데이터베

이스들의 가명화 처리를 해서 대체된 값이 원칙적으로 동일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연결이 자유로워지면 개인이 재식별될 위험성이 높아진다

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데이터 환경에 대한 철저한 위험성 관리 방식

을 적용해서 재식별의 위험성을 통제한다. 예를 들어 가명화된 레코드

를 다시 재식별할 수 있는 키(key)를 철저하게 보관하는 방식이 있다.

그래서 가명화를 적용할 때 이런 키에 대한 보관의 위험성을 합리적

으로 한다면 이런 형태의 가명화의 경우에는 재식별의 위험성을 낮춘

것으로 인정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규제들 중 일부 의무를 면제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나. 가명화에 대한 국내법적 근거

664) 보건의료정보의 외부 공유에 대한 문제는 다음의 문헌을 참조한다. U.K.

Department of Health, "Information to Share or Not to Share: The

Information Governance Review", 2013, p.24 참조.

665) McGraw, Deven, “Policy Frameworks to Enable Big Health Data”in

Future of Privacy Forum, Big Data and Privacy Making Ends Meet, 2014,

p.57 참조.

666) 보건의료정보의 데이터 공유 방식과 관련해서 영국에서 발표된

Caldicott보고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Department of Health(UK),

"Information to Share or Not to Share: The Information Governance

Review", 2013 참조. National Data Guardian 홈페이지 참조.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national-data-guardian/about#

who-we-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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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에서의 규정은 한 가지의 이론적 근거가 될 뿐 국내 상에 직접

적으로 적용될 규범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위험성 관리 모형에

가명화를 제도적 유인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범적 근거가 있는지를 우

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정보의 맥락이기 때문에 의료 분야에서의 개별법인 생명윤리

법을 먼저 생각할 수 있다. 이미 설명한 것과 같이 생명윤리법에서는

다른 의료 영역의 법률들과는 다르게 익명화의 개념 정의 규정을 포함

하고 있다. 생명윤리법에서 가명화란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만 익명화의 개념 표지에 가명화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미 설명한 것과 같이 개인정보의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익명

화를 생각해보면 가명화의 개념이 논리적으로 포함될 수 없다. 그러므

로 이 익명화에 대한 개념 규정 자체가 해석상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한 규정을 근거로 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살펴볼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에서도 가명화란 명시적인 표현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수집

목적 이외의 활용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4호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명화에 대한 조항이라고 해석이 가능하

다.667)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비식별화는 개인정보의

개념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목적인 경우에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

요없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구조이다. 그렇다면 제18조 제2항

제4호는 개인정보의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 비식별화 처리를 염두에 두

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식별부호를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수준 정

도가 적용된 가명화 정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는 것

이다.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가명화의 제도적 유인을 가능하게 할 수 있

는 입법적 근거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있으므로 좀 더 자신있게 위험성

667) 고학수 외,「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보건의료정보를 중심으로」, 박영

사, 2017, pp.20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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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모형에 가명화를 적용할 수 있다.

다. 가명화를 기반으로 한 이론적 모형들의 사례

(가) 10단계 개념 모형668)

가명화 개념이 새로운 범주로 포함된 10단계 개념 모형은 [표 6-3]에

서 확인할 수 있다.

[표 6-3] 10단계 비식별화 개념 모형

668) Polonetsky, Jules, Tene, Omer, and Finch, Kelsey,“Shades of Gray:

Seeing the Full Spectrum of Practical Data De-Identification”, 56 Santa

Clara Law Review 59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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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olonetsky, Jules, Tene, Omer, and Finch, Kelsey,“Shades of

Gray: Seeing the Full Spectrum of Practical Data De-Identification”,

56 Santa Clara Law Review 593, 2016. p.608 (그림을 간략하게 재구성

하고 번역)

[그림 6-3]에서 보는 것과 같이 비식별화 처리를 한 개인정보를 포함

해서 전체 개인정보를 비식별 관점에서 좀 더 세분화해서 일종의 스펙

트럼(spectrum) 형태로 개념화하고 있다.669) 그래서 개별적 개념에 속하

669) Polonetsky, Jules, Tene, Omer, and Finch, Kelsey,“Shades of Gray:

Seeing the Full Spectrum of Practical Data De-Identification”, 56 Santa

Clara Law Review 59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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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데이터와 데이터 환경에 대한 위험성 관리를 차

등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직접식별자와 간접식별자의 경우는

데이터 자체의 위험성 관리의 영역이고 관리 및 계약적 통제가 데이터

환경의 위험성 관리가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위험성의 통제가 어떻

게 조합이 되면 그 위험성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규제들도 차등화될 수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670) 이 의견은 가명화된 정보 유형을 설명하면

서 GDPR에서 규정한 제도적 유인들을 설명하고 있다.671) 하지만 가명

화된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강력한 규범적 효과를 주장하고 있지 않는

다.

(나) 7단계 개념 모형672)

이 7단계 개념 모형도 위의 10단계 개념 모형과 마찬가지로 비식별화

에 대한 차등적 개념과 그에 따른 차등적 규제의 적용을 제시한다. 하

지만 크게 다른 부분은 ‘유연한 가명화 데이터’의 범주이다. 이 범주에

속하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 없는 강한 규범적 효과가 적용된다.673)

이런 규범적 효과는 위 10단계 개념 모형에서는 제시되지 않았다. 단지

GDPR의 제도적 유인 방식과 마찬가지로 개별 영역의 재식별의 위험성

에 따라 규제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운용을 차등화할 수 있다는 정도의

주장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7단계 모형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

요가 없는 범주의 가명화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670) Polonetsky, Jules, Tene, Omer, and Finch, Kelsey,“Shades of Gray:

Seeing the Full Spectrum of Practical Data De-Identification”, 56 Santa

Clara Law Review 593, 2016, p.600.

671) Polonetsky, Jules, Tene, Omer, and Finch, Kelsey,“Shades of Gray:

Seeing the Full Spectrum of Practical Data De-Identification”, 56 Santa

Clara Law Review 593, 2016, pp.617-618

672) Khaled El Emam, Eloise Gratton, Jules Polonetsky, Luk Arbuckle, 

“The Seven States of Data: When is Pseudonymous Data Not Personal 

Information?” (draft), 2016.

673) Khaled El Emam, Eloise Gratton, Jules Polonetsky, Luk Arbuckle, 

“The Seven States of Data: When is Pseudonymous Data Not Personal 

Information?” (2016 draft), pp.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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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7단계 비식별화 개념 모형

출처: Khaled El Emam, Eloise Gratton, Jules Polonetsky, Luk 

Arbuckle, “The Seven States of Data: When is Pseudonymous Data 

Not Personal Information?” (draft), 2016, p.25 표 인용 및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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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명화와 위험성 관리 모형의 통합

우선 국내의 경우에는 위 7단계 모형에서 제시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없는 가명화 개념을 도입할 수 있다. 이미 설명한 것과 같이 개인

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4호가 가명화의 근거 조항으로 해석이 가능

하다. 그래서 데이터 환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없는 가명화 개념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개념적 전제 하에 구체적으로 가명화가 제도적 유인의 방식으로

위험성 관리 모형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볼 차례이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비식별화 처리를 할 때 가명화 방식을 적용하면 재식별의

위험성이 상당한 수준으로 완화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명화가 적용된 데이터 세트 자체의 위험성 관리가 엄격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환경의 위험성 관리 수준을 높일 필요가 없

게 된다. 이와 같이 재식별의 위험성 평가 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살펴보는 방식이 된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명화 처리는 비식별화 처리의 기법의

일조이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데이터 자체의 위험성 관리의 영역에 포함

된다. 그래서 제도적 유인으로서의 가명화 방식을 데이터 자체의 위험

성 관리의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다. NAM보고서의 11단계 비식별화

체계의 핵심만 제시하면 [그림 6-4]과 같이 5단계로도 압축할 수 있

다.674)

[그림 6-4] 가명화가 적용된 비식별화 모형

674) Mike Hintze and Khaled El Emam, “Comparing the Benefits of

Pseudonymization and anonymization under the GDPR”(Privacy Analytics

white paper, a QuintilesIMS company), 그림 5 번역 및 인용(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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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화 방식은 간접식별자는 그대로 두로 직접 식별자를 대체하는 방

식이다. 그래서 위의 그림에서 보면 1단계에서 직접식별자와 간접식별

자를 구별한 이후에 2단계에서 직접식별자를 가명화 처리를 한다.675) 이

렇게 가명화 처리를 통해 직접식별자를 다른 숫자로 대체할 경우에는

일단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없어도 수집 목적 이외의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대부분의 데이터 연구는 직접식별자가 아닌 간접식별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활용 목적이 결정되기 이전에도 직접식별자를ㄹ

가명화 처리해도 데이터 분석의 목적 달성에는 큰 영향이 없다. 그래서

675) 보통 마스킹(masking)은 해당 식별자를 완전히 삭제하는 행위로 해석되는

데, 이 경우는 마스킹을 가명화를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표

자체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용하기 위해 원래의 표현 그대로 번역한다. Mike

Hintze and Khaled El Emam, “Comparing the Benefits of Pseudonymization

and anonymization under the GDPR”(Privacy Analytics white paper, a

QuintilesIMS company), p.16 (2017).



- 281 -

데이터를 수집한 이후에 아직 데이터의 활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직접식별자의 가명화 처리를 하면 데이터관리자는 일단 그 후의

활용을 위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데이터의 활용 목적

이 정해진 이후에는 구체적인 데이터 환경에 대한 평가를 통해 데이터

환경의 위험성과 데이터 자체의 위험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결정

한다. 그래서 3단계 이후에는 연구 목적에 비추어 간접식별자들을 어느

정도 비식별화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3) 재식별의 위험성 평가 기관의 설치 문제

위험성 관리 모형을 적용해서 재식별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관을 설

치하는 문제가 있다. 이 위험성 평가 모형은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제공

하는 구조를 상정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당 공공기관 안에 위험성을

평가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아니면 기존

의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 재식별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미 현재 금융보안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비롯한 일부 공공기관들에

서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

리 체계 안내」의 의해서 재식별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적정성 평가 절

차를 마련하고 있다. 보건의료정보의 경우에도 이미 존재하는 적정성

평가 절차에 따라 재식별의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임상실험

정보와 같은 보건의료정보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생명윤리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IRB 자체 내에서 재식별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능을 추가하자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연구대상

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취지로 IRB의 심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의 관점에서 개인정보의 보호 관점에서 재식별의 위험성

판단의 기능을 IRB에 맡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은 공공기관 안에 IRB를 별도로 설치

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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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는 연구자가 IRB의 대상이 될 경우 적용되는 전체적인 심

사 절차를 표현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IRB 이외에도 데이터접

근위원회(data access committee)가 있다. 물론 이 구조는 국내의 절차

를 반영한 것은 아니지만, IRB가 아닌 새로운 기관을 설립해서 재식별

의 위험성 기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 중에 어떤 기관이

재식별의 위험성 평가에 적합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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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재식별 위험성 평가의 전체적인 과정

출처: El Emam, K. and Arbuckle, L., Anonymizing Health Data,

2014, O'Reilly, 그림 3-1 인용.

위험성 관리 모형을 적용할 기관의 주요 선택 기준은 해당 기관이 ‘믿

을 수 있는 독립적인 주체(Trusted Third Party)’가 될 수 있는지가 될

것이다. 이 기준에 따라 조직의 운영과 구성 그리고 결정의 과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재식별의 위험성 산정과 평가 그리고 나아가 관리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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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까지 신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위험

성 평가에 있어서 연구자 또는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영향력으로 인

해 재식별의 위험성을 축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도 판단의 요소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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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비식별화는 개인정보보호 해결책으로서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재식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비식별화가 만능해결책은 아니지만 최고한 프라이버시의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비식별화 방식의 적용은 필수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논문은 위험성 관리 관점에서 비식별화를 구성하고 궁극적

으로는 어떤 비식별화규제 모형이 국내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제시했

다.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기본적인 접근은 위험성의 제거가 아니라 위험

성의 관리가 된다. 재식별의 위험성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 있다면 위

험성을 제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개인정보보호 규제 자체를 재산권의 부

여와 같은 시장적 방식으로는 해결이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빅데이터

환경에서는 데이터가 다양한 맥락에서 이동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당 맥락에 따라 개인들이 프라이버시에 대해 가지는 선호들

도 상이하다. 우리가 흔히 부르고 있는 프라이버시 패러독스 또는 프라

이버시 딜레마도 결국은 개별 데이터 환경에 따라 개인들이 가지는 선

호들이 다양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 개인, 특히 온라인 유저들에게

프라이버시는 주된 상품 또는 관심사가 아니라, 단순한 부산물

(by-product)에 불과하다. 하지만 데이터수집해서 분석하는 주체들에게

는 부산물이 아니라 하나의 주된 상품이 된다. 이와 같은 데이터의 공

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의 인식의 불일치를 이유로 데이터 시장에서 시

장메커니즘이나 계약과 같은 방식이 제대로 운영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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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실질적으로 규제의 형태를 통해 프라이버시의 위험성을 통

제할 수 밖에 없다. 비식별화의 접근법 또한 위험성 관리가 된다. 이런

위험성 관리의 관점은 상당 부분을 정보보안 영역에서 도입한 것이다.

그래서 정보보안 영역에서 정보의 기밀성에 대해 적용하는 원칙처럼 비

식별화 처리를 하고 남은 잔존 위험성을 데이터의 유용성과의 관계를

통해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빠르게 변호하는 데이터 환경 속에서

데이터 규제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최소한의 기준만을 규제 형태로 제

시하고 그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에 대한 선택을 수범자인 기업

들에게 맡기는 것이다. 이런 유연한 제도적 통제를 통해서 개별 수법자

들이 처해 있는 다양한 맥락에 적합한 위험성 관리 방식들을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위험성 관리 방식은 이분법적 관점과 대립되는 관계에 있다. 이

분법적인 접근법으로 해석되는 규범적 관점은 재식별의 위험성이 실질

적으로 0이 되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

래서 중간 회색지대(grey area)에 있는 다양한 재식별의 위험성 지표들

중 어느 지표를 기준으로 비식별화된 정보로 볼 수 있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런 관점은 결국 재식별의 위험성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

에 이런 위험성들을 지속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정보보안의 영역에서 도입한 위험성 관리의 방식

을 기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한 번의 비식별 조치

를 적용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규제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형태를 보이는 법적인 관점과는 다른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다. 비식별

화에 대한 기술적 관점을 설명한 위의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기술적

관점을 반영하는 보고서 또는 가이드라인들은 개인정보를 통계적 기법

의 적용을 통해 비식별조치를 적용하는 단계와 이 비식별조치가 적용된

데이터가 재식별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해서 기술적 또는 관리적 조

치를 사후적으로 적용하는 단계로 일반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접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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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제거하고 간점식별자는 데이터의 변형 방식을 통해 통계적인 방식

으로 비식별조치를 적용해도 언제든지 재식별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 관리 방식의 기본적 전제 하에 개별 국가들의 비

식별화 프라이버시 규제를 비교할 수 있다. 특히 규제의 모습과 관련해

서 이런 절차적 방식에서의 기준은 standards의 방식으로 적용함으로써

좀 더 유연성있고 사항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Standards 방식의 제대로 된 적용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상세한

매뉴얼이 별도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위험성 관리 관점에 대한 이론적 전제 하에서 위험성 관리의 접근법

이 개별 국가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했다. 이런 위험성 관리

의 접근법은 데이터 자체의 위험성 관리와 데이터 환경의 위험성 관리

의 차원에서 구분한 모형을 제시했다. 특히 순수 위험성 관리 모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도적 유인으로서 가명화 개념의 도입을 주장한

다. 이런 가명화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1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근

거해서 해석상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의 위험성 관리가 적

용된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면제되는 방향으로 적용할 수 있다.

국내의 보건의료정보의 구조를 고려하면 위험성 관리 모형의 설계에

공공기관에 집적된 데이터들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외공공

의 이익, 정책적 투명성, 정책적 책임성(accountability)과 같은 추가적인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다. 그래서 외부에의 공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

은 상황에서 재식별의 위험성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민간의료기관의 관점에서 보면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들의 연

결을 통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유인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런 연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제도적으로 연결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가명화의 사용에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유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에는 국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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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어떤 형태로든 보건의료정보의 활용 가치 수준이 전세계적으로 매

우 높은 상황에서는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지속적인 위험성 관리에 중점

을 두고 관련된 절차 기준의 수립에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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