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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과 동시에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시대에 개인정보의 활용과 오남용은 동전
의 양면과 같다.
국내 기업에서
이 총

년

2011

월부터

9

년

2015

월까지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원

6

억3,000명이나 된다는 것은 국내 기업들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얼

1

마나 허술하게 관리하는지를 보여주며, 이로 인해 국내 금융회사 등은 외
부의 불법적인 침입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의도적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각종 소송 등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다.
이에 기업체 등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가 어떤 경로로 유출되는지 알아
보고(1차 피해), 유출된 정보가 다시 어떻게 보이스피싱 범죄로 이용되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2차 피해).
하면,
1,070

2015

2016.

10.

3.

대검 강력부의 보도자료에 의

년 연간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건수가

건, 피해금액은

7,239

억원이 넘었으며, 단속강화 방안으로 단순가담자도

년 이상 구형하

5

는 등 엄벌에 처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이스피싱 등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먼저, 개인정보 유출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1

차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유출 탐지프로세서에 대해 알아본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ㆍ

차 피해(보이스피싱)를 막기 위한 기술적

2

제도적 방안들을 검토해 본 결과,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

정보를 수집할 경우 모든 개인정보에 대해 추가적인 암호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수집된 개인정보는 언제든지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가 경제적 이익, 즉 돈이 되는 시대에 아무리 완
벽한 유출방지시스템을 마련해도 이를 이용하려는 세력은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이나 사
후 처벌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그 방안
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등록번호 외 개인정보에 대해 추가적인 암호화를 한다는 것이다. 개
인정보를 수집한 사기범이 이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다양하기 때문에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의무 조치만으로는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차 피해를 예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개인정보 수집 단

2

계에서부터 추가적인 암호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주요어

: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호법, 보이스피싱, 암호화

학 번

: 2015-26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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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1.

서론
문제의 제기

만약, 당신이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잃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보이
스피싱을 당한 이유가 당신의 개인정보가 금융회사로부터 유출되었
기 때문이라면, 당신은 틀림없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관리
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당해 힘들게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게 된
다면, 서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인 노인의 경우 삶의 의미를 잃을 것
이고, 다시 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한 이후의 수사 및 기소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다양한 형태로 진화 발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생건수 및 피해금액이 증가하고 있어,

2016.

대검찰청 강력부에서는 이에 대해 단순가담자에게도 징역

10.

3.

년형을

5

구형하는 등 엄벌에 처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 등이 관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과정을
(

그림

과 같이 살펴보고, 유출된 정보로 인한 제2의 피해, 특히 보

1)

이스피싱에 이용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개인정보유출과 보이스
피싱 사범 단속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

(

그림

1)

ㆍ

개인정보 오남용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 1 -

1)

2.

연구방향

선행 연구를 분석한 결과, 이전 연구들은 주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보이스피싱 각각에 대해서만 연구한 것으로 이들을 통합하여 분석
한 연구를 찾기 힘들어 이를 통합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본 연구는 대부분 서적과 논문을 참조
하고,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게 되었다. 물론 그 인용은 확실
히 기재해 두었으며, 개인정보의 개념과 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보
이스피싱 범죄로 연결되는지 살펴보아야 하므로,
개념에 대해 정리하고,
살펴보고,

Ⅱ 장에서 개인정보의
.

Ⅲ 장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과정을 간략히
.

Ⅳ 장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방안을 찾아본다
.

.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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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1.

개인정보의 개요
개인정보의 개요
가.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

“

호,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보통신망법」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위치정보법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등 개

이러한 개인정보는

「위치정보의
「신용정보의

2)

1

,

(

(

),

)

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서도 정의하고 있다. 특히, 빅데이타 산업이
발달하고 정보화가 촉진되면서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유형도 다
양해지고 있으며, 위치정보 및 신용정보가 개인정보의 영역에 포함
되어 이와 관련된 법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표 〕 개인정보의 범위
1

3)

2) 이는 살아 있는 개인을 전제로 하고 있으면서 그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다.
이때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기만 하면 단순히 해당 정보가 개인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일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
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 그 정보 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행정
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2011.)
3)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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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
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수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의 정보
정보통신망법 알아볼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조 제2호)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
위치정보법 보(위치정보만으로는
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제34조 제1항) “신용정보”란 금융
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정보법 다.
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정보
“개인신용정보”란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
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개인식별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
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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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번호 및 성별, 국정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처리

“

4)

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정보주체

“

5)

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

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인정보파일

“

6)

”

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개인정보처리자

“

7)

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개인정보취급자

“

8)

ㆍ

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

”

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
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 때문에 개인정보에 접근
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9)

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

”

4)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2호
5)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3호
6)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4호
7)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2조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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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책임질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말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정한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

10)

“

”

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공공기관

“

11)

”

이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을 말한다.

개인정보 유출

“

12)

이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

”

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을 말한다. 또
한, 온

ㆍ오프라인

상에서 정상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비정상 및

불법적인 방식으로 탈취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개인정보

“

차 피해

2

13)

란 개인정보 오남용

”

ㆍ유출에 의한 개인정보

를 불법적으로 악용하여 정보주체 및 제3자에게 정신적 피해, 금전
적 피해, 신체적 피해 등을 가한 경우를 말하여, 이뿐만 아니라 이
후 발생한 모든 피해를 포함하여 2차 피해로 정의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 원칙

14)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
하게 수집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처리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2조 제8호
1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2조 제10호
11)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6호
12) 표준 개인정보처리지침 제 조
13) 개인정보 오남용ㆍ유출 2차 피해 최소화 방안, 2015. 10. 숭실대학교
14)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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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
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정도
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
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
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인
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 정보주체의 권리

15)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
를 가진다.

①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개

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③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

사본의 발급을 포함)을 요구할 권리.

④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

정정

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⑤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2.

개인정보의 처리

15)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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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이용

가. 개인정보의 수집

16)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①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③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
가피한 경우

④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⑤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
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
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
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6)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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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②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④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나.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17)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
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
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
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
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개인정보의 제공

17)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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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정보의 제공

18)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할 수 있다.

①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제 조 제 항 제 호ㆍ제 호 및 제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
15

1

2

3

5

는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③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⑤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ㆍ

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
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8)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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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
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
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
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⑤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자에게 제공하
3

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

ㆍ의결을 거친 경우

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⑥조약

,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

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⑦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⑧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⑨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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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제공
(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③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제공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⑤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Ⅲ
1.

.

개인정보의 유출
개인정보의 1차 유출

개인정보 유출이란 법령이나 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을 말한다. 또한, 악의적인 사용자

ㆍ오프라인상에서

가 온

정상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비정상 및

불법적인 방식으로 탈취하는 경우를 말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유형은 (그림

2)

과 같다.

(

19)

그림

2)

개인정보 유출 유형

20)

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오남용, 유출 2차 피해 최소화 방안, 2015. 10.
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오남용, 유출 2차 피해 최소화 방안, 20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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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타 산업이 발전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와 통제
기술이 발전하였지만, 개인정보의 유출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그 이유는

차보다

1

2

차 피해가 훨씬 심각하다.

차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의 범죄에

1

악용되기 때문이다.
이상진(2009, 개인정보 유출 공격 탐지 방안)의 연구에서는 개인정
보가 유출되는 유형을 내부자에 의한 유출과 외부자에 의한 유출로
나누고 있다.

21)

가. 내부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내부자인 직원이
네트워크를 이용해 유출하는 경우와 저장매체를 이용해 직접 가지

21)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 유출 공격 탐지 방안,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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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나가는 경우로 유출 형태는 다음과 같다.

①
메신저 메일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②
등의 저장매체를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
③ 또는 노트북 등의 기기 반출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④ 개인정보를 출력하여 출력된 문서 유출
P2P, FTF,

,

CD, USB,

PC

나. 외부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외부자에 의한 정보유출의 경우 이전에는 주로 산업스파이를 생
각하지만 최근에는 개인정보 획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려는
시도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②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
③ 악성코드에 위한 개인정보 유출
다. 유출 원인
년부터

2009

58

곳에서 약

고,

년

2012

1

년까지 최근

2013

억

년간 금융회사, 기업, 공공기관 등

5

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 되었
22)

3,752

CyberSecurity

전자범죄 사건 중

24%

Watch

Survey

에 따르면

2011

년 발생한

가 조직에 불만이 있는 내부 직원에 의해 발

생했으며, 조사 대상 응답자의

51%

는 외부자의 공격보다 내부자에

의한 공격이 더 피해가 크다고 응답했다.

23)

22) 이상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1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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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유출의 2차 피해

개인정보유출의

차 피해란 (그림

2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출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악용하여 정보주체 및 제3자에게 정신적, 금
전적, 신체적 피해 등을 가한 경우를 말하며, 이후 발생한 모든 피
해를 포함하여

2

차 피해로 정의한다.

24)

피해가 발생하는 과정은 (그림

(

그림

2

차

와 같다.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3)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3)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5)

차 피해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큐싱

2

23) 2012 CyberSecurity Watch Survey, CSO Magazine, U.S. Secret
Service, Software Engineeering Institute CERT Program at Carnegie
Mellon University and Deloitte, September 2012
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오남용ㆍ유출 2차 피해 최소화 방안, 2015. 10.
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오남용ㆍ유출 2차 피해 최소화 방안, 20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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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범죄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기서는 보이스피싱으로
연결되는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다.

가. 대출금 편취 사례

(

그림

4)

1

보이스피싱을 통한 대출금 편취 사례 1의 절차

26)

모 외국계 은행에서 유출된 고객의 대출정보를 입수한 사기범은
은행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고 전화하
였다. 피해자들은 모두 은행 거래실적이 없어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했던 사람들이었다. 피해자들은 사기범이 자신의 개인 및 대출 정보
를 정확하게 알고 은행 직원을 사칭하였기에 사기를 당할 수 밖에

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오남용ㆍ유출 2차 피해 최소화 방안, 20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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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이후 피해자는 대부업체를 통해 추가 대출을 받았고, 사기
범은 기대출 상환을 도와주겠다며 자신들의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
금하도록 유도하였다. 사기범은 돈이 입금되자
고, 이를 통해 피해자

여명은

10

나. 대출금 편취 사례

(

그림

5)

10

분 내로 인출하였

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3,700

27)

2

보이스피싱을 통한 대출금 편취 사례 2의 절차

28)

은행을 사칭한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 계좌
번호, 주소를 말하면서 본인 확인을 하였다. 사기범은 기대출금

천

1

27) 네이버뉴스,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첫 발생
2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오남용ㆍ유출 2차 피해 최소화 방안, 20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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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외에

만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연

1,300

장을 개설하여

1,300

만원을 대출받아야 은행권의

바꿔드림 통

4.5%

만원 보증기

2,000

금에 해당된다고 속이고, 타사 카드론을 통해 대출받은

만원을

1,300

대포통장에 입금하게 하고, 입금 즉시 인출해 피해를 입었다.

29)

다. 금품 편취 사례

(

그림

6)

1

보이스피싱을 통한 금품 편취 사례 1의 절차

경기도에 사는 이모 씨(남,

30)

세)는

58

N

은행 직원을 사칭한 자로부

29) CCTV뉴스, 개인정보 2차 피해 의심사례 속출, 2014. 1. 29.
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오남용ㆍ유출 2차 피해 최소화 방안, 20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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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저금리 전환대출’을 해준다는 전화를 받았다. 사기범은 피해자의
신용등급부터, 신용평점, 신용조회 건수, 대출 관련 내역을 전부 알
고 있어 이씨는 은행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라고 판단, 별 의심없이
대출을 신청했다. 이씨는 신용등급을 올려야 대출이 되기 때문에 기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는 사기범의 말에 넘어갔고, 이는 곧
6,500

만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로 연결됐다.

31)

라. 금품 편취 사례

(

K

60

그림

카드와

L

7)

2

보이스피싱을 통한 금품 편취 사례 2의 절차

32)

카드를 이용하는 서울 서초동에 살고 있는 임모씨(여,

세)는 휴대폰으로

K

은행

지검 여직원을 사칭하는 자가 성명, 주

00

31) 조세일보, 정보유출 2차 피해 의심사례 속출, 2014. 1. 28.
3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오남용ㆍ유출 2차 피해 최소화 방안, 20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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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등록번호, 집주소, 집 전화번호까지 먼저 말하면서
죠? 지금

000

본인 맞으시

“

이라는 사람이 고객님 신분증과 통장을 갖고 예금인출

하려고 왔는데 대리인을 보낸 것 맞나요?”,

“

경찰에 신고했는데 낌

새가 이상한 걸 눈치채고 도망쳤다”고 말했다. 잠시 후 보유한 카드
종류, 결제계좌, 전세 사는 것까지 아는 수사관이 전화로
위조를 당한 것 같다”,
다”,

신분증

“

검찰청에서 출국금지, 체포영장 팩스가 왔

“

담당 검사가 전화할 것이다”고 했고, 검사를 사칭하는 자가

“

금융다단계 사기사건에 본인 명의 통장이 사기와 연루돼 당장 구

“

속하겠다”는 등으로 호통, 협박하면서

협조만 잘 하면 하루 만에

“

조사가 끝나고 이틀 뒤에 바로 원 상태로 입금해주겠다”고 하면서
도주차단, 자금출처 조사, 임시자산동결을 위해 대포통장으로 입금
하게 해

만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

33)

3,37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출된 개인정보는 단순히

차 피해로

1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금전피해를 야기하는 보
이스피싱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가. 정의
보이스피싱이란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의
하나로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금융분야에서 발
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이다

34)

.

33) 세종이코노미, 개인정보유출 2차 피해 의심사례 속출, 2014. 1. 28.
34)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보이스피싱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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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보이스피싱 사기란

35)

나. 보이스피싱 사기의 주요 특징
보이스피싱은 검찰, 경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개
인정보 노출이나 범죄사건 연루 등 거짓사실을 말하여 심리적 압박
을 가하고, 대출이나 취업을 미끼로 획득한 예금통장을 사기에 이용
한다.

36)

(

그림

9)

보이스피싱 사기의 주요 특징

37)

35)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보이스피싱 지킴이
36)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보이스피싱 지킴이
37)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보이스피싱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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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이스피싱의 사기 과정
보이스피싱은 사기이용계좌를 확보한 뒤, 전화
내 기망

ㆍ공갈하여

ㆍ문자메시지를

사기계좌로 이체를 유도한 뒤, 현금인출책이 인

출하고, 송금책을 통해 송금한다.

38)

(

보

그림

10)

보이스피싱 사기 과정

39)

38)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보이스피싱 지킴이
39)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보이스피싱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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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이스피싱의 주요 유형

①자녀납치 및 사고를 빙자하여 편취하는 경우 ②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③인터넷뱅킹
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하는 경우 ④금융회사 금
보이스피싱은

,

,

,

,

감원 명의의 허위 긴급공지 문자메시지로 기망하여 피싱사이트로

⑤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을 이체토록 하여 편취하는 경우 ⑥상황극 연출에 의한 피해자
유도하여 예금을 편취하는 경우,

,

를 기망하여 편취하는 경우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40)

,

단속이 강

화될수록 더욱 다양하고 진화된 유형(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맞춤
형 사기행각)이 나타나고 있다.

40)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보이스피싱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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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

보이스피싱 주요 유형

41)

마. 보이스피싱 범죄 현황 및 처벌 강화
국내 보이스피싱은
년간

6

34,332

2006

년

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6

건이 신고되어 총 피해액이

3,611

년까지

2011

억원에 달하고 신고되

지 않은 피해를 더할 경우 실제 피해액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
다.

42)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면, 만

14

세이상 응답자

년도 실시한 범죄피해조사 결과에 의하

2009

10,671

명 중

71.5%

가

년 한 해 동안 누

2008

군가로부터 송금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전화나 이메

41)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보이스피싱 지킴이
42) 정상욱ㆍ김봉식(2012), “국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현황 및 대응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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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문자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는 응답자의

1.3%

가 피싱 전화인지 모르고 실제 송금(0.2%)을 하거

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등(1.1%)을 알려줬던 것으로 밝혀졌다.
즉, 최소

100

명중

명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

1

다. 일반 사람들이 공공기관에 대해 갖는 신뢰감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공적 신뢰의 훼손, 타인에 대한 불신, 낯선 전화번호에 대한
‘

두려움’을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의 증가도 초래하고 있다.

43)

또한 보이스피싱의 범죄 수법이 끊임없이 진화하는 특성을 보인
다. 자신들의 수법이 널리 알려졌다고 판단되면, 사칭기관이나 유인
방법을 달리하면서 새로운 수법으로 옮아가고 있다. 김성언, 양영진
의 연구에 의하면, 국내 전화금융사기는 ‘환급금 빙자(국세청
건강보험공단)

→

→

납치협박 빙자

빙자(통신회사)

→

ㆍ국민

ㆍ금융회사

신용카드 대금 연체 빙자(금융감독원

→

수사기관 사칭(법원

택배 사칭(우체국

ㆍ경찰 →
)

ㆍ택배회사

)’

)

전화요금 연체

의 순서로 주요 전

술적 기법들이 계속 바뀌어 왔다.

44)

년 한해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건수가

2015

은
10.

건, 피해금액

7,239

억원 이 넘었다고 한다. 이에 대검찰청 강력부에서는

1,070

3.

45)

언론보도를 통해

2016.

그동안 보이스피싱의 단순 가담자들은 전

“

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단순 사기 혐의가 적용돼 벌금형으로 풀려

43) 김성언ㆍ양영진(2008),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진화:‘보이스피싱’의 피해
구조 분석과 대응,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2호
44) 김성언(2010),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한국 사회의 대응:대만과의
비교 분석”, 형사정책학회
45) 2016. 10. 4.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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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조직범죄 특성에 맞게 구형 기준을
높이고,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도 징역
에서

28

년 구형, 양형인자를

5

1

단계

단계까지 세밀화해 전국 검찰청에 새로운 매뉴얼을 배포하

고, 범죄가담 정도와 상관없이 보이스피싱 사범은 구속수사키로 했
으며 총책에 대해선 범행 액수

ㆍ기간을 따지지 않고 범정 최고형을

구형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46)

4.

소결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은 그 범죄 건수 및 피해금액이 나날이 늘
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
한 후 자살하는 경우까지 발생했다.

47)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 유출은 어떤 경제적 목적을
위해 내부자 또는 외부자가 인위적으로 정보를 유출하므로써 발생
하고, 이와 같은 유출은 그로 인한
대부분이

2

차 피해로 이어진다.

차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

차 피해는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2

ㆍ

악용하여 정보주체 및 제3자에게 정신적 금적적 피해를 야기하는
대출금 편취 즉,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피해
가 심각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46) 2016. 10. 4.자 중앙일보
47) 2009. 4. 1. 연합뉴스, “경찰조사 결과, 여대생 A씨(20세, 대학2년)가 우
체국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범의 전화를 받고 인근 금융기관의 현
금지급기에서 640만원을 계좌이체한 뒤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비관하
다 집 근처 아파트 15층 복도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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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왜냐하면, 보이스피싱은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수해야 피해자 등을 상대로 사기범
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과 그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다.

Ⅳ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방안

.

1.

기술적 방법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들은 영업, 홍보 등의 업무처리를 위해 다양
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조직의 이익 및 업무처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및 내부통제의 미숙으로 인해 개인정보의
유출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
보 유출을 탐지하는 다양한 시스템 을 개발하고 있다.
48)

개인정보 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의 설계 에 의하면, 핵심위험요
49)

인 으로 개인정보 조회 오남용, 개인정보 과다 보유를 선정하고,
50)

핵심위험지표(KRI:Key
인정보 조회 건수,
PC

Risk

로

Indicator)51)

②하나의

내 개인정보 보유 건수,

ID

로 여러

④메일

①휴일 부서평균 대비 개
에서 접속 건수 ③개인

PC

,

전송시 개인정보 전송 건수를

48) 조성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의 설계, 2011.
- KRI자동측정 모듈, 통합니터링 모듈, 위험관리 모듈, 프로토타이핑
49) 조성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의 설계, 2011.
50) 식별된 위험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 근본원인이 되는 요소
51) 위험을 측정해 모니터링 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수치화가 가능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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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여, 각각의 핵심위험지표별 임계치를 설정한 후, 산출식에서
구한 값이 임계치를 초과할 경우 경보를 울리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탐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그림

12)

개인정보 유출 모니터링 시스템

52)

최근에는 머신러닝(기계학습)을 기반으로 한 애니몬 이용자행동분석
(UBA)

다.

53)

솔루션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탐지하는 시스템도 개발되었

이 시스템은 개인별 행위를 분석하기 위해 범죄수사에 사용되

는 프로파일링 기법을 도입했고, 개인은 물론 조직별 프로파일 정보

52) 조성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의 설계, 2011.
53) 아시아경제, 유넷시스템 UBA 솔루션 “내부정보유출도 머신러닝으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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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석을 통해 내부 정보에 대한
유출 행위를 탐지한다.

(

2.

그림

13)

애니몬

UBA

대시보드

54)

제도적 방법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법으로 형사 처벌 강화,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제도,

2

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

로 본인 확인 강화(일본의 경우 은행 자동화기기에 손바닥이나 손가

54) 아시아경제, 유넷시스템 UBA 솔루션 “내부정보유출도 머신러닝으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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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정맥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장치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을 예방
하고 있음), 발신번호 변작 대응 강화, 대포통장 대응 강화로
FDS(Fraud

Detection

System)55)

전면 도입 등이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
호법이 개정 되어 주민등록번호의 암호화 조치가 의무화되었다. 시
56)

55) FDS는 전자금융거래 접속정보, 거래내역 등을 종합 분석하여 이상금
융거래를 탐지ㆍ차단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6)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
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
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
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
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2013.8.6.>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
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
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
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
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
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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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
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
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
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
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2015.7.2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
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
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본조신설 2013.8.6.]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
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
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6.3.29.>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
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
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
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
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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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령에 따르면
년

2017

월

1

1

만 명 미만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할 경우는

100

일까지,

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100

년

2018

월

1

1

일까지

암호화 조치를 완료하도록 하였다.

3.

개인정보의 추가적 암호화 필요성

위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유출탐지시스템과 제도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시
행되고 있으며, 특히 주민등록번호에 대해 암호화 조치가 의무적으
로 시행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개인정보 수집시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
만 선별적으로 암호화를 하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차 피해를 예

2

방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주민등록번호 외에
사기범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가. 기술적 탐지 시스템의 한계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
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
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본조신설 2013.8.6.]
[시행일 : 2017.3.30.] 제24조의2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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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바와 기술적인 탐지시스템으로 공공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유출은 어느 정도 방지가 가능하나, 이러한 시
스템이 완벽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영세업체나 개인이 관리하는
개인정보는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없고, 이들 간의 거래 는 적발이
57)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나. 주민등록번호 외 정보 유출 가능성
주민등록번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데, 외국의 경우 주민등
록번호가 없음에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
면, 주민등록번호만 암호화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차 피

2

해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개인
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추가적으
로 암호화할 필요성이 있다. (표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기범들이

범죄에 이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다양하다.
향후 빅데이타의 시대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필요
가 있다. 기존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제도적 장
치들은 개인정보 수집 이후 유출 단계의 사후적 조치들로 그 효과
가 미비하다. 그러므로, 이제는 수집된 개인정보는 대부분 유출 가

57) 뉴시스, 300만건 개인정보 유출해 28억 챙긴 일당 덜미, 2016. 10. 30.
“폐업한 동종업계 인터넷판매점 사장들로부터 약 300만건의 개인정보를 취
득한 뒤 유출해 약 28억원의 수익을 올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2013년부터 약 3년간 폐업한 동종업계 인터넷판매점 사장들로부터 고객정
보 300만4170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콜센터 딜러 등에게 제공해 500
만여건의 인터넷가입 유치 광고문자 발송 등 인터넷가입 유치영업에 사용
해 27억9674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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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접근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수집
된 개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외 정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암호화
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표

2)

개인정보의 예시

58)

최근 서울남부지검에서 단속한 법조비리사범 수사결과 를 보
59)

5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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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개인정보 알선 브로커들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계좌번
호, 거래내역, 신용상황, 부채현황 등 경제적 정보에 한하지 않고,
법률분쟁 등에 대한 정보도 거래의 수단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그림

14)

개인정보 알선 사례

60)

다. 유출에 따른 피해 최소화

59)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보도자료(2016. 10. 31.), 개인정보 알선 브로커 등
법조비리사범수사결과, “이00(남)는 2013. 10. - 2015. 8. 네티즌들을 상대로
한 홈페이지, 블로그 등 각종 홍보를 통하여 유인한 상담 희망자들을 상대
로 개인정보신용회복, 법인회생, 각종 민사분쟁 등에 관한 인터넷 무료 법
률상담을 가장하여 상담자들의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를 변호사
나 법조브로커에게 판매하고 건당 5만원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총 16,718건
의 법률사무를 알선하고(수수료 8억원 상당),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6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보도자료(2016. 10. 31.), 개인정보 알선 브로커 등
법조비리사범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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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수집
단계부터 유출시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추가적으
로 암호화한다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물론 기술적인 방법으로 복호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 현행 주
민등록번호만 선별적으로 암호화하는 것보다 실효성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다.

4.

개인정보 암호화의 방법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부터 여러 개인정보에 대해 암호화를 하는 방법에는

DB

암호화

61)

등이 있다.
DB

암호화 기술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암호화하도록 개정(2014.

3.)

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필수

ㆍ

적으로 도입 활용되어야 하는 기술이다.

DB

암호화는

DB

내의 개

인정보를 암호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도 해독이 불가능하게 함
으로써 개인정보의 기밀성을 유지하는 기술이다. 만약 비인가자가
DB

접근제어시스템을 불법적으로 통과하여

DB

내의 개인정보를 유

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암호화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추가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
능은 권한 분리, 사용자 인증 및 식별, 암호 알고리즘, 키 관리, 암

6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오남용ㆍ유출 2차 피해 최소화 방안,
2015.
- 36 -

호통신, 인덱스 암호화, 보안감사, 보안관리 등이 있으며, 이들을 종
합하여 체계화 한 것을

‘DB

암호화 시스템’ 또는 ‘개인정보 암호화

시스템’이라고 한다.

5.

외국의 개인정보 암호화 동향

외국의 개인정보 암호화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된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고, 일부에서는 암호화를 비식별화의 하위 개념으로 보는 견
해도 있어 여기서는 비식별화의 관점에서 외국 사례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가. 미국
(1)

HIPAA(Health

Act) expert

Information

determination rule

Portability

and

상의 비식별화 방식

Accountability

62)

이 방식에 따르면 전문가 경험과 식견에 의존하는 한편, 완벽한
비식별화가 아니라 재식별의 가능성을 약간 남겨둔 상태에서 비식
별을 인정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적 방식에 의한 접근법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의료정보관리기관은 대상이 되는 개인데이터가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에 따라 식별가능한 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할 전문
가를 선임한다. 선임된 전문가가 해당 개인데이터가 식별화될 위험
성이 매우 작다고 판단하면 이 개인데이터는 식별할 수 없는 데이
터로 간주되어

HIPAA

Privacy

Rule

의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6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처리가 개인정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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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은 아주 작은 수준의 재식별 리스크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용인하여 데이터의 활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아주
작은 수준의 재식별 리스크란, 리스크가 제로인 수준의 완벽한 비식
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 HIPAA

safe

harbor

상의 비식별화 방식

63)

이 방식에 따르면 식별자 및 준식별자를 법령에 특정하여 이를
삭제하고 나면 비식별화된 것으로 의제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적 방
식에 의한 접근법에 따르면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에 열거된

가

18

지 유형의 데이터들(이름, 주 단위보다 작은 지리적 위치, 생일, 전
화번호, 팩스번호, 사회보장번호, 의료기록번호 등)이 해당 데이터에
서 제거되고, 그 결과 남은 데이터들이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개인
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가지지 않는다면
해당 데이터는

HIPAA

의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로 수집과 처리가

가능해 진다. 이 방법은 실무적인 처리가 간단하고, 처리에 대한 제
자의 검증도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른 한편, 이 방법의 근본

3

적인 한계는 이 방법에 의할 경우에 재식별 가능성이 얼마나 낮아
질 것인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식별 가능성은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아 변화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은 그러한 개별
사안의 특징과 무관하게

18

개의 식별자 및 준식별자를 특정하여 일

괄적으로 삭제할 것으로 요구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삭제된 데이
터로부터 재식별이 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도 존재할 수 있다. 결국,
이 방법도 주요 식별자 및 재식별자의 삭제를 통해 재식별 리스크

6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처리가 개인정보보
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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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현저하게 낮추기는 했지만 이를 완벽하게 제거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방법이 된다.

나. 일본

64)

일본은 익명가공정보 등 새로운 개인정보 개념을 도입하여 정보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는 한편, 제3의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립하여 이를 감시하도록 설계한다. 특히 새로 개념이 도입된 익명
가공정보의 경우, 제3자 제공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
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할 때는 특정 개
인을 식별하는 것과 그 작성에 이용하는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없
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가공해야 한다. 동시에, 개인
정보보호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익명가공정보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항목을 발표해야 하는 등, 익명가공정보
취급사업자 등은 사실명시의무, 식별행위금지의무, 안전관리조치의
무를 지게 되었다. 그에 대응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설립되어
보고 및 출입 검사, 지도 및 조언 등을 하며 익명가공정보 등에 대
한 보호와 관리를 하게 되었다. 이 방법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비식
별화된 정보에 대해 활용가능성을 열어두는 한편, 그 과정에서의 절
차적, 규범적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익명가공정보
는 완벽한 비식별화 조치를 전제로 하는 정보라고 할 수는 없다. 다

6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처리가 개인정보보
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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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식별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규범적, 절차적 과정을 통해 실제로 재식별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통제하는 것이다.

다. 영국(motivated

intruder)65)

이 방식은 잠재적 공격자에 의한 비식별 정보의 재식별 가능성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의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그에 기초하여 재식별
가능성을 평가하게 된다. 이 방법을 이용할 경우, 기술적인 접근법
이 아니라 관리적인 접근법을 좀 더 강조하게 된다. 여기서 의도된
공격자(motivated

intruder)

는 해당 데이터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

는 전문가나 해커 등의 전문기술자는 포함하지 않고, 그와 다르게
합리적인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인터넷, 도서관, 공개된 공공문서
등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면서 특정개인에 대한 추가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 질의할 수 있는 탐색기술을 가진 자를 상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도된 공격자를 전제로 하여 재식별 가능성을 평가하게
되므로 당연히 해당 데이터에 대한 전문가나 기술전문가 등에 의해
재식별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말
하면, 전문가 등에 의해 재식별이 발생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방법이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이 방법은 재식별의
가능성이 무한대로 확장되는 것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6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처리가 개인정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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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내 개인정보 암호화 관련 법률

가. 암호화의 법적 근거

대상

암호화 관련 법률

ㆍ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ㆍ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개인정보처리자
ㆍ개인정보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기간통신사
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
업자), 방송사업자 등

ㆍ전자정부법 제56조 및 제70조

ㆍ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5조제4항 및
제6항
ㆍ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6조
제21조
금융업 및 금융관련 업무를 행하 ㆍ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제17조/제
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ㆍ전자금융감독규정
31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60조
나. 암호화 대상 정보

암호화 관련 법률

암호화 대상 정보

ㆍ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ㆍ고유식별정보
ㆍ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ㆍ개인정보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ㆍ비밀번호, 바이오정보

ㆍ전자정부법 제56조 및 제70조 ㆍ전자문서
ㆍ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5조제4항 및 ㆍ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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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
ㆍ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6조
ㆍ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ㆍ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7조/
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60조

계좌정보
ㆍ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ㆍ비밀번호

다. 추가 암호화 필요성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개인정보보호 암호화 관련 법률에
서 암호화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정보는

」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안정성 확보조치 기
준」에서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이고 「전자정부법」에서 전자문
서 「정보통신망법」에서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주민등록번호 계
좌정보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서 주민등
동법 시행령 에서
‘

‘

고유식별정보’,

,

’

’,

‘

,

‘

,

,

,

’,

‘

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이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비밀번호 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예시 」 및 「개인정보 알선 사례 」에서 보는 바와
며,

‘

66)

같이 유출된 개인정보가

’

.

,

67)

차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

위 표에서 규정한 개인정보외 추가 정보에 대해 암호화가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

라. 추가 암호화의 범위
개인정보 수집단계에서 모든 개인정보를 하나도 빼지 않고 포괄

66) p.34, (표 2)
67) p.35, (그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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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암호화를 하면, 보안성은 충족할 수 있겠지만 비용면이나 편
의성에서는 불편한 점이 있을 것이므로 모든 개인정보를 포괄적으
로 암호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수집된
개인정보 중 어느 정도까지 암호화를 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유출된
개인정보중

차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정보, 즉 재산적, 경제적 가

2

치를 가지는 정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암호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
으로 보인다.
특히 유출된 개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 예
를 들어 피해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보이스피싱 등 범죄자는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아야 피해자에게 연락할 수 있고, 기타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를 속
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유출된 개인정보 중 피해자의 이름, 연
락처 등이 암호화되어 있어 해독할 수 없다면,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고 범죄의 시도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

표

2)

에 규정된 개인정보 중 ‘신용정보’(대부잔액 및 지불상황, 저

당, 신용카드 지불연기 및 미납현황), ‘소득정보’(현재 월급액, 기타
소속의 원천, 사업소득), ‘부동산정보’(소유주택, 토지, 자동차, 상점
및 건물 등) 등은 최소한 암호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추가
암호화가 필요한 개인정보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표

3)

추가 암호화가 필요한 개인정보의 범위

기존 법령에 규정된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

추가로 암호화가
필요한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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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고유식별정보
ㆍ비밀번호
ㆍ바이오정보
ㆍ전자문서
ㆍ주민등록번호
ㆍ계좌정보
ㆍ여권번호
ㆍ운전면허번호
ㆍ외국인등록번호
ㆍ신용카드번호

7.

ㆍ성명
ㆍ연락처
ㆍ주소
ㆍe-mail
ㆍ신용정보
ㆍ소득정보
ㆍ부동산정보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의 암호화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령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암호화의 대상

ㆍ범위

등에

대해 통일적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통일적 기
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의 정보에
대해서만 암호화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
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최초 단계에서 암호화가 요구되는 개인정보에 대
해 추가적인 암호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ㆍ

개인정보는 공공기관등의 목적에 따라 온 오프라인 상의 여러
서비스와 함께 빅데이터 산업의 등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생산

ㆍ이용되고 있다

.

또한, 개인정보의 사용 증가와 함께 개인정보

의 유출 사고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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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도적 방안들이 시행되고 있다

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적

.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엄청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2

차 피해는 정보주체뿐만 아니라 제3자까지 정신적, 금전적,

신체적 피해를 입게 되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절실하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의료 정보나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
서 암호화에 접근하고, 일본이나 영국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의
측면에서 암호화 방법에 접근하고 있으며, 범죄 예방 측면에서의 관
심은 아직까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보이스피싱 등

2

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외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중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추가적
으로 암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개인정보 유출
은 단순히

1

차적인 피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들이 이를 이

용해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때문에
유출의 위험성이 크고, 그러므로 더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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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 유출은 많은 사회적인 문제
를 야기하고 있으며,

차 피해는 추가적인 범죄로 연결되므로 그 위

2

험성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으
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주민
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암호화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암호
화하게 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고 생각한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이를 활용하기 위함이지
만 수집 목적 외에 이용되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향후 빅데이타의 시대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필요
가 있다. 기존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제도적 장
치들은 개인정보 수집 이후 유출 단계의 사후적 조치들로 그 효과
가 미비하다. 그러므로, 이제는 수집된 개인정보는 대부분 유출 가
능성이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데이터가 곧 돈이 되
는 시대에는 개인정보를 구입하려는 세력이 있기 마련이고, 개인정
보는 유출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제는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
할 필요가 있다.
결국,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음
수집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관리해야 하고, 이를 위해 방안으로 개인
정보의 수집단계에서부터 암호화가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해 추가적
인 암호화를 주장하는 것이고, 종국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
로 이를 입법화하여야 할 것이다.

- 46 -

추가적인 암호화가 필요한 개인정보의 대상 및 범위에 대해서는
향후 계속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서민 특히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줄어들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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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stract

In the age when the problem of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which is inevitable as the big data industry develops, becomes a
social issue, the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abuse
of the information are the same as the two sides of the coin.
From September 2011 to June 2015, the number of people whose
personal

information

100,003,000,

leaked

indicating

how

by

domestic

poorly

companies

domestic

reached

companies

are

managing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And because of such
circumstances,

domestic

financial

companies

are

suffering

tremendous losses due to unlawful intrusion of external parties as
well as various lawsuits caused by intentional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by employees.
Therefore, I try to find out how the personal information
managed by the company is leaked (first damage) and how the
leaked information is used again as a voice phishing crime (second
damage). According to a press released from the prosecutor's
office(October 3, 2016.), in 2015 the number of phishing crime
cases was 7,239 and the amount of damage was more than 107
billion won. And as a measure to strengthen crackdown, even
simple participants are punished strictly such as demanded for
more than five years' impris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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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prevent damage such as voice phishing caused by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firstly,

the

overall

flow

of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is grasped. We will look at the
personal information leak detection processor as a way to prevent
the first damage. In particular,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technic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to prevent the secondary
damage (voice phishing), which is seriously damaged by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whe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
collects personal information from the information subject, I hav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additional encryption is required for all
personal

information.

This

is

because

the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may be leaked at any time. In the age when personal
information is economic profit, that is money, there is a power to
utilize it even if there is perfect leak prevention system.
Therefore, now it is necessary to take the preemptive action
rather

than

focusing

on

the

technical

method

or

the

post-punishment to prevent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essential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 to additional encrypt all personal information from the
step

of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

from

the

information

subject. Since the personal information that can be used by
fraudulent criminals who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is diverse, in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t is not possible
for the measures of encrypting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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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 the secondary damage caused by the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Therefore, I conclude that additional encryption measures
are required from the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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