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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기계학습,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빅데이터가 필요하

다. 주요 국가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가공하

는 비식별처리를 하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

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기존의 비식별조치에 대한 법적 규율은 k-익명성

으로 대표되는 비식별처리를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특정 개인정보를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를 지우거나 대체하거나 범주화하는 등으로 재식별의 위

험을 낮추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을 취하게 되면 범주화 등 과정에서 정보의 개별적 

특징이 사장되기 때문에 분석의 정확성, 정보의 가치를 약화시키는 단점

이 있다. 또한 어느 범위까지 노출시키면 재식별되지 아니할 위험이 없는

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문제도 있다. 전통적인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

고 대량의 정보를 모아 개인정보 재식별을 방지하며 신속하고 안전하게 

데이터 분석을 하는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그 최

신 기술 중 하나가 동형암호다.

암호화는 데이터의 보안에 필수이지만, 기존의 암호화 기술은 암호화

된 상태에서 연산, 탐색, 분석 등의 작업이 불가능했다. 동형암호는 개인

정보를 암호화된 상태에서도 기계학습 등 컴퓨터가 할 수 있는 모든 연산

을 수행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이다. 동형암호를 활용하면 일반적인 암호

화처럼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외에도 개인정보를 모아 데

이터 분석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GDPR 개정안에서 정의하는 ‘가명처

리’란 추가적인 정보의 사용 없이 더이상 특정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

는 방식으로 수행된 개인정보의 처리를 의미하고, 추가적인 정보는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동형암호로 비식별처리하는 것이 가명처리인가? 동형암

호처리의 법적 성격이 문제될 수 있다. 데이터를 동형암호 처리하면 그 

값이 외부로 전혀 드러나지 않고 암호화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가명으로 

대체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비밀키는 암호화할 경우 항상 존재하는 



암호화조치의 한 구성요소에 불과하므로 이를 분리보관해야 하는 추가정

보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동형암호로 비식별처리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의 결과 외에는 외부

로 유출되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변형할 필요가 없어 데이터 

분석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재식별의 위험성 평가도 매우 간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데이터의 성격, 규모, 분석의 목적, 사용 용도에 따

라 기존의 비식별처리 기술과 동형암호 등 다양한 신기술을 활용하면, 비

식별처리의 시간과 비용 절약, 데이터 분석의 정확성 상향, 재식별 방지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비식별처리 모델이 개발될 수 있다.  

   기존의 비식별조치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규율은 k-익명성으로 대표되

는 전통적인 비식별처리를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동형암호 등 새로운 기

술은 기존의 비식별처리로 규율하는 것이 안 맞을 수 있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데이터 

활용을 통해 사회 전체적인 후생이 증가될 경우의 혜택을 받는 무임승차

(free-riding)를 원한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데이터의 이차적 활용이 정

착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재식별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데이터 활용을 

통한 사회적 혜택을 극대화하는 비식별화 기술이 개발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간명하고 현실성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동형암호, 가명정보, 비식별처리,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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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머리말

 제1절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정보관리자)가 개

인정보(데이터)를 수집하여 그 수집 목적에 따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

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보관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도 정보주체의 동의

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 재판 등 일정한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경우

에는 동의 없이 목적 외 사용 등이 가능하다. 정보주체에게 데이터통제권

을 부여하여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기계학습(머신러닝), 인공지능(AI)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빅데이

터가 필요하다. 정보관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하

는 것은 수집 목적 외 사용 또는 제3자 제공이 될 수 있어 정보주체로부

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데이터를 사용할 때마다 정보주체

의 동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데이터 분석에 큰 제약이 될 

수 있다.1) 그래서 주요 국가는 일정한 요건하에 동의 없는 데이터 사용을 

허용한다.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가공하는 비식

별처리를 하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이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미국은 1996년 연방법으로 ‘건강보험 이전과 책임에 관한 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이하 ‘HIPAA’)」을 제정하

고 그 시행규칙으로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을 만들었다. 그에 따라 의

료정보를 비식별처리하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

게 허용하였다. 일본도 2015년 9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

여 개인정보를 익명가공처리(비식별처리의 일종임)하면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없이,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가 

1) 김은수, “비식별화 방식을 적용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연구 –보건의료정보를 중심으로-”, 서울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8. 2.),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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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으로 2016. 6. 30.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를 제정, 시행하였

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식별조치를 적정하게 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

으로 추정하여 데이터 분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법률의 

위임이 없이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전면적인 비식별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지 논란이 되었다. 이에 더해 개인정보 불법유출에 대한 우려 등으로 가

이드라인에 따른 비식별조치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그사이 유럽연합(EU)은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을 제정하여 2018년 5월부터 시행하

였다. GDPR에는 공익적 기록보존,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통계적 목

적의 경우에 비식별처리의 일종인 가명처리 등 안전조치를 하면, 정보주

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사용,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도 2018년 6월 ‘캘리포니아 주 소비자 프라이버시법’(The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을 제정하였다. 이에 의하여 공

익적 연구 목적으로 가명처리, 비식별처리 등 안전조치를 취하면 개인정

보를 이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우리나라도 통계작성, 과

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를 처리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으로 2020년 1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

었다.

비식별조치와 같은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기술의 발달, 사회의 

변화 속도에 부응하여 그 규율 내용도 자주 빠르게 바뀌어야 하므로 국회

에서 만드는 법률로 일일이 규정하기 힘들다. 그래서 통상 법률로는 일반

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의 단

계로 위임입법을 하여 세부사항을 규율한다. 우리나라의 비식별조치 가이

드라인, 미국의 HIPAA 프라이버시 규칙, 일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규칙 등에서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비식별조치는 특정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지우거나 대체하거나 범주화하는 등으로 재식별의 

위험을 낮추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그 대표적인 방식이 k-익

명성 모델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을 취하게 되면 범주화 등 과정에서 정보의 개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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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이 사장되기 때문에 분석의 정확성, 정보의 가치를 약화시키는 단점

이 있다. 또한 어느 범위까지 노출시키면 재식별되지 아니할 위험이 없는

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문제도 있다. 눈에 드러난 비식별정보로는 개

인을 식별할 수 없지만 배경지식 등을 활용해 특정 개인을 추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은 대량의 정보를 모아 개인정보 재식

별을 방지하며 신속하고 안전하게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일정 부분 한

계가 있을 수 있다. k-익명성 모델 등 전통적인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개발되고 활용되거나 실용화 

단계에 있다. 그 대표적 최신 기술이 동형암호, 차분 프라이버시, 연합학

습이다.

암호화는 데이터의 보안에 필수이지만, 기존의 암호화 기술은 암호화

된 상태에서 연산, 탐색, 분석 등의 작업이 불가능했다. 동형암호는 개인

정보를 암호화된 상태에서도 기계학습 등 컴퓨터가 할 수 있는 모든 연산

을 수행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이다. 동형암호를 활용하면 일반적인 암호

화처럼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외에도 개인정보를 모아 빅

데이터 분석도 할 수 있다. 현재 실용화 단계에 있고, 향후 빅데이터 분석

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GDPR, 우리나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가명처리’란 추

가적인 정보의 사용 없이 더이상 특정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방식으

로 수행된 개인정보의 처리를 의미하고, 추가적인 정보는 분리 보관하여

야 한다. 비식별처리 방식에 관하여, GDPR은 ‘가명처리 등 안전조치’, 캘

리포니아 주 ‘소비자 프라이버시법’은 ‘가명처리, 비식별처리 등 안전조치’

라고 규정하지만, 우리나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처리’라고만 규정

하고 있다. 동형암호로 비식별처리하는 것이 가명처리인가? 데이터를 동

형암호 처리하면 그 값이 외부로 전혀 드러나지 않고 암호화된 상태로 있

기 때문에 가명으로 대체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비밀키는 암호화할 

경우 항상 존재하는 암호화조치의 한 구성요소에 불과하므로 이를 분리보

관해야 하는 추가정보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미국의 HIPAA 프라이버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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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문가 결정 방식’에 의하면, 외부 전문가의 비식별조치 적정성 평가

를 받도록 한다. 그 평가의 핵심은 데이터 재식별의 위험성에 대한 평가

이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데이터를 변형시켜야 재식별

의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정하는 것은 사실

상 불가능하다. 동형암호로 비식별처리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의 결과 

외에는 외부로 유출되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변형할 필요가 없

어 데이터 분석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고, 재식별의 위험성 평가도 매우 

간소화할 수 있다. 동형암호화에 사용된 기술의 안전성, 비식별처리 전과

정에서 데이터와 키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핵심

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기존의 비식별처리 및 위험성 관리 모델에서는 정보관리자의 

비식별처리, 처리 위탁, 제3의 기관에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정보와 결합을 통한 재식별의 위험과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소훌로 인

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 모두를 막아야 한다. 반면 동형암호로 비식별처

리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만 막으면 

된다.

   데이터의 성격, 규모, 분석의 목적, 사용 용도에 따라 기존의 비식별처

리 기술과 동형암호 등 다양한 신기술을 활용하면, 비식별처리의 시간과 

비용 절약, 데이터 분석의 정확성 상향, 재식별 방지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비식별처리 모델이 개발될 수 있다. 예컨대 이름, 전화번

호 등의 직접 식별자는 노출될 경우 재식별의 위험성은 매우 높지만 데이

터집합을 구분 하는 외 분석가치는 없다. 이러한 정보는 동형암호처리 전

에 삭제 또는 대체하는 것이 안전하다. 신용카드 월 이용금액 등 데이터 

분석가치가 있는 속성자는 재식별방지를 위해 월 100만원대, 200만원대 

등으로 범주화하는 것보다는 동형암호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 범주화, 일

반화의 과정에서 개별정보의 특정성, 분석가치는 사라지고 어느 정도까지 

범주화해야 재식별이 방지되는지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동

형암호처리를 하면 신용카드 월 이용금액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기술

적·관리적 안전조치에 문제가 없으면 재식별의 위험성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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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비식별조치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규율은 k-익명성으로 대표되

는 전통적인 비식별처리를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동형암호 등 새로운 기

술은 기존의 비식별처리로 규율하는 것이 안 맞을 수 있다. 잘 어울리는 

새로운 표준,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 필요해 보인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

으면서 데이터 활용을 통해 사회 전체적인 후생이 증가될 경우의 혜택을 

받는 무임승차(free-riding)를 원한다.2)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데이터의 이

차적 활용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재식별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데이터 활용을 통한 사회적 혜택을 극대화하는 비식별화 기술이 개발되

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간명하고 현실성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먼저 정보주체의 데이터 통제권과 정보관리자의 데이터 이차적 활용의 

관계에 대한 일반론을 살펴본다. 그다음 빅데이터 분석 관련 우리나라,

EU, 미국, 일본의 법제도를 소개하여 각국은 어느 범위까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허용하는지, 어떤 제도를 도입하여 비식별조치에 대해 규

율하는지 등에 대해 살펴본다. 각국 제도를 비교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이

차적 활용이 어떻게 규율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각 국의 법은 원문, 번역

본 등을 참조하였고, 가급적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하였다.

그리고 데이터 삭제, 대체, 범주화 등 전통적인 비식별화 기술 및 재식

별 위험성 관리모델 등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비식별화 법

제도를 설계할 때 어떤 점을 착안해야 하는지 검토한다. 그다음 차분 프

라이버시, 연합학습, 동형암호 등 최신 기술을 소개하고 그 장단점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동형암호로 비식별처리하는 것이 가명처리인지 등 법적 성

격이 무엇인지 검토한다. 그리고 동형암호 이용 빅데이터 분석 각 단계마

2) 김은수, 앞의 논문,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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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제도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될 수 있는지 검토한 후, 향후 전망에 대

해 살펴보기로 한다.

제2장 개인정보의 이차적 활용 국내외 법제도

제1절 데이터통제권 vs 이차적 활용  

1. 정보주체의 데이터 통제권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그 수집 목

적에 따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

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정보관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 재판 등 일정한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 목적 외 사용 등이 가능하다.(법 제17조 제1항, 제18

조 제1항, 제2항) 정보주체에게 데이터통제권을 부여하여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2. 데이터의 이차적 활용

   기계학습,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빅데이터가 필요하

다. 정보관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하는 것은 수

집 목적 외 사용 또는 제3자 제공이 될 수 있어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데이터를 사용할 때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

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빅데이터 분석에 큰 제약이 될 수 있다.3) 

   그런데 공적 업무 수행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허용되듯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빅데이터 분석을 허용할 필요

성도 있다. 의료정보를 모아 연결하여 혈관계 질환, 암, 우울증 등의 널리 

알려진 질병에 대한 귀중한 신지식을 얻을 수 있다. 다수 인구를 이용할

수록 그 연구 결과가 향상될 수 있다. 또한 사회과학에서도 실업 및 교육 

등과 같은 여러 사회적 문제의 장기적 상관관계에 대한 필수 지식을 얻을 

3) 김은수, 앞의 논문,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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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지식기반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의 근거를 제시하고, 다수의 삶의 

질을 높이며, 사회 서비스의 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양질의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GDPR 전문 제157항)

   주요 국가는 일정한 요건하에 동의 없는 데이터 사용을 허용한다. 특

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가공하는 비식별처리를 하

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이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그대로 사용

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개인정보를 비식별처리한 후 모아 연결하여 데

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이차적 활용이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보주체가 동의권 외 다른 데이터통제권 전체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예컨대, GDPR 제21조 제6항에 의하면, 정보주체와 

관련한 특별한 상황에 근거하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반대할 권

리를 가진다. GDPR 전문 제33항에 의하면, 특정 연구 분야 또는 연구의 

일부분에 한하여 정보주체가 동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2절 우리나라

1. 2020년 1월 개정전 개인정보보호법 

2020년 1월 개정전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비식별처리, 가명정보 등 개인

정보의 이차적 활용을 위한 제도와 관련된 규정이 없었다. 개정전 개인정

보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

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

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비식별처리를 통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

로 삼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2.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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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6. 6. 30.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개인

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하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라고 한다.)

이 시행되었다.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식별조치한 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비식별 정보를 제공받은 기업은 이를 시장조사, 신상품 및 서비

스 개발, 마케팅 전략 수립 등 다양한 용도로 분석 및 활용할 수 있다.4)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를 비식별조치하여 이용 또는 제공하려

는 사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조치 기준을 제시한다.

 (2) 개정전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비식별조치란 정보의 집합물에서 개

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 등의 방법

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EU의 개인정보지

침(GDPR이 제정되기 전의 것임)은 익명화(anonymization)한 경우에는 지

침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비식별조치’는 EU의 익명화와 사실

상 같은 개념이다.5)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조치를 적정하게 한 비식별 정보

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므로,6) 개인정보에 해당함을 전제로한 

개인정보 수집, 활용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

여,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논

리적 구성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4호와 관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4) 관계부처 합동,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2016. 6.), 24쪽

5)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57쪽

6)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Q&A 문 3에서, “개인정보를 비식별조치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아닌 것

으로 추정한다는데 이것의 법적 의미는?”이라고 묻는다. 이에 대해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조치가 적정하게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반증이 없

는 한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보되, 개인정보라는 반증이 나오는 경우 개인정보로 본다는 뜻

임.”이라고 답한다.(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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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

한다는 점에서는 비식별 정보와 동일하지만, 법에서 허용된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한 국한된 목적으로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식별조치 중 적정성 평가는 제외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7)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비식별화 조치는 의료, 복지, 교육, 금융·신

용, 통신, 유통 등 각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법적근거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8

조 제2항 제4호라고 하면,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한 국한된 목적

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비식별 정

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는 법적 논리를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3) 주요 내용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단계별 비식별조치’와 ‘지원 및 

관리체계’로 나눌 수 있고, ‘단계별 비식별조치’는 다음과 같다.

정보집합물(데이터 셋)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

록 조치한다.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를 ‘비

식별조치 적정성 평가단’을 통해 평가한다. 비식별 정보 안전조치, 재식별 

가능성 모니터링 등 비식별 정보 활용 과정에서 재식별 방지를 위해 필요

한 조치를 수행한다.

[비식별조치 및 사후관리 절차]8)

7)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65쪽

8)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3쪽



- 10 -

(4) 단계별 비식별조치의 세부내용

(가) 비식별조치

1) 비식별조치 기준

정보집합물에 포함된 ‘식별자(Identifier)’는 원칙적으로 삭제 조치한다.

다만, 데이터 이용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식별자는 비식별조치 후 활용한

다. ‘식별자’란 개인 또는 개인과 관련한 사물에 고유하게 부여된 값 또는 

이름이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상세주소, 생일, 전화번호, 통장계좌번호,

사진, 지문 등 신체식별정보, 이메일 주소, 고객번호 등 식별코드 등이 이

에 해당한다.

정보집합물에 포함된 ‘속성자(Attribute value)’도 데이터 이용 목적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삭제한다. 데이터 이용 목적과 관련이 

있는 속성자 중 식별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가명처리, 총계처리 등의 기법

을 활용하여 비식별조치한다. ‘속성자’란 개인과 관련된 정보로서 다른 정

보와 쉽게 결합하는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도 있는 정보이다. 개인

적 특성(성별, 연령, 국적, 흡연 여부 등), 신용 특성(혈액형, 신장, 병명 등 

신체 특성, 세금 납부액, 신용 등급 등), 전자적 특성(학교명, 경력, 직업 

등 경력 특성, 인터넷 접속기록, 휴대전화 사용기록 등), 가족 특성(배우

자, 자녀 등)이 이에 해당한다. 희귀병명, 희귀경력 등의 속성자는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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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상황에 따라 개인 식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격한 비식별조치가 

필요하다.

2) 비식별조치방법

가명처리, 총계처리, 데이터 삭제, 데이터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 여

러 가지 기법을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활용한다. 각각의 기법에는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세부기술이 있으며, 데이터 이용 목적과 기법별 

장·단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법·세부기술을 선택·활용한다.

(나) 적정성 평가 : k-익명성 모델 활용

1) 적정성 평가 필요성

비식별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공개 정보 등 다른 정보와의 결합,

다양한 추론 기법 등을 통해 개인이 식별될 우려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책임 하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식별조치 적정성 평가단 (이

하, ‘평가단’)”을 구성하여, 개인식별 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필요하

다. 적정성 평가 시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중 k-익명성을 활용한다. k-익

명성은 최소한의 평가수단이며, 필요시 추가적인 평가모델(ℓ-다양성, t-근

접성)을 활용한다.

2) 적정성 평가 절차

첫째, (기초자료 작성) 개인정보처리자는 적정성 평가에 필요한 데이터 

명세, 비식별조치 현황, 이용기관의 관리 수준 등 기초자료 작성한다.

데이터 명세는 데이터의 크기, 생성 및 관리 환경 등 데이터의 특성,

세부 항목별 명세 등이다. 비식별조치 현황은 비식별조치에 적용한 기법·

세부기술, 평가 대상 데이터 셋에 대한 k-익명성 값 산출 결과이다. 이용

기관의 관리 수준은 데이터 이용 기관의 이용 목적 및 방법, 이용기간, 데

이터 접근 가능자 현황 등 활용에 관한 사항과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데이터를 제공받는 방법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에 대한 현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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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평가단 구성)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3명 이상으로 평가단을 구

성한다. 평가단은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3명 이상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고,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위촉해야 한다.

외부전문가 위촉시 각 분야별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전문가 풀에서 법률 

전문가, 비식별조치 기법 전문가를 각 1명 이상 활용한다. 평가단은 데이

터 이용목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 구성한다.

셋째, (평가 수행) 평가단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작성한 기초자료와 k-익

명성 모델을 활용하여 비식별조치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평가단에서 

‘재식별 시도 가능성’, ‘재식별시 영향’, ‘계량 분석’ 결과와 데이터 이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기준값(k-익명성 값)을 결정한다.

넷째, (추가 비식별조치) 개인정보처리자는 평가결과가 ‘부적정’인 경우 

평가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적인 비식별조치를 수행한다.

다섯째, (데이터 활용) 비식별조치가 적정하다고 평가받은 경우에는 빅

데이터 분석 등에 이용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제공이 허용된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식별 위험이 크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 사후관리

1) 비식별 정보 안전 조치

비식별조치된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될 우

려가 있으므로 필수적인 보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관리적 보호조치로

서 비식별 정보파일에 대한 관리 담당자 지정, 원본정보 관리부서(기관)와 

비식별 정보 관리부서(기관) 간 비식별조치 관련 정보공유 금지, 이용 목

적 달성시 파기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기술적 보호조치로서 비식별 정보

파일에 대한 접근통제, 접속기록 관리, 악성코드 방지 등을 위한 보안 프

로그램 설치·운영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2) 재식별 가능성 모니터링 등

비식별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사업자 등은 해당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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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재식별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모니터링 결과,

비식별조치된 정보와 연계하여 재식별 우려가 있는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 

하였거나 제공받은 경우 등에는 추가적인 비식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비식별된 정보를 제3의 기관에 제공하거나, 처리 위탁하는 경우 다른 

정보와 결합을 통해 재식별 시도가 금지됨을 명시하는 등 재식별 위험관

리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5) 지원 및 관리체계의 세부내용

(가)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지원

각 소관부처 책임 하에 분야별 전문기관을 정하여 운영한다. 분야별 

전문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사회보장정보

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중에서 소관부처가 공문으로 지정·공표하여 운영하

고 필요시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

분야별 전문기관은 비식별조치 적정성 평가단 풀(비식별조치 기법 전

문가, 법률 전문가 등)을 구성·운영한다. 의료, 복지, 교육, 금융·신용, 통

신, 유통, 공공·기타 분과 등 산업별로 k-익명성 수치 등 필수적인 비식별

조치 이행을 권고하고, 비식별조치 적정성 실태 점검 등을 한다. 한국인터

넷진흥원(KISA)에 「개인정보 비식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분야별 

전문기관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실태 점검을 한다.

(나) 전문기관을 통한 기업 간 정보집합물 결합 지원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서로 다른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

보집합물을 결합하는 경우 개인별로 부여된 식별자를 매칭키로 사용한다.

이 경우,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있는 식별자 그 자체를 매칭키로 사용하

는 것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정보집합물 간 결합·분석을 위

해서는 결합 과정에서만 임시로 매칭키 역할을 하는 ‘임시 대체키’의 활

용이 필요하다. 임시 대체키를 활용한 결합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무분별

한 결합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기관(제3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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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에서만 결합을 하도록 하는 등 지원 및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전문기관은 임시 대체키를 활용, 기업 간 정보집합물 결합을 지원한다.

업무처리 전반에 있어 개인을 식별하려는 일체의 시도가 금지된다. 정보

집합물 결합 및 정보 제공 완료 후 모든 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한다.

(6)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시행 경과

(가) 개인정보 2차적 활용 시행

2016년 10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빅데이터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

한 실증과제 의뢰를 받은 A통신사는 6개월간 B생명 등과 함께 빅데이터 

개인정보 비식별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A통신사과 B생명에 동시 가입된 

약 218만명을 대상으로, A통신사의 ‘통신료 연체금액, 멤버쉽 사용금액,

통신료 미납횟수 등’ 속성자와 B생명의 ‘직업, 신용대출건수, 총신용대출

금액, 최근신용등급 등’ 속성자를 결합하였다. 그 결과, A통신사는 결합된 

데이터가 고객의 통신요금 연체발생을 판단할 수 있는 보조정보로 활용될 

가치가 있음이 입증되었다고 발표하였다.9)

(나) 비식별 가이드라인에 대한 비판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시행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없이 가이

드라인 형식으로 비식별조치를 통한 개인정보의 이차적 활용을 전면 허용

한 점, 식별자 등 제거와 k-익명성 모델 검증만으로는 개인정보유출 방지

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2011년 채택되어서 일본이나 EU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에 비교하여도 

상당히 최신의 것이지만, 빅데이터 분석기술 등 개인정보의 활용 측면에

서는 상당히 부정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10)

9) 김현일, 박철희, 홍도원, 최대선, “금융 데이터 상에서의 차분 프라이버시 모델 정립 연구”, 정보

보호학회논문지 27(6) (2017.12), 1520쪽

10) 박노형, 정명현, “빅데이터 분석기술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 방안 - EU GDPR

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고려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제85호 (2017. 6.),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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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별화 조치는 적정성 평가 등 많은 거래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

다.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 상정하고 있는 비식별정보가 여전히 개인정

보라고 한다면, 비식별정보를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는 가이드라

인은 법적으로 큰 제약을 안게 되고, 그 의도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활용

을 제고하는 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11)

”식별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은 식별자 제거 등

의 조치를 한 후 K익명성 모델로 검증하는 것을 권고한다. 그런데 가이드

라인이 제시하는 조치만으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하여 안전성을 충분

히 담보할 수 있을지라는 핵심적인 의문에는 여전히 불안을 남긴다. 개인

정보의 산업적 활용은 개인정보의 충분한 보안․보호와 병행할 경우에 가

능하다. 정보주체들이 불신과 불안감을 가져서 사회적 저항을 할 경우 빅

데이터 시대의 본격적인 전개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12)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애초부

터 개인정보가 아닌 것은 수집,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없고 개인정보보

호법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개인정보 처리’란 개인

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비식별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식별조치는 개인정보의 가공, 편집, 이용 등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개인정보처리에 해당할 수 있는 비식별처리 

및 제3자 제공이 가능하다는 근거 조항이 없음에도, 정보관리자가 수집한 

11) 이대희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방안으로서의 가명⋅비식별정보 개념의 연구”, 정보법학 제21

권 제3호 (2017. 12.) 219쪽

12) 양기진, “개인정보의 범위에 관한 연구 - GDPR의 비식별조치와 약학정보원 사건의 검토-”,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84호 (2018.10.), 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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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비식별처리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여 개인정보보

호법의 적용이 되지 아니함으로써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등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들 수 있다.

또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식별조치한 정보는 특별한 제약 

없이 대량의 정보가 제3의 기관에 제공되거나 처리 위탁될 수 있어, 다른 

정보와 결합을 통해 재식별될 위험성이 있고,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소

훌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도 있다. 그에 대비하여 가이드라인

은 비식별조치의 단계별 조치사항 및 단계별 조치기준에 대해 상세히 정

하고 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법령이 아닌 관계부처 지침으로 만들어

진 것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다. 지침에 따랐을 때 민형사상 책임이 면

제되는지, 지침에 안 따랐을 때 제재수단, 관리감독 근거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에 의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적절히 통제,

관리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 수 있다.

(다) 사실상 시행 중단

학계의 비판 외에도 시민단체 등에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시행에 

반대하며,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실행에 참가한 통신사, 카드사, 보험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발하여 비식별조

치 가이드라인 시행은 사실상 중단되었다.13)

3.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1) 개요

2020년 1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었다. 위 법률안 제안 이유는 다

음과 같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범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

13) 위 고발사건은 2019. 3. 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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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이용이 필요한 바,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개념 모호성 등으로 수범자의 혼란이 발

생하는 등 일정한 한계가 노출되어 왔고,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능은 행정

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

련 법령은 현행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각각 분산되어 있어 감독기구와 개인정보 보호 법령의 체계적 정

비 필요성이 각계로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줄이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과 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하여 데이터를 기

반으로 하는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도 가명정보를 이

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과징금 도입 등 처벌도 강화해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관련 법

률의 유사·중복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관련 산업의 경쟁력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

도록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2) 개인정보 이차적 활용 관련 개정법의 요지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념체계를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처

리할 수 있도록 하며,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가 보유하는 가명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결합할 수 있

도록 하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반출을 허용한다. 

   가명정보를 처리는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작성‧보관하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도록 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행위

를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과징금 등의 벌칙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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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도록 한다.

(3) 개정안 주요 내용

  (가) 개인정보에 가명정보를 포함 시키고 익명정보를 제외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다.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

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

려하여야 한다.(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다.

(법 제2조 제1호 다목).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

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의2호)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익명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제58조의2)

  (나)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가명처리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

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28조의2 제1항, 제2

항)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

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법 제2조 제8호)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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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

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법 제15조 제3항) 개인정

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에

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법 제17조 제4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4호(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

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삭제한다.

  (다) 전문기관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간 정보집합물의 결합 수행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

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익명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합 절차와 방

법,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절차, 관리·감독, 반출 및 승인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28조의3 제1항, 

제2항, 제3항) 

  (라) 가명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

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28조의4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



- 20 -

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법 제28조의4 제2항)

  (마) 가명정보 처리 시 개인식별 금지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

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하여야 한다.(법 제28조의5 제1항, 제2항)

(바) 과징금 부과, 벌칙 등 위반행위 제재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8조의5 제1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

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3 중 큰 금액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 제28조의6 제1호)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2호), 제28조의3을 위반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제공받

은 자(제4의2호), 제28조의5 제1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제4의3호)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71조)

   제28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3조 제1호)

  (사) 정보주체의 열람권, 동의철회권 등 권리 배제

   가명정보는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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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고지),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의 이전 제한), 제34조 제1항(개인정보 유출 통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개인정보의 열람,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39

조의3(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제39조의6부터 제39조의8(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법 제28조의7)

   참고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에 의하면,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

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① 개인정보의 처

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③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

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권리, ④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⑤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③, ④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부터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①호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권을 전제로 하고, ⑤호의 피해 구제받을 권리는 당연히 인정되

는 권리라고 할 것이다. 개인정보보보호법 개정안에 의하면,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②호의 동의 없이 없이 처리가 가능하다. ③, ④호의 열람,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를 배제된다. 

따라서,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정보주체의 그에 대한 권

리행사가 사실상 배제되는 것이다.

제3절 유럽연합(EU)

1. 개요

EU은 2016년 5월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을 제정하여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하였다. GD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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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EU의 모든 회원국들에게 직접적인 법적구속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EU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14)

GDPR에서는 가명처리(pseudonymisation) 정보 개념을 도입하였고, 가

명처리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GDPR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적용

된다. 익명정보(anonymous information)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GDPR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GDPR에서는 공익적 기록보존,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통계적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추가처리는 가명처리 등을 포함한 안전조치를 이

행하면 본래의 수집 목적과 양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의 가공, 사용, 이전, 제공 등 추가

처리를 할 수 있다.

2. 가명처리 정보의 도입

(1) GDPR 본문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personal data)란 식별되었거나 또는 식별가능한 자연인(정보

주체)과 관련된 모든 정보 의미한다. ‘식별가능한 자연인’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특히 이름, 식별번호, 위치

정보, 온라인 식별자 등의 식별자를 참조하거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신

체적․생리적․유전적․정신적․경제적․문화적 또는 사회적 정체성에 대

한 사항들을 참조하여 식별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15)[GDPR 본문 제4

조 제1항, 이하 GDPR의 본문은 ‘법’이라고 표시한다. GDPR 본문에 대한 

해설서인 전문(recital)은 ‘전문’이라고 표시한다.]

가명처리(pseudonymisation)란 추가적인 정보(additional information)

의 사용 없이 더이상 특정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수행된 

14) 한국인터넷진흥원 발간, ‘우리기업을 위한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북’(2018. 5.), 6쪽, 

이하 GDPR 법조문 번역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앞의 가이드북과 ‘2017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 수행한 GDPR 번역본’ 등을 참조하였다. 논문 내용과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문의 일부 

내용을 생략하였다.

15) 행정자치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발간, “우리 기업을 위한「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안내서” 

(2017. 4.)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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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를 의미한다. 추가적인 정보는 분리 보관하고, 해당 정보

를 통해 자연인을 식별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technical and

organizational measures)를 취하여야 한다.(법 제4조 제5항)

(나) 이에 대해 GDPR 전문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개인정보보호 원칙은 식별되었거나 또는 식별가능한 자연인과 관련된 

정보(개인정보)에 적용되고, 가명처리 정보는 식별가능한 자연인에 대한 

정보로 여겨진다(be considered). 자연인에 대한 식별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컨트롤러(정보관리자) 또는 제3자가 자연인을 직접 또는 간접적

으로 식별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수단을 고

려하여야 한다. 그러한 수단이 자연인에 대한 식별에 합리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식별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시간 

등 객관적인 요소 및 처리 당시 가용한 기술과 기술적 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원칙들은 익명정보(anonymous information)에 적용되

지 아니한다. 익명정보는 식별된 또는 식별가능한 자연인과 관련되지 않

은 정보 또는 정보주체를 더 이상 식별할 수 없게 익명처리된 정보를 의

미한다.(전문 제26호)

개인정보의 처리 시 가명처리가 적용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는, 컨트롤러가 추가 정보를 별도 보관하는 등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할 때 동일한 컨트롤러 내에서 가명처리 조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컨트롤러는 동일한 컨트롤러 내에서 인가받은 사람

(authorised persons)을 지정하여야 한다.(전문 제29항)

(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란 식별되었거나 또는 식별가능한 자연인(정보주체)과 관련된 

모든 정보 의미한다. 가명처리란 추가적인 정보의 사용 없이 더이상 특정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수행된 개인정보의 처리를 의미한

다. 추가적인 정보는 분리 보관하고, 해당 정보를 통해 자연인을 식별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명처리 정보는 식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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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연인에 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에 대해서만 

GDPR의 개인정보보호 조항이 적용된다. 익명정보는 식별되었거나 식별가

능한 자연인과 관련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정보주체를 식별가능하지 않게 

익명처리된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과학적 연구 등 목적 개인정보의 추가처리 

(1) 적용 요건 및 효과 

(가) GDPR 본문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이며 적법한 목적을 위해 수집되어야 하

고, 해당 목적과 양립되지 않는 방식으로 추가 처리(further processing)

되어서는 안 된다. 공익적 기록보존,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통계적 목

적을 위한 추가처리는 제89조 제1항에 따르면(in accordance with) 본래의 

목적과 양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법 제5조 제1항(b)]

공익적 기록보존,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통계적 목적을 위한 처리

는 정보주체의 권리 및 자유를 위하여 본 규정에 따른 적정한 안전조치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 안전조치는 특히 데이터 최소화 원칙이 준수되도록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명처리 방식으로 그러한 목적

이 달성될 수 있으면 그 안전조치에는 가명처리가 포함될 수 있다. 정보

주체의 식별을 허용하지 않거나 더이상 허용하지 않는 추가 처리를 통해 

그러한 목적을 달성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방식을 취하여야 한다.

(법 제89조 제1항)

개인정보 처리(processing)는 자동화 수단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집합물(set)에 행해지는 단일 또는 일련의 

작업을 의미한다. 수집, 기록, 편집(organisation), 구성, 저장, 가공 또는 

변경(adaptation or alteration), 검색(retrieval), 참조(consultation), 사용,

이전, 배포 기타 방식에 의한 제공, 연동이나 연계(alignment or

combination), 제한, 삭제 또는 파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법 제4조 제2항)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처리하는 것이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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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렵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경우에, 컨트롤러는 개인

정보의 목적 외 처리가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한 당초 목적과 양립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특히 암호처리나 가명처리 등 적절한 안전조치의 

존재 등을 고려해야 한다.[법 제6조 제4항(e)]

(나) 이에 대해 GDPR 전문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원래(initially) 수집 목적 이외의 개인정보 처리는 해당 개인정보의 처

리가 원래의 수집 목적과 양립 가능한(compatible)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

되어야 한다. 목적이 양립 가능한 경우, 당초 정보수집을 허용한 법적 근

거 이외의 별도의 법적 근거는 불필요하다. 공익적 기록 보존, 과학적 또

는 역사적 연구, 통계적 목적을 위한 추가처리는 양립 가능한 적법한 처

리 작업(operation)으로 간주되어야 한다(should be considered).(전문 제50항)

공익적 기록 보존,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통계적 목적을 위한 개인

정보 처리는 본 규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적절한 안전

조치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그 안전조치에는 특히 데이터 최소화의 원칙

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공익적 

기록 보존,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통계적 목적을 위한 추가적인 개인

정보 처리는 적절한 안전조치(예컨대, 정보의 가명처리)가 존재하는 경우

로서 컨트롤러가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거나 더 이상 식별할 수 없게 

개인정보를 처리함으로써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

하였을 때 시행되어야 한다. 회원국은 공익적 기록 보존, 과학적 또는 역

사적 연구, 통계적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규정하여야 한다.(전문 제156조)

연구원들은 기록부(registries)로부터의 정보를 연결함으로써 혈관계 질

환, 암, 우울증 등의 널리 알려진 의학적 상태(condition)에 대한 매우 귀

중한 신지식을 얻을 수 있다. 기록부에 기반을 둔 연구는 다수 인구를 이

용할수록 그 연구 결과가 향상될 수 있다. 사회과학에서, 연구원들은 기록

부에 기반을 둔 연구를 통해 실업 및 교육 등과 같은 여러 사회적 상태

(social condition)와 다른 삶의 상태(life condition) 사이의 장기적 상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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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대한 필수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기록부를 통해 얻은 연구 결과는 

지식기반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의 근거를 제시하고, 다수의 삶의 질을 높

이며, 사회 서비스의 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확고한(solid) 양질의 지

식을 제공한다. 과학적 연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에 규정된 적절한 조건 및 안전조치에 따르면 과학적 연구의 목적으

로 개인정보가 처리될 수 있다.(전문 제157항)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에 본 규정이 망자에게

는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고 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공

익적 기록을 보유하는 공공기관, 공익기관 또는 민간기관은, 유럽연합이나 

회원국 법률에 따라, 일반 공익을 위해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을 획득,

보존, 평가, 조성, 기술(describe), 전달, 증진, 유포 및 접근할 법적 의무가 

있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어야 한다.(제158항)

과학적 연구의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에 본 규정

(Regulation)은 그 정보처리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 규정의 취지를 위해,

과학적 연구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는 기술의 발전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

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privately funded research) 등을 포괄하는 광범

위한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과학적 연구 목적에는 공중보건 분야에

서 공익을 위해 시행된 연구도 포함되어야 한다.(전문 제159항)

역사적 연구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에 본 규정은 그 정보

처리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망자에게는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는 점을 유념하여, 역사 연구 및 계보학 목적의 연구도 여기에 포함되어

야 한다.(전문 제160조)

통계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에 본 규정은 그 정보처리에

도 적용되어야 한다.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은 본 규정의 범위 내에

서 통계 내용, 접근 통제, 통계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세부사항 및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통계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

한 조치를 정해야 한다. 통계 목적은 통계 조사 또는 통계 결과 산출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작업 일체를 의미한다. 그 통계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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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연구 목적을 포함한 다른 목적을 위해 추가적으로 활용될 수 있

다. 통계 목적의 개인정보처리 결과는 개인정보가 아니라 총합적 데이터 

(aggregate data)이고, 그 처리결과나 개인정보가 특정 자연인과 관련된 

조치나 결정에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전문 제162항)

(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공익적 기록보존,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통계적 목적을 위한 추가 

처리는 가명처리 등을 포함한 안전조치를 이행하면 본래의 수집 목적과 

양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의 가공, 사용, 이전, 제공 등 추가처리가 가능하다.

   가명처리는 컨트롤러가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게 개인정보를 처리하

는 안전조치의 한 예에 해당하고, 그 안전조치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는 개별 회원국에서 규정하도록 한다. 과학적 연구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

는 기술의 발전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을 포괄

하는 광범위한 방식으로 해석된다.

(2) 정보주체의 권리 

(가) GDPR 본문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가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통계적 목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은 본 조 제1항의 조건 및 안전조치에 따르면 

제15조(정보주체의 열람권), 제16조(정정권), 제18조(처리에 대한 제한권)

및 제21조(반대할 권리)에 규정된 권리의 적용을 일부 제외할 수 있다. 다

만 그 권리가 그 특정 목적의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각하게 훼손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목적의 달성하기 위하여 그 적용의 제외가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법 제89조 제2항)

제89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가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통계적 목

적으로 처리되는 경우로서, 공익을 위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처리가 아닌 

경우라면 정보주체는 본인과 관련한 특별한 상황에 근거하여 본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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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에 반대할 권리를 가진다.(법 제21조 제6항)

(나) 이에 대해 GDPR 전문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개인정보 수집 당시에는 과학적 연구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을 충분히 확인하기가 불가능할 때가 많다. 따라서 과학적 연구의 공

인된 윤리 기준에 부합된 경우에 특정 연구 분야에 한정하여, 정보주체가 

동의를 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그 의도한 처리목적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특정 연구 분야 또는 연구의 일부분에 한하여 정보주체가 동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전문 제33항)

(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가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통계적 목적으로 처리되고 안전

조치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열람권, 정정권, 처리에 대한 제한권, 반대할 

권리 등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그렇더라도 공익을 위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처리가 아닌 경우라면 정보주체는 본인과 관련한 특별한 상황에 

근거하여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반대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정

보주체는 과학적 연구의 특정 연구 분야 또는 연구의 일부분에 한하여 추

가처리에 동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4. 안전조치(safeguard)

(1) 일반 안전조치 규정 

(가) GDPR 본문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해 자연인의 권리 및 자유에 미치는 위험의 다양

한 가능성 및 정도와 함께 최신 기술(state of the art), 실행 비용, 그리고 

처리의 성격, 범위, 상황 및 목적을 고려하여, 컨트롤러는 개인정보의 처

리 방법을 결정한 시점 및 그 처리가 이루어지는 해당 시점에서, 가명처

리와 같은 적절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한 기술 

및 관리적 조치는 이 법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

기 위하여, 데이터 최소화 등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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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안전조치를 개인정보처리에 통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법 제25조 제1항)

컨트롤러는 기본설정(default)을 통해 각 특정 처리 목적에 필요한 개

인정보만 처리되도록 적절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그 의

무는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양, 그 처리 정도, 보관기간 및 접근가능성에 

따라 적용된다. 특히, 그러한 조치는 기본설정을 통해 개인정보가 관련 개

인의 개입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열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25

조 제2항)

개인정보의 처리가 자연인의 권리 및 자유에 미치는 위험의 다양한 가

능성 및 정도와 함께, 최신 기술, 실행 비용, 그리고 처리의 성격, 범위,

상황 및 목적을 고려하여, 컨트롤러와 프로세서(통상 수탁처리자에 해당

된다.)는 해당 위험에 적정한 보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가

명처리 및 암호처리 등을 포함하여 적정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법 제32조 제1항(a)]

제40조에 규정된 공인된 행동강령(approved code of conduct) 또는 제

42조에 규정된 공인된 인증 메커니즘(approved certification mechanism)

을 준수하는 것은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요건의 준수를 입증하는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법 제32조 제3항)

(나) 이에 대해 전문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연인의 권리와 자유에 미치는 위험성은 그 발생가능성 및 중대성에 

차이가 있으나 신체적, 물질적, 비(非) 물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개

인정보 처리로부터 초래될 수 있다. 이는 특히 다음 경우들에 그러하다.

그 처리로 인해 차별, 신용도용(identity theft), 사기, 재정적 손실, 명예 

훼손(identity theft), 직무상 기밀로 보호되던 개인정보의 기밀성 상실, 가

명처리에 대한 무단 재식별처리, 기타의 심각한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불이

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이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

하거나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이

다. 인종적 또는 민족적 출신, 정견, 종교적 또는 철학적 신념, 노동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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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여부, 유전자 정보, 건강보건 관련 정보, 성생활이나 유죄판결, 범죄 

관련 정보의 처리 또는 관련 보안조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이다. 개인의 프로필을 생성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업무 성

과, 경제적 상황, 건강, 개인의 선호 및 관심사, 신뢰성 또는 행태, 위치 

또는 이동에 관한 특성(aspect)을 분석 또는 예측하는 등으로 개인적 특성

(personal aspect)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아동 등 취약한 자연인의 개인정

보가 처리되는 경우이다. 개인정보 처리가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와 관련

되거나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전문 제75호)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위험요소의 발생가능성과 심각성은 해

당 처리의 성격, 범위, 상황 및 목적을 참고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위험성

은 개인정보처리의 방식이 위험요소 또는 높은 수준의 위험요소와 관련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평가에 근거하여 평가되어야 한다.(전

문 제76조)

승인된 행동규약(approved codes of conduct), 승인된 인증(approved

certifications), 이사회의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 담당관의 추천

(indication) 등의 방식으로 지침(Guidance)이 제공될 수 있다. 그 지침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위험요소의 식별과 그 위험요소의 출처, 성격, 가

능성, 심각성에 대한 평가, 그 위험요소의 완화를 위한 최선책 마련 등과 

관련한 컨트롤러의 적절한 조치의 시행과 이행의 입증에 대한 것이다. 이

사회는 자연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높은 수준의 위험요인을 초래할 가

능성이 낮다고 간주되는 처리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수 있고,

이러한 위험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추천할

(indicate) 수 있다.(전문 제77항)

보안을 유지하고 이 법을 위반하는 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수탁처리자)는 처리에 내재된 위험요소를 평가하고, 암호처

리 등 해당 위험요소를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조

치는 보호대상 개인정보의 위험요소와 성격과 관련한 기술의 수준(state

of the art), 조치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기밀성(confidentiality)

을 포함한 적절한 수준의 보안이 보장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의 보안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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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를 평가할 때에는, 특히 신체적, 물질적 그리고 비(非) 물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이전, 보관 또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된 개인정보에 대한 

우연적(accidental)이거나 불법적인 파기, 손실, 변경, 무단제공, 접근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로 발생하는 위험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전문 제83항)

(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의 처리가 자연인의 권리 및 자유에 미치는 위험의 다양한 가

능성 및 정도와 함께, 최신 기술, 실행 비용, 그리고 처리의 성격, 범위,

상황 및 목적을 고려하여, 컨트롤러와 프로세서는 해당 위험에 적정한 보

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및 암호처리 등을 포함하

여 적정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승인된 행동규약(approved code of conduct) 또는 인증 메커니즘

(approved certification mechanism)을 준수하는 것은 기술적, 관리적 조치 

준수를 입증하는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 승인된 행동규약, 인증메커니즘,

이사회의 가이드라인 등의 지침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위험요소의 식

별과 그 위험요소의 출처, 성격, 가능성, 심각성에 대한 평가, 그 위험요소

의 완화를 위한 최선책 마련 등과 관련한 컨트롤러의 적절한 조치의 시행

과 이행의 입증에 대한 것이다.

(2)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

(가) GDPR 본문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처리의 성격과 범위, 상황, 목적을 참작하여, 특히 신기술(new

technologies)을 사용하는 처리 유형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중대한 위험

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컨트롤러는 처리 이전에(prior to the

processing), 예정된 처리 작업이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

가(impact assessment)를 수행해야 한다. 한 번의 평가로 유사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일련의 유사 처리 작업을 다룰 수 있다.(법 제35조 제1항)

(나)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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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은 개인정보의 처리가 높은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영향평가를 받아 예측되는 위험을 최소화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EU의 

정책 자문 기구인 ‘제29조 작업반’16)에 의하면,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높은 위험을 내재하는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 9가지는 다음과 같다.

① 평가 또는 평점, ② 법적효과 또는 자동화된 의사결정, ③ 시스템을 이

용한 감시, ④ 민감정보, ⑤ 대규모로 처리하는 정보, ⑥ 연계되거나 결합

된 일단의 정보, ⑦ 취약한 주체에 관한 정보, ⑧ 신기술의 사용 또는 적

용, ⑨ 처리자체가 정보주체의 서비스 이용 또는 계약을 방해하는 경우 

하나의 기준만을 충족하는 경우 위험 수준이 높다고 보기 힘들고 적어

도 그 이상을 충족하는 개인정보 처리는 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다.17)

[개인정보 처리 시 높은 위험의 판단 기준]18)

16) 제29조 작업반(The Article 29 Working Party, WP29)은 1995년 개인정보보호 지침

(Directive)에 의거해 설립된 ‘데이터 보호 작업반(Data Protection Working Party)’의 약칭으

로, EU 집행위원회에게 데이터 보호 관련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EU 회원국들이 조화

로운 데이터 보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29조 작업반은 GDPR 시행과 함께 

유럽 개인정보보호 이사회(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EDPB)로 대체된다(전문 139항) 

[한국인터넷진흥원 발간, 가이드북, 10~11쪽]

17) 한국인터넷진흥원, 앞의 가이드북, 136쪽

18) 한국인터넷진흥원, 앞의 가이드북, 1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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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9가지 중 대규모로 처리하는 정보, 연계되거나 결합된 일단의 정보

들, 신기술의 사용 또는 적용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DPR은 ‘대규모 처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다. 제

29조 작업반은 ① 관련 정보주체의 수, ② 처리하는 정보의 양 또는 서로 

다른 정보 항목의 범위, ③ 정보 처리 활동의 기간 또는 영속성, ④ 처리 

활동의 지리적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 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

한다.19)

연계되거나 결합된 일단의 정보들은,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하여 또는 

서로 다른 컨트롤러에 의해 시행된 둘 이상의 정보 처리작업을 통하여 얻

은 정보를 정보주체의 합리적인 예상을 초과하는 방식으로 연계하거나 결

합하는 경우 등이 있다.20)

물리적 접근 통제의 개선을 위하여 지문이나 안면 인식을 결합하여 사

용하는 것 등이 신기술의 사용 또는 적용에 해당한다. 이러한 기술의 이

용은 새로운 형태의 정보 수집 및 이용을 내포할 수 있고 개인의 권리 및 

자유에 대한 높은 위험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21)

제4절 미국

1. 개요

미국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이 없다. 의료·교육 등 분야별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개별 법령을 운영 중이다. 의료정보는 ‘건강보험 이

전과 책임에 관한 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에 따른  ‘HIPAA 프라이버시 규칙’(HIPPA Privacy Rule)

에서 비식별조치 기준을 제시하고, 비식별조치된 의료정보(de-identified

health information)는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2018. 6. 28. ‘캘리포니아 주 소비자 프라이버시

19) 한국인터넷진흥원, 앞의 가이드북, 136~137쪽

20) 한국인터넷진흥원, 앞의 가이드북, 138쪽

21) 한국인터넷진흥원, 앞의 가이드북, 138~139쪽



- 34 -

법’(‘The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 이하 ‘CCPA’라고 한

다.)을 채택하여, 2020. 1.부터 시행 예정이다. CCPA에서는 비식별 정보

(Deidentified information)와 가명처리(Pseudonymization)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익적 연구 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원래 수집 목

적과 양립되므로 허용된다고 한다. 다만 가명처리, 비식별처리

(deidentified) 등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HIPPA 프라이버시 규칙

(1) 개요

미국의 HIPAA는 1996년 제정된 연방법으로 의료 관련 행정 및 금융

자료의 전자교환을 표준화하는 법률이다. 이 법률에 따른 HIPAA 프라이

버시 규칙에서는 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22)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에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의료정

보’(individually identifiable health information) 일체를 보호하고, 이를 

‘protected health information, PHI’이라고 칭한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

는 의료정보는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reasonable basis) 정보이다.23) 이에 반해 비식별화된(de-identified) 의료

정보는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다.24) 비식별화된 의료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거나, 식별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정보이다.

의료정보를 비식별화할 수 있는 방법에는 ‘전문가 결정’(expert

determination) 방식, ‘세이프 하버’(safe harbor, 피난처) 방식 두가지가 있

다. 이 두가지 방법은 선택적 관계에 있어, 둘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해서 

의료정보를 비식별화할 수 있다.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상 비식별화 두가지 방식]25)

22) 박민영, 최민경, “의료정보의 관리와 비식별화에 관한 법적 과제”, 유럽헌법연구 21 (2016),  

504쪽

23) HIPPA 프라이버시규칙 § 160.103 

24) HIPPA 프라이버시규칙 § 164.502(d)(2), 164.514(a) an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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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이프 하버 방식

(가) 주요 내용

이름, 주소정보 등 18개의 식별자(identifier)를 제거하고, 제거되고 남

은 정보 자체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세이프 하버 방식의 비식별처리가 되었다고 본다.26)

18개의 식별자는 직접식별자(direct-identifiers) 또는 준식별자(quasi-identifiers)

로 구성되어 있다.27) 18개의 식별자는 ①이름 ②주소정보 ③개인과 직접 

관련된 날짜정보(생일, 합격일 등) ④전화번호 ⑤팩스번호 ⑥이메일 주소 

⑦사회보장번호 ⑧의료기록번호 ⑨건강보험번호 ⑩계좌번호 ⑪자격취득번

호 ⑫자동차번호 ⑬각종 장비 식별번호 ⑭URL정보 ⑮IP주소 ⑯생체정보 

⑰전체 얼굴사진과 이와 유사한 이미지 ⑱기타 특이한 식별 번호 또는 코

드이다.28)

25)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Office for Civil Rights(OCR), Guidance 

on De-identification of Protected Health Information (2012. 11. 26) 7쪽

26) HIPPA 프라이버시규칙 §164.514(b)
27) 김은수, 앞의 논문, 130쪽

28)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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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단점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에서 특정하여 열거한 18개의 식별자를 제거

하면 되기 때문에, 세이퍼 하버 방식은 비교적 명확하고 간편하며 비식별

화 비용이 적게 드는 비식별화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마지막 18번째 식별자는 ‘기타 특이한 식별 번호 또는 코드’라

며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거되고 남은 정보 자체 또는 다른 정보

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평가적인 요건도 준수해

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즉 블로그, SNS 등 쇼설미디어를 통해 외부로 공

개되는 개인정보의 규모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17

개의 특정된 식별자를 제거하더라도 개인 식별가능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으므로, 세이퍼 하버 방식의 유용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29)

또한 18개의 식별자를 일률적으로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 목적상 

꼭 필요한 데이터도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 남는 데이터의 활용가

치가 낮아진다는 단점도 있다. 그래서 세이프 하버 방식은 전문가 결정 

방식보다 활용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30)

(3) 전문가 판단 방식

(가) 내용

전문가 결정 방식은 수범기관(covered entity)이 전문가를 선임하여, 전

문가로부터 데이터의 식별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받는 방식이다.31)

전문가는 비식별화에 관해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통계적, 과학적 

이론 및 방식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전문

가가 되기 위해 특별한 학위나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다. 전문가가 식별화

될 위험성이 ‘매우 낮다(very small)’고 판단하면 비식별 의료정보로 사용

할 수 있다.32)

29) 김은수, 앞의 논문, 134~135쪽

30) 김은수, 앞의 논문, 134~135쪽

31) HIPPA 프라이버시규칙 164.15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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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낮다’는 위험의 정도를 특정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다. 프라이버

시와 식별가능성 이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일반적인 솔류션도 없고, 다양

한 기술적, 관리적 절차들을 조합해서 비식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결정의 근거가 되는 분석 방법과 결과를 문서화 해야 하고, 행정기관의 

요구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33)

전문가는 식별가능성을 결정할 때 반복 가능성 (Replicability), 데이터 

소스 이용가능성 (Data Source Availability), 구별 가능성 (Distinguishability)

등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반복 가능성, 데이터 소스 이용가능성, 구별 

가능성이 높을수록 의료 정보의 재식별 위험성은 높아진다.34) 즉 생일 등 

특정 개인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정보는 개인식별 위험이 높

다. 외부에 많이 공개되어 있는 정보는 덜 공개된 정보보다 상대적으로 

개인식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주소정보 등 특정인을 구별할 수 있는 

정보는 그렇지 않은 정보보다 상대적으로 더 위험하다.35)

전문가 결정방식의 일반적인 업무 흐름은 다음과 같다.36)

① 전문가는 식별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통계학적 또는 과학적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수범 기관과 협력한다.

② 전문가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방식을 적용한다.

③ 전문가는 위험을 평가한다.

⇒ 위험성이 매우 낮지 않으면 ①로 돌아간다.

⇒ 위험성이 매우 낮으면 위험성 완화조치가 완료된다. 전문가는 적용

한 방식과 결과를 문서화한다.

(나) 장단점

32) OCR, 앞의 Guidance, 10쪽, 김은수, 앞의 논문, 136쪽~137쪽

33) OCR, 앞의 Guidance, 10쪽, 12쪽

34) OCR, 앞의 Guidance, 14쪽

35) OCR, 앞의 Guidance, 14쪽, 앞의 가이드라인, 27쪽 

36) OCR, 앞의 Guidance,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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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결정 방식은 데이터 비식별처리의 내용이나 방식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절차에 대해 규율한다. 이 방식은 데이터의 활용 목적과 범위는 

무엇인지, 데이터 자체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어떤 환경에서 활용되거

나 공유되는지에 따라 적용해야 할 위험성 관리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전문가 결정 방식은 개별 사안별로 전문가를 선임해서 판단을 

해야 하기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 행정기관에 의한 사

후적인 감독이 가능하지만 전문가가 수범기관에 유리하게 판단하려는 왜

곡된 동기가 생길 우려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37)

3. 미국 캘리포니아 주 ‘소비자 프라이버시법’

(1) 개요

캘리포니아 주 ‘소비자 프라이버시법’(The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 ‘CCPA’)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일반법이 없는 미

국에서 프라이버시에 관한 중요한 입법적인 발전으로 여겨지고 있다. 캘

리포니아 주가 글로벌 시장에서 5번째 위치에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GDPR과 마찬기지로 전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38)

(2) 비식별정보, 가명처리

CCPA에서는 ‘비식별정보’(Deidentified information)와 ‘가명처리’(Pseudonymization)

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비식별정보’는 특정 소비자(consumer)를 합리적으로(reasonably) 확인할 

수 없거나 이를 관련시키거나 설명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되

거나 연결될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한다. 비식별정보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해당 정보가 관련될 수 있는 소비자에 대한 재식별을 금지하는 기술적 안

전조치(technical safeguard)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정보의 재식별을 구체

37) 김은수, 앞의 논문, 137쪽

38) DataGuidance, “Comparing privacy laws: GDPR v. CCPA” (2018. 11.),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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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금지하고 비식별된 정보의 부주의한 공개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프로세스를 이행하며, 정보의 재식별 시도를 하지 않아야 한다.[1798.140.(h

)]39) 비식별정보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법률상 의무 적용이 면제된다.[1798.145 

(a)(5)]40)

   ‘가명처리’는 추가적인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개인정보가 특정 소

비자를 식별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가적인 

정보는 해당 개인정보가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소비자의 것으로 여겨

지지 않도록 별도로 보관되고,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798. 

140.(r)]41)

   가명처리정보에 대해 법률상 의무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42) 

 (3) 공익적 연구 목적 데이터 활용

   CCPA에서는 공익적 연구 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원래 수집

목적과 양립되므로 허용된다고 한다. 다만 가명처리, 비식별처리 등 기술

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연구(research)’란 공익을 위한 기본 연구 또는 응용 연구를 포함한 과

학적, 체계적인 연구 및 관찰을 의미하며, 공중보건 분야에서 공익을 위

해 수행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 윤리,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연구를 준수하

여야 한다.[1798.140.(s)]   
   소비자가 다른 목적으로 사업자의 서비스나 장치(device)와 상호작용

(interaction)하는 과정에서 수집될 수 있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연구는 개인정보가 수집된 사업 목적과 양립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개인 정보가 수집된 맥락(context)과 양립가능한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어

39)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 개인정보기획팀, 해외 개인정보보호 동향 보고서 “미국 캘

리포니아주 소비자프라이버시법 주요내용 분석” (2018. 6.), 법 원문은  "AB-375, Chau. 

Privacy: personal information: businesses" 참조

40) DataGuidance,  “Comparing privacy laws: GDPR v. CCPA”, 11쪽

41) 한국인터넷진흥원, 앞의 동향보고서, 4~5쪽 

42) DataGuidance,  “Comparing privacy laws: GDPR v. CCPA”,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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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고, 상업적 목적(commercial purpose)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

다.[1798.140.(s)]

   최초 다른 목적으로 수집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연구에 대해

서는 다음과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특정 소비자를 합리적으로 확인

할 수 없거나 이를 관련시키거나 설명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

되거나 연결될 수 없도록, 가명처리 및 비식별처리 되어야 한다. 소비자

의 재식별을 금지하는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재식

별 부주의에 의한 유출을 방지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적용되어야 하

고, 재식별 시도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연구를 진행하는 사업자는 

연구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자 내 종사자에게만 연구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추가적인 보안 통제를 해야 한다.[1798.140.(s)]

제4절 일본

1. 개요

일본은 2015. 9.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신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

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여 2017. 5. 30.부터 전면 시행하였

다.43)

일본 개인정보보법에 의하면,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가 있는 경우, 법령에 근거한 경우 등이 아니면 특정된 이용 목적의 달성

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개인정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16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익명가공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익명가공처리를 하

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되, 익명가공정보에 포함되는 개인에 

관한 정보의 항목을 공표, 재식별금지, 안전조치 등을 따라야 한다. 익명

가공정보 작성의 방법, 안전 관리조치의 기준 등 세부기준은 개인정보보

호법 시행규칙,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다.

43) 이준복, “GDPR시대에서 일본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시사점과 한국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

구”, 강원법학 제55권 (2018. 10), 109쪽~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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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명가공정보의 도입

‘익명가공정보’란, 개인정보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특정 개인

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하여 얻어지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서, 당해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44)(개인정보보호법 제2

조 제9항)

개인정보의 구분에 따른 조치란, ① 개인식별부호(예컨대, ID)가 포함

된 개인정보는 개인식별부호를 전부 삭제하고, ② 개인식별부호가 포함되

지 아니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되는 기술(記述) 등의 일부를 삭제

하는 것이다. 삭제 대신에 복원할 수 있는 규칙성을 갖지 않는 방법에 의

해 다른 기술 등으로 치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익명가공정보에 요구되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고 하는 요건

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특정할 수 없도록 기술적 측면에서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반인 및 일반 사업자의 능력, 수법 등을 

기준으로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취급사업자 또는 익명가공정보취급사업자

가 기존 방법으로 특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익명가공정보 편) 2-1]

3. 익명가공정보 작성 기준

(1)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하는 때에는 특정의 개인

을 식별할 수 없도록 그리고 그 작성에 사용되는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개인정보를 가공하여야 한다.(법 제36조 제1항)

(2) 시행규칙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칙) 제19조에서 익명

44) 이하 법조문 번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연구기관 : 경성대학교 산학협력단),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정책 분석에 관한 연구” (2017. 12.)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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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정보의 작성의 방법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1호. 개인정보에 포함되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한 기술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는 것(해당 전부 또는 일부의 기술 등을 복

원할 수 있는 규칙성을 가지지 않는 방법에 의해 다른 기술 등으로 대체

하는 것을 포함.)

제2호. 개인정보에 포함되는 개인식별부호의 전부를 삭제하는 것(해당 

개인식별부호를 복원할 수 있는 규칙성을 갖지 않는 방법에 의해 다른 기

술 등으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

제3호. 개인정보와 해당 개인정보에 조치를 강구하고 얻는 정보를 연

결하는 부호(실제로 개인정보취급사업자에게 취급하는 정보를 서로 연결

하는 부호에 한함.)를 삭제하는 것(해당 부호를 복원할 수 있는 규칙성을 

가지지 않는 방법에 의해 해당 개인정보와 해당개인정보에 조치를 강구하

고 얻는 정보를 연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부호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

제4호. 특이한 기술 등을 삭제하는 것(해당 특이한 기술 등을 복원할 

수 있는 규칙성을 가지지 않는 방법에 의해 다른 기술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을 포함.)

제5호. 전 각호에서 게재하는 조치 외에 개인정보에 포함되는 기술 등

과 해당 개인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성하는 다른 개

인정보에 포함되는 기술 등과의 차이, 기타 해당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 

등의 성질을 감안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

(3)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익명가공정보 편) 3-2에서 이에 대

해 상세히 설명한다. 다음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호, 제4

호, 제5호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설명이다.

(제1호)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취급하는 개인정보에는 일반적으로 성

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이외에 다양한 개인에 관한 기술(記述) 등이 포

함된다. 이 기술 등은 성명처럼 그 정보 하나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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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 외에도 주소, 생년월일 등 기술 조합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 등을 전부 또

는 그 일부를 삭제 또는 기타 기술 등으로 대체함으로써 특정 개인을 식

별할 수 없도록 가공해야 한다.

또한 다른 기술 등으로 대체할 때는 원래 기술 등을 복원할 수 있는 

규칙성을 갖지 않으면 아니 된다. 예를 들어 생년월일 정보를 연도 정보

로만 바꾸는 것과 같이 원래 기술을 보다 추상적인 기술로 대체하는 방법

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례1) 성명, 주소, 생년원일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가공할 경우에 다음

의 ①에서 ③까지의 조치를 취한다.

① 성명을 삭제한다.

② 주소를 삭제한다. 또는 ○○현 △△시로 대체한다.

③ 생년원일을 삭제한다. 또는 날짜를 삭제하고 연도와 달로 대체한다.

(제4호) 일반적으로 흔치 않은 사실에 관한 기술(記述) 등 또는 다른 

사람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기술 등은 특정 개인이 식별되거나 원래 개

인정보로 복원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익명가공정보를 작

성하는 데 있어서 특이한 기술 등은 삭제 또는 기타 기술 등으로 대체해

야만 한다.

여기서 말하는 ‘특이한 기술(記述) 등’은 특이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 등이 될 수 있다.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특정 개

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어떠한 

기술 등이 특이한지에 대해서는 정보의 성질 등을 고려하고 개별 사례별

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증례수가 매우 적은 병력을 

삭제한다. 연령이 ‘116세’라는 정보를 90세 이상으로 대체한다.

(제5호)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할 때는 규칙 제19조 제1호에서 제4호까

지의 조치를 우선 취함으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고 해당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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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복원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가공 대상인 개인정보에 포함된 기술 등과 해당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성하는 다른 개인정보에 포함된 

기술 등에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경우 등, 가공 원(元)이 되는 개인정보 데

이터베이스 등의 성질에 따라서는 규칙 제19조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가

공한 정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원래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는 상태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

우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기 조치 외에 필요한 조치가 없는지 생각하고 필

요에 따라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가공 대상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의 성질에 따라 가공 대상 

및 가공 정도는 바뀔 수 있고, 어떤 정보를 어느 정도 가공할 필요가 있

는지에 대해서는 가공 대상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 성질도 고려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구매이력, 위치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

스 등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

것이 축적됨으로써 개인행동 습관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정

보 중 해당 정보 하나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 하더라도 축적됨

으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원래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도 있는 경우

에는 적절한 가공이 행해져야 한다.

예컨대, 이동이력을 포함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가공 대상으

로 하는 경우, 자택이나 직장 등의 소재를 추정할 수 있는 위치 정보(경

도, 위도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정개인을 식별하거나 원래 개인정보

를 복원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 추정 가능한 소정 범위의 위치 정보를 

삭제한다.

[익명가공정보 방법에 관한 예]45)

4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정책 분석에 관한 연구”, 2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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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조치

(1)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한 때에는, 그 작성에 사용

된 개인정보로부터 삭제된 기술(記述) 등과 개인식별부호 및 가공의 방법

에 관한 정보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개인정보보호위

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들 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법 제36조 제2항)

(2) 시행규칙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가공방법 등 정보에 관계되는 안

전 관리조치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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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가공방법 등 정보[익명가공정보의 작성에 이용한 개인정보로부

터 삭제한 기술 등 및 개인 식별 부호 및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한 가공의 방법에 관한 정보(그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복

원할 수 있는 것에 한함.)를 말함]를 취급하는 자의 권한 및 위임을 명확

히 정하는 것

제2호. 가공방법 등 정보의 취급에 관한 규정류(類)를 정비하고 해당 

규정류에 따라 가공방법 등 정보를 적절히 취급함과 함께, 그 취급의 상

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입각하여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

제3호. 가공방법 등 정보를 취급하는 정당한 권한을 갖지 않는 자에 

의한 가공방법 등 정보의 취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

(3) 가이드라인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했을 때 가공방법 등 정보

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

련해야 한다. 해당 조치 내용은 대상인 가공방법 등 정보가 유출된 경우

의 복원 리스크의 규모를 고려하고, 해당 가공방법 등 정보의 양, 성질 등

에 따른 내용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취해야 할 항목 및 구체적인 예에 대해서는 별표 2(가공방

법 등 정보의 안전관리에서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예)를 참고하여야 한다.

[가공방법 등 정보의 안전관리에서 필요한 조치의 예]46)

4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정책 분석에 관한 연구”, 2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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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명가공정보 항목 공표 등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한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위

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익명가공정보에 포함되는 개인에 

관한 정보의 항목을 공표하여야 한다.(법 제36조 제3항)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하여 당해 익명가공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미리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익명가공정보에 포함되는 개인에 관한 정보

의 항목 및 그 제공의 방법에 대하여 공표함과 더불어, 당해 제3자에 대

해 당해 제공과 관련된 정보가 익명가공정보라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

다.(법 제36조 제4항)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하여 스스로 당해 익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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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는, 당해 익명가공정보의 작성에 사용된 개인정

보와 관계된 본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당해 익명가공정보를 다른 정보와 

조합(照合)해서는 아니 된다.(법 제36조 제5항)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한 때에는, 당해 익명가공

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 당해 익명가공정보의 

작성 및 그 밖의 취급에 관한 고충의 처리 및 그밖에 당해 익명가공정보

의 적정한 취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강구하고 또한 

당해 조치의 내용을 공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36조 제6항)

6. 기타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제76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정보취급사업자 등 

중에, 방송기관, 신문사 기타 보도기관이 보도의 용도에 공할 목적, 대학 

기타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혹은 단체 또는 그에 소속된 자가 

학술연구의 용도에 공할 목적인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의무 

등 일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 행정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행정기관

의 장은 법령에 근거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 

보유개인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오로지 통

계의 작성 또는 학술 연구의 목적을 위해 보유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때 

등에는 이용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 보유 개인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47)

 일본에서는 국민의 의료 정보를 익명 처리하여 대학과 제약 기업의 연

구 개발 등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정한 ‘의료분야 연구개발에 

이바지하기 위한 익명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48) 그 규

정은 개인정보보보법과 유사하다.

4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정책 분석에 관한 연구”, 166~167쪽

4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정책 분석에 관한 연구”, 1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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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각국의 법제도 비교

1. 비식별처리의 개념, 이차적 활용의 허용 범위

(1) 미국의 HIPAA 프라이버시 규칙과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이 매

우 유사하고 차이가 거의 없다.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에 의하면, ‘비식별화된 의료정보’는 개인을 식

별할 수 없거나, 식별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정보이다. 정보주체의 동

의 없이도 이를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다.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익명가공정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하여 얻어지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개

인정보를 복원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를 제3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GDPR, 우리나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캘리포니아 주 ‘소비자 프라

이버시법’(‘CCPA’)의 규정이 유사하고 일부 차이가 있다.

3개 법은 가명정보에 대해 규정하고, 가명처리란 추가적인 정보의 사

용 없이 더이상 특정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수행된 개인정

보의 처리를 의미한다. 추가적인 정보는 분리 보관하고, 해당 정보를 통해 

자연인을 식별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GDPR에 의하면, 공익적 기록보존,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통계적 

목적을 위한 추가처리는 가명처리 등을 포함한 안전조치를 이행하면 본래

의 수집 목적과 양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의 가공, 사용, 이전, 제공 등 추가처리가 가능

하다. 과학적 연구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는 기술의 발전과 실증, 기초연

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방식으로 해석

되어야 한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공익적 기록보존, 과학적 연구, 통계작

성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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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CCPA에 의하면, 공익적 연구 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원래 

수집목적과 양립되므로 허용된다고 한다. 다만 가명처리, 비식별처리 등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연구(research)’란 공익을 위한 기본 

연구 또는 응용 연구를 포함한 과학적, 체계적인 연구 및 관찰을 의미한

다. 상업적 목적(commercial purpose)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처리 목적과 관련하여, CCPA는 ‘공익적’ 연구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상업적 목적은 제외된다고 명시하지만, GDPR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공익적’이라고 한정하지 않고, 과학적 연구의 범위에 민간투자 연구를 포

함시키는 등 그 허용범위가 넓다.

안전조치와 관련하여, GDPR은 ‘가명처리 등’을 포함한 안전조치라고 

규정하고, CCPA는 ‘가명처리, 비식별처리 등’ 기술적 안전조치라고 규정

하지만,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가명처리’만 규정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권리와 관련하여, GDPR은 ‘정보주체와 관련한 특별한 상

황에 근거하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반대할 권리를 가진다. 특

정 연구 분야 또는 연구의 일부분에 한하여 정보주체가 동의를 할 수 있

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정보주체의 열람권, 정정권,

처리에 대한 제한권, 반대할 권리의 적용을 일부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

한다. 이에 반해 개인정보호법 개정안은 열람,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동의를 철회할 수는 권리를 배제한다.

2. 비식별처리의 방식, 절차

(1)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의 ‘세이프 하버’ 방식과 일본 개인정보보호

법의 ‘익명가공’ 방식이 유사하다.

세이프 하버 방식에 의하면, 이름, 주소정보 등 18개의 식별자(identifier)

를 제거하여야 한다. 마지막 18번째 식별자는 ‘기타 특이한 식별 번호 또

는 코드’라며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또한 18개의 식별자를 제거되고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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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자체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되어야 한다.

익명가공처리 방식에 의하면, 개인정보에 포함되는 특정 개인을 식별

하는 것이 가능한 기술(記述)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복원할 

수 있는 규칙성을 갖지 않는 방법에 의해 다른 기술 등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특이한 기술 등을 삭제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일반적으로 특정 개

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원래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는 상태인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의 ‘전문가 결정’ 방식과 우리나라의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의한 방식이 유사하다.

전문가 결정 방식에 의하면, 수범기관(covered entity)이 전문가를 선임

하여, 전문가로부터 데이터의 식별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전문가

가 식별화될 위험성이 ‘매우 낮다(very small)’고 판단하면 비식별 의료정

보로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정보집합물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다.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를 ‘비식별조치 적정성 평가단’을 통해 평가한다.

(3) 위 4가지 방식은 특정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지우거나 

대체하거나 범주화하는 등으로 재식별의 위험을 낮추고, 그 위험성을 평

가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방식이다.

제3장 프라이버시 보존 데이터 분석 방식

제1절 기존의 비식별조치 및 위험성 관리모델

1. 개요

기존의 비식별조치 및 위험성 관리모델에 의하면, 데이터에서 식별자

는 원칙적으로 제거한다. 속성자 중 데이터 이용 목적과 관련 없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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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한다. 이용 목적과 관련 있고 식별요소가 있는 속성자는 가명처리, 총

계처리, 데이터 삭제, 데이터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 여러 가지 기법으

로 비식별조치한다. 그다음 재식별의 위험성을 분석하여 재식별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될 때 데이터 분석에 사용한다.

2. 비식별조치 방식

(1) 활용 사례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익명가공정보 활용 관련 보고서에 있는 활

용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49)

신용카드 사업자가 보유하는 카드 이용내역에 대해서 익명가공을 실시

한 후에 익명가공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일반사업자에게 제공한다. 일반

사업자는 제공받은 익명가공정보에 근거하여 연수입이나 직업과 이용 가

맹점 등의 관계를 분석하여 마케팅에 활용한다.

49) 한국인터넷 진흥원, “2017년 해외 개인정보보호 동향 분석” 중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익명가공정보 활용 관련 보고서(’17.2.27) 분석”, 132~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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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용 사례의 검토

위의 활용 사례를 보면, 이름, ID, 신용카드 번호, 전화번호 등의 식별

자는 개인 특정의 위험성이 높고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정보도 아니므로 

삭제한다. 다만 신용카드 거래 정보에 다른 정보를 결합하여 분석하는 등 

각 개인별로 데이터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삭제하지 않고 다른 

정보로 대체한다.

생년월일, 상세 주소는 식별자에 해당하지만, 데이터 분석에 필요하고 

그대로 사용하면 개인 특정의 위험성도 높으므로 일부 삭제 또는 범주화

로 대체한다.

근무처, 연수입, 신용카드 이용일, 이용가맹점, 이용금액 등은 속성자에 

해당하고, 데이터 분석에 유용한 정보이므로 일부 삭제 또는 범주화로 대

체한다. 다만 연수입 중 초고소득 인물, 카드 이용 빈도가 매우 낮은 가맹

점 정보, 초고액의 이용 금액 정보는 개인을 특정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삭제한다.

(3) 기존 비식별화 방식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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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화번호 등의 식별자는 개인 또는 개인과 관련한 사물에 고유

하게 부여되는 값 또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거나 가명화 등을 

통해 대체하지 아니하면 개인이 특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식별자는 통

상 각각의 데이터를 구분하는 기능 외에는 데이터 이용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아니므로 삭제하거나 대체하더라도 데이터 분석 가치가 하

락되지 아니한다.

속성자는 성별, 연령 등 개인적 특성, 신장, 병명 등 신체적 특성, 세금 

납부액 등 신용 특성, 학교명, 직업 등 경력 특성, 배우자, 자녀 등 경력 

특성 등 개인과 관련된 정보이다. 그 자체로 개인이 특정되지는 아니하지

만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개인이 특정될 수 있다. 특히 희귀병명, 희귀경

력 등의 속성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인 식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속성자라고 하더라도 일부 삭제

하거나 범주화 등의 방법으로 데이터의 식별 위험성을 줄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원본 데이터가 변형되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결과 도출이 어려워

진다. 그렇다고 분석의 정확성의 높이기 위해 데이터 범위 구간을 좁히는 

경우 특정인 추론 가능성이 높아진다.

데이터 분석 목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려는 쪽은 최대한 데이터의 원

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기 원한다. 원본 데이터에 기초한 

데이터의 분석 결과와 변형된 데이터에 기초한 데이터의 분석 결과 사이

에 차이가 크다면 데이터 활용의 가치가 별로 없게 된다. 그래서 데이터

의 왜곡 정도를 최소화하면서도 데이터 분석의 유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비식별화 기법들 중에서 이 방식이 선호될 것이다.50)

3. 재식별의 위험성 관리 모델

(1) 개념 

재식별의 문제를 위험성 관리로 해결하려는 접근법의 기본적인 전제는 

재식별의 위험성을 관리할 수는 있지만 제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위험

50) 김은수, 앞의 논문, 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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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관리 접근법은 완벽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표로 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잔존 위험성(residual risk)을 달성하고자 한다.51)

k-익명성 개념은 P. Samarati와 L. Sweeney의 공동 작성 논문에서 처

음으로 등장한다. k는 자연수로서 데이터집합에서 동일한 데이터 값들을 

가지는 레코드들의 수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k=3이면 데이터집합에서 동

일한 데이터 값들을 가진 레코드들의 수가 최소한 3개라는 의미이다.52)

우리나라의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있는 k-익명성 모델에 대한 설명,

활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

(2) k-익명성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데이터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이 개인

을 직접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삭제한다.(예: <표 1>) 그러나 활용 정

보의 일부가 다른 공개되어 있는 정보 등과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하는 문

제가 발생 가능하다. (예: <표 2>) 예를 들어, <표 1>의 의료데이터가 <표 

2>의 선거인명부와 지역 코드, 연령, 성별에 의해 결합되면, 개인의 민감

한 정보인 병명이 드러날 수 있다.  김민준 (13053, 28, 남자)→ 환자 레코

드 1번→ 전립선염 

    

51) 김은수, 같은 논문, 77쪽

52) 김은수, 같은 논문, 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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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진 데이터 집합에서 같은 값이 적어도 k개 이상 존재하도록 데이

터 집합의 일부를 수정하여, 모든 레코드가 자기 자신과 동일한(구별되지 

않는) k-1개 이상의 레코드를 가지게 한다. 예를 들어, <표 1>의 의료 데

이터가 비식별조치된 <표 3>에서 1~4, 5~8, 9~12 레코드는 서로 구별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식별된 데이터 집합에서는 공격자가 정확히 어떤 레코드가 

공격 대상인지 알아낼 수 없다. 예를 들어, <표 2> 김민준→ <표 3> 레코

드 1~4→ 전립선염 또는 고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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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ℓ-다양성

k-익명성에 의해 레코드들이 범주화 되었더라도 일부 정보들이 모두 

같은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집합에서 동일한 정보를 이용하여 

공격 대상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동질성 공격). <표 3>에서 레코드 

9~12의 질병정보는 모두 ‘위암’이므로 k-익명성 모델이 적용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그 질병정보가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 또한 주어진 데이터 

이외의 공격자의 배경 지식을 통해 공격 대상의 민감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배경지식에 의한 공격). <표 2>와 <표 3>에서 공격자가 ‘이지민’의 

질병을 알아내려고 하면 정보의 결합(13068, 29, 여)에 따라 ‘이지민’은 

<표 3>의 1~4 레코드 중 하나이며 질병은 전립선염 또는 고혈압임을 알 

수 있다. 이 때, ‘여자는 전립선염에 걸릴 수 없다’라는 배경 지식에 의해 

공격 대상 ‘이지민’의 질병은 고혈압으로 쉽게 추론 가능하다.

k-익명성에 대한 두 가지 공격, 즉 동질성 공격 및 배경지식에 의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모델이 ℓ-다양성이다. 주어진 데이터 집합에서 함

께 비식별되는 레코드들은 (동질 집합에서) 적어도 ℓ개의 서로 다른 민

감한 정보를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표 4>에서 모든 동질 집합은 3-다

양성(ℓ=3)을 통해 비식별되어 3개 이상의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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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근접성

정보가 특정한 값에 쏠려 있을 경우 ℓ-다양성 모델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지 못한다(쏠림 공격). 예를 들면, 임의의 ‘동질 집합’이 99개의 ‘위

암 양성’ 레코드와 1개의 ‘위암 음성’ 레코드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

자. 공격자는 공격 대상이 99%의 확률로 ‘위암 양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비식별조치된 레코드의 정보가 서로 비슷하다면 ℓ-다양성 모델

을 통해 비식별 된다 할지라도 프라이버시가 노출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표 5>는 3-다양성(ℓ=3) 모델을 통해 비식별 된 데이터이다. 레코드 

1,2,3이 속한 동질 집합의 병명이 서로 다르지만 의미가 서로 유사하다(위

궤양, 급성 위염, 만성 위염). 공격자는 공격 대상의 질병이 ‘위’에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다(유사성공격). 또 다른 민감한 정보인 급

여에 대해서도 공격 대상이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 값을 

가짐을 쉽게 알아낼 수 있다(30 ~ 50백만원).

t-근접성은 ℓ-다양성의 취약점(쏠림 공격, 유사성 공격)을 보완하기 위

한 모델이다. 동질 집합에서 특정 정보의 분포와 전체 데이터 집합에서 

정보의 분포가 t이하의 차이를 보여야 한다. 각 동질 집합에서 ‘특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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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포’가 전체 데이터 집합의 분포와 비교하여 너무 특이하지 않도록 

한다. <표 5>에서 전체적인 급여 값의 분포는 30 ~ 110이나 레코드 1, 2,

3이 속한 동질 집합에 서는 30 ~ 50으로 이는 전체 급여 값의 분포(30 ~

110)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유사한 수준이라 볼 수 있어, 공격자는 근

사적인 급여 값을 추론할 수 있다.

t-근접성 모델은 이러한 동질 집합과 전체 데이터 집합 사이의 분포의 

과도한 차이를 ℓ-다양성 모델의 취약점으로 규정한다. ‘정보의 분포’를 

조정하여 정보가 특정 값으로 쏠리거나 유사한 값들이 뭉치는 경우를 방

지한다. <표 6>에서 t-근접성 모델에 따라 레코드 1, 3, 8은 하나의 동질 

집합이다. 이 경우, 레코드 1, 3, 8의 급여의 분포는 (30 ~ 90)으로 전체적

인 급여의 분포(30 ~ 110)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또한, 레코드 1, 3, 8의 질병 분포는 위궤양, 만성위염, 폐렴으로 병명

이 서로 다르고 질병이 ‘위’와 관련된 것 이외에 ‘폐’와 관계된 것도 있어 

특정 부위의 질병임을 유추하기 어렵다. 따라서 <표 5>의 경우와 비교하

여 공격자가 공격 대상의 정보를 추론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요약하면, k-익명성은 특정인임을 추론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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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확률수준 이상 비식별 되도록 한다. 동일한 값을 가진 레코드를 k개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 개인을 식별할 확률은 1/이다. ℓ-다양성은 

특정인 추론이 안된다고 해도 민감한 정보의 다양성을 높여 추론 가능성

을 낮추는 기법이다. 각 레코드는 최소 1개 이상의 다양성을 가지도록 하

여 동질성 또는 배경지식 등에 의한 추론을 방지한다. t-근접성은 ℓ-다양

성 뿐만 아니라 민감한 정보의 분포를 낮추어 추론 가능성을 더욱 낮추는 

기법이다. 전체 데이터 집합의 정보 분포와 특정 정보의 분포 차이를 t이

하로 하여 추론을 방지한다.

(마) 기존 위험성 관리 모델에 대한 평가

k-익명성과 ℓ-다양성은 모두 외부 정보와의 연결을 통해서 잠재적 

공격자가 민감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t-근접성은 민감

정보의 속성을 드러나지 않도록 하지만, k-익명성, ℓ-다양성에 비해 알고

리즘 구조가 복잡하고 데이터의 효용성을 지나치게 낮추게 되어, 현실적

으로 활용빈도가 낮다.53)

즉 k-익명성 등 기존의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은 다른 정보를 활용할 

경우 재식별될 위험성이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잔존 위험성이 어

느 정도인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앞서 살핀바와 같이 

데이터 삭제, 범주화로 인해 데이터의 유용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제2절 최신 프라이버시 보존 빅데이터 분석 기술

1. 차분프라이버시(differential privacy)

(1) 개념, 방식

k-익명성, ℓ-다양성, t-근접성 모델은 속성값이 동일한 레코드의 숫자

와 민감한 정보의 숫자의 조정을 통해 재식별의 위험을 낮춘다. 이러한 

기법들은 공격자가 특정인에 대해 다른 데이터로부터 얻은 배경지식에 의

한 공격 등에 취약하다. 왜냐하면 공격자가 어떠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공

53) 김은수, 앞의 논문, 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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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해올지 사전에 모두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54)

또한 검색(search)이나 쿼리(quiry, 질의)가 가능한 유형의 데이터베이

스에서는 검색이나 쿼리를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특정인의 속성을 찾아낼 수도 있다. 예컨대 (N-1)명의 평균과 N의 평균을 

찾아낸다면 1명의 데이터 속성을 알 수도 있다. k-익명성 등 기법으로는 

이러한 공격을 막을 수 없다.55)

차분프라이버시 모델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레코드의 확률적 

변형을 통해 식별 가능성을 제한하는 기법이다. 데이터 집합에 정확하게 

계산된 노이즈를 넣어 어떤 특정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 

집합에서 획득한 결과와 그 특정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집합에

서 얻은 결과가 구별되지 못하게 한다.56)

차분프라이버시 모델은 검색이나 쿼리에 대해 특정 개인의 정보가 드

러나지 않을 만큼의 랜덤성을 갖는 응답 값을 반환하는 메커니즘이다.

공격자는 특정인이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속한다는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

다고 하자. 공격자는 특정인을 포함하여 “신용불량자의 수는 몇 명인가?”

라는 퀴리를 하고, 그다음 특정인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같은 쿼리를 함으

로써, 그 답이 같으면 특정인이 신용불량자가 아님을 유추할 수 있다. 차

분프라이버시는 입력되는 안전성 파라미터(매개변수) (ε, δ)에 대해 (ε, δ)

- 차분프라이버시를 만족하는 응답 메커니즘을 제공하여 특정 공격 대상

자가 실제로 신용불량자라고 해도 확률적 특성을 이용하여 응답 값의 차

이가 존재할 수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게끔 조정되어 응답한다. 특정 

질의에 해당하는 응답 값에 노이즈를 추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노이즈의 

크기는 해당 퀴리 함수의 민감도에 의존하게 된다.57)

글로벌 차분프라이버시는 데이터를 분석한 후, 결과값에 노이즈를 추

가하는 방식이다. 2020년 US Census에 도입될 예정이다. 로컬 차분프라이

54) 정강수, 박석, “차분 프라이버시 기반 비식별화 기술에 대한 연구”(정보보호학회지 제28권 제2

호) (2018. 4), 62쪽. 김은수, 앞의 논문, 97~98쪽,  

55) 천정희, “프라이버시 보존 데이터분석 기술 최신동향” 발표자료. 김은수, 앞의 논문, 98~99쪽

56) 차연철, “데이터 경제와 개인정보 비식별 기술 동향”(주간기술동향 2019. 7. 10.), 27쪽

57) 김현일 등, 앞의 논문, 15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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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시는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데이터에 노이즈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구글 크롬이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할 때 사용한다.58)

(2) 장단점

차분 프라이버시 모형은 엄밀한 수학적 개념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재식별의 위험성 문제를 좀 더 정교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게다가 원형데이터 전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쿼리의 결과

물을 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빅데이터 환경하에서 k-익명성 모형의 적

용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재식별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59)

하지만 차분 프라이버시 모형은 노이즈가 적용된 데이터를 기초로 하

기 때문에 데이터의 정확성 문제가 발생하고, 기계학습 등 복잡한 분석을 

수행하기 어렵다. 엄밀한 수학적 계산을 통해 노이즈를 삽입해야 하기 때

문에 k-익명성과는 다르게 시스템 구축이 좀 더 복잡하고 높은 비용이 소

요된다는 단점이 있다.60)

글로벌 차분프라이버시의 장점은 결과값의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는 것이다. 로컬 차분 프라이버시의 장점은 TTP(Trusted Third Pardty)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61)

2. 연합학습(Federated Learning)

(1) 개념, 방식

연합학습은 중앙에서 데이터를 취합하여 기계학습을 수행하지 않고,

각각의 데이터 소유주가 기계학습을 수행한 후 중앙에서 모델을 취합하여 

결과값을 계산하는 방식이다.62)

58) 천정희, 앞의 발표 자료

59) 김은수, 앞의 논문, 99쪽

60) 천정희, 앞의 발표 자료. 김은수, 앞의 논문, 99쪽

61) 천정희, 앞의 발표 자료

62) 천정희, 앞의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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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폰을 사용할 때 스마트 폰에서는 수많은 데이터가 생성된다.

스마트 폰 사용자들은 사진, 사용자의 위치, 채팅내역 등 민간한 개인정보

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폰 외부로 가져가 중앙서버에 모아 분

석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한다. 연합학습은 데이터를 중앙서버에 보내어 

모델을 학습하는 대신, 중앙서버에 있는 모델을 스마트 폰으로 보내 스마

트 폰 각각의 데이터로 모델을 훈련한다. 개인정보의 유출 없이 스마트 

폰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모델을 강화한 다음, 중앙서버에서 모델을 모

아 더 정교한 모델을 만들어 다시 배포하는 방식이다.63)

스마트폰에 탑재된 학습 알고리즘은 개별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기반

으로 꾸준히 학습해 자신의 모델을 강화하고, 이 모델을 서버로 전송해,

다른 모델과 정보를 공유하며 더 나은 성능을 낼 수 있는 모델로 진화한

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아닌, 이를 처리하는 모델만을 공유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제거된다. 구글은 이러한 학습 방식

을 학술대회에 비유했다. 가령 의사가 자신이 경험한 증상이나 치료법 등

을 다른 의사와 공유하면, 다른 의사들 역시 이러한 증상의 원인이나 치

료법 등을 습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학회에서 자신이 맡은 환자의 개

인정보를 다른 의사와 공유하지 않는 것처럼 연합학습 역시 자신이 모델

을 강화하는데 쓴 사용자 개인정보가 아닌, 모델 자체를 공유한다.64)

또한 연합학습을 활용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인프라로도 최적화한 인공

지능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나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고성능 프로세서를 사용자 개인 디바이스로 분산

하므로 트래픽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65)

(2) 장단점

연합학습은 기계학습과 같은 복잡한 분석에 적용이 가능하다. 데이터

가 아닌 모델을 공개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직접적인 유출이 없다. 계산 

63) 이상우, “인공지능은 당신이 잠든 시간에 진화한다”, IT동아(2019. 8. 26.), 전주형, 김중헌, 

“연합학습 기술동향”, OSIA Standards & Technology Review 제32권 제2호, (2019. 6.) 20쪽  

64) 이상우, 앞의 기사

65) 이상우, 앞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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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렬화를 통한 연산 속도가 향상된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66)

반면 특성별로 데이터가 분할되어 있는 경우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단

점이 있다. 예컨대 재산과 건강의 상관관계 파악을 위해 신용정보회사와 

병원이 협업할 때 적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모델로부터 데이터를 유추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67)

3. 동형암호 기술

(1) 암호기술과 동형암호

(가) 암호알고리즘

둘이 떨어져 있을 때 비밀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암호다. 암호

기술로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메시지를 보

내는 사람이 비밀 열쇠로 메시지를 알아보지 못하게 바꾸고, 메시지를 받

는 사람은 그 열쇠로 원래 메시지를 복원한다.68)

메시지를 보내는 송신자는 평문(plaintext) 상태의 메시지를 암호화 알

고리즘에 따라 암호문(ciphertext)으로 만드는데 이때 암호화 키(encription

key)를 사용한다. 메시지를 받는 수산자는 암호문을 받아 복호화 알고리

즘에 따라 평문을 복원하는데 이때 복호화 키(decription key)를 사용한

다. 이처럼 암호체계는 암호화, 전송, 복호화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69)

(나) 대칭키암호, 공개키암호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같은 암호를 비밀키 암호 또는 대칭키 암호

라고 한다. 송신자와 수신자는 이 비밀키를 사전에 공유하여야 한다.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다른 암호를 공개키 암호 또는 비대칭키 암

호라고 한다. 송신자는 평문을 암호화하고 이때 사용되는 암호화 키를 공

개한다. 수신자는 암호문을 받아 복호화 키를 이용하여 평문을 복원하되,

66) 천정희, 앞의 발표 자료

67) 천정희, 앞의 발표 자료

68) 이광근 저, ‘컴퓨터과학이 여는 세계’ (인사이트 2018. 2.) 262쪽 

69) 김명환, 암호학 강의교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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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호화키는 비밀로 간직한다. 공개키 암호의 획기적인 점은 비밀키 암호

에서 꼭 필요한 송신자와 수신자의 비밀키 공유과정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공개키 암호는 1970년대 후반에 처음 발표되었다. 따라서 그 전에 등장한 

암호는 모두 비밀키이다.

공개적으로 비밀열쇠를 만든다는 것이 모순 같이 들린다70). 둘이 공개

적으로 둘만 아는 비밀열쇠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하면 불특정 누

구와도 비밀스러운 소통이 가능해진다. 서울에 있는 보쌈집 할머니와 뉴

욕에 있는 딸을 예로 들자. 둘은 공유할 비밀양념을 만들고 싶다. 할머니

의 비밀양념은 x, 딸의 비밀양념은 y라고 하자. P라는 공개된 양념이 있

다고 하자. 할머니는 공개된 P를 가져다 자기만의 비밀양념 x를 섞는다:x

⊕P. 뉴욕의 딸도 공개된 P를 가져다 자기만의 비밀양념 y를 섞는다:y⊕

P. 이 두 양념을 서로에게 보낸다. 운송 중에 비밀양념을 훔치려고 해도 

불가능하다. x나 y를 분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딸이 보낸 y⊕

P에 자신의 비밀양념 x를 섞고, 딸은 할머니가 보낸 x⊕P에 자신의 비밀

양념 y를 섞는다. 이렇게 하면 x⊕y⊕P라는 공통의 비밀양념이 생긴다.

이 비밀양념(x⊕y⊕P)을 쓰면 서울에서도 뉴욕에서도 같은 맛의 보쌈이 

만들어지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다. 이것이 비밀열쇠 x⊕y⊕P를 공개적으

로, 그러나 둘만 알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다. 디피-헬만 열쇠 교환

(diffie-hellman key exchange) 방식이라고 한다. 인터넷을 할 때 방문자 

주소가 ‘http’로 열리는 사이트들이 있다. 이 페이지를 방문하는 순간 내

컴퓨터와 상대편 컴퓨터는 이 방식으로 비밀열쇠를 만든다.

(다) 공개키 암호의 문제점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암호의 사용이 빈번해지고 이에 따라 비밀

키를 사용해야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공격자가 비밀키를 획득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기업이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 역시 암호화하면 안전성

이 높아질 것이라 기대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70) 이광근, 앞의 책, 264~265쪽에서 비밀양념으로 디피-헬만 키 교환방식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그 책의 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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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할 때마다 복호화를 해야 하고 그때마다 비밀

키를 꺼내야 하는데 이때 악성코드 등을 이용하는 해커에게 비밀키가 탈

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실에서는 비밀키가 안전하게 보관된다

는 가정과 달리 사용의 편의를 위해 메모리에 상주하거나 안전성이 떨어

지는 웹서버에 보관되기도 하여 비밀키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

라 비밀키의 사용빈도를 줄이기 위해 비밀키 없이도 암호화한 상태로 여

러가지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암호가 현대암호학의 주요 연구목표가 되

었다. 이 경우 사용자가 데이터를 볼 때에는 비밀키가 필요하나 그 이외

에는 비밀키를 이용하지 않고 처리함으로써 비밀키를 안전한 곳에 보관할 

수 있고 해커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다.71)

(라) 동형암호

암호화는 데이터의 보안에 필수이지만, 기존의 암호화 기술은 암호화

된 상태에서 연산, 탐색, 분석 등의 작업이 불가능했다. 기존의 암호화는 

평문을 복호화키가 없이는 난수와 구별할 수 없는 문자열로 변환하는 것

을 목표로 하므로 암호문을 가지고 의미 있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

능하였다.72) 데이터에 암호가 걸린 상태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동형

암호(homomorphic encryption) 기술이다.73)

‘동형(homomorphic)’이란, 같음(same)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인 

‘Homo’와 모양(shape)나 형체(form)를 뜻하는 ‘morphe’의 결합에서 유래

되었다. 동형암호란 평문에 대한 연산을 수행한 후 암호화한 결과와 각각

의 암호문에 대하여 연산을 수행한 결과가 같은 값을 가지는 암호화 방식

을 의미한다.74)

일반적인 공개키 암호에서는 평문 1, 2의  암호문 1, 2가 주어졌을 

때 비밀키 없이는 평문에 대한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동형암

71) 천정희, 어윤희, 김재윤,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동형암호기반 금융데이터분석”(금융정보연구, 

2018년 2월 제7권 제1호), 36~37쪽

72) 천정희 등, 같은 논문, 38쪽

73) 이광근, 같은 책, 267쪽

74) LG CNS Creative&Smart 블로그, “4세대 암호, 완전동형암호란?”(201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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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로 암호화하면 복호화키 없이도 1, 2로부터 두 평문의 덧셈 1 + 2

와 두 평문의 곱셈 1 × 2의 암호문을 만들 수 있다.75)

즉, 비밀키는 서로 다른 소수 , 라고 하고, 공개키는  = 라고 하

고, (m) = ( mod,  mod) = (1, 2) for   방식으로 암호화한다

고 하면, 다음을 만족한다.

(1) + (2) = (1 mod, 1 mod) + (2 mod, 2 mod)

= {(1 + 2) mod, (1 + 2) mod}

= (1 + 2)

(1) * (2) = (1 mod, 1 mod) * (2 mod, 2 mod)

= (1 * 2 mod, 1 * 2 mod)

= (1 * 2)76)

덧셈 연산의 구체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동형암호의 예시]77)

75) 천정희 등, 같은 논문, 35쪽

76) 천정희, 핀테크 강의록(2018. 6. 19.) 중 ‘Basic Construction of Homomorphic Encrytion by 

Rivest et al.)’(비출간)

77)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동형암호 기술 실증 - 과기정통부, 개인식별 방지 기술 세미나 개

최”, 보도자료(2018.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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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문 1 = 8, 2 = 10 이고, 서로 다른 소수  = 4,  = 7 이다.

② (m) = ( mod,  mod) 방식으로 암호화 하므로,

(8) = (8 mod4, 8 mod7) = (0, 1)을 만족한다.

※ 8 mod4는 8을 4로 나눈 나머지로 그 값은 0이고, 8 mod7은 8을 

7로 나눈 나머지로 그 값은 1이 된다.

(10) = (10 mod4, 10 mod7) = (2, 3)을 만족한다.

(8) + (10) = (0, 1) + (2, 3) = (2, 4)이고,

(8 + 10) = (18 mod4, 18 mod7) = (2, 4)이므로,

(8) + (10) = (8 + 10) = (2, 4)이다.

위에서 예를 든 동형암호는 상당히 효율적이며 무한번의 연산을 지원

한다. 그러나 이는 선택암호문공격(chosen ciphertext attack)78)에 취약하

므로 위의 동형암호를 실제로 사용하기는 어렵다.79)

Gentry는 임의의 작은 잡음(noise)을 암호문에 섞는 방법으로 동형암

호의 안전성을 증명하게 된다. 덧셈에 대한 동형성의 예로, ∀m ∈ M 그

리고 ∀k ∈ K,

Enck(m) = m + k + ε

을 만족하는 적절한 잡음 ε을 택한다면, 이 암호문은 안전성을 가지게 된

다는 것이다. 하지만 Gentry가 제안한 초기의 모델은 제한된 횟수의 연산

만 수행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진다. 왜냐하면 반복된 연산에 따라서 암

호문에 포함된 잡음이 커지게 되어 평문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빅노이즈

가 있는 암호문을 평문을 유지한 채로, 잡음이 작은 새로운 암호문으로 

대체(복호화 과정없이)하는 과정을 재부팅(bootstrapping)이라고 하며 이

것은 동형암호 체계의 또다른 핵심 기술이 된다.80)

78) 선택 암호문 공격은 해커가 일시적으로 복호화기계에 몰래 접근하여 자신이 선택한 몇 개의 암

호문을 복호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김명환, 암호학 강의 교재 참조) 

79) 천정희, 핀테크 강의록(2018.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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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부팅 과정이 허용되는 암호는 무한한 횟수의 연산도 가능하게 되

며 이렇게 임의의 연산을 무한히 계속할 수 있는 암호를 완전동형암호

(fully homomorphic encryption)라고 부른다.81)

완전동형암호는 암호화된 상태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모든 연산을 원하는 대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검색이나 통계적인 분

석뿐 아니라 기계학습이나 영상처리 등 매우 복잡한 연산에도 적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계학습의 경우 암호화된 데이터 상에서 

분석을 수행하고 분석결과를 확인하는 마지막 단계에서만 복호화하여 개

인정보 열람을 최소화할 수 있다.82)

완전동형암호는 컴퓨터가 하는 모든 연산을 암호화한 상태로도 수행할 

수 있는 이론적 강점이 있는 반면, 평문 연산에 비해 암호문 연산의 효율

성에서는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응용 연산의 종류에 따라 속도

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개별 연산에 대하여 최적화하여 적용하는 방법으

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동형암호 알고리즘의 개발에 따라 효율

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 동형암호 연산 중에 가장 비효율적인 재부팅시

간이 2011년도에는 30분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0.32초, 2015년에는 0.02

초까지 계산속도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83)

동형암호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인 RSA와 같이 1978년에 발표되었으

나, 이론적으로 안정성이 증명되지 않아 오랫동안 관심에서 멀어져 있다.

2009년 Gentry가 안정성이 증명된 동형암호를 발표하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84) Gentry가 설계한 동형암호는 처음에는 매우 비효율적이었으나,

그 후 많은 연구자들의 개선을 통해 동형암호기술은 최근에 들어 실용화

를 앞두고 있으며, 2011년 MIT Technical Review에서 10대 Emerging

Technology로도 선정이 되는 등 IT전반에 큰 이슈가 되고 있다.85)

80) 정갑균, “양자키분배 프로토콜을 이용한 원거리 동형암호체계”, New Physics: Sae Mulli, Vol. 

69, No. 2.(2019. 2)

81) 천정희 등, 앞의 논문, 39쪽

82) 천정희 등, 앞의 논문, 39-40쪽

83) 천정희 등, 앞의 논문, 40쪽

84) LG CNS Creative&Smart 블로그, “4세대 암호, 완전동형암호란?”(2019. 7. 16.) 

85) 천정희 등, 앞의 논문, 39쪽 



- 71 -

(2) 기계학습과 동형암호

(가) 기계학습

기계학습(머신러닝)은 명시적으로 프로그래밍하지 않고도 컴퓨터가 학

습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연구 분야이다. 이는 2000년대에 이르러 

방대한 데이터의 등장과 이를 활용하려는 시도의 영향으로 새로운 사업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기계학습은 대량의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 예측

모형을 도출하는 훈련단계(training phase)와 얻어진 예측모형에 개별 데

이터를 입력하여 함수값을 얻어내는 예측/분류단계(prediction/ classification

stage)로 이루어진다.86)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크게 자율학습(unsupervised learning)과 지도학

습(supervised learning)으로 나뉜다. 자율학습은 단지 방대한 입력데이터

부터 특성이 비슷한 데이터를 분류하는 알고리즘으로 레이블(label)이 없

는 데이터 집합을 입력으로 받아 사람의 개입이 없이 스스로 데이터 사이

의 특정한 관계를 훈련하는 것이다. 반면 지도학습은 올바른 레이블에 속

하는 학습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시작한다. 예를 들어,

고양이의 이미지를 구분하는 경우를 고려할 때, 고양이라는 레이블에 대

응하는 여러 고양이의 이미지를 학습 데이터 집합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지도학습 알고리즘은 고양이의 이미지와 고양이라는 레이블을 학습하여 

분류하는 모형을 설계하는데 이를 훈련단계라고 부른다. 레이블이 붙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를 테스트 데이터(test data)라고 부르는데, 훈

련단계를 거쳐서 설계된 모형에 테스트 데이터를 입력하여 분류하거나 결

과를 예측할 수 있다. 이때, 이 과정을 예측/분류단계라고 한다. 훈련단계

와 예측/분류단계의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지도학습이라고 한다.87)

(나) 함수암호

함수암호(functional encryption)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는 암호화 기술

86) 천정희 등, 앞의 논문, 34쪽

87) 천정희 등, 앞의 논문,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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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복호화키가 주어졌을 때 암호문의 일부 정보만 복호화하는 암호화 

기술이다. 공개키 암호방식의 함수암호는 공개키 암호와 방식과 동일하다.

키 생성 과정에서 공개키와 비밀키가 생성되고, 공개키는 암호화 과정에 

사용되고 비밀키는 암호문을 복호화하는 과정에서 사용된다. 추가되는 기

능은 제한된 기능을 가지는 비밀키를 만들 수 있다는 데에 있다.88)

비밀키와 함수 가 주어지면 함수 에 제한되는 비밀키 가 만들어지

고 이를 이용하여 평문  의 암호문을 복호화하면  대신 ()을 얻을 

수 있다. 이 함수암호는 기계학습에서 암호화된 평문 상에서 예측을 수행

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기계학습을 통해 모델로서 함수 가 주어지면 

이 함수에 대해 를 발급한다. 예측단계에서 암호화된 개인정보가 들어

왔을 때 를 이용하여 복호화하면 이 아닌 ()을 얻을 수 있다.89)

(다) 동형암호를 활용한 기계학습

동형암호는 컴퓨터가 하는 모든 연산을 암호화한 상태로도 수행할 수 

있고, 암호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학습이 가능하다. 국내 논문90)에서 

소개하는 동형기계학습 알고리즘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를 모아 동형암호화 하고, 공개키와 비밀키를 생성한다.

동일한 공개키로 데이터들을 암호화 해야 하고, 비밀키를 어떻게 생성하

고, 누가 보관할지 정해야 한다.

둘째, 동형암호화된 데이터로 기계학습의 알고리즘을 수행한다. 훈련단

계에서는 여러 알고리즘이 있는데, 특히 로지스틱 모형과 선형회귀 모델

이 동형암호를 이용할 때 효율적인 연산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훈련단계

를 거쳐 모델이 만들어지면, 테스트데이터를 입력하여 모형의 성능을 평

가한 후 최적화된 모델을 얻는다.

셋째, 비밀키를 이용하여 암호화된 모델을 복호화 한다. 함수암호를 이

용하면 암호화된 데이터로 평문의 결과값을 알 수 있다.

88) 천정희 등, 앞의 논문, 42~43쪽

89) 천정희 등, 앞의 논문, 43쪽

90) 천정희 등, 앞의 논문, 48~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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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형기계학습 기술개념도]91)

이 경우 기계학습의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입력

되고 결과는 암호화된 상태에서 계산되며 중간에 어떤 과정에서도 복호화

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기계학습을 수행하는 기계는 복호화키를 가질 필요

가 없다.92)

제4장 동형암호를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의 법제도적 문제

제1절 동형암호 처리된 정보의 법적 성격

1. 데이터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암호화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암호화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

하기 위한 침입탐지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

해 방지를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과 더불어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

치 중 하나이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

조 제1항) 

   접근통제 장치의 설치·운영의 미비 등으로 암호화된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이 있더라도, 안전한 알고리즘에 의해 암호화되고 키가 안

전하고 만들어지고 관리된다면, 암호로 보호되는 개인정보를 열 수 없으

므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한 알고리즘에 의해 

91) 천정희 등, 앞의 논문, 47쪽

92) 천정희 등, 앞의 논문, 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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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 되지 않거나 키생성, 관리상 문제로 개인정보가 열릴 수 있다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이다. 

2. 데이터 분석을 위한 암호기술 활용

 (1) 개요

   데이터 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암호화는 원본 데이터를 예측할 수 없는 

임의의 값으로 변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된 상태로는 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없다. 애초에는 데이터 보호를 위해 개발된 일반적인 암호화 

기술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데이터 분석을 위한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다.

기존의 일반적인 암호알고리즘에 데이터분석 기능을 추가하여 데이터 

보호와 동시에 데이터 분석도 가능한 다양한 암호기술이 새롭게 개발되고 

있다.

(2) 암호기술의 분류

 우리나라의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서는 비식별처리 기법을 가명처

리, 총계처리, 데이터삭제, 데이터범주화, 데이터마스킹 등 5개로 나누고 

이를 다시 17개 방법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가명처리는 휴리스틱 가명화, 

암호화, 교환 방법로 나누어진다. 

   즉 암호화에 대해 가명처리의 일부로 분류하고, ‘정보 가공시 일정한 

규칙의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암호화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 사용자 ID 등

의 개인정보를 대체하는 방법이다. 통상적으로 다시 복호화가 가능하도록 

복호화 키(key)를 가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보안방안도 필요하다. 일방향 

암호화(one-way encryption 또는 hash)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론상 복호화

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애초에는 데이터 보호를 위해 개

발된 일반적인 암호화 기술을 데이터 분석을 위한 용도로도 활용하는 것

을 예정하고 가명처리의 일부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형암호

화 같이 데이터 보호와 동시에 데이터 분석도 가능한 새로운 암호기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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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분류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국제표준 단체인 ISO는 ‘ISO/IEC 20889’를 통해 비식별화 기법

(De-identification techniques)을 Statistical tools, Cryptographic tools, 

Suppression techniques, Pseudonymization techniques, Anatomization, 

Randomization techniques, Synthetic data 등 7개로 나누고 이를 다시 19

개로 세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과는 다르게 암호처리 기법

(Cryptographic tools)을 가명처리(Pseudonymization techniques)의 일부로 

보지 않고 별개의 기법으로 분류한다. 암호처리 기법도 Deterministic 

encryption, Order-preserving encryption, Format-preserving encryption, 

Homomorphic encryption, Homomorphic secret sharing 등 5가지로 세분한

다. 특히 동형암호(Homomorphic encryption)를 암호처리 기법 5개 중 하

나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음은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과 ISO/IEC 20889 표준에서 정

의한 비식별조치 기법에 대한 비교 자료이다.93)

   [가이드라인과 ISO/IEC 20889의 세부기술 매칭 테이블]94)

93) 김재한,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및 프로그램 동향”, 한국보건산업진

흥원, 보건 산업브리프, Vol.268(2018. 8. 13.), 10쪽

94) 김재한, 앞의 논문,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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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암호화 기술의 활용례 

   우리나라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과 ISO/IEC 20889 표준에서 들고 있는 

암호화 기술 중 해시함수, “Order-Preserving Encryption”(순서보존 암호

화, 이하 “OPE”라고 한다.), 동형암호가 실제 어떻게 데이터분석에 활용

될 수 있는지 살펴보자.

  (가) 해시 함수의 가명처리 활용

1) 해시 함수의 개념

   우리나라의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서는 해시함수를 이용해 데이터를 

해시값으로 전환하는 것을 가명처리 중 암호화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그

런데 해시 함수를 적용하는 것을 통상 일방향 암호화라고도 칭하나, 이는 



- 77 -

복호화 키로 암호문을 평문으로 복원하는 방식인 암호화와는 다른 개념이다.

해시 함수는 입력된 임의의 길이의 메시지를 정해진 길이로 짧게 줄여 

출력하는 함수이다. 해시함수는 일방향성과 충돌회피성이라는 성질을 가

지고 있다. 따라서 임의의 길이의 데이터에 해시함수를 적용하여 정해진 

길이로 짧게 줄여 출력한 해시값으로부터 원래의 데이터를 알아내는 것은 

계산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서로 다른 입력값으로부터 동일한 출

력값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입력값이 바뀌면 출력값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출력값이 동일하다면 원본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데이터의 

무결성 입증의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해시함수의 일방향성을 이용하면 원래의 데이터의 노출을 차단할 수 

있다. 충동회피성을 이용하면 원래의 데이터가 같은 것이면 같은 것으로,

다른 것이면 다른 것으로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매우 효율적이고 손쉬

운 가명처리 기법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2) 예시

다음은 국내 논문95)에서 소개한 해시함수의 가명처리 활용 사례이다.

대중교통 회사는 이용객들이 교통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발생하는 데이

터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 교통카드의 사용을 통해 생성되는 식별자 또는 

속성 정보는 총 5가지이다. 생성된 데이터들을 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

다.

[가명처리 이전]

가장 왼쪽 열에 위치한 교통카드 고유번호가 직접식별자의 역할을 한

다. 고유번호를 지울 경우(masking)에는 추후 데이터 분석의 확인을 위해 

95) 김은수, 앞의 논문, 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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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교통카드 고유번호를 다시 식별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가명처리 이후]

가명처리 기법을 적용해서 교통카드 고유번호를 다른 값으로 대체하는

데, 고유번호에 해시 함수를 적용한 결과값을 사용하였다. 이용객의 나이

는 범주화로 비식별처리하였다.

이와 같이 교통카드 고유번호를 가명처리하는 것은 이용객의 나이를 

범주화 하는 것에 비해 데이터 변형이 거의 없어 데이터이 분석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다만 가명화된 상태로 공개될 경우 범주화된 나이, 이용 장

소, 시간 등 속성자들의 조합을 통해 가명처리된 이용객의 신분이 재식별

될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다.96)

(나) OPE의 활용

   1) OPE의 개념

OPE(Order-Preserving Encryption)는 데이터 원본에 순서가 정해져 있

다고 할 때, 암호화를 하더라도 그 순서가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암호알

고리즘이다. 국내 컬럼 등97)에서 설명하는 OPE의 사용용도는 다음과 같

다.

   DB암호화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수적으로 취해야 하는 조치이다. 

DB서버에 암호화를 적용하면, DB서버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데이터를 조회할 때에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한 후 사용

자에게 제공된다. DB서버는 암호화와 복호화를 위한 처리연산을 추가로 

96) 김은수, 앞의 논문, 67쪽

97) PENTA SECURITY, “OPE(Order Preserving Encryption)는 안전한 암호화인가”(보안칼럼, 

2014. 1. 14.) 차연철, 앞의 논문,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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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속도 저하가 불가피하다. 암호화 적용으로 인한 

DB서버의 성능 저하 문제는 암호화 알고리즘의 효율적인 구현 기술로 해

결할 수 있다.98)

DB암호화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검색 색인을 생성하는 문제이다. 검

색 색인은 DB에 저장되어 있는 방대한 데이터 중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빠르게 조회하기 위해 사용되는 DB 내부의 추가 정보이다. 암호화된 데

이터들로부터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하려면 암호화가 되기 전의 원본 데이

터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암호화된 데이터를 전부 일일이 복호화 해야 

한다. 원하는 데이터를 하나 조회할 때마다 방대한 데이터들을 모두 복호

화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연산량의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들 중의 하나가 OPE이다.99) OPE를 이용하면 DB에 저장된 

데이터 복호화 없이 암호화된 상태에서 정렬, mix, max 등의 다양한 데

이터 활용 연산이 가능하다.100)

2) 예시

 아래 그림과 같이 데이터의 크기 순서로 A, B, C, D가 정렬되어 있다

고 할 때, 일반적인 암호화를 적용하면 A, B, C, D의 순서가 섞이게 된

다. OPE를 적용하면 암호문 eA, eB, eC, eD 순으로 정렬된다.101)

[순서 보존 암호화 예시]102)

98) PENTA SECURITY, 앞의 칼럼

99) PENTA SECURITY, 앞의 칼럼

100) 차연철, 앞의 논문, 27쪽

101) PENTA SECURITY, 앞의 칼럼, 차연철, 앞의 논문, 27쪽 

102) 차연철, 앞의 논문,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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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를 식별자라고 할 경우에 eA, eB, eC, eD는 가명처리 정보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OPE는 암호문에서 ‘순서’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

로 평문을 유추할 수 있어 해커의 선택평문공격(Chosen Plaintext Attack)

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103)

(다) 동형암호의 활용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형암호는 평문에 대한 연산을 수행한 후 암

호화한 결과와 각각의 암호문에 대하여 연산을 수행한 결과가 같은 값을 

가지는 암호화 방식이다. 동형암호를 활용하면 개인정보가 암호화 되어 

보호되는 상태에서 개인정보를 모아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다. 다음은  

구글 블로그104)에서 소개하는 동형암호 활용 예시이다.  

   [문제 상황] 시는 인근 지역에 주말 기차 서비스를 제공할지 검토 중

인데, 기차 승객들이 그 인근 지역 업체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에 

근거해 그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 

   [문제점] 시는 어떤 사람들이 그 기차를 타는지 알고 있다. 인근지역의 

업체들은 소비자 거래내역을 알 수 있는 판매 점수(point-of-sale)를 사용

한다. 시와 판매 점수의 제공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공유를 원

하지 아니한다. 시는 지역 업체와 협업하여, 열차 승객들이 어디로 가는

지, 무엇을 사는지에 대한 문제의 답을 개인정보 노출없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해결방법]

1단계 : 시(A)와 업체들(B)은 각각 정보를 가지고 있다.

  A : 열차 이용객 ID :   1   4   8 ......

103) PENTA SECURITY, 앞의 칼럼

104) “Helping organizations do more without collecting more data” June 19, 2019, Posted 

by Amanda Walker, Engineering Director; Sarvar Patel, Software Engineer; and Moti 

Yung, Research Scientist, Private Comp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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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 소비자별의 판매 점수 :  1 : $5  4 : $10  20 : $5 ......

2단계 : A와 B는 자신들의 데이터를 비밀키로 각각 eD(A), eD(B)로 암호

화한다.

3단계 : A는 B에게 eD(A)를 전송하고, B는 A에게 eD(B)를 전송한다.

4단계 : A는 eD(B) 중 소비자 ID 1, 4, 20를 다시 비밀키로 이중 암호화

(double encrypt)하고, B는 eD(A)를 이중 암호화한다.

 ※ 이 때 이중 암호화는 deterministic commutative cipher 등의 암호기술

로 암호화하여, 암호화된 상태에서도 그 데이터 값 비교가 가능하다. 

2개의 비밀키를 다 가져야 데이터를 열 수 있는데, A, B가 비밀키를 

나누어 가지게 되므로 상대방의 데이터를 열어볼 수 없다.   

5단계 : B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중 암호화한 e’D(A)를 A에게 데이터의 

순서를 섞어서 보낸다. 

6단계 : A는 이중 암호화된 e’D(A)와 e’(B)를 비교하여 중복되는 ID를 추

출할 수 있다.

        → 중복되는 ID는  1 : $5  4 : $10  이다. 

       이로써 A는 열차승객 중 B에서 물품 구입하는 승객을 추출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승객인지는 

특정할 수 없다.

7단계 : A는 동형암호를 이용하여 암호화한 상태에서 $5 + $10를 더하

여 합계 $15를 얻을 수 있다. 암호화된 상태이므로 ID 1이 $5

를, ID 4가 $10를 지출한 것은 노출되지 않는다.

   [문제해결] A는 B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열차 이용객 중 

몇 %의 승객이 B에서 얼마를 지출하는지 그 총계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이때 B의 데이터는 암호화 되어 있고, A와 B가 비밀키를 나누어 

가지기 때문에, A는 B의 데이터를 열어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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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형암호 처리 정보의 법적성격

 (1) 비식별처리 방식 중 가명처리인지

앞서 살핀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서는 비식별

처리 기법을 5개로 나누고, 이중 가명처리는 휴리스틱 가명화, 암호화, 교

환 방법로 세분화한다. 가명처리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데이터를 직접적

으로 식별할 수 없는 다른 값으로 대체하는 기법으로 정의된다.

   주민등록번호 등 식별자를 해시함수를 활용해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해시값으로 대체하는 것은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한 가명

처리에 해당하고, 암호화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여 가명처리 중 암호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다. 

   데이터 A, B, C, D를 OPE로 암호화하여 eA, eB, eC, eD로 대체하는 

것은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한 가명처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암호화되어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없게 되고, 

데이터 배열 순위를 통해 A가 eA로 대체 또는 매칭 되기 때문이다. 그렇

지만 OPE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어 일률적으로 가명처리에 해당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데이터 A를 동형암호 처리하면 그 값이 암호화된 상태로 외부

로 전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A’으로 대체된다고 볼 수 있을지, 가이드

라인에서 분류한 가명처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 있다.

   따라서 동형암호, OPE 등 새로운 암호처리 기법에 대해서는 가명처리 

중 암호화로 분류하는 것보다는 가명처리와 구별되는 별도의 비식별처리 

기법으로 분류하는 방식이 타당해 보인다.

(2) 우리나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GDPR의 가명처리 정보인지 

 (가) 일반적인 가명처리의 정의

일반적으로 가명처리는 데이터 집합의 전체나 일부를 가상의 이름이나 

부호로 대체함으로써 개인과의 연결성을 낮추는 데이터의 처리를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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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가명처리된 정보는 개인과의 연결이 깨지지 않은 정보로서 개인과

의 연결이 깨진 익명처리 정보와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데이터의 익명처

리 여부는 연결 가능성, 추론 가능성, 싱글링 아웃(Singling out) 여부를 

모두 평가해야 한다.105)

(나) 우리나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GDPR의 가명처리 정의  

우리나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를 가

명처리함으로써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

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의

2호) 

GDPR에 의하면, 가명처리란 추가적인 정보의 사용 없이 더이상 특정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수행된 개인정보의 처리를 의미한

다. 추가적인 정보는 분리 보관하고, 해당 정보를 통해 자연인을 식별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일반적 정의와 GDPR상 정의 차이점

   일반적으로 가명처리는 데이터의 전체나 일부를 가상의 이름이나 부호

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GDPR에서는 가명처리에 대해 익명정보와 

구별하여 ‘추가적인 정보의 사용 없이 더이상 특정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수행된 개인정보의 처리’라고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있고,

가상의 이름 등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식별

처리 기법 중 하나인 일반적인 의미의 가명처리보다는 그 의미가 넓다고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

105) 한국인터넷진흥원 발간, ‘우리기업을 위한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북’(2018. 5.)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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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는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비식별조치’란 ‘정보의 집합물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 등의 방

법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는 정의와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가명처리’는 ‘비식별

처리’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 

  (라) 동형암호처리 정보

동형암호로 개인정보를 암호화한 경우에는, 비밀키가 노출되지 않는다

면 개인을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추가적인 정보의 사용 없이 더이상 특

정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수행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에 

해당하고, 비밀키 등이 분리보관하고 있는 추가정보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데이터를 동형암호 처리하면 그 값이 외부로 전혀 드러나지 

않고 암호화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가명으로 대체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비밀키는 암호화할 경우 항상 존재하는 암호화조치의 한 구성요소

에 불과하므로 이를 분리보관해야 하는 추가정보로 볼 수 없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3) 익명정보인지

GDPR에 의하면, ‘익명정보’는 식별되었거나 식별가능한 자연인과 관

련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정보주체를 식별가능하지 않게 익명처리된 정보

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전문 제26호)

우리나라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시간·비용· 기술 등 개

인정보처리자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익명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법 제58조의2)

동형암호 처리된 개인정보는 비밀키의 사용에 의해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다. 따라서 식별되었거나 식별가능한 자연인과 관련되지 아니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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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또는 정보주체를 식별가능하지 않게 익명처리된 정보에는 해당하지 않

는 것으로 보인다.

(4) 과학적 연구 등 목적 동형암호 활용 가능성 

(가) GDPR의 경우

GDPR에 의하면,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목적, 또는 통계적 목적을 위한 추가 처리는 가명처리 등을 포함한 안전

조치를 이행하면 본래의 수집 목적과 양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의 가공, 사용, 이전, 제공 

등 추가처리가 가능하다.(법 제5조 제1항, 제89조 제1항 등)

그리고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의 목적 또

는 통계 목적을 위한 추가적인 개인정보 처리는 적절한 안전조치(예컨대,

정보의 가명처리)가 존재하는 경우로서 컨트롤러가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거나 더 이상 식별할 수 없게 개인정보를 처리함으로써 그와 같은 목적

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였을 때 시행되어야 한다. 회원국은 공

익적 기록보존의 목적,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의 목적 또는 통계 목적

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규정하여야 한다.(전문 

제156조)

   즉 GDPR에 의하면, 가명처리는 컨트롤러가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

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안전조치의 한 예에 해당하고, 그 안전조치의 구

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개별 회원국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동형암호처리가 가명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더라도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게 하는 안전조치에 해당하면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의 목적 또는 통계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활용될 수 있다.

(나) 미국의 CCPA의 경우

   미국의 CCPA에서는 공익적 연구 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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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수집목적과 양립되므로 허용되고, 가명처리, 비식별처리 등 기술적 안

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형암호처리가 가명처리에 해

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비식별처리로서 공익적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

이 가능하다. 

(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우리나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가명정보의 개념은 GDPR의 

가명처리정보와 거의 동일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방

식으로 가명처리에 대해서만 규정하여, 추가정보를 분리보관하지 아니하

는 방식으로 비식별조치를 하는 경우에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해석

상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동형암호로 비식별처리하는 것이 가명처리에 해

당하는지도 문제될 수 있다. 물론 가명처리와 비식별처리가 거의 같은 개

념이라고 보면 특별히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5) 암호처리와의 관계

GDPR 제6조 제4항(e)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처리하

는 것이 당초 수집 목적과 양립되는지에 대해 컨트롤러가 고려해야 할 사

항의 하나로 암호처리나 가명처리 등 적절한 안전조치의 존재를 들고 있

다. 또한 GDPR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컨트롤러 등은 개인정보의 암호

처리나 가명처리 등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같이 GDPR은 안전조치로서 암호처리와 가명처리를 구별하고 있

으므로, 동형암호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것은 암호처리에 해당하여 가

명처리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암호화에 대한 GDPR의 위 규정들은 데이터보호를 위한 일반

적인 암호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암



- 87 -

호화의 경우, 그 데이터는 암호로 보호되는 일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정

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 사용을 할 수가 없다. 반면 동형암호로 개인

정보를 암호화 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 사용하기 위한 

비식별처리의 한 방식인 암호화에 해당하여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를 동형암호로 처리하는 것은 위 GDPR 규정상 암호처

리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명처리 또는 다른 방식의 안전조치라고 해

석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6) 추가정보 외 재식별가능성

OPE(Order-Preserving Encryption)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였는데 그 

암호화 기술의 안정성이 불완전하다면, 정보관리자가 비밀키를 안전하게 

분리보관하더라도, 공격자가 비밀키가 아닌 다른 추가정보를 가지고도 선

택평문공격(Chosen Plaintext Attack) 등으로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남

아 있을 수 있다.

GDPR에 의하면, 가명처리란 추가적인 정보의 사용 없이 더이상 특정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수행된 개인정보의 처리를 의미한

다. 추가적인 정보는 분리보관할 수 있도록 컨트롤이 가능하여야 한다. 그

런데 이 경우는 비밀키가 분리보관해야 하는 추가적인 정보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정보의 사용 없이도 특정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도 있기 때문에 

GDPR 규정에 부합되게 가명처리가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반해 개인정보를 동형암호화 하는 경우에 이를 가명처리라고 하

고 하고 비밀키를 추가정보라고 해석하면, 비밀키가 없다면 특정 정보주

체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GDPR 규정에 부합되게 가명처리가 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제2절 동형암호 이용 비식별처리 절차상 법적 문제 

1. 개요

미국의 HIPPA 프라이버시 규칙의 ‘세이프 하버’ 방식과 일본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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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호법의 ‘익명가공’ 방식은 식별자 또는 속성자를 삭제 또는 대체하는 

정형화된 방식으로 비식별처리 절차를 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의 ‘전문가 결정’ 방식과 우리나라의 비식별조치 가이드

라인이 정한 방식은 비식별화 방식을 정형화하지 않고, 전문가에 의해 비

식별조치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정형화된 비식별처리 절차를 동형암호 비식별처리에 대응시키기는 쉽

지 않고, 우리나라의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 비교적 상세하게 비식별처

리 절차를 정하고 있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동형암호 비식별처리를 

대응했을 때 어떤 점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을지 살펴본다. 1개의 데이

터 제공자가 동형암호 처리한 정보를 클라우드 분석서비스 처리자에게 제

공하여 분석 모델을 만드는 경우와 2개 이상의 데이터 제공자가 다른 종

류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분석 모델을 만드는 경우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2. 동형암호 처리한 정보의 제3자 제공 

(1) 개요

   기업 내부 업무처리 과정에서 수집한 고객정보, 거래내역, 민원처리 내

역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각종 자료를 비식별조치한 후 시장조사, 신상품 

및 서비스 개발, 마케팅 전략 수립, 업무 프로세스 개선, 위험관리 등 다

양한 용도로 분석 및 활용 가능하다. 예컨대 A공사는 최근 5년간 톨게이

트 진출입 데이터를 비식별조치한 후 월별·시간대별 차량 평균속도, 상

습 정체구간, 사고구간 및 원인 등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여 도로구조 

개선 및 휴게공간 추가 설치 등 고객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106)

동형암호를 이용하여 이러한 정보를 클라우드에 모아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 기관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 빅데이터 분석 기관에 데이터를 노

출시키지 않고도 비식별화에 따른 데이터 분석 가치 감소를 하지 않은 채 

기계학습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분석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106)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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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비 단계

데이터 제공자는 ① 데이터의 크기, 생성 및 관리 환경 등 데이터의 

특성, ② 이용 목적 및 방법, 이용기간, 데이터 접근 가능자 현황 등 활용

에 관한 사항, ③ 비식별조치에 적용할 기법·세부기술 등 비식별조치 현

황 ④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법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에 대

한 현황 등을 사전에 정리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3) 비식별처리 단계

(가)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규정

정보집합물에 포함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식별자(Identifier)’는 원

칙적으로 삭제 조치한다. 다만, 데이터 이용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식별자

는 비식별조치 후 활용한다. 정보집합물에 포함된 ‘속성자(Attribute

value)’도 데이터 이용 목적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삭제한

다. 데이터 이용 목적과 관련이 있는 속성자 중 식별요소가 있는 경우에

는 데이터 이용 목적과 기법별 장·단점 등을 고려하여 가명처리, 총계처

리 등의 적절한 기법·세부기술 기법을 활용하여 비식별조치한다.

(나) 기존의 기법, 동형암호 처리 병행

주민등록번호, 이름, 전화번호 등 직접적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는 노출될 경우 개인정보 주체를 특정할 수 있게 된다. 직접 식별

자가 노출될 경우 연구 목적이 아닌 1:1 마케팅의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

도 높다. 무엇보다도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

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바이오정보 등은 의무적으로 안전한 알고리

듬으로 암호화해서 보관해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2항, 개인

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6조 제2항)

또한 일반적으로 직접 식별자는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 레코드를 구별하는 정도의 의미만 가진다. 따라서 이에 대해 비식

별처리를 하더라도 데이터 분석 시 유용성 감소는 거의 없다. 레코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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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 필요한 경우라면 비식별처리 중 가명처리가 적절해 보인다. 동형암호

는 평문 연산에 비해 암호문 연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모든 데이터를 동형암호화할 경우 계산 속도가 저하될 우려도 있다. 따라

서 직접 식별자, 연구목적을 위해 불필요한 데이터는 삭제하는 것이 좋다.

동형암호처리 전에 어떠한 레코드를 어떠한 방식으로 비식별처리 할지

는 동형암호를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의 전과정에서 데이터 보호 및 분석 

가치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데이터 분석 목적, 레

코드의 분석 가치, 노출시 재식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해

야 할 것이다.

데이터 제공자는 데이터 삭제, 대체 등으로 비식별처리 후 공개키로 

데이터를 동형암호화 하고, 비밀키를 가지고 있는다.

(3) 적절성 평가 단계

(가)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규정

평가단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작성한 기초자료와 k-익명성 모델을 활용

하여 비식별조치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평가단에서 ‘재식별 시도 가

능성’, ‘재식별시 영향’, ‘계량 분석’ 결과와 데이터 이용 목적 등을 종합적

으로 평가하여 기준값(k-익명성 값)을 결정한다. ‘재식별 시도 가능성’은 

데이터를 이용, 제공받는 자의 재식별 의도와 능력, 개인정보보호 수준 등 

재식별 시도 가능성 분석이다. ‘재식별시 영향 분석’은 데이터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재식별될 경우 정보주체 등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분

석이다. 계량 분석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출한 k값의 정확성 여부 검증이다.

(나) 적정설 평가 간소화

어느 정도까지 데이터를 변형시켜야 재식별의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준값을 

결정하고 재식별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은 복잡하고 자의적으로 결정될 우

려도 있다. 동형암호로 비식별처리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의 결과 외



- 91 -

에는 외부로 유출되는 정보가 없다. 데이터를 변형할 필요가 없어 데이터 

분석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정보관리자의 비식별처리, 처리 위

탁, 제3의 기관에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정보와 결합을 통

한 재식별의 위험에 대한 평가도 매우 간소화될 수 있다.

(4) 사후 관리 단계

(가)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규정 

비식별조치된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될 우

려가 있으므로 필수적인 보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관리적 보호조치로

서 비식별 정보파일에 대한 관리 담당자 지정, 원본정보 관리부서와 비식

별 정보 관리부서 간 비식별조치 관련 정보공유 금지, 이용 목적 달성시 

파기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기술적 보호조치로서 비식별 정보파일에 대

한 접근통제, 접속기록 관리, 악성코드 방지 등을 위한 보안 프로그램 설

치·운영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비식별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사업자 등은 해당 정

보의 재식별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모니터링 결과,

비식별조치된 정보와 연계하여 재식별 우려가 있는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 

하였거나 제공받은 경우 등에는 추가적인 비식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비식별된 정보를 제3의 기관에 제공하거나, 처리 위탁하는 경우 다른 정

보와 결합을 통해 재식별 시도가 금지됨을 명시하는 등 재식별 위험관리

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동형기계학습,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클라우드 분석서비스 제공자는 동형 암호화된 상태로 데이터 저장하

고, 암호화된 상태로 데이터를 분석한다. 동형기계학습의 훈련단계에서 동

형 암호화된 대량의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 예측모형을 도출한다. 분석

서비스 제공자는 비밀키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형암호화된 데이터

의 내용을 알 수 없다. 기계학습의 학습데이터와 테스트데이터가 암호화

되어 입력되고 결과는 암호화된 상태에서 계산되며 중간에 어떤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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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복호화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기계학습을 수행하는 기계는 복호화키를 

가질 필요가 없다.107)

클라우드 분석서비스 제공자는 의뢰자에게 암호화된 모델을 반환하고,

의뢰자는 비밀키로 모델을 복호화한다. 이때 동형암호처리가 가명처리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 비밀키로 모델을 복호화하는 것은 추가정보에 해당

하는 비밀키를 분리해서 보관·관리해야 한다는 법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거나 정

보집합물의 결합을 수행한 경우에는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동형

기계학습을 통해 얻어진 모델을 비밀키로 복호화 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

상태로(동형암호처리 전의 개인정보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

용된다고 할 것이다.  

동형기계학습으로 얻어진 모델을 복호화 하였을 때 그 결과값에 개인

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비

식별정보 파일, 키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데이터원본 관리부서

와 동형암화 정보 관리 부서 간 비밀키 공유 등 정보 공유를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용 목적 달성시 파기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기술적 보호조치로서 동형암호처리 정보파일 등에 대한 접근통

제, 접속기록 관리, 악성코드 방지 등을 위한 보안 프로그램 설치·운영 등

의 조치가 필요하다. 데이터 제공자가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에게 파일을 

넘길 때에는 다른 정보와 결합을 통해 재식별 시도가 금지됨을 명시하는 

등 재식별 위험관리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3. 동형암호 처리한 정보집합물의 결합

 (1) 개요

   A홈쇼핑은 B카드사로부터 구매금액 상위 10% 고객의 결제 내역에 대

한 비식별 정보를 제공받아 우수고객 마케팅 전략 수립에 활용한다고 하

107) 천정희 등, 앞의 논문, 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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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108) 이러한 이종의 데이터 융합을 통해 데이터 속성을 하여 유용한 정

보를 생성할 수 있다.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처

리자간 정보집합물의 결합은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한

다. 이 규정에 따라 A홈쇼핑과 B카드사는 고객 전화번호와 카드 결제정보

를 가명처리하여 C전문기관에 제공하고 C전문기관은 두 정보를 결합한 

후, A홈쇼핑, B카드사에게 제공한다. 동형암호를 이용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 이종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2) 비식별처리, 키생성 단계

A와 B는 각자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식별자 등을 비식별처리 하고,

같은 공개키 로 암호화한다. 그래야만 동형암호의 특성에 의해 암호화 

된 채로 연산이 가능하다. 여기서 공개키 에 대응하는 비밀키 를 누

가 가지고 있느냐는 민감한 사항이다. C(전문기관) 등 신뢰할 만한 제삼

자(trusted third party)에 키생성 및 비밀키 보유자의 역할을 맡길 수 있

다. 또는 다자간 암호화기술(multiparty computation)이나 영지식증명

(zero knowledge proof)를 이용하여 A와 B가 비밀키 를 분산하여 

(A)와 (B)로 나누어 가지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109) 복호화 단계에

서 두 비밀키 조각을  = (A) + (B)로 결합하면 된다. 어느 경우이

든 복호화 단계 전에는 A와 B는 상대방의 데이터를 볼 수 없다.

(3) 데이터 결합 단계

(가)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규정  

   서로 다른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집합물을 결합하는 경우 개인

별로 부여된 식별자가 매칭키로 사용된다. 식별자 그 자체를 매칭키로 사

용하지 않고 임시로 매칭키 역할을 하는 ‘임시 대체키’를 활용한다. 세부

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다.

108)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25쪽

109) 천정희, 앞의 논문,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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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A와 B는 같은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식별자를 임시 대체키로 전환하고, 

결합대상 정보집합물도 비식별조치 및 적정성 평가 수행한다. 이때 

임시 대체키 생성시 동 대체키에 잡음을 추가하거나, 2개 이상의 식

별자를 활용할 경우 식별자 중 일부를 조합하여 불법적 복호화 또는 

원본 정보와 결합시에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비식별조치된 정보를 C에 제공 및 결합 요청한다. 

 ③ 임시 대체키를 활용, C에서 결합을 수행한다. 임시 대체키 삭제한다. 

 ④ 결합 DB를 필요한 A와 B에게 제공한다.(전문기관은 제공 후 파기 조

치) 이때 임시 대체키가 삭제된 결합 DB가 제공되어 A와 B도 결합 

DB를 통해 특정 개인의 식별이 어렵다.

[임시 대체키를 통한 기업 간 정보집합물 결합 절차]110)      

  (나) 동형암호처리 시 결합방식

 ① A와 B는 같은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식별자를 임시 대체키로 전환한

다. 그 다음 A와 B는 각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같은 공개키 로 

110)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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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한다.

 ② A와 B는 동형암호 처리된 정보를 C에 제공 및 결합 요청한다. 

 ③ C는 임시 대체키에 맞추어 결합을 수행한다. 결합 후에는 임시 대체

키를 삭제한다.

 ④ 결합 DB를 필요한 A와 B에게 제공한다. 이때 결합된 데이터에는 연

산에 필요한 정보만 동형암호문으로 남고, 식별자는 삭제되어 있으므

로, 데이터는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다. 

(4) 데이터 분석, 모델 복호화 단계

   A, B는 C으로부터 받은 결합 정보를 이용하여 직접 분석을 하거나 분

석서비스 회사(클라우드 분석서비스 제공자)에게 분석을 의뢰한다. C가 동

형암호 비밀키를 보유하거나 A와 B가 비밀키를 분산하여 관리하기 때문

에, 동형 기계학습 과정에서 데이터를 복호화할 수 없으므로 기밀성이 유

지된다. 

   C가 관리하던 비밀키로 분석모델을 복호화 하거나, A와 B가 분산하여 

관리하던 비밀키 조각을 합쳐서 합쳐서 분석결과를 복호화한다.

4. 향후 전망 

   동형암호를 활용하면 개인정보 삭제, 범주화 등 개인정보의 분석가치

를 감소시키지 않아도 된다. 암호화를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상

태에서 데이터를 모아 분석을 하므로, 재식별 위험성 평가 절차도 간소화 

될 수 있다. 그리고 데이터별 삭제, 대체 등의 복잡한 조치 없이 데이터를 

암호화 하면 바로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데이터 분석으로 들어갈 수 있으

므로, 대량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다.

   기존의 비식별처리 및 위험성 관리 모델에서는 정보관리자의 비식별처

리, 처리 위탁, 제3의 기관에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정보와 

결합을 통한 재식별의 위험과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소훌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 모두를 막아야 한다. 반면 동형암호로 비식별처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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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보호조치 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만 막으면 된다. 동

형암호화에 사용된 기술의 안전성, 비식별처리 전과정에서 데이터와 키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형암호처리 또는 동형암호처리 전 비식별처리할 데이터의 범위와 관

련하여, 그 데이터가 직접식별자인지, 준식별자인지, 식별과 무관한 변수

인지 분류하여, 직접식별자는 비식별처리를 한 후 동형암호처리를 하고,

준식별자는 동형암호처리를 하고, 식별과 무관한 변수는 평문으로 놓아두

는 등 다양한 비식별조치를 병행해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데이터 공유 형태, 공유 체계, 재식별 공격의 유형의 결합의 유형

에 따라 재식별의 위험성이 달라지므로 데이터가 어떠한 환경에서 활용되

고 공유되는지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어느 범위의 데이터를 동형암호로 

처리할지, 어떠한 방식으로 재식별가능성에 대해 모니터링을 할지 세부적

인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비식별조치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규율은 k-익명성

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비식별처리를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동형암호 등 

새로운 기술은 기존의 비식별처리로 규율하는 것이 안 맞을 수 있다. 잘 

어울리는 새로운 표준,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 필요해 보인다. 

   GDPR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위험요소의 식별과 그 위험요소

의 출처, 성격, 가능성, 심각성에 대한 평가, 그 위험요소의 완화를 위한 

최선책 마련, 이러한 위험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가 무엇인지

를 추천할 수 있는 지침 등 마련을 권고한다. 그리고 민감정보, 대규모로 

처리하는 정보, 연계되거나 결합된 일단의 정보, 취약한 주체에 관한 정

보, 신기술의 사용 또는 적용 등 개인정보의 처리가 높은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영향평가를 받아 예측되는 위험을 최소화 하도록 권

장하고 있다. 충분하게 검증되지 아니한 최신기술을 이용하거나, 대량의 

이종정보 결합하여 비식별처리하여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전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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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맺음말

데이터를 삭제, 대체하여 데이터 비식별의 위험성을 낮추는 방식으로

는 개인정보 재식별의 위험의 최소화와 데이터 활용을 통한 사회 전체적

인 이익의 극대화라는 다소 상반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에 도달한 것 

같다. SNS 등을 통해 대량으로 노출되는 개인정보의 양과 사회변화의 속

도를 고려한다면 대량의 정보를 신속히 분석하면서 정보유출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해야 하는 전환점에 이른 것 같다.

비식별처리를 통한 데이터의 활용 관련 법제도는 기존의 비식별화 방

식 규율에 맞추어져 있다. 동형암호기술 등 새로운 프라이버시 보호 빅데

이터 분석 기술이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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