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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현행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따르면, FIU는 의심거래를 분석하여 검찰에

수사의뢰(FIU 이첩 사건)를 할 수 있으나, 검찰에 대한 이러한 의심거래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FIU 이첩 사건

수사 등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FIU에서 확인한 정보를 검찰 수사에서 중복적으로

다시 확인하여야 하고, 자금세탁범죄인지 여부 확인을 위해 금융계좌추적

용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자금세탁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자금세탁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많은 양의 금융거래 정

보를 분석해야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모순일 수밖에 없다. 또한,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사건은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될 수 없게 되어 대부분의 사

건들은 사장되게 된다.

이러한 제도 운용 하에서는 효율적인 자금세탁방지는 사실상 불가능하

게 되므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FIU에서 제공하는 정

보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발생하는 개인정보보호

의 문제에 대해서는 동형암호를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한편, FIU의 분석 기능을 강화하여 금융기관 등의 의심거래 보고 사건

중 자금세탁범죄의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동형암호를 기반으

로 한 AI분석(동형기계학습) 기법이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FIU

의 분석 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 획득한 금융거래정

보에 대해서는 FIU와 공유될 수 있도록 하여 FIU의 분석에 활용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에도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동형암호를 활용하여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에 필요한 특정 금융거래정

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주요어 : 자금세탁, 동형암호, 동형기계학습, AI, 기계학습, 머신러닝,

특정금융거래정보, FIU

학 번 : 2019-2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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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현행 자금세탁 대응 체계는 현실에 맞지 않는 좁은 범위의 정

보 제공, 금융정보분석원의 심사분석 기능의 한계 등으로 이제

임계점에 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금융정보 분석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각종 통계들

이나 관련 연구들에 비추어 비교적 분명하다.

언제부터인가 금융정보분석원의 의심거래통보는 물론 이를 제

공받은 법 집행기관의 처리 역시 현재 자금세탁의 특성, 우리나

라에 도입된 자금세탁 방지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유명무실한 제도로 장기간 운용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

해서는 현 제도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므로 특별한 조치가 필요

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그 해결책으로는 금융정보분석원

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가 더 넓어져야 하고, 금융정보분석원

의 심사 기능의 실질화, 고도화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이 광범한 금융거래정보에 접근

할 수 있게 되어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개인정

보보호와 조화를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하게 되었고,

그 해결책은 바로 동형기계학습이었다. 이 연구는 금융거래정보

에 동형 기계학습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수

사기관이 자금추적 수준에 이르는 금융거래정보를 토대로 신속

히 자금세탁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대로 된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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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방법

첫째, 자금세탁의 의미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방지 제도를

개관하여 자금세탁 및 그 대응 장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특히, FIU의 각종 통계들을 함께 검토하여 그 함의를

분석함으로써 자금세탁 방지 제도의 현주소를 있는 그대로 바라

보기 위해 노력하였다.

둘째, 이를 토대로 현행 자금세탁 방지 제도의 실무상 문제점

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그 해결책을 도출하는 근거를

논증하기 위해 자금세탁의 단계 및 유형, 자금세탁범죄 대응의

중요성도 함께 적시하였다.

셋째, 자금세탁 방지제도 개선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먼저 기존 FIU 제공 정보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자금세탁범

죄 대응에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현재

그 기능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FIU의 심사, 분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되도록 하였다.

넷째,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AI 내지 기계학습을 도입하는

한편, 이를 이용한 광범위한 빅데이터에 접근으로 인한 개인정

보보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동형암호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

다. 결국 동형기계학습을 금융거래정보에도 적용하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임을 지적하였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해 발

생할 수 있는 법적인 쟁점들도 면밀히 검토하여 위 제도 개선이

법적으로도 뒷받침 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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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현행 자금세탁 방지 제도 개관

제 1 절 자금세탁의 의의

일반적으로 ‘자금세탁’(Money Laundering)1)이란 범죄 수익을

숨기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 또는

그 ‘행위’를 의미한다.2)『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 방지

에 관한 UN 협약』(1983)3)에서 자금세탁의 개념적 요소로는

“① 자산의 불법 출처를 은닉하거나 가장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

의 실행에 관여한 자들의 법적 책임을 면하도록 지원하기 위하

여 행하는 자산의 이전 또는 양도, ② 자산이 범죄행위로부터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산의 성질 출처 처분 이전 소유

1) ‘Money Laundering’이라는 용어는 1920년대 미국의 이탈리아계 마피아들이 세탁소에서 

현금거래가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도박 또는 불법 주류 판매로 얻은 불법 수익을 자신들

의 영향력 하에 있던 이탈리아인 운영의 세탁소의 합법적인 수입으로 위장한 데서 비롯

되었다. 법무부‧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자금세탁범죄 해설과 판례』(2011), 16면. 

이후 자금세탁이라는 용어는 1970년 미국의 은행비밀보호법(Bank Secrecy Act)이 제정

되면서 법적 공식용어가 되었다고 한다. 탁희성‧도중진, “조직범죄관련 자금세탁범죄 대

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2004. 12.), 41면; 정환만‧김병일, 

“자금세탁 조세범죄의 국제적 동향과 그 전제범죄에 관한 연구”, 조세학술논집 제33집 

제3호(2017. 10.), 322면. 조직범죄집단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범죄의 증거를 인

멸하며, 합법적인 사업에 진출하여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자금을 합법적

인 돈으로 둔갑시키려 한다. 이를 가리켜 넓은 의미의 자금세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이다. 김용욱, “자금세탁죄의 개정방향 : 초국가적 조직범죄집단과 관련하여”, 형사정책

연구(2009. 12.), 230면. 

2) 유사한 정의로 김성룡, “범죄수익등의 수수 죄와 변호인의 자금세탁죄”, 법학논고 제65

집(2019. 4.), 89면; 이진국, “자금세탁과 형법적 대응방안”, 비교형사법연구 제12권 제2

호(2010). 631면; 정환만‧김병일, 전게논문, 322면. 따라서 자금세탁범죄는 결국 불법적

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적법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하는 범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대검찰청,『범죄수익환수 업무매뉴얼』(2019), 51면. 자금세탁의 특성으로 국제

범죄성, 조직범죄성, 화이트칼라형 범죄 등을 지적하는 것으로는 법무부‧금융위원회 금융

정보분석원, 전게서, 17-18면. 그 상세한 내용은 탁희성‧도중진, 전게논문, 47-48면. 국

경 없는 경제범죄(Borderless Economic Crime) 또는 조직범죄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

는 견해로 남상근, “지하경제의 자금세탁 규제에 관한 고찰”, 법과기업연구 제3권 제1호

(2013. 6.), 99면. 

3) 보통 ‘비엔나협약’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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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사실을 숨기는 행위, ③ 자산을 수취할 때 그것이 범죄행

위에 의해 발생한 자산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자산을 취

득 소지 또는 사용하는 행위”라고 한다.4)

우리나라는 자금세탁의 정의를『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자금

세탁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즉, “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5)의 규정에 의한 범죄행위,6) ② 마약

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7) 규정에 의한 범죄행위,8)

4) 김석태, “정보 통합관리를 통한 금융지주회사의 효과적인 자금세탁 리스크 관리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20권 제7호(2019. 12.), 55-56면; 법무부‧금융위원회 금융정보

분석원, 전게서, 16면. 한편, 1989년 G7 정상회의를 통해 설립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인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FATF의 권고사항 서문에서

는 자금세탁을 ‘범죄수익의 불법적인 원천을 가장하기 위한 과정’(the process of 

criminal proceeds in order to disguise illegal origin)이라고 보고 있다. 법률용어로서

의 자금세탁은 불법적인 수익을 법적으로 정당화되는 사람이나 계좌를 이용하여 이전함

으로써 그 불법수익의 원천이 추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The act of 

transferring illegally obtained money through legitimate people or accounts so 

that its original source cannot be traced"). Bryan A. Garner,『Black's Law 

Dictionary』, Deluxe, Ninth Edition, pp1097.  

5) 제3조(범죄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

닉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이는 ① 범죄수익 등의 취득, 처분, 또는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범죄수

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②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는 행위(범

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로 구분된다. 여기서 범

죄수익 등이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범죄수익의 과실(果實)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對價)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

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말한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및 제4호 참조.  

7) 제7조(불법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성질, 소

재(所在), 출처 또는 귀속(歸屬)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假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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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세범처벌법 제3조,9) 관세법 제270조10) 또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11)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

득 처분 또는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

닉하는 행위”12)라고 한다.13)

일반적으로 자금세탁은 자금의 원천을 위장하기 위해 현금거

래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은 “① 재산의 진정한 소유자

및 출처를 은닉하고, ② 자금세탁 진행 중 또는 그 이후에도 그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즉, 마약류 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그 불법수익 등에 관하여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인

데, 여기서 불법수익 등이란, 불법수익(마약류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그 범죄행위

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

61조 제1항 제1호(미수범을 포함한다)의 죄에 관계된 자금),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불법수익의 과실(果實)로서 얻은 재산, 불법수익의 대가(對價)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

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불법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으로 얻은 재산) 및 그 재산

과 그 재산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을 말한다. 

9)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

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

세액 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0)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

고를 한 자(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구매대행 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 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1)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

탈세액 등"이라 한다)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2) 결국 조세포탈이나 관세포탈 등 조세범죄를 목적으로,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

는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대해 가장하거나 그 재

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자금세탁방지 2019 연차보

고서』(2020. 6.), 11면. 

1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조세나 관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재산의 은닉‧가장행위는 합법적인 재산이라도 은닉‧가장의 대상이 될 수 있

는바, 범죄수익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통용되는 자금세탁 유형에 포섭될 수 

없으므로 삭제되어야 한다는 견해로는 김용욱, 전게논문, 239면. 타당한 지적이지만, 이 

논문에서 논증할 대상은 아니므로 상세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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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며, ③ 자금세탁에 의해 범죄수익의

형태를 변경한 경우”에 자금세탁이 이뤄졌다고 한다.14)

이와 같이 자금세탁이란 불법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

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 받아들여지

지만, 각국의 법령이나 학자들의 연구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개

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어 자금세탁에 대해 한마디로 정의하

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15)

제 2 절 자금세탁 방지 제도의 체계

1. 서 설

자금세탁 방지제도는 금융기관·금융정보분석원(FIU)·법집행기

관 등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행하는 각종 예방적 억제적 조치

의 총체적 체제를 말한다.16)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방지 제도의 근거 법률은『특정 금융거

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 은닉의 규

14)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자금세탁방지 2019 연차보고서』(2020. 6.), 10면. 

15) 탁희성‧ 도중진, 전게논문, 42면; 남상근, 전게논문, 99면. 

16) 법무부‧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전게서, 26면. 이에 대해 자금세탁 방지는 국내‧국제

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

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 시스템을 말한다는 견해도 있다. 김석태, 

전게논문, 56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세계적 차원의 노력에 관하여 간략한 설명으로는 

김용욱, 전게논문, 231-232면. 미국의 경우 재무부 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과 IRS가 협력하는 체제로 되어 있으며, IRS가 자금세탁 규제에 

따른 금융기관의 규제 및 감독, STR 수집‧관리‧분석을 주도적으로 행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과 자금세탁방지법(Money Laundering 

Control Act) 등에 근거한 의심거래 등의 보고 정보는 IRS-CI(IRS Criminal 

Investigation)의 중요한 정보 원천의 하나이며, IRS-CI에 의한 금융정보분석기구

(FinCEN) 데이터베이스 접속건수는 법집행기관 중에서 가장 많다고 한다. 정환만‧김병

일, 전게논문, 328-329면. 기타 영국과 호주에 관한 설명은 위 논문 329-331면  참조. 

세계 각국의 자금세탁 방지 제도에 관하여 상세한 연구로는 안형도외6,『금융정보분석원

(FIU)제도 도입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심사분석(00-04), 80-109, 135-138면; 탁

희성‧ 도중진, 전게논문, 51-14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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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위 법률들에 따른 자금세

탁 방지의 핵심은『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률』에 의한 자금세탁 행위의 범죄화,『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

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심거래 보고 제도·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고객확인제도라고 할 수 있다.17)

2. 자금세탁의 범죄화

자금세탁 행위가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자금세탁의 대상 자금

이 전제범죄(Predicate Offenses)18)로부터 발생한 불법 자금이어

야 한다. 다만, 그 전제범죄가 반드시 처벌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제범죄가 처벌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자금세탁 범

죄 자체가 독립적인 범죄로 처벌된다.19)

전형적인 자금세탁범죄로는『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17)『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형사법적 측면,『특정 금융거래정

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행정법적 측면의 제도라는 견해로 이한진, “자금

세탁방지제도로서의 혐의거래보고 및 고액 현금거래보고”, 행정법연구 제16호(2006. 

10.), 26면. 다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자금세탁 행위는 아니지만, 테러자금 조달 금지제

도의 일환으로『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 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테러자금 조달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등 일정한 범위에서 의심거래 

보고나 고객확인 제도가 똑같이 적용된다. 자금세탁을 통한 테러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자금세탁과 동일한 제도로 포섭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된다.  

18) 우리나라는 전제범죄의 범위를 목록으로 나열하는 방식을 택하여 2001년 금융정보분석

원 출범 당시 38종의 범죄를 지정한 이래 전제범죄 범위를 꾸준히 확대하였다. 최근 뇌

물수수·공여죄, 사기·횡령·배임죄, 저작권법위반범죄,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범죄,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위반 

범죄 등을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범죄들을 자금세탁의 전제범죄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금

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자금세탁방지 2019 연차보고서』(2020. 6.), 12면. 현재는 

171종의 범죄를 자금세탁 전제범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본의 241개

와 비교할 때 적은 편이다. 김석태, 전게논문, 57면. 한편, 이러한 제한적 열거 방식의 

전제범죄 규정 태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로는 김용욱, 전게논문, 242-244면. 자

금세탁범죄 규제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일정 법정형 이상의 모든 죄는 전제범죄로 하

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자금세탁방지 2019 연차보고서』(2020. 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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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범죄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 또는 수수행위”20)를 들 수

있다.21) 즉, 범죄수익 등의 은닉 가장 수수 행위의 처벌규정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에만 규정되어 있다.22)

여기서 주의할 것은『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자금세탁 행위’와 ‘자금세탁범죄’

로서 형사 처벌되는 행위유형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다.23)

한편,『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 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테러자금의 조달행위24) 등도

엄밀한 의미에서 자금세탁 행위는 아니지만, 역시 처벌 대상으

로 규정되어 있다. 이 법률과『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

용 등에 관한 법률』이 짝을 이뤄 테러자금 지원을 위한 자금세

탁에 대응하는 법적 장치 역할을 한다.25)

20) 이러한 형태의 행위 태양 규정이 자금세탁범죄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

하는 견해로는 김용욱, 전게논문, 245면. 

21) 대검찰청,『범죄수익환수 업무매뉴얼』(2019), 52면. 물론 조세나 관세포탈을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자금세탁의 한 유형으로 보기는 하나, 이는 

원인되는 재산이 범죄수익은 아니라는 점에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해 자금세탁의 유형

에서 삭제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은 전술하였다.  

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범죄수익환수 실무 연구』(2019), 385면.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자금세탁의 전제범죄가 마약류 범죄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자금세탁의 전제범죄가 위 법에서 정하

는 중대범죄 등으로 확대되게 된 것이다. 다만,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범죄수익 등의 은닉, 가장, 수수 

죄에 대한 최근의 상세 논의로는 김성룡, 전게논문, 91-100면 참조. 

23) 김용욱, 전게논문, 238면. 즉, 자금세탁범죄에는 범죄수익 등의 수수행위가 포함되어 있

어 자금세탁의 정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 즉,『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죄와『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제8조 위반죄도 자

금세탁범죄에 포섭되어 있어『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말

하는 자금세탁 행위와는 완전히 일치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견해로는 탁희성‧ 도중진, 전게논문, 178면.     

24) 유엔(UN)의 테러 자금조달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1999)] 및『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 

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참조. 

25) 김용욱, 전게논문, 2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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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심거래 보고(STR) 제도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STR)는 ①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② 금융거래의 상대방이『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항26)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등 자금세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

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또는 ③『범죄수익 은닉의 규

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27) 및『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 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

한 법률』제5조 제2항28)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29) 이 때 금융회사 등은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밝혀야 하는데,30) 판단 주체가 금융기관 종사자라는 점에서 이

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31)

26)『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금융실명거래) ③ 누구든지「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

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27) 제5조(금융회사 등의 신고 등) 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 등"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은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 등이라는 사

실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

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

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8) 제5조(금융회사 등 및 그 종사자의 의무) ② 금융회사 등의 종사자는 금융거래와 관련

하여 수수한 재산이 공중협박자금 또는 대량 살상무기 확산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

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4조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나 그에 

따른 지급ㆍ영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제6조 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29)『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금융위원회 금융정

보분석원,『자금세탁방지 2019 연차보고서』(2020. 6.), 12면. 보고책임자는 특정 금융

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 규정상의 별지 서식에 의한 의심거래 보고서에 보고기관, 거래상

대방, 의심스러운 거래내용, 의심스러운 합당한 근거, 보존하는 자료의 종류 등을 기재하

여 온라인으로 보고하거나 문서 또는 외부저장매체로 제출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전화나 FAX로 보고하고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한다. 남상근, 전게논문, 108면. 

30)『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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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STR 및 법집행기관 제공 건수32)

(단위 : 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융회사 

보고
329,436 290,241 378,742 501,425 624,076 703,356 519,908 972,320 926,947

법집행
기관제공 13,110 22,173 29,703 30,361 34,994 25,205 22,668 33,392 29,423

4.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제도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CTR)는 일정 금액 이상33)의 현금 거래34)를 금융정보

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제도이다. 금융기관 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의심거래 보고만으로는 자금세탁 적발에 한계가 있

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자금세

탁 거래가 대부분 고액의 현금 거래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모든 나라에서 CTR 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35)

호주36) 캐나다 대만 태국 등 여러 나라37)에서 도입 시행되고 있

31) 정환만‧김병일, 전게논문, 326면; 남상근, 전게논문, 107면; 전 욱,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에 관한 검토”, 법학연구 제15집 제1호(2007), 237면 등 참조. 

32)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자금세탁방지 2019 연차보고서』(2020. 6.), 13면. 

33) 1거래일에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 일시, 거래

금액 등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보고 된다. 우리나라는 2006년에 이를 처음 도입하였

는데 도입 당시 기준금액은 5,000만원이었으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

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을 통해 2008년 3,000만원, 2010년 2,000만원으로 낮아져 

왔고, 2019년 개정으로 현재는 1,000만원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자금세탁방

지 2019 연차보고서』(2020. 6.), 13면. 

34) 여기서 고액현금거래 보고 제도상 보고 대상은 오직 현금이 수반되는 것만을 의미하며, 

계좌이체나 인터넷 뱅킹 등 회계 상의 가치 이전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승필, 전게

논문, 6면 각주6) 참조. 같은 취지로 이한진, 전게논문, 28, 39면. 금융기관 창구에서 이

루어지는 현금거래, 대체거래, ATM기기를 통한 현금 입‧출금 등은 보고대상이 된다.  

35)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모든 금융기관은 동일인이 1일 1만 달러를 초과하는 미화 또는 

외국통화를 은행에 입․출금하는 경우, 또는 은행을 통하여 송금 또는 환전하는 경우에 은

행은 그 사실을 IRS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한 고객이 하루에 수차례에 걸

쳐 입금 또는 출금․송금․환전한 금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손

영화,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위한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법과기업연구 제5권 

제2호(2015. 8.), 136면 각주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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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8) CTR은 객관적 기준에 의한 보고가 이루어져 기본 자료의

확보가 유리하고, 고액보고에 해당하는 기준이 일반에게 이미

공지됨으로써 자금세탁 행위에 대한 일반 예방적 효과가 있

다.39)

[표2] CTR 건수40)

(단위 : 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융회사 

보고 11,354 10,305 9,215 8,642 8,901 8,943 9,584 9,535 15,665

5. 고객확인 제도

고객확인 제도(Customer Due Diligence, CDD)란 금융회사 등

이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합당한 주의로서 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실명(성

명, 주민등록번호)과 주소, 연락처,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41)

36) 캐시·딜러(금융기관, 금융회사, 보험회사, 보험 취급업자, 증권 및 금융 파생상품거래 중

개업자, 유닛·트러스트의 수탁자나 관리자, 도박기관 등)는 일정한 거래에 대해 오스트레

일리아 거래보고·분석센터(AUSTRAC)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일정

한 거래에는 의심거래(캐시·딜러가 탈세나 세법 혹은 다른 법률위반에 관련한 거래, 또는 

범죄에 의한 수익이 관련된 거래라고 의심함에 충분한 합리적 근거를 가지는 경우)는 물

론, 1만 호주 달러(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외화) 이상의 고액현금거래가 포함된다. 다만,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대책법(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m 

Financing Act 2006)에 근거하여 관련 거래가 보고되었을 경우에는 보고할 필요가 없

다. 손영화, 전게논문, 137면 각주 43). 영국에 관하여는 이한진, 전게논문, 34면.  

37) 최근 들어서는 과테말라. 슬로베니아, 파나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 그 도입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남상근, 전게논문, 109면.  

38) 손영화, 전게논문, 136-137면. 

39) 최승필, 전게논문, 6면. 

40)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자금세탁방지 2019 연차보고서』(2020. 6.), 14면. 

41) 이와 관련하여,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

항도 추가로 확인하여야 하는데, 그 고객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정

하는 사항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즉, ① 먼저 25% 이상의 지분 소유자를 확인하고, 

② 위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최다출자자, 임원 등 과반수를 선임한 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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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이다.42) 나아가, 고위험 고객 등 자금

세탁 위험이 큰 경우43)에는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Enhanced

Due Diligence, EDD)44)를 통해 거래목적이나 거래자금의 원천

까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45)

제 3 절 금융정보 분석 기구 : 금융정보분석원(FIU)

1. FIU의 의의 및 주요 임무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46)은 금융회

사 등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의심거래보고 등 금융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단일의 중앙국가기관

이다.47)

해당 법인이나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 중 어느 한 사람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위 

사항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5 참조. 다만, 금융기관 직원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재량 영역이 존재하므로 확인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안이 특정되고 이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일단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는 지침이 없는 한,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이를 수행해야 할 실질적 의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최승필,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법적검토”, 중앙법학 제13권 

제1호(2011. 3.), 4면. 

42)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자금세탁방지 2019 연차보고서』(2020. 6.), 14면.  

43) 금융기관 스스로 고객 및 거래유형에 따른 자금세탁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 고객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수행토

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는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고객을 가려내기 위해 위험도 

평가시스템을 도입토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환만‧김병일, 전게논문, 328면 

4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항 제2호,『자금세

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제2019-2호) 

제42조, 제43조.  

45) 또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자인지의 여부, UN에서 발표하는 테러리스

트인지의 여부, FATF-GAFI에서 발표하는 위험국가의 국적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

록 되어 있다. 

46) 이하 FIU라 한다. 

47)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자금세탁방지 2019 연차보고서』(2020. 6.), 19면. 금융

정보분석원장 산하에는 2개실, 4과(기획행정실ㆍ제도운영과ㆍ심사분석실ㆍ심사분석1과ㆍ

심사분석2과 및 심사분석3과)를 두어 운영을 하고 있다. 강성용‧이성기‧박형식,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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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는 ① 보고된 혐의거래내용과 ② 외환전산망 자료, 신용정

보, 외국 FIU의 정보 등 자체적으로 수집한 관련 자료를 종합·

분석한 후 불법거래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의심거래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금융거래자료를 검찰청·경찰청·국세청·관

세청·금융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게 된

다.48)

2. 의심거래 고액 현금거래 보고와 법집행기관 정보제공

구체적으로 분설하면, 먼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회사

등은『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4

조49) 및 제4조의250) 규정에 따라 의심거래 및 고액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FIU는 위 보고들

에 대한 심사 분석을 거쳐 의심거래 또는 고액 현금거래보고와

함께 그 분석자료를 8개 법집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51)

범죄 수사 지원을 위한 금융정보분석원 개선 방안 연구”, 경찰학연구 제12권 제2호

(2012. 6.), 84면. 

48) 남상근, 전게논문, 108면. 물론, 법집행기관에서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먼저 특정금융거

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심사를 거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특

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4항. 

49)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① 금융회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

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2.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을 위반

하여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

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

라 금융회사 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50) 제4조의2(금융회사 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① 금융회사 등은 5천만 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는 제외한다)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 등"이라 한다)을 금융거래의 상대방

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領收)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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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검찰청에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

는데 ‘형사사건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한정하고

있어 법률에서 정한 의심거래나 고액 현금거래 정보와 이를 분

석한 자료 중 형사사건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만이

제공된다.52)

아래 통계상으로 볼 때 국세청 통보가 절반이 넘는 수준인

56.9%로 가장 많고, 검찰청 통보는 3.9%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자금세탁

방지 제도업무 체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1]과 같다.

51)『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

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

무, 관세 범칙사건 조사, 관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관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

무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조사, 금융감독업무 또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

무(이하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이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를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에 제공한다.

    1. 제4조 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보고한 정보 중 특정형사사건의 

수사 등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제8조 제1항에 따라 외국금융정보 분석기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중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 또는 제4조의2 및 제6조에 따라 보고ㆍ통보받은 정보를 정

리하거나 분석한 정보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

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

보를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에게 제공한다. 

52)『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의2(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법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불법

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1. 검찰총장에게 제공하는 정보: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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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법집행기관 제공건수53)

구분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 선관위 해경 국정원 합계

2014 1,606 6,599 17,195 4,834 33 21 73 0 30,361

2015 652 7,439 23,597 3,281 20 5 0 0 34,994

2016 1,136 6,678 14,827 2,232 329 0 0 3 25,205

2017 735 4,910 13,773 2,972 30 0 210 4 22,634

2018 890 10,572 17,746 4,178 6 0 0 0 33,392

2019 1,924 11,760 13,069 2,658 12 0 0 0 29,423

합계 6,943 47,958 100,207 20,155 430 26 283 7 176,009

[그림1] 자금세탁 방지 제도 업무 체계54)

53)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자금세탁방지 2019 연차보고서』(2020. 6.), 68면. 

54)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자금세탁방지 2019 연차보고서』(2020. 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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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분석 절차

위에서 살펴본,『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

한 법률』제7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의심거래 또는 고액 현금

거래의 법집행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여부는 아래와 같은 심사

분석 절차를 거쳐 그 제공 여부가 결정된다.55)

[그림2]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분석절차56)

물론 기초분석 및 배당 전 접수된 정보의 위험도를 룰/스코어

링 시스템(Rule and Scoring System)을 통해 통계적으로 평가

하여 고위험 군을 자동 선별하게 된다(전산분석).57) 룰/스코어링

55) 금융정보분석원 훈령 제34호 참조. 

56)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업무 개괄”(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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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란 자금세탁의 혐의도를 계량화하여 점수로 보여주는

스코어링 시스템과 자금세탁의 유형을 시나리오화 한 룰 시스템

이 결합된 것으로 기초분석 시 자동배당에 활용하게 된다.58)

여기서 '룰'은 과거의 의심거래보고나 통계, 경험 등에서 확인

된 유형 분류 체계와 패턴 등으로부터 개발된 것이고, 적용되는

‘스코어’는 해당 거래의 특성과 그 거래에 관여한 사람에 따른

것이다.59) 분석된 의심거래 보고의 20%는 고위험, 15%는 중위

험, 65%는 저위험으로 자동 분류된다. 여기서 고위험군은 상세

분석을 위해 분석관에게 자동 송부되고, 저위험군은 향후 사용

을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며, 중위험 혐의거래보고는 심사

분석실에서 상세분석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한다.60)

기초분석 및 배당 단계에서는 의심거래의 거래 유형, STR의

서술 내용 등을 통해 ‘수동’ 기초분석을 실시하여 상세분석 대상

을 선정한 다음, 각 과(심사1,2,3과)로 배당하게 된다. 이후 각 과

에서는 STR, CTR, 행정 기업자료 등을 바탕으로 상세 분석을

실시, 법집행기관 제공 필요성을 판단하되,61) 분석완료보고서를

작성한다. 심사가 완료되면 정보 분석 심의위원회62)를 거쳐 법

집행기관 제공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63)

57) 이러한 절차 외에 금융정보분석원 자체 설정 기준(주요 테마 또는 유형)에 따라 금융정

보분석원에 축적된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대상을 추출하여 분석하는 전략분석이 있는데, 

이에 대비하여 개별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한다는 의미에서 전술분석이라 칭하는 견해

도 있다. 강성용‧이성기‧박형식, 전게논문, 85-86면. 

58)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자금세탁방지 2019 연차보고서』(2020. 6.), 25면.

59) 혐의거래 추출 모델로서 ‘룰’ 기반 기술과 향상된 스코어링 모델에 관한 소개로는 김성

래‧김은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혐의 거래 추출 모델”, 한국멀티미디어학회 학술발표

논문집(2009. 5.), 635-636면.   

60) Korea, "Anti-Money Laundering and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Mutual Evaluation Report(26 June 2009) pp. 57. 

61) 물론, 전략분석도 병행하긴 하지만. 자동 전산분석만 거치지 않을 뿐 나머지 절차는 모

두 보통의 심사 절차와 동일하다. 사실 전략 분석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위와 같은 전

산분석으로 위험군을 선별하여 분석하는 현 제도의 불완전성을 말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2) 금융정보분석원장, 심사분석실장(통상 검사가 파견되어 있다-강성용‧이성기‧박형식, 전게

논문, 85면),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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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IU가 입수 가능한 자료

FIU는『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64) 시행령 제14조65) 등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입수하여 의심거래 보고 심사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입수가 가능한 행정자료는 매우 다양한데,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자료, 범죄경력, 세적자료, 수출입통관자료, 출입

6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9항 참조. 

64) 제10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제7조 제1항 제

3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제4조의2 또는 제6조에 따라 보고ㆍ통

보받은 정보를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그 이용 목

적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다음 각 호의 자료(금융거래정보는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

    2.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3.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3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금액에 관한 자료

    4. 사업의 종목,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에 관한 기본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5. 그 밖에 심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신용정

보 집중기관의 장에게 그 이용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신용정보(금융거래정보는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할 때에는 보고받거나 제공받은 사항이 

제4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외국환업무에 따른 거래를 이용한 금

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 거래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요구하는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

65) 제14조(자료제공의 요구) ① 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에 관한 자료

    2.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신고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

한 자료

  ② 법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

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대하여 서면ㆍ모사

전송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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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현황자료, 고용보험자료, 등기부등본 등이 있고, 외환거래자료,

기업 관련 자료 등 일부에 대해서는 온라인을 통해 주기적인 확

보가 가능하다.

[표4] 입수 가능 행정자료66)

자료명 입수처 근거 수집방식 평균소요기간*

가족관계부 지방자치단체
(보유기관 대법원)

법
§10①1

서면,
개별배부 14일

주민등록자료 행정자치부 법
§10①2 온라인 조회 실시간

범죄경력 경찰청 법
§10①3

서면,
개별배부 24.5일

세적자료 국세청 법
§10①4 전산파일 11.7일

수출입통관 관세청 시행령
§14② 전산파일 38일

출입국현황
(내국인) 법무부

시행령
§14②,
협의

외국인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실시간

출입국현황(외국인)
등록외국인자료 법무부

시행령
§14②,
협의

외국인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실시간

고용보험 한국고용정보원
시행령
§14②,
협의

전산파일 10.9일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대법원

시행령
§14②,
협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실시간

[표5] 입수 가능 신용정보 기업정보67)

자료명 입수처 근거 수집방식 입수주기

외환거래자료 한국은행 시행령 §11②2 온라인 월3회

기업정보 한국기업데이터
(크레탑)

유 료 DB연결 월2회

지급수단반출입 관세청 시행령 §11②1 문서 월1회

66)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업무 개괄”(내부 자료)

67)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업무 개괄”(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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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FIU 통보(이첩) 사건의 처리

1. 일선청 이첩 절차

FIU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가 이첩되면,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

부 수사지원과에서 접수하게 된다(이를 FIU 이첩사건68)이라 한

다). 그 과정에서 만약 해당 정보와 관련된 사건이 수사 중에 있

는 경우라면 바로 수사 중인 청에 이첩되도록 되어 있고, 그 외

추가 정보수집이나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정보 담당관실

및 범죄수익 환수단을 경유, 검증절차를 거쳐 수사 필요성이 있

는 경우 ‘일선청에 이첩’, 아니면 ‘자체 종결처리’를 하고 있다.69)

일선 청 이첩 절차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3] FIU 이첩 사건 이첩 절차도70)

68) FIU 이첩 사건에 대해서는 대검찰청 예규로『특정금융거래정보 접수 및 처리지침』을 

제정하여 그 접수 및 처리 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69)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FIU 이첩사건 수사매뉴얼”(2019) 22면. 모든 FIU 이첩 사건

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분석을 통해 선별한 사건들만 일선청에 이첩

된다.   

70)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전게 매뉴얼,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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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선청의 내사 및 수사 단계

사실, FIU 이첩 사건 자체는 특정 금융거래와 이를 분석한 자

료이므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분석 자료에 언급된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직원 여부, 친인척 등 친분관계, 거래처

관계자 등) 파악이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고용보험, 직장가입자

조회 등을 통한 인물 관계 분석 필요가 있다.71) 법인(등기부등본

상 등재된 인물 포함) 및 개인(혐의자 및 관련자 등 기재된 인

물 모두)에 대해 현재 관련 수사 중인 사건의 존부, 동종 또는

유사 전과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기업정보(크레탑 등), 금융감독원 전자공

시시스템 등의 자료를 확보한다.

이러한 확인절차를 거쳐 자금흐름의 상세를 파악할 금융계좌

추적용 영장을 통해 단계적 또는 일괄하여 광범위한 금융거래정

보를 확보, 자금추적을 실시하게 된다.

제 5 절 법집행기관의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검찰청을 비롯한 법집행기관은 ① FIU로부터 정보제공을 받

은 사건에 대한 수사나 조사 도중은 물론, ② 특정범죄에 대한

수사나 조사를 위하여 먼저 FIU를 상대로 금융거래정보를 요청

할 수 있다.72) 물론,『FIU 특정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 가능 전

제범죄』(특정형사사건)73)만 가능하다.74)

71) 예컨대, 허위 직원 등재를 통한 비자금 조성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내역과 가족관계증명

서 등의 확인이 필수적이다. 

72)『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4항. 

7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특정형사사건“은『범

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① 제2조 제1호의 별표 중대범죄, ② 동

법 제2조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 ③『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제6조, 제9

조, 제10조의 죄, ④ 마약류관리법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죄, ⑤ ①~④의 죄와 상상



- 22 -

정보요구서에는『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

한 법률』제7조 제5항 각호의 내용(대상자의 인적사항, 사용 목적,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범죄 혐의와 조세탈루 혐의 등 정보 필요성

과 사용목적과의 관련성)이 기재되어야 한다. 물론 필요 시 요구

서의 보완 요청이 가능하다. 이후 마찬가지 절차에 따라 정보분

석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보 제공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요청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 특정금융

거래정보 및 이에 대한 분석 결과물에 국한되고75) 그 외에 금융

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는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일

정기간76)에 있었던 대상자 및 대상자와 관련이 있는 사람의

STR, CTR 및 그 분석자료에 국한된다. 통계상 국세청이 전체

의 98.8%로 압도적 다수이며, 검찰의 경우는 2.9%, 특히 최근 3

년간은 1.4%에 불과하다.

[표6] 국내 법집행기관의 요구에 의한 제공건수77)

구분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 선관위 해경 국정원 합계
2014 691 332 23,032 1,306 3 82 22 0 25,468

2015 2,678 400 26,187 1,252 1 1 6 0 30,525

2016 894 343 32,901 680 5 7 4 19 34,853

2017 509 358 37,114 449 2 1 5 1 38,439

2018 523 481 36,562 441 0 5 11 0 38,023

2019 567 398 36,709 278 0 0 12 11 37,975

합계 5,862 2,312 192,505 4,406 11 96 60 31 205,283

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 ⑥자금세탁범죄 중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가장(예비, 음모 포함)죄】와 마약거래방지법 제7조【불법수익등의 은닉, 가장(예

비, 음모 포함)죄】가 있다. 

74)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전게 매뉴얼, 45면.

75) 강성용‧이성기‧박형식, 전게논문, 89면. 

76) 실무상은 보통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요청하는데 그보다 더 장기간에 걸친 자료를 요구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77)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자금세탁방지 2019 연차보고서』(2020. 6.), 70면. 2015

년까지 통계가 정확한 것인지는 의문이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자금세탁방지 

2015 연차보고서』(2016. 11.), 73면에 따르면, 법집행기관 요구에 의한 제공 건수는 

125건, 251건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왜 2015년에는 2,600여건의 요구가 있

었는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보고서를 모두 검토해 봐도 아무런 설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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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양식78)

7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실제 정보제공요구서에 개인정보를 삭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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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별지 거래대상자 양식79)

물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법집행기관에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는 재판에

서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제한도 있다.80)

이러한 정보제공 요청에 대해 요구서 접수 후 심사분석을 통

해 제공 여부가 결정되게 되는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79)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전게 매뉴얼, 49면.

80)『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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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분석절차81)

제 6 절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사건 처리결과 보고

FIU 이첩사건을 수사하면서 FIU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

고, FIU로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82)를 회신 받은 경우에는 실제

수사에 있어 활용한 결과를 적극 중간 소극으로 구분하여 그 활

용사례를 보고하여야 한다.83) 이것은 그야말로 활용 결과에 대

한 3단계 평가에 불과한 것으로 FATF에서 언급하고 있는 진정

한 의미에서의 피드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수사기관에서

수집한 증거와 그 의미, 인정된 자금세탁 유형 등에 대한 정보

공유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아래는 그 활용결과보고의

예시이다.

81)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업무 개괄”(내부 자료)

82) FIU에 정보제공요구를 하여 회신 받은 특정금융거래정보는 30자료라고 한다. 

83)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전게 매뉴얼, 29면. 이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특정 금융거래정

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건수 및 제공한 건수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

문이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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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특정금융거래정보 처리 활용보고 양식84)

84)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전게 매뉴얼, 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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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현행 자금세탁 방지 제도의 문제점

제 1 절 서 설

현행 자금세탁 방지 제도가 한계를 가진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금세탁의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

인 유형은 통상 어떠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이해하여야만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자금세탁 범죄와 한층 교묘

해진 수법을 적발해내는 것이, 현재와 같은 FIU의 협소한 정보

제공 시스템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

이다.

제 2 절 자금세탁의 단계 및 유형

1. 자금세탁의 단계

가. 개요

자금세탁은 조직적이고, 대단히 기술적이며, 매우 교묘한 형태

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개념적으로는 3단계85)로 이루어

진다고 한다.86) 첫째는 범죄행위 내지 불법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을 금융기관 등에 유입시키는 배치87) 단계(Placement),

둘째는 이러한 자금의 불법성을 은폐하기 위하여 각종 금융거래

85) 미국 관세청이 개발한 이론이라고 한다. 법무부‧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전게서, 19면.  

86) John Walker Consulting Service, "Estimates of the Extent of Money Laundering 

in and through Australia", Prepared for the AusTRAC(1995), pp11. 

87) 이를 편입 단계라고도 한다. 정환만‧김병일, 전게논문, 3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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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반복조작 하는 이른바 반복88) 단계(Layering), 셋째는 반복단

계를 거쳐 합법적인 재산의 외관을 가지게 된 불법자금을 정상

적인 경제 체계 안으로 유입시키는 통합 단계(Integration)89)이

다.90)

나. 배치 단계

앞서 본 바와 같이 배치단계란 “범죄행위로부터 취득한 범죄

수익을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금융기관 등을 통해 이전91)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92) 이 경우 거액의 현금을 그대로

금융기관에 예치시키는 것은 집중적인 감시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은행에 예치할 때 소액으로 분할하여 입금하거나

또는 귀금속 가게 술집 등과 같이 현금거래가 많은 사업체를 이

용하는 경우가 많다.93)

다. 반복 단계

반복단계는 “범죄수익의 출처 또는 소유자를 가장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복잡한 금융거래 등을 거쳐 정상적인 자금과 유사하

88) 이를 조작‧반복 단계라고 하며(탁희성‧도중진, 전게논문, 43면), 은폐 단계라고도 한다. 

정환만‧김병일, 전게논문, 323면. 해당 자금을 그 원천으로서의 범죄행위 혹은 불법 거래

가 행해진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다른 곳으로 분리하는 과정이다. 

89) 이를 합법화‧투자 단계라고도 한다. 정환만‧김병일, 전게논문, 323면.

90) 탁희성‧도중진, 전게논문, 43면. 

91) 이 단계에서 이용되는 수법으로는 범죄수익을 ① 비밀장소에 은닉하거나, ②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③ 합법적인 사업체의 소득과 합치거나, ④ 금융기관을 통해 이전시키는 것 

등이 있으나,  이들 수법 중 ④의 수법이 주로 이용된다고 한다. 금융기관 업무 속성상 

현금거래량이 방대하여 다른 수법보다 적발될 위험성이 적고 신속한 이전이 가능한 장점

이 있기 때문이다.  

92) John Walker Consulting Service, "Estimates of the Extent of Money Laundering 

in and through Australia", Prepared for the AusTRAC(1995), pp11에서는 “범죄행위

로 얻은 대량의 수익을 물리적으로 처분하는 것”이라고 한다(The physical disposal of 

the bulk cash profits that are the result of criminal activity). 

93) 법무부‧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전게서,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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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만드는 단계”이다.94)

이 단계에서 주로 이용되는 수법은 ① 입·출금을 반복하거나,

② 범죄수익으로 고가의 부동산, 주식, 보석, 자동차 등 다른 자

산을 구입하거나, ③ 외국의 위장기업을 이용하거나, ④ 범죄수

익을 조세피난처95) 등 여러 국가를 거쳐 이전시키는 것 등이 있

다. 특히, 외국에 설립한 위장회사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이

전시키거나 불법자금을 역외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이를 담보로

다른 국가에서 대출을 받는 수법 등을 사용하여 그 원천파악을

불가능하게 만든다.96) 이러한 반복 단계의 복잡성과 교묘함 때

문에 자금세탁 추적은 쉽지 않으며, FIU가 제공하는 정보만으로

는 수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라. 통합 단계

통합단계란 “충분한 반복단계를 거쳐 더 이상 진정한 출처나

소유자의 확인이 불가능 하게 된 범죄수익을 합법재산으로 가

장, 정상적인 금융거래나 경제활동에 편입시켜 다른 합법재산과

통합시키는 단계”로서,97) 지금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극히

곤란하여 적발이 매우 어렵다.98)

94) John Walker Consulting Service, "Estimates of the Extent of Money Laundering 

in and through Australia", Prepared for the AusTRAC(1995), pp11에서는 “자금의 

불법 원천과 그 수익금을 분리하기 위해 계좌이체 등 여러 차례의 복잡한 거래의 층을 

쌓아 올리는 것”이라고 한다(The piling on of layers of complex financial 

transactions(e.g. wire transfer) to separate the proceeds from their illicit 

sources). 

95) 범죄수익이 조세피난처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금융비밀보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원천을 파악하기가 더욱 곤란하게 된다. 

96) 법무부‧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전게서, 20면.

97) John Walker Consulting Service, "Estimates of the Extent of Money Laundering 

in and through Australia", Prepared for the AusTRAC(1995), pp11.도 동일한 취지

이다.  

98) 법무부‧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전게서,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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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금세탁의 유형

가. 개설

기본적으로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거나, 합법적인 사업체를

가장하거나 유령회사를 통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라 할 것이

나, 이러한 전통적인 방법은 물론, 반복거래 부동산투자 유령회

사 국제무역99) 현금밀수 등이나, 인터넷 송금, 인터넷 게임,100)

인터넷 도박, 카지노, 귀금속거래, 미술품거래, 선물 옵션 워런트

스왑 등 파생금융상품 거래, 무기명채권 무기명증권 여행자수

표와 같은 무기명 유가증권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매우 복잡하

고 전문적인 방법이 동원된다.101)

나. 공인된 사행성 게임을 통한 방식

공인된 사행성게임 즉 카지노나 경마·경륜장 등을 통한 자금

의 세탁방식이다. 운(運)에 따라 이득을 얻는 구조이므로 자금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행성 도박장을 통해 소위

웃돈을 얹어서 교환권을 구매하고 이를 통해 자금을 합법화하는

방식을 택한다.102)

99) 무역기반 자금세탁의 주요 사례에 대하여는 김재철, “무역기반 자금세탁에 관한 사례연

구”,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2017. 11.), 56-58면. 

100) 불법적인 수단으로 확보한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아이템 중개 사이트를 통해 

거래하고, 거래 대금으로 취득한 마일리지를 모아 대포통장으로 출금하거나, 상품권을 거

래하여 현금화함으로써 돈세탁을 하는 유형에 대하여는 심상은, “게임 아이템 거래를 통

한 자금세탁 기법 고찰 및 방지방법에 대한 연구”, 디지털포렌식연구 제9권 제2호(2015. 

12.), 7-15면 참조. 

101) 김용욱, 전게논문, 245면. 그 한계는 범죄인의 상상력의 한계와 일치한다고까지 언급

되고 있다. 법무부‧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전게서, 21면.

102) 남상근, 전게논문, 100면. 이에 따라 카지노 사업자의 영업장에서 현금 또는 수표를 

대신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현금 또는 수표를 교환하는 거래 

역시 보고 대상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최승필, 전게논문,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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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적 무역 및 송금거래를 통한 방식

신용장 등 무역 관련 서류를 위 변조하여 자금세탁을 하는 경

우, 또는 낮은 단가의 상품을 고가에 매매하거나 혹은 용역비용

지급 시 부풀린 단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103)하는

방식이다.104)

자금의 송금을 통한 방식으로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이

하의 금액으로 세분화하여 자금을 송금하거나, 수취하는 방식이

며, 일반적으로는 자체적인 송금거래보다는 용역 및 상품거래

또는 투자거래에 수반하여 송금을 하는 방식105)을 취하게 된

다.106)

라. 금융기관 거래를 통한 방식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세탁의 방식은 이론적으로 다양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단순 입출금의 경우107) 수사기관에서 입금된 자금

을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그 횟수가 커지지 않는 이상 이를

통해 자금세탁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며, 금융투자상품108) 또는

담보대출을 이용한 방식을 활용한다.109) 또한 신탁을 통해 신탁

103) 김재철, 전게논문, 55면. 

104) 남상근, 전게논문, 100-101면; 최승필 전게논문, 11면.

105) 김재철, 전게논문, 54-56면. 

106) 남상근, 전게논문, 100-101면; 최승필 전게논문, 11면.

107) 다량의 현금을 다수인에게 분산시켜 그들로 하여금 수 개의 금융기관 또는 지점에서 

계좌에 입금하거나, 다른 지급수단으로 교환하는 분할거래를 많이 쓴다. 또한, 채권이나 

증권을 자기앞수표나 현금으로 바꾸거나, 그 반대의 행위, 자기앞수표와 현금 사이의 교

환, 외화 환전 등도 범죄수익의 형태를 변경하는 수법으로서 많이 사용된다. 법무부‧금융

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전게서, 22, 25면. 

108) 금융투자상품은 원본의 손실이 가능한 상품이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원본 이상의 이득

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 이득 부분에 있어서는 자금세탁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109) 남상근, 전게논문, 100-101면; 최승필 전게논문, 11-12면. 한편 담보대출의 경우 범

죄자금으로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담보물을 마련한 다음 해당 담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담보물이 경매로 인해 새로운 양수인에게 원시취득 되는 순간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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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수익자를 별도로 하여 자금을 세탁하는 방식도 존재하

며,110) 무기명 상품인 양도성 예금증서의 경우 거래 시 배서를

요하지 않으므로 자금세탁에 활용이 가능하다.111) 금융상품의 경

우에는 일반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면 규제가 약화된 곳으로 해당

행위가 집중된다는 점에서 소위 규제차익을 얻기 위한

Regulation Shopping의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112)

마. 대체송금방식을 이용하는 방식

대체송금방식(Alternative Remittance System, 일명 ‘환치기’)

은 자금세탁방식 중 매우 빈번히 이용된 것 중의 하나이다.11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국내

은행에 개설한 계좌에 한화로 돈을 입금시킨 후 해외로 출국하

여 현지에서 국내은행 입금상당액 만큼의 외화를 건네는 방식이

있고,114) 다른 방식은 불법 외화 해외송금업자에게 송금을 부탁

하고 해외에서 외화를 받는 방식115)으로 나눌 수 있다.116)

최근 우리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범죄단체의 경우도 외국과

의 관련성이 증가하게 되어 이러한 환치기 방식의 송금 방식은

범죄자금의 주요한 세탁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다.117) 예컨대,

된 자금은 기존의 자금과 견련성이 약화되므로 자금세탁의 개연성이 높아지게 된다.

110) 남상근, 전게논문, 100-101면; 최승필 전게논문, 11면.

111) 최승필 전게논문, 12면.

112) 남상근, 전게논문, 101면.

113) 환치기는 장소적 요건과 통화적 요건이 결합된 것으로 외국에서 외화를 수령하고 대

신 국내에서 한화로 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114) 이른바 ‘대포통장’이 주로 사용된다. 

115) 주로 환전업자들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116) 최응렬‧송봉규, “범죄조직의 대체송금시스템(환치기)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보 제37호(2009), 518면; 남상근, 전게논문, 101면; 최승필, 전게논문, 12면.

117) 예컨대 국내 범죄 행위자가 범죄수익을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하여 범죄로 인해 수익

한 자금을 합법적인 중개인 계좌에 입금하고 자신은 해외로 출국하여 해당 금액만큼을 

받게 된다. 이 때 무역거래의 방식으로 해외로 송금하고, 자신과 중개인은 높은 환율과 

수수료 수익을 얻게 된다. 최응렬‧송봉규, 전게논문, 5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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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중국인 명품 쇼핑 수요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자금의 중

국 반입 목적 신종 환치기 사례는 약 2,000여회의 자금세탁을 거

쳤다.118)

제 3 절 자금세탁 방지 제도의 중요성

21세기 들어 사람과 재화, 그리고 정보의 이동은 눈부시게 빨

라졌고 이에 따라 국가 간의 경계는 허물어지면서 러시아의 ‘마

피아’, 일본의 ‘야쿠자’, 그리고 중국의 ‘삼합회’와 같은 국제적인

조직범죄 집단에게는 새로운 활동 영역이 생기고 있다. 이에 따

라 전 세계적으로 마약 조직범죄 및 테러 등과 같은 중대범죄는

물론, 이와 관련된 자금세탁범죄도 급증하고 있다.119) 나아가,

국제 금융시장의 세계화로 금융·증권시장을 이용한 각종 자금세

탁 행위의 가능성도 증대되어 자금세탁은 국가의 재정금융시스

템과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기까지 하

다.120)

국제적인 조직범죄집단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돈이다. 범죄를 저질러 자금을 축적하고 그 자금으로 또 다시

새로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에 진출한다. 이러한 패턴을

반복하면서 범죄의 흔적을 없애고, 합법적인 사업을 가장하여

118) 즉, (위안화 축적 방법) 한국 백화점에서 사치품 쇼핑을 희망하는 중국인 부유층에게 

한국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하면서 상품권 대금은 피고인의 중국 내 은행 계좌에 위안화

로 송금토록 하여 중국 내 계좌에 위안화를 축적 ⇨ (환전 방법) 원화를 보유한 불법 환

전상으로부터 중국으로의 음성적인 ‘환치기’ 송금 요청이 들어오면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

좌로 출처불명의 원화를 송금 받는 한편, 상품권 판매로 축적한 피고인의 중국 내 계좌

에 있는 위안화를 환전상이 지정하는 중국 내 계좌로 송금⇨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출처불명의 자금이 환전되어 중국으로 송금되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 9. 

23. 선고 2020고단814 판결. 

119) 남상근, 전게논문, 93면.

120) 남상근, 전게논문, 94면.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규모는 외국자료에서는 연

간 23조원으로 세계 13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50조원에서 151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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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한 자금으로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합법적인 다른 사업에

투자하여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된다. 이들은 외관상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종교단체 및 사회단체에 엄청난 돈을 기부하

여 세제상의 혜택까지 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높은 사회적 명

성을 얻기도 한다.121) 따라서 이들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그들의 자금을 추적하여 찾아내고, 이를 박탈함으로써 국제적

인 조직범죄 집단을 근원적으로 고사시키는 것이다.122)

요컨대, 자금세탁은 조직범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자금세

탁 방지 제도는 범죄수익의 규제에 의하여 이와 같은 조직범죄

나 테러조직의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를 경제적 측

면에서 공격함으로써 중대범죄를 조장하는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123)

제 4 절 현행 자금세탁 방지 제도의 문제점

1. FIU가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 협소

가. 중복조사의 문제 발생

FIU가 검찰에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 이러

한 문제점에서부터 다시 두 가지 문제가 파생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수사기관에서 불필요한 중복 조사를 하게 되거나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게 된다는 점이다.

FIU에서는 의심거래 심사 분석에 활용하기 위하여 의심거래

와 관련된 자들의 인적사항이나 대상자 사이의 관계 확인을 위

한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자료, 법인과 그 관련자 사이의 관

121) 탁희성‧도중진, 전게논문, 45면. 

122) 김용욱, 전게논문, 230면. 

123) 탁희성‧도중진, 전게논문, 49면. 



- 35 -

계 등 확인을 위한 법인등기부등본, 고용보험내역, 기타 세무 관

련자료, 수출입통관자료, 기업관련 자료, 출입국현황, 부동산등기

부등본 등 재산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FIU에서는 이

러한 자료들을 제공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FIU 이첩

사건을 배당받은 검찰청에서는 위 자료들을 다시 수집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124)

두 번째로 FIU 이첩 사건을 배당받은 검찰청에서는 금융계좌

추적용 영장청구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FIU에 대상

자 및 관련자들의 지난 STR, CTR, 외환거래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125) 그러나 이 자료들은 FIU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료

들임에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가, 법집행기관에서 요구126)를 해야

만 비로소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

이다.

나. 자금세탁의 특성 간과 : 순환론적 모순 발생

거래되는 돈이 자금세탁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

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특히 최종적인 자금 내역만이 아

닌 입금계좌와 출금계좌, 그리고 반복주기, 투자방식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127)

수사 측면에서 자금세탁은 내부적으로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이를 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며, 독자적인 정보수집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초동 정보의 제한은 자금세탁 방지 제도의 장애 요소가 된다.128)

124)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전게 매뉴얼, 36면. 

125)『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4항. 대상자들 별로 보

통 1년 기간 동안의 의심거래보고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나, 필요한 경우 5년 정도

의 자료를 요구하기도 한다. 

126) 물론, FIU 이첩 사건이 아니라 법집행기관에서 먼저 정보제공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127) 최승필, 전게논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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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정보를 집적하도록 하고, 검찰 등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선별된 자료만을 제한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금융정보분석원만이 자료 제공 여부의

판단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극히 제한적이고, 일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 역시 각종 수사 및 조사 업무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129)

즉,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자금세탁의 단계, 유형 등에 비

추어 자금세탁의 특성상 광범위한 금융거래정보를 봐야 자금세

탁인지 여부 확인이 가능한데, 현재와 같이 STR, CTR 및 이를

분석한 정보만으로는 알 수 없고, 그 확인을 위해 광범위한 금

융계좌추적용 영장을 청구하면 자금세탁인지 여부를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어 더 이상의 수사가 불가능해지

게 된다.

결국 자금세탁의 특성을 간과한 결과 정보 확인을 거쳐야 자금

세탁인지 소명이 가능한데 그 정보를 얻으려면 (정보 확인 없이)

자금세탁인지 소명을 해야 하는 순환론적인 모순에 빠지게 된다.

2. FIU의 심사 분석 기능의 한계

기존의 룰-스코어 시스템의 경우 [그림8]과 같은 탐지(Detect)

룰들을 통한 선형 탐지 모델(Linear Detection Model)에 불과하

므로, 개별적인 룰들은 상호관계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복탐지에 의한 자원 및 시간의 낭비, 그리고 높

은 오탐지 확률 등의 문제가 생기며, 각각의 룰의 수가 증가할

수록 시스템에 부담을 주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130) 따라서, FIU

의 분석 시스템의 고도화 역시 절실한 상황이다.

128) 이한진, 전게논문, 28면. 

129) 최승필, 전게논문, 16면. 

130) 박재훈‧김휘강‧김은진, “의사결정나무를 이용한 이상금융거래 탐지 정규화 방법에 관한 

연구”, 정보보호학회 논문지(2015. 2.), 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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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선형 탐지 모델의 구조131)

또한, 의심거래 보고제도의 실효성은 다소 회의적이다.132) 의

심거래보고는 금융회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보고하는데, 범죄와

관련이 있는데 없다고 잘못 판단하게 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가급적 보고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

다.133) 따라서, 의심거래보고 건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131) 박재훈‧김휘강‧김은진, 전게논문 142면 Fig,5,에서 인용. 

132) 예를 들어 은행 측에서는 고객의 신원을 특정했다 하더라도 그 거래가 의심스러운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것이 보통인데, 특히 테러자금 등에 있어서는 그것이 의심

거래인지 여부를 판별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글로는 

Michael Levi et al, "Terrorist Finance, Money Laundering and the Rise and Rise 

of Mutual Evaluation : A New Paradigm for Crime Control?", Chapter in European 

Journal of Law Reform- January 2003, pp6-7.  

133) 범죄관련 여부를 판명하는 데에는 제1종 오류(자금세탁과 무관한 거래를 관련이 있다

고 판단하는 오류)와 제2종 오류(자금세탁과 관련이 있는 거래를 관련 없다고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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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가치가 높은 보고 건수가 함께 증가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134)

[표7] STR 및 상세분석 현황135)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융회사 

보고
329,436 290,241 378,742 501,425 624,076 703,356 519,908 972,320 926,947

상세분석 13,110 22,173 29,703 30,361 34,994 25,205 22,668 33,392 29,423

통계적으로 보아도,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의심거래보고에 대해 상세분석 건수는 [표7]과 같이 극소수

에 불과(2019년 기준 약 3.2% 수준)하여 대부분은 단순 보존처

리만 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의심거래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

루어지지 못해 자금세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136)

특히 최근 4년간137) 검찰에 의심거래가 통보된 FIU이첩 사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자금세탁 방지와 같은 예방적 관점에서는 제2종 오류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므로, 이로 인해 가급적 많은 보고가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

고 한다. 김자봉, “금융거래정보 공유를 둘러싼 논쟁과 이슈 :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

(FIU)", 주간금융브리프 22권 6호(2013. 2.), 13면.  

134)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2018 자금세탁동향 Review"(2019 Dec. Vol. 10), 54

면.  

135)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자금세탁방지 2019 연차보고서』(2020. 6.), 91,95면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이다. 이 표에 따르면 2019년 금융회사 등의 의심거래 보고에 

대해 실질적인 상세분석이 이루어진 건수는 29,423건으로서 전체의 약 

3.2%(=29,423/926,947) 수준에 불과하다.  

136) 강성용‧이성기‧박형식, 전게논문, 81, 85, 87면. 이 견해는 2011년까지 통계를 기초로 

대부분의 의심거래보고가 형식적인 보존에 그쳐 사장되어 가는 추세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견해는 그 이유로 심사분석을 담당하는 분석관들이 모두 수사기관 등 법집행기관에서 

1-2년간 파견 나온 직원들로서 분석에 있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하

여 보고제도 운용에 인력 투입에 따른 비용이 소요되는 현실에서 금융기관은 보고에 있

어서 매우 소극적일 수 있다는 견해(최승필, 전게논문, 5면 참조)도 있으나, 통계 확인 

결과 금융기관의 소극적인 보고로 인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과도한 의심

거래보고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효율화‧고도화할 것인지가 문제인 것이다. 

137) 통계에 오류가 있어 보이는 2014년·2015년 통계를 제외, 최근 통계만을 기초로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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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와 실제로 검찰에서 FIU에 정보제공요청을 한 사건 건수를

비교해 보면, 의심거래 보고가 된 사건 중에서 실질적으로 수사

가 진행된 사건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았음138)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표8] 검찰 정보제공 건수 현황139)

구분 2016 2017 2018 2019 합계
FIU 이첩 1,136 735 890 1,924 4,685

검찰 요구 894 590 523 567 2,574

3. 법집행기관의 피드백 결여

검찰의 경우 FIU의 정보 제공에 대한 유일한 피드백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처리 활용보고’이다.140) 처리결과는 ① 적극(새로

운 정보 단서를 제공),141) ② 중간(수사 조사의 참고 보충자료로

활용),142) ③ 소극(새로운 정보 단서 없음)143) 3단계 평가로 공문

통보한다.

이러한 피드백은 사실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 제공이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 정도만 확인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피드백이라고

138) FIU에서 의심거래로 검찰에 통보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려면 먼저 대상자 및 

관련자의 지난 1년간의 의심거래보고와 CTR 등 기존 FIU 보유 자료를 먼저 확인하기 

위해 정보제공요구를 하였을 것인데, 정보제공요구 건수가 극히 적기 때문이다. 특히 

2019년에는 FIU 통보 건수가 2배 이상 급증하였음에도 검찰에서 정보제공 요구를 한 

사건은 거의 늘지 않았다.  

139)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자금세탁방지 2019 연차보고서』(2020. 6.), 68,70면.

140) 법률상 인정되는 제도가 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의 공문 요청에 따라 유지되고 있는 

제도이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전게 매뉴얼, 30면. 그 양식은 이미 소개하였다. 

141) 하위분류로 ① 수사‧조사에 단서가 되는 정보 제공(거래‧계좌 정보, 고객‧법인 정보 등), 

② 자산‧자금 흐름식별에 도움, ③ 새로운 정보‧단서를 제공, ④ 새로운 대상자 식별에 도

움, ⑤ 수사‧조사 확대에 도움, ⑥ 기타 혐의사실 확인에 활용 등을 들고 있다. 

142) 하위 분류로 ① 수사‧조사의 참고‧보충자료로 활용, ② 기존 정보의 검증에 도움, ③ 기

타 혐의사실과 직접 관계없는 사실 확인에 활용 등을 들고 있다.  

143) 하위분류로 ① 새로운 정보‧단서 없음, ② 수사‧조사에 도움이 되지 않음 등이 있다. 



- 40 -

할 수 없다. 진정한 피드백이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얻은

금융거래정보와 그 함의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이 정보를 공

유하는 한편, 그 정보를 통해 새로운 심사 분석에 활용될 수 있

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행 유지되고 있

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처리 활용보고는 법적 근거도 없고, 실질

적인 피드백으로 활용되고 있지도 못한 것으로서 개선이 필요하

다고 본다.

제 4 장 자금세탁 방지 제도 개선방안

제 1 절 FIU가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 확대

1. FIU 제공 정보 확대의 필요성

자금세탁 자금세탁방지 제도 관련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으나, 대체로 자금세탁 개념의 구체성 결

여와 전제범죄 확대 필요성을 피력하는 견해,144) 법령의 전반적

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견해,145) 독일과 같이 변호사 등 법률분야

144) 이보영, “자금세탁방지법제에 대한 형법적 검토”, 형사법연구 통권38(2009), 453-454

면. 

145) 김용욱, 전게논문, 247-248면. 이 견해는『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해당 조항을『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흡수하는 방식으로 정

비하든지, 아니면 차제에 ‘자금세탁방지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정비할 것이 

요망된다고 한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은 모든 종류의 자금세탁 

범죄를 망라 적으로 규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마약류 범죄를 전제범죄로 하는 자금

세탁 범죄의 경우는『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여전히 남아 있어 두 법률

은 엄연히 병렬관계에 있는데,『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범죄

수익’ 및 ‘범죄수익 등’과 대응하는『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불법수익’

및 ‘불법수익 등’의 일관되지 않은 용어사용, 일반법적인 성격을 갖는『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에 해당하는『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

법』의 몰수‧추징 등의 규정을 준용하는 어색한 체계,『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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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회계분야 전문직 종사자의 고객확인의무 및 신고의무를 도

입해야 한다는 견해,146)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체계의 구축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견해147)들이 있었다.148)

아쉽게도 FIU가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야 한

다는 주장은 본 연구가 세계 최초일 것이다.149) 아마 이러한 고

민이 전혀 없었던 이유는 현 각국의 FIU 운용이 우리나라와 유

사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정보 제공범위의 확대에 대해서는 금

융거래정보 보호를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이었던 것

으로 보인다.150) 또한, 이러한 광범위한 금융거래정보의 획득은

금융계좌추적용 영장을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자금세탁 유형의 고도화,

자금세탁 방지 제도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전통적인 정보

제공 및 활용의 범주에서는 제대로 된 대응이 불가능한 시점에

이르렀다. 이제는 역발상이 필요할 때이다. 더구나, IT 기술의

발전으로 이러한 폭넓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과 활용에 대한 부

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될 수 있다면 이러한 과감

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전제범죄가 목적범으로 규정되어 있음에 반하여,『마약류 불법

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서는 자금세탁범죄가 목적범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 각 자금세

탁 범죄의 객관적 행위태양이 부분적으로 다르게 묘사되어 있는 것 등을 지적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견해에 대해 입법론으로서 참고할 만한 의견이라고 평가하는 글로는 최승필, 

전게논문, 10면.    

146) 신상우, “독일 자금세탁법상의 전문직 종사자의 의무에 관한 고찰”, 증권법연구 제14

권 제3호(2013. 12.), 237-255면. 

147) 손영화, 전게논문, 139-140면. 

148) 본 연구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논의로 한다. 

149)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로 최응렬‧송봉규, 전게논문, 544면. 하

지만, 이 견해도 사실상 현 FIU의 정보제공 모델에 머물러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한편, 미

국에서는 일명 애국법(Patriot Act)에 따라 테러나 자금세탁의 경우 FinCEN을 통해 금

융기관의 금융거래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직접 접근을 허용해

야 한다는 주장에 제기된바 있었는데(강성용‧이성기‧박형식, 전게논문, 103면), 제공받을 

정보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정보제공 범위 확대를 주장한 연구

는 이것이 유일하다고 생각된다.  

150) 각국의 FIU 또는 유사기구의 정보제공범위는 대체로 의심거래 및 이를 분석한 자료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안형도외6, 전게서, 135-13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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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역발상은 오히려 자금세탁 방지 제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

해 줄 수도 있다.

자금세탁 규제에 있어서도 금융기관과 국가기관의 협력 필요

성이 크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인데,151) 그렇다면, 의심거래보

고가 이루어진 대상 거래와 관련해서는 필요한 금융거래정보 전

반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

이러한 취지는 금융정보분석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고민

해 보면 분명해진다. 의심거래보고 제도는 금융기관 보유 정보

중 자금세탁 범죄 수사의 단서로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국가기

관에 제공하는 기능도 갖고 있으므로,152) 금융기관 등이 금융거

래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법집행기

관에 제공함으로써 자금세탁 범죄 수사에 사용할 필요성은 아무

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153)

2. 미국 FinCEN의 정보 공유 제도가 주는 시사점

가. FinCEN Program의 의의 및 장점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이른바 애국법(US Patriot Act of

2001) §314(a) 규정에 따른 FinCEN(The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의 정보 제공 실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154)

151) 이현수, “자금세탁과 국제경제범죄의 규제에 관한 법적 검토”, 법이론실무연구, 제8권 

제1호(2020. 2.), 258면. 

152) 이러한 취지에서 금융기관의 정보제공의 행정법적 성격을 지적하는 견해들이 있다. 이

한진, 전게논문, 26면 등 참조.  

153) 이한진, 전게논문, 28면. 

154) 이에 관한 간략한 소개로 강성용‧이성기‧박형식, 전게논문, 97면. 이 법의 목적은 자국 

또는 해외의 테러 조직에 대한 대응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특히 국제자금세탁 및 테러자

금 조달을 탐지하고, 이를 방지하는 한편, 그와 같은 해위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

하고자 하는데 입법 취지가 있다. 위 법 §314에서는 “Cooperative Efforts to Deter 

Money Laundering"이라는 제목 하에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정보 공유 등 규정을 두고 

있다. US Patrio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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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FinCEN은 법집행기관이 범죄수사 대상자의 금융자산과

최근 거래내역을 추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155) 이 프로그램은 위 Patriot Act §314(a)에 따른 것인

데,156) 위 규정은 미 재무부(The Secretary of the Treasury)가

채택한 제도로서, 규제 및 법집행기관이 테러 활동이나 자금세

탁행위에 관여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개인, 단체, 조직의 금융 정

보를 금융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157)

이 제도에 따라, 연방, 주, 지방 및 외국(EU) 법집행기관은,

“FinCEN을 통하여”, 14,000개 이상의 금융기관들의 34,000개 연

락망과 연결되어 테러나 자금세탁에 관련된 사람들의 계좌와 거

래내역 등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FinCEN은 법집행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158) 즉시 검토 후

이를 안전이 보장된 인터넷 웹사이트(A Secure Internet Web

Site)에 올리고 이를 금융기관들의 지정된 연락관에게 통보해 준

다. 이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들은 이전 12개월 기간 동안 유지

되고 있는 대상자 명의의 계좌 현황과 6개월간 있었던 거래내역을

찾아보고 정보가 있을 때에는 이를 법집행기관에 통보해 준다.

현재까지 이 제도를 통해 총 4,852건의 요청이 처리가 되었는

데, 테러나 테러자금 관련이 676건, 자금세탁과 관련된 것이

4,176건이었다. 법집행기관들은 이 제도가 테러나 자금세탁 대응

에 매우 효율적이고, 때로는 새로운 계좌나 거래까지 발견해 냄

으로써 수사상 중요한 증거 발견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도라고

<https://www.fincen.gov/resources/statutes-regulations/usa-patriot-act> 참조(2020. 11. 

10. 최종방문)      

155) FinCEN, “FinCEN‘s 314(a) Fact Sheet", November 3, 2020 참조. 이하의 내용은 

위자료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156) 이 규정을 따서 "314a Program"이라고 불린다. 

157) FinCEN은 연방규정(CFR Part 1010.520)을 제정하여 이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는데,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특정 수사 대상자와 관련된 정보가 있으면, 이를 찾아서 알려줄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158) 자금세탁과의 관련성이나 사안의 중대성 등 요청사유에 대해 소명이 있어야 함은 물

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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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고 있다.159)

물론, 제공되는 정보는 범죄수사의 단서로만 활용되고, 문서제출

명령(Subpoena)160)이나 다른 법적인 절차를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실제로 확보하려면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나. 시사점

위 제도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정보제공 방식이 테러나 자금

세탁에 효율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다음의 가능

성을 살펴볼 수 있다.

① FIU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테러나 자금세탁이 관련

되어 있는 경우에 그 범위가 확장될 수 있고, ② 그 정보의 접

근에 관하여 보안이 유지가 된다면 법집행기관은 금융정보분석

원을 매개로 하여 금융정보에의 접근이 허용될 수 있으며, ③

미국은 이제 종래의 FIU 운용 방식이 한계에 와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최근 국세청에서도 조세 징수 등의 원활한 세무 업무를 위해

국세청이 FIU의 금융거래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

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기도 하다.

또한, 미국이나 호주의 경우처럼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

세무당국이 FIU 정보에 직접 접속하여 정보(그 범위는 한정되어

있지만)를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161)

159) 예컨대, 95%가 대상자의 체포나 기소에 도움이 되었고, 매 요청마다 ① 10건의 새로

운 계좌 확인, ② 새로운 거래 포착, ③ 금융기관들과 공조하여 10건의 추가적인 새로운 

수사착수 조치가 뒤따르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한다.   

160) Subpoena는 일종의 문서제출명령으로서 연방 대배심에 의해 발부될 수도 있고, 법원

의 개입 없이 수사기관이 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물론 이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이 개입되게 된다) 법원의 금융계좌추적 영장과는 다르다.  

161) 김자봉, “금융거래정보 공유를 둘러싼 논쟁과 이슈 :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주간금융브리프 22권 6호(2013. 2.), 12면. 호주의 경우에 호주 보안정보부(ASIO)는 거

래보고분석센터(AUSTRAC)의 컴퓨터망을 합법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국내 보안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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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대할 정보의 범위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정보 제공의 범위를 확대할 것

인가? 제공할 정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향후 금융정보분석원

의 분석 기능 고도화, 수사기관에서의 수사자료의 공유를 통한

학습 등이 축적되어 가면서 자연스럽게 사건별 적정 정보제공

수준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통상 자금추적 수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확보하게 되는 자

료162)를 중심으로 확대할 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다. 다만, 거래기간의 경우에는 FIU에 정보제공 요구를 할 때

통상 지난 1년간의 STR, CTR 자료 및 외국환 거래 자료를 요

청하는 점을 고려하여 거래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고, 지난 1

년간의 STR, CTR 자료 및 외국환 거래 자료는 당연히 포함한다.

[그림9] 확대되는 정보의 범위(예시)

STR, CTR
+ 분석자료 ⇨ STR, CTR

+ 분석자료

1년간의 STR, CTR
+ 분석자료 + 외국환거래자료

1년간의
계좌거래내역

(관련자가 있는 경우 그 거래내역 포함)

그 직전직후 연결계좌의 
명의자 및 1개월간 거래내역

수사를 위해 필요 시 영장청구 없이 계좌추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견해가 있다. 이

대성‧안영규, “특정금융정보(FIU)법의 개정을 위한 제언”, 융합보안 논문지 제15권 제5호

(2015. 9), 73면.

16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이광호,『금융거래추적 입문』, 대검찰청(2009), 120-12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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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FIU의 금융거래정보 분석 기능의 강화

FIU는 불법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체계적, 종합적, 상시적으

로 수집 분석하여 유관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

이는 한편, 자금세탁 관련 조사 감독업무 관련 각 기관 간 유기

적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데 그 존재이유가 있다.163)

개별 금융기관에서 모니터링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의심거

래보고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역시 중요할 것이나, 금융기관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고객들의 금융거래에 있어서 금

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자체 시스템의 통합이나 통일성을 기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이러한 분석 기능은 FIU가 담

당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물론, 금융지주회사를 통해 자회사와

의 금융정보 공유164)를 기반으로 통합적인 자금세탁 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165) 이 역시 금융기관 내부 또

는 모-자회사간 정보 공유의 문제이므로 통일적인 자금세탁 방

지 제도로서 기능하는 모델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FIU에서도 심사 분석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시스템 개선

을 추진 중이다.166)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의 범위 및 내용은

① 차세대 FIU 정보시스템에 대한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시험

운영 및 안정화, ② 심사분석업무 프로세스 개편사항 반영, ③

163)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 전문가를 파견하는 이유는 자체 전산시스템을 이

용하여 일선 금융기관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전제범죄 관련성을 판단하고 이를 법집행기

관에 제공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안형도 외6, 전게서, 113면. 

164)『금융지주회사법』은『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등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간 금융거래정보 공유가 가능

하다는 견해로 김석태, 전게논문, 62면. 한편, 법률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중간지주회사의 경우도 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전제에서 이러한 가능성

을 긍정하는 입장으로는 백정웅, “공정거래법 개정안상 중간지주회사의 도입에 대한 

검토-금융지주회사법과 관련하여-”, 상사법연구 제29권 제3호(2010), 170, 189면 

165) 김석태, 전게논문, 63-65면. 

166) 2019. 5.부터 2021. 3.까지 약 2,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차세대 FIU 정보시스템 구

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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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석 프레임워크 및 기능 구축, 검사 감독 기능 구축, ④ 특

정 금융거래정보의 혐의도(위험도) 산정모델 고도화, ⑤ 특정 금

융거래정보의 보고 접수 관리 제공 시스템 개발, ⑥ 전사 아키

텍처 수립 및 데이터 표준화 등이다.167)

특히, 다양한 데이터의 활용 및 분석을 통한 지능형 통합분석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떠한 형태로 구현될지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이러한 시스템 고도화가 단순

히 룰/스코어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통계분석을 최신화 하는 것

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은 미래지향적인

금융정보분석원의 청사진을 제대로 그린 것이라고 할 수는 없

다. FIU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광범위한 금융거래정보

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아 이러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기

계학습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의심거래정보로부터 실질적

인 자금세탁 행위를 탐지 추적해 내는 고도화된 분석 기능을 수

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한된 정보 접근 권한과

이를 통해 얻은 제한된 정보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AI 시대에 걸

맞는 시스템 개선이라고 볼 수는 없다. 앞으로의 개선 경과를

조금 더 지켜 볼 일이다.

제 3 절 AI 분석 기법의 도입 : 빅데이터와 기계학습

1. 4차 산업혁명과 AI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특히 화두가 된 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168) 시대는 AI(Artificial

167)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자금세탁방지 2019 연차보고서』(2020. 6.), 89-90면.

168) 클라우스 슈바프(Klaus Schwab)가 2016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이름 붙인 것으

로서, 로봇(Robot),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사물인터넷(Interne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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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igence, 인공지능)와 빅데이터(Big Data)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데,169) AI(또는 머신러닝,170) 딥러닝)171)와 빅데이터172)가 발

Things, IoT)의 기술 융합에 의한 사이버-실물(Cyber-physical) 세계 연계 시스템

이 중심이 되는 기술 혁명을 의미한다고 한다. 4차 산업혁명 융합법학회,『4차 산업

혁명의 이해』, 박영사(2020), 17, 21면.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초연결사회

(Hyper-connected Society)’나 ‘지능정보사회(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한다.’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일어

날 우리 삶의 변화에 관한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는 글로는 Klaus Schwab,

『Shaping the Futur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enguin Group 

USA(2018) 참조. 한편, 4차 산업혁명이 과연 존재하는지, 동일하게 인터넷과 컴퓨

터에 기반을 둔 정보화 사회로서의 3차 산업혁명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으로 양천수,『4차 산업혁명과 법』, 박영사

(2017), 4면. 

169) 4차 산업혁명 융합법학회, 전게서, 20, 32면. 이 글은 이전 인공지능의 역사를 간략히 

설명해 주고 있다. 특히 앨런 튜링에서 출발한 컴퓨터의 기원과 원리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한 글로는 이광근,『컴퓨터과학이 여는 세계』, 인사이트(2018), 25-50면 참조.     

170) 머신러닝은 프로그램 없이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특정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

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컴퓨터에게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글로는 테렌스 J. 세

즈노스키 지음, 안진현 옮김,『딥러닝 레볼루션- AI 시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한국

경제신문 한경 BP(2020), 421면.  

171) AI라 부르기도 하지만 기계학습,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이라고도 부르며, 약간

의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AI는 인간의 

지능과 유사하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정의들을 

정리한 글로는 마쓰오 유타카, 옮긴이 박기원,『인공지능과 딥러닝』, 동아엠엔비(2020), 

47-49면. 대체로 AI나 머신러닝은, 종래 인간이 모든 규칙을 만들어 컴퓨터에 입력해 

주는 이른바 ‘규칙 기반 자율시스템’과는 달리, 인간이 대략적인 얼개만 잡아 두면 기계

가 데이터를 통해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학습 기반 자율시스템 인공지능'의 구현을 말한

다. 4차 산업혁명 융합법학회, 전게서, 20면. 기계학습을 주제로 한 책들에서 말하는 정

의는 경험, 성능개선, 컴퓨터라고 지적하면서, 기계학습은 “특정한 응용 영역에서 발생하

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설명하는 

견해로는 오일석,『Machine Learning-기계학습』, 한빛아카데미(2020), 23면. 한편, AI

에 대한 일반적이고도 정확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비정형성이 

오히려 AI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고 보는 견해로는 One Hundred Year Study on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ife in 2030”, Report of 2015, 

12면. 한편,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은 알고리듬과 빅데이터를 통해 컴퓨터(기계)를 

학습시켜서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것임에 반해 딥러닝(Deep Learning)은 여러 층으로 깊

이 구조화된 인간 두뇌 신경망을 본뜬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하는 머신러닝의 한 분야

로 구별해서 보기도 한다. 4차 산업혁명 융합법학회, 전게서, 36면. 비슷한 취지에서 AI

와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딥러닝(Deep Learning)이 3가지를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는 견해로는 강호종, “딥러닝을 활용한 재무제표상 회계부정 탐지기법 연구”, 서울대학

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9. 2.), 31면(“인공지능이란 기계학습과 딥러닝

을 포함하는 최상위 개념, 그 중 기계학습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기계가 일일이 프로

그램으로 명시하지 않은 함수를 데이터의 특징으로부터 학습하여 새로운 데이터의 결과

값을 추론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듬, 기계학습 알고리듬 중 하나인 딥러닝은 인공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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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함에 따라 인공지능173)의 수준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AI

와 빅데이터의 활용 분야는 무궁무진하게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174)

조금 더 세밀하게 서술하자면, 흔히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어는 다름 아닌 AI라고 한다.175) 그리

고 AI의 핵심어를 꼽자면 알고리듬과 빅데이터 2가지일 것이다.

21세기의 AI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

는 알고리듬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176)

AI는 특정 데이터를 입력받아 이를 가공한 결과를 출력하는

기계라고 할 수 있다. 입력된 데이터의 반복 연산을 통해 최종

결과 값을 산출해낸다. 이 과정을 구현하는 것이 바로 알고리듬

(Algorithm)177)이다. 한편, 이와 같은 AI에 있어 핵심요소는 바

로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178) 빅데이터로부터 AI는 새로운

망의 층을 더 깊게 쌓아올려 훨씬 복잡하고 추상화된 패턴을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알고리듬”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체로 딥러닝은 수학, 컴퓨터공학, 신경과학이 

접목된 머신러닝의 한 분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테렌스 J. 세즈노스키), 

24면.  위와 같은 용어들을 큰 구별 없이 기계학습이라 부르는 견해로 천정희‧어윤희‧김
재윤,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동형암호기반 금융데이터분석”, 금융정보연구 제7권 제1호

(2018), 44면. 

172) 현대 사회가 초연결사회로 변모하면서 이에 연계하여 빅데이터 사회라는 현상도 등장

하게 되었다고 한다. 양천수, 전게서, 5,20면. 이 책에서는 빅데이터를 양적인 방식으로 

정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과학적·기술적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

로부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173) 초연결사회를 통해 사회 곳곳에서 빅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이를 통한 인공지능이 출현

하는 지능정보사회가 도래하고 있다고 한다. 양천수, 전게서, 6면.  

174)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9 인터넷 10대 이슈 전망 중에서 데이터경제(빅데이터)와 AI 

2개 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2019 KISA Report"(2019. 3.), 5,6,16면.  

175)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 스탠포드 대학 총장을 역임했던 존 헤네시(John Hennessy)는 

“AI는 변화무쌍한 기술이며, 인류에게 지금껏 보지 못했던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

이라고 지적하였다("And now, ri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is is a transformative 

technology, as big as anything we've ever seen in terms of its potential 

impact."). Coverage from SiliconANGLE's live streaming video studio, "Alphabet 

Chairman John Hennessy : still on the front row of innovation", April 19, 2019.   

176) 4차 산업혁명 융합법학회, 전게서, 31면. 

177) 알고리듬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인 절차 또는 그 명령어들의 집합을 말

한다. 4차 산업혁명 융합법학회, 전게서, 39면. 한편, 이를 알기 쉽게 “특정한 목적을 이

루기 위해 밟는 단계별 절차”라고 하면서 요리할 때 사용하는 레시피에 비유하는 글로는 

테렌스 J. 세즈노스키, 전게서, 4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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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가진 정보를 추출해 낸다.179) 단순한 정보의 양적 확대를

넘어서 정보 분석이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180)

그러나 이와 같은 빅데이터 활용의 측면에서 본다면, 급변하

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비

식별 데이터 형태로의 활용조차 어려운 상황이며, 정보 보유기

관 간 상호 연계를 위한 데이터 수집 분석 방식의 표준화도 미

흡하여 실질적 활용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181)

2. AI의 적용 분야

그렇지만, AI는 머나먼 미래의 공상에 불과하거나 인간의 삶

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실생활 속에 이미 널리 사용되

고 있고,182) 또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들이 쏟아지고

178) AI가 로켓의 엔진이, 데이터는 로켓의 연료에 비유될 수 있다. 추형석,『그림으로 쉽게 

이해하는 딥러닝의 최신 트렌드』, 위즈플래닛(2020), 18면. 

179) 이러한 의미에서 IBM의 CEO인 마리 로메티(Virginia Marie Rometty)는 데이터를 

“차세대 천연자원”이라고 강조했다. 일본경제신문사, 서라미 譯,『AI 2045 인공지능 미

래보고서』, 반니(2020), 26면 참조. 이와 같은 IBM 여성 CEO의 AI와 데이터를 바라보

는 시각은 2019년에 개최된 CES에서 그녀가 했던 프리젠테이션에서 엿볼 수 있다. 여

기서 그녀는 AI와 데이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천연자원이라고 하였다("The CEO 

of IBM decided to focus on the import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ata as 

'the largest natural resources in the world."). 이를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는 "Women 

in Technology: Ginni Rometty - Gradiants-"

<https://www.gradiant,org/en/blog/women-technology-ginni-rometty/> (2020. 11. 30. 

최종방문)    

180) 4차 산업혁명 융합법학회, 전게서, 56면.

181) 4차 산업혁명 융합법학회, 전게서, 19면. 

182) Zuliakha Geer, “Top 10 Real-World Artificial Intelligence Applications”, AI 

Zone Opinion(Sep 19, 2019)에서는 마케팅(Marketing), 은행(Banking), 금융(Finance), 

농업(Agriculture), 건강(Health), 게임(Gaming), 우주탐사(Space Exploration), 자율주행 

차량(Autonomous Vehicles), 챗봇(Chatbots), SNS(Social Media) 등의 사례를 들고 있

다. 용어는 다르지만 유사한 접근으로 Jayesh Bapu Ahire, “Machine Learning: 

Real-World Application”, AI Zone Opinion(May 8, 2018)에서는 형상 인식(Image 

Recognition), 대화 인식(Speech Recognition), 질병 진단(Medical Diagnosis), 주식 등

의 통계기반 차익거래(Statistical Arbitrage), 소비성향 분석 등을 위한 연관성 학습

(Learning Association), 분류(Classification), 예측(Prediction), 추출(Extraction), 회귀

분석(Regression) 등을 머신러닝의 응용 분야로 소개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용례에서 볼 

때 AI는 주로 사람의 지능과 유사한 인공지능에, 머신러닝은 주로 통계에 기반한 기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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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이와 관련된 연구가 얼마나 있

었는지에 관한 연구도 있었다.183)

이에 따르면,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인공지능 논문은 600%,

기계학습은 176%, 딥러닝은 316%로 매우 높게 증가하였으며,

2018년 이후로는 기계학습보다는 딥러닝 분야 연구가 더 활발했

음을 알 수 있다.184)

[표9] 인공지능, 기계학습, 딥러닝 논문 편수185)

이에 따르면, 기계학습186) 중 서포트 벡터 모델,187) 랜덤 포레

습에 보다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를 빅데이터의 순기능으로 설명

하는 견해로는 양천수, 전게서, 20-21면. 이 견해는 빅데이터의 순기능으로 미국에서 독

감의 확산 예측(Google), 항공기 운임 변동 예측 알고리듬 상품화, 아마존의 빅데이터 

활용 마케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딥러닝의 측면에서 운전의 딥러닝(자율주행자동차), 

번역의 딥러닝(구글번역기), 청취의 딥러닝(음성인식), 진단의 딥러닝(의료). 투자의 딥러

닝(주식시장), 포커나 바둑의 딥러닝, 법조계의 딥러닝 등으로 소개하고 있는 글로는 테

렌스 J. 세즈노스키, 전게서, 25-50면.           

183) 박홍진, “‘인공지능’, ‘기계학습’, ‘딥러닝’ 분야의 국내 논문 동향 분석”, 한국정보전자

통신기술학회 논문지 13권 4호(2020. 8.)

184) 박홍진, 전게논문, 283면. 인공지능은 주로 이용이나 분석에 관련된 논문이, 기계학습

은 분석 및 활용 분야, 딥러닝은 활용 및 예측하는 순으로 연구가 되고 있었다고 한다.  

185) 박홍진, 전게논문, 286면.  

186) AI와 관련된 분야의 일환으로 기계학습은 데이터를 확률적 또는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그것을 활용하는 연구 분야라고 할 수도 있다. 마쓰오 유타가, 전게서, 119면.  

187) 길버트 스트랭 지음, 부산대학교 산업수학센터 옮김,『딥러닝을 위한 선형대수학』, 한

빛아카데미(2020), 524-525면; 오상훈,『기계학습-수학적 이해에서 알고리즘까지』, 도

서출판 홍릉(2020), 112면. 서포트 벡터 모델(Support Vector Model)은 학습패턴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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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모델,188) 의사결정 나무189) 순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딥러닝

분야에서는 텐서플로우190)를 이용한 컨볼루션(Convolution)191)

신경망192)이, 실시간 객체 탐지기법으로 YOLO 기법193)이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

한편, 금융 분야를 예로 들자면, 고객지원 서비스194)를 제공하

거나 금융투자수익195)을 올리는 데에 이미 AI가 사용되고 있으

며, 무엇보다 금융거래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하여 금융사

고나 사기 범죄 발생 가능성을 탐지하고 예방하는 데에도 활용

된다.196) 사기 방지를 위한 AI 활용은 이미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197)

이 주어지면 결정론적으로 가중치를 구하는 알고리듬이라고 한다. 즉, 학습패턴 집합을 

근거로 가중치가 직접 계산된다는 것이다. 아래에서 상술한다.   

188) 길버트 스트랭, 전게서, 525면 참조. 

189) 머신러닝 알고리듬 중 지도학습 방식으로, 과거에 수집된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데이터

들 사이에 존재하는 패턴을 속성의 조합으로 나타내는 분류 모형이라고 한다. 

190) 딥러닝 모델 개발자들로 하여금 딥러닝 모델들을 설계, 건설, 훈련하는 데 용이하도록 

Google이 2015년에 배포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이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

명으로는 Nikhil Buduma,『Fundamental of Deep Learning』, O'Reilly(2017), 39-62

면. 머신러닝 코드를 지원하는 사이트로는 www.tensorflow.org가 있다. 길버트 스트랭, 

전게서, 474면 참조.   

191) 컨볼루션(Convolution)이란 “하나의 함수가 다른 함수 위로 옮겨질 때 그 겹쳐지는 양

을 계산해 하나의 함수와 다른 함수를 혼합하는 중첩 적분”이다. 테렌스 J. 세즈노스키, 

전게서, 420면. 

192) 이른바 “합성곱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은 합성곱 행렬을 활용한 인

공신경망으로서 이미지나 영상에서 객체를 분류하고 그 위치를 인식하는 데 주로 활용된

다고 한다. 얼굴표정 인식, 비디오 영상의 요약, 이미지 분할 등의 연구가 진행 중이며 

자율주행 차량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이기도 하다. 추형석, 전게서, 22면. 수학적 개

념 설명과 함께 보다 상세한 소개로는 오상훈, 전게서, 146-167면. 

193) You Only Look Once의 줄임말로 이미지를 한번 보는 것만으로 사물의 종류와 위치

를 추측하는 딥러닝 기반의 물체 인식 알고리듬이라고 한다. 

194) 인도 HDC 은행은 인공지능 기반 챗봇인 EVA(Electronic Virtual Assistant)를 개발, 

50만 명 이상의 고객과 100만 건 이상의 실시간 대화를 통해 상호소통하면서 300만 이

상의 고객 문의를 처리해 왔으며,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0.4초 내 이루어진다고 한

다. Zuliakha Geer, 전게글 중 Banking 부분 참조.  

195) Zuliakha Geer는 로보 어드바이저(Robo-advisor)를 예로 들고 있다. 

196) 4차 산업혁명 융합법학회, 전게서, 34면. 이와 유사한 AI 활용 분야로는 기업 회계 부

문이 논의되고 있다. 즉, 도시바의 회계 부정을 막지 못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신일본감사법인은 AI를 통해 재무제표 확인 등을 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바꾸고 있다

고 한다. 일본경제신문사, 전게서, 26면. 실제로 회계부정 감시에 AI를 도입할 수 있다는 

최근 기초 연구로는 강호종, “딥러닝을 활용한 재무제표상 회계부정 탐지기법 연구”, 서

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9), 37-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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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치안 활동에도 AI 기법이 활용될 예정

이다.198) 즉, 경찰은 지리정보시스템, 112 신고, CCTV 교통정보

등 각종 치안 관련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범죄위험지역을 예

측하고, 이를 통해 방범전략의 수립, 사건 발생 후에는 신속한

범죄자 추적에 활용한다는 것이다.199) 미국에서 개발한 범죄발생

예측 도구는 지진-여진 알고리듬으로 범죄행동패턴을 풀어낸 것

이다. 즉, 범죄와 특정 장소, 날짜와 시간 사이의 규칙성이 있다

는 점, 범죄 발생 장소에서의 동일 범죄 재범률이 높다는 점, 강

력범죄 발생에는 모방범죄가 뒤따른다는 점, 범죄의 발생은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 여진이 발생하는 현상과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이것이 바로 범죄발생 예상지점을 예측하는

‘PredPol’(Predictive Policing)200)이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한

정된 인력과 장비로도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는 배치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201)

엄밀하게 본다면, AI 분석 기법이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빅

데이터를 활용하는 분석 방안으로 소셜 네트워크 분석 방식을

통해 실제 자금세탁 사례를 재구성하여 ‘소시오매트릭스’ 및 ‘소

시오그램’을 통해 자금 세탁 행위를 분석함으로써 의심거래를

탐지하는 방안을 제시한 흥미로운 연구도 있었다.202)

197) “The use of AI for fraud prevention is not a new concept.” Zuliakha Geer, 전

게글 참조.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최종 접속 기록 등을 추적하여 효율적으로 사기를 예방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마스터 카드(Master Card)나 RBS WorldPay 등은 사

용자의 행동패턴이나 거래패턴 등의 AI 분석을 통해 사기적인 거래를 탐지해 낼 수 있으

며, 실제로 이를 통해 수백만 달러를 보전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198) 이와 관련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 및 테러 예측에 대해 소개하면서 미국의 ‘프레

드폴’, 중국의 테러 예방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우리나라 경찰의 빅데이터 활용 추진 사

례 등을 언급하는 것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범죄 및 테

러 예측 시스템”, Near & Future Monthly Vol.17(2016. 8.), 24-30면.   

199) 경찰청, 경찰청 미래비전 2045, See Futures Vol.10 Spring 2016 참조.

200) 이를 프레드폴이라고 부른다. 한국진흥정보사회진흥원, 전게자료, 26면. 

201) 4차 산업혁명 융합법학회, 전게서, 63-64면. 이러한 컨셉을 비롯하여 다양한 AI 분석 

기법을 금융거래정보 분석을 통한 의심거래 추출, 검찰 수사의뢰에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의심거래를 예측하여 이러한 거래에 대한 수사에 집중함으로써 한정된 수사 인

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투입하려는 것은 본질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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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자금세탁 행위의 소시오그램 예시203)

3.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기법과 개인정보보호

물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른바 ‘초연결사회’에서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빅데이터가 축적되어 이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이에 따라 개인의 인격권이나 프라이버시

가 침해될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 활용은

개인의 인격권이나 정보자기결정권과 “길항관계”에 있기 때문이

다.204)

빅데이터 분석은 민감한 개인정보의 접근은 물론, 개인의 행

위패턴을 탐지 또는 예측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결국 빅데

이터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른바 ‘빅 브라더(Big

202) 서정원‧김형중, “자금세탁 의심거래 탐지 방안 연구-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중심

으로”,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20권 3호(2019. 3.) 참조.  

203) 서정원‧김형중, 전게논문, 575면. 이 연구의 성과는 그림과 같이 '자금세탁 행위자'를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는 데 있다. 

204) 양천수, 전게서,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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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ther)’205)에 의한 감시 사회에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206)

따라서 우리는 AI 연구·개발이 발전함에 따라 부딪치게 될 프

라이버시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207) 따라

서 AI 기술과 더불어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

가 뒷받침되어야 한다.208)

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209)

이와 관련하여 EU는 일반적 정보보호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210)을 통해 ① 명시적 사전동의 원

칙, ② 프로파일링 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211) 한편, 미국에서는

EU와 달리 개인정보처리에 있어 기본적으로는 사후승인을 원칙

으로 하고는 있지만, 최근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

(Consumer Privacy Bill of Rights, CPBR)을 통해 ① 자기정보

에 대한 통제권, ② 정보보안을 위한 기술적 조치 등을 규정하여

정보에 관한 개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212)

205) 정보가 곧 권력이 되는 빅데이터 시대에 빅 브라더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이들

의 통제 하에 무분별한 개인에 대한 감시와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가능해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융합법학회, 전게서, 75면.  

206) 4차 산업혁명 융합법학회, 전게서, 23면; 양천수, 전게서, 21면. 

207) Eric Horvitz, “One Hundred Year Study on Artificial Intelligence : Reflections 

and Framing”, ai100.stanford.edu(2014). 

208) 4차 산업혁명 융합법학회, 전게서, 42면. AI와 관련된 법정책의 목표는 인공지능 기술 

도입의 사회적 효용을 증가시키면서도 그 부작용과 오류 가능성을 줄이는 데에 있다고 

한다.  

209) 이에 대해 주요국 법제 현황에 대해서는 신혜원‧지성우, “사물인터넷(IoT)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범적 고찰”, 법과 정책 제22권 제2호(2016. 8.), 440-447면; 이

양복, “데이터 3법의 분석과 향후과제”, 비교사법 제27권 2호(통권 제89호. 2020. 5.), 

426-433면.   

210) GDPR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이에 대한 분석으로는 Marcelo Corrales et al.,

『Robotics, AI and the Future of Law』, Springer(2018), pp188-206. 개인정보에 

관하여 ‘마이데이터’라고 명명하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미국과 EU의 논의, 데이터의 

2차적 활용의 필요성, 마이데이터 활성화 등을 논하는 견해로 김동근‧홍춘의, “데이터3법 

이후 마이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원광법학 제36권 제2호(2020) 참조.  

211) EU의 정보보호규칙과 더불어 빅데이터 활용의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중요 식별정보를 

제외하고는 사전 동의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는 견해로는 신혜원‧지성우, 전게

논문,  448-449면. 

212) 이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으로 양천수, 전게서, 30-3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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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문제는 빅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과 개인정보의 보호

라는 상반된 가치의 충돌 문제로 양자의 조화가 앞으로 가장 중

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정보 활용의 전제는 철저한 개

인정보보호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방식이든 비식별조치가 수반된 개인정보 보호방안이 마련된다

면, 그 활용범위는 무궁무진하게 넓어질 수 있다.213) 이러한 측

면에서 동형암호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제 4 절 검찰의 수사결과 정보 피드백 강화

의심거래보고 시스템 내 피드백이 강화되어야 한다. 보고 시

스템의 효율적 작동을 위해서 정보흐름과 반대방향으로 흐르는

피드백이 긴요한데, 이러한 의미에서 보고 금융기관에 대한 FIU

의 피드백은 물론, FIU에 대한 관련 수사 및 감독당국으로부터

의 피드백 역시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서 피드백 모범사례에

관한 FATF 지침을 참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214)

특히, 자금세탁에 있어서는 현금거래가 많이 이루어진다. 우리

나라의 자금세탁 방지제도 운용에 있어서 가장 취약점으로 지적

되고 있는 분야도 바로 현금거래라고 할 수 있다.215) 게다가 범

죄수사에 있어서 반복적인 송금이나 계좌이체 등은 물론이고,

자금추적의 핵심은 바로 현금의 흐름을 쫓는 것이다. 현금의 흐

213) 4차 산업혁명 융합법학회, 전게서, 86면. 

214) 이보영, 전게논문, 456면. 우수 피드백의 종류를 예시하면(FATF2001C), (ⅰ) 자금세

탁의 추세 및 유형(trends and typologies)에 관한 정보의 제공, (ⅱ) 통계자료의 제공, 

(ⅲ) 선별사례(sanitization cases)의 홍보, (ⅳ) 기타 자료(교육용비디오, 소책자, 안내장, 

포스터 등)의 제공, (ⅴ) 금융업계들과의 실무그룹회의와 금융실무자들과의 세미나 개최, 

(ⅵ) 금융기관이 보고한 개별 사건에 대한 피드백(혐의거래보고서의 접수, 사건 처리의 

진행상황, 사건의 최종처리내용 등을 보고 금융기관에게 통보) 등이 있다고 한다. 

215) FATF 4차 라운드 상호평가 결과 취약분야 중 2개의 위험이 도출되었는데, 이 중 하

나가 현금거래이다. 현금 거래는 ① 탈세, 부패범죄, 자금세탁 등의 주요 수단이고, ② 

고액권 환수가 낮아 불법자금 은닉 수단으로 의심되며, ③ 일부 부동산 거래 등에서 여

전히 선호된다는 이유로 자금세탁위험으로 분류되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자

금세탁방지 2019 연차보고서』(2020. 6.), 46-47면.



- 57 -

름은 입체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금융거래 정보 외에도 다른 많

은 정보들의 공유와 종합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검찰청 NDFC(국가 디지털포렌식 센터,

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는 통합증거분석시스템

(IDEAS)216)을 구현하여 이를 금융거래정보 분석 등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분석 결과는 위와 같은 현금거래 추적에 매우 유용

하다.217) 이러한 IDEAS 분석 결과를 향후 FIU 금융거래정보 분

석에 활용한다면, 금융정보분석원의 심사 분석기능은 물론, 대검

찰청의 IDEA 시스템의 발전 속도도 함께 빨라질 수 있어 커다

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제 5 절 정보보호를 위한 AI 기반 동형암호의 활용

1. 기존 암호기술의 한계

오늘날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유통에 있어서는 그 안전성의

담보를 위해 공개키 암호 기술이 사용된다. 공개키 암호 기술은

암호화키를 공개하여 누구나 암호화를 할 수는 있지만, 복호화

키는 비밀로 하여 복호화 키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복호화 할

수 있는 알고리듬으로 당사자 간에 비밀 키를 공유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통신을 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218)

그런데, 이와 같이 암호화된 상태에서는 데이터 검색이나 통

계적 처리·가공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먼저

216)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통합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 IDEAS 3.0 사용자매뉴얼” 참조. 

217) ① 계좌분석은 통합내역, 계좌특성분석, 계좌거래분석, 주요 인물간 거래 분석, 전후거

래 분석이 가능하고, ② IDEAS에서는 계좌내역 외에도 수집된 디지털 증거의 유형에 따

라 파일･모바일･통화내역･이메일･전자결재･회계 분석 등이 가능하며, ③ IDEAS에서는 

수집된 디지털 증거의 유형별로 인물중심분석, 시계열분석, 위치중심분석 등이 가능하다. 

218) 천정희‧어윤희‧김재윤,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동형암호기반 금융데이터분석”, 금융정보

연구 제7권 제1호(2018. 2.)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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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호화를 한 다음 작업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비밀키

나 복호화된 자료가 유출될 수 있다.219)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또는 기계학습 기술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기술을 구현하는 알고리

듬 역시 외부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이 최근에 문제로 지

적되고 있다.220) 이에 따라, 사이버 보안(Cybersecurity)과 기계

학습의 교차점에 놓여 있는 연구 분야의 하나로 적대적 기계학

습(Adversarial Machine Learning)221)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적대적 기계학습은 현재의 기계학습 알고리듬의

취약성을 이해하는 한편, 새롭고 더욱 안전한 알고리듬을 개발

하는 데 목표를 둔다.222)

이와 같이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

니다. 예를 들어 2017년 9월 미국의 유명 신용평가사인 에퀴팩

스(Equifax Inc.)가 해킹당해 무려 1억 4,300만 명에 달하는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있었고, 그 이전에도 포털사이트 야후의

사상 최대 개인정보 유출(약 10억 명 상당) 사건이 문제가 된

적도 있었다.223)

219) 정명인, “완전동형암호 기술의 연구 동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권 8호(2013), 

37면.  

220) Leslie F. Sikos, editor,『AI in Cybersecurity』Springer(2019), pp48. 

221) 이와 관련된 알고리듬을 생성대립 신경망(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이

라고도 한다. 생성기(Generator)와 판별기(Discriminator)의 2개 모델로 입력받은 데이

터와 유사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이에 대항하여 그러한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인지를 판

별하는 구조이다. 즉, 생성기와 판별기가 적대적으로 대결하는 게임이론을 따라 동작하게 

되는 것이다. 오상훈, 전게서, 258-259면. 

222) 적대적 기계학습에 관한 연구로는 Ling Huang et al., "Adversarial Machine 

Learning", AlSec '11: Proceedings of the 4th ACM workshop on Security and 

Artificial Intelligence(2011), pp43-58 참조.  

223) 이광상, “미국 신용평가사의 개인정보 해킹사건 발생과 시사점”, 주간금융브리프 26권 

19호,  한국금융연구원(2017. 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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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미국 대형 해킹사건 개인정보 유출 규모224)

이와 같이 광범위한 금융거래정보가 각 금융기관에서 FIU로

유통되는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해킹 위험뿐만 아니라 FIU의

기계학습 알고리듬225)을 포함한 서버 해킹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는 계속 남아 있다.

2. 동형암호(Homomorphic Encryption)의 의의

동형암호(Homomorphic226) Encryption)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연산을 수행한 결과 값을 복호화 하면 원 데이터로 같은

연산을 수행한 결과 값을 얻을 수 있는 암호를 말한다.227) 수학

적으로 본다면,228) 평문 공간과 암호문 공간이라는 두 개의 집합

224) 이광상, 전게 자료 16면에 제시된 그림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225) 기계학습 알고리듬 자체도 취약성이 있음은 전술하였다. 

226) ‘동형’을 뜻하는 ‘homomorphic'은 수학에서 말하는 homomorphic(동형성)에서 유래한 

것으로 동일한 유형의 두 대수 구조 사이의 연산을 보존하는 사상(map)을 말한다. 따라

서 동형암호란 평문 공간의 원소를 암호문 공간의 원소로 대응시키는 사상으로 덧셈이나 

곱셈 등 특정 연산을 보존하는 암호시스템인 것이다. 천정희‧어윤희‧김재윤, 전게논문, 39

면 각주 5). 

227) 김명환,『수리암호학 개론』, 경문사(2019), 12면. 

228) RSA 모델부터 Gentry의 완전동형암호 등 동형암호의 수학적 모델들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으로는 Ayantika Chatterjee,‧Khin Mi Mi Aung,『Fully Homomorphic Encry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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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대표적인 연산인 덧셈과 곱셈을 보존하는 암호 체계로서,

평문에 연산을 하여 암호화한 값과 평문을 암호화 한 것에 연산

을 한 값이 같게 되는 암호체계를 말하는 것이다.229)

평문  에 대한 암호문    ,    가 주어졌을

때   의 암호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통상 비밀키로 암호문 

 , 를 복호화 하여 평문  를 얻고 이를 더한 후 다시 암

호화하여   의 암호문을 계산하지만, 동형암호에서는 이러

한 연산을 비밀키 없이 할 수 있다.  

            

 ×    ×    ×

여기서 더 나아가 동형암호는 컴퓨터가 하는 모든 연산을 복

호화 없이 수행할 수도 있는데,230)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이를 재부팅이라고도 한다) 과정 등231)을 통해 임의의 연산(덧셈

과 곱셈이 보통이다)을 무한히 계속할 수 있는 암호를 완전동형

암호(Fully Homomorphic Encryption)라고 한다.232)

in Real World Applications』, Springer(2019), pp.10-15. 보다 상세한 설명으로는 정

명인, 전게논문, 38-41면 참조.     

229) 정명인, 전게논문, 38면. 

230) 모든 연산은 and, or, not의 논리연산의 합성이므로 이 세 가지 논리연산만 암호화한 

상태에서 수행할 수 있으면 이를 반복하여 임의의 연산을 암호화한 상태에서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암호화된 상태에서 일부 연산만 수행할 수 있는 암호는 부분동형암호

(Partial Homomorphic Encryption)라고 한다. 천정희‧어윤희‧김재윤, 전게논문, 39면. 

2009년 Craig Gentry에 의해 처음으로 완전동형암호 기법이 제안되면서 그 이후로는 

Gentry 모델을 바탕으로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에 연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영기‧홍
충선, “맵리듀스를 적용한 동형 암호화 기법 연구”, 2016년 동계학술발표회 논문집, 750

면.   

231) 이에 대해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글로는 김금태‧이용우‧노종선, “완전동형암

호 기술의 응용과 발전 방향”,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20. 2.), 701면. 

232) 이에 반해 덧셈과 곱셈 모두 가능하나, 제한된 회수의 연산만 가능한 암호를 제한동형

암호(Somewhat Homomorphic Encryption)라고 부른다. 천정희‧어윤희‧김재윤, 전게논

문, 39면. 또한,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덧셈 또는 곱셈 중 하나만 복호화 없이 가능하고 

횟수는 제한되지 않는 동형암호는 부분동형암호(Partial Homomorphic Encryption)라고 

한다. 김종혁‧임효상, “공통 데이터 모델에서 동형암호화를 사용한 민감 헬스케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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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형암호의 종류

가. Gentry의 완전동형암호 모델233)

2009년 Craig Gentry는 이전 연구234)들과는 달리 연산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완전동형암호(Fully Homomorphic

Encryption) 모델을 제안하였다. Gentry는 기존의 제한된 횟수의

연산만을 보존하는 제한동형암호(Somewhat Homomorphic

Encryption)를 바탕으로 이른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

g)235)과 '스쿼싱'(Squashing)236) 방법을 이용하여 완전동형암호

를 완성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237)

보호 방법”,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2020. 7.),  92면.  

233) Gentry가 제시한 완전동형암호 모델에 대해서는 Craig Gentry, “Fully homomorphic 

encryption using idea lattices,” Proceedings of the 41th Annual ACM Symposium 
on Theory of Computing(January 2009), pp.169-178 참조. 

234) 그 이전에는 RSA 기반 동형암호. Paillier Cryptosystem, 제한동형암호(Somewhat 

Homomorphic Encryption) 모델 등이 연구되었다. 이에 관하여는 Ayantika Chatterjee 

et al., 전게서. pp.10-13 참조. 대표적인 제한동형암호 모델로는 2-DNV 

formulars(BGN05)가 있다. 정명인, 전게논문,    

235) 연산 횟수가 늘어나면서 에러가 커지기 때문에 연산 횟수 제한을 없애기 위해 이러한 

에러를 제거하는 과정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복호화에 필요한 비밀키를, 공개키를 이용

해 암호화한 다음, 이중으로 암호화된 상태에서 복호화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김금태‧
이용우‧노종선, 전게논문, 700면, 한편, 정수기반 암호와 달리 부트스트래핑 없이 완전동

형암호를 구현하기 위한 연구로는 격자(Lattice) 또는 LWE(Learning with Errors) 기반 

암호 등이 있다. 이에 관한 연구로는 Craig Gentry et al., "Homomorphic Encryption 

from Learning with Errors: Conceptually-Simpler, Asymptotically-Faster, 

Attributed-Based", Annual Cryptology Conference : Advance in Cryptology, 
CRYPTO, pp75-29(2013); Zvika Brakerski et al., "(Leveled) Fully Homomorphic 

Encryption without Bootstrapping", ITCS '12: Proceedings of the 3rd Innovations 
in Theoretical Computer Science Conference  pp309-325(January 2012) 각 참조, 

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는 Ayantika Chatterjee et al., 전게서. pp.119-125. 한편, 

암호문 행렬을 기반으로 한 완전동형암호 모델을 구상하면서 이것이 LWE 기반 동형암

호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로는 Xinxia Song et al., "A General Design 

Method of Constructing Fully Homomorphic Encryption with Ciphertext Matrix", 

KSII Transaction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Vol.13, No,5(May 2019).  

236) 복호화에 필요한 일부 과정을 사전 계산을 통해 미리 수행하는 것으로 복호화 과정의 

복잡도를 크게 줄여준다. 

237) Ayantika Chatterjee et al., 전게서.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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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개량된 형태의 BGV10 모델이 등장하였는데, 정수의

집합에 위Gentry09의 방법을 사용하여 덧셈과 일정 횟수의 곱셈

연산을 보존한다. 그 다음 예전 모델과는 달리 재부팅이 기능하

지 않기 때문에 스쿼싱 방식을 적용하여 복호화 함수를 단순하

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완전동형암호를 구현한다.238)

나. CRT239) 기반 BGV 완전동형암호의 수학적 모델240)

BGV 모델에서 공개키 암호화는 평문 메시지 을 공

개키중 임의의 원소인 로 암호화하게 된다. 즉,

여기서 암호문 c는 다음과 같다.

결국 위 암호문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갖게 된다.

c = q∙p + 2r + m

여기서 p는 비밀키, q는 아주 큰 정수, r은 작은 임의의 정수

인데, 241) 비트 메시지 은 다음과 같은 계산에 의해 복

238) 일반적인 BGV 모델에 대해서는 김종혁‧임효상, 전게논문, 92면; 정명인, 전게논문, 

40-41면. 

239)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Chinese Remainder Theorem, CRT)란 어떤 수 x를 서로 소인 

두 양의 정수 p와 q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알 경우 이 수를 n=pq으로 나눈 나머지는 

유일하며, p,q를 알면 쉽게 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명인, 전게논문, 41면. 이를 일반화 

시켜 설명한 글로는 김명환, 전게서, 79-80면.

240) Jung Hee Cheon et al., "Batch Fully Homomorphic Encryption over the 

Integers," 32th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Theory and Applications 
of Cryptographic Technique EUROCRYPT pp315-335(2013)의 해당 부분을 발췌, 번

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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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 된다. 이 방식은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동형이 됨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암호문의 덧셈과 곱셈은 평문의 덧셈과 곱셈을

모드 2로 계산한 것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여러 개의 비트로 구성된 메시지 를 하나의 암호문으로 변

환하기 위해 서로 소인 개의 정수 ,..., 에 대해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Chinese Remainder Theorem)를 사용한다. 일괄 암

호화된 암호문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0이상 ℓ인 모든 에 대해 이므로

암호문 c는 비트의 벡터인 ()로 모두 복호화 된다. 그 이전의

완전동형암호는 1비트의 정보량을 암호화하기 위해 매우 긴 암

호문을 생성하여 모든 연산을 비트 단위로 수행해야 했기 때문

에 효율성이 떨어져 그 구현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비트 단위가 아닌 보다 큰 숫자 단위로 암호

화함으로써 평문 공간을 확장242)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243)

241) r을 노이즈(noise)라고 한다. Jung Hee Cheon et al., 전게논문, 316면. 

242)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243) 정명인, 전게논문, 41면. 이렇게 됨으로써 정보를 비트 단위로 변환하는 절차 없이 바

로 연산을 하게 됨으로 효율성이 높아진다.  



- 64 -

4. 동형암호의 장점과 응용분야

동형암호는 원 데이터가 노출되지 않아 정보보호에 효과적이

기 때문에 최근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래 암호

기술의 핵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244) MIT는 매년 큰 파급력이

예상되는 10대 유망 기술을 선정하여 발표하는데 동형암호는

2011년에 이미 선정된 바 있고,245) 이론적으로 실제 생활에서 다

양한 응용이 가능하다.

특히, 암호화된 데이터로 다양한 연산을 하거나 키워드 검색

을 하더라도 평문이 유출될 위험이 없으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매우 유용하며,246) 완전동형암호는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해 컴퓨

터로 할 수 있는 모든 연산이 가능하므로 검색 통계분석뿐 아니

라 기계학습247)이나 영상처리 등 매우 복잡한 연산에도 적용할

수 있다.248) 다음의 [그림12]는 완전동형암호를 통한 클라우드

(Cloud)상의249) 데이터 처리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244) 김명환, 전게서, 12면. 

245) 정명인, 전게논문, 37면. 

246) 오미경, “디지털 증거 선별 압수·수색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술적 방안 연구-

동형암호를 이용하여-”,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9. 2.), 26면. 

공탁 제도에 동형암호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견해로 서인덕, “개인 정보의 비식별화 방안

에 대한 연구-형사공탁에서의 피해자 개인정보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

학원 석사학위논문(2020. 2.), 102-103면. 

247) 암호화된 상태에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고 분석 결과를 확인하는 최종 단계에서만 

복호화 하여 개인정보 열람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의 법적 성격이 기존의 비식별화 조

치와 구별되는 별도의 비식별화 조치인지 여부, 그 법적 성격 등에 관하여 논하고 있는 

것으로는 김상현, “동형암호를 이용한 프라이버시 보존 데이터 분석의 법제도적 문제”,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20. 2.), 83-94면.  

248) 천정희‧어윤희‧김재윤, 전게논문, 39면. 완전 동형 암호화 라이브러리인 HElib, TFHE 

그리고 SEAL 등은 대용량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암호화된 값 그대로 데이터 

연산을 처리하는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고 한다. 문수빈‧조은지,이윤호, “완전동형암호 라

이브러리 성능 비교”,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 논문집(2017. 12.), 1076면. 

249) 클라우드 외에도 빅데이터가 수집되어 저장되는 공간이라면 이 논의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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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완전동형암호를 통한 Cloud Data 처리250)

위 그림에 대해 설명하면, 클라우드 내 동형암호의 평문  ,

 , ...가 완전동형암호로 암호화되어 암호문  ,  , ...이 클라

우드 내에 업로드 된다. 여기서 =Enc(, )이고 는 공개키

이다. 여기서 클라우드 내 암호문에 대해 직접 연산이 가능하고

부분 복호화 또는 개별적인 암·복호화 과정이 필요 없다. 마지막

암호문 =
  



⊗ 가 되는데, 여기서 ⊗는 평문 공간에서  연산

에 대응하게 된다. 따라서 를 복호화하면 그에 대응하는 연

산의 결과인 이 되므로, 결국 =
  



가 된다.251) 이러한 속성

이 바로 동형암호의 장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빅데이터 시대에 대량의 정보가 한 곳에 집중되어 처리

되는 경우, 이러한 암호화된 빅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새로운

250) Ayantika Chatterjee et al., "Translating Algorithms to Handle Fully 

Homomorphic Encrypted Data on the Cloud", IEEE Transcations on Cloud 
Computing(September 2015), pp2. 기타 Stefan Rass et al.,『Cryptography for 

Security and Privacy in Cloud Computing』, Artech House(2013) 참조. 

251) Ayantika Chatterjee et al., Id. p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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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추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여 AI 내지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법을 활용해야 하

는데, 이 때 위와 같은 동형암호로 암호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고 할 수 있다.252)

이와 같은 동형암호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

야에 응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국가 안보 분야에서는

국가가 대량으로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는 정보들에 대해 해킹으

로부터 보호, 둘째, 다수의 사용자들의 특성을 분석하는 개인정

보 기반 마케팅이나 광고 등, 셋째, 교육, 의료, 납세 등 정부 데

이터베이스에 활용, 넷째, DNA 정보 등 의료 데이터 활용, 다섯

째, 생체 인증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253)

5. AI 기반 “동형 기계학습”의 적용

가. 기계학습의 의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동형암호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가지

고 기계학습254)이 가능하다. 기계학습은 결국 인공지능 프로그램

자신이 학습하는 구조를 말하는데, 여기서 학습은 결국 분류

(Classification)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255)

252) 동형암호를 기반으로 AI 분석 기법을 통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결국 동형 기계

학습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천정희‧어윤희‧김재윤, 전게논문, 46-48면.  

253) David Acher et al., "Applications of Homomorphic Encryption" 참조. 이 글은 

2017년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Microsoft Research 주최로 개최된 암호표준화 워크숍

(Crypto Standardization Workshop)에서 언급된 것을 정리한 리스트이다. 이를 간략히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는 자료로는 Ayantika Chatterjee et al., 전게서 pp3-5.

254) 기계학습의 개념 및 종류(지도학습, 비지도 학습, 강화학습), 예측(Prediction), 회귀

(Regression), 분류(Classification) 등 기계학습의 메커니즘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으로는 

오일석, 전게서, 26-28면; 추형석, 전게서, 16-17면; 마쓰오 유카타, 전게서, 122-123

면 등 참조. 기계학습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AI와 사실상 같은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255) 마쓰오 유카타 전게서, 1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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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습의 유형

학습 알고리듬은 “예제를 기반으로 함수의 매개 변수를 변경

하기 위한 알고리듬”256) 으로서, 이른바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과 비지도 학습(Unsupervised Learning)으로 나뉜

다.257)

지도학습은 입력(Input)과 원하는 결과(Output)가 모두 주어지

는 것으로서, 질문(패턴)에 대한 답(분류 항목)을 가르쳐 주는

선생이 존재하는 문제다.258) 수학적으로는 결과 값이 ‘라벨링’ 처

리된 대량의 학습 데이터로부터 내재된 함수를 유추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 나이브 베이즈법(Naive Bayes), 서포

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SVM), 랜덤 포레스트

(Random Forest), 인공 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등

기계학습 대부분의 알고리듬이 여기에 속한다.259) 패턴 인식 역

시 지도학습의 문제가 된다.260)

비지도 학습은 입력(Input)만 주고 그에 대응하는 ‘라벨링’ 없

이 일정한 패턴을 인식하여 주어진 데이터를 동일 유형의 그룹

으로 분류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대표적으로는 클러스터링

(Clustering),261) 계층적 군집 모델,262) 이상치 검출(Outlier

Detection), 독립 성분 분석(Independent Component)263) 등이 비지

256) 테렌스 J. 세즈노스키, 전게서, 421면.   

257) 이를 교사학습과 비교사학습으로 부르는 견해로 오상훈, 전게서, 5면. 

258) 스기야마 마사시, 노영균외2 옮김,『통계적 기계학습』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2017), 

180면. 

259) 지도학습의 정확도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강호종, 전게논문, 34-35면. 

260) 스기야마 마사시, 전게서, 180면. 

261) 데이터를 그룹으로 나눌 때 동일 그룹에 속한 대상은 다른 그룹에 속한 대상보다 더 

비슷하도록 그룹을 나누는 것을 클러스터링이라고 한다. 이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오상

훈, 전게서, 232-250면. 

262) 유사한 특징 공간에서 근접한 데이터들을 같은 군집으로 모으는 작업이 군집화인데, 

예컨대,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식 광고를 하는 상황에서는 군집화가 

필요하다.  

263) 이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오상훈, 전게서, 190-2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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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학습으로 분류된다.264) 다음의 [표10]은 지도학습과 비지도 학

습의 응용분야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10] 지도학습과 비지도 학습의 응용분야265)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

▪ 문서 분류

▪ 스팸 메일 필터링

▪ 꽃 분류

▪ 음성이나 영상 또는 얼굴 인식

▪ 필기체 문자 인식

▪ 주식시장 예측

▪ 유튜브 동영상 시청자 연령 예측

▪ 3차원 공간에서 로봇팔 위치 예측

▪ 빌딩 내부의 온도 예측

▪ 심장마비 환자의 재발 예측

▪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 예측 

▪ 전립선암 환자의 위험도 예측

▪ 신용카드 결제 승인의 위험도 예측

▪ 천문학에서 새 별의 발견

▪ 인터넷 쇼핑 사용자 구매내역에 

따른 맞춤광고

▪ 생물학에서 새로운 세포의 밀도 발견

▪ 유전자데이터의 해석

▪ 자연어 처리에서 문서 추출

▪ 암묵신호분리

▪ 움직임 포착 데이터의 저차원 프

로젝션을 통한 애니메이션 제작

▪ 통신망 최적화를 위한 통화패턴 분석

▪ 자율주행

▪ 게임 실행

264) 강호종, 전게논문, 36면. 

265) 오상훈, 전게서,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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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하여 지도학습과 비지도 학습의 중간 형태로서 반지

도 학습(Semi-Supervised Learning)까지 언급하는 견해도 있

고,266) 때로는 위 유형들에 강화학습을 추가하여 설명하기도 하

는데,267) 강화학습은 시행착오를 통해 환경에 적응하는 학습 제

어의 툴268)로서 학습 중 피드백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도학

습 알고리듬의 특별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269)

다. 기계학습의 주요 알고리듬

(1) 나이브 베이즈법(Naive Bayes)

‘나이브 베이즈법’은 모수(Parameter) 를 확률변수로 보고 확

률밀도 함수의 추정을 고려하는 이른바 ‘베이즈 추론

법’(Bayesian Inference)270) 내지 ‘베이즈의 정리’(Bayes

Theorem)271)를 사용해 분류를 나누는 방법으로, 데이터의 특징

266) 스기야마 마사시, 전게서, 180면. 오상훈, 전게서, 5면에서는 이를 준교사학습이라고 

부르고 있다. 반지도학습에 관한 소개로는 Olivia Chapelle et al, 『Semi-Supervised 

Learning』, The MIT Press(2006), pp2-12. 소량의 데이터에만 ‘라벨링’을 하고 이 소

량의 데이터와 ‘라벨링’ 없는 대량의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여 성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다. 상세한 내용은 오일석, 전게서, 394-405면 참조.    

267) 대표적으로는 강호종, 전게논문, 33, 36면. 강화학습의 경우에는 지도학습과는 의사결

정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 견해는 강화학습이란 컴퓨터

가 일정한 규칙이 설정된 환경 안에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 또는 그 반대의 행동을 

할 경우 보상 또는 페널티를 획득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하는 학

습 방법이라고 하며, ‘라벨링’된 학습 데이터가 불필요하다는 점, 명시적 수정 지시를 하

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도학습과는 다르다고 본다.  

268) 마쓰오 유카타 전게서, 122면 주 18. 

269) 테렌스 J. 세즈노스키, 전게서, 421면. 주로 자율주행 자동차 등에서 연구가 되는 분야

라고 한다. 강호종, 전게논문 36면. 강화학습은 바둑 AI인 알파고에서 활용된 기술로 상

태(State), 행동(Action), 보상(Reward)의 체계로 구성되며, 게임 인공지능 개발에 가장 

많이 활용된다. 추형석, 전게서, 28면.   

270) 이미 알고 있는 사전 확률을 바탕으로 관측된 사건을 활용하여 사후 확률을 추론하는 

것이다. 추형석, 전게서, 62면. 베이즈 추론법의 수학적 정의에 관하여는 스기야마 마사

시, 전게서, 109면.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는 Christopher Bishop,『Pattern 

Recognition and Machine Learning』, Springer(2006), pp152-159.  

271) 확률에 관한 유명한 정리(Theorem) 중 하나인데, 위에서 살펴본 베이즈 추론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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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어느 카테고리에 꼭 들어맞는가에 대한 확률들을 곱해 가

장 그럴 듯한 분류를 찾는다.272) 먼저 집단의 사전확률(prior

probability)을 계산하고,273) 각 데이터 집단별 조건부확률을 계

산한 후, 이를 기초로 각 데이터 집단별 사후확률을 계산한 다

음 그 두 사후확률 중 값이 큰 범주 속에 현재 주어진 데이터를

분류한다. 공식은 다음과 같다.274)

이러한 방식의 경우 편향성을 띠게 될 우려가 있어 주의를 요하지

만 잘 사용하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도출해 낼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으며,275) 특히 계산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

사용된다.276)

되는 수학적 정리이다. 이 정리에 대한 소개로는 길버트 스트랭, 전게서, 387면. 

272) 예컨대, 정치, 과학, 문화 등 분야의 언론 기사 중에서 ‘여당’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기사라면 이는 정치 기사일 가능성이 높다. 모든 카테고리의 기사에 ‘여당’이라는 

단어가 포함될 확률과 정치 카테고리에 ‘여당’이라는 단어가 포함될 확률을 비교하여 그 

비율이 1:10이면 정치 카테고리에 log(10/1), 즉 1포인트를 추가한다. 이 비율이 크면 

클수록 점수가 높다. 이러한 방법을 알아보고 싶은 기사 중에 포함되는 모든 단어로 시

도한 후 최종적인 ‘정치’ 카테고리의 점수, ‘과학’ 카테고리의 점수, ‘문화’ 카테고리의 점

수를 계산하여 가장 높은 것을 올바른 분류의 결과로 판정한다. 마쓰오 유카타, 전게서, 

126-127면. 이를 베이즈 최적 분류기(Bayes Optimal Classifier)라고 한다. 오상훈, 전

게서, 39-40면.  

273) 이 때 확률밀도함수를 사용한다. 정의역 전체에 걸쳐 확률을 표현한 것이 확률분포

(Probability Distribution)인데, 연속적인 확률분포는 확률밀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라고 한다. 오일석, 전게서, 94면.  

274) 김초복∙이경면, “기계학습을 통한 개인특성 예측”, 사화과학연구 제28권 2호(2017), 

240면. 

275) 예컨대, 스팸 메일 필터의 경우 하나하나의 키워드가 ‘어떤 확률로 스팸 메일이 될 가

능성이 있나’만을 수치로 갖고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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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결정 나무(Decision Tree)

의사결정 나무277)는 입력 변수를 바탕으로 목표 변수의 값을 예측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알고리듬으로서 입력값 별로 특정의 각

속성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를 수행한다.278) 쉽

게 설명하면 OX로 나뉘는 갈림길을 설정하고, 해당 입력 값이 그

기준에 해당하면 O, 아니면 X라는 결과에 따라 갈림길을 반복적으

로 통과시켜 최종 결과 값을 도출해 내는 구조이다. 즉, 스무고개와

비슷하다 할 수 있다.279) 나무 구조로 이루어진 각 노드(Nod)들은

하나의 입력변수에 대응하고, 그 하위가지들은 해당 입력변수가 가

능한 값에 각각 대응하게 된다.280)

[그림13] 의사결정 나무 모델 예시281)

276) 마쓰오 유카타, 전게서, 127면. 

277) 또는 결정 트리라고도 한다.

278) 마쓰오 유카타, 전게서, 127면. 정보획득량  [n : 분류항

목 개수,  : 번째 군집에서 값의 확률]로 알고리듬 공식이 표현된다. 김초복‧이경

면, 전게논문, 241면.  

279) 오일석, 전게서, 619면. 

280) 강호종, 전게논문, 21면. 이 때 하위 가지는 최대 2개인 이진 트리를 사용하게 된다. 

281) Upasana, “Decision Tree: How To Create A Perfect Decision Tree?” 

<https://www.edureka.co/blog/decision-trees/> (2020. 12. 11. 최종 방문). 이 예시는 

운동경기와 관련하여 경기 여부가 종속변수로서 이를 날씨, 습도, 바람 등을 기준으로 하

여 분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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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식은 처리결과를 해석하거나 이해하기 쉬우며282) 대부분 데

이터 전처리 필요성이 거의 없다283)는 장점이 있고, 대규모의 데이

터 처리에도 적용이 가능한 안정적인 알고리듬이다.284) 그러나 복수

의 속성이 결합된 데이터를 적용할 경우 트리(Tree)가 매우 복잡해

지므로 복잡한 패턴에 대한 판단의 정밀도는 높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285)

(3)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SVM)286)은 데이터를

구분 짓는 선과 각 데이터 그룹간의 간격(Margin, 마진)을 최대로

나누는 방법이다.287) 알고리듬의 기본적인 공식은 다음과 같다.

282) 추론 결과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이에 반하여 인공신경망의 경우에는 그 추론 결과

를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이른바 블랙박스 모델). 

283) 다른 알고리듬의 대부분이 데이터를 정규화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점과 대비

된다.   

284) 강호종, 전게논문, 21면. 

285) 마쓰오 유카타, 전게서, 128면. 의사결정 나무는 여러 변수를 한 번에 선택할 수는 없

고, 오직 한 개의 변수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학습 데이터에 따라 결과의 편차

가 크거나 소량의 데이터 변화에도 트리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는 문제점도 있다. 강호종, 

전게논문, 22면.  

286) 주로 패턴 인식이나 자료 분석에 효과적이며 지도학습의 대표적인 모델로 분류된다. 

287) 예컨대, 흩어져 있는 흰색 점과 검은색 점을 나누는 경우 두 점으로부터 가장 거리가 

먼 중앙 한복판을 기준으로 각자의 영토를 나누는 방식이다. 마쓰오 유카타, 전게서, 

128면. 1995년 발표되어 2000년대 중반까지 기계학습 분야에서 다방면에 이용되던 알

고리듬으로 러시아 통계학자인 블라디미르 배프니크(Vladimir Vapnik)와 코리나 코르테

스(Corinna Cortes)에 의해 고안되었다. 2006년 토론토대학의 제프리 힌튼(Geoffrey 

Hinton) 교수가 전처리 방법을 제시하기 전까지 약 15년 정도 유행했던 방식이다. 강호

종, 전게논문,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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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SVM은 여러 가지 초평면들 중에서 서로 다른 집합

사이에서 마진이 최대화되는 초평면을 찾는 방법이다. 커널 함수

(Kernel Function)288)를 이용하여 주로 분류 작업이나 회귀분석 등

에 사용된다.

[그림14] 서포트 벡터 머신 예시289)

비모수적(Non-parametric) 방식290)에 의한 통계적인 학습

(Statistical Learning) 알고리듬에 해당하며, 비선형 분류에도 활용

이 가능하다.291) 정밀도가 매우 높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나, 방대한

288) 사각형 모양의 파젠 윈도우 함수와 달리 정규분포곡선과 같이 부드러운 모양을 가진 

함수를 말한다. 수학적으로는 원래 특징공간 ℒ에 정의된 두 특징 벡터 x와 z에 대해 

K(x, z,) = ‧인 변환함수 가 존재하면 K(x, z,)를 커널함수라고 한다. 오일석, 

전게서, 574면.

289) Sankar Sampath, “Support Vector Machine (SVM) Algorithm – Javatpoint”

<https://in.pinterest.com/pin/326511041737615734/> (2020. 12. 11. 최종 방문). 이 

그림은 동그라미와 네모 두 개의 집합의 각 하나의 원소(서포트 벡터)와의 간격(마진)이 

최대가 되는 초평면을 구하는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다.  

290) 확률밀도함수의 추정법은 모수적 방식과 비모수적 방식으로 분류한다. 이에 대한 설명

과 비모수적 방식의 수학적 개념에 관해서는 스기야마 마사시, 전게서, 39, 153-157면. 

291) SVM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는 Vladimir Vapnik,『The Nature of Statistical 

Learning Theory』, Springer(2000); 오상훈, 전게서, 112-123면;  참조. 커널 함수를 

활용하는 커널기법(Kernel Methods)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SVM에 대한 간결한 설명과 

실제 응용사례 들에 대한 튜토리얼 논문으로는 Jean-Philippe Vert et al., "A Primer 

on Kernel Methods", in Kernel Methods in Computational Biology, The MIT(2004) 

pp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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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경우 계산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292) 실제

응용 사례로는 최근 상품 선물거래(Futures) 투자모델에 SVM을

활용하여 기계학습을 적용한 연구가 있다.293)

(4)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로지스틱 회귀 모델은 이진 혹은 다항의 종속 변수(Y)와 독립적인

입력 변수의 집합 (={ ,  , …})과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모델이

다. 결과가 몇 가지 범주로 나눠지는 경우에 유용하다. 특히, 종속변

수가 이진 반응 변수로 분류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될 수 있는데,294)

통계학 및 데이터 마이닝 분야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생명과학 연구, 비즈니스 및 금융, 범죄학, 생태학, 공학, 의

료 정책 등 많은 분야에서 널리 사용된다.295)

예를 들면, 신용평가에서 로지스틱 회귀는 고객의 신용도를 확률로

모델링하기 위해 사용되는데,296) 고객이 제때 청구서를 지불할 확률

은 청구금액, 연 소득, 직업, 주택 담보대출 및 채무의 유무, 과거 청

구서 지불 비율, 신용 기록의 다른 측면 등의 고객의 금용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297) 최근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기계학습 방식을 적

용하여 동형암호 기술의 효율성을 높인 연구가 있기도 하다298).

292) 마쓰오 유카타, 전게서, 129면. 

293) 송진호‧최흥식‧김선웅, “기계학습을 활용한 상품자산 투자모델에 관한 연구”, 지능정보

연구 23권 4호(2017) 참조.  

294) 예를 들어, 비만에 의한 당뇨 발생률의 차이 등 위험 요인에 따른 질병 발생 유무를 

분석하거나, 혹은 수술 후 생존에 대한 반응 변수를 0과 1사이의 확률 값으로 나타내고 

사망 또는 생존 여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할 때 사용될 수 있다. 정민철‧이지현‧오
하영, “앙상블 머신러닝 모델 기반 유튜브 스팸 댓글 탐지”,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24, No.5(May 2020), 580면.

295)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Scott Menard,『Appli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econd Edition, Volume106, SAGE Publication Inc.(2001) 참조. 

296) 구체적인 사례로는 

297) 이창환, “가중치 세분화 기반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 2016년 9월 전자공학회 논

문지 제53권 제9호, 1375면.

298) Hao Chen et al., “Logistic Regression over Encrypted Data from Fully 

Homomorphic Encryption”, BMC Medical Genomics October 2018, Vol 11(4) 참조.
이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선형회귀를 통한 동형 기계학습을 적용하면서도 이러한 모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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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 로지스틱 회귀 모델 예시299)

(5)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랜덤 포레스트 다수의 의사결정 나무로 구성된 ‘학습 단계’와 추

론에 사용되는 ‘테스트 단계’로 이루어지며, 이른바 ‘앙상블 학습

법’(Ensemble Learning Method)300)이 사용된다. 쉽게 말하면, 의사

결정 나무를 여러 개 결합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301) 여기서, 각

의사결정 나무로부터 나온 결과 값들을, 평균을 구하거나 과반수 투

표 방식 등에 따라 계산하여 최종 결과 값을 도출한다.302)

로지스틱 회귀의 경우에도 쉽게 적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견해로는 천정희‧어윤희‧김재

윤, 전게논문, 43면 참조. 

299) Jepp Bautista, “Theory to Application : Logistic Regression from Scratch using Py

thon” <https://jeppbautista.wordpress.com/2019/01/27/theory-to-application-logisti

c-regression-from-scratch-using-python/> (2020. 12. 14. 최종방문) 

300)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수의 알고리즘을 모아 함께 사용하는 기계학습 방법이다. 

강호종, 전게논문, 23면. 여기에는 투표(Voting) 방식, 또는 입력 데이터를 여러 종류로 

나누어 처리하는 배깅(Bagging) 등이 있다. 오상훈, 전게서, 128-132면. 보통은 의사결

정 나무를 배깅으로 결합한 것을 랜덤 포레스트라 부르며, 의사결정 나무의 앙상블 모델

이라고 한다. 오일석, 전게서, 626면.    

301) 오일석, 전게서, 628면. 한편, 이러한 앙상블 모델과 딥러닝의 결합에 관해서는 

633-63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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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6] 랜덤 포레스트 예시303)

이 알고리듬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독립된 다수의 의사결정 나

무 구조 때문에 나오는 임의성이 가장 큰 특징이며, 이 때문에 높은

일반화 성능을 보여준다.304) 즉, 각 의사결정 나무들의 추론 결과 값

들은 일반화 효과가 있으며, 학습 역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높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305)

302) 분류의 경우에는 과반수 투표, 회귀(regression)의 경우에는 주로 평균을 내게 된다. 

강호종, 전게논문, 23면 그림 참조. 

303) 엄하늘‧김재성‧최상옥, “머신러닝 기반 기업부도위험 예측모델 검증 및 정책적 제언: 

스태킹 앙상블 모델을 통한 개선을 중심으로”, 지능정보연구 26권 2호(2020. 6.), 109

면; Will Koehrsen, “Random Forest Simple Explanation”(Dec 27, 2107)

<https://medium.com/@williamkoehrsen/random-forest-simple-explanation-377895a60d2d> 

(2020. 12. 11. 최종 방문). 이 그림은 A, B 2개의 집합으로 분류하기 위해 n개의 의사

결정 나무를 통해 분류를 한 뒤 과반수 투표를 통해 최종 분류를 도출하는 모델을 

나타낸 것이다. 

304) 강호종, 전게논문, 23면.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람의 자세 추정 등에 응용된다. 자세 

추정에 관한 소개로는 Jamie Shotton et al., "Real-Time Human Pose Recognition in 

Parts from Single-Depth Images", CVPR(2011), pp1-7. 최근 6가지 머신러닝 알고리

듬을 혼합한 앙상블 모델을 통해 유튜브 스팸댓글 탑지 기법을 고안한 연구로는 정민철‧
이지현‧오하영, 전게논문,  581-582면.

305) 랜덤 포레스트에 관한 상세한 튜토리얼 논문으로는 Antonio Criminsi et al., 

"Decision Forests : A Unified Framework for Classification, Regression, Density 

Estimation, Manifold Learning and Semi-Supervised Learning", Found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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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습 및 테스트 과정이 간편하고 빠를 뿐만 아니라, 학습 데

이터의 크기가 작아도 학습이 잘 이루어진다.306) 나아가, 다차원의

입력변수 적용이 가능함에도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며, ‘특징 벡터’의

차원이 큰 데이터에서도 성능이 좋아 유용한 기계학습 알고리듬으

로 평가된다.307) 최근에는 딥러닝의 성능을 개선하는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308)

(6) 인공 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인공신경망은 인간의 뇌신경 회로를 모방한 것이다.309) 흔히 딥러

닝(Deep Learning, 심층학습)이라고 하면 이러한 인공 신경망을 학

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310) 인간의 뇌가 시냅스로 결합된 뉴

런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노드(인공 뉴런, Nod)311)가 겹겹의

층으로 네트워크(Network)를 형성하여 엣지312) 간 신호의 세기를

가중치(Weight) 값으로 조절하는 방식으로 패턴을 탐지하는 것이

다.313)

인공 신경망의 기본 구조는 다층 노드로서 하나의 층(Layer)은 다

수의 노드로 구성되고, 엣지는 층과 층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

는데, 층과 층 사이를 연결하는 엣지는 모든 노드를 연결한다.314) 가

Trends in Computer Graphics and Vision: Vol.7: No. 2-3(2011), pp81-227 참조.  

306) 오일석, 전게서, 628면. 

307) 강호종, 전게논문, 24면. 

308) 오일석, 전게서, 628면. 

309) 인간의 뇌는 신경세포인 뉴런의 네트워크(신경망)로 구성되어 있어서 각 뉴런은 시냅

스를 통해 전기 신호를 전달한다. 어떤 자극이 일정 임계값(threshold)을 넘지 못하면 전

기 신호가 발화되지 않으므로 수학적으로 그 값이 0이 되고, 발화되면 1이 되어 정보를 

전달하는 현상이 뉴런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마쓰오 유카타, 전게서, 129면. 

310) 추형석, 전게서, 9면. 

311) 버텍스(Vertex)라고도 한다. 

312) 시냅스를 표현한 것으로 링크(Link)라고도 한다. 

313) 강호종, 전게논문, 26면. 인공 신경망은 뉴런의 정보 전달 방식을 모방하는데, 여기서 

각 노드는 시냅스를 모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쓰오 유카타, 전게서, 129면. 이러한 

의미에서 인공 신경망은 노드(퍼셉트론)와 엣지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추형석, 전게

서, 10면. 

314) 추형석, 전게서, 12면. 같은 층 안의 노드 사이에는 엣지가 존재하지 않으며, 예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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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기본적 형태는 입력(Input), 은닉(Hidden), 출력(Output) 세 개의

층으로 구성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17] 인공 신경망의 기본 구조315)

구체적으로는 아래층 뉴런(노드)에서 전달받은 값에 가중치를 곱

하고. 그 합을 활성함수인 시그모이드(Sigmoid, S자 곡선) 함수316)

를 거쳐 출력하는 학습 과정에서 가중치317)를 변동시켜 최적치를 출

력,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밀도를 높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손실

함수318)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엣지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라고도 할 수 있다.319) 활성함수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 최근에는

A층의 노드가 5개이고 B층의 노드가 3개라면 엣지는 15개가 존재하게 된다. 

315) Analytics Vidhya, “The Evolution and Core Concepts of Deep Learning & 

Neural Networks”(2016. 8.) 

<https://www.analyticsvidhya.com/blog/2016/08/evolution-core-concepts-deep-learning-neural-networks

/> (2020. 12. 11. 최종 방문)

316) 시그모이드 함수는 ‘온-오프’를 수학적으로 취급하기 쉽도록 하는 함수라고 할 수 있

다. 마쓰오 유카타, 전게서, 129-130면. 

317) 여기서 가중치란 노드 사이의 신호의 세기, 즉, 노드를 연결하는 강도를 나타내기 때

문에 쓰이는 말이며, 엣지의 값을 나타낸다. 추형석, 전게서, 10면.    

318)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함수이다. 인공 신경망의 손실함수는 활성함수

로 결정되며, 시그모이드 활성함수는 지수 함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손실함수 자체가 매

우 복잡한 비선형함수가 된다. 따라서 보통은 그 최솟값을 직접 구하기보다는 최솟값의 

근사를 구하는 방법이 활용된다. 추형석, 전게서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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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모이드 함수보다는 ‘정류선형단위'(Rectified Linear Unit), 즉,

ReLU 함수 등 계산은 단순한데 성능은 더 좋아진 활성함수들이 개

발되었다.320)

[그림18] 각종 활성함수의 예시321)

학습 데이터를 통해 이 가중치 값들이 결정되면 그 결정된 가중치

가 적용된 네트워크를 통해 입력 데이터를 분류하게 된다. 이와 같

이 인공 신경망은 다수의 입력 변수들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선형·

비선형 함수를 추측하고 입력 값에 해당하는 결과 값(근사치)을 추

론할 때 사용된다.322)

인공 신경망 모델은 노드 및 은닉 층의 개수, 활성화 함수의 종류,

319) 추형석, 전게서, 16, 17면. 

320) 오일석, 전게서, 184면. ReLU 함수가 기존의 활성함수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견해로는 길버트 스트랭, 전게서, 476면. 해외 연구로는 Xavier Glorot et al., "Deep 

Sparse Rectifier Neural Network", Proceedings of the Fourteenth International 

Conferenc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tatistics(2001), pp318-322 참조.     

321) Shruti Jadon, “Introduction to Different Activation Functions for Deep Learning”

<https://medium.com/@shrutijadon10104776/survey-on-activation-functions-for-deep-learning-9689331ba092> 

(2020. 12. 11. 최종 방문) 

322) 입력값 p에 대해 각각의 가중치가 부여된 후 그 합에 대해 시그모이드 함수가 적용되

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는 Ben Gorman, “Neural Networks – A Worked 

Example”, GormAnalysis(2017. 11. 8.)

 <https://www.gormanalysis.com/blog/neural-networks-a-worked-example/> (2020. 12. 

11. 최종 방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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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의 수정 범위, 반복학습 횟수 등 네트워크 구조 수정을 통해

서 모델의 성능 및 효율을 높일 수 있다.323) 다만, 근본적으로 복잡

한 인공 신경망의 경우는 그 비선형 구조로 인해 결과 값이 나오는

추론 과정을 설명할 수 없게 되는 단점이 있다.324)

인공 신경망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나 대표적으로 ① 가장 기본 구

조인 심층 신경망(Deep Neural Network),325) ② 인간의 시각을 모

방한 구조로 알려진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326) ③ 순환 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RNN),327) ④

적대적생성 신경망(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328) 등이 있다.

323) 강호종, 전게논문, 26-27면. 

324)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최근 그 추론 과정을 해석하고, 설명하며 또 시각화할 수 있도

록 하는 AI 분야가 발전하고 있는데, 이를 "Explainable AI"라고 한다. Wojciech Samek 

et al.,『Explainable AI: Interpreting, Explaining and Visualizing Deep Learning』, 

Springer(2019) 참조. 이 책에서는 이 문제를 블랙박스에 비유하고 있다.    

325) 기존의 인공 신경망에서 ‘심층’의 개념을 더한 것으로 깊은 신경망, 즉, 다수의 은닉 

층으로 이루어지는 인공 신경망이다. 추형석, 전게서, 20면. 이에 대해 ‘깊은’ 또는 ‘심층’ 

신경망은 심층 구조를 가지는 모든 신경망을 포괄하는 의미가 되어 적절하지 않다고 보

면서 ‘깊은 다층 퍼셉트론’(Deep Multi-Layer Perceptron)이라고 부르는 견해도 있다. 

오일석, 전게서, 187면.  

326) 입력층, 컨볼루션(합성곱)층, 풀링층(Pooling Layer)으로 구성된 빌딩 블록과 완전 연

결층(Fully Connected Layer)으로 구성된다. 오상훈, 전게서, 152면. 이에 대해 컨볼루

션 신경망은 심층 신경망과 달리 부분 연결 구조를 갖는다고 보는 견해는 오일석, 전게

서, 194면. 합성곱 행렬을 활용한 인공 신경망으로서 합성곱 행렬이 인공 신경망의 가중

치 역할을 한다는 것에 구조적 특징이 있다. 주로 이미지 처리 분야에서 활용되는데, 비

디오 영상의 요약이나 이미지 분할 등이 연구되고 있다. 특히 얼굴 인식, 자율주행 자동

차 또는 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질병 예측 시스템 등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다. 추형석, 전게서, 22면. 이러한 컨볼루션 신경망이 딥러닝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게 된 

것이다. 오일석, 전게서, 184면. 고령자의 뇌졸중 질환 예측에 CNN을 활용한 연구로는 

유제학 외6, “노인코호트 DB를 이용한 딥러닝 기반의 뇌졸중 질환 예측 모델”, 디지털 

콘텐츠학회 논문지 Vol. 21, No. 6, pp. 1191-1200(Jun. 2020), 1194-1195면. 위내시

경 사진을 통한 위 병변 분류 시스템에 CNN을 활용한 연구로는 이신애‧김동현‧조현종, 

“데이터 증대를 활용한 딥러닝 기반 위 병변 분류 시스템”, 전기 학회 논문지 69권 7호

(2020. 7.), 1035-1037면

327) 회귀 신경망이라고도 한다. 오상훈, 전게서, 100면 참조. 출력을 다시 입력으로 활용하

는 구조로 은닉층 대신 은닉 상태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는 시계열적으로 변화하는 

데이터의 특성을 함축한 것이다. 주로 문장에 많이 사용되어 언어 모델이라고도 한다. 추

형석, 전게서, 24면. 한편, 수두 예측에 RNN을 활용한 연구로는 이미란‧김종욱‧장백철, 

“딥러닝 기반의 수두 발생 예측”, 전기 학회 논문지 69권 1호(2020. 1.), 132-136면.   

328) 비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예로서 생성기(Generator)와 판별기(Discriminator)가 서로 

경쟁하며 학습하는 방식으로 가짜 사진이나 영상 및 이를 검증하는 분야의 핵심 기술이

다. 추형석, 전게서, 26면. 이를 생성모델이라고도 한다. 오일석, 전게서, 222면. 앞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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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그모이드(Sigmoid) 함수 대신 ReLU 함수를 사용하게 되

면서, 기존의 싱글 또는 다중 퍼셉트론 개념이 확장(은닉 층의 증가

가 가능)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것은 기계학습의 정확도

가 매우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림19] 심층 신경망 모델의 예시329)

[그림20] Convolution(합성곱) 신경망 모델의 예시330)

펴 본 바와 같이 기계학습의 알고리듬의 외부 공격에 취약하다는 인식하에 사이버 보안

의 관점에서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329) 이준열,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기술”, 대한산업공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2018. 

11.),  1672-1715, 26면. 

330) 엄하늘‧김재성‧최상옥, 전게논문, 1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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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형 기계학습 알고리듬의 개요

이러한 기계학습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면

서도 방대한 양의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

하다.

즉, 데이터를 동형암호화 하여 수집한 다음, 기계학습의 훈련

과정에서 동형 암호화된 데이터를 학습시켜 [암호화된 예측모형]

을 유도하고 클라이언트의 암호화된 데이터를 [함수암호

(Functional Encryption) 기술331)로 암호화된 예측모형에 적용]하

여 최종 결과 값을 얻는 과정을 동형기계학습이라 한다.332)

동형기계학습 알고리듬은 ①단계 : 동형암호 공개키/비밀키

설정 ⇨ ②단계 : 암호화 ⇨ ③단계 : 데이터베이스 병합 ⇨ ④

단계 : 예측/분류 모형 도출 ⇨ ⑤단계 : 암호화된 모델 복호화

⇨ 암호화된 데이터상의 예측을 거친다.333)

여기서 예측/분류 모형의 도출과 암호화된 데이터상의 예측

과정이 바로 기계학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공 신경망을 기준

331) 함수암호는 기본적으로 함수 가 포함된 비밀키를 소유하면 데이터 가 포함된 암호

문으로부터 값을 복원할 수 있는 암호이다. 전성윤·임종혁·이문규, “함수 암호 기반

의 바이오인증 구현 및 성능평가”, 2019년도 한국통신학회 종계종합학술발표회, 778면. 

함수암호 기술은 암호문의 복호화 조건을 임의의 함수로 지정이 가능한 특별한 기능을 

가진 공개키 암호로서 비밀 키가 주어졌을 때 암호문의 일부 정보만을 복호화 하는 암호

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천정희‧어윤희‧김재윤, 전게논문, 42-43면. 이 연구에 따르면, 

선형회귀 모델 또는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쓰는 기계학습에서는 함수암호가 실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한다. 함수 암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광수,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

한 함수 암호 연구”, 한국연구재단 최종보고서(2016); 박동희·박영호, “함수암호를 이용

한 인증정보 Template 보호 기술”, 정보보호학회논문지(2019. 12.), 1321-1324면; D. 
Boneh et al., “Functional Encryption: Definitions and Challenges,” Theory of 
Cryptography, TCC 2011, pp 253-273, Mar. 2011 참조. 여기서 함수 은닉
(Function-Hiding)이란 기능이 매우 중요한데, 비밀키에서 함수 에 관한 정보를 얻어 
낼 수 없어야 하는 속성이다. 천정희‧어윤희‧김재윤, 전게논문, 43면. 함수 은닉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A. Bishop et al., “Function-Hiding Inner Product Encryption,” 
Advances in Cryptology, ASIACRYPT 2015, pp.470-491, Nov. 2015 참조. 

332) 천정희‧어윤희‧김재윤, 전게논문, 47면. 이 경우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암호화

되어 입력되고 결과는 암호화된 상태에서 계산되며, 중간에 어떤 과정에서도 복호화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기계학습을 수행하는 기계는 복호화키를 가질 필요가 없다.   

333) 천정희‧어윤희‧김재윤, 전게논문,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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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본다면, 기계학습은 인공 신경망을 만드는 ‘학습 단

계’(Learning Phase)와 완성된 인공 신경망(예측/분류 모형)을

사용하여 정답을 도출하는 ‘예측 단계’(Prediction Phase) 2개로

나뉜다.334)

[그림21] 기계학습에서의 예측 모형 수립 과정335)

학습 단계에서 예측/분류 도형을 신속히 도출해 내는 것이 중

요한데, 비록 현 시점에서 완전한 상용화가 이루어지기 전이라

할지라도 동형기계학습 훈련 단계에서는 적절한 시간 동안에

암호화된 데이터의 연산을 통해 예측/분류 모형을 얻을 수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단계의 연산은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이

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사동형암호까지 개발되어 실용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한다.336)

334) 마쓰오 유카타, 전게서, 136면. 학습 단계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므로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예측 단계는 순식간에 마칠 수 있게 된다.

335) 김초복‧이경면, 전게논문, 239면.  

336) 천정희‧어윤희‧김재윤, 전게논문, 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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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AI 기반 동형암호의 실무 적용 모델 구상

1. 기존 동형암호의 활용 연구의 한계

최근 들어 동형암호의 활용 분야에 관해서는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해당 분야별로 구체적인 실용화 방안에 대

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들이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337) 다만, 최근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표11 ] 완전동형암호 적용 연구 사례338)

영역 적용분야

의료

▪ 암호화된 심장병 위험 요소 알고리듬339)

▪ 암호화된 의료 데이터에 대한 예측적 분석340)

▪ 암호화된 심전도 Data 해석을 통한 환자 장기 모니터링341)

해석학

▪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한 Logistic Regression342)

▪ ‘Seabed 시스템’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343)

▪ 기계학습에서 암호화된 데이터의 분류344)

Data 분석 ▪ 암호화된 상태에서의 통계적 분석345)

딥러닝 ▪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한 합성곱 신경망(CNN) 활용346)

금융 ▪ 클라우드 환경에서 암호화된 금융데이터 계산 모델347)

CPS348)
▪ CPS 시스템을 위한 암호화 데이터 연산의 기초 요소349)

▪ 동형암호 기반 컨트롤러 암호화 기술350)

337) 여러 기관이 보유한 각종 헬스 케어 정보를 공유하고 분석하는 분야에서 완전동형암

호 활용방안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김종혁‧임효상, 전게논문, 92-93면. 금융데이터 분석

을 통한 신용등급 평가에 동형기계학습을 적용한 국내 연구로는 천정희‧어윤희‧김재윤, 

전게논문, 54-57면 등이 대표적이다. 

338) Ayantika Chatterjee,‧Khin Mi Mi Aung, Id. pp139-140. 

339) 이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 Sergiu Carpov et al., "Practical Privacy-Preserving 

Medical Diagnosis Using Homomorphic Encryption", 2016 IEE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loud Computing (CLOUD), 27 June-2 July 2016, pp593-599 참조. 

340) 관련 연구로는 Joppe W. Bos et al., “Private Predictive Analysis on Encrypted 

Medical Data”, Journal of Biomedical Informatics 50(May 2014), pp234-2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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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형암호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한계들도 무시할 수는

없다. 종래 동형암호의 암 복호화 키의 크기가 크고, 연산의 복

잡도가 높다는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연산이 계속될수록 계산

속도가 느려진다는 단점이 지적되어 왔다.351) 특히 재부팅

(Bootstrapping)은 계산량이 상당히 많고, 복잡한 연산이기 때문

에 효율성 개선 및 보안성 제고 측면의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341) Övünç Kocabaş et al., “Towards Privacy-Preserving Medical Cloud Computing 

Using Homomorphic Encryption", Computer Science(2015) 참조.

342)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기계학습 방식을 적용하여 동형암호 기술의 효율성을 높인 연구

로는 Hao Chen et al., “Logistic Regression over Encrypted Data from Fully 

Homomorphic Encryption”, BMC Medical Genomics October 2018, Vol 11(4) 참조.  

343) Antonis Papadimitriou et al., “Big Data Analytics over Encrypted Datasets with 

Seabed”, OSDI(October 2016), pp587-602 참조.

344) 기계학습 분야에서 완전동형암호의 활용 가능성을 연구한 것으로 Thore Graepel et 

al,, “ML Condential: Machine Learning on Encrypted Data”,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ICISC(2012) pp1-21 참조.  

345) 통계분석에서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를 적용한 완전동형암호 모델이 효율적임을 밝히

고 있는 연구로 Wen-jie Lu et al., “Using Fully Homomorphic Encryption for 

Statistical Analysis of Categorical, Ordinal and Numerical Data“, NDSS 
Symposium(27 Feb 2017) 참조.  

346) 동형암호화된 데이터를 통한 딥러닝에 관한 연구로는 Ahmad Al Badawi et al., 

“The AlexNet Moment for Homomorphic Encryption: HCNN, the First 

Homomorphic CNN on Encrypted Data with GPUs”, Institute for Infocomm 
Research, A*STAR, Singapore(July 18, 2019); Ahmad Al Badawi et al., “Towards 

the AlexNet Moment for Homomorphic Encryption: HCNN, the First Homomorphic 

CNN on Encrypted Data with GPU”, Institute for Infocomm Research (I2R), 

A*STAR, Singapore(August 19, 2020) 각 참조. 

347) ‘FinancialCloud’라는 공개된 금융 클라우드에서의 가격결정에 대한 동형암호 적용 모

델 연구로는 Hsin-Tsung Peng et al., “Homomorphic Encryption Application on 

FinancialCloud Framework”, 2016 IEEE Symposium Series on Computational 
Intelligence(SSCI), 6-9 Dec. 2016 참조.  

348) CPS란 Cyber-Physical System의 약자로서 물리학적인 세계와 IT가 긴밀하게 결합

된 시스템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349) Peizhao Hu et al., “Evaluation of homomorphic primitives for computations on 

encrypted data for CPS systems”, 2016 Smart City Security and Privacy 
Workshop (SCSP-W), 11 April 2016, pp1-5 참조.   

350) Junsoo Kim et al., “Encrypting Controller using Fully Homomorphic Encryption 

for Security of Cyber-Physical Systems”, IFAC-PapersOnLine 49-22 (2016) 

pp175–180 참조.    

351) Craig Gentry, Shai Halevi, “Implementing Gentry’s Fully-Homomorphic 

Encryption Scheme,”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Theory and 
Applications of Cryptographic Techniques pp129-148(May, 2011),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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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도 주장되고 있다.352) .

나아가, 인공 신경망을 활용하여 동형 기계학습을 적용하는

경우 인공 신경망의 은닉층 증가는 복잡한 현상의 예측 가능성

을 높여주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중치 즉, 계산량의 증가

와 연결되고 이로 인해 인공 신경망은 더욱 복잡한 비선형 함수

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부

는 결국 동형암호 기술의 발전 상황과 활용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문제를 남긴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형암호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

하였는지 살펴보고, 최근 개발된 근사동형암호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가. 동형암호 기술의 발전 상황

사실 동형 기계학습 분야가 아직까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현재까지 관련 연구도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구체적인 동형암호

및 동형기계학습의 모델을 완벽하게 제시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작업은 수학 컴퓨터공학 법학 금융 증권 경제학 분야가 서로 융

합하여 함께 고민하여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

다.353) 다만, 보다 싼 가격에 고성능 하드웨어가 보급되고 컴퓨

터의 계산능력이 향상되면 이러한 문제가 점진적으로는 해결될

것이므로 결국 가까운 장래에 실용화가 가능하다고 본다.354)

하드웨어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컴퓨터는 25년 전보다 100만

배 이상 빨라졌고, 메모리 역시 메가바이트(MB) 수준에서 테라

바이트(TB) 수준으로 10억 배 이상 증가했다. 과거에는 감당할

수 없었던 계산들이 이제는 가능하게 되었다.355) 또 기계학습 가

352) 김금태‧이용우‧노종선, 전게논문, 701면. 

353) 이러한 의미에서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이 향후 이 분야를 주도하며 핵심적

인 역할을 담당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54) 추형석, 전게서,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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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 하드웨어는 주로 GPU가 사용되는데, 이를 활용하면 학습

시간을 최대 100배 이상 단축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200개의 서로 다른 하이퍼 매개변수 설정 중 최적을 선택하는

작업은 1년 이상 걸렸었지만, GPU의 경우 일주일이면 마칠 수

있다.356) 나아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관의 서버 등 하드웨어

성능이 발전하면 할수록 엄청난 계산 능력이 발휘될 수 있다.

Google이 최근 개발한 TPU(Tensor Processing Unit)는 구조적

으로 행렬곱 연산에 최적화되어 초당 420테라 번(TFlops)연산이

가능하다고 한다.357) 어떻게 보면 우리는 수백만에 달하는 유닛

과 수십억 개의 신경망 커넥션을 갖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

는 시대가 된 것이다.358)

동형암호의 키 암 복호화 등 계산속도 향상에는 이른바

‘SIMD’ 연산 지원 정수 기반 동형암호(이른바 일괄완전동형암

호) 설계,359) 병렬처리 적용 등이 연구된 바 있다. 특히 최근 연

구에서도 CRT 기반 완전동형암호 모델이 점점 실용적으로 발전

하고 있고,360) 병렬처리를 통해 동형암호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

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361)

355) 무어의 법칙(Moore's Law)에 따르면 18개월 주기로 컴퓨터의 성능이 2배로 향상된다

고 한다. 추형석, 전게서, 19면. 

356) 오일석, 전게서, 184면.

357) 추형석, 전게서, 134면. 

358) 테렌스 J. 세즈노스키, 전게서, 75면.  

359) 2013년 연구에서는 현실에서 주로   사용되는 큰 숫자의 연산에 효율적인 완전동형 

암호를 설계하였는데, 이는 큰 정수뿐만 아니라 한 번의 연산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 처

리 가능한 SIMD(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 연산을 할 수 있는 암호 시스템 설

계가 가능해졌고,  이는 정수 기반 동형 암호로는 최초로 SIMD 연산을 지원한다는 데에 

의미를 가진다. 김미란‧ 김진수‧천정희, "완전 동형암호의 응용", 한국산업음용수학회 학술

대회 논문집 Vol.8 No.1(2013. 5.), 71면. 이에 대한 수학적 모델과 상세한 증명에 대해

서는 Jung Hee Cheon et al., 전게논문 참조. 이 논문은 기존의 DGHV 완전동형암호 

모델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여 RLWE(Ring Learning with Errors)-based 동형암호 수준

의 배칭(Batching)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Jung Hee Cheon et al., "Batch 

Fully Homomorphic Encryption over the Integers,", pp316. 

360) Wen-jie Lu et al., Id. pp.17-18. 

361) Hayward, Ryan, Chia-Chu Chiang, “Parallelizing fully homomorphic encryption 

for a cloud environment,” Journal of applied research and technology, Vol.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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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 일괄완전동형암호 구현과 병렬처리를 혼합한 방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즉, 동형암호 모델에 추가적으로 멀티코어 환

경에서의 병렬 처리를 병용함으로써 최적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도 존재한다.362) 기타 맵 리듀스 방식을 통한 동형암호

의 키 생성 및 암 복호화 속도 향상363) 등 계속 진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5G 정도의 파일에 대한 키 생성과

동형암호화는 약 7-8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근사동형암호와 동형암호 활용 가능성 검토

나아가 최근 소수점을 반올림하는 4세대 동형함수인 근사동형

암호 HEAAN364)의 개발로 소수점 자리 계산 시간을 단축함으

로써 연산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즉, 근사동형

암호는 암호화된 메시지간의 덧셈, 곱셈뿐만 아니라, 메시지 크

기 조절을 위한 반올림연산을 함께 지원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연산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역원 또는 지수함수, 로지스틱 함수 등을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365) 이러한 모델은 기

No.2, pp.245-252(April 2015), pp251. 최근 비슷한 연구로 Delin Tan, et al., "Fully 

Homomorphic Encryption Based On the Parallel Computing",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 Vol. 12, No1(January 2018) 참조. 

362) 임종혁·이문규, “정수 기반 일괄 동형 암호 응용의 구현 및 성능 비교”, 한국차세대컴

퓨팅학회 논문지 Vol.11, No.6(2015) 참조.   

363) 맵 리듀스와 관련된 2016년 발표 논문에서 보면, 2개의 프로세서, 4개의 맵 리듀스 

함수를 활용하고,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인 HElib을 기반으로 동형암호를 구현하였는데, 8

개 키 생성 매개변수를 통해 비밀 키를 생성하고 5G 상당의 평문을 128MB 단위로 블

록 암호화하는 방식을 채택, 비밀 키 생성에 약 400초, 동형암호화에 약 500초가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기‧홍충선, 전게논문, 751면.   

364) 상세한 이론 소개에 대해서는 송용수, “Homomorphic Encryption for Approximate 

Arithmetic(근사계산을 위한 동형암호 구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2018. 2.) 참조. 보다 간략한 설명으로는 Jung Hee Cheon at al., “Homomorphic 

Encryption for Arithmetic of Approximate Numbers”(2017. 7. 12.) 

<https://yongsoosong.github.io/files/slides/MSR_heaan.pdf> (2010. 12. 15. 최종방문)

365) 송용수, 전게논문, 7-10, 7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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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학습에서 널리 사용되는 활성함수 중 하나인 시그모이드 함수

를 암호화한 상태에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동형기계학습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이 된다.366) 이후

HEAAN은 부트스트래핑 알고리듬을 갖춘 새로운 버전이 출시

되었으며,367) 이러한 기술이 반영된 국내 표준으로는 최근 서울

대에서 개발한 근사연산 동형암호 알고리듬이 TTA표준

(TTAK.KO-12.0347)으로 등록되어 있다.368)

이와 같은 HEAAN의 재부팅 속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서울대학교의 HEAAN의 경우 계속해

서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2015년만 해도 0.02s였

던 재부팅 속도가 현재는 0.12ms로 향상된 바 있어,369) 10년 전

과 비교한다면 3만 배에서 최대 300만 배까지 재부팅 속도가 빨

라졌다.370)

코리아크레딧뷰(KCB)는 최근 국민연금공단·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천정희 교수의 크립토랩과 공동으로 동형암호 기술

을 활용해 국민연금공단 데이터와 KCB 신용데이터를 결합하여

분석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힌바 있다. 즉, 세계 최초로 크립토랩

이 개발한 동형암호 데이터분석 S/W인 HEaaN.STAT을 활용하

여 235만 명에 달하는 국민연금 데이터와 자사의 신용데이터를

암호화한 상태에서 결합·분석하여 정교한 신용평가 결과를 도출

하였다는 것이다.371)

366) 천정희‧어윤희‧김재윤, 전게논문, 42면. 

367) Jung Hee Cheon et al., “Bootstrapping for Approximate Homomorphic 

Encryption.”,  In EUROCRYPT 2018(springer) 참조. 

368) 김도원, “차세대 암호기술 양자내성암호와 동형암호”, Vol. 6. 2020 KISA Report.

369) 천정희‧어윤희‧김재윤, 전게논문, 40면 및 천정희, “데이터 세상에서 수학으로 살아남

기”,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정보보호이론 강의안(2020), 19면. 

370) 천정희, “동형암호의 개요”,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정보보호

이론 강의안(2019), 13면. 

371) “KCB, 세계최초 동형암호 기술 활용 신용데이터 결합 분석 성공”, 한국금융(2020. 6. 16.)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0061610214591018a55064dd1_18> 

(2020. 12. 15.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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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동형함수라는 점에서 데이터 분석결과 값에 있어 오차 발

생의 우려도 제기되었으나, 실제로는 데이터 분석결과가 정확하

고 동형암호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도 업무 활용

가능 수준으로 평가되었다.372)

다. 소결론

위와 같은 상황들에 비추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방대한 컴

퓨팅 리소스(Computing Resource)의 활용과 보다 더 효율적인

알고리듬 개발을 통해 지금보다 연산 속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

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373) 따라서, FIU에서 수

집, 처리하는 금융거래정보에 대해 동형암호를 적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며 가까운 장래에 상용화가 될 수 있다고 본다.374)

특히 근사동형암호의 경우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해 3종류 연산이

가능한데. 이러한 3종류 연산으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계학습이다.375)

2. 구체적인 동형 기계학습 모델

가.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동형암호 활용 방안

372) 특히, 동형암호 알고리듬 분석에 소요된 시간은 2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동형

암호’ 기술 세계 첫 상용화…235만 명 신용데이터 적용”, 매일경제(2020. 6. 16.) 

<https://www.mk.co.kr/news/it/view/2020/06/617674/> (2020. 12. 15. 최종방문)

373) 천정희‧어윤희‧김재윤, 전게논문, 50면, 2011년 이후 매년 HEAAN 알고리듬의 연산 

속도는 8배씩 빨라지고 있다고 한다. 한국금융, 전게기사 참조. 

374) 실제로 금융데이터에 대해 동형기계학습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실례로 들어 논증한 것

으로 천정희‧어윤희‧김재윤, 전게논문, 55-57면. 

375) "기술과 산업을 접목하면서 동형암호 상용화" ...천정희 서울대 교수, AI 타임즈(2020. 

6. 25.) <http://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779> (2010. 12. 

15. 최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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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금융계좌추적용 영장을 통해 제공받는 금융거래정보의

정형화된 표준 포맷은 다음과 같다. FIU에서 제공할 확대된 금

융거래정보를 고려하면, 이러한 포맷에 의한 데이터들이 동형암

호화의 기본 대상이 되며, 여기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병합될

수 있다.

[표12 ] 표준 금융거래정보 양식376)

통합계좌분석시스템(IDEAS)을 통해 금융계좌 분석 시 활용되

는 변수들도 존재하는데, 이는 일종의 비정형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아래는 통합계좌분석 활용되는 입력 변수를 나열한 것인

데, 위 표준 금융거래정보 양식과 동일하거나 별도의 의미를 갖

지 못하는 입력 변수들을 제외하면 세 개 정도의 입력 변수가

추가될 수 있다.

따라서 기초 동형암호의 대상은 [위 표준 금융거래양식의 항목 

데이터 + 전자금융거래 IP 주소 + 전자금융거래전화번호 + 수표번

호]가 된다.377)

376) 대검찰청 NDFC에서 사용한 표준 양식이다. 

377) 한편, 대상자에 대한 다른 금융기관의 거래내역, 대상자와 관련된 자의 계좌거래내역, 

대상자 또는 관련자의 해당 거래 직전·직후 연결계좌의 1개월 치 거래내역 등은 모두 위 

포맷에 포섭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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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 ] 통합계좌분석시스템 입력 변수378)

필드명 유형 크기(Bytes)
거래일 DATE 7

거래유형 코드 VARCHAR2 1
거래유형 명 VARCHAR2 1000

거래액 NUMBER 10
거래 후 잔액 NUMBER 10
통장적요내용 VARCHAR2 300
상대계좌번호 VARCHAR2 100
현금거래여부 CHAR 1

대체여부 CHAR 1
전자금융거래IP주소 VARCHAR2 39

전자금융거래전화번호 VARCHAR2 100
거래 고유ID VARCHAR2 38

추출결과객체ID VARCHAR2 38
수표번호 VARCHAR2 50

계좌객체ID VARCHAR2 38
취급지점명 VARCHAR2 100

연결계좌은행명 VARCHAR2 100
삭제여부 CHAR 1
등록자 ID VARCHAR2 20

등록일 DATE 7
변경자 ID VARCHAR2 20

변경일 DATE 7
입/지 구분 VARCHAR2 100

현금/대체 여부 VARCHAR2 100
계좌입금금액 NUMBER 10
계좌출금금액 NUMBER 10

연결계좌은행코드 VARCHAR2 100
연결계좌통장적요내용 VARCHAR2 300

거래은행코드 VARCHAR2 10
거래은행명 VARCHAR2 100
취급점코드 VARCHAR2 200

은행단말번호 VARCHAR2 100
거래채널구분명 VARCHAR2 100

계좌거래내역비고 VARCHAR2 1000
기타항목내역 VARCHAR2 1000
외화통화명 VARCHAR2 20

외화통화금액 NUMBER 10
파일객체ID VARCHAR2 38

관리사건번호 VARCHAR2 30
입금출금가공분류코드 VARCHAR2 20

정확도코드 VARCHAR2 20

378) 대검찰청 NDFC의 통합계좌분석시스템(IDEAS)에 사용되는 입력변수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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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그림 9]의 확대되는 정보제공 범위를 고려할 때

여러 가지 비정형 데이터들이 함께 수집될 수 있는데, 계좌개설

정보(CIF 정보) 중에서 계좌주의 주소, 전화번호 정보, 수표 발

행인 정보, 수표 입금자 또는 환금자 정보, 거래 ATM 위치 정

보 등이 추가될 수 있다.

따라서 추가 동형암호의 대상은 [위 표준 금융거래양식의 항목 

데이터 + 계좌주 주소 + 전화번호 + 전자금융거래 IP 주소 + 전자

금융거래전화번호 + 수표번호 + 수표 발행자 또는 입금자(환금자) 

정보 + 그 수표가 입금된 계좌 또는 수표가 발행된 계좌 정보+ 

ATM 위치 정보]가 된다.

이 외에도 비정형 데이터로 수집될 수 있는 정보는 바로 신용

카드 관련 정보들이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명의인 정보, 결제대

금 청구지 주소, 전화번호, 사용일시, 사용대금, 사용장소, 가맹점

정보, 결제 내역 및 결제일, 결제 계좌 정보 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그림9]에서 제시한 금융거래정보까지 확대한다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동형암호 대상은 위 표준 금융거래양식

의 항목 데이터 + 계좌주 주소 + 전화번호 + 전자금융거래 IP 주소 

+ 전자금융거래전화번호 + 수표번호 + 수표 발행자 또는 입금자(환

금자) 정보 + 그 수표가 입금된 계좌 또는 수표가 발행된 계좌 정

보+ ATM 위치 정보+ 신용카드 명의인 정보 + 결제대금 청구지 주

소 + 전화번호+ 카드 사용 일시 + 사용대금 + 사용장소 + 가맹점 

정보 + 결제 내역 + 결제일 + 결제 계좌 정보 ]가 된다.379)

따라서 동형암호화되어 병합될 데이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여기에는 대상자에 대한 다른

금융기관 정보, 대상자와 관련된 자의 해당 금융기관 정보, 직

전·직후 연결계좌의 거래내역 정보 등이 포섭될 수 있다.

379) 기타 외환거래나 증권거래가 있을 수 있고, 나아가, FIU에서 수집하는 다른 형태의 정

보, 이종 기관의 이종 데이터 등도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논의의 효율상 제외하고 논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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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 ] 동형암호화 대상 데이터 병합 항목380)

순번 항목 비고

1 은행명381)

필수항목

2 계좌주 성명382)

3 계좌번호

4 거래일자

5 입금/지급

6 현금/대체

7 거래금액

8 주민번호

기타 비정형

정보

9 거래시간

10 잔액

11 취급점명

12 상대 은행명

13 이체상대 계좌번호

14 통장적요

15 전자금융거래 IP

16 전자금융거래 전화번호

17 수표번호

18 수표 발행자 또는 입금자(환금자) 정보 

19 수표 입금 또는 발행 계좌 정보

20 ATM 위치 정보

21 신용카드 명의인 정보

신용카드 

정보

22 결제대금 청구지 주소

23 대금 청구 전화번호

24 카드 사용 일시

25 카드 사용 장소

26 카드 가맹점 정보

27 카드 결제내역

28 카드 결제일

28 카드 결제 계좌 정보

380) 대검찰청 NDFC의 통합계좌분석시스템(IDEAS)에 사용되는 입력변수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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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동형암호화할 경우에 동형암호

가 실용화될 수 없을 정도의 과부하인지 여부는 다시 검토해 보

아야 한다. 평균적으로 IDEAS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계좌

추적은 거래 건수 50,000여 건에 파일 크기는 1,400만 바이트 정

도 수준이라고 한다.383) 최근 HEAAN이 42만 건의 데이터를 가

지고 17시간 정도에 동형기계학습과 분석을 완료하고,384) 235만

건의 데이터로 동형 기계학습 모델을 설계하여 신용도 평가에

성공한 모델과 비교하여 보면, 현재의 동형암호 기술 발전 정도

에 비추어 볼 때 과부하를 유발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동형 기계학습 활용 가능성

정확하게 금융거래 정보는 아니지만, 예컨대, 금융 분야 중 신

용대출 심사의 경우 심사에 필요한 데이터로 급여, 나이, 현재

채무, 신용카드 연체율 등의 각 데이터는 하나의 숫자로 표현이

가능하며, 이를 입력층의 각 노드에 할당, 출력값은 대출 가능

여부로 지정하여 심층 신경망을 구성, 기계학습이 가능하다는

연구가 이미 나와 있다.385) 또한, 이미 각 금융기관에서는 금융

거래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행위를 탐지하여 금융 사고를 예방하

기 위해 이상금융거래386) 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FDS)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이러한

381) 다수의 금융기관은 금융기관별로 이 시트를 만들 수 있다. 

382) 금융기관별로 대상자 외에도 대상자의 관련자, 직전·직후 연결계좌의 1개월 치 관련자 

등에 대한 내역도 포함하여 이 시트를 만들 수 있다. 

383) 물론,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피해 규모가 방대한 다단계 사기 등의 경우에 있어

서는 이보다 거래건수와 파일규모가 더 클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므로 평균

을 기준으로 하여 검토한다. 

384) 천정희, “동형암호의 응용”,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정보보호

이론 강의안(2019), 30면. 

385) 추형석, 전게서, 20면. 

386) 대출사기, 인터넷 피싱, 파밍, 메모리 해킹 등 신종 전자금융 사기행위나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이나 텔레뱅킹 등을 이용한 금융사고를 탐지해 내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유형들을 통칭하여 이상금융거래라고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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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금융거래, 특히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거래 탐지를 위해

AI 기법 도입을 예정하고 있다.387)

이와 같은 연구들은 금융거래정보에 대해서 동형 기계학습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선행 연구들이라고 할 수 있다.388)

특히, 금융거래정보에 대해 동형암호 모델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동형 기계학습의 활용은 논리 필연적인 귀결일 것이다. 기계학

습이 가지는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정보보호 방안으로서 동형

암호와의 결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최근 근사동형암

호 모델의 개발은 실수 계산을 요하는 기계학습 분야에서 동형

암호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한층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

다.389)

요컨대, 동형암호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학습이 당연히 가

능하다.390) 여기서 기계학습의 알고리듬을 어떤 모델로 할 것인

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어느 것이 최

적화된 모델인지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시스템 성능이 좋아지

고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 기법들이 발전하면서 AI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391)

387) 강재구‧이지연‧유연우,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구축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8권 제4호(2017. 4.), 20, 23면. 보이스피싱 사기 사고탐지에 대

해 AI 기법을 적용한 연구로는 정의석‧임종인,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고에 대한 이상 징후 

지능화(AI) 탐지모델 연구”, 정보보호학회논문지(2019. 2.) 참조.  

388) 다만, 그 분석 주체, 그리고 목표가 다를 뿐이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고객 보호에 주

안점을 둔 비정상거래 탐지에 초점을 맞추게 되지만, 금융정보분석원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기계학습은 그 이상 거래 중 특정 범죄행위를 추출해 내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

이다. 

389) 송용수, 전게논문, 10면. 

390) 기계학습 분야에서 완전동형암호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본 연구로는 Thore Graepel 

et al,, “ML Condential: Machine Learning on Encrypted Data”,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ICISC(2012) pp1-21 참조.  

391) 박재훈‧김휘강‧김은진, 전게논문, 1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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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형 기계학습의 패턴 유형화 방안

일각에서는 AI가 금융거래정보 데이터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범죄 의심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인간이 분석하여 해결해야 할 ‘인간의 영역’이 아닌

지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들도 있을 수 있다. AI의 편향성이나

블랙박스적 성격을 우려하는 것도 같은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 자동차는 물론, 의료 분야에서 병명 진단, 법

률 분야에서 AI 변호사의 법률 적용 및 결과 예측 등과 같이

AI가 고도화되어 가면서 앞으로 인간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

다. 금융거래정보를 비롯한 빅데이터의 수집과 가공, 분석에 대

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현 단계에서는 인간의 최종 분석이 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금융거래정보 분석 분야에서도 AI의

분석이 인간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392)

다만, 금융거래정보 분석이 기계학습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별도의 ‘라벨링’ 작업이 필요하다. 기계학습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준비할 것인가, 얼마나 정확한 ‘라벨링’(다시 말하면, 지도

학습에 있어 정답 데이터)을 마련할 것인가, 이 2개의 조합을 잘 활

용한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분석이 가능하다.393) 간단히 말하자면,

결국 기계학습은 패턴 인식의 문제이며,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판별함수를 구성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394)

392) Carl Benedikt Frey and Michael A. Osborne, "The Future of Employment :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zation?", September 17, 2013, pp72. 이 글

에서는 총 702개의 직업 중에서 25년 내에 사라질 직업 4위로 수학적 기술자

(Mathematical Technicians)를 곱았으며, 이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 분석하는 직업

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마쓰오 유카타, 전게서, 229면.   

393) 마쓰오 유카타, 전게서, 131면. 

394) 스기야마 마사시, 전게서, 2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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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의심 거래 유형(입력값) 전제범죄 유형(출력값)

○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소규모 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영국 증권사 상장 예정’이라며 
비상장법인 주식을  개인 간 거래

특경법 제3조(사기)

○ 법인자금의 임직원 계좌 분산이체 후 특정인 계
좌로 전액 현금 입금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특경법 제3조(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 사실상 함께 운영하는 법인들 간의 자금교환 거
래를 함으로써, 변칙 회계처리, 가공거래를 통한 
법인자금 횡령 및 조세포탈

○ 대외적 거래에 있어 대부분을 현금, 수표 이용
○ 법인 외형을 부풀리기 위한 거래(법인을 이용하여 

상호간 자금지원 및 회수 또는 가공-위장거래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특경법 제3조(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 고액의 현금 소지하고 내점하여 통장식 양도성
예금증서 신규 개설 특가법 제2조(뇌물)

○ 법인의 계좌에서 대표의 계좌로 또는 대표의 계
좌에서 법인의 계좌로 반복적으로 입출금, 연금
보험을 활용한 반복적인 약관대출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특경법 제3조(업무상횡령)

○ 합리적 설명 없이 수입결제 목적으로 고액의 외
화를 환전하거나 법인계좌에서 대표이사 계좌로 
자금이체 후, 대표이사 계좌에서 즉시 제3자 명
의의 계좌로 고액의 자금이 출금되는 형태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특경법 제3조(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자금을 빼돌려 자산
취득 등에 사용

○ 계좌에 이체된 고액의 법인 자금을 현금 출금
특경법 제4조(재산국외도피)

○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입금 받거나, 출
처 불분명한 거액을 입금 받아 대체 출금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특경법 제4조(재산국외도피)

○ 법인자금을 거래처 법인계좌(개인)를 거쳐서 최
종적으로 대표이사 본인 계좌 또는 법인계좌
로 돌려받음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특경법 제3조(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 카지노 업체에서 발행한 고액권 수표의 현금화
○ 대표자 계좌를 통한 법인자금 입출금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특경법 제3조(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표15] 주요 의심거래유형 및 전제범죄 패턴 예시395)

395)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전게 매뉴얼, 73-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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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계좌에서 고액을 출금하여 고액의 무기명 
양도성예금(CD) 가입

○ 법인계좌에서 자금을 대체출금 하여 고액 자기
앞수표 발행

○ 법인계좌에서 동사의 타 계좌로 고액 자금이체
○ 직원 명의 계좌를 관리하며 자금이체 후 현금 출금
○ 법인 계좌에 고액 현금 입금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특경법 제3조(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 경영실적의 정상화 또는 사업영역 및 규모의 확
장을 위해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의 
투입 및 회수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특경법 제3조(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위 내용들은 모두 예시에 불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금융거

래의 다양한 유형들을 얼마든지 추출해 낼 수 있다. 예컨대, 법

원의 확정 판결문, 기존 수사기관의 공소장(유 무죄 불문), 기존

의 의심거래 통보+해당 거래에 대한 관련 거래내역, 심지어 기

존 금융기관의 의심거래내역과 그에 관련된 거래내역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다.396)

이러한 다양한 패턴들이 축적되면서 기계학습이 위와 같은 과

정을 통해 보다 더 정교해질 수 있고, 더욱 복잡한 금융거래 유

형과 그 기저 범죄 현상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397)

즉, 기계학습을 위한 인공 신경망의 경우 그 구조는 다수의 은

닉층으로 구성되는데, 은닉층의 수가 늘어날수록 더 복잡한 현

상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준다.398)

라. 최적의 동형 기계학습 알고리듬 모델 검토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은 함수암호를 통한

일부 복호화 등에 유용하기 때문에 완전동형암호 모델을 구현하

는데 보다 효율적인 기계학습 방법이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다.399)

396) 다만, 이러한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397) 추형석, 전게서, 9면. 

398) 오상훈, 전게서, 81면; 추형석, 전게서, 19면. 

399) Hao Chen et al., Id.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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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자면, 앞서 살펴 본 금융데이터의 병합을 통한 동형기계

학습을 통해 신용도를 평가하는 모델도 그러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형회귀나 로지스틱 회귀의 경우는 병합된 데이터의 각

항목이 각각 가중치를 가지는 선형모델로 표현되는 경우에 한하

여 유용하다고 보인다.400)

아래 [표16]과 같이 동형암호화된 데이터의 병합 결과는 기계

학습을 거치면서 데이터 속성 값과 그 가중치의 최적의 선형결

합으로 모형화된다고 할 수 있다. 신용도의 평가에 병합된 모든

데이터가 (가중치별로 각기 다르긴 하지만) 영항을 미치기 때문

이다. 따라서 금융거래 분석을 통해 특정한 유형의 거래로부터

범죄의심거래 추출하는 데에는 그대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

[표16] 신용도 평가를 위한 금융데이터 병합401)

오히려, 위에서 논의된 기계학습 알고리듬 모델들을 검토해

볼 때 인공 신경망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402) 일반적으

로 기계학습의 예측 성능은 의사결정 나무<서포트 벡터 머신

<로지스틱 회귀403)<랜덤 포레스트<인공신경망 순으로 높다.404)

400) 천정희‧어윤희‧김재윤, 전게논문, 56면 

401) 천정희‧어윤희‧김재윤, 전게논문, 56면의 [표8]을 인용한 것이다.  

402)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긴 하지만, 금융거래정보에 대해 합성곱 신경망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알고리즘을 선택한 최근 연구로 정의석‧임종인, 

전게논문, 156면 참조. CNN 알고리듬의 경우에는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잘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성공적인 적용 사례에 대한 문서화 또한 잘 되어 있다는 점을 이유

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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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더욱 방대한 데이터에 대해 연산 횟수를 줄일 수 있는

기계학습 알고리듬이 계속하여 실용화 될 것이라는 점에서,405)

동형암호 기반 인공 신경망까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

며,406) 구체적인 기계학습 모델을 꼽자면 심층 신경망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407) 심층 신경망은 특히 입력값이 벡터 형태로

수치화된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408) 물론, 동형암호

기술 및 계산능력 발전과 알고리듬 개발 경과에 따라 컨볼루션

신경망을 통한 동형 기계학습도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인공신경망의 경우에는 예측 성능은 뛰어나지만, 어떻게

그런 결과가 도출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409)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

으며, 이를 '설명 가능한 AI'(Explainable AI)라고 부른다.410)

403) 로지스틱 회귀가 SVM 과 비슷한 분류 정확도를 보여주면서도 훨씬 빠른 속도로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고, 특히 이항데이터 분류 문제에서는 로지스틱 회귀가 서포트 벡터머신

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는 연구 결과로는 오윤태·김상철, “로지스틱 회귀와 서포

트벡터머신의 머신러닝 알고리즘 성능 비교 실험”, 2019년도 한국통신학회 하계종합학

술발표회, 1403면.  

404) 추형석, 전게서, 20면. 한편, 의사결정 나무, 인공 신경망, 로지스틱 회귀 분석 중 의사

결정 나무 보다 인공 신경망과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더 뛰어나다는 연구가 있었고, 랜

덤 포레스트가 서포트 벡터 머신이나 로지스틱 회귀 분석보다 성능이 더 좋다는 연구도 

있었다. 전자에 관해서는 Shen Aihua et al., “Application of Classification Models on 

Credit Card Fraud Detec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ervice Systems and 
Service Management, Jun. 2007 참조. 후자에 관해서는 C. Whitrow, et al. 

"Transaction aggregation as a strategy for credit card fraud detection," Data 

Mining and Knowledge Discovery vol.18, No.1, pp.30-55(2009) 참조. 

405) Thore Graepel et al., Id. pp14-15.

406) 천정희‧어윤희‧김재윤, 전게논문, 50면 

407) 학습 데이터의 수가 적어도 높은 정확도를 가진다는 점을 들어 서포트 벡터 머신

(SVM)이 적절하다고 보는 견해로는 민희연‧박진형‧이동훈‧김인석, “사용자 입력 패턴 

및 전자 금융 거래 패턴을 이용한 모바일 뱅킹 이상치 탐지 방법”, 인터넷정보학회

논문지 15권 1호(2014), 159-160면. 그러나 2014년 발표된 논문이어서 현재 인공 

신경망의 발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또 SVM의 경우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는 경우 계산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하

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08) 추형석, 전게서, 20면. HEAAN의 경우 향후 4년 동안은 과기정통부 지원을 받아 심층 

신경망 연산을 지원하는 완전 동형암호 기계학습 알고리즘과 라이브러리를 구현할 계획

이다. AI타임즈, 전게 기사 참조. 

409)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공 신경망 모델을 블랙박스 모델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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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거래 정보 공유 시스템의 구조

지금까지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가장 이상적인 제도를 설계하

고자 한다면, 먼저, FIU가 금융거래정보의 접근이 쉬워야 하고,

언제든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을 수도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FIU가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관련 전산망을

통해 금융거래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모든 정보를 동형암호화 할 것이 아니라, 금융정보분

석원이 전산망을 통해 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정보는

자동적으로 동형암호화되어 FIU 서버에 저장되게 한다.

그러나 FIU의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현 계획상 이러한 전산망

을 통한 금융거래정보 공유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이는바, 완전

한 전산망 공유가 가능해지기 전까지는 금융기관에서 의심거래

보고를 하는 경우 및 금융정보분석원이 (지금보다 대폭 확대된

범위의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해당 자

료를 전송할 때 동형암호화를 하여 보내도록 하면 될 것이다.

이 때 NDFC의 IDEAS도 동형암호화 되어 제공된 금융거래정

보를 가지고 복호화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이 가능하도록 시

스템을 함께 개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FIU에서 제공되는 동

형암호화된 정보는 대검 NDFC의 IDEAS 분석을 거치고 분석

결과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복호화를 하여 정보

의 추가 분석 등에 활용하면 된다.411) 한편, IDEAS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동형암호화하여 FIU로 보내주어 활용토록 한다.

410)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로 Wojciech Samek et al., 전게서 내용 참조. 개략적 소개로

는 추형석, 전게서, 20면, 이 책은 이른바, 심층 설명(Deep Explanation), 해석 가능한 

모델(Interpretable Mode1), 모델 유도(Model Induction) 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411) 복호화 시 금융계좌추적용 영장의 요부 문제 : 검찰에서 정보를 제공받은 후 IDEAS 

분석이 완료되는 등의 이유로 일선 청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경우 동형암호화 

되어 있는 금융거래정보를 복호화 하여 수사에 활용할 때 비밀 키를 금융기관에 요청해

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때 복호화 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비밀 키를 받는 데

에 금융계좌추적용 영장이 필요한지 문제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정보의 제공이 영장주

의 위배가 아닌 이상 별도 영장은 필요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특정 금융거래정보

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수사기관의 복호화 시 금융기관의 비밀 

키 제공 규정 등을 둠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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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밀키의 분산 관리

예컨대, 3개의 기관인 A, B, C가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에는 어느 한 기관(A)에 비밀키를 두고, B가 분석을

한 후 암호화된 분석결과를 A에게 보내면, A가 이 결과들을 복

호화 하여 B C와 공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모델은 비밀키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는 문제

점이 있다.

[그림22 ] 공동연구에서 기관간 교환과정412)

그러나 금융기관의 경우 국내 금융기관이 다수임에도 어느 하

나의 금융기관이 비밀키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모델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 즉, 금융

기관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곳을 비밀키 보유자로

지정할 수는 없으므로 금융기관에만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

며, 통일적인 동형암호 관리에 문제가 있다.

또한, 그렇다고 하여 비밀키를 금융정보분석원이나 검찰에 두

는 것 역시 복호화에 대한 남용의 우려가 있을 수 있고, 따라서,

비밀키를 분산하는 것이 상당한데, 공개키 Pk에 대응하는 와

412) 김종혁‧임효상, 전게논문, p92면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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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누어 는 각 금융기관이,413) 는 금융정보분석원과

검찰이 각각 가지고 있으면 된다.

검찰에서 정보를 제공받은 후 IDEAS 분석이 완료되는 등의

이유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동형암호화 되어 있는

금융거래정보를 복호화 하여 수사에 활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

고, 이때에는 비밀 키를 금융기관에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생

길 수 있다. 이 때 복호화 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영장을 받을

필요 없이 비밀 키를 요청하면 될 것이다.

[그림23 ] 비밀키 분산 방안 모델

413) 현재 국내·외 금융기관은 보험, 캐피탈회사 등을 모두 포함하여 총 404개(은행 22, 증

권사 61, 저축은행 103, 보험사 42, 카드사 10, 외국계은행 36, 기타 14, 전자금융업자 

등 116)에 이른다. 이에 따르면, 같은 비밀키는 이론상 , ,...S(모두 동일)까

지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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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과제

가. 동형암호와 금융거래정보의 접목 시도 시급

HEAAN의 개발자인 천정희 교수는 "2017년에 4세대 동형암

호 혜안이 나온 후로 4년이 흐른 지금까지 혜안에 필적할 4세대

암호는 나오지 않았다"면서 "아직은 혜안이 우위를 지키고 있지

만 앞으로는 누가 먼저 산업과 기술을 접목하는지에 따라 승부

갈릴 것"이라고 지적한다.414)

지금 현 단계에서는 완벽한 구현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지라도 하루빨리 실제 산업에 접목할 시도를 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금융거래정보에 대

한 동형암호 및 동형 기계학습을 적용하자는 최초의 주장이다.

따라서 그 모델의 구성에 있어서 아직까지 참고할 만한 연구가

없으므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

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과 연구들이 축적되어야

만 상용화도 그만큼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 학습데이터의 확보 문제

특히, 동형암호를 활용한 기계학습이 상용화를 위해서는 아

직까지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다. 먼저, 기계학습에서 필수

적인 요소가 양질의 학습데이터인데, 설계한 신경망의 예측 및

추론 능력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대량의, ‘라벨링’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415) 방대한 금융거래정보 중 대부분의

비정형데이터들은 현 단계에서는 ‘라벨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414) AI타임즈, 전게 기사 참조. 

415) 강호종, 전게논문, 36,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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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학습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앞에서 살펴 본 구체적인 거래 유형에서 특정한 범죄 패

턴을 연결시키는 ‘라벨링’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자금세탁

범죄의 대표 유형인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과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의 경우 기소된 사건

들로부터 이러한 정보를 추출해 낼 수 있다.416)

물론, 많은 양의 학습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

법은 기존금융기관의 의심거래보고 중 금융정보분석원이 법집행

기관에 통보해 준 사례의 경우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관련

금융거래정보 전부를 학습 데이터로 제공받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경우 금융기관의 학습 데이터 제공에 관하여는 별

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게 된다.

다. 최적의 알고리듬을 찾는 문제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심층 신경망 모델이 최적의 모델이라고

판단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결론 역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모

든 상황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일 수 있는 단일한 모델은 존재하

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서로 다른 모델들을 조합한 스태킹 앙상

블(Stacking Ensemble) 모델을 제시하는 연구도 있다. 즉, 다양

한 알고리듬을 조합하여 최적의 모델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러

한 조합을 통해서 각 알고리듬의 장점을 취하면서 약점을 보완

할 수 있어 단일 모델보다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견해도

주장되고 있다.417)

예컨대, 컨볼루션(합성곱) 신경망(CNN)을 선택하는 경우 최적

416) 검찰의 결정문 검색 시스템 상으로 이와 같은 사례는 약 4,000여건 정도 수준으로 확

인된다. 

417) 엄하늘‧김재성‧최상옥, 전게논문, 111면. 이 견해는 훈련 모델에 여러 가지 서브 모델

을 혼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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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컨볼루션 계층의 수를 찾아내야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학습시간 정확도 계산을 통해 가능

할 것이다.418) 어쨌든, 최적의 알고리듬은 어떤 한 분야의 전문

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학, 컴퓨터공학, 법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고안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

다.

알고리듬의 투명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데이터와 인공지능

알고리듬의 투명성, 정확성, 검증가능성이 전제가 되어야만 인공

지능 기반 의사결정 프로그램의 법적 책임 문제를 해소할 수 있

다. 이는 알고리즘의 블랙박스 때문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 알고리듬의 의사결정구조 및 데이터의 불투명

성 문제를 최소화하고 인공지능기술을 기반으로 한 범죄 예방이

나 수사 예방 및 수사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알고리

듬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 가능성 및 설명 의무를 일정 정도 법

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419)

라. 이종의 데이터 결합에 따른 동형암호 기술의 한계 극복

위에서 살펴 본 동형암호 모델은 최소한은 아니지만, 어느 정

도 한정된 데이터의 동형암호를 전제하고 있다. 그 외에도 FIU

에서 수집하는 정보들 중에는 위와 같은 동종의 데이터 외에도

다른 기관에서 수집하는 이종의 데이터들도 다수 존재한다. 이

러한 이종의 데이터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변수로 편입시켜 동

형암호화 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 후속 연구가 있어야 한다.

418) 합성곱(convolution) 계층의 단계가 많을수록 성능이 고도화되지만, 장시간의 학습시

간이 요구되고, 합성곱 단계가 적으면 패턴 검출이 쉽지 않아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이

다. 공준배외3, “다양한 변수에 따른 CNN 성능 분석”, 정보 및 제어 논문집(2019. 4. 

23.), 23면. 

419) 최정일,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과학기법의 현황과 한계-범죄예방과 수

사의 측면에서”, 법학연구 제20권 제1호(2020), 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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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부동산 소유 및 거래 정보, 거래대금, 회사법인 관련

정보와 주주 및 고용보험을 비롯한 고용인 정보, 주식소유비율,

납세 자료, 가족관계 자료, 범죄경력, 관세 및 세무 관련 자료,

수출입 통관자료, 외국환거래 자료 등 금융계좌 추적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어떤 변수를

선별하여 병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나

친 변수들의 증가는 로지스틱 회귀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인공

신경망의 은닉층의 불필요한 증가로 인해 모델의 효율성이 떨어

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까지 실용화되지 않은 단계에서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보다는 필요최소한의 변수들로 시작하여 기계학습 알고리

듬과 동형암호 발전 기술에 따라 점진적으로 비정형 데이터의

병합 규모도 늘려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제 7 절 법적 쟁점의 검토

1. 영장주의 위반인지 여부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동의가 없는 이

상, 법관이 발부한 금융계좌 추적용 영장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

다. 그러나 이러한 영장주의의 헌법적 가치 역시 법률로써 제한

이 가능하며,420) 결국 개인정보 보호문제와 빅데이터 활용을 통

한 자금세탁 방지의 두 가지 가치를 비교형량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금융 프라이버시권이라는 개념과 헌법상 영장주의도 법률유보

420)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강제처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헌법적 

특별규정인 헌법 제12조 제3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사회의 법 현실, 수사관행, 

수사기관과 국민의 법의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다양

한 정책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2. 5. 31. 2010헌마672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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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칙상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자금세탁 방지 제도

가 금융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 하더라도 비교형량상 이제는

자금세탁 방지라는 목적이 금융 프라이버시권을 제한하는 쪽으

로 균형의 추가 옮겨졌다421)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422) 자금세탁

범죄 수사와 기소의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FATF 4차 상호평

가 결과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의견 제시가 있었다.423)

통계상으로 볼 때도 검찰에서 광범위한 금융거래정보를 확인

해야만 하는 사건은 전체 의심거래보고 중 0.1%, 검찰에서 적극

적으로 정보 제공을 요구한 사건은 0.08%424)에 불과하여 영장주

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지나치게 불합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표17] STR 총 건수 대비 검찰 정보제공 건수425)

구분 2016 2017 2018 2019 합계

금융회사 보고 703,356 519,908 972,320 926,947 3,122,531

FIU 이첩 1,136 735 890 1,924 4,685

검찰 요구 894 590 523 567 2,574

나아가, 이와 같이 광범위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수사에

활용하더라도 결국 그 상태만으로는 제공받은 정보를 재판에서

421) 같은 취지에서 최근의 자금세탁 범죄 동향을 고려해 볼 때 오히려 STR 제도가 강화 

내지 확대가 요구될 것이라고 보며 그 필요성도 인정된다는 견해로 김혜정, “금융비밀보

호와 자금세탁방지와의 관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2003. 12.), 132면. 

422) 진경준, “금융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연구-자금세탁방지제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4), 274면.  

423)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자금세탁방지 2019 연차보고서』(2020. 6.), 50면. 그럼

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2018년 한해 범죄로 기소된 사람 704,758명 중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된 사람은 254명(0.036%)에 불과했

다. 대검찰청,『2019 범죄분석』(2019. 12.), 226, 230면. 

424) 2019년 기준으로 보면 0,06% 수준이다. 

425)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자금세탁방지 2019 연차보고서』(2020. 6.), 13, 68,7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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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426) 따라서, 대상자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금융계좌추적용 영장을 발

부받아 정식으로 해당 금융거래정보들을 확보할 수밖에 없으므

로 영장주의를 우회한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2. 광범위한 사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각에서는 정부에 의한 AI 기술의 확대가 과도하거나 부당

한 감시(Surveillance)로 이어질 우려, 이른바 ‘빅 브라더’의 문제

를 제기한다. 즉, 정밀한 감시카메라와 드론을 통한 감시의 강화,

금융사기 적발을 위한 알고리듬 개발, 예측적 경찰권(Predictive

Policing) 등을 통해 정부기관이 범죄와 무관한 시민들에 대해서

까지 과도한 감시를 하게 된다는 우려 또한 높아지기 때문이

다.427) 나아가 이러한 정보 활용이 ‘사찰’로 인식될 수도 있

다.428) 광범위한 금융거래정보의 국가기관 활용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인공지능 국가전략의 방향 중 하나가 ‘인

공지능 정부의 추진’으로서, 이는 정부기관부터 우선적으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원하겠다는 뜻이므로,429) 위와 같은 우려

가 있다고 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는 AI 기술과 빅 데이터가 있고,

이 분야는 적극적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빅 데이터의

활용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적·물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430)

426)『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427) One Hundred Year Study on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ife in 2030”, Report of 2015, 8면.    

428) 김한균, “빅데이터 형사정책의 현안과 과제”, 형사법의 신동향 제29권 제2호(2017), 

51면. 

429) 4차 산업혁명 융합법학회, 전게서, 44면.  

430) 4차 산업혁명위원회(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20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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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취지에서 미국에서는 위와 같은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

고 AI가 특히 범죄 대응에 있어서는 정말 필요한 곳에 경찰권이

발동되도록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AI 분석기법의 성공적 활용 사례 중 하나로 신용카드사기 등과

같은 소위 ‘화이트칼라 범죄’ 탐지를 들고 있다.431)

나아가, 개인정보와 사생활에 대한 침해와 감시 가능성으로

보자면 오히려 정부기관보다는 Google이나 Facebook과 같은 빅

데이터 보유 기업 권력이 더 우려스럽다고 할 수도 있다.432) 왜

냐하면 Google과 같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Facebook이나 인스타

그램 등 SNS는 계정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거의 무한대로 수집

하고 저장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행위패턴까지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433)

요컨대, 위와 같은 AI 분석 기법을 통한 금융거래정보의 적극

적인 활용은 프라이버시 침해의 최소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

금세탁방지 제도에 있어서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

다.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활용에 있어서는 첫째, 광범위한 금융

거래정보에 대한 정보보호는 기본적으로 동형암호의 도입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사찰 또는 빅 브라더 지

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금융거래정보의 분석은 동형

암호화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후, 범죄 수사에 필요한 정보의

실질적인 제공은 결국 분석이 완료되어 의심거래에 해당한다고

431) One Hundred Year Study on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ife in 2030”, Report of 2015, 36면.     

432) 김한균, 전게논문, 35-36면. 

433) 양천수, 전게서, 18면. 구글(Google)은 글로벌 검색 엔진 점유율 88.2%를 보유

(Statista, Net Market Share,2017)하여 전 세계에서 수집되는 막대한 검색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있으며, Amazon은 미국 이커머스 시장의 49.1%를 차지

(eMarketer, Techcrunch, 2018)하여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맞춤형 상품 추천

을 통한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전성태, 전게 보고서,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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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한 정보에 한해 수사기관에 그 정보가 제공되게 된다.434) 따

라서, 범죄 혐의를 받지 않은 일반 시민들의 금융거래정보는 암

호화된 상태에서 의심거래 추출을 위한 분석 대상이 될 뿐, 그

정보에 대한 침해 우려는 적다. 그러므로 이를 두고 일반적인

사찰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435) 셋째, AI 기법을 통한 빅

데이터 분석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의심거래 추출이 매우 정밀해

지므로, 이러한 침해 가능성은 더 줄어들게 된다.

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

국가기관이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라 하더라도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경우가 있

을 수 있다.436) 따라서, 개별적인 빅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설

계·운영할 경우 사전에 이에 대한 법적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져

야 한다.437) 나아가,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상호 연동될 필요가 있다.438) 특히, 범죄예방활동은 시민들에게

자칫 감시나 사찰로 느껴질 수 있지만,439) 범죄수사를 위한 정보

434) 이러한 경우 ‘금융기관의 혐의거래보고’는 위험 혐의에 불과하지만, 그 위험의 존재 여

부가 명백해 질 때까지 행정의 예비적 조치로서 위험의 존부에 관하여 조사할 의무가 있

고, 이러한 의무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부여할 수 있다. 이한진, 전게논문, 31면. 

435) 특히 금융거래정보 수집, 분석을 통한 의심거래나 고액 현금거래보고 관련 자료의 제

공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금세탁을 통한 범죄의 발생이라는 위험

이 있을 경우 예방적으로 발동되는 행정권의 발동이며, 구체적으로는 경찰 작용에 불과

하다. 이한진, 전게논문, 30면. 예컨대, 고속도로 상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과

속차량을 감시하는 것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36) 예컨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할 것이다.

437) 권양섭, “범죄예방과 수사에 있어 빅데이터 활용과 한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17

권 제1호(2017), 191면. 

438) 권양섭, 전게논문, 192면. 

439) 이원상, “범죄예방을 위한 첨단과학기술 활용에 따른 법제도적 쟁점 고찰”, 형사정책

연구 제27권 제2호(2016‧여름), 2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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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경우에는 그 활용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취지에서 최근 통과된 데이터3법에도 불

구하고,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개별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법

제6조). 따라서 개별법의 개정을 통해 이러한 빅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440)

위와 같은 이상적인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특정 금융거래정

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이 필요할 것인데, 그

방향은 ①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기관 정보 접근 수권 규정의

마련,441) ② 심사, 분석을 위한 추가 자료 제공 요청의 근거 마

련,442) ③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 개정, ④ 검찰의

금융계좌추적 결과나 IDEAS 분석 결과의 금융정보분석원 제공

허용 규정,443) ⑤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분석원, 법집행기관에의

정보 제공 시의 동형암호화 규정 등을 들 수 있다.

440) 의료데이터 활용 분야에서는 의료 AI를 활용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 등 법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로는 김동근‧홍춘의, 전게논문, 83-84면. 

441) 이와 관련하여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있기는 하나, 동형암

호가 활용되는 이상 이러한 문제를 논할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여 진다. 참고로 EU는 

일반적 정보보호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을 통해 ① 명시적 

사전동의 원칙, ② 프로파일링 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EU와 달리 개

인정보처리에 있어 기본적으로는 사후승인을 원칙으로 하고는 있지만, 최근 소비자 프라

이버시 권리장전(Consumer Privacy Bill of Rights, CPBR)을 통해 ①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 ② 정보보안을 위한 기술적 조치 등을 규정하여 정보에 관한 개인의 권리를 강

화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으로 양천수, 전게서, 30-31면 참

조. 

442) 가능하면 기존 의심거래보고 중 법집행기관에까지 통보된 거래의 경우에는 관련 상세 

금융거래정보를 학습 데이터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44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예컨대, 금

융거래정보 활용 허가 청구 등을 통해) FIU에 제공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자금세탁 방지 제도의 근간이

고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 범죄 수사 등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점, 동법 제

12조에 따라 동법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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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탱되어 오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따르면,

FIU의 의심거래 통보 또는 법집행기관 요청에 따른 특정금융

거래정보 제공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FIU 이첩 사건 수사

등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는 자금세탁에 대해서 그 대

응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실제로 현행 제도에 따르면, FIU에서 확인한 정보를 검찰 수

사에서 중복적으로 다시 확인하여야 하고, 자금세탁범죄인지

여부 확인을 위해 금융계좌추적용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자금세탁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자금

세탁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많은 양의 금융거래 정보를 분

석해야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순환론적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대부분의 사건들은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될 수 없게 되어 사장되어 버린다.

자금세탁의 고도화로 인한 단계별 복잡성, 그리고 자금세탁의

유형이 매우 다양한 현실에서 이러한 제도 운용은 자금세탁 방

지라는 애초의 입법 및 제도 설계 목적 달성을 사실상 불가능

하게 만든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FIU에서 제공하는 정

보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결국 자금추적에 버금가는

광범위한 금융거래정보를 수사기관이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언뜻 보면 이러한 발생은 매우 위험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

다. 금융거래 정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금융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이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론은

인권을 무시하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판을 할 수도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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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까지의 FATF의 평가, 각종 통계 분석, 현행 제도

의 문제점 분석,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거스를 수 없

는 흐름과 이에 발을 맞추어야 하는 국가기관의 상황, 이와 같

이 광범위한 확인이 필요한 사건 규모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자

금세탁 방지라는 보다 큰 가치가 개인정보보호와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기능하고 세계적인 기준도 이제 자금세탁 방지

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특히, 빅 데이터와 AI시대에 범죄의 가장 핵심적인 아킬레스

건인 금융거래정보의 빅 데이터 활용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

아진 반면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은 예전에 비하여 많이 완화

될 수 있는 기술적 발전이 있었다. 즉, 이러한 경우 발생하는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에 대해서는 동형암호를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동형기계학습을 통해 FIU의 분석 기능을 강화하여 금

융기관 등의 의심거래 보고 사건 중 자금세탁범죄의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 기능 강화를 위해 이와 같은 동형암호를 기반으로

한 AI분석(동형기계학습) 기법 도입은 필수적이다. 나아가, FIU

의 분석 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 획득한

금융거래정보에 대해서는 FIU와 공유될 수 있도록 하여 FIU의

분석에 다시 활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공유의 선순환, 분

석기술의 시너지 창출 등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때에도 개인정

보보호의 문제는 동형암호를 활용하여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에 맞추어 법적,

제도적 인프라가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

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 필요한 조치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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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Development of Anti-Money

Laundering System through Homomorphic

Encryption and AI Analysis

Beik Seung Joo

According to Korean Anti-Money Laundering System, The

KFIU may send some information, so called STR and CTR to

the Prosecution Service. The system is, however, very inefficient

due to the far narrow range of information.

The Prosecution, sometimes conduct a needless investigation

process to get specific information which the KFIU has got

already but which does not provide to the Prosecution. Ironically,

Even if the Prosecution has to work a lot to get the search and

seizure warrant in order to get more information for the analysis.

the Court will not issue the warrant because the Prosecution

could not prove the probability of the crime. The proof is

impossible before the Prosecution get a wide range of financial

information.

To solve this dilemma, KFIU should provide su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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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enough to decide to start criminal investigation after

the analysis. This solution raises Privacy issue. So we can adopt

homomorphic encryption(HE) scheme for Data and Information

Protection, especially fully homomorphic encryption model(FHE).

Also, the KFIU has to strengthen its capability to analyse big

data for the highly efficiency of financial data analysis. To meet

this goal, we can choose a machine learning model with FHE.

At a glance, it can be said that this approach is very

dangerous because it seems to avoid the limit and control of the

court through warrant over the Prosecution. However, this

approach applies only to money laundering which is very rare

compared with other criminal cases. The exception of the

warrant system,

Moreover, the information which the Prosection has gathered in

criminal cases should be shared with KFIU for machine learning-

based analysis.

Lastly, We should solve some legal issues and to consider the

amendment of the related law such as the Act on Reporting and

Use of Certain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Keyword : Money Laundering, Homomorphic Encryption(HE),

Machine Learning, AI, Certain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FIU

Student Number : 2019-2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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