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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스마트폰의 보급, 인터넷 뱅킹의 일반화 등으로 인해 현대인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끊임없이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들의 집합은 ‘빅데이터’라는 새로운 개념을 형성
하였고 이들을 분석하여 의미를 밝혀내는 새로운 연구 분야와 산업이
생겨나게 되었다. 특히, 형사사법 분야에서도 빅데이터는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는데, 각종 데이터 패턴 분석 등을 통한 범죄
수사, 개별 범죄자들의 정보분석을 통한 재범가능성 등 평가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러한 빅데이터가 인간에 대하여 일반적인 연구만 진행
하면 좋은데, 깊이 있게 연구를 진행하다보니 그 데이터의 주체, 즉
개별적인 정보주체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어 버려 개인정보가 무분별
하게 사용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는 국내 굴지의 기업들에게서 보관 중이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현실화되기도 하였다. 즉, 2008년
인터넷 오픈마켓이 옥션이 해킹을 당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던
사태를 기점으로, 2011년 발생한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사고, 그리고
인재에 해당되는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롯데카드 등 금융기관
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개인정보
관련 법제는 규제 강화의 일변도를 달려왔고, 위와 같은 사건 사고
발생에 비추어 그러한 방향성이 이상한 것만은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개 법률을 일반적으로 ‘데이터 3법’이라고 칭한다. 개인정보 등
데이터의 이용에 관한 사항들을 대부분 의율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산업계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법률로, 앞서 살펴본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산업계에서는 이 빅데이터 분석이 어마어마한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
능함을 깨닫기 시작했고, 데이터 3법이 너무 엄격하여 법률 내용을 좀
더 완화하여야 빅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열어주어야 한다는 주
장들이 힘을 얻기 시작했으며, 국회에서 이를 받아들여 2020년 어느
정도 빅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열어주는 내용의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0년 8월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개정 데이터 3법에서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바로 일정한 목적
하에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정보의 처리가 가능한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이다. 이러한 ‘가명정보’ 개념의 신설로 형사사법 빅데이터 분석
분야에도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 바로 민간기관들로부터 개인정보를
가명화한 채 제공받아 형사사법 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범죄수사를 진행하거나 개별 범죄자들의 재범가능성을
평가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등 분석에 활용할 수 있게 된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범죄수사 또는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빅데
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개인정보 가명처리의 기법으로 ‘동형암호’를
이용한 암호화 기법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동형암호’란
암호화된 상태에서 컴퓨터가 수행하는 모든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4세대 암호화 기법을 말하는데, 정보의 동형암호화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법제 내에서 ‘가명처리’에 해당되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동형암호를 이용하면 개인정보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정보로 구성된 빅데이터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고, 동형

기계학습을 통해 일정한 함수를 구해 낼 수 있고, 형사사법 분야
에서도 범죄수사 또는 범죄예방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형암호화된 상태에서 형사사법 데이터, 민간정보 데이터
결합시켜 분석하는 방법안에 대하여도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형사사법
기관 산하에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과 암호화 Key값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기관의 설치를 제안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범죄
수사 또는 범죄예방에 위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제안
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정보는 현행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의하여 이용이 지나치게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동형
암호 기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분석이 가능해 짐에 따라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내 수사기관 등이 보관하고 있는
형사사법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의 비약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데이터 3법,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형사사법정보, 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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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1.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
현대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사용자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생성되고 있고, 사물인터
넷(IoT) 발달로 디지털 기기들에서도 자동적으로 끊임없이 데이터들
을 생성해 내고 있다. 이와 같이 생성되는 데이터들은 데이터들의
집합이라는 기존의 단순한 개념을 넘어서서 ‘빅데이터’라고 불리우
는 새로운 개념을 형성하였다. 즉, 현대 ‘빅데이터’는 ‘과거와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속도도 매우 빠르며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통찰이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사회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것의
총체’를 의미하게 되었다.1 이러한 빅데이터는 21세기의 쌀과 원유
로 비유될 정도로 정보화 사회에서 그 중요성과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형사사법정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중요성이 부
각되고 있다.
)

2. 데이터 3법 개정과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의 우려
1) 형사정책연구원, “범죄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 연구I”,
2014; 정대희, “미국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분석과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의 문
제”,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제32집,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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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식별 가능 정보에 대한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이른바 ‘데이터 3법’으로 부르며,
최근인 2020년 8월 5일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 개정으로 빅데이터
활용의 길이 상당 부분 열릴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 발전의 기틀을 삼게
되리라 기대된다. 이러한 데이터 3법 개정은 우리나라에서 빅데이터
규제 일변도에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처음으로 ‘가명정보’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가명정보’의 경우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통계나
과 학적인 연구, 공익적인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될 가능성이 열리
게 되었으며, 같은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나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지정 전문기관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사이의 가명
정보 결합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 3법 개정에 의한 데이터 활용에 있어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 또한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기존 비식별화조치 방법에 의하여 가명처리 된
정보라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등 재식별화가 되는 것으로
확인된 사례에서 보듯이 기존 비식별화 조치 방법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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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형암호 기반 개인정보보호 체제의 효용성
이러한 우려 속에 혜성과 같이 등장한 비식별화 기법이 바로
동형암호를 활용한 개인정보보호 체제이다. 동형암호 기술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암호화된 상태에서 컴퓨터가 하는 모든 연산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석하는 주체가 자신이 분석하는 데이터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데이터가 유출되더라도 암호화된 상태이므로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형사사법 분야에서도 위와
같은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의 장점을 가진 동형암호 기술을 이용하여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안은 향후 높은 연구가치가 있어 보인다.
4. 동형암호 기반 범죄분석 활용
, 경찰 등 형사사법 기관은 형사사법정보와 민간기관의
정보를 결합하는 등 방법으로 활용하여 수사, 범죄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모색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를
이용한 예측적 경찰활동, 스마트 경찰·수사활동 등 다양한 영역을
개척해 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의해 형사
사법정보는 ‘형사사법업무’의 ‘처리’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그 이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위 법률에 불구하고
현행법상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능해진 부분과 동형암호를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형사사법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특히, 형사사법 기관 산하에 개인정보 결합전문기관을 두고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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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개인정보와 형사사법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형사사법정보
등을 결합하는 방법으로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다양한 범죄분석을
통해 재범율 예측 등 범죄예방에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살펴
보겠다.

제2절 연구 목적 및 방법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변화된 환경에서
형사사법 분야에서 동형암호를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개정된 데이터 3법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아 법률 개정으로 새로이 가능해지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다음으로, 형사사법 분야에서 데이터 3법 개정으로 활용의 범위가
넓어진 ‘가명정보’에 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정보를 가명
처리하는 종래 방법들의 한계에 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동형
암호를 이용한 가명처리, 동형기계학습 등의 장단점에 관하여 살펴보고,
동형암호를 활용한 범죄예방 등 가능성에 대하여 모색하여 본다.
끝으로, 현행 법제 하에서 동형암호를 이용한 형사사법정보의
활용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를 침해
하는 문제는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법제도적
으로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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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데이터 3법 개정과 빅데이터 환경 변화
제1절 데이터 3법 개정 경과
1. 개정 前 데이터 3법
이른바 ‘데이터 3법’은 일반적으로 식별가능한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
통신망법」을 일컫는다.
그 중 대표격인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에 이르러서야
제정된 법으로 생각보다 그 역사가 짧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전에는 인터넷 사용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체계화된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마냥 정보화 사회의
출현을 축하하고만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점차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가 넓어져 갔고, 개인정보의 유출, 오용, 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속출됨에 따라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개인
정보보호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2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많은
문제점의 발생 후에서야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제1조의 ‘목적’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들이 제정되어
있다.3
)

)

2) 정혜영,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과 체계에 관한 분석”,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4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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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제활동에 있어서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신용정보’의
보호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은 「신용정보법」이다. 이 법률은
1995년 제정되었는데, 그 제정이유는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기하면서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신용조사업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보완하여 새로이 제정한 것”이었다. 위 법률에는 ‘신용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개념을 처음 도입하여 신용정보를 취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신용정보와 무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에서는 특별한 지위에 있으나, 그렇다고
또 반드시 특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2015. 3. 11.에
다른 법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제3조의2를 신설하였다고 한다. 즉,
「신용정보법」 제3조의2 제1항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법률 사이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를 해결하였다.
그리고, 데이터 3법 중 가장 오래된 법인 「정보통신망법」이
있다. 1986년 데이터 통신의 확대와 함께 제정되었던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그 근간이라 할 수 있다. 다만,
4)

5)

3) 김승한,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의 한계와 개선 방향”, 연세의
료·과학기술과 법 제4권 제1호, 2013, 120~121쪽
4)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4866호 1995. 1. 5. 제정) 제정이유 참고
5) 이양복, “데이터 3법의 분석과 향후 과제”, 비교사법 제27권 제2호(통권 제89호), 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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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이 처음부터 존재하였던 것은 아니고, 1999년
「정보통신망법」으로 법명을 포함한 내용이 개정될 때부터 규정이
되었다. 처음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이용자의 동의가 아니라
고지를 요구하였으나, 2007년 개정을 통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되어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추세로 법률이 개정되어
왔다.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수집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마찬가지로 규정하게
되었고, 결국 이 두 가지 법률에 의하여 개인정보 이용 또는 수집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 데이터 관련
법제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6)

2. 종래 데이터 3법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경과
데이터 3법의 제정 이래 계속되는 개인정보 침해 사건 발생으로
인해 데이터 3법 상 개인정보 보호는 강화 일변도를 걸어 왔다.
2008년 오픈마켓 옥션의 해킹이 개인정보 보호 강화의 시작이라고들
이야기하는데, 2008년 1월 옥션 사이트에서 해킹으로 인해 무려
1,8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1,000만 건
이상의 암호화되지 아니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고, 이후 「정보
통신망법」에 주민등록번호가 암호화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그 후, 2011년도에 발생한 싸이월드(www.cyworld.com)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SK커뮤니케이션즈 데이터베이스가 해킹당하면서 3,500만 명의
7)

6) 유주선, “데이터 3법의 개정 동향에 관한 연구(上) - 빅데이터의 보험 활용을 포함하여
-”, 한국보험학회, 2019, 18~20쪽
7) 이양복, 전게 논문, 4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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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혔으며, 이로 인해 ‘망분리’가 「정보
통신망법」 항목으로 법제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는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롯데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는 금융기관의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초유의 결과를 불러왔다. 게다가 위 3사의 개인
정보 유출사고는 해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카드사의 시스템을 개발
하던 외부 용역직원이 악의적으로 유출하였다는 점에서 이전의
해킹에 의한 유출과는 약간 성격을 달리하였는데, USB로 개인정보를
빼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8
이렇듯, 개인정보 유출 사건사고로 점철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가 계속해서 규제 강화 일변도였던 것이
특별히 이상한 것도 아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도
처벌 조항을 추가하고 과태료 부과 조항을 보태는 등 규제를 계속
해서 강화하여 왔다.
)

3. 2011년 이후 빅데이터 산업의 효용성 대두
빅데이터가 새로운 실체 개념으로 이해되기 시작한 후 전통적으로
빅데이터는 ‘Very Large DB’, ‘Extremely Large DB’, ‘Extreme Dat
a’, 또는 ‘Total Data’ 등 다양하게 지칭되어 왔는데, 일반적으로는
‘기존 데이터베이스 기술에 의해 저장·관리·분석하기에 어려운 거대한
데이터’로 정의되었다.
9)

8) 이양복, 전게 논문, 436쪽
9) 곽관훈,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보호의 조화”, 일감법학 제27호(2014),
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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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1년경 이후 빅데이터는 거대한 정보라는 단순 문언
적인 의미로 한정되지 않고 양적 측면뿐 아니라 질적 측면까지도
종합하여 한걸음 더 나간 개념으로 정의되기 시작하였다. 즉, 기술
이라는 질적 가치 관념을 포함한 일종의 고유 명사로 사용되기 시
작한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추세에 따를 때 빅데이터는 “신속한
추출, 발견, 분석 방법으로 광대한 다양성을 지닌 데이터들로부터
경제적으로 가치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시대의 기술 또는 건축
술”10 로 정의되거나, “작은 규모에서는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일을 큰
규모를 활용해 가능하게 하여 새로운 통찰을 추출하거나 새로운 형
태의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로 그 과정에서 시장, 기관, 시민과 정부
사이의 관계 등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이러한 빅데이터 개념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관련 논문에서
정의한 내용이 빅데이터의 성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
하는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빅데이터를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속도도 매우 빠르며,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사회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것의 총체”로 정의하고 있다.11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군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이 때 발생하는 개인정보 관련
이슈들을 케어해 주는 개인정보처리업, 정보가공 판매업 등 연관
업종도 함께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데이터 3법이 개정되기 전 우리나라는 애매모호하고
적용범위가 불명확한 법규정 등으로 인해 빅데이터 분석 업체 등은
)

)

10) John Gantz and David Reinsel, “Extracting Value from Chaos”, IDC iview (2011), 6쪽
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 연구
(I)”, 2014,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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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특히 신용정보 관련 법령상
금융회사 등이 신용정보를 비식별화하여 빅데이터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였는데, 데이터 3법 통과로 가명정보가 법적
개념으로 포함됨으로써 빅데이터 산업군이 매우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래에도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합동으로 2016년 6월「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것이 대표적인 시도였다. 그러나, 위 가이드
라인은 시민단체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고, 급기야 2017년 11월
에는 정부의「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식별
조치를 수행한 기업들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로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을
당하기도 하는 등 우여곡절을 겼었다. 위 고발에 대하여는 서울중앙
지방검찰청이 무려 2년여가 경과한 2019년 3월에 이르러서야 가이드
라인에 따라 비식별조치를 취한 정보들은 ‘재식별이 현저히 어려운
방법’에 의한 것으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 2019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시민단체의 항고가
기각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정부의 취지는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하면 개인의 식별가능성이 사라지므로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님을 법적으로 추정시키고자 한 것이나, 추가 정보에
의하여 재식별화되기도 하는 등 비식별화 조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비식별화 조치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야 개인정보가 아닌
익명정보로 볼 것인지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비판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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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 및 시행
위와 같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020년 1월 9일 빅데이터 산업
업계의 숙원이었던 데이터 3법이 통과되었고,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위 3법은 2018년 11월 발의된 이후 약 1년 2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한 것이며, 이는 과거와 달리 사회적 인식이나 분위기가
데이터를 활용가치를 인정하고 실용화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법 개정의 취지는 「개인정보보호법」 법률안 제안이유에
가장 잘 나타나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범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한 바,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이 시급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능은 행정안전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은 이 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각각 분산되어 있어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등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오용ㆍ남용 및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관련 법률의 유사
ㆍ중복 규정은 이 법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
산업의 발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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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법률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다.
개정된 데이터 3법 중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관련 「개인
정보보호법」과 유사중복 조항을 정리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였고, 온라인 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와 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통일한 것 외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특별한
개정 내용이 없으므로, 이하에서 주로 「개인정보보호법」와 「신용
정보법」에서 빅데이터 활용의 길을 터주기 위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 새로이 오픈된 영역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
분석 가능성에 관하여 모색하여 본다.

제2절「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주요 개정 내용
1.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
(1) ‘가명정보’ 의의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장 주목할 개정 부분은 바로
개인정보의 개념에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가명
정보”를 포함시킨 점이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다목).
여기서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의2호).
특정 정보 주체가 다른 정보 주체로부터 ‘구별’이 되더라도,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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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체로부터 ‘식별’되지 않는 경우 가명정보로 볼 수 있다.12
주로 성명이나 출신학교, 근무처 같은 고유 특징에 가명처리 기법
이 적용되며, 그 자체로 완전 비식별화가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가
명처리는 데이터 변형과 변질의 수준이 적어 정보로서 가치가 많이
감소하지 않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일반화된 대체값으로 가명처리하게
되므로 성명 기준의 분석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특히, 「신용정보법」에는 ‘가명처리’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가명처리’는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않고는 특정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보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처리하는 것으
로, ① 어떤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른 신용정보주체가 구별이 되는
경우(선별가능성), ② 체계적으로 정보를 관리 또는 처리할 목적으
로 일정 규칙에 따라 구성되거나 배열된 두 개 이상 정보들을 말
하는 정보집합물에서나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정보집합물 가운데
에서 어떤 신용정보 주체에 관한 두 개 이상의 정보가 연계되거나
연동되는 경우(연결가능성), ③ 위 ①②와 유사한 경우로서 가명처
리·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신용정보법」제40조의2)에 의하여 그
러한 추가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는 등 특정한 개인인 신용정보의
주체를 알아볼 수 없게 (특정가능성)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 경우
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가명정보’와 ‘개인정보’·‘익명정보’의 개념 구별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와 구별이 필요한 개념으로
‘개인정보’가 있는데, 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의미한다.
12)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2020. 8. 6.,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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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개념 범위를 알기 위해서는 그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번째 유형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고, 두 번째 유형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세 번째 유형은 위 두 가지 유형의 개인정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신설된 ‘가명정보’이다. ‘가명정보’에 대하여는
앞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05. 5. 26. 선고 99헌마513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결정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인 개인정보를 정의한 바 있는데,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
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
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정
의하고,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의 영
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
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고 설시한 바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개념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하급심 판례로
대전지법 논산지원 2013고단17 판결이 있는데, 동 판결은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4자에 대하여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 그 전화
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특히 그 전화
번호 사용자와 일정한 인적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가능성이 높으며, 설령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는 그 전화
번호 사용자를 식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뒷자리 번호 4자와
관련성이 있는 다른 정보(생일, 기념일, 집 전화번호, 가족 전화번호,
기존 통화내역 등)와 쉽게 결합하여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도 있다”면서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가「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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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한편, 개인 식별의 관점에서 개인정보의 개념에 관하여 살펴
보면, 개인정보는 식별요소로서 식별자(identifier)와 속성자(attribute
value)로서 이해될 수 있다. 그 중 식별자는 개인 또는 개인과 관련된
사물에 고유하게 부여된 값이나 이름을 의미하는데,13 정보집합물에
포함된 식별자를 제거하면 개인의 식별성이 제거된다.1 식별자의
예로는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운전
면허번호, 성명(한자·영문 등), 상세주소(구 단위 미만까지 포함),
날짜 정보(생일·결혼·돌 등 기념일), 전화번호, 의료기록번호, 사진
(정지사진 ·동영 상 등 ), 신체 식별정보(지문·음 성·홍 채 등 ), 이메일
주소, IP주소, MAC주소, 홈페이지 URL 등이 있다. 또한, 속성자는
개인과 관련된 정보로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는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보
집합물에 포함된 속성자는 데이터 이용 목적과 무관한 경우 삭제
해야 함이 원칙이다.1
)

4)

5)

[
구 분
개인 특성
신체 특성

표 1] 속성자 예1

6)

예 시
▸성별, 연령(나이), 국적, 고향, 시·군·구명, 우편번호
▸병역여부, 결혼여부, 종교, 취미, 동호회, 클럽 등
▸흡연여부, 음주여부, 채식여부, 관심사 등
▸혈액형, 신장, 몸무게, 허리둘레, 혈압, 눈동자 색깔 등

13) 박노형, “「개인정보보호법」”, 박영사, 2020, 70쪽
14) 국무조정실·행정자치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보건복지부 합동, “개인
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체계 안내 -”, 2016, 5쪽
15) 국무조정실·행정자치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보건복지부 합동, “개인
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체계 안내 -”, 2016,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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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특성

▸신체검사 결과, 장애유형, 장애등급 등
▸병명, 상병코드, 투약코드, 진료내역 등
▸세금 납부액, 신용등급, 기부금 등
▸건강보험료 납부액, 소득분위, 의료 급여자 등

경력 특성

▸학교명, 학과명, 학년, 성적, 학력 등
▸경력, 직업, 직종, 직장명, 부서명, 직급, 전직장명 등

전자적 특성

▸쿠키정보, 접속일시, 방문일시, 서비스 이용기록, 접
속로그 등
▸인터넷 접속기록, 휴대전화 사용기록, GPS 데이터 등

가족 특성

▸배우자·자녀·부모·형제 등 가족 저보, 법정대리인 정보 등

다음 구별개념으로 ‘익명정보’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특정하여 알아
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익명정보’에 대하여는「개인정보보호법」
이 적용되지 않는다(「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의2). 해석상으로도
익명정보는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
이나,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시 이를 명문화하였다.
개인정보도 각종 비식별조치를 진행하여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된 경우 익명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1 그러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의해 ‘개인정보’ 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데, 이러한 다른 정보의
입수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어 다른 정보와 결합시킬 수 없으면
이는 결국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가 아닌 익명정보로
볼 것이다.
7)

16) 박노형, “「개인정보보호법」”, 박영사, 2020, 71쪽
17) 신종철, “「개인정보보호법」 해설 –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해석과
사례 -”, 2020, Jinhan M&B,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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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명처리’와 ‘비식별조치’의 구별
가명처리는 비식별조치와 유사한 개념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나, 대체로 비식별조치를 가명처리의 상위 개념으로 보고 가명
처리를 비식별조치 하나의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 같다.18
비식별조치(De-identification)는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 성명, 통장계좌나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이나 또는 개
인과 관련된 사물에 고유하게 부여된 값 또는 이름인 식별자(Idenfie
r)를 제거하여 개인을 특정하여 알 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 치로 정
의된다. 이러한 비식별조치 방법에 관하여는 여러 분류 방법이 있
지만, 국무조정실·행정자치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미래창조과
학부·보건복지부 합동하여 마련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
라인 –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체계 안내 -」(2016)에는
‘가명처리(Pseudonymisation)’, 총계처리(Aggregation)’, ‘데이터 삭제
(Data reduction)’, ‘데이터 범주화(Data suppression)’, ‘데이터 마스
킹(Data masking)’ 등의 기법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1 최근
인 2019년 ISO/IEC 20889 「2019 개인정보 비식별기술 가이드라
인」에는 ‘통계도구(표본 추출, 총계처리 등)’, ‘암호화 도구(결정성
암호화, 순서보존 암호화, 포맷 보존 암호화, 동형암호화, 동형비밀분
상 등)’, ‘삭제기술(마스킹, 레코드 삭제, 컬럼삭제 등)’, ‘가명화 기
술(해시함수, 매핑테이 블, 임의생성 등’, ‘해부화’, ‘일반화 (라운딩,
랜덤라운딩, 제어라운딩, 상하단 코딩, 로컬일반화 등)’, ‘무작위화
(잡음추가, 순열, 부분총계 등)’ ‘재현데이터(완전재현, 부분재현, 하이
)

9)

18)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비식별화 관련 해외 현황 및 사례”, KISA Report, 2016, 3쪽 등
19) 국무조정실·행정자치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보건복지부 합동, “개인
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체계 안내 -”, 2016,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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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드 재현 등)’ 등 기술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분류 방식의
차이에 불과할 뿐 기본적으로 비식별 기술의 내용은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하에서는 국내 문헌에서 좀 더 많이 활용되고 있
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
원·관리체계 안내 -」(2016) 분류에 따라 각 비식별화조치 방식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비식별화조치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개인
정보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과정
으로 볼 수 있다. 즉, 개인정보의 세 가지 구성 요소는 ➀ 특정
데이터가 한 개인과 대응되고(single out), ➁ 특정 데이터와 특정
개인이 연결되며(linkability), ➂ 특정 데이터로부터 특정 개인을
추론할 수 있는 것(inference)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모두’ 제거하는 비식별화 조치를 수행하면 최종적으로 ‘익명화
(anonymization)’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1 개인정보 비식별화와 익명화된 정보의 개념도20

[ 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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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국제 표준인 ISO21 /IEC22 20889에서의 비식별화
조치 기술 분류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ISO/IEC의 JTC SC27/W
G5는 개인정보 관리체계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지침,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추가 요구사항, 비식별화
기법 등에 관한 표준적인 기준을 개발하고 있는데, ISO/IEC 20889:
2018은 최근 빅데이터 환경 도래 하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비식별화 기법으로 WG5에서 영국 주도로 개발되었으며, 빅데이터에
대한 비식별화를 위한 기술을 제시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23
ISO/IEC 20889는 데이터에 대한 재 식별 위험성을 공격자가
공격하는 기법을 기준으로 ‘식별가능성’, ‘복원가능성’, ‘선별가능성’2 ,
‘추론가능성’, ‘연결가능성’으로 분류한다.2 여기서 ‘식별가능성’이란
가명처리 된 데이터로부터 주어진 데이터셋만 가지고 정보 주체를
알아볼 가능성을 의미하고, ‘복원가능성’은 가명처리 과정에서 생성된
추가 정보(암호키 또는 매핑테이블 등)를 보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원본 데이터의 주체를 복원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며, ‘선별
가능성’은 데이터 주체를 고유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데이터셋의
특성 집합을 관 찰 하여 해당 데이터 주체에 속한 레코 드를 분리
(isolation)해 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고, ‘연결가능성’은 동일한
데이터 주체 혹은 데이터 주체 그룹과 관련된 레코드를 다른 데이터
)

)

)

4)

5)

20)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비식별화 관련 해외 현황 및 사례”, KISA Report, 2016, 4쪽
21) International Organazation for Standardization
22)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NIA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개인정보 비식별 기술 가이드라인”, 18쪽
24) 과한기술정보통신부·NIA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개인정보 비식별 기술 가이드라인”에서
는 이를 ‘특정가능성’으로 번역하나, 선별가능성이 좀더 의미가 명확해 보여 이를 사용한다.
24) 과한기술정보통신부·NIA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개인정보 비식별 기술 가이드라인”,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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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에 연결하여 정보의 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을 의미하고, ‘추론가능성’
이란 무시할 수 없는 확률로 다른 속성을 가진 집합의 값에서 속성의
값을 추론해 내어 정보 주체를 알아볼 가능성을 의미한다.2 익명
정보는 식별가능성과 복원가능성은 물론 선별가능성, 추론가능성,
연결가능성이 모두 없으므로 시간이나 비용, 기술을 들이더라도
더 이상 개인을 식별하여 알아볼 수가 없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래 표는 식별가능성, 복원가능성, 선별가능성, 추론가능성, 연결
가능성 등 의미를 기준으로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차이를 설명
한 것이다. ISO/IEC 20889에서 제시한 비식별화 기술의 종류에 관
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6)

표 2] 재식별 위험 기준 가명정보와 익명정보 개념 차이2

[

7)

가명정보

식별가능성

복원가능성

선별가능성
(single out)

추론가능성
(inference)

연결가능성
(linkability)

×

×

○

○

○

×

×

×

익명정보

2.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1) 가명정보의 처리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NIA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개인정보 비식별 기술 가이드라인”, 8쪽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NIA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개인정보 비식별 기술 가이드라인”,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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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
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2020년 8월 개정 데이터 3법 시행과 함께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 전에는 ‘통계
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규정
하고 있었다(개정 前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4호, 현재는
삭제). 그러나, 이제는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가명처리한 경우에는
정보주체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통계작성’
은 그대로 존치하면서 ‘학술연구’는 ‘과학적 연구’로 보다 넓은 개념
으로 대체되었고, ‘공익적 기록보존’이라는 목적이 추가되어 활용 가
능한 특별한 목적이 보다 확대되었으며, ‘등’이 명시되어 세 가지 이
외의 목적을 위한 가명정보 처리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28
)

(2) 가명정보 처리의 목적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28) 박노형, “「개인정보보호법」”, 박영사, 2020, 2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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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작성’을 위한 목적에 관하여 살펴본다. 통계법에 따를 때
‘통계’란 ‘통계 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
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
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2020년 8월 「신용정보법」에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추가되었는데,
가명처리한 신용정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처리 목적
범위를 더 넓혀 통계작성에 있어서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인 목
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한다. 위 조항과 유사한 입법례인 GDPR의 유
사한 규정을 참고하면, 통계적 처리의 결과는 과학적 연구목적 포함
다른 목적을 위하여 추가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
다음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과학적 연구’를 위해 정보주체 동
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
8조의2 제1항). ‘과학적 연구’는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
연구 및 민간 투자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의미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8호). 특히, 신용정보의 경우 연구
목적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 이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병행하여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핀테크(Fintech) 등 새로운 산업 및 서비스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공 익적 기록보존 ’의 목적으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개인정보보호법」
먼저

9)

29) GDPR [REGULATION(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상설 제16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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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 제1항). 이는 개정 전에는 없던 조문으로 ‘범죄분석’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근거를 제공하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
다.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은 2020년 8월 개정으로 새로이 규정된
내용인데, 그 의미에 관하여 개정 이유 등 명확한 설명이 없는 상태
이므로, 위 규정의 해석을 위해서는 동조항 제정에 참고한 GDPR 규
정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GDPR 상설 제158항은 공익적 기록보
존 을 위해 정보를 제공받는 국가나 공공기관 등은 일반적인 공공의
이익(general public interest)을 위하여 지속적 가치 있는 기록을 획
득·보전·분석·정리·기술·전파하여야 하는 등 법적 의무가 있는 서비
스 기관이어야 하고, 전체주의 국가체제 하의 정치적 행위, 집단학
살, 반인권 범죄 등에 대한 특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일 것
을 요구한다.30 따라서, 정보처리자는 극악무도한 반인권적인 범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지속적인 가치가 있는 정보
를 주체의 동의없이 처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정보처
리자로부터 테러범죄, 집단학살, 반인권 범죄 등에 대한 특정한 정
보를 공익적 보존의 목적을 위하여 제공받아 분석ㆍ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해석될 수 있다.
종래에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에 한하여 정보주체 또는
)

30) GDPR (158) Where personal data are processed for archiving purposes, this
Regulation should also apply to that processing, bearing in mind that this Regulation
should not apply to deceased persons. Public authorities or public or private bodies
that hold records of public interest should be services which, pursuant to Union or
Member State law, have a legal obligation to acquire, preserve, appraise, arrange,
describe, communicate, promote, disseminate and provide access to records of
enduring value for general public interest. Member States should also be authorised
to provide for the further processing of personal data for archiving purposes, for
example with a view to providing specific information related to the political
behaviour under former totalitarian state regimes,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in particular the Holocaust, or war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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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정보를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단서).
그러나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가명처리’된 정보의
경우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개인정보처리자도 반인권적인 흉악범죄에
한정되긴 하지만 범죄예방 등 공익적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여기서 가명정보의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의미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2호).
이와 관련하여 입법론적으로는 정보처리자가 “반인권범죄 등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명
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함이 더욱 바람직해 보인다.
「신용정보법」에서는 신용정보를 이용한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
및 ‘산업적 목적의 연구’를 허용하고 있는데, 반인권범죄 등과 관련
한 정보 제공은 그보다 훨씬 공익적 성격이 중대하므로 가명정보 활
용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3. 가명정보의 결합
(1) 가명정보의 결합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
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
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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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이 수행한다.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나, 이러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사이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해당 개인
정보처리자가 수행할 수 없다.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인 ‘결합전문기관’이 개입하여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보유한 자동차 운전보험의 정보와 자동차
네비게이션 등을 통해 통신사들이 보유한 운전자의 운전습관 정보를
결합하면, 피보험자인 운전자의 운전 습관에 따른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게 되는 등 정보 결합을 통한 활용도가 높아진다. 이러한 데이터
결합은 가명처리된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향후 빅데이터
분석, AI의 딥러닝 등 첨단 기술이 발전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작업으로 본다.31
)

(2) 가명정보의 결합 절차
2016년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은 정보집합물 결합
절차 및 유의사항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도입된 가명정보의 결합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명정보 결합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먼저, A회사와 B회사가 동일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식별자
(identifier)를 임시적인 대체키로 전환하고 결합대상 정보집합물까지
31) 신종철, “「개인정보보호법」 해설 –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해석과
사례 -”, 2020, Jinhan M&B, 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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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별 조치하고 적정성 평가를 수행한다. ② 다음으로, 비식별 조
치된 정보를 전문기관에 제공하면서 결합을 요청하며(이 경우 전문
기관은 제공받은 비식별화된 정보를 제공받기 때문에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가 없다 ), ③ 비식 별 정보를 제공받은 전문기관은 임시
대체키를 활용하여 결합을 수행한다. ④ 다음으로, 임시대체키를 삭
제하고, ⑤ 결합 DB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이를 제공한다. 이러
한 방법에 의하면 임시 대체키가 삭제된 데이터 결합 DB가 제공되
므로 A와 B는 결합 DB를 통하더라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가 없
게 된다.
그 2 기업간 정보결합 절차 개념도32

[ 림 ]

)

위와 같은 데이터 결합 방식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32) 국무조정실·행정자치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보건복지부 합동, “개인
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체계 안내 -”, 2016,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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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3 기업간 정보결합 과정 예시33

[ 림 ]

)

< A 보험회사 >
성명
권율
이순신
홍길동

전화번호
02-2345-6789
010-4567-9876
010-6789-0123

< B 자동차회사 >

가입보험
OO보험
□□보험
OO보험

사고빈도
年5회
年3회
年1회

성명
권율
이순신
홍길동

전화번호
02-2345-6789
010-4567-9876
010-6789-0123

블랙박스
O
X
O

에어백
X
O
O

동일한 알고리즘 적용 비식별 조치
성명, 전화번호 암호화 ➝ 결합키 생성)
결합키
A004F
A005Z
A006K

가입보험
OO보험
□□보험
OO보험

사고빈도
年 5회
年 3회
年 1회

결합키
A004F
A005Z
A006K

블랙박스
O
X
O

에어백
X
O
O

데이터전문기관에 결합 요청
결합키
A004F
A005Z
A006K

가입보험
OO보험
□□보험
OO보험

사고빈도
年 5회
年 3회
年 1회

블랙박스
O
X
O

에어백
X
O
O

신청 기업에게 가명정보 또는 익명정보
형식으로 제공
대체값
A004F ➝ B0001
A005Z ➝ B0002
A006K ➝ B0003

가입보험
OO보험
□□보험
OO보험

사고빈도
年 5회
年 3회
年 1회

블랙박스
O
X
O

에어백
X
O
O

※ 결합키를 삭제 또는 대체값으로 변환함으로써 기업 1과 2가 보유하고 있는 추가정보를
통한 재식별 불가능 ➝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 감소

이때 유의할 사항으로는 A와 B는 전문기관과 임시 대체키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서는 안되고, 임시 대체키
생성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결합 전문기관은 결합 과정에서 재식별이 되는 경우
그 정보를 즉시 파기하여야 하고, 결합 DB를 제공받은 기관은 이를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이다.3
4)

33) 금융위원회,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및 가명·익명처리 안내서를 발간하여 디지털 경제로
의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2020. 8. 7.자 보도자료,
34) 국무조정실·행정자치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보건복지부 합동, “개인
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체계 안내 -”, 2016,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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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지금까지의 비식별화 기법으로 가명처리된 정보의 경우
개인정보 결합 시 임시 대체키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면 복호화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
는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해결해 주기는 어
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후술할 동형암호를 활용한 데
이터 결합의 경우 결합된 데이터나 연산에 필요한 정보가 모두 암
호화된 상태로 남아 있으므로(즉, 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사례에서
는 ‘가입보험’, ‘사고빈도’, ‘블랙박스’, ‘에어백’ 등 정보들도 모두 동형
암호화 된 상태에서 결합을 진행)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전혀 없
다는 이점이 있다.

제3장 동형암호를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
제1절 종래 가명처리 기술의 한계
1. ‘가명처리’에 의한 비식별화
용어 사용에 있어 혼동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종래 일반적으로
가명처리(Pseudonymiaztion)는 비식별화 기술 중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 즉, 비식별화 기술은 ① 가명처리(Pseudonymization), ② 총계
처리(Aggregation), ③ 데이터 값 삭제(Data Reduction), ④ 범주화
(Data Suppression), ⑤ 데이터 마스킹(Data Masking) 기술로 분류
되고, 이러한 대분류 하에 ① 가명처리 기법에는 ‘휴리스틱 가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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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익명성3 ’, ‘암호화’, ‘교환방법’, ② 총계처리 기법에는 ‘총계처리’,
‘부분집계’, ‘라운딩’, ‘데이터 재배열’, ③ 데이터 값 삭제 기법에는
‘속성값 삭제’, ‘속성값 부분 삭제’, ‘데이터 행 삭제’, ‘식별자 제거를
통한 단순 익명화’, ④ 범주화 기법에는 ‘범주화’, ‘랜덤 올림 방식’,
‘범위 방법’, ‘제어 올림’, ⑤ 데이터 마스킹 기법에는 ‘임의잡음
추가’, ‘공백과 대체’ 기술이 제시되고 있다.3
앞서 살펴보았듯이 개정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
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가명처리’된 정보”를 개인
정보의 하나이긴 하나 빅데이터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일정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이에
따라, ‘가명처리(Pseudonymization)’ 기법으로 분류되는 ‘휴리스틱
익명화’, ‘k-익명성 조치’, ‘암호화’, ‘교환방법’에 의한 비식별화 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한편, 국제 표준으로서의 비식별 기술의 종류를
제시하고 있는 ISO/IEC 20889 기준에 의하면, 위 가명처리 기법
외에도 ‘토큰 기법’, ‘랜덤 할당’도 가명처리 기술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ISO/IEC 20889 기준에 의해 가명처리 기술로 분류되고
있는 기술까지 포함하여 종래 가명처리 기술에 의하여 빅데이터
관련 산업에 활용이 가능해진 영역에 관하여 살펴본다.
5)

6)

2. 종래 가명처리 기술
35) ‘k-익명성’ 기법의 경우 “2016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는 가명조치의 1
개 기술방법으로 분류하지 않고 별도의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로서 재식별 가능성을 검
토하는 기법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결국 위 기법도 가명조치의 하나의 방법으로 보는 것
이 타당하므로 이하에서는 가명조치 기법 중 하나로 소개한다.
3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처리가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 Jinhan M&B, 2017,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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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리스틱 가명화(Heuristic Pseudonymization) 기술
리스틱 가명화란 식별자에 해당하는 값들에 수 개의 정해진
규칙을 적용한다거나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가공하여 개인정보를 숨
기는 기법으로 가명처리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성명 홍길동, 임꺽정 등 일반화된 이름으로 대체하거나, 소속
기관 이름을 화성, 금성 등 일반적으로 명칭으로 쓰지 않는 대명
사로 대체하도록 사전에 규칙을 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에 의하면 식
별자 분포를 고려하거나 수집한 자료를 사전에 분석하지 않고 모든
데이터를 같은 방법으로 가공하므로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
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기법을 적용하면 데이터의 유용성이 줄어들고, 활용
가능한 대체 변수에도 한계가 있다. 또한, 이러한 기법은 다른 값
에 의해 대체하는 일정한 규칙이 노출되면 재식별화 될 수 있는 위
험성이 상존한다.3 최근 휴리스틱 가명화는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
을 위해 식별자의 분포나 자료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하여 정교한 가
명처리 기법으로 사용하는 추세에 있다.38
휴

7)

)

표 3] 휴리스틱 가명화의 특성3

[
재식별 위험

식별가능성

추가정보를 이용한
복원가능성

9)

추가정보 없는
복원가능성

3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처리가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 Jinhan M&B, 2017, 13쪽
38) 과학기술정보통신부·NIA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개인정보 비식별 기술 가이드라인”, 60쪽
39) 과학기술정보통신부·NIA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개인정보 비식별 기술 가이드라인”, 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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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

○

×

추가정보

매핑테이블

가명화 기법 종류

추가 정보를 이용하면 복원할 수 있는 대표적 가명화 기법

(2) k-익명성(K-anonymity), l-다양성(l-diversity), t-근접성
(t-closeness) 기술
가) k-익명성 기술

프라이버시 보호모델로 가장 일반적인 가명처리 방법으로 거론되는
기법이다. 하나의 데이터세트 내에 같은 속성값을 가진 데이터를 k
개 이상 유지해 데이터를 공개하는 기술을 말한다. 지정된 속성 보
유 데이터 숫자를 일정 k개 이상으로 유지하므로 프라이버시 유출을 방
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0개의 데이터들이 포함된 데이터세트
에서 3-익명성을 수행하는 경우 최소한 3가지 이상의 데이터들이
동일한 속성값으로 대체되므로 전체가 10개의 대표 데이터로 표현
된다. 이 때 같은 속성값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범주화(suppression),
일반화(generalization)과 같은 기법이 사용된다. 이 k-익명성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고안된 개념인바, 2002년 L. Sweeny가
제안하였다.
‘k-익명성’에 의하면 어떤 데이터의 집합이 있을 때 특정 레코드의
개별값과 동일한 레코드를 k-1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동일한 레코드가 k개 이상 존재하게 되므로 비식별화가 된다. 여기서
‘k’의 수치는 개별 레코드를 분류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준식별자
들의 속성값들이 같은 레코드들의 수를 뜻하게 된다. k수치가 증가
한다고 하는 것은 동일 준식별자들을 가진 레코드들의 개수가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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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뜻하므로 그만큼 데이터 익명화의 범주가 커짐을 의미한다. 익명
화되는 영역이 커지면 어떤 잠재적 공격자가 자기가 알고 있는
공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특정 연계성을 찾기 어렵다.
그 결과 제3자의 연계성 공격으로부터 익명성에 의한 방어 확률이
높아진다.
[그림 4] k-익명성 모델 적용 前 0
4 )

[식별자 제거 데이터]
연
령
60
62
61
27
29
27
26
60
61
60
28
25

성
별
남
여
남
남
남
여
여
여
남
여
남
여

그

카드
결제금액
320,000
600,000
500,000
1,500,000
1,000,000
1,750,000
1,400,000
150,000
145,000
402,000
1,330,000
1,220,000

연결공격
(Linkage Attack)

1:1

[확보된 공개 데이터]
이름

연령

성별

김철수
이민아
안상태
김상우
한기범
장아름
양수지
김다래
윤영하
김순자
김민영
유슬아

60
62
61
27
29
27
26
60
61
60
28
25

남
여
남
남
남
여
여
여
남
여
남
여

개 3개) 이상의 레코드가 존재하는 동질집합을 구성 1

[ 림 5] k (

동질집합
(Equivalent

4 )

[k-익명성 적용
데이터]
성
카드
연령
별 결제금액
60대 남
320,000
60대

남

500,000

k : 1

[확보된 공개
데이터]
연 성
이름
령 별
김철수 60 남
이민아

40)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2020. 8. 6., 85쪽
41)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2020. 8. 6., 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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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여

Class)

60대
60대
60대
60대
20대
20대
20대
20대
20대
20대

남
여
여
여
남
남
남
여
여
여

145,000
600,000
150,000
402,000
1,500,000
1,000,000
1,330,000
1,750,000
1,400,000
1,220,000

안상태
김상우
한기범
장아름
양수지
김다래
윤영하
김순자
김민영
유슬아

61
27
29
27
26
60
61
60
28
25

남
남
남
여
여
여
남
여
남
여

다만, ‘k’ 수치가 높아지면 해당 데이터세트의 정보로서 유용성이
하락하는 단점이 있다. 즉, ‘k’ 수치가 높아지면 익명성에 의한 방어
확률은 높아지는 반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드는
것이다. 따라서, 위 ‘k’의 수치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2
특히, 이러한 ‘k-익명성’ 기술은 동질성에 의한 공격(homogeneity
attack), 배경지식에 의한 공격(Background knowledge attack) 등에
취약점이 있다. 동질성에 의한 공격이란 어떠한 데이터 집합에서
동일성 있는 정보를 이용해 공격 상대방의 민감한 정보를 파악하는
공격인데, ‘k-익명성’에 의해 레코드들의 범주화가 진행되더라도
범주화의 기초가 되지 않은 민감 정보들이 모두 같은 값을 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정보주체들의 민감정보가 모두
같은 값이므로 공격 상대방이 식별되어 버리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즉, 범주화의 기초가 된 준식별자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값들이 혼재
하므로 연계성 공격에 의한 식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이 준
식 별자와 연결된 민감 정보들은 처음부터 ‘k-익명성’ 범주화의 기
4 )

4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처리가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 Jinhan M&B, 2017,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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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므로 동질해지는 경우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배경지식에 의한 공격은 공격자가 별도로 가진 배경지식이
나 상식을 이용하여 식별이 가능해질 수 있음을 말한다. 배경지식
에 의한 공격이 성공하면 그 기본적 원인은 동질성 공격과 같이 일
부 데이터들의 다양성이 약화되는 바람에 외부의 공격에 의해 익
명성 방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초

나) l-다양성 기술
‘k-익명성’이 나타낼 수 있는 다양성 한계로 인해 위와 같은 약
점에 봉착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고안한 기술이 바로 ‘l-다양성’ 기
술이다. 이 기술에 따르면 범주화에 의한 익명화 과정에서 데이터의
값들을 충분히 다양한 값을 가질 수 있도록 확인 및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즉, 주어진 데이터 집합에서 비식별화되는 레코드들은
같은 집합 내에서 적어도 l개의 서로 다른 민감 정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비식별 조치 과정에서 l개 이상의 충분히 다양한 민감정보를
갖도록 집합을 구성함으로써 다양성 부족으로 인한 동질성 공격에
방어가 가능하고, 배경지식에 의한 공격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방어력을 유지할 수 있다. 3
4 )

그

다양성 모델 적용 前

[ 림 6] l-

연

44)

[k-익명성 적용 데이터]
성
우편번호
신용등

동질성 공격

4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처리가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 Jinhan M&B, 2017, 23쪽
44)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2020. 8. 6., 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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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별

급

60대

남

180**

8

60대

남

180**

8

60대

남

180**

8

60대

남

180**

8

60대

여

180**

1

60대

여

180**

3

60대

여

180**

5

60대

여

180**

2

그

(Homogeneity Attack)

ㅇㅇㅇ지역의 모든 60대 남자의
신용등급은 8등급
(추론 예) ㅇㅇㅇ지역에 사는 남자,
박철수의 신용등급은 8등급

동질집합 내에서 다양성이 부족하여
특정 개인의 정보 추론 가능

다양성 모델 적용 後

[ 림 7] l-

45)

동질집합이 l개(3개)의 다양한 민감정보(신용등급)을 가지도록 조정

연
령
60대
60대
60대
60대
60대
60대
60대
60대

[l-다양성 적용 데이터]
성
우편번호
신용등급
별
*
1803*
8
*
1803*
8
*
1803*
5
*
1803*
2
*
1804*
1
*
1804*
3
*
1804*
8
*
1804*
8

60대 남자의 신용등급
추론 가능성 낮아짐
(l값= 3)

그러나, 이러한 ‘l-다양성’ 기술에 의하더라도 특정 유형의 정보에
어떤 쏠림이나 일정 패턴이 발생하는 경우 이와 같은 특이점들을
해석해서 익명화된 데이터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다. 이를 쏠림 공격
(skewness attack)이라고 한다. 공개된 민감 정보의 편향적 분포를
통해 높은 확률로 비식별 개인정보의 재식별이 가능하고, 그 민감
45)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2020. 8. 6., 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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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어떠한 패턴이나 공통점을 가진 경우 개인 식별이 가능한
새로운 정보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임의의 동질한
집합이 99개 ‘위암 양성’, 1개 위암 ‘음성’ 레코드로 구성된 경우,
공격자는 공격 대상이 99% 확률로 ‘위암 양성’이라는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한편, 비식별 조치된 레코드 정보가 서로 비슷한 경우 ‘l-다양성’
기법을 통하여 비식별조치 한다 하더라도 비슷한 정보를 식별해낼
수 있는데, 이를 유사성 공격(similarity attack)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동질한 집합에 병명은 서로 다르지만 의미가 같을 수 있는 ‘위궤양’,
‘급성위염’, ‘만성위염’이 있는 경우, 공격자는 공격 대상 질병이 ‘위’
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t-근접성 기술
위와 같이 ‘k-익명성’, ‘l-다양성’ 기술은 각기 한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접근법이 바로 ‘t-근접성’ 기술이다. 이 기술은
전체의 데이터 모습과 상이한 패턴을 가진 특정 데이터 구간을 통
해서 개인들의 식별이 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이를 위해 동질 데이터 집합에서의 특정 정보 분포와 전체 데이터
집합에서의 정보 분포가 t이하 차이를 보여야 한다. 즉, 각 동질 집
합에서의 특정 정보의 분포가 전체 데이터집합의 분포와 비교하였
을 때 너무 특이하지 않도록 하여야 조정하는 것이다.
[그림 8] t-근접성 모델 적용 前
46)

46)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2020. 8. 6., 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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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60대
60대
60대
60대
60대

[l-다양성 적용 데이터]
성
우편번호
소득
별
남
180**
10,000
남
180**
50,000
남
180**
60,000
남
180**
15,000
여
180**
35,000,000

쏠림 공격
(Skewness Attack)
ㅇㅇㅇ지역의 60대 남자의
소득은 매우 낮다
(추론 예) ㅇㅇㅇ지역에 사는 남자,
박철수의 소득은 매우 낮다

60대

여

180**

100,000,000

60대

여

180**

175,000,000

특정한 값에 쏠린 특성을 이용하여

60대

여

180**

24,000,000

개인의 정보 추론 가능

그

근 성 모델 적용 後前

[ 림 9] t- 접

47)

[t-근접성 적용 데이터]
기타속성자 분포의 특성을 이용한
추론 방지

연령

성
별

우편번호

60대

*

1803*

10,000

60대

*

1803*

50,000

60대

*

1803*

175,000,000

60대

*

1803*

24,000,000

60대

*

1804*

35,000,000

60대

*

1804*

100,000,000

60대

*

1804*

60,000

60대

*

1804*

15,000

소득

60대 남자의 소득수준
추론 가능성 낮아짐

여기서 t수치는 0에 더 가까울 수록 전체의 데이터 분포와 특
정한 데이터 구간 분포의 유사성이 강해지므로 그 익명성 방어가
더욱 용이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전체 데이터의 재배치를
통해 t 수치를 조정하는 것이므로 범주화의 영역을 넓혀 익명성을
갖게 하는 k, l 수치와는 다소간 성격이 다르며, 이 경우 익명성 강
화를 위해서 특정 데이터들을 재배치하더라도 전체 준식별자들의 값
47)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2020. 8. 6., 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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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는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 경우 정보의 손실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가능하다.
[

표 4] k-익명성, l-다양성, t-근접성 모델 비교표 8

4 )

k-익명성

l-다양성

t-근접성

제안자

L. Sweeney

A. Mchanavajihala 등

N. Li 등

제안시점

2002년경

2006년경

2007년경

목적

공개데이터에 대한 연
결공격에 대한 방어

k-익명성의 문제점 보
완

k-익명성과 l-다양성
의 문제점 보완

주어진 데이터 집합에
서 준식별자 속성값들

주어진 데이터 집합에
서 레코드들은 동질

동질
민감

이

레코드가

집합 내에선즌 최소 l

전체 데이터 집합에서

최소 k개가 존재하여
야함

개의 서로 다른 민감
정보를 가져야 함

민감한 정보의 분포가
t 이하여야 함

데이터 집합의 일부를
수정해서 각각의 레코

익명화하는 과정에서 l
개 이상의 서로 다른

드가

민감한

정의

의미

한계

동일한

서로

구별되지

정보를

가질

않는 k-1개의 레코드
가 서로 구별되지 않

수 있도록 동질 집합
을 구성함

는 k-1개의 레코드를

민감한 정보가 충분한

가지도록 함
공격자 입장에서 정확

다양성을 가지므로 다
양성의 부족으로 인한

히 어떤 레코드가 공

공격과 배경지식에 의

격 대상잉ㄴ지 모르게
하는 접근법

한 연결성 공격에 어느
정도의 방어가 가능

‘동질성 공격’과 ‘배경
지식에 의한 공격’에

‘쏠림 공격’과 ‘유사성

취약

집합 내에서의
정보의 분포와

동질 집합 내에서 민
감한

정보의

분포가

전체 데이터 집합의
분포와 비교해서 지나
친 특이성을 제거하려
는 접근법
이 민감한 정보의 분
포를 조종해서 민감한
정보가 특정한 수치에
집중되거나 유사한 수
치

주위에

편중되는

경우를 방지

공격’에 취약

(3) 암호화(Encryption) 기술
4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처리가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 Jinhan M&B, 2017, 1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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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가공할 때 일정 규칙의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암호화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대체하는 기법을 말한다. 원래의 데이터 재사용을
염두에 둔다면 복호화하기 위한 값(key)이 필요한 것이므로 키(key)의
보호를 위한 방안도 요구된다. 물론 양방향 암호화에 대하여서는 복호
화하기 위한 키(key) 관련 기술적 방법론뿐 아니라, 누가, 어떻게,
어떤 절차에 따라서 key를 관리할 것인지에 관한 절차적 측면도 매
우 중요하다. 활용하는 목적에 따라선 단방향 암호화(hash 등)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이론상으로는 개인정보로의
복호화가 원천 불가능하다.
가) 양방향 암호화
동일한 알고리즘과 동일한 키로 동일한 값을 암호 하여 암호화된
값으로 대체 값을 생성하는 기법이다. 암호화 할 때와 복호화활 때
같은 키를 사용하는 암호화 방식으로 AES, SEED, ARIA 등 안전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
49)

표 5] 대표적인 대칭키 블록암호 알고리즘 0

[

SEED

AES

5 )

입출력 길이
(비트)

출력값 길이
(비트)

보안강도
(비트)

참조 규격

128

128

128

TTA TTAS.KO-12.0004/R1

128

128

192

192

192

192

128

NIST
FIPS 197

49)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2020. 8. 6.,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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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암호 알고리즘은 컴퓨팅 파워 증가, 기술 발전에 따라
안전성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가명 생성 시점에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암호화에 사용된
키 가 유출되면 유출된 키로 암호문을 복호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암호키 관리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고, 암호키 분리 보관, 암호키 접근
통제 조치 등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암호화 방식에서는 암호키와
암호 알고리즘이 바로 식별을 위한 ‘추가정보’에 해당된다. 1
5 )

[

표 6] 양방향 암호화 이용

2

5 )

재식별 위험

식별가능성

추가정보를 이용한
복원가능성

추가정보 없는
복원가능성

가명정보

×

○

×

추가정보

암호화 알고리즘, 암호화에 사용되는 암호화키

가명화 기법 종류

추가정보를 이용한 복원 가능성이 있는 가명화 기법

한편, 암호화 할 때와 복호화할 때 서로 다른 키를 사용하는
암호화 방식을 공개키 암호화라고 하며, 암호화 복호화하는 데에
걸 리는 시간이 비밀키 방식에 비해 많이 소요되는 단 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비밀키 암호화 방식으로 본문을 암호화하고, 공개키
암호화 방식으로 키를 배포한다.
나) 일방향 암호화
50) 금융보안원, “금융부문 암호기술 활용가이드”, 2019. 1., 85쪽
51)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2020. 8. 6., 25-26쪽
52) 과학기술정보통신부·NIA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개인정보 비식별 기술 가이드라인”, 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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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키 암호화와 공개키 암호화를 모두 양방향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문에서 원문으로 복원이 가능하지만, 일방향 암호화는 암호문에서
원문으로의 복원이 불가능하다. 일방향 암호화를 이용하여 가명조치를
하는 경우 알고리즘의 안전성과 함께 무작위의 대입 공격 또는 레
인보우 테이블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솔트(Salt)의 사용
이 필요하고, 솔트의 길이는 최소 32바이트 이상으로 부여하는 것
이 적절하다고 한다. 3
무작위 대입 공격(brute force attack)은 경우의 수를 무작위 대
입하여 원본값을 알아내는 공격을 말하고, 레인보우 테이블 공격(rai
nbow table attack)은 해시 함수를 사용해 변환이 가능한 해시값을
미리 저장해 둔 표를 통해 원본값을 알아내는 공격을 말하는데, 이
러한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솔트값이나 키값(key)을 추가
하여 해시한다. 해시값을 생성할 때 사용되는 솔트값이나 키값은 쉽
게 유추할 수 없게 복잡하게 구성하여야 하며, 인가되지 않은 자에
게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한다.
5 )

그 10] 해시 생성 예시

[ 림

54)

‘식별자(ID 등)’+ ‘솔트값(예 : X$djida98Yd10@)’

해시값 생성 알고리즘
‘8da89E ··· kkh8’

해시값을 생성할 때 사용하는 해시 알고리즘은 SHA-2 이상의
53) 과학기술정보통신부·NIA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개인정보 비식별 기술 가이드라인”, 51쪽
54)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2020. 8. 6.,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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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이 검증된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야 하고, 필요 시 가명에
해당되는 해시값과 원본 식별자와의 매핑테이블을 생성하여 보관할
수 있고, 이 때 사용한 솔트값(키값), 해시값 생성규칙, 매핑테이블
등이 추가정보에 해당된다.
표 7] 대표적인 권고 해시 알고리즘

[
종류

SHA-2

SHA-3

55)

출력값 길이(비트)

보안강도(비트)

224

224

112

256

256

128

참조 규격

NIST
FIPS 180-4

386

384

192

512

512

256

224

224

112

256

256

128

NIST

386

384

192

FIPS 202

512

512

256

솔트값을 적용하는 경우 레인보우 테이블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안전한 단방향 암호화의 사용이 가능하다.
표 8] 일방향 암호화를 이용

[

56)

재식별 위험

식별가능성

추가정보를 이용한
복원가능성

추가정보 없는
복원가능성

가명정보

○

×

×

추가정보

일방향(해시) 암호화 알고리즘, 일방향(해시)암호화에 사용된
암호화키(암호키가 필요한 일방향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시)

가명화 기법 종류

추가 정보를 이용해도 원본을 복원할 수 없는 암호화 기법

55) 금융보안원, “금융부문 암호기술 활용가이드”, 2019. 1., 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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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암호화에 따른 비식별화 정도에 관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례로 ‘약학정보원 사건’이 있다. 일선 약국에 PM2000이라는 조제료와
복약지도료 청구 프로그램을 통해 얻게 된 환자의 성명, 주민번호,
의료기관 명칭 및 전화번호, 질병분류기호, 처방의약품 명칭 및
분량,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복용기간 등 개인정보를 약학정보원이
개인정보 의약품 관련 시장 조사 회사인 한국 IMS에 대가를 받고
제공하였는데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다.
위 사건을 담당한 하급심은 매우 의미있는 판시를 하였는데,
법원은 약학정보원이 한국 IMS에 전달한 정보를 3기로 나누어 1기
에는 13자리 주민번호를 15자리 영문자로 대체한 양방향 암호화,
2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복호화가 불가능한 SHA-512 방식 일방향
암호화, 3기에는 주민번호는 수집을 하지 않고 성명, 생년월일, 성별로
환자 특정 후 이를 복호화가 불가능한 SHA-512 방식으로 일방향
암호화를 하였는데, 법원은 일방향 암호화를 통한 비식별조치는 2기와
3의 정보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비식별화 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즉, 1기 정보는 양방향 암호화가 되었다고는 하나
암호 규칙이 단순하여 특정 값에 대한 추론으로 쉽게 복호화가
가능하였고, 한국 I:MS 직원 1명에게 전적인 정보접근 권한을 부여
하여 암호화된 정보를 재식별할 위험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고 있어
개인정보로 재식별될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반면,
2, 3기의 정보는 난수를 생성하는 SHA-512 일방향 암호화를 사용
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식별조치가 완성된 것으로
56) 과학기술정보통신부·NIA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개인정보 비식별 기술 가이드라인”,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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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으며, 암호화 방식으로 생성된 환자의 고유번호와 이에 대응되는
매칭테이블을 한국 IMS가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나, 동 매칭 테이블이
제공되더라도 한국 IMS가 암호화된 정보를 재식별할 경제적 유인이
없고, 한국 IMS나 미국 IMS가 암호를 푸는 복호화를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2, 3기의 정보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57)

(4) 토큰(token) 기술
금융권의 결제 시스템에서 신용카드 등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
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난수 또는 일방향 암호화 등의 기법을 적용
하여 생성된 토큰으로 변환하여 개인정보를 사용해야 하는 부분에
서 위 토큰을 사용하게 하는 기술을 말한다.
그 11] 토큰 사용 예시 8

[ 림

5 )

57) 서울중앙지법 2017. 9. 11. 선고 2014가합508066호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5. 3.
선고 2017나2074963호 판결
58) 과학기술정보통신부·NIA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개인정보 비식별 기술 가이드라인”, 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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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정보를 보호하는 기술은 2014년
EMV 카드표 준(EMV Payment Tokenisation Specification)으로
제정되었다.
토큰

(5) 교환방법(Swapping, ‘매핑테이블’이라고도 함)
데이터베이스의 레코드를 사전에 정해놓은 변수/항목들의 집합
들(매핑테이블)과 연계하여 교환하여 가명처리하는 비식별화 기술이
다. 기존 레코드 값들 사이에 교환이 아니고, 사전에 정의된 외부 값
으로 대체되는 점에서 데이터 재배열과는 구별이 된다. 이는 민감 속
성을 지닌 그룹에서 내부의 교환만 이루어지면 전체 그룹이 식별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전에 정해둔 외부 값으로 대체해 민감정보를 비식별
화하여 식별될 수 있는 위험성을 줄이는 용도로 사용된다.
원데이터와 매핑되는 테이블을 만들어 놓는데, 매핑테이블을
보관할 때 원본으로 되돌릴 수 있는 가명화에 해당된다.
59)

5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처리가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 Jinhan M&B, 2017,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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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교환방법(swapping, 매핑테이블)

[

0

6 )

재식별 위험

식별가능성

추가정보를 이용한
복원가능성

추가정보 없는
복원가능성

가명정보

×

○

×

추가정보

매핑테이블

가명화 기법 종류

추가 정보를 이용하면 복원할 수 있는 가명화 기법

3. 종래 가명처리 기법의 한계 및 재식별의 위험성
(1) 재식별 위험성
비식별화조치의 한계는 비식별화한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재식
별의 위험성에서 온다. 아무리 각종 가명처리 기술을 이용한 비식
별화 조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재식별의 위험성이 크다면 개인
정보 보호를 달성하기 힘들다. 재식별 가능성이 현실화되었던 대표
적인 사례로 Governor Weld 사건, AOL 사건, Netflix 사건을 들 수
있는데, 어떤 사건었는지 간단히 살펴보고 간다.
(2) Governor Weld 사건
미국 매사추세츠 주는 주정부 소속 단체보험위원회(Group Insurance
Commission)로 매사추세츠 주 공무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였다.
1990년대 중반 단체보험위원회는 모든 주의 공무원들이 병원을 방문
60) 과학기술정보통신부·NIA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개인정보 비식별 기술 가이드라인”,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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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록과 관련 일부 정보를 일반 연구자들의 연구 목적을 위해 공
개하였는데, 이 데이터에서는 이름, 주소, 사회보장번호 등 ‘식별인자’
는 삭제하였으나 우편번호, 생일, 성별 등 정보와 함께 환자의 병
원 방문 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매사추세츠 주지사 Willi
am Weld는 단체보험위원회 보유의 정보를 공개하면서 식별자를 분
명히 삭제하였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되는 것이라고 자
신있게 밝혔다. 그러나,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L. Sweeney는 단체보험
위원회의 데이터로부터 재식별 가능성을 모색하였는데, Weld 주지사의
거주지가 54,000명이 거주하는 매사추세츠 주의 Cambridge인 점과
주지사의 거주지 우편번호와 같이 주지사가 공인이기 때문에 알려
진 정보를 이용하여 주지사의 정보 재식별을 시도하였으며, 결국 S
weeney는 실질적으로 공개된 정보에 더해 Cambridge의 선거인 명부
를 구입하여 각 데이터 사이의 비교 대조를 통해 어렵지 않게 Wel
d 주지사의 정보를 찾아냈다. 왜냐하면, 확보된 데이터 중 오로지 6명
의 Cambridge 주민만이 주지사와 생일이 같았으며, 그 중 3명만이 남
자였고, 주지사만이 그 우편번호에 거주하였던 것이어서 결국 재식별이
이루어지고 만 것이다. 1 이런 재식별은 일반적으로 연결 공격(linka
ge attack)이라 한다.
6 )

(3) AOL 사건
2006년 America Online(이하 ‘AOL’)은 ‘AOL Research’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일반 연구자들의 편의를 위해 웹사이트에 2천만
6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처리가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 Jinhan M&B, 2017,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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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탐색 질의를 공개적으로 게시함으로써 3개월간 질의들을 요약
하여 이를 제공해 주었다. AOL은 이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 전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였다. AOL 사용자 이름을
가명처리한 다음, IP주소와 같은 명백한 식별정보를 범주화(suppressi
on)하는 등 과정을 거쳤으며, 가명처리는 아라비아 숫자인 식별 번
호를 부여했는데 이는 공개 정보의 효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
다.
AOL이 이러한 정보를 공개한 후 블 로거들 사이에 비 식별화
조 치의 프라이버시 침애 여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 는데, 이용자
3505202번이 ‘우울증과 의료휴가’에 관하여 질문하고, 7268042번이
‘배우자 부정행위에 대한 두려움’을 검색하였으며, 이용자 17556639가
‘죽은 사람의 사진’, ‘교통사고 사진’, ‘아내를 죽이는 법’에 대해 검색
하였다는 등 내용이 알려지게 되었으며, 급기야는 뉴욕타임즈 기자가
‘GA Lillburn의 조경사’, ‘성이 Arnold인 몇 사람’, ‘Georgia Gwinnet
county 그림자 호수 구역 팔린 집’ 등의 검색 질의를 하였던 4417
749 이용자가 Georgia 주 Linburn 거주 62세의 Thelma Arnold라는
미망인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이는 아라비아 숫자인 식별 번호를
부여하여 가명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숫자에 연결된 정보에
의하여 정보 주체가 재식별된 사례이다.
6 )

(4) Netflix 사건
재식별에 관한 가장 유명한 사례가 바로 Netflix 사례라 할 수
6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처리가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 Jinhan M&B, 2017, 38-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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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사건은 Netflix가 500만 명 이용자들이 1999년도 12월부터
2005년도 12월까지 영화에 매긴 점수 1억 개의 기록을 대중에 공
개하였고, Netflix는 각각의 기록 중 평가대상 영화와 점수(별 1∼5
개), 점수를 매긴 날짜를 공개하였다. Netflix도 앞서 Governor We
ld 사 례나 AOL 사례와 같이 식별인자나 이용자의 이름을 삭제하
고 고유 식별번호를 배정하여 익명화하였는데, 이를테면 이용자 1337
번의 경우 2003년 3월 3일 영화 가타카에 4점을 주었으나, 2003년 1
1월 5일 마이너리티 리포트 영화에 5점을 주었다는 정보 정도를 알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정보 공개 후 Arvid Narayanan과 Vitaly Shmtikov는
개인이용자를 식별해 낼 수 있을 것이고, 적어도 개인이용자 정보가
포함된 소규모의 정보 세트를 식별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기 시
작하였다. 이들은 영화 웹사이트인 Internet Movie Database(IMDb)
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정보들과 비교 분석하는 공격 방법을 시도
했다. Netflix와 달리 IMDb는 이용자가 매긴 영화 평점을 공개적
으로 게시한 사이트였다. 그리하여, Narayanan과 Shmatikov는 IMD
b의 이용자인 50명의 영화 평점을 찾아내었고, 이 표본으로부터 2명
의 이용자가 거의 통계적으로 명백하게 Netflix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두 데이터 집합
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영화를 연결고리로 하여 두 사이트 사이
유사 기록들을 연결하여 추론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3
6 )

(5) 소결
6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처리가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 Jinhan M&B, 2017, 39-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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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지금까지 연구된 어떤 방식에 의한 비식별화 조치도
재식별화의 가능성을 영원히 완벽히 제거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현재에는 완벽하게 비식별화되었다 하더라도
향 후에 다른 정보가 입수되어 이를 이용하여 연결 공격(linkage
attack)을 당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상존하는 재식별화 위험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기술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해답이 바로 후술하는
동형암호화에 의한 비식별화 조치로 볼 수 있다. 동형암호 기술에
의하면 강화된 비식별화 조치로 인해 데이터의 유용성이 크게 감소
하는 단점도 해소할 수 있어 향후 그 폭발적인 활용이 기대되는
분야라 할 수 있다.

제2절 동형암호 기술을 이용한 가명처리
1. 동형암호 기술
일반적인 공개키 암호 체계에서는 평문  ,  의 암호문으로
 ,  가 주어진 경우 비밀키가 없으면 평문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암호문  ,  를 이용하여 평문  , 
외에 다른 평문에 대한 암호문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1세대 패스워드, 2세대 대칭키암호, 3세대 비대칭키암호
(공개키암호)를 넘어선 4세대 암호로 불리우는 동형암호로 암호화
하면 복호화키가 없더라도  ,  에서 두 평문의 덧셈 값인  +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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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문을 곱한  × 의 암호문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동형암호, 즉 “homomorphic encryption”에서 homomorphic은
수학에서 사용하는 homomorphism에서 온 것으로, 연산이 정의된
두 개 집합에서의 연산을 보존하는 맵핑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homomorphic encryption은 평문 공간과 암호문 공간이라는 두 개
집합에서 대표적 연산인 덧셈, 곱셈을 보존하는 암호체계다. 평문에
연산을 한 다음 암호화하나, 평문을 암호화한 상태로 연산한 것이
같게 되는 혁신적인 암호체계인 것이다.
예를 들어, Enc가 평문을 암호화하는 암호화함수라 할 때, 동형
암호에서는 Enc( ), Enc( )에 특정한 연산을 실시하여 Enc( + ),
Enc(  ×  ) 등 연산 결과에 대한 암호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러한 연산 반복 시 임의의 이변수 다항식  에 대한  ( , )의
암호문을 계산할 수 있으며, 다변수의 경우도 성립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계산 가능한 함수  와 평문  ,  , …,  의 암호문이
주어졌을 때  ( ,  , …,  )을 계산 가능하다.
동형암호화된 상태에서 연산을 수행하는 컴퓨터를 ‘완벽한 하인’
으로 비유하기도 하는데, 암호화된 상태로 컴퓨터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그 내용물에 대한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암호화한 정수 2개를 복호화하지 않고 덧셈 연산을
하고 싶은 경우, 정수 n가 m은 각각 n+p×a 와 m+p×a’ 로 암호를
걸었다고 했을 때, 비밀키 p 는 n과 m보다 큰 소수이고 a와 a’는
임의의 양수이다. 위 암호를 푸는 것은 결국 p로 나눈 나머지 구하기와
두



64)



65)





























66)

64) 천정희 외2인,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동형암호기반 금융데이터분석”, 금융정보연구,
2018. 2. 제7권 제1호, 35쪽
65) 정명인, “완전동형암호 기술의 연구 동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3. vol.13 no.8 38쪽
66) 이광근, “컴퓨터과학이 여는 세계”, 인사이트, 2018, 2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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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값이라 할 수 있다. 이때 덧셈 연산은 암호를 풀지 않고 그대로
더하면 (n+p×a) + (m+p×a’) 이고, 암호를 풀고 더한 후에 암호화한
것인 (n+m) + p×(a+a’) 와 같은 결과가 된다. 암호화된 상태에서
계산 결과도 나오게 되므로 비밀키 p를 가진 사람만 그 결과(p로
나눈 나머지 값)을 알 수 있다.
그 12] 동형암호 예시

[ 림

67)

이러한 동형암호 기술은 2011년 미국 MIT 대학의 기술보고서에
10대 유망 기술로 선정되었고, 2019년 ISO/IEC 20889 개인정보
비 식별기술 가이드라인에는 동형암호 기술을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중 암호화 기법으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2. 동형암호 기술의 장단점
동형암호 기술의 장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컴퓨터에서
67) 과학기술정보통신부·NIA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개인정보 비식별 기술 가이드라인”,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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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모든 계산 AND, OR, NOT의 논리게이트로 연산할 수
있어, 암호화된 상태로 튜링완전성이 유지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암호화된 상태에서 검색, 통계처리, 머신러닝이 가능하면서, 해커의
데이터 유출을 완전히 봉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 암복호화 속도가 아직은 빠르지 않고 곱셈 등
암호문의 연산에 있어 평문 상태에서의 연산에 비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효율성 관점을 고려하여
동형암호 활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동형암호를 이용한 가명처리
국제표준인 ISO/IEC 20889은 동형암호를 비식별화 기술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보안 대책을 시행하거나, 비식별화 도구의 일부로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암호화된 상태로의 사용이
가능하면서 필요 시 안전한 환경에서 복호화하여 원래의 값을 추출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동형암호화 기술이 비식별화 기술 중 하나인
것은 명백해 보인다. 8 다만, 비 식 별화의 정도가 ‘익 명정보’에
이르렀는지 아니면 ‘가명정보’ 정도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가 비식별화 조치를 통하여 익명
정보인지 아니면 가명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앞서 제2장
-제2절-1항-(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9 「개인정보 비식별 기술
가이드라인」에 따라 익명정보와 가명정보는 모두 당해 데이터로부터
주어진 데이터셋만으로 정보주체를 알아볼 가능성이 없고, 가명처리
과정에서 생성된 추가적인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원본 데이터 주체를
6 )

69) 과학기술정보통신부·NIA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개인정보 비식별 기술 가이드라인”,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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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해낼 가능성이 없어야만 한다. 반면, 익명정보는 연결 가능성
(Linkability), 추론 가능성(Inference), 선별 가능성(Single out)마저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가명정보는 이러한 가능성은 남아 있어야
한다.
동형암호화된 정보를 이 중 어떤 정보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데이터를 동형암호 처리하면 그 값이 암호화된 상태로 외부로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서 가명정보로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동형암호화
기술은 가명처리와 구별되는 별도 비식별처리 기법으로 분류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생각건대, 동형암호화도 ‘암호화’라는 가명처리 기술의 하나로
분류함이 타당해 보인다. 가명처리는 연결 가능성을 제외한 추론
가능성과 선별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0 , 동형암호화
처리하더라도 키를 통해 복호화가 가능하므로 연결가능성(Linkability)은
남으나, 개별 데이터를 암호화하였으므로 데이터 주체를 고유 식별
하기 위해 데이터 세트 특성 집합을 관찰하더라도 해당 데이터의
주체에 속한 레코드를 격리해낼 가능성(특정 가능성)은 없고, 일정한
확률로 다른 속성 집합의 값으로부터 속성의 값을 추론하여 정보
주체를 알아볼 가능성(추론 가능성)이 없는 점에서 완전한 익명화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가명처리 기술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016년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체계 안내 -」에서도 ‘암호화’를 가명처리의
기법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으며, 1 동형암호화도 그 중 하나로
복

69)

7 )

7 )

69) 김상현, “동형암호를 이용한 프라이버시 보존 데이터 분석의 법제도적 문제”, 서울대학
교 융합과학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디지털포렌식 전공, 석사학위 논문, 2020. 2. 82쪽
70) 신종철, “「개인정보보호법」 해설 –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해석과
사례 -”, 2020, Jinhan M&B, 27쪽
71) 국무조정실·행정자치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보건복지부 합동,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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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코리아 크레딧뷰로(KCB)와 국민연금공단이 각자가 보유한
데이터를 동형암호에 기반하여 결합한 다음 국민연금 성실납부자에
대한 신용평가 개선 방안을 마련한 사례(이하 ‘KCB 사례’라 함)가
있었는데, 이 사례에서도 데이터의 동형암호화를 ‘가명처리’로 간주
하고, 동형암호화한 정보를 가명정보로서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으로
선정된 금융보안원(CIS)에 제공하여 결합을 수행토록 한 바 있다.
이 사례에 관하여는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결합 부분에서 자세히
후술하겠다.
포

4. 동형암호를 이용한 가명처리의 장단점
다른 비식별조치 기법의 경우 일정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다른
값으로 대체하는 등 정보가 왜곡되거나 사실상 의미없는 분석결과
밖에 얻을 수 없는 정보만 남을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즉, 엄격한
비식별화 시 정보의 손실이 불가피한 것이다. 게다가 오히려 앞서
살펴본 케이스들에서처럼 재식별되거나 오남용될 가능성은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민감정보가 많은 분야인 형사사법 분야
에서의 빅데이터 분석 등에서 사용하기에는 정보유출의 우려로 인한
부담이 크다. 그러나, 동형암호의 경우 인위적인 정보 가공이 없으므로
정보의 왜곡이나 정보손실이 전혀 없는 상태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분석이 가능하고,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재식별되거나 오남용의
위험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고,
민감 정보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체계 안내 -”, 2016,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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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동형기계학습을 통한 범죄분석과 수사
1. 동형기계학습
동형기계학습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먼저 그 전제가 되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에 대하여 살펴본다.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이라는 용어는 그 창시자로 볼 수 있는 Samuel은 그의
논문 “Some Studies in Machine Learning Using the Game of
Checkers”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 2 로, 명시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컴퓨터의 학습 능력을 부여하는 연구분야로 정의된다. 3
Samuel이 처음 개념을 창시한 이후 이는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이
일반화되어 방대한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2000년대에
이르러서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기계학습을
통하여 자율주행 자동차, 음성인식 서비스, 효율적인 인터넷 탐색,
인간 DNA 탐구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기계학습 의 알 고리즘 은 크게 자율학습(unsupervised
learning)과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자율학습(unsupervised learning)은 방대한 입력데이터들로부터
특성이 유사한 데이터들을 분류해 줄 수 있도록 훈련하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그리고,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은 일정한 레이블(label)에
속하는 데이터들의 집합들을 학습하여 분류하는 모형을 설계하고
7 )

7 )

72) A. L. Samuel, “Some Studies in Machine Learning Using the Game of Checkers”,
IBM JOURNAL, 1959. 7.
73) 천정희 외2인,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동형암호기반 금융데이터분석”, 금융정보연구,
2018. 2. 제7권 제1호,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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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훈련 단 계’라 부 름), 레 이 블 이 붙지 않은 완 전 히 새로운
이미지를 테스트 데이터로 입력하여 테스트 데이터를 일정한 레이블로
분류하거나 결과를 예측(이를 ‘예측/분류단계’라 부름)하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훈련단계 및 예측/분류단계 등 모든 단 계를 통틀어 지도
학습이라고 칭한다.
형사사법 분야에서도 지도학습의 방법에 의하여
범죄를 예측하는 기법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지도학습 방식을 일반화하여 살펴보면, 길이 n인 벡터를 입력받아
실수 값을 출력해내는 함수    → 에 대해, 함수 대신  입력 및
출력 쌍이 주어지는 경우 이를 이용해 새로운 입력값에 대한 함수
 가 출력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신용도 평가모형을 가정해 보면, 입력값은 다양한 개인 신용
정보로 출력되는 값은 신용도인데 n개의 신용정보 속성을 가지고
있는 k명에 대한 일정 정보를 예측하고자 해보자. k명에 대한 신용
정보를  에 속하는 벡터를     …,  로 나타내고     …,  가
신용도 출력값이라고 할 때 함숫값은  =  ,  = ( ),…,  =
(  )으로 신용도 결정 모형  를 추정하는 것이 바로 훈련단계이다.
즉, 벡터 값으로 반대로  를 추정해내는 과정인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입력값-출력값 쌍을 만족하는 함수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에 대한 제한을 하는데 이를 가설 H 라고 하면 대표적인
모형은 선형 모형으로 하여 길이 n인 벡터 a와 실수 b에 대해 H (x)
=<a, x> + b로 표현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선형
모형으로부터 산출되는 결과값 H (  )와 실제값  의 어긋난 정도
(

74)



75)































74) 천정희 외2인,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동형암호기반 금융데이터분석”, 금융정보연구,
2018. 2. 제7권 제1호, 44쪽
75) 이하는 천정희 외2인,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동형암호기반 금융데이터분석”, 금융정보
연구, 2018. 2. 제7권 제1호, 46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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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에 대한 제곱의 합으로 비용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함수를 최소화하는 H 가 결정되면 예측/분류단계에서 새로운
입력값 x를 대입하여 H (x)를 구하면 이것이 바로 기계학습을 통한
결과값으로 제시 가능한 예측/분류값이라 할 수 있다.
그 13] 기계학습 개념도

[ 림

76)

기계학습

           …, (     ) →

훈련단계

→        을 만족하고 특정조건을
만족하는 예측모형인 H를 도출

동형기계학습은 암호화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계학습을 하는
것이다. 즉, 동형암호화된 데이터를 학습시킴으로써 암호화된 상태
에서의 예측 모형을 이끌어 내고 클라이언트의 암호화된 데이터를
암호화된 예측 모형에 입력하여 결과값을 얻어내는 과정인데 이는
동형암호기술이 암호화된 상태에서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며,
기계학습 수행 시에 복호화키가 필요가 없다.
그 1 동형기계학습 개념도

[ 림 4]

76) 천정희
2018. 2.
77) 천정희
2018. 2.

77)

외2인,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동형암호기반 금융데이터분석”, 금융정보연구,
제7권 제1호, 46쪽
외2인,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동형암호기반 금융데이터분석”, 금융정보연구,
제7권 제1호, 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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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형기계학습을 이용한 범죄분석과 수사
동형암호는 개인정보를 복호화하지 않은 상태로 각종 연산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을 정보주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어 각정 데이터 분석에 있어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원천 봉쇄된다.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데이터 3법 통과에
따라 가명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처리가 가능하므로,
민간기관은 동형암호화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가명처리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처리(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동형
암호 기술은 테러범죄, 흉악범죄, 아동성폭력 범죄 등 반인권 범죄
동향 파악 및 예측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정보는 침해하지 않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테러리스트의
인터넷을 통한 활동을 포착해 내고 싶은 정부를 가정하고 편의상
‘Big Brother’라는 이름을 붙여 보자. 8 Big Brother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고 테러리스트의 범죄를 예방하고
싶으므로 그에 대한 해답은 바로 동형암호 기술이라 할 수 있다.
현행 우리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통신영장, 압수수색영장 등 청구를
7 )

78) 이하는 William Bowditch, Will Abramson, William J Buchanan, Nikolaos Pitropakis
and Adam J Hall(Blockpass ID Lab, Edinburgh Napier University),
‘Privacy-preserving Surveillance Methods using Homomorphic Ecryption’, ICISSP,
202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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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혐의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테러리스트의
인터넷을 통한 활동에서 그 정도의 상당한 혐의를 바로 포착해
내기는 어렵다. 아마 영장을 청구할 정도 혐의가 소명되는 단계에서는
이미 테러를 예방하기 어려운 단계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테러와
같이 반인권적인 중대범죄가 예상되는 경우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 이때 개인정보 문제를 완벽하게 피해갈
수 있는 기술이 바로 동형암호 기술이다.
동형암호 기술을 통한 터넷에서 테러 활동을 탐지는 공항에서
총기를 탐지해내는 금속탐지기에 비유될 수 있다.
모든 승객의
몸을 수색해보지 않고도 금속탐지기만으로 금속을 탐지해내듯이,
동형암호화된 정보 상태에서 연산을 수행함으로써 중대 테러 범죄를
탐지해내어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형암호화된
상태에 있으므로 테러리스트들은 공항 금속탐지기를 집에서 실험해
볼 수도 없으므로, 테러리스트 엔지니어가 탐지기를 속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탐지기는 ‘동형암호화된
로지스틱 회귀 모델(homomorphically encrypted logistic regression
model)’로 테러리스트들의 트윗 활동을 기계학습해 두어야 하는데,
이러한 ‘테러범죄 탐지기’는 과거 실제 이루어졌던 수사에서 수집된
인터넷 데이터를 사용하여 동형암호화된 상태에서 기계학습을 수행
하여 함수 모델을 구성해내어야 한다.
임의의 시민인 D가 임의의 시민 S에게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를 상정했을 때, 그 메시지는 즉시 위와 같은 기계학습을
통해 만들어진 모델을 통해 예측 결과값(prediction)을 산출해 내도록
79)

79) William Bowditch, Will Abramson, William J Buchanan, Nikolaos Pitropakis and
Adam J Hall(Blockpass ID Lab, Edinburgh Napier University), ‘Privacy-preserving
Surveillance Methods using Homomorphic Ecryption’, ICISSP, 2020,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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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한다. 이러한 결과값은 자동으로 Big Brother로 전송되도록 한다.
이 암호화된 예측 결과값(prediction)을 메시지를 생성한 D는 알 수가
없고, D가 이러한 과정을 무력화시키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암호화된 상태의 단순한 암호화된 상태의 m이라는 예측 결과값
(prediction)을 받아 든 Big Brother는 복호화키(private key)를 이용

하여 결과값을 열어 보게 되며, 이를 로지스틱 함수인   
에

 
입력한 다음 p값이 임의의 한계점 ϒ을 넘지 않는 경우는 무시한다.
그러나, 한계점인 ϒ을 넘는 경우 이는 테러범죄, 흉악범죄 등 중대
범죄 혐의로 볼 수 있음을 이유로 압수수색영장 등을 발부받을 수
있는 정도의 상당한 소명이 인정도록 ϒ값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계점이 넘는 경우 일정한 통지가 되도록 시스템화 한다면 중대
테러 범죄 발생시 즉시 경찰이 출동하는 등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Big Brother는 중대
범죄 발생으로부터 국가체제를 보호하면서도, D의 개인정보는 단
한 번도 실제로 열어본 적이 없으므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된다.
세



그 1 동형기계학습을 통한 중대범죄 예방 가상도80

[ 림 5]

)

이와 같이 동형기계학습의 방법을 활용하면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으면서도 개인정보를 활용한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할 수 있고,
이는 국가와 개인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80) 천정희 외2인,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동형암호기반 금융데이터분석”, 금융정보연구,
2018. 2. 제7권 제1호, 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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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결합과 범죄분석 활용
1.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결합
스마트폰 이용의 확대,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시대의
도래로 여기저기에서 빅데이터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이종의
다양한 데이터들을 결합하여 분석한다면 다양한 데이터의 가치
상승이 가능하다. 일례로 최근 국세청에서 체납자 리스트, 체납자의
친인척 내역, 체납자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을 결합한
분석을 통하여 체납자의 처남이 주 거래처가 동일하고 처남의 근무지
등 생활반경이 사업장 외의 장소인 사실을 확인하고 체납자가 처남의
이름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내어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한 사례81 가 있었고, 체납자와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결과 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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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된 체납자의 실거주지
추정장소를 수색하여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을
고발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빅데이터에 의한 실거주지
분석적중률은 85.7%에 달하였다고 한다.82
)

2. KCB 사례 소개
이러한 데이터들의 결합은 동형암호화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실제로 동형암화된 상태에서 데이터결합을 수행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앞서 ‘KCB 사례’라고 언급한 바 있는 사례이다.
이 KCB 사례에서 이용된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결합 방식은 암호화된
상태에서 결합을 수행하는 점에서, 2016년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의한 결합방식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KCB 사례
에서는 KCB와 국민연금공단이 각자의 데이터를 동형암호 기법으로
암호화한 다음 복호화키는 신뢰성 있는 제3의 공공기관인 금융보안
원에 보관하면서 복호화 이력을 관리하고, 암호화된 데이터는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보내어 결합을 수행하였다.
그 1 KCB 사례에서 동형암호 분석 서비스83

[ 림 6]

)

81) 국세청 2020. 10. 5.자 보도자료,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 812명 추적조
사 실시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동산 편법이전 등 재산은닉혐의 집중 추적 -”, 10쪽
82) 국세청 2020. 10. 5.자 보도자료,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 812명 추적조
사 실시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동산 편법이전 등 재산은닉혐의 집중 추적 -”, 5쪽
83) 코리아크레딧뷰로,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결합 분석 사례 소개 (국민연금공단 – KCB 데
이터 연계분석), 2020. 6. ppt 발표자료,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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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면, ① Key 관리기관인 금융보안원은
암호 Key를 발급하여 국민연금공단과 KCB로 보내고, ② KCB와
국민연금공 단은 금융보안원으로부터 제공받은 Key를 이용하여
KCB에서는 신용평점, 대출건수, 연체여부 등을,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월별 납입정보, 가입유형 등을 각 동형암호화를 진행하였다. ③
다음으로 암호화된 데이터를 결합 전문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보내고, ④ 한국신용정보원은 동형암호 분석 S/W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결합하는데, 매칭 Index를 기준으로 결합을 수행한 후 index를 삭제한
최종 교집합을 분석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⑤ 결합한
암호화 데이터를 다시 국민연금공단으로 보내고, ⑥ 국민연금공단
내부 별도 공간에서 동형암호 분석 S/W인 HEaaN STAT을 활용
하여 동형암호화된 상태에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⑦ 분석
결과는 암호화된 상태대로 Key 관리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암호화 상태의 통계값일 뿐이므로
개인정보는 제거된 상태이다. ⑧ 그 후 Key 관리기관에서 HEaaN
STAT을 이용하여 복호화를 수행하고, ⑨ 복 호화된 결과를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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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과 KCB에 제공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각 기관에서 분석결과를
알 수 있게 된다.
동형암호화된 상태에서의 분석 결과, 국민연금 성실납부 여부
및 개월수 별 금융활동 양상을 알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연금 성실
납부자들의 금융거래가 활발하고 건전한 금융활동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KCB는 이러한 연금 성실 납부자에 대한 신용도 가점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성실 납부기간에 따라 신용도 평가에서
가점을 차등 부여하도록 결정하였다.
그 1 KCB 사례에서 동형암호 분석 절차 흐름도8

[ 림 7]

4)

여기서 동형암호화된 상태에서 데이터 결합 방법에 관하여 조금더
상세히 살펴 보겠다.8 편의상 국민연금공단을 A라 하고 KCB는
B라 했을 때, A와 B는 메시지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인증 알고리즘에
해당되는 메시지 인증 코드 방식의 키를 생성하고, 그 키를 공유해
각 데이터 식별정보를 암호화 하고, 그 과정에서 A와 B는 같은
5)

84) 코리아크레딧뷰로,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결합 분석 사례 소개 (국민연금공단 – KCB 데
이터 연계분석), 2020. 6. ppt 발표자료, 10쪽
85) 이하 설명은, 천정희 외2인,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동형암호기반 금융데이터분석”, 금융
정보연구, 2018. 2. 제7권 제1호, 54-57쪽 참고하여 KCB 사례에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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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자를 가진 데이터들을 통합할 수 있다.
다음 단계로, 각 기관의 데이터베이스 속성을 고려해 각각 동형
암호화하여 병합하는데,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인증기관을 통해 공개키
pk와 비밀키 sk를 생성한 다음, 각 기관에 공개키 pk를 전달한다.
그러면 각 기관은 은 공개키 pk를 이용하여 동형암호화하고 아래
표8와 표9과 같이 데이터 집합을 준비하고, 여기서 데이터  는
기관 i∈{A.B}에 대해 각 개인 j∈{a, b, c, …} k번째 가진 속성을
동형암호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식




표 10] KCB 사례 동형암호화된 국민연금공단 데이터 예시

[

개인식별정보
(주민번호)

가입유형

불성실 납부

3년 미만 성실
납부

3년 이상 성실
납부

MAC(a)


 


 


 


 

MAC(b)

 

 

 

 

MAC(c)

 

 

 

 

⁝

⁝

⁝

⁝

⁝

표 11] KCB 사례 동형암호화된 KCB 데이터 예시

[

개인식별정보
(주민번호)

대출건수

총 대출금액

최장연체일수

신용도

MAC(a)


 


 


 

  

MAC(b)

 

 

 

  

MAC(c)

 

 

 

  

⁝

⁝

⁝

⁝

⁝

위와 같이 암호화된 채로 컴퓨터가 행하는 모든 연산을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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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므로, 한국신용정보원에서는 각 식별자가 암호화된 정보를
index화하여 각 데이터를 결합한다. 그 후 식별자의 암호화된 MAC(a),
M AC(b) , M AC(c) 를 삭제한 채 각 기관으로 돌 려보내 이를 분석
하도록 한다. 식별자가 암호화된 값을 삭제하였으므로 각 기관에서는
비식별자에 대한 분석만 이루어지게 된다.
표 12] KCB 사례 동형암호화된 데이터 결합 예시

[
주민번호

가입
유형

불성실
납부

3년 미만
성실 납부

3년 이상
성실 납부

대출
건수

총
대출금액

최장연체
일수

신용도

MAC(a)

  

  

  

  

  

  

  

    

MAC(b)

  

  

  

  

  

  

  

    

MAC(c)

  

  

  

  

  

  

  

    

⁝

⁝

⁝

⁝

⁝

⁝

⁝

⁝

⁝

위와 같이 index가 삭제된 결합 데이터들을 제공받은 기관
A , B는 국민연금료를 성실히 납부한 자들의 대출건수, 총 대출금액,
최장연체일수 등을 동형암화된 상태로 분석하고, 그 결과값을 Key
관리기관에 제공하고, 관리기관(KCB 사례의 경우 금융보안원)은
분석 결과를 복호화한 수치를 각 기관 A, B에 제공하여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제5절 동형암호 기반 형사사법정보 등 활용 범죄분석
1. 형사사법정보의 범죄분석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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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분야에서도 금융분야, 의료분야 등과 유사하게 활용
가능한 다양한 전문적인 데이터들이 축적되어 있다. 특히, 형사사법
기관 간 연계하는 시스템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이하 ‘KICS’)를 2010년 7월
개통한 이후 KICS시스템 서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에
관한 데이터들이 축적하여 보관하고 있다.
KICS는 국가 차원의 형사사법정보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으로
4 개 형사사법기관인 법원, 법무부, 검찰 , 경찰 이 작성 ·취 득 ·송 수신
하기 위하여 구축한 관리체계이며, 각 기관별 KICS시스템은 H/W,
S/W, 네트워크, 보안시스템으로 구성되고, 형사사법기관들이 공동
하여 사용하는 법무부 형사사법정보통시스템도 아울러 KICS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8
‘형사사법정보’의 개념에 대하여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정의되어 있는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
사법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
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에는 법원·법무부·검찰·경찰·해경 및 소속
기관에서 수사·공소·공판·재판 집행 등 형사사건 처리 관련 KICS
시스템 이용·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를 비롯하여 범죄자의
성장 배경, 범행과 관련된 정보, 사건 현장 정황, 피해자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를 담고 있으며, 전자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들을 말한다.
6)

표 13] 형사사법정보 종류8

[

7)

86) 김한균, “형사사법정보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법조 67(4), 249-2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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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구분 내용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주민번호,

고유식별정보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사상·신
념·노조 정당의 가입 및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민감정보

성생활 등 정보
▸범죄경력조회자료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의 성명, 나이, 직업, 주
소 연락처 등

식별가능성이
일반

높은 정보

▸상훈, 병역, 교육, 경력, 기호 정보 등
▸사건번호, 죄명, 범죄사실, 송치의견, 공소사실, 판
결내용 등

정보

▸판사, 검사, 경찰관 등 형사사법기관 종사자 인적
사항 등
식별가능성이
낮은 정보

▸사건접수, 체포, 구속, 선고 등의 일시 장소 등

2. 형사사법정보 활용의 효용성
이미 미국, 영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형사사법정보와
각종 민간정보를 활용하여 범죄분석을 실시하여 경찰활동, 범죄
수사, 범죄예방 활동에 이용하고 있다. 형사사법정보를 활용한 경찰
활동, 수사활동, 범죄예방 활동 등은 여러 선진국에서 그 실효성이
입증된 바 있는데,88 아래 [표 10]에 대표적인 사례를 모아 보았다.
)

표 14] 해외 형사사법정보 활용 사례8

[

9)

87) 김미령 외2명, “형사사법정보의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구조화 범주화 관점으로”, 정
보관리학회지 제36권 제4호, 2019, 263쪽
88) 자세한 내용은, 정대희, “미국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분석과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의 문제”,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제32집 2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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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미
국

영
국

일
본

유형 구분 내용

Arizona주
Tuscon경찰서
‘COPLINK’

▸공간지리정보 맵핑 기능을 통해 방화, 주거침입절도, 빈
집털이 등 특정 날짜·시간·장소에 따른 범죄유형을 지도
상에 표시
▸범죄 간 특정 연계성을 찾도록 자동 지원, 정형 또는 반
정형 데이터 활용해 사람, 위치, 특징 등 요소 추출

Santa Cruz 경찰서
‘PredPol’

▸캘리포니아 Santa Cruz 경찰서에서 최초 예측적 경찰활
동 실시, 기계학습 알고리즘으로 특정 봄죄가 발생할 가
능성 높은 시간장소를 핫스팟으로 지도상 표시

NYPD의
‘DAS(Domain
Awareness System)’

▸실시간 뉴욕 도시내 감시 및 대응 체제를 구축한 시스템,
활용되는 빅데이터는 NYPD, CIA, FBI 등의 데이터베이
스나 뉴욕시 공공CCTV, 등을 통해 의심스러운 사람 또는
차량 등 위치 실시간 추적

루이지애나
Shrevport경찰서
‘PILOT’

▸강도, 주거침입절도, 차량털이 등을 ‘전술적 개입대상 범
죄(tactical crime)’으로 정하여 이들을 예측하기 위한
911신고전화 등을 활용해 각 구역 담당자들의 순찰차
일부를 핫스팟 전담팀으로 구성하여 집중 순찰

Minnesota주
Rochester시
범죄정보 분석 플랫폼

▸빅데이터
기반
범죄정보
분석
플랫폼을
구축,
Rochester시 경찰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사람, 장소,
통화내역, 차량 기록 등 연관성을 분석하여 수사 단서를
찾는 시스템

WestMidlands주
경찰 국가데이터
분석시스템 ‘NDAS’

▸National Data Analytics Soltion에서 인공지능 딥러닝
을 통계와 조합하여 범죄예측 시스템 구축 중, 과거 5년
간 범죄전력이 있는 범죄조직원의 범죄기록, 소셜미디어
게시물 등 분석을 통해 범죄자의 범행 가능성 사전 예측

London경찰청
‘MPS(Metropolitan
Police Service)’

▸과거 4년간 범죄전력 있는 범죄조직원 범죄기록 및 소
셜미디어 게시물 등을 분석하고 범죄 인텔리전스 시스템
데이터를 결합해 범죄자 범행 가능성 사전 예측하여 제
공

ACE
(Applied Cognitive
Engine)

▸영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레이븐 시스템즈(Raven
Systems)’의 인공지능 솔루션인 ‘ACE’를 도입하였음
▸AI S/W로 인간보다 1,000만 배 빠른 속도로 비정형 데
이터를 검색하고 읽기, 해석, 요약 등 기능 제공

Hitachi
‘PCA(Predictive Crime
Analytics)

▸웹 피드와 같은 변수를 종합해 범죄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시간·
장소를 예측하는데, 범죄기록이나 트위터, CCTV 영상, 총소리탐
지기, 교통상황 시스템, 통신내역, 기상데이터 등을 이용해 데이
터를 수집 후 범죄데이터들과 연계시켜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
은 히트맵(Heatmap)을 작성해 제공

3. 현행 법상 형사사법정보 활용 범위
89) 김미령 외2명, “형사사법정보의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구조화 범주화 관점으로”, 정
보관리학회지 제36권 제4호, 2019, 2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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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S시스템 구축과 함께 발의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은
전 자화의 범위와 방법, 기관 간 협 력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전 자화에 대한 통제 조항을 포함시켰다. 위「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제6조 제3항에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이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위 규정은 형사사법
기관 내외부에서 형사사법정보의 데이터 조회가 업무 권한에 따라
제한된다는 점에서 비판이 많다. 0 특히, 형사사법정보는 범죄예방을
비롯한 과학적 수사 등에 활용됨으로써 공익에 기여할 가능성이
큼에도 비식별 처리된 정보나 개인정보와 완전히 무관한 사용에
대하여도 활용을 허용하는 조항이 없어 형사사법정보의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1
그러나, 경찰에서는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4월부터 각 지역 의 인구, 범죄 통계 등을 바탕으로 범죄 발생을
예측해주는 시스템인 한국형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인 Geopros를
시행하고 있다. Geopros는 KICS시스템 등 범죄정보 시스템과 지리
정보 시스템(GIS)을 연계하는 방법으로 범죄 일시·장소 등 동선을
예측하여 범죄 수사나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범죄의
잦은 출몰 장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해 범죄 발생을 감소시킨
사례도 있다고 한다. 2 다만, 위와 같은 Geopros 시스템이 형사사법
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이용할 수
9 )

9 )

9 )

90) 대표적으로, 김미령 외2명, “형사사법정보의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구조화 범주화 관
점으로”, 정보관리학회지 제36권 제4호, 2019
91) 나영민, “형사사법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2019 등
92) 인터넷 사이언스올 사이트(https://www.scienceall.com/) 제공 과학백과사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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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형사전자화절차 촉진법」제6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관련 논문에서는 형사사법정보를 구조화 또는
범주화한 ‘범죄데이터’라는 조작적 개념 정의를 통해 위 법률에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듯
하다. 3 즉, ‘범죄데이터’ 개념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건대, 후술하겠지만 경찰 측의 주장과 같이 법률의 개정
필요성은 있어보이나, 현행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제6조
제3항의 해석상으로는 형사사법정보의 이용을 “형사사법업무 처리의
목적”으로 한정하고 있어 아직은 범죄분석을 통한 예측적 경찰활동,
스마트 경찰·수사활동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다만, 현행 규정 상으로도 형사사법업무 처리와 관련한 문제에는
활용이 가능하므로 아동 성범죄 피고인의 재범율 계산 등 개별
피 고인에 대한 부가형의 양정에 관한 문제와 같이 ‘형사사법업무
처리’와 관련해서는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입법적
해결 이전까지는 법해석의 영역 내에 들어올 수 있는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우선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9 )

4. 민간정보 등의 범죄분석 활용 범위
개정된 데이터 3법에 따르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간기관의
반인권적 범죄예방·수사를 위한 가명정보 처리(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경
93) 김미령 외2명, “형사사법정보의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구조화 범주화 관점으로”, 정
보관리학회지 제36권 제4호, 2019, 266,2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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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수사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은 ‘반인권적 범죄예방·수사’를 위해서는
가명처리된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어 보인다. 이때 가명처리의
방법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가장 안전성이 보장되는 동형암호화
기법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동형암호에 기반한 형사사법정보 및 민간정보 등 활용
지금까지 형사사법정보 및 민간정보 등을 활용한 범죄분석의
가능성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 현실적으로「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제6조 제3항에 의한 제한으로 현 상황에서 형사사법정보의
활용은 ‘형사사법업무 처리 등의 목적’으로 한정되고, 현행 「개인
정보보호법」 규정에 의할 때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는 ‘반인권적인 범죄예방·수사’에 한정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더라도 반인권적인 범죄인 아동 성폭력 범죄
피 고인의 사회에 돌 아갔을 때 재범을 저 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하는 데에는 양쪽의 정보를 모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해석을 법무부에서도 받아들여, 법무부는 최근 강력범죄
자의 범죄정보 및 재범억제를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면서
범죄예방정책국 산하에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이라는 직제를 신설
하였다. 법무부에서 진행 중인 통합 플랫폼은 빅데이터로 KICS시스템에
보관 중인 형사사법정보와 민간에서 관리 중인 개인정보도 활용
한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는 데이터 3법의 개정에 발맞춘 움직임
으로 보인다.
그 18] 법무부 범죄예방데이터 담당관 업무 관계도

[ 림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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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와 같은 법무부의 통합 플랫폼은 주로 보호관찰 등
범죄예방 분야에서 활용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법
상으로도 위와 같은 법무부 통합 플랫폼은 아동 성폭력 범죄 등
피고인에 대한 재범율 판단 시에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6. 동형암호에 기반한 형사사법정보와 민간분야 정보 결합
위와 같은 법무부의 시도는 형사사법기관의 형사사법정보만을
이용한 시도로 보이나, 형사사법정보에는 범죄자들의 사건정보,
범죄전력 등 정보만을 담고 있으므로, 피고인 개인의 재범율을 확인
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일상 생활에서의 실질적인 정보는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재범율 예측, 범죄분석 등 진행을 위해서는 민간
94) 오문영 기자, 2020. 7. 7.자 머니투데이 기사 “법무부 빅데이터 기술로 강력범죄 재범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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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정보 활용이 불가피하다.
예컨대, 통신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위치정보 기반 데이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 중인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주민등록 데이터,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보관 중인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평소 소비성향에 관한 데이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보관 중인 피고인이 평소 입력하는 검색어에 관한 데이터
등을 종합하여야 피고인의 재범율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중대범죄 통신회사, 지자체,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포털업체 등으로부터 ‘반인권적인 범죄예방·
수사’를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 점은 매우 고무적
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민간 분야 정보를 형사사법 기관에서 보관
중인 데이터들과 결합하여 기계학습을 통한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재범율 예측 시스템이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한다.
민간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받을 때 가장 우선적
으로 문제삼을 수 있는 것이 재식별화를 통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문제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동형암호화’된
상태에서 데이터들을 주고받고, ‘동형기계학습’을 통하여 재범율
예측 모델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상이한 개인
정보처리자들의 가명정보 결합은 보호위원회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으므로(「개인정보보호
법」제28조의3 제1항), 형사사법정보와 민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결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야 할 것이
다.
끝으로 필자는 앞서 살펴본 ‘KCB 사례’를 참고하여 동형암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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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한 재범율 예측 모델을 구상해 보았다.
① 먼저, Key 관리기관이 필요 한데 이는 객관적이고 독립된
기관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 ② Key 관리기관이 암호Key를
발급하여 형사사법 기관(검찰, 경찰 등)으로 보내면 형사사법 기관은
기관 내에 보관 중인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식별자를 동형암호화한
다음 이를 통신회사, 지방자치단체, 포털로 전송하여 각 기관에서
보유한 정보 중 식별자를 동형암호화 했을 때 형사사법 기관으로부
터 보내온 식별자 암호화 정보와 일치하는 정보를 동형암호화한다.
③ 형사사법 기관은 식별자 및 정보(성폭력 범죄전력, 범죄지, 범행
방법 등)를 동형암호화한 정보를 결합 전문기관으로 보내고, 통신
회사는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위치정보 기반 데이터,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주민등록정보, 구글 등 포털회사에서
는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검색 쿠키 데이터,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아
동 성폭력 범죄자가 구입한 목록 등을 동형암호화하여 이를 결합
전문기관으로 전송한다. ④ 결합 전문기관은 동형암호화된 상태에서
이를 복호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형암호 분석 S/W를 이용하여 index를
기준으로 결합을 실시하고, index를 삭제한 최종 교집합을 만든다.
⑤ 결합 전문기관은 위와 같이 결합한 정보를 다시 분석기관인
형사사법 기관으로 되돌려 보낸다.
표 15] 재범율 예측을 위한 동형암호화된 데이터 결합 예시

[

주민번호
(index)

성폭력전
력 2회
이하

성폭력
전력
3회 이상

위치정보
기반 정보
(통신사)

주소지 등
정보
(지자체)

검색어
정보
(포털)

소비성향
정보
(쇼핑몰)

MAC(a)

  

  

  

  

  

  

    

MA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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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확률

MAC(c)

  

  

  

  

  

  

⁝

⁝

⁝

⁝

⁝

⁝

⁝

    
⁝

⑥ 위와 같이 암호화된 데이터들은 기계학습 훈련과정을 거쳐
데이터의 속성값과 그의 가중값들을 이용하여 암호화된 상태에서
재범율 예측 모형을 얻어낸다. ⑦ 이렇게 얻은 예측 모형을 활용
하여 추후에 암호화된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데이터를 입력하여
예측 결과를 산출해낼 수 있다. ⑧ Key 관리 기관으로부터 복호화
Key를 전달받아 동형암호화 상태에서 계산된 값을 복호화하면 최종적
으로 재범율을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동형기계학습에 의한 재범율 예측이 가능
하기 위해서는 제4장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형사사법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 Key 관리기관 등 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7. 동형암호에 기반한 형사사법정보 활용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우리 헌법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학설과 대법원·헌법재판소 판례는
헌법 제10조, 제17조 등을 근거로 다른 기본권과 구별되는 새롭고
고유한 권리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 권으로 인정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에 대한 위
헌법률심판 사건
등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과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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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 의 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
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기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 징짓 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새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
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
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에 명시
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국가 또는 제3자에
의하여 마음대로 공개되거나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에서 소외되어
자유로운 인격실현이 방해받을 경우 입게 되는 해악이나 고통을
배 제하는 측면에서 인격권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국가권력 등의 수집·제공·이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소극적·방어적 성격의 자유권으로 볼 수 있다.
96)

95)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96) 장려미, “제3기관의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제공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연구 – 최
근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디지털포렌식학 전공 이학석사 학위 논문, 20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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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정정·삭제 등 요청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로서 청구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뿐

(2) 동형암호 기반 형사사법정보 활용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현행「개인정보보호법」은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 사용·결합 없이
는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의 하나로
인정하는 한, 동형암호 기술에 의하여 가명처리를 거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동형암호화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그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인정된다. 뿐만 아니
라, 앞서 살펴본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과 같이 동형암호화된 개인
정보를 조 사·수집·보관 ·처리 ·이용 등 하는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
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는바, 그 제한은 일
반적인 기본권 제한 원리에 따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 리는 국가안 전 보장, 질 서유지 또는 공공
복 리를 위하여 필요 한 경 우에 한하여 법률로 써 제한할 수 있다 ”
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우선, 동형암호를 활용한 형사사법정보 이용은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개인정보보호법」제28조
의2 제1항과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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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 앙 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
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는「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3 제1항의 법
률에 근거가 있는 제한으로 보인다(법률에 의한 제한). 뿐만 아니
라, 동형암호 기반 형사사법정보 이용은 위와 같이 ‘공익적 기록보
존’이라는 목적 정당하고(목적의 정당성), 개인정보 자체를 직접 이
용하지 않고 모두 암호화가 된 상태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는 점에서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최소화하고 있다(침해최소
성 원칙). 게다가, 테러범죄, 아동성범죄 등 반인권적인 흉악범죄
에 한하여 활용되는 것이므로 제한되는 기본권의 법익 측면에서
의 균형도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법익의 균형성).
한편, 이러한 기본권 제한은 개인정보 자체를 이용하지 않고
이를 동형암호를 활용하여 암호화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점에서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도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동형암호 기반 형사사법정보 이용은 그 사용 목적이
반인권적인 흉악범죄에 이용됨을 전제로 했을 때 국민의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다.

제4장 결 론

1. 동형암호 기반 형사사법정보 등 활용을 위한 제언
지금까지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비로소 가능해 진 가명처리
형사사법정보 및 민간정보의 처리 및 결합을 통한 빅데이터 범죄
분석의 가능성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 즉,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반인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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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수사 등을 목적으로 한 민간분야 개인정보처리자의 가명
처리된 정보의 제공이 가능해졌고, 이러한 가명처리된 민간 데이터와
형사사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형사사법 데이터의 결합을 통한 범죄
분석 활용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 때 민간 데이터의 가명처리는
4세대 암호기술인 동형암호 기술을 이용한다면 개인정보 보호 차원
에서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기법임을 확인하였고, 동형암호화된 상태
에서 형사사법 데이터와의 결합방법 등에 관하여도 살펴보았다.
다만, 현재의 동형암호 기술 단계에서는 아직 다량의 데이터
연산에 있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동형암호를 활용하여 민간정보를 가명처리하고, 가명처리된
형사사법정보와 민간정보를 결합하여 범죄분석 등에 활용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이 불가피한바, 동형암호 기반 형사사법정보
및 민간정보 가명처리 및 결합 등을 위하여 몇가지 요건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동형암호에 기반한 범죄분석은 아동･성 폭력 범죄, 테러
범죄, 흉악범죄 등 반인권적 중대 범죄와 관련한 필요성이 있을 때
활용하도록 한다. 개정된 데이터 3법에 의하더라도 가명처리한 민간
정보 제공의 ‘목적상의 제한’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제한없이 무분별
하게 가명 민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가명처리한
정보를 중요도가 떨어지는 사소한 수사나 범죄예방에까지 활용하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동형암호 기술의 수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예방활동을 위해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동형암호 기술을 활용한 가명처리,
데이터 결합 등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다음으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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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이용할 수 없다”는 현행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제6조 제3항 규정의 한계상 아직
까 지는 형사사법업무 ‘처리’ 목적에 한하여 형사사법정보와 민간
정보의 동형암호 기반 가명처리 및 결합, 데이터 분석을 행하여야
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형사사법정보의 사용 목적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의 법률 개정은 필요해 보이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어쩔 수 없다 할 것이며, 앞서 살펴본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율
예측’ 등은 현행법상으로도 충분히 동형암호 기술을 활용한 형사
사법정보 및 민간정보의 가명처리 및 데이터 결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법무부를 필두로 이 분야부터 연구를 수행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끝으로, 중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범죄분석
등에 있어서만 동형암호 기술의 활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동형암호
기술은 개인정보 유출을 철저히 방지할 수 있는 이상적인 분석
기술이기는 하나,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급박하고
신속한 분석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 다른 가명처리 기법을 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함이 적당할 것이며, 자칫 동형암호 기술에 의한
분석으로 진행하려다 타이밍을 놓칠 우려도 있다. 동형기계학습을
통한 분석툴 마련 등 중장기적인 검토를 요하는 사안에 동형암호
기술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아동･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율 분석’은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분석 모델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한다.
2. 형사사법 기관 산하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 등 신설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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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의하면 현재로써는 형사사법
정보의 외부 반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형사사법정보를 활용한
범죄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
기관 산하에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과 ‘Key 관리기관’ 등을 지정
하여 둘 필요성이 있다.
결합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정하고 있는데, 1.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명정보의 결합ㆍ반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2.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명
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간,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고 가명정보의 결합ㆍ반출 관련 정책 및 절차 등을 마련할
것, 3.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재정 능력을
갖출 것, 4.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66조에 따른 개선권고, 시정조치
명령, 고발·징계권고, 과태료 부과 등 공표 내용에 포함된 적이 없을
것 등 요건을 갖출 것을 필요로 한다. 유사한 사례로 금융위원회는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으로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을 선정한 바
있다.
3.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개정 제언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형사
사법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예측적 경찰활동, 스마트 경찰활동,
스마트 수사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고, 해당 국가들은 범죄분석
시스 템이 범죄율을 감소시킴을 입증하여 국민 복지 향상에 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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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한 가장
큰 문제라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이슈는 동형암호를 기반으로
형사사법정보 등을 암호된 상태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해결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형사사법정보, 범죄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경찰활동, 범죄예방활동,
수사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줄 필요가 있다. 즉, 현행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의하면 형사사법정보의 외부
반출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하고
혁신적인 동형암호 기술이 개발된 이상 형사사법정보 분야에서도
어느 정도의 활용 가능성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데이터 3법의
개정은 산업 분야에서 활용의 가능성을 터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개선안을 검토해 보면,「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 제1항에서는 “형사사법업무란 수사, 공소, 공판, 재판의 집행
등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형사사법정보를 활용할 길을 어느 정도 열어주기 위해
“형사사법업무란 수사, 공소, 공판, 재판의 집행 등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와 이와 관련한 수사행정, 범죄예측, 범죄예방 등 업무를
말한다”라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제6조 제3항에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형사사
법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이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형사사법업무 처리 이외 범죄예측·예방 등을 위하여 수집·
저장·이용할 수 있도록 열어줄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형사사법업무
97)

97) 유사 견해: 김성훈 외 2명(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형사사법정보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기술적 개선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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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 처리나 범죄예측·예방 외의 목적으로 형사
사법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이용할 수 없다”라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향후 적절한 법률개정과 제도개선에 의해 우리나라도 선진 외국
에서처럼 빅데이터 범죄분석에 의하여 범죄율을 감소시키는 등
방법으로 국민복지에 공헌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날이 올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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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

h

h

z

Due to t e spread of smartp ones and t e generali ation of Internet

,

banking modern people are constantly pouring out vast amounts of

hh h

. h
these data formed a new concept called 'big data' and created new
research fields and industries that analyzed them to reveal their
meaning. In particular, big data can be used in various ways in the
criminal justice field, including analysis of criminal investigations
through various data pattern and estimation of the recidivism rate
through information of individual criminals.
However, it is good to conduct only general research on humans, but
as we proceed in depth, we can recognize whose data is, which
creates a problem in which personal information can be used
indiscriminately. Concerns about such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have also become a reality due to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from leading domestic companies. In other words, the first accident
was the Internet Open Market site ‘Auction’ hacking case in 2008
which personal information was leaked. Since then, there have been
growing concerns about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among the public
due to the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accident such as ‘Cyworld’
case, ‘KB Kookmin Bank’ case, ‘NH Nonghyup Bank’ case and ‘Lotte
Card’ case. Accordingly, the nation's personal information-related
legislation has been on the verge of tightening regulations, and such
personal information w et er t ey want it or not T e collec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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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on was not unusual in lig t of t e above accidents

, 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nd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Promo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e generally referred to as the Data Three Act.
Since the Data Three Act is applied to the most of the data usage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data industry, the revision has continued to
tighten regulations due to a series of events discussed earlier.
However, industry sources have recently begun to realize that this big
data analysis can create tremendous new value, and that the Data
Three Act is so strict that it should be opened to the usage of big
data that the National Assembly accepts it and opens up the
possibility of big data to some extent in August 2020.
The most representative change in the revised Data Three Act is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pseudonymous information" that allows
processing of information without the consent of the principal of
information for a certain purpose. With the establishment of this
"pseudonymous information" concept, a new path has also been opened
in the field of big data analysis in criminal law, which can be used by
private institutions to conduct criminal investigations through
combination with information kept by criminal law institutions or to
prevent crimes.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use 'homomorphic encryption'
technique as a processing personal information tool to utilize big data
for
criminal
investigations
or crime prevention
purposes.
In general t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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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omorphic encryption" refers to a fourth-generation encryption
technique that can handle all computations performed by computers in
encrypted area, and has been reviewed whether information is
equivalent to "an pseudonymous processing" within the current
legisl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Using
homomorphic passwords, one can analyze big data composed of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knowing the contents of personal
information, obtain certain functional equation through homomorphic
machine learning, and can be used in criminal investigations or crime
prevention in criminal justice.
On the other hand, I briefly looked at ways to analyze criminal and
private information data in homomorphic encrypted state, and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a data combination agency and an institution to
safely and efficiently store decryption Key under the criminal justice
system.
Furthermore, since the use of criminal judicial information is strictly
limited by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Electronicization
Promotion Act」, the law requires revision as it can be analyzed in
homomorphic encrypted state, which is expected to lead to rapid
development of big data analysis using criminal judicial information
held by domestic investig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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