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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비식별화 관련 해외 현황 및 사례

Ⅰ. 개요
1. 배경

개인정보 비식별화(de-identification)는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해 개인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1이다. 데이터의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 및 프라이버시의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책으로 활용된다.

비식별화 문제는 최근 빅데이터(Big Data)로 대표되는 정보통신(ICT) 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논란의 맥락에서 주목받고 있다. 분석 가능한 데이터의 규모와 종류가 유례없이 확대되고
정보의 개방과 활용 요구도 증대되고 있지만, 다양한 유형의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식별 및 노출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빅데이터와 관련한 개인정보 활용의
동의요건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아래서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Opt-In)가 필요하지만, 막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 비식별화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는 중요한 데이터 정보를 감추면서도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요 해결책 중 하나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제표준기구에서 개인정보 비식별화 표준 제정에 적극 나서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예컨대 국제표준화
기구인 정보보호기술 연구반(ISO/IEC JTC 1/sc27)에서는 2015년 4월부터 ISO/IEC20889를 개발하고 있다.
공공과 산업 영역에서 데이터 활용을 통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보호의
법률 원칙과 시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2. 개념 및 쟁점

비식별화란, 본질적으로는 개인정보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인 중 일부 혹은 전부를 제거하는 과정이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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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구성 요인은 ➀특정 데이터가 한 개인과 대응됨(single out) ➁특정 데이터와 특정 개인이
연결됨(linkability) ➂특정 데이터로부터 특정 개인을 추론할 수 있음(inference)으로 구분된다. 세 가지
구성 요인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익명화(anonymization)’이며, 개인과 대응하는 경우는 허용하되 연결과
추론을 제거하는 경우 ‘가명화(pseudonymization)’가 된다. 익명화된 데이터는 ‘합리적 노력’으로는
재식별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지만, 재식별화가 가능한 가명화 데이터는
개인정보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합의이다.

비식별화는 익명화나 가명화를 위한 과정 혹은 절차로서, 국내에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을 포괄하거나
대체해서 사용된다. 행정자치부가 2014년 12월 발간한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적정성 자율평가
안내서>는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와 익명화된 정보에 대해 “개인을 더 이상 식별할 수 없는 상태의 정보를
익명화된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그림 1_ 개인정보 비식별화와 익명화된 정보의 개념도

출처: 행자부,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적정성 자율평가 안내서((2014)

이처럼 중요한 ‘개인 식별 가능성’의 문제는 산업혁신과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을 위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쟁점에 직면하게 된다. 첫째, 기술
발전에 따라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급증하는 것은 물론 데이터 분석 수준의 향상으로 기존에는 식별
불가능했던 정보가 재식별될 여지가 커지면서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다.
개인정보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비식별화 해야 하는 데이터의 범위도 모호해지는 것이다. 둘째, 이런
상황에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기존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방식’의 타당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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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릴 수 있다. 비식별 개인정보라도 외부 데이터와의 조합을 통해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만큼, 데이터의
수집·분석·결과 활용 시점에 따라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정보가 결합하여 개인 식별이 가능할 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모든 이용자들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보의 공유와 개방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데이터 분석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완벽한
개인정보보호는 쉽지 않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철저한 비식별 처리 및 추후 재식별 방지를 위한 법제적
지원과 사전 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주체간의 합의와 조율이 절실한 상황에서, 개인정보 비식별화
규정과 관련한 각국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Ⅱ. 해외의 비식별화 법제 및 가이드라인 현황
1. 미국

미국에서 개인정보보호 법제는 개별 분야나 사안에 따라 적용된다. 이런 맥락에서 비식별화 관련 규제나
지침 역시 분야별로 다뤄진다. 개인정보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개인과의 연결 가능성이 있으면 보호대상인
‘개인적으로 식별 가능한 정보(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PII)로 간주된다.

미국에서 개인정보 비식별화 원칙은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Consumer Privacy
Bill of Rights, CPBR)’ 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정의될 전망이다. CPBR은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2년 오바마 행정부가 CPBR)을 제안한 후2 백악관이 2014년
이를 속히 통과시키도록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CPBR이 통과되면 정보주체는 자신의
데이터가 무분별하게 수집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비식별화 관련 지침으로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2012년 3월 발표한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이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특정한 소비자, 컴퓨터 및 기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장치들과
연관될 수 있는 것(reasonable linkability)은 어떤 정보라도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비식별화 해야 하는 데이터의 범위와 관련, 개인정보 뿐 아니라 개인이 사용하는 각종 디바이스에
대해서도 식별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업계의 자율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재식별 가능성에 대해서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2 The White House, Consumer Data Privacy in a Networked World: A Framework for Protecting Privacy and Promoting
Innovation in the Global Digital Economy, 23 Fed. 2012. (출처::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privacy-fin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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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라인에서 FTC가 제시하는 비식별화 관련 3가지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컴퓨터
및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를 추론(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의 삭제, 수정, 노이즈 추가, 통계적으로 샘플링,
총계처리 등의 적절한 방법을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반드시 비식별 조치를 취한다.3 둘째, 데이터를 공개할
경우 해당 데이터를 비식별화하여 이용한다는 점과 향후 비식별화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것과
재식별하지 않을 것을 개인정보주체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한다. 셋째, 데이터를 제3자에 제공할 때는 해당
데이터를 제공받은 어떠한 이용자도 재식별하지 않도록 계약조건으로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 FTC는 업계가
이상의 3가지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특정 데이터가 식별가능하지(reasonable linkable)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2. 유럽연합(EU)

유럽연합(EU)은 2015년 12월 합의된 일반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을
통해 ‘가명화’를 통한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조치를 조건으로 데이터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가명화’는 ‘특정 개인에게 연결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며, 재식별화가 가능한 만큼 개인정보로
취급되지만 기술적·관리적 방법을 통해 특정 목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명화할 때는 실명화 되지 않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암호화
등을 통해 이 요구에 부응할 수 있으며, 암호화 등으로 데이터를 인식불가능하게 한 경우에는 데이터
유출(data breach)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는 의무를 면제받도록 했다. 제83조에서는 과학, 역사, 통계
목표의 이용을 위해 가명화 한 후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GDPR의 전신인 EU의 19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는 서문에서 익명화 정보가 데이터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제시하면서도4 가명화에 대한 규율은 없었던 반면,5 GDPR에서는 가명화의 정의와 법률 규정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GDPR 제20조에서는 프로파일링(Profiling)에 대한 거부권을 두고 있다. 개인적 특성에 대한 평가와
개인에 관한 분석 또는 예측을 위한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 것이다. 이는 1995년

3 비식별화가 필요한 개인식별자는 이름, 주소, 날짜정보(생일, 자격취득일 등),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사회보장번호,
의료기록번호, 건강보험번호, IP주소, 생체정보, 얼굴 사진 등이며, 의료관련 민감한 개인정보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에서
비식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부문의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현황은 본 자료의 제 3장에서 다룬다
4 EU 개인정보보호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 DPD)의 서문 26조는 식별가능한 데이터의 익명화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식별되거나 식별 가능한 수준에 대한 판단은 데이터 관리자 또는 다른 사람이 개인 식별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reasonably) 예측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고려해서 내려야 한다고 규정했다. 더 이상 식별되지 않는 방식으로
익명화가 이뤄진 경우, 익명화된 데이터에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지침에서는 익명화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회원국들이 각국 차원에서 행동강령을 통해 규정하도록 위임했다
5 이를 기반으로 한 독일 BDSG등 EU 회원국의 개별법에서는 가명화와 관련한 일부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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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지침의 제15조를 계승한 것으로서, 온라인 상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근거가
된다.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은 GDPR을 통해 제시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비식별화 지침은
회원국별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정보보호기관인 ICO(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가 2012년 개인정보 식별화 실천강령(Anonymisation: managing data protection
risk code of practice, 2012)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개인정보의 익명화 방식과 익명화된 데이터를 공개하는
경우의 위험성 평가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ICO의 강령은 법적 강제력이 없고 비식별화 해야 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역시 개인 식별 가능성이 최소화되는 수준으로 업계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준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재식별 관련 조사나 법집행
과정에서 우호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ICO는 이 실천강령에서 ①데이터 마스킹과 가명화 등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②재식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검증(motivated intruder test: 비전문가가 재식별에 성공할 수
있는지 판별하여 식 별 위험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거친 후 비식별 데이터의 사용제한 및 접근
통제를 통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강조했으며 ➂정해진 수신자에 한해 동의된 목적에 따라서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➃정보보안 등 훈련을 받은 수신자만 데이터에 접근해 재식별 시도를
하지 않고 비밀 준수의 의무를 지키도록 했다. ➄ 또한 비식별 데이터의 민감도에 따라 재식별 위험도가
다르므로 데이터에 따라 공개 옵션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민감한 데이터 공개 시에는 사용제한
및 접근통제, 데이터 접근 암호화와 복사 제한 등의 안전조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3. 일본

일본은 2015년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익명가공정보’로 정의하고6, 이를 처리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했다. 2005년 4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7이 시행된 이후 10년 만의 일이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경제재생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 빅데이터
관련 규칙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익명가공정보(匿名加工情報) 등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개념 도입 △옵트
아웃방식의 개인정보 이용목적변경에 관한 규정 전환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민간기구의 설립

6 익명가공정보’의 정의에 관하여 보면,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하여 얻어진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 (제2조 제9항)
7 平成15年法律第57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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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개시청구권 인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특징적이다. 첫째, 일본총리 산하
IT종합전략본부는 전략본부의 ‘개인데이터 검토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개인정보 구분 및 보호 요건을
완화한다. 둘째, 상품의 구매이력, 웹사이트 이용 현황, 스마트폰 위치정보 등의 데이터는 본인 동의가
없어도 개인이 특정되지 않는 비식별화를 조건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인정한다. 셋째, 빅데이터
환경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정보가 누구의 것인지 특정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 처리를 하도록 권고한다. 넷째,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 및 확대를 위해 규제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장치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익명화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재식별화가 불가능한 개인정보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요인들을 희석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제3자 제공에 제약을 둘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익명화된 개인정보를 다루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한 의무는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제36조에 따르면,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해당 정보의 누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37조에서는 익명가공정보를 제공한 때는 사전에 익명가공정보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의 항목등을 공표하도록 했으며, 제38조에서는 익명가공정보를 다른 정보와 대조하여 조합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Ⅲ. 비식별 현황 및 주요 활용 사례: 의료분야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활용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영역 중 하나가 바로 의료 분야이다. 주요국에서는 의료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적용 및 식별가능 정보 이용에 대한 법제, 관련 기관들의 움직임과 주요 사례, 향후
과제 등이 더 정교화 되거나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1. 미국

미국에서 의료정보의 비식별화 방식은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에
연계된 HIPAA 프라이버시 규칙 (HIPAA Privacy Rule)을 통해 제시된다. 이 규칙에 따르면 익명화를 위한
비식별화 방식은 ➀법령으로 규정된 18개의 속성을 삭제하거나 (일명HIPAA safe harbor 비식별화 방식)
➁통계분석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개인이 특정될 위험을 파악하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낮다는 것을
인증한 분석의 과정 및 결과를 문서화해 익명화를 인정받는 것 (일명HIPPA expert determination rule
비식별화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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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방식의 경우 속성을 삭제한 후 남은 데이터들을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특정할 가능성이
없다면 HIPAA의 제한 없이 수집과 이용이 가능하다. 두 번째 방식은 재식별 리스크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자신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8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에서는 제한적인 데이터세트(Limited Data Set, LDS)도 규정하고 있다. 제한적인
요건 하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나 허가 없이도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LDS는 18개 식별자
중 직접적 식별자에 해당하는 16가지 식별자를 제거하거나9 데이터를 제공받는 자와 데이터이용계약(data
use agreement)를 체결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미국 ONC(The Office of the National Coordinator for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는 전자화된
보건의료정보를 이용해 의료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보건의료 행정가 및 정책입안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이 과정에서 식별화 혹은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의 활용 및 보호 이슈가
발생한다. 환자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가능한 건강정보 공유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ONC에서는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다른 정부기관 등을 통해 환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건강분야의 개인식별정보(unique health identifier) 개발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의료비 청구 자료
등 환자의 개인정보와 임상 데이터를 연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건강정보 보호법이 법제화된 이후
더 깊은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케어/메디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데이터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세워진 가상연구데이터센터(Virtual
Research Data Center, VRDC)는 연구자들이 방대한 보건의료데이터에 접근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가입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연구 목적으로
식별가능한 데이터(Research Identifiable Files, RIF)를 요청하는 연구자들은 데이터이용합의서(Data Use
Aggrement, DUA)를 제출하고, 이를 개인정보보호 이사회(Privacy Board)에서 심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단 직접적인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LDS(Limited Data Sets)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사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2. 영국

영국의 의료 관련 데이터는 정보보호법과 보건부의 지침 등에 따라 엄격한 기준과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8 미국의 표준기구인 NIST가 2015년 발표한 보고서(“De-identification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는 다양한
비식별화 방식들을 제시하며 재식별화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해 비식별화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외부
데이터세트와의 연결을 통해 재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준식별자(quasi-identifier)의 제거 및 보안 관리 필요성을 지적했다.
(출처: https://www.huntonprivacyblog.com/2015/10/29/nist-releases-final-report-on-de-identification-of-personal-information)
9 나머지 간접적 식별자는 생년월일, 치료나 처방일자, 일부 지리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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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된다. 전자의무기록(EHR)의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정비되어 있다.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인
NHS(National Healthcare Service)는 의료분야에서 정보보호와 정보공개라는 두 가지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2013년 2월 ‘건강 및 소셜 케어 데이터의 공표를 위한 익명화 표준(Anonymization Standard for
Publishing Health and Social Care Data)을 제정했다.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혁신과 가치향상을 위해10 의료 정보의 보고와 분석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SUS(Secondary Uses Service)는 의사의 진료를 제외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자 정보를 보건의료계획, 지불제도,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공중보건사업 등의 의료 관련 정책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5년 현재 348개의 기관이 SUS에 제출하고
보건복지정보센터(Health and Social Clinical Information Center, HSCIC)가 재구성한 데이터를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환자 수준의 식별 가능한 정보, △익명화 또는 가명화를 통해 비식별화된 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

HSCIC는 보건의료·공중보건·사회보장을 위한 국가적 통계를 총괄하며, 환자가 자신의 정보 제공을
반대하지 않는 한 관련 정보 데이터는 HSCIC로 업로드 되는 것이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다. HSCIC가 수집한
데이터는 개인식별정보가 제거된 새로운 형태로 변형되어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진, 의료진, 교육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이 때 생년월일, 주소코드, NHS 고유 번호 등이 정보에 링크되어 새로운
정보코드로 전환되며, 의료 관련 데이터의 자유로운 전환 및 활용이 가능하다.

HSCIC가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변형해 제공하는 데이터의 종류는 ➀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익명화된
데이터 ➁익명화된 데이터 ➂정보주체의 동의 하에 제공되는 식별가능한 데이터 ➃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동의는 필요 없지만 법률 규제는 반드시 준수해야만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로 나뉘며 상업적 목적으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HSCIC가 재구성해 공개하는 모든 데이터는 법률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11, 법률에서는 △HSCIC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데이터를 제공시 익명화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할 의무 △식별가능한 정보를 배포할 권리 등의 내용을 규정한다.

한편, 이상의 해외 사례를 통해 비식별화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재식별화 되었을 경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비식별화된 자료라도 재식별의 리스크가 완전히 제거되기

10 영국 보건부는 2013년 “더 나은 정보 더 나은 건강(Better information means better care)”이라는 비전을 발표하고 정보와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영국의 NHS(National Health Service)는 Big Data를 활용하여 영국 전체의
약국, 병원의 처방 데이터를 DB화해 국민건강에 대한 향후 미래를 예측하고 있으며(출처:www.nhs.uk). 2005년 설립된 영국
호라이즌 스캔 센터(Hoizon Scan Center)는 Big Data를 기반으로 정책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의 혁신적 전략 및
중장기 미래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11 이와 관련된 대표적 법률은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Data Protection Act 1998,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NHS Act 2006, Statistics and Registration Services Act 2007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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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들은 적지 않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12 미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의료관련 정보를 이용해 윌리엄 웰드(William Weld) 메사추세츠 주지사를 재식별한 사건이 유명세를
탔다.13 비식별화된 데이터 세트와 선거인 명부14 등 식별성 있는 데이터세트를 비교하는 일명 연결공격을
통한 결과였다. 2006년에는 미국의 인터넷기업 AOL(America Online)의 온라인 질문 자료와 주문형
비디오업체 넷플릭스(Netflix)의 사용자 영화평점 자료에서 비식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신원을
재식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근에는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SNS 서비스의 확산으로 비식별
데이터로 간주되었던 정보들이 더 쉽게 재식별화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Ⅳ. 국내 현황 및 시사점
국내에서도 개인정보 비식별화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2016년 6월 30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이 합동으로 마련한 이 가이드라인은 비식별 조치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지원 및
관리체계를 제시하기 위해 학계와 법조계,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 이에 앞서
2013년 9월 안전행정부가 빅데이터 활용을 장려하며 효과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준을 공개했고, 2014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규칙으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한 법제적 노력이 이어져왔다.15

국내 개인정보 비식별화는 일반·공공·민간으로 구분되며 민간경우는 정보통신, 상거래, 금융·신용,
보건·의료로 4부분으로 구분한다. 미국 등과는 달리 개인정보에 대한 식별 가능한 요소를 정하여 불필요한
요소는 삭제하고 비식별화 검토사항은 전문가 검증도 거치도록 함으로써 명확성을 높이고 있으며 추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재식별 가능성을 완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단,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라도
기술발전에 따라 다른 개인정보와 연결 및 조합되어 식별 개인정보로 인식 가능하므로 정기적으로 비식별

12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재식별 가능성 등을 이유로 k-익명성(k-anonymity), I-다양성(I-diversity), T-근접성(t-closeness)
등 비식별화 기술의 불완전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13 라타냐 스위니’(Latanya Sweeney) 교수가 매사추세츠주의 단체보험위원회가 ‘이름, 주소, 사회보장번호와 그 외의
식별정보’는 제거하였으나 ‘환자관련 100여개의 속성정보’는 미삭제하여 공개한 주정부 소속 공무원의 무료병원 출입기록
데이터와 ‘이름, 성별, 생년월일, 우편주소’가 포함된 판매용 투표명부를 매칭하여 확인한 매사추세츠 주지사인 ‘윌리엄
웰드’(William Weld)의 의료정보, 거주지 정보, 우편번호를 알아낸 사건은 개인에 대한 단순 정보를 조합하여 개인정보를
식별한 하나의 사례로 들 수 있다.
14 미국에서는 일반인도 저렴한 비용으로 선거인명부 구매가 가능하다
15 공공정보개방·공유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지침(안전행정부, 2013),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사례집(미래창조과학부, 2014),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방송통신위원회, 2014),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적정성 자율평가 안내서(행정자치부, 2014),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활용안내서(미래창조과학부,
2015) 등을 통해 개인식별요소 제거 처리기법 및 상세규칙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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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구분하여 분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해외의 개인정보 비식별화 관련 사례들은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으며 재식별화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과의 연결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 과제임을 시사한다. 외부에서 다른 정보를 획득하여 결합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데이터의
속성에 따른 기술적인 비식별화 방식만을 검토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의 안정성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재식별 위험성이 있는 비식별 개인정보와 재식별 위험성이 없는 비식별 개인정보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연결 정보 등을 통한 재식별화 우려와 관련해서는 해외와는 차별화되는
국내의 데이터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주민등록번호와 국가건강보험으로 인해 핵심
개인정보들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비식별 개인정보의 재식별화가 예상보다 쉽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이 완벽하지 않고 어떤 경우든 재식별화가 불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한의
법제적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는 비식별화를 통해 더 이상 복원 불가능한 개인정보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호대상이 아닌 개인정보 유형을 설정한 일본의 ‘익명가공정보’ 개념은 이를 위한
참고사례가 될 수 있다. 단, 익명가공정보 개념에 상응할만한 데이터 처리가 기존의 비식별화 조치만으로
충분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비식별화를
근거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개된 정보와 이용내역 정보를 처리 및 활용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반론이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 같은 합의는 비식별화 법제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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