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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가이드라인
- 익명가공정보편』의 주요 내용
개요 및 배경

▶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 익명가공정보편 (個人情報の
保護に関する法律についてのガイドライン, 匿名加工情報編)」의 초안에 대해 2016년 11월 4일까지
홈페이지를1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
• 일본에서는 2015년 9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익명가공정보’ 개념2이
신설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통칙 가이드라인과는 별도로 익명가공정보의 취급에
관한 부분을 특화하여 가이드라인(案)을 마련3
• 이 가이드라인안은 △익명가공정보와 익명가공정보 취급 사업자에 대해 정의하고 △익명가공정보
취급 사업자 등의 의무를 설명하며,
• 익명가공정보 취급 사업자 등의 의무와 관련해서는 ①개념 정의 ②적정한 가공
③안전관리조치 ④공표 ⑤제3자 제공 ⑥식별행위 금지에 대한 해석을 제시

개념 정의

▶ 익명가공정보의 핵심은 해당 정보를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이를
복원하여 특정 개인을 재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포함
• 비식별 가공 및 재식별 방지 조치는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 또는 익명가공정보 취급
사업자가 통상적인 방법4을 통해 해당 정보에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
• 통계정보는 특정 개인과 매칭되어 식별되지 않는 한, 법에서 정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 이전 법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

1 http://search.e-gov.go.jp/servlet/Public?CLASSNAME=PCMMSTDETAIL&id=240000025&Mode=0
2 익명가공정보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하여 얻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없도록 한 것을 의미
3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지침은 다음과 같은 4가지 편으로 구성
(1) 통칙 편 : 개인 정보 보호법 전체의 해석 · 사례 (通則編: 個人情報保護法全体の解釈・事例）
(2) 외국에있는 제삼자에 대한 제공 편(外国にある第三者への提供編
(3) 제 3 자 제공시의 확인 · 기록 의무 편(第三者提供時の確認・記録義務編)
(4) 익명 가공 정보 편(匿名加工情報編)
4 이때 통상적인 방법이란 일반인 및 일반 사업자의 능력과 기술 등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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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내용은 ‘개인정보 취급자’ 및 익명가공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사업의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익명가공정보 취급사업자’가 익명가공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의무와 연관

익명가공정보의 적정한 가공

▶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나 부호, 또는 익명가공정보와 개인정보를 연결할 수 있는
부호에 대한 삭제 처리 및 특이한 기술(記述) 내용에 대한 삭제 처리를 통해 개인 식별 가능성
및 정보 복원 가능성을 방지
• 개인 식별 가능한 내용 삭제 :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記述)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개인 식별 가능성 및 정보복원 가능성을 방지
※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記述)에 대해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삭제하거나
△다른 기술(記述)로 대체함으로써5,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
※ 성명, 주소, 연락처, 신용카드 번호 같은 개인 고유의 기술(記述) 등으로 임시 ID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원래 계정을 복원할 수 있는 규칙성을 갖지 않도록 해시함수나
난수를 사용하고, 결합기술을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
• 개인 식별 부호 삭제 : 가공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개인식별부호’를 포함한 정보인
경우에는 해당 개인식별부호 만으로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해당

개인식별부호를 전부 삭제하거나 다른 기술(記述) 등으로 대체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
• 상호 연결 부호 삭제 : 개인정보와 해당 개인정보를 가공하여 얻은 정보를 연결하기 위한
부호를 제거하거나 연결이 불가능한 다른 부호로 대체함으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
※ 삭제 대상은 개인정보 취급사업자가 해당 시점에서 취급하는 정보들의 연결부호에
한하며, 향후 작성될 익명가공정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특이한 기술(記述) 삭제 :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할 때는 다른 개인과 뚜렷한 차이가

인정되는 특이한 기술(記述) 내용을 삭제하거나 다른 기술(記述)로 대체함으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
• 한편, 위의 네 가지 경우에 대해 ‘삭제’ 대신 ‘대체’의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부호나 기술(記述)을 복원할만한 규칙성이 없는 방법을 통해 이뤄지도록 제안

5 다른 기술(記述)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정보 등을 복원할 수 있는 규칙성을 갖지 않는 방법을 적용해야 하며,
원래의 기술(記述)보다 추상적인 기술(記述)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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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익명가공 방식들을 적용한 경우라도 해당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에 따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원래의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는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위에서 제시한 방법 이외에 별도의 익명가공 조치가 필요
• 예컨대 해당 정보 집합에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축적된 정보 등에 의해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원래의 개인정보 복원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가공이 필요
• 이와 관련,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익명가공정보의 가공
방법 사례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제시된 일반적 방법 이외에도 다른 적절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

안전관리조치

▶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 작성 시 삭제된 데이터나 가공방법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의 안전조치를 시행하도록 설명
• 첫째, 가공방법 등의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할 것
• 둘째, 가공방법 등의 정보를 취급하는 것과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가공방법 등의 정보를 적절히 취급하고, 취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
• 셋째,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 가공방법 등의 정보를 취급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들을 취할 것

▶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 또는 익명가공정보 취급 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의 안전관리 조치와
불만처리 등 익명가공정보를 적정하게 취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취하고 이 같은
조치의 내용을 공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
• 익명가공정보에 대해서는 식별행위 금지 의무가 적용되므로, 담당자가 익명가공정보를
부적절하게 취급하지 못하도록 익명가공정보에 해당하는 자료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상태로 제시 및 유지하는 것이 필요
• 익명가공정보의 안전관리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의 성격, 익명가공정보의 취급
상황, 해당 익명가공정보의 특성과 규모 등에 따라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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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가공정보 작성 시의 공표

▶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 작성 후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기타 적절한 다른 방법을
통해 지체 없이 해당 익명가공정보에 포함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공표하도록 규정
• 예컨대 ‘성명・성별・생년월일・구매내역’ 데이터 중에서 이름을 삭제한 뒤, 생년월일을
일반화하고 구매내역에서 특이 값 등을 삭제함으로써 ‘성별・출생・구매내역’에 관한
익명가공정보로 작성한 경우 공표해야 할 항목은 ‘성별’, ‘생년’, ‘구매내역’임
• 익명가공정보로 취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작업이 완료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개인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분할하여 저장 및 관리하는 경우나
통계작성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등은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
• 위탁에 의해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위탁업체가 해당 익명가공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항목을 공표하는 것으로 규정

제3자 제공

▶ 개인정보취급사업자 또는 익명가공정보 취급 사업자가 익명가공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제공되는 사항을 인터넷 등을 이용해 사전에 공표하고 제3자에게는 해당 자료가 익명가공정보라는
사실을 이메일 또는 서면 등을 통해 명시6하도록 규정
• 개인정보의 항목 및 가공방법이 동일한 익명가공정보를 반복적 혹은 지속적으로 제3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최초 익명가공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공표할 때
제공 기간 및 지속적인 제공의 취지를 명시함으로써 반복적 혹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사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공표한 것으로 간주
• 익명가공정보를 인터넷 등에서 공개하는 행위도 불특정 다수인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에 해당하므로,
이상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
• 한편, 제3자에게 익명가공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은 △하드카피를 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제3자가
익명가공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버에 업로드 하는 방식 등을 적용

식별행위 금지

▶ 익명가공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해당 익명가공정보 작성의 기반이 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본인을 식별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

6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익명가공정보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자메일로 송신하는 방법 또는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그 내용이 해당하는 제3자에게 인지되는 것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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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가 스스로 작성한 익명가공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 스스로 만든
익명가공정보를 본인을 식별할 목적으로 다른 정보와 조합하는 것을 금지
• 둘째, 익명가공정보 취급 사업자가 타인이 작성한 익명가공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
익명가공정보의

제공받은

가공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제공받은 익명가공정보를 본인 식별

목적으로 다른 정보와 조합하는 것을 금지

▶ 익명가공정보의 식별행위에 해당하는 사례와 해당하지 않는 사례는 다음과 같이 제시
• 현재 보유 중인 개인정보와 익명가공정보에 대해 공통된 기술(記述) 내용 등을 선별하고 조합하는
것 혹은 스스로 작성한 익명가공정보를 해당 익명가공정보 작성의 기반이 되는 개인정보와 결합하는
것은 식별행위에 해당
• 반면, 복수의 익명가공정보를 조합하여 통계정보를 작성하거나 익명가공정보를 개인과 관계없는
정보(기상정보, 교통정보, 금융 상품 등의 거래액 등)와 함께 조합해 트렌드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식별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시사점

▶ 이 가이드라인은 일본의 개정 개인정보법 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지침인 만큼, 해당 초안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될 최종안의 내용 변화 등에 대한 관심이 필요
• 이 가이드라인은 익명 가공 정보의 가공 기준은 시행 규칙 제19조 각 호에 따라 각 분야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규율과 사례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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