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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개인정보보호 법제 동향
(1) 개요
▶ 중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이 다양한 법률에 산재되어 있으며, 중국 정부는
‘17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네트워크안전법(网络安全法)에서 개인정보 관련 조항1)을
신설한 이래 다수의 개인정보 관련 법제와 표준을 발표하며 개인정보보호 노력을 강화
• 특히 ‘19년부터 모바일 앱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대응해 주요 개인정보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앱 특별관리 업무소조’를 조직하고 모바일 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규범
마련과 불법 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 중공중앙네트워크안전정보화위원회 판공실,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 그러나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급증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전문 법령이 필요하다는 보편적 인식이 생겨남
1) 이용자 비밀 유지,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 개인정보 유출·변조·훼손 금지, 개인정보 삭제 및 정정 요구 권리, 개인정보
매매 등의 금지, 개인정보 비밀 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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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20년 10월 제13차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2) 상무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个人信息保护法)
초안을 공개3)4)5)하고 11월 19일까지 의견 수렴을 실시
• ‘20년 12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의 웨중밍(嶽仲明) 대변인은 ‘21년
중점 입법 업무를 발표하고 상무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심의를 지속하여
조속한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힘6)
•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은 1차 심의를 거쳤으며 법제공작위원회는 광범위한 의견
수렴에 기초해 초안에 대한 수정과 개선 작업을 진행할 계획7)

표1 _ 최근 중국 개인정보 관련 법제·표준 제정 동향8)
시점

동향

‘20년 11월

• 개인정보 안전영향 평가지침(GB-T 39335-2020) 발표

‘20년 10월

• 개인정보보호법 초안 발표

‘20년 9월

• 앱 개인정보보호 준법평가도구 발표

‘20년 7월

’20년 5월

• 데이터안전법 초안 발표
• 모바일 앱 개인정보 수집·사용 평가지침(TC260-PG-20202A) 발표
•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중국 민법전 통과(‘21년 1월 1일 시행)
• 개인정보 안전규범(GB/T 35273-2020) 발표(‘20년 10월 1일 시행)

‘20년 3월

• 모바일 앱 개인정보보호 지침(TC260-PG-20203 A) 초안 발표

‘19년 12월

• 모바일 앱 개인정보 불법수집행위 판정방법 발표

‘19년 8월

• 아동 개인정보 네트워크 보호 규정 초안 발표
• 개인정보 비식별화 지침(GB/T 37964-2019) 발표(‘20년 3월 1일 시행)

‘19년 6월

• 네트워크 안전법 하의 개인정보 국외전송 안전평가방법 초안 발표

‘19년 4월

• 인터넷 개인정보 안전보호 지침 발표

2)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 National People's Congress, 약칭 전인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입법기구이며 국가
최고 권력을 쥔 기관(Wikipedia, 전국인민대표대회)
3)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초안(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草案）)(www.npc.gov.cn/flcaw/flca/ff80808175265dd401754405c03f154c
/attachment.pdf)
4) 개인정보보호법 초안 공개(个人信息保护法草案首次亮相)(www.npc.gov.cn/npc/c30834/202010/569490b5b76a49c292e64c416da8c994.shtml)
5)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 자료실, 개인정보보호법 중한 번역 자료,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소개 자료(백혜 변호사)
다운로드 가능(www.privacy.go.kr/pic)
6) 인민우전보(人民邮电报), 2021년 전인대 심의 중점은 데이터 안전법과 개인정보보호법(数据安全法、个人信息保护
法为2021年全国人大审议重点)(http://paper.cnii.com.cn/article/rmydb_15811_298402.html)
7) 중신사(中新社), 2021년 중국 입법: 민생 영역의 입법 지속 추진(臧铁伟谈中国2021年立法：持续推进民生领域立法)
(https://www.chinanews.com/gn/2021/01-18/9390000.shtml)
8) KPMG, Overview of Draf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in Chin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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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신 동향
▶ (민법전 시행) ‘20년 5월 제정되어 ’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전의 제4편(인격권 편)
제6장은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민사 관계에서 개인정보를
규율하는 기본 틀을 마련
• 개인정보는 법적 보호를 받으며, 개인정보 중 개인비밀정보에는 프라이버시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여 추후 제정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통한 보장을 가능케 함

▶ (개인정보 안전영향 평가지침의 발표) ‘20년 11월 19일 중국 전국정보안전표준화
기술위원회는 ’정보안전기술-개인정보 안전영향 평가지침(信息安全技术 个人信息安全
影响评估指南)(GB/T 39335-2020) 표준을 발표하고 ‘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9)
• 동 표준은 개인정보 안전영향 평가의 기본 원리와 평가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각 조직의 자체 개인정보 안전영향 평가 업무 및 감독당국과 제3자 평가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감독·평가 시 가이드라인을 제공
•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초안) 제54조는 개인정보 처리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위험 평가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는 동 표준을 참고해 위험 평가를 실시 가능

그림1 _ 개인정보 안전영향 평가 절차 흐름도

9) 안전내참(安全内参), 개인정보 안전영향 평가지침(GB/T 39335-2020) 발표(《个人信息安全影响评估指南》(GB/T
39335-2020) 正式发布)(https://www.secrss.com/articles/2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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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개인정보보보호법(초안)의 주요 내용
표2 _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초안)의 구성10)
※ 전체 8장, 70개 조항으로 구성
장·절

조
제1조 목적
제2조 개인정보의 중요성
제3조 적용 대상
제4조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처리
제5조 개인정보 처리 방식
제6조 개인정보 처리 목적

제1장 총칙

제7조 개인정보 처리 원칙
제8조 개인정보 정확성
제9조 개인정보 보안
제10조 개인정보 처리 시 법률 준수
제11조 개인정보 보호 제도 수립 등
제12조 개인정보 보호 분야 국제 교류 등
제13조 개인정보 처리 조건
제14조 개인정보 처리 동의
제15조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
제16조 동의 철회 권리
제17조 부동의 또는 동의 철회 시 상품, 서비스 제공
제18조 개인정보처리자 관련 정보 고지
제19조 고지 면제, 사후 고지
제1절 일반 규정

제20조 개인정보 보관 기간
제21조 복수의 개인정보처리자
제22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제23조 합병, 분할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제24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2장 개인정보
처리 규칙

제25조 개인정보를 이용한 자동 의사 결정
제26조 개인정보 공개 금지
제27조 이미지 수집, 개인신분 식별 설비 설치
제28조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제29조 민감 개인정보 처리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민감 개인
정보 처리 규칙

제30조 민감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 동의
제31조 개인에게 처리 필요성 및 영향 고지
제32조 관련 법률, 행정법규 준수
제33조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행위에 대한 법률 적용

제3절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특
별 규정

제34조 개인정보 처리 시 법률 준수
제35조 개인에게 고지 및 동의
제36조 개인정보 공개 혹은 타인 제공 금지
제37조 개인정보 중국 내 보관

10) 중국어 원문에는 조항 제목이 없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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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절

조
제38조 개인정보 국외 제공 조건
제39조 개인에게 고지 및 동의

제3장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규칙

제40조 주요정보기반시설 운영자 등의 개인정보 국내 보관
제41조 사법 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 국외 제공
제42조 개인정보 제공 제한 또는 금지 목록
제43조 국가, 지역에 상응하는 조치(상호주의)
제44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알 권리 및 결정권
제45조 개인정보 열람, 복제 요구권

제4장 개인정보 처리 행위에 관한 개
인의 권리

제46조 개인정보 정정, 보완 요구권
제47조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파기
제48조 개인정보 처리 규칙에 대한 해석, 설명 요구권
제49조 개인의 권리 행사를 위한 프로세스 수립
제50조 개인정보 보호 조치
제51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제5장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제52조 국외 개인정보처리자의 중국 내 전문기관 설립 혹은
대표자 지정
제53조 정기적 심사
제54조 사전 위험 평가
제55조 개인정보 구제 조치 및 유출 통지
제56조 개인정보 보호 직무 담당 부처
제57조 개인정보 보호 업무

제6장 개인정보 보호 직무 담당 부처

제58조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칙, 표준 제정
제59조 개인정보 보호 업무 관련 조치
제60조 개인정보처리자와 회의(면담)
제61조 기관, 개인의 민원 제기 및 신고 권리
제62조 법률 위반 시 벌금 부과
제63조 위법 행위 기록 및 공시

제7장 법률적 책임

제64조 국가기관에 대한 처벌
제65조 개인정보 권익 침해에 대한 배상
제66조 다수 개인의 권익 침해 시, 소송 제기
제67조 법률 위반 시 형사 처벌
제68조 적용 예외

제8장 부칙

제69조 용어 정의
제70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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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_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초안)과 한국 법률 비교
구분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소관
부처

- 국가 네트워크 정보 부처, 국무원 유관부처
※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11), 공업정보화부12)로 추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목적

- 개인정보 권익 보호 및 개인정보 처리 행위 규정
- 개인정보의 체계적이고 자유로운 이전 보장 및 합리적 이용

-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 개인의 존엄과 가치 구현

적용
대상

- 중국 내에서 자연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 개인
- 중국 외에서 국내 자연인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조건 중
하나에 해당
※ ① 국내 자연인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
② 국내 자연인의 행위를 분석, 평가 ③ 법률 및 행정
법규 상 규정된 기타 사항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
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개인
정보

- 전자 또는 기타 방식으로 기록되고 이미 식별되거나
식별 가능한 자연인 관련 모든 정보로 익명 처리 이후의
정보는 포함하지 않음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
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민감
정보

- 일단 유출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되면 개인이 차별
대우를 받거나 인신, 재산 안전 상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정보로 종족, 민족, 종교 신앙, 개인 생물학적
특징, 의료 건강, 금융 계좌, 개인 행적 등 포함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
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
※ ① 안전성 평가, ② 개인정보 보호 인증, (3) 계약 체결
및 개인정보 처리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 표준에 부합,
(4) 기타 조건

- 정보주체의 동의

개인의
권리

-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알 권리와 결정권
- 타인에 의한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권리
-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 복제를
요구할 권리
- 자신의 개인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정, 보완을 요구할 권리
-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규칙에 대한
해석, 설명을 요구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 정리,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
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개인정보
처리자
(사업자)의
의무

- 개인정보보호 조치 수행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부처에 보고
- 국외 개인정보처리자는 중국 내 전문 기관 설립 혹은
대표자 지정, 부처에 보고
- 개인정보 처리 행위, 보호 조치 등 정기 심사
- 개인정보 처리 행위에 대해 사전 위험 평가 및 기록
- 개인정보 유출 정황 발견 시 구제 조치 수행 및 부처․
개인에 통지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수행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개인정보 유출 통지

처벌

- 심각한 위반 시 최대 5,000만 위안(약 85억 원) 이하
또는 전년도 매출액의 5% 이하 벌금. 책임자에게는 10
만~100만 위안 벌금. 관련 업무 정지, 영업 중단, 영업
허가 취소
- 위반 시 최대 100만 위안(약 1.7억 원) 이하 벌금. 책임
자에게 1만~10만 위안 벌금

-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
- 위반 조항별로 10년․5년․3년․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5천만원․3천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

구성

- 8장 70조

- 9장 76조

11)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Office of the Central Cyberspace Affairs Commission, CAC) : 인터넷
콘텐츠 관리․감독, 주요정보기반시설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을 담당(www.cac.gov.cn)
12)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MIIT) : 정보통신 서비스, 인터넷
및 통신네트워크 보안 등을 담당,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유사(www.miit.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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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은 적용 대상과 개인정보 처리 원칙, 개인정보 국외 이전, 개인의 권리,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개인정보 보호 담당 부처 및 권한, 위반 시 처벌 등을 규정
• (법의 적용 대상) 중국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중국 외에서 중국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함(제3조)
* 제3조 (1) 국내 자연인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 (2) 국내 자연인의 행위를 분석,
평가, (3) 법률 및 행정법규 상 규정된 기타 사항
※ 국외에 위치한 기업에 대한 역외 적용은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유사

• (개인정보 처리 원칙) 개인정보 처리 시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식, 명확하고 합리적인 목적, 처리
목적과 부합하는 처리, 공개적이고 투명한 원칙 준수, 개인정보 처리 규칙 명시 등이 필요하다고
규정(제5조~제7조)
-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 동의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이행, 법적 의무 이행, 위급 상황, 공공의 이익,
타 법률 규정 등에 해당되는 경우 가능(제13조)
- 개인정보 처리 전 개인정보처리자의 연락처, 개인정보 처리 목적·방식·유형, 보관기간, 개인 권리
행사 방식·절차, 기타 사항 등을 개인에게 고지(제18조)
- 복수의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목적·방식을 결정 시, 각자 권리와 의무를 정하며, 개인
권익 침해 시 연대 책임(제21조) ※ GDPR 제26조(Joint Controllers) 참조
- 개인정보처리자의 수탁자 감독, 합병·분할로 인한 개인정보 이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제22조~제24조)
※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참조

- 개인정보를 이용한 자동 의사 결정 시 개인의 설명 요구 및 거절 권리 보장(제25조)
※ GDPR 제22조(Automated individual decision-making, including profiling) 참조

-

공공장소에서 이미지 수집, 개인정보 식별 설비 설치 시 공공안전보호를 위한 목적으로만
가능(제27조)
※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참조

- 민감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으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처리 필요성,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지(제29조~제32조)
* 제29조 민감 개인정보란 일단 유출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되면 개인이 차별 대우를 받거나 인신,
재산 안전 상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정보. 종족, 민족, 종교 신앙, 개인 생물학적 특징,
의료 건강, 금융 계좌, 개인 행적 등
※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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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국외 이전)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조건* 충족, 개인에게 관련 정보** 고지 및 별도
동의(제38조~제39조)
* 제38조 (1) 본 법률 제40조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 네트워크 정보 부처 기관의 안전성 평가
통과, (2) 국가 네트워크 정보 부처 규정에 근거하여 전문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인증 진행,
(3) 국외에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약정하고
개인정보 처리 행위가 본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보호 표준에 부합하는지를 감독, (4)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가 네트워크 정보 부처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
** 제39조 해외에서 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신분, 연락처, 처리 목적, 처리 방식, 개인정보 유형,
정보를 이전받는 해외 주체에게 본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 등
※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2(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참조

- 주요정보기반시설 운영자*와 개인정보 처리 규모가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중국 내 보관, 국외 이전 시 안전성 평가 통과(제40조)
* 네트워크안전법 제31조 주요정보기반시설은 공공통신, 정보서비스, 에너지, 교통, 수리, 금융,
공공서비스, 전자정무 등 중요 산업과 영역에서 파괴, 기능 상실, 데이터 유출이 발생하면
국가 안전, 국가 경제, 국민 생활 공공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줄 수 있는 시설

- 국제 사법 공조 또는 행정 상 협조를 위하여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주관 부처의 승인(批准)(제41조)
- 국외 기관·개인이 중국 국민의 개인정보 권익 침해, 중국의 국가 안보, 공공이익 위협 시, 개인정보
제공 제한·금지 목록*에 포함하고 개인정보 제공 제한·금지 조치(제42조)
* 일종의 블랙리스트(blacklist)로 중국 정부에서 해외 서비스를 차단하는 근거 조항으로 활용 가능

- 임의 국가·지역이 중국에 차별적 금지, 제한 시 해당 국가·지역에 상응하는 조치 가능(제43조)
※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3(상호주의) 참조

• (개인의 권리) 개인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알 권리, 개인정보 처리 결정·제한·거절 권리, 개인정보
열람·복제·정정·보완·파기·해석·설명 요구 권리(제44조~제48조)
※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
정보의 처리정지 등) 참조

•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수행,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정기적 심사, 사전 위험 평가, 개인정보 유출 시 구제 조치 및 통지(제50조~제51조, 제53조~제55조)
※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참조

- 국외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중국 내 전문 기관 설립 혹은 대표자 지정, 개인정보 보호 직무 담당
부처에 보고(제52조)
※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1(국내대리인의 지정) 참조
※ GDPR 제27조(Representatives of controllers or processors not established in the Unio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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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 담당 부처 및 권한) 개인정보 보호 직무 담당 부처*는 국가 네트워크 정보 부처
및 국무원 유관부처이며 개인정보 보호 교육, 민원 처리, 조사, 평가·인증 지원 등의 업무
수행(제56조~제58조)
*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업정보화부로 추정

• (위반 시 처벌) 법률의 심각한 위반 시 최대 5,000만 위안(약 85억 원) 이하 또는 전년도 매출액의
5% 이하의 벌금형, 소득 몰수, 업무 정지, 영업 중단, 영업 허가 취소 등 처벌* 가능(제62조)
* 제62조 (1) 법률 위반으로 담당 부처의 시정 명령을 받았으나 미 시정 시, 100만 위안 이하 벌금
부과.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주요 관리자와 담당자는 1만 위안 이상 최대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 (2) 심각한 위반인 경우, 시정 명령, 위법하게 발생한 소득 몰수, 5000만 위안 이하
또는 전년도 매출액의 5% 이하 벌금 부과. 추가적으로 관련 업무 정지, 영업 중단, 영업 허가
취소 명령 가능.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주요 관리자와 담당자는 10만 위안 이상 최대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
※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5(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 제70조(벌칙), 제71조(벌칙),
제72조(벌칙), 제73조(벌칙) 참조

-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미 이행 시, 시정 명령 및 책임자 처분(제64조)
- 개인정보 권익 침해 시, 개인의 손실 혹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수익에 근거하여 배상(제65조)
- 다수의 권익 침해 시, 담당 기관이 인민법원에 소송 제기(제66조)
- 보안 관리 위배 시 처벌, 범죄 해당 시 형사적 책임(제67조)
• (용어 정의) 개인정보처리자, 자동 의사 결정, 비식별화, 익명화 용어 정의*(제69조)
* 제69조 (1) 개인정보처리자란 자체적으로 처리 목적, 처리 방식 등 개인정보 처리사항을 결정하는
기관, 개인 (2) 자동 의사 결정이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의 행위 습관, 관심사 또는 경제,
건강, 신용정보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자동 분석, 평가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 (3)
비식별화란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추가 정보의 도움 없이는 특정 자연인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과정 (4) 익명화란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특정 자연인을 식별하지 못하게 하며 다시
복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과정

3. 평가와 시사점
(1) 평가
▶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은 EU GDPR과 구성과 내용에서 상당 부분 유사한 것으로 평가됨
• 구체적으로 법 적용범위와 적법처리 근거, 개인정보와 민감정보의 정의,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처리의 최소화, 수집목적의 제한 등에서 유사점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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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_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초안)과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비교13)
구분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법
적용범위

적법처리
근거

민감 정보

정보 보존
기한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 역외 적용 가능

-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사전고지와 동의 필수
- 동의 획득 방식 및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점도 동일
- 미성년자 연령 14세로 규정

- 미성년자 연령 16세로 규정

- 일단 유출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되면 개인이 차별
대우를 받거나 인신, 재산 안전 상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정보로 종족, 민족, 종교 신앙, 개인
생물학적 특징, 의료 건강, 금융 계좌, 개인 행적
등 포함(GDPR보다 광범위)

- 인종·민족, 정치적 견해, 종교·철학적 신념,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나타내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유전정보,
자연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바이오정보, 건강
관련정보, 성생활· 성적 취향 등에 관한 정보

- 개인정보 취급자의 정보 처리상황에 대한 기록 및 위험평가보고서 작성 의무화
- 기록의 보존 연한 3년

- 보존 연한에 대한 규정 없음

공공 안전
관련 조항

- 비상 공공위생사건 발생 시 사전 고지 없이 개인
정보 처리 가능(제13조 4항)

- 관련 내용 없음

위반 시
제재

- 벌금 5천만 위안 이하 또는 전년도 매출액의 5%
이하

- 최대 2천만 유로 또는 전년도 매출액의 최대 4%

▶ 그러나 GDPR이 원칙적으로 국경 간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증진하는 반면,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은 국가 안보를 우선 시한다는 점에서 차별적14)
•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주요정보기반시설에 해당하거나 처리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안전성 평가를 통과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부여
• 특정 국가가 중국에 차별적 금지, 제한 시 보복 조치를 허용한 조항은 다국적 기업의
중국 내 활동을 제한하고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 또한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은 컨트롤러와 프로세서의 개념 구분*이 불명확하고 위반 시
법적 처벌의 기준이 모호하여 컴플라이언스 대응이 한결 까다로울 것으로 평가됨15)
* GDPR 하에서 컨트롤러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주체, 프로세서는 컨트롤러를
대신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연인, 법인, 공공기관, 에이전시 등을 의미.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위탁자와 수탁자 개념과 유사하나 위탁자는 직접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탁자에게 제공하는
반면, 컨트롤러는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프로세서에게 제공할 필요는 없음

13) KOTRA, “중국판 GDPR 온다...中 개인정보보호 규정 강화 움직임” (news.kotra.or.kr/user/globalBbs/ kotranews/5/globalBbsData
View.do?setIdx= 244&dataIdx=186712)
14) New America, “Personal Data, Global Effects: China’s Draft Privacy Law in the International Context”,
(https://www.newamerica.org/cybersecurity-initiative/digichina/blog/personal-data-global-effects-chinas-draft-pri
vacy-law-in-the-international-context/)
15) BCLP, “China’s Draf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what businesses should know” (https://www.bclplaw.com/en-US/
insights/chinas-draft-personal-information-protection-law-what-businesses-should-kno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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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은 컨트롤러와 프로세서를 구분하지 않고 개인정보처리자로 통칭하나
내용 상 개인정보처리자는 GDPR의 컨트롤러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며, 프로세서는
수탁자에 해당
•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은 심각한 위반에 대해 최대 5,000만 위안(약 85억 원) 이하 또는
전년도 매출액의 5%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어느 정도의 위반이
심각한 수준에 해당하는 지의 기준은 제시되지 않음

(2) 시사점
▶ 중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들은 네트워크안전법, 형법 등에 산재되어 있었으나, 금번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은 단일법으로 입법을 시도하는 것임

▶ 개인정보 중국 내 보관, 국외 이전 제한 강화, 개인정보 제공 제한·금지 목록 운영,
개인정보처리자의 배상 책임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조항이 다수 존재

▶ 법률 담당 부처는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업정보화부가 될 가능성이 높으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부처(예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설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

그림2 _ 중국 인터넷 분야 관리 체계

▶ EU GDPR과 유사하게 법의 역외 적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이 최대 5,000만 위안(약
85억 원) 이하 또는 전년도 매출액의 5% 이하에 달해, 우리 기업도 적용 여부 검토 등
주의가 필요함16)17)
※ GDPR 위반 시 최대 과징금은 2천만 유로(약 250억 원) 또는 전 세계 매출액의 4% 중 큰 쪽 적용
16) KOTRA, “중국판 GDPR 온다...中 개인정보보호 규정 강화 움직임” (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

globalBbsData View.do?setIdx= 244&dataIdx=186712)
17) 이데일리, “중국, 이번엔 개인정보법 강화 예고.. 계속되는 IT 기업 압박”(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1&oid
=018&aid=000479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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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하면 의견 수렴 등 입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당의 결정을 우선 시하는 중국의 특성 상 조기 법제화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어 대비가
필요함

Reference
1. 中新社, “臧铁伟谈中国2021年立法：持续推进民生领域立法“, 2021.1.18.
2. 人民邮电报, “数据安全法、个人信息保护法为2021年全国人大审议重点”, 2021.1.1.
3. BCLP, China’s Draf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what businesses should know,
2021.12.2.
4. KMPG, “Overview of Draf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in China”, 2020.11.10.
5. New America, Personal Data, Global Effects: China’s Draft Privacy Law in the International
Context, 2021.1.4.
6. KOTRA, “중국판 GDPR 온다...中 개인정보보호 규정 강화 움직임”, 2021.1.7.
7.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및 데이터 관련 법제 동향”, 20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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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ISA의 가명처리 기술 보고서 주요 내용

[ 목 차 ]

1. 개요
2. 개인정보 가명처리 기술
(1) 비대칭 암호화(Asymmetric Encryption)
(2) 링 서명 및 그룹 가명(Ring Signatures And Group Pseudonyms)
(3) 연쇄 모드(Chaining Mode)
(4) 다식별자 속성 기반 가명(Pseudonyms Based on Multiple Identifiers)
(5) 소유 증명 가명(Pseudonyms with Proof of Ownership)
(6) 영지식 증명(Zero-Knowledge Proof)
(7) 안전한 다자 계산(Secure Multiparty Computation)
(8) 비밀분산체계(Secret Sharing Schemes)

3. 개인정보 가명처리 기술 활용사례
(1) 의료 분야
(2) 사이버보안 분야

4. 결론 및 권장사항

1. 개요
▶ (배경)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2018.5) 이후, EU 및 주요국을 중심으로
고객맞춤형의 다양한 ICT 서비스 혁신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비식별 처리
및 가명처리 기술의 필요성 증대
• 가명처리는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로서,
개인정보에

가명처리를

적용하면

정보주체의

위험을

프로세서가 개인정보보호 의무사항을 이행하는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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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가명처리 기술 중 일부는 GDPR의 정의를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거나, 특정
상황에서만 적합할 수 있으나, 식별가능정보를 가명정보로 대체하는 기본 개념은
개인정보 관련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특정한 적용 시나리오와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셋(dataset)과 관련해 보다 많은 가명처리
연구가 필요한 상황

▶ 유럽 네트워크 정보보호원(ENISA)은 컨트롤러 및 정보주체를 위한 가명처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문가 및 국가 규제 당국과 협력해 가명처리 연구 수행
• 첫 번째 연구보고서로 GDPR에 따른 가명처리의 개념 및 주요 기술을 설명하는 ’개인정보
가명처리 – 선진기술과 활용사례(Data Pseudonymisation: Advanced Techniques and
Use Case, 2021.1)18)’ 발표 (‘19년 1월)
• 두 번째 연구보고서로 특정 데이터셋(즉, 이메일 주소, IP 주소, 보다 복잡한 데이터셋)
기술과 사례를 분석한 ‘가명처리 기법 및 모범사례(Pseudonymisation techniques and
best practices)19)’ 발표 (‘19년 11월)
- 기본적인 가명처리 기법으로 카운터(Counter), 난수발생기(Random Number Generator,
RNG), 암호화 해시 기능(Cryptographic Hash Fuction), 메시지 인증 코드(Message
Authentication Code: MAC), 대칭 암호화(Symmetric Encryption) 기법 등 분석
• 독일의 슐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주 개인정보 감독기구(ULD)*와 정보 및
경험 교류를 촉진하는 가명처리 워크숍 공동 개최 (’19년 11월)
* Unabhängiges Landeszentrum für Datenschutz: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명칭

▶ EU의 ENISA는 가명처리 기술 검토와 범위 등에 기존의 연구를 기반으로 최신 가명처리
선진기술 분석과 활용사례 등을 담은 ‘개인정보 가명처리: 선진기술과 활용사례(Data
Pseudonymisation: Advanced Techniques & Use Case)20)’ 보고서 발표 (‘21년 1월)
•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의 실질적인 가명처리 구현을 지원하는 선진기술과 및 시나리오에
따른 구체적인 사용 사례 제시
- 암호화 알고리즘 및 개인정보보호 기술을 기반으로 이전의 ENISA의 연구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가명처리 기술을 분석

18) ENISA, An overview on data pseudonymisation: Recommendations on shaping technology according to
GDPR provisions. 2019.1
19) ENISA, Pseudonymisation techniques and best practices: Recommendations on shaping technology according
to data protection and privacy provisions, 2019.11
20) ENISA, Data Pseudonymisation: Advanced Techniques & Use Case, 2021.1

- 14 -

2021년 제2호

- 가명처리 기법 적용사례에 대해 논의하고, 각 사례의 구체적인 시나리오, 역할, 기술을
분석, 특히 의료와 사이버보안 분야에서의 정보 교환 사용사례를 상세히 분석

2. 개인정보 가명처리 기술
(1) 비대칭 암호화(Asymmetric Encryption)
▶ 가명처리 영역에서 대칭 암호화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비대칭 암호화는 보다
강력한 보호기능을 제공하며 개인정보 최소화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만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원칙(need-to-know principle)을 지원하는 속성 보유
• 비대칭 암호화에서 송신자가 공개 가명처리 키(Public pseudonymisation Key, PK)를
사용하여 식별가능정보로부터 가명정보를 생성하여 전송하면, 수신자는 비밀(개인)
가명처리 키(Secret pseudonymisation Key, SK)를 사용하여 가명정보로부터 식별가능정보로 복원
• 가명처리 기능을 적용하는 송신자와 가명정보를 식별가능정보를 해석하는 수신자는
동일한 지식을 공유할 필요가 없음
- 예를 들어 컨트롤러는 프로세서에 공개키(PK)를 제공, 프로세서는 공개키를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가명처리 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컨트롤러만이 이후에도 가명정보에서 초기 정보를 계산할 수 있으므로,
프로세서가 가명정보를 보유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음
• 비대칭 암호화는 가명처리의 권한위임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비대칭 암호화에
기반한 가명처리를 신중하게 구현 필요
• 예를 들어 RSA(Rivest, Shamir, Adleman,)나 라빈(Rabin) 방식은 강력한 가명처리를
구현하지 못하며, 공개키(PK)가 공개되므로 공개키(PK)와 원래 식별자들을 모두 알고
있는 공격자는 이러한 암호체계를 공격할 수 있으므로 무작위 암호화 체계 이용 필요
▶ 비대칭 암호화 기반의 여러 익명 처리 기법이 제안됨
• 의료 연구 등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진들에게 의료정보를 제공하지만, 비대칭
암호화에 기반하여 완전하게 무작위 가명처리 체계를 사용함으로써 환자의 식별가능정보
(예: 사회보장번호)가 연계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개별 연구원은 의사들(X, Y, Z) 및 의료연구그룹(U, V, W)에서 상이한 지역
가명정보만 보유하여 영역 간의 상호 연계성을 갖지 못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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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실제 이름(신원)과 지역 가명정보를 모두 저장하지만 연구원은 자신의 로컬(local)
가명정보만 보유하게 됨
• 이 기법은 아웃소싱 분야에서 민감정보에 대해 분산 가명처리하고 생성된 가명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데 활용

(2) 링 서명 및 그룹 가명(Ring Signatures And Group Pseudonyms)
▶ 디지털 서명은 암호화 기능을 보유하여 ICT에서 널리 활용되는 방법으로 데이터의
무결성과 송신자(즉, 메시지의 서명자) 인증을 동시에 보장
• 일반적으로 비대칭 암호화는 공개키와 개인키의 개념과 암호키(공개키/개인키)를 생성하는
TTP(Trusted Third Party)를 기반으로 디지털 서명을 구현
• 가명처리 기술에서 서명 체계는 감사가능성(Auditability) 특성을 제공하기 위해 다른
기본 요소(예: 비대칭 암호화)와 결합
• 링 서명은 여러 그룹 구성원이 생성하는 디지털 서명 방식으로 인증자는 디지털 서명을
생성한 구성원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다른 구성원과 구별
- 링 서명에는 TTP가 필요하지 않으며, 각 서명자는 공개키 및 개인키와 연관되어 있다고
가정하므로 비대칭 암호화를 기반으로 서명하고, 그룹의 모든 구성원은 자신의
개인키와 그룹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공개키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디지털 서명 수행
- 확인자(검증자)는 그룹 구성원의 공개키에 접근하여 디지털 서명된 메시지가 그룹
구성원의 서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서명자를 명시적으로 식별할 수는 없음
• 링 서명은 가명정보를 생성하고 다른 개체가 서명자를 명시적으로 재식별 불가하지만,
서명자 그룹이 개인으로 한정되거나 서명자의 개인키가 공개되면 서명자를 식별할 수 있음

그림1 _ 링 서명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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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암호화폐 생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암화화폐에서 추적 불가능한
지불을 구현하는 수단을 제공)로 링 서명이 활용되고 있음
• 링 서명은 추적 불가능한 지불 정보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여 검증자가 실제
서명한 사용자를 식별하지 못하고, 트랜잭션(transaction) 서명자가 특정 사용자 그룹에
속해 있는지 여부만을 확인 가능

(3) 연쇄 모드(Chaining Mode)
▶ 안전한 암호화 해시 함수(Hash Function)를 위해 가명처리 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비밀 키 등에 인증코드 및 키 해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해시 함수를 적절하게
체인으로 연결하면 보안이 강화된 선진기술을 확보할 수 있음
• 1980년대 다수 암호화 해시 함수의 결과 값을 체인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제안된 이후,
최근 2010년대부터는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에 이용되는 주요 파생함수 및 암호 해시
함수를 생성하는데 연쇄 모드를 활용
- 이전의 연쇄 모드 방식은 하나의 개체만 포함했지만, 최근의 키 해시 함수 연쇄 모드는
분산방식(그림2), 계층 접근방식을 활용하고, 각 계층은 다른 개체로 계산하며 각 개체는
중간적인 가명정보를 생성하는 비밀정보를 보유
- 연쇄 모드 방식이 가명 확인을 위해 다수의 개체가 협력해야하는 단점이 있으나, 단일 키
해시 함수로는 불가한 추가속성을 보장하며, 최종(또는 중간), 수신자는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명정보를 통계나 과학적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음
• 그림2 예시에서 K1은 임시 값 X = HK1을 얻는 데 사용되며, 이후 X는

Y = HK2를

계산하는데 이용되며, 마지막인 주체(entity)는 가명정보(Pseudo) = HK3 계산하는 연쇄
처리 방식을 적용하며, 이러한 방식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감소시킴

그림2 _ 일반적인 해시 연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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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명처리를 되돌리려면 공격자가 연쇄 처리 주체와 관련된 3개의 주체인 K1, K2, K3을
반드시 침해해야하므로 보안성이 강화되는 효과를 낼 수 있음
- 연쇄 처리의 유일한 단점은 가명 확인을 위해 주체 세 명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이지만,
반면 이는 단일 키 해시 함수로는 가명 확인을 할 수 없으므로 보안성을 강화
▶ 연쇄 접근 방식을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암호화 해시 함수뿐만 아니라 타 기술(예:
일반적인 대칭 암호화 알고리즘)에도 적용 가능하며, 적용분야에 따라 타 가명처리
기술을 연쇄 모드에 적용하여 유연성을 확대하고, 정교한 가명처리 체계 생성 가능

(4) 다식별자 속성 기반 가명(Pseudonyms Based on Multiple Identifiers)
▶ 가명처리는 일반적으로 식별가능정보를 일대일 매핑에 따른 가명정보 생성으로
정의되나, 이를 약간 수정하여 새로운 속성을 추가하여 동종의 여러 식별가능정보를
다-대-일(N:1) 매핑으로 처리하여 기능을 향상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머클(Merkle) 트리21)(그림3)에서 가명정보는 4개의 식별가능정보(ID1~4)에
따라 파생되어, 이들 정보에 따라 변하며, ID1이 가명정보(z) 생성에 기여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ID1의 기여자는 해당 키(k1)와 관련 정보(y1, a1 z‘)를 동시에 공개 필요
y1 = Gk1( ID1 ) (y1은 ID1과 k1을 알고 있는 검증자가 계산)
a1 = H( y1||y2 ) (y2는 a1을 계산하기 위해 ID1에 대한 witness w1의 일부로 제공)
z‘ = H( a1||a2 ) (a1과 a2는 모두 ID1의 witness w1의 일부)
z’≠ z인 경우 ID1은 z에 누적된 집합 L에 속하지 않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z에 속함
• 트리에 대한 환원은 불가
(예를 들어 식별가능정보의 하위 집합인 ID1 및 ID3이 공개된 경우 다른 식별자 ID2 및
ID4를 복구할 수 없음)
• 해시 함수(Hash Function), 타원 곡선(Ecliptic Curve), 쌍 선형 매핑(Bilinear Mapping),
동적 수정(Dynamic Modification) 등 다양한 방식의 암호화 누산기 설계가 연구됨
▶ 가명처리에서 머클 트리와 같은 구조를 일반화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머클 트리의 속성은
포스트 양자(Post Quantum) 보안을 위한 일회성 서명 체계를 구성하는 데 널리 사용됨
• 여러 유형의 개인정보가 리프(Leaf)에서 시작하여 해싱 작업을 사용하여 루트(Root)
방향으로 상향하는 모든 트리 구조는 상층에서 동일한 속성을 유지
21) 1979년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 Ralph Merkle에 의해 제안된 데이터 검증 방법. 해시로 구성된 트리 구조를 가지
고 있어 해시 트리(Hash Tree) 혹은 이진 트리(Binary Tree)로도 불림

- 18 -

2021년 제2호

그림3 _ 머클 트리

(5) 소유 증명 가명(Pseudonyms with Proof of Ownership)
▶ 가명처리는 특정한 상황에서 GDPR(제15조~제20조)에서 정의된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에 대해 갖는 권리 행사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소유권 증명을 갖는 가명정보
생성이 유용할 수 있음
• 컨트롤러가 처음의 식별가능정보에는 접근불가하고 가명정보에만 접근가능한 경우,
정보주체가 컨트롤러에 자신의 정보를 요청했을 때 컨트롤러는 정보주체가 가명정보에
대해 신원 증명을 한 경우에만 정보 제공이 가능
• 정보주체와 컨트롤러 간의 소유권 증명에 관한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음(그림4 참조)
① 정보주체가 권리를 행사(예: 접근 요청)해야 할 때 질문/답변(challenge/response)
프로토콜을 성공하고 위임을 개시
② 컨트롤러는 정보주체에게 비밀 키(SK)를 사용하여 질문 nb에 서명하도록 요청
③ 정보주체는 질문에 서명하고 컨트롤러가 가명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값을 제공
(여기에는 서명 R 외에 공개 키(PKa) 및 값 k가 포함)
④ 컨트롤러는 정보주체의 요청이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해 공개 키(PKa)가 가명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공개 키(PKa)를 사용하여 서명이 올바른지 확인

▶ 정보주체는 이후에 컨트롤러의 가명정보 보유를 증명하고, 컨트롤러는 특정 가명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 요청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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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_ 소유권 증명

(6) 영지식 증명(Zero-Knowledge Proof, ZKP)
▶ 영지식 증명(Zero-Knowledge Proof, ZKP)은 한 당사자(Prover: 증명자)가 다른 당사자
(Verifier: 검증자)에게 비밀 자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때 사용
• 영지식 증명은 인증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기술로 도입됐으며
진술의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진술의 사실성 여부를 증명하는데 적용
• 영지식 증명 방식은 완전성(Competeness), 건실성(Soundness), 영지식(Zero-Knowledge)의
특성을 지님
※ 완전성: 진술이 옳은 경우, 정직한 증명자는 진술 사실이 옳다고 정직한 검증자 설득 가능
※ 건실성: 진술이 거짓인 경우, 거짓된 증명자는 진술이 정확하다고 정직한 검증자를 설득할 수 없음
※ 영지식: 진술이 정확한 경우 검증자는 단지 진술이 옳다는 사실만 확인 가능

• 비대화형 영지식 증명 시스템은 증명자가 검증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할 때 사용되며, 이때
공통 참조 문자열 모델을 도입
-

증명자와

검증자는

메시지를

안전하게

접근가능하도록 설정(그림5)

- 20 -

공유하고,

이들

당사자만

메시지에

2021년 제2호

그림5 _ 가명처리를 위한 영지식 증명

▶ 가명처리의 상황에서 가명정보와 관련된 개인이 자신의 정확한 신원을 밝히지 않고 해당
가명정보의 소유자임을 증명해야하는 경우 영지식 증명 기법을 활용하여 구현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암호화폐에서 익명거래를 위한 영지식 증명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영지식 증명을 사용하여 검증자(채굴자)가 거래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거래를
검증할 수 있은 장점을 지님
• 이를 통해 트랜잭션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공개하지 않고 가명처리를 구현

(7) 안전한 다자 계산(Secure Multiparty Computation)
▶ 암호화에서 안전한 다자 계산 프로토콜을 사용하면 당사자들이 비밀 입력 기능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 입력 기능을 공동으로 계산하도록 함
• 개인정보보호가 보장되는 경매 등 다수의 안전한 다자 계산 응용프로그램이 알려져 있음
• 안전한 다자 계산의 사례로는 개인정보 세트 교차 프로토콜로, 비공개 정보를 가진 두
당사자가 교차정보가 아닌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교차정보 식별 가능
• 안전한 다자 계산 프로토콜이 일반적으로 가명처리 기본형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일부
사례에서 정교한 가명처리 체계 수단을 제공
▶ 안전한 다자 계산 방식은 공통 항목 이외의 다른 항목을 공개하지 않고 서로 다른 두
데이터 컨트롤러의 목록을 비교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측면에서 다양하고
적절한 솔루션에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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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야에서 두 의료보험회사가 서로 다른 고객이 동일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려는 경우 사용 가능
• 광고 분야에서 광고 목적에서 광고 시청자 목록과 거래자 목록을 비교하여 광고 전환율을
계산하는 경우에 활용 가능

그림6 _ 개인정보 집합 교차(Private set intersection)

(8) 비밀분산체계(Secret Sharing Schemes)
▶ 비밀분산체계는 전체 비밀 정보를 여러 개의 세부 정보로 분산하는 방식을 적용
• 비밀분산체계는 안전한 다자 계산(Multiparty Computation) 프로토콜의 특정 기술로도
간주될 수 있는 기술로 비밀정보(D)를 n개의 D1, D2,. . ., Dn으로 구분
- k(또는 그 이상)의 D1, D2,. . ., Dn은 D를 계산할 수 있음(k는 설계 매개변수)
- k − 1(또는 그 이하)의 D1, D2,. . ., Dn은 D를 계산하지 못함
• 비밀분산체계는 (k, n) 임계 체계라고도 불리며, 비밀분산체계는 비밀 암호키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접근 방식으로 활용
- 보안성이 우수한 하나의 위치에 키를 저장하는 중앙집중식 방식은 하나의 키의
손상으로 전체 보안성이 저해되는 반면, 키 복사본을 분산 저장하면 개별 보안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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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는 증가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강력한 키 관리체계를 구축(일부 키가
유출되어도 원래 키 복구 가능)
- 반면 공격자는 k -1 세그먼트가 손상되더라도 키를 재구성할 수 없음
※ 임계 암호화 시스템은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이해가 상충되는 개인들이 협력해야 하는 응용
프로그램에 이상적이며, k와 n 매개변수를 적절하게 선택하여 원하는 만큼의 다수 인원에게 특정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원하는 만큼의 소수 인원에게 이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Shamir, 1979)

▶ 비밀분산체계에서는 특정 전제조건 하에서만 가명정보의 복원이 가능하도록 식별
가능정보를 서로 다른 수신자에 대해 하나씩 제공할 수 있음
• 수신자는 원래의 식별가능정보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가명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수 있음
- 가명처리 주체가 매핑을 통해 신중하게 선택한 가명으로 사용자의 식별자를 대체하는
경우, 각 가명은 가명처리 매핑이 비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되돌릴 수 없음(즉,
수신자가 원래 식별자를 계산할 수 없음)
- 모든 가명들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불연계성을 보장하나, 비밀분산법의 속성을
활용하여 추후 신중하게 결정된 수신자들(각각 동일한 주체에 대해 다른 가명을
보유함)이 가명 교환에 동의할 경우 재식별에 이러한 가명을 사용할 수 있음
• 비밀분산체계의 고유한 속성으로 인해, 가명처리 비밀은 여러 주체 간에 공유
- 가명처리 비밀이 가명정보를 특정 정보주체에 귀속시키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고려하였을 때, 비밀분산법이 이를 위한 수단을 제공할 수 있음

3. 개인정보 가명처리 기술 활용사례
(1) 의료 분야
▶ (환자기록 비교) 병원들이 특정 환자의 의료기록에 대해 동일한 최신 버전을
공유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서로 다른 위치에 저장된 환자의 의료기록에 대해
개인정보 가명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비교
• 병원들이 환자의 개인정보(환자명, 의료보험 식별자, 주소)와 의료정보(증상, 진단, 치료
및 약물 등)를 비교할 때 가명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병원 간에 모든 정보를 전송하지
않고 최소한의 가명정보만 상호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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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연구) 의료연구기관이 증상과 약물 간의 상관관계 등 의료연구에서 여러 환자의
공통 패턴을 분석할 때 가명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연구 수행
• 연구기관이 의료연구에서 환자 신원을 식별하지 않고, 병원 식별자, 가명정보만을
활용하여 연구하고, 질병이 발견되면 관련 정보를 병원에 제공하면 해당 병원은 관련
환자를 재식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의료정보관리 네트워크) 환자를 위한 단일 의료정보 관리자가 존재하지 않고 상호
연결된 의료정보관리 네트워크(블록체인과 같은 형태)에서 개인, 병원 컨소시엄, 전담
회사 등이 협력하여 환자의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나리오에서 가명처리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음 (그림7 참조)

그림7 _ 다양한 내부 및 전담 의료정보관리자 조직 시나리오

• 데이터의 공유 관리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임의 데이터의 공유저장을 위한 P2P 네트워크
등에서 활용되는 방식으로 의료정보관리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이 협력하면서 분산된
아키텍처를 실현하여 환자의 신뢰성 향상
• 의료상황에 따라 상호연결된 의료정보 관리자 간에 다양한 유형의 업무 분리와 분할을
적용하는 방법이 적합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상호연결된 정보관리 네트워크 접근 방식은 환자를 위한 단일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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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반영하며, 대신 개인, 병원 컨소시엄 또는 전담회사
등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환자 개인정보를 저장 및 관리
- 단층촬영기계 등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유지보수나 최적화를 위해 때때로 의료정보를
포함한 의료기기정보를 접근해야 할 때, 연구용으로 가명처리된 의료정보를 관리하는
직원과는 다른 의료정보를 관리하는 직원이 보유한 의료정보 활용

(2) 사이버보안 분야
▶ (평판시스템) 머신러닝(ML) 기반의 평판시스템(reputation system)이 방대한 인터넷
URL이나 다운로드된 파일로부터 의심스럽거나 악성코드 감염 등 보안위협을 탐지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송할 때 가명처리 기술을 활용
• 사이버보안기업은 원격보안장비를 이용하여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하여 가명
처리해서 평판시스템 업체에 이를 제공하고, 평판시스템업체는 가명정보를 이용하여
머신러닝 기반의 평판시스템을 학습할 수 있음(또는 프로세서가 컨트롤러를 대신하여
가명처리 가능)

그림8 _ 평판시스템에서 가명정보 활용

▶ (보안운영센터) 전사적인 사이버보안 환경에서 보안운영센터(Security Operation Center,
SOC)를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 가명처리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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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를 운영하는 외부업체는 고객기업의 모든 보안 관련 데이터(서비스, 접근, 방화벽,
서버 로그 등)에 접근하여 보안 관련 이벤트를 분석하고, 보안사고를 탐지하기 위해
방대한 조직의 민감한 정보에 접근
• 기업은 SOC 위탁업체로의 내부정보 노출을 줄이고 분석단계에서 위탁업체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민감한 정보를 위탁업체에 제공하기 전에 가명처리를 실시

그림9 _ SOC에서의 가명처리

4. 결론 및 권고사항
▶ 가명처리는 점점 더 중요한 보안기술로 간주되고 있으며,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정보
최소화를 구현하는 개인정보 처리 수단인 동시에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
▶ 모든 개인정보 이용 사례에 대한 가명처리 적용방법과 시기를 충족시키는 단일
솔루션은 존재하지 않음
▶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다른 가명처리 솔루션도 보안성, 실용성, 확장성 등의 요구사항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 동일한 결과를 낼 수도 있음
▶ 가명처리는 도입 가능한 간단한 옵션이 될 수 있지만 기술 및 관리적 차원에서 매우
복잡한 프로세스로 구성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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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ISA는 가명처리 관련 선진기술과 이용사례에 대한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다음의
권고사항 제시

① 가능한 최상의 기술 정의
• 위험기반 접근방식을 통해 가명처리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이 필수적이며, 모든
이용사례에 사용 가능한 가명처리 기술은 현재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 상황에서 가능한
최선의 옵션을 선택하기 위한 정밀한 분석 필요
• 가명처리는 우수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단이지만 유일하고 완전한 해결책을 아닐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철저한
보안위험평가와 결합하여 수행 필요
• (권고사항1) 컨트롤러와 프로세서는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위험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전반적인 상황과 특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개인정보 가명처리에
참여하여야 함
- 또한 정보주체 역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한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에 전달하기 전에) 가명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포함
• (권고사항2) 개인정보보호 규제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과 사례를 제공하여
위험기반의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시행하도록 장려하여야 함

② 적합한 가명처리 선진기술 활용
• 기술 솔루션은 적절한 가명처리를 위해 중요한 요소이나, 조직 형태와 조직 내 구조적
아키텍처 또한 가명처리의 성공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용
- 즉, 관련 주체들이 가명처리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강력한 가명처리 기술을 채택할 이유가 없음
- 또한 선진기술 도입 검토 시, 개인정보 관리 모델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권고사항1) 컨트롤러와 프로세서는 개인정보 원칙에 기반하여 가명처리 관련 우수한
선진기술 지원방안을 고려해야 함
• (권고사항2) 연구 커뮤니티는 컨트롤러와 프로세서의 신뢰성 요소를 식별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선진적인 시나리오(예: 개인정보 관리)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보장해야 함
• (권고사항3) 개인정보 감독기구(DPA, EDPB)들은 신기술 및 응용 분야와 관련하여 규제
접근방식이 개인정보보호의 관점에서 가능한 모든 주체와 역할을 고려해야하며 동시에
기술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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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최첨단 기술 구현
• 개인정보 가명처리 관련 작업이 많이 진척되었으나, 최첨단 기술을 정의하려면 아직은
더욱 많은 작업이 필요
- 신기술 관점에서 보다 복잡한 사례와 가능한 발전방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지향점(수평/수직)에
따른 질문, 참여당사자, 최첨단 유지절차 관련 이해관계자(연구자, 업계 및 규제기관)가
협력하여 연구 및 응용 시나리오에 대한 접근방식 논의 필요
• (권고사항1)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관련 EU 기관 및 감독기구(DPA,
EDPB)는 기술 고도화를 위해 해당 분야의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규제기관, 연구
커뮤니티, 산업계)를 참여시키고, 가명처리의 최신기술 달성 및 유지를 지원해야 함
• (권고사항2) 연구원들은 인공지능 등 신흥기술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기존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며, 유럽 집행위원회(EC) 및 관련 EU
기관들은 그러한 노력을 지원하고, 확산

④ 개인정보 가명처리의 광범위한 채택
• 최신의 개인정보보호 기술을 검토하면서 추가 조치들을 개발해 개인정보보호 장치를
더욱 발전시켜야 함
• 개방형 데이터 접근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가명처리 기술의 활용이 확대될 것이므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 시나리오에서 가명처리 기술이 보다 광범위하게 채택되고 실제
세계에서 이용되도록 필요한 정보와 동기 제공 필요
• (권고사항) 개인정보 감독기구(DPA, EDPB), 유럽 집행위원회(EC) 및 관련 EU 기관들은
개인정보 가명처리의 이점을 전파하고 해당 분야의 모범사례를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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