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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는 2021년 최상위 9대 전략기술 중 하나로 개인정보보호 강화
컴퓨팅(Privacy-enhancing computing)을 선정(2020.10)1)
• 개인정보보호 강화 컴퓨팅의 기술특징으로 ▲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신뢰 환경 제공 ▲ 분산 방식의 개인정보 처리 및 분석 ▲ 개인정보 처리 또는 분석
전에 개인정보와 알고리즘의 암호화 제시
▶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rivacy-preserving Technology: 이하 PET)
접근방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를 강화
• PET 솔루션을 활용하여 기관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측 등 대규모 데이터 분석 작업에서
개인정보의 기밀성을 유지하면서 여러 지역의 협력업체와 안전하게 공동으로 연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PET는 데이터 분석 시 활용범위를 광범위하게 하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나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여러 한계점이 있음
• PET은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혁신적인 기술로 데이터경제를 재편하고, 정부, 기업, 개인 간
신뢰관계의 변화를 유발
• 현재 PET 솔루션은 컴퓨팅 자원 등 상당한 제한요소가 존재하며, 일부 기술은 여전히
연구단계로 PET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
• 개인정보보호 목적에 적합하도록 PET 솔루션을 이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데이터 규모와 컴퓨팅 성능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PET 솔루션에 대한
다양한 도전과제를 해결하도록 학제 간 연구개발 협력 등 지속적인 개선 노력 필요

2. 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과 법적 환경 변화
(1) 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에 따른 위험2)
▶ (데이터 민감성) 대규모 데이터를 훈련하는 머신러닝 모델에서 훈련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과 달리, 실제적으로는 데이터 복구를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방법이 존재할 수 있음
• 데이터 수집 및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 가능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는 신원(ID) 관리와 관련성이 높음
1) Gartner, Gartner Top Strategic Technology Trends for 2021, 2020.10.19
2) The Royal Society, Protecting privacyin practice – The current use, development and limits of 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 in data analysis, 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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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가 상업기밀이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 기업이 데이터 공유대상을 제한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을 사용할 수 있음
• 그러나 PET 이용만으로 데이터 분석에 대하여 법적, 윤리적 또는 신뢰성의 이슈까지
자동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함
▶ (개인정보보호 위험 분석)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PET를 이용하는 환경에서 다양한
종류의 개인정보 위험을 검토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데이터 분석에서 노출되는 정보의 민감성과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위험수준 분석
• 정보시스템의 보안취약성 평가
※ 보안 3대 요소인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고려하여 유럽연합의 ENISA는 無연계성, 투명성,
개입가능성, 미국의 NIST는 예측가능성, 관리가능성, 분리가능성을 취약성 평가에서 고려

• 규제와 실제적인 집행 사이의 강력한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공식적이고 계량적인 접근방식 검토
※ 비공식적인 요구사항 및 목표 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가능한 개인정보보호 목표로 변환

•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 과정(수집-처리-보급)의 각 단계에서 PET를 적용될 수 있는 위치와
관련된 위험을 고려

(2) 법적 환경(GDPR) 변화에 따른 규제 강화3)
▶ GDPR 법률에 의해 도입된 접근방식인 ‘data protection by design and default’는 개인정보
최소화 등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규정하면서 개인정보보호 기술, 인식, 문화, 규제
등의 변화를 촉발
▶ 조직들이 향후의 데이터 이용을 대비하여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던 기존의 문화에서
변화하여 소규모의 고품질 데이터에 집중하여 수집 및 활용하는 추세 확산
▶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조직이 GDPR 규정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익명정보나 가명정보로
변환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
▶ 현재는 개인정보로 분류되지 않으나,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PET와 같은 새로운 접근방식 고려
▶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서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 이용목적 구체화 및 정보주체의 개인
정보권리 보호와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해결방법으로 PET 이용을 고려

3) The Royal Society, Protecting privacy in practice – The current use, development and limits of
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 in data analysis, 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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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가 구조화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기계판독 가능한 형식으로 컨트롤러로부터
자신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신하고 이동할 수 있는 개인정보 이동권(Portability) 강화

3. 2021년 주요 PET 기술4)
(1) 동형 암호(Homomorphic encryption)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암호화된 상태에서 연산 가능한 동형 암호를 이용할 수 있음
• 동형 암호기술은 지난 30년 이상 학술적으로 연구된 기술로 신기술은 아니지만 가장
안전한 기술로 간주되며, 암호문 또는 암호화된 형식의 계산을 지원하는 특징을 지님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21.6월 데이터를 암호화한 상태로 개인정보보호를 보장하면서
머신러닝 등에도 적용할 수 있는 완전 동형암호 하드웨어 가속기 기술개발에 착수, ’24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5)

▶ 기존에는 계산 집약적 특성으로 인해 동형 암호에 관심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암호화된
영역과 암호문 영역 모두에서 기본적인 처리가 가능한 특성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로 동형 암호가 주목을 받고 있음
•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의 동형 암호 환경에서 클라이언트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서버로
보내고 복호화 없이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해 특정한 분석을 수행하며 암호화된 결과는
클라이언트에게 전송되어 클라이언트는 이를 해독하여 분석결과를 획득
그림 1_ 클라우드-서버 환경의 동형 암호 기술 개념도

출처: The Royal Society(2019.3)6)

4) 101 Blockchains, Top 10 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 (PETs) In 2021, 2021.7.29
5)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616000299
6) The Royal Society, Protecting privacy in practice – The current use, development and limits of
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 in data analysis, 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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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등 개인정보보호(Differential privacy)
▶ 대규모 데이터에서 개별 주체들의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차등 개인정보보호를 이용할 수 있음7)
• ‘17년 애플(Apple)은 AI 기반의 음성비서 훈련을 위한 데이터 처리에서 차등
개인정보보호 기법을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차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확대
• 미국 MIT 대학은 MIT Technology Review에서 ’20년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10대 혁신기술 중 하나로 차등 개인정보보호 선정
▶ 인공지능(AI) 학습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를 계산하거나 결과를 산정하기 전에
데이터에 통계적 '노이즈'를 삽입하여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익명성을
제공하는 기술로 차등 개인정보보호를 사용
▶ 차등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환경에 적합하며, 노이즈를
삽입하는 방식에 따라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 차등 개인정보보호로 구분
• 차등 개인정보보호는 데이터베이스에 많은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집계 통계를
생성하여 개인정보 식별을 어렵게 할 수 있음
• 글로벌 차등 개인정보보호는 기본적으로 서버 측면의 신원에 대한 익명화와 관련되며,
반면 로컬 차등 개인정보보호는 클라이언트 기기 측면의 애플리케이션 신원에 대한
익명화나 비식별화에 중점을 둠
그림 2_ 글로벌 및 로컬 차등 개인정보보호 방식

출처: Accessnow.org, KISA 재인용(2020.11)8)

7) KISA, 글로벌 기업의 차등 프라이버시 기술 적용오픈 소스 지원 현황, 2020.11
8) KISA, 글로벌 기업의 차등 프라이버시 기술 적용오픈 소스 지원 현황,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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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성적 적대 신경망(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 기존 딥러닝 기술과 다르게 적대적 학습방식을 이용하여 스스로 학습하고, 대량의
이미지와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생성적 적대 신경망을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로
이용할 수 있음
• 생성적 적대 신경망(GAN)은 쌍으로 알고리즘을 생성하는 데 중점을 둔 인공지능(AI)의
변형형태임
• 쌍으로 존재하는 GAN 알고리즘 중 하나는 학습에 초점을 맞추고 가짜 데이터를
생성하는 생성기(Generator) 역할을 수행하며, 다른 알고리즘은 가짜 데이터를 판별하는
판별기(discriminator) 역할을 수행
▶ 생성적 적대 신경망은 비지도(unsupervised) 머신러닝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주로
활용되며,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은 실제 데이터의 매우 효과적인 시뮬레이션을 제공하기
위해 2개의 신경망(neural networks) 간 경쟁을 포함
• 합성 데이터 세트를 개발할 때 주로 생성적 적대 네트워크를 활용
그림 3_ 생성적 적대 신경망(GAN) 개념도

출처: SPRi(2017.9)9)

(4) 안전한 다자간 컴퓨팅(Secure Multi-Party Computation)
▶ 안전한 다자간 컴퓨팅(SMPC)은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분산 컴퓨팅
기술로, 개인정보를 타인에서 공개하지 않고 여러 암호화된 데이터 소스에서 입력정보를
받을 수 있음
• 안전한 다자간 컴퓨팅의 가장 일반적인 예는 비밀공유이며, 비밀공유 과정에서
당사자들에게 무작위로 암호화된 형태로 데이터의 일부분을 공유
• 무작위로 암호화하여 공유된 데이터의 일부분을 재결합하면 원하는 통계 결과를 획득
9) SPRi, 적대적 생성신경망(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의 소개와 활용 현황, 2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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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다자 간 계산을 이용한 개인정보 세트 교차 프로토콜에서는 비공개 정보를 가진
두 당사자가 교차정보가 아닌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교차정보 식별 가능
• 안전한 다자간 머신러닝에서 서로 다른 당사자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서로 보내고 자신의
개인정보 입력을 공개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중앙기관이 필요 없이 계산
그림 4_ 중앙신뢰당사자 방식과 안전한 다자간 머신러닝 방식

출처: The Royal Society(2019.3)10)

(5) 신원관리(Identity Management): 블록체인 등
▶ 신원관리 솔루션은 분산원장기술(블록체인) 등의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개인의
신원을 확인
• 분산원장기술(DLT)은 여러 데이터 저장소에서 정보를 기록하고 공유하기 위한 새롭고
빠르게 진화하는 접근방식으로, 블록체인은 암호화 및 알고리즘 접근방식을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DLT의 변형형태임
▶ 신원관리 솔루션은 신원에 대한 검증 및 확인을 통해 기기 수준의 머신러닝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음
• 개인은 블록체인 시스템의 경우 중앙중개자 개입 없이 네트워크에 안전하게 연결하고,
ID(Identity)를 교환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기기를 이용하여 검증된 개인정보에 접근하고,
안전한 채널을 통해 제3자와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음
• 분산된 형태에서 디지털 ID의 정보주체는 자체 ID를 소유하고 통제하며, 자율적으로
정보공유를 결정하면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권리를 강화할 수 있음
10) The Royal Society, Protecting privacyin practice – The current use, development and limits of
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 in data analysis, 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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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_ 전통적인 ID와 블록체인 기반의 ID

출처: Deloitte(2020.10)11)

(6) 제로지식증명(Zero-knowledge proof)
▶ 제로지식증명(ZKP)은 한 당사자(Prover: 증명자)가 다른 당사자(Verifier: 검증자)에게 비밀
자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때 사용
• ZKP는 인증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기술로 도입된 이후,
진술내용의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진술내용의 사실성 여부를 증명하는데 적용
• 예를 들어 ZKP는 생년월일과 같은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개인의 나이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최소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
▶ ZPK는 가명처리를 위해 증명자가 검증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할 때 사용되어 증명자와
검증자는 메시지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으며, 이들 당사자만 메시지에 안전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음12)
• ZPK는 완전성(Completeness), 건실성(Soundness), 영지식(Zero-Knowledge)의 특성을
지니며, 이를 통해 가명처리 등에 활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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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https://blog.deloitte.fr/managing-identities-in-a-decentralized-model/
12) ENISA, Data Pseudonymisation: Advanced Techniques & Use Case, 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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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_ 가명처리를 위한 ZKP 활용

출처: ENISA(2021.1)13)

(7) 합성 데이터(Synthetic Data Sets)
▶ 민감정보를 포함하는 실제 데이터를 대체하여 실제와 유사한 인공적인 합성 데이터를
생성 및 이용하여 개인정보 및 기밀성 보호
• 합성 데이터는 직접 실제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는 특정 상황에 적용가능한
인공적으로 생성된 데이터를 의미하며, 개인이나 이벤트에 대한 실제 데이터의 패턴
등을 복제하기 위해 인공적인 데이터를 생성
• 실제 데이터에서 중요한 통계적 특성의 복제를 통해 합성 데이터를 생성(예를 들어
의료분야의 경우, 진료정보 및 유전체 등 실제적인 의료 데이트를 기반으로 데이터 생성)
▶ 대규모로 합성 데이터를 생성하면 대규모 시험 데이터나 훈련 세트를 생성할 필요성을
줄일 수 있으며, 개인정보 공유나 이차적 개인정보 사용 문제점을 축소하는 데 중점을 둔
AI/ML 사용사례에서 합성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음
그림 7_ 합성 데이터 생성

최초 데이터

합성 데이

합성 및 노이즈 추가
터

출처: Microsoft(2021.2))14)
13) ENISA, Data Pseudonymisation: Advanced Techniques & Use Case, 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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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합학습(Federated Learning)
▶ 데이터로부터 자동화된 학습모델 훈련을 지원하는데 연합학습을 이용
• 연합학습은 여러 위치에 분산 저장된 데이터를 직접 공유하지 않으면서, 협력하며
AI 학습할 수 있는 분산형 머신러닝 기법
•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가 보유한 데이터를 중앙서버에 모아서 일괄적으로 AI 모델을
학습하지만, 연합학습에서는 데이터를 중앙서버로 전송하지 않고, 중앙서버의 AI
모델을 클라이언트로 보내 각각의 데이터로 모델을 훈련
※ ‘17년 6월, 구글은 차세대 AI 학습방법으로 연합학습을 채택하고, 스마트폰 이용자의 맞춤형
학습모델 개발에 연합학습 활용법 제시15),

그림 8_ 구글의 연합학습 모델

※ 이용자의 휴대폰(각 로컬 기기)에서 사용에 따라 모델을 개인화하며(A). 사용자들의 데이터가 집계되고(B),
공유 모델에 대한 합의 변경을 형성하며(C), 이러한 절차가 반복됨
출처: Google(2017.4)16)

▶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로 연합학습을 적용하면 IoT 시스템 등에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면서 새로운 가치 창출 가능
• 예를 들어 연합학습은 데이터 무결성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가상비서의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14) https://cloudblogs.microsoft.com/opensource/2021/02/18/create-privacy-preserving-synthetic-data-for-machine-learning-with-smartnoise/
15) https://ai.googleblog.com/2017/04/federated-learning-collaborative.html
16) Google, Federated Learning: Collaborative Machine Learning without Centralized Training Data, 20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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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에지 컴퓨팅과 로컬 프로세싱(Edge Computing and Local Processing)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에지 컴퓨팅과 로컬 프로세싱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음
• 에지 컴퓨팅에서 사용자 또는 데이터 소스의 근접한 위치에서 컴퓨팅을 수행
• 에지 컴퓨팅과 로컬 프로세싱을 통해 고속 실행이나 지속 연결이 필요하지 않은 기기의
경우에 네트워크 종단에서 중앙집중식 노드로부터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및 서비스를
떨어뜨릴 수 있음
▶ 에지 컴퓨팅과 로컬 프로세싱은 서비스공급자가 클라우드 스토리지 또는 중앙집중식
서비스에서 수집·보유해야 하는 개인정보의 양을 줄임으로써 개인정보 최소화를 지원
그림 9_ 클라우드 컴퓨팅과 에지 컴퓨팅

출처: Akira.AI(2021.3)17)

(10) 신뢰 실행 환경(Trusted Execution Environments)
▶ 신뢰 실행 환경(TEE)은 메인 프로세서 내 독립된 보안영역(Secure Area)이 제공하는
안전한 실행환경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기술로 이용할 수 있음
• TEE의 보안에는 기본적으로 경계 기반 보안 모델을 포함하며, 기밀성과 무결성 측면에서
내부에 로드되는 코드와 데이터를 보호
• TEE는 빠른 계산 능력을 보장하며, 생체인식 ID 방식(안면인식, 지문센서 및 음성 인증)에
적합할 수 있으며, 비밀번호보다 사용하기 쉽고 도용하기 어려움

17) Akira.AI, Difference between Edge Computing vs Cloud Computing?, 202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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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_ 신뢰 실행 환경(TEE) 개념도

출처: The Royal Society(2019.3)18)

4. 인공지능/머신러닝(AI/ML) 분야의 PET19)
(1) 현행 PET 기술의 한계
▶ (동형 암호) 동형 암호 체계를 이용하는 프로토콜에서 암호화된 상태에서 연산처리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며, 데이터 규모가 크게 증가할 수 있음
▶ (TEE) 신뢰 실행 환경에서 보안키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어려울 수 있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프로세서에 영향을 끼치는 부채널 공격(Side-channel Attack)20)이 가능할 수
있으며, TEE의 메모리의 한계로 인해 처리 가능한 데이터 규모가 제한적일 수 있음
▶ (SMPC) 안전한 다자간 컴퓨팅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암호화된 데이터를 통신하는데
발생하는 지연(대기시간)으로 인해 주어진 기능을 계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며, 다른 암호화 방법과 마찬가지로 암호키의 보호가 필요
▶ (차등 개인정보보호) 차등 개인정보보호 환경에서는 추가적인 노이즈가 효용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차등 개인정보보호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전문인력과 자원에 따른
예산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18) The Royal Society, Protecting privacyin practice – The current use, development and limits of
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 in data analysis, 2019.3
19) The Royal Society, Protecting privacyin practice – The current use, development and limits of
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 in data analysis, 2019.3
20) 알고리즘의 약점을 탐색하거나 무차별대입공격을 하는 대신에 암호체계의 물리적인 구현과정의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공격방법(소요시간 분석 공격, 전자기파 공격, 음성 암호 해독, 차분 오류 분석 공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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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보호 강화 머신러닝(Privacy-preserving machine learning)
▶ 개인정보보호 강화 머신러닝(PPML)은 머신러닝 프로젝트에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되는 다양한 접근방법들을 포괄적으로 부르는 명칭
• 합성 데이터, 차등 개인정보보호, 동형 암호, 안전한 다자간 컴퓨팅(SMPC), 신뢰 실행
환경(TEE), 연합학습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을 이용한 다양한 개인정보호강화
머신러닝 기술이 있음
▶ 머신러닝에서 PET는 개별적으로 또는 여러 기술이 조합으로 특정 개인정보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음
• PET는 머신러닝 시스템에서 데이터 수집과 학습하는 과정에도 적용될 뿐만 아니라
학습된 데이터를 현장의 애플리케이션에 전이하는 과정과 모델을 활용하여 추론이나
예측의 결과를 생성하는 과정에도 적용될 수 있음

5. 영국 왕립학회의 권고사항21)
▶ 혁신적인 PET 산업 생태계 조성 촉진
• PET 관련 도전과제 해결에 PET 연구자뿐만 아니라 보안공학자, 업무전문가 등의 전문
지식을 집약하는 생태계 구축
• 정부는 데이터 처리 관련 신생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하고, PET 관련 연구개발과
혁신적인 초기 단계의 기술들을 시험할 수 있도록 촉진
▶ PET 연구개발과 이용 활성화
• 정부는 PET를 조기에 채택하여 활용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PET 솔루션에 대한 초기 경험과 지식을 전파할 수 있음
• 정부는 PET 연구개발과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 산업계,
학계 등과의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
※ 영국 정부의 경우 PET에 대한 전향적 접근방식을 취하면서 영국의 통계청과 국가보안기관은
PET 사용을 실험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영국의 데이터 사이언스 및 인공지능을 위한 국립연구소인 Alan Turing Institute는 국방, 보안,
인공지능, 헬스케어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PET 관련 학제연구 접근방식을
채택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
※ 미국은 PET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17년 지능고등연구프로젝트(IARPA)22))에서 동형 암호
컴퓨팅 기술(HECTOR)23) 프로그램 연구를 개시
21) The Royal Society, Protecting privacyin practice – The current use, development and limits of
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 in data analysis, 2019.3
22) Intelligenc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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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관련 부처들은 PET를 사용하여 기존보다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데이터
분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기회 창출 방안 고려
▶ PET 표준 및 지침 개발·보급
• 현재 PET 표준 및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표준이나 지침, 모범사례 등이 불명확한 상황이므로, PET의 보안 품질을 향상하고
사용자의 신뢰를 향상하기 위해 PET에 대한 표준과 인증마크 등의 제도 마련
※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소비자 보호: 소비자 제품·서비스를 위한 Privacy-by-Design (ISO/PC 317)’
표준을 개발 중이며,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도 국제표준을 연구 중

▶ PET 이용에 대한 인식제고
• 정부, 공공기관 및 규제기관은 PET가 개인정보보호 위험 완화 및 GDPR과 같은 규정
준수 방법에 기여할 수 있도록 PET에 대한 인식을 제고
• 또한 PET가 조직 전체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 시 연관성을 가지도록 가이드라인 제공
• 공공기관이 새로운 PET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고, 경영층에서 품질보장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 개발·보급, 자문 제공, 정보공유 포털 구축 등 지원
▶ PET 연구개발 전문인력 육성
• 암호화, 통계, 시스템 엔지니어링 및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우수한 석박사 학생들을
육성하기 위한 재정 지원 확대
• 국가의 사이버보안 교육 프로그램과 사이버보안 관련 혁신센터 등을 활용하여 인재를
육성하고, 대학의 소프트웨어 공학 및 데이터 사이언스 과정에 PET를 추가하도록 검토
▶ PET 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관리와 이용 혁신
• 정부 부처, 규제기관, 기업,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는 PET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강화 등 개인정보 관리와 이용 생태계에서, PET를 중요한 인프라
요소로 활용되는 방안을 고려

23) Homomorphic Encryption Computing Techniques with Overhead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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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 산업 및 규제 현황과 개인정보보호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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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면인식 산업 동향
(1) 기술 개요
▶ 안면인식 기술은 촬영된 이미지나 동영상에서 사람 얼굴을 검출하여 성별, 연령, 표정
등의 특징 정보를 추출하여 신원식별이나 감정파악 등에 활용하는 기술을 의미
• 사람 얼굴의 눈, 코, 입 등 특징점의 위치나 얼굴 영역의 위치, 비율 등 다양한 요소를
바탕으로 특정 인물을 판별 비교할 수 있음
• 최근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의 인증이나 체온
특정 기능을 지원하는 안면인식 시스템도 등장
▶ 안면인식 시스템은 시각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2D 안면인식‘과 적외선 카메라로
얼굴을 입체적으로 인식·분석하는 ’3D 안면인식‘의 2가지 방식으로 크게 분류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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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_ 안면인식 기술 방식 분류24)
구분

2D 안면인식
Ÿ

개요

3D 안면인식

이미지나 동영상에 찍힌 얼굴의 눈, 코, 입
등의 위치를 인식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

Ÿ

식으로 인물 정보를 확인

의 인물 정보와 대조
장점

Ÿ

다양한 대응 단말기

2D 기술과 적외선 센서 기술을 조합한 방

Ÿ

높은 정확도

Ÿ

광량이나 헤어스타일, 화장 등에 관계없이
인식이 가능

Ÿ
단점

태양이나 조명에 의한 광량이 차이가 인식
정밀도에 영향을 미침

Ÿ

헤어스타일이나 화장에 따라 정상적인 인

Ÿ

대응 단말기 부족

식이 어려울 수 있음

(2) 시장 규모
▶ 시장조사기관 Grand View Research는 전 세계 안면인식 시장이 ’20년 38억 6,000만 달러로,
매년 15.4%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8년까지 121.4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
그림 1_ 전 세계 안면인식 시장 전망25)

• ’20년 시점 3D 안면인식은 전체 36% 이상을 차지하며 시장을 견인 중
• 그러나, 향후 차세대 안면인식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안면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화된
컴퓨팅 분석인 안면분석(Facial Analytics)이 안면인식 기술의 새로운 대세를 형성할 전망

24) SecureInc, いま注目を集める顔認証とは？仕組みや活用方法を解説！, 2021.6.23
25) Grand View Research, ‘Facial Recognition Market Size, Share & Trends Analysis Report 2021 – 2028’,
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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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용 분야
▶ 안면인식 기술은 ▲입퇴실 관리 ▲결제 ▲공공치안 ▲엔터테인먼트 ▲클라우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이 확산
• (입퇴실 관리) 기업, 피트니스 시설, 요양 시설 등의 출입 및 입퇴실 시 안면인식을 통해
개인인증을 실시하여 IC 카드 분실, 재발급 등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시설 내 보안과
안전을 강화
• (결제) 스마트폰이나 안면인식 전용 기기를 통해 편의점, 서점 등 각종 소매 매장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을 대신한 결제를 실행함으로써, 인건비 절감과 소매 마케팅 응용 가능
• (공공 치안) 공항 입국 시 개인인증이나, 공공장소에서의 질서 위반자나 범죄자 색출26) 시
안면인식 기능을 통해 효과적인 탐색 작업이 가능
• (엔터테인먼트) 메타버스 플랫폼 내 사용자 안면인식 정보를 토대로 개인에 최적화된
아바타 생성 및 합성 실행
• (클라우드 기반 API 플랫폼)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사물을 식별하는 머신러닝을
통해 다양한 클라우드 기반 API 서비스가 가능

2. 주요국 안면인식 관련 규제 현황 및 사례
(1) 미국
▶ 텍사스, 일리노이, 워싱턴 등 주정부를 중심으로 생체인식 정보 수집 시 사전 안내 및
동의 획득을 의무화하는 법안 이미 도입되었으며, 여타 주로 관련 법안 검토가 확산
▶ 안면인식은 생체인식 정보 중에서도 즉각적인 식별이 가능한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로
이를 불투명하고 부적절하게 활용한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대한 소송이 최근 부쩍
늘어나고 있는 중
• (뉴욕시) ‘21.7월 국제인권단체인 Amnesty International과 뉴욕시 시민단체 S.T.O.P.27)이
안면인식 기술 및 기타 감시 수단에 관한 공공기록 공개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뉴욕시
경찰청(New York Police Department, NYPD)을 고소28)
• (Facebook) ‘21.2월 연방법원은 Facebook의 얼굴 태그 기능 활용에 대해 일리노이주
‘개인생체정보보호법(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을 위반한 혐의로 6억 5,000만
26) 중국 정부는 ‘18년 당시 5만여 명이 모인 장시성 난창시의 한 콘서트 공연장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 수배 용의자
를 찾은 바 있음
27) Surveillance Technology Oversight Project: 감시기술 남용을 경계하는 프라이버시 단체
28) Cyberscoop, ‘Amnesty sues NYPD, seeking details about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and arrest data’,
202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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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규모의 배상금 지급을 승인29)
▶ 공공기관에 의한 안면인식 기술의 무분별한 활용 확대 방지를 위해 연방거래위원회(FTC)를
주축으로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연방과 주단위에서도 별도 법 제정
움직임이 활발
• (FTC) ‘21.1월, 인물 사진을 당사자 동의 없이 안면인식 AI 훈련에 활용한 Everalbum사에
대해 일체의 관련 데이터 및 이를 토대로 개발된 알고리즘 및 모델을 삭제할 것을 명령30)
- 또한, FTC는 ▲생체인식 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안내를 프라이버시 정책 및
이용약관과 별개의 문서로 작성해 소비자들에게 공지하고 ▲해당 정보의 수집에 앞서
소비자로부터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얻을 것을 동 업체에 의무화
• (연방 법원) ’21.6월 연방 상원에서는 정부기관의 생체인식 기술 활용 중단을 위한
법안(S.4084)이 발의
- 동 법안은 ▲연방 기관의 안면인식 및 기타 생체인식 기술 활용 금지 ▲생체인식 기술
사용을 중단하는 주정부 및 지자체 기관들에 연방 예산 지원 ▲동 법에 반해 생체인식
기술로 수집된 정보는 어떠한 소송에도 활용 불가 등을 규정31)
• (일리노이주) ’21.8월 일리노이주 의회는 여타 주나 연방의 이민 당국이 일리노이주
거주자의 생체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SB0225)을 통과32)
- 동 법안에 따라 일리노이 주정부는 주민의 공식 신분증 사진을 연방 이민 당국 등에
제공할 수 없게 됨
- 동 법의 통과는 연방 이민법 집행 등을 명분 삼아 안면인식 기술이 반헌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
• (메인주) ‘21.6월 메인주는 공공기관의 안면인식 기술 활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LD 1585)을 만장일치로 통과
- 동 법안은 주 내 각급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안면인식 기술을 보유하거나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여타 제3자에게 대리 위탁하는 것이 금지됨33)

29) Associated Press, ‘Judge approves $650M Facebook privacy lawsuit settlement’, 2021.2.27.
30) JD SUPRA, ‘Biometric And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In The U.S.: What’s In Store For 2021?‘,
2021.4.5.
31) DataGuidance, ‘USA: Legislators reintroduce bill to ban government use of facial recognition and
biometric technology’, 2021.6.16.
32) https://www.ilga.gov/legislation/billstatus.asp?DocNum=225&GAID=16&GA=102&DocTypeID=SB&LegID=13
0453&SessionID=110
33) TechCrunch, ‘Maine’s facial recognition law shows bipartisan support for protecting privacy‘, 202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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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 현재 중국에서는 다양한 민간 서비스에 안면인식 시스템 적용이 확산34)됨에 따라,
사법부 판결과 지자체 단위에서의 규제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침해 방지를 위한 대응 조치가 가시화
• (최고인민법원) 중국 최고인민법원(Supreme People's Court of China, SPC)은 ‘21.7월,
이용자 동의 없는 민간 부문의 안면인식 기술 활용은 금지하는 규칙을 발표35)
- 이에 따라 ’21.8월부터는 어떠한 앱도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특히 안면인식 데이터 수집에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
- 앞서 중국 사법부는 저장성의 한 법학교수가 ‘동물원 입구에 설치돼 당사자 동의 없이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얼굴 인식 시스템’을 문제 삼아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이미
1심과 2심 모두에서 원고 승소 판결(생체인식 정보 삭제 및 입장권 환불)을 내린 바 있음
• (인민회의) 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Revolutionary Committee of the Chinese Kuomintang,
RCCK)가 ’21.3월 안면인식, 동영상 기록 및 데이터수집 행위를 불법으로 인정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Chinese

People’s

Political

Consultative

Conference, CPPCC)에 제출36)
• (지자체) 중국 지자체에서는 민간 부문에 의한 안면 이미지 수집과 안면인식 서비스 적용을
금지하는 추세가 확산
- 중국 대도시인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 일부 주거 지역에서 주택 단지 입구에
설치한 안면인식 장치에 대한 보이콧이 확산
- 해당 주거지 주민들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안면 정보와 출입 기록 등이 수집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
- 이와 관련 항저우에서는 ‘20.12월 주거 집합지에서 생체정보 수집 의무화를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된 가운데, 지역 사회가 주민에게 안면인식 장치 사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
- 광동성 선전시는 ’21.6월에 제정한 ‘선전 경제특구 개인정보보호 규정37)’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는 안면인식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에 앞서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관련 안내를 제공한 후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을 것을 의무화했으며,
‘22년부터 시행에 나설 예정
34) 음식 배달앱부터 전자상거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앱이 안면인식을 결제 승인 등에 활용 중이며, 각종 다중
이용시설 역시 신원 확인이나 범죄 억제 등을 위해 안면인식 시스템을 채택
35) Global Times, ‘Apps barred from indiscriminate collection of unnecessary personal information’, 2021.7.28.
36) Biometric Update, Chinese lawmakers consider more facial recognition restrictions, 2021.3.8
37) 深圳市人大委会, ‘深圳市第七届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公告（第十号）’, 2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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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안면인식에 대한 규제 트렌드에 부응하기 위해 중국 소셜미디어 TikTok은 안면정보를
포함한 생체정보 수집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38)
• TikTok의 이러한 조치는 생체인식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밝혀두고 법적으로 이용자 동의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사전 동의를 구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최근 자국 안팎의 안면인식에 대한 규제에 대응코자 한 것

(3) 유럽
▶ EU는 아직 안면인식 기술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공식적으로 적용하고 있지 않으나, AI
규제안과 EU 산하 기구 및 일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법제 마련에 대한 공감대 확산 중
• (AI 규제안)39) ’21.4월 유럽집행위원회(EC)가 안전하지 않은 AI를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
사용을 불허하는 규제안을 발표하며 법제화를 추진 중
- 해당 규제안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법집행을 위해 안면인식을 포함한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을 수행하는 AI에 대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금지
AI 관행(prohibited AI practices)’으로 분류
- 그러나 동 규제안의 경우 실종 아동 찾기, 범죄자 추적, 테러 대응 등 특정 목적 하에서는
안면인식 활용을 허용
• (EDPS) EU 개인정보보호 자문기구(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EDPS)는 ‘AI 규제안’
대비 안면인식 활용에 대한 한층 더 비판적 입장을 발표40)
- ‘21.4월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심각하게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안면인식의
속성을 지적하며 해당 기술의 사용을 금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
- EDPS는 과거에도 공공장소에서의 안면인식 사용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EC가 이에 응하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명하며,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관련
기본권을 위협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특히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
▶ 영국은 개인정보 규제기관과 산업단체의 자발적인 가이드라인이 개발되며, 안면인식
기술 활용에 대한 자율규제 접근이 강조
• (ICO) 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는 ‘21.6월
공공장소에서의 실시간 안면인식 기술 활용 요건을 의견서(opinion) 형태로 제시41)
38) Dailymail, ‘TikTok is changing its privacy policy in the US so it can harvest users' faces, voiceprints
and other biometric data’, 2021.6.4.
39) EC,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mending ceartain Union legislative acts’, 2021.4.21.
40) Reuters, ‘Facial recognition should be banned, EU privacy watchdog says’, 2021.4.24.
41) ICO, ‘Blog: Information Commissioner’s Opinion addresses privacy concerns on the use of live fa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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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적법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정하고, 유효한 법적 근거의 요건을 충족할 것 ▲특정 범주 개인정보 및
범죄 관련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요건을 충족할 것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혹은 기타
영향이 발생할 위험을 감수할 만큼 해당 목적이 중요함을 입증할 것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수행과 더불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원칙을 준수할 것 등을 제시
• (영국보안산업협회) 산업단체인 영국보안산업협회(British Security Industry Association,
BSIA)는 ’21.2월 자동화 안면인식 기술의 윤리적·합법적 사용 가이드(Automated Facial
Recognition-A guide to ethical and legal use)를 발간42)
-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자동화 안면인식 기술에 대해 ▲필요성 확인▲기술의 활용 장소
확인 ▲OECD의 AI권고안43)에 의거한 윤리성 평가 ▲정보보호 영향평가(DPIA) 시행 및
윤리성·합법성· 비례성 보장 등의 절차에 따라 기술 활용의 필요성을 평가할 것을 권고
▶ 스페인 개인정보 감독기구(AEPD)는 ‘21.7월 ‘돈세탁 및 테러자금 차단법44)’에 규정된 고객
신원확인 의무 이행을 위해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힘45)
• 생체인식 기술은 해당 법이 의무화한 신원확인 방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돈세탁이나
테러자금 차단을 위해 안면인식을 활용하는 행위는 GDPR 제9조제2항제g호46)에 해당되는
적법 처리가 아니라는 것이 AEPD의 판단
▶ 폴란드 개인정보 감독기구(UODO)는 ’21.3월 생체식별정보의 특수성과 처리 조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47)
• 안면인식을 포함한 생체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제작할 때는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부터 시행해야 하며, 해당 시스템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때는 필수성, 합목적성,
비례성 등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을 고려해야 함

42)
43)
44)
45)
46)

47)

recognition technology in public places‘, 2021.6.18.
British Security Industry Association, ‘BSIA launches industry-first ethical Automated Facial
Recognition (AFR) framework’, 2021.1.25.
OECD Council Recommendation on AI. AI 시스템 개발 시 ▲포용성과 지속 가능성 ▲인간 가치와 공정성 ▲
투명성과 책임성 ▲견고성과 안전성 ▲책임성의 준수를 권고
Law on 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DataGuidance, ‘Spain: AEPD publishes report on use of facial recognition for AML/CFT compliance’, 2021.7.5.
EU법이나 회원국법을 근거로 상당한 공익적 이유가 있을 경우 일정 조건(목적을 고려할 때 비례적일 것, 개인정보
보호권의 본질을 존중할 것, 정보주체의 기본적인 권익 보호에 적합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이 충족될 경우에는
특정 범주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행위가 가능하다는 규정
UODO, ‘Dane biometryczne mogą być wykorzystywane tylko w wyjątkowych sytuacjach’, 20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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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 국내 법제에서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20.8)에서 안면인식 정보를 민감도가
높은 생체인식정보로 명문화하며 개인정보 처리 시 동의 의무를 부과
• 동 시행령에서는 지문, 홍채, 인식된 얼굴과 같은 생체인식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
제공하려는 자는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생체인식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을 것을 의무화
▶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부천시가 ‘21.2월 최초로 안면인식이 가능한 AI CCTV 시스템
구축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른 개인정보 이슈가 부각
• AI CCTV는 코로나 확진자의 얼굴을 인식해 자동 추적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개인 신원과
얼굴까지 특정해 추적이 가능하여, 나이·성별·체형·옷차림, 마스크 착용 여부 같은 정보도
자동으로 수집
• 국가 기관에 의한 개인 추적은 사생활과 개인정보보호 면에서 인권 침해 소지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 체계가 미비해 별도의 보상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

3.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쟁점과 시사점
▶ 개인정보보호와 민간 혁신 간의 균형을 위한 법제도 수립 작업과 가이드라인 제정
• 주요국 정부들은 다양한 법제정과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로서의
안면인식 정보에 대한 합법적인 활용과 처리를 위한 법률 및 제도적 근거 마련 작업을 본격화
- 미국의 경우 비교적 앞선 규제 수립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정부를 중심으로
안면인식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 획득을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의 관련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법안 도입이 확산
- 정부에 의한 안면인식 정보 활용도가 높은 중국에서는 민간의 관련 기술 활용에 대한
금지 규정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중
- 한편, 유럽에서는 안전대책 마련 하에 민간에서의 안면인식 기술 적용을 위한 규제
논의와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혁신을 위한 여지도 동시에 마련
• 우리나라의 경우, 영상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범죄의 예방 및 수사(①의 2)나 교통단속(①의 4) 등과 같은 공공 안전 및 공익과 관련한
경우 안면인식과 같은 영상정보의 처리를 허용
- 25 -

21년 8월 월간(2)
• 그러나, 해당 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 등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처리 절차와 방법이
영상 정보기기 운영자에게 위임(⑤~⑧)하는 것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활용에 따른 법적
근거는 모호한 상황
• 따라서 법제정까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논의 수렴과 함께 규제기관과 산업단체의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민간의 혁신을 동시에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안면 정보유출 및 조작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 안면정보는 다른 어떤 종류의 개인정보나 생체정보보다도 개인 특정성과 식별성이 높기
때문에 정보 유출에 따른 악용 시 개인이 겪게 될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심각할 수 있음
• Facebook의 얼굴 태그 기능에 대해 거액의 배상금을 부과한 연방법원의 판례 역시 동의
없는 기술 사용으로 인한 개인의 이익 침해를 중요하게 고려한 것
• 한편, 딥페이크(deep fake)와 같은 기술 역시 특정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가짜 뉴스나
음란물 콘텐츠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면인식 정보의 활용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신설(제14조의2, 제15조)을 통해 허위 영상물을
만들거나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공급자를 대상으로 제정된 것으로, 딥페이크물 구매와 소지 또는
시청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도 함께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
▶ 공공분야 안면인식 적용에 따른 합법성 및 윤리 이슈 대응 방안 수립
• 안면인식 기술은 접근 통제, 범죄자 수색, 산업 안전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효율과 가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
• 그러나, 안면정보 수집 및 적용에 따른 개인의 피해나 알고리즘 편향에 의한 차별 등은
국가에 의한 개인 사생활 감시와 인권 보호를 둘러싼 합법성과 윤리적 문제를 야기
• 따라서, 공공부문의 안면인식 기술 적용 시에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따른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보편적 합의 도출 과정이 필요
• 또한, 공정성, 안전성, 투명성과 책임성 등 기술 적용에 따른 윤리 원칙을 제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안면인식 기술 적용의 당위성과
책임있는 활용에 대해 시민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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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PB,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에 관한 새 가이드라인 발표

[ 목 차 ]

1. 개요
EU개인정보보호이사회가 음성인식 기반 가상 비서 서비스(virtual voice assistant, VVA)
서비스에 관한 새 가이드라인을 발행(‘21.7.7)

2. VVA 현황과 특성
VVA는 매우 개인적인 성격의 정보를 다루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및 개인
정보 침해 위험을 동반

3. EU 개인정보 보호 법제 준수를 위한 VVA 업계의 유의 사항
투명성, 목적 제한, 처리의 근거 등과 관련해 유의해야 할 사항 및 주요 권고사항

4. 마치며
VVA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 필요

1. 개요

▶ EU개인정보보호이사회(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EDPB)가 음성인식 기반
가상 비서 서비스(virtual voice assistant, VVA) 서비스에 관한 새 가이드라인48)을
발행(‘21.7.7)
• VVA란 사람의 음성 명령을 이해하여 특정 정보를 불러 오거나 IT 시스템을 실행시키는
일종의 인터페이스형 서비스이며 오늘날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스피커 등
다양한 단말을 통해 대중화된 상태

48) Guidelines 02/2021 on virtual voice assistants(Version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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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VA는 이용자의 말을 듣고 응답하는 일상적인 과정을 통해 무엇을 검색했고 어떤
약속을 잡았는지 등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접하게 되며, 음성 및 기타 데이터를
단말에 저장하고 원거리의 서버에 전송하기도 함
- 따라서 VVA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트롤러 및 관련 프로세서들은 EU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인 GDPR뿐만 아니라 전자통신 부문의 개인정보 보호법인 e-프라이버시
지침(e-Privacy Directive, e-PD)도 아울러 준수해야 함
• 이에 동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유의해야 할 VVA의 특성과 업계 관행상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일련의 권고사항을 제시
- VVA 설계자/제공자 및 개발자들은 GDPR에 규정된 필수 안내 사항을 음성
인터페이스로도 전달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함(이용자가 시각 장애 등으로 인해
텍스트를 읽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단말기 자체에 스크린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
- 현재 모든 종류의 VVA는 최소 한 명의 이용자가 서비스에 등록하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기본 설계 및 설정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GDPR 제25조)’ 준수를 위해서는 이용자
등록이 실제 필요한지 여부를 VVA 기능별로 검토 필요
- 통상적으로 VVA 계정은 이메일, 동영상 스트리밍 등 여타 서비스와도 묶이는데, 이런
구조에서는 프라이버시 정책 역시 길고 복잡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GDPR에 규정된 투명성 원칙과 충돌하므로 여러 서비스를 연결하는 행태는 가급적
지양해야 함
- 일반적으로 VVA의 개인정보 처리 목적은 크게 네 가지(요청 실행, VVA 개선, 이용자
식별, 콘텐츠/광고 맞춤화를 위한 프로파일링)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요청을 실행하기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는 e-PD 제5조제3항의 사전 동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e-PD 제5조제3항
전자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입자(혹은 이용자) 단말기에 정보를 저장하거나 그 기기에 이미
저장된 정보에 접근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정보처리의 목적 등을 포함하는 포괄
적이고 명확한 안내 및 그 정보처리를 거부할 권리를 해당 가입자(혹은 이용자)가 제공 받은 상
태’에서만 허용돼야 한다. 단, 통신 전송 (혹은 원활한 전송)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가입자(혹은
이용자)로부터 명시적으로 요청된 정보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적 저장
및 접근은 본항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다.

- 일부 VVA 서비스는 이용자의 삭제 요청이 있을 때까지 개인정보를 무기한 저장하고
있는데, 이는 저장 제한의 원칙에 맞지 않는 행태(개인정보는 처리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 동안만 저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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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가 우발적으로 수집된 사실이 인지된 경우, 컨트롤러는 해당 데이터의 처리
목적 각각에 대해 유효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법적 근거가 없을 시
그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함
- VVA는 여러 사람이 같은 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는 특성상 개인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접근 관리 메커니즘과 이용자 인증 기법이 필요할 수도 있음
(단, 패스워드 같은 전통적인 방식은 음성 커맨드 기반인 VVA의 특성상 어울리지 않음)
- VVA 제공자/설계자는 이용자 음성 수집 시 서비스 제공에 필요치 않은 기타
데이터(여타 개인의 음성이나 백그라운드 노이즈 등)가 섞여 들어갈 수 있음을
감안하여 오직 이용자의 음성만 녹음하기 위한 필터링 방안을 모색해야 함
- 개인정보 보호 영향평가(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 DPIA)의 필요성 유무를
검토할 때, VVA는 DPIA를 요하는 조건과 범주에 해당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 VVA 관련 컨트롤러는 쉬운 음성 커맨드를 통해 이용자들이 정보주체로서의 권리를
실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2. VVA 현황과 특성
▶ (시장 현황) 근래의 기술 발달에 힘입어 VVA는 정확도와 이용자 규모 양쪽에서 큰
진전을 이뤘고 현재는 스마트폰, 자동차(커넥티드카), 스마트 스피커, 스마트 TV 등
여러 종류의 단말에 탑재돼 있음
• 오늘날의 모든 스마트폰은 VVA를 탑재한 단말기이며 그 대다수는 처음부터 VVA를 켠
상태로 출시됨
• PC/노트북 시장의 주요 OS들 역시 VVA를 탑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스마트 스피커의 보급
확대(2019년에만 1억 4,700만 대 판매)로 수많은 거실과 사무실에도 VVA가 들어선 상태
• VVA는 음성 언어를 통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혹은 가전제품
등 여타 장비를 제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때때로 매우 편리하고 포용적이며,
앞으로는 의료 등의 분야에서도 비접촉 커뮤니케이션 확대 차원에서 도입이 가속화될 전망
• VVA 생태계에는 ▲VVA 제공자(혹은 설계자) ▲VVA 앱 개발자 ▲통합자(VVA 탑재를
희망하는 단말 제조사) ▲소유주(자신이 운영하는 물리적 공간(숙박시설, 업무환경, 렌트카
등)에서 손님들에게 VVA를 제공하려는 사람) ▲이용자 등 크게 5개 부류의 행위자가
존재하며, 일부 행위자는 설계자 겸 통합자, 설계자 겸 앱 개발자 식으로 복수의 역할을
겸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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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동 방식) 일반적으로 VVA가 이용자 요청을 실행할 때 개인정보 처리의 상당
부분은 서버 상에서 이루어지며, 단말 차원에서의 정보 처리는 기상 명령어(wake-up
expression: VVA를 적극적 듣기 모드(명령 접수 가능)로 전환시키는 특정 어휘나
어구)를 탐지하는 정도에 그침

표1 _ VVA 작동 방식
단계 구분

내용
단말기(스마트폰, 스피커, 자동차)에 설치된 VVA가 기상 명령어 탐지만을 수행. 이때

1) 대기

VVA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지만 기상 명령어를 포착하기 위해 주위의 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있음(대기모드)

2) 기상 명령어 포착

3) 기상 명령 재확인

4) 요청 접수

이용자가 기상 명령어를 발화(發話)하면 VVA가 그 음성 신호를 로컬(단말기) 차원
에서 기상 명령어와 비교. 양자가 일치할 경우, VVA가 적극적 듣기 모드로 전환됨
음성 명령이 원격 서버에서 처리될 경우, 오작동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키워드
발음에 대한 2차 확인이 서버 차원에서 수행되는 경우가 많음
이용자가 요청이 담긴 명령을 말하면 VVA 제공자에게 오디오가 전송되고 그 내용이
텍스트로 자동 변환(전사, transcription)됨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기술을 통해 명령이 해석됨. 메시지의

5) 요청 해석

의도가 추출되고 제공해야 할 정보의 종류가 식별되면 그에 적합한 상호작용
시나리오가 실행됨

6) 앱 개발자에 요청

명령 내용이 서드파티 앱의 어떤 기능과 관련된 것이라면, VVA 제공자는 해당 앱
개발자에게 메시지의 의도와 제공해야 할 정보의 종류를 통지
이용자의 요청에 적합한(적어도 그렇게 추정되는) 응답이 특정되며, VVA가 요청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I don’t have the answer to your

7) 적합한 응답 선택

question’ 식의 답변이 선택됨. 필요할 경우 다양한 원격 리소스가 활용되는데,
그 중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 가능한 것(온라인 백과사전 등)도 있고 이용자
인증이 필요한 것(은행계좌, 음악 앱, 온라인 쇼핑용 계좌 등)도 있음
답변 문구가 생성되면 이를 음성 문장으로 합성(text to speech)하고, 취해야 할

8) 대답 출력/명령 실행

행동(블라인드 내리기, 실내온도 조절, 음악 틀기, 대답하기 등)이 확정되면 그
명령을 해당 장비에 전달해 실행

9) 대기 상태로 복귀

▶ (개인정보 침해 위험) VVA는 매우 개인적인 성격의 정보를 다루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관리가 부실할 경우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위험도 내재
• 오늘날의 VVA 시장은 소수의 메이저 서비스에 수많은 이용자가 집중된 형태이므로 그 중
어느 하나만 공격을 받더라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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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현재로서는 특별한 외부 공격이 없더라도 개인정보 노출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VVA가 엉뚱한 어구를 기상명령으로 오인하여 활성화될 경우, 이용자가 원하지도
않았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개인정보 전송이 발생할 수 있음49)

3. EU 개인정보 보호 법제 준수를 위한 VVA 업계의 유의 사항

▶ (이해관계자 역할 구분) GDPR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VVA 관련 사업자 각각을
역할별(컨트롤러/프로세서)로 구분하고 그들 각각에 대해 연락이나 행동을 취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관련 사업자가 많아지고 그들 사이의 관계가 복잡해지더라도
여전히 유효함
• VVA 생태계에서는 같은 사업자라도 상황에 따라 컨트롤러(혹은 공동 컨트롤러)가 될 수도
있고 프로세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VVA 관련 사업자들은 그 같은 역할 구분의 조건을
정보주체에게 명확히 안내해야 함
- 예를 들어, VVA 설계자는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을 때는
컨트롤러이지만 서드파티 앱 개발자를 대신해 특정 데이터 처리를 수행할 때는
프로세서가 됨
- 따라서 어느 은행이 VVA 앱을 출시해 음성 명령 기반의 계좌관리를 지원한다면, 해당
개인정보 처리에 관해서는 VVA 설계자가 아니라 그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한
은행이 컨트롤러가 됨
- 반대로 VVA 자체의 응답 정확성 개선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에는 VVA
설계자 자신이 컨트롤러가 되며, 이는 처리 대상 개인정보에 서드파티 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데이터가 섞여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 (투명성) VVA는 이용자의 음성, 위치정보, 통신 내용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성격이며,

따라서

관련

컨트롤러들은

GDPR에

규정된

투명성

원칙(GDPR

제5조제1항제a호, 제12조, 제13조, 전문 제58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안내를
‘간명하고 투명하며 이해하기 쉬운 형식’과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함
• 투명성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지원하고 개인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며, 따라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자체에 문제가 발생함

49) 참고로 미국에서는 Amazon Alexa의 오작동으로 인해 사적 대화와 더불어 환자 개인정보까지 노출된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4명의 의료인이 Amazon을 고소하기도 했음(2021년 7월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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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8월 월간(3)
• 그러나 VVA는 하나의 단말기로도 다수의(그리고 다양한 부류의) 이용자를 둘 수 있고
서비스 생태계도 복잡하며 음성 인터페이스 자체의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컨트롤러
입장에서는 투명성 요건을 준수하기가 다소 까다로운 편
- VVA 관련 컨트롤러는 단말기를 설치한 이용자 외에도 다양한 부류의 이용자(등록 이용자,
비등록 이용자, 우발적 이용자) 누구에게든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필수 안내를 제공해야
하며, 그 안내는 아무리 늦어도 개인정보 처리가 시작될 시점에는 이루어져야 함
- VVA는 시각 장애인이나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을 이용자로 둘 개연성도 큰 만큼,
컨트롤러들은 음성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도 개인정보 처리 관련 안내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방안50)을 개발 및 적용해야 함
- 오디오 기반의 안내 역시 문서를 통한 안내와 마찬가지로 내용이 간명하고 반복 청취를
지원해야 하며, 음성으로 안내된 내용은 개인정보 감독기구와 이용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공개돼야 함

표2 _ VVA 투명성 관련 권고사항
구분
통지 형식

내용
VVA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해 안내할 때, 해당 프라이버시 정책은 동일 계정에 연결된
여타 독립적인 서비스(이메일, 온라인 구매 등)와는 별개의 섹션으로 구성돼야 함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안내의 내용은 개인정보가 실제 수집 및 처리되는 바와 일치해야 함
- 음성 샘플에는 발화자의 스트레스 수준 같은 메타 정보도 포함되는 만큼, 컨트롤러는
자신이 구체적으로 로우 데이터의 어떤 측면을 처리하는지 알려야 함
- 녹음된 음성의 처리로부터 수집되거나 추출된 데이터’의 처리에 관한 일체의 안내사항

안내할 사항

역시 투명하게(GDPR 제12조) 제공돼야 함
- 주변 환경으로부터 수집될 수 있는 정보의 종류(방 안의 다른 사람들, 주변의 음악, 의료
/마케팅 등을 위한 음성 처리, 반려동물 등)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견지해야 함
- 단말기에 서드파티 앱 설치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주
의해야 함. 다른 앱들이 혼용될 경우,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정보가 누구에 의하여
어느 정도까지 처리되는지 알기 어려울 수 있음

▶ (목적 제한 및 법적 근거) 통상적으로 VVA 사업자들이 수행하는 개인정보 처리는
▲이용자의 요청을 실행, ▲VVA 개선, ▲이용자 확인(식별), ▲콘텐츠/광고 개인화를
위한 이용자 프로파일링 등을 목적51)으로 함
• ‘이용자의 요청을 실행’할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는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계약 이행’
50) 필수 정보 안내에는 대개 문서가 활용되지만 GDPR은 ‘여타 수단’도 허용하고 있음. 그리고 스크린이 없는 단말기로
VVA를 제공하더라도 GDPR의 안내 의무는 여전히 그대로 컨트롤러에게 적용됨
51) GDPR 제5조제1항(개인정보 처리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이며 적법한 목적을 위해 수집돼야 하
고,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추가로 처리되어선 안 됨. 컨트롤러는 이용자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끔 VVA와 관
련된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활동은 그 목적에 맞게 적절한 법적 근거를 갖춰
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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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실행 가능
- 이용자 단말기에 정보를 저장하거나 그 기기에 저장돼 있는 정보에 접근을 수반하는
음성명령

처리에는

원칙적으로

e-PD

제5조제3항이

적용되지만,

동

조문은

‘이용자로부터 명시적으로 요청된 정보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저장 및 접근에 대해서는 동의 요건을 면제
- 또한 VVA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초 이용자가 계정 등록을 해서 서비스를
활성화시켜야 하며, 이는 바꿔 말하면 이용자 요청을 처리하는 (본질적) 용도로 VVA를
사용하기 위한 계약 관계52)가 이용자와 VVA 컨트롤러 사이에 존재함을 의미
- 따라서 이용자의 요청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는 GDPR 제6조의 법적 근거 중
(‘동의’가 아닌) ‘계약 이행’에 기반을 둔다고 볼 수 있음
- 요청 실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는 이용자의 음성 요청을 저장하고 텍스로 변환해
해석한 후 지식 소스(온라인 백과사전 등)와의 정보 교류를 거쳐 최종 답변을 음성으로
변환해 출력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포함되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할 경우에는
머신러닝을 이용한 개인정보 처리 역시 그 일부로 간주될 수 있음
• 반면, ‘VVA 개선’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처리는 ‘계약 이행’이 아닌 여타 법적
근거(즉, 동의)를 필요로 함
- VVA 서비스들의 이용 약관에는 종종 성능 개선의 여지가 언급돼 있으나, 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는 ‘계약 이행을 위해 (꼭)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로 인정되기 어려움
- VVA는 (음성 인식의 정확성과 별개로) 이미 계약 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이고, 대다수 이용자는 (미래 어느 시점의 개선된 서비스가 아닌) 현재의
서비스에 대한 사용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
- 참고로 VVA 개선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활용되는데, 하나는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새 데이터를 머신러닝 훈련 데이터에 추가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요청 실행을 위해
처리된 데이터 일부를 사람이 직접 검토하는 것임
- 예를 들어, 어느 이용자가 동일한 음성 명령을 세 번이나 반복해야 했다면, ▲사람이
직접 그 명령의 텍스트 버전을 음성 파일과 대조해 내용 일부를 정정한 후 ▲해당 음성
파일과 수정된 텍스트를 훈련 데이터에 추가하여 VVA의 성능을 개선하는 식임
• 이용자 식별을 위한 음성 등 생체인식 데이터의 처리(GDPR 제4조제14항) 역시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요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GDPR 제6조)뿐만
52) 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하여 GDPR에서 의미하는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계약 이행, 동의 등)를 갖춘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함. 즉, 계약 체결에 대한 동의는 그 계약 자체의 유효성 요건 중 하나일 뿐 특정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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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특별범주 개인정보 처리(GDPR 제9조)의 금지 예외 조건도 갖춰야 하기 때문
• 한편, 개인화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는 경우에 따라 법적 근거가 달라질 수도 있음
- ‘콘텐츠 개인화’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특성, ▲일반적인 이용자들의 예상
범위(서비스의 홍보 방식이나 이용 약관의 내용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개인화
없이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따라 특정 VVA의 본질적인 요소로 간주될
수도 있음
- 콘텐츠 개인화가 이용자로부터 명시적으로 요청된 서비스의 일부이자 계약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해당 개인정보 처리는 ‘계약 이행(GDPR 제6조제1항제b호)’을 법적
근거로 삼을 여지가 있음
- 물론 그 처리가 ‘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소가 아닐 경우, VVA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53)(GDPR

제6조제2항제a호에

규정된

법적

근거이자

e-PD

제5조제3항의 의무사항)를 구해야 함
- ‘광고 개인화’는 이용자로부터 명시적으로 요청된 서비스로 간주될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

표3 _ 목적 제한 및 법적 근거 관련 권고사항
구분

내용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을 알려야 하며, 그 목적은 이용자의 예상 범위를

목적 통지

벗어나지 않는 성격이어야 함. VVA 이용자 입장에서 보자면, 음성 명령을 이해하여
유의미한 반응(대답이나 특정 기기 조작 등)을 내놓는 것이 바로 그런 종류의 (예상
가능한) 처리 목적에 해당
개인정보 처리가 동의에 기반할 경우, 그 동의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특정 목적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정보주체는 그 목적 각각에 관해 선택권을 가져야 함
- 컨트롤러가 여러 종류의 목적을 위해 동의를 구할 때는 정보주체 스스로 선택적인

동의의 요건

동의를 할 수 있게끔 그 목적 각각에 대해 개별적인 사전 동의(opt-in) 옵션을 제
공해야 함
- 예를 들어, 정보주체는 이용자 식별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와 VVA 개선을 위한 개
인정보 처리 중 어느 하나 혹은 양쪽 모두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함

▶ (어린이 개인정보) 어린이 역시 VVA를 사용할 수 있고 성인의 계정과 연결된 자신의
프로파일을 생성할 수도 있으며, 일부 VVA는 아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단말기에
탑재되기도 함
• 계약 이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경우, 어린이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조건은 EU 회원국

53) 단, 경우에 따라서는 ‘정당한 이익(GDPR 제6조제2항제f호)’을 법적 근거로 삼을 여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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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계약법에 따라 달라짐
• 동의에 근거한 개인정보 처리의 경우, 본인 동의 기반의 처리는 GDPR 제8조제1항에 따라
미성년 이용자의 연령이 16세 이상일 경우에만 적법함(16세 미만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는 부모나 보호자의 명시적 허락이 있을 경우, 그 허락의 범위 내에서만 적법)
• 또한 컨트롤러들은 미성년자의 VVA 활용을 부모나 보호자가 제어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자녀보호(parental control) 수단 개발에도 자원을 투입해야 함
- 어느 정도의 자녀보호 기능은 지금도 이미 활용 가능하지만, 현재까지는 이용자 친화성과
기능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
▶

(개인정보

저장

기간

제한

및

최소화) VVA가

처리·생성하는

다양한

종류의

개인정보(음성, 음성을 변환한 텍스트, 메타데이터 등)에는 GDPR 제5조의 개인정보
처리 원칙이 적용됨
•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 동안만 저장할 수 있으므로, VVA 관련
컨트롤러(VVA 제공자 및 앱 개발자)들은 처리의 목적별로 개별 개인정보의 저장기한을
설정해야 함
• 또한 개인정보 최소화의 원칙에 따라 저장하는 개인정보의 종류와 양 역시 제한해야
하는데, 이 같은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X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굳이 모든 음성
파일이나 전사 파일을 저장해야 하는가?, ▲전사 파일을 이미 저장했음에도 음성
데이터를 저장해야 하는가?(만약 그렇다면, 무슨 목적을 위해서인가?), ▲처리 목적
각각을 달성하기 위한 음성/전사 보관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등을 컨트롤러 스스로
자문해야 함
• 일부 VVA는 음성이나 전사 파일의 저장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채 이용자에게 해당
데이터에 대한 삭제권 행사만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저장 제한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태
- 즉, 데이터 삭제54) 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권리(삭제 요청권, 동의 철회 등)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유의미하지만 저장 제한 원칙의 준수와는 무관함
• 또한 이용자가 머신러닝 시스템 훈련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취소했을 경우, 해당
데이터는 저장을 정당화할 여타 목적이 없는 한 삭제돼야 함(그 데이터를 활용해 이미
훈련된 머신러닝 모델까지 폐기할 필요는 없음)
- 단, 일부 머신러닝 모델은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취할 때 데이터가 재식별화될 위험을
54) 단, 이용자의 삭제 요청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의 저장이 의무화된 개인정보는 그 기간 동안만큼
저장이 가능하며, 이런 이유로 저장된 데이터는 GDPR 제6조의 법적 근거 없이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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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할 수도 있음
- 따라서 컨트롤러는 이처럼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모델을
채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는 재식별화 위험을 납득 가능한
수준까지 경감시킬 방안도 강구해야 함
• 한편, 음성 데이터는 음성 자체의 특성이나 메시지 자체의 내용으로 인해 익명화가 매우
어려운 편이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목소리 익명화 및 상황 정보(백그라운드 노이즈 등) 제거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표4 _ 개인정보 저장 제한 및 최소화 관련 권고사항
구분

내용
이용자 명령에 대한 응답(혹은 그 명령의 실행)이 완료되면 그 과정에서 활용된 개
인정보는 저장을 정당화할 여타 목적 및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삭제돼야 함

개인정보 삭제

- 또한 VVA의 오작동으로 인해 (이용자 모르게) 녹음된 데이터가 검수 과정에서
확인될 경우, VVA 제공자(혹은 앱 개발자)는 그 파일과 관련 데이터 일체를 즉각
삭제하고 어떠한 용도로도 활용하지 않아야 함

개인정보 비식별화

저장 제한 원칙 준수의 한 방편으로 데이터 익명화를 고려할 경우, VVA 제공자 및
앱 개발사들은 이용자의 목소리 자체가 비식별화되는지 우선 확인해야 함
VVA 기본 설정은 개인정보 저장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구성돼야 하며, 해당 옵션

개인정보 최소화

을 초기 설정의 선택지로 제시할 경우에는 여타 옵션에 비해 눈에 덜 띄도록 해서
는 안 됨(모든 옵션은 시각적으로 공정한 형식으로 제시돼야 함)

4. 기타
▶ EDPB는 전술한 내용 외에도 처리 보안 등을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VVA 관련 업계의 추가적인 노력을 촉구
• 예를 들어, VVA는 여러 이용자가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기밀성 보장을 요하는 성격의 VVA 서비스는 타인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근 제어 메커니즘과 이용자 인증 절차를 수반해야 함
- 현재 대다수의 VVA 서비스는 단말기에 등록된 계정이 오직 하나일 때는 이용자
식별(혹은 인증)을 요구하지 않고 있지만, VVA 특성상 계정 숫자와 실제 이용자 수는
서로 별개일 수 있음
- 인증 기법을 적용할 경우에도 VVA의 특성을 감안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전통적인
패스워드 방식은 소리 내어 말을 해야 하는 음성 인터페이스와 맞지 않음
- 이용자 식별에 목소리를 활용할 경우, 음성 모델은 오직 단말기 차원에서만 생성, 저장,
활용돼야 함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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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VVA는 이용자의 위치, 관심사, 인간관계 등에 관한 방대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단말과 클라우드 양쪽에 대해 충분한 수준의 보안 조치 필요
- 데이터 수동 검토 시에는 반드시 가명화된 데이터만을 활용해야 하며, 관련 계약서는
정보주체의 식별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데이터 처리도 검토 과정에서 수행되지
않음을 명시해야 함
- VVA를 통해 긴급통화 기능을 제공할 경우, 안정적인 업타입(기기나 서비스가
재부팅되거나 다운되지 않은 채 스스로 동작 및 사용 가능 상태를 유지하는 시간)을
보장해야 함
▶ 아울러 EDPB는 ‘VVA 데이터에 대한 법집행 기관들의 접근은 표현의 자유 같은
기본권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일부 회원국에서 관련법을 신설하더라도 그
내용은 GDPR 제23조(의무 및 권리 제한)의 요건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부연

Reference
1. EDPB, Guidelines 02/2021 on virtual voice assistants, 2021.7.7
2. DataGuidance, EU: EDPB publishes final guidelines on virtual voice assistants, 2021.7.14
3. Data Breach Today, Healthcare Workers Allege Amazon Alexa Violates Privacy, 2021.7.7.

55) 생체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기술 표준 적용도 필요(ISO/IEC 2474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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