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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 데이터경제 가속화) 인공지능·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마이데이터 등 데이터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심 고조
 이터 시장은 ’20년 국내 약 19조 원(’19년 17조원 대비 14.3%↑,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1)), 전
• 데
세계 약 232조 원 규모로 추산(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IDC(’18))
 히, 데이터 댐*으로 표현되는 디지털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데이터 3법 개정, 마이데이터
• 특
도입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중
* 데이터 댐: 데이터 수집·가공·거래·활용기반을 강화하여 데이터경제를 가속화

(개인정보 중요성 증가) 데이터 활용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데이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등 보호의 중요성도 증가
• ‘이루다 AI서비스’로 불거진 개인정보 침해논란과 같이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신서비스에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국민 불안 가중
※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건수(신고기준)는 약 6천 4백만 건으로 매년 증가(’20.10)

 크웹에서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될만큼 개인정보의 중요도*도 현격하게 높아졌으며
• 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도 높아짐
* 데이터의 75%는 개인에 의해 생성되는 개인정보 (MIT Tech Review)
** 정보주체의 88%, 공공기관의 92.9%, 민간기업의 88.5%가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답변(개인정보위, ’20)

(보호와 활용의 균형)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개인정보에 특화된
보호·활용 기술 개발·보급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지원 필요
 이터 산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관 및 유통이 활발해지고, 이에 따라 데이터 유출
• 데
시 사회적 비용도 큰 폭으로 증가
 보 주체에 대한 권리보장 및 데이터 유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서 개인정보
• 정
보호·활용 기술의 개발 및 보급 필요
* 공공기관의 54.3%, 민간기업의 42.1%가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보급을 최우선 정책으로 선택(개인정보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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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및 기술분류

개념 및 정의

기본 개념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가명정보를 포함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의 구분
· [개인정보] 성명, 영상 등 해당 정보를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입수가능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가명정보] 개인정보를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가명처리*한 정보
*가
 명처리: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

· [익명정보] 시간, 비용, 기술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으로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개인정보가 아님

• ‘개인정보 보호’는 근본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은 데이터 보호에 필요한 정보보안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정보의
생애주기 특성에 맞는 보호와 안전활용 그리고 정보주체 권리보장을 위해 필요한 기술로 정의
*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에게 전달되고
이용되는지를 그 정보주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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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과 정보보안 기술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활용을 위한 정보보안 기술의 한계
•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는 법제도를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며, 기술적 보호는 정보보안 기술을
활용한 안전조치* 위주로 논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암호화, 접근통제 등 정보보안 기술 적용

• 최근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데이터 활용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 활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 활용’ 대상으로 인식 변화
• 인 프라, 서비스 등의 기밀성, 가용성, 무결성 확보 위주로 발전해 온 정보보안 기술은
개인정보의 처리 과정에서 노출 최소화, 오·남용 방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선호도 고려 등
프라이버시 보호에는 한계
- 특히, EU GDPR 등 정보주체 권리보장을 위해 강화되고 있는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제도 준수
곤란
데이터 흐름 단계별 정보보안 기술 적용(예시)
데이터(개인정보) 흐름도
사용자 단말

서 버

DB

1
이동 중인 데이터

2 저장된 데이터
3 사용 중인 데이터

1 개인정보 수집단계: HTTPS, IPSEC, VPN 등 개인정보 암호화로 보호 가능
2 개인정보 저장단계: DB 암호화, DB 접근통제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 가능
3 개인정보 활용단계: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복호화 후에 활용 가능하므로, 기존 정보보안 기술로는 보호 불가.
처리자 등에게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를 위한 추가 보호기술 필요

• 미국 NIST*는 유출·오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위험이 사이버보안 사고와 무관하게 발생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기술의 차별성 설명**
* NIST: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 NIST Privacy Framework: A tool for Improving Privacy through Enterprise Risk Management(’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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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안 위험과 프라이버시 위험 간 관계 (NIST, ’20.1)

사이버보안 위험은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상실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위험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프라이버시
침해사고

사이버보안

프라이버시 위험은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관련된 위험

프라이버시

• 위 그림과 같이, 사이버보안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만으로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관련된
프라이버시 위험 대응에 한계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과 정보보안 기술의 차별점
• 정보보안 기술은 시스템·데이터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인 반면,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은 그 목적이 광범위
-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은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유출, 오·남용을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을 포함
- 특히, 개인의 동의·선호 관리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위한 기술은 정보보안 기술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영역

• 국제 표준기구인 ISO*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표준**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표준***을 별도 제정(’19.8)
- 개인정보 보호는 데이터의 생애주기를 반영한 관리 기준과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
*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 ISO/IEC 27001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 ISO/IEC 27701 Privac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우리나라는 ’18년 ISMS인증과 PIMS인증을 ISMS-P로 통합하면서, 정보보호 조치(ISMS)에
개인정보 보호조치(+P)를 별도 구분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에
특화된 보호·활용 기술 필요

8 | 개인정보 보호·활용기술 R&D 로드맵(2022~2026)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과 정보보안 기술 비교
구분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정보보안 기술

주요 보호대상

정보주체

ICT 인프라

보호 목적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보장

기술개발 방향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 중심

시스템 보호 중심

프레임워크

수집-이용-저장-제공-파기

탐지-분석-대응-공유

정보주체 우선

O

X

보호를 위한 주요 탐지 정보

개인정보

일반 정보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과 정보보안 기술의 관계
•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은 정보보안 기술을 기반으로 상호 발전하는 보완적 관계
- 기업·기관에서 해킹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 함께 발생할 수 있어 정보보안
기술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수요소
- 여기에 개인정보 생애주기별 보호·활용 기술과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기술이 추가되어야 완전한
개인정보 보호 가능
정보보안 기술은 데이터 보호를 위한 1차 기반 기술이며, 최소정보 처리, 유·노출 및 오·남용
방지 등 개인정보를 위한 2차 보호 기술 필요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과 정보보안 기술 간 관계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Compliance 기술)

수집
(영지식증명,
신원관리,
가명·익명 정보)

개
인
정
보

일
반
정
보

보유 및 활용
(동형암호,
다자간연산,
차분 프라이버시,
스몰데이터,
합성데이터 세트,
생성적 대립쌍 네트워크)

제공
(엣지컴퓨팅·
로컬컴퓨팅,
단말기 레벨
머신러닝)

파기
(매체보존형
파기기술)

정보보안 기술
(네트워크 / 시스템 / DB보안, 암호화 등)

정보주체
권리보호
(동의관리기술)

Ⅱ. 개념 및 기술분류

•

3

|

9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분류(Technology Tree)

 인정보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정보주체 권리보호 등을 위한
개
기술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분류체계’ 마련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분류체계
중분류(3)

소분류(14)

1 -2.
정보주체 통제권
1 -3.
정보주체 신원인증 정보 관리

▸신원인증 정보 생성·검증
▸신원인증 정보 관리·보호

1 -1.
정보주체 동의 실질화

1

정보주체
권리보장

1 -4.

개인정보 침해대응
2 -1.
PbD 원칙을 적용한 기획·설계
2 -2.
수집 시 개인정보 탐지

2

유·노출
최소화

2 -3.
이용·제공 시
개인정보 관리 강화
2 -4.
개인정보 파기

2 -5.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3 -1.

안전활용 기반기술

3 -2.
3

안전한
활용

요소기술(43)
▸정보주체의 동의/선호 관리
▸개인정보 수집 여부 통지
▸열람·정정·삭제 등 정보주체 요구 처리자동화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관리
▸온라인 활동기록 통제

서비스 응용
3 -3.
마이데이터 기반기술
3 -4.
융합 프라이버시 보호
3 -5.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부정사용(오·남용) 탐지
▸개인정보 유·노출 탐지
▸개인정보 불법 거래 추적 및 차단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방지
▸PbD(Privacy by Design) 구현 지원 툴
▸개인정보 위험 진단 및 침해요인 평가
▸비정형 데이터 개인정보 탐지
▸민감정보 탐지
▸개인정보 파편화 및 결합
▸개인정보 감사(Auditing)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관리
▸민감정보 관리
▸오프라인 환경 개인정보 보호
▸파기 자동화
▸선택적 파기
▸매체 보존형 파기
▸개인정보 접근통제 및 접근 권한 관리
▸안전저장·전송을 위한 암호화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및 위·변조 방지
▸악성프로그램 방지
▸안전 보관 시설 및 잠금 장치
▸동형암호 등 가명처리를 위한 암호화
▸가명·익명처리, 결합 및 안전성 평가
▸개인정보 변조 및 재현데이터 생성
▸개인정보 로컬 처리(Local Computing)
▸개인정보 비노출 영지식 증명
▸프라이버시 보존형 개인 맞춤 서비스
▸마이데이터 처리 및 관리
▸마이데이터 전송
▸보건·의료 분야
▸사회 복지 분야
▸교통·물류 분야
▸교육 분야
▸금융 분야
▸프라이버시 보존형 인공지능 활용 기술
▸인공지능 활용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예시
• DSAR (Data Subject Access
Request)
• 프라이버시 관리툴
• 안티 프로파일링 기술
• 신원관리
• 블록체인 기반 분산ID
• 영지식 증명
• 다크웹 개인정보 및 계정정보
거래 추적
• PIA Toolbox
• 영상 개인정보 탐지
• 개인정보 접속기록 감사 지원 툴
• 주차 및 개인안심번호

디가우징
• 소프트

기술
• 정보보안
(DB보안, 네트워크 보안 등)

양자내성암호
• 동형암호,

프라이버시
• 차분

데이터 세트
• 합성

가명처리
• GAN,

연산
• 다자간

• FLoC

• 영지식증명

보존형 블록체인
• 프라이버시

API
• MyData

Privacy 관리
• 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Privacy Preserving
• PPML
Machine Learning), 연합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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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체계 내 소분류 및 요소기술 정의
구  분
1 -1. 정보주체 동의 실질화

개  념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수집·동의 관련 처리 요구를
보장하기 위한 기술

• 정보주체의 동의/선호 관리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 또는 동의 철회, 개인의 선호도 등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 지원 기술

• 개인정보 수집 여부 통지

대규모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 여부, 항목 등을 정보주체에게
자동으로 통지하기 위한 정보주체 개인정보 관리 지원기술

• 열람·정정·삭제 등 정보주체 요구
처리자동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하는 열람, 정정, 삭제, 파기 등에 대한 처리요구
자동 대응 기술

1 -2. 정보주체 통제권

정보주체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통제하는 기술

•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관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데이터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 철회
등을 요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기정보에 대한 관리를 지원하는 기술

•온
 라인 활동기록 통제

온라인 서비스 상에서 생성되는 정보주체의 활동 기록의 생성범위 제한, 삭제 등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

1 -3. 정보주체 신원인증 정보 관리

정보주체의 본인여부 확인 등 인증·관리를 위한 기술

• 신원인증 정보 생성·검증

정보주체의 신원확인을 위한 인증정보를 생성하고 무결성을 검증하는 기술

• 신원인증 정보 관리·보호

정보주체의 신원 인증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술

1 -4. 개인정보 침해대응

개인정보의 유·노출, 오·남용 등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술

• 개인정보 부정사용(오·남용) 탐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부정사용하거나 목적 외 사용하는지
여부를 탐지하는 기술

• 개인정보 유·노출 탐지

운영 중인 시스템에서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또는 노출을 탐지하는 기술

• 개인정보 불법 거래 추적 및 차단

ID 등 개인정보의 온라인 상 불법 거래정황 포착 및 해당 웹 포스팅 삭제, 웹서버 차단 등
대응 기술

•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방지

유출된 개인정보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여 삭제 및 추가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

2 -1. PbD 원칙을 적용한 기획·설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기획·설계시 사전에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술

• PbD(Privacy by Design) 구현
지원 툴

서비스 개발 시 기획단계부터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여 설계·개발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 자동화 기술

• 개인정보 위험 진단 및 침해요인
평가

개인정보 관리와 침해예방·대응활동 등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과 침해요인을 자동으로
분석·평가하는 기술

2 -2. 수집시 개인정보 탐지

서비스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데이터 유형 수집 또는 활용과정에서 개인정보를 탐지하기
위한 기술

• 비정형 데이터 개인정보 탐지

텍스트·영상·음성 등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에서 개인정보의 존재 여부를 탐지하기 위한
기술

• 민감정보 탐지

온라인 상에서 생체정보 등 민감정보의 존재 여부를 탐지하기 위한 기술

2 -3. 이용·제공시 개인정보 관리 강화

개인정보 처리 단계에서 법규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술

•개
 인정보 파편화 및 결합

개인정보취급자가 특정 개인의 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분해하여 보관하고,
필요시 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

•개
 인정보 감사(Auditing)

개인정보 유출, 노출에 대한 위협을 기록·모니터링하고, 위험도가 높은 경우 즉각적으로
조치하기 위한 기술

•개
 인정보 컴플라이언스 관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령 등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

•민
 감정보 관리

민감정보 노출방지 및 노출시 위험 최소화를 위한 대응기술

•오
 프라인 환경 개인정보 보호

오프라인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용하는 기술

Ⅱ. 개념 및 기술분류

구  분
2 -4. 개인정보 파기

|

개  념
안전한 개인정보 삭제와 저장매체 파기를 위한 기술

•파
 기 자동화

개인정보 보존기간 만료 후 자동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술

•선
 택적 파기

제품·서비스 등에서 특정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 일부)를 복원 불가능하게 파기하기
위한 기술

•매
 체 보존형 파기

기계적 파쇄, HDD 디가우징과 달리 저장매체의 기능을 유지하고 논리적으로 데이터만
복원 불가능하게 완전 파기하는 기술

2 -5.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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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개
 인정보 접근통제 및 접근 권한
관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및 접근통제 관리 기술

•안
 전한 저장·전송을 위한 암호화

개인정보 전송, 저장시 암호화 기술

•개
 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및 위·변조
방지

침해사고 발생시, 원인분석 및 대응을 위해 접속기록 보관 및 보관된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

•악
 성프로그램 방지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단말기 내의 악성코드 탐지 기술

•안
 전 보관 시설 및 잠금 장치

개인정보가 포함된 출력물 등의 안전 보관을 위한 물리적 보관시설 및 잠금 장치 기술

3 -1. 안전활용 기반기술

개인정보 안전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지원 기술

•동
 형암호 등 가명처리를 위한 암호화

동형암호, 양자내성암호 등 가명·익명처리를 위한 암호화 기술

•가
 명·익명처리, 결합 및
안전성 평가

가명·익명처리,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하기 위한 기술, 가명·익명처리 후, 비식별
조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 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기술

•개
 인정보 변조 및 재현데이터 생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를 변조하거나, 실데이터와 유사한 분포를 갖는 모의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기술

3 -2. 서비스 응용기술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서비스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활용하는 기술

•개
 인정보 로컬 처리
(Local Computing)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단말(End Devices) 또는 근거리 네트워크
내에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결과만 중앙 서버로 전송하는 기술

•개
 인정보 비노출 영지식 증명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신원·자격·경력 등 증명할 수 있는 기술

•프
 라이버시 보존형 개인 맞춤 서비스

쿠키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도 정보주체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

3 -3. 마이데이터 기반기술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반 기술

•마
 이데이터 처리 및 관리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마이데이터 수집, 처리, 관리 및 이의 제기
등을 자동화하는 기술

•마
 이데이터 전송

개인정보 전송요구를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전송 관련 기술 및 데이터 표준화 등을 포함

3 -4. 융합 프라이버시 보호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프라이버시 보호 및 활용 기술

3 -5.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과 인공지능을 프라이버시 보호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

•프
 라이버시 보존형 인공지능 활용
기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
* (예) AI 학습데이터 생성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인
 공지능 활용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개인정보 보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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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기술 분류체계 (ICT R&D 기술로드맵 2023 중)

참고

중분류

정보
보안

물리
보안

융합
보안

소분류

요소기술

암호

암호 설계/분석, 암호 부채널 분석

인증/인가

범용 인증, ID 관리 및 접근제어, 바이오 인증

보안 취약성

SW 보안취약성 분석, HW 취약성 분석

디바이스 보안

디바이스 보안 관리, 디바이스 펌웨어 보안, 디바이스 하드웨어 보안

시스템 보안

운영체제 보안, 가상화 보안, 시스템 접근통제

악성코드

악성코드 대응, 랜섬웨어 대응

유선 네트워크 보안

경계 보안, 보안 연결, DDoS 대응

무선 네트워크 보안

이동 통신망 보안, 무선 근거리 통신망 보안

위협 분석 및 관제

지능형 사이버위협 분석, 보안정보 분석 및 로그 관리, 보안관제

클라우드 보안

가상화 플랫폼 보안,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소프트웨어 정의 보안

응용 보안

웹 보안, 이메일 보안, 데이터베이스 보안

데이터 보안

프라이버시 보호, 데이터 유출 방지, 디지털저작물 침해/권리 보호

전자화폐·핀테크 보안

전자화폐 보안, 블록체인 보안, 전자거래 이상행위 탐지, 거래·사기 방지

디지털 포렌식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 안티 포렌식 대응

휴먼/바이오인식

바이오인식 센서, 바이오인식 엔진, 휴먼인식 및 검색, 휴먼/바이오인식 응용

CCTV 감시/관제

카메라 및 저장장치, VMS/통합관제, 지능형 영상감시, CCTV 인프라 보호

보안검색 및 무인전자경비

수화물/화물 검색기, 알람 모니터링, 무인전자경비 서비스

홈·빌딩 보안

홈·빌딩 디바이스 보안 및 제어, 홈·빌딩 데이터 프라이버시

산업제어시스템 보안

스마트공장 보안, 기반시설 보안

자동차 보안

자동차 내·외부 통신 보안, 자동차 내·외부 접근제어, 자동차 침입탐지,
자동차 보안취약점 진단

선박·해양 보안

자율운항 선박 해킹 방지, 해운항만 통신 보안, 해양 인프라 보안 관제

비행체·항공 보안

무인비행체 보안, 항공 인프라 보안 관제

헬스케어 보안

헬스케어 디바이스·센서 보안, 의료 데이터 보안 및 공유

기타 ICT 융합보안

인공지능 및 로봇 보안, 스마트 에너지 보안

Ⅲ. 국내외 동향 | 13

Ⅲ
1

국내외 동향

정책 동향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의 판단기준이 명확해지고, 가명정보 개념 도입

등 개인정보의 안전 활용기반 마련
• ’20년부터 디지털 뉴딜전략을 통해 국가차원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
- 특히, 데이터댐 프로젝트를 통해 공공·민간의 데이터 수집 표준화, 데이터 가공·활용을 통한
인공지능 구현 등 추진
* 데이터 댐 핵심 사업: 1)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2) 인공지능 바우처 사업, 3) 인공지능 데이터 가공
바우처 사업, 4)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AI+X), 5)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 6) 클라우드 이용 바우처 사업,
7)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등

• 최근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간
균형을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 수요 제기
- 특히, 가명정보 개념 도입 이후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구축 등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마련
-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으로 개인정보 이동권 보장, 안전한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대응권 등 도입 추진(’21.9월 국회 제출)

• 한-EU 간 적정성 초기결정 발표로, EU와 개인정보의 자유롭고 안전한 이전 가능성 가시화
(’21.8)

- 적정성 최종 결정시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있어 EU 회원국에 준하는 지위 확보로 표준계약조항
등 절차가 면제됨에 따라 기업의 시간·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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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개정 주요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

가명정보 상업목적 활용

●

개인정보 관리감독 기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원화

  

정보통신망법

●

●

신용정보법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

온라인상 개인정보 규제·
감독을 개인정보위로 변경

●

금융분야 가명정보 활용
빅데이터 분석·이용
가명정보를 정보주체 동의없이
이용 가능

( 미국) ‘국가안보와 개인정보보호법’ 및 ‘소비자보호법’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및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기반 마련
• ‘ 국가안보와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수집요건, 정보주체의 열람권 및 삭제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국가안보와 개인정보보호법: National Security and Personal Data Protection Act(’19)

• 캘리포니아주는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발효로 안전한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엄격한
프라이버시 기준을 정립
*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CCPA, ’20)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공개요구권


정보를 어디서 취득하고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공개를 요구하는 권리
• 어떤

삭제요구권


수집한 소비자 개인 정보의 폐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기업이

판매금지 지시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권리를 명문화하여, 정보를 취득한 기업이 제3업체에 정보를 판매하는 행위를
• 옵트아웃(Opt-out)
거절할 수 있는 권리

내용대로 권리를 수행하였을 경우 서비스상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 CCP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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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정보보안 프레임워크’에서 민간과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 시, 개인정보 삭제 등 보호
절차를 정의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 마련
* 정보보안 프레임워크: Cyber Security Framework 2.0(’17)

( EU) GDPR 시행을 통해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데이터 거버넌스 규정안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
• ’18년 GDPR* 시행으로, 유럽 디지털 단일 시장 내에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권리 강화
*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일반 개인정보보호법(’18. 5. 25. 시행)
기
 존 「1995년 개인정보 보호 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을 대체하는 유럽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통합 규정으로 EU 회원국에 직접 적용

- 개인정보보호책임자(Data Protection Officer) 지정 등 처리자 책임을 강화하고, 건강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 프로파일링 대응권, 정보이동권*, 접근·삭제권 등 정보주체 권리 보장
* (예) 정보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A업체의 개인정보를 B업체로 이동 가능

• 공공분야 오픈 데이터 지침*, 데이터 거버넌스 규정안, 데이터 법(Data Act) 등을 통해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EU 내 정책 추진 강화
* Data Directive: Directive on open data and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 EU 내 데이터 사용을 촉진하고, GDPR 기준으로 사용 가능한 개인정보 등 데이터 식별,
연구목적, 데이터 이용 범위 등 세부사항 규정

(일본) EU와 상호 적정성 결정 및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및 이를
뒷받침하는 개인정보 보호 기준 강화
• EU와의 상호 적정성 결정으로 의료, 산업, 교통 등과 관련된 익명정보를 국경없이 자유롭게
이동 보장
• 정보제공 사전 동의·이용정지·삭제 및 사전동의가 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가명정보 처리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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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주요내용
구  분

정보주체
권리 확대

데이터
이용·활용 촉진

  

내  용
• 데이터 이용 중지 요구권 확대
• Cookie 등 개인과 연관된 데이터 제공에 본인 동의 의무화
• 위법/불법 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이용 금지
• 익명가공정보 이외에 가공가명정보의 개념 신설: 개시, 삭제, 이용정지 등의 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나
내부적 이용만 허용

• 일정 수준 이상의 개인정보 누설에 대한 보고 의무
책임 강화

• 벌금 상한을 1억 엔으로 상향 조정
• 국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해외기업에도 보고 징수 및 명령 가능

(중국)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이 통과(’21.11월 시행)되면서 EU의 GDPR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인정보 보호 규정 마련
•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OECD 8원칙), 적법처리 요건(동의, 계약 이행, 법적 의무, 응급상황, 언론보도
등) 등을 명시하고, 데이터 활용을 위한 비식별(가명)화·익명화 개념 도입

• 그 외, ‘인터넷 개인정보 안전보호 지침’에서 개인정보 저장, 국경간 전송 등에 필요한 개인의
이익 보호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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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 동향

국내 시장 동향
• 정보보호(정보보안*+물리보안**) 시장은 ’19년 약 10.5조 원 규모, 이중 국내 정보보안시장
(3.3조 원)은 해외(171조 원)의 2.5% 수준

* (정보보안) 네트워크·시스템보안, 정보유출방지, 암호/인증, 보안관제, 컨설팅 등
** (물리보안) 카메라, 저장장치, 바이오인식, 알람/모니터링 및 출동보안 등

- 반면, 개인정보보호는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개인정보 보호 시장 규모*는 약 6,500억 원
규모로 다소 부진한 것으로 추정됨**
* 개인정보 보호 산업은 정식 통계 자료가 없어, 정보보호 산업실태조사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분야를
선별하여 산업 현황 추정(개인정보위, ’20.12.)
** 국 내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제공기업은 79개(GS인증기업 기준 추정치)로 정보보안 기업 수가
1,094개(’19년)임을 고려하였을 때 약 7.2% 수준이며, 암호화, 접속기록 관리, 개인정보 검출 등 법규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위주

• 국내 솔루션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문서 탐지·암호화, 접속기록 관리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준수하기 위한 제품이 대부분이었으나,
- 최근에는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동형암호 등 비식별조치와 가명정보 결합·처리 지원, 동의 관리
등 개인정보 보호·활용 분야 확대 중

국내 개인정보 보호·활용 관련 주요 솔루션 사례
분류

회사

제품

주요 기능

관리

A사

OOO Privacy Management

개인정보 파일 이동 경로 모니터링 및 개인정보 유출 행위 차단

이용

B사

OOO 비식별화

문서/스캔 이미지에서 개인정보 등 주요정보 비식별화 시스템

관리

C사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관리

D사

자료유출방지

매체 제어, 자료유출방지, SW 보안USB, 개인정보 검색 및 암호화 기능을
통합한 자료유출방지(DLP) 솔루션

이용

E사

OOO

개인정보 분석·활용을 위한 동형암호화 지원 솔루션

이용

F사

OOO

AI 학습용 데이터 생성을 위한 음성, 영상 등의 익명화 기술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처리 이력 모니터링 솔루션
"안전성 확보조치기준"에 따른 접속기록 보관·점검

18 | 개인정보 보호·활용기술 R&D 로드맵(2022~2026)

주요국 시장 동향
• ’20년 세계 정보보안 시장은 171조 원 규모로 추산되며, 연평균 성장률 11.0%로 지속 성장
예측(Research and Markets, ’20.6.)
- EU GDPR에 따른 데이터 보호 서비스 시장규모는 ’20년 17조 원 규모로 추산되며, 연평균
31.3% 성장 전망(Grand View Research, ’20.10.)

• EU의 GDPR, 미국 CCPA 등을 준수할 수 있는 솔루션과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해
주는 솔루션 출시
- 특히, 개인정보 생애주기 전반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및 수집·저장, 전송 등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품 출시

국외 개인정보 보호·활용 관련 주요 솔루션 사례
분류

회사

제품

  

주요 기능

데이터 저장 및 처리를 위한 플랫폼
• 안전한

수집·저장

Gradient
Zero GmbH
(오스트리아)

DQ0

분석·활용

Anonos
(미국)

SCHREMS II

분석·활용

Informatica LLC
(미국)

Informatica Intelligent
Data Privacy

분석·활용

SECURITI.ai
(미국)

SECURITI

분석·활용

Sourcepoint
Technologies
(미국)

DIALOGUE CONSENT
MANAGEMENT
PLATFORM (CMP)

 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분 프라이버시 데이터 세트 전체
• AI
예측을 위한 개별 데이터 기록 보호

통한 데이터 보호
• 가명화를

기반 데이터 결합 기능 지원
•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인공 지능을 제공
• 메타

통해 개인 정보 규정 준수, 데이터 보호 및 투명성을
• 데이터를
가속화하는 기능 관리 플랫폼
 기반 PrivacyOps 솔루션
• AI
 기술을 활용하여 조직 내 개인정보 식별 및 매핑 기능
•봇

속성에 대한 액세스 권한 및 데이터 주체 요청 이행
• 여러

지정 흐름을 통해 메시징 시나리오 및 규정 준수
• 사용자

동의 및 수익 창출을 추적, 관리 및 최적화
• 플랫폼

보험, 클리닉 및 환자의 동의 관리 제공
• 건강

분석·활용

Iconfirm AS
(노르웨이)

Iconfirm


포털을 사용시 정보 주체에게 알림기능을 통한 상호작용
• 개인정보
가능

등록 및 처리, 파일 저장 및 사고 관리 모듈
• 수취인

파기

관리

관리

1touch.io
(미국)

Inventa, Supervised
AI

2B Advice
(미국)

A2B Advice PrIME

WebXray
(독일)

WebXray


데이터 원본 및 이전 위치, 복사본 등 식별하고 파기하도록
• 개인정보
지원

수명주기에 대한 가시성 제공 솔루션
• 데이터
 GDPR, CCPA에 따른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 및 기타 규정
• EU
준수 지원

유출 위험관리 솔루션
•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
• 포렌식

정보 침해, 쿠키 엔지니어링, 해싱, 데이터 수집 등
•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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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및 표준화 동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및 보호·활용 기술이 주요 기술로 부상
• 개인정보보호 관련 비영리단체인 FPF*는 향후 10년간 주목해야 할 10가지 개인정보 보호
강화기술(PET**)을 다음과 같이 분류
* FPF(Future of Privacy Forum): 워싱턴DC 소재 개인정보보호 전문 싱크탱크 조직
** P
 ET(프라이버시 강화 기술, Privacy Enhancing Technology): 가명·익명처리, 개인정보 노출차단, 접근통제 등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기술의 통칭
FPF의 10대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
유형

기술
영지식 증명 (Zero Knowledge Proofs)
동형 암호화 (Homomorphic Encryption)

첨단 암호화 기법
다자간 연산 (Secure Multi-Party Computation)
차분 프라이버시 (Differential privacy)
엣지 컴퓨팅 및 로컬 프로세싱 (Edge computing and Local Processing)
로컬 단위의
데이터처리

단말기 차원에서 수행되는 머신러닝 (Device-Level Machine Learning)
신원 관리 (Identity Management)
스몰 데이터 (Small Data)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합성 데이터 세트 (Synthetic Data Sets)
생성적 대립쌍 네트워크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GANs)

<출처: Privacy 2020: 10 Privacy Risks and 10 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 to Watch in the Next Decade(’20.1월)>

 트너(Gartner)사는 2020년 7월 Privacy Hype Cycle에서 개인정보보호 주요 기술로 PETs기술
• 가
외에 정보주체 권리보장 기술 포함*
* 주요기술: ①동형 암호화, 차분 프라이버시, 영지식 증명 등 PETs 기술, ②정보주체 권리요구 보장, 동의·선호
관리(Consent and Preference Management), 분산 신원증명, 프라이버시 관리툴, 동적 데이터 마스킹 등
정보주체 권리보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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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미래 10개 기술 중 하나로 안전한 데이터 처리와 분석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컴퓨팅
(Privacy Enhancing Computing)* 기술 소개

* ①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분석하기 위한 신뢰환경 제공, ②분산 방식 데이터 처리·분석, ③데이터
처리·분석 前 데이터와 알고리즘 암호화 등

Privacy-Enhancing Computation Techniques

Differential Privacy
Identifiable Data

Privacy-Enhanced Data

Homomorphic Encryption

Secure Multiparty Computation

Processing,
Analytics AI/ML

Data Sources

Zero-Knowledge Proof,
Private Set Intersection
Trusted Execution Environment

Trusted Third Party

Private Information Retrieval

Federated ML, Privacy-Aware ML

<출처: Gartner>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기술 확보를 위해 주요국은 R&D에 지속 투자
• (국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연구과제 규모는 ’16년 대비 3배 가까이 성장
국내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과제 수행 횟수
(단위: 회)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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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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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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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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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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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319

1,401

1,021
878
515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개인정보보호” 키워드로 연구과제 검색결과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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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헬스케어 등 응용서비스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위험분석·대응 기술이 연구되고 있음
- 정형데이터에 대한 비식별화 및 안전성 검증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나 안전 활용과 정보주체
권리보장 기술 연구는 미진한 상황

국내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R&D 사례
과제명
• 대용량 정형 데이터 대상 개인정보 가명·익명처리 자동화 및 안전성 검증 기술개발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신뢰계산 기반 데이터보호박스 개발
• AI 시스템의 프라이버시 위험 분석 및 대응 기술 개발
• 음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스마트기기 내장형 음성/화자 비식별화 기술 개발 및 하드웨어 모듈 시제품 제작
• 시맨틱 분석기반 개인정보 수집항목 분류/매칭을 통한 수집/이용/보관/파기 자동화 서비스 개발
• 안전한 개인맞춤형 비대면 헬스케어서비스를 위한 K-Cyber Security 방역 플랫폼 개발 공동기획연구
• 블록체인 기반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및 활용 방안 연구

• (EU) 유럽 네트워크 정보보호원(ENISA)이 제시한 ‘디지털 전략 자율성 제고를 위한 주요
연구방향’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강조
- 디지털 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한 요구사항 및 규제를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보안, 프라이버시
신기술 개발 필요성을 제시하고,
- 이용자가 GDPR과 같은 규제를 손쉽게 시행하기 위해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PET)에 대한 연구
진행
* 특 히 프라이버시 강화기술(PET)의 적용 및 발전을 위해 준비상황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제시하는 등
프라이버시에 대한 연구 진행 중

- Horizon Europe*의 Pillar2에서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데이터 보호 등 사이버보안 강화**에 약
16억 유로 책정
* Horizon Europe: EU 최대 연구 및 혁신 자금지원 프로그램인 “Horizon 2020” 종료에 따라 기존 프로그램을
확장한 새로운 주기(’21년~’27년)의 지원 프로그램
** 정보 생산자와 사용자 모두의 보안·안전, 디지털 인프라 복원력 등에 관한 기술개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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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주요 연구 프로젝트 연구 요약 (privacyportal.eu, ’21.8.)
과제명

연구요약

PRIVACY FLAG

• 범용 프라이버시 위험 평가 방법을 기반으로 웹, 앱, IoT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위험 측정 도구 개발

OPERANDO

•서
 비스로서의 개인정보보호(Privacy as a Service, PAS)로 발전 가능한 프라이버시 플랫폼의 구현 및 검증
기술 개발(Online Privacy Enforcement, Rights Assurance & Optimization)

U4IoT

•사
 물인터넷 파일럿 프로젝트에서 사용자 참여수준 향상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한 크라우드 소싱
도구, 지침, 위험 평가 및 교육 모듈 등 키트 개발
(User Engagement for Large Scale Pilots in the Internet of Things)

TYPES

•온
 라인 광고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Towards transparency and privacy in the online advertising business)

ANASTACIA

•네
 트워크 가상화 환경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포함한 보안 프레임워크 및 솔루션 개발
(Advanced Networked Agents for Security and Trust Assessment in CPS/IoT Architectures)

PRIViLEDGE

•프
 라이버시 보존형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기술 개발

PRISMACLOUD,
PRACTICE

•클
 라우드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개발

iKaaS

•프
 라이버시 보존 및 보안 기반의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현 기술 개발

PRIME

•프
 라이버시 및 ID 관리 기술 개발

• (미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21년 ICT R&D 중 사이버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 R&D 예산은
약 7억 달러 규모 투자(전체 65억 달러의 11%)

표준화 동향
• (국내) 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개인정보 보호 기술 표준화 진행(’07년~)
- 개인정보 생명주기별 보안 관리모델을 시작으로, 비식별처리, 동형암호, 분산ID 활용 신원관리
등으로 표준화 분야 확대
- ISO의 국제표준과 달리 개인정보 보호, 비식별화 이외에 동의·고지 관리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위한 표준은 아직 미제정

•  (해외) ITU-T, ISO/IEC 등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등 데이터 보호를 위한 표준화
중심에서 정보주체 권리보호 분야*로 확대
* 개인정보 비식별처리, 온라인 신원증명,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온라인 동의·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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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내외 기술표준 현황

① 국내
표준문서

제목

제정일

TTAS.KO-12.0053

개인정보 생명주기별 보안 관리모델

2007-12-26

TTAK.KO-12.0159

얼굴 영역 검출을 이용한 CCTV 영상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보안 요구 사항

2010-12-23

TTAE.OT-12.0015

공공 클라우드 컴퓨팅의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 지침

2011-12-21

TTAK.KO-12.0200

개인 정보 관리를 위한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

2012-12-21

TTAK.KO-12.0216

영상감시 시스템에서의 개인 영상 정보보호 지침

2012-12-21

TTAK.KO-12.0226

개인정보 영향 평가를 위한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

2013-12-18

TTAK.KO-12.0275

형태 보존 암호 FEA

2015-12-16

TTAK.KO-10.0834

건강라이프로그 서비스를 위한 프라이버시 및 보안 분류 지침

2015-12-16

TTAK.KO-10.1010

압축방식에 독립적인 영상 프라이버시 마스킹/언마스킹 방법

2017-12-12

TTAK.KO-12.0309

바이오 정보에 기반한 본인 확인 관리 방법

2017-12-12

TTAK.KO-12.0324

개인인증용 생체신호 정보보호 지침

2017-12-13

TTAK.KO-12.0343

비식별 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2018-12-19

KS X ISO25237

보건의료 가명화

2018-12-16

TTAK.IT-X.1363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 개인정보 선호도에 기반한 개인정보 처리 보안 프레임워크

2019-12-11

TTAK.KO-10.1180

영상 개인정보 비식별화 영역 정보 검출 방법

2019-12-11

TTAK.KO-12.0347

근사연산 동형암호 알고리즘

2019-12-11

TTAK.KO-12.0350

데이터 비식별화 용어 정의 및 처리 과정

2019-12-11

TTAE.IT-X.1403

분산원장 기반 분산신원관리시스템 보안 지침

2020-12-10

② 해외
표준문서
(ITU-T X.1148)
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을 위한 비식별처리
프레임워크

주요내용
•데
 이터의 생명주기 상태(수집→저장→이용→배포·파기)에 따라 비식별 처리
지점, 보안 고려 사항 정의
•비
 식별 처리 절차(①사전 검토, ②비식별 조치, ③적정성 평가, ④지속적
관리)별 수행사항, 고려사항, 판단기준 제시

(ISO/IEC 20889)
프라이버시 강화 데이터 비식별처리 용어와
기술의 분류

•직
 접·간접·준식별자 등 개인정보의 기술적 용어와 정형 데이터 비식별 처리
기술 분류 제시
* 8가지 카테고리 총 22가지의 세부기술

(ISO/IEC 27018:2014)
개인정보 수탁자로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개인정보보호 준칙

•공
 공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통제, 통제 목표, 통제
구현 가이드라인을 제시. 이 문서는 ISO/IEC 27002에 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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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문서

주요내용

(ISO/IEC 27557)
조직 프라이버시 위험 관리

•조
 직의 개인정보 위험 관리 지침을 제공

(ISO/IEC 27701)
개인정보관리 요구사항 및 가이드라인

•조
 직 내에서 개인정보관리를 위한 개인정보관리체계(PIMS) 수립, 구현,
유지 및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지침 제공

(ISO/IEC 29003)
온라인 신원증명

•온
 라인에서 사용자에 대한 신원을 증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신원
확인을 위한 등급, 그리고 이 등급을 만족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제시

(ISO/IEC 29100)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프
 라이버시 관련 용어,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주요 주체의 역할, 보호
요구사항,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 등을 포함한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제시

(ISO/IEC 29134:2017)
개인정보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개
 인정보 영향평가(Privacy Impact Assessment)를 위한 과정과 개인정보
영향평가 보고서의 구조 및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ISO/IEC 29151:2017)
개인정보보호 지침

•개
 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위험평가 결과에 의해 식별된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통제와 구현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

(ISO/IEC 29184)
온라인 고지 및 동의

•정
 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기 위한 동의를 요청하는
온라인 프라이버시 고지와 문서 내용, 구조 정의

(ISO/IEC 29190:2014)
개인정보보호 능력 평가모델

•개
 인정보보호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한 조직의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상위 수준의 지침을 제공

(ISO/IEC DTS 27006-2)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및 심사기관
요구사항

• ISO/IEC 27001과 ISO/IEC 27701에 기반해 조직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PIMS)를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을 지정하고
지침을 제공. 주로 PIMS 인증을 제공하는 인증 기관의 인증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ISO/IEC TS 27570)
스마트시티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스
 마트시티 서비스를 위한 프라이버시 관련 표준이 글로벌 또는 조직
차원에서 이용자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ISO/IEC IS 27555)
개인정보 삭제 가이드라인

•삭
 제, 삭제기간 등에 대한 용어, 필요한 문서화, 역할, 책임성 등을 정의하고
개인정보 파기 절차 수립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

(ISO/IEC 1st DIS 27556)
프라이버시 선호도 기반의 사용자 친화적
개인정보처리 프레임워크

•프
 라이버시 선호도에 기반한 사용자 친화적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의
프레임워크를 제시

(ISO/IEC DIS 27559)
프라이버시 개선 데이터
비식별화 프레임워크

•비
 식별화된 데이터의 수명 주기와 관련된 위험과 재식별 위험을 찾고
완화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제공

(ISO/IEC 4th WD 27560)
동의 레코드 정보 구조

•데
 이터 주체의 데이터 처리 동의를 기록하기 위해 상호 운용가능하고
개방적이며 확장 가능한 정보 구조를 정의

(ISO/IEC 2nd WD 27562)
핀테크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핀
 테크 서비스 상에서 프라이버시 신뢰도 구축을 위해 프라이버시 위협과
요구사항 및 통제 등 제시를 위해 ’20.9월 신규 프로젝트로 승인되었으며,
’24.4월까지 국제표준으로 개발 예정

(ISO/IEC TS 27563)
인공지능이 개인에 미치는 영향

•인
 공지능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를 위한 국제표준 (사전 연구 활동 진행 중)

(ISO/IEC JTC 1/SC 37)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생체정보 활용 등
생체정보 관련 표준 (137개)

•지
 문, 손모양, 홍채, 필적 등 다양한 생체정보의 활용에 관련된 표준으로
137개 표준이 제정됨. 2000년대 초부터 표준화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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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R&D 추진방향

정책·시장 및 기술동향 분석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술 수요 증가
• 수집·저장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기술에서 개인정보 처리·활용 과정에서 노출 최소화 등
개인정보 보호기술 범위 확대
• SNS,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데이터가 급증하는 추세*이나, 데이터
유형별 가명·익명 처리 기술은 기초연구 수준
* 최근 AI 챗봇으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이슈와 같이 AI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학습용 데이터의 비식별처리 및
프라이버시 보호기술 등 집중 개발 필요

• 개인정보 오남용·침해에 대한 국민의 우려 불식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 안전활용에
특화된 R&D 기술개발 필요

정보주체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정책에 맞춘 프라이버시 향상기술 확보 필요
• 신기술 서비스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이 일반화·보편화되면서, 프라이버시 보호기술 없이
서비스 신뢰성 확보는 불가능
• 의료정보 가명처리 유보, 이루다 챗봇 사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는
제도는 실효성 확보가 어려워 제도-기술 간 균형 필요
 기술과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자기정보통제권
• 신
구현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 필요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바탕으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한 기술 개발 필요
※ 개인정보 보호기술의 중요성과 필요성, 국내 기술 수준과 관련 기업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정부주도로 기술
발전을 유도하는 R&D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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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인정보 R&D 현황 분석

R&D 추진의 강점 (Strength)
•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기반 확대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가명·익명 정보 개념 도입, 가명정보 처리 시 준수사항 명시 등 안전한
이용 활성화 추진 중
-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자동화된 의사결정대응권 등 정보주체
권리 강화 규정 추가

• 개인정보 보호 정책-기술개발 연계 거버넌스 구축
- 개인정보위 출범(’20.8.)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책과 연계된 선도기술 개발 R&D 생태계
조성 가능
*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보급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R&D 추진의 약점 (Weakness)
•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 규모 미비
- 개인정보 보호를 정보보안의 한 범주로 인식하고 R&D 예산 또한 개인정보의 중요성 대비
상대적으로 투자 규모가 미비

• 데이터 생애주기 內 일부 단계에 기술개발 편중
- 개 인정보 관리·분석 등 일부 분야에 기술개발이 편중되어 있어,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생애주기별 보호·관리 지원 등은 기술 미비

• 개인정보 보호기술은 대부분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핵심 보호기술에
대한 관심과 투자 여력이 크지 않음
* 정보보안 회사 중 89.6%가 비상장회사이며 코넥스 상장회사는 1.1%에 불과 (’20년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R&D 추진의 기회 (Opportunity)
• 데이터경제 시대 도래로 국내 개인정보 보호 시장 활성화 기대
-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환, 비대면화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 기술 수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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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데이터보호 시장 지속적 성장
- 전세계 데이터보호 시장은 연 평균 31.3%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또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 데이터 유출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가 포함될 확률은 80%

R&D 추진의 위협 (Threat)
 속적으로 발전하는 개인정보 활용 신기술·서비스에 비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R&D 투자
• 지
생태계 미비
- 신기술 활용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술적 대응을 위한
지속적 R&D 투자는 미흡

• 대기업 外 자체적인 개인정보 보호기술 R&D 한계
-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은 기술 연구·개발 투자 여력이 부족하거나 전문 개발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
SWOT 분석 결과

  

“데이터 수명주기, 최신 원천기술을 고려한 기술개발 및 R&D 생태계 조성 필요”

   외부 환경

                내부 환경   Strength
•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 활용 기반 확대
• 보호 정책·기술개발 연계 거버넌스 구축
① 기술개발 다각화

Opportunity
• 디지털 뉴딜 등 국내 시장 활성화
• 전세계 시장 지속적 성장

 업별 특성 및 개인정보 생애주기 전반을
산
고려한 다양한 관점의 개인정보 보호기술
개발 필요
② 최신기술 활용 기술개발

Threat
• 지속적인 R&D 투자 미흡
• 개인정보 보호기술 R&D 어려움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최신 기술 개발 필요

Weakness
• R&D 투자 규모 미비
• 일부에 기술개발 편중, 기업 투자여력 미흡
③ 자원 집중화
비식별처리 기술에 한정된 자원이 집중되어
기술 고도화를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 필요

④ 기술개발 생태계 조성
국가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기술 R&D
생태계 조성 필요

개인정보 보호기술 발전 방향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강화

개인정보
유·노출 최소화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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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R&D 비전 및 추진방안

비전

1111111

목표
1

111111

전략

추진방향

●

정보주체의 동의·인식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방지 기술 개발

●

열람·정정·전송 등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보장 기술 개발

●

개인정보 처리 생애주기별 보호기술 개발

●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개인정보 침해 예방 기술 개발

●

가명처리 등 안전활용 정책과 연계된 기술 수요 반영

●

빅데이터 등 신기술에 요구되는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개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강화

개인정보의 유·노출 위험 최소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지원

기대효과

개인정보 보호·활용
시장 개척

1

1

개인정보 전문 기술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1

법·제도 준수 ↔ 활용 간
상호보완 체계 마련

개인정보 보호
생태계 조성
개인정보 특화 R&D
연구 기반 마련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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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술 선정

R&D 추진을 위한 후보 기술 선정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국내외 정책, 기술 및 표준화 동향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후보기술 선정을 위한 분야* 결정
* 정보주체 권리보장, 유·노출 최소화, 안전한 활용 3개 분야

 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수요 정책연구 결과(’20.12)와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의
개
제안 등을 검토하여 18개 후보기술 선정
• 정보주체가 인식하지 못하는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는 등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 (6개)
• 개인정보 유·노출 등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호기술
사각지대 해소 기술 (5개)
•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가명·익명처리 등 기술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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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후보 기술
중분류

소분류*

① 개인정보 안티 프로파일링 기술

정보주체
동의 실질화

 보주체가 인식하지 못하거나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

② 개인정보 동의 관리 기술

 인정보 활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손쉬운 동의 및 서비스
•개
탈퇴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

1 -2.

③ 온라인 활동기록 통제

 전 동의 없이 정보주체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수집하는
•사
추적 사이트 탐지 기술

④ 열람·정정·삭제 등 정보주체 요구
처리자동화

 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등 처리요구에 대해
•정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

⑤ 클라우드에서 개인정보 부정사용
(오·남용) 탐지 기술

 인정보처리자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 중인
•개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노출을 탐지하기
위한 기술

⑥ 다크웹 개인정보 거래 추적 및 차단 기술

 크웹에서 온라인 ID 불법 거래 정황 포착,
•다
해당 웹 포스팅 삭제 및 웹서버를 차단하기 위한 기술

⑦ 비정형 데이터 개인정보 탐지

 스트·영상·음성 등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에서
•텍
개인정보의 존재 여부를 탐지하기 위한 기술

⑧ 개인정보 파편화 및 결합

 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형태를
•개
알아볼 수 없도록 분해하여 보관하고, 필요시 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

⑨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관리

 인정보가 포함된 서비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와
•개
관련된 규제 위반 여부를 점검·관리하기 위한 기술

⑩ 오프라인 환경 개인정보 보호

 프라인 환경에서 택배, 배송, 주차 등에 포함된
•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적용되는 기술

⑪ 비정형 데이터에서 선택적
개인정보 파기

 스트·음성·영상 등의 비정형 데이터에서 개인정보를
•텍
선택적으로 삭제·파기하기 위한 기술

⑫ 가명·익명처리 및 결합 기술

 인정보를 안전하게 가명·익명처리하고, 서로 다른
•개
개인정보처리자의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하기 위한
기술

⑬가명·익명정보 안전성 평가

 명·익명처리 후, 비식별 및 재식별 수준을 측정하고
•가
평가하기 위한 기술

⑭ 개인정보 변조 및 재현데이터 생성

 보주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일부를 변조하거나, 연구
•정
등을 위해 실제 데이터와 유사한 모의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기술

⑮ 개인정보 로컬(Local) 처리

 인정보를 중앙 서버로 전송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
단말에서 처리하기 위한 기술

⑯ 프라이버시 보존형 개인 맞춤형 서비스

•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자격ㆍ경력 등을 증명하거나
서비스 이용주체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

3 -3.
마이데이터
기반기술

⑰ 마이데이터 처리 및 관리

 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토대로 수집·처리되는
•개
마이데이터의 활용을 지원하는 기술

3 -5.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⑱ AI 시스템의 개인정보 위협수준 진단

 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시,
•인
개인정보를 보호·관리하기 위한 기술

정보주체
통제권

1 -4.

개인정보
침해대응
2 -2.
수집시
개인정보 탐지

2

유·노출
최소화
(5)

2 -3.
이용·제공시
개인정보 관리
강화

2 -4.
개인정보 파기

3 -1.
안전활용
기반기술

3

안전한
활용
(7)

개  념

1 -1.

1

정보
주체
권리
보장
(6)

후보 요소기술

3 -2.

서비스 응용

* ‘ 1 -3. 정보주체 신원인증 정보 관리’의 영지식 증명 등 주요기술은 ‘ 3 -2. 서비스 응용’ 분야에서 개발
‘ 2 -1. PbD 원칙을 적용한 기획·설계’는 기본원칙으로 모든 후보기술에 반영
‘ 2 -5.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는 정보보안 기술로, 유관 부처와 협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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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술 선정

기술로드맵 대상 기술 검토 기준
➊ 정부 R&D 지원 필요성 (민간 영역 제외)이 있는 기술
➋ 위험도, 혁신성 및 기지원 여부를 고려하여 고위험·도전적 영역 기술
➌ 국민 생활문제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회문제 해결형 R&D 기술
➍ 국산화 등 필요성이 있는 기술

로드맵 자문위원회(’21.7월)에서 기술개발 로드맵 대상 기술 11개 최종 선정
• 18개 후보 기술에 대하여 기술 검토 기준에 따라 상대적인 중요도를 평가하고, 개발 필요성이
높은 순서에 따라 로드맵 대상 기술 선정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R&D 기술 2차 선정 결과
중분류
(분야)

소분류

후보 요소기술

기준 ➊

기준 ➋ 기준 ➌ 기준 ➍

① 개인정보 안티 프로파일링 기술

개발
필요성
하

1 -1
1

정보
주체 권리
보장
(6)

② 개인정보 동의 관리 기술

○

○

상

③ 온라인 활동기록 통제

○

○

상

1 -2

④ 열람·정정 등 정보주체 요구 처리자동화

하

⑤ 클라우드 개인정보 오·남용 탐지 기술

하

1 -4

⑥ 다크웹 개인정보 거래 추적 및 차단 기술

○

○

○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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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분야)

소분류

후보 요소기술

2 -2

⑦ 비정형 데이터 개인정보 탐지
⑧ 개인정보 파편화 및 결합 기술

2

유·노출
최소화
(5)

2 -3

2 -4

3 -1

기준 ➊

기준 ➋ 기준 ➌ 기준 ➍
○

○

○

○

개발
필요성
상
상

⑨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종합 관리

하

⑩ 오프라인 환경 개인정보 보호

하

⑪ 비정형 데이터에서 선택적 개인정보 파기

○

○

⑫ 가명·익명처리 및 결합 기술

○

○

⑬ 가명·익명정보 안전성 평가

○

○

상

⑭ 개인정보 변조 및 재현데이터 생성

○

○

상

상
○

상

3

안전한
활용
(7)

⑮ 개인정보 로컬(Local) 처리기술

하

3 -2

⑯ 프라이버시 보존형 개인 맞춤형 서비스
3 -3

⑰ 마이데이터 처리 및 관리 기술

3 -5

⑱ AI 시스템의 개인정보 위협수준 진단

○

○

중

○

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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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된 로드맵 대상 핵심 기술

 종 선정된 11개 핵심기술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술
최
선정
중분류
(분야)

소분류

1 -1.

정보주체
동의 실질화

1

정보주체
권리보장

핵심 요소기술

①개
 인정보 동의
관리기술

1 -2.
정보주체
통제권

②정
 보주체의
온라인
활동기록 통제

1 -4.

③다
 크웹 개인정보
거래 추적 및
차단 기술

개인정보
침해대응

개념 및 주요 세부기술

비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 및
•  개념
서비스 탈퇴 등을 지원하는 기술
•  세부기술
개인정보 동의 관리 플랫폼 기술,
개인정보 동적 동의 관리 기술
사전 동의 없이 정보주체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수집하는
•  개념
추적 사이트 탐지 기술
•  세부기술
검색 등 서비스 맞춤형 온라인 활동기록 통제 기술 및 실증,
개인 위치정보 자율통제 기술,
온라인 활동기록 통합관리 플랫폼 기술

* ’22년
예산
반영

다크웹에서 온라인 ID 불법 거래 정황 포착, 해당 웹
•  개념
포스팅 삭제 및 웹서버 차단 기술
•  세부기술
다크웹 접속 및 개인정보 검색 기술,
다크웹 개인정보 불법거래 추적 기술
텍스트·영상·음성 등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에서
•  개념
개인정보의 존재 여부를 탐지하기 위한 기술

2 -2.
수집시
개인정보 탐지

2

유·노출
최소화

2 -3.

이용·제공시
개인정보 관리
강화

2 -4.

개인정보 파기

④비
 정형 데이터
개인정보 탐지

•  세부기술
대화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개인정보 탐지기술,
영상데이터에서 개인 식별기술,
음성데이터에서 개인 식별 및 개인정보 탐지기술,
혼합형 비정형 데이터에서 개인정보 통합 탐지기술
개인정보를 형태를 알아볼 수 없도록 분해하여
•  개념
보관하고, 필요시 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지원

⑤개
 인정보 파편화
및 결합 기술

⑥비
 정형
데이터에서
선택적 개인정보
파기

•  세부기술
이미지 기반 신분증 파편화 및 결합활용 기술,
의료영상데이터의 영상·환자정보 분리 및 복원 기술,
재결합 가능한 영상데이터 분리기술
텍스트·음성·영상 등의 비정형 데이터에서 개인정보를
•  개념
선택적으로 삭제·파기하기 위한 기술
•  세부기술
개인정보 자동 파기기술,
대화형 데이터에서 개인정보 선택적 대체 및 삭제 기술,
개인정보 일괄 파기 기술(관계된 정보 포함),
영상데이터에서 선택적 개인정보 삭제 기술

* ’22년
예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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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분야)

소분류

핵심 요소기술

개념 및 주요 세부기술

비고

개인정보를 가명·익명처리하고,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  개념
결합하기 위한 기술

⑦가
 명·익명 처리
및 결합 기술

3 -1.
안전활용
기반기술

⑧가
 명·익명
정보 안전성
평가

3

안전한
활용
⑨개
 인정보 변조
및 재현데이터
생성

3 -2.
서비스 응용

3 -3.

마이데이터
기반기술

⑩프
 라이버시
보존형 개인
맞춤 서비스

⑪마
 이데이터
처리 및 관리
기술

•  세부기술
실시간 트랜잭션 데이터의 가명·익명처리 기술,
동형암호 등 통계 또는 암호기반 가명·익명처리 기술,
동형암호의 가명·익명화 효능 측정 기술,
동형암호 및 개인집합교차 기반 결합률 측정기술,
다중 관계결합키 생성 기술, 결합키 안정성 평가기술,
결합키 보존형 가명정보 안전 결합기술,
none-TTP모델 기반 가명정보 자율결합 기술
가명·익명처리 후, 재식별 가능 수준을 측정하고
•  개념
평가하는 기술
•  세부기술
가명·익명정보 재식별 공격·검증 모델 기술,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재식별 임계치 측정 기술,
가명·익명정보 재식별 방지 기술
개인정보 일부를 변조하거나, 실제 데이터와 유사한
•  개념
특성을 갖는 모의 데이터 생성 기술
•  세부기술
음성 개인정보 변조기술, 통계 보존형 수치데이터 재현기술,
형태 보존형 재현데이터 생성기술, 재현데이터 자동생성 AI 모델 기술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자격·경력 등을 증명하거나
•  개념
이용자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  세부기술
영지식증명 기반 개인증명 기술,
동질집합 기반 연합학습 기술, 프라이버시 기반 AI 큐레이션 기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토대로 수집·처리되는
•  개념
마이데이터의 활용 지원 기술
•  세부기술
마이데이터 신뢰 전송 기술, 활용 지원 기술 및 통합 관리 플랫폼

* ’22년
예산
반영

Ⅵ. 중점 추진과제

Ⅵ
1
중분류
(분야)

1

정보
주체
권리
보장

중점 추진과제

기술개발 로드맵

소분류

핵심 요소기술

1 -1
정보주체
동의 실질화

①개
 인정보 동의
관리 기술

1 -2
정보주체
통제권

②정
 보주체의
온라인
활동기록
통제

1 -4

개인정보
침해대응

③다
 크웹
개인정보
거래 추적 및
차단 기술

2022

2023

2024

2025

2026

개인정보 동의 관리 플랫폼
개인정보 동적 동의 기술(4년)
검색 등 서비스 맞춤형 온라인 활동기록 통제 기술 개발 및 검증
개인위치정보 자율 통제 기술
온라인 활동기록 통합 관리
플랫폼(3년)
다크웹 접속 및 개인정보 검색 기술
다크웹 개인정보 불법거래 추적 기술(5년)
대화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개인정보 탐지 기술

2

2 -2
수집시
개인정보
탐지

④비
 정형 데이터
개인정보 탐지

영상 데이터에서 개인정보 탐지 및 동일객체 연결 분석 기술
음성 데이터에서 개인 식별 및 개인정보 탐지 기술
혼합형 비정형 데이터에서
개인정보 통합 탐지 기술(4년)

유·
노출
최소화
2 -3

이용·제공시
개인정보
관리강화

⑤개
 인정보 파편화
및 결합 기술

이미지 기반 신분증
파편화 및 결합 활용 기술
디지털 의료영상데이터의 영상-환자정보 분리 및 복원 기술
재결합 가능한 영상데이터 분리 기술(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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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분야)

소분류

핵심 요소기술

2022

2023

2024

2025

2026

보존기간 연동형 개인정보 자동 파기 기술

2

2 -4

유·노출 개인정보
최소화 파기

반정형 대화형 데이터에서 개인정보 선택적 대체
및 삭제 기술(4년)

⑥비
 정형
데이터에서
선택적 개인정보
파기

관계된 개인정보의 일괄 파기 기술(4년)
영상 데이터에서의 선택적
개인정보 삭제 기술
실시간 트랜잭션 데이터의 가명·익명처리 기술

⑦ 차세대
가명·익명 처리
및 결합 기술

통계 및 암호 기반 차세대 가명·익명처리 기술
다중 관계 결합키 생성 기술
동형암호의 가명·익명화 효능 측정 기술(5년)
결합키 보존형 신뢰 결합 기술
가명·익명정보 재식별 공격 모델 분석 기술

3 -1

안전활용
기반기술

⑧가
 명·익명 정보
안전성 평가

반정형 텍스트 데이터의 처리 수준 측정 기술
비정형 정보의 처리 수준 측정 기술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K, L, T)
재식별 임계치 측정 기술(5년)
통계 보존형 수치데이터 재현
기술

3

안전한
활용

⑨개
 인정보
변조 및
재현데이터
생성

형태 보존형 재현데이터 생성 기술
음성 개인정보 변조 기술
재현데이터 자동 생성 AI 모델
(4년)
영지식증명 기반 개인 증명 기술

3 -2

서비스 응용

⑩프
 라이버시
보존형 개인
맞춤 서비스

동질집합 기반 연합학습 기술(FLoC)
차분프라이버시 기반 AI
큐레이션 모델(4년)
마이데이터 신뢰 전송 기술

3 -3

마이데이터
기반기술

⑪마
 이데이터
처리 및 관리
기술

마이데이터 활용 지원 기술
마이데이터 통합 관리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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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방안

1. 개인정보 동의 관리 기술

동의
철회
개인정보 제공
동의
철회

관리

개인정보 전송

동의
철회
개인정보처리사

개인정보 활용

구분
개인정보 동의
관리 기술

2022

2023

2024

2025

2026

개인정보 동의 관리 플랫폼
개인정보 동적 동의 기술(4년)

기술 세부내용
• 개인정보 수집,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동의 철회 등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 보장을 위한
UX 중심의 설계 방안 마련
• ‘온라인 고지 및 동의(ISO 29184)’, ‘동의 레코드 정보 구조(ISO WD 27560)’ 등을 참고하여 사용자
친화적인 동의·고지 방안 마련
- 정보주체의 동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개방적이고 확장 가능한 데이터 구조를 정의하고, 이를
이용한 동의 이력 관리기술 개발

표준화 추진
• 정보주체-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의 이전(relay) 방식
등에 대한 표준화 추진
• 유럽 GDPR, 미국 CCPA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국 정책과의 연계를 위해 ISO/IEC, ITU 등
국제표준화기구의 표준화 활동 참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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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주체의 온라인 활동기록 통제 기술

위치정보
자동 추적 차단

신뢰되지 않은 제3자

웹 브라우저
활동기록
교통

정보 주체

쇼핑

추적 승인 및 중단

금융

OPT-Out

쿠키정보

신뢰 서비스

스마트폰 앱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검색, SNS, 쇼핑 등 서비스 맞춤형 온라인 활동기록 통제 기술 개발 및 검증
정보주체의 온라인
활동기록 통제 기술

개인위치정보 자율 통제 기술
온라인 활동기록 통합 관리 플랫폼(3년)

기술 세부내용
•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온라인에서 수집되는 개인 행태정보 등에 대한 수집·추적 방지 기술
개발
- 온 라인 상의 개인 행태정보 수집을 방지하고, 개인 행태정보의 추적을 승인 또는 중단
(Opt-Out) 할 수 있도록 지원

- 실시간으로 개인 행태정보 접근시도를 탐지·차단하거나, 웹페이지상 행태정보(쿠키, 스크립트,
위젯, 픽셀) 추적 기능을 탐지하는 기술

표준화 및 제도화 추진
• 온라인 활동 관련 행태정보 수집·관리 및 파기에 대해 규제준수, Legacy 시스템 및 서비스들과의
연계를 고려한 표준화 모델 수립
• 온라인 서비스 유형별로 수집되는 개인 행태정보 유형, 정보주체가 행태정보 수집 여부를
통제하는 방법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Ⅵ. 중점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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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크웹에서의 개인정보 불법거래 추적 및 차단 기술

개인정보 유통

개인정보 거래

추적 및 차단

구분

2022

다크웹 개인정보
불법거래 추적 및
차단 기술

2023

2024

2025

2026

다크웹 접속 및 개인정보 검색 기술
다크웹 개인정보 불법거래 추적 기술(5년)

기술 세부내용
• 다크웹을 통한 개인정보 거래를 추적하고 차단하기 위한 웹 탐지기술 개발 (비정형 데이터의
개인정보 탐지 기술과 연계)

• 다크웹 기반의 기존 불법거래 사례 분석을 통해 다크웹 내 개인정보 불법거래 추적기술 개발
- 필요시 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등과 협업을
통해 적용 가능성 검증

제도 개선 사항
• 효과적인 개인정보 불법거래 차단을 위하여 ISP 사업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및 법적 근거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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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정형 데이터(텍스트·영상·음성 등)에서 개인정보 탐지 기술
개인정보

텍스트

전남 나주 **길
abcd@xxx.com
751225-1xxxxxx
음성

010-XXXX-XXXX

AI

개인정보 탐지!
동영상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대화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개인정보 탐지 기술
비정형
데이터에서 개인정보
탐지 기술

영상 데이터에서 개인정보 탐지 및 동일객체 연결 분석 기술
음성 데이터에서 개인 식별 및 개인정보 탐지 기술
혼합형 비정형 데이터에서 개인정보 통합
탐지 기술(4년)

기술 세부내용
•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탐지기술 개발
- 대화형 텍스트, 음성 및 영상 데이터 등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식별을 위해 필요한
기술(텍스트 분석·가공, 자연어 처리 등) 개발

• 온라인 서비스 내 콘텐츠에 대한 개인정보 검색 및 수집을 위한 AI기반 콘텐츠 분석 및 비정형
개인정보 분석 기술 개발
• 개발된 기술에 대한 검증 및 성능측정을 위한 표준 데이터셋과 검증 방법론을 개발

표준화 추진
• 영상, 이미지, 음성, 텍스트 데이터 등 데이터 유형별로 개인정보의 효과적인 탐지를 위한
알고리즘 및 분석 방법 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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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 파편화 및 결합 기술
파편화 > 파편화 저장
이미지

key
재결합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이미지 기반 신분증 파편화 및
결합활용 기술
개인정보 파편화 및
결합 기술

디지털 의료영상데이터의 영상-환자정보 분리 및 복원 기술
재결합 가능한 영상데이터 분리 기술(4년)

기술 세부내용
• 이 미지·영상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파편화하여 저장하고, 필요시 이를
실시간으로 결합하여 개인정보를 복구·관리 할 수 있는 기술 개발
• 대용량 파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권한 기반으로 접근 및 공유가 가능한 탈중앙화된 분산
파일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표준화 및 제도화 추진
• 기술개발 산출물인 파편화, 재결합 등에 필요한 비밀 공유 알고리즘, 비밀 공유 프로토콜 등
표준화 추진
• 연구개발 및 실증을 통해 검증된 개인정보 파편화·결합 기술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조치
가이드라인 등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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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정형 데이터(텍스트·영상 등)에서 선택적 개인정보 파기 기술

보존기관 만료
연관된 서비스 내
개인정보

선택적 파기

자동 파기
일괄 파기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보존기간 연동형 개인정보 자동 파기 기술
텍스트·영상 등
비정형 데이터의
선택적 개인정보
파기 기술

반정형 대화형 데이터에서 개인정보 선택적 대체 및 삭제 기술
(4년)
관계된 개인정보의 일괄 파기 기술(4년)
영상 데이터에서의 선택적 개인정보 삭제
기술

기술 세부내용
•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존기간과 연동한 개인정보 자동 파기 기술 개발
• 대화형 데이터, 영상 데이터 내 개인정보를 선택적으로 복원 불가능한 형태로 파기하고, 관련된
개인정보를 일괄 파기하는 기술 개발
•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등 유형별 표준 데이터셋을 개발하여 검증 및 실증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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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세대 가명·익명처리 및 결합 기술
결합 전문 기관

정보주체
신청기관 A

한진흥, 남
전남 나주시 진흥길 9
T. 090-1234-5678

통계적 처리
또는
암호학적 처리

가명처리
결합
주소
서울
경기
부산

홍길동, 남
전남 나주시 진흥길 9
Xcb*9$7^61!

구분

신청기관 B

2022

차량정보
그랜저
모닝
코나

2023

결합키
주소
서울
경기
부산

2024

주택형태
주택
빌라
아파트

2025

2026

실시간 트랜잭션 데이터의 가명·익명처리 기술
통계 기반 차세대 가명·익명처리 기술
차세대
가명·익명처리 및
결합 기술

다중 관계 결합키 생성 기술
동형암호의 가명·익명화 효능 측정 기술(5년)
결합키 보존형 신뢰 결합 기술

기술 세부내용
• 금융, 쇼핑 등 거래 기반의 실시간, 트랜잭션 데이터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에 적합한
가명·익명 처리 기술* 개발
* ‘프라이버시 강화 데이터 비식별 처리 기술 분류(ISO 20889)’에 명시된 기술 적용

• 통계, 암호, 연산 기법과 연계한 가명·익명처리 기술 개발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가명정보 결합 모델(이중결합체계) 및 신뢰 기반의 단일결합체계 등에
적용 가능한 결합키 관련 기술 개발

표준화 및 제도화 추진
• ISO/IEC20889:2018, ISO25237:2017 등 가명화 및 비식별 처리 관련 국제표준과 연계하고,
가명정보 결합관련 기술의 선제적인 국제표준화 추진
• 검증된 가명·익명처리 기술을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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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명·익명정보 안전성 평가 기술
재식별 가능성 높음

재식별 가능성 낮음

결합
결합 데이터

개인정보 취급자

식별 가능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가명·익명정보 재식별 공격 모델 분석 기술
가명·익명정보
안전성 평가 기술

반정형 텍스트 데이터의 처리 수준 측정 기술
비정형 정보의 처리 수준 측정 기술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재식별 임계치 측정
기술(5년)

기술 세부내용
• 데이터 유형별 가명·익명처리 기술의 재식별 가능성 및 공격모델 등을 연구하여, 기술의 안전성
검증
- 이론적 재식별 공격 모델 연구를 기초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실효성이 있는 재식별
방지기술 개발 추진

• 데이터 유형별 가명·익명처리 난이도를 기반으로 가명·익명정보의 안전성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 개발
• 동형암호 알고리즘의 가명·익명화 성능 측정 기술 개발

표준화 및 제도화 추진
• 비식별 처리 데이터 보증 요구사항(X.rdda*)과, 신규 가명·익명처리 기술 및 동형암호 성능 측정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화 추진
* Requirement for Data De-identification Assurance

• 기술개발 결과를 데이터 유형별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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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인정보 변조 및 재현데이터 생성 기술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낸 가상 인물

Synthetic data
출처: NVidia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통계 보존형 수치데이터 재현 기술
개인정보 변조 및
재현데이터 생성 기술

형태 보존형 재현데이터 생성 기술
음성 개인정보 변조 기술
재현데이터 자동 생성 AI 모델(4년)

기술 세부내용
• 인공지능 기술 선점 및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를 위해 텍스트, 음성, 영상 등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유형별 재현데이터 생성 기술 개발
• 재현데이터에 대한 실세계 데이터와의 유사도 측정, 개인정보 침해요인 측정 등 데이터 품질
측정 기술 개발
• 음성데이터에 대한 변조 및 원본데이터와의 유사성 검증기술, 변조 후 음성 인식 가능성 등
개인식별 가능성 검증

표준화 및 제도화 추진
• 재현데이터 품질 측정을 위한 분야별 표준 데이터 형식과 데이터 신뢰도 측정 기준·방법 등을
정립하고 표준화 추진
• 데이터 처리현장에서 Fake data와의 혼란 예방을 위한 재현데이터 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필요시 재현데이터 생성·활용 가이드라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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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프라이버시 보존형 개인 맞춤 서비스 기술
영지식 증명

차분 프라이버시

연합학습

개인정보 제공

디바이스 별로 학습된 결과만 서버로 전송

학습결과

학습결과

Probability
Density

쇼핑

서비스 이용
정보주체

금융

DP output
교통

중앙 서버에서 연합학습
다양한
개인화 서비스

개인정보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영지식증명 기반 개인 증명 기술
프라이버시 보존형
개인 맞춤 서비스
기술

동질집합 기반 연합학습 기술(FLoC)
차분프라이버시 기반 AI 큐레이션 모델(4년)

기술 세부내용
•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도 특정 요건·자격 유무를 증명할 수 있는 고속 영지식 증명 생성기술
개발
- 블록체인과 연계한 개인 증명서의 고속 검증기술과 영지식 기반 서명 알고리즘을 이용한 선택적
개인정보 증명 기술 개발

• 모바일 기반 자기주도형 온-오프라인 연계 자격증명 기술 개발
- 건강, 보유, 조건 등의 충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개인 자격증명 생성, 제공, 활용기술 개발

• 개인정보 노출없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분산 딥러닝 연합학습 적용기술 연구 및
산업분야별 연합학습 활용 기술 개발
• 차분 프라이버시 기술과 AI 학습을 기반으로 뉴스, 콘텐츠, 장소 등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모델 개발

표준화 추진
• 영지식 기반 서명 알고리즘 개발 후 영지식 증명 기술 확산을 위해 자격증명을 위한 서비스 모델
및 프로토콜 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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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마이데이터 처리 및 관리 기술
본인에게 전송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전송

다른 처리자에게 전송
개인정보 보유기관

개인정보 보유기관

데이터 표준화
정보주체
서비스

신뢰 전송
개인정보처리자

Secured API 등

개인정보수신기관

관리전문기관

데이터 관리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
데이터 사업자)

개인정보
보유기관들

정보주체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전문기관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마이데이터 신뢰 전송 기술
마이데이터 처리 및
관리 기술

마이데이터 활용 지원 기술
마이데이터 통합 관리 플랫폼

기술 세부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기반으로 마이데이터가 구현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는 기술 개발
- 동종, 이종 간 개인정보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수집, 처리, 전송, 관리, 파기 등
마이데이터 라이프사이클을 종합 지원
- 개인 맞춤형 특성을 반영하여 보안성 및 정확성이 보다 강화된 형태의 마이데이터 전송 기반
기술 개발 추진

표준화 추진
• 마이데이터의 분야별 데이터 표준화와 연계하여 법 시행에 필요한 국내 표준화 추진을 통해
마이데이터 처리 관련 기술에 대한 표준화 기반 구축
• APPA 등 국제 개인정보 보호 기구에서의 국내 마이데이터 사례 공유 등을 통해 국제표준화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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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기대효과

4
 차 산업혁명 기술 확산, 데이터 경제 활성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새로운 기술 지속 확보
• GDPR,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제가 요구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개인정보보호
기술 확보 및 개선
• 구글 등 IT선도 기업의 프라이버시 경쟁우위 전략* 대응 및 국내 기업의 핵심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력 확보
* 인공지능(AI) 개발을 주도하는 글로벌 IT 기업인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는 ‘CES 2020’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조하고, AI제품에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탑재

• 가명정보 처리 등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기술 수요에 대응하고 정보주체 권리보장 기술 등
개인정보 특화 시장 개척

개
 인정보 오남용 등에 대한 우려 해소로 신뢰 기반의 디지털 사회 구현에 기여
•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따른 대량 데이터 활용시 개인정보 오남용 또는 가명처리
데이터 재식별 등에 대한 우려 해소
• 가치가 높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기반을 제공하여 데이터 경제 시대 고부가가치 창출을 지원

개
 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술보급과,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요건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확보 체계 마련

용어 정의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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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

•영
 지식 증명(Zero-Knowledge Proof) 자신의 정보 자체를 전달하거나 노출시키지 않고도 자신이 그 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술

•동
 형 암호화(HE: Homomorphic Encryption) 데이터를 해독할 필요 없이 암호화된 상태의 데이터에 대한 연산
및 분석 등을 수행함으로써 복호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제거하는 기술. 동형암호를
이용하면 데이터를 암호화한 채로 상업용 클라우드 서비스에 외주를 맡겨 암호화된 채로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음

•다
 자간 연산(MPC: Multi Party Computation) 암호화된 여러 데이터 소스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개인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도 관심 값(Values of interest)을 계산할 수 있는 분산 컴퓨팅 시스템 또는 기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노출되지 않고, 다수의 사람과 데이터를 공유하고 합의했을 때 특정 행위나 연산이 가능한
다자간 서명 기술로써, 서로에 대해 신뢰할 수 없거나, 안전장치가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차
 분 프라이버시(DP: Differential Privacy)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데이터세트(data set)에 임의의 노이즈(noise)를 삽입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술.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자료의 연결(matching or linkage)을 통해 특정 개인의 정보를
추론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노출 위험을 측정하여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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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컬 컴퓨팅(Local Computing) 사용자 또는 데이터 소스의 물리적인 위치나 그 위치와 가까운 곳에서 컴퓨팅을
수행하는 것. 데이터가 수집되는 로컬에서 데이터를 즉시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기기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으므로 기존 중앙 집중식 클라우드 컴퓨팅에 비해 보다 빠르고 안전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

•연
 합학습(Federated Learning) 다수의 로컬 클라이언트와 하나의 중앙 서버가 협력하여 데이터가 탈중앙화된
상황에서 글로벌 모델을 학습하는 기술
※ 하이브리드 컴퓨팅 및 영지식 증명 기술을 기반으로 함. 데이터가 아닌 학습 모델을 제공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
가능

•스
 몰 데이터(Small Data) 개인의 중요한 정보를 모두 파악하여 사용하기 보다는 정보 간의 인과 관계를 찾아
최소한의 정보를 이용하는 기술. 기존 데이터 세트 조작을 통한 데이터 증강, 선행 모델로부터 학습결과를 이식받는
전송 학습, 합성 데이터 세트 이용 등을 통해 데이터 사용을 최소화

•생
 성적 적대 신경망(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대립하는 두 신경망 모델의 경쟁을 통해서
학습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기술.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Generator)과, 이 모델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판별하고자 시도하는 모델(Discriminator)이라는 두 모델을 서로 대립(Adversarial)시켜서 서로의 성능을 올릴 수
있다는 개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