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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인공지능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안전성이 요구되어짐에 따라, 우리나라가 추진해

야 할 개인정보보호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문헌조사를 통해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자율

주행자동차, 의료/헬스케어, 에너지, 금융, 유통/물류, 법률자문, 홈비서 등 주요 인공지능서비스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이슈사항 

및 각 서비스에 적합한 개인정보보호기준을 도출하였다. 또한, 인공지능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적 기준과 처리과

정의 기준을 중심으로 주요국가의 추진사례를 검토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국내에 적용하여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

여, 법제적 기준에서는 인공지능서비스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법률의 재정비, 인공지능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에서의 책임과 

원칙 준수, 인공지능서비스로 인한 개인정보침해 및 보안위협 등으로부터의 위험관리체계 운영 등이 요구된다. 처리과정의 기준에

서는 첫째, 전처리 및 정제에 관해서 데이터셋 참조모델 표준화, 데이터셋 품질관리, AI애플이케이션의 자발적 라벨링이 필요하며, 

둘째, 알고리즘 개발 및 활용에서는 알고리즘의 명확한 범위규정과 그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의 

안전한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비식별조치 외에 우리나라에 적합한 개인정보보호 개선과제로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

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인공지능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도출하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주제어 : 인공지능(AI)서비스, 개인정보보호, 법제적 기준, 처리과정, 위험관리, 보호조치

Abstract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South Korea, according to 

requiring the safety of process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ccordingly, based on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through literature research, this study derived the issues and suitable standards of personal information for 

major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s. In addition, this cases studies were reviewed, focusing on the legal compliance 

and porcessing compliance for personal information proection in major countries. And it suggested the improvement 

plan applied in South Korea. As the results, in legal compliance, it is required reorganization of related laws, 

responsibility and compliance to develop and provide AI, and operation of risk management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in AI services. In terms of processing compliance, first, in pre-processing and refining, it is necessary 

to standardize data set reference models, control data set quality, and voluntarily label AI applications. Second, in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algorithm, it is need to establish and apply a clear regulation of the algorithm. As such, 

South Korea should apply suitable improvement tasks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 safe AI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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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능정보사회는 모든 사회ㆍ생활 전반에서 인공지능

을 활용하여,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자 한다. 인공지

능기술(이하 AI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의 

편리성 등을 기대하게 되면서, 전세계 인공지능시장도 

매년 55∼66%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

서비스(이하 AI서비스)의 확대로 인해 얻어지는 긍정적

인 효과를 기대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인해 겪

을 폐해도 우려하여야 한다. 일례로, AI서비스를 위해 

수집된 정보가 결합되면서, 원래 목적과 달리 악용되거

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침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국가에서는 인공지능을 도

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방지하

고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본격적인 개인정보보호대책이 마련되

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 AI서비스를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더 나은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자 한다. 특히, 인공지능을 제공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의료·헬스케어, 에너지, 금융, 유통·물류, 법률자문, 홈

비서 등 주요서비스를 중심으로 개인정보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사항 및 개선기준을 도출하고자 한

다. 또한, 안전한 서비스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문헌조사

를 중심으로 한 주요국가의 정책사례를 분석하여 벤치

마킹하고, 우리나라가 AI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2. AI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보호

2.1. 주요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처리과정

｢국가정보화기본법개정(안)｣은 “인간의 학습․추론․지

각․자연어처리 능력 등 고차원적 정보 처리 활동을 연

구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구현하는 기반기술을 지

능정보기술이라고 정의하였다[1]. 인공지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지능력, 추론능력, 학습능력 등을 기계가 

구현하는 알고리즘(algorithm)의 일종으로서 어떤 처

리과정이라도 자동으로 수행한다. AI기술은 상거래에 

있어 공급자, 소비자, 상품 및 서비스간의 상호작용과 

고객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및 제품을 제공한다[2]. 따라

서, 인공지능의 범위에는 탑재된 로봇 또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시스템 모두를 포함하며, 자율주행뿐만 아니

라 금융투자분석 등을 위해 다양한 AI 로봇 등을 서비

스에 활용하고 있다[3].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1호에 “살아있

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 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는 특정 개

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

정보는 AI도구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제

공된(provided), 관찰된(observed), 유추된(derived), 

추론된(inferred) 정보로 구분된다[4]. 즉, 개인정보가 

직접 수집되지 않더라도 추론을 통해 잠재적 개인정보

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AI서비스가 제공하는 여러 분

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Table 1. Personal information and stakeholder in major AI services

Division Explanation Personal information Stakeholder

Self-

driving car

• Providing a more comfortable driving environment

for drivers through voice technology, handwriting 

recognition, and gesture recognition using IR 

sensors[5]

• Driver information(parking & vehicle management, 

navigation, eco-friendly driving, streaming, 

mobile, directions, SNS, etc.)

• Vehicle information(maintenance/diagnosis information

insurance tracking, recall, emergency service 

information, etc.)

• Information subjects

• Service provider

• Third party(parts

Medical·

health care

• Providing an improved lifestyle through prediction 

and recommendation on personal eating habits 

and lifestyle habits. by expressing the measured 

body composition information as graphic-based 

data, and 1:1 customized management, etc.

• Providing customized assistance and response 

to patients with AI in realtime with medical 

records from voicing recording to automatic 

text conversion through an integrated medical 

recoding solution, etc.[5,6]

• Disease information (physical information, genetic 

information, personal identification information, 

medical symptom information, medical treatment 

information, etc.)

• Treatment information by disease type (disease 

treatment information such as surgery and 

treatment-big data)

• Clinical·rehabilitation service information (clinical 

target information, rehabilitation information, 

treatment information, etc.)

• Information subjects

• Service provider

• PI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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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Energy

• Constructing an energy ecosystem(efficient energy 

supply and demand management for smart 

factories, APTs and buildings, and renewable 

energy management, etc. utilizing AI & data). 

• Personal energy consumption(residence information, 

usage information as like water, gas, electricity, 

etc.)

• Facility control and operation(image monitoring 

information, parking information, elevator usage 

information, etc.)

• Information subjects

• Service provider

Finance

• Applying not only to simple financial services, 

but also to asset management, credit 

evaluation, facial recognition authentication, 

voice phishing blocking, financial fraud damage 

prevention, etc. utilizing financial AI & data

• Transaction information(account information, 

transaction information, past history, call center 

details, etc.)

• Customer asset analysis (asset operation, illegal 

transaction inspection, review and asset 

transaction, investment tendency, etc.)

• Customer service protection (monitoring customer 

reactions when signing up for products, checking 

documents and terms)

• Information subjects

• Service provider

• Third party

Distribution

/

logistics

• Connecting quick purchase delivery (product 

recommendation, product management, and 

product delivery, etc.)

• Transaction information(member information, 

product and purchase information (payment, 

delivery, return, etc.), online review, etc.)

• Customer service information(inventory status 

information, logistics tracking information, 

consumer(customer’s pattern and propensity) 

analysis, shopping route analysis, customer 

response analysis, etc.)

• Information subjects

• Service provider

• PI controller

Legal 

advice

• Affecting simple document preparation, real 

estate rights analysis, legal counseling, criminal 

investigation, and trial by use of AI in the 

legal service[7]

• Legal advisory details(personal information, legal 

information, evidence data, counseling 

information, etc.)

• Legal support items(law search and inquiry 

propensity, legal support details(case law 

information, etc.)

• Information exchange by law firms (accumulation 

of legal counseling data of others)

• Information subjects

• Service provider

• Third party

Home 

secretary

• Providing personalized services such as secretaries 

by learning user's habits and behavior patterns 

through AI-equipped devices[8]

• Input information(E-mail, text message, SNS, 

voice recognition, etc.), location information & 

time information, user habits and behavior 

patterns, etc.

• Transaction information(medical information, 

consumption habits & expenditure details, 

income details, etc.)

• Information subjects

• Service provider

• Third party

Service User

Information 
subject

Preprocessing & Cleansing AL Development & Utilization

Collection 
environment

Auto-classific
ation data

Knowledge 
dictionary

Collection
Category

Auto-classi
-fication

Sentiment 
Analysis

Keyword 
Analysis

Index
Search & 
Summary

Service
APICollected Data 

& Data set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Stakeholders

Classification 
result

Sentimant 
Analysis result

Keyword
Data

Index
Volume

Service 
Provider

Third party
(linked service)

Crawling

Big data

Data Collection

NLP(Morphem analysis, Chunking, 
Named Entity Recognition, Syntax Analysis, etc.)

Hadoop HDRS

HBase

Fig. 1.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rocess in AI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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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자율주행자동차, 의료·헬스케어, 에너지, 금융, 

유통·물류, 법률자문, 홈비서 등과 같은 AI서비스가 상

용화되고 있는데, 인공지능은 스스로 정보를 수집·저장

하며, 마케팅, 감시 등의 목적으로 제한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중심으로 한 주요 AI서비

스 및 그 처리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및 이해관계자는 어

떻게 되는지 Table 1과 같이 정리하였다.

Table 1과 같이, 주요 AI서비스를 중심으로 정보주

체, 서비스제공자, 서비스이용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

여하면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과정을 한

국정보화진흥원(2017)에서 제시한 자료를 활용하여 

Fig. 1과 같이 데이터의 수집, 전처리 및 정제, AI 개발 

및 활용 단계로 도식화하였다[5]. 물론, 이해관계자에 

의한 수집 외에 크롤링, 빅데이터 등을 통해서도 개인

정보가 수집되는데,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는 데이터

분석방법을 통해서 재가공 및 재식별이 가능하다. 따라

서, AI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처리과정을 전처리 및 정

제, AL 알고리즘 개발 및 활용으로 정리하여 본 연구에

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2.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인공지능의 보안에 관한 연구는 인공지능이 사람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한 보안(Security from AI), AI시

스템이나 AI서비스를 악의적인 사람으로부터 보안

(Security of AI), AI기술을 활용해 다른 보안이슈를 

해결하는 것(Security by AI)으로 구분된다. Security 

from AI는 인공지능에 의한 윤리문제, 생사문제 등에 

관한 판단을 다룰 수 있고, Security of AI는 인공지능

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AI기술

을 보안기술로 활용한다[9]. 특히, Security by AI는 

AI기술을 활용한 보안기술로서, 완전 자동화된 사람과 

컴퓨터 판별(CAPICHA), 사용자인증, 이상거래탐지 등

을 들 수 있다. 물론,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안강화도 중

요하지만, 인공지능을 악용하여 보안을 위협하기도 한

다. 지난 옥스퍼드외 6개 대학·연구기관은 해커의 인공

지능 악용이 사이버보안의 큰 위협요소라고 지적하였

고, 웹루트(Webroot, 보안전문회사)도 인공지능이 가

장 큰 사이버위협요인이라고 조사하였다[10]. 일례로, 

구글, 아마존, 애플 등에서 제공하는 홈비서의 기능이 

오작동, 오인식 등에 의해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원태(2016)는 애플리케이션, 미

들웨어·운영체제, 네트워크에서의 인공지능 작동에 따

른 개인정보 침해위협을 우려하였다[11]. 이외에도 인

공지능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요인

을 들자면, ① 인공지능기기를 이용한 직접적인 감시 

또는 로봇에 의한 사적 공간의 출입(｢개인정보 보호법｣

의 적용범위 모호, 개인정보의 해킹 및 노출, 개인사생

활의 관찰·분석 등), ② 휴대가능한 네트워크로 연결된 

센서를 이용한 개인정보·사생활 침해(홈로봇, 휴대폰 

등 서비스제공과정에서의  광범위한 사생활 녹화·기록 

가능), ③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발생한 대화, 행동 

등(개인정보의 유·노출 가능)을 들 수 있다[12]. 

따라서, AI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

를 위한 Privacy from AI, Privcay of AI, Privacy 

by AI가 고려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 더욱이 아직 비정의된 개인정보

도 추론 또는 상관되어 데이터셋으로 재결합될 수 있으

므로, 잠재적인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조치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사전예방적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3. 사전 연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AI서비스를 위한 개인정

보보호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하며, 문헌조사를 통해 

주요국가의 사례분석 및 국내 적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용대 외(2016)는 인공지능분야

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체계를 검토하여 발

전방향을 제시하였으며[13], 김종현 외(2016)는 인공지

능분야에서 개인정보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GDPR기준의 법제도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8]. 이원

태 외(2016)는 AI처리영역에 대한 Root수준에서의 개

인정보보호모델을 제안하였다[14]. 이외에 신영진

(2020)은 AI서비스에서 개인정보보호가 이루어지기 위

해 법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 운영적 측면으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15]. 이처럼 인공지능분야에

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들은 2016년이후 지속

되었으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도 정비, 침해위협

에 대응하는 보안기술 등에 제한되어 있고, AI서비스에

서의 개인정보 침해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큰 맥락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전한 

AI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법률적 기준과 처리과정

에서의 기준을 연계하여 개인정보보호 이슈분석 및 개

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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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분석 틀과 방법

본 연구는 기존 연구문헌(연구논문, 연구보고서, 인

터넷자료 등), 정부 및 공공기관 발간보고서(정보화연

차보고서, 성과보고서, 동향분석 보고서), 관련 법률·지

침, 국제표준 및 원칙 등을 대상으로 문헌조사하였다.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mprovement plan in AI service

Processing complianceLegal compliance

Case study analysis of major countries

Analysi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ssues & 
standards in major AI services

Fig. 2. The framework of this study

이렇게 조사한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Fig. 2와 같이 

AI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이슈 및 기준을 

검토하여 법률적 기준과 처리과정에서의 기준에 따라 

정리하였다. 먼저, 개인정보 이슈사항은 앞서 구분한 두 

가지 측면에서 국내에서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미국, EU, 호주 등 주요국가의 

AI서비스에서 추진하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사례를 분석

하여 벤치마킹하고자 한다. 셋째, 우리나라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4. 분석결과

4.1 개인정보 이슈사항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의료·헬스케

어, 에너지, 금융, 유통·물류, 법률자문, 홈비서 등 다양

한 AI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AI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준수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의 침해위협

을 차단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김종

현 외(2016), 한국인터넷진흥원(2020) 등은 AI 개발 

및 활용단계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사항을 정리한 

바 있다[8,16]. 이를 기준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

률적 기준과 개인정보처리과정에서 논의되는 이슈사항

을 정리하고, 그에 적합한 대응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첫째, 법제적 기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논의할 수 있는 규제 및 제약사항이 개인정보보호를 위

한 제약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의 집적분석 등 

개인정보의 동의, 고지 등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또

한, 기존의 기준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AI서비스에 적용하는 책임과 원칙뿐만 아니라, 서

비스개발부터 활용에 거쳐 발생할 수 있는 위기관리기

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의 기준은 전처리 및 정

제, 알고리즘 개발 및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전처리 및 정제단계는 데

이터 정제 및 결합을 통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으

로 변환하면서, 수집된 데이터를 비식별하거나 결합하

는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이다. 이는 데이터의 

수집, 제공, 위탁, 파기 등 처리과정에서 데이터셋의 형

성 및 활용에 따른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수집

의 적절성, 비식별된 정보의 결합 및 연계처리현황, 개

인정보호조치, 파기의 적절성 등에 대한 개인정보 위험

요인을 해결해야 한다.

다음으로, 개인정보처리과정에서 적용할 알고리즘 

개발 및 활용을 들 수 있는데, 학습을 통한 인공지능 알

고리즘 개발, 개발된 인공지능을 통한 데이터처리과정

에서 의도치 않은 개인식별, 프로파일링 등의 대응방안

이 필요하다. 즉, 통합검색시스탬(ABLE)에서의 데이터

익명화, DB 통합검색, 데이터 추출 등이 진행되므로, 

국제표준DB화(CDM), 이미지 DB 연동, 가이드라인 작

성 등을 통해 표준화되어야 한다. 특히, 주요 AI서비스

를 중심으로 앞서 제기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이슈사

항을 검토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의 명확화, 

정보주체의 동의 및 결합정보 등에 대한 동의기준 마

련, 개인정보의 필터링 및 익명화, 개인정보 추론대비 

알고리즘 공개, 개인정보 암호화, 개인정보 제공 및 공

유에 대한 인증절차, 처리정보 및 처리과정의 안정성 

확보조치 적용 등에 대한 사항을 기준으로 Table 3과 

같이 도출하였다.

Table 3을 바탕으로, 주요 AI서비스별로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자율주

행자동차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명확화 및 

인증을 강화하여야 하며, 의료·헬스케어에서는 개인정

보처리시 익명화, 개인정보 매핑 등에 대한 별도 번호 

부여 처리, 정보공유의 직접 동의 및 인증절차 진행 등

이 필요하다. 금융서비스에서는 익명화 및 고객정보의 

스스로 분석ㆍ저장ㆍ관리, 개인정보 필터링 및 익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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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치 시 암호화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유통·물류서

비스에서는 개인정보의 익명화 및 비식별조치, 개인정

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인증절차 등이 필요하며, 법률

자문서비스에서는 개인정보의 익명화 및 그에 대한 명

확한 알고리즘 공개, 수집된 정보의 독립적 분리저장 

및 민감정보와 구분하도록 하며, 홈비서의 경우는 스스

로 정보의 분석ㆍ저장ㆍ관리, 사용자 동의 하에 위치 

파악, 사용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량에 따라 제한적 서

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Table 3. Personal information issues in the process of AI service

Division Major issues

Legal 

standard

Law

• Restrictions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 Regulations under the Law, restrictions on processing, etc. in the process of processing 

personal information

Guideline

• Requirements for the revis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AI services

- Exceptions such as consent, notice, etc. of personal information due to collection and 

analysis of personal information

Responsibility & principle

• Responsibility & principle for the development and use of AI services

•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rinciples for securing safety from collection to destru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Risk Management 

Framework

• Application and monitoring of risk management tools that can diagnose and suggest solutions 

according to risk types

Processing 

process

standard

Preproces

sing & 

Cleansing

Collection

• Appropriateness of data collection for AI algorithm development

- General matters such as the type, form and necessity of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the 

purpose of collection and use, and the path of obtaining personal information

- Consent of information subject when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the basis for collecting 

big data)

• Protection measures according to the method of collecting and integration personal information 

when collecting data

Provision

• Handling of personal information when providing to a third party during pre-processing and 

refining

- Basis and process status for the transmission, provision to a third party, use for other 

purpose of personal information

•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status of combination and related services for non-identified 

personal information of other organizations

Consignment
• Check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measures handled when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such as data set creation and processing is entrusted to a third party

Destruction
• Appropriateness of destructing personal information when reached the expiration date

- Destruction within the deadline, destruction by irrecoverable methods, etc.

AL 

Developm

ent & 

utilization

Collection

• Consideration of unauthorized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method of big 

data-personal information, legality of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non-identification 

measures and data set configuration of sensitive information, etc. through the developed AI

Use·

Provision

• Processing Big data and personal information when providing to a third party through the 

developed AI

- Protective measures in case of non-identification re-identification, use for other purpose of 

personal information

• Review of personal information control factors in the process of processing, analysis, and 

visualization for AI(prevention of re-identification)

Destruction

• Destruction criteria for destruction of data collected and used by the developed AI(destruction 

plan after achieving the purpose, irreversible destruction method, follow-up measures after 

destruction, etc.)

이와 같은 사항을 Table 4로 정리하였는데, 이처럼 

주요 AI서비스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준수하도록 그에 

적합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는데, 이를 구체화하기 위

해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주요국가의 사례를 법제적 기

준, 개인정보의 처리과정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여 제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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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tandards in major AI services

Division Details

Self-

driving car

• Clarification of the purpose of collecting and using personal information

• Safe certification process by the manufacturer itself and third parties

Medical·

health care

• Anonym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and processing input information & potential output 

information for medical treatment

• Independent DB storage and separation mana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 Separate numbering processing and protection for mapping and matching map of personal information 

• Establishing standards for ethical voluntary judgment when the data subject directly consents to and uses information 

sharing

• Encryption and anonymization measures in case of filtering personal information 

Energy

• Establishment of consent criteria for combining other information when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

• Safety measures when distributing unidentified personal information

• Proceed with authentication process when direct consent to sharing and using information by the information subjects

Finance

• Anonymization of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and disclosure of clear algorithms when inferring anonymous information

• Self-analysis, storage and management of customer information, and service expansion through mapping of personal information

• Encryption in case of filtering and anonymization measures of personal information

• Proceed with authentication process when direct consent to sharing and using information by the information subjects

Distribution·

logistics

• Establishment of consent policy standards for the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f others as well as the 

information subject

• Self-analysisㆍstorageㆍmana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and non-identification measures for combination with 

user‘s consent

• Provision of authentication procedures for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filtering when combining personal 

information, etc. 

Legal advice

• Anonymization of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and disclosure of clear algorithms when inferring anonymous 

information

• Provision for independent separate storage of collected information and classification of sensitive information

Home 

secretary

• Establishment of consent policy standards for the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f others as well as the 

information subject

• Establishment of safety measures regulations such as anonymous processing of collected information, independent 

separate storage, etc. 

• Provision for measures to transition to the dormant state when not in use, a third party's message schedule 

management, and the user's self-determination rights when unintended information is generated, etc.

• Self-analysisㆍstorageㆍmana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and notice of location with user‘s consent

• Provision of limited service according to the amou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vided by users

4.2 주요국가의 사례분석

4.2.1 법제적 기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4.2.1.1. 법제 정비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의료·헬스케어, 에너

지, 금융, 유통·물류, 법률자문, 홈비서 등 AI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시 개인정보보호관련 법

률 및 규정의 제약사항, 개정사항 등 등을 검토하여 개

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미국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로서 ｢건강보험정보의 이

전 및 그 책임에 관한 법률｣(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 ｢금융

서비스 현대화법률｣(Gramm-Leach-Bliley Act: GLBA), ｢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CCPA) 등 개별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전자적 대화에 대한 프라이버시법｣(The Electronic 

Communication Privacy Act)은 2018년 “Rise of the 

Machines:Artificial Intelligence and its Growing 

Impact on U.S. Policy”를 통해 AI기반의 제품에 기존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률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전자적 

대화를 담은 오디오 및 비디오 시스템을 기관특성에 따

라 제공할 수 있고(18 U.S.C. 2510조), 법관의 요청없

이도 검찰 등 집행기관이 개인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지난 2019년 2월, ‘AI에 관한 대통령 행정

명령(The American AI Initiative)’에서도 프라이버

시와 시민자유 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17]. 

이외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2019년 5월 기기에

서 음성녹음을 저장하기 전에 스마트 스피커 제조업체

가 소비자의 동의를 얻도록 요구하는 법안(Assembly 

Bill 1395)을 마련하였고, 스마트기기의 음성기능이 구

동되는 단어를 말하는 순간부터 이용자 동의를 얻는 옵

트인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녹음된 정보의 판매 및 공

유를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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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을 마련하였는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제 및 AI기술을 통한 EU거주자의 데이터활용방

법을 명시하고 있다. EU의 GDPR은 정보주체가 특정 

또는 다수의 목적을 위해 자신과 관련된 개인정보처리

에 동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제1항a호). 정보주

체는 전자적 방법, 서면진술, 구두진술 등을 통해 개인

정보처리에 대해 동의하고, 자유롭게 제공되도록 고지

된 명확한 합의를 하는 행위이다. 일례로, 챗봇과 같은 

서비스를 위해 전자적 방식으로 동의를 요청하고, 그 

요청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제공되어야 한다[18].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일반법

으로 제정되었는데, 데이터3법의 개정으로 기업의 개인

정보처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현

재 법률에서는 인공지능에 관한 사항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이나 EU의 경우와 같

이 인공지능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법적 기준을 적용하여 개인정

보처리과정에서의 안전한 관리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4.2.1.2. 책임과 원칙 준수

주요 국가에서는 AI서비스를 개발·제공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를 하고자 하는 여러 기준과 함께, 정보주

체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책임과 원

칙을 수립하고 있다. 미국의 AI Now Institute(2018)

는 대부분 기술기업 내부의 거버넌스구조가 AI시스템

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지 못하므로, 정부기관이 얼굴인

식과 관련된 AI기술의 감독, 감사 및 모니터링 등의 권

한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미 백악관의 “The American 

AI Initiative(2019. 2)” 연차보고서에서도 규제 및 비

규제를 통한 공공생태계의 신뢰성 구축, AI산업 생태계

의 사이버안전과 보호를 위한 기준과 원칙을 검토하여 

적용하고자 하였다[19]. 이외에도 미국은 2019년 5월 

OECD에서 발표한 AI원칙을 다른 회원국과 함께 지지

하였으며, 크게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관리원칙(인간중심의 가치와 공정성, 투명성, 설명가능

성, 견고성, 보안 및 안전, 책임성 등)과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국가정책 및 국제협력(AI생태계 육성, 

인공지능을 위한 정책환경 제공 등)을 강조하였다[20].

EU는 “유럽에서의 기술 규제: 로봇에 대한 법과 윤

리의 당면과제(RoboLaw Project, 2012)”, “규칙 초안

을 위한 보고서(Draft Report, 2016)” 등을 통해 국가·

사회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제적 대응방안을 

주장하였다. 또한, EU의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9년 “신뢰할 수 있는 AI윤리 가이

드라인(Ethics guideline for trustworthy AI)”를 발

표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은 ·인간의 주체성과 감독권 

보장, ·기술적 견고성과 안전성, ·개인정보보호와 데이

터에 대한 인간의 통제권, ·투명성, ·다양성과 비차별성, 

공정성, ·환경적 사회적 행복, ·책임성 등 7개 원칙으로 

구성되었다[17]. 또한, EC는 2020년 “White Paper 

on Artificial Intelligence-A European approach 

to excellence and trust”를 발표하였는데, 인공지능

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신뢰의 생태계 및 AI규제

프레임워크를 포함하고 있다[17].

EU의 ‘사법 윤리헌장’은 5대 원칙으로 기본권 존중, 

차별금지, 품질과 보안, 투명성ㆍ공평성ㆍ공정성, 이용

자에 의한 통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품질과 보안의 

원칙은 사법적 결정과 데이터 처리에서 정제된 모델에 

따라 검증된 소스와 무형데이터에 보안기술을 적용하도

록 규정하였다. 즉, 이 과정에서 데이터 검증, 수정금지, 

처리과정의 추적가능성, 보안환경, 시스템의 완결성 및 

비접촉성 등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EU의 

윤리지침에 AI규제·감독이 부족하므로, 인공지능을 위

한 권장 사항 및 지침을 반영하여 준수하도록 하였다. 

영국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ICO)는 앨런튜링 연

구소와 함께 “인공지능 의사결정에 대하여 설명하기” 

지침(2019)을 발표하였다. 또한, 영국의 ‘공공부문 인공

지능 활용 가이드’을 통해 인공지능 활용의 의사결정이 

개인에게 법률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EU의 GDPR 

및 영국의 「프라이버시법」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호주의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는 2019년 4월 

“Artificial Intelligence: Australia's Ethics Framework, 

A Discussion Paper”에는 AI사용 8대 원칙을 명시하였

다. 또한, 호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18년 ‘데이

터분석 가이드’ 및 개인정보보호원칙을 발표하였고, AI

분야의 표준 및 행동강령을 다루는 국가윤리프레임워

크도 개발하였다. 일본은 “인간중심 AI사회원칙검토회

의”에서 논의된 2017년 인공지능 활용의 7대 원칙을 

발표하였는데, 인공지능에서의 신중한 개인정보 관리와 

보안 조치 등을 통해 안전성을 높이고자 하였다[17]. 일

본 정부는 자국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도 해당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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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용하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중국은 2017년 중국의 AI개발을 위한 장기전략을 수

립하였으며,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 및 윤리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다. 또한, 대학들

이 참여하는 인공지능산업연합(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Alliance)은 2019년 5월 AI분야의 자율규제

지침 초안을 발표하였는데, AI개발에서 “인간 가치, 윤

리 및 도덕”을 준수하고, 사회적 안전과 인권 존중을 기

반으로, 데이터 수집, 알고리즘 설계 및  기술 개발, 개

인정보보호 등을 추진하였다. 중국의 국가차세대인공지

능관리전문위원회는 2019년 차세대 AI거버넌스 원칙

(the New Generation AI Governance Principles)

을 발표하여 윤리문제를 최초 공식화하였다. 또한, “새

로운 AI개발 정책(New Gener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ment Plan)”에 명시된 지능적 

기반시설에 적합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도출하였다

[17]. 중국은 개인정보의 수집‧저장‧공유를 위한 개인정

보의 안전규범을 마련하였으며(2018. 5월), AI거버넌

스의 6대 원칙 중 안전하고 편리한 지능사회의 건설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AI인프라시스템의 설계를 원칙으로 

삼았다. 이상과 같이, 주요 국가에서 표방하는 책임과 

원칙은 Table 5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AI

윤리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으며, AI 개발 및 사용에 대

한 구속력없는 가이드라인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인

공지능의 핵심원칙 중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살

펴보면, AI를 사용함으로써 평단적ㆍ심리적ㆍ재정적ㆍ

전문적 또는 기타 유형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26]. 

Table 5. Principles of AI in major countries 

Division Principle Details

EU 5 principles
·Respect for basic rights, ·non-discrimination, ·quality and security, ·transparencyㆍfairness, ·control 

by users[21]

Australia
8 principles for 

ethical AI 

Generates net-benefits, ·non-harm, ·regulatory and legal compliance, ·privacy protection, ·fairness, 

·transparency and explainability, ·contestability, ·accountability[22]

Japan

7 principles

(social principle 

for AI)

·Human-centric AI, ·faithful AI Education, ·careful privacy management, ·security of AI, ·maintain of 

fair Competition,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innovation of data use across borders[23]

China 8 principles
·Harmony and friendship, ·fairness and justice, ·Inclusive and sharing, ·Respect for privacy, ·safety 

and controllability, ·shared responsibility, ·open collaboration, ·agile governance[24]

U.S.A/

OECD
2 main principles

·Principles for responsible stewardship of trustworthy AI(human-centred values and fairness, 

transparency and explainability, accountability, etc.), ·national polici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rustworthy AI(fostering a digital ecosystem for AI, shaping an enabling policy environment for 

AI, etc.)[25]

4.2.1.3. 위험관리체계 운영

인공지능으로 인한 개인정보침해 및 보안위협, 인공지

능의 오작동 및 악용 등으로 발생가능한 역기능을 조사하

여 개선할 위기관리방안이 필요하다. 호주의 산업과학에

너지자원부는 2019년 4월 AI기술과 관련된 위험을 완화

하기 위해 “Artificial Intelligence: Australia's Ethics 

Framework, A Discussion Paper”를 발표하였다. 이는 AI시

스템에 대한 위험평가프레임워크(Assessment framework 

for AI systems: risk)를 적용하여, 도입한 시스템의 목적, 

윤리적 사용 및 적용, 프로세스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및 결과, 공정과 결과, 물질적 피해 및 결과, 경쟁가능성 

및 결과, 책임성 및 결과, 규제 및 법률 준수사항 및 가능

성, 투명성 및 설명 가능성과 유사성, 영향을 미치는 사

람 수 등에 따라 피해규모 등의 위험발생빈도와 주요위

협비중을 측정하고, 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및 위험확

률을 점검한 사항에 따라 위험발생요인 및 개선조치를 

수행한다[26]. 

영국의 공공생활 표준위원회는 2019년 3월 공공서

비스에서 인공지능 사용정도를 조사하였으며, 이에 대

한 행동기준은 기술적 지원결정을 위해 적용하였다. 

UK Biometrics and Forensics Ethics Group의 

2019년 보고서는 기계학습기술을 기반으로 실시간 얼

굴인식기술을 적용한 윤리문제를 요약하고, 적절한 법

적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15]. 이처럼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위협을 최소

화하기 위해서 발생규모 및 피해정도 등을 고려한 위기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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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처리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

4.2.2.1. 전처리 및 정제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4.2.2.1.1. 데이터셋 참조모델 표준화

AI서비스에서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투명성이 보

장되어야 하고, AI서비스에 적합한 애플리케이션을 개

발하도록 고품질의 데이터셋이 요구된다. 데이터의 정

제 및 결합을 통해 전환된 데이터셋은 개인이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및 기본적 가치를 존중하며, 알고

리즘시스템의 손상 가능성에 따른 규제, 알고리즘시스

템의 허용가능성에 대한 기본 요구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EU의 규정에 맞추어 품질요구사항에 민감

한 프로파일의 법적 요구사항 등을 고려해야 한다[27]. 

이런 점을 고려하여 데이터 중심의 아키텍처(DA)를 구

축하여, 시스템의 본질적인 데이터를 체계적·구조적으

로 설계·관리한다면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8,29]. 따라서, 데이터셋으로 전환하여 데이터를 처

리하도록 데이터 참조모델을 제공하고, 그에 맞추어 운

영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여야 한다.

4.2.2.1.2. 데이터셋 품질관리

EU는 인공지능I관련 이해관계자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GDPR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에 대한 EU지침은 AI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할 때, 모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데이터셋의 품질

관리가 요구되어 진다. EU의 GDPR은 정보주체가 자

신의 개인정보를 완전히 통제하고, 그로 인한 피해 및 

차별화를 받지 않도록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AI시스템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설계되어야 하며, AI

개발자는 데이터 암호화 및 익명화와 같은 설계과정에

서의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데이터 품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공지능관련 데이터셋의 품질을 제어하

기 위해서는 데이터셋의 감독 메카니즘 및 프레임워크

를 마련해야 한다. 

4.2.2.1.3. AI애플리케이션의 자발적 라벨링

EU는 개인정보 침해위험이 높지 않은 AI애플리케이

션에 대해 자발적 라벨링을 하여 AI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즉, AI서비스제공자는 법

적 요구사항 등을 특정 데이터셋에 적용하도록 AI애플

리케이션에 대한 품질라벨을 적용한다. 이로 인해 AI 

제품 및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고, AI서비스대상에게 

법적 의무 및 특정 목표, 표준화된 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라벨링체계에 대한 참여는 자발적이지만 

개발자 또는 배포자가 라벨을 사용하기로 선택하였다

면, 요구사항은 구속력이 있으며, 사전 및 사후 집행의 

조합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30]. 따라서, 고도의 위험

이 없는 AI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라벨링

을 적용하여 데이터 및 서비스의 표준화된 기준을 준수

하도록 하여야 한다. 

4.2.2.2. 알고리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4.2.2.2.1. 알고리즘의 범위 규정

EU의 GDPR 제4조에 명시한 프로파일링(profiling)

은 “자연인과 관련된 일정한 개인적 측면을 평가하기 

위해서, 특히 그 자연인의 업무능력, 경제상황, 건강, 개

인적 선호, 관심사, 신뢰도, 행위, 위치 또는 이동과 관

련된 측면을 분석·예측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사용하

는 모든 형태의 자동화된 개인정보처리”를 의미한다. 

즉, 프로파일링은 대표적인 개인정보의 자동화처리방법 

중 하나이다[31]. GDPR의 제22조는 프로파일링을 포

함한 자동화된 개인의사결정에 관한 규제이며, 데이터

의 수집ㆍ저장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천 시스템, 신용ㆍ보험 손해자산, 컴퓨터 기반 광고, 

SNS 등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알고리즘의 적용범위

를 금지하여 알고리즘규제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8,11]. 특히, 기존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추론되

는 선호도 및 행동의 예측은 새로운 개인정보를 생성하

는데,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의한 의사결정, 개인의 미래

상태, 또는 행동예측을 목적으로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

될 수 있다. 비록 EU의 GDPR은 프로파일링을 제한적

으로 규정하지만, 개인정보가 종종 많은 수의 개인과 

통계 내용에 대한 그룹화된 정보로 병합되는 데이터의 

결합 또는 재조합되기도 한다. 따라서, GDPR과 같이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경

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챗봇

을 포함한 AI서비스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개인

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보호

하기 위해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4.2.2.2.2. 알고리즘 규제의 적용

EU의 GDPR은 AI알고리즘의 개발 및 활용에 있어

서 상당히 제약적인데[18], 기업의 개인정보보호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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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책임성도 강조한다. EU의 GDPR에 명시된 알

고리즘 규제는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제한하고(제22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제13

조∼15조). 각 조항에 명시된 관리자(controller), 처리

자(processor)는 AI서비스에서 개인정보처리의 자동

화수단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처리과정에서 AI알고

리즘 규제에 관한 국제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

여야 한다. 

5. 우리나라의 개선방안 

5.1. 법제적 기준에서의 개인정보보호과제

5.1.1. 법제 정비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AI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을 마

련하고자 하였다. 미국은 인공지능에 관한 개인정보보

호에 대해 개별법률에 근거를 두었고, EU는 GDPR을 

통해 포괄적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

라는 최근 개정한 데이터3법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

는데, 첫째,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 그러나, 자동화처리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어려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적용이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다. 또한, 데이터3법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는

데,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에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기준(제14조의2) 가명정보 결합절차(제29조

의3) 가명정보 안전성확보조치(제29조의5) 등을 명시

하고 있으나, 개인정보의 상당한 관련성, 가명정보의 결

합에 따른 적합한 절차, 가명정보의 안전조치 및 파기

에 관한 사항 등[32]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개인정보를 비식

별 처리하여 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경우 준수해야 할 

조치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AI서비스에서의 자동화

된 개인정보 및 가명정보를 보호대상으로 포함하는 규

정이 필요하다. 

5.1.2. 책임과 원칙 준수

미국, EU 등은 AI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을 수립하여 준수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AI-Ready 사회’를 실현하고, 적극적인 지능정

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유의해야 

할 7대 기본원칙1)을 수립하고 있다. 물론, Privacy by 

Design & Default를 적용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보

호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주체의 개인정

보 수집ㆍ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

는 기준이 필요하다. 따라서, 첫째, 다양한 AI서비스는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식별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개

인정보의 활용범위에 관한 규정 및 대량정보의 식별 및 

활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EU의 

GDPR에서 강조하였던 의한 개인정보보호(Privacy by 

Design: PbD)는 설계단계부터 폐기단계까지의 생애주

기별 개인정보보호방안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정보처리과정

에서의 이용자관점에서 필요한 조치뿐만 아니라, 이용

자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내용을 PbD의 원칙을 적용

하여 법제화하여야 한다[8,33]. 이와 관련하여 해외 주

요국가에서는 인공지능관련 원칙 중 개인정보보호원칙

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세부적 원칙에 따라 

준수해야 할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에 대해 AI서비스에서 구체화하고 실행 가능한 개인정

보보호원칙을 수립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5.1.3. 위험관리체계 운영

우리나라는 AI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

기 위해 개인정보처리과정에서의 위험관리체계 및 적

합성 평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를 위한 기준으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ISMS-P), 클라우드 보

안인증,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진

단 등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점검하고 있으나, AI서비스

에 관한 점검사항이 부재하여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

기되고 있다. 따라서, AI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

협요인을 정확히 평가하여 사이버보안을 강화하는 위

험관리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34]. 호주는 AI시스템에 

관한 위험평가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고, 영국도 법적 

1) 7대 원칙은 ① 대응적(Reactive)이지 말고 능동적(Proactive)일 

것, ② 디폴트 세팅으로 프라이버시 기능을 장착할 것, ③ 설계에 

프라이버시 기능을 포함시킬 것, ④ 완전한 기능성을 갖출 것, ⑤ 

시종 간(End-to-end) 보안을 유지할 것, ⑥ 가시성(Visibility) 및 

투명성을 유지할 것, ⑦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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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워크를 개발·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을 

활용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위험을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의 적합

성을 평가하여 적정수준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2. 처리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과제

5.2.1 전처리 및 정제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안기술과 AI서비

스를 위한 보안기술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

차상의 AI보호조치에 대한 명시가 모호한 실정이다. 더

욱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해 빠

르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데이터 참조모델을 도입하

지 못하고 있고, 적용된 AI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사용

되는 애플리케이션의 품질개선을 위한 라벨링도 제공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AI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셋을 활용하기 위한 품질관리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하여야 한다. 

특히, EU규정에 의하면 인공지능의 핵심인 기계학

습(Machine Learning)에서는 데이터셋 구성과 관련

하여 비식별화와 재식별 방지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

호하고, 데이터셋의 생성절차에 개인정보보호조치를 반

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를 데이터마이

닝기법으로 처리할 때 획득된 정보의 가치나 유용성을 

높이고, AI서비스제공자가 부당하게 고객정보를 침해

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에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

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는 안전성 확보조

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3조제2항 및 제24

조제2항에도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보호하는 안

전조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EU의 

GDPR처럼 구체화된 데이터셋, 전처리, 애플리케이션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에 관한 세부적인 규

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5.2.2 알고리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EU는 GDPR에 따라 인공지능을 통해 프로파일링된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데, 데이터의 결합 및 재결합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

고, 알고리즘의 개발 및 활용에서의 제약을 명시하여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

인정보의 비식별조치 및 비식별정보의 재식별 가능한 

추가정보의 분리보관, 개인정보의 유출·변조방지를 위

한 안전조치2)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특

정한 개인정보를 식별 불가능하도록 데이터제공 메커

니즘을 적용하고, 개인식별정보를 삭제 또는 익명처리

하도록 데이터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인공지능에 관한 

다양한 서비스(홈비서, 얼굴인식 맞춤형 서비스 등)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필요없는 정보는 삭제

하여야 한다. 이처럼 비식별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EU의 지침과 같이 데이터셋 품질에 관한 관

리감독을 강화하고, 적용되는 알고리즘을 판단하여 수

집된 개인정보의 안전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6. 결론

지능정보사회에서 인공지능의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있고, 자율주행자동차, 의료·헬스케어, 에너지, 금융, 유

통·물류, 법률자문, 홈비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서비

스가 제공되고 있다. 더욱이, 미래 IT시장에서  인공지

능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더 많은 서

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개별적 서비스를 비롯한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됨

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 처리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한 서비스환경을 구현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I서비스에서의 개

인정보보호를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국가사례를 중심으

로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개

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법제적 기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첫

째, 미국, EU, 영국 등에서는 이미 인공지능을 제공함

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개정하였으며, 

별도 행정명령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준수하도록 

하였다. 둘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책임과 원칙을 수립

하여 인공지능을 적용함에 따라 준수해야 할 사항을 인

권ㆍ윤리ㆍ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

였다. 셋째, AI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

해 및 위협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위기관리체계를 수립

하여 운영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데이터3법을 개

정하여 비식별조치로 개인정보처리기준을 완화하였는

2) 익명처리기법은 가명(pseudonym), 일반화(generalization), 치환

(permutation), 섭동(perturbation)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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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 및 가이드

라인을 정비하여 구체화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AI서비스를 위해 설계에 의한 개인정보보호가 원

칙으로 적용하며, 개인정보관리 및 위험관리 등을 위한 

기존 관리체계의 정비 및 신규 체계로의 도입을 추진해

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처리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EU에서는 데이터참조모델을 마련하여 데이터셋의 체

계적인 관리 및 안전을 강화하였다. 또한, 데이터활용을 

위해 수집된 데이터의 집합 및 결합으로 생성된 데이터

셋의 품질관리, AI알고리즘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적

정성 기준, 프로파일링 등으로 인한 자동처리과정에서

의 알고리즘 개발 및 활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비식

별조치 외에 데이터셋에 대한 보호조치를 검토하여 데

이터 품질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더욱이, 비식별

조치에서 논의한 가명화 및 익명화에 대한 처리 및 개

인정보의 접근통제 등 보호조치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AI서비스에 대한 개

인정보보호 개선방안을 해외 주요국가가 추진하고 있

는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추진상

황을 진단하고, AI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에 앞

서 개인정보보호제도 및 기준을 정비하여 개선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향후 AI서비스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연구를 다각적인 관점에서 접근하

도록 하고, 우리나라가 향후 선도적 개인정보보호정책

을 추진하는데 도약적 연구가 되리라 본다. 이를 위해 

연구를 기반으로, AI서비스에서의 세부적인 개인정보

보호 준수사항을 도출하여 표준화된 개인정보보호프레

임워크체계로 구현하는 연구를 지속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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