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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 개인정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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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 개인정보의 정의

신용정보법 제2조(정의)

15. "가명처리"란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그 처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추가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는 등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처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것을 말한다.

가. 어떤 신용정보주체와다른 신용정보주체가구별되는 경우

나. 하나의 정보집합물(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처리할 목적으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구성되거나 배열된 둘 이상의

정보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정보집합물 간에서 어떤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둘 이상의 정보가

연계되거나연동되는 경우

다.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우

16. "가명정보"란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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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명처리의 대상, 방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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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신설)

신용정보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9의2.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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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명처리의 이용 목적 및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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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신용정보법 제2조(정의)

17. "익명처리"란 더 이상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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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



11

1.7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신설)



12



13

2.1 가명처리의 대상(법적∙기술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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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명처리의 수준(법적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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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명처리의 수준(법적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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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명처리의 수준(기술적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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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명처리의 수준(기술적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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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가명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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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가명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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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가명처리의 방법



21

2.4.1 마스킹

• 부분대체 : 김순석 -> 김XX, 질병코드 F28 -> FXX,나이 38세 -> 3X

• 스크램블링(문자 permutation, 단순한형태의대칭형암호화로간주될

수있음) 

 약한가명,비권장

 신용카드번호예시

• 4678 3412 5100 5239-> XXXX XXXX XXXX 5239 : 부분대체

• 4678 3412 5100 5239-> 0831 6955 0734 4122 : 스크램블링

 그러나제한사항에도불구하고특정상황에서일정수준의보호를제공하는데

사용될수있음(예 : 마스킹된전화번호는청구목적으로구내에서이루어진전

화통화를표시하는데사용될수있음).

• 블러링

 반올림이나이미지흐림( 최근의연구에따르면인공신경망을기반으로한이미

지인식기술은이러한흐릿한이미지에서숨겨진정보를복구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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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가명처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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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가명처리시 기술적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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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가명처리 방법별 추가정보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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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특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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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특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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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전문기관을 통한 가명정보 결합

* 관계부처합동 데이터 3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요사항, 3월 31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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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okenex.com/blog/general-data-protection-regulation-pseudonymization-vs-anony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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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개인정보∙가명정보의 범위, 대상, 방법 및 기준

개인정보보보호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의

범위

개인식별정보

개인식별가능정보

가명처리된정보
가명처리된

정보

신용정보주체가구별되는 경우

둘이상의 정보가 연계되거나연동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우

가명처리의

대상
개인식별정보또는 개인식별가능정보

대상별

가명처리

방법

개인식별정보 : 삭제 또는 대체

개인식별가능정보 : (Context와Risk 측정에 기반 상황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 추가처리(특이치(Outlier))

가명처리

기준
특정 개인에 대한 식별가능성이없어야함

신용정보주체가구별되고 둘이상의정보가 연계되거나

연동되어도특정 신용정보 주체에 대한 식별가능성이

없어야함

익명처리

기준

시간ㆍ비용ㆍ기술등을 합리적으로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

※ 법에서 익명처리란용어를 명시적으로사용하지 않음

더 이상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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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업 내 가명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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