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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관련 법령 개정 – 데이터 3법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일컫는 것
유사 조항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중복 이슈를 해소하는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정 완료하여 2020년 2월 4일 공포, 같은 해 8월 5일 시행 예정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전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만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외에 가명정보･익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활용 범위 명시
개인정보 여부의 판단에는 결합할 수 있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식별에 소요되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화
구 분

개 념

활용가능 범위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연관된 범위 내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다른 정보와 쉽게
개인정보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추가 이용･제공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가능
다음 목적에 동의 없이 활용 가능 :
추가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① 통계작성,
가명정보
없게 조치한 정보
② 과학적 연구
③ 공익적 기록보존 등
익명정보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용
없게 조치한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개인정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함을 전제로 삭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신용 정보를 가명정보로 처리해 금융 분야의
빅데이터로 활용하는 등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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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정보 활용을 위한 제도･규정 개선 제언
(연구개발정보의 명확한 정의 신설 및 범위 획정 선행) 데이터 3법이 개정되었으나, 연구개발
인력정보, 연구자 정보 등 연구개발정보 내 살아있는 개인을 직접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불명확
통계목적,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정보 내 어떤 정보가 가명처리
하여 개인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인지 분석을 위한 선행 단계부터 논의 필요
(연구개발 수행 주체인 연구자에 관한 정보 체계 구축･활용 필요) 가명정보, 익명정보를
활용하여 기존 수집된 연구자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 동의 절차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체계 구축 마련 필요
연구자에 대한 정보를 개별 관리 중인 상황에서 연구자에 관한 정보의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치환해버리고 이를 타 부처나 기관과 공유한다면 사실상 추후
정보의 통합적 활용도 저하 가능성
(연구개발 수행 시 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의 활용 개선 필요) 현재도 사실상
연구개발 수행 시 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의 활용 불가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해결된 것은 당해 법과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일 뿐, 「개인정보보호법」과 타 법률 내 개인정보 관련 규정과의
사실상 중복 규제 문제까지 해결된 것은 아님

연구개발정보 관리･공유･활용에 관한 법･제도 마련 연구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핵심 수행 주체이자 과학기술 정책 주요 수요자인 동시에
개인정보보호의 대상자이므로 현장이나 연구기관에서는 개인정보 활용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판단 필요
개인정보 활용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데이터 3법의 개정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정부의
입장, 유권해석, 해설서 등의 해석기준과 규제동향 파악 필요
R&D 수행에 있어 활용도가 높은 연구개발정보, 그중에서도 데이터 3법의 개정사항을
고려할 때 각 연구기관별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익명처리 방식에 관한
정책을 구체화하여 제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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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포함된 연구개발정보 활용에 대한 수요가 많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중장기적인 개선 체계 구축

※ 본 이슈페이퍼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공식 의견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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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ssage of ‘Three Data Bills’
Personal information is essential to boost big data industry. Prior to the new
law, there were many constraints on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Based
on requests for improvement in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e National
Assembly revised so-called “Three Data Bills”. It aimed to lay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revitalizing the big data industry.
Three Data Bills refer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Promotion
of Information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Act.
Three Data Bills aim at easing regulations on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for research and business purposes.
Three Data Bills enable the government, companies and institutions to use
personal information, which will be processed to conceal the provider's identity,
for research and business purposes.

Main content of ‘Three Data Bills’
With the revisions, a business entity is now allowed to utilize pseudonymised
personal data without getting permissions from subjects for commercial
statistics, study and for preservation of public records unlike in the past. Before
the revisions, a complicated process was required to use personal data.
Pseudonymised personal data removes information that can trace and identify
a person. It contains enough information to contribute to big data algorit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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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r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the Era of Big Data
Three Data Bills established a foundation for fostering new industries in the
era of big data by stipulating pseudonymisation and pseudonymised information.
Three Data Bills are just beginning. There should be ongoing discussions to
dispel criticism and distrust, and if necessary, there should be continuous
legislative activities as well as follow-up actions. Technology development takes
place rapidly. Although the legislation cannot drive technology change, it should
be able to respond to technology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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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1. 데이터 활용은 시대의 화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 이용 활성화 불가피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 필요
특히, 빠른 환경 변화와 데이터 경쟁 가속화에의 대응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기술정책
수립 및 R&D 기획 중요성 대두

데이터 기반의 신기술, 신서비스는 누구나 기회를 갖고 자유로이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가능
데이터의 생산･유통 및 수집･분석･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산업 성장
시장과 산업의 다양한 정보 수요에 대응 가능
청･장년층에 임금 수준, 만족도, 성장 가능성이 큰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 병행

2. 우리나라 데이터 활용 수준 비교 및 한계
2019년 전면 시행된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EU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가장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고 전세계 정보보호 법제를 대표하는 법제
EU･미국･중국 등 거대경제권역은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조화롭게 도모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혁신성장을 앞다투어 추진 중
- 이에 비해, 우리나라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에 불과
※ 2017년에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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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과 분석수준은 전 세계 63개국 중 56위에 그치는 등 우리나라는 데이터
활용 수준이 낮은 상황

한편, 우리나라는 각종 외신･전문기관 등에서 평가한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수준의 정보보호 규제 도입
도리어 이러한 정보보호 규제는 형식적으로 설계･운영되는 등에 따라 정보 주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도 못하면서 데이터 활용조차 저해

[그림 1] 제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이루는 핵심 자원인 데이터와 개인정보와의 관계

3. 데이터 관련 법령 개정 – 데이터 3법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일컫는 것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유사･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정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부처별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생긴 불필요한 중복 해소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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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도록
현행법 보완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줄이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법과 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
한편,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
데이터 3법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가 2020년 1월 9일 본회의 통과
법령은 2020년 2월 4일 공포, 같은 해 8월 5일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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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

1.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다소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 명확화
개정 전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만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외에 가명정보･익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활용 범위 명시(제2조제1호 개정)
개인정보 여부의 판단에는 결합할 수 있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식별에 소요되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제58조의2 신설)
[표 1] 개인정보 외의 개념 확대
구분
개인정보

개념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추가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명정보
수 없게 조치한 정보

익명정보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

활용가능 범위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연관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추가 이용･제공
가능
다음 목적에 동의 없이 활용 가능
① 통계작성
② 과학적 연구
③ 공익적 기록보존 등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용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사업 추진 시 혼란이 줄어들고, 익명정보의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데이터 간 결합 근거 마련
가명정보(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는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적절한 안전조치 하에 이용 가능(제15조, 제17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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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가명처리를 통해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시장조사 등 데이터 활용 분야 확대(제28조의2 신설)
-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기업 또는 기관 간 데이터 결합 허용
- 통신, 금융, 유통 등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가 안전하게 결합･이용되어 데이터의 가치
제고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등 혁신 서비스 창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예시 1) 소비자가 본인 취향에 맞는 물품을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구매 물품에 대한 연령별･성별
선호 및 가격 등의 통계에 기반한 맞춤형 상품 마케팅 가능
※ (예시 2) 보험사가 보유한 운전보험 정보와 통신사가 보유한 운전습관 정보를 결합 분석하여 이용자
맞춤형 보험서비스 등의 제공 가능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강화
안전조치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제28조의4 및 제28조의5 신설)
- 가명정보 처리나 데이터 결합 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특정개인을 알아보는 행위
금지
※ (안전조치 의무) 가명정보를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별도 분리 보관 및 제3자 제공 금지,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 식별가능 정보가 생성된 경우 지체 없는 처리 중단 및 회수･파기
등을 말한다.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 안전조치 의무 내용 위반 시 행정적인 과태료나 형사적 처벌 이외에 전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제28조의5 및 제28조의6 신설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의 조화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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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개인정보(원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예시
① 개인정보(원본정보)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직장전화

자택전화

홍길동

1973년10월1일

010-1234-5678

02-123-0987

02-345-6789

주소

직업

가족

예금 평균잔액

대출액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0
101동 101호

의사

배우자
아들1 딸1

7,456,346원

46,473,572원

② 올바른 가명정보 예시
☞ 사실상 해당 정보만으로 개인 식별은 불가능. 다만, 핸드폰 번호를 암호화하였고, 이에 대한 알고리즘을
알면 복원 가능하므로 가명정보 해당.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직장전화

자택전화

*삭제

*삭제

qwerty12
*암호화

*삭제

*삭제

주소

직업

가족

예금 평균잔액

대출액

서울 강남구
*범주화

*삭제

배우자
아들1 딸1

7,456,346원

46,473,572원

③ 잘못된 가명정보 예시
☞ 이름 등을 삭제하고 핸드폰 번호를 암호화하였으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사는 ‘73년생 의사’라는
소수 사람에 관한 정보로 개인 식별 가능.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직장전화

자택전화

*삭제

73년생
*범주화

qwerty12
*암호화

*삭제

*삭제

주소

직업

가족

예금 평균잔액

대출액

서울 강남구
*범주화

의사

배우자
아들1 딸1

7,456,346원

46,473,572원

④ 익명정보 예시
☞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도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

6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직장전화

자택전화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주소

직업

가족

예금 평균잔액

대출액

서울 강남구
*범주화

*삭제

3명

600만원
~ 700만원

4,000만원
~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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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조사･처분권 부여 등을 통해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빅데이터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강화 가능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능은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으로,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법령은 개별 부처별로 각 분산되어 있어 감독기구와 개인정보 보호 법령의
체계적 정비(제7조 개정)
- 온･오프라인으로 분리되어 있던 감독 체계로 인한 기업의 혼란 해소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일관된 정책 추진 가능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 마련으로 유럽연합(EU)으로부터 적정성 평가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
- 국내 기업이 EU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이전하는데 필요한 별도 절차를 면제받아 EU
진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

데이터 경제(data economy)로의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 환경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으로 소비자 중심의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고 국민들의 정보보호에 대한
신뢰성 제고
우리나라 현행 법령들에서 개인정보의 개념 모호성 등으로 수범자의 혼란이 발생하는
등의 한계 개선
[표 3] 「개인정보보호법」 신･구조문대비표 일부 발췌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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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
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개인정보보호위원회)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보호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7조(개인정보보호위원회) ①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국무총리 소속으로------------------------------------------------------. <후단 삭제>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신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신

8

설>

<신

설>

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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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

제58조의2(적용제외) 이 법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각 개정 주요 내용
「개인정보보호법」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서 유사･중복 조항 정비 및 거버넌스 개선방안 마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개인정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으로 이관함을 전제로 삭제
- 개인정보 관련 조문 정비(이용자 개인정보보호➔이용자 보호)(제22조 삭제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개인신용 정보를 가명정보로 처리해
금융 분야의 빅데이터로 활용하는 등의 근거 마련
-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하는 정보집합물(data set)을 제3자가 보유하는 다른 정보집합물과
결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가능
-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된 정보집합물을 해당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가명조치 또는 익명조치가 된 상태로 전달되도록 하는 등 산업 분야 간의 데이터 결합을
촉진함과 동시에 안전하게 데이터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제17조의2,
제26조의4, 제32조제6항제9호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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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정보 활용을 위한 제도･규정 개선 제언

1. 연구개발정보의 명확한 정의 신설 및 범위 획정 선행
별도 정의나 범위가 없는 “연구개발정보”
연구개발정보 또는 국가연구개발정보의 정의와 범위가 명확해야 그 범위 내에서 국가연구
개발과 관련한 연구자에 관한 정보 등 개인정보 논의 가능
데이터 3법이 개정되었으나, 연구개발 인력정보, 연구자 정보 등 연구개발정보 내 살아있는
개인을 직접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음
통계목적,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정보 내 어떤 정보가
가명처리하여 개인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인지 분석을 위한 선행 단계부터 논의
부족
※ 국가R&D 정보들이 빅데이터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대비책의 병행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나, 그 전제로서 연구개발정보 중 비개인정보 및 가명처리･익명처리된 개인정보와
대비책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해야 하는 연구개발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아니함(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 “빅데이터, AI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연구개발 정보시스템 발전
방안”(’19.12))

개별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례에서도 차이 존재
연구개발정보, 국가연구개발정보,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법률에서는 정의조항이 없음
- 연구개발정보, 국가연구개발정보는 차이가 불명확함
- 국가연구개발표준정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에만 정의조항 있음
※ (국가연구개발표준정보)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중앙행정기관 정보관리시스템의 상호연계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정보(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 제2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시스템의 상호연계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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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의 시행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
조문에 관련 용어는 사용되나, 별도의 정의조항은 없음
참고로 연구개발성과, 연구성과에 대해서도 각 법률에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서로 의미하는 내용의 범위가 동일한지도 불분명함
[표 4] 각 용례가 개별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과학기술기본법

성과평가법

공동관리규정(시행령)

연구개발정보

❌

❌

◯

국가연구개발정보

❌

❌

◯

국가연구개발표준정보

❌

❌

❌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

❌

❌

◯

연구개발성과

◯

❌

◯

연구성과

❌

◯

❌

연구데이터

❌

❌

◯

한편, 행정규칙(고시, 훈령 등)에서는 연구개발정보 등에 관한 일관된 용례 없이 법령보다
더 혼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5] 각 용례가 개별 행정규칙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과기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훈령)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고시)

국가연구개발정보
표준(고시)

과제별 고유번호
부여 등에 관한
고시

연구개발정보

◯

❌

❌

◯

국가연구개발정보

❌

❌

◯

❌

국가연구개발표준정보

❌

◯

◯

❌

연구개발성과

◯

❌

◯

❌

연구데이터

◯

❌

❌

❌

입법적 제안: 산재된 연구개발정보에 관한 개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율하여 일원화해야
연구개발정보의 정의 신설 필요
- 연구개발정보 중 연구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은 데이터 3법 등과의 법률 간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구개발정보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후 하위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례를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작업 병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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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연구개발정보 내 “연구자 등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체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이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제언은 별도 연구 필요
[표 6] ‘연구개발정보’ 정의 신설(안)
기

존

신

설

(안)

제00조(정의)

제00조(정의)

0. <신

0. “연구개발정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설>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과제 등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정보
나. 연구개발기관･연구자 등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체에 관한 정보
다.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
라.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연구개발 수행 주체인 연구자에 관한 정보 체계 구축･활용 필요
가명정보, 익명정보를 활용하여 기존 수집된 연구자 정보를 제공 동의 절차 없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체계 구축 마련 필요
과기부는 각 부처･기관별 기존 보유 연구자(평가위원도 포함)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활용하기 위해 통합 과제지원시스템 및 연구자정보통합시스템 서비스를 구축･운영
- 각 부처･기관별 기존 보유 연구자에 관한 연구자 정보 이관 근거를 확보하고 연구자정보통합
시스템의 정보 신뢰성 제고를 위해 연구자 직접 동의 및 최신화를 전제로 이관
그러나 연구자에 대한 정보가 기관별 상이하여 정보 통합 활용에 한계가 발생하여 가명정보,
익명정보로의 공유도 현장에서 수월하게 진행하기는 어려움
- 정보 등록･갱신 시점에 따라 보유 정보 상이
- 상이하게 관리되는 연구자에 대한 정보는 정보 신뢰성 문제 초래
- 범부처 차원의 통계･조사･기획 등의 활용에 있어 한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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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연구자 정보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 개요
시스템

주요특징 및 관리정보

⦁한국연구재단 운영
KRI
⦁정보 공시를 위한 336개 대학 전임교원 정보 연계
(한국연구자정보)
⦁인적정보와 업적정보 등 294개 항목관리

보유정보
연구자정보 46만명
평가위원정보 8.2만건
연구기관정보 2.8만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운영
NTIS
⦁17개 과제지원시스템과 정보연계
(국가과학기술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발급, 참여인력, 평가위원 정보 등
서비스 제공
지식정보서비스)
⦁참여인력･평가위원 정보 50개 항목관리
전문기관
시스템

⦁20개 전문기관 과제지원시스템에서 개별 관리
⦁연구자 평균 94개, 평가위원 평균 84개, 연구기관 평균
29개 항목관리

연구자정보 18만명
평가위원정보 3만명
연구자정보 121만명
평가위원 정보 10만건
연구기관 정보 23만건

뿐만 아니라, 사실상 추후 정보의 통합적 활용에 대한 고려 미흡
- KRI, NTIS, 전문기관 별로 연구자에 대한 정보를 개별 관리 중인 상황에서 연구자에
관한 정보의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치환해버리고 이를
타 부처나 기관과 공유한다면 사실상 추후 정보의 통합적 활용도는 저하

연구자에 관한 정보가 부처･기관별로 개별 관리되는 상황에 대한 개선 정책 수립 및 진행
필요
연구자에 관한 정보를 단일 체계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연구자에 관한
정보의 등록･관리 경로를 시스템으로 단일화하기 위한 단계별 진행 필요
- 과거 부처별 시스템 구축･운영으로 타 부처나 연구기관과의 정보 공유가 제한되어 협업
및 연구개발정보 간 유기적 연계가 힘들어 개선(안)으로 과제지원통합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으나
- 다만, 개선안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연구개발정보 내 개인정보, 비개인정보를
분류하고, 연구자의 권리보장과 함께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공유,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령 개정 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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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개선(안)

[그림 2] 과제지원통합시스템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통합 관리
현재 운영되는 시스템 간 상호 연동으로 연구자에 관한 정보 활용성 개선
- 연구자가 자신의 정보를 어느 시스템을 통해 현행화하더라도 연구자에 관한 정보가 상호
연동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3. 연구개발 수행 시 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의 활용 개선
데이터 3법으로 기존 법률 간의 경합 해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우선 적용 규정을 삭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사실상 중복 규제 문제 해결

그러나 연구개발 수행 시 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의 활용은 현재도 사실상 불가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해결된 것은 당해 법과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일 뿐, 「개인정보보호법」과 타 법률 내 개인정보 관련 규정과의
사실상 중복 규제 문제까지 해결된 것은 아님
예를 들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인간과 인체유래물*의 연구, 배아나 유전자
등의 취급에 관한 개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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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유래물: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단백질 등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의 개인정보, 개인식별정보, 유전정보 및 개인 건강에
관한 정보 등은 다른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적용
즉, 인간 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등에 관한 연구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증된 인체유래물을 다른 연구자나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는 경우 익명화가 원칙인데, 익명화에도 불구하고 인체유래물 기증자에게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
[표 8] 개인정보보호법과 생명윤리법 등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범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① 생명윤리 및 안전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따른다.
법에 따른다.
②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내용을 담은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정전

개정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4장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이 경합하거나
제7장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하여 이 법과 「전자금융
거래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때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7장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하여
이 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때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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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시사점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 사항
① 개인정보 판단 기준의 명확화, ② 가명정보 개념 도입, ③ 법률간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한 추진체계 일원화, ④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강화
가명정보 개념 도입
-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가공하여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후, 각종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법률 근거 마련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 활용에 중점
다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여전히 가명정보 도입 등에 우려
- 법률 개정 사항들에 관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다양한 견해로 갈등 예상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적극적 대응 요구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핵심 수행 주체이자 과학기술 정책 주요 수요자인 동시에
개인정보보호의 대상자
연구 현장이나 연구기관에서는 개인정보 활용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판단 필요
- 개인정보 활용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데이터 3법의 개정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정부의
입장, 유권해석, 해설서 등의 해석기준과 규제동향 파악 필요
하위령의 규제 동향 예의 주시 요청
- 데이터 3법은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여전히 개인정보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음
- 이에 향후 개정안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해서도 규제를 완화하자는 입장과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견해의 대립이 지속되어 연구개발정보와 관련한 개별 하위령이나
규정이 규제로 작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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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시사점

「개인정보보호법」은 법 위반 시 형사처벌을 포함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도
지속적 고려

연구개발정보 관리･공유･활용에 관한 제도･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 필요
연구개발정보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연구개발정보 내 개인정보, 비개인정보를 분류하며,
연구자의 권리보장과 함께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공유,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 연구
R&D 수행에 있어 활용도가 높은 연구개발정보, 그중에서도 데이터 3법의 개정사항을
고려할 때 각 연구기관별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익명처리 방식에 관한
정책을 구체화하여 제시할 필요
개인정보가 포함된 연구개발정보 활용에 대한 수요가 많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중장기적인 개선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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