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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3법 소개 및 배경

글로벌 산업 구조의 변화

출처 : https://cm.asiae.co.kr/article/2018080211241801249출처 : https://m.blog.naver.com/un_ha/221018419501

출처 : https://m.newspim.com/news/view/20191129001064



1. 데이터3법 소개 및 배경

가명정보결합
시범사업 (7)

한국 데이터 산업의 배경

유럽. GDPR공표

2016 2017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시행. 

4차위해커톤
마이데이터산업논의

2018

4차위해커톤
데이터3법논의

데이터3법
국회발의

2019

데이터3법
국회통과

2020 2021 2022

데이터3법
시행

가명정보결합사례
- 개보법적용 : 24건
- 신정법적용 : 62건

개인정보보호법개정
- 개인정보전송요구권도입

개인(신용)정보
유통과활용을통한
데이터산업활성화

마이데이터서비스시행

데이터처리및결합시장은이제시작단계

4차위데이터특별위원회
- 이종산업간데이터확산·연계
기반마련
- 데이터표준화거버넌스구축

경부고속도로

데이터고속도로

의 성과는?

머니투데이, 2020.06.29.



1. 데이터3법 소개 및 배경

한국 데이터 산업의 배경

출처 : https://www.etnews.com/20200707000074?m=1



1. 데이터3법 소개 및 배경

한국판 뉴딜

출처 : https://daniel615.tistory.com/182

2020.07.14. 한국판뉴딜사업발표. 2025년까지약 160조원투입, 190만개일자리창출.



1. 데이터3법 소개 및 배경

디지털 뉴딜

※ D.N.A. → Data, Network, AI

출처 : https://daniel615.tistory.com/182

▣ 디지털뉴딜 5대대표과제

• 데이터댐

• 지능형정부

• 스마트의료인프라

• SOC 디지털화

• 디지털트윈



1. 데이터3법 소개 및 배경

데이터댐 (정부)

출처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7/22/2021072201493.html

▣ 22년데이터댐구축예산

• 인공지능학습용데이터구축 및개방

- 5,797억원.

• 데이처바우처지원사업

- 1,241억원

출처 : 시사위크(http://www.sisaweek.com)



1. 데이터3법 소개 및 배경

민간데이터댐

출처 : https://youtu.be/09tzHVVEmdk

출처 : youthdaily.co.kr/mobile/article.html?no=61460



1. 데이터3법 소개 및 배경

민간데이터댐

출처 :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04800



1. 데이터3법 소개 및 배경

민간데이터댐

출처 : https://www.ajunews.com/view/20220124085859010

△통신(LG유플러스) △은행(NH농협은행) 

△금융(KB국민카드·롯데카드·하나카드) 

△신용평가(NICE평가정보) 

△유통·제조(LG전자) 

△메타버스(바이브컴퍼니) 

△공공(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경찰대학) 

△정보보호기술(크립토랩) 

△빅데이터컨설팅(NICE지니데이타) 등

12개기관·사업자가참여



1. 데이터3법 소개 및 배경

• 개인정보 : 개인을식별할수있는정보. ex) 이름, 주민번호, 주소, 성별, 금융거래

• 신용정보 : 신용을식별할수있는정보. ex) 금융거래

• 개인신용정보 : 개인의신용을식별할수있는정보. ex) 금융거래

• 가명정보 : 개인정보를가명처리함으로써원래의상태로복원하기위한추가정보의사용 · 결합없이는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는정보. 

• 익명정보 : 시간, 비용, 기술등을합리적으로고려할때다른정보를사용하여도더이상개인을알아볼수없는정보

용어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 통계작성

• 연구

• 공익적기록보존

가명정보는

“활용”을위한정보

제1조(목적) 이법은신용정보관련산업을건전하게육성하고~~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1. 데이터3법 소개 및 배경

데이터3법

출처 : https://m.newspim.com/news/view/20191129001064



2. 비즈니스 경쟁환경 변화

마이데이터 (금융)

출처 : https://www.ajunews.com/view/20211201091453050

• 허가제(금융위허가, 금감원심사, 신정원운영, 금보원테스트베드운영)

• API 워킹그룹



2. 비즈니스 경쟁환경 변화

마이데이터 (금융)



2. 비즈니스 경쟁환경 변화

마이데이터 (금융)

출처 : 한국신용정보협회 22.03.24.



2. 비즈니스 경쟁환경 변화

마이데이터 (비금융)

출처 : https://blog.naver.com/kmydata/222508717868

▣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지원 사업



2. 비즈니스 경쟁환경 변화

마이데이터 (비금융)



2. 비즈니스 경쟁환경 변화

가명정보결합 -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 신용정보법

출처 : 금융분야 가명, 익명처리 안내서 2022.01.



2. 비즈니스 경쟁환경 변화

가명정보결합 - 절차



2. 비즈니스 경쟁환경 변화

가명정보결합 - 벌칙

•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행위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

•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제공받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가명정보 처리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즉시 해당 정보처리를 중지하지 않거나

지체없이 회수∙파기하지 않은 행위

: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가명정보 처리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제74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
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
을 과(科)한다. 



2. 비즈니스 경쟁환경 변화

가명정보결합 - 사례

※가명정보활용촉진대책, 21.7.6, 4차산업혁명위원회



2. 비즈니스 경쟁환경 변화

가명정보결합 – 사례(2021) 개보위

출처 : 2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추진계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2.



2. 비즈니스 경쟁환경 변화

가명정보결합 – 사례(2022) 개보위

출처 : 2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추진계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2.



2. 비즈니스 경쟁환경 변화

가명정보결합 – 사례(2021) 금융위

출처 : 2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추진계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2.



2. 비즈니스 경쟁환경 변화

가명정보결합 – 사례(2021) 

출처 : 가명결합을 활용한 카카오뱅크 신용평가모형개발, 하경태



3 외부데이터결합과 OpenInnovation

OpenInnovation

•미국버클리대학의헬리체스브로(Henry Chesbrough) 교수가처음제시(2003. 'Open Innovation')한개념으로, 

기업의혁신을위해필요한기술과아이디어개발에외부자원을활용하는것을뜻한다.

•오픈이노베이션이등장한 2000년대초반만해도, 오픈이노베이션은연구개발에만초점을맞추었지만, 

2000년대중반이후생산과서비스와같은전영역으로확대되었다.

•기본적으로혁신은내부로부터시작된다. 하지만, 외부환경의변화로내부로부터의혁신이강요당하기도한다.

•3차산업혁명. ICT 혁명으로모든것이-심지어 HW, SW 간에도-연결되는사회가되었다.

•외부의 Resource 를활용한혁신. Open Innovation.

출처 : DEVOCEAN, 양필규. https://devocean.sk.com/search/techBoardDetail.do?ID=163599



3 외부데이터결합과 OpenInnovation

외부데이터 결합을 통한 혁신

•데이터는그냥데이터일뿐.

•데이터는문제와만나야의미와가치가생김.

•22년경영목표부터.



3 외부데이터결합과 OpenInnovation

feedback

문제를 주세요

skybook@sk.com



3 외부데이터결합과 OpenInnovation

2600km

The Grand Circle



3 외부데이터결합과 OpenInnovation

변화의 시기가 지나면..  위기와 기회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6/05/381500/

•기업수익의원천인고객정보의봉인해제.



3 외부데이터결합과 OpenInnovation

feedback

문제를 주세요

skybook@s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