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
1월

개인위치정보 Privacy Architecture
요구사항과 방향

1. 서론

3P

2. 개인위치정보와 GDPR

4p

3. 개인위치정보 관련 국내/외 표준

9p

4.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능적 요구사항

21p

5. 개인위치정보 Privacy Architecture

25p

6. 결론

33p

참고문헌

34p

2021년 1월│Monthly Report

개인위치정보 Privacy Architecture 요구사항과 방향
㈜케이티
최동욱 차장

01 서론
■ 일상생활에서 LBS1)라는 단어는 더 이상 생소한 단어가 아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날씨를 확인한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출근길에 교통이 어떨지
지도 앱을 통해 소요시간을 확인한다. 외부 출장 시, 내비게이션을 이용해 최단
거리/최소비용의 경로를 선택하여 목적지에 빠르게 도착한다. 퇴근 시간이 다 되어
친구들과 약속장소를 정할 때, 만날 장소를 지도에서 검색하여 메신저를 통해 친구들과
위치정보를 공유한다. 오랜만에 찾아간 맛집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SNS를 이용해
멋진 사진을 공유하며, 방문한 장소를 온라인에 게시한다.
■ 인공지능 스피커가 날씨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의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위치정보가 활용되었다. 출근길 교통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출발지점에 있는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하여 도착지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개인의 위치정보가 익명으로 처리되어 활용되었다. 내비게이션을 통해 길
안내를 받을 때, 출/도착지 및 실시간으로 확인되는 개인 위치정보는 스마트폰
내에서만 활용되었다. 내 위치정보를 확인하여 주변 사람에게 공유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개인의 위치정보가 주변 사람들과 공유되었다. SNS를 통해
공유된 멋진 사진에는 Geo Tag가 포함되어 있으며, 게시자의 요청에 의해 개인
위치정보가 서버에 전송되고 활용되었다.
■ 이렇게 위치정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떼어 놓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서비스 및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발달로 직접적인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것 이외에, 간접적으로 획득된 위치정보에 대한 가공/처리를 통해 온라인광고,
개인화 추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위치정보의 활용이 시도되고 있다.
■ 하지만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될수록 개인위치정보의 정보주체인 개인에 대한 권한,
권리에 대한 부분이 더 강조되어야 하며, 잘못된 개인위치정보의 활용으로 인해
정보주체가 원하지 않는 피해를 입게 된다면, 기술의 발전이 주는 혜택보다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1) LBS : Location Based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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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유럽연합(EU)2)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GDPR)3)은
개인위치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위의 사례에서 언급한 다양한 정보주체의 권리 및
권한 그리고 이를 활용하는 주체 및 3자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를 법률사항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에서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는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 본 고에서는 폭발하는 데이터 활용 흐름에 맞춰, 이용자 또는 사용자 관점에서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할 때 정보주체의 권한 및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고 활용되기 위해
필요한 Privacy Architecture의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실제 서비스 관점에서 필요한
기술구현의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02 개인위치정보와

GDPR

2.1 개인위치정보의 정의
■ ‘개인위치정보’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개인위치정보의 예
개인위치정보의 예로는 휴대전화 통화내역상의 기지국 정보, 개인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되는 GPS 단말기의 좌표값, 개인의 신체 일부분에 이식된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전파를 이용해 먼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 태그 인식정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한편, '개인
위치정보'란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하므로 사진촬영이나
전화통화 내용을 통해 수집한 정보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서

■ '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설비4) 및 전기통신회선설비5)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2) EU : European Union
3) GDPR :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4) 전기통신설비 :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 · 기구 · 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
5) 전기통신회선설비 :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 · 수신 장소 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 · 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 및 이들의 부속설비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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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데이터 3법 개정
■ 4차 산업혁명 및 Digital Transformation 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 3법6) 개정이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산업계에서는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데이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중, 2011년 9월에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세계 각국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전략 추진과 EU(유럽연합)의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 시행(2018.5) 및 국내
에서 개인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법 개정의 거센 요구 등 영향으로 기존의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까지 바꾸며 새로운 모습으로 개정되었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정의의 판단기준 명확화, 가명정보 개념 도입 및 가명정보 처리 시
준수의무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 개정된 개인정보호법은 개인정보 범위의 판단기준 제시하고 있다. 특정 개인의
식별가능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현행법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이라는
정의와 관련하여 과연 “쉽게 결합하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부를 명확하지
않아 법 적용의 어려움 등 논란이 지속되어 왔었다. 개정법은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기준을 제시하여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기존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제2조 제1호). 아울러 “익명정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나,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신설(제58조의2)하였다.
■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그 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개인정보처리자 간에 지정된 전문기관을 통해서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애초에 수집 시에 고지한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제15조제3항) 또는 제공 (제17조
제4항)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새로 생긴 추가의 개인정보 이용 또는 제공 목적이
애초의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었다면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자의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의 범위를 넓혀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6) 데이터 3법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3개 법률을 총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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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활용을 통해 비즈니스 혁신 및 신규 제품 · 서비스 개발 등이 필요한
기업에 바우처 형식의 데이터 구매 · 가공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수요기업에게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필요한 데이터 또는 가공서비스를 사전 지정된
공급기업으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는 '바우처' 형식으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여
4차산업에서 데이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표 1. 데이터바우처 사업 R&R
구분

주요역할

과기정통부

·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총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전담기관)

· 추진계획 이행 · 관리 및 사업 주관(전문기관 협력체계 구축 · 운영 포함)
· 데이터 판매 기업, 가공서비스 공급 기업 모집 · 관리
· 데이터 활용 수요 기업 공모 · 선정 및 지원, 우수사례 창출 · 확산
· 분야별 수요 발굴 협력, 해당 분야 과제 접수, 사전검토

부처·전문기관

· 분야별 활용기업 우수사례 확산 및 후속지원

데이터 판매·가공 공급업체
데이터 활용 수요 기업

· (데이터 판매 기업) 수요기업에 자사 데이터 상품 판매 및 활용 지원
· (가공서비스 제공 기업) 수요기업이 원하는 데이터 가공업무 지원
· (구매바우처) 공급기업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데이터 분석·AI 개발 등
· (가공바우처) 공급기업의 가공 지원을 받아 데이터 분석·AI 개발 등
출처 : 한국데이터 산업진흥원 홈페이지

2.3 GDPR의 소개
■ 2016년 5월 EU에서 제정한GDPR이 2018년 5 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GDPR은
기존의 EU 개인정보보호 지침인 1995년 개인정보보호 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을 대체하며, 기존의 지침보다 강력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표2. GDPR의
구성 체계에 주요 규정 및 권리의 분류에 대해 표기하였다.
표 2. GDPR의 구성 체계
제1장 일반 규정(General Provisions)
제2장 원칙(Principles)
제3장 정보주체의 권리(Rights of the Data Subject)

본문 11장(Chapter)
99개 조항(Article)

제4장 컨트롤러와 프로세서(Controller and Processor)
제5장 제3국 및 국제기구로의 개인정보 이전(Transfer of Personal Data to
Third Countri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제6장 독립적인 감독기구(Independent Supervisory Authorities)
제7장 협력과 일관성(Cooperation and Consistency)
제8장 구제, 책임, 벌칙(Remedies, Liability and Penalties)
제9장 특정 정보 처리 상황에 관한 규정(Provisions Relating to Specific
Processing Situations)
제10장 위임 입법 및 이행 입법 (Delegated Acts and Implementing Acts)
제11장 최종 규정(Final Provisions)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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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정의와 적용대상 범위) 개인정보를 “식별되었거나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자연인이 사용하는 장치, 애플리케이션, 도구와 프로토콜을 통해 제공되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경우의 IP 주소, 쿠키(cookie) ID, RFID(무선 인식) 태그 등
- 위치정보를 개인정보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규정
- 유전정보와 생체 인식정보(민감한 성격의 개인정보를 ‘특수한 범주의 개인정보’)
- 개인정보의 가명처리(pseudonymisation)7)로 분리보관 및 특별조치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활용 가능
■ (개인정보 기본 처리 원칙)에 대해 1) 합법성 · 공정성 · 투명성 원칙, 2) 목적 제한의
원칙, 3) 개인정보 최소처리 원칙, 4) 정확성의 원칙, 5) 보유기간 제한의 원칙,
6) 무결성과 기밀성의 원칙, 7) 책임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동의 요건의 강화) GDPR에 따른 유효한 동의는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이용되는
목적에 대한 명시적 동의여야 한다(GDPR 제7조 및 제4조). 컨트롤러는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해당 동의는 철회될 수 있다.
■ (아동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원칙) 만 16세 미만의 아동에게 직접 정보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8조제1항).
다만, 각 회원국은 개별 법률을 통하여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요하는 아동의
연령 기준을 만 13세까지 낮추어 규정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서도 1) 접근권(제15조), 2) 정정권(제16조), 3) 삭제권(제17조),
4) 처리 제한권(제18조), 5) 개인정보 이동권(제20조), 6) 반대권(제21조), 7)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제22조) 등을
규정하여 개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있다.
■ 표3. 개인정보와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에서 일반적으로 혼돈하기 쉬운 개인정보의
구분 예에 대해 정리하였다. 위치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다.

7) 가명처리 (pseudonymisation) :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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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개인정보와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
개인정보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

1. 이름(name)과 성(surname)
2. 주소
3. name.surname@company.com과 같은 형식의
이메일 주소

1. 사업자등록번호
2. info@company.com과 같은 형식의 이메일

4. ID 카드 번호

주소(개인 메일이 아닌 업무용 공용 메일 등

5. 위치정보

으로 활용되는 이메일 주소)

6. 쿠키 ID
7. 광고 식별자(IDFA 또는 advertising identifier)

3. 익명처리 된 정보

8. 병원 및 의사가 보유한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
출처 : 한국데이터 산업진흥원 홈페이지

2.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우리 정부는 위치정보의 유출ㆍ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다.
■ 위치정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는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 기반서비스
사업자에게 위치정보의 누출 ∙ 변조 ∙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관리적 ∙ 기술적 보호조치는 위치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위치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 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권한자 지정 및 권한제한, 위치정보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관리 절차 및 지침 마련,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운영∙관리,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감사의 실시,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 ∙ 인증 실시,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 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암호화 ∙ 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 ∙ 보존 장치의 운영,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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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개인위치정보

관련 국내/외 표준

■ 개인휴대전화의 대중화가 시작되면서 위치기반서비스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와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개인 위치정보에 대한 중요성은 국내/외 측위시스템 및
위치기반서비스를 위한 표준 또는 프로토콜에도 표현되어 있다. 본 장에서는 국내/외
표준에 반영되어 있는 기술적 관점의 개인위치정보 보호에 대해 살펴보겠다.

3.1 3GPP
■ 3GPP8)에서 제정한 LCS9)의 기능요구사항 2단계(TS 23.271)에서는 Location Subscriber
Privacy Function을 Location System Control Function(LSCF)내에 두고 있으며, LSPF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5.4.3.3 Location Subscriber Privacy Function (LSPF)
The

Location

Subscriber

Privacy

function

is

responsible

performs

all

privacy

related

authorizations. For a target UE it shall authorize the positioning request versus the privacy
options of the target UE, if any.
출처 : 3GPP TS 23.271

■ LCS의 기능요구사항 중 LSPF는 개인위치정보와 관련된 privacy사항을 수행하는
기능으로 실제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획득하거나 질의할 때, 해당 기능의 인증을 통해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 표 4. 위치서비스를 위한 기능그룹 및 기능 블록 요약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위치기반
서비스를 위한 정보보호 기능이 가입자 정보를 관리하는 구성요소에 포함됨을 알 수 있다.
■ LSPF기능은 PLMN의 LCS 서버 기능 그룹으로 분류되며 Subscriber Handling component
아래 하나의 기능블록으로 존재할 수 있다.
■ 그리고 표 5. 네트워크 요소에 LCS 기능 엔티티 할당에서 해당 기능은 GMLC10), MME11),
HLR12), HSS13), PPR14)에 위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8)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 이동통신 관련 단체들 간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로 국제전기통
신연합(ITU)의 IMT-2000 프로젝트의 범위 내에서 - 전 세계적으로 적용 가능한 - 3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규격의 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GPP 규격은 진보된 GSM 규격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무선(radio)과
코어 네트워크(core network), 서비스 구조(service architecture)를 모두 표준화 범위에 포함 시키고 있다.
9) LCS(LoCation Service) : 위치기반서비스
10) GMLC : Global Mobile Location Centre
11) MME : Mobility Management Entity
12) HLR : Home Location Register
13) HSS: Home Subscriber Server
14) PPR : Privacy Profile Re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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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여러 군의 네트워크 요소 중, 한가지 또는 복수의 요소에서 해당기능을
선택하여 구현할 수 있도록 제안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관문이
되는 GMLC에 해당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GMLC가 아니더라도, 앞 단의
Location client에서 해당 기능을 구현하는 예도 있다.
표 4. 위치 서비스를 위한 기능 그룹 및 기능 블록 요약
Funct.
Group

Functional
component

Loc.

Location Client

Client

Component

Client handling
component

System
handling
LCS

Full name of Functional Block

Abbrev.

(External) Location Client Function

LCF

Internal Location Client Function

LCF
-internal

Location Client Control Function

LCCF

Location Client Authorization Function

LCAF

Location Client Co-ordinate Transformation Function

LCCTF

Location Client Zone Transformation Function

LCZTF

Location System Control Function

LSCF

Location System Billing Function

LSBF

Location System Operations Function

LSOF

Location System Broadcast Function

LSBcF

component
Location
Function

Server
in PLMN

System

Co-ordinate

Transformation

Location IMS – Interworking Function

LSCTF
LIMS-IWF

Location Subscriber Authorization Function

LSAF

Location Subscriber Translation Function

LSTF

Location Subscriber Privacy function

LSPF

Positioning Radio Control Function

PRCF

Positioning

Positioning Calculation Function

PCF

component

Positioning Signal Measurement Function

PSMF

Positioning Radio Resource Management

PRRM

Subscriber
Handling
component

출처 : 3GPP TS 2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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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네트워크 요소에 LCS 기능 엔티티 할당
UE

RAN

GMLC

MME

E-SMLC

HLR/HSS

PPR

PMD

Client

Location client functions
LCF

X

X

X

LCF
Internal
Client handling functions
LCCTF

X

LCCF

X

LCAF

X

LCZTF

X
System handling functions

LSCF

X

LSBF
LSOF

X

LSBcF

X

X

X

X

X

X

X
X

LSCTF

X

LIMS-IWF

X (Note 1)
Subscriber handling functions

LSAF

X

X

LSPF

X

X

X
X

LSTF

X
X

Positioning functions
PRCF

X

PCF

X

PSMF

X

PRRM

X
X
X
출처 : 3GPP TS 2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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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Provide Subscriber Location Request
Information

Mapping to

element
name

Diameter
AVP

Location
Type

SLg-LocationType

M

IMSI

User-Name

C

MSISDN

MSISDN

C

IMEI

IMEI

C

Client
Name

LCS-EPS-Clien
tName

M

Client Type

LCS-Client-Ty
pe

M

Requestor
Name

LCS-Requesto
rName

O

Priority

LCS-Priority

O

QoS

LCS-QoS

O

Velocity
Requested
Supported
GAD
Shapes

VelocityRequested
LCS-Supporte
dGAD-Shapes

Service
Type ID

LCS-ServiceType-ID

O

Codeword

LCS-Codewor
d

O

APN

Service-Selecti
on

C

LCS-PrivacyCheck-Sessio
n

O

If present, this Information Element shall contain an indication of how
the positioning operation should proceed in the relation to the
checking of the session-related privacy settings of the user.

LCS-PrivacyCheck-NonSession

O

If present, this Information Element shall contain an indication of how
the positioning operation should proceed in the relation to the
checking of the non-session-related privacy settings of the user.

DeferredLocation-Type

O

If present, this Information Element shall contain the type of the event
until when the location estimation is deferred. Applicable event types
are: UE available, UE entering or leaving or being in a pre-defined

Session-Rela
ted
Privacy
Check
Non-Session
Related
Privacy
Check
Deferred
Location
Type

Cat.

O

O

Description
This Information Element shall contain the type of location
measurement requested, such as current location, initial location,
known location, etc. (see 3GPP TS 22.071 [15]).
If present, this Information Element shall contain the IMSI of the
whose UE is to be positioned (see Note 1).
If present, this Information Element shall contain the MSISDN of
user whose UE is to be positioned (see Note 1).
If present, this Information Element shall contain the IMEI of the
to be positioned (see Note 1).

last
user
the
UE

This Information Element shall contain the name of the LCS client
issuing the positioning request.
This Information Element shall contain the type of LCS client
(Emergency, Lawful Interception …) issuing the positioning request
(see 3GPP TS 23.271 [2] and 3GPP TS 32.299 [10]).
If present, this Information Element contains the identity of the
originating entity which has requested the location of the target UE
from the LCS Client.
If present, this Information Element shall contain the priority of the
LCS client issuing the positioning request.
If present, this Information Element shall contain the quality of service
requested, such as the accuracy of the positioning measurement and
the response time of the positioning operation.
If present, this information element shall contain an indication of
whether or not the Velocity of the target UE is requested.
If present, this Information Element shall contain the list of supported
GAD shapes by the LCS client.
If present, this Information Element shall contain the service type
associated for the particular positioning request (the meaning of the
different service types is defined in 3GPP TS 22.071 [15]).
If present, this Information Element shall contain the Codeword to be
used between an LCS client and a target UE in order to check and
accept or reject the positioning request.
If present, this Information Element shall contain the Access Point
Name (APN) Network Identifier of the LCS client, as used by the
target UE. It shall only be included in session-related location
requ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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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graphical area, periodic location, UE moving by more than a
minimum linear distance (NOTE). This Information Element is
applicable only for the deferred MT-LR procedure.
NOTE: this value is only applicable to a deferred EPC-MT-LR.
If present, this Information Element shall contain the reference
number identifying the deferred location request or identifying the
request for which delayed location reporting for UEs transiently not
reachable is supported. This Information Element is applicable only
when:
- the deferred MT-LR procedure is initiated; or
- an EPC-MT-LR or PS-MT-LR procedure is initiated and the
message includes the indication that delayed location reporting for
UEs transiently not reachable is supported.
If present, this Information Element shall contain area definition, type
of area event, occurrence info and minimum interval time. For a
deferred EPC-MT-LR, this Information Element may also contain the
duration of event reporting, the maximum time interval between event
reports, the maximum event sampling interval, and whether location
estimates shall be included in event reports. This Information
Element is applicable only when the deferred MT-LR is initiated for
the area event (UE entering or leaving or being in a pre-defined
geographical area).
If present, this Information Element shall contain the address
identifying the H-GMLC which initiated the deferred MT-LR
procedure. This Information Element is applicable only when the
deferred MT-LR procedure is performed.
This Information Element contains a bit mask. See 7.4.52 for the
meaning of the bits.
If present, this Information Element shall contain reporting amount
and reporting interval of deferred periodic location. This Information
Element is applicable only when the deferred MT-LR procedure is
initiated for the periodic location event.
If present, this Information Element shall contain a list of PLMNs in
which the subsequent location estimates must be obtained, or the
subsequent triggered or periodic events must be reported, by the UE
as part of a periodic MO-LR TTTP or periodic MT-LR procedure.

LCS-Referen
ce
Number

LCS-Referenc
eNumber

O

Area Event
Info

Area-Event-In
fo

O

H-GMLC
Address

GMLC-Addres
s

O

PLR Flags

PLR-Flags

O

Periodic
LDR
Information

Periodic-LDRInformation

O

Reporting
PLMN
List

Reporting-PL
MNList

O

Supported
Features
(See 3GPP
TS
29.229 [17])

SupportedFeatures

O

If present, this information element shall contain the list of features
supported by the origin host.

O

If present, this Information Element shall contain information for
motion event reporting. This information includes the minimum linear
distance for a motion event report, the duration of event reporting, the
minimum and maximum time intervals between event reports, the
maximum event sampling interval, whether location estimates shall
be included in event reports, and whether only one location report is
required or more than one. This Information Element is applicable
only for a deferred EPC-MT-LR.

Motion
Event Info

Motion-Event
Info

NOTE 1: At least one of these IEs shall be present in the message.

출처 : 3GPP TS 2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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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3GPP TS 29.172 Evolved Packet Core (EPC) LCS Protocol (ELP) between the
Gateway Mobile Location Centre (GMLC) and the Mobile Management Entity (MME),
SLg interface 에서는 Provide Subscriber Location Request에 Privacy와 관련된 field를
정의하고 있다.
표 7. Diameter ELP Application AVPs
AVP Flag rules

AVP
Code

Clause
defined

Value Type

SLg-Location-Type

2500

7.4.2

Enumerated

M, V

No

LCS-EPS-Client-Name

2501

7.4.3

Grouped

M, V

No

LCS-Requestor-Name

2502

7.4.4

Grouped

M, V

No

LCS-Priority

2503

7.4.5

Unsigned32

M, V

No

LCS-QoS

2504

7.4.6

Grouped

M, V

No

Horizontal-Accuracy

2505

7.4.7

Unsigned32

M, V

No

Vertical-Accuracy

2506

7.4.8

Unsigned32

M, V

No

Vertical-Requested

2507

7.4.9

Enumerated

M, V

No

Velocity-Requested

2508

7.4.10

Enumerated

M, V

No

Response-Time

2509

7.4.11

Enumerated

M, V

No

Supported-GAD-Shapes

2510

7.4.12

Unsigned32

M, V

No

LCS-Codeword

2511

7.4.13

UTF8String

M, V

No

LCS-Privacy-Check

2512

7.4.14

Enumerated

M, V

No

Accuracy-Fulfilment-Indicator

2513

7.4.15

Enumerated

M, V

No

Age-Of-Location-Estimate

2514

7.4.16

Unsigned32

M, V

No

Velocity-Estimate

2515

7.4.17

OctetString

M, V

No

EUTRAN-Positioning-Data

2516

7.4.18

OctetString

M, V

No

ECGI

2517

7.4.19

OctetString

M, V

No

Location-Event

2518

7.4.20

Enumerated

M, V

No

Pseudonym-Indicator

2519

7.4.21

Enumerated

M, V

No

LCS-Service-Type-ID

2520

7.4.22

Unsigned32

M, V

No

LCS-Privacy-Check-NonSession

2521

7.4.23

Grouped

M, V

No

LCS-Privacy-Check-Session

2522

7.4.24

Grouped

M, V

No

LCS-QoS-Class

2523

7.4.27

Enumerated

M, V

No

GERAN-Positioning-Info

2524

7.4.29

Grouped

V

M

No

GERAN-Positioning-Data

2525

7.4.30

OctetString

V

M

No

GERAN-GANSS-PositioningData

2526

7.4.31

OctetString

V

M

No

UTRAN-Positioning-Info

2527

7.4.32

Grouped

V

M

No

Attribute Name

Must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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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t
not

May
Encry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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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RAN-Positioning-Data

2528

7.4.33

OctetString

V

M

No

UTRAN-GANSS-PositioningData

2529

7.4.34

OctetString

V

M

No

LRR-Flags

2530

7.4.35

Unsigned32

V

M

No

LCS-Reference-Number

2531

7.4.37

OctetString

V

M

No

Deferred-Location-Type

2532

7.4.36

Unsigned32

V

M

No

Area-Event-Info

2533

7.4.38

Grouped

V

M

No

Area-Definition

2534

7.4.39

Grouped

V

M

No

Area

2535

7.4.40

Grouped

V

M

No

Area-Type

2536

7.4.41

Unsigned32

V

M

No

Area-Identification

2537

7.4.42

Grouped

V

M

No

Occurrence-Info

2538

7.4.43

Enumerated

V

M

No

Interval-Time

2539

7.4.44

Unsigned32

V

M

No

Periodic-LDR-Information

2540

7.4.45

Grouped

V

M

No

Reporting-Amount

2541

7.4.46

Unsigned32

V

M

No

Reporting-Interval

2542

7.4.47

Unsigned32

V

M

No

Reporting-PLMN-List

2543

7.4.48

Grouped

V

M

No

PLMN-ID-List

2544

7.4.49

Grouped

V

M

No

PLR-Flags

2545

7.4.52

Unsigned32

V

M

No

PLA-Flags

2546

7.4.53

Unsigned32

V

M

No

Deferred-MT-LR-Data

2547

7.4.54

Grouped

V

M

No

Termination-Cause

2548

7.4.55

Unsigned32

V

M

No

LRA-Flags

2549

7.4.56

Unsigned32

V

M

No

Periodic-Location-SupportIndicator

2550

7.4.50

Enumerated

V

M

No

Prioritized-List-Indicator

2551

7.4.51

Enumerated

V

M

No

ESMLC-Cell-Info

2552

7.4.57

Grouped

V

M

No

Cell-Portion-ID

2553

7.4.58

Unsigned32

V

M

No

1xRTT-RCID

2554

7.4.59

OctetString

V

M

No

Delayed-Location-ReportingData

2555

7.4.60

Grouped

V

M

No

Civic-Address

2556

7.4.61

UTF8String

V

M

No

Barometric-Pressure

2557

7.4.62

Unsigned32

V

M

No

출처 : 3GPP TS 2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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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OMA
■ 사용자 평면에서 측위 기능을 정의 한 OMA15) SUPL16)의 Architecture에는 아래표와
같이 Privacy와 관련된 기능을 SLC17)와 SET18)에 구현할 수 있게 정의되어 있다.
5.3.1.1 SUPL Privacy Function (SPF)
The SPF is the function of ensuring the privacy of a SET User is honored. The following must
be considered :
o Adhere to the target SET User privacy setting regardless of SUPL Network Initiated Services
or SET Initiated
Services
o Adhere to notification and verification settings of the target SET User
o Allow override of the target SET User privacy settings as mandated or allowed by local
regulations for positioning for an emergency services call
o Allow for future lawful override regulations that may apply to the target SET User SUPL may
use other enablers to implement parts of the SPF. Alternatively, the SPF may be implemented
in the SET.
출처: OMA SUPL Architecture

표 8. Allocation of SUPL Functions to SUPL Subsystems
Function

SPC19)

SLC

SET

SUPL Location Services Functional Group
SUPL Privacy Function (SPF)

O

O

SUPL Initiation Function (SIF)

O

O

SUPL Security Function (SSF)

O

SUPL Roaming Support Functions (SRSF)

O

O

O

SUPL Charging Function (SCF)

O

SUPL Service Management Function (SSMF)

O

SUPL Assistance Delivery Function (SADF)

O

O

SUPL Reference Retrieval Function (SRRF)

O

SUPL SET Provisioning Function (SSPF)
SUPL Triggering Function (STF)

O

SUPL Positioning Functional Group

SUPL Positioning Calculation Function (SPCF)

O

O

O

출처: OMA SUPL Architecture

15) OMA(Open Mobile Alliance) : 휴대전화 산업을 위한 개방형 표준을 개발하는 표준화 기구
16) SUPL(Secure User Plane Location) : 위치기반서비스에서 측위 데이터를 위치 서버와 단말 사이의 사용자
평면 경로로 직접 주고받도록 하여 기존 위치추적 절차를 수행할 경우 필요했던 각 네트워크 노드들 간의
통신을 지양함으로써 위치추적에 필요한 노드들을 구현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정확한 위치추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프로토콜
17) SLC : SUPL Location Center
18) SET : SUPL Enabled Terminal
19) SPC : SUPL Positioning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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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MA의 Privacy Control Protocol에서는 위치정보 자기제어를 위해 Location Privacy
Assertion Service를 정의하고 있으며, Request/Response 메시지를 통한 인터페이스를
표 9-10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표 9. Location Privacy Assertion Request
Parameter name

Status

Description

M

Identity of the target subscriber
If
PCS supports
pseudonym/verinym
pseudonym
of target subscriber

client

M

Identifies the client Identity of LCS client, i.e. LCS client external
identity or internal identity
Categories of LCS client, i.e. Value added, Emergency, PLMN
operator or Lawful interception Name of LCS client, if needed
(and type of LCS client name if available)

callSessionRelatedId

O

Identifies whether Call/Session Related Request

serviceType

O

Indicates the category of service

requestor

O

Identifies the mobile subscriber requesting the location based
service

codeword

O

Identity of the requesting subscriber

locationType

O

Type of location, i.e. “current location”, “current or last known
location” or “initial location”

servingNode

O

Address of the serving node – E.164 number
And, if needed, LCS capability set of serving node

locationEstimate

O

Location estimate, if needed and available
(This is only relevant for location privacy assertion request with
location estimate)

ueid

mediation

services,

출처: OMA SUPL Architecture

표 10. Location Privacy Assertion Response
Parameter name
Success

privacyAction

additionalLocationC
heck

Status

M

C

Description
If the serving node supports rel’6 or later LCS,
Indicator for call/session related class of privacy check related
actions, if needed
Indicator for call/session unrelated class of privacy check related
actions, if needed
If the serving node supports pre-rel’6 LCS,
Pseudo External ID
Indicator on additional privacy check with location estimate
For the location request to be fully authorized, an additional
Location
Privacy Assertion Request with location estimate is needed when
the
Location Server has received the location information of the
target UE.
Identity of target subscriber, in case Location Privacy Assertion
Request
contains
the
pseudonym
of
target
UE
and
pseudonym/verinym mediation service is supported in PCE

msid

C

result

M

Error Code

addinfo

C

Adding Information

Failed

출처: OMA SUPL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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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TTA
■ TTA20)에서 제정한 개인 위치정보 자기제어 소프트웨어 TTAK.KO-06.0278(2012. 06. 12,
이하 위치정보 자기제어) 표준은 위치 기반 서비스의 활성화 및 이에 따른 위치정보의
활용도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이 동의한 위치정보 즉, 특정 대상, 시간 등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을 개인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위치정보의 제3자에 의한 오남용의 방지를 기술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 위치정보 자기 제어 표준은 위치정보 주체에 위치정보 자기 제어 기능을 부여하여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줄이고 위치 기반 서비스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에
목적이 있다. 또한,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최소한이 되도록 자기
제어 규칙 서버와 사실 확인 로그(Log) 서버를 추가하여 위치정보 자기 제어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를 설정하고 있다. 본 표준은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응용
서비스에 활용, 제공되는 개인 위치 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성, 위치정보 제공 및
보호를 위한 연동 방안, 위치정보 제어 방법 등을 규정하였다.
■ 위치 정보 자기 제어 규칙은 위치정보에 대한 이용 또는 제공 등을 위하여 프라이버시
보호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자 하는 대상과 제한 사항 등에 대한 위치정보 주체의
결정사항이다. 이러한 자기 제어 규칙의 큰 구성 요소는 규칙 제정 대상과 자기 제어
제한 사항이다. 즉, 위치정보 주체는 위치정보 사업자 또는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의
특정 위치 기반 서비스, 특정인에 대하여 위치정보가 수집, 이용 또는 제공될 수 있도록
허용 대상을 설정하며, 동시에 허용 대상에 대하여 특정 시간에 대해서만 위치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제한 사항을 설정한다. 자기 제어 제한 사항에는 위치정보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확인 방법을 포함한다.
■ 위치정보 자기 제어 적용 대상은 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위치정보 사업자의 특정
위치정보 수집 서버,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이자 또는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의 특정
서비스 서버, 위치정보를 제공 받는 자로 구성된다. 개인 위치정보 주체는 특정 대상에
대하여 위치정보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였다 할지라도 제한 사항을 설정하여
본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최소한이 되도록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자기 제어 제한 사항에는 특정 시간 동안에만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시간적인
제한이 가능하여야 한다.

20) TTA(Telecommunicaitons Technology Association)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1988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정보통신 단체표준 제정기관이며 표준화 활동 및 표준 제품의 시험인증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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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정보 자기 제어 표준에서 개인위치정보의 프라이버시 검사 방법의 예로 그림1, 및
표 11-12에 있는 구조 및 방법을 이용하여 위치정보의 요청이 위치정보 자기 제어 규칙
리스트에 규정된 사항인지 확인한다.
그림 1. 메시지 흐름도

출처 : TTAK.KO-06.0278

표 11. 위치 프라이버시 인증 요청
매개변수 명
ueid

설명
목표 가입자 구분
익명/실명 매개 서비스가 지원되는 경우에는 목표 가입자의 익명
클라이언트 구분

client

callSessionRelatedId

serviceType

LCS 클라이언트의 외부 또는 내부 ID 구분
LCS 클라이언트의 카테고리 구분
LCS 클라이언트 이름
음성/데이터 연계 요청(Request)여부 구분

서비스 카테고리 구분

requestor

위치 기반 서비스 요청 이동통신 가입자 ID

codeword

서비스 요청 가입자 ID

locationType

“현재 위치”, “현재 또는 과거 알려진 위치” 또는 “초기 위치”

servingNode

서비스 노드의 주소 – E.164 번호

locationEstimate

추정 위치
출처 : TTAK.KO-06.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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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위치 프라이버시 인증 응답
매개변수 명

설명

Success
서비스 노드가 버전 6 이후의 LCS 를 지원하는 경우,
음성/데이터 연계 프라이버시 검사 클래스 구분
privacyAction

음성/데이터 비연계 프라이버시 검사 클래스 구분
서비스 노드가 버전 6 이전의 LCS 를 지원하는 경우,
유사 외부 ID

additionalLocationCheck

msid

위치 추정치에 대한 추가 프라이버시 검사 구분
익명을 가지고 있고 PCE 내에서 익명/실명 매개서비스가
지원되는 경우, 목표 가입자의 ID

Failed
Result

에러 코드

Addinfo

추가 정보
출처 : TTAK.KO-06.0278

- 본 장에서는 국내/외 표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인위치정보에 대해 확인해 보았다.
대부분의 표준 내용이 위치정보를 획득 또는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일련의 작업들이 이루어지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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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능적 요구사항

4.1 기존 표준의 한계
■ 3장에서 살펴본 국외 표준은 개인위치정보를 획득함에 있어, 개인의 Privacy와 선택권에
대한 일괄적인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표준에서는 서비스 관점에서 위치정보
획득을 허용하는 개인의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지만, 데이터의 활용이나,
가명처리, 비식별 처리와 같은 다양한 방법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상황이다.
■ 본 장에서는 개인위치정보 Privacy에 기반한 데이터 활용에 목적을 두고 기존의 기술적
보호조치사항의 확장 개념에서 GDPR에서 제시한 원칙을 기반으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확인해 본다.

4.2 개인정보처리 원칙
■ GDPR에서 제시하는 개인정보처리원칙을 표 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
원칙에서 개인 위치정보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사용자의 Privacy와 관련하여
기술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요구사항은 정확성(정정, 삭제 등) 보유기간의 제한(기간
명시, 기간 만료 후 파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3. 개인정보처리 원칙
합법성, 공정성, 투명성

목적 제한

최소처리
정확성
보유기간의 제한

무결성 및 기밀성

책임성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와 관련하여 합법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는 특정되고 명시적이며 적법한 목적으로 수집되어야 하며,
그러한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되지 말아야 한다.
개인정보는 처리되는 목적과 관련하여 적정하고 관련성이 있으며 필요한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는 정확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기간 내에서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보유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는 적정한 기술적 또는 관리적 조치를 이용하여 개인정보의
적정한 보안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컨트롤러는 개인정보보호원칙에 대하여 책임성을 갖춰야 하며, 그에
대한 준수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출처 : KISA 우리 기업을 위한 2020 EU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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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R에서 제시하는 개인정보처리의 합법처리 근거를 표 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합법처리 근거에서 개인 위치정보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사용자의
Privacy와 관련하여 기술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요구사항은 동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별도의 구분된 절차를 통해
동의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표 14. 개인정보의 합법처리 근거
동의

계약

법적 의무

중대한 이익

공적 업무 수행

정보주체의 동의에 기반하여 개인정보 처리 필요

정보주체가 당사자인 계약의 이행을 위한 경우이거나 계약 체결 전에
정보주체의 요청으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필요

컨트롤러21)가 준수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처리 필요

정보주체 또는 다른 자연인의 중대한 이익(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처리 필요
컨트롤러에 부여된 공적 권한의 실행 또는 공익으로 실행되는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처리 필요
컨트롤러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추구되는 적법한 이익을 위하여 처리

적법한 이익

필요. 다만, 개인정보의 보호를 요하는 정보주체(특히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나 이익이 우선하는 경우를 제외
출처 : KISA 우리 기업을 위한 2020 EU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가이드북

4.3 동의
■ GDPR이 명시적으로 규제하는 동의에 대해 쉽게 체크 형태로 정리하면 표 15 와 같다.
동의 방법 중 처리 목적 및 유형별 개별적인 동의를 구분해야 하며, 동의 기록 중 날짜와
동의 받은 방법을 구분하여 기록하고 통보이력에 대해서도 기록해 두어야 한다. 또한,
동의 관리 중, 변경사항 체크 및 반영과 철회기능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1) 컨트롤러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수단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결정하는 자연인, 법인, 공공기관, 에이
전시 기타 단체를 의미함

22

2021년 1월│Monthly Report

표 15. GDPR 동의 체크사항
구분

체크사항
o 동의가 가장 적합한 합법처리의 근거임을 확인하였는가?

동의 방법

o 약관과 구분해서 별도로 동의를 받고 있는가?
o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고 명확하고 평이한 언어로 동의를 받고 있는가?
o 동의를 서비스 제공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지 않는가?
o 처리 목적·유형별로 구체적·개별적인 동의를 받고 있는가?

동의 기록

동의 관리

o 동의 받은 날짜와 방법을 기록해 두고 있는가?
o 정보주체에게 알린 내용을 기록해 두고 있는가?

o 정기적으로 동의서를 검토해서 변경사항을 체크 · 반영하고 있는가?
o 동의 철회 방법을 공개하고 언제든지 쉽게 철회할 수 있는가?
o 동의 철회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 있지 않는가?
출처 : KISA 우리 기업을 위한 2020 EU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가이드북

4.4 정보주체의 권리
■ GDPR에서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다양한 권리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Right to be informed), 정보주체의 접근권(Right of access),
정정권(Right to rectification), 삭제권(Right to erasure), 처리 제한권(Right to restriction
of processing), 개인정보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 반대권(Right to object),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Automated individual decision-making,
including profiling)이 있다.
- 그 중, 개인 위치정보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사용자의 Privacy와 관련하여 기술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요구사항을 권리별로 구분하면 표 16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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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정보주체 권리에 대한 기술적 관리 요구사항
권리

기술적 관리 요구사항
o 정보주체가 접근 · 수정 · 삭제 등을 행사 시, 기술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함
o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회사가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하는 정보를 개인정보 취득 시점에 즉시 제공할 수 있어야 함
o 제3자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별 통지할 수 있어야 함
o 법령 등에 의해 개인정보처리 목적 외 추가 처리가 필요한 경우, 처리 이전에
정보주체에게 처리 목적에 대한 내용 및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알릴 수 있어야 함

정보주체의
접근권

o 정보주체가 본인과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접근을 요청하는 경우,
처리 목적, 개인정보 유형 등의 내용 및 조치 사항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o 정보주체가 본인과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정정권을 요청하는 경우,

정정권

시스템을 통한 정정 및 수정이 가능해야 하고, 제3자와 정보를 공유할 경우
해당 3자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함

삭제권

처리 제한권

개인정보 이동권

o 정보주체가 본인과 관련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법적
근거에 따라 요청 사항을 조치할 수 있어야 함
o 정보주체가 본인과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법적 근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함
o 정보주체가 본인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이동을 요청하는 경우, 법적 근거에
따라 이동권(회사와 온라인 서비스 간 등) 요청을 조치할 수 있어야 함
o 정보주체의 반대권 행사 요구에 대한 처리 절차 또는 방법을 수립하여 적용

반대권

할 수 있어야 함
o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정보주체가 온라인으로 반대권 행사를 요구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

o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안내
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제한 요청 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함
출처 : KISA 우리 기업을 위한 2020 EU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가이드북

■ 특히 프로파일링 및 자동화된 의사결정은 ‘분석이나 예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자동화된
처리’를 의미하고 있으며, 향후 데이터 활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위치(location), 또는 이동 경로(movements)에 대한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제한할 수 있는 기술적 요구사항이 필요하다.
■ 본 장에서 데이터 활용 관점의 GDPR이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원칙, 기능, 권리
등에 대해 확인해 보았다. 정보주체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데이터 활용을 하기
위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항목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4

2021년 1월│Monthly Report

05 개인위치정보

Privacy Architecture

■ 본 장에서는 데이터 활용을 기반으로 한 개인위치정보 Privacy Architecture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또한 4장에서 확인한 GDPR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한 개인 위치정보 Privacy
Architecture의 구현 방법 예시에 대해서도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시나리오 관점에서 정리한다.

5.1 기능적 요구사항
■ 앞장에서 확인한 개인위치정보 활용을 위한 기능적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a. 동의 받은 날짜와 방법을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b. 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해 통지할 수 있어야 한다.
c. 정보주체에게 알린 내용을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d. 정보주체가 접근 · 수정 · 삭제 등을 행사 시, 기술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e. 제3자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별 통지할 수 있어야 한다.
f. 법령 등에 의해 개인정보처리 목적 외 추가 처리가 필요한 경우, 처리 이전에
정보주체에게 처리 목적에 대한 내용 및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알릴
수 있어야 한다.
g. 정보주체가 본인과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접근을 요청하는 경우, 처리 목적,
개인정보 유형 등의 내용 및 조치 사항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h. 정보주체가 본인과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정정권을 요청하는 경우, 시스템을
통한 정정 및 수정이 가능해야 하고, 제3자와 정보를 공유할 경우 해당 3자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한다.
I. 정보주체가 본인과 관련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법적 근거에 따라
요청사항을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
j. 정보주체가 본인과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법적 근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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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정보주체가 본인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이동을 요청하는 경우, 법적 근거에 따라
이동권(회사와 온라인 서비스 간 등) 요청을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
l. 정보주체의 반대권 행사 요구에 대한 처리 절차 또는 방법을 수립하여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m.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정보주체가 온라인으로 반대권 행사를 요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n.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 결정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제한 요청 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5.2 기능 블록
■ 기능적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은 그룹핑을 통해 유사한 범주 및 시스템에서 구현 시,
필요한 블록 단위로 재정리 가능하다. 블록 단위로 기능을 그룹핑 하는 것은 향후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기능을 구현할 때, 중복되는 구현을 최소화하고 관리 지점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설계와 관리가 가능하게 도움을 줄 수 있다.
- 정보주체 기반의 기능 제어 블록 : (g, l, m)
- 컨트롤러 기반의 기능 제어 블록 : (a, b, c, d, e, f, h, I, j, k, n)

5.3 정보주체 기반의 Privacy 데이터 구성
■ 개인위치정보 데이터의 주(key field)가 되는 주체는 바로 정보주체(개인)이다. 정보주체를
기반으로 Privacy 데이터가 정의되고 기능블록에서 정의한 개별 기능 제어한다.
개인위치정보를 이용 또는 활용함에 있어 개별 기능 제어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는
1) 정보주체의 동의, 2) 위치정보의 자기제어, 3) 위치정보 제공 이력, 4) 위치정보
관리대장의 데이터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더 상세한 Privacy 데이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정보주체의 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파기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바로 동의 절차이다.
- 동의는 온라인을 통해 받을 수도 있으며, 오프라인(지류 등)을 통해 받을 수도 있다.
- 또한, 제3자를 통한 동의 정보의 이동에 대해서도 고려될 수 있다. 표 17에서 동의
데이터 관리의 예를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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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는 개인식별 정보로 관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아이디, 메일주소 등이 될 수 있다. 동의 대상은 정보주체가 위치정보
제공을 동의한 서비스명을 표기할 수 있다.
- 이때, 복수의 동의대상에 따라, 하나의 정보주체라 할지라도 다수의 데이터들이
관리될 수 있으며 이를 ‘+’로 표시하였다. 실제 구현 시, 동의 대상을 차원이 있는
배열형태의 데이터로 관리할 수 있다.
- 동의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 개개의 서비스별 동의 받은 방식을 표기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가 동의 한 날짜를 표기할 수 있다.
- 또한, 개별 서비스 약관에 따라 동의 유효기간을 표시할 수 있으며, 최초에 동의 받은
이후 갱신 여부에 대해서도 표기하며 관리할 수 있고, 정보주체에게 동의 사실을 최종
통보한 이력에 대해서도 관리할 수 있다.

표 17. 동의정보 관리를 위한 데이터 구성의 예
항목

내용

정보주체

개인식별 정보(전화번호, 아이디, 메일주소 등)

+ 동의 대상

서비스 명

+ 동의 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 정보 위탁 등

+ 동의 날짜

YYYY / MM / DD / HH / MM / SS

+ 동의 유효기간

YYYY / MM / DD / HH / MM / SS

+ 동의 갱신여부

Yes / No

+ 동의 사실 최종 통보일

YYYY / MM / DD / HH / MM / SS

. . .

. . .

- (관련 기능적 요구사항)
a. 동의 받은 날짜와 방법을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c. 정보주체에게 알린 내용을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 (위치정보의 자기제어) 위치정보 자기제어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위치정보 제공을
주도적으로 제한하거나 허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 예를 들어 위치정보 제공에 대한 전체 제한이 설정된 경우, 모든 위치기반서비스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위치정보 법’에 의해 긴급구조 등의 서비스에
위치정보 제공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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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정보의 자기제어의 데이터 관리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가능하다. 위치정보 제공
전체 제한, 서비스별 제한, 일 제공 횟수 제한, 지역 제한, 요일제한, 시간제한,
요청번호 제한, 측위기술 제한 등을 할 수 있다.
- 위치정보 제공 전체 제한의 경우는 모든 위치기반 서비스에 대해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 서비스별 제한의 경우 특정 서비스에만 위치정보 제공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일 제공 횟수 제한의 경우, 정보주체가 설정한 횟수만큼만 위치정보가 제공되며,
설정한 횟수를 넘을 경우 위치정보 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
- 지역 제한이 경우, 정보주체가 설정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때, 위치정보 제공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요일 또는 시간제한의 경우, 정보주체가 설정한 특정 요일 또는
시간에 대해 위치정보 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 요청번호 제한의 경우, 정보주체가
설정한 특정한 번호에서 위치정보 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위치정보 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 측위기술 제한의 경우, 정보주체가 지정한 특정 측위기술로 위치정보 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제공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 (관련 기능적 요구사항)
j. 정보주체가 본인과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법적 근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l. 정보주체의 반대권 행사 요구에 대한 처리 절차 또는 방법을 수립하여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m.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정보주체가 온라인으로 반대권 행사를 요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위치정보 제공이력) 위치정보 제공 이력은 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제공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
- 개인위치정보의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 해당 기능을 정보주체가 언제든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위치정보 제공이력을 제공하기 위해 다뤄야할 Privacy
데이터의 예 대해 표 18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정보주체는 개인식별 정보로 관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아이디, 메일주소 등이 될 수 있다. 요청 주체는 위치정보를 요청한
주체로서, 대부분의 경우 서비스제공자가 될 수 있으며, 서비스 명으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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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일시는 요청 주체에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시점으로, 년 / 월 / 일 / 시/ 초로
관리할 수 있다. 획득 일시는 위치정보를 획득한 시점으로 제공 일시와 유사한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측위 방법은 해당 위치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한 정보로, 기지국, WiFi22), 위성,
복합측위 등이 될 수 있다. 통보 주체는 해당 위치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정보주체에게
제공사실을 통보하는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 등이 될 수 있다. 통보
방식은 위치정보 제공 사실에 대해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통보
유무는 해당 위치정보 제공 건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통보한 사실에 대해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다.
표 18. 위치정보 제공이력 데이터 구성의 예
항목

내용

정보주체

개인식별 정보(전화번호, 아이디, 메일주소 등)

요청 주체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명, 요청자 전화번호 등

제공 일시

YYYY / MM / DD / HH / MM / SS

획득 일시

YYYY / MM / DD / HH / MM / SS

측위 방법

기지국, WiFi, 위성, 복합측위 등

통보 주체

서비스 제공자 등

통보 방식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통보 유무

Y, N

. . .

. . .

- (관련 기능적 요구사항)
b. 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해 통지할 수 있어야 한다.
c. 정보주체에게 알린 내용을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e. 제3자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별 통지할 수 있어야 한다.
f. 법령 등에 의해 개인정보처리 목적 외 추가 처리가 필요한 경우, 처리 이전에
정보주체에게 처리 목적에 대한 내용 및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알릴
수 있어야 한다.
g. 정보주체가 본인과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접근을 요청하는 경우, 처리 목적,
개인정보 유형 등의 내용 및 조치 사항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2) WiFi: Wireless Fide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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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정보 관리대장) 위치정보 관리대장은 개인위치정보를 서비스, 제공함에 있어
위치정보 요청자로부터 위치정보를 획득, 제공하는 일련의 종단 간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이다.
- 위치정보 관리대장을 구성하는 요소를 표19에 정리하였다.
- 요청 주체는 위치정보를 요청한 자로서, 서비스제공자, 서비스명, 요청자 전화번호
등으로 관리할 수 있다. 요청 시간은 요청 주체가 위치정보 제공을 의뢰한
시간으로 년, 월, 일, 시, 분, 초로 관리할 수 있다. 정보 주체는 피측위자 또는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으로 전화번호 등의 식별 정보로 관리할 수 있다.
- 위치정보 종류는 제공한 위치정보가 생성될 당시 사용된 기술적인 방식으로
기지국, WiFi, 위성, 복합측위 등으로 표기할 수 있다. 위치정보 획득 시간과
위치정보 제공 시간은 각각 년, 월, 일, 시, 분, 초로 관리할 수 있는데, 위치정보
획득 시간의 경우, 실제 측위나 다른 방법을 통해 위치정보가 생성된 시간이고,
위치정보 제공 시간은 실제 위치정보가 요청 주체에게 전달된 시간이다.
- 예를 들어 정보주체의 스마트폰 단말기의 전원이 꺼져 있을 때, 요청 주체가
위치정보를 요청한다면, 실제 전달되는 위치정보는 단말기의 전원이 꺼지기 전,
최종적으로 확인된 위치정보일 수 있으며, 이때 위치정보의 획득 시간과 제공
시간은 차이가 날 수 있다.
- 변경 유무는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해 위치정보 제공 내역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 관리대장에 변경이 있음을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정보주체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따라 변경 타입을 수정, 삭제 등으로 표기할 수 있다.
- 통보 유무는 위치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해당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보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관리할 수 있으며, 통보 방식은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표 19. 위치정보 관리대장 데이터 구성의 예
항목

내용

. . .

. . .

요청 주체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명, 요청자 전화번호 등

요청 시간

YYYY / MM / DD / HH / MM / SS

정보 주체

개인식별 정보(전화번호, 아이디, 메일주소 등)

위치정보 종류

기지국, WiFi, 위성, 복합측위 등

위치정보 획득 시간

YYYY / MM / DD / HH / MM /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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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제공 시간

YYYY / MM / DD / HH / MM / SS

변경 유무

Y, N

변경 타입

수정, 삭제 등

통보 유무

Y, N

통보 방식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 . .

. . .

- (관련 기능적 요구사항)
b. 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해 통지할 수 있어야 한다.
c. 정보주체에게 알린 내용을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d. 정보주체가 접근 · 수정 · 삭제 등을 행사 시, 기술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e. 제3자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해당
g. 정보주체가 본인과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접근을 요청하는 경우, 처리 목적,
개인정보 유형 등의 내용 및 조치 사항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h. 정보주체가 본인과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정정권을 요청하는 경우,
시스템을 통한 정정 및 수정이 가능해야 하고, 제3자와 정보를 공유할 경우 해당
3자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한다.
I. 정보주체가 본인과 관련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법적 근거에
따라 요청사항을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
k. 정보주체가 본인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이동을 요청하는 경우, 법적 근거에 따라
이동권(회사와 온라인 서비스 간 등) 요청을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
■ 지금까지 정보주체 기반의 개인위치정보 Privacy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서비스하기 위한 기능적 요구사항 및 데이터 구현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았다.
기능적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방법은 본 고에서 제시한 방법 이외에도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기능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비스 환경이나 방식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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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개인위치정보처리 시스템
■ 앞서 정의한 1) 정보주체의 동의, 2) 위치정보의 자기제어, 3) 위치정보 제공 이력,
4) 위치정보 관리대장을 이용한 시스템 구성의 예를 그림 2. 위치기반서비스
End-to-End 아키텍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위치기반서비스 아키텍처의 예

■ 일반적으로 LBSP23)라고 명명하는 위치관리플랫폼에는 위치정보 제공 요청을 받는
인터페이스부터, 실제 위치정보를 생성하기 위해 측위 인프라와 연동하는 부분,
위치정보를 획득하고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달하는 부분, 위치정보 제공 이력을
기록하는 부분 등의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개인위치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기능으로 위치정보 관리대장이 실제 위치정보와 관련된 모든 기록들을 주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담당하게 된다. 정보주체의 동의, 위치정보 자기제어, 위치정보 제공 이력은
위치정보 관리대장을 기반으로 기능적 구성을 할 수 있다.

본 고에서 제시하는

위치기반서비스 아키텍처는 한가지 예이며, 다양한 방법과 서비스 환경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처리 시스템을 구성하고 구현할 수 있다.

23) LBSP : Location Based Service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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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결론
■ 본 고에서는 데이터 활용이 중시되는 미래 산업에서 정보주체와 개인위치정보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유럽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정된 GDPR과 국내의
위치정보법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관점에서 필요한 기능적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하였다. 또한, 기능적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개인위치정보의 활용관점에서 정보주체의 권한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는 개인위치정보 Privacy Architecture의 예에 대해서도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고에서 제시한 방향은 하나의 예이며 서비스 환경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기능적
요구사항에 맞춰 구현할 수 있다.
■ 앞으로 가명처리, 익명처리 등, 다양한 방법의 데이터 가공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고에서도 살펴본 정부 주도의 데이터 바우처 사업이 한 예이다.
이러한 데이터 활용의 관점에서 정보주체의 권한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일련의 프로세스가 언제든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을 것이다. 투명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
시스템화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서비스제공자, 데이터처리자의 몫이라
생각한다.
■ 위치정보를 직접적 간접적으로 활용한 서비스는 이제 우리 삶 속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서비스와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위치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제한이 아니라 안전하게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을 이해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시스템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관리와 노력을 바탕으로 더
많은 서비스 활성화 정책 및 방안이 장려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최동욱 [차장]
- KT IT부문 SW개발본부
- TTA LBS시스템표준화그룹(PG904) 부의장(’14.01 ~ 현재)
- 국립전파연구소 방송통신표준심의회 전문위원(’16.9 ~ 현재)
-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예비추진단 위원(‘18~’19)
- 항법시스템학회 JPNT 편집위원(’20.1 ~ 현재)
- 관심분야 : LBS, 측위기술, 긴급구조, Big Data, AI, Computer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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