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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유출된 개인정보는 변경  회수

가 어렵고 제 2,3의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내 주요 사이트  데이터베이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했으며, 그에 한 책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포털사이트는 

물론 소규모 웹 사이트에서도 주민등록번호(개인식별번호)를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은 국내와 미국의 

사례를 통해 개인 식별번호 리 방법에 해 비교하고 있다.

치 유출수 비고

2008 .  1월 옥션 1863 만 해킹

2008 .  9월
GS 

칼텍스
1125 만 직원 매시도

2009 .  4월 네이버 9 만 유출

2010 .  3월 인천 2000 만 매

2010 .  3월 650 만 매

2010 .  4월 부산 1300 만 매

2011 .  4월
캐피

탈
175 만 해킹

2011 .  7월 SK 컴즈 3500 만 해킹

2011 .  8월 한국앱손 35 만 해킹

합계 1억 657만 \

1. 서론

<표 1> 방송통신 원회 -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총 1억65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1] 

  

  IT의 발달은 국민생활의 편리함과 동시에 업무처리의 

신속함까지 더해 한층 풍요로운 삶을 할 수 있는 계

기를 마련하 다. 반면 편리함과 신속함을 해 IT 인

라가 통합되면서 그에 따른 역기능의 험성은 커지고 있

다. 그  개인정보 유출의 발생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

으며, 국내는 웹사이트에서 개인 식별 번호로 주민등록번

호를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 개인 식별 번호의 수정이 불

가능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타국에 비해 심각하다. 본 논

문은 국내와 해외의 개인 식별 번호의 리 방법에 한 

차이 을 악하고 문제 을 제시한다.

2. 본문

2.1 해외

 (미국 - Social Security Number : SSN) 

 미국은 우리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사회  분야에 사

용되고 있는 사회안 번호(Social Security Number : 

SSN)를 사용하고 있지만, 번호 자체의 사용에 하여 상

당한 제한을 두고 있다는 이 주민등록번호와 많은 차이

를 보이고 있다. SSN에 련되어 수집/보존되는 련 기

록들은 비 성이 보장되며, 외부로 SSN과 련기록을 공

개하는 것은 지된다는 에선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하지

만 정부 기 이 SSN을 요구할 경우, 제출의 필수성 여부 

 SSN요구의 법률근거 그리고 사용목   SSN제시 거

부의 경우 처리방법 등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1) SSN(Social Security Number) 원리

- 972 -



제36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8권 제2호 (2011. 11)

주민등록번호 순서 개인정보

1~2번째 숫자 태어난 연도 뒷자리

3~4번째 숫자 태어난 월

5~6번째 숫자 태어난 날

7번째 숫자 남/녀 여부, 외국인 여부

8~11번째 숫자 지역코드

12번째 숫자

지역코드가 같은 곳의 

생일,성별이 같은 사람이 신고한 

순서

13번째 숫자 검증코드

 

 한 SSN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법원은 선거인명부 등록시 SSN을 요구하는 것은 라이

버시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면서 국가는 공공목 의 정보

공개 경우에도 개인의 SSN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시

한 바 있다. 

-국민들에게 SSN이라는 사회안 번호 부여

-공개가 지되어있으며 공공목 의 정보공개 경우에도 

개인의 SSN공개 불가

 웹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시에도 SSN을 요구하지 않으며 

인터넷 사이트 회원등록이나 서비스제공이 거부되지 않는

다.

2.2 국내

  최근 국내의 문제 은 포털 사이트 등 가입시 신용평가

회사 등에서 제공하는 실명인증 방식을 사용하므로 각 사

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필요가 어졌음에도 

행 으로 회원 가입시 주민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국내는 개인 식별 번호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인증체

계가 On · Offline을 막론하고 정보시스템에서 개인을 식별

하기 한 Key값으로 활용되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 사

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 될 시에 피해는 당장 의 사

례와 비교할 때 미국은 개인신상정보에 피해가 미약한 반

면 우리나라는 개인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피해가 막 하다.

 특히 국내는 주민번호가 유출 되어도 바꾸기 불가능해 

사용이 편리한 것은 사실이나 반 로 주민번호로 인해 그 

사람에 한 개인정보와 일상 생활과 련된 개인 라이

버시의 문제가 발생한다. 

<표 2> 주민등록번호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유출 된 신상정보에 의해 보이스 피싱과 같

은  다른 범죄로 이어진다. 심지어 하나로 텔 콤은 회

원 정보를 2년간 1000여개의 마  회사들에게 버젓이 

매하기도 하 다. 이런 방식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국 사이트에서 팔리고 있는 이며 이 정보들이 보이스 

피싱 등에 이용된다.

 그림 2 (유출된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국 사이트)[2]

 이러한 문제에 심각성을 느낀 방송통신 원회가 주축이 

되어 아이핀을 개발 보 하고 있으나 기존의 개인인증 방

식에서 I-PIN으로 환할 경우 업체의 회원 규모에 따라 

수 백만원에서 수 십억원까지 들어간다고 한다. 일반 웹사

이트의 입장에서 보나 민간기업의 입장에서 보나 이 비용

을 감당하면서 I-PIN을 고집하는 곳은 찾기 힘들다.

 한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의 기록  그와 련

된 개인정보를 규정하고 있기에 자상거래에서는 반드시 

주민번호를 이용한 거래가 이루어져야[3] 하는 이유로 

I-PIN을 발 받아 사용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

서를 사용할 수 밖에 없고, 이에 한 안이 실히 필요

하다.

 

3. 결론

 본 논문은 국내에서 일어나는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해 발

생하는 개인 식별 번호 리의 문제 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는 웹사이트나 쇼핑몰 등 회원가입을 할 시에 행

으로 주민번호의 입력을 요구하며, 주민번호로 인해 개

인정보가 유출 될 시 해외와 달리 본인에 한 많은 정보

와 개인 라이버시가 침해당하고 있고 제 2,3의 범죄로 

이어지는데 이에 처하는 보안상의 안, 정부의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주민등록번호를 신하기 한 I-PIN은 실질 으로 처

되기엔 무리가 있으며, 더 큰 문제는 주민등록번호가 심각

하게 남용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망이 잘 설치된 우리나라는 보안성과 보안인식이 

하게 낮아 해커들의 상 1순 가 되는 나라다. 이런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해 주민번호의 남용을 제한하고 

보안에 한 기술  문제와 정부의 지원, 인력양성,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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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교육이 실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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