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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서

문

1 표준의 목적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는 다양한 데이터가 수집되며, 이러한 데이터가 여러 서비스 제
공자에게 공유될 수 있다.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 사용자 프라이버시 선호도에 따른 개인
정보 처리 시스템의 기술 프레임워크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표준은 사물 인터넷 환
경에서 사용자 선택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설계와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2 주요 내용 요약
본

표준은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

개인정보

(PII)

처리

시스템을

위한

기술

프레임워크를 정의한다. 본 표준은 단일 및 다중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서비스 모델,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주요 규제,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의 보안 요구사항,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모델과 관련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3 인용 표준과의 비교
3.1 인용 표준과의 관련성
본 표준은 다음 2개의 국제표준에 근거해 개발되나,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다.
・ ISO/IEC 29100:2011, 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 Privacy
framework
・ ITU-T X.iotsec-3, Technical framework for a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handling system in the Internet of things environment
3.2 인용 표준과 본 표준의 비교표
TTAK.xx-xx.xxxx/R1

6 개인정보 선호도 기반 사물
인터넷 서비스 모델

ITU-T X.iotsec-3

비고

7 The Internet of things service 동일(번역)
model with single or multipl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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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rs
7. 개인정보 선호도 기반 개인
정보 처리 관련 개인정보 규제
8

사물

개인정보

인터넷
데이터를

-

추가

서비스에서

8 Issues concerning PII data on IoT 번역하여
한국의
처리하기 services
상황에 맞게 수정

위한 고려 사항

9 사물 인터넷 서비스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9 Principles for PII data handling by
동일(번역)
보안 IoT services

요구사항

10 사물인터넷 서비스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

보안

10 PII data handling in the IoT
environment

동일(번역)

프레임워크 모델
11. 사물 인터넷 서비스에 의
한 개인정보 처리 기술 프레임 11 Technical framework for PII data 동일(번역)
handling in the IoT environment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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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1 Purpose
In the Internet of things environments, a variety of data including PII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is collected, and that data can be shared among various
service providers.
The purpose of this standard is to present the technical framework of the PII
handling system according to the user privacy preference in the Internet of
things environment. This standard allows to design and utilize PII handling
system in accordance with user 's privacy preference in the Internet of things
environments.
2 Summary
The standard defines the technical framework for the PII handling system based on
user’s privacy preference in the Internet of things environment. This standard
describes service models, major regulations, and security requirements for the PII
handling system based on user’s privacy preference. It also describes handling
models for PII handling systems and their related security requirements.
3 Relationship to Reference Standards
This standard is developed based on the following two international standards, but
reflects the requirements of the domestic privacy laws and regulations.
・ ISO/IEC 29100:2011, 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 Privacy
framework
・ ITU-T X.iotsec-3, Technical framework for a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handling system in the Internet of things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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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 인터넷 환경에서 개인정보 선호도에 기반한 개인정보 처리
보안 프레임워크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handling security framework
based on privacy preference in the Internet of things
environment)
1 적용 범위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는 다양한 데이터가 수집되며, 이러한 데이터가 여러 서비스
제공자에게 공유될 수 있다. 본 표준은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 사용자 개인정보 선호도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기술 프레임워크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표준은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 사용자 개인정보 선호도에 따라서 작동하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설계와 활용에 이용 가능하다.

2 인용 표준
ITU-T X.iotsec-3, Technical framework for a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handling system in the Internet of things environment
ISO/IEC 29100:2011, Information technology-Security techniques-Privacy framework

3 용어 정의
3.1 개인정보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ISO/IEC 29100]
자체로 해당 정보와 관련된 (a) 개인정보 주체를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거나, (b)
개인정보 주체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는데 이용되는 정보.
3.2 개인정보 데이터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data)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
3.3 개인정보 선호도 (PII preference) [ISO/IEC 291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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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 정보가 특정 목적으로 처리되는 방법에 대한 개인정보 주체에
의해 이뤄진 특정 선택
3.4 개인정보 선호도 관리자 (PII preference manager)
개인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선호도를 설정하게 하고 이에 기반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 및 제 3 자 제공을 가능하게 만드는 실체
3.5 개인정보파일 [b-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3.6 개인정보처리자 [ISO/IEC 29100:2011]
개인 목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자연인을 제외한 개인 정보 처리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이해 관계자
3.7 옵트인 [b-ISO / TS 17975: 2015]
정보주체가 특정 유형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시적이며, 사전적 동의를
표시하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정책 프로세스 또는 유형
3.8 옵트아웃 [b-ISO / TS 17975: 2015]
특정 유형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보류하거나 철회하기 위해 정보주체가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정책 또는 프로세스 유형
참조-1: 옵트아웃인 경우, 정보주체가 명시적으로 허가를 거부하거나 철회하지 않으면,
조직이 개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묵시적 동의를 간주한다. 옵트아웃은 정보주체가
특정 유형의 개인정보 처리를 수행하는 허가를 거부하거나 취소 할 수 있기 위해 데이터
수집 조직에 의해 제공되는 프로세스이다.
3.9 정보주체 [ISO/IEC 29100:2011]
정보주체가 특정 유형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시적이며, 사전적 동의를
표시하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정책 프로세스 또는 유형

4 약어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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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 선호도 기반 개인정보처리 보안 프레임워크 개요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 많은 유형의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가 존재하지만, 그 중 일부는
수집되는 데이터에 개인정보(예, 위치정보)를 포함한다.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이후
개인정보 데이터로 칭함)는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가 포함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려 한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자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제공자와 다른 서비스 제공자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로 구분된다.
정보주체 관점에서 보면, 개인정보 데이터는 이러한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정보주체가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 개인정보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의도를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 서비스 제공자가 존재하는 사물 인터넷 환경의
개인정보 데이터 이용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데이터 사용에 대한 사용자의 의도가
유연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물 인터넷 플랫폼에 다음과 같은 기능이
제공된다면 개인정보 데이터는 적절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데이터의 처리 선호도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선호도 목록은 정보주체가 수집을 허용하는 개인정보 데이터 목록과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데이터에 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서비스 제공자 목록을
포함한다.
・ · 수집된 개인정보 데이터에 대한 접근 통제는 개인정보 처리 선호도에 기초해야 한다.
정보주체가 공유를 허용하지 않은 개인정보 데이터는 다른 서비스 제공자에게 공유
할 수 없다.
・ · 정보주체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공유되는 데이터의 접속 로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는 데이터 이용의 타이밍과 빈도를 알아야 한다.

6 개인정보 선호도 기반 사물 인터넷 서비스 모델
개인정보 선호도 기반한 사물 인터넷 서비스 모델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그림 61)은 하나의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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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단일 사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모델
첫 모델은 (그림 6-1)과 같이 하나의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는 단일 사물 인터넷
서비스 모델이다. 이 모델에서는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유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데이터를 보낸 정보주체에게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6-2)와

같은

다른

사물

인터넷

서비스

모델은

하나의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데이터를 수집하여 그 데이터를 다른 여러 서비스 제공자에게
공유하는 모델이다. 예를 들어, 서비스 제공자 A가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로부터
개인정보 데이터를 수집하여 다른 서비스 제공자 (예를 들어, 서비스 제공자 B 및
서비스 제공자 C)와 공유한다.
일반적으로 다른 서비스 제공자와 공유되는 개인정보 데이터 목록은 서비스를 위한
약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약관에 동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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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다중 사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모델

7 개인정보 선호도 기반 개인정보 처리 관련 개인정보 규제
개인정보보호법을

기본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다.
• · 수집 및 이용 단계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 제공 단계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또는 공유)할 수 있다.
• · 수집 및 이용을 위한 동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수집 및 이용을 위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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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등의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 제3자 제공을 위한 동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제공을 위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등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8 사물 인터넷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고려 사항
개인정보 데이터가 사물 인터넷 서비스에 의해 처리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 개인정보 데이터 수집 목적 설명
정보주체 관점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데이터 수집을 피하기 위해 정보주체에게 데이터
수집의 목적과 서비스를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 데이터의 유형과 성격을 알려야 한다.
• · 개인정보 데이터 수집에 대한 필수 동의
서비스에 가입하고자 하는 정보주체는 여러 유형의 개인정보 데이터의 수집에 동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 정보는 약관에 쓰여지며 정보주체는 서비스를 이용하려 할 때 이
약관에 동의해야 한다.
• · 개인정보 데이터 제3자 제공
사물 인터넷 장치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는 제3자(다른 서비스 제공자)와 공유될 수 있다.
이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데이터를 제3자에게 보내기 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데이터의 전송을 통제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데이터 전송을 허용하는 제3자를 선택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데이터의 유형을 설정할 수 없다. 또한 정보주체는 어떤 종류의 개인정보 데이터가
제3자에게 전송되는지 알 수 없다.
• · 개인정보 데이터 수집의 옵트인 및 옵트아웃 동의
서비스가 정보주체 개인정보 데이터를 사용하려면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 획득 시기와 동의 획득 방법
(옵트인 또는 옵트아웃)도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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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물 인터넷 서비스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
9.1 일반 보안 요구사항
개인정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특정 개인에게 연락하거나, 또는 특정 개인을
찾는데 사용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은 신원 도용 또는 기타 사기적 목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개인에게 심각한 물적 및 정신적 피해, 당혹, 불편을 초래한다.
따라서 사물 인터넷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데이터를 처리할 때 다음과 같은 일반적 보안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 · 개인정보 데이터 암호화
민감 데이터가 아닌 한,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 상 또는 개인정보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상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는 암호화되어야 한다. 모든
민감 데이터는 시스템의 모든 구성요소 (즉, 장치, 저장 장치, 응용/서비스) 간에
전송되는 동안 암호화되어야 한다.
• · 인증/접근 제어
개인정보 데이터가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 또는 서비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경우,
적절한 접근 제어가 적용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은 접근 요구의 이용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만 주어져야 한다. 이 이용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목적에 포함되어야 한다. 허용되지 않은 식별 또는 추가적으로 민감
데이터를 추론하게 하는 저장 데이터 세트 간에 연결 가능성이 있을 때 그러한 데이터
세트의 접근은 제어되어야 한다.
• · 로깅
개인정보가 포함된 컴퓨터 판독 가능 데이터 추출물의 생성은 작성자, 일시, 정보 유형,
추출 목적 및 사용자를 포함한 공식 로그에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로그에 포함된 모든
개인정보 (예, 사용자 이름)는 암호화되어 접근 제어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 · 통신 암호화
개인정보 데이터가 여러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공유되면 이 데이터는 암호화되거나
마스크되어야 한다.
• · 데이터 훼손 통보
시스템에서 데이터 누설, 유출, 오용 또는 오 처리로 인해 개인정보 데이터가 훼손된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훼손 사실을 발견한 즉시 영향받는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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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유를 위한 데이터 최소화 절차
개인정보 데이터의 저장은 서비스 제공자가 수행한 데이터 처리 결과로 생성되거나
수집되는지 여부에 무관하게 서비스 제공자가 명시적 동의를 얻은 목적으로 만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 목적, 추가적인 민감한 데이터의 식별 또는
추론을 초래할 수 있는 저장된 데이터 세트 간의 연결 가능성,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에 근거해서 개인정보I 데이터의 보존을 위한 최대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9.2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에서 개인정보 데이터를 수집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특히 데이터가 서비스에 의해서 이용되거나 다른 서비스 제공자에게
공유되는 경우 데이터 처리는 사용자의 의도를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사물 인터넷
서비스로 개인정보 데이터를 처리할 때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 · 개인정보 데이터 수집 목적 설명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는 약관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과 보유 기간을 설명해야 한다.
• · 사용자로부터 개인정보 데이터를 수집하는 명시적 동의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데이터를 수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데이터 수집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히 서비스 제공자는 가능하면 동의를
얻기 위한 옵트인 모델을 구현해야 한다.
• · 개인정보 데이터 이용의 추적 가능성
서비스 제공자가 수행하는 데이터 처리 출력으로 생성된 중요한 데이터를 포함하여
개인정보 데이터를 다른 서비스 제공자와 공유할 경우, 시스템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데이터 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데이터에 대한 추적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시스템은 데이터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수정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
• · 개인정보 선호도 설정
개인정보 데이터는 정보주체가 설정한 개인정보 통제 선호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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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물인터넷 서비스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 보안 프레임워크 모델
10.1 개인정보 선호도 기반 프레임워크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 선호도 기반의 개인정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 프레임
워크는 (그림10-1)과 같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데이터 처리에 대한 개인정보 선호도를
결정하고 이를 개인정보 선호도 매니저에 설정한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데이터는
개인정보 선호도 관리자에 의해 통제된다.

(그림10-1) 개인정보 데이터 처리를 위한 기본 프레임워크
개인정보 선호도는 다음 항목을 포함한다.
・ ·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가 수집하는 데이터 종류: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는 사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선호도 설정에서 지정한 개인정보 데이터만을 수집할 수 있다.
・ ·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에 의한 데이터 수집 시기 (예: 평일 9:00에서 17:30 사이):
정보주체는 언제나 개인정보 데이터가 수집되기를 원하지 않으므로 수집 시기가
개인정보 선호도에 설정되어야 한다.
・ · 수집된 개인정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된 서비스 제공자: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정보주체는 서비스 제공자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개인정보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다. 여기에는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포함해서 일차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수행된 데이터 처리 결과를 포함한다.

10.2 개인정보 선호도 설정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선호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 · 정보주체 친화적인 접근: 모든 정보주체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쉽게 접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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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서비스의 첫 화면에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접근 링크를
제공해야 한다.
・ ·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적절한 접근 제어: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선호도
설정 환경을 갖는다. 따라서 이 선호도에 접근하기 전에 정보주체는 인증되어야
한다.
・ · 포괄적 인터페이스: 개인정보 선호도 설정 인터페이스는 한 곳에서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 ·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개인정보 선호도를 설정하기 위해
쉽고 간단해야 한다.

11 사물 인터넷 서비스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 기술 프레임워크
11.1 단일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사물 인터넷 서비스
11.1.1 참조 모델
(그림 11-1)는 하나의 사물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선호도에 기반한
사물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참조 모델을 보여준다. 하나의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로부터 개인정보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 저장소에 개인정보 데이터를 저장한다.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 또는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림 11-1) 단일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사물 인터넷 서비스 참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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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단일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개인정보 데이터 처리를 위한 기술 프레임워크
(그림 11-2)는 개인정보 선호도 관리자가 하나의 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에 위치하여
정보주체로부터 수집된 개인정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기술 프레임워크를 나타낸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선호도 관리자로 개인정보 선호를 설정하며,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
데이터 저장소, 그리고 응용/서비스와 같은 서비스의 구성 요소는 해당 선호도에
기반하여 개인정보 데이터를 처리한다. 하나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보주체의 특정
개인정보

선호도를

로컬

선호도라고

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로부터 수집된 특정 개인정보 데이터를 못하게 하면,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선호도를 참조해 이러한 개인정보 데이터가 데이터 저장소로
전송되지 않도록 한다.

(그림 11-2) 단일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데이터 처리를 위한 기술 프레임워크

11.1.3 공통 개인정보 선호도 관리 서비스 제공자를 갖는 단일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개인정보 데이터 처리를 위한 기술 프레임워크
사물 인터넷 서비스가 단일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 사물 인터넷 장치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는 다른 종류의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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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와 공유되지 않는다. 그러나 PII 환경 설정의 기본 항목 중 일부는 다른 서비스와
공유할 수 있다. 각 사물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개인정보 선호도 환경 설정을 구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정보 주체가 모든 종류의 사물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공통 개인정보 선호도 환경 설정을 제공할 수 있으면 각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선호도
설정을

쉽고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매커니즘을

실현하기

위해

기술

프레임워크에는 두 가지 유형의 개인정보 선호 관리자가 있다.
(그림 11-3)은 두 가지 유형의 개인정보 선호 관리자가 존재하는 기술 프레임워크이다.
여기서 하나는 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에 위치하며 다른 하나는 다른 서비스 제공자와의
공통 개인정보 선호도를 관리하는 데 이용되는 개인정보 선호도 관리 포탈에 존재한다.
이 경우 모든 서비스에 대한 공통의 개인정보 선호도는 개인정보 선호도 포탈에
저장되며, 각 서비스에 특화된 개인정보 선호도는 각 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하는
개인정보 선호도에 저장된다. 정보주체는 서비스를 등록할 때 서비스 제공자 시스템의
개인정보 선호도 관리자는 제3자에 의해 관리되고 정보주체가 미리 사전에 설정해 놓은
개인정보 선호도 관리 포탈에서 공통 개인정보 선호도를 조회한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선호도 관리자로 개인정보 선호도를 설정하지만, 개인정보 선호도 관리 포탈에 저장된
공통 개인정보 선호도를 반복적으로 설정하지 않는다.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 데이터
저장소, 그리고 응용/서비스와 같은 서비스의 구성 요소는 개인정보 선호도 관리자 내에
개인정보 선호도에 따라 개인정보 데이터를 통제한다.

(그림 11-3) 개인정보 선호도 관리 포탈에 의한 개인정보 데이터 처리 기술 프레임워크

11.2 다중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사물 인터넷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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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참조 모델
(그림 11-4)은 여러 사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공급하는 사물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참조 모델을 나타낸다. 이 경우 여러 서비스 제공자는 사물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을
구성하고 각 서비스 제공자는 사물 인터넷 장치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자체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따라서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에서 개인정보 데이터를
수집하는 서비스 공급자는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와 다를 수 있다.
(그림 11-4)에서 볼 수 있듯이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에서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이터 서비스 제공자'와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응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가 존재한다.

(그림 11-4) 다중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사물 인터넷 서비스 참조 모델

11.2.2 다중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개인정보 데이터 처리를 위한 기술 프레임워크
(그림 11-5)은 개인정보 선호도 관리자가 여러 서비스 제공자로 구성된 플랫폼에
포함되며 개인정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모든 사용자 선호도가 이 관리 구성요소에
의해 관리되는 기술 프레임 워크를 나타낸다. 사용자는 개인정보 선호도 관리자로
개인정보 선호도를 설정하고,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 데이터 저장소, 응용/서비스와 같은
서비스 구성 요소는 개인정보 선호도 관리자의 로컬 개인정보 선호도에 기반해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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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처리한다.

(그림 11-5) 다중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개인정보 데이터 처리 기술 프레임워크

11.2.3 공통 개인정보 선호도 관리 포탈 기반 개인정보 데이터 처리 기술 프레임워크
(그림 11-6)는 여러 서비스 제공자로 구성된 사물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이 개인정보
선호도 관리 포탈에 저장된 사용자 개인정보 선호도를 이용하는 기술 프레임 워크를
나타낸다.
이 경우 모든 서비스에 대한 공통 선호도가 개인정보 선호도 관리 포탈에 저장되며 각
서비스에 특화된 개인정보 선호도가 각 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하는 개인정보 선호도
관리자에 저장된다. 사용자가 서비스에 등록할 때, 서비스 제공자 시스템의 개인정보
선호도 관리자는 개인정보 선호도 관리 포탈에 있는 공통 개인정보 선호도를 조회한다.
사용자는 개인정보 선호도 관리자로 개인정보 선호도를 설정하지만, 개인정보 선호도
관리 포탈에 저장된 공통 개인정보 선호도는 여러 번 설정할 필요가 없다.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 데이터 저장소, 응용/서비스와 같은 서비스 구성요소는 개인정보 선호도
관리자의 선호도에 근거해 개인정보 데이터를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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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6) 공통 개인정보 선호도 관리 포탈에 의한 개인정보 데이터 처리 기술 프레임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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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1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지식재산권 확약서 정보
해당 사항 없음
※ 상기 기재된 지식재산권 확약서 이외에도 본 표준이 발간된 후 접수된 확약서가 있을
수 있으니, TTA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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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2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시험인증 관련 사항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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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3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본 표준의 연계(family) 표준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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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4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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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5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영문표준 해설서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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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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