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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차보고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 개인정보보호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2017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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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보는 정책 성과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령 정비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관련

주민등록번호 근거 하위법령

법령의 해석·운용 처리

1,18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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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개

40.7%

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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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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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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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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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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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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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말 기준)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책임
방송통신위원회, 역대

91.7%

84.7%

최고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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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4억 8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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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술의 발전에 따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제기되었다. 세계는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이슈의 등장과 EU 일반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의 채택에
따른 변화에 주목했다. 국내에서는 법령 제·개정, 침해요인 평가제도 등의 도입으로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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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정책환경

제1절

개인정보보호
주요 이슈

1. 개인정보보호 제도 강화 및 개선

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법정손해배상제도 시행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사건은 언제, 어느 단계에서 누구의
잘못으로 발생했는지 알기 어렵다. 따라서 정보주체는 손해배상을
받기가 매우 어려웠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국민이 손쉽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정손해배상
제도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법제화하였고, 이 제도들은 2016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성 위법행위의 억제와 예방 및 정보주체의
피해구제 강화를 위하여 악성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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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손해배상에 더하여 실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해
배상액을 정하는 제도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실손
해의 3배까지 증액하여 손해배상을 허용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처리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해당 위법행위로 인해 개인정보처
리자에게 발생한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대량의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입증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손해배상이 어
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정손해배상 제도가 도입·시행되었다. 정
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
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개인정
보 보호법」 제39조의2, 2015.7.24. 신설).

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 시행
중앙행정기관 등은 소관 법령에 의해 정보주체로부터 다양한
10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게 된다. 정부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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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정보주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소관법령을 제·개정하는 과정에
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평가 및 의견을 받도록 함으로써 불필
요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최소화하는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를 2016년 7월부터 시행
하게 되었다.

[그림 1-1-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 운영체계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사무국

평가 요청

평가결과 통보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중앙행정기관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시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변경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에 개인
제 4 편 해외 동향

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보호위원회는 ‘①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②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의 적정성, ③ 개
인정보 관리의 안전성, ④ 그 밖에 침해요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침해요인 평가
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부 록

내용을 해당 법령안에 반영하는 등 이행 노력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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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IPL과 PIMS 인증 통합
2016년에는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 인증제(PIPL,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PIM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이하 ‘PIMS’라 한다)를 통합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PIMS)가 시행되었다.

[그림 1-1-2] PIPL과 PIMS 인증 통합

현행
PIPL

개선
PIMS

PIMS

2014년 8월 두 인증의 통합이 결정된 이후 2015년 개정안이 마련되었고 2016년 1월 1
일부터 시행되었다. 인증기관 역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통합됐다. 이는 내용이 유사한 두
인증을 받기 위해 기업이 감수해야 할 시간과 비용 부담 및 실효성에 관한 문제제기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인증제의 통합에 따라, 기존 PIMS 124개, PIPL 65개의 심사항목이 새로운 PIMS에서
86개로 조정되었으며 새 심사항목 적용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인증기준은 인증신청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4개 영역(공공기업, 대기업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나눠 차등 적용키로 함에 따라 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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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 일반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 제정

2016년 5월 24일 유럽의회의 표결을 거쳐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되는 EU 일반 개
인정보보호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이라 한다)은
EU 시민의 개인정보보호권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EU 역내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 GDPR 제정에 따라 EU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은 개인정보
국외이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받는 반면, 정보주체는 더욱 강화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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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받게 된다.
잊힐 권리, 개인정보 이전권, 프로파일링 처리제한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강화되고,
GDPR 위반 시에는 최대 2,000만 유로 또는 직전 연도 전 세계 매출액의 4% 중 더 높은 금액
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이 대폭 강화되었다.
특히, GDPR은 EU 역외국가에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제3국이나 국제조직 등에 대하여 적합한 보호수
준을 보장한다고 판정한 경우 즉, EU 개인정보보호수준 적정성 평가(Adequacy Decision)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를 통과한 경우 또는 별도의 개인정보보호 표준조항에 의한 계약이나 EU가 인정하는 인증
을 획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외이전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EU 개인정보보호수준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체계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내 기업의 EU 시장 내 비즈
니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EU집행위원회를 초청, 보호
위원회,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공동으로 ‘한-EU 개인정보보호세미나’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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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국외이전 이슈

부 록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Big Data), 자율주행,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등의 확산으로 대량의 개인정보가 실시간으로 수
집, 분석되는 지능정보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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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개인정보 국외이전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국외이전 및 활용뿐 아니라 데이터 주권 확보 노력도 함께 전개되고 있다.

가. EU-미국 간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 체결
EU와 미국은 양국 간 개인정보 국외이전을 위해 지난 2000년 세이프 하버(Safe Harbor)
협정을 체결하였다. 동 협정에 따라 미국 상무부를 통해 세이프 하버에 등록한 미국 기업은
EU에서 미국으로 전송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간주하고
EU 시민의 국외이전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2015년 10월 6일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이하 ‘CJEU’라 한다)가 세이프 하버 협정을 무효로 선언함에 따라, 2016년 2월
2일 EU와 미국은 새로운 유럽-미국 간 정보 공유 협약인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
협약’을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EU집행위원회가 이 협약의 적정성을 최종 확인함으로써,
미국 기업은 EU 국가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추가적인 제약조건 없이 미국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다.

나. 러시아·중국의 데이터 국지화(Localization) 정책 추진
러시아는 자국민의 개인정보 처리를 러시아 내에서만 허용하는 데이터 국지화 법률을
2015년 9월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중국도 2015년 7월에 사이버보안법을 제정하여 개
인정보뿐만 아니라 영업 기밀 등 중국에서 생성된 정보는 외국에 유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
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 11월에는 사이버 통제 및 인터넷 규제 내용을 대폭 강화한 사
이버보안법안을 최종 채택해 2017년 6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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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발표
정부는 2016년 6월에 관계부처1) 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의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
였다.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는 데이터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등 활용과정에서 개
인정보 노출 등의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의 후속조치로 2016년 9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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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에 개인정보비식별조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통신, 금융, 보
건, 공공 등 분야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도 지정하였다. 개인정보비식별조치지
원센터는 분야별 전문기관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 협의회 운영, 정
책·기술 동향 조사·연구,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대상 교육·컨설팅 등도 수행한다.

[그림 1-1-3] 부처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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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지정

전문기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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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비식별조치지원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출처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데이터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국내외 주요국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
부 록

나는 비식별 조치를 입법화한 EU(GDPR) 및 일본(개인정보보호법)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지
도 수준으로 규정한 한국(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과 영국(익명화 실천규약)이다.

1)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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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속적인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대량의 회원정보를 보유한 서비스업체들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
2008년 옥션 1,000만 명을 시작으로 2011년 넥슨 1,320만 명, 네이트 3,500만 명, 2014년
이후 KT 1,170만 명, 롯데카드 2,600만 명, NH농협카드 2,500만 명, KB국민카드 5,300만
명 유출사고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2016년 7월, 인터파크 고객 개인정보 1,030만 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5월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이 담긴 고객정보가 해킹되었고, 인터파크는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
에 시달리다 경찰에 신고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침해 사고 원인
을 분석한 결과, 해커는 인터파크 직원에게 악성 이메일을 보내는 형태의 스피어피싱을 통해
직원 PC에 악성코드를 감염시킨 후, 이를 확산시켜 회사 내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침투하는
데 성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커는 인터파크 회원정보 2,665만여 건이 보관된 파일을
16개로 분할한 다음, 직원 PC를 통해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파크는 7월 13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7월 25일이 돼서야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공개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비자들 중 일부는 인터파크의 미흡한 정보보호 조치
및 책임 회피 시도를 근거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표 1-1-1] 최근 발생한 주요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
유출 연도

유출사

피해자 수

2008년

옥션

1,000만여 명

2011년

넥슨

1,320만여 명

2011년

네이트

3,500만여 명

2014년

KT

1,170만여 명

2014년

롯데카드

2,600만여 명

2014년

NH농협카드

2,500만여 명

2014년

KB국민카드

5,300만여 몇

최다 피해자 규모

2016년

인터파크

1,030만여 명(예상인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출처 : ‘인터파크 개인정보유출 파장’(뉴시스, 2016.7.27)

16

비고

2만 8,000여 명 손해배상 청구소송

개인정보보호
주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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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1. 빅데이터

가. 주요 동향
최근, 빅데이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기반기술로 인식되고 있
으며, 빅데이터 산업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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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용
당초 빅데이터는 물리적 컴퓨터 시스템에서 구동되는 것을 전제
로 구상되었다. 초기에는 빅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장비와 네트워크
를 구현하는 비용이 매우 높았던 관계로 주요 정보통신사업자들이
제한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빅데이터 전문기업이 구축한 시
스템을 높은 비용으로 빌려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알리바바 등 세계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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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클라우드에서 구동되는 빅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매우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어 클라우드 컴퓨
팅에서의 빅데이터 분석이 일반화되었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용으로 인해 비정형화된 사물인터넷 데이터가 빅데이터로 적극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2) 빅데이터 분석·처리 기술의 발전
기존 빅데이터 기술은 어느 규모 이상의 대용량 데이터를 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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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들여서 분석할 수 있는 하둡(Hadoop)이라는 플랫폼으로 대
표되었으나, 현재는 기존보다 빠른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속도를
중시하는 엑사솔(Exasol)2)과 멤SQL(MemSQL)3)과 같은 데이터베
이스의 채택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둡을 기반으로 하지만, 쿼리

부 록

2) 엑사솔은 고성능 분석 DB로 수백 기가, 수백 테라 단위의 데이터를 쉽게 처리하도록 도와주는 빅데이터 시스템이다.
3) 멤SQL은 인메모리(In-Memory) 기반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서 메모리 안에서 자료를 읽고 쓰기 때문에 디스크 방식에 비해
처리 속도가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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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ry) 속도를 극적으로 향상시킨 쿼리 가속기(Query Accelerators)들이 등장하면서 보다
다양하고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3) 머신러닝과의 결합
다수의 IT 종사자들이 빅데이터 분석에 사용했던 기반기술인 맵리듀스(MapReduce)4)를
벗어나, 향후에는 아파치 스파크(Apache Spark)5)라는 새로운 기술을 수용할 의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이 빅데이터 분석에 특화된 신기술은 결국 기존 기술로 대응하지
못했던 ‘계산 중심적인’ 머신러닝, 딥러닝(Deep Learning), 그래프 알고리즘의 활용을 가속
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빅데이터는 더 이상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머신러닝과 같
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견인하는 기반기술로 작용하고 있다.

4) 알고리즘 마켓의 확대
기업들은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직접 프로그래밍을 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빅데이터
를 보다 적절히 이해하고 분석하는 도구를 제공하는 알고리즘 사업자로부터 알고리즘을 구
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한 시장은 그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어 새로운 시장으로 형
성 또는 확대되고 있다. 기업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맞춤형 알고리즘을 구매하여 데이터를 적
용하는 방식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분석결과를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분석도구의 이용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나. 개인정보보호 이슈
빅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긍정적 측
면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 측면의 우려를 깨끗이 씻어낸 것은 아니다.
미국은 이미 2016년도에 발간한 빅데이터 보고서(Big Data : A Report on Algorithmic
Systems, Opportunity, and Civil Rights)를 통해 빅데이터가 근본적으로 개인정보 침해 이
슈를 안고 있다는 점에 대해 적절히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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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통의 하드웨어를 이용한 분산 프로그래밍 모델이다.
5) 메모리상에서 동작하는 분산 데이터 분석 시스템으로, 확장성이 뛰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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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특히, 빅데이터에서의 주된 도전이 예상되는 지점을 ① 알고리즘에 의한 데
이터 입력과 ② 알고리즘 시스템의 구성 및 머신러닝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
한 설명을 통해서 향후 빅데이터의 어떠한 영역에서 개인정보 침해 이슈가 본격적으로 논의
될 것인지를 예견하고 있다.

1) 입력 데이터
빅데이터 분석도구에 입력되는 데이터가 선택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가 개
인정보보호 측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알고리즘 시스템을 구현하는 주체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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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에 비해 분석결과에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자에 가중치를 부
여하거나, 후자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잘못 선택된 데이터로 인해 실제 현상을 충
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도출할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사회를 구성하는 소수의 데이
터가 분석결과에 반영되지 못하거나, 그 반대로 특정 소수의 결과가 도드라지는 형태의 결
과가 도출됨으로써 그들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가 의도하지 않게 공개되는 결과를 낳을 수
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빅데이터 처리과정에서 입력 데이터가 부정확하거나, 오래되었거나, 완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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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경우에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는 범죄경력에서 제외된 과거의 기
록이 빅데이터 분석으로 공개되거나, 타인을 비방할 목적의 게시물 또는 잘못된 정보를 이용
한 게시물이 입력 데이터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완결성이 떨어지는 데이터가 입력 데이터
에 포함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데이터는 일반적인 데이터의 분포 밖에 위치하게 되
어 그 데이터가 귀속되는 정보주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외에도 입력 데이터가 편향성을 띄고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편향적 알고리즘에 대해 적
절한 보정절차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예를
들면, 범죄 예방 목적으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에 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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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기술을 적용하여 범죄자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시스템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실
제 적용했을 때 특정 인종을 과도하게 범죄자로 잘못 인식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와 같은 데이터 분석 과정의 편향과 인종 프로파일링(Racial Profiling)은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부 록

2)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이 인공지능과 결합하면서 기존에는 막대한 시간이나 재원의 소요로 인해
불가능했던 분석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알고리즘을 개발한 당사자조차 어떤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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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통해 특정한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는지를 설명할 방법이 없거나, 그러한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딥러닝 방식에서 더욱 그러하다. 인공신경망에서는 특정 계층(Layer)에 위치한 수많
은 뉴런(Neuron)이 다른 뉴런과 연결되어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층에 위치
한 뉴런에 전달하는 방식을 반복하면서 결과를 도출한다. 이 전체 과정을 모두 확인하여 특
정 결과가 도출된 이유를 분석하는 것은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만약 이러한 과정을 모두 추적하여 특정 결과가 도출된 경과를 확인한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은 또 다른 도전적 과제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하여 정보주체에 관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 어
떤 이유로 그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없고, 그와 같은 결과로 인해 특정
개인에 대한 차별적 판단이 내려지거나 내면의 은밀한 비밀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그에 대
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사후적으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
제도 있다.

3) 기타
빅데이터를 누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사전에 파악하여 그의 권리를 행사하기 곤란한 점도 빅데이터
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 이슈의 하나이다. 세계적인 네트워크 및 인프라 기업인 시스
코(Cisco)가 지난 2016년 발간한 ‘제타바이트 시대 보고서(The Zettabyte Era - Trends
and Analysis - Cisco)’에 따르면, 세계 인터넷 데이터 트래픽이 2020년까지 2.3ZB에 도
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방대한 정보는 전 세계에 위치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콘텐츠 딜리
버리 네트워크(CDN, Content Delivery Network), 퍼블리셔(Publisher) 등 다양한 관계자
들에 의해 수집, 분석되며 활용된다. 그런데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분석되어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는지를 사전에 알 수 없어, 개인정보가 침해된다 하더라도 그
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를 구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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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물인터넷 /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은 일정량의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사람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받으면서 사물
(Things) 간 상호작용을 통해 스마트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 사물인터넷은 대개 와이
파이(WiFi), 블루투스(Bluetooth)와 같은 무선통신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력 소모
량을 줄이기 위한 통신 및 컴퓨팅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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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물’의 범위에는 작게는 스마트워치(Smart Watch)와 같은 작은 웨어러블(Wearable) 기기부터 자율주행차와 같은 대형 기기까지 포함된다.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구성하는
기기들의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스마트 가전제품 - 스마트 TV, 스마트 냉장고, 스마트 체중계 등 백색가전
•스마트 헬스케어 - 심장박동 모니터링 기기, 보행량 측정 및 운동 보조기기, 제세동기 등 삽입형 의료기기
•스마트카 -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넥티드카(Connected Car), 자율주행차 등 지능형 자동차
•스마트 제어 - 온도조절, 전기절감, 화재탐지와 같은 방재기능을 포함한 자동화 센서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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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 동향
사물인터넷 기기들은 이와 같은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해 줌과 동시에 보안상의 위협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경량화된 통신과 컴퓨팅 파워 소모를 위해 기기 간 단순한 인증이
구현되어, 일단 하나의 사물인터넷 기기에 취약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계된 다른 기종의 사
물인터넷 기기에도 보안상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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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물들이 상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통신 모듈을 내장하고 있
기 때문에 보안관리가 되지 못할 경우 과거 좀비 PC들이 디도스(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공격에 동원된 것처럼 악용될 수 있다.
더불어 도로, 항만 및 제어시스템 현장에 설치형으로 이루어지는 사물들의 경우, 한 번 설

부 록

치되면 펌웨어 업데이트 및 보안패치 설치들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취약한 사물들로 인한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다.
스마트카는 브레이크 센서, 레이더 센서, 백업 센서 및 카메라, 엔진 센서, 도어 센서,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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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시스템 등 100~500개의 소형 센서들과 전자제어장치(ECU, Electronic Control Unit)
들로 구성된 대형 스마트 기기로서, 시장조사기관 스트레티지 애널리틱스(Strategy Analytics)사에 의하면, 스마트카의 세계시장 규모는 연평균 7.9% 성장해 2019년에는 783억 달
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차량에 사물인터넷 기반의 텔레매틱스(Telematics) 서비스들이 점차 구현됨에 따라 가까
운 미래에 스마트카 내에서 뉴스, 게임, 주식, 금융거래 등을 할 수 있으며, 운전은 자동차에
맡겨두고, 탑승자는 본인의 이동경로에 맞추어 인터넷에 접속해 호텔, 식당 예약 및 인터넷
쇼핑, 영화 시청 등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즉 스마트카는 미시적으로 그 자체가 사물인터넷
기기임과 동시에, 거시적으로 거대한 차량 기반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루고 있다.
과거에는 차량 네트워크가 일종의 폐쇄망이었기 때문에 보안 취약점이 있는 상태로 출고
되었어도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안전한 편이었다. 그러나 스마트카는 상시 외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내 에어백 시스템, 자동변속 시스템,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공격당할 경우, 단순히 차량 한 대에 피해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사
람 및 다른 자동차에 재산·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2016년 현재, 아직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지는 않아서, 자율
주행차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완전자율주행차 서비스 전 단계
인 스마트카에 대한 공격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이전까지의 자동차 해킹은 주로 OBD(On-Board Diagnostic) 단자를 통한 직접
적인 물리 접근 공격을 수행하거나, OBD 단자와 연결된 부가서비스(예 : 차량 관리용 App)
를 먼저 해킹한 뒤, 차량으로 공격을 확산시키는 공격 방식이었다.
2016년에는 과거 주로 소개되었던 물리적인 접근을 전제로 한 공격에서 벗어나 차량의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모듈을 주로 공격하여 원격 공격 및 제어를 하는 방식으로 비약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2015년까지만 해도 차량용 스마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설치된 차량 숫자가 적었으나,
2016년에 국내 신규 출시된 일부 차량들 중 옵션으로 Apple의 iOS 기반 CarPlay들이 포함
되어 있는 등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유형의 시스템이 해킹을 당할 경우, GPS 정보 및 내비게이션 정보를 탈취하
여 지속적인 위치 추적을 할 수 있고, 통화내역, 문자 메시지를 탈취할 수 있는 등 프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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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침해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 및 현황

나아가 자율주행차와 관련하여 가까운 미래에 심각하게 발생할 공격의 하나로, 영상인식
모듈에 대한 공격을 들 수 있다. 현재에도 이미 고급차량에 포함된 운전 지원 시스템의 경
우, 많은 부분에서 카메라, 영상인식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차량의 고급사양에
구현된 오토파일럿 모듈,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차량 간 간격 자동 유지 및 차선 변
경 지원), 충돌 방지/회피 시스템, 자율주행, 자율주차 시스템, 자동 속도제한 간판 인식 시
스템 등이 그 예이다.

나. 개인정보보호 이슈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스마트카, 특히 자율주행차의 경우 탑재된 차량의 편의기능을 통해 운전자에 대한 프로파
일링을 하는데, 이 때문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량이 증가하고 있다.
향후에는 자율주행차가 차량 회사들의 플랫폼 전략상, 마케팅 플랫폼으로 진화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개인의 이동경로, 상품구매, 선호도에 대한 특성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된다.
이에, 가까운 미래의 자율주행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다루기
위해 미국에서는 발 빠르게 법률 및 규정들이 제정되어가고 있다.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2015년의 크라이슬러 차량 해킹 시연 직후, 2015년 7월 21일에 에드워드(Edaward J.
Markey) 상원의원에 의해 「자동차 보안 및 프라이버시보호법」6)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
은 2017년까지도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다. 이 법률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담
고 있다.7)
첫째, 사이버 안전기준(Cybersecurity Standards)이다. 국가도로교통안전국(NHTSA,
Administrator of the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이하 ‘NHTSA’
라 한다)은 차량 제어시스템 관련 해킹 방지, 데이터 보안, 해킹대응과 관련된 표준 등을 개

제 4 편 해외 동향

발하여야 한다.
둘째, 프라이버시 보호기준(Privacy Standards)이다. NHTSA는 차량에서 수집되는 데이
터들 관련 프라이버시 표준을 투명성(Transparency)과 소비자 선택(Consumer Control),
마케팅 금지(Marketing Prohibition) 원칙에 의거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부 록

6) ‘SPY Car(The Security and Privacy in Your Car) Act’
7) 2017년에 다시 발의된 ‘SPY Car Act’는 차량 작동에 필요한 중요한 소프트웨어 시스템들은 보안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더 강화된 안을 내놓았다. 특히 프라이버시 관련하여서는 ‘자동차에 내장된 전자 시스템에서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비롯한 무단 접근에 의한 개인정보의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강화된 방안을 내놓았다.

23

셋째, NHTSA는 사이버 사용자 인터페이스(Cyber Dashboard)를 마련하여 차량 소유자
의 보안과 프라이버시가 얼마나 잘 보호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투명하고
소비자 친화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한편, 프랑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CNIL, Commission Nationale de I'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이하 ‘CNIL’이라 한다)는 커넥티드 차량의 혁신적 생태계를 조성하고
차량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커넥티드 차량 컴플라이언스 패키지(Pack de
Conformité Véhicule Connecté)’ 지침 작업을 진행 중이다.
CNIL은 제품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과 투명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 도입을 독려할 방침이다. 지
침에서는 ▲ 운행 경로 관련 데이터, ▲ 차량 점검 일자, ▲ 운행 거리, ▲ 운전 스타일 등 신
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에 포함하며, 이를 「정보처리 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
률(La loi relative a l’informatique, aux fishers et aux libertes)」과 GDPR에 의해 보호
하도록 하고 있다. CNIL은 커넥티드 차량 컴플라이언스 패키지 작업을 2017년 3월까지 완
료할 계획이다.
스마트카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물인터넷 시스템들이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으며, 한 번 보
안사고가 발생하면 재산 및 인명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사물인터
넷 환경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련 논의가 활발하다. 급변하는 사물인터넷 환경에 부응할 법
적·제도적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향후 더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로
운 데이터 흐름 및 데이터 활용, 상호통용성 등 이슈들이 부각되는 사물인터넷 환경이 전 세
계 개인정보보호 법규 환경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3. 핀테크

‘핀테크(Fintech)’란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이들이 결합된
서비스 또는 해당 서비스 산업을 가리킨다. 2016년은 핀테크 기술이 더욱 활성화되고 새로
운 분야에 기술이 접목되면서 확대·성장한 해이다. 실례로 2016년에 국내 금융기관에 등록
된 인터넷뱅킹 고객 수는 2015년 대비 4.9% 증가한 1억 2,254만 명에 달한다.8) 지급결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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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선 모바일 간편결제 등의 서비스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신종 전자지급서비스가 확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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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Block Chain) 및 바이오 인증기술을 금융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활
발해졌고 이와 같은 서비스가 시장에서 주목받았다.
한편, 비식별화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개발도 은행, 보험, 증
권 분야에서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상 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
이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의 결합을 통하여 고도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빅데이터의 활용도 및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핀테크 산업은 개인
정보보호 이슈에 더욱 민감해진 상태이다. 국제적으로는 주요국의 디지털 화폐 등 지급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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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에 대한 국제기준 강화와 후속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가. 주요 동향
핀테크의 확산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실시간 결제시스템(RTP, Real Time Payments)에 기반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밖에 북중미와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도 구축 또는 계획 중이며, 유럽 17개국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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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도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가 “안전하고 유비쿼터스적이면서도 빠른 지불 능력”을 구현할 것을 요구함
에 따라 어음교환소(Clearing House)에서는 국가적인 RTP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내도 핀테크 사업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활발하다. 지난 2016년 10월 금융위원회는 핀
테크 로드맵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핀테크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에 있던 핀
테크 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향후 3년간 약 3조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 관련 업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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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기로 하였다.9) 또한, 핀테크 통합포털을 만들어 핀테크 스타트업 최신 사업 동향, 정책
지원, 신기술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국내 핀테크 산업은 초기에는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주도하여 금융당국, 협력기관, 금융기
관의 협업으로 생태계를 조성해 왔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로 인터넷전문은행이

부 록

8) 출처 : 2016년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 현황, 한국은행, 2016.
9) 출처 : ‘핀테크에 정책금융 3조원 쏜다’, BUSINESSWATCH,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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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영업을 시작함에 따라 대형 금융기관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기존 금융기관들
도 잇따라 새로운 기술 접목형 서비스를 시장에 소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핀테크 산업은 크게 지급결제 및 송금, 대출 및 자금 조달, 자산 관리, 금융 플
랫폼 등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1-1-2] 핀테크 산업 영역
구분

내용

지급 결제 및 송금

지급 결제(Payments), 송금(Remittances)

대출 및 자금 조달

대출(Lending), 자본 조달(Equity Financing),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소비자 금융(Consumer Banking)

자산 관리

금융 플랫폼

개인 자산 관리(Personal Finance), 개인 투자(Retail Investments),
기관 투자(Institutional Investments)
비즈니스 도구(Business Tools), 금융 조사(Financial Research),
금융 인프라(Banking Infrastructure)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액센추어(Accenture)에 따르면, 전 세계 핀테크 시장은 2013년 29억 달러 규모에서 2018
년에는 8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중에서 지급 결제(Payments) 분야가
‘Pay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 세계 금융을 주도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며, 특히 삼성페
이, 애플페이, 구글월렛 등의 경쟁이 강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핀테크 기업 ㈜비바리퍼블리카의 간편송금 서비스인 ‘토스’ 서비스를 시작으
로 다양한 지급결제 서비스가 시장에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스타트업에서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포털 서비스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 회사로 확대되다가, 이제 ‘11번가’ 등 전
자상거래 기업 및 주요 통신사들까지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
대형 금융회사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신한금융그룹의 경우 2016년에는 핀테크 스타트
업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2배로 확대하고, 은행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핀테크 협업을 전 계열
사로 확대키로 했다. 금융권에서는 핀테크 육성을 위한 센터를 육성하고 있다. KB금융지주
의 ‘KB핀테크허브센터’, 기업은행의 ‘IBK핀테크드림지원센터’, NH농협은행의 ‘NH핀테크
협력센터’, KEB 하나은행의 ‘핀테크 1Q Lab’ 등이 대표적인 핀테크 육성센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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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보호 이슈
핀테크는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이하 ‘ICT’라 한다)이 결합한 서비스인 만큼 정보보안 사고 및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그대로
노출된다. 특히, 결제, 송금, 가상화폐 등과 같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에서 보안사고가 발생
할 경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시장에서의 신뢰 저하는 사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시장 활성화와 함께 이러한 이슈를 예측하고 억제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
다. 또한, 사용자 편의 및 마케팅을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각종 빅데이터 플랫폼도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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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호 이슈들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1) 비식별 처리와 빅데이터 활용 이슈
핀테크 산업은 타 산업 대비 데이터 보유량이 많고 데이터 증가속도 또한 빠르다. 이는 상
품개발, 마케팅 활용, 부정행위 방지, 신용 평가, 리스크 관리 등을 주 목적으로 활용되며, 보
유 데이터에서 개인정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2016년 7월 1일 6개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개인정보의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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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할 경우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의 성
격을 가져 법적 규범력이 없다는 측면에서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어려
움을 겪고 있다.

2)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과 이에 따른 법률의 적용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생체인증 등 지능정보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주체와 관련된 방대한 신체의 상태정보, 행태정보, 위치정보 등의 수집이
용이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수집, 공유, 저장 및 관리, 처리, 분석하는 기술들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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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되었으며, 자동화와 초연결성을 특징으로 하는 기술에 따라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이슈
가 발생하게 되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지능정보화 기술의 특징은 크게 자동성,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
이동성 및 공유 등 3가지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보호 이슈는 자동화된

부 록

수집, 자동화된 처리, 민감정보의 수집 및 처리, 기기 간 정보 공유 및 통합, 국가 간 공유, 이
전, 유통 증가, 광범위한 유출 가능성 증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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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마트 의료 / 헬스케어

스마트 의료/헬스케어는 스마트 센싱 기술을 통해 환자의 건강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
고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원격진료 및 건강관리, 질병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술을
의미한다.

가. 주요 동향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은 스마트 기기, 앱스토어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사용자들
에게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스타티스타
(Statista)에 따르면 지난 2013년 608억 달러 규모였던 세계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20년 2,33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매년 22%씩 가파르게 성장하는 추세
이다.

[그림 1-1-4] 세계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 전망

(단위 : 십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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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라인웍스(Linewalks)는 2015년 기준 약
1,000억 원 규모였던 국내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이 연평균 21.5%씩 성장하여 2020년에는
2,911억 원 수준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1-1-3] 헬스케어 서비스 변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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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위 :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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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삼성전자는 헬스 데이터 수집과 분석,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삼성 디지털 헬스’를 공개했다. 아울러 하드웨어 플랫폼으로 스마트밴드
형태의 ‘심밴드’,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SAMI(Samsung Architecture for Multimodal
Interactions)’를 각각 소개하였다. 심밴드는 각종 센서를 탑재하고 있어 체온, 심장박동, 호
흡, 혈압 등의 생체신호를 감지하며, SAMI는 이렇게 수집한 생체 데이터를 다양한 알고리
즘으로 분석한다.
미국의 IBM, 애플, 메드트로닉, 패스웨이 지노믹스(Pathway Genomics)에서는 인공지능
을 의료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IBM은 인공지능 기반의 왓슨(Watson)을 개발하여, 암 환자
진단, 암 유전체 분석, 영상 의료 데이터 분석, 임상 시험 환자 매칭, 전자의무기록 분석 등 다
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또한, 연속적인 의료 데이터의 실시간 분석을 통해 환자의 혈당을 관
리하고 예측하는 헬스케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인슐린 펌프와 혈당기로부터 취합한 혈당
데이터와, 탄수화물 등 식품 섭취 데이터에 왓슨 헬스의 패턴 인식 기술을 적용하고, 향후 애
플리케이션에 GPS나 식품섭취 정보 등 기능을 더해 당뇨병 환자에 대한 개인 맞춤형 조언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스웨덴은 ICT와 관련해 국가광대역망전략(National Broadband Strategy), 전자정부전
략(E-Government Strategy), 녹색행정을 위한 ICT전략(ICT for a Greener Administration), 지역성장 및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for Regional Growth and
Attractiveness), 스웨덴혁신전략(Swedish Innovation Strategy) 등 다방면에서 전략을 마
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e-Health Strategy를 동시에 추진 중이다. 또한, 영국은 의료 분야 스
타트업 형성을 통해 정책 지원에 집중하고, 기업들이 관련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도록 유도하
는 등 ICT 기반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일본의 옴론사는 스마트폰과 연동한 혈압계·손목시계형 혈압계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이
들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 취득의 빈도 향상이라는 부가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JVC 켄
우드사는 비접촉 호흡 센싱 서비스를 통해 친화성 있는 데이터를 취득하고 있으며, 일본
글로벌 제약기업인 오츠카는 미국의 파트너사인 프로테우스 디지털 헬스(Proteus Digital
Health)와 함께 환자들이 의사의 지시대로 약물을 복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명 ‘먹는 센
서(Ingestible Sensor)’를 도입하여 최적의 치료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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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보호 이슈
스마트 의료/헬스케어는 바이오센서 기반의 개인용 의료기기 보급 확대와 함께 이를 활용한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의료정보보호법(HIPAA,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에서 개인 의료정보에 대한 정의와 사용자의 의료정보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의료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일반 개인정보와 의료정보의 수집·이용 등 처리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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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스마트 의료/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첫째, 의료기관뿐 아니라 비의료기관도 실시간으
로 대량의 개인 의료정보를 수집·활용하게 되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둘째, 다른
개인활동이나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로부터 수집된 정보 등과 재결합되어 개인이 식별될 수
있으며 셋째,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활용되는 개인 의료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
가 사전에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잠재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스마트 의료/헬스케어 서비스의 효과적 추진과 동시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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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법령 등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좀 더 세분화된 기준
을 마련하는 등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한 개인정보의 해킹 가능성
에 대비한 기술 개발도 요구되므로 헬스케어 등 사물인터넷 기기의 보안성 검증과 가이드라인
제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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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컴퓨터가 인간의 사고, 학습, 판단 등 인간의 지능적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기술의 한 분야를 말한다. 2006년 이후 심층신경망을 학습시키는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이 개발되면서 복잡한 패턴의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규모

부 록

연산을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는 범용그래픽연산장치(GPGPU, General Purpose Graphic
Processing Unit) 및 클라우드 컴퓨팅이 등장하고, 인터넷과 모바일 등에서 생성되는 대규모
데이터가 확보됨에 따라 인공지능의 성능 및 활용 분야는 급속도로 증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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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 동향
인공지능의 활용 분야는 다양하다. 데이터가 존재하고 이를 분석, 인식하여 판단을 내리는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체스, 바둑, 퀴즈쇼에서 인공지능이 이미 사람을 능가했다. 일
례로 2016년 3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세돌 9단과 구글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바둑
대결에서는 알파고가 이세돌 9단에 4 : 1로 승리하면서 인공지능 연구 중 딥러닝의 놀라운
발전이 큰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한편, 의료 분야에서도 수많은 의료기록 및 문헌의 학습을 통해 뇌종양 등 질병에 대한 의
료 진단과 치료법을 제시하는 데 적용되고 있다.
법률 분야에서는 방대한 법률 및 판례 분석을 통한 법률 자문 및 승소 가능성 예측에 적용
되고 있으며, 금융 분야에서는 다양한 금융시장 정보를 종합하여 기계가 투자 판단을 내리거
나 조언해주는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가 활용되고 있다.
가정에서는 음성을 인식하여 명령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포함해 청소기, 냉장고,
TV 등에 인공지능 기능이 추가되고 있다. 카메라로 도로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하여 자동차
를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 분야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한편, 인공지능은 설계 및 개발, 제조와 유통 및 물류 등 생산 전반의 과정에 자동화
솔루션을 결합하여 생산성과 품질,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지능형 생산 공장인 스마
트 팩토리(Smart Factory)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다른 부분을 제
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16년 현재 두드러진 인공지능 제품은 인공지능 개인비서다. 인공지능 개인비서란 머신
러닝, 음성인식, 문장분석, 상황인지 등의 기술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음성언어를 이해하고
지시사항을 수행하는 기기로서 현재, 글로벌 ICT 업체들은 인공지능 비서 개발과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표 1-1-4] 참조).
구글은 2014년 알파고의 개발로 유명한 영국 스타트업 딥마인드(DeepMind)를 인수해
구글 나우(Google Now)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2016년 음성인식 기능과 빅데이터를 활용
한 검색기능 그리고 서드파티앱(Third-Party App)과의 연계성을 강화한 구글 어시스턴트
(Google Assistant)와 가정용 개인비서인 구글 홈(Google Home)을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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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i (Apple)

Now (Google)

Cortana (MS)

Echo (Amazon)

지원 언어

약 20개 국가
(한글 포함)

약 40개 국가
(한글 포함)

약 8개 국가
(한글 지원 X)

영어

호환 시스템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PC, 애플노트북,
애플TV, 스마트홈 기기

아이폰 / 안드로이드폰,
PC / 노트북
(Chrome 사용)

아이폰 / 안드로이드폰,
Window PC
(Window 10),
X Box One

Echo 전용 스피커와
스마트폰 연동

서비스 특징

•업계 최초 음성인식
개인비서 서비스
•아이폰뿐만 아니라
모든 애플용 기기와
스마트홈 기기에
포함되어 Siri 생태계
구축 예정

•스마트 가정용
•Google 검색 포털을 •Window 10에 탑재,
기기와의 연계에
활용한 서비스
모바일보다는 데스크탑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
•최근 주요 기능을
PC 위주의 서비스
•Amazon
강화시킨 구글
•최근 비즈니스 SNS
전자상거래와의
어시스턴트, 스마트홈
링크드인 인수로 인해
연계서비스 가능
기능의 구글 홈 출시
다양한 활용도 예상
•전용 기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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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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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4] 글로벌 ICT 기업들의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 현황

출처 : KB지식비타민 :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가상 개인비서 서비스의 진화(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6.7.)

마이크로소프트는 2014년 개인비서 서비스인 코타나(Cortana)를 출시한 이래, 2016년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링크드인(Linked in) 인수를 통해 코타나의 비서 업무 성능을 강화하고 있다. 아마존은 스피
커형 인공지능비서 기기인 에코(Echo)를 출시했는데, 에코는 음성명령을 통해 날씨, 업무,
음악재생, 쇼핑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국내에서는 2016년 SK텔레콤이 한국말을 알아듣는 인공지능 스피커인 ‘누구’를 출시했
다. ‘누구’는 스스로 성장하는 성장형 인공지능 서비스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애플 시리 개
발자들이 설립한 미국 스타트업 비브랩스(VIV Labs)를 인수하여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제 4 편 해외 동향

나. 개인정보보호 이슈
인공지능 기술은 데이터를 학습하여 패턴을 추출하고 데이터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리게

부 록

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여러 가지 개인정보보호 이슈
가 제기될 수 있다.
인공지능 개인비서, 인공지능 의료 등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개인의 성별, 주소, 키, 몸무
게, 혈액형, 취향 등 정적 개인정보뿐 아니라 위치, 구매이력, 조회 콘텐츠, 상호작용한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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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패턴 등 동적인 개인정보가 수집되어야 하며 정밀의료를 위해서는 DNA 정보도 필
요하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보호는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같지만 인공지능 시스템
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경로로 개인정보가 수집 또는 유출될 수도 있어 더욱 깊은 고려가 필
요하다. 스피커 형태인 인공지능 비서를 통해 집 안에 머물고 있는 사용자에 대한 녹음과 촬
영이 가능한데, 이때 민감한 프라이버시 정보가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사용자의 의도와 달리
수집될 수도 있고, 해킹에 의해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다.
한편,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유출도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의 카네기멜론대학은
2016년, 학습된 인공지능으로부터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를 역으로 추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10) 해당 결과와 같이, 얼굴인식 기능을 가진 인공지능에 반복적으로 질의하
여 학습에 사용된 얼굴 이미지를 추출해내는 것처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
면 개인이 식별되고 민감정보가 유출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반대로,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여 비식별화된 개인의 신원을 유추, 추론하거나 공개된 정
보를 바탕으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추론하여 알아내는 것도 가능하다. 2명의 MIT 대학생
들이 기계학습기법을 이용해 페이스북의 친구정보를 분석하여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인지
밝혀내기도 했다.11)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기획에서 폐기단계까지 전체 주기에 걸쳐 개인정보
를 보호하는 기술 및 정책을 적용하고 행태정보 수집을 위한 이용자 단말기에 접근 시 이용
자 통제권을 보장하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

6. 생체인식 기반 인증 / 보안

생체인식 기반 인증/보안은 사람의 고유한 신체적 특징이나 행위특징을 인식하여 개인을
식별하거나 인증하는 기술이다. 패스워드는 잊어버리거나 서로 다른 서비스의 여러 패스워
드를 관리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있고 보안성이 약하다. IC카드, USB 토큰 등 소지하는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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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처 : ‘Model Inversion Attacks that Exploit Confidence Information and Basic Countermeasures’, 카네기멜론대학, 2015.
11) 출처 : http://www.nydailynews.com/life-style/gaydar-project-mit-attempts-predict-sexuality-basedfacebookprofiles-article-1.40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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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은 휴대가 불편하고 분실의 우려가 있다. 생체정보는 그 사람 자체가 인증정보가 되므
로, 분실이나 휴대의 불편함이 없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가. 주요 동향
생체인식 기반 인증기술은 기초인식수단과 인증 플랫폼으로 구성된다. 기초인식수단은 지
문, 홍채, 망막, 정맥, 목소리, 얼굴 등을 이용한 생체기반인식과 키보드, 마우스 입력패턴, 걸
음걸이, 서명 등을 이용한 행위기반인식으로 나눌 수 있다([그림 1-1-6] 참조).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생체기반인식 중 지문은 빛이나 전기전도, 초음파나 열 감지 등을 통해 지문을 읽어서 기
존에 등록된 사용자의 지문특성과 비교하는 방법이며, 가장 오래된 생체인식수단으로 보편
화되어 있다.

[그림 1-1-6] 생체정보 유형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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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스마트폰 얼굴인식 기술 적용현황 및 전망(KCA, 2012.6.)

부 록

홍채인식은 카메라(주로 적외선 카메라)로 이미지에서 홍채의 명암패턴을 영역별로 분석
해 개인 고유의 코드로 저장하고, 기존에 저장된 코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사용자를 인
증한다. 홍채인식은 보안성이 뛰어나지만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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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막의 모세혈관 구성패턴은 지문처럼 평생 변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생체인식에 사용되
며 눈을 특수 장비에 대면 적색광선이 투사되고, 반사된 역광으로 측정하여 등록된 정보와 비
교하는 방식이다. 눈을 장비에 갖다 대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거부감이 있다.
정맥인식은 손가락이나 손바닥의 정맥패턴을 읽어 비교하며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갖지만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다. 목소리는 사람마다 고유한 성문을 분석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로, 별도의 장비 없이 마이크만 있으면 되므로 저비용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목소리를
녹음해서 재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복제가 가장 쉽다. 카메라를 이용한 얼굴인식은 가장 거
부감이 적은 생체인식 방식이지만 화장, 수염, 성형 등으로 얼굴이 변화하거나, 주변 조명이
어두울 경우에는 정확도가 떨어지기도 한다.
사람의 행위 특징은 흉내 내기 어렵고 컴퓨터를 사용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확인이 가능
하므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인식수단이다. 행위 특징 중 입력패턴은 마우스나 키보드 사용
패턴 혹은 스마트폰 터치패턴을 의미한다. 키보드의 경우 각 키를 누르고 있는 시간과 키
입력 사이의 간격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특징을 활용하며, 마우스나 터치패턴은 움직이는
각도와 속도 등을 특징으로 활용한다.
걸음걸이는 카메라를 통해 걷는 모양을 촬영하거나, 웨어러블 기기 등 몸에 휴대하고 있는
센서를 통해 걸음걸이 특징을 추출함으로써 사용자 인식에 사용한다. 동적 서명은 스마트폰
등 기기에 손가락이나 펜을 이용하여 직접 서명하는 것으로, 종이에 기록된 서명과 달리 동
일한 서명처럼 보이더라도 서명 시간이나 강도, 획수, 특정 구간에서의 속도 등이 사람마다
다른 점을 이용하여 사용자를 구분·인식할 수 있다.
생체인식 기반 인증 및 보안 기술은 향후 폭넓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표 1-1-5] 참조).
따라서, 생체인식에 수반되는 보안성과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표 1-1-5] 생체인식 기술 적용 분야
분야

ATM·KIOSK, 모바일 뱅킹, 증권거래, 전자상거래, 지불 및 결제수단 등

보안

정보보안(시스템 및 데이터 접근·인증제어), 생체로그인(PC용), 휴대폰 / 노트북 / 자동차 등 기기 사용자 인증 등

출입관리

공항(출입국 심사, 불법 입국자 확인 등), 기업(출입통제, 근태관리 등)

의료복지

환자 신분확인, 기록 관리, 원격진료, 무인전자처방전 등

공공

범죄자 식별(지문대조, 성문분석 등), 전자주민증(신분증), 선거관리(본인확인) 등

검역

안면인식을 통한 신종 플루 감염자 식별

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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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내용

금융

얼굴인식을 통한 인물 사진 분류 및 관리, 닮은 사람 찾기

출처 : 생체인식 기술 및 시장 동향(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2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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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체인증 기술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ICT 기기에 탑재되면서 삼성,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CT 기업들이 생체인증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그림 1-1-7] 참조). 삼성은 스마트폰
에서 간편결제를 제공하는 삼성페이 사용자 인증을 위해 지문인식을 활용한 데 이어 갤럭시
노트7에 홍채인식 기능을 탑재하고 삼성패스 서비스를 시작했다. 삼성패스는 홍채나 지문인
식을 통해 인터넷 뱅킹 등 다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이다.
구글은 넥서스폰 등 모바일 기기에 지문인증을 탑재해 왔고 이용자 특성 및 패턴기반 사용
자 인식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 기술이 실용화되면 사용자가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스마트폰이 스스로 주인을 인증할 수 있게 된다. 애플은 지문인증기술인 터치ID를 아이폰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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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탑재하여 본격적으로 생체인증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2016년에는 애플워치 등 웨어
러블 기기에서 수집되는 혈관이나 맥박인식을 통한 사용자 인식 기술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
는 등 차세대 생체인식 기술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림 1-1-7] 글로벌 ICT 사업자들의 생체인증 기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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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글로벌 ICT 사업자들의 생체인증 기술 현황(KT경제경영연구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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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보호 이슈
최근 생체정보를 도용하는 여러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일본 국립정보학연구소(NII,

부 록

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cs)에서는 2016년 최대 3m 거리에서 고해상도 카메라
로 촬영한 지문을 통해 복제 지문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지문 인증을 통과하는 시연을 했
다. 2014년 독일의 해커그룹 카오스 컴퓨터클럽은 독일 국방장관의 사진에서 지문을 복
제했고, 구글에서 획득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에서 홍채를 복제하여 도용하는 시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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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했다. 2016년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는 SNS에서 획득한 얼굴 사진을 이용해 얼굴
인식기반 인증을 통과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12)
이렇게 실세계 또는 공개된 정보로부터 생체정보를 획득하여 복제하는 것 자체를 막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단, 현재 인증하고 있는 생체정보가 복제된 생체정보인지 살아있는 사람
의 생체정보인지를 구분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생체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무조
건 도용이 일어나거나 해당 생체정보를 영구히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2015년에
열린 LivDet 콘테스트에서는 전 세계 연구자들이 복제된 지문과 진짜 지문을 구분하는 성
능을 겨루었는데 1등을 한 팀은 95%의 정확도로 복제된 지문과 진짜 지문을 구분하였다.13)
생체정보는 유출될 시 복제를 통해 도용이 가능하므로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유출 또는 해킹
되었다고 해서 변경할 수 없다는 특수성 때문에 생체정보의 보호는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7. 드론

일반인에게 드론(Drone)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무인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는 항공기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 또는 자동으로 통제되는 항공기를 통칭한
다. 수벌이 윙윙거린다는 의미로 드론(Drone)이라고 불린다.
미국 국방장관실(OSD,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의 UAV 로드맵에서는 “조종사
를 태우지 않고, 공기 역학적 힘을 사용하여 자율적 혹은 원격조종을 통해 비행하며, 1회용
또는 재사용할 수 있고, 치명적인 화물을 탑재할 수 있는 동력 비행체”라고 정의하고, “탄도
또는 준탄도 비행체, 크루즈 미사일 및 포 발사체는 무인항공기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설명
하고 있다.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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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
 처 : ‘Virtual U : Defeating Face Liveness Detection by Building Virtual Models from Your Public Photos’,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2016.
13) 출처 : http://livdet.org
14) 출처 : Jeremiah Gertler, ‘U.S. Unmanned Aerial Systems’, CRS Report for Congress, 2012.3.
15) 우
 리나라는 무인항공기를 ‘항공기에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자동으로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로 정의하며(항공법 제2
조 제3호 마목),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장치인 초경량비행장치로서 무인비행장치(제2조 제28호)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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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 동향
무인항공기는 센서, 비행제어 컴퓨터 등 기술의 진보와 함께 정찰, 포격 유도 등 군사적인
용도로 개발이 시작되어 그 효용성이 입증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로의 활용 가능
성이 높아지면서 산업 및 취미용 등 민간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
국은 드론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형국이다.
드론 산업과 관련하여 2017년 전 세계 무인항공기(이하 ‘드론’이라 한다) 매출이 전년 대
비 34% 증가해 6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개인용과 상업용 드론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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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급증하고 있다. 나아가 세계 드론 시장이 2020년에는 112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며,
2017년 드론 생산량은 전년 대비 39% 성장해 300만 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16) 가트
너 선임연구원인 제럴드 반 호이(Gerald Van Hoy)는 “벤처기업들이 저가의 개인 디바이스
를 활용하면서 상업용 및 개인용 드론 시장 또한 겹치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인용 드론 공급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상업용 시장에 포지셔닝하고 있는 추세이
며, 최근 기술 발전으로 개인용 드론이 보안용 감시와 3D맵핑, 모델링 등 다수의 특수 분야
에 적용되면서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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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8] 드론 산업의 핵심 분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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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재료
배터리
모터

항법 제어 위한 센서 융합

드론 산업은 미래 산업이라고 불릴 만큼 시장의 확대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16) 출처 : ‘Forecast : Personal and Commercial Drones, Worldwide, 2016’, Gartner, 2017.2.
17) 출처 : 유성현 외, ‘드론의 기술과 발전동향 소개, 전기의 세계’, 대한전기학회, 2017.2.

부 록

1-1-8]과 같이 드론을 구성하는 부품 산업 및 카메라 및 센서 기술과의 결합, 가상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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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V2X 기술 등 첨단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다양하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완구
에서부터 산업,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의 공급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드론의 하드웨어적 측면만으로는 단순히 하늘을 나는 소형 비행기에 불과하지만 인터
넷 통신, 농업, 환경보호 등의 서비스 및 콘텐츠와 융합하면 수많은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
출이 가능한 것이다.
특히 영상처리 및 센서융합 기술 분야에서, 드론 제어를 위해서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획
득한 사진정보를 영상처리를 통해 가공하거나 혹은 센서 정보를 획득하여 필터링과 같은
제어기법을 사용한 후 제어명령을 내리는 센서 융합기술이 주로 사용된다. 드론 카메라 기
술 중 영상촬영 기술은 기본 영상촬영 기능은 물론 광학(Electro-optical)·적외선(Infrared
Radiation) 카메라 기능 등에 대한 부가적인 기능을 탑재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가 활
발히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 따라 기체는 더욱 작아질 것이며, 고화질 영상의 촬영과
저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18) 현재 농업용 드론 카메라의 기능향상을 위한 멀티-스펙트럴
(Multi-spectral) 카메라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고프로(GoPro)
사(社)가 액션 카메라를 개발 중이다.

1) 국외 동향
세계 드론 시장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기존 항공기 제조업체 및 항공사들 외에
IT, 전기·전자, 통신업체 등이 드론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미국은 군사용 드론 산업의 전통적 강자인 보잉(Boeing), 노스롭 그루먼(Northrop
Grumman) 등 군사업체를 중심으로 드론 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구글, 아
마존 등 글로벌 ICT 기업을 중심으로 드론을 이용한 제조·유통·물류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 해양영토 분쟁 등 안보의 목적으로 드론 산업을 육성했으며, 최
근에는 상업용 드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드론 산업에 예외적으로 선(先)허용·후(後)보완
형태의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중국 드론 기업들이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을 주도하
는 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 외에도 프랑스, 일본 등에서도 레저용 소형 드론을 중심으로 드론 시장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프랑스는 세계에서 드론을 많이 띄운 국가로 미국, 영국에 이어 랭킹 3위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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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출
 처 : 김경배 외,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에서 촬영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장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통신학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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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준)하였으며 대표적 드론 제조사인 패럿(Parrot)을 중심으로 드론 시장을 확대
하고 있다.19)

2) 국내 동향
드론 기술발전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 증대로 국내에서도 드론 산업을 미래 신
성장 동력 산업의 하나로 육성·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드론의 원천기
술개발 중심의 연구를 추진하며, 국토교통부는 드론을 항공분야의 일부로 파악하고 사업화
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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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토교통부는 ‘드론 활성화 지원 로드맵(안)’을 발표하였다. 이 로드맵은 ‘선순환 드
론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국가 新 성장 동력 창출’을 비전으로 제작시장 6천억 원, 활용시
장 1조 9,000억 원 규모 성장을 목표(세계 시장 8.5% 점유)로 하고 있다. 세부 실천방안으로
10년간 1조 4,000억 원의 R&D·인프라 투자를 비롯하여 4대 전략인 ① 공공 수요 주도의 선
순환 생태계 조성, ② 글로벌 수준의 규제완화 및 국제협력 강화, ③ 무인기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 ④ 안전 중심의 운영기반 구축 등을 통해 2026년까지 국내 드론 시장을 2조 5,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는 것이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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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보호 이슈
무인항공기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정보주체인 피촬영자의 동의 없이 고성능 카메라
등에 의해 촬영되고, 이 영상들이 온라인을 통해 무단으로 유포되는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
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 문제(Risk)는 ① 지상에서 드론을 보기 어려워 처리 유형을 알 수 없
다는 투명성 부족의 문제, ② 탑재된 개인정보처리기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 ③ 수집

제 4 편 해외 동향

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정보수집 주체의 실체와 위치를 알 수 없다는 문제 등에서 비롯
된다고 볼 수 있다.21)

부 록

19) 출처 : ‘드론 시장 및 산업동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융합연구정책센터, 2017.1.
20) 출처 : ‘드론의 ‘A to Z’를 한눈에… 국토부 드론 컨퍼런스 개최’, 국토교통부, 2017.3.7.
21) 출처 : ‘Opinion 01/2015 on Privacy and Data Protection Issues relating to the Utilisation of Drones’, Article 29
Data Production Working Party, 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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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드론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고 어디선가 감시를 하고 있는 느낌은 생활의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일으키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행사가 위축될 수 있다. 또한, 드론
은 공중 촬영 등 상대적으로 장벽 등 제약에서 자유롭다는 독특한 특성상 장기간 대규모의 정
보수집이 가능하다. 나아가 드론과 외부 감시자와의 통신 채널로 거의 전 세계 지역에 걸친
움직임의 추적 등이 가능하여 더욱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드론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의 가장 은밀하고 내밀한 영역을 침해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동시에 정교한 드론의 탑재장비의 잠재적 위험성 및 수집된 개인정보가 다른 정보와 용
이하게 결합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그 목적 변경 등 기능 확장의 위험 또한 크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드론의 고성능 카메라를 이용한 사생활 침해 등에 대
한 법적, 제도적인 사생활 침해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드론
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통신정보관리청(NTIA,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에서 가이드라인을 통해 드론 운영에 필요한 사생활보호, 책임성, 투명성에 관
한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22) 이 가이드라인은 드론 운영자는 드론에 의해 수집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제공, 고의적 정보 수집 금지, 허가된 수집목적 외 이용
금지, 공유제한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드론 산업의 발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EU 차원의 통일된 규제제도가
부족하여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과, 적절한 규제를 통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
음을 지적하고, EU 차원의 규정 제정을 제안하였다. 이후 유럽항공안전국(EASA, 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 이하 ‘EASA’라 한다)은 2015년 3월에 드론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
하기 위하여 3개의 범주23)로 분류한 규제방안을 발표하였다.24) EASA는 이 의견서를 통해서
프라이버시 위험과 데이터 보호는 국가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법적 규제체계는 그 위험
과 보안위협을 감소시키는 조항이 포함된다고 한다.
한편, EU 회원국의 개인정보감독기구(DPA) 대표들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제29조 작업반(WP29, Article 29 Working Party)은 2015년 6월 16일

42

22) 출처 : ‘Voluntary Best Practices for UAS Privacy,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NTIA, 2016.5.
23) 3개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① 공개(Open), ② 특정(specific), ③ 인증(Certified) 등이다.
24) 출
 처 : ‘Introduction of a Regulatory Framework for the Operation of Unmanned Aircraft’, 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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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하여 의견서(Opinion
01/2015)를 공표하였다. 제29조 작업반은 드론 이용의 증가는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에 위협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드론의 설계(제조) 단계 및 그 사용에 있어서 프라이버시를 우
선하는 내용을 담은 규칙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영국의 정보위원회(ICO,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는 무인항공기를 포함한
착용형 카메라 등 새로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CCTV 지침(CCTV Code of Practice)」
개정안을 2015년 5월에 발표하였다.25) 이 지침은 드론만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정보
처리기기 등으로 침해될 수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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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는 자동 인식기술은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영
향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지침 7.5).
일본 총무성은 2015년 6월, ‘드론의 촬영영상 등의 인터넷에서의 취급에 관한 가이드라인’
을 발표하였다.26) 이 가이드라인은 촬영영상 등의 인터넷상의 취급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과 드론 조종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대한 방지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
택가나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의 촬영 사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는 촬영영상, 그리고 인
터넷 공개 시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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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5) 출처 : ‘In the Picture : A data protection code of practice for surveillance cameras and personal information’,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2015.5.
26) 출처 : ‘「ドローン」による撮影映像等のインターネット上での取扱いに係るガイドライン’,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2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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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2014년 1월에 발생한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정부는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여 사회 각 분야의 개인정보 관
리 및 운용 체계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추진현황 및
실적

정부는 2014년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으로 3개 분야 30개
과제 98개 세부과제를 수립하여 매년 단계별로 추진한 결과, 2016
년 말 현재 80건 완료하였고, 2017년까지 남은 과제를 마무리할 예
정이다. 세부 추진과제는 [표 1-1-6]과 같다.

[표 1-1-6]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세부 추진과제
연번

과제명

소관

추진일정

추진상황

[1] 핵심제도 선진화 대책
1. 책임 및 권리구제 강화
(1) 권리구제 강화
1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행자부, 금융위

’14년~’15년

완료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행자부, 방통위, 금융위

’14년~’16년

완료

3

거액의 손해배상 발생에 대비한 금융기관 보험가입 의무화

행자부, 금융위

’14년~’15년

완료

(2) 관리 책임성 확보
4

개인정보 유출 등 범죄자 처벌 강화

행자부, 방통위, 금융위

’14년~’16년

완료

5

개인정보 유출기관에 대한 과징금 기준 상향

행자부, 방통위, 금융위

’14년~’15년

완료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를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최고경영자에게 보고를 의무화

행자부

’14년~’16년

추진 중

7

법 위반 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대표자 등에 대한
해임 등 징계 권고 규정 마련

행자부, 방통위

’14년~’16년

완료

8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자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토록 의무화

행자부

’14년~’15년

완료

(3) 이용자 중심 시스템 개선
9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알기 쉽게 작성해야 할 의무를 보다 구체화

행자부

’14년~’15년

완료

10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가이드라인’ 마련

방통위, 행자부

’14년

완료

11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열람·처리정지·파기 등 요구권 행사방법 및
의무적 공개항목을 구체화

행자부

’14년~’16년

추진 중

12

정보처리 정비·삭제 요구 절차를 간소화

행자부

’14년~’16년

추진 중

2. 주민등록번호 관리제도 개선
(1)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방안
13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행자부

’14년

완료

14

주민등록번호 전면개편 방향 검토

행자부

’14년

완료

행자부

’14년~’15년

완료

(2) 대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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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I-PIN 서비스 오프라인 확대 실시

과제명

소관

추진일정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 및 현황

연번

추진상황

16

공공 I-PIN 이용 최소화 및 정보 보안 강화

행자부

’15년

완료

17

주민등록번호 外 다양한 개인식별수단 활성화

행자부

’15년

완료

(3) 수집 최소화 방안
18

주민등록번호 수집업무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및 수집 근거법령 정비

행자부

’14년~’15년

완료

19

민간분야 주민등록번호 수집대상 단계적 축소

행자부

’14년~’15년

완료

20

보호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근거법령 정비 소위 구성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적정성 사전·사후 심사

보호위

’14년

완료

21

매뉴얼 배포 및 캠페인을 통한 의식과 관행 개선

행자부

’15년

완료

22

주민등록번호 불법수집 신고창구 운영

행자부

’14년

완료

23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 의무화에 대비

행자부

’14년

완료

24

기업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도구 개발·보급

행자부, 방통위

’14년~’15년

완료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4) 안전조치 강화 방안

[2] 유출된 개인정보 대응대책
1. 유출된 개인정보 삭제·파기
25

개인정보 ‘대청소 기간’ 설정, 불법 유통정보 삭제 조치 등

행자부, 방통위

’14년

완료

26

중요 웹사이트에 대해 개인정보 노출 탐지·삭제 강화

행자부, 방통위

’15년

완료

27

개인정보 삭제 조치 실효성 확보

행자부, 방통위

’15년~’16년

완료

28

탐지대상을 웹사이트 →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로 확대

행자부, 방통위

’14년~’15년

완료

29

해외 유출 개인정보 삭제·파기 추진

방통위, 합수단

’14년~’15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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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계적인 불법정보 단속·적발
30

대대적인 개인정보 침해 및 불법유통에 대한 집중단속

합수단

’14년~’15년

완료

31

방송통신심의위, 검·경 등 간의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 확충

합수단, 검·경

’14년~’15년

완료

3. 유출정보를 활용한 금융사기 방지
32

보이스피싱, 파밍 차단서비스 대상기관 확대

미래부

’14년

완료

33

스미싱 확인 서비스 실시

미래부

’14년~’16년

완료

34

모바일 사이버 치료서비스 구축

미래부

’14년~’15년

완료

35

발신번호 임의변경 문자 차단 서비스 확대

미래부

’14년~’15년

완료

36

‘정보유출사고 대응매뉴얼’ 마련 의무화

행자부, 방통위, 금융위

’14년~’15년

완료

제 4 편 해외 동향

[3] 개인정보 예방·유출 방지 및 사이버 안전 대책
1. 현장 중심 관리체계 정비
(1) 통신사·대리점 등 취약분야 구조적 관리
하위영업점 통신사 등록 의무화, 미등록 및 불법행위 퇴출수단 마련

행자부, 방통위

’14년~’15년

추진 중

38

통신사 ‘개인정보 관리수준 평가제도’ 도입 및 평가결과 공개

행자부, 방통위

’14년~’15년

완료

39

SMS 본인인증제도 시행

행자부, 방통위

’14년~’15년

완료

40

서비스 가입신청 시 ‘전자 청약 시스템’ 적용 추진

행자부, 방통위

’15년

추진 중

41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관리업체 관리·감독체계 정비

행자부, 금융위

’14년~’17년

추진 중

42

TM 시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수신인에게 사전고지토록 의무화

행자부, 방통위

’15년~’16년

완료

43

TM수신거부시스템 이용안내 등 활성화

공정위

’14년

완료

부 록

37

45

연번

과제명

소관

추진일정

추진상황

44

TM에 대한 민간 자율적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확충

행자부, 방통위

’14년~’15년

완료

45

불법 TM의 전화번호 이용 정지를 위한 관련법률 개정

미래부

’14년

완료

46

지방 권역별 정보보호지원센터 확충

행자부, 미래부

’14년~’16년

완료

(2) 개인정보 관리단계별 강화
47

실태 점검 시 파악된 개인정보 과다수집 사례 등 정비

행자부

’14년~’15년

완료

48

최소 수집 원칙을 점검하고 정비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및 추진

행자부

’14년

완료

49

개인정보 다수 처리 기관은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출처 및 목적을 관리하도록 의무화

행자부

’14년~’16년

완료

50

수탁자의 담당자 연락처 등 위탁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

행자부

’14년~’16년

완료

51

위·수탁자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

행자부

’14년~’15년

완료

52

법령상 근거에 따라 필요최소한 기간만 보존 후 파기토록 규정 재정비

전 부처

’14년~’15년

완료

53

개인정보 파기 시,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게 조치

행자부, 금융위

’14년~’15년

완료

54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잊힐 권리, 디지털 유산 등에 대한
법제도 구축방안 검토

행자부, 방통위

’14년~’15년

완료

(3) 법률 및 행정시스템 정비
55

법 적용 명확화 및 제재수준 정비 등 법률 간 정합성 제고

행자부, 방통위, 금융위

’14년~’15년

추진 중

56

보호위원회를 통해 상시적으로 관련 법령 간 정합성을 유지하는
체계를 구축(법령심사소위 설치 등)

보호위

’14년~’16년

완료

57

보호위원회가 부처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점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요구권 부여, 점검권한 등 신설

행자부

’15년

완료

58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직 및 전문인력 보강

행자부

’14년~’15년

완료

59

범정부적 개인정보 정책지원 전문기관 확충 추진

행자부, 미래부, 기재부

’14년~’15년

완료

2. 유출 예방·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투자 촉진
(1) 민간·공공 투자 확충
60

민간 및 공공분야 인센티브 확대 추진

행자부, 미래부, 기재부 등 ’14년~’17년

추진 중

61

정보보호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행자부, 미래부

’14년~’15년

완료

62

10대 전략제품 핵심기술개발 로드맵을 통해 제품 발굴·육성

행자부, 미래부

’14년~’17년

추진 중

(2) 기업의 기술적 자율성 제고
63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술적 조치제도(고시)를 개정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부여

행자부, 방통위

’14년~’16년

완료

64

장기적으로 보호조치 기준에 세부적 조치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보호목표를 규정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체계로 전환 검토

행자부, 방통위, 금융위

’14년~’15년

완료

65

유사 인증제도 간 중복 해소 및 상호 인정범위 확대 추진

행자부, 방통위, 미래부

’14년~’15년

완료

3. 사이버 안전 및 기술기반 강화
(1) 보안기술 강화

46

66

경량 암호화 기술 개발

미래부

’16년

추진 중

67

이메일 악성코드 유포 탐지시스템 구축

미래부

’15년

완료

68

악성코드 은닉사이트 탐지 강화를 위해 탐지대상 홈페이지 확대

미래부

’14년

완료

69

가상 ID 10만 개를 통해 해커를 유인하는 사이버트랩 시스템 개발

미래부

’15년

완료

70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정기적 모의해킹·훈련 근거 마련

미래부

’15년

완료

과제명

소관

추진일정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 및 현황

연번

추진상황

사이버 위협 자동분석시스템(C-TAS) 개발 및 운영

미래부

’14년

완료

72

비행기 블랙박스처럼 사이버 침해 사고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증거를
보존하는 기술인 사이버 블랙박스 개발

미래부

’15년~’16년

추진 중

73

중소 인터넷 서비스업체 및 학교 등 공용 PC 등에 대해
사이버 치료체계 적용

행자부, 미래부

’14년

완료

74

PC 자가진단 도구 보급 및 SW 원클릭 안심서비스 구축·운영

행자부, 미래부

’15년

완료

75

SW 업데이트 시 유포되는 악성코드 탐지체계 확대

행자부, 미래부

’15년~’16년

완료

76

스미싱 차단앱 등을 스마트폰 출고 시 기본탑재 추진

미래부

’14년

완료

77

폰키퍼(스마트폰 보안앱) 일일 보안공지 용량 확대

미래부

’14년

완료

78

악성앱 모니터링 대상 확대

미래부

’15년

완료

79

신종·변종 악성앱에 대한 정보 유출행위 탐지기술 개발

미래부

’16년

완료

80

정보공유분석센터(ISAC)를 주요 산업분야로 확대·구축 지원

미래부

’15년

완료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71

(2) 신 ICT산업분야 정보보호 체계 정립
웹표준 기반 공인인증서비스 기술 개발

미래부

’14년

완료

82

공인인증서 유출 방지를 위하여 보안토큰 등
안전한 저장매체 확대 추진

미래부

’14년~’15년

완료

83

ICT 융복합기기에 대한 보안성 강화를 위한
사전연구(’15년)를 거쳐 인증서비스 개발·도입

미래부

’15년~’17년

추진 중

84

정보시스템의 설계단계에서 정보보호를 고려토록 하는
사업모델(Business Model)을 확산

행자부, 미래부

’14년~’15년

완료

85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공

행자부, 방통위

’14년~’16년

완료

86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행자부

’14년~’16년

완료

87

클리어링 하우스 도입 검토

행자부

’15년~’16년

완료

88

장기적으로는 현행 사전동의 방식(opt-in)을 분야에 따라
일부 사후동의 방식(opt-out)으로 전환 검토

행자부, 방통위

’15년~’16년

추진 중

89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각종 정보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

행자부, 미래부

’14년

완료

90

보안, 프라이버시 등 역기능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 로드맵’ 마련

행자부, 미래부

’14년

완료

91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보호제도 마련

행자부

’16년~’17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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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3) 전문인력 양성
교육부, 미래부

’14년~’17년

완료

93

특성화고(6개→10개) 및 마이스터고(1개→2개) 정보보호과정 확대

행자부, 교육부, 미래부

’14년~’17년

추진 중

94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 지정 및 정보보호학과 설치 확대

교육부, 미래부

’14년~’17년

추진 중

95

사이버전문사관, 부사관·병 양성 및 사이버보안 예비군 창설 추진 등
국방부, 미래부
민군 연계 인력관리

’14년~’17년

추진 중

96

국가 사이버위기 시 대응이 가능한 우수인력 양성

국방부, 미래부

’14년~’17년

추진 중

97

금융, 의료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필요한 실무 인력 양성

금융위, 미래부

’15년~’17년

완료

98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정보보호 전문과정 신설 추진

행자부, 방통위, 미래부

’15년~’16년

완료

부 록

대학과 연계한 정보보호 영재교육원을 신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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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이처럼 2016년 말 기준으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각 부처
는 소관 과제를 성실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관련 핵심제
도 선진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라 한다)을 개정함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화 등 국
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견고히 하였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강화하고 개인정
보보호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등 계획에 따라 분야별 과제를 성실히 추진해 왔다. 이로써 정
부는 향후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정책 수준을 향상하고 각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고도화
할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분야 [2] 유출된 개인정보 대응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자
치부는 2016년 기준 공공(중앙부처, 지자체 등) 홈페이지 점검 도메인을 19만 건에서 20만
건으로 확대하여 528개 웹사이트에 노출된 30만 8,480건의 개인정보를 탐지하고 삭제하였
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웹사이트 내 노출된 개인정보의 검색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노출
대응시스템의 검색 주기를 2주에서 3일로 단축하여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 국민의 개인정
보가 노출된 국내외 웹사이트 4,733페이지를 삭제하고,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글 6만 938
건을 삭제하였다.
2016년 3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텔레마케팅 업체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수신인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등 그동안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통신
사 대리점·영업점, 텔레마케팅 업체, 신용카드 단말기(POS 등) 관리업체 등에 대한 관리체계
를 더욱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 예방 및 방지에 철저를 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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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일반국민)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기업, 공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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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개인정보보호 인식 수준과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현황, 개인정보
관리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보호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공동으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로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2016년 개인정보보호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정보주체(일반국민) 2,000명과 개인정보처리자(공공
기관 2,000개, 민간기업 2,500개)를 대상으로 온라인조사와 면접조
사를 병행해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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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7] 2016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개요
조사규모

표본구성

조사방법

정보주체(만12세~)

2,000명

지역별, 성별, 연령별 구성비 고려

인터넷 조사

공공
기관

2,000개

헌법기관, 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초등~대학)

인터넷 조사

민간
사업자

2,500개

업종별(10개), 규모별(4개) 분류

방문 면접 조사

개인정보
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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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1. 정보주체(일반국민)

가.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 4 편 해외 동향

1) 「개인정보 보호법」 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
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부 록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 정보주체의 91.7%(잘 안다 17.7%, 들어
본 적 있다 74.0%)는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개인정보 보호법」 인지도 84.7% 대비 7.0%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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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9]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법」 인지 여부

(단위 : %)

2015년
n=2,000

모른다
15.3

2016년
n=2,000

모른다 잘 안다
8.3 17.7

잘 안다
18.9

들어본 적 있다
65.8

들어본 적 있다
74.0

인지함 84.7

인지함 91.7

출처 : 2016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개인정보보호위원회·행정자치부, 2016.)

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지 여부
정보주체의 64.6%(잘 안다 9.8%, 들어본 적 있다 54.8%)는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국가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며, 위법행위 감시 및 국민의 권리 구제, 법령 해석
등에 관한 심의·의결 활동 등을 수행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1-10]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지 여부

(단위 : %)

정보주체
n=2,000

모른다
35.5

잘 안다
9.8

들어본 적 있다
54.8
인지함 64.6

출처 : 2016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개인정보보호위원회·행정자치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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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제공 실태
1) 개인정보 제공 현황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오프라인상에서는 ‘서비스 이용(의료, 민원, 금융,
자동차 정비 등)을 위해서’가 69.0%로 가장 많고, 온라인상에서는 ‘상품 구매를 위한 회원가
입 및 구매 절차 시’에 제공하는 경우가 79.5%로 가장 많았다.

80
70

(복수응답, 단위 : %)

오프라인

온라인

정보주체
n=1,916

정보주체
n=1,916

79.5

80

69.0

67.2

70

56.7

60

56.1

60

51.9

50

40

40

30

30

17.1

10

23.4

20

0.2

0

10

0.1

0
서비스
이용

상품구매
및 배달
AS 관련

이벤트 및 커뮤니티 및
경품 응모
친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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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1] 개인정보 제공 현황

기타

온라인
온라인
서비스
상품구매를
이용을 위한 이벤트 및 커뮤니티 및
위한
친목활동 등
경품
회원가입 및 회원가입 및
구매 절차 시 이용 과정 시 응모 시

기타

※ n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응답자

출처 : 2016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개인정보보호위원회·행정자치부, 2016.)

제 4 편 해외 동향

2)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 확인 여부 및 미확인 이유
정보주체의 23.2%가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나, 2015년(27.2%)

부 록

대비 동의서 확인 비율이 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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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2]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 확인 여부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

(단위 : %)

대부분 확인하지 않는다

대부분 잘 확인한다

정보주체
n=1,916

매우 잘 확인한다

확인하지 않음 76.8

2016년

13.0

확인함 23.2

63.8

20.5

확인하지 않음 72.8

2015년

15.9

2.7

확인함 27.2

56.9

24.6

2.6

※ n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응답자

출처 : 2016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개인정보보호위원회·행정자치부, 2016.)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는 ‘동의서 내용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반드
시 이용해야 해서’(35.8%), ‘확인하는 것이 귀찮고 번거로워서’(33.9%), ‘내용이 많고 이
해하기 어려워서’(2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조사된 유사항목 결과와 비교 시,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서’(51.4%)라는 응답은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확인하는 것이 번거로워서’(33.3%)라는 응답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림 1-1-13]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 미확인 이유

(단위 : %)
정보주체
n=1,472

80
70
60
50
40

35.8

33.9

30

25.8

20
10

4.4

0.1

확인해도
개인정보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기타

0
동의서 내용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해야 해서

확인하는
것이 귀찮고
번거로워서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 n :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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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16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개인정보보호위원회·행정자치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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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15년 연관항목 조사결과
참고. 2015년 연관항목 조사결과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 및 약관 미확인 이유

					

(단위 : 명, %)

응답자 수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확인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사업자(공공기관)를
신뢰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에
관심이 없어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알지 못해서

1,464

51.4

33.3

7.3

4.4

3.6

출처 : 2015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개인정보보호위원회·행정자치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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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수집 미동의 시 불이익 경험
개인정보 제공자 중 56.0%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1-14] 개인정보 수집 미동의 시 불이익 경험

(단위 : %)

아니오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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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n=1,916

예
56.0

※ n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응답자

제 4 편 해외 동향

출처 : 2016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개인정보보호위원회·행정자치부, 2016.).

다.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및 침해구제

부 록

1) 개인정보 권리 침해 경험
지난 1년간 정보주체의 77.0%는 개인정보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는
‘개인정보 무단수집·이용 경험’이 50.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개인정보 유출’(49.9%),
‘제3자에게 제공’(41.2%)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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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5] 지난 1년간 개인정보 침해 경험

2015년 (n=2,000)

28.9

(단위 : %)

있음

27.7

43.4

없음

2016년 (n=2,000)

모름

개인정보 무단수집·이용

50.1

27.4

22.6

49.9

27.3

22.8

33.7

26.8

39.5

개인정보 유출

34.8

29.6

35.6

제3자에게 제공

41.2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40.7

31.1
46.2

40.6

28.3
31.4

22.4

개인정보 미파기

26.2
25.2

35.8

43.9

20.3

목적 외로 사용

36.2

46.3

17.5

주민등록번호 도용

29.7
39.5
29.4
46.0

19.9

29.1

50.0

19.8
44.5
28.9
30.2

출처 : 2016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개인정보보호위원회·행정자치부, 2016.)

2) 개인정보 침해 후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
정보주체 중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후 피해구제를 위해 ‘대응한 적이 있는 경우’는 26.6%
로 전년(32.6%) 대비 6.0%포인트 감소하였다. 세부적인 피해구제 조치로는 ‘사업자 등을
상대로 항의 민원을 제기하거나’(10.9%), ‘소송제기’(6.4%), ‘정부 및 지자체에 신고·민원을
제기’(6.1%)하는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1-16] 개인정보 침해 시 대응 여부

(단위 : %)

2015년
n=1,255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음
67.4

대응한 적
있음
32.6

2016년
n=1,540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음
73.4

※ n :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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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16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개인정보보호위원회·행정자치부, 2016.)

대응한 적
있음
26.6

(단위 : %)

2015년
n=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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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7] 개인정보 침해 후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

2016년
n=1,540

13.7
10.9
6.4

소송을
제기하였다

6.1 6.3

6.0 5.8

7.9
4.1

정부 및
개인정보침해신 경찰, 검찰 등
지자체에
고센터 등
수사기관에
신고·민원을 전문기관에
신고 또는
제기하였다
신고하였다
고발하였다

2.3

3.9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1.9 1.9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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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을
상대로
항의민원을
제기하였다

7.8

출처 : 2016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개인정보보호위원회·행정자치부, 2016.)

3)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인지 여부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소송제도의 대안으로서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
쟁을 해결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해주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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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대해 정보주체의 54.9%(잘 안다 3.1%, 들어본 적 있다 51.8%)는 인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림 1-1-18]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인지 여부

(단위 : %)

정보주체
n=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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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안다
3.1
모른다
45.1

들어본 적 있다
51.8

부 록

인지함 54.9
출처 : 2016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개인정보보호위원회·행정자치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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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인정보보호 인식 변화 및 정책수요
1)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
정보주체가 체감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및 실천 수준이 2015
년(45.4%) 대비 5.6%포인트 향상된 51.0%로 나타났다.

[그림 1-1-19]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및 실천 개선

(단위 : %)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 같다

법 시행 이후 달라진 것이 없다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대체로 인식하는 것 같으며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것 같다

법 시행 이후 인식과 이행 수준이 낮아진 것 같다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대체로 부족한 것 같으며 이행도 형식적인 수준이다

잘 모르겠다

인식 개선 51.0

2.2
2016년
(n=2,000) 4.8

1.1
2015년
(n=2,000) 3.9

6.6

35.5

41.7

9.3

인식 개선 45.4
14.4

35.1

40.1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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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처벌기준 합리화(27.9%)’, ‘처벌 강화’(27.1%), ‘보호기술
개발’(16.7%), ‘교육’(8.8%) 등의 순으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1-20]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

(단위 : %)

80

정보주체
n=2,000

70
60
50
40
30

27.9

27.1
16.7

20

8.8

10

5.5

4.1

4.0

3.6

2.3

0.1

소상공인
계도

소상공인
기술

캠페인 등
홍보

전문인력
양성

인센티브
부여

기타

0
처벌기준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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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

보호
기술개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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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민간기업)

가. 「개인정보 보호법」 인지도

1) 「개인정보 보호법」 인지 여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은 98.3%, 민간

[그림 1-1-21]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인지 여부

(단위 : %)

공공기관
n=2,000

민간기업
n=2,500

들어본 적 있다 모른다
13.3 1.8

모른다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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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안다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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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94.6%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안다
49.2
들어본 적 있다
45.4

인지 98.3

인지 94.6

출처 : 2016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개인정보보호위원회·행정자치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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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지 여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인지율(잘 안다+들어본 적 있다)은 공공
기관이 민간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경우,
‘잘 안다’(61.8%)와 ‘들어본 적 있다’(33.5%)로 95.3%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 록

민간기업의 경우, ‘잘 안다’(31.5%), ‘들어본 적 있다’(38.1%)를 합쳐 69.6%가 인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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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2]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지 여부

(단위 : %)

공공기관
n=2,000

민간기업
n=2,500

모른다
4.7

모른다
30.4

들어본 적 있다
33.5

잘 안다
31.5

잘 안다
61.8
들어본 적 있다
38.1

인지 95.3

인지 69.6

출처 : 2016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개인정보보호위원회·행정자치부, 2016.)

3)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의무 인지 여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거부 가능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
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의무’를 알고 있는지 조
사한 결과, 공공기관(99.7%)과 민간기업(91.7%) 모두 90% 이상 ‘잘 알거나’ 또는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1-23]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의무 인지 여부

(단위 : %)

공공기관
n=2,000

민간기업
n=2,500
모른다
0.3

들어본 적 있다
6.3

잘 안다
93.4

모른다
8.3
잘 안다
46.8
들어본 적 있다
44.9

인지 99.7

출처 : 2016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개인정보보호위원회·행정자치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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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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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보호 체계
1)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부서가 있는 기업은 2015년 44.1%에서 2016년 78.1%로 34.0%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부서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은
전산실, 정보화 전략실 등 ‘정보화 전담부서’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도 병행하고 있는 경우
가 5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관리 부서’(23.1%), ‘정보보호 전담부서’(10.7%)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은 ‘일반 관리부서’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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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69.7%, ‘정보화 전담부서’(4.4%), ‘정보보호 전담부서’(2.7%)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1-24]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부서

2015년
2016년

(단위 : %)

2015년

공공기관
n=2,000

2016년

80

70

70

60
50
40
30
20
10

54.4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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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민간기업
온라인
n=2,500

69.7
5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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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10.7

21.9

20

6.5 4.1

0
정보화
일반
정보보호
개인
전담부서 관리부서 전담부서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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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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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없음

2.4 4.4

1.9 2.7 2.4 1.4 0.1 0.0

정보화
일반
정보보호
개인
전담부서 관리부서 전담부서 정보보호
전담부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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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에 대해 공공기관의 경우,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

부 록

행’이 9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민간기업의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잠금장치
가 있는 공간에 보관’이 68.4%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치에서 공공기관의 이행
률이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민간기업은 이행 비율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민간기업의 이행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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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5]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

(복수응답, 단위 : %)

민간기업
온라인
n=2,500

공공기관
n=2,000
100

97.1

90

83.5

84.2

85.7

80.8

80

79.3
68.4

70
60
50

50.4

46.0

72.0

62.6

42.5

47.2

42.5

40

39.8
24.3

30

16.7

20
10
0
내부 관리계획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립·시행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및 운영

담당자별
접근 권한
자동 부여,
비인가 직원
접근제한 조치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정보 저장 시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송수신,
포함된 문서는
전달 시 암호화
잠금장치가 있는
기술의 적용
공간에 보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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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
홈페이지 가입 시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공공기관은 ‘아이핀/마이핀’(65.6%)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핸드폰 인증’(58.4%), ‘공인인증서’(1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민간기업은 ‘핸드폰 인증’(62.2%)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아이핀/마이핀’(26.2%),
‘공인인증서’(25.5%), ‘이메일 인증’(25.2%)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1-26]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

(복수응답,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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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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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보호 정책 우선순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으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보급의 촉진(공공기관 76.3%, 민간기업 63.0%)’,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정부의 교육 및 홍보 강화(공공기관 71.5%, 민간기업 52.2%)’가 우선적
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1-1-27]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우선순위

(1+2+3순위,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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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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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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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빅데이터
1) 빅데이터 분석·활용 경험
빅데이터 분석·활용 경험은 공공기관(2015년 4.0% → 2016년 5.2%)과 민간기업(2015년
0.5% → 2.8%) 모두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신규 ICT 기술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1-28] 빅데이터 분석·활용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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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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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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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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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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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빅데이터 분석·활용 시 개인정보 포함 및 조치 여부
빅데이터 분석·활용 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는 공공기관이 51.8%, 민간기업이 48.0%
였으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비식별화(공공기관 38.6%, 민간기
업 25.6%)’를 주로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29] 빅데이터 분석·활용 시 개인정보 포함 및 조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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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n=80)

(단위 :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n : 빅데이터 분석·활용하는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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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빅데이터 비식별화 조치 유형
제 4 편 해외 동향

빅데이터 비식별화 조치 유형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 ‘데이터 마스킹(공공기관
51.0%, 민간기업 40.0%)’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공기관은
‘데이터값 삭제’(40.6%), ‘가명처리’(33.3%) 등의 조치를, 민간기업은 ‘총계처리’(32.0%),
‘데이터값 삭제’(30.0%) 등의 조치를 주로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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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0] 비식별화 조치 유형

(복수응답,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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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 빅데이터 내 개인정보에 비식별화 조치하는 응답자

출처 : 2016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개인정보보호위원회·행정자치부, 2016.)

3. 시사점

2016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정부의 법
제·개정 및 교육 활성화 등의 노력으로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모두 법 인지도는 높게
나타난 반면, 능동적인 보호활동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정보주체는 절반 이상이 개인정보 제공 시 근거법령을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정보 제공 시 동의서를 확인하는 비율도 2015년 대비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어 동의제
도를 보다 정보주체의 편의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15년 기준으로 약 50% 수준이었던 민간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업무수행 부서 보유율이
2016년에는 약 80%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기업 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
은 대폭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 중 공공기관은 관련 법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반면 민간기업은 대체
로 ‘들어본 적이 있는’ 수준으로 조사되어 민간기업의 법 이행수준을 높이기 위한 홍보와 자
율규제 활동 강화에 대한 정부 지원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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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행정처분 및 판례

제1절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위반
행정처분

1. 행정자치부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등 관련법 위반 13개사에
개선권고 7건, 과태료 11건 6,200만 원 부과
행정자치부는 2016년 2월 산업·물류분야 20개 업체에 대하여 개
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및 개인정보 수집·동의 획득 등으로 현장검
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수집·동의 획득 시 서비스 홍보 및 판매권유
구분 동의 위반 및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분리하지 않은 채로 저
장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13개 업체에 개선권고 7건, 과태료 11건
6,200만 원을 부과하였다.

2017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나.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분리하지 않은 채로 저장하는
등 관련법 위반 업체 18개사에 시정조치 1건, 과태료
9건 5,000만 원 부과
행정자치부는 2016년 8월 현장점검을 통해 보건·공공 분야 21개
주요업체에 대하여 회원의 비밀번호 전송 시 암호화 미조치 등을 점
검하였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전송 시 암호화 미조치 등 관
련법을 위반한 18개 업체에 시정조치 1건, 과태료 9건 5,000만 원
을 부과하였다.

다. 개인정보

미파기 등 관련법 위반 기관 28개에 개선권고
7건, 시정조치 1건, 과태료 30건 1억 7,200만 원 부과
행정자치부는 2016년 5월 교육분야 30개 주요기관에 대하여 개
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및 개인정보 미파기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비밀번호 저장 시 암호화 미적용 및
접근권한 미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위반한 28개 기
관에 개선권고 7건, 시정조치 1건, 과태료 30건 1억 7,200만 원을
66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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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통신위원회

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 등 관련법 위반 4개사에 시정조치 명령과
총 5,000만 원(과징금 3,000만 원, 과태료 2,000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12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폰팅업체 직원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전화부가서비스 결제대행사업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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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자 아이디·비밀번호 관리소홀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위반한
4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총 5,000만 원(과징금 3,000만 원, 과태료 2,000
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나. 주민등록번호 불법 보유 등 관련법 위반 13개 사업자에 시정조치 명령과
총 1억 2,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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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015년에 대구·부산·인천지방경찰청이 개인정보 유출을 통보한 웹하
드 사업자(5개사) 및 초고속인터넷 유통점(62개사)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
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 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
는 등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 위반,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한 13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명령과 총 1억 2,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미준수 등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위반 1개사에 과징금
제 4 편 해외 동향

1억 8,000만 원, 11개사에 과태료 1억 7,500만 원, 시정조치 명령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생활밀접형 주요 앱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조사
(2016. 2.29.∼2016.4.19.)를 실시한 결과, 11개 사업자가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개

부 록

인정보 유효기간제, 제3자 제공 동의 등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을 위반한 1개 사업자에 대
해 과징금 1억 8,000만 원, 11개 사업자에 과태료 1억 7,500만 원과 시정조치 명령 등을 부
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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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민등록번호 파기 의무를 위반한 5개 사업자에 시정조치 명령과 총 4,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2014.8.18.)으로 2012년 8월 17일 이전에 수
집한 주민등록번호 파기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파기 여부 확인을 위해 일
평균 방문자 2만 5,000명 이상 5만 명 이하 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10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3차 기획조사를 실시하였다(1차 : 2014년, 방문자 수 10만 이상
121개 사업자, 2차 : 2015년, 방문자 수 5만 이상 10만 이하 76개 사업자). 조사 결과, 주민
등록번호 파기 의무 위반,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으로 적발된 5개 사업자
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및 총 4,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마.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온라인 종합쇼핑몰에 시정조치 명령과 역대
최대 금액인 44억 8,000만 원의 과징금, 2,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5월 해킹으로 1,030만여 건의 회원정보가 유출된 온라인 종합
쇼핑몰 I사에 대해 2016년 7월 25일부터 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으로 민ㆍ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해킹경로 파악과 개인정보 처리·운영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I사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 등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중 최대 금액인
44억 8,000만 원의 과징금 및 2,500만 원의 과태료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시행 등의 시정
명령을 부과하였다.
특히, I사는 ▲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량이 2,500만여 건으로 매우 방대하고,
▲ 여러 사업자와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엄격하고 세밀한 개인정보
관리가 요구됨에도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접근통제 등 기술적ㆍ관리적 보
호조치를 소홀히 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빌미를 제공하는 등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금까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중 최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한 제재
조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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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주요 판례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 및 현황

제2절

1. 대법원 판례

가. 수사기관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손해배상 여부

[사건 번호]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대법원 2016.3.10. 선고 2012다105482 손해배상(기)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10.18. 선고 2011나19012 판결)

1) 사실관계 및 쟁점
피고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전기통신사업자이며, 원고는 피고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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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다.
원고는 ○○○ 동계올림픽 선수단 귀국 당시 B부처의 장관이 올
림픽 수상자를 환영하면서 어깨를 두드리자 선수가 이를 피하는 듯
한 장면을 편집한 사진을 발견하고 이를 원고가 회원으로 있는 인터
넷 카페에 올렸다. 이에, B부처의 장관은 원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하였고, 경찰은 통신자료 제공요청서를 통해 피고에게 원고의 인적
사항 제공을 요청하였다. 이틀 후 피고는 원고의 ‘포털사이트 ID, 이

제 4 편 해외 동향

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 번호, 사이트 가입일자’를 경찰에
제공하였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피고와 같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관서
로부터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 사유를 실체적으로 심

부 록

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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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의 판단
1심(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에게 실체적 심사의무가 있지 않으며, 원고에 대한 개인정
보보호 의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27)
항소심(서울고등법원)은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은 원칙적
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고, 비록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표현이 부
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개인정보 자기결
정권 및 익명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러한 원론적 입장에서 항소심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실체적 심사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자의 실질적 심사의무 여부
대법원은 항소심과 달리, 수사관서가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한 경우, 피고와 같은 전기통신
사업자가 이러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 사유를 실체적으로 심사할 의무를 부인하였다. 대법
원은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역할과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에 대한 통
제의 대상을 명확하게 지적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의 실질적 심사의무를 부인하였다.
(2) 통신자료 제공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심사하여 통신자료를 제공하였다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나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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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3. 2010가합72873 손해배상(기)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 및 현황

나. 개인정보 누설 주체의 범위

[사건 번호]
대법원 2016.3.10. 선고 2015도876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원심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5.21. 선고 2015노166 판결)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1) 사실관계 및 쟁점
서울의 어느 아파트 입주자들은 동 대표의 해임을 요청하고자 312세대 입주자들의 동·호
수, 성명, 전화번호, 서명이 연명으로 기재된 해임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이 아파트의 선
거관리위원장에게 교부하였다.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시 관리소장이던 피고인 A에게 해임요
청에 대한 적법성 여부 검토를 의뢰하면서 해임동의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A는 입주자대
표회의의 이사이며 해임 동의 대상이자 동 대표 중의 하나인 피고인 B에게 해임동의서를 열
람하도록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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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국한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2) 대법원의 판단
제1심 및 항소심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개인정보 누설행위 등을 처
벌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및 제59조 제2호 위반죄의 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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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정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적용대상자인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에
① ‘개인정보처리자’에 국한되지 않고 ②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도 포함된다

부 록

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1심 및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대법원은 그 근거로 「개인정보 보
호법」이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고,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개인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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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에 관한 제15조,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제17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에 관한 제18조 등이 의무주체로 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와 명백히 구별된다고 하였다.
또한, 제59조는 ‘개인정보처리자’ 외에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의무주
체로 하는 금지행위에 관하여 규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 이외의 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개인
정보 침해행위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의 입법목적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다. 공개된 개인정보의 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16.8.17. 2014다235080 부당이득금반환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4. 선고 2013나49885 판결)

1) 사실관계 및 쟁점
원고는 국립대학 교수로 재직하는 자이고, 피고1 내지 피고6은 인물정보를 제공하는 사이
트를 운영하거나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이다. 피고1은 인물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여 검색 건당 소정의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1 및 피
고2는 공개되어 있는 원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자신의 사이트에 올린 다음, 이를 유료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고 원고의 분쟁조정신청이나 항의를 받자 삭제하였다.
피고3 및 피고4는 검색서비스 제공자로서 인물정보 사이트 운영자와 업무를 제휴하여 원
고 등의 인물검색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피고5는 종합법률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운영자로
서,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법조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원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다가 소장
부본을 전달받은 후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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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공개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는지
가 쟁점인 사건이다.28)

2) 대법원의 판단
제1심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소
멸되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항소심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전의 행위와 관
련하여, 피고1 내지 피고5가 각각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지만,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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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가 소멸되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5의 불법행위는 시효소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피고5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
되었던 2011년 9월 30일 이후에도 이루어졌는데, 이와 관련하여, 영업으로써 제3자에게 유
료로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판시하였다.

원고와 피고5는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피고5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항소심의
판단을 파기·환송하였다.29) 대법원은 원고에 대한 피고5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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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적하였다.
원고는 공립대학교 법학과 교수인 교육공무원으로서 공적인 존재에 해당하고 그 직무수행
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 이 사건 개인정보가 일반인이 접근
할 수 있는 원고 소속 법학과 홈페이지, 교원명부, 교수요람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이고,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적인 존재인 교수로서의 직업적 정보에 해
당하는 것으로서 공공성 있는 개인정보라는 것, 개인정보처리자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정보수용자는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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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정되고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는 것, 영리추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도 영
업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고, 피고5가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수요를 충족한다면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도 증가한다는 것 등이다.

부 록

28) 항소심은 성명권,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모두 인격적 법익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라는
것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1 내지 5의 행위가 원고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는가의 문제로 일원화하여
판단하였다.
29) 대법원은 상고에서 밝힌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데, 피고5의 상고에 대한 판단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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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5가 영리 목적으로 이 사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
하였더라도 그에 의해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그와 같은 정보처리를 막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한 행위가 되지 않는
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피고5가 이 사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원고의 동
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5가 영리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5가 원고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나 제17조
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라. 정보통신망법상의 동의 필요 여부 및 동의 방법

[사건번호]
대법원 2016.6.28. 2014두2638 시정조치등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1.9. 선고 2013누14476 판결)

1) 사실관계 및 쟁점
원고는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자료 제공업, 온라인 광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
다. 원고는 보험회사 등 거래사의 요청에 따라 이벤트 등을 통해 텔레마케팅 자료로 사용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정보통신망
법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다.
피고는 원고가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정보통
신망법상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 등을 이유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내렸으며 시정조치의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였다. 이에 원고는 과징금 부과처분, 시정조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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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명령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 및 현황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법에 존재하지 않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존재하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예외 사유’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이다. 둘째, 원고가 정보통신
망법이 규정하고 있는 ‘동의’ 방법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이다.

2) 대법원의 판단
제1심과 항소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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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보호법」상 수집근거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에 대한 적용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
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제15조 제1항 제4호). 이 사건에서
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수집근거인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
하게 필요한 경우’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원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이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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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수범자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통신망법의 수범자
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명확히 구분되고,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자를 수범자로 하고 있는 제15조 제1항 제
4호를 근거로 전기통신설비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다량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제3자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 등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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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의를 받는 방법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 제24조의2 제1항, 제26조의2는 동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데, 원고가 이러한 방법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적
법한 동의를 받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 기준에 따르면,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결
정권을 충분히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미리 해당 인터넷 사

부 록

이트에 통상의 이용자라면 용이하게 법정 고지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법정 고지사항 전부를 명확하게 게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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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정 고지사항을 게재하는 부분과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을 밀접
하게 배치해 이용자가 법정 고지사항을 인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개인정보의 수
집·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동의의 표시는 이용자가 개
인정보의 수집·제공에 동의를 한다는 명확한 인식 하에 행하여질 수 있도록 그 실행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원심과 대법원은 원고가 이벤트 화면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등을 하면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제3자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
았다고 판단하였다.

2. 헌법재판소 판례

가.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전자장치 부착기간 가중조항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사건번호]
헌법재판소 2016.5.26. 자 2014헌바68, 164(병합) 결정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헌공제236호]

1) 위헌심판 청구 대상 법률 및 규정
위헌심판 청구의 대상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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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위헌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아청법의 규정은 2012.12.18. 전부 개정되기 전의 제38조 제1항 제1호(신상정보 공개조항) 및 제38조의
2 제1항 제1호(신상정보 고지조항)로서, 현행 아청법의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50조 제1항 제1호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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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에 관한 규정30)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의 규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신상정보 공개규정은, 법원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대상 성폭
력범죄를 저지른 자(공개대상자)에 대하여, ① 성명, ② 나이, ③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
동까지), ④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⑤ 사진, 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요지를 등록기간 동
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공개명령)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
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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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신상정보 고지규정은, 법원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고지대상자)에 대하여,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공개명령 기
간 동안 고지정보31)를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전자장치부착법상의 규정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판결에 관한 규정 제9조
(2012.12.18. 개정된 것)로서, 법원으로 하여금,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도록 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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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 부착
기간 하한을 2배로 한다는 규정이다(제9조 제1항).

2) 헌법재판소의 판단
(1) 신상정보 공개조항
헌법재판소는 신상정보 공개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그 근거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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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행위에 대하여 경각심을 주어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고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
호하여 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사회방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
을 제시하였다.
(2) 신상정보 고지조항

부 록

헌법재판소는 신상정보 고지조항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그 근거로서, 공개조항과 마찬

31) ① 고지대상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전입하는 경우에는 위의 공개정보(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상세주소를 포함)
② 고지대상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위의 공개정보와 고지정보와 그 대상자의 전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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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유사한 범죄의 예방 등을 입법목적으로 한다는 것,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고지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3) 전자장치 부착기간 가중 조항
헌법재판소는 부착기간 가중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피부착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그 근거로서 감시가 미성년자를 대
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형제자매에 의한 교부청구 규정의 위헌성

[사건번호]
헌법재판소 2016.6.30. 자 2015헌마924 결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헌공제237호]

1) 위헌심판 청구 대상 법률 및 규정
이 사건에서 위헌심판이 청구된 법률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2007.5.17.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인데, 이 규정은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
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
권을 침해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본인이 스스로 가족관계등록상 각
종 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형제자매를 통해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게 하는 것인
데,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에 기재되는 개인정보에는 민감정보도 포함되므로 개인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될 경우 정보주체에게 가해지는 타격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본인과 형제자매의 편익 증진이 그다지 크지 않고, 형제자
매가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래되는 기본권 침해가 중대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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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 판례

가. 유동 IP주소의 개인정보 여부

[사건명 및 사건 번호]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Patrick Breyer v Bundesrepublik Deutschland, CJEU,
JUDGEMENT OF THE COURT of 19. October 2016, Case C-582/14

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유동 IP주소(Dynamic IP Address)가 웹사이트 운영자의 입장에
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둘째, 개인정보통제자 등의 정당한 이익(Legitimate
Interests)을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EU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7조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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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의하여 웹사이트 운영자가 동의를 받지 않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
록 하는 EU 회원국의 입법이 배제되는지 여부이다.

2)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의 판단
(1) 유동 IP주소의 개인정보 여부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는 유동 IP주소가
개인정보인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EU 개인정보보호 지침상의 개인정보 정의32)를 논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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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유동 IP주소가 웹사이트 운영자와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즉, 개인정보주체를 식별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거나, 시간, 비용, 인력의 측면에
서 과도한(Disproportionate) 노력을 요하여 식별의 위험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게 된다
면(Insignificant),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로 취급되지 않는다. 특히 사이버공격이 이루어지
는 경우, 웹사이트 운영자가 관계당국과 접촉하고, 관계당국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로부터

부 록

개인정보 주체를 식별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를 획득하여 형사소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2) §2(a), 지침 전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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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운영자는 타인, 즉 관계당국과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지원을 통해, 자신이 기록·
저장하고 있는 IP주소를 기초로, 개인정보 주체를 식별하기 위한 합리적 수단을 갖게 된다.
따라서 유동 IP주소는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있어 개인정보가 되는 것이다.
(2) 웹사이트 운영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EU 회원국 입법의 허용 여부
이 사건의 두 번째 쟁점은, 유동 IP주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첫 번째 쟁점에서 해
당된다고 판시), 이용자의 웹사이트 접속이 종료된 이후 웹사이트 운영자가 IP주소를 보유하
는 것이 지침 제7조 (f)항에 의하여 허용되는가 여부이다.
이 규정은 개인정보통제자 또는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제3자나 당사자들이 추구하는 정당
한 이익의 목적을 위하여 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정보가 처리될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지침 제1조 제1항에 따른 ‘보호가 요구되는 개인정보주체의 기본권 및 자유’가 이러한
이익에 우선시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제7조 (f)].
그런데 독일의 텔레미디어법(TMG, Telemediengesetz)33)은 서비스제공자(웹사이트 운영
자)가, ‘통신매체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이용에 대한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
서만, 동의를 받지 않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제15조 제
1항). 그렇다면 웹사이트의 보안과 지속적이고 적절한 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히 DDoS
공격과 같은 사이버공격을 확인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웹사
이트 운영자가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독일 텔레미디어법 제15조 제1항이 규정
하는 바와 같이 ‘통신매체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이용에 대한 요금정산을 위하여… 허용’
하는 것이 필요한지의 여부가 쟁점이 된다.
이러한 쟁점에 대하여 독일 연방정부와 학계의 주류적인 입장이 대립되고 있었다. 독일
연방정부는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학계는 이와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였다. 학
계는 첫째, 웹사이트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그 웹사이트의 특정한 이용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허용되고, 둘째, 이러한 개인정보가 비용을 부과하기 위
하여 요구되지 않는다면 이용자의 해당 웹사이트 접속이 종료한 경우에는 삭제되어야 한다
는 입장이었다.
독일의 텔레미디어법 제15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논의가 EU의 지침과 관련하여 발생
하는 쟁점은, 궁극적으로 지침 제7조 (f)항에 의하여 동의를 받지 않고 이용자의 IP주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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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출처 : ‘Telemediengesetz(Law on Telemedia) of 26 February 2007’, BGBl, 2007, p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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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는 것이 이용자의 특정 이용을 용이하게 하거나 비용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에 한정
되는가, 아니면 웹사이트의 일반적인 운용(보안, 지속적이고 적절한 운용)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허용되는가 여부로 귀착된다.
CJEU는, 지침 제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유를 ‘망라적이고 제한적인 것’
으로 해석한 선례와 지침 제5조에 의하여, 지침 회원국이 제7조의 원칙을 수정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지침 제7조 (f)항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통제자 등이 추구하는 정당한
이익’을 언급하고 있으나, 독일 텔레미디어법 제15조는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통신매체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이용에 대한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동의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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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CJEU는, 지침 제7조 (f)항에 의하여, 웹사이트 서비스의 일반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웹사이트 접속 종료 이후에 개인정보의 사용을 정당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웹사이트 운영자가 동의를 받지 않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이 웹사이트
서비스의 특정한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비용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만 가능하
다고 규정한 회원국의 법을 배제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CJEU는 독일의 주류 학계의
입장과는 반대의 결론을 내린 셈이 된다.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제 4 편 해외 동향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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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2016.3.)
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한 법령 범위를
법률, 대통령령, 부령에서 법률 시행령으로
한정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강화하였다.

02

03

카드 3사 고객정보 유출(2014), 인터파크
고객정보 유출(2016)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손쉽게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법정손해배상제도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법제화하였고,
2016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하였다.

부 록

04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로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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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손해배상제도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본격 시행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과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
법령 제·개정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담당하는 ‘침해평가과’를 신설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내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침해조사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 체계를 정비·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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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소관법령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평가 및 의견을 받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최소화하는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를 2016년 7월부터
시행하였다.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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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정책 기능 강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최소화를 위한 법령·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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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활동

제1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 및
조직 강화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위원장 1명, 상임
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은 공무
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며, 보호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호위원회의 회
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또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5명은 국회가 선출한 자를,
5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017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보호위원회는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또한, 소위원회를 구성
하여 안건의 사전검토를 담당하게 하고, 전문적으로 검토가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
영하며 그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심의·의결 사항을 의결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제도 및 법령 개선,
개인정보 처리에서 공공기관 간의 의견 조정,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운용,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제
공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시정조치 권
고, 개인정보보호 시책 수립과 시행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과
국회제출, 대통령이나 보호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2인 이상이 제기
한 사항, 기타 관계 법령과 기관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
게 된다. 그리고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사회단체 및
88

관련 사업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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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보호위원회는 출범 이후부터 2016년까지 전체회의를 114회 개최하여 [표 2-1-1]과 같이
총 249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그중 217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을 해석하거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였으며,
2017년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2016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등의 법정 의무사항, 신
설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연도별 안건처리 현황의 추이를 보면, 2016년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가 도입되면서

[표 2-1-1] 보호위원회 안건 처리 현황

(단위 : 건)
안건 처리 건수

구분

’11~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계

22

22

39

37

129

249

침해요인 평가

-

-

-

-

64

64

평가대상여부 심사

-

-

-

-

32

32

합 계 (법 제8조 제1항 각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1호)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2015년 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2

1

1

2

8

6

7

7

4

-

24

공공기관 간 의견조정(3호)

(1)

(3)

(5)

(4)

(5)

(18)

법령 해석·운용(4호)

2

5

12

15

15

49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5호)

4

6

6

6

5

27

행자부장관 요청 심의·의결(6,7,9호)

-

-

10

7

7

24

공공기관 시정권고(8호)

-

-

-

1

-

1

연차보고서(10호)

1

1

1

1

1

5

위원 2인 이상, 타법, 기타 (11호, 12호)

7

1

2

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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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시행계획(1호의2)
정책·제도·법령의 개선(2호)

제 4 편 해외 동향

※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5호) 건 중 공공기관 간 의견조정에 관한 건은 괄호(3호)로 기재

보호위원회가 심의하였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기본방향
과 목표 등을 담은 제3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3회)과 기본계획의 분야별 세부실천계획인

부 록

시행계획(5회)의 의결이다. 또한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환경(국내외 동향, 법제도
환경 변화 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권리침해 및 분쟁조정 등 주요 현황 등을 총망라
한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를 의결(5회)하고 국회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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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보호위원회 전체 회의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 및 조직 강화

2015년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기능이 대폭 강화되었다.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권한이 행정자치부에서 보호위원회로 이관되었다.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은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목표, 추진방향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으로,
3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각 부처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둘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변경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하고 보호위원회는 필요 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셋째,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
의·의결할 경우, 관계기관에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90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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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다섯째,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분쟁의 조정으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해 주는 개인정보 분쟁
조정 기능이 행정자치부에서 보호위원회로 이관되었다.
아울러 신설·강화된 보호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이 보강되었다.

[그림 2-1-2] 보호위원회 조직개편 현황(2016. 8. 현재)

<개 편> 1국 1관 5과, 45명

사무국장 (고위나)

사무국장 (고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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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1국 3과, 30명

조사조정관(고위나+1)
기획총괄과 심의처리과
(11명)
(10명)

조사과
(7명)

기획총괄과
(11명)

심의처리과
(10명)

침해평가과
(7명/+7)

조사과
(7명/+2)

분쟁조정과
(7명/+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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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조정관 신설 : 조사과+분쟁조정과 업무총괄
•침해평가과 신설 : ‘법령 개인정보처리 적정성 평가’ 전담
•분쟁조정과 신설 : ‘분쟁조정위원회 지원’ 전담
•‘부처 정책 등’ 개선 이행점검 등 인력보강 (+2명)

3.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제 4 편 해외 동향

가. 소위원회 운영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15조에 따라 특정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

부 록

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한다. 소위원회 위원은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보호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소위원회에는 간
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무국 직원 중에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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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16조에 따라 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위원회 재적위원 2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위원회 위
원장이 소집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미리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
명한 소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소위원회는 특정 과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호위
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기타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소위원회는 소관 부처별로 3개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6년도 소위원회별 운영 상
황을 살펴보면, 제1소위원회는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체단체(교육 자치단체 제외)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안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14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제2소위원회는 국방·보건·
방송통신 분야 등 33개 부처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안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11회 회의를 개
최하였다. 제3소위원회는 금융·교육(교육 자치단체 포함)·문화체육 분야 등 13개 부처에 대
한 개인정보보호 안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6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림 2-1-3] 소위원회 회의

나. 조사분석전문위원회 운영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심의·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
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문위원회 위원은 보호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단체 또는 사업자단체에 속하거나 그 단체의 추천
을 받은 사람 중에서 보호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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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조사분석전문위원회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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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14조에 따라 전문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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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문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소
집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분야별 전문위원회 중 조사분석전문위원회는 2016년에 개인정보의 가명·익명처리기준,
구글의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 계획,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 등 당시의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안 관련 안건 20건을 논의하는 등 8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특히 2016
년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그림 2-1-4]와 같이 개인정보의 가명·익명처리에 대한 전문
가 의견 청취와 함께 위원들 간의 심층적인 토론을 위한 전문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제 4 편 해외 동향

한편, 그동안 전문위원회에서는 ICT 중심의 안건 검토를 수행하였으나, 제4차 산업혁
명 등 지능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전문적 검토 및 연구기능을 강화하고자
2017년 2월에는 조사분석전문위원회를 제도발전전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문위원
을 추가로 위촉하는 등 기능을 확대 개편하였다. 확대 개편된 제도발전전문위원회는 기술

부 록

분야의 안건 검토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쟁점 연구와 입법방향 논의 등을 수행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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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운영
보호위원회는 제·개정 법령(안)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전
문성 있게 운영되도록 2016년 9월 26일자로 법령평가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법령평가전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
우,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대한 사전 심의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검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16년 9월에 구성된 법령평가전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 등 총 54건의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논의를 위해
[표 2-1-2]와 같이 총 7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특히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안, 개인영
상정보 보호법 제정안 등의 안건을 심의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조치 및 개
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감독제도, 개인정보보호의 효율성 및 법체계의 정합성 유지 등
개선권고 사항을 검토하였다.

[그림 2-1-5] 법령평가전문위원회 회의

[표 2-1-2] 전문위원회 활동 현황
전문위원회
담당 분야

2016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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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석전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주요 이슈 관련 안건 및
제도개선방안 논의
•총 8회 회의 개최
•전문위원회 워크숍 개최(3월)
•전문위원회 확대·운영계획 수립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전 부처의 법령 제·개정 시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는지에 대해 사전 평가·심의
•총 7회 회의(월 2회) 개최
•총 54건의 법령 제·개정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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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1.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

가.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개요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은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안정적인 예산지원을 위하여 매 3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계획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보호위원회
는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3년마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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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기본정책
수립 및
정책연구
강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 침해 방지 대책, 자율규제 및 교육·홍보의
활성화, 전문인력의 양성 등이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기본계
획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을 수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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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시행하고 있다.
제1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2012년~2014년) 및 제2차 기본계
획(2015년~2017년)의 목표 및 추진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2-1-3] 1차ㆍ2차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과제
구분

추진과제
목표

2차

추진과제

보호체계 정립, 보호역량 강화,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사회적 인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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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1차

내용

법체계 정비, 국제협력 강화, 인력보강 및 전문화 강화,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침해 예방 대책 수립,
정보주체 권리 보장 강화, 자율규제 활성화, 홍보 강화 등
거버넌스 구조 선진화, 보호·관리체계 강화, 보호 실천문화 조성, 선순환 생태계 조성
법체계 정비, 글로벌 상호통용성 제고, 개인영상정보 보호·관리체계 구축, 자율적 보호활동 활성화,
조직 내 전담체계 마련 및 전문역량 강화, 정보주체 권리 보장 실질화, 홍보 강화, 예방 및 권리구제 강화,
보호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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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3차 기본계획의 특징 및 주요 내용
보호위원회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전문가 간
담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합동기획단 구성·운영을 통해 제3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2018년~2020년)을 마련하고 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였다.

[그림 2-1-6] 제3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 경과

기간

2015.11.
~ 2016.2.

2016.2. ~

경과

•전문가
간담회 개최
•기본계획
수립 계획안
마련

•합동기획단
구성
•기본계획
방향·비전 및
목표 설정

2016.8.

•추진현황
보고
(보호위원회)

2016.9.

•합동기획단
3차 회의
개최
•유관단체
의견 수렴

2016.11.
•공청회 개최
•중앙행정기관
의견 수렴 및
합동기획단
최종회의
•보호위원회
보고

2016.12.

•기본계획
상정·의결

제1·2차 기본계획이 법·제도·조직 등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정비 및 역량 강화 등에 역
점을 두었다면 제3차 기본계획은 그간의 추진성과 및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등을 토
대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으로 고도화하고,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능동적
으로 대처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제3차 기본계획은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구현되는 지능정보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하였
는데, 이는 급속히 진화하는 사회적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권리 보호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자 한 것이다.

[그림 2-1-7]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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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차 기본계획의 비전 >

< 제3차 기본계획의 비전 >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는 선진 정보사회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구현되는 지능정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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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제3차 기본계획의 분야별 추진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보주체와 관련해서는,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생활화를 위한 과제
들을 추진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련 동의제도도 실효성 있게 개선한다. 개인정보 침해신고 대응체계 및 상
담역량을 제고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하며 사후감독을 강화한다. 정보주체별 맞춤형 교육 교
재를 개발·보급하고,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캠페인·이벤트 등을 추진하는 등 교육·홍보 활
동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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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을 추진한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를 활성
화하는 등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제품·서비스 설계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내재화하는 개인정보보호 최적화 설계(Privacy by Design) 등 기반 기술을 개
발·보급하고, 영세 중소사업자에 대한 현장방문 컨설팅, 시스템 점검, 암호화 조치 등 기술
적 보호조치 지원 등을 강화한다.
셋째, 규제를 현실화하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한다.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의 현실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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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위해 ‘범정부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분야별 특성에 맞는 개인
정보 비식별처리/익명처리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환경
을 조성한다.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별법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
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을 확립하기 위하여 전체 법령에 대한 점
검을 추진한다. 국제적으로는 EU 일반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 발효 및 유럽연합(EU)
의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APEC’이라 한다)의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
(CBPRs, Cross-Border Privacy Rules system, 이하 ‘CBPRs’라 한다) 공동감독위원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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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활동도 강화해 나간다.
넷째,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신뢰 기반의 동반자적 상호 협력체계를 정착시킨다. 정부·공
공부문·산업체·이용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학회·협
회·단체 등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이슈 및 법·제도 개선방안 논의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개인

부 록

정보보호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연구·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 정책
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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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제3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전략체계도

비전

목표

분야 및
과제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구현되는 지능정보사회

•이해관계자들의 능동적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현실화 및 글로벌 수준 제고

개인정보처리자 Sell regulation

정보주체 Ego defense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권리 강화, 인식 제고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

보호실천의 생활화

S.A.F.E.
거버넌스 All together
신뢰 기반의 동반자적
상호 협력체계 정착

정부 Faithful policy

규제의 현실화 및 글로벌 협력 강화

•정보주체의 적극적인 자기 권익 주장 및 보호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탄력적 제도 운영

대응
방향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현실화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제고 및 공동 규제
•기술 기반의 보호체계 마련
•국제협력 기반의 개인정보 글로벌 리더십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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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가. 시행계획 개요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비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연차별 세부계획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
령 제12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중 다음 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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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할 소관분야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보호위원회
는 이를 4월 말까지 심의·의결하여 시행하게 된다.
시행계획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보호시스템 운영, 교육 및 홍보 등 세 부문에
대한 2015년 추진실적과 2017년 추진계획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작성 대상은 아
래 47개 중앙행정기관이다.

2원 1실

▶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17부

▶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5처

▶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16청

▶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대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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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작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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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행계획 심의
보호위원회는 47개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2017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별로 서면심의 및 대면심의를 진행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 내용이지만 시행계획

부 록

에서 누락된 과제, 2015년에 완료하지 못한 시행계획 과제의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소관
부처와 협의·보완하고, 2017년 추진할 세부 과제의 내용 및 일정 등도 가능한 한 구체적으
로 계량화하여 작성토록 하였다. 소위원회의 심의 및 보완을 거친 2017년 개인정보보호 시
행계획안을 4월 25일 보호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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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행계획 주요 내용
제2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의 14개 주요 과제는 [그림 2-1-10]과 같으며, 각 기관의 시
행계획에 고르게 반영되었다. 기관별 특성에 따라 분야별 교육·홍보, 신기술 관련 산업 지원,
국제회의 참석 등의 과제를 발굴·반영하였고,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2014.7.31.)에 따
른 추진과제들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작성하였다.
계속사업으로는 소속·산하기관 등에 대한 실태 점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조
치 강화,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 확보 및 조직 신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ㆍ담당자 및 전 직
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림 2-1-10] 제2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
일반법 중심의 법체계 정비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보호기준 개선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리체계 구축

글로벌 상호통용성 제고

전담체계 마련 및 전문역량 강화

조직 전반의 개인정보 통제체계 강화

선제적·자율적 보호활동 활성화

대상별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정보주체 권리 보장 실질화

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 실효성 제고

선제적 보호기술 개발 지원

개인정보보호 서비스산업 발전

국민 참여 및 생활 밀착형 홍보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체계 구축

2017년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업 소요예산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45억 1,900
만 원, 보호시스템 운영 1,600억 2,600만 원, 교육·홍보 141억 7,500만 원 등 총 1,787억
2,000만 원이다.

[표 2-1-4] 2017년 부처별 개인정보보호 예산 요구액
부처명

예산 요구액

감사원

607

방송통신위원회

100

11,558

				
부처명
보건복지부
환경부

(단위 : 백만 원)
예산 요구액
4,411
176

국무조정실

36

고용노동부

1,817

국민안전처

919

여성가족부

290

인사혁신처

17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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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요구액

법제처

1,271

해양수산부

3,290

국가보훈처

2,135

국세청

4,713

250

관세청

1,908

미제출

조달청

3,169

100

통계청

190

1,055

검찰청

5,937

30

병무청

1,667

237

방위사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부

4,772

미래창조과학부

83,807

경찰청

예산 요구액

811
1,684

문화재청

820

외교부

13

농촌진흥청

243

통일부

482

산림청

법무부

16,859

국방부

2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

15,820

2,787
214

특허청

1,599

기상청

1,919
153

문화체육관광부

306

농림축산식품부

215

새만금개발청

1

산업통상자원부

134

국가인권위원회

3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교육부

부처명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 및 현황

부처명

※ 일부 부처는 정보보안 예산과 함께 편성되었음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2015년 말 기준, 기관별 개인정보파일 보유 현황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유 현황은 [표
2-1-5]와 같다.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46개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파일은 총 16만 423개로
서, 2014년 16만 3,161개 대비 약 1.68% 감소하였다.
기관별로는 산하에 교육(행정)기관이 많은 교육부가 약 15만 개를 보유하고 있고, 대민행
정서비스 비중이 높은 고용노동부, 병무청 등도 다수의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

제 4 편 해외 동향

로 파악되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총 32만 5,79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4년 총 34만 865대에 비하
여 약 4.4%가 감소하였다. 기관별로는 특별행정기관 또는 산하기관이 많은 교육부, 미래창
조과학부, 경찰청, 법무부 등의 보유 비중이 높았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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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2015년 기관별 개인정보파일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유 현황
기관명

파일 수(개)

영상정보처리기기(대)

기관명

파일 수(개)

영상정보처리기기(대)

감사원

6

86

보건복지부

141

1,042

국가정보원

-

-

환경부

106

517

방송통신위원회

1

-

고용노동부

2,416

5,306

국무조정실

6

-

여성가족부

40

-

국민안전처

535

3,683

국토교통부

147

2,123

인사혁신처

36

64

해양수산부

335

1,842

법제처

4

-

국세청

20

1,932

국가보훈처

674

469

관세청

21

1,737

식품의약품안전처

125

46

조달청

6

339

공정거래위원회

7

-

통계청

12

128

금융위원회

11

13

검찰청

50

2,664

국민권익위원회

22

41

병무청

1,046

387

원자력안전위원회

31

12

방위사업청

17

535

기획재정부

12

11

경찰청

45

34,129

교육부

153,384

187,448

문화재청

28

1,607

미래창조과학부

188

44,956

농촌진흥청

23

1,767

외교부

30

114

산림청

15

943

통일부

12

481

중소기업청

123

1,156

법무부

163

13,480

특허청

18

69
923

국방부

9

572

기상청

28

행정자치부

106

4,55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6

4

문화체육관광부

120

1,997

새만금개발청

-

-

농림축산식품부

275

8,351

국가인권위원회

1

-

산업통상자원부

22

281

합 계

160,423

325,798

3. 개인정보보호 정책 연구
보호위원회는 출범 이후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2016년은 EU GDPR 제정(2018. 5. 발효)을 계기로 국가 간 개인정보보
호 상호통용성이 중요시되었다. 또한, 국제개인정보보호감독기관회의(ICDPPC, International Conference of Data Protection and Privacy Commissioners, 이하 ‘ICDPPC’라
한다), 아시아·태평양 프라이버시 감독기구(APPA, Asia Pacific Privacy Authorities, 이하
‘APPA’라 한다) 등 국제협의체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드론, 빅데이터 등 기술 발전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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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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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위원회는 이러한 국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방향을 제시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 통계 및 연구목적의 개인정보 처리, 통
합관제센터의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드론 및 인공지능·로보틱스 관련 개인정보보호 이슈 등
에 대한 연구를 중점으로 수행하였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를 통해 ‘제3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
획(2018년~2020년)’을 수립하였는데,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구현되는 지능정보사회”라
는 비전을 설정하고, 정보주체·개인정보처리자·정부·거버넌스 등 분야별 세부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또한, ‘통합관제센터에서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강화방안 연구’, ‘드론(무인비행
장치) 카메라 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연구’를 통해 영상정보와 관련된 해외사례 및
규정을 연구하였으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시 개별법 제·개정안에 대한 개선권고 의견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보호위원
회는 2017년에도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및 법·제도 개선에 정책연구 결과를 적극 활용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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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2016년 정책연구용역 추진현황
연번

과제명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

2

EU개인정보보호법제 분석 및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정을 위한 입법수요 연구

3

국내 개인정보보호제도 소개를 위한 영문 홍보콘텐츠 개발

4

통합관제센터에서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강화방안 연구

5

드론(무인비행장치) 카메라 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연구

6

국제적 상호통용성 강화 및 지능정보화시대에 부응한 개인정보보호 발전방안 연구

7

EU 회원국의 통계목적의 개인정보 처리규정 연구

8

개인정보의 연구 목적 처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9

인공지능 및 로보틱스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제 4 편 해외 동향

1

부 록

중앙행정기관별 ‘2018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요약)’은 ‘2018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의 부록으로 수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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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1. 평가제도의 도입과 추진 경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는 법령 제·개정 시 법령안이 「개인정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보 보호법」의 일반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와 개인정보 처리 시 침해
위협요인이 있는지를 사전에 평가하고자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
된 제도이다. 정부는 2014년 1월, 카드 3사(국민카드, 농협카드, 롯
데카드)의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2014년 2월 개인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TF34)를 구성하고 7차에 걸
친 회의를 통해 같은 해 7월에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
였다. 여기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정·점검, 감독·집행기능 강
화를 위해 보호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대책이
포함되었고, 이 대책 속에는 침해요인 평가제도 신설 배경이 된 ‘법령
간 정합성 유지’ 과제가 포함되었다.

[그림 2-1-11]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2014.7.31.)
현행

개선

안전행정부가 기본계획 수립, 분쟁조정위원 임명 및
사무국 운영 등 담당

보호위원회가 담당

-

<보호위원회 권한 추가>
➊ 심의·의결 안건에 대한 사실조사권
➋ 정책·제도 개선권고 및 이행 점검
➌ 법령 간 정합성 유지
➍ 민간부문 위법사항 조사요구권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2014년 9월
본회의 의결을 통해 “보호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조치 하
였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을 위한 논의가 상임위별로 활발히 진행되어 변재일 의
원, 권은희 의원, 조원진 의원, 인재근 의원, 이원욱 의원, 이상직 의원, 이찬열 의원 등이 9개
의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이 개정안들을 합쳐 대안을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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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개
 인정보보호는 사생활 비밀보장 및 행복추구를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헌법적 가치로서 그간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2011.3.)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공공 및 민간부문 실태 점검 및 근본적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무총리가 지시(2014.1.26, 관계장관회의 시)함에 따라, 국무조정실장 및 18개 부처 차관으로
범정부 TF를 구성(2014.2.7.)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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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를 포함시켰고, 이 안은 2015년 4월 30일 상임위에 회
부되었으며, 7월 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보호위원회 사무국은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등 평가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2016년 3월 보호위원회 직제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의
개정을 요청하였다. 이에, 8월 11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 개정안(대통령령 제27447
호)이 공표되었고, 직제 개정을 통해 사무국 내에 침해평가과를 두고 7명을 증원하였다.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그림 2-1-12] 개인정보 유출사고 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조사

● 2014년 1월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조사 실시(2014. 2.)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조사(2014년 2월)에서 “보호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조치 요구(2014.9.30, 본회의)
•시정조치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 제출(2014.10.28.)

< 보호위원회 독립성 확보 및 기능 강화방안 제출>
•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기능 담당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심의·의결 안건에 대한 사실조사권 추가
•정책·제도 개선권고 및 이행 점검권한 추가
•법령 간 정합성 유지권한 추가(행정입법으로 추진 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 도입)
•민간부문 위법사항 조사요구권 추가

[그림 2-1-13]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의 시행 연혁

2014년

2015년

제 4 편 해외 동향

•2016. 3.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조직
확보를 위한 직제 개정 요청(보호위원회)
•2016. 7.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 시행
•2016. 8.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제27447호, 2016.8.11.) 개정
•2016. 9. 개인정보 침해요인 인력확보 및
평가업무 개시

•2014. 1. 카드 3사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고
•2014. 2.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TF 구성
•2014. 2.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조사 실시
및 시정조치 요구
•2014. 7.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발표

2016년

부 록

•2015. 4.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가
포함된 안전행정위원회 대안 상임위 회부
•2015. 7.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가
포함된 안전행정위원회 대안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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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제도 개요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
여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변경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에 개인
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하도록 한 제도이다.
보호위원회는 해당 법령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개인정보 주체에 대한 권리 보장
의 적정성, 개인정보관리의 안전성 등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은 법령안에 반영
하는 등 권고내용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호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침해평가과 인력이 충원된 2016년 9월 말부터 12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의 제·개정 법령
에 대한 평가실적은 법률 10건, 대통령령 43건, 부령 43건 등 총 96건으로, 이 중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을 제외하면 실질 평가대상은 64건이며, 개선권고가 41건(64%)
이고 원안동의가 23건(36%)이다.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현황 및 평가대상 세부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2-1-7]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현황 총괄표(2016.9.~12.)
요청 법령별 분류

평가 결과별 분류

계

법

대통령령

부령

계

개선권고

원안동의

평가제외

96

10

43

43

96

41

23

32

[표 2-1-8]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법령 목록(2016.9.~12.)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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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법령

소관부처

법령 주요 내용

처리결과

국토부

도로점용 허가신청, 점용료 징수 등에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마련

원안동의

2016-09-26

도로법 시행령

2016-09-1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청

문화재수리 사무 등에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마련

개선권고

2016-09-1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재청

행정처분을 받은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상호, 성명
등 공개

원안동의

대상법령

소관부처

법령 주요 내용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 및 현황

본회의

처리결과

2016-09-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가부

본인의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 근거 마련

원안동의

2016-10-24

공간정보구축관리법 시행령

국토부

지적측량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 마련 등

개선권고

2016-10-24

공간정보구축관리법 시행규칙

국토부

지적측량의뢰서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권고

2016-10-24

공항시설법 시행령(제정안)

국토부

과태료 부과를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마련

원안동의

2016-10-2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여가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 지원센터에 제공

개선권고

2016-11-14

항공안전법 시행령(제정안)

국토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마련

개선권고

2016-11-14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정안)

국토부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 등 각종 신청 서식 제정

개선권고

2016-10-10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경비교도 보상급 지급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마련

개선권고

2016-11-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통위

목적 변경의 사전동의 예외, 국외이전 등 근거
마련

개선권고

2016-11-01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방통위

목적 변경의 사전동의 예외, 국외이전 등 근거
마련

개선권고

2016-10-24

소득세법 시행령

기재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국민연금보험 등
보험료 추가

원안동의

2016-11-2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부

화물운송 종사사 자격증명 서식에 차량번호 항목
추가 등

개선권고

2016-11-1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복지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처리근거 마련

원안동의

2016-11-1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복지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기준 등 규정

원안동의

2016-10-2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환경부

환경기술 성능확인 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절차
규정

개선권고

2016-11-28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국토부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등에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마련

개선권고

2016-11-2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부

정비책임자선임·해임신고서등 서식 정비

개선권고

2016-11-28

자동차등록규칙

국토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등 각종 서식 정비

개선권고

2016-11-14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부

안전영향평가 결과 공개, 관련 서식 정비 등

원안동의

2016-11-14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미래부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기준,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원안동의

2016-11-14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국토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정비 등

원안동의

2016-11-14

특허법 시행령

특허청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등

원안동의

부 록

원안동의

제 4 편 해외 동향

본인의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 근거 마련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여가부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2016-09-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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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108

대상법령

소관부처

법령 주요 내용

처리결과

2016-11-14

실용신안법 시행령

특허청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등

원안동의

2016-11-28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부

외국인 고용 시 결격사유 조회 방법 명시, 고용인
신고 시 신고절차 정비

개선권고

2016-12-12

공무원임용시험령

인사처

의사상자 가산특전 증명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원안동의

2016-11-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부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해제 신청
규정

원안동의

2016-11-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부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해제 신청
서식 정비

원안동의

2016-11-28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제정안)

국정원

사이버공격 탐지, 사고의 신고·조사 등을 규정

개선권고

2016-11-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약처

마약류 취급보고 절차 및 보고 서식 정비

원안동의

2016-11-28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규칙

문체부

미술품 기증서약서 및 기증품 관리대장 서식
등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

개선권고

2016-12-1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교육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 절차 마련

개선권고

2016-12-12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자부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운영 등

개선권고

2016-12-12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정안)

행자부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 결정서 등 서식 제정

개선권고

2016-12-1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자부

허가증 등의 재발급신청 절차 및 서식 정비

개선권고

2016-12-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요건 확인·조사 등을 규정

개선권고

2016-12-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필증 등 서식 정비

개선권고

2016-12-1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약처

위생검사 등 요청 시 개인정보 처리근거 마련

개선권고

2016-12-1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등
정비

원안동의

2016-12-26

관광진흥법 시행령

문체부

영업보증금 예치 등의 업무에 고유식별번호
처리근거 마련

개선권고

2016-12-1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위

다단계판매업 등록 등의 업무 등록요건 확인

원안동의

2016-12-1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정위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재발급 근거 마련 및 서식
정비

개선권고

2016-12-1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부

건설기계제작자 지정증 서식 정비 등

개선권고

대상법령

소관부처

법령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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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처리결과

의사상자 증명서 서식 정비 등

개선권고

2016-11-28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미래부

공인전자문서센터 임직원의 결격 사유 확인 등
고유식별번호 처리근거 마련

개선권고

2016-11-28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미래부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 신청서 서식 정비

개선권고

2016-12-12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복지부

혈액원 개설허가 변경사항에 개설자, 혈액원장 등의
개인정보 처리

원안동의

2016-12-1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고용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사회보험 가입이력
확인 등

개선권고

2016-12-12

항공보안법 시행령

국토부

엑스선 장비로 보안검색할 수 없는 크기의
물품에 대한 보안검색 등 규정

원안동의

2016-12-26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여가부

여성인재 DB 현행화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 마련

개선권고

2016-12-2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부

수리검사 신청 시 자동차 등록증 첨부

개선권고

2016-12-26

전기사업법 시행령

산자부

전기설비이용자 부담비용 부과·징수 업무 등에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 마련

개선권고

2016-12-2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시 결격사유 확인 근거
마련

원안동의

2016-12-2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서식 정비

개선권고

2016-12-26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복지부

외국인 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 신청 절차 규정

개선권고

2016-12-26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복지부

분야별 병원체자원전문은행 지정 신청 서식 등
제정

개선권고

2016-12-26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국토부

행복주택 입주자격 확인을 위한 소득활동 여부
및 기간 확인 등 규정

원안동의

2016-12-26

철도안전법 시행령

국토부

영상기록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
규정

개선권고

2016-12-26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부

관제자격증명시험 등 관련 각종 서식 정비

개선권고

2016-12-26

항공기등록령

국토부

항공기 등록 관련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 마련

개선권고

2016-12-26

항공기등록규칙

국토부

항공기 등록 신청 서식 및 서류 등 서식 정비

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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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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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4]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 개요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 개요 >

●목 적
•침해 발생요인을 분석·평가하여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추진체계 확립
•개인정보 관련 법령 또는 조항 간 중복 또는 반목 요인 제거
•불합리 또는 안전조치 미비 규정을 사전 제거하여 침해 사고 가능성 차단

● 근 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

● 평가요청 시 제출사항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제도의 목적과 주요 내용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정보주체 권리 보장의 적정성,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성 등에 대한 자체 분석 내용

01
정보처리
필요성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03
정보관리
안전성

기본정보·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영상정보·기타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처리목적의 명확성, 처리정보의 최소성, 처리근거의 적정성,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국외이전의 필요성 등

02
권리 보장
적정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권의 제한 타당성,
개인정보 유출 시 사고처리·손해배상 절차, 배상액 산정기준 등의 유무와 정합성,
처리업무 위탁의 적정성

제반 안전성 확보조치의 충분성, 개인정보 보존기간의 적정성, 보존기간 도과 및
처리목적 달성 후 정보보존의 필요성, 벌칙·양형·과태료 규정 등의 투명성·정합성

● 평가사항 :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의 적정성,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성 등

● 평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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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청서
제출

평가대상
여부 검토

침해요인
평가
(분석·검토)

전문위원회
심의

본회의
심의·의결

결과통보 및
반영결과 제출

각 부처

사무국

사무국

전문위
(사무국)

본회의
(사무국)

사무국
각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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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주요 사례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개인정보 처리의 기본방향 제시
<사례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2016.10.5. 요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제22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이
용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
아야 하고, 이후 동의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다시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기존 서비스와 합리적
인 관련성이 있는 기능 추가 등 서비스 개선은 목적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단서를 두어 기존 서
비스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호위원회는 사업자가 ‘합리적 관련성’을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기존에 수집한 개인정보
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신규 서비스의 마케팅 등에 활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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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합리적 관련성’은 정보처리 목적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개념으로서
명확성 및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단서의 “기존 서비스와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을 “기존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
였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제18조 및 제19조의 단서도 이 법 개정
안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이 법과 동일하게 권고하였다.
제63조 제1항은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개념을 ‘국내에서 외국으로 이전하여 처리’하는 경우로 규정
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3항은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어 국외이전에 대한 해석이 불명확해질 수 있으므로 국외이전의 개념과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

제 4 편 해외 동향

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제35조의2도 이 법 개정
안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이 법과 동일하게 권고하였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제15조 제1항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소유자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삭

부 록

제한 것이나, 스마트폰, 드론 등 물건의 소유자와 밀접하게 연결된 기기의 특성을 감안할 때 개인정보
의 위치정보가 부수적으로 수집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 가운데 개
인이 식별되는 경우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이므로 수집·이용 및 제공 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
도록 하는 등 동 조문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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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안보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방향 제시
<사례2>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안(2016.10.25. 요청)
현재의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는 공공·민간부문이 독자 대응하고 있어 사이버공격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 법의 제정목적은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를 구축
하여 사이버공격 등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표 2-1-9] 현행 사이버공격 대응체계 및 제정안 비교
부문

주관

현행근거

공공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훈령)

국방

국방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훈령)의 국방특례

기반시설

국정원(공공)/미래부(민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민간

미래부(포털, 통신사)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보호위원회는 주요 조문별 개인정보 침해요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의결하였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사이버공간’, ‘사이버공격’, ‘사이버위기’, ‘사이버안보’ 등의 개념이
정보를 수집·공유할 수 있는 구성요건은 되지만 개념이 광범위하고 불명확하여 입법목적보다 과도
하게 개인정보가 수집·이용(공유)될 수 있으므로 사이버안보 활동에서 수집·이용 범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용어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제5조에 대해서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인 사이버위협정보 공유 등의 업무가 개
인정보의 처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이 위원회의 실무를 보좌하는 ‘국가사이버안보
실무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의견을 독립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전문가 또는 기관을 참여시
킬 것을 권고하였다.
제10조에 대해서는 ‘사이버공격 탐지·대응 체계인 보안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한다는 규정 자체가 개
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직접적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보안관제센터가 접근기록자료(IP
주소, 접속시간, e-mail 주소, ID 등)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별도로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동 센터에서 처리되는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할 수 있게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
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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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에 대해서는 사이버위협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에 따른 국가안전보
장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로 볼 수 있지만, 사이버위협정보의 개념·범위, 공유센터에 대한 정보 제공
목적, 책임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범위 등이 불명확하므로 어떤 목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정보 제공
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도록 사이버위협정보의 개념 및 범위, 제공목적, 제공범위 등을 명확히 규
정35)할 것을 권고하였다.
기타 이 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목적 외 수집, 오·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 추적 등에 따른 폐해
를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를 마련36)하고, 사이버안보 활동 전반에
대한 검토, 정보공유절차에 대한 개선 및 수정사항,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 방안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주기적으로 작성하고 독립적인 기관이 검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다.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법 제정의 타당성 검토
<사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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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2016.12.16. 요청)
이 법은 영상정보 처리 기술의 고도화 및 사회적 유용성 증대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증
가하고 있어 이런 기기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영상정보 보호 원칙과 처리
단계별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이 법의 독립적 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제정안은 총 38개 조로서 이 중에서 새로운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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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35) 해외입법례 : 미국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CISA, Cybersecurity Information Sharing Act of 2015)」은 사이버위협지표
(Cyber Threat Indicator)를 8가지(A∼H) 열거사항으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SEC.102. 정의). 미국의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 입법안을 참고하면 사이버위협정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볼 수
있는데 초안은 사이버위협정보를 “Cyber Threat Information”에서 현재 “Cyber Threat Indicator”로 구체적으로 한정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위협과의 연관성 정도를 “Cyber Threat Information”이 사이버위협에 “directly pertaining to…”
에서 “necessary to describe or identify”로 사용하여 구체화함
36) - 유사입법례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7조에서는 대테러 활동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둔다고 규정함
- 해외사례 : 미국과 유럽의 프라이버시 쉴드 협약에 의하면 국가안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입수할 때는 명확히 규정된
제약, 안전조치, 감시감독 메커니즘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감시감독 메커니즘인 ‘프라이버시 쉴드
옴부즈맨’은 국가안보기구와는 독립적이고, 국가안보 차원의 접근정보에 대해 규정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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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는 조항은 6개(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37)에 불과하고, 대부분 「개인정보 보호법」의
조문과 중복(19개)38)되거나 수정 보완한 조문(13개)39)이며 개인정보의 일부분에 불과한 영상정보만
을 독립적으로 입법화할 것인가에 대해, 보호법과의 정합성, 타 부처·타 분야의 입법에 미칠 영향 등
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었다.
외국의 유사 입법례로서는 벨기에(법), 스웨덴(법), 영국(지침)이 있으나, 일반법에 규정하지 않은 감
시카메라만 규율하거나, 공공기관이 공익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기기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다.40)
제정안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제정안의 내용이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과 적용범위 등에 차이가 있어 제정안 발효 시, 각 법(령) 간 적용 및 해석에 있어 충돌이 예상되고 개
인정보보호 기본원칙과 상충되는 다수 규정을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
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가 우려된다.
※ (예시) 제6조 제2항(이동형 기기 운영 가능 사유 광범위), 제8조 제2항(영상기기 운영 시 녹음 허용), 제10조 제1항 제8호(부작위의 동의 간주)

또한, 개인영상정보 분야의 규범이 추가됨으로 인해, 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닌 일반 수범자들은 법령
간 규율 대상, 범위 등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우므로 어떤 법을 적용받아야 할지 혼동이 생길 수 있
다. 이미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 각 분야의 개별법인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생명윤리법
등이 별개로 존재하여 수범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 분
야의 독립규범도 아닌, 일반 개인정보에 대한 규범을 처리수단별로 분법화(分法化)하게 되면, 결국
보호법령(타 분야의 법령 포함)의 우후죽순식 입법추진을 양산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이 악화될 우려
가 있다. 영상정보처럼 식별가능성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개인정보는 기술이 발전 할수록 새
롭게 생성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마다 별도의 보호법안을 마련해 규율하고자 한다면, 법체계의 혼
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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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정의·운영, 통합관제센터 운영,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요구 등
38)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위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전조치 등
39)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유 추가, 영상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유 추가 등
40) •벨기에(「감시카메라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률」, Loi réglant l'installation et l'utilisation de caméras de surveillance, 2007)
- 일반법에서 규율하지 않는 감시카메라와 관련된 특별한 사항을 법으로 규율
-공
 개되거나 대중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제한된 장소에 설치되어 범죄행위나 소란행위를 예방·발견 또는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감시카메라에만 적용
•스웨덴(「카메라 감시법」, Kameraövervakningslag, 2013)
- 범죄의 예방·적발, 사고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이용되는 감시카메라에 대해 규율하고, 감시카메라에 의해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동법의 규율을 우선 적용
•영국(「감시카메라 지침」, Surveillance Camera Code of Practice, 2013)
- 「감시카메라 지침」은 은 지자체, 경찰, 정부기관 등에만 적용되고 정보보호뿐만 아니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적용되는 기술
표준, 시스템의 효율성 등에 대해서도 규율
※ 「 CCTV 지침」은 공공·민간분야를 불문하고 CCTV를 설치·운영하는 모든 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되며, 정보보호 관련
내용만을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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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인정보보호의 효율성 및 법체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수범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 법안을 개별법으로 제정하기보다는, 제정안에서 반드시 법 규범화가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일
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편입하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지침(가이드라인)
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두 번째, 제정안의 내용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를 약화시키는 규정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허용범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비해 광범위하고, 영상정보주체가 여러 사람인 경우 동의하지 않은 나머지 영상정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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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일정한 경우 녹음을 허용하는 것은 영상정보주체들
의 대화 비밀과 사생활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 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은 향후 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험 소지가 있
는 조항들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보호법(령)에 편입하도록 하고, 기타 통합관제 대상범위·범위·요
건을 구체화하며, 지자체 직원, 경찰, 모니터요원 등 센터 근무자 특정과 법적 지위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등 입법 흠결을 보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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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민등록번호 최소 처리를 위한 평가기준 정립

<사례4>

각 법령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허용기준 정립(2016.11.14. 위원회 보고)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률·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
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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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의 처리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처리를 제한하도록 하였다.
주민등록번호 판단기준은 첫째, 개인을 명확하게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로
서 보호위원회 등에서 앞서 인정한 불가피한 업무유형에 해당되는지 여부, 둘째, 앞서 인정한 업무
유형과 유사한 업무로서 법령상 의무준수 및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

부 록

한지 여부, 셋째, 주민등록번호 이외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 여부 등이다.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업무유형은 [표 2-1-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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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0]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업무유형

① 조세·병역, 과징금·과태료·요금·수수료, 재정 업무
② 소송, 범죄수사,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신원조사(범죄경력 등) 관련 업무
③ 건강보험, 공적연금, 저소득지원 등 사회보장 업무
④ 금융거래, 신용평가 등 실명확인이 필요한 금융·신용 업무
⑤ 가족관계등록부, 각종 등기부, 대장 등 공적 등록·등재·등기 등의 장부 작성 업무
⑥ 자격시험 운영, 자격증 발급 등 자격관리 업무
⑦ 자동차, 부동산의 확인을 통한 재산·소유권 증명 업무
⑧ 처방전·진단서·진료기록부 등 작성, 환자정보 등 민감정보 열람 업무
⑨ 기타 ①~⑧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대체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수 없는
업무(합리적 대체방안의 존재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한다)
㉮ 과도한 민원인 불편, ㉯ 과도한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 ㉰ 국민의 권리 및 안전 침해

4.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법령 제·개정(안) 평가 현황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주민등
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의 실효성 확보와 주민등록번호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2016년 3월 30
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법령의 범위를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서 법률·시행령 등으로 축소하였다. 이에,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주민등록번
호 수집이 불필요한 법령의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반드시 수집이 필요한 시행규칙 등은 시행
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정비가 이루어졌다.
2016년 보호위원회가 침해요인 평가를 실시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법령 제·개정 현
황은 총 20건으로 세부내용은 [표 2-1-11] 및 [표 2-1-12]와 같다.

[표 2-1-11]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법령 제·개정(안)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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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계

(단위 : 법령 수)

재·개정

평가결과

제정안

개정안

개선권고

원안동의

20

5(25%)

15(75%)

13(65%)

7(35%)

법

1

1

0

1

0

대통령령

19

4

15

12

7

구분 소관부처
1

국토부

2

대상 법령

주민등록번호 처리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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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2]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법령 제·개정(안) 침해요인 평가 현황(2016.9.~12.)

평가결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 기술자의 경력관리에 관한 사무

개선권고

3

여가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조회 업무

원안동의

4

국토부

공간정보구축관리법 시행령

공간정보산업협회 공제조합의 단체보험 가입 및
지적측량에 관한 사무

개선권고

5

국토부

공항시설법 시행령(제정안)

공항 내 미승인 영업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

원안동의

6

국토부

항공안전법 시행령(제정안)

항공기의 신규·임차권·변경·이전·말소 등록에 관한
사무

개선권고

7

법무부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비교도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개선권고

8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응급보호, 상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원안동의

9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개선권고

10

미래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지정취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

원안동의

11

특허청

특허법 시행령

특허신청자의 신원 및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이용

원안동의

12

특허청

실용신안법 시행령

실용신안등록 신청자의 신원 및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이용

원안동의

13

행자부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사무

개선권고

14

문체부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협회 등의 공제가입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에
관한 사무

개선권고

15

미래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공인전자문서센터 임직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개선권고

16

여가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여성인재 DB정보 현행화에 관한 사무

개선권고

17

산자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전기설비 부담비용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개선권고

18

금융위

개인연금법(제정안)

노후재산에 대한 재무설계서비스 등을 위한
연금자산정보 수집에 관한 사무

개선권고

19

국토부

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 관제자격증명시험에 관한 사무

개선권고

20

국토부

항공기등록령

항공기 신규·임차권·변경·이전·말소 등록에 관한
사무

개선권고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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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신청, 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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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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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법령의 해석
등에 관한
의결

1. 개요

2016년 법령의 해석 등에 관한 주요 의결 내역은 [표 2-1-13]과
같다. 피내사자의 개인정보 제공 관련 건,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의 자체감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제공 관련 건,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관련 건,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
사업소의 과적차량 단속정보 관련 건 등 다양한 쟁점의 안건을 의결
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의 법령·조례 의견제시 및 과태료 내용 공표와
관련하여 의결하였다.

[표 2-1-13] 2016년 보호위원회 주요 의결 안건
구분

건수

안건명

쓰레기 무단투기 영상제공 관련 질의 건
대구광역시 남구청 영상정보 제공 관련 질의 건
대구광역시 북구청 영상정보 제공 관련 질의 건
통일부의 이산가족 찾기 신청인 개인정보 처리 질의 건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및 개인정보파일 등록 관련 심의·의결 건
육군 제7516부대의 경주시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제공에 대한 질의 건
평화방송의 개인정보 이용 관련 심의·의결 건
법령 해석·운용(4호)

15

피내사자의 개인정보 제공 관련 질의 건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자체감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제공 관련 질의 건
고양시의 영상정보 제공 관련 질의 건
보호관찰소 모의훈련 시 CCTV 영상정보 제공 관련 질의 건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질의 건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과적차량 단속정보 관련 질의 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영상 수집·이용 관련 질의 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건

충청남도의 도청 소속 공무원 인사이력 도의회 제출 관련 질의 건
지방공무원 배우자의 개인정보 처리 질의 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5호)

5

시각장애인 운전면허 적성검사결과 제공 관련 추가 질의 건
국가공무원 배우자의 개인정보 처리 질의 건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개인정보 제공 질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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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해석·운용에 관한 주요 의결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 쓰레기 무단투기 영상제공 관련 질의 건(2016.1.11.)
동작구청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인이 본인의 집 또는 점포 앞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한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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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투기 영상을 단속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것과, 쓰레기 무단투기가 발생한 지역에 개인 또
는 법인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있는 경우 단속공무원이 해당 영상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보호위원회는 이 건에 대해, 개인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 해
당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으므로 동작구청은 제15
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개인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
일을 운용하는 경우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동작구청에 쓰레기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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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투기한 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단속공무원이 해당 영상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는 것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
자를 식별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 가능하므로 위 조항에 따라 관계인에게 영상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통일부의 이산가족 찾기 신청인 개인정보 처리 질의 건(2016.3.14.)
제 4 편 해외 동향

통일부는 2015년 남북 이산가족 찾기 신청인을 대상으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명단교
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엘지유플
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남북 이산
가족 찾기 신청인 또는 남북 이산가족 찾기 신청서에 기재된 남한가족의 전화번호를 제공받

부 록

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119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
일부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명단교환 의사 확인을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 찾기 신
청인 또는 남북 이산가족 찾기 신청서에 기재된 남한가족의 전화번호를 정보보유 통
신사로부터 제공받을 수는 없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는 제공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육군 제7516부대의 경주시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제공에 대한 질의 건
(2016.3.14.)
육군 제7516부대는 원활한 작전 수행 절차 숙달을 목적으로 충무훈련 시 또는 「통합방위
법」 제20조, 「통합방위지침」에 따른 합동훈련 시 경주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육군 제7516부
대 1대대와 해병 제2867부대가 경주시 통합관제센터에 연락관을 각 파견하여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
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제2호) 등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
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충무훈련과 합동훈련
의 실시근거와 목적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점을 고려하여 육군 제7516부대 1대대와 해
병 제2867부대는 충무훈련 시 또는 「통합방위법」 제20조, 「통합방위지침」의 합동훈련
시 경주시 통합관제센터에 연락관을 각 파견하여 영상정보를 각 열람할 수 있다고 판단
하였다.

라. 피내사자의 개인정보 제공 관련 질의 건(2016.5.9.)
국민연금공단은 부산지방경찰청이 피내사자의 국민연금 가입 여부, 연락처, 주소, 직
장 소재지, 가입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 등 피내사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자, 내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의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보호위원회는 수사와 내사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원칙적으로 내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18조 제2항 제7호의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지만, 범죄의 수사를
120

위하여 피내사자의 개인정보 제공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요청목적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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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될 경우에는 내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고 범죄의 수사 목적에 필
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자체감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제공 관련 질의 건
(2016.7.11.)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원자력발전소 설치·운영 관련 계약 등 업무에 대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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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를 자체감사하고 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감사결과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 내부 전산서버에 저장된 임직원의 전화·이메일 송수신기록과 이메일 내용·첨
부물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자체감사 결과 범죄혐의를 발
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는 경우 감사에 이용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보호위원회는 전화·이메일 송수신기록을 자체감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범죄혐의를 발견
하여 경찰서에 제공하는 것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가 자체감사를 위해 필요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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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동 기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34조가 누구든지
범죄사실을 고소·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예
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메일 내용 및 첨부물은 「형법」 제316조 제2항이 타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
을 금지하고 있는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에 해당하므로 범죄혐의를 구체적이고 합리적
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긴급히 확인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고 그 열람 범위를 범죄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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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와 관련된 범위로 제한하는 등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경우, 즉 위법
성 조각사유인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이용·제공이 허용되지 아니한
다고 판단하였다.

부 록

바. 고양시의 영상정보 제공 관련 질의 건(2016.9.12.)
고양시에서는 차량번호 수집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수집된 모든 차량의 정보
(차량번호, 차종, 사진)를 범죄수사 목적으로 경찰청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신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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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단속, 주차단속, 생활방범 목적으로 설치된 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차량방범 목적’을 추
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호위원회
에 질의하였다.
보호위원회는 고양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모든 차량의 영상정보를 범죄수사 목
적으로 경찰청에 제공할 수는 없으나, 경찰청이 고양시에 수배차량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고양시가 경찰청에 해당 수배차량의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단하였
다. 또한, 신호·과속단속, 주차단속 또는 생활방범 목적으로 설치된 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차량방범 목적을 추가하더라도 위 각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경찰청과 상
시 공유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사. 보호관찰소 모의훈련 시 CCTV 영상정보 제공 관련 질의 건(2016.9.26.)
공주시는 ‘대전보호관찰소 공주지소가 보호관찰자 도주에 대비하여 실시하는 모의
훈련을 위하여 공주시가 수집하는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모의훈련 시 공주시가 대전보호관찰소 공주지소의 요구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작
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목적 외 임의조작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을 예
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예외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보호관찰
대상자가 도주한 실제상황이 아닌 모의훈련은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주시는 대전보호관찰소 공주지소가 보호관찰 대상자의 도주 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하는 경우 이를 위하여 공주시가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하는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없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 공주지소의 요구에 따
라 조작할 수 없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아.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질의 건(2016.9.26.)
한국고용정보원은 한국고용정보원 기관 자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위
기관에서 개인정보의 수집·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통신망 운영부서가 개인정보처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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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지,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부서가 직업 연구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설문조사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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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운영부서로부터 설문조사 대상자의 성명, 집전화번호, 휴대전
화번호, 성별, 집주소, 이메일주소를 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보호위원회는 한국고용정보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고 정보통신망 운영부서는 개
인정보처리자인 한국고용정보원의 업무를 분장하는 하부조직에 불과하므로 개인정보처리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보호위원회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부서가 직
업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는 것은 공공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
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해당하고, 이를 수행함에 있어 개개인의 특성, 상황에 따른 결과분
석을 위하여 설문조사가 불가피한 경우 이를 위탁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부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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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운영부서로부터 설문조사 대상자의 성명, 성별,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집주
소, 이메일주소를 받아서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자.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과적차량 단속정보 관련 질의 건(2016.11.14.)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는 과적차량 제보자로부터 해당 차량에 대한 단속시간, 단
속장소, 화물종류, 위반내용, 적재량 측정값을 알려줄 것을 요청받자 과적차량 단속 시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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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당 차량의 차량번호, 단속시간, 단속장소, 화물종류, 위반내용, 적재량 측정값이 개인정
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보호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가 과적차량의 차량번호를 알고 있는 제보
자에게 해당 차량의 단속정보인 단속시간, 단속장소, 화물종류, 위반내용, 적재량 측정값을
제공하는 경우 위 단속정보는 차량번호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개
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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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에 관한 주요 의결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부 록

가. 충청남도의 도청 소속 공무원 인사이력 도의회 제출 관련 질의 건(2016.4.11.)
충청남도는 충청남도의회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도정질의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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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발령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자, 위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보호위원회는 충청남도의회가 도정질의를 위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
법」 제9조 제2항 제1호 마목, 제42조에서 정한 소관업무인 공무원 인사 관련 사무 처리상황
에 대한 질문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인사행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는 관련 인사자료의 제공이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충청남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자료의 기간, 대상, 발령내용 등을 충청남도의회의 도정질의에 필요
한 범위 내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지방공무원 배우자의 개인정보 처리 질의 건(2016.6.13.)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
여 수당 지급을 신청한 지방공무원 배우자의 직장명, 직장 대표전화번호를 국민건강보험공
단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보호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 배우자 중 지방공무원과 공공기관 등에 근무
하는 자에 한하여 위 개인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은 위 수당 지급
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 지방자치단체는 부양가족신청서
를 통해 지방공무원 배우자의 직장명을 이미 수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
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위 수당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
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수당 지급을 신청한 지방공무원 배우자 중 지방공무원
과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위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시각장애인 운전면허 적성검사결과 제공 관련 추가 질의 건(2016.6.27.)
보건복지부는 운전면허를 보유할 수 없는 시력 수준의 시각장애인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
시하는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통과하는 사례가 있어 위 검사를 통과한 시각장애인을 대
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위
장애등급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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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통과한 시각장애인의 성명, 검사
일시, 면허종별을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위 개인정보
만으로는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 식별에 어려움이 있는 등을 이유로 위 시각장애인의 생년
월일, 주소, 수검 장소를 추가로 제공해 줄 것을 도로교통공단에 요청하였고, 이에 도로교통
공단은 보건복지부에 위 시각장애인의 생년월일, 주소, 수검 장소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보호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생년월일과 주소를 추가로 제공받지 않으면 동명이인이 존재
하는 경우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생년월일과 주소는 제공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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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수검 장소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수검 장소 정보를 제공받지 않아도 장애등급 조정 업무
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수검 장소는 제공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4. 행정자치부 장관의 법령·조례 의견 제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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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민등록번호 기재 각종 증서, 서식에 대한 건별 심의 5건
(1.11, 1.25, 2.22, 3.14, 3.28.)
행정자치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는 내용의 서식 일제정비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처
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서식(1,409개) 정비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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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위원회는 서식의 법적 근거를 찾고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여 285개 서식은 정비 예정
등임을 이유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는 5차례에 걸쳐 39개
서식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이 중 19개 서식에 대하여 주민등록
번호 기재란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하였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근거법령을 상향조정

부 록

하여 2016년 3월 29일에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근거법령의 전반
적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위원회가 건별 심의·의결을 통해 정비하기
보다 행정자치부가 정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642개 서
식은 행정자치부로 이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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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자치부 장관의 과태료 부과 등 처리결과 공표(1.25, 10.24.)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 제1항 제9호)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업자
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과 결과를 공표하기 위해 보호위원회에 2차례 심의·의결을 요청
하였다.
보호위원회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과태료 부과의 내용과 결과를 공표할 때, 위반행위의 내
용·정도·기간·횟수, 피해의 범위·결과, 시정조치 명령 위반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고, 공표 대상자가 이에 해당된다는 점,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
6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따라 공표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 규정된 절차를 준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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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 및 현황

제5절

1.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의의

정보화 시대에 있어 개인정보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통해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
집, 보유, 이용하고 파기하여야 하나, 그 처리과정에서 개인의 권리
를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권
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와 개인정보처리자 간에 법적 책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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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쟁이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오·남용에 의한 피해는 동시에 수많은 사람
에게 발생할 수 있으며, 정신적 피해·재산적 피해 등은 그 피해액을
정확히 예측하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기업의 고
객 개인정보 이용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점은 정보주체가 스스로 개
인정보의 유출이나 오·남용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통제하기가 어려
우며, 개인정보 권리 침해에 대한 사후적 구제조치를 하더라도 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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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번거로운 기존의 소송
제도만으로는 적절한 피해구제를 실현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
었고, 이런 배경에서 세계 각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전문 기관을 두
고 소송 외의 대안적 분쟁해결 방식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권리 침해
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2001년부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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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에 따라 전문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
기 위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되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지원 업무는 행정자치부에서 수행
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으로 지원업무가 보호위원회로
이관되었고,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관인 보호위원회에서 지원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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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함에 따라 분쟁조정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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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가.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실적
2016년 7월 25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지원업무가 행정자치부에서 보호위원회로
이관된 후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조정해 줄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감으로 인하여
2016년 분쟁조정 접수건수는 [표 2-1-14]와 같이 이관 전 7개월간 84건(월평균 12건)에서
이관 후 5개월간 104건(월평균 20.8건)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2-1-15]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표 2-1-14] 2016년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 접수·처리 현황

구분

(단위 : 건)

이관 전(행정자치부)
16.1월 2월

이관 후(보호위원회)

3월

4월

5월

6월

7.24.까지

계

7.25.~8.31.

9월

10월

11월

12월

계

접수

9

6

8

14

19

13

15

84

23

13

8

27

33

104

처리

12

8

9

9

17

14

9

78

14

9

15

31

21

90

접수건수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이하 ‘분쟁조정사건’이라 한다)의 처리건수
도 이관 전 7개월 동안 78건에서(월평균 약 11건) 이관 후 5개월간 90건(월평균 18건)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당사자 간의 분쟁은 2016년도의 경우 [표 2-1-15]와 같이 총 20여 차례
의 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와 조정부 회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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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단위 : 회)

구분

2011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회의

10

4

6

4

3

3

조정부 회의

6

20

18

20

1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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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5]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회의실적

2016년

분쟁조정위원회는 [표2-1-16]과 같이 2016년 처리한 168건의 분쟁조정사건 중 기각·신
청취하·각하로 처리한 119건을 제외한 49건에 대해서 양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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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정안을 제시한 49건 중 34건은 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성립률은
69.4%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2015년의 70.0%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분
쟁조정사건의 피신청인(개인정보처리자)이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에 의도적으
로 참여하지 않거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향은 지속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2-1-16] 연도별 분쟁조정사건 처리 현황

(단위 : 건)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1

32

40

21

15

28

조정성립

30

29

14

12

20

6

조정불성립

19

15

10

20

15

15

기각결정

55

20

8

11

17

26

각하결정

1

3

18

265

4

4

신청취하

-

44

83

66

63

89

합 계

126

143

173

395

134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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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정 전 합의

※ 2011년 기각결정 건수 55건 중 52건은 동일 내용으로 5개 사업자에 대하여 분쟁조정 신청한 건을 병합하여 처리한 건임
※ 2014년 각하결정 건수 265건 중에는 카드 3사 관련한 민원 249건 및 집단분쟁 3건 등이 포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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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분쟁사례 유형

부 록

분쟁조정위원회가 2016년 접수한 사건 중 가장 많이 접수된 침해 유형은 [표 2-1-17]에
서 보는 바와 같이 ‘고지한 범위를 넘어선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으로 49건이 접수
되었으며 이는 2013년 43건, 2014년 32건, 2015년 37건으로 대체로 감소하다가, 다시 증
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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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신청인(개인정보처리자)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한 고객의 전화
번호, 이메일 등을 정보주체인 고객의 동의 없이 홍보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업무처리 과정에
서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례가 많았다.
다음으로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유형으로 26건이 접수되었다. 이 유형은 2014
년 19건, 2015년 18건, 2016년 2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침해 유형이다. 대
표적인 침해사례는 정보주체의 가족을 통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개인정보취급자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임의로 수집·이용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그리고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미비’ 유형은 2014년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로 인하여 303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이후 2015년에는 9건으로 대폭 감소하였다가
2016년에는 14건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침해사례의 대부분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상
실수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이 보다 강화되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 세 가지 유형의 침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권리에 대한 주요한 침해 유형으로 2011
년 이후로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범사
회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표 2-1-17] 침해 유형별 분쟁조정사건 접수 현황

침해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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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연도별 현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19

76

43

32

37

49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12

19

21

19

18

26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미비

76

17

26

303

9

14

개인정보 훼손·침해 또는 누설

4

2

4

2

-

13

동의철회·열람 또는 정정요구 등 불응

2

1

13

16

6

13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5

10

13

11

2

12

기타(과도한 수집, 사생활 침해 등)

8

18

53

12

62

41

계

126

143

173

395

134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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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쟁조정사건 주요 조정사례
가. 인터넷을 검색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 보험회사가 판매한 보험상품에 가입한 계약자로, 2016년 1월 피신청
인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신청인의 담당 직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신청인의 휴
대전화번호를 검색하여 신청인의 출신대학과 근무지 정보를 수집 후 신청인의 직장에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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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사 부서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
집·이용한 데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이 보험금 보상처리에 필요하지 않은 신청인의 출신대학교와 근무지 등을 신청
인의 동의 없이 수집한 행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보를 수집토록 한 신용정보법 제15조 제1항과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나 상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행
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
인신용정보를 수집토록 한 같은 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분쟁조정위원회는 판단하여 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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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인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 결정을 하였다.

나. 회원정보를 열람하여 VIP 회원으로 가입시킨 화장품 판매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신청인은 2016년 1월경 화장품 판매업체인 피신청인의 직원으로부터 VIP 회원으로 가입
시켜주겠다는 권유와 VIP 혜택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자신의 과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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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이력 등 개인정보가 조회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로부터 이틀 후 신청인은 해당 VIP
회원가입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VIP 회원으로 가입되었다는 메시지를 피신청인의 직원으
로부터 받아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의 직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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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없이 열람하고 신청인을 VIP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시
동의받은 목적 이외로 이용하였고,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취급자인 직원에 대하여 적절한 관
리·감독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분쟁조정
위원회는 판단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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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조정 결정을 하였다.

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배우자에게 제공한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본인이 청구한 보험금이 과소 지급된 사
실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연락이 되지 않자 신청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상품의 과거 청구 내역에서 신청인의 배우자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전화하였다며
이에 대해 신청인은 배우자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알아내어 연락한 행위, 개인의 민원사실을
법률상 타인인 배우자에게 제공한 피신청인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요
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배우자와 통화한 목적은 「상법」 등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따른 보험
금 지급이 아니라 신청인의 민원해결 목적으로 신청인 배우자의 연락처를 이용한 피신청인
의 행위는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이용하도록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또한, 신청인의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제기 사실을 신청인의 배우
자에게 알려준 피신청인의 행위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
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을 위
반하였다고 판단한 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유사
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임직원 등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인식제고 교
육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조정 결정을 하였다.

라. 장기 미사용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같이
저장·관리한 업체에 대한 재발 방지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판매하는 사무기기를 구매 후 2014년 3월경 A/S를 통해 해당 제품
에 대한 전액환불을 받은 이후 본인의 정보가 파기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2016년 8월경
택배회사로부터 피신청인이 보낸 택배물품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확인 결과 이 물품은 신
청인과 동명이인인 사람에게 보내는 물품이었고, 이는 피신청인이 신청인 성명으로 DB를
검색 후 택배송장의 연락처란에 실수로 신청인의 연락처를 기재하였기 때문으로 밝혀져 신
청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분쟁
조정을 신청하였다.
132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 및 현황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2014.5.28.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2014.11.28. 개정)에 따라, 피신청인은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5
년 8월 28일부터는 1년 동안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
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또는 다른 법
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있으나 근거 없이 택배
회사에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하였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정보통신망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를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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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
보와 물리적·논리적으로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
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조정 결정을 하였다.

마. 공제금 지급 청구를 취소하였음에도 기 제출한 건강정보를 보관·이용한
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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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2013년 5월 피신청인에게 의료비 공제금 보상 청구를 위해 관련자료를 제출하
였다가 취소하였고, 이후 2015년 11월 공제금 보상청구를 다시 신청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보상청구 시 제출하였던 자료가 폐기되지 않고 보관되었던 것을 알게 되었고 피신청인에
게 이전 보상 청구 시 제출하였던 진료기록 등의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개인정
보 수집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였다며 불응하자 손해배상 및 관련 자료 삭제 조치를 요구하
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신청인이 공제금 청구를 위해 별도로 제출한 개인정보는 공제계약 유지 등에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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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신청인이 공제금 보상청구를 취소한 것은 공제금 청구 목적으로
한 진료기록 등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신청인의 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
야 하므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파기
하였어야 하나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
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신청인의 민감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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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조정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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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국제협력 및
국민 인식
강화

1. 국제적 이슈에 대한 적극적 대처

빅데이터 분석으로 새로운 융합정보가 창출되고 모든 것이 연결
과 접속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초연결 환경의 현대 사회에서 국가 간
교역의 확대 및 클라우드 서비스의 활성화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문제가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정보통신기술 환경의 변화
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간에 균형이 필요하게 되었다.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비식별화 조치, 잊힐 권리 등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국제적인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관
련 국제기구·협의체에 가입하고 다양한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개인
정보 보호법」을 비롯한 국내의 주요 제도·정책을 소개하는 등 적극
적인 국제협력 활동을 추진해 왔다.

가. 아시아·태평양 프라이버시 감독기구(APPA) 참여
보호위원회는 2012년 3월 APPA 회원으로 가입한 이래 매년 포럼
에 참가하여 국내 개인정보보호 정책 현황을 회원국에 소개하고 각
국의 정책 현황을 공유해오고 있다. APPA 포럼에서 발표한 우리나
라 주요정책은 [표 2-1-18]과 같다. 2016년에는 제45차(싱가포르)
와 제46차(멕시코) 포럼에 참가하여 해외 우수 법제 및 집행사례, 해
외의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해외 개인정보보호 감독
기구들과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였다.
제45차 포럼(싱가포르)에서는 ‘국내 주민등록번호 변경 근거 및
절차’,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회원국에 소개하고, 개인정보의 비식별처리·가명처리, EU 일반 개
인정보보호 규정(GDPR), 빅데이터 및 디지털 사회에 부합하기 위한
프라이버시 원칙 조정 등에 관하여 회원국들과 의견을 공유하였다.
제46차 포럼(멕시코)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 시행, 제
134

3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알리고 비식별처리, EU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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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보보호 규정(GDPR), 분쟁조정 등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해 회원국들과
의견을 공유하였다.

[표 2-1-18] APPA 포럼 발표 우리나라 주요 정책
APPA 포럼

위원회 발표 주요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소개

제38차

미국
(2012.12.)

개인정보 유출통지,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연차보고서 주요 내용 소개

제39차

뉴질랜드
(2013.6.)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 및 유효기간 제도,
보호위원회의 스마트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수립 권고 내용 소개

제40차

호주
(2013.12.)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정보주체의 동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동의제도 개편 방향 소개

제41차

대한민국
(2014.6.)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금융지주회사 등 고객정보 공유제도 개선권고 등 소개

제42차

캐나다
(2014.12.)

개인정보 대청소 캠페인 주요 내용, 실적 소개

제43차

홍콩
(2015.6.)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및 ‘개인정보 대청소 캠페인’ 실적 소개

제44차

홍콩·마카오
(2015.12.)

제45차

싱가포르
(2016.7.)

국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근거 및 절차 마련,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 소개

제46차

멕시코
(2016.12.)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 시행, 제3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소개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제37차

홍콩
(2012.6.)

법정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 2014년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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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6] 제45차 APPA 포럼

제 4 편 해외 동향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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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제개인정보보호감독기관회의(ICDPPC) 활동
보호위원회는 2012년 10월 제34차 ICDPPC 총회(우루과이)에서 ICDPPC 회원으로 가
입한 이래 매년 정기총회에 참여하였으며, 그동안의 주요 논의사항은 [표 2-1-19]와 같다.
2016년에도 제38차 ICDPPC 총회(2016.10.17~10.20, 모로코 마라케시)에 참가하여 인
공지능과 로봇공학,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 국가안보와 프
라이버시 간의 균형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회원국들과 논의하였다. 보호위원회는 제38차
ICDPPC 총회 논의사항을 반영하여 인공지능 및 로보틱스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
구용역을 수행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표 2-1-19] ICDPPC 회의 주요 논의사항
ICDPPC 회의
제34차 회의 (2012.10.18.∼10.21.)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

제35차 회의 (2013.9.23.∼9.26.)
폴란드 바르샤바

•국제법 집행 협력
•국제법상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보호 정착
•개인정보 처리방법 공개
•웹 추적 및 프라이버시

제36차 회의 (2014.10.13.∼10.16.)
모리셔스

•사물인터넷에 대한 모리셔스 선언 채택
•결의안(빅데이터, 국제협력,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

제37차 회의 (2015.10.26.∼10.29.)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한 UN특별보고 결의안, 정보처리 과정에서 투명성 강화 결의,
프라이버시와 인도주의 조치에 대한 결의안 채택
•유전자 정보와 건강정보, 유럽과 미국의 개인정보 교류 및 보호

제38차 회의 (2016.10.15.∼10.23.)
모로코 마라케시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
•국가안보와 프라이버시 간의 균형

[그림 2-1-17] ICDPPC 제38차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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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사항
•프라이버시와 기술의 균형
•공공영역과 사적 영역에서의 프로파일링
•온라인상의 행동마케팅 클라우딩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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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제프라이버시네트워크(GPEN)
국제프라이버시네트워크(GPEN, Global Privacy Enforcement Network, 이하 ‘GPEN’
이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주도로 2009년 회원국 간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를 공유하기 위해
온라인 게시판을 개설한 것을 계기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2017년 5월 기준으로 47개 국
가/경제주체, 65개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보호위원회도 2012년 1월 회원으
로 가입한 이래 다른 회원국과 지속해서 정보교류를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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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EN은 2013년에 회원국의 프라이버시 정책 투명성을 조사하고, ‘인터넷상의 프라이버
시(Internet Privacy)’를 주제로 프라이버시 스윕(Sweep)을 시행하였다. 2014년에 소비자
의 개인정보보호를 강조하는 모바일 앱 프라이버시 스윕과 회원국의 어린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Public Messaging’을 발표하였고, 2015년에는 민간기업의 투명성 보고 및 ICDPPC
와의 협력 하에 정보보호 협력 안내서(Enforcement Handbook)를 발간하였다. 2016년에
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을 주제로 한 프라이버시 스윕을 시행하여 25개 기관
이 이에 참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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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국제협력 활동
1) 영국 정보위원회(ICO) 방문
보호위원회는 2016년 10월 영국 정보위원회(ICO)를 방문하여 부위원장(Acting Vice
Commissioner) 및 정책국장(Head of Policy Delivery)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양 기관은 특히 개인정보의 정의 및 개인정보 여

제 4 편 해외 동향

부의 판단 기준, 익명처리와 가명처리, 익명처리의 기법, 익명처리된 정보의 공개 방법, 신
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 의한 데이터의 결합 등에 대하여 자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였다.

2) 국제프라이버시전문가협회(IAPP) 회의 참석
부 록

국제프라이버시전문가협회(IAPP,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ivacy Professionals)는 2000년에 설립된 비영리 기구로 국제 개인정보보호 인증프로그램 발족 및 개
발을 주로 담당한다. 다국적 기업, 정부기관, 프라이버시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참여 또는
가입 시 일정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한국 CPO 포럼’이라는 민간교류 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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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되어 있다. 유럽, 미국 등 전 세계에서 소규모 회의가 열려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및
국제회의와 각국의 개인정보정책과 관련한 토론이 진행된다. 보호위원회는 위원회 추진
과제에 부합하는 주제의 회의에 참석해오고 있다. 2016년에는 프라이버시와 유전자정보,
드론의 유용성 및 프라이버시 문제 등에 대한 토의에 참여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 국민 인식 강화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인 국민이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를 실천하고,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사고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인식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
행하고 있다.

가. 개인정보보호 인식 주간(PAW, Privacy Awareness Week) 캠페인
개인정보보호 인식 주간(PAW)이란 아시아·태평양 프라이버시 감독기구(APPA)가 회원
국들의 시민,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주간) 실시하는 사업이다.

[그림 2-1-18] 개인정보보호 인식 주간(PAW, Privacy Awareness Week)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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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위원회는 2016년 5월 18일부터 6월 17일까지 ‘나의 소중한 개인정보 지키기’라는
주제로 온라인 포털과 연계한 공익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캠페인 웹페이지에서는 스마트
폰, SNS, 보이스피싱 등 일상생활 속에서 유의해야 할 개인정보 수칙을 확인할 수 있는 ‘일
상생활 속 개인정보 지키기’ 코너를 마련하였다. 개인정보보호 상식을 체크할 수 있는 ‘개인
정보보호 퀴즈풀기’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올바른 행동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생활 속 개인정보보호 노력과 다짐 댓글 달기’를 통해 인식 공유의 장을 마련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 페어(PIS FAIR,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Fair)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2016년 개인정보보호 페어(2016년 6월 9일, 서울 COEX)는 ‘개인정보보호와 활용(Personal Information, How to Use & Protect)’이란 부제를 가지고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
업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담당자가 각자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를 소개하고 최신 보안 트렌드와 가이
드라인을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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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9] 2016 개인정보보호 페어 & CPO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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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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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홍보

보호위원회는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받은 국민이 손쉽
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를 안내하고 활성화하고자 온라인 홍보
를 진행하였다.
민간부문은 온라인 방문자 수가 가장 많은 국내 포털사이트를 활용하여 스토리형 플래시
배너를 제작하여 광고를 진행하였다. 또한, 공공부문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 유관기관
과 국민권익위원회, 민원24 등 대국민 서비스 홈페이지에 이미지 배너를 게시하여 이용자
가 배너를 클릭하면 바로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kopico.go.kr)로 이동할 수 있도
록 하였다.

[그림 2-1-20] 포털사이트 홍보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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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제1절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개선

1.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가. 법률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당시, 분야별 개별법인 정보통
신망법, 신용정보법이 정비되지 않음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간 정합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세 법률이 상
호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실무적으로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알
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
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의 원칙
에 따라 금융권 개인정보보호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2016년 4월 신용정보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2017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개정안에서는 신용정보법 수범대상을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인
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정하였다. 또한,
실무에서 법 적용 시 발생하는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회
사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되, 신용정보법과의 중첩사항
을 해소하여 신용정보법상에 규정하고,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호 조항은 배제하되 금융회사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지
켜야 할 사항은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2016년 3월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개정하
여 개인신용정보 조회시스템 구축의무 대상,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의 조회 대상을 조정하는 등 신용정보법상의 규제를 합리화하
였다. 또한, 개인신용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인 ‘신용정
보’의 정의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률상 개인정보의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였다.

나. 금융분야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법령 등 개정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관련 법령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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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도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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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은 대부업 관리·감독을 위한 최소한의 등록요건을 두고 최고 이자율 위반 등 ‘불법
영업행위 규제’를 위주로 규정되어 있었다. 대부업자의 개인신용정보 관리에 대한 준수 역량
이 낮은 반면, 대부업 시장이 확대되고 영세업체의 영업이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 우려
가 상존하였으나, 시·도지사 차원에서 개인정보 불법 활용행위까지 충분히 규제하기는 곤란
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대부업체가 적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
하고, 대부업 관리·감독 체제를 개편해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 방지가 가능하도록 대부업법
일부개정안을 2016년 7월 시행하게 되었다.
금융위원회는 대형 대부업자와 매입채권추심업자 등 시장영향이 커 개인정보의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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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거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큰 사업자들을 금융위원회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시켜 관리·
감독 수준을 한층 강화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를 불법유출·활용한 대부업체 등에 대한 제재
를 통해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2016년 3월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회원에 대한 법령 준수 지도 및 대부이
용자 보호 등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대부업협회의 업무수행 적정성 등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3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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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월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
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따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지도해온 데 이어
2016년부터 금융협회로 구성된 실무전담반을
운영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용정보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의 개정작업을 진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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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에는 금융회사 등의 이사회 개
최시기 등을 감안하여,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금융당국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를 기
존의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

부 록

로 조정하여 제출시기를 합리화하였다. 보고서
제출 의무는 2016년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실적 및 보고실적에 대한 보고부터 적용
되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2017년 3월까지 2016년 연차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임직원 등의 신용정보 관리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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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및 법정주의 강화

정부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또는 유출사고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관리
제도를 개선하면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자체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에 따
라 2014년 8월부터 시행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2016년부터는 더욱 강화하여
실시하였다. 그 일환으로 2016년 3월에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 가능한 법령 범위를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으로 한정하였다.

[표 2-2-1]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내용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2017.3.30. 시행)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① 제2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처리할 수 없다.

1. 법
 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2. ~ 3. 생략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 3. 생략

행정자치부는 일괄정비를 위한 기본원칙과 구체적인 정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처리 허용 5대 기준’을 개발하였다. 세부 내용은 [표 2-2-2]와 같다.

[표 2-2-2]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처리 허용 5대 기준
주민등록번호 처리 허용 5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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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병역, 과징금·과태료 부과, 결격사유 확인 등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 확인에 있어
반드시 당사자 특정이 필요한 경우

2

소송, 범죄수사, 감염병 관리 등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으면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건강보험·국민연금과 같은 공적보험 업무와 저소득층 지원 등 일신전속성이 강한 사회보장 업무

4

실지명의(實地名義)의 금융거래 확인, 신용평가 등 실명확인이 필요한 금융·신용 업무

5

가족관계등록부, 재산변동관계 증빙을 위한 각종 등기부·대장 등 본인확인이 필요한 공적 등록·등재·등기 등의
장부 작성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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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준을 근거로 2016년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필요한 시행령 39개와 시행규칙 497
개의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반드시 필요한 일부 시행규칙은 시행령(세
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에 근거를 마련하였다. 일괄 정비 후 2017년 3월 30일 기준
으로 주민등록번호 근거 하위법령 수는 총 1,180개에서 699개로 약 41% 감소하였다.
한편,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를 통해 각 부처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법령이 불가피한지 침해요인 평가 심사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심
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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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규정 또는 해당 서식을 담고
있는 400여 개 이상의 시행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근거가 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처리금지 원칙 도입 및 처리기준 강화의 취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허용 자치법규 7,505개의 정비를
완료하였다. 그리고 해당 법률 등의 제·개정 현황을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에 포함토록 함
으로써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보다 엄격히 관리·통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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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주민등록번호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연혁 및 내용
개정일

법 개정 취지

2013.8.6.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2014.3.24.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의무 부과

2016.3.29.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 강화

주요 개정 내용
•주민등록번호 처리 원칙적 금지
•법령 근거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 처리 허용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적으로 보관 시 의무적 암호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령 범위를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
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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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2016년 11월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이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
칙과 구체적인 조치요령을 안내하는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개인정
보를 필요 최소한만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부 록

해설서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 등을 발간하여 일반 국민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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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

[그림 2-2-3]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

3.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권익 강화

정부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수집 출처·처리 목적 등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
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은 자가 출처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내용으로 2016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였다.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대한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 또는 100
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
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
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다만,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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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인에게 알리거나 그 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연 1회 이상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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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고지하도록 하였다. 알려주는 방법은 서면, 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등 정보주체가 쉽
게 알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또한, 기관이나 사업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는
이 같은 방법으로 본인에게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보관·관리하도록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6월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과거에 이용자 스스로가 인터넷상에 게시했지만 지우기 힘들게 된 흔
적을 지울 수 있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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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 처리 현황(2016.12.31. 기준)

(단위 : 건)

구분

접근배제 요청건수

접근배제 처리건수

상위 인터넷 사업자(11개)

7,177

3,972

가이드라인은 본인이 삭제하기 어려운 자기 게시물을 접근배제 처리하기 위해 게시판 관
리자에게 요청하는 방법과 절차를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용자는 우선 본인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게시물을 삭제하기 어려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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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게시판 관리자에게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이용자는 해당 게시물이 자기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접근배
제를 요청해야 한다. 접근배제 요청 게시물이나 동일 서비스 내에 같은 아이디(ID)로 작성된
타 게시물에서 나타나는 성별·나이·직장·사진 인물 등 각종 정보와의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게시판 관리자에게 삭제 요청한 게시물이 이용자 본인이 작성한 것임
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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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다른 이용자의 권리 간의 균형 있는 조화를 위해
마련된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은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본인이 아닌 제3자가 허위로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는 등의 악용 가능성을 막기 위해,

부 록

본인 스스로는 자기 게시물임을 알더라도 객관적으로 해당 게시물이 자기 게시물임을 입증
할 수 없다면 게시판·검색 사업자는 접근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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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 요청 개요

이
용
자

① 이용자 본인이 직접 자기 게시물 삭제 시도
② 직접 삭제가 어려운 경우, 게시판 관리자에게 접근배제 요청
③ 게시판 관리자의 접근배제 조치 후, 검색목록 배제를 원하는 경우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검색목록 배제 요청

본
인

※ (예외) 게시판 관리자가 사이트 관리 중단 등으로 접근배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직접 검색목록 배제 요청

(요청)

사
업
자

< 게시판 관리자 >
- 블라인드 처리방법으로 접근배제 조치 실시
< 검색서비스 사업자 >
- 캐시 등을 삭제하여 검색목록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접근배제 조치 실시

(이의신청)

제
3
자

(통지)

(통지)

접근배제 요청인이 아닌 자신이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것임을 주장하는 제3자가 접근재개 요청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만 하면 개인정보
의 유상판매가 가능한 현행법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유상판매 사실’
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41)을 마련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의 ‘동의 철회권’ 외에 ‘처리정지 요구권’을 신설하여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이용자가 사후에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강화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개정(2015년 3월) 내용 중,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 강화, 개인
정보 조회금지 신청을 통한 추가 피해 방지 등이 2016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신용정
보 보호 관련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등 개정 신용정보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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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
 016년 9월 입법예고 및 2017년 3월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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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소비자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는 없다. 또한, 소비자는 금융회사 등의 홈페이지에서 최근
3년간의 본인 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의 신용정보 유출이 우려
되는 경우, 신용조회회사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해 달라
고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그림 2-2-5]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강화에 대한 주요 법령 개정 내용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강화

「개인정보 보호법」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시
유상 판매 사실에 대한
내용 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철회권’ 외에 ‘처리정지
요구권’ 신설

신용정보법
●

●

●

금융회사는 ‘필수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동의 요청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 제공
개인신용정보 조회 사실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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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은 자가 출처 등을
정보주체에게 고지

정보통신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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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행정자치부장관은 전체 공공기관과 5만 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를
부 록

대상으로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의 준수 여부를 매 2년마다 조사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성 확보 규정을 강화하였다. 또한, 9월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을 개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조치사항을 차등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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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5]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차등화 주요 내용
유형

적용 대상

조치사항 차등화

유형1
(완화)

•보유량 1만 명 미만 소상공인, 단체, 개인

•실효성 없는 과도한 규제 및
기술변화 반영사항 적용 면제

유형2
(표준)

•보유량 100만 명 미만 중소기업
•보유량 10만 명 미만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보유량 1만 명 이상 소상공인, 단체, 개인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조치 등
기존 안전조치 사항 강화

유형3
(강화)

•보유량 10만 명 이상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보유량 100만 명 이상 중소기업, 단체

•기술변화 및 보안투자 필요한 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여 보호수준 상향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9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용자가 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해당 개인정보 파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
지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 보
관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서비스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였다.

5. 개인정보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 강화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여 2015년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
정보법상에 법정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 이래 2016년 3월 정보통신망법과 2016년 9월 동법 시
행령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가 관
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각적으로 개선하고 사업주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
였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업체의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에 대해서는 방송통
신위원회가 징계를 권고할 수 있게 하여 기업 임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였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
원(KISA)이 해당 정보의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강화하
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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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정 및 시행

2015.7.24. 개정
2016.7.25. 시행

2016.3.22. 개정
2017.7.25. 시행

2015.3.11. 개정
2015.9.12. 시행

주체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신용정보회사 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

제39조(손해배상책임)③

제32조(손해배상)②

제43조(손해배상의 책임)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가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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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6]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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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

가. 스마트폰 앱 사용자에 대한 정보보호 강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과도한 개인정보 접근권한 문제로 개인정보 침해 이슈가 발생한
스마트폰 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에 접근권한 규정을 신설(2016년 3월)
하였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 제공에 스마트폰 앱이 반드시 필요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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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권한을 요구하는 것인지 선택적 접근권한을 요구하는 것인지에 대해 이용자가 알 수 있도
록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스마트폰 앱 사업자가 앱을 통해 스마트폰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기
능의 범위 명확화,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는 방법 제시, 스마트폰 앱 관련 사업자별로 조치해

부 록

야 할 구체적인 사항들을 반영하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개정(2017년 3월)하였다. 이로
써 과도한 접근권한 요구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모바일 이용 환경
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3월 접근권한 관련 개정 내용을 이
용자와 사업자가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상세 안내서도 함께 마련해 배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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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새로운 ICT 출현에 발맞춘 개인정보보호 강화
미래창조과학부의 ‘2015년 빅데이터 시장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국내 빅데
이터 시장이 2,623억 원 규모로 매년 고성장 추세를 보이는 등 빅데이터 산업 및 새로운 ICT
출현으로 신산업 발전과 개인정보보호를 동시에 조화롭게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
었다. 이와 관련한 국제적 동향을 보면, EU는 2016년 4월 GDPR을 채택(2018년 5월 시행)
하였고, 일본은 2016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익명가공정보 개념을 도입
하여 개인정보보호와 더불어 정보활용 산업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그림 2-2-6] 빅데이터 관련 시장 규모 및 전망

30.3%
22.5%

2,623
2,013

1,643

2013년
69.0

2014년

2015년

출처 : 2015 빅데이터 시장조사(미래창조과학부 등, 2015.)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행정자치부도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
조과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6년 6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
인’을 발간하였다.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비식별 기법을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개인
정보를 비식별 조치한 후, 법률 전문가 및 비식별 기법 전문가로 구성된 적정성 평가단으로
부터 적정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재식별 방지를 위하여 비식별 정보에 대해서도 목적 달성 시 파기, 지
속적인 비식별 가능 여부 모니터링, 의도와 달리 재식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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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하도록 하는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통한 사후관리 의무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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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확대로 한 번 국외이전된 개인정보가 다시
제3국으로 재이전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재이전 시에도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국외이전 또는 재이전이 이루어져 이용자의 권리 침해 우려
가 있을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국외이전·재이전 중단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
였다. 이와 같이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규제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체계 및 글로벌 스
탠더드에 맞게 정비된다면 신규 ICT 산업 분야에서도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7.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의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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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보호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이 강화되
었다. 관계기관 등에 대한 사실조회 요구 및 의무 명시, 정책·제도개선 권고 및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 점검, 위법행위 인지 시 관계기관에 대한 조사 요구권, 법령 제·개정에 대한 개인
정보 침해요인 평가 등의 사항이 신설되었고,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 기능, 개인정보분
쟁조정위원회 기능이 보호위원회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2016년 7월 침해평가과 신설, 법
령평가전문위원회 구성 등의 사전 준비가 진행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조사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들의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및 실태 점검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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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하는 ‘개인정보침해조사과’를 2017년 2월 신설하였다. 인력이 늘어난 신설조직에서는 홈
쇼핑, 인터넷쇼핑몰 등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에 대한 주
기적인 기획조사와 실태 점검이 가능해짐으로써 개인정보 침해조사와 관련된 업무역량이 강
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 록

한편,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정보의 집중관리를 통해 신용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활용함
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2016년 1월 한국신용정보원이 설립되었
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공공 목
적의 조사 및 분석 업무뿐 아니라 집중관리 신용정보를 활용한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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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업무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이 설립됨으로써 은행연합회 등 각 협회에서 분산·관리하던 신용정보가
통합되어 신용정보의 보안관리가 강화됨은 물론, 빅데이터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고 이를 효
과적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되어 기술금융과 핀테크 분야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근절을 위하여 ‘불법사금융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
센터’(이하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라 한다) 운영을 통해 2016년 총 192건의 상담 및
신고를 처리하였다.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는 신고자가 개인정보 매매자, 거래사이트,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내용 등 개인정보 불법유통·활용 관련 사항을 신고하면 상담요원이 신고내용을 확인하
고 피해 가능성이 있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피해 예방요령 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개인정보 불법유통·활용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신
고접수·수사기관 통보 현황 및 특이사례 등을 매일 점검하고 금융회사와 관련된 사항은 해
당 금융회사에서 신속히 조치하도록 지도하여 추가적인 피해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가 불법유통되는 것을 현장에서 근절하고, 금융사기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감시단은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불법유통·매매행위 등 모든 불법거래와 오프라인상
의 불법대부광고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인정보 불법유통·매매 등 불법행
위 혐의자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즉시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인터넷상의 불법광고
게시글 및 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포털업체에 신속히 차단을 요
청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피해 방지 성과를 거두었다.

[표 2-2-7]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 제보 실적(2016.2.~10.)
불법 대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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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오프라인

미등록
대부광고

대포통장
매매

작업
대출

소액
대출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용
카드깡

계

온라인
866

172,090

582

1,975

660

648

209

52

177,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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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1. 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 가입 추진

국제 공조 및
국제협력
강화

세계 경제의 디지털화, 글로벌화로 개인정보를 비롯한 데이터의
국가 간 이전이 활발해짐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사고 공동 대응을 위
한 국제 공조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글로벌 프레임워크 개발과 적
용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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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행정자치부는 우리 기업의 EU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 가입을 추진하였다. EU 적정성 평가는
「1995 EU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제3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을 심사하여 EU와 같은 수준으로 평가하면 EU 회원국 개인정보를
제3국에 이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이다. EU 적
정성 평가제도 가입 시 국내기업은 개인정보 국외이전 계약 체결 등
추가 규제 없이 EU 기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영업활동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EU 적정성 평가를 받은 국가(자치령 포함)는 [표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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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표 2-2-8] EU 적정성 평가를 받은 국가(자치령 포함) 현황(총 12개국)
승인일

국가(자치령 포함)

1

2000.7.

스위스

7

2008.10.

우루과이

2

2001.12.

캐나다

8

2009.12.

뉴질랜드

3

2003.6.

아르헨티나

9

2010.3.

페로 제도
(the Faroe Islands, 덴마크령 제도)

4

2003.11.

건지
(Guernsey, 영국해협의 영국령 섬)

10

2010.10.

안도라

5

2004.4.

맨섬
(Isle of man,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위치한 섬)

11

2011.1.

이스라엘

6

2008.5.

저지(Jersey, 영국해협의 영국령 섬)

12

2016.7.

미국
(미-EU 프라이버시 쉴드 협약)

부 록

국가(자치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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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일

출처 : http://ec.europa.eu/justice/data-protection/international-transfers/adequacy/index_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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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EU 적정성 평가 가입 시 기대효과

개인정보보호 규제체계의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성 제고

국내기업의 EU 진출 여건 획기적 개선
→ EU 진출 시 비용절감
EU 적정성
평가 가입 시
기대효과

클라우드 서비스, 게임산업,
스마트카, 핀테크 등 신산업 육성에 기여

개인정보보호 우수 국가로서의
한국 대외 이미지 강화

행정자치부는 EU 적정성 평가제도 가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해 산·학·관 전문
가 15인으로 구성된 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여, 2015년
8월부터 운영하였으며 2016년에는 총 8회에 걸쳐 대면 및 서면 회의를 개최하였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 4월, 한국 개인정보보호 법체계가 EU 적정성 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설명하는 ‘자체평가 보고서(Self-Assessment)’를 마련하고 EU 집행위를 방문하여 제출한
것은 물론, 적정성 평가 신속 가입을 위한 한국 정부의 조기 가입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
한, 7월에는 한-EU 인적·학술적 교류를 통한 우호적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하여 EU집행위원
회 등 적정성 평가 관련 핵심 해외인사를 초청하여 한-EU 개인정보보호 세미나를 개최함으
로써 EU 전문가들과 한-EU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대해 활발하게 토론하였다.

[그림 2-2-8] 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 가입 추진 활동
2015. 8월 ~
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
(산·학·관 전문가 15인)

2016년

민·관 합동 추진단,
대면 및 서면회의 개최(8회)

2016. 4월

‘자체평가 보고서
(Self-Assessment)’ 제출

2016. 7월

한-EU 개인정보보호
세미나 개최

국제적 네트워크 강화 활동(연중)
•제38차 국제개인정보보호감독기관회의(ICDPPC) 총회 참석
•제45·46차 아시아·태평양 프라이버시 감독기구(APPA) 포럼 참석

특히 2016년에는 제38차 국제개인정보보호기관회의(ICDPPC) 총회, 제45·46차 아시
아·태평양 프라이버시 감독기구(APPA) 등 다양한 국제기구 행사에 참여하고 EU 집행위원
회를 방문하는 등 EU 적정성 평가 관계기관 및 회원국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네트워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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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ICDPPC 참석 기간 중 프랑스, 네덜란드 등 주요 EU 개인정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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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기구 대상으로 한국 개인정보보호 법제 및 영향평가 등 사업을 소개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 개인정보보호 법제 및 체계의 우수성을 홍보하였다.

2. 국가 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s) 가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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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EU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외부적 조건이라면 우
리나라가 회원국인 APEC에서는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 수립에 참여하여 주도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자치부와 함께 APEC 국가 간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인 CBPRs42) 가입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와 함께 CBPRs 가입추진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하여
범부처 공동가입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관계부처 협의회는 총 3회 개최되었으며, 4개 부
처의 공동 가입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CBPRs의 산업적 수요파악을, 외교부는 APEC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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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채널 등을 지원하였다. 협의회는 CBPRs 가입신청, 추진내용을 12월 27일 국무회의에 보
고하였고 12월 28일 외교부를 통해서 APEC에 CBPRs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CBPRs 인증기관 신청 준비 등 제도의 안정적인 국내 도
입·운영을 위한 후속 작업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국내 CBPRs 인증기관 지정·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18년 이후부터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참고로 현재까지 APEC CBPRs 가입 현황은 [표 2-2-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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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9] APEC 국가 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s) 가입국 및 인증기관 현황
가입 국가

2012.7.

미국

2

2013.1.

멕시코

3

2014.4.

일본

4

2015.3.

캐나다

승인일

인증기관(국가)

2013.6.

TRUSTe(미국)

2016.1.

JIPDEC(일본)

부 록

승인일
1

※ TRUSTe가 Apple, IBM 등 19개 기업, JIPDEC이 1개 기업 인증

42) Cross-Border Privacy Rules system, APEC에서 개발한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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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 2016년 CBPRs 가입 추진현황

2016년 CBPRs 가입 추진현황

3. 기타 국제협력 추진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하반기부터 APEC 내 개인정보보호그룹(ECSG-DPS, Electronic Commerce Steering Group-Data Privacy Subgroup) 의장단과 APEC CBPRs의
핵심 활동그룹인 공동감독패널(JOP, Joint Oversight Panel) 활동도 시작할 예정인데, 이러
한 APEC 내의 주도적인 활동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정책 개발 시 주도권을 확보하고 대한민
국의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리더십을 점차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외에도 APEC의 디지털경제 정보보호·프라이버시 작업반(WPSPDE,
Working Party on Security and Privacy in the Digital Economy) 등 국제회의 또는 글로
벌 개인정보보호 협의체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변화하는 ICT 환경에 따른 신규 프라
이버시 이슈를 공유하고, 해외 감독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였다.

[표 2-2-10] 기관별 국제기구 가입 현황
기관

국제기구

행정자치부

APEC ECSG, GPEN, ICDPPC(준회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GPEN, ICDPPC(정회원), APPA(정회원)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국세청

APEC ECSG, OECD WPSPDE
※ APEC ECSG DPS 부의장 및 JOP 회원으로 선출
APEC ECSG, GPEN, ICDPPC(정회원), APPA(정회원), OECD WPSPDE, IWGDPT
OECD ESG, Global Forum, OECD TRACE, OECD WP10 회의 등

※ APEC ECSG(전자상거래 선도그룹), APEC ECSG DPS(전자상거래 그룹 개인정보보호분과그룹), GPEN(글로벌 프라이버시 네
트워크), 국제개인정보보호감독기관회의(ICDPPC), APPA(아시아·태평양 프라이버시 감독기구), OECD WPSPDE(정보보호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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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IWGDPT(ICDPPC 산하 프라이버시 연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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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인정보 침해 사고 예방 강화
제2절 정보주체 권리 보장
제3절 개인정보 실태 점검 및 개선

부 록

제4절 개인정보 환경 개선과 기술 지원
제5절 자율규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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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개인정보보호 기반 강화

제1절

개인정보
침해 사고
예방 강화

1. 개인정보 유·노출 예방 및 대응

행정자치부는 공공부문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 노출된 개인정보는 해당
기관에 즉시 삭제하도록 하고, 홈페이지 설계 오류를 개선하는 등 재
발 방지 대책을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개인정보 노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2016년에는 검색 대상을 기존 19만 개에
서 20만 개로 확대한 데 이어 반복·대량 노출 기관 298개를 대상으
로 재발 방지를 위한 방문·집합교육을 실시하였다. 연도별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 현황은 [표 2-3-1]과 같다.

2017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표 2-3-1] 연도별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 현황

(단위 : 개, 건)
노출 현황

구분

점검 사이트 수

홈페이지 수

건수

노출 비율

2007년

6,961

704

92,587

10.1%

2008년

24,680

556

31,684

2.3%

2009년

69,700

478

23,183

0.7%

2010년

364,048

412

27,332

0.1%

2011년

1,074,110

845

79,730

0.08%

2012년

1,620,052

1,164

35,595

0.07%

2013년

2,620,714

727

56,226

0.03%

2014년

3,448,580

687

130,264

0.02%

2015년

4,184,428

774

182,445

0.02%

2016년

4,634,890

528

308,480

0.01%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국내외 웹사이트 320만 개를 대상으로 대국
민 홈페이지 위·변조 사고, 개인정보 노출 사고 등의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노출, 불법유통
게시물 등을 검색하고 해당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개인정보 노출대응시스
템’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
호, 건강보험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등 8종의 노출 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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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DB’, ‘계정판매’ 등 150여 개 키워드를 통해 개인정보의 불법유통 게시물을 검색한다.

구분

개인정보 노출

불법유통 게시글

(단위 : 건)

탐지

삭제

삭제율

국내

4,182

4,179

99.9%

국외

603

554

91.9%

합계

4,785

4,733

98.9%

국내

17,185

15,800

91.9%

국외

47,459

45,138

95.1%

합계

64,644

60,938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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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 국내외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게시물 검색·삭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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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는 웹사이트 내 노출된 개인정보의 검색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웹사이트(기존 개
인정보 노출 사이트 또는 일 평균 1,000명 이상 방문 사이트 약 2만 개)의 검색 주기를 기존
의 2주에서 3일로 단축하고, 국내 검색대상을 280만 개에서 340만 개로 확대하였다.
2016년 8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동으로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사업자는 이를 참고하여 자사의 상황에 알맞은 ‘사업자 개인정보 유
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세부적인 대응절차 및 방법과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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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유사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이용자 및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
였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중국, 대만 등 중화권 국가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개인정보 노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중인터넷협력센터43)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노출된 한국
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직접 삭제요청과, 중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개선, 중국 개인정
보보호 법제도 연구 및 대응방안 마련, 한국인 개인정보 노출 사례의 원인 연구 등을 추진하
고 있다. 2016년 말 기준 한중인터넷협력센터의 개인정보 노출 삭제율은 79.6%, 불법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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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삭제율은 96.1%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미주 지역 등에 개인정보 관련 협력센터를 확대·설치하여 개인정
보보호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부 록

43) 한중인터넷협력센터 :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중화권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SNS 등에 노출된 한국인 개인정보 및 불법유통
게시글을 삭제·조치하기 위해 베이징에 설립한 협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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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개인정보 유출 대응 절차

1. 개인정보 유출 신속 대응팀 구성
CEO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 부서

개인정보 보호 부서

정보보호 관리자

개인정보 보호관리자

정보보호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유출사고
발생

IT 부서

정보시스템 담당자

고객지원 부서

2. 유출 원인 파악 및 추가 유출 방지 조치
●

●

신속 대응팀

●

●

개인정보 침해 사고 접수 및 사실 여부 확인
개인정보 유출사고 원인 파악
접근통제, 모니터링 강화
유출된 개인정보 회수

3.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통지
신속 대응팀
개인정보
유출 신고

침해 사고
신고

범죄
신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

4. 이용자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신속 대응팀

개인정보 유출사고 전파

관계사

이용자 피해구제, 분쟁조정 안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이용자

재발 방지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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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2016.6.)

전직원

구분

2013년
노출

(단위 : 개)

2014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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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3] 중화권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게시물 삭제 실적

2016년

삭제

삭제율

노출

삭제

삭제율

노출

삭제

삭제율

노출

삭제

삭제율

개인정보 1,671

1,356

81.1%

409

369

90.2%

211

200

94.8%

142

113

79.6%

불법유통
5,628
게시물

3,083

54.8%

8,520

7,785

91.4%

2,920

2,530

86.6%

3,261

3,133

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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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영향평가제 운영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개인정
보 영향평가 수행이 의무화되어 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 운용
시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함으로써 침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
하기 위해 마련된 평가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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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첫째, 영향평가기관 소속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총 409명
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신규로 225명에게 영향평가 인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총 1,027명의 영향평가 전문인력을 확보하였다. 둘째, 기존 영향평가 지표 중 중복되는 내용
은 통합하고, 신기술을 반영하여 지표를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데 기
여하였다. 셋째,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2015.12.31.)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
내서를 현행화하여 개정된 제도를 충실히 따르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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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개인정보 영향평가제 운영 성과

영향평가 지표 개정
(중복 내용 통합, 신기술 반영)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현행화

전문인력 확보

평가 효율화

개정 제도 안내

부 록

영향평가기관 소속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총 1,0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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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관리 강화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의 등
록 현황을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통
해 공개하고 있다. 이는 정보주체인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떤 공공기관에서 어떤 목적
으로 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등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 모든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일 과다 운용, 제3자 제공 근거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일제정비를 실시하였다. 개인정
보파일 등록 주체별로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표 2-3-4]와 같이 2015년 대
비 총 4만 2,163건이 감소하였고 교육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이 3만 건 이상 감소한 것
을 알 수 있다.

[표 2-3-4] 201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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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구분

총계

국가행정

지방자치

교육기관

2006

28,081

882

9,264

17,935

2007

92,855

999

40,960

50,895

2008

323,567

7,761

46,174

269,632

2009

375,441

4,883

78,928

291,630

2010

309,355

5,682

67,800

235,873

2011

261,725

9,796

89,033

162,896

2012

323,425

14,356

151,400

157,669

2013

336,820

16,971

168,424

151,425

2014

347,459

17,093

178,342

152,024

2015

349,020

16,097

179,700

153,223

2016

306,857

15,229

173,202

118,426

구분

기관명

파일수

개인정보건수

기관명

파일수

개인정보건수

소계

15,229

127,820,747,436

구분

새만금개발청

1

29

감사원

8

242,734

행정자치부

133

168,762,450

기획재정부

65

55,161,854

국민안전처

477

62,569,71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800

인사혁신처

47

15,471,539

원자력안전위원회

32

445,130

황해경제자유구역청

4

2,86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1

19,937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9

28,378

국무조정실

157

20,075,348

대한상공회의소

22

15,392,364

공정거래위원회

31

2,805,433

소계

173,202

4,263,508,117

국가행정기관

국민권익위원회

22

14,269,421

세종특별자치시

776

12,924,363

금융위원회

220

463,782,805

서울특별시

16,825

603,476,728

235,596

부산광역시

8,342

227,303,197

28,496,403

대구광역시

7,335

259,937,857

해양수산부

494

6,280,146

인천광역시

7,752

194,370,295

국세청

21

5,070,572,418

광주광역시

4,954

275,425,619

관세청

24

265,994,537

대전광역시

3,291

166,395,384

조달청

8

894,233

울산광역시

3,425

97,616,270

통계청

12

365,297

경기도

27,961

955,178,674

통일부

44

3,014,809

강원도

10,283

175,222,953

외교부

47

80,829,232

충청북도

6,891

76,801,519

법무부

27

13,053,595

충청남도

13,195

141,599,874

대검찰청

50

810

전라북도

9,622

182,202,312

국방부

32

21,577,457

전라남도

17,051

190,241,790

병무청

512

129,098,623

경상북도

15,292

235,962,985

경찰청

5,274

734,904,336

경상남도

18,233

272,862,033

교육부

304

50,116,710

제주특별자치도

1,974

195,986,264

보건복지부

738

117,050,990,315

소계

118,426

694,386,569

기상청

33

136,159

대학

10,065

454,983,542

문화체육관광부

410

17,267,876

서울특별시교육청

10,673

45,507,681

여성가족부

39

5,751,785

부산광역시교육청

7,342

31,009,219

농촌진흥청

26

895,674

대구광역시교육청

4,200

14,273,617

산림청

713

5,196,522

인천광역시교육청

5,085

10,323,594

중소기업청

91

5,017,943

광주광역시교육청

2,803

6,957,820

특허청

97

5,264,420

대전광역시교육청

2,589

6,488,958

산업통상자원부

418

91,705,002

울산광역시교육청

2,303

5,883,259

식품의약품안전처

118

1,121,566

경기도교육청

20,935

39,912,804
8,145,222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환경부

231

14,215,933

강원도교육청

6,792

고용노동부

2,248

461,937,268

충청북도교육청

4,753

6,386,098

농림축산식품부

327

42,014,731

충청남도교육청

8,061

10,594,653

24

129,557

전라북도교육청

7,102

8,785,943

13

133,737

전라남도교육청

6,542

12,024,960

국토교통부

348

557,043,371

경상북도교육청

7,364

14,178,097

국가인권위원회

2

50,800

경상남도교육청

9,082

14,972,25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

13,57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716

3,032,989

방위사업청

15

309,26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019

925,859

미래창조과학부

611

2,337,086,934

306,857

132,778,642,122

총계

부 록

문화재청
방송통신위원회

제 4 편 해외 동향

4
640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법제처
국가보훈처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국가행정기관

(단위 : 건)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 및 현황

[표 2-3-5] 2016년 공공기관별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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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1.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운영

2016년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

정보주체
권리 보장

담 건수는 약 9만 8,000건이다. 이는 2015년 15만 2,000건에 비해
약 35% 감소한 수치로, 가장 접수량이 많았던 2013년 17만 7,000
건과 비교해 약 44% 감소하였다.
2016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유형을 살펴보면 주민등록번
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이 4만 8,000건(약 49%)이고,
신용정보 관련 문의 등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 외 관련 건이 3만
8,000건(약 39%)으로 전체 88%를 차지하며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
가적인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출 통지 및 신고 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 2016년에는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강화, 자율점검 체
계 확립 등을 통해 유출신고 건수가 발생하지 않았다.

[표 2-3-6]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신고·상담 접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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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신고

847

988

2,139

1,788

2,556

2,058

2,347

2,992

2,316

1,559

상담

25,118

38,823

33,028

53,044

119,659 164,743 175,389 155,908 149,835

96,651

합계

25,965

39,811

35,167

54,832

122,215 166,801 177,736 158,900 152,151

98,210

(단위 : 건)

접수 유형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1,623

3,507

2,634

3,923

2,442

2,568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 또는 명시 의무 불이행

53

396

84

268

65

54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379

847

1,139

1,200

868

390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1,499

2,196

1,988

2,242

3,585

3,141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훼손·침해 등

278

941

1,022

1,036

857

622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고지의무 불이행

36

125

44

40

22

25

영업의 양수 등의 통지의무 불이행

64

44

47

54

41

41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

38

48

51

39

48

123

10,958

3,855

4,518

7,404

4,006

2,731

488

779

602

686

767

545

동의철회·열람 또는 정정 요구 불응

662

717

674

792

957

855

동의철회, 열람·정정을 수집보다 쉽게 해야 할 조치 미이행

800

660

510

352

381

286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71

47

36

33

34

33

67,094 139,724 129,103 83,126

77,598

48,557

38,172

60,480

38,239

122,215 166,801 177,736 158,900 152,151

98,210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외 관련(신용정보 관련 문의 등)
합계

12,915

35,284

57,705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 관련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 및 현황

[표 2-3-7] 개인정보침해 접수 유형 분석

※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에는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 민원이 포함되어 있음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외 관련’에는 개인정보 관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사업문의 민원이 포함되어 있음(2013년 4월~)

2.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피해 예방 조치 강화

개인신용정보 보호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정보법이 2016년 3월 시행됨에 따라
제 4 편 해외 동향

금융소비자는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의 홈페이지에서 조회시스템에 대한 이용방법과 절
차를 확인할 수 있으며, 2016년 3월 이후 이용·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최근 3년간의
이용·제공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신분증을 분실하는 등 개인신용정보의 유출이 우려되는

부 록

금융소비자는 신용조회회사에 본인 정보가 조회되는 경우 통지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명의도용자가 신규 금융거래를 신청하는 경우, 거래과정에서 신용조회회사가 ‘의심거
래자’임을 금융회사에 통보하여 금융거래 절차가 중단되며, 신용조회회사는 동 사실을 신청
인에게 통지함으로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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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개인정보
실태 점검 및
개선

1.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강화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계획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고 다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교육·보건복지 등
8대 분야를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 차원의 기획점검과, 침해신고,
민원접수 등 사고 발생 시 이루어지는 특별점검 등 매년 300여 개 이
상의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크거
나 과태료 금액이 많은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경각심을 고취함
으로써 동종업종 전반의 자체점검 및 개선을 유도하고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기본계획’에 따
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선정하여 개인정보보호 현장검사 및
온라인 검사를 실시하였다. 2016년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기업을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는 원칙을 갖
고, 위반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행정자치부 대표 홈페이지
(www.moi.go.kr)를 통해 공표하였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ICT 수탁사의 개선계획서 이행 확인을 강화
하여, 위탁사 시스템의 실제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
다. 아울러 현장점검의 기초자료로만 활용하던 홈페이지 법규준수
점검에는 컨설팅을 병행함으로써 실제 사업자가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한 법규 위반사항이 개선되는 성과
를 거두었다.
행정자치부는 전문적인 기술과 인력을 보유한 자동차, 호텔업 등
민간단체와 협업을 통한 자율적 점검체계를 확립하였다. 이를 위해
손쉽게 온라인에서 자율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 지원체계도 마련하였다. 특히 민감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량으
로 취급하는 공공분야의 경우 일제 자율점검 및 현장점검을 병행하
여 관리수준을 한층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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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1년간 배달·부동산·포인트·홈쇼핑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의 사업자 16개, 주민등록번호 파기·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등 법령상 주요 의무사항 이행점
검 사업자 128개, 개인정보 침해 사고 사업자 96개 등 총 267개 사업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였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부칙에서 정한 2012년 8월 17일 이전에 수집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파기 경과 기간(2014.8.17.)이 지남에 따라, 1일 방문자 수 2만 5,000명 이상 5만 명 이하인
주요 웹사이트 102개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파기실태를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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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5년 8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시행에 따라
관련 민원이 발생한 업종의 일평균방문자 수 상위랭크 3∼5개 사업자 26개사를 대상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또는 별도 분리·보관
여부를 점검하여 개선하였다.
아울러 수사기관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인지한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와 개인정보 유출 자
진신고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하여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
호조치 미준수 등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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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5월 인터파크에서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징금 등을 부과하였다. I사의 경우, 개정 정보통신망
법을 적용하여 역대 최대 과징금(44억 8,000만 원)을 부과함으로써 사업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한 사후대응 및 일회성 점검에서 탈피해
통신·모바일 앱·홈페이지 등 국민들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해 연중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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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하고 사이버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2016년, 사이버안전 대진단은 총 4개 분야
(민간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업, 웹하드 등록사이트, 다중이
용 온라인서비스) 약 700개 시설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추진되었으며 그 결과에 대한 현장
조치·이행권고 등 조치지원을 통해 대국민 이용 서비스에 대한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부 록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 암호화가 의무화
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통해 금융회사 등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고 있는 주민등록번
호의 암호화 조치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조치기한 내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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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
인, 보험설계사 등 모집업무 수탁자의 불법취득 신용정보 이용 여부, 개인신용정보 취득
경로 등에 대한 확인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서 모집업무를 위탁한 금융회사 및 업권별 협회는
매 분기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특이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2016년 3월 금융회사가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접근권한을 최소화하는 것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동법 시행령의 일부개정
안이 2016년 11월 입법예고됨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철
회 방법을 법령 시행 전에 마련하도록 이행을 독려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정된 신용정보법의 시행에 따라 2016년 금융회사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테마검사를 실시하였다. 2016년 4월부터 6월까지는 은행, 증권, 보험 등 400여 개 금
융회사를 대상으로 신규 도입된 제도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2016
년 7월에는 일부 미흡한 117개 금융회사에 대해 이행을 독려한 후 10월에 재조사를 실시하
여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의 미비점이 보완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 2016년 12월부
터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2.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스스로 보호 수준을 파악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활동을 수행함으로
써 안전한 보호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진단 지표를 제공하고 관련 컨설팅도 수행
하고 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은 기관별 실적과 증빙자료를 제출양식에 따라 개인
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한 후, 전문가로 구성된 진단위원회에서 증빙자료 검증과
평가를 수행하고, 이의신청 등을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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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관리체계 구축(30)

보호대책 수립 및 시행(30)

가중치

1. 개인정보보호 기반 마련(전담조직·인력, 예산)

5

2. 위탁업무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활동

12

3. 개인정보보호 교육 추진

5

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수행

8

5. 개인정보 수집

5

6. 개인정보 이용·제공 절차 운영

9

7.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10

8.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6

9.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및 자율 개선

10

10. 개인정보 침해 사고 대응절차 수립

10

1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이용 및 관리

14

12.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제한

6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침해 사고 대책(40)

진단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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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8] 201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지표

201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은 총 749개 기관(중앙부처 45, 지방자치
단체 243, 산하기관 322, 지방공기업 139)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진단
을 중심으로 진행하여 대상기관들의 평가부담을 줄였으며, 진단 결과에 따라 기관별 개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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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점검을 강화하고, 소규모 지방공기업 등 자율적인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을 중심으
로 현장방문을 지원하는 등 보다 실질적으로 공공분야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진단 결과, 분야별로는 침해 사고 대책 분야가 가장 높게 진단되었고, 기초자치단체와 지
방공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진단 결과를
각종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대상기관에 결과를 통보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조치하도록
하였다. 201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결과는 [표 2-3-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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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9] 201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결과

(단위 : 점)
분야별

대상

종합 평균
(전년 대비)

관리체계

보호대책

침해 사고 대책

전체평균

749개

84.98(5.82↓)

85.11

83.76

87.09

중앙부처

45개

93.11(1.77↓)

92.10

94.32

93.30

광역자치단체

17개

89.46(4.05↓)

90.82

92.01

88.22

기초자치단체

226개

85.01(4.03↓)

85.07

84.45

86.37

지방공기업

139개

85.32(6.75↓)

86.29

83.92

86.67

산하기관

322개

83.45(4.03↓)

83.35

81.30

86.84

부 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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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관리수준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대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2016년 12월부터 평가를 실시해 왔다. ‘개인정보
관리수준 평가제도’에서는 기존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보호 분야를 추가하
여 설문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였다. 2016년 평가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
넷전화, 알뜰통신 사업자 21개사와 시범평가로 포함된 포털 사업자 4개사를 대상으로 진행
되었다.

이번 평가는 관련 학계, 소비자단체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 이용자 보
호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 이용자 보호업무 관련 법규 준수 실적, ▲ 이용자 피해 예방
활동 실적, ▲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처리 실적, ▲ 그 밖에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등
5개 분야에 대한 서면·현장평가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평가 결과 우수사
업자에 대해서는 2017년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 시 일부를 감경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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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1.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확대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는 정책에 이어 민감

개인정보
환경 개선과
기술 지원

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면서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
는 대체수단 확보에도 노력해 왔다. 그 일환으로, 인터넷상에서 주
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아이핀(I-PIN) 서비
스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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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기존에는 공공아이핀을 한 번 발급받으면 평생 사
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2015년 5월부터 공공아이핀 재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가 재인증을 해야만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2016년에도 이를 시행함으로써 공공아이핀 부정발급이나
도용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2016년 행정자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아이핀 불법거래 사이트를 중점 모니터링하고, 불법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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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될 경우 즉시 이를 삭제·차단 조치하였으며 사망 후 가입자에
대한 탈퇴 조치, 만 14세 미만 가입자의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 개선
등을 추진하여 공공아이핀 이용의 안전성을 강화하였다.

[표 2-3-10] 공공/민간아이핀 적용 현황(누계)

(단위 : 개)
민간아이핀 적용 웹사이트

2006∼2009년

3,216

239

2010년

3,979

1,286

2011년

7,108

2,207

2012년

12,355

3,242

2013년

13,148

5,876

2014년

13,406

7,308

2015년

7,306

8,622

2016년

7,498

9,822

부 록

공공아이핀 적용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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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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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1] 공공아이핀 연도별 발급 현황

(단위 : 천 건)

구분

2012년 이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공공아이핀

1,678

892

1,526

1,744

1,740

[표 2-3-12] 민간아이핀 발급 현황
구분

민간아이핀

(단위 : 만 건)

합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발급

525

1,186

1,524

1,753

1,961

폐기

15

56

97

125

1,351

소계

510

1,130

1,427

1,628

610

※ 아이핀 안전성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유효기간이 경과된 아이핀을 폐기함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민간아이핀, 휴대폰 등 온라인에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게 주민등록
번호 대체수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민간아이핀의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해 2016년 6월에 ‘민간아이핀 유효
기간제’를 도입하였다. 민간아이핀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유효기간 1년이 도래한 아
이핀을 자동 폐기하고, 이용자가 계속 이용하기를 원할 경우 신원확인을 통해 유효기간을 갱
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아이핀은 주기적으로 폐기할 수 있어, 민간아이핀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억하기 어려운 아이핀 아이디와 패스워드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아
이핀 간편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민간아이핀 간편인증은 지문, 음성 인식 기술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아이디와 패스워드 없이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용자는 최초 1회 모
바일 앱에 등록한 후에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기억할 필요가 없으므로 아이핀 이용 편의성
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고, 스마트폰을 통한 기기인증도 이루어지므로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 없는 이용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웹상에서 아이디/패스워드 및 2차 패스워
드, 패턴록(Pattern-Lock) 등 추가인증을 통해 아이핀을 이용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가 각광받고 있는 점
을 감안해 2016년 8월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에도 간편인증을 추가하였다. 이는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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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휴대폰의 SMS 임시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이므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기억해야 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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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 없고 모바일 앱의 지문·음성 인식 등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다. SMS 스미싱 등 사이
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SMS를 이용하지 않고 모바일 앱을 이용한 보안채널을 통해 본인
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표 2-3-13] 휴대폰 발급 현황

(단위 : 만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발급건수

5,284

5,366

5,489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출처 :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현황(미래창조과학부)

2.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운영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명의도용 등 오·남용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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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된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eprivacy.
go.kr)’를 실시해 왔는데, 2016년 5월부터 이를 아이핀에까지 확대해 운영하게 되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인증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클린센
터(myprivacy.go.kr)’를 아이핀 인증내역까지 통합 개편하여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로
변경 운영하게 된 것이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이용 현황은 [표 2-3-14]와 같이 2014년 신용카드 3사의 개
인정보 대량 유출사고로 인해 클린서비스의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201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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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정책 등에 따라 홈페이지 접속자 수, 주민등록번호
이용내용 조회자 수, 회원탈퇴 요청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홈페이지 접속자 수

2010년

2011년

(단위 : 건)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3,111,519 10,863,259 2,929,593 3,567,009 7,271,777 4,228,041

2016년
2,702,229

주민등록번호 이용내용 조회자 수

745,688

3,615,960

734,461

768,290

1,529,034 1,569,277

868,837

회원탈퇴 요청건수

129,250

413,077

404,402

749,733

1,607,245

168,454

744,784

부 록

[표 2-3-14]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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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관리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자료 등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운영하고 있다.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자, 취급자, 학생, 일반인 등 대상별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꾸준히 보완하고 있으며, 개
인정보와 관련한 각종 자료 등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2016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작
업을 진행하였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을 통해 공공기관에 등록된 개인정보파일 현황을 공
개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가 실시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및 홍보자료를 게시하여 공
공기관, 민간 사업자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게도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정보보
호 종합포털 서비스 구성도는 [그림 2-3-3]과 같다.

[그림 2-3-3]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서비스 구성도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방송통신위원회는 특히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 불법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개인
정보 유·노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개인
정보보호 포털(i-privacy.kr)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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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 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 관련 법령,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을
제공함으로써 온라인 정보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
히 의무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들 중 자자체적으로 교육을 추진
하기가 어려운 영세사업자들을 위해 업종별·대상별 다양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
여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16년에는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 사이트 이용자의 편의성과 관리자의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해 HTML5 기반의 반응형·연동형 웹 방식을 도입, PC·태블릿·모바일 단말기별로
최적화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서버를 증설하여 안정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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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상공인 대상 등 개인정보보호 기술 지원 추진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노출 또는 유출 등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해 현업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예방대책이라고 보고,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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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 의무화와 관련해, 인력·예산 및 전문성 등의 문제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법 의무사
항 준수·이행을 위한 개인정보보호조치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업무용 컴퓨터의 개인정
보보호조치 점검도구를 보급한 바 있다.
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취약점 점검 및 개선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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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고, 고객관리프로그램 등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도입 지원,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역의 영세·중소기업이 정보보호에 필요한 예산, 인력, 지원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2014년 인천과 대구지역에 최초로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를 설

부 록

치하였으며 2015년에는 호남(광주)·중부(충북)·동남센터(부산)를 설치하였고 2016년에는
경기센터를 설치하여 전국 6개 지역에서 정보보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정보보호지원센터에서는 2016년 한 해 동안 3,295개의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웹 취
약점 점검, 정보보호 현장컨설팅,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 정보보호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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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명을 대상으로 한 정보보호전문교육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정보보호 인력양성 활동을
추진하였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는 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말부터 빅데이터 클리어링 서비스44)를 도입하였다. 빅데이터 클리어링 서비스는 빅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품질·가치 훼손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빅데이터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상담을 원하는 기업이 K-ICT 빅데이터
센터 온라인 홈페이지(www.kbig.kr)를 통해 빅데이터 관련 기술적 애로점은 물론 개인정보
보호 정책 애로사항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빅데이터 전
문가 그룹 20여 명의 자문을 통해 세부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수집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보안서버의 설치
여부 모니터링, 미구축 사업자 개선 안내 등을 진행하고 있다. 보안서버는 개인정보를 암호
화하여 이용자가 웹사이트·모바일 앱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도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를 예방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안서버 미구축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대상으
로 개선 안내를 진행하는 동시에 인적·물적 사정이 어려운 영세업자 500개사를 선정하여 보
안서버 구축 등 기술지원을 무료로 실시하였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보안원과 함께 금융권 전자적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권 통합
보안관제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빅데이터 기반의 차세대 통
합보안관제시스템 고도화 및 악성코드분석시스템 구축 등으로 금융권 침해위협 탐지 대
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였다.

5.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의 컨설팅 지원

행정자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8월 공공·방송통신 분야 빅데이터 지원 전문기
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지정하였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비식별 조치 활성화를 위한 설
명회 개최, 순회 교육, 컨설팅 및 정보집합물 결합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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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클
 리어링 서비스(Clearing Service) : 법률적 기술적 문제로 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창업자, 스타트업
등에게 ARS, 온라인 상담을 통해 활용 저해요소를 해결해 주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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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분야별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
개인정보 비식별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전문기관과 실
무협의회를 운영하고, 국내외 정책·기술 동향 조사 및 연구 등의 업
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6년 8월 금융보안원과 한국신용정보원을 금융
권 빅데이터 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2016년 9월 금융위
원장 주재 간담회를 개최하여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금융권 빅데이터 지원 전문기관은 이종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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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데이터의 결합, 적정한 비식별화 수준 제시 및 적정성 평가를 위
한 전문가 풀 마련·운영, 관련 기술이나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한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자율규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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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1.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PIMS) 통합

개인정보 이용이 확대되고 대량의 개인정보가 처리됨에 따라 개
인정보 유출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및 기관 스스로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제3의 기관으로부터 신
뢰할 수 있는 보호 수준의 검증을 위한 인증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제 4 편 해외 동향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인증(PIPL)은 공공·민간분
야의 개인정보 관리체계와 보호조치 이행 수준을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가 2010년부터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은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
용, 저장, 파기하는 전체 프로세스가 안전하게 유지되는지 심사하

부 록

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두 가지 인증제도의 유사·중복 인
증 등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범부
처 인증제도 개선방안’(2014년 8월)에 따라 인증제도 통합이 추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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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명칭 및 마크 단일화, 신청기관 유형에 따른 인증기준 차
등화, 인증심사원 통합방안 등을 협의하여 2016년 1월에 양 기관이 공동으로 관련 고시를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는 개인정보보호 관리
과정, 생명주기 및 권리 보장, 개인정보보호 대책으로 구성된 인증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신청기관 유형을 [표 2-3-15]와 같이 4가지(공공기관, 대기업·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 중소
기업, 소상공인)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인증을 받고자 신청한 기관은 공공기관 86개, 대기업·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 83개, 중소
기업 74개, 소상공인 47개이며, 신청기관별 유형에 따라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서면 및 현장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인증 심사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미흡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를 완료하
면 인증위원회를 통한 심의·의결로써 인증 취득 여부가 결정된다.

[표 2-3-15] 인증 신청기관의 유형별 대상 사업자 및 근거법률
구분

근거법률

유형1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 밖의 사업자

유형2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

유형3

대기업
/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

유형4

공공기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대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

2016년 인증심사를 통해 인증을 취득한 기관은 총 63개 기관이다. 통합된 새로운 인증제
도에 대한 교육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2016년 6월 9일부터 11일간 기존 인증심사원에 대
해 안내교육을 실시한 결과 550명이 참석하였고, 기본소양을 갖춘 양질의 인증심사원을 배
양하고 심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수교육은 2016년 11월 18일부터 26일간 총 4회에
걸쳐 실시하여 총 565명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였다.
행정자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통합된 PIMS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더불어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환경 조성 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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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및 자율점검 추진

행정자치부는 전문적인 기술과 인력을 보유한 자동차, 호텔업 등 민간단체와 협업을 통
한 개인정보 자율점검 체계를 확립하였다. 이를 위해 손쉽게 온라인에서 자율점검을 수행
할 수 있는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 지원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민감한 국민의 개인정
보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공공분야의 경우 일제 자율점검 및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관리수준
을 한층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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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6] 2016년 자율규제단체 시범운영 참가 협·단체
단체명

비고

1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2

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서비스

3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

4

한국여행업협회

여행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학원총연합회

교육

교육부

6

한국기술사업진흥협회

기술 서비스

산업통상자원부

7

대한병원협회

의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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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금융 분야의 자율적 보호활동 촉진

제 4 편 해외 동향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가 신규도입·보완·강화된 개인
정보보호 관계 법령 및 제도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처리단계별 기준 등의 개인정보보호 수
준을 자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2016.12)을 개정
하였다. 이는, 2016년 1월, 6~8월에 취합된 금융업권별 개선의견과 업종별 특수성 등을 종

부 록

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등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
내로 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 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에 의무적으로 제
출하도록 2016년부터 적용함으로써 금융회사 임직원 등의 신용정보 관리책임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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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인정보보호 교육

제2절 개인정보보호 홍보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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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1.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교육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교육
을 하는 한편 각 기관, 공무원 교육기관 등에도 개인정보보호 교육
을 시행하도록 독려해 총 214만 8,790명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필수 조치사항 등을 교육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업무담
당자들의 업무 숙련도 제고를 위해 분기별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림 2-4-1] 2016 개인정보보호 교육

2017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표 2-4-1] 2016년 공공·민간분야 개인정보보호 교육 운영 실적
공공분야
구분

인 원(명)

합계

1,406,249

CPO 교육

8,877

순회교육

2,526

전문교육

778

자체교육

1,380,225

사이버 교육

13,843

민간분야
대상

구분

인 원(명)

합계

742,541

책임자

순회교육

1,820

담당자

전문교육

216

취급자

자체교육

430,791

취급자

지원센터

68,463

일반국민

사이버 교육

241,251

담당자
취급자

대상

아울러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교육 및 정보 접근이 취약한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사업자,
일반 국민을 위해 주요 지역의 주민센터 등에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를 총 230개소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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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축하여 교육홍보 및 컨설팅 연계창구 역할을 수행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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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동영상 교육, 집합교육 등 각종 교육을 통해
8,463만 명의 정보주체 및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보호의 소중함을 전파하였으며 개인정보보
호지원센터 담당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역할 모델도 제시하였
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에서 제작·배포하는 각종 교육자료 및 홍보물도 개인정보보호지원센
터에 우선 전달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내외 동향, 사례 공유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워크숍
을 개최하였다. 중앙부처, 지자체 등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담당자, 민간분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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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보 보호담당자 등 8,877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개인정보 유출사례 분석, 개인정보보
호의 주요 법적 쟁점, 개인정보보호 정책 방향, 개인정보보호 기술동향 등의 내용으로 진행
되었다.

2. 방송통신위원회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를 통해 2016년 한 해 동안 2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
련 법·제도,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사항, 최신 개인정보보호 이슈 등을 포함하여 정기교육,
심화교육, 강사지원 교육, 수시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주요 지방 도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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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대상 교육을 별도로 운영하여 지방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수도권 지역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하고자 하여
도 자체적인 개인정보보호 전문가가 부족한 중소·영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강사파견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전문강사단을 선발·양성하여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지원하였다.

부 록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의 이용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활동에는 최고경영자
(CEO)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과 투자,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최고경영자(CEO)
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를 대상으로 기업의 위험 측면에서 접근한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업자 책임 절차 등을 포함하여 정기교육, 심화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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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고경영자(CEO)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활용 신규 ICT 서비스에 있
어서 필수적인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함으로써 사업자들의 적
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시간과 지역에 구애 없이 상시적으로 개인정
보보호 교육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그림 2-4-2] 사업자 대상 정기교육 및 CEO·CPO 대상 교육

[표 2-4-2] 사업자 대상 정기교육 및 CEO·CPO 대상 교육
사업자

이용자

구분
교육인원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7,293명

40,189명

146,207명

3,123건

※ 온라인 교육은 단체교육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동영상 재생 횟수를 실적으로 집계하므로 단위를 ‘건’으로 표시함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권리 보장의 일환으로 대국민 개인정보보호 교육활동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생활 속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초·중·고 청소년과 노인, 주부 등 교육대상을 구분하고 프레
젠테이션, 워크북, 리플릿 등 다양한 교육교재를 활용하여 집합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으
며, 학교, 복지센터 등에서 자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교육 프로
그램을 운영하였다.
아울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정보보호 실천 활동 수칙 중심의 기본소양 교
육을 실시하였고, 주부와 노년층을 대상으로는 피싱(Phishing)과 스미싱(Smishing) 등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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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관련한 사기 예방 대응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는 유아,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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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중·고등학생, 일반인으로 나누어 계층별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실천 수칙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자율적인 상시 단체교육을 지원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림 2-4-3]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교육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그림 2-4-4]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방송통신교실’

제 4 편 해외 동향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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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초·중·고교 교사 및 군재정장교 등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2016년 1월에서
11월까지 개인정보의 개념, 유출 방지방법, 유출 시 대응법 및 피해 발생 시 대처법 등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금융보안원과 각 금융업권별 협회가 협력하여, 2016년 1월에서 11월까지 총 16회
에 걸쳐 금융회사의 업무수탁자 대상 개인신용정보 보호 교육을 수행하였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9월 은행권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를 논의하고, 2016년 12월 ‘제2차 전자금융업자 실무자 협의체’를
개최하여 전자금융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
하는 등 금융권 개인신용정보 보호 종사자들의 실제 업무 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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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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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1.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는 [그림 2-4-5]와 같이 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자의 개
인정보 유·노출 사고 예방 및 사고 시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해 주요
수칙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하여 관련 교육 참석자 등에게 배포하고,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을 통해서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당 파일
을 게재하였다.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그림 2-4-5]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예방 및 사고 대응을 위한 리플릿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제 4 편 해외 동향

<개인정보 유출 시 필수 조치요령 리플릿>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사전 예방 리플릿>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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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6] ‘2016 인터넷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 및 공모전

<캠페인 광고>

<정책기자단 설명회>

<공모전>

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 ‘2016년 인터넷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을 진
행하였다. 기존에는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위험에 대한 대다수 이용자들의 인식은 높
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웹사이트 등에서 동일한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거
나 비밀번호 변경 역시 소극적인 특성을 보임에 따라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
생 시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고자 대·소문자, 숫자, 특수기호 등을 혼합하여 8자리 이상 비밀번호 설정, 여러
사이트에 하나의 비밀번호 사용 금지, 3개월 간격 비밀번호 변경 등 ‘안전한 비밀번
호 설정과 관리, 개인정보보호의 시작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효율적인 대국민 메시지 전달을 위해 라디오 광
고, 버스 및 서울역사 내 와이드칼라를 통해 캠페인 광고를 송출하였으며, 캠페인 심볼마
크 디자인 및 개인정보보호 포스터 공모전을 추진하여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였
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5개 권역 8개 노선 지하철 광고를 진행하여 수도
권과 지역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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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7] ‘2016 인터넷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 포스터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그림 2-4-8] 개인정보보호 분야 종사자들의 교류와 소통의 장

<책임실천 강화 선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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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퍼런스>

<한마음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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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금융보안원은 금융정보보호협의회, 금융보안포럼과 공동으로 2016년
부 록

10월 ‘금융정보보호 콘퍼런스(FISCON 2016)’를 개최하였다. ‘금융·ICT 융합과 금융보
안 혁신’을 주제로 한 이 콘퍼런스에는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 약 700여 명이 참
석하였으며, 전자금융보안 정책 방향, 개인정보 비식별 방안,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관련
고려사항 및 판례 분석 등에 대한 강연을 통해 개인정보 관련 이슈를 공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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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융권 빅데이터 지원 전문기관인 금융보안원과 신용정보원은 2016년 9월
에 금융분야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및 비식별 빅데이터의 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비식별 조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를 통해 금
융위원회는 비식별 조치 정보의 개념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
용을 설명하였으며, 금융보안원과 신용정보원은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 및 정보집
합물 결합 등 금융분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발표하였다. 아울
러 금융보안원 금융보안교육센터는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담당자의 역량
을 제고하기 위한 실습 교육과 금융분야에 특화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사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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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법원

제3절 헌법재판소

제4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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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헌법기관

제1절

1. 개요

국회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

국회

되는 선진의회 구현을 목표로 여러 방면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
장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국회 정보자원에 대한 실시간 보안관제를 수행하는 사이버안전센
터의 전문 위탁운영을 통해 사이버침해 사고 대응 능력을 확보함으
로써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성을 강화하였다. 국회는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해 국회인적자원관리시스템, 채용관리시스템 등 총 6개의
시스템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하였으며, 전자
문서시스템,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등 총 13개 시스템에서 주민
등록번호를 삭제하고 대체키(개인식별번호)로 접속하게 하는 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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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호 강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시스템 개선이나 제도 개편에 그치지 않고 국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호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악성코드 첨부파
일 유포를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각 의원실에 사이버 안전수
칙 안내서를 제작·배포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활
동을 강화하였다.
국회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1-1]과 같다.

[표 3-1-1] 국회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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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이버
안전센터
유지관리 및
위탁운영

추진계획

추진실적

•사이버침해 사고 대응 및
예방을 위한 방안 모색

•국회 사이버안전센터 365일 24시간 운영
•침해 사고 발생 및 사이버위기 경보 발령 시 외부 유관기관 및
업무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관계 가동, 집중 보안관제 실시

•각종 사이버침해
사고로부터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 PC 보안점검(연 2회)
•최신 사이버공격 유형 대응요령, 사이버위기 경보 회보 등
수시 안내
•비업무용 인터넷 유해서비스 차단 실시(6월)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도입

교육 및
홍보 강화

추진계획

추진실적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및
관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DB접근제어시스템 업그레이드(4월)
•백신 SW 및 보안서버(SSL) 연간 사용권 구매(4월)
•국회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노출 방지 및 예방을 위한
개인정보 노출 방지시스템 도입(6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저장 여부
주기적인 검색을 위한 개인정보 검출시스템 도입(6월)
•침입차단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DB접근제어시스템 등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악성코드 유포에 대비하는
모의훈련 실시

•국회 소속 직원 대상 악성코드 첨부파일 유포에 따른
모의훈련 실시(8월)

•정보보호 교육 실시

•국회 소속 직원 대상 정보보호 교육 실시(8월)

•사이버 안전수칙 안내서
제작·배포

•의원실에 사이버 안전수칙 안내서 배포(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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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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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2. 추진실적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가. 사이버침해 사고 대응방안 모색
국회는 국회 사이버안전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및
사이버위기 경보 발령 시 외부 유관기관 및 업무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가동하고, 집
중 보안관제를 실시하는 등 사이버위협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최근 급증하
고 있는 각종 사이버공격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제 4 편 해외 동향

나.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
「국회 정보보호 규정」 제12조에 따라 업무와 무관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외부 접속을 차단

부 록

하고자 2016년 3월에 비업무용 인터넷 유해서비스 차단 시스템을 도입하고 6월부터 유해서
비스 차단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악성코드의 주요 유입경로인 비업무용 인터넷 프로
그램의 이용을 자제할 것을 각 부서 및 의원실에 권고하였다.
또한, 사이버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회보를 수시로 발송하여, 사이버위기 상황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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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사이버공격에 대응하는 요령을 국회 소속 직원에게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한편, 안보 관련 주요 상임위원회(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국토교통위원
회) 소속 의원실 PC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PC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사이버공격에 의한 개인
정보 침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 정보보호 강화 사업 추진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
기 위해 「전자정부법」 제5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근거하여 2016년에도 정보보
호 강화 사업을 실시하였다.
우선 기존의 노후화된 DB접근제어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백신 소프트웨어 및 보안서
버(SSL, Secure Sockets Layer) 연간 사용권을 구매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
적인 접근을 차단하였다. 그리고 2016년 6월에는 국회 정보시스템의 노출 방지시스템과 개
인정보처리시스템의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저장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개인정
보검출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한편, 침입차단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DB접근제어시스템 등의 정보보호시스템을 상시
운영함으로써 국회 정보시스템 및 내부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라.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강화
개인정보보호 인식 강화를 위해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016년 8월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제2항, 「국회 정보보호 규정」 제14조에 근거하
여 국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에는 총 1,582명이 참석
하였으며 ‘최근의 사이버침해 동향 및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인정보 및 정보자산의 안전
한 관리·운용의 중요성을 공유하였다.
또한, 2016년 8월 을지훈련 기간 중 국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악성코드 유포에 의
한 개인정보 유출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 11월에는 ‘사이버 안전수칙 안내서’
1,000부를 제작하여 전 의원실(300실)에 배포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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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제고하였다.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 및 현황

3. 향후계획

국회는 앞으로 정기적인 정보보호 컨설팅을 바탕으로 개인정보처
리시스템의 기술적·물리적·관리적인 개인정보의 처리실태를 점검
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2017년부터는 개인정보 유출을 시도하는 악
성코드의 탐지율을 높이기 위해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을 강화하는
한편, DB접근제어시스템을 추가 도입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근제어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 및 홍보 활동 측면에서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정보보호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개인정
보보호 안내 포스터를 제작·게시하여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에도
노력할 것이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설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제2절

제 4 편 해외 동향

법원

1. 개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자정부 구현, 전자소송의 확대, 개
인정보의 전자적 유통 증대 등 사법부의 환경도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다. 반면, 해킹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도 꾸
준히 증가하고 있다.

부 록

이 같은 상황에서 법원은 국민과 법원 관계자 모두가 정보 관련 시
스템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 통합보안
관리시스템(ESM)을 이용한 보안관제 업무 절차 고도화 및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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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 감염,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절차 재정비 및 필요 솔루션 도입,
▲ DDoS 공격, 지능형 표적 공격(APT)에 대비한 사이버테러 대응 모의훈련 수행, ▲ 등기정
보시스템에 대한 DB 암호화 사업 수행, ▲ 보안전문 컨설팅업체를 통한 기술적, 물리적, 관
리적 보안 취약점 점검·개선, ▲ 컴퓨팅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 위험에 대한 선제적 보안대책
마련 등 국가 중요 정보에 해당하는 사법정보의 보안 체계를 강화해 가고 있다.
또한, 국민과 법원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의식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고품격 사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한다.
법원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1-2]와 같다.

[표 3-1-2] 법원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개선

사업명

법령 등
개선

추진계획

추진실적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재판서 고유식별번호 확인시스템 구축
-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해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개정
- 판결서 상 주민등록번호 대체 가능 수단 검토 개선
•법원 대국민서비스 전산양식 및 각종 신청서 양식, 각급 법원 민원신청서 양식
점검 후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제도 개선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법원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현행화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과,
인터넷 접속정보 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등 현행화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업무 관련 가이드라인 보완
업무 관련
•기존 한글 파일 가이드라인을 PPT로 대체
가이드라인 보완

추진체계
정비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개인정보보호
업무조직 정비

•각급 법원 개인정보보호 전담 직원 지정
•사법부 개인정보보호 업무조직 홈페이지 게시

•개인정보
보호업무 관련
감사 활성화

•법원 정기일반 사무감사 착안사항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관련 사항 추가,
감사 강화

•자가 실태 점검

•각급 법원 개인정보보호 자가 실태 점검
- 체크리스트 활용한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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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개인정보
노출 점검

•2016년 사법정보시스템 보안컨설팅 사업
- 보안전문 컨설팅업체를 통해 사법부 전체 시스템의 전반 점검 및
취약점 도출
- 보안수준 강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정리(8월~12월)
•사법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점검
•사법업무시스템(법인등기, 집행관시스템) 내 개인정보 암호화 사업 추진
•부동산등기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적용(2017년 완료 예정)
•PC 개인정보 검색솔루션 배포
- 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 업무용 PC 보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검색
후 파기 및 암호화 조치
•각급 법원 공유서버 내 개인정보 정리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정보주체 •정보주체
권리 보장
권리 보장

•정보주체 권리 보장 내용 안내 및 개인정보 침해사례 신고 보장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원 개인정보 처리방침’ 현행화 및
홈페이지 게시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 법원행정처 포함 총 26개 법원에서 교육 실시
-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3회 교육 실시
•개인정보보호 교육용 동영상 제작·배포(8월)
•대법원 전산정보관리센터 내 수탁업체 직원 교육 실시(11월)

홍보 강화

•개인정보보호
실천문화 확산

•개인정보 삭제 및 암호화 등 개인정보 클린데이 캠페인 참여 홍보
•개인정보보호 게시판에 각종 개인정보보호 자료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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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강화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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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사법부 보안관제 및 보안관리 강화
- 랜섬웨어 등 보안 침해 사고 예방 점검절차 및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절차
정립(6월)
- 정보보호 정책서 등 관련 지침, 매뉴얼 현행화 및 개선사항 정리(11월)
- 전자소송, 전자가족시스템에 대한 DDoS 공격 대비 훈련 실시(10월),
지능형 표적 공격(APT)에 대비한 악성코드 메일 훈련 실시(5월, 8월)
- 계정관리 및 접근제어솔루션 기능 개선을 통한 사법업무 시범적용(12월)
- 사법, 등기 보안장비 관리를 위한 통합보안관리솔루션(ESM) 도입(11월)
- 사법, 가족 업무 방화벽 및 51개 등기소 VPN 등 보안장비 교체 완료(12월)
- 2016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갱신 심사 완료(11월)
- 2016년 사법부 보안관제 사업 감리 2회 수감 완료(8월, 11월)
•개인 PC 보안 강화
- 백신 업그레이드 작업 완료(6월)
- 윈도우, Adobe 자동 보안패치를 위한 패치관리시스템 전국법원,
등기소 확대 적용 완료(5월)
- PC 취약점 점검 솔루션을 통한 전산정보관리국 직원(외주인력 포함) 전체
보안점검 매월 실시(7월~)
- 전산정보관리국 직원의 PC 보안도구 적용 완료(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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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

침해 예방
대책 수립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 및 현황

분야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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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법원에서는 적대적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개인정보가 교부되어 오·남용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였다. 민사, 행정, 특허 판결서 등의 경우 판
결서 상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는 대신 재판서 발급 고유식별번호를 부여하여 해
당 사건의 당사자 관련 정보 열람을 지원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을 지속적으로 검
토·개선하였다.
또한, 법원 대국민서비스 전산양식에 등재된 각종 신청서 양식과 각급 법원에서 사용 중인
민원신청서 양식에서도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에 관한 사항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반영하여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업무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PPT로 작성·게시함으로써 업무 효율
성을 제고하였으며, 각급 법원에 개인정보보호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정기 일반사무감사 착안사항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감사를 통한 실
태 점검을 강화하였다. 또한,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개인정보보호 자가 실태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율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에 노력하였다.
보안침해 사고 예방점검 절차 및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절차를 정립하고, 정보보호 정책
서 등 관련 지침과 매뉴얼을 현행화하였다. 또한, 전자소송, 전자가족시스템에 대한 DDoS
공격 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지능형 표적 공격(APT)에 대비한 악성코드 메일 훈련을 시행하
는 등 사법부 보안관제 및 보안관리를 강화하였다.
개인 PC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 5월에는 윈도우, Adobe 자동 보안패치를 위한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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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관리시스템을 전국 법원, 등기소에 확대 적용하였다. 6월에는 백신 업그레이드를 완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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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7월부터 매월 PC 취약점 점검 솔루션을 활용한 전산정보관리국 직원(외주인력 포
함) 전체의 보안점검을 실시하였다.
보안전문 컨설팅업체를 통해 사법부 전체 시스템을 점검, 취약점을 도출하여 보안수준을 강
화하였으며, 시스템 개선사항을 정리하는 등 사법정보시스템 보안컨설팅 사업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사법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을 점검하고, 사법업무시스템에 저장된 개인정보
의 암호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부동산등기시스템의 개인정보 암호화 적용사업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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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원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현행화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사고
신고, 정보주체 권리 보장 내용을 안내하는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법원행정처 등 총 26개 법원의 각 현장에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법원 공무원교육원에서도 3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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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원 업무와 관련해 범하기 쉬운 개인정보 침해사례 및 개인정보보호 생활 수칙을 동
영상으로 제작·게시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다.
개인정보보호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각급 법원에 자체적인 개인정보 클린데이 캠페인을
독려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게시판에 각종 개인정보보호 자료를 공유하여 개인정보보호 업
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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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계획

가. 개인정보 관리 통제 체계 강화
부 록

법원에서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 법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한 규정
신설 등 「법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칙」 및 「법원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정을 통해 「개인정
보 보호법」 일반원칙과 정합성을 갖도록 법령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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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개인정보 보유기간 및 파기·교육 등)을 규정한 내부관리
계획의 현실적합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나. 각급 법원 개인정보보호 자가 실태 점검 강화
법원은 각급 법원이 ‘개인정보보호 자가 실태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점
검하게 하고, 그 결과를 취합·분석하여 개인정보보호 업무상 취약점을 파악·보완함으로써
각급 법원의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다. 사법부 정보보안 강화
통합보안관리시스템(ESM)을 이용해 보안관제 업무 절차를 고도화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2017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사후 심사 추진, DDoS 공
격 및 지능형 표적 공격(APT)에 대비한 사이버테러 대응 모의훈련 수행, 컴퓨팅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 위험에 대한 선제적 보안대비책 마련 등으로 국가 중요 정보인 사법정보의 보안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라. 개인정보 침해 예방 대책 강화
법원 사용자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사업을 마무리하여 중요 자료 유출 또는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감염에 따른 손실을 원천 방지하고, 법원이 보유한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를 위한 DB암호화 솔루션 도입 사업을 부동산등기업무로 확대할 계획이다.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및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은 물론, 전문 보안업
체에 의한 보안컨설팅, 모의해킹 등 지속적인 보안점검으로 개인정보관리 위험요소를 개선
하고 개인정보 침해 사고 예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마. 개인정보보호 역량 결집
법원행정처 정책부서, 시스템 담당부서, 정보보호부서 및 각급 법원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전담부서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화상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사법부 그룹웨어 내
커뮤니티 개설·운영을 통해 사법부 전체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표준화된 기준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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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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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강화
각급 법원이 자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
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
획이다. 또한, 각급 법원의 개인정보보호 전담 조직을 활용하여 정
기적으로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공유함으로써 실제 문제 중
심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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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1. 개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보호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개인정
보보호 시행계획에 기반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점검,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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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보호취급자 및 외부업체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을 실
시하였다.
2016년에는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수립·배포하여 실무에 맞
는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였다.
헌법재판소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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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헌법재판소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개인정보
보호정책
시행

추진계획

추진실적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정비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완(2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교육(7월)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완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 조사(6월)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인력 확충 및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확충
역량 강화
역할 정비

부 록

개인정보보호
제도 운영

사업명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교육(3월,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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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개인정보
침해 예방

개인정보보호
안전조치
강화

사업명

내재적
역량 강화

추진계획

추진실적

•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자 교육
강화

•개인정보파일 취급 담당자 및 부서 서무 대상 교육
실시(5월, 12월)

•외주업체 인력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

•외주업체 인력 등 대상 전문교육 실시(6월, 12월)

•개인정보보호 실천문화 확산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안내서 배포(5월)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수탁자
관리실태 조사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4월, 8월)

개인정보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상시
침해 예방 및
모니터링
권리 보장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조기경보시스템(행정자치부)
이용(3월)

•개인정보 유출 대비 모의훈련
수행

•개인정보보호수준 진단(12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강화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

•웹사이트 주민등록번호 수집 개선(1월)

물리적
안전조치
강화

•출입통제 및 잠금장치 강화

•데이터센터 출입카드 발급 절차 강화

•기술적 운영 점검

•문서 암호화 소프트웨어 운영 점검(매월)
•DB접근제어시스템 운영 점검(매월)
•DB암호화시스템 운영 점검(매월)

•개인정보보호 SW 도입 등
안전조치 강화

•개인정보 DB암호화 솔루션 운영

기술적
안전조치
강화

2. 추진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제도 운영
헌법재판소는 고유식별정보의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관 법령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타당성을 검토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규칙」과
「헌법재판소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헌법재판소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수립·
배포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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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처리 이해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세
부 내용 중 개인정보 수집·처리·관리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교육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처
리시스템 담당자와 외주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윤리·책임의식 등을 상시 교육하여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숙지시켰다.

다. 개인정보 침해 예방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개인정보파일 검출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파일 관리·보유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불필요한 정보 삭제 및 고유식별번호 암호화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홈페이
지 등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실태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미흡한 부분
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헌법재판소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개인정보 유·노출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매년
취약점 진단 및 잠재된 취약점 제거를 위해 보안취약점 점검사업을 추진하여 개인정보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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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라. 물리적·기술적 안전조치
사이버안전센터 및 데이터센터, 원격지 재해복구센터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최소한
의 직원에게만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등 주요 설비 및 시스템의 접근 통제를 엄격히 강화하
여 물리적 안전성을 높였다. 대국민 서비스 및 내부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을 점검하여 불필

제 4 편 해외 동향

요한 권한을 제거하고 DB 및 서버 접근통제 시스템을 상시 점검함으로써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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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계획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과 사이버안전센터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
호 전담체계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
여 교육 및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한편,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가능
하도록 전문인력을 운영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보유한 개인정보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보관에 관한 규칙·지침에 대한 적합성을 검
토하고,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하여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을 지속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2016년 수립한 ‘헌법재판소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업무 담당자별 맞춤 교육을 진행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인
식 제고 및 전문성 함양에 노력할 것이다.

제4절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1. 개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사이버공격 위협의 증가로 개인정
보보호 인식 및 보호정책 강화 의식이 확산됨에 따라 개인의 존엄
과 가치 구현을 목표로 하여 개인정보 제도 개선·기반 강화·인식
제고에 한층 더 노력해 왔다.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를 작성·배부하고, 홈페이지 개인정보 취약
점 점검,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제센터를 통한 24시간 365일 개인정
보 유·노출 모니터링 등 관리적·기술적 조치로 개인정보를 안전하
게 보호해 왔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실태 파악 및 지도·점검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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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인식을 확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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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개인정보 취급·보호체계 개선, 지도·점검 강화, 개인정보 유·노출 확인을 통한
보호조치 추진,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개인정보보호 매뉴얼 정비 등으로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완벽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1-4]와 같다.

[표 3-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추진계획

추진실적

법령 등 개선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작성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수립(1월)
•개인정보보호 매뉴얼 작성·배부(12월)

추진체계 정비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 현행화 유지
•개인정보보호 전담 직원 현행화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개인정보 보유 및 처리현황 파악
•개인정보보호 지도·점검
•개인정보 위탁 처리실태 점검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개인정보
보호조치 시행

인력 확충 및 •2017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
전문성 강화 •개인정보보호 자격증 취득 지원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홍보 강화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

•2016년 개인정보 처리 현황 조사
•개인정보보호 지도·점검 실시
•개인정보 위탁 처리실태 점검
•선거관리시스템, 통합명부시스템,
선거통계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개인정보보호조치 시행
- 365일 24시간 통합관제 실시
- 시스템·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점검
- 이메일 악성코드 차단시스템 도입
- 바이러스 방역시스템 사용권 갱신
- 보안 USB 등 정보보호 장비 도입
- 전산실 및 관제실 출입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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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예방
대책 수립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사업명

•2017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
•자격증 취득 지원 및 정보보호 전문인력 지정
•개인정보보호 제도 이해 증진 및
보호문화 확립 교육
 - 신규, 경력 채용자, 선거 관계자 교육
 - 정보보호 보안전문 교육 실시
 - 개인정보 침해사례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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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실적
부 록

가. 개인정보보호 실무 가이드 작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인정보에 대한 사이버위협과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 증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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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반영하여 2016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에 대
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호관리와 개인정보보호 업무처리에 관한 통일적·체계적인 표준절
차 마련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 매뉴얼을 작성·배부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일선 위원회 대상으로 업무상 보유 필요성이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 침해 예방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소속기관을 포함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의 개인정보 취급 및 보호 실태를 파악하였고, 개인정보 지도·점검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
규정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개선하였다.
또한, 365일 통합관제를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 관련 침해를 예방·탐지하는 신속 대응체
제를 구축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개인정보 유·노출을 원천차단하기 위
하여 개인정보 차단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2회에 걸쳐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점검도 실
시하였다.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주요 장소인 관악청사 정보센터 내 전산실, 관제실 등에는 지문인식
기 및 손혈관·얼굴인식기를 통해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고, 이메일 악성차단시스템 운영,
바이러스 방역시스템 사용권 갱신, 보안 USB 등을 도입하였다.

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대규모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선거정보시스템, 통합명부시스템, 선거통
계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개
선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다. 또한, 각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적정성
을 분석하고, 처리단계별 보호 조치 방안을 마련했으며, 개인정보보호 평가 결과에 따라 시
스템을 개선하였다.

라.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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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원들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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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2016년 10명이 개인정보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이들을 ‘개인정보보호 전문인
력’으로 지정하여 전문인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였다. 양성된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은
향후 개인정보보호 지도·점검, 개인정보보호 자체 교육의 강사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한, 개인정보 침해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도 및 개인정보 담당직원도를 현행화
해 개인정보 침해 사고 대응역량을 강화하였다.

마.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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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인식 확산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신규
임용자 교육, 경력직 채용자 교육, 사이버교육, 개인정보보호 지도점검 교육, 개인정보보호
보안교육 등 총 445명에게 1,409시간의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처리 주의사항, 사이버침해 사례를 전파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
고 개인정보보호문화를 확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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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계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제도 정비 및 지도 강화로 개인정보 취급·보호체계
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상시 모니터링, 개인정보 영향평가제 실시, 전산센터 출입관리 등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완벽하게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제 4 편 해외 동향

이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지속적으로 현행화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개
인정보 처리현황 조사 및 중앙위원회 지시사항 준수 여부 등 지도·점검을 강화함은 물론, 홈
페이지·시스템 등의 개인정보 유·노출 확인을 통한 보호조치와 개인정보 영향평가로 개인정
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부 록

또한, 개인정보보호 매뉴얼을 실무 중심으로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를 강화
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모두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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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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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절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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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절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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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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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중앙행정기관

제1절

1. 개요

감사원은 민원처리, 심사청구처리, 자체감사기구 대상 교육과정

감사원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으
며, 「감사원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해당 기
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원 개인정보보
호지침」을 제정·시행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의 일반 원칙을 정립하여
이를 준수하고 있다.
감사원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1]
과 같다.

2017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표 3-2-1] 감사원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개선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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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법령 등
개선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정비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정(8월)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규정 정비(9월)

추진체계
정비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유지
•전담체계 마련 및 전문역량 강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소관부서·담당자 지정·운영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개인정보파일 변경사항 등록 관리
•개인정보파일 자체정비 지속

•개인정보파일 실태조사
- 개인정보파일 1건 신규 등록(6월)
•개인영상정보 유·노출 모니터링 강화
- CCTV 수집 개인영상정보 관리실태 점검(3월)

침해 예방
대책 수립

•분야별 침해 예방 체계 내실화 및
관리 강화

•감사정보시스템(OASYS) 보안 강화
- OASYS에 대하여 업무자료 암호화, 접근통제 및
로그 기록관리, 키보드 보안솔루션 도입

정보주체
권리 보장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접수
민원 적극 처리

•정보주체 권리 보장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등의 접수 민원사항
처리

인력 확충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
전문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의 관련교육 이수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2월)
-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유의사항’ 교육 실시
- 감사교육원의 직원교육 과정에
‘개인정보 관리요령’ 개설
•OASYS에 주기적으로 실지감사 착수 직전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공지, 교육교재 배포

사업명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홍보 강화

추진계획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 지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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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추진실적
•행정처분 사례 안내
•OASYS에 개인정보 탐지·제거 프로그램 활용 안내

2. 추진실적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가.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정 등
감사원은 2016년 8월 직제 변경을 반영하고 업무 위탁 시 수탁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처리하는지 감독하도록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지침」을 개정하였으
며, 2016년 9월 감사보고서 작성 시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관련자의 개인정보는 최소
한으로 기재하도록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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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영상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개인정보파일 실태조사 등
2016년 3월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감사원 본원 및 감사교육원에 설치된
CCTV에서 수집한 개인영상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2016년 6월 감사원이 운용하고 있
는 개인정보파일의 실태를 조사하여 신설 및 보유 필요성 등을 점검한 후, 감사청구관리부
를 신규로 등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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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침해 예방 대책 수립·시행
감사정보시스템(OASYS)에 대한 업무자료 암호화, 접근통제 및 로그기록 관리, 키보드보
안 솔루션 도입 등 보안을 강화하고, OASYS에 저장된 직원들의 고유식별번호와 비밀번호를

부 록

암호화하였다. 또한, 감사원 본원과 교육원 인터넷망에 설치된 노후 방화벽을 모두 교체하
고, 해킹 및 공격성 비정상 데이터의 유입을 차단하는 등 침해 예방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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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
2016년 2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고, 감사교육원에서 진행
하는 2017년 직원교육에 ‘개인정보 관리요령’ 과정을 개설하였다. 또한, 감사정보시스템
(OASYS) 실지감사 시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공지하고, 개인정보 탐
지·제거 프로그램 활용방안을 안내하여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3. 향후계획

감사원은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인정보 보
호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2017년 말 구축 예정인 감사
자료 분석시스템에 대하여 상반기 중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 특성에 따
른 개별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전 직원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홈페이지 및 네트워크 보안, PC 등의 사용자 보안 등 분야별 침해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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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1.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홈페이지, 행정업무시스템 등 개인정

방송통신
위원회

보처리시스템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시 준
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유관기관 지도·감독 및 교육을 통해 개
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다.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방송통신위원회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2]와 같다.

[표 3-2-2] 방송통신위원회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사업명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추진체계
정비

침해 예방
대책 수립

개인정보보호
교육

추진실적

•유관기관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

•개인정보보호협의회 운영(6월)

•개인정보파일 실태조사

•개인정보파일 일제점검 실시(6월)

•개인정보 유·노출 모니터링 강화

•내부 개인정보보호 필수 조치사항 자체점검 실시(5월)
•PC 개인정보 실태 점검(매월)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 및 관리

•홈페이지 취약점 및 개인정보 노출 점검 실시
(4월, 12월)
•자체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사이버위기 대응
매뉴얼 개정(2월, 9월)

인력 확충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교육 강화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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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추진계획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대상 전문 교육
(6월, 11월)
•전 직원 대상 정보보호 전문가 초빙 교육
(1월, 3월, 10월, 12월)

제 4 편 해외 동향

2. 추진실적

부 록

가.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 및 관리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보안 취약점 및 개인정보 유·노출을 점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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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된 취약점을 즉시 조치하였으며, 내부 직원 및 외부 용역사업자에 대한 정보시스템 접근
제한을 강화하였다. 또한, 온-나라시스템에서 생산되는 전자문서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개인정보 필터링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한, 안
전한 이용 및 관리 등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 교육 내실화
개인정보 등 침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정보공유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담당
자 전문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하였으며, 일반 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매분기
개인정보취급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3. 향후계획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홈페이지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및 유·노출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민서비스의 신뢰를 강화할 예
정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담당자의 역량 향상을 위한 전문가 교육 및 전 직원 개인
정보보호 인식 제고 교육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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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1. 개요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개인정보 침해요소에 대한 선제
적인 보호조치와 개인정보보호체계 확립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 역할 강화, 불필요한 개인정보 발굴 및 파기, 구성원 간 개인
정보 관련 소통 강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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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소속기관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대테러센터가
포함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기관
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
국무조정실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3]과 같다.

[표 3-2-3] 국무조정실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사업명

추진계획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정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정 완료(3월)

추진체계
정비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역할 강화

•부서 내 PC에 저장된 주민등록번호
삭제·암호화 조치(매월)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점검(매월)
•개인정보파일 운영실태 점검 실시(6월)
•용역업체 현장점검 실시(8~9월)

침해 예방
대책 수립

•개인정보처리자의 인센티브 강화

•연구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연구기관 평가에 반영(16년~)

정보주체
권리 보장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분기) 및 불필요한
개인정보 파기(7월)
•비밀번호 암호화(7월)

인력 확충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 실시
전문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교육 실시

•CPO 워크숍(6월)
•통합 PIMS 인증제도 및 인증기준 안내 교육(6월)

•일반 직원·취급자 교육 실시

•취급자 대상 교육 실시(1월)
•전 직원 대상 교육 실시(3월)
•전입자 교육 실시(9월)

•소속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소통 강화

•CPO협의회 구성·운영(5월)

홍보 강화

부 록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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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추진실적

법령 등
개선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실시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외부용역업체 실태 점검 실시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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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역할 강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보호지침」을
개정하여 2016년 4월부터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지정·운영하도록 하였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각 부서의 장)는 매월 1일 PC에 저장된 주민등록번호 삭제 및 암호화하
도록 지도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시행이 미흡한 부서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한 후,
미시행 시에는 별도의 조치기준에 따라 조치하였다.

나. 불필요한 개인정보 발굴 및 파기
수집·처리 중인 개인정보 중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파기 조치하였으
며 비밀번호 암호화 작업도 실시하였다. 특히 세종시정보센터(www.sejongcenter.go.kr)의
경우, 2016년 7월에 회원제 공무원의 개인정보 수집·운영을 폐지하였고 기 수집된 회원정보
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파기를 완료하였다. 또한, 회원제 운영을 대체하기 위
하여 행정전자서명(GPKI)을 적용하였으며, 회원의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조치하였다.

다. 본부, 소속 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소통 강화
2016년 5월에 소속기관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CPO로 구성된 개인정
보 보호책임자(CPO)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CPO 협의회에서는 2016년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관리수준 우수 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사례를 공유하는 등 연
구기관 간 보호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아울러 ‘관리수준 진단 결과 우수기관
에 대한 포상 추천’ 안건을 의결하여 2017년부터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우수한 상위 3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표창(국무조정실장)을 추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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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계획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와 보호수준 향상을 위하여 현장 중심으로 지도·점
검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도·점
검 결과를 연구기관 평가(개인정보보호 분야)에 반영함으로써 자율
적 예방활동을 촉진할 것이며, 지적 사항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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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2017년에는 연구기관 평가 항목 중 개인정보보호 분야 배점을 상
향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7년에는 게시판 본문에 개인정보가 기재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개인정보필터링시스템을 도입·적용할 계
획이다.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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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1. 개요

국민안전처는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안전 총괄
기관으로서 재난안전 정보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방지 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6년에는 국

제 4 편 해외 동향

민안전처 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하여 24시간 개인정보 유출 모니
터링을 실시하였고, 소관법령 서식 정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용역사업자 교육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이
행하였다.

부 록

국민안전처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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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국민안전처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사업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법체계
정비

•국민안전처 소관 법령 서식 정비

•개인정보처리방침 현행화(1월)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정비(5월)
- 안전조치 의무 변경사항 반영 등
•개인정보 수집 법령서식 정비(12월)

보호기준
개선

•개인정보보호 종합관리체계 구축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취약점 진단·관리 등을 위해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1월)

전담체계
마련 및
역량 강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실무자협의회 개최(3월, 5월)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등 의무이행사항 점검결과
CPO 보고(6월)

•조직 전반의 개인정보
관리·통제체제 강화

•매월 사이버보안진단 날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삭제 등
자율적으로 안전성 확보조치 시행
•개인정보파일 및 직원 PC 개인정보 일제정비(5월)
•개인정보보호 의무사항 준수 여부 점검(5월~6월)
•개인정보 유·노출 모니터링 강화(수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4개 시스템)

•개인정보 처리담당자 교육

•개인정보 책임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페어&CPO 워크숍 참석(6월, 8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전문교육 이수(4월 등)

•일반국민과 내부직원, 용역업체 대상
개인정보보호 실천 홍보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노출 주의사항 안내
•개인정보처리 실무자 및 위탁업체 등 집합교육
실시(3월, 5월)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및
침해 예방

교육·홍보
강화

2. 추진실적

가. 소관 법령 및 서식 정비
국민안전처는 대국민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현행화하고 2016년 개인정보 안전
성 확보조치 기준 강화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보완하였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변경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삭제하였다. 아울러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등의 개인정보 암호화 의무이행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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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관리·통제 체제 강화
매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에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저장 실태를 점검하여 불
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 조치하였으며, 기관에서 운영 중인 개인정보파일을 정비하였다. 소
속 및 산하기관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해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
로 방문점검을 시행하였다. 아울러 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하여 정보시스템의 취약점을 진
단하고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였다.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개인정보파일을 운용 중인 시스템 중에서 사유재산 피해신고 시스템, 풍수해보험 업무지
원시스템, 긴급신고전화시스템, 선박 출입항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
시함으로써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에 대한 의무수행을 모두 완료하였다.

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개인정보 책임자(CPO)의 전문성 확보 및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보
호 페어&CPO 워크숍’에 직접 참석하도록 유도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 대해서는
연 40시간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석을 의무화하였다.

제 4 편 해외 동향

3. 향후계획

국민안전처는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 법령 서식을 개선하고, 주민
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할 예정이다. 또한, 분기별로 개인정보파일을 현행

부 록

화하는 등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소속·산하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개인정보보호 정책 개선을 위
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정책의 주도적 추진을 위하여 인력 1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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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방안으로 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
넷진흥원(KISA) 등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사고 대
응 가이드’를 작성하고,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에 반영할 예정
이다.

제5절

1. 개요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본부, 소속 및 산하 공공기관의 내부관리계획을 개
정해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 및 개인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
하고 있으며, 개인영상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진단 및 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
며, 개인정보 유출방지시스템의 도입, 클라우드 저장소 전면 적용 등
을 통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5]와 같다.

[표 3-2-5] 인사혁신처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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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추진계획

일반법 중심의 •법, 행정규칙 및 내부지침의
법체계 정비
개선사항 발굴
전담체계
마련 및
역량 강화

•전담인력 충원 및 예산 확보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추진

추진실적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
- 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의무·역할 강화 등
•개인정보 전담인력 정원 확보(5급, 1명),
필터링시스템 도입 예산 확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컨설팅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사업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처리위탁표준계약서 적용 및 월간점검표 개발·적용

개인정보
관리·통제
강화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
마련 및 확산
•분야별 침해 예방 체계 내실화 및
관리 강화
•소속·산하기관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용역사업자 개인정보 처리실태
지도점검

정보주체
권리 보장
실질화

•개인정보파일 전수조사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창구 일원화

•개인정보파일 현행화 및 미등록파일 발굴 등록
•정보화부서로 요구창구 일원화

•취약점 진단·조치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파악 및
파기 등
•본부, 소속·산하기관의 처리실태 분석 및
컨설팅 실시
•용역사업자 대상 실태 점검 및 교육 실시 등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개인정보보호 법령 제·개정 사항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홍보 및 교육 실시
교육·홍보
홍보 강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과 병행
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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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 및 책임관, 담당자 및
책임자 맞춤형 교육 실시
•매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개인정보 자가점검 실시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2. 추진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인사혁신처는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대체하는 인사혁신처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과 역할,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관리적·기술적 안전조
치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본부 및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지방 이전에 따라 신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관리체계도 내부관리계획에 반영하였다.

제 4 편 해외 동향

또한,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5급 1명의
정원을 확보하였으며,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위해 컨설
팅 예산을 확보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을 위한 내부역량을 강화하였다.

부 록

나. 개인정보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개인정보 처리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위탁사업에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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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위탁 표준계약서를 적용하였으며,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월 단위로 점검하고, 교육을 통
해 미흡사항을 보완 조치하는 등 자체 보호활동을 체계화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진단·조치하여, 악의적 접근을 사전에 차
단하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일괄 정비를 시
행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파악하였으며, 공무원연금재심시스템에서 주민등록번호
6,522건을 일괄 파기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담당자, 일반 직원 및 용역사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총원 481
명 중 66%에 해당하는 317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3. 향후계획

인사혁신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진단 및 조치를 상시화하여 기술적 보호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서식을 표준화하고 운용 중인 개인정보
의 수집항목을 재검토함으로써 개인정보 최소 수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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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1. 개요

법제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서식을 전수조사하여 수집 항목을

법제처

점검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불필요한 개인정
보 수집 항목을 개선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보완과 개
인정보처리방침 현행화를 통해 관리적 통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점검, 보안취약점 개선을 통해 개인정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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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을 사전에 방지하였다.
법제처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6]
과 같다.

[표 3-2-6] 법제처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과제명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개선 제도
전담체계
마련 및
역량 강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내부계획 개정(5월)
- 적합성 검토 및 법령 위배사항 개정
•규정 준수 여부 점검(5월)
- 불필요 개인정보 수집 서식 개정 및 교육

•전담인력 충원 추진 및 예산 확충

•개인정보보호 예산 확충을 위한 중기사업계획 반영
(2월)

•CPO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및
CPO 대상 교육 참석(6월)

•개인정보 관리·통제 강화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보완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현행화(6월)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점검(5월)

•정보주체 권리 보장 실질화

•수집항목 점검 및 개선(6월)
•개인정보 파기 여부 점검(6월)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제공

•개인정보보호 관련 콘텐츠 지속적인 현행화 제공

•교육체계 확대 및 상시학습 강화

•내부 직원 교육 실시(6월)
•외부 용역업체 교육 실시(5월, 10월)

보호활동
활성화

홍보 강화

부 록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법령 및 훈령 등의 규정 개정

제 4 편 해외 동향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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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 정비

세부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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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법제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서식을 조사하여 수집 항목을 점검하고 내부 서식 중 주민
등록번호 불필요 항목은 생년월일로 대체하였다.

나. 개인정보 관리·통제 강화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보완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현행화하여 개인정보 관리·
통제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개인정보파일 점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영향평가 대상
여부 및 안전성 확보조치 사항 점검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에 노력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강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웹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활동과 콘
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 현행화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수행하
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대상 워크숍을 개최하여 개인정보보호 인식 강화에 노력하
였다.

3. 향후계획

법제처는 강화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의 개정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된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 단계별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분야별 맞춤형 교육
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의식을 고취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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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1. 개요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장애, 질
병 등의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으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개
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시행 중에
있다. 아울러 대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34개 소속기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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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및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의 수준
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7]과 같다.

[표 3-2-7] 국가보훈처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사업명

추진계획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CPO)의 협조 당부 및 협의(6월)

•전담체계 마련

•2016년 소요 정원(5개 지방청 7급, 5명) 요청
- 지방청 나라사랑교육 인력 충원 등으로 미반영
•기술적 보호조치 전담인력으로 민간경력 채용
(7급, 1명)
-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진행(2017년 3월 예정)

추진체계
정비

•개인정보 관리 및 보유실태 점검

•본부 및 소속기관(소속 공공기관 포함) 대상 점검계획
수립 통보(2월)
•소속기관(소속 공공기관 포함) 점검(3월∼9월)
- 22개 기관 방문, 94건 지적(시정 : 48, 개선 : 46)
•본부 점검 시행(11월)
- 27개 사업부서 45건 지적(시정 : 27, 개선 : 18)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점검(연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실태 점검(3월)
- 24개 소속기관 495대 설치·운영
•개인정보파일 관리실태 점검(6월)
- 34개 기관, 531개 파일, 31,106,946건 보유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부 록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주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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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분야 소관 법령 정비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정비(1월)
- 시행령 및 시행규칙 7개 정비 완료
•주민등록번호 기재 서식 정비(1월)
- 5.18 민주유공자 증서 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시행규칙 정비(12월)
- 11개 시행규칙은 동법 시행령의 근거로 현행 유지

법령 등
개선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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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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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사업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침해 예방
대책 수립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

•개인정보 영향평가 완료(2개 시스템)
- 통합보훈정보시스템(8월)
※ 개선사항 7건 중 1건 완료, 6건 추진 중
- 제대군인지원센터 웹사이트(V-net, 9월)
※ 개선사항 7건 중 5건 완료, 2건 추진 중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분석(분기별)
-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등 8개 시스템 : 이상 없음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시행 : 상이판정시스템 등
3개 시스템
- 통합보훈정보시스템(8월) : 100만 건 이상
보유하여 법정시한인 2017년 말까지 완료 예정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 완료 : 경남권
•방화벽 및 정품 백신 S/W 갱신(연 1회)
•개인정보 유·노출 모니터링 강화(분기별)
- 기관별 홈페이지(웹사이트) 점검

정보주체
권리 보장

•권리 보장 안내

•본부 민원실에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안내(7월)

인력 확충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
전문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교육 강화
- 전문가 초빙 자체교육의 반기별 추진(2회, 367명)
- 보훈교육연구원 보훈공직자 실무과정(5회, 164명)
•개인정보보호 우수 직원 표창(12월) : 4명
•개인정보보호관련 자격증(개인정보관리사) 취득자
보유 소속기관 우대(BSC 공통지표상 가점 부여)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홍보 강화

•개인정보보호 실천문화 확산

•매월 셋째 주 수요일 ‘개인정보보호의 날’ 지정·운영
•본부 및 소속기관의 성과관리(BSC 공통지표) 반영
- 반기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점검 실시
•업무포털(보훈나라)에 교육 자료 및 위반사례 게시
•소속기관별 개인정보보호 우수사례 발굴
- 보훈단체와 합동으로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운영

2. 추진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국가보훈처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정책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법정서
식 중 5.18 민주유공자 증서 내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였고, 「국가 유공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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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7개 시행령과 11개 시행규칙을 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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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상이판정시스템 등 3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였고, 통합보훈
정보시스템 및 제대군인지원센터 웹사이트(V-net)에 대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완료하였
다. 또한, 기술적 보호조치 영역에서 도출한 총 14개의 개선사항 중 6개를 완료하고 8개는
개선 중에 있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2016년 상·하반기에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보훈공직자 실무교육 과정에
개인정보보호 과목을 개설하였다. 또한, 2016년 말에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한 우수 직
원을 선발하여 국가보훈처장 표창을 수여하였다. 내부 인트라넷인 보훈나라시스템 게시판
상에는 ‘개인정보보호방’을 운영하여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정
보보호 의식과 실천문화를 확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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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계획

국가보훈처는 34개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방문·점검하여 예방활
동을 추진하고, 3개 소속 공공기관과는 개인정보보호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개인정보보호의
수준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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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정비(개정)할 예정이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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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1. 개요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및 제도 정비, 개인
정보보호체계 고도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식·의약 분야에서 개인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할 기반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담당자 및 취
급자의 역량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정보주체의 권
리 보장을 위해 식품, 의약품 등 분야별로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강
화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8]과 같다.

[표 3-2-8]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사업명

추진계획

•소관 법령의 개정 추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안
마련(11월)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1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11월)

•식약처 개인정보처리 규정 개정 추진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및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개정안 마련(12월)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에 따른 관련 규정
현행화(6월)

•기술적 조치 강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기술적 보완조치 확인(12월)
•개인정보취급사이트의 암호화 통신 점검(12월)

•개인정보 전담체계 강화

•개인정보 보호담당을 전담인력으로 배치하여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12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

•개인정보 침해 사고 예방 및 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자율점검 실시(10월)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점검(6월)

•개인정보파일 일제점검 및 모니터링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6월)
•공문서 원문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 방지 등
안내(2월)

법령 등
개선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추진체계
정비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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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실적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사업명

추진계획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정보주체
권리 보장

•유관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
- 유관기관 개인정보보호 4회(7∼9월) 지원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

•‘개인정보보호 환경’, ‘처리환경’, ‘침해대응’의 3개 분야에
대한 자가진단 실시(6월) 및 전년도 미흡사항 조치
•자가 PC 점검(6월)

•국민신문고 등 민원처리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 강화

•본부 및 소속기관 대상으로 민원정보 처리 및 관리
강화 안내(7월)
•개인정보보호의 주의환기 촉구를 위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당부 말씀’ 배포(6월)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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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확충 및
•개인정보보호 전문역량 강화
전문성 강화

홍보 강화

추진실적

•유관기관의 영역별 개인정보보호
지원
침해 예방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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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워크숍·개인정보보호
페어 참가(6월)
•본부 및 소속기관 총 8회(4,777명), 유관기관
총 5회(320명)에 걸쳐 개인정보보호 자체교육 실시

•PC 화면보호기 자동 설치·배포 운영(연중)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대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인식 확산’을 위한 표어 공모전 실시(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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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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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관 법령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행정처분
대장 등) 제2항의 행정처분사항 공유(통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삭제를 위한 개정안을 마련
하여 입법예고(2016.11.4.~12.14.)하였다.
임상시험 등 중복참여 방지 및 제조관리자 대상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징수를 위한 주민등

부 록

록번호 수집과 관련한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과 마약류 취급 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 보고의무에 따른 절차 및 서식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
하여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최소화되도록 평가(2016.11.~12.)를 의뢰하였다.
2016년 12월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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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동의절차·출처고지, 안전성 확보조치를 강화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대응 안내서, 개
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절차 안내서, 일회성 개인정보 서면 수집을 위한 개인정
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였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민감정보 암호화(ARIA) 조치 점검, 개인정보취급사이트의 암호화
(G-SSL) 통신 점검 등 안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개인정보
전담체계를 강화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을 전담인력으로 배치하였다.

나. 개인정보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개인정보 침해 사고 예방 및 관리수준 향상을 위하여 자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 여부를 점검하였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소속기관 포함) 및 유관
기관의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실시, 공문서 원문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 방지 안내, 클
린데스크 활동 등으로 전년도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환경·처리환경·침해대응 등 3개 분야에 대한 자가진단을 실시
하여 개인정보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7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유관기
관의 개인정보보호 점검·지원을 시행하였다.
또한, 본부 및 소속기관 대상으로 민원처리 중 개인정보가 공개되거나 유출되는 사례가 없
도록 민원정보 관리 강화사항을 안내하여 국민신문고 등 민원처리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관
리에도 철저를 기했다.
개인정보취급자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정보보안 및 개인
정보보호 당부 말씀’을 배포하고,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여
안전한 정보이용 환경을 보장하였다.

3. 향후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행정처분사항 공유(통보) 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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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2017년 4월 중에 완료하고, 개인정보 수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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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조관리자 과태료 징수에 대한 「약사법 시행
령」 개정을 2017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7년 하반기에 구축 예정인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및 정
보보안 활동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의 구축 및 확산, 개인
정보보호의 기술적·물리적 조치 강화를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할 계
획이다.

1.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 없이 안심하고
시장경쟁과 소비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모든 개인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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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위원회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제9절

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검출도
구를 이용하여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하게 보유하고 있는 개
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하였다.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방화벽과
침해방지시스템(IPS, Intrusion Prevention System)을 운영하고 있

제 4 편 해외 동향

으며, 개인정보의 송수신이 요구되는 구간에는 보안소켓계층(SSL,
Secure Sockets Layer)을 이용해 안전한 전송이 가능하게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9]와 같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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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9] 공정거래위원회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사업명

추진계획
•개인정보 침해 사고 대응 훈련

추진체계
정비

•업무위탁에 따른 보안점검 및 교육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확보
전담체계
마련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전문역량 강화
담당자 역량 강화
•사건처리시스템 신고인·피심인의
개인정보 조회 제한

개인정보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처리실태 점검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침해 예방
대책 수립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개인정보 침해 예방 시스템 도입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시큐어 코딩
도입

인력 확충 및 •개인정보보호 역할에 따른
전문성 강화
맞춤 교육 실시

추진실적
•개인정보 침해 사고 대응 훈련(6월)
- 개인정보 노출 시나리오를 가정한 대응훈련 실시
- 개인정보 침해 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른 적시 대응 등
•위탁사업자 보안점검 및 교육(상시)
- 위탁사업자 대상 보안점검 및 교육 실시
•용역사업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특약사항 명시
(상시)
•위원회 사이버안전센터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확보(1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CPO 워크숍’ 참석(6월)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전문교육 참석(2회 이상)
•사건처리시스템 신고인·피심인의 개인정보
조회 제한(상시)
- 사건처리 관련 신고인·피심인의 개인정보 조회 및
출력 제한
- 사건처리시스템 신고인 등록 시 자동 가명처리
•PC 내 개인정보 보유 상시 감시 체제 운영(상시)
- 개인정보 일제정비 계획 수립 및
그에 따른 정비 완료(6월)
•사건처리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로그 점검
(상시)
•주민등록번호 원칙적 처리 금지, 암호화 조치(상시)
•개인정보 침해 예방 시스템 도입(5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시큐어 코딩 도입(상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 및 기능개선 시 시큐어
코딩으로 개발
- 담당자 시큐어 코딩 교육 지원
•개인정보보호 역할에 따른 맞춤 교육 확대
- 개인정보 보호취급자 교육(상시)
- 일반 직원 교육(1회)

2. 추진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2016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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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내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규정을 폐지하거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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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령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신설하는 등 시행규칙 정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아울러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현황을 파악하여 수탁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점검
및 교육을 추진하였고, 용역사업 위탁계약 체결 시에는 업무위탁 문서에 개인정보보호에 관
한 특약사항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였다.
한편, 365일 운영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안전센터에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을 1명
배치하여, 대표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위원회 모든 웹사이트에 대한 개인정보 유·노출 모니
터링을 강화하였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대표 홈페이지 게시판에 가상의 개인정보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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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첨부파일 및 게시글을 작성하여, 개인정보 노출사고 탐지 체계와 복구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이용 및 관리를 위해 시스템의 접근을 기록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였으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발 및 기능개선 사업 시 잠재적인 취약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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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시큐어 코딩(Secure Coding)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보안 취약
점을 악용한 해킹 등 내·외부 공격으로부터 시스템을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정부 문서결재 업무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에 개인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도입
하여 문서 생성 시 실시간으로 개인정보를 검출할 수 있게 하였다.
그 밖에, PC에 보관 중인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 조치하였고, 법령의 근거에 따라 업무상
보유 중인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문서보안 기술인 디지털저작권관리(DRM, Digital Rights
Management)를 사용하여 암호화하였다.

제 4 편 해외 동향

3. 향후계획
부 록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3월부터 서비스되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침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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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1단계 구축을 완료하였고, 2017년 2
단계 구축 사업에도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2017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루는 사건의 모든 처
리과정을 지원하는 사건처리 시스템의 대규모 개편이 계획되어 있
어 이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2016
년 개정된 행정자치부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시
행에 따라 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
치 사항을 추가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관리계획을 일부 개정
할 예정이다.

제 10 절

금융위원회

1. 개요

금융위원회는 주로 법규에 근거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과 보
유,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등 유·노출 방지에 중점을 두어 개인정
보보호 업무를 추진해왔다.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보호가 소홀
해지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조치 및 비식별화 조치 등 보호체계의 강
화에 힘을 쏟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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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0] 금융위원회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추진계획

추진실적

법령 등
개선

•일반법 중심의 법체계 정비

•신용정보법 등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개선
•해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실시

추진체계
정비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체계 합리화

•한국신용정보원 출범
•빅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발간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개인정보 관리·통제체계 강화

•개인신용정보 보호제도 이행 현황 조사 및 검사
•개인정보 관리실태 자가진단 수행 및 개선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조치 점검

침해 예방
대책 수립

•가이드라인 등 내부규칙 정비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개인정보보호 내규 개정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외주인력 교육 및 PC점검

정보주체
권리 보장

•정보주체 권리 보장 실질화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이행 준비상황
점검(현장방문)

인력 확충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역량 강화 및
전문성 강화
직원 인식 제고

•국민참여 및 생활 밀착형 홍보 강화

•공공기관 담당자 특강 실시
•자체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금융회사 업무수탁자 대상 교육 실시
•신용정보관리·보호인 간담회 실시(은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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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강화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사업명

2. 추진실적

제 4 편 해외 동향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의 유사·중복 규제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법 수범대상을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인 금융회사, 신용정
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정하고, 관련 법률의 중첩사항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내용으

부 록

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최근 핀테크 등 신산업 확장에 주목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사용의 엄격한 제한으로 인해
빅데이터 활용이 어려웠다. 이에, 한국신용정보원을 설립하여 여러 협회에 분산되어 있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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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용정보를 집중하고 금융보안원과 한국신용정보원을 빅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함으
로써 개인신용정보의 활용 기반을 마련하였다.

나. 개인정보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금융위원회 및 산하 공공기관은 매년 상반기에 전반적인 개인정보 관리실태 자가진단을
실시하여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하반기에는 상시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모니터링하고 외주 인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PC 점검을 실시해 개인정
보의 유출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개인신용정보주체의 정보 조회중지 요청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신용정보법을 개정하였
고, 금융회사로 하여금 최근 3년간 본인의 신용정보 이용·제공 현황을 개인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치하였다. 더불어, 개정된 신용정보법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개별 회사가 이행현황을 자체 조사하도록 하고, 관리가 미흡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 현황, 모집업무 수탁자의 불법취득정
보 이용 등을 분기별로 점검함으로써 침해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2016년에는 산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인신용정보의 빅데이
터 활용 방안 등 금융특화 전문교육을 추진하였다. 2016년 10월 ‘금융정보보호 콘퍼런스
(FISCON) 2016’을 개최하여 빅데이터 및 생체인증 등 신규 이슈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
였으며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홍보·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3. 향후계획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개인신용정보 보호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 개인정보 보호담당
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침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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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실제적이고 상세한 업무절차서를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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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관련 규율 및 보호 체
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산업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제 11 절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1. 개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기반 확보를 위한 법

국민권익
위원회

령 개선, 침해 예방 대책 수립, 전문인력 확보 등 기술적·관리적·물
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본부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보
호 실태 점검 시행 및 지속적인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개인정보보호
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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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11]과 같다.

[표 3-2-11] 국민권익위원회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사업명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전담체계
마련 및
역량 강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등
소관법령 제·개정 추진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 구성 추진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시스템 운영 처리실태 점검
•110 콜센터 상담 관련 개인정보
암호화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 수립·시행(2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보완(3월)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연중)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법령 및 각종 서식 정비(10월)
•부서별 개인정보 처리담당자 지정·운영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운영
•정보보안계 신설 및 정보보안 전문관 지정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 확보(5급)

부 록

•개인정보파일 전수 조사·등록

추진실적

제 4 편 해외 동향

법령 등
개선

추진계획

•개인정보파일 전수조사 및 현황 공개
- 업무용 개인정보파일 전수조사 및 등록현황 정비
(6월)
- 전 직원 업무용 PC 개인정보파일 정비(5월)
•110 콜센터 상담 관련 개인정보 암호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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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사업명

추진계획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실시(연 2회)

침해 예방
대책 수립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정보주체
권리 보장

•용역업체 보안관리, 전산망 통제 및
점검 강화

•정보주체 권리 보장

인력 확충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자 교육 강화
전문성 강화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홍보 강화

•실천문화 확산

추진실적
•위원회 주요 홈페이지에 취약점 점검 실시
- 점검시기(3회) : 3월, 4월, 9월
•매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용역사업장 점검·교육
(7회)

•정보주체 권리 보장
-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정보주체 권리 보장
내용 안내(연중)

•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자 교육 강화
- 전 직원 교육(1회) 및 개인정보 보호취급자(연 2회)
- 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전문교육 이수
(40시간)
- 국민신문고 이용기관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3회, 1,000개 기관)

•교육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
•이메일, 인트라넷, 공문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 침해사례 등 상시 전파

2. 추진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취급자를 지정하
고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수시로 현행화하였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및 각종
서식 등을 일제 점검·정비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개인정보파일탐지솔루션을 이용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의 개인 PC 내 개인정보파일 보관
여부 및 보관상태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였다. 또한, 보유 중인 개인
정보파일의 근거법령, 보유목적 등을 점검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그 현황을 등록·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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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 및 현황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직무수행과정에서 주요
한 위반사례를 등을 교육하였고 개인정보 담당자 및 신규전입 직원
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다.

3. 향후계획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전문
인력 추가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이버 보안을 위한 자체 사이버
안전센터를 구축·운영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유출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유출사고 시 즉각적인 사고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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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절

1. 개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업무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
제 4 편 해외 동향

한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업무용 PC에 개인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여 반기별로 실
태정비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의 법정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법 목적에 부합한 정책 수립과 개인정보보호

부 록

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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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사업명

법체계
정비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추진실적

•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등 •소관 행정규칙 3건의 서식 및 「원자력안전법
의무사항 수시 검토
시행규칙」 서식 3건 정비(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법령 제·개정 시 개인정보 수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결격사유 조회에 관한
필요성 검토·정비
사무 수행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마련

•산하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유출
방지 대책 및 운영 규칙 수립 등
현황 점검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미운영)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95대 운영. 관리 운영방침
제정·운영(2015년 9월~), 영상정보 자동 삭제 및
보관기간(3개월) 작동 여부 월 1회 점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8대 운영. 관리 운영방침
제정·운영(2015년 7월~), 영상정보 접근기록 등
확인 연 1회 점검

전담체계
마련,
역량 강화

•개인정보보호 업무 실효성 제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담인력은 아니나
담당 인력 2인 운영 중
•산하 공공기관 담당자들과 함께 협의회
구성·운영(2회)
•산하 공공기관 포함 교육계획 수립 여부 및
이행상황 점검

개인정보
통제체계
강화

•업무용 PC 개인정보 노출 점검
•산하기관 개인정보 노출 등 보호체계
점검
•산하기관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보유
현황 보고 정례화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 활용
자가진단 실시

•연 2회 개인정보 보유 현황 및 일제정비
(파기, 암호화) 실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수시)
•본부, 소속기관, 산하기관 대상 자체 보안감사 실시
•산하기관 개인정보파일 보유 현황 점검 및 불필요
파일 폐기 등 점검
•산하기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자체 점검 내역 확인

내부
지원체계
강화

•행정자치부 등 전문기관 주최
개인정보 교육 적극 이수
•전 직원 대상 1회 이상 교육
이수 독려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 강사 초빙 교육 운영 및
사이버교육 이수 독려로 전 직원의 68%가 1회 이상
교육 이수
•(산하 공공기관) 3개 산하 공공기관 모두 정원 대비
60% 이상 교육 수료

홍보 강화

•내부포털 등에 일상 속
개인정보보호 대책 홍보

•교육 동영상 내부 전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중요 사항
수시 전파 등

영상정보
보호 체계
구축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추진계획

2. 추진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보유 또는 파기 절차에 따른 관리 방안, 사고
246

발생 시 대응 방법 등을 담은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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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6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서 보
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의 근거 조항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보다 명확하
게 규정하였으며, 해당 시점에 소관 법령을 재점검하여 행정규칙 3건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3건을 생년월일 수집으로 개
정하였다.
아울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산하기관 담당자들로 정보화협의회를 구성하여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기관별 자체 관리방안을 논의해 상호 보완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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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업무용 PC의 개인정보 보유 현황 등을 반기별로 점검하여 암호화 또는 파기 조치하였다.
또한, 산하 공공기관의 CCTV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실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자
체 점검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보안감사를 실시하였다.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 직원 대상 교육 외에 부서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교육도 운영하였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뿐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
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 결
과, 정원 대비 60% 이상의 직원이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 4 편 해외 동향

3. 향후계획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지속적
부 록

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더불어, 개인정보 수집 관련 법정 서식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불필
요한 개인정보 수집 사례를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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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절

1. 개요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 분야에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잡알리오) 등을 운영하면서 관
련된 최소 범위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다. 수집된 개인정보
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내·외부 보안위험 요소에 대해 관
리적·기술적·물리적 보안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및
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본부와 소속·산하기관의 자체
점검과 현장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
하였다.
기획재정부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13]과 같다.

[표 3-2-13] 기획재정부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사업명

법령 등
개선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추진체계
정비

추진계획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법령 정비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여부 검토 및 조치
- 「관세사법」, 「세무사법」, 「국고금 관리법」 등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삭제
- 「관세사법」, 「세무사법」, 「주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마련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 지침 정비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4개의 내부 지침 개정

•유관기관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

•산하기관과 개인정보보호협의회 연 3회
(3월, 8월, 12월) 개최
•재정 경제 부문 유관기관 보안 담당자들과 공동으로
사이버안전센터 협의회 연 2회(8월, 12월) 개최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관리체계
인증(PIMS) 획득
인증 획득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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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추진실적

•기획재정부 대표 홈페이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 획득(6월)

•산하 공공기관 현장 지도·점검

•2개 산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개선조치 현황 현장점검
(3월)

•개인정보파일 실태조사

•본부 및 산하기관 개인정보파일 실태조사 및
일제정비(6월, 12월)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사업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홈페이지 개인정보 차단 솔루션 도입(11월)

•해킹·스미싱 훈련

•내부 직원 대상 해킹 메일·스미싱 훈련 총 4회
- 주문 상품 발송, 개인정보 도용 안내에 대한 해킹메일
훈련
- 미사용 포인트 안내, 저자 직강 안내에 대한 스미싱
문자 훈련

•개인정보 암호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내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완료
(12월)

•개인정보 수집 서식 등 점검·정비

•청소년 방문프로그램 신청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추가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 자체 집합교육 4회
- 사이버는 전쟁 중(1월)
- 개인정보보호 최근 이슈(8월)
- 사이버테러 위협 및 대응(9월)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10월)
•개인정보보호 동영상 교육(42개 강좌)
-교
 육 전문 업체의 동영상 교육을 통해 총 3,137명 수강

홍보 강화

•개인정보보호 홍보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및 지침 제·개정 내용을 내부
인트라넷 게시판에 게시(1월, 10월)
•개인정보보호 실천수칙 게시(3월)

정보주체
권리 보장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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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노출 모니터링 강화

침해 예방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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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2. 추진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제 4 편 해외 동향

기획재정부는 개인정보 수집 관련 법령 및 서식에 대한 재검토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관세사법」, 「세무사법」, 「주세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고,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을 삭제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자체감사,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내

부 록

부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을 일괄 정비하였으며, 유관기관과 재정·경제 분야의 개인정보보
호 업무 협업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운영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를 구축·운영·관리함으로써 기획재정부 대표 홈페이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PIMS)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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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각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적·기술적 추진현황을 현장에서 점검·지도하였으며, 이행조
치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관리 역량을 강화하였다. 또
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보유·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의 암호화를 완료하
였고, 대표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차단 솔루션을 도입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최근 해킹메일 등을 이용한 보안사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모의 해킹메일 훈련, 집합 및
온라인 교육, 워크숍 등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와 전문 역량 강화
를 위한 자체 집합교육을 실시하였고, 동영상 교육 이수 시 교육실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개인
정보보호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3. 향후계획

기획재정부는 2016년 6월 취득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을 지속적으로 운
영·관리하고, 산하 관계기관들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을 단계적으로 취득하
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차단 솔루션 도입을 확대하여 개인정보 유·노
출을 방지할 예정이며, 주제별 보안 교육 실시, 모의 해킹메일 훈련 실시, 개인정보보호협의
회 개최 등으로 개인정보 침해 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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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절

1. 개요

교육부는 교육(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15만여 개의 개인정보

교육부

파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 소관의 244개
법령상의 고유식별정보 수집 근거 등을 개정하고, 개인정보처리방
침, 내부관리계획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또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등 대상자별 맞춤교육을 실
시함은 물론,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개인정보 유·노출 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업무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를 보급하고, 개인정보 포털시스템을 구축·운
영 중이다.
교육부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14]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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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4] 교육부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사업명

추진계획

일반법 중심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차단 및
법체계 정비
근거 마련

추진실적
•교육부 소관 법령(244개) 개정 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기준 마련
-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마련 및 시·도교육청 조례·지침에 주민등록번호
항목 삭제

•교육청 및 대학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실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실시
- 시·도교육청, 대학 및 소속기관 등 총 417개 기관
대상 시행
•시·도교육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체계 구축 지원

부 록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선제적·
자율적
보호활동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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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
•학교 안전을 위한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대한 내용을
보호·관리 •개인영상정보 처리근거 마련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반영
체계 구축
※ 지침 제65조~제78조 반영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개인정보보호 점검·지원단 상시 점검 •교육(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지원을
제도 개선
체계 구성
위한 ‘정보보호 점검·지원단’ 구성·운영
•교육기관 대상별 전문역량 강화를
•교육기관 대상별 맞춤형 교육 실시
전담체계 마련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순회 교육 실시
및 전문역량
(5개 권역별 979명 실시)
강화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순회 교육 실시
(5개 권역별 1,206명 실시)
- 개인정보보호 신규 담당자 교육 실시
(2개 권역별 151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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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사업명

조직 전반의
개인정보
관리·통제
체계 강화

추진계획

•교육(행정)기관 개인정보 노출
사전예방 체계 강화

대상별 맞춤형 •정보보호 교육센터를 통한
지원체계 강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교육 실시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국민참여 및
생활 밀착형
홍보 강화

•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자 대상
활용 가이드 보급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체계 •기관별 개인정보보호 선도요원 양성
구축

추진실적
•개인정보 노출 점검 내실화를 위한 홈페이지 도메인
전수 조사 실시
- 총 3만 711개 도메인(URL) 조사 완료
•교육기관 대상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점검 실시
- 노출 점검 시스템 4식 → 8식 추가 구축
- 홈페이지 1만 9,260개 점검 실시
•개인정보 대량 검출 등 개인정보 관리 취약 기관
긴급현장 점검
- 총 5개 기관 현장컨설팅 지원
•정보보호 교육센터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집합, 원격 교육 실시
- 2016년 총 7,953명 교육 수료

•초·중·고등학교용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 보급
•홈페이지 등을 통한 대상자별 맞춤형 홍보자료 안내

•개인정보보호 선도요원 양성
- 시·도교육청 선도요원(35명), 대학 대상 심화요원
(31명), 선도요원(20명) 양성

2. 추진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학원·대학교에 대한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를 마련하
고, 시·도교육청의 조례·지침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안전한 개인
영상정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반영하였다.

나. 개인정보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지표를 기관 특성에 맞게 수립하여 대학기관은 상
반기에, 시·도교육청은 하반기에 시행하고, 그 결과를 대학은 정보공시를 통해 공개토록 하
고 있으며, 시·도교육청은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2016년에는 417개 기관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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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분야, 21개 지표, 45개 항목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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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전체의 홈페이지 도메인(약 3만 개)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노출 점검을 실시하기
에는 시스템이 부족한 관계로,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 노출 점검 시스템을 기
존의 4식에 4식을 추가로 구축하여 1만 9,260개 도메인을 점검하였다. 또한, 점검 대상 초·
중등학교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노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향후 3년에 걸쳐 17개 시·도
교육청에 대한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4개 교육청의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교육(행정)기관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 촉진을 위해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979명을 교육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1,206명을 교육
하였다. 또한, 전국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개인정보보호 신규 담당자 151명에 대한 교육
을 실시하였다.
교육(행정)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지원하고 학생·학부모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초·
중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식을 조사하여 ‘각급 학교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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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중·고등학교편)’를 개발·배포하였다. 또한, 최신 개인정보 기술과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
록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업무담당자 대상 홍보를 강화하였다.
2016년에는 86명의 개인정보보호 선도요원을 양성하여 교육(행정)기관이 개인정보보호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강사요원으로 활용하거나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 4 편 해외 동향

3. 향후계획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2017년에는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부 록

지침」을 개정하여 모든 교육(행정)기관이 내부관리계획을 강화된 기준에 맞게 보완할 예정
이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도 개정된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부합하도록 지표
를 개선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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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도교육청은 개인정보 노출 점검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노출 점검시스템 보급 사업을 2018년까지 지속적
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2017년에는 대학기관을 대상으로
‘대학기관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를 제작하여 보급함으로써 고등교
육 기관이 정당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
획이다.

제 15 절

1. 개요

미래창조과학부는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미래창조
과학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관리실태 현장점검 및 서면점검, 개인정
보보호 인력 교육,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노출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개인정보 침해 위협에 대응하여 관련 기술개발,
정보보호 서비스 산업 육성지원, 사이버보안 전문인력 양성 등의 국
가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15]와 같다.

[표 3-2-15] 미래창조과학부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사업명

추진계획

법령 등 개선 •분야별 개별법 정비
추진체계
정비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기준 정비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분야별 침해 예방 체계 내실화 및
시스템 운영 처리실태 점검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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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실적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8건)

•개인정보보호지침 및 매뉴얼 개정 등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16개 기관)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시스템 고도화 등

사업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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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추진실적

관리통제
체계강화

•ICT 발전에 따른
새로운 보호기술 개발

•주요 기반시설 ‘사이버 안전 대진단(약 700개)’ 실시
•침해대응 민관합동 협의회 운영(8회)
•민간 분야 사이버위기 대응 모의훈련 실시
(40개, 4,000명 참여)
•사이버위협 자동분석시스템 이용기관 확대
(2015년 100개 → 2016년 132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대상 기관 확대

대상별
지원 강화

•개인정보 처리 유형별·수준별
지원 프로그램 보급

•경기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 신규구축

•정보보호 신시장 창출 추진

•K-ICT 시큐리티 해외 진출 가속화 방안 마련(2월)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수립 및 추진(6월)
•융합보안 시범사업 추진(7월)
•정보보호공시제도 본격시행(8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1회), 부내 담당자 교육(1회), 유관기관
담당자 교육(3회) 등
•정보보안기사 자격증 취득(1명)
•유관기관 개인정보보호 협의회 운영(2회)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홍보 강화

•우편분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 취득
(12월)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사이버 시큐리티 인력양성 계획 수립(5월)
•차세대 보안리더(BoB) 140명 양성
•최정예 사이버보안 전문인력(K-Shield) 121명 양성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지원(4개교)하여 69명 취업연계

•생활 속 실천을 위한 홍보 강화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매월)
•개인정보보호 분야 장관표창(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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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인력 확충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제 활성화
전문성 강화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신시장 창출

제 4 편 해외 동향

2. 추진실적

부 록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미래창조과학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시행규칙 내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
항을 파악하여 상위 시행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법정서식 내 불필요한 주민등록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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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작성란을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점검단을 구성
하여 소속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관련 지침 및 내부관리계획
등을 개정·배포하여 유관기관 담당자의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진 중인 개인정보 관리 방법 개선 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협의회를
2회 운영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안전한 개인정보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본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계자(책
임자, 취급자, 담당자)와 수탁사 책임자, 모바일 앱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최근의 주요 이슈
와 위반사례 등을 교육하고, 포럼(워크숍) 등에 참석토록 독려하였다. 또한, 기관 내 대국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한 개인정보보호 유공자에게 장관 표창을 실시하여 그간의 노고
를 격려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였다.

다.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기업 정보보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최정예 사이버보안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K-Shield)’,
산업 수요 맞춤형 고급 정보보호 연구개발 인력 양성을 위한 ‘고용계약형 정보보호 석사과
정’을 운영함으로써 고품질의 전문가 양성체계를 갖추었다. 또한, 현장중심형 정보보호 전
문인력 양성을 위해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을 선정하고 교육과정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였다.

3. 향후계획

미래창조과학부는 소관 업무의 개인정보 처리실태와 개인정보보호 법령의 부합 여부를
검토하여 수집 근거를 마련하고, 서식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홈페이지 개인정보
취약점 및 노출 점검 서비스의 수요 대상 확대, 개인정보 실태 점검, 교육 등을 통하여 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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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이버위협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침해대응시스템 고도
화, 통합보안 관제시스템 구축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보보호 수
준 컨설팅을 통해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정보보안 기술과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 양성
을 위해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 운영, 주니어 화이트 해커 육성 기반
마련, 고용계약형 석사과정 확대 등의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과제
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 개요

외교부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부합하도록 외교부 실정에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외교부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제 16 절

맞게 개선된 「외교부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에서 파기까지 생명주기 단계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
또한, 신규 구축된 e-APP(아포스티유/영사확인 인증서 발급) 시
스템에 대한 잠재 위험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 개
인정보 유·노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
하였다.

제 4 편 해외 동향

개인정보 수집 서식에 대한 점검을 지속 수행하는 등 개인정보 보
호담당자 업무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

부 록

외교부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16]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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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6] 외교부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사업명

추진실적

법령 등
개선

•정책연구용역

•본부 및 재외공관 개인정보 처리 현황 파악 및 개선
필요사항 도출(10월)
•「외교부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정(안) 마련

추진체계
정비

•전문 직위 지정 및 증원

•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자 전문 직위 지정 신청
•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 인력 0.5인 증원(2017년 2월)

•개인정보파일 운영실태 조사

•개인정보파일 운영실태 조사(5월)
-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파일 파기 및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행화

•개인정보 수집 서식 점검 및 개정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4종)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 추가(3종)하도록 개정(6월)

•개인정보 영향평가

•e-APP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행(11월)

•개인정보 스캔 솔루션 도입

•개인정보 스캔 솔루션 도입으로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12월)

•개인정보 유·노출 모니터링

•개인정보 유·노출 모니터링 실시(매월)
- 외교사이버안전센터에서 외교부 운영
홈페이지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침해 예방
대책 수립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추진계획

인력 확충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전문성 강화
전문성 강화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교육
- 전 직원 교육(4월), CPO 교육(6월)
- 개인정보취급자, 외주 용역업체 직원(6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전문교육 및 포럼 참석(수시)

2. 추진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외교부 본부와 3개 산하기관(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개인정
보보호체계 확립을 위해 2014년 제정한 「외교부 개인정보보호지침」을 2016년 개정된 「개
인정보 보호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시행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보
호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 직위(1인) 지정을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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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e-APP(아포스티유/영사확인 인증서 발급)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잠재 위험을 식별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해당 개선방안의 이행을 통해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의 위험성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외교사이버안전센터에서 매월 홈페
이지 개인정보 노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를 누락한 서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를 추가하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였다. 아울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을 점검하여 비인가 사용자의 시
스템 접근 가능성을 제거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내용 및 개인정보 유·노출 사례 등을 교육하
였으며, 개인정보처리자 및 외부 용역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관리 방법, 기술적 보호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조치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업무담당자는 각종 포럼 및 전문 교육에
참석하여 개인정보보호 분야 최신 동향 등을 파악하고 업무에 활용하였다.

3. 향후계획

제 4 편 해외 동향

외교부는 본부 및 재외공관의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2017년 상반기 중
「외교부 개인정보보호지침」을 개정하고 개인정보 처리 업무담당자를 위한 Q&A 가이드북
도 제작하여 본부 및 재외공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산하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업무담당자 간 정책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부 록

전문가 의견 수렴, 현안 논의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7년 본격 운영 예정인 개인정보 스캔 솔루션을 활용하여 PC에 보관 중인 개인정보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점검 주기 단축
등 기술적 시스템 운영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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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온라인 교육 과정
으로 운영 중인 자료를 DVD 형태로 제작·배포하여 재외공관 직원
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
할 예정이다.

제 17 절

1. 개요

통일부는 이산가족 상봉,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남북교류협력

통일부

등 통일업무 추진에 있어 다양한 계층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으
며, 지속적인 기술적·관리적 노력을 통해 통일부 정책고객의 개인정
보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정보기술 및 법·제도의 변화에 따라, 매년 통일부 본부와 소속기
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종 개인정보 관련 규정의 개정안 및 개인
정보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매뉴얼 등을 제시함으로써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다.
통일부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17]
과 같다.

[표 3-2-17] 통일부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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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법령 등
개선

추진계획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등 개선

추진실적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방문허용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7월)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개정
•「통일부 개인정보보호지침」 훈령 제정(3월)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체계화

사업명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개선

추진체계
정비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추진계획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예산 확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역할별
워크숍 및 교육 참석

•자율적 보호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사업 추진(9월~11월)
- 통일부 및 산하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실태, 개인정보파일
관리실태 점검 등
- ‘개인정보 업무처리 매뉴얼’,
‘개인정보 수집이용 가이드라인’ 작성·배포

침해 예방
대책 수립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내실화

인력 확충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
전문성 강화

홍보 강화

•대상별 맞춤형 캠페인 및
취약계층 인식 제고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사업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등 개정안 제시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를 통한
인식 제고(11월)
•개인정보취급자 및 유지보수·위탁 용역업체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9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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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통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 통일부 및 산하 공공기관 대상 24시간 365일
보안관제 실시
-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및 이행 점검(연 1회)
- 홈페이지 대상 모의해킹 및 조치결과 점검(연 1회)
•개인정보처리 안전성 확보
- 남북교류협력시스템 SSL인증서 확대 적용,
민원인 제출서류 외부 유출 차단 기능 적용
-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 개인정보 사용현황
모니터링 강화
-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DRM 도입
- 사이버통일교육시스템 개인정보 사용 페이지 접근
기록 관리 등 학습프로그램 기능 개선
- 모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접근권한 정책 및 접속기록 점검
•산하 공공기관 대상 개인정보 컨설팅
-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개인정보 업무처리 단계별 매뉴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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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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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정보주체
권리 보장

추진실적

•전담체계 마련 및 전문 역량 강화

•조직 전반의 개인정보
관리·통제 강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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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취약계층 대상 교육 실시
- 하나센터 업무담당자 개인정보보호 교육
- 지자체 거주지보호담당관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업무 매뉴얼 제공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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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통일부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6
년 3월에 기존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보완하여 훈령으로 제정·시행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고시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업무처리 절차서와 산하 공공기관별 개인정보보
호지침을 현행화하여 상위 규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그 밖에도 소관 법령 및 내부 지침 중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서식을 점검하여 생년
월일로 대체하는 등 개정 작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2016년 9월부터 3개월간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였다. 동 사업 추진 시 인원과 예산 부족으로 자체적인 컨설팅 사업 추진이 어
려운 산하 공공기관 2곳과 유관단체 1곳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였다.
실태 점검을 통해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정비
하였으며,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개선사항
을 제시하고, 문답식 개인정보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공하였다.
또한, 대국민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
계를 구축하였으며, 통일 사이버안전센터 주관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진
단 및 홈페이지 대상 모의해킹 등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개인정보 송
수신 구간 암호화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도 꾸준히 이행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사업 추진 시 각 기관의 실정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현장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사항 및 사례별 위반사례 등을 교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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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PC 내 개인정보 보유 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관
리현황을 파악하고,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
서 개인별 대면 교육을 실시하였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담당자
및 수탁업체 직원 대상으로는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에 관한 맞춤
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 직원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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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계획

통일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개인정보보호 교육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2017년부터는 매월 ‘주민등록번호 클린데이’를 실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시하여 전 직원이 스스로를 개인정보보호활동의 주체로 인식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통일 사이버안전센터 주관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24시간 365일 무중단 보안 관제를 실시하여 개인정보 침해 사
고에 대한 예방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1. 개요

부 록

법무부

제 4 편 해외 동향

제 18 절

법무부는 국가송무, 범죄 예방, 교정, 출입국관리 등의 법무행정
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업무 특성상 민감 정보를 대량으로 보유·관
리하고 있어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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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소관 법령 정비, 내부 지침 제·개정, 법무정보화 추
진·자문위원회 개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6개) 지정, 소속기관 망 분리 사업의 확대 추진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법무사이버안전센터의 24시간 상시모니터링, 개인정보 실태 점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의 보안취약점 점검 등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침해 사고 예방에 힘쓰고, 전 직원 대상
교육 실시 등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법무부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18]과 같다.

[표 3-2-18] 법무부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사업명

추진계획

법령 등
개선

•소관 법령 및 제도 정비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법령, 시행규칙 일제정비
-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16개(12월)
•법무부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10월)
•법무부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개정(5월)

추진체계
정비

•법무정보화 추진·자문 위원회 구성

•법무정보화 추진·자문 위원회 구성·운영(11월)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CCTV 관리실태 일제점검(6월)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4월, 11월)
•법무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3월, 9월)
- 홈페이지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 대상
•악성코드, 해킹메일 등 사이버위기 대응 훈련(5월)
•개인정보파일 일제점검(5월)

침해 예방
대책 수립

•침해 예방 및 관리 강화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 안전 관리체계 구축(2단계)
완료(12월)
•인터넷망과 업무망의 분리, 휴대용 저장매체 통제
적용
•PC 개인정보보호(Privacy-i) 운영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운영(매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 지정(1월)

정보주체
권리 보장

•정보주체 권리 보장

•CCTV 보안관리 강화 방안 안내(1월)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안내(3월)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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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실적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사업명

추진계획

인력 확충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및
전문성 강화
담당자 역량 강화

•생활 속 실천을 위한 홍보 강화

추진실적
•법무부 내부관리계획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연 1회 이상 교육 이수 반영(5월)
•행정자치부 201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워크숍 참석(9월)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담당자 워크숍 개최(6월)
•본부 및 소속기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집합교육
실시(5월)
•법무연수원 신규자, 승진자, 관리자 리더십 역량
강화, 중견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과정에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6월)
•본부 및 소속기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간 영상
회의 실시(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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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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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무부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보호 홍보 배너 운영
(12월)

2.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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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관 법령 및 제도 정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소
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시행규칙
을 정비하였다. 또한, 법무부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법무부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
침, 법무부 개인정보 침해 사고 대응계획 등의 개정을 통하여 명문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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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체계 운영 내실화
개인정보보호협의체를 구성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결정 및 의
견 수렴, 정보 공유 회의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는 법무정보

부 록

화 자문·추진 위원회를 신설하여 내·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추진체계 운영
에도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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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태 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연 2회 개인정보 점검시스템을 이용한 점검
을 실시하고 있고, 접속기록 및 접근권한 정기 점검, 수시 모니터링을 등 침해 사고 예방 활
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보유 중인 개인(영상)정보파일의 안전한 관리와 관리대상 명확화를 위하여 개인정보
파일 일제정비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리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개인정보 침해요
소와 안전성 확보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연 2회에 걸쳐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등 선제적인 보호조치로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라. 내부 개인정보보호 환경 고도화
개인정보가 유·노출되지 않도록 접근통제시스템, PC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개인정보 필
터링,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 등을 운영 중이다. 또한, 법무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365일
24시간 관제를 실시하고, 반기별 보안 취약점 점검, 사이버위기 대응 훈련, 개인정보 유출 모
의훈련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핵심시스템
6개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고, 소속기관 망 분리 사업을 확대 추진해 사이버위
협 및 내부정보 유출에 대비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법무행정 환경을 마련하였다.

마. 개인정보 전문교육 강화
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고,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
여 대상별 전문 교육을 실시하였다. 자체 직장교육 및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 참여 확
대 노력으로 2015년 대비 교육인원이 22.4% 증가하는 등 큰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전 직원 대상으로 발송되는 보안소식지 및 뉴스레터를 통해 최신 보안기술 동향, 관
련 법률 등을 소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인식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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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계획

법무부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 근절되도록 소관 법령 및 각
종 서식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할 예정이며,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의무사항 및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를 지속적으로 점
검할 예정이다. 2017년에는 소속기관 망 분리 3단계 사업을 성공적
으로 완수하여 업무망과 인터넷망 연결 차단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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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전문시스템을 도입·적용하여 개인정보
의 안전성 확보 및 침해 사고 사전예방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

제 19 절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국방부

1. 개요

국방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준수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수록된 시행규칙을 폐지
하거나 상위법령에 수집 근거를 마련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 개
인정보 처리실태 점검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해 국방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단

제 4 편 해외 동향

을 구성하여 군부대 및 기관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하
였다. 개인정보보호 업무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자 교육을 강화하였다.
국방부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19]

부 록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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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9] 국방부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사업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법령 등
개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별 법령 정비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법령에 대한 일제정비
결과를 확인하고 미추진 중인 법령은 사유 요구(1월)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수록된
시행규칙 폐지 혹은 상위 법령 근거 마련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12월)

추진체계
정비

•개인정보보호 업무 검토의견 지원

•각급 부대 및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
추진방안 검토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
마련 및 확산

•개인정보 관리시스템(개인정보수호천사)
도입 및 운영
•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실시(2월, 4월)

침해 예방
대책 수립

•분야별 침해 예방 체계 내실화 및
관리 강화

•국방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단 구성(6월)
•군 부대 및 기관 대상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정보주체
권리 보장

•빅데이터 기반의 권리구제 절차 개선

•개인정보 오용 및 남용 등에 따른 징계현황 조사(8월)

인력 확충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자 교육 강화
전문성 강화

홍보 강화

•생활 속 실천을 위한 홍보 강화

•개인정보보호 현장실태 점검 및 순회교육 실시
•개인정보 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개인정보 수호천사 진단 실시
•행정자치부 장관 개인정보보호 유공표창 건의(12월)

2. 추진실적

가. 일반법 중심의 법체계 정비
국방부는 2016년 1월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법령(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일제정비
결과를 확인하고 미추진 중인 법령은 사유를 파악하는 등 법체계 정비 결과, 「계엄법 시행
령」 등 법령 개정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2016년 12월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수록된
시행규칙 폐지 혹은 상위법령 근거 마련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군무원
인사법 시행규칙」 등 법령에 대한 정비계획이 수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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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 마련 및 확산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 및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 관리시스템(개인정보 수호천사)을 도
입·운영하였다. 2016년 2월 국방부 및 영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법 교
육을 실시하였고, 4월에는 국직부대·기관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용법을 교
육하였다. 5월에는 국방부 본부 및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조사하고 일
제정비하였다. 12월에는 주민등록번호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암호화 현황을 조사하였
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암호화 조치를 완료하였다. 이로써 조직 전반의 개인정보 관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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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체계를 강화하였다.

다. 분야별 침해 예방 체계 내실화 및 관리 강화
국방부는 2016년 6월 국방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단을 구성하였으며 육군종합군사학교
등 7개 부대 및 기관의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8월에는 개인정보 오·남용
등에 따른 징계현황을 조사하여 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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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역기반 교육체계 확대 및 상시학습 지원 강화
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여 시 상시 학습시간을 인정함으로써 지원을 강화하였다. 먼저, 2016
년 4월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필수 소양과목으로 반영할 것을 지시하였고, 군 교육기관
및 국방대학교 내 책임자, 담당자 및 기술과장 신설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관별 개인정보 교
육 지원사업을 바탕으로 국방부 담당자, 국방대학교, 육군 본부 등 4개 기관 방문교육을 실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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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강화
개인정보 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개인정보보호 순회 교육 등으로 개인정보보호 업무담

부 록

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였다. 2016년 12월에는 행정자치부 장관 개인정보보호 유공 표
창을 건의하는 등 생활 속 실천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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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계획
국방부는 훈령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 업무체계
를 더욱 확고히 정립할 것이다. 더불어 국방부 개인정보처리방침
을 수립하고, 「국방 개인정보보호 실무지침서」를 개정하여 현장에
서 개인정보보호 실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미흡한 사항을 반영
할 예정이다.
또한, 2016년 관리수준 진단 후속조치를 이행하여 부족한 점을
고쳐나갈 예정이며, 2017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도 꾸준히 수
행할 계획이다.

제 20 절

행정자치부

1. 개요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보호 주무부처로서 개인정보보호에 선도
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개인정보 업무담당자, 개인정보파일 취
급자, 일반 직원 등 사용자별 맞춤교육과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개
인정보보호 인식을 높이고 각 부서, 소속·산하기관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인정보유
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
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
해배상 및 처벌강화, 개인정보 범죄수익 몰수·추징, 부정한 방법으
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영리적인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 시 처벌
등 개인정보 범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
고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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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개인식별용으로 사용하던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
호 수집 근거 법령을 법률·대통령령 등으로 한정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보다 엄격히 관
리·통제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였다. 이와 함께 개인영상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을 준비하였다.
또한, 빅데이터, 클라우드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
처와 합동작업반을 구성하여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의 글로벌 상호통용성 확보를 위해 민관 합동추진반을 구성하여 EU의 개인정보보호수
준 적정성 평가 획득에 노력하고, 민간의 해외 진출 시 국외이전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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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 침해공조 및 국제협정에 대응하기 위해 APEC 글로벌 인증제도 가입을 추진하
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20]과 같다.

[표 3-2-20] 행정자치부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사업명

법령 등
개선

추진실적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분야별
개별법 일괄정비

•정보통신망법 : 유사 용어 통일(3월)
•신용정보법 : 법 적용 범위 명확화
(10월,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중)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16.3.30.)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2016.9.30.)

•개인영상정보보호기준 개선을 위한
법령 마련
•개인영상정보보호 종합관리
체계 구축

•제정(안) 공청회 및 입법예고(12월)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정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정 계획 수립
- 법률개정사항, 안전성 확보조치 개정사항 등
사전검토

•개인정보 보호책임관(CPO) 및
담당자 역량 강화

•개인정보 책임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직무연찬회 및 포럼 참석

제 4 편 해외 동향

추진체계
정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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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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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사업명

추진계획

•개인정보보호 의무사항
외부 전문가와 합동 이행 점검

추진실적
•본부·소속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및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의무사항 이행 점검
- 점검결과 분석을 통한 미비사항 시정·보완 및
제도 개선 반영
•개인정보파일 과다 운용, 제3자 제공 근거 등
적정성 검토 및 정비
<개인정보파일 현황>

•개인정보파일 등록 공개 내용
정밀 검토 및 재정비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구분

점검 전

파기

신규

점검 후

계

106

-

3

109

본부

37

-

-

37

소속

38

-

1

39

산하

31

-

2

33

•영상정보처리기기 법적 의무조치사항 현장점검 실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정 및
운영 실태 점검 및 재정비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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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공개

비공개

계

4,594

1,628

2,966

비고

본부

-

-

-

시설안전 및

소속

4,418

1,536

2,882

화재예방

산하

176

92

84

•법적 의무사항 체크리스트 고도화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각종 지침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 체크리스트 고도화
(58개, CCTV 항목 18개 포함)

•본부, 소속·산하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점검

•본부·소속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점검(월 2회
정기점검, 전수점검 1회, 산하기관은 자체점검)

•PC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추진

•개인 PC별 개인정보 의무점검 실시
- 주민등록번호 보유 문서 암호화 및 불필요 개인정보
삭제 조치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법령 정비 : 166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강화(3월)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법률, 시행령

•개인정보보호 침해예보제 운영

•침해예보제 운영 타당성 연구용역(12월)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처리 역량 강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일반 직원 및 총괄담당자 등
맞춤형 교육 실시(24회 약 2,900여 명)
•소속 및 산하기관 담당자 직무연찬회 및 포럼 참석

•자체 이행 점검 및 컨설팅

•본부·소속·산하기관 개인정보 담당자 및 취급자 교육
실시(4월~6월)

•생활밀착형 개인정보보호 수칙 확산
•취약계층 인식 제고

•‘동의서 작성 가이드라인’ 배포(9월)
•주부, 대학생 등 대상 개인정보 지킴이
100여 명 위촉(6월)

침해 예방
대책 수립

정보주체
권리 보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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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실적

가. 제도개선 및 체계 정비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2016.3.30.),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2016.9.30.)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일부 개정(2016.9.1.) 등에 따른 후
속조치로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지침」을 개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 및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지침, 고시 등을 사전 검토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한 대대적
인 현장 실태 점검을 통하여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을 전
사적으로 펼쳐나갔다.

나.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본부, 소속·산하기관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와 사용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미흡한 점을 개선하였다. 대국민 공개대상 개인정보파일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 일
제 조사를 실시해 보유근거·기간, 제3자 제공 근거 등 적정성을 검토 및 정비함으로써 개인
정보파일 109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4,594대를 운영·관리 대상으로 도출하고 개인
정보파일·CCTV를 현행화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각종 지침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 법적 의무조치사항 이행
점검 체크리스트를 고도화하여 자체 점검하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와 자체 점
검 결과에 따른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즉시 개선하였고, 조
치에 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부서 및 기관에 별도로 통보하여 개선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제 4 편 해외 동향

전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평가’에서 상위권을
유지하였다.

다. 침해 예방 대책
부 록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법령을 법률·대통령령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
법」이 개정(2016.3.30.)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근거 법령 및 타당성을 조사하고, 시행규칙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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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은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소관부처에 통보하였다.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요 정보시스템의 DB 암호화 솔루션
도입 및 적용 사업을 완료하였다. 신규로 구축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개인정보 보안 강화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업무용 PC에 점검 툴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보호 의무 점검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사용이 필요
한 파일에 대한 암호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 58개 사이트에 개인정보 노출진단 시스템, 15개 사이
트에 개인정보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전에 개인정보가 유·노출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아울러 월 2회에 걸쳐 구글 등 외부 포털을 통하여 노출되는 고유식별정보 및 은행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삭제를 지원하였다.

라.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개인정보 침해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 행정자치부 내 개인정보파일 담당, 일반 직원, 총괄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
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가 순회 방문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현장 실태 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개인정보파일 관리를 위한 40개 체크리
스트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를 위한 18개의 체크리스트를 보완·제공함으
로써 개인정보 처리 시 자체 점검을 위한 가이드로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하였다.

3. 향후계획

행정자치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등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행정자치부 지침 개정안
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난재해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 매뉴얼, 개인
정보처리시스템 암호키 관리 절차, 실태 점검 및 개선사항 도출·컨설팅 그리고 각 부서 및
소속·산하기관의 자체점검 비율을 높여 개인정보보호가 빈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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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유·노출 완벽 차단 실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내 홈페이지에 대한 사전 개인정보 차단, 실시간 모니터
링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과 기관별 순
회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내부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1.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예방 및 법적준수사항 이행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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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
관광부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제 21 절

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 지원 및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을 매년 실
시하고 있다.
더욱이 2016년부터는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민간단체에 대해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영
역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현황관리시스템과 유·노출 점
검시스템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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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21]과 같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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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1]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사업명

추진계획

일반법 중심의
•소관법령 일괄 정비
법체계 정비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전담체계
마련 및
전문역량
강화

추진실적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소관법령 일괄정비
(훈령 5, 예규 1, 고시 2, 지침 1개 등 총 9개)

•인력 확충(안) 및 중기 인력계획 수립 •개인정보보호 인력 확충(안) 및 중기인력 계획 수립
•개인정보보호 예산 확보
•부처 내 개인정보보호 예산 확보
- 2016년 개인정보보호 예산 : 306백만 원
•개인정보보호 CPO 워크숍 등
•정부부처 및 전문기관 주최 개인정보보호 CPO
적극 참여
워크숍 등 적극 참여
•자체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문화체육관광부 자체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1회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2회
- 개인정보 수탁업체 : 연 2회
- 민간단체 개인정보 담당자 : 2회
•개인정보보호 교육 과정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 내
(집합/사이버) 운영
개인정보보호 교육 과정(집합/사이버) 운영

•개인정보보호 인증(PIMS) 유지 심사 •개인정보보호 인증(PIMS) 유지심사(11월)
선제적·자율적
(11월)
보호활동
•소속 및 공공기관 대상, 개인정보보호 •소속 및 공공기관 대상, 개인정보보호 인증(PIMS)
활성화
인증(PIMS) 안내 및 획득 독려
안내 및 획득 독려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
관리·통제
체계 강화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국민참여 및
생활 밀착형
홍보 강화

•전사적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

•‘개인정보보호의 날’ 지정·운영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및
취급자 교육 강화
•개인정보 위탁업체,
민간단체 대상 교육 실시

•개인정보보호 현황관리시스템 운영
•웹사이트 개인정보 유·노출 상시 모니터링
•‘문화체육관광부 유출사고 대응매뉴얼’ 작성
•개인정보보호 자체 실태 점검 실시(6월~8월)
•개인정보보호체계 확립 및 재정비(상, 하반기 각 1회)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로그 관리
•위탁업체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등 관리감독 강화

•자체 ‘개인정보보호의 날’ 지정·운영(월 1회)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및 취급자 교육 강화
•본부, 소속 및 공공기관 개인정보 위탁업체,
민간단체 대상 교육 실시(연 2회)

2. 추진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지침 및 추진체계 정비
문화체육관광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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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훈령 5개, 예규 1개, 고시 2개, 지침 1개 등 총 9개의 소관 법령을 일괄 정비하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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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인정보 처리 위탁사항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
리방침을 개정하여 게시하였으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에 따라 접근권한
관리 절차서 및 접속기록 관리 절차서를 개정하였다. 아울러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정사
항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침해 사고 대응 매뉴얼 개정을 추진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인증 지속 유지
2015년 정부부처 최초로 인증을 획득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대해 2016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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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영역, 65개 유지심사 항목의 심사를 받음으로써 공식적으로 인증을 유지하였다. 유지심
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의 4개 시스템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파기에 이르
기까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생애주기별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를 확
인하여 인증유지 여부를 평가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 자체 실태 점검 및 민간단체 대상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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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자체
실태 점검(6월~8월)을 실시하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개인정
보보호 실태조사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민간단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와 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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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에서 운영 중인 34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 보관시스템을 운영하
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현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본부와 71개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470여 개 홈페이지와 구글 사이트를 대상으로 10개 점검항

부 록

목의 개인정보 유·노출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자체 유·노출 점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
다. 해당 기관의 유·노출 기록은 문화정보화 업무평가 점수에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
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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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강화
내부 직원 및 개인정보 수탁업체 등 대상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
다(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회,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2회, 민간단체 개인정보 담당자 2회, 수
탁업체 개인정보 담당자 2회). 또한, 매월 1일을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
정하여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홍보 및 이슈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바. 개인정보보호 4개년 중장기계획 수립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리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2020년까지 4개년(2017
년~2020년)에 걸친 개인정보보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다. 중장기계획에서는 개인정보보
호와 이용의 균형적 조화를 위한 과제, 정보주체 권리 보장 내실화를 위한 과제, 개인정보보
호를 위한 민간협력과제 등 11대 주요과제를 발굴하였다.

3. 향후계획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에 공공기관 관리수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확대, 유형별 맞춤
형 교육 강화, 개인정보보호 관련시스템 기능 보강,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유지심사,
홍보콘텐츠 제작 및 이벤트 실시를 통한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 강화 등
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을 더욱 높여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민간단체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강화, 교육지원, 개인정
보보호관리 자가진단 체계 구축,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지원 등을 추
진할 계획이다.

278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 및 현황

제 22 절

1.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축산업·식품 분야 업무 추진 시에 수집·

농림축산
식품부

이용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개
인정보보호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소관 법령의 현황을 조사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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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마련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제정·시행하
는 등 법적·관리적·기술적인 부분에서 안전하게 관리·운영할 수 있
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시 법률 또는 시행
령 일괄개정을 추진하는 등 개인정보보호기준을 정비하였다.
앞으로, 매년 정기적인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을 통해 관리실태
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개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인정보보호 수
준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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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22]와 같다.

[표 3-2-22]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법체계
정비

•내부지침 및 서식 정비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마련을 위한
시행령 일괄개정 추진(12월, 9개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체계 합리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개인정보보호지침」
제정(2016.7.2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개최(5월)

•전담인력 보강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본부) 1명 보강(10월)
•2016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3월)에 따라
책임자 및 담당자, 직원 대상 교육 실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6월)
-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4월, 29명)
-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4월, 305명)
- 본부 및 소속기관 상반기 업무협의회 개최(4월)

보호기준
개선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전담체계
마련 및
역량 강화

추진실적

부 록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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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79

분야

사업명

선제적,
자율적
보호활동
활성화

추진계획

•자격증 지원제도 활성화

•2016년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사업(3월)
수립·추진으로 개인정보보호 강화
•2016년 개인정보 실태 점검 및 컨설팅(4월~5월,
본부, 소속·산하기관)으로 실태 점검 및 개인정보
컨설팅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6월)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7월)

•개인정보 프레임워크 마련 및 확산
•침해 예방 체계 내실화 및 관리 강화

•산하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특별점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0월~11월)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조사 및 등록시스템
현행화(7월)
•AgriX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11월)
•용역업체 직원 대상 보안교육 실시(3회) 및 계약서에
개인정보보호 필수 사항 반영(4월)
•개인정보시스템 자율점검 및 Intra.Privacy.go.kr
결과등록(10월)
•사이버안전센터를 통한 365일 24시간 모니터링 실시
•AgriX 개인정보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접속기록·처리내역 관리(12월)

•생활 속 실천을 위한 홍보 강화

•내부 지식포털에 개인정보보호 절차서 및
개인정보교육 동영상, 홍보자료 게시(6회)
•개인정보보호 홍보용 수첩 제작 배포(10월)
•지자체 대상 개인정보 교육 실시(11월)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관리·통제
체계 강화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홍보 강화

추진실적

2. 추진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시행(2017.3.30.)에 대비하여 소관 법령 현황
을 조사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시 법률 또는 시행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 시행령 개정을 추
진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
립종자원 등 15개 소속·산하기관과 업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신
고 및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280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 및 현황

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본부 및 소속(5개)·산하기관(10개)이 보유하고 있는 93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자
체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DB 암호화, 접근 기록 관리 등 미흡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 중
장기 개선 계획을 마련하는 등 기술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내용을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안내하고 있으
며 대민서비스용 웹사이트에 대해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24시간 모니터링 하는 등 정보주체
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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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취급자, 서무담당자 등 대상자별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고, 개인정보보호 수
준 진단을 통해 도출된 미흡사항에 대해 직원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였
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 자격증 취득 지원 제도 운영을 통해
1명이 개인정보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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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계획

전문기관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을 추진하고, 소속(산하)기관에 대해 개인정보보
제 4 편 해외 동향

호지침 및 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 정기적인 실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정보파일 변경 여부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여 개선하고, 고유식별정보 5만 건 이상 보
유 개인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내부관리계획에 포함된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접근권한 기록관리 정책과 「개인정보

부 록

침해 사고 대응 지침」을 별도 작성·배포하여 침해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지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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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절

1. 개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법」, 「대외무역법」 등을 근거로 광업행

산업통상
자원부

정서비스 관련 민원처리 파일,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한 영
상정보처리기기를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 등을 관리·운용하
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인정보 침해·유출사
고 대응매뉴얼’,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등을 개정함으로써 관
련 제도를 개선하고, 전문인력 신규 채용, 소속·산하 공공기관 대상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개인정보 노출 검색 솔루션 도입 등으
로 침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23]과 같다.

[표 3-2-23] 산업통상자원부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사업명

추진계획

•소관 개별법 일괄 정비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시행규칙 일괄 정비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지침」(훈령97호) 개정
•개인정보 수집 서식 및 절차 정비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개정
•‘개인정보 침해·유출사고 대응매뉴얼’ 개선
•개인정보파일 전수조사를 통해 관행적으로
수집되어온 개인정보 파기

보호·관리
체계 정비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 및
업무처리 점검

•소속 및 산하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현황 조사
•산하기관 개인정보 자율점검 및 관리실태 점검 추진

전담체계
마련 및
역량 강화

•개인정보 업무 수행 인력 및
예산 확대

•정보보호 전문인력 1명 신규채용

법체계
정비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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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실적

사업명

보호활동
활성화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관리체계
강화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추진실적
•201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자율 점검

•개인정보 우수 공공기관 및 직원에
대한 포상

•개인정보보호 실태 우수 공공기관 및 직원에 대한
포상 실시

•내부관리계획 반영 여부 점검

•자율 점검 및 관리실태 점검 추진

•협업체계 구축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기관 간 개인정보 노출
조기 탐지를 위한 협력체계 운영(계속)
- 개인정보 노출 조기경보시스템에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산하 공공기관 도메인 추가 등록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추진

•영향평가 수행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침해예보제 운영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점검시스템 구축
•소속 및 산하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현행화

•홍보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보안 5계명 스티커 및
생활보안점검 안내전단 제작 및 배포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및 취급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담당자 및 취급자 교육
- 공공기관 개인정보 담당자 교육
- 산업통상자원부 특수법인 개인정보 담당자 교육

교육·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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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지표 마련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침해 예방

추진계획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 및 현황

분야

2. 추진실적

제 4 편 해외 동향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인정보 침해·유출사고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신고·
보고체계 등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침해·유출사고 대응매뉴얼을 개정하였다. 또한, 안전성 확

부 록

보를 위한 보호조치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도 개선하였다.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하여 소재부품전문기업 육성 업무 서식 등을 개정함으로써 불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폐지하였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특수법인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 특수법인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체계를 내실화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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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하여 조직의 전문역량을 강화하였다.

나. 개인정보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점검가이드라인’(14개 분야 72개 항목)에 따라 13개 소속·산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파일 파기 및 현행화를
위해 개인정보파일을 정비하였다.
또한, 소속·산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노출 조기 탐지를 위해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검
색 솔루션을 구축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침해 위험요인을 분석·보완하기 위해 소속기관에
서 운영 중인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소속·산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당자 및 개인정보보호 수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사고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의식 향
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보안 5계명 스티커 및 생활보안점검 안내전단을 제작 및 배포
하였다.

3. 향후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처리와 관련하여 소관 법령이 개인정보보호법
령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
보파일 시스템의 구축·운용 또는 변경 여부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
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오·남용 점검시스템 및 개인정보 노출 점검시스템을 추가 구축하여 산업
통상자원부와 소관기관 간의 개인정보 노출 조기 탐지를 위한 협력·대응체계 역량을 높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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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 및 현황

제 24 절

1. 개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을 근거로 보
건복지 분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
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준수 및 관리수준 제고를 위하여 매년 본
부 및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을 실
시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파일의 일제정비 점검을 통한 현행화를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 통합관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6년 8월부터는 비식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보건복지 분야 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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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4] 보건복지부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사업명

법령 등
개선

추진실적

•개인정보 관련 보건복지부 지침
제·개정

•개인정보보호규정 정비
-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에 관한 매뉴얼’ 제정(5월)
-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7월)
-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지침(훈령)」 전부 개정
(12월)

•보건복지 분야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 지정

•식별가능 정보에 대한 비식별 조치 기반 마련
- 보건복지 분야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으로
사회보장정보원 지정(8월)
- 운영지침 제정 및 운영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 마련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 운영자회의 개최
(5월, 12월)

추진체계
정비
•유관기관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

제 4 편 해외 동향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세부 추진계획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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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사업명

세부 추진계획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현황조사 실시
•보건복지 분야 개인정보 통합 관제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보건복지 분야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점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개인정보파일 현행화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실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분야별 침해 예방 체계 내실화 및
관리 강화
침해 예방
대책 수립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정보주체
권리 보장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개인정보보호 조직·인력 확대 추진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및
담당자 역량 강화

•2016년 신규 지정 공공기관 대상
컨설팅 실시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대국민 대상 개인정보보호 홍보 강화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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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맞춤형 캠페인 및 취약계층
인식 제고

추진실적
•총 22개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 대상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현황 조사 실시(6~11월)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 내부 사용자의 개인정보
부정 사용 및 오·남용에 대한 통합 관제 실시
(연중 상시 모니터링)
※ 18개 기관 114개 시스템 관제 중(12월 기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점검 수행(매월 3회)
※ 35개 기관 507개 홈페이지에 대해
매월 노출 점검 실시(12월 기준)
•국립병원 EMR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6~7월)
•개인정보파일 신규·수정·삭제 등 현행화 완료
(7월)

•47개 부서, 개인정보보호 수준 분석 결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실시(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 분야 개인정보 통합관제 운영 및 6개
대상기관 확대
•보건복지 분야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점검 운영
(월 3회)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고도화 완료
(질병관리본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일정 기간 미사용자
휴면계정 정책 시행(사회서비스자원과)
•암호화 알고리즘 보완(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을 통해 정보주체 권리 보장
내용 안내
•아동자립지원단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자문(1월)
•사회복지시설 관련 기관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수행
(8월)

•2016년 중기인력운영계획 및 2017년 소요 정원
수요조사(행정자치부) 계획에 정보보호담당관 신설
반영
•책임자, 담당자, 취급자 등 맞춤형 교육 실시(연중)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워크숍’ 참가(6월)
•제1차 보건복지 분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워크숍 개최(12월)
•2016년 신규 공공기관(한국인체조직기증원,
한국장기기증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컨설팅 수행(6월)

•포스터, 스티커, 브로슈어 등 홍보물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질병관리본부)
•입원 한센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캠페인 실시
(소록도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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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실적

가. 개인정보 관리수준 현황조사 실시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현황조사 사업을 통해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개인
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점검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 의무 준수사항 이행을 독려하고 개인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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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는 보건복지부 및 소속·산하기관 가운데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
리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항목은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보호대책 수립 및
시행, 침해대책 수립 및 시행 등 3개 분야, 15개 지표, 48개 항목이었다.

나.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2016년 5월부터 6월까지 소속·산하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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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의 일제정비를 실시, 총 563개 개인정보파일을 정비하였다(파기 41개, 변경 489개, 신
규등록 33개). 또한, 7월부터 10월까지는 별도로 보건복지부 소속·산하 35개 전 기관의 개
인정보파일의 세부 항목별 적절성 및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 정정·삭제함으로써 개인정보파
일 관리를 더욱 강화하였다. 아울러 각 기관의 담당자들이 개인정보파일을 수시 검토하여 현
행화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변경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
태 점검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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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건복지 분야 개인정보통합관제 강화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통합관제 활동과 개인정보보호 교
육·컨설팅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0년부터 매년 통합관제
상시모니터링 대상기관을 확대하였으며, 2016년에도 6개 기관을 추가로 확대하여 총 18개

부 록

기관 114개 시스템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하는 보건복지 분야 507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개인
정보 노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소속·산하 35개 기관의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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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교육을 실
시하고 있다.

3. 향후계획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
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통합관제 모니터링 대상 기관을 18
개 기관(114개 시스템)에서 24개 기관(128개 시스템)으로 확대 운
영할 계획이다.
또한,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수준 현
황조사 사업을 지속 수행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사항 이행
및 관리수준 점검, PC 개인정보보호 현황,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
등을 점검함으로써 관리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예정이다.

제 25 절

환경부

1. 개요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분쟁 조정법」 등을 근거로 환경
영향평가정보시스템 회원정보,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회원
DB 등의 개인정보를 관리·운용하고 있다. 온·오프라인으로 개인정
보 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법」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강화, 개인정보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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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보 관리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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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환경부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을 현행화하고 ‘침해대응 절차서’를 수립·시행하였으며, 개인정보 노출 점검 등을 통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환경부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25]와 같다.

[표 3-2-25] 환경부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사업명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추진체계
정비

•주민등록번호 파기 이행 점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내부계획 개정(7월)
•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의무적 암호화, 권리 보장 내용
강화 등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 강화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2회)
•웹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점검 및 이행 점검 실시(4회)

침해 예방
대책 수립

•개인정보 암호화 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결과 점검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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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실무 순회 교육 실시
인력 확충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참고자료
전문성 강화
작성 배포

추진실적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분야

•소속기관 순회 교육 실시(5회)
•개인정보보호 알림 메일 발송 4회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홍보 강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신규임용자, 업무 담당자)
- 개인별 개인정보보호 교육 결과를 부서 성과평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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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부 록

환경부는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 침해 대응 절차서를 현행
화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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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미비점과 개선사항에 대한 이
행여부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점
검하여 노출된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점검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였다.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업체에 대한 기술적·물리적·관
리적 보호조치 수준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개인정보보호 이슈, 주요 법령 개정 사항 등을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알림메일로 발송하
여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과 실천방안을 알리고 있다. 또한, 신규 임용자,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별 특성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소속기관을 방문하여 자체적으로 개인
정보보호 순회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 결과를 부서 성과지표로
관리하여 많은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인식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3. 향후계획

환경부는 소관 법령을 정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마련 및 서식 개선을 추진하고 기
보유한 주민등록번호의 파기,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실태 점검 및 조치방안을 지속적으
로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사후관리를 지
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소속기관에 대한 망 분리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악성코드 등으
로부터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를 실현할 계획이다.
더불어, 개인정보보호 업무지침 등 참고자료를 작성·배포하여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맞는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사전 예방과 대응
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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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 절

1. 개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을 근거로 과태료 부
과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직원들이
워크넷, 고용보험, 노사누리 등 대규모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에 접
속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내부직원의 개인정보보호 관
리체계를 확충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 실천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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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소속·산하기관 점검 등을 통
해 관리·통제체계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였고, 교육 등을 통해 조
직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제고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만전
을 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26]과 같다.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표 3-2-26] 고용노동부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추진계획

추진실적

•법령 정비

•소관 법령 서식 정비(14개)
•「고용노동부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정(11월)

추진체계
정비

•추진체계 개선

•내부관리계획 개정(6월)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가이드라인’ 정비(11월)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소속·산하기관 실태 점검
실시 및 미비점 개선

•소속·산하기관 실태 점검 실시(23개) 및
미비점 개선 완료
•개인정보이력관리시스템 접속기록 점검 실시(연 2회)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여부
모니터링

•홈페이지 및 구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 및 삭제 조치(31건 조치)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10개 시스템 전부 완료
•모든 업무용 PC(1만여 대)의 개인정보 암호화 추진
(약 80%)

침해 예방
대책 수립

정보주체
권리 보장

부 록

법령 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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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사업명

•개인정보처리방침 현행화(6월)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매뉴얼’ 개정(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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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사업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 충원 추진

•개인정보보호 인력 2명에서 3명으로 증원
(3명 모두 개인정보보호사 자격증 취득)
•본부 주관으로 소속·산하기관 CPO 전문교육 및 워크숍
(연 2회, 65명) 실시
•본부 주관으로 개인정보 담당자/취급자 교육 실시
(9회, 483명) 및 소속(210회, 1만 720명)·산하(157회,
3만 4,667명) 기관별 전 직원 자체교육 실시
•맞춤형 교육 실시
- 7·9급 신규 임용자(2회, 242명), 근로감독
업무담당자(2회, 34명),민원담당자(8회, 346명),
8·9급 기초행정 담당자(3회, 92명)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실시
•행정자치부 CPO 컨퍼런스 참석 완료

•CPO 전문교육 및 워크숍 추진
•개인정보 담당자/취급자 교육
실시 및 소속·산하기관별
인력 확충 및
자체교육 지속 추진
전문성 강화
•7·9급 신규 임용자 교육과정에
개인정보보호 과목 포함 추진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행정자치부 CPO 컨퍼런스 참석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
•교육 및 인력 양성 지원
홍보 강화
•고용창출지원사업에 정보보호
분야 추가

•매월 넷째 주 목요일을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정·운영
•공인노무사 폐업 시 개인정보 파기토록
한국공인노무사회를 통해 교육(1,696명)
•고용보험기금 활용한 정보보호 실무인력 양성과정 운영
지원(17개 과정, 534명)
•고용창출지원사업에 정보보호 분야 신규 인력
채용 시 인건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2. 추진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고용노동부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관 법령의 서
식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6년에도 14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하는 한편, 「고용노동부 개인정보보호지침」(11월), 내부관리계획(6월), ‘고용노동부 개인정
보 제3자 제공 가이드라인’(11월)을 모두 개정하여 개인정보보호 기반을 조성하였다.

나. 개인정보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2016년 6월부터 10월까지 소속·산하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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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선하였다. 아울러 개인정보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모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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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대량 다운로드, 무권한자 접속 여부 등을 주기적으
로 점검하여 정보유출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안전센터 관제 활동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모든 홈페이지(약 276개)에 개인
정보 노출 여부를 자동 검색하여 즉시 삭제하고, 고용노동부 소관 정보시스템에서 보유 중
인 개인정보에 대한 위험 요인 분석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모
두 완료하였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운영하여 모든 업무용 PC(약 1만 대)의 개인정보를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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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0%)하는 등 침해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방침(6월), ‘개
인정보 유출사고 대응매뉴얼’ 개정(8월) 등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도 힘쓰고 있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격증을 모두 취득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한편, 본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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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으로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취급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정기교육 및 전 직원 자체 교
육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7·9급 신규 임용자 교육, 근로감독 업무담당자 교육, 민원응
대 담당자 교육, 8·9급 행정기초과정 교육에 개인정보보호 과목을 운영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공인노무사회를 통해 공인노무사 폐업 시 개인정보를 파기토록 교육하였다. 이
와 함께,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한 정보보호 실무인력 양성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
기업이 정보보호 신규인력 채용 시 정부에서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추
진하는 고용창출지원사업에 정보보호 분야를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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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계획

부 록

고용노동부는 2017년에도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해 소관 법령·서식 등을 정비하고,
내부지침·각종 매뉴얼 등을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개인정보보호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
다. 또한, 모든 업무용 PC의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암호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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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편, 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사이버침해 사
고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정보시스템 사고대응 매뉴얼’에 따른 개인
정보 침해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제 27 절

1. 개요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 등을 근거로 청소년활동통합관
리시스템 사용자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관리·운용하고 있다. 여성가
족부는 본부 및 산하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제
도적·기술적 취약부분을 발굴·개선하였고, 지속적인 직원교육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다양한 활동
을 수행하였다.
여성가족부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27]과 같다.

[표 3-2-27] 여성가족부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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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추진계획

개인정보보호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 개정 및
법령 등 정비
서식 정비

전담체계
마련 및
역량 강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침해·유출사고 대응
지침서」 재정비
프레임워크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실시
마련

추진실적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족친화법 시행령」 등 정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교육(4회)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개정(6건)
•본부 및 5개 산하 공공기관 대상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실시(연 2회)

사업명

추진계획
•개인정보 유·노출 모니터링 실시

침해 예방체계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처리 용역업체 관리 강화
내실화 및
시스템 운영
관리 강화
•네트워크 개인정보 유출
차단솔루션 도입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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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추진실적
•개인정보 사전 차단시스템 운영(상시)
•정보보안 자체 감사 수행
- 용역업체 참여 인력 접근통제 점검 등
•네트워크 개인정보 유출 차단솔루션 구축·운영

홍보 강화

•개인정보 홍보 활동 추진

•내부 업무 포털사이트를 통한 직원 대상 홍보

인식 제고

•개인정보 인식 제고

•대상자별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교육(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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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여성가족부는 소관 법령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법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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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6건을 정비하였다. 또한, 본부 및 산하기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이슈 논의 등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4회 개최하였다.

나. 개인정보시스템 운영
본부 및 5개 산하 공공기관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전반에 대한 수준을 점검하고, 1차 실
태 점검을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의 적용여부에 대한 2차 이행 여부 점검 및 종합 개선방안

제 4 편 해외 동향

을 도출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산하기관에서 보유·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실
시하였다. PC 내 개인정보파일의 암호화 여부 확인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자
체감사를 실시하여, 관리 미흡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예산확보 등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사

부 록

항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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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전 직원, 개인정보취급자, 정보시스템 담당자 및 신규임용자·전입자 등 대상자별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고, 용역사업자 대상으로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처리기준 교
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노출 사례 등에 대한 홍보를 진행
하였다.

3. 향후계획

여성가족부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개인정보 유·노출 및 침해 사고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 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본부 및 산하기관 정보보호 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정보보호 이슈를 논의하고 산하기관별
사이버테러 대응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기관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
한,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 사고에 대비하여 위협정보 분석 솔루션을 도입하는 등 기술적 조
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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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 절

1. 개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법」 등에 근거하여 건설공사대장 등의 개
인정보를 관리·운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내부 규정 및 매뉴
얼, 실태 점검 수행, 전담인력 역량 강화 등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확
립하고, 개인정보처리 안전성 확보조치, 맞춤형 교육 실시 등으로 개
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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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28]과 같다.

[표 3-2-28] 국토교통부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사업명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내부지침 및 법령·서식 정비

•개인영상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추진체계
정비

•전담인력 충원 추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국토관리청(5개), 홍수 통제소(4개) 등 소속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방침 수립 및 시행
•상반기 실태 점검 시 관리체계 수립 등 점검 완료
(2월~6월)
•정보보호담당관실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 2명
확보(5급 1명 및 7급 1명)
•국토교통 CISO 협의회 개최(2월, 10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교육 실시(4월)
•본부·소속·산하·주요 협회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대상
개인정보 수집·보관·파기 등 실태 점검(2월~6월) 및
이행 점검(9월~12월)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개인정보보호 실태 및 이행 점검 계획
수립·시행

침해 예방
대책 수립

•개인정보 침해신고 대응 체계 개선 및 •개인정보 침해 사고 대응 매뉴얼 운영을 통한 관리
상담역량 강화
체계 구축

정보주체
권리 보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련
동의제도 개선 및 실효성 확보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소속·산하기관에 배포
•운영 실태 점검을 하는 등 관리 감독 실시

•CPO 워크숍 참석
인력 확충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담당자·취급자 •본부·소속·산하기관·주요 협회의 개인정보
전문성 강화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보호담당자 대상 교육실시
•전 직원·개인정보 보호취급자 대상 교육 실시
홍보 강화

•개인정보 실천 생활화를 위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홍보 강화

•내부 인트라넷 페이지 개인정보보호 홍보 자료 게시
•국토교통부 대표 홈페이지 알림판(배너) 게시

부 록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개정(2월)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2월) 및 ‘침해 사고 대응
매뉴얼’ 개정(8월)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법령 및 서식 정비(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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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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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등
개선

추진계획

297

2. 추진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중 「주택법 시행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별지 서식 등 시행규칙 별지 서식 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41건)하여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적극 실현하고 있다.

나. 개인정보시스템 운영 강화
국토교통부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연중 실
태 점검 및 이행 점검을 실시하였다. 먼저, 상반기 실태 점검을 통해 취약점 진단,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의 인식 등 개인정보보호 업무 전반에 대한 수준도 파악하였다. 하반기
에는 이행 점검을 실시하여 후속조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개
인정보 관리·통제 체계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 중인 대국민 웹사이트에 대해 개인정보 노
출 모니터링을 연중 24시간 실시하여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하는 등 선제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 간 최신 개인정보보호 동향 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국토교
통 CISO 협의회를 개최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토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등도 실시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및 전 직원 맞춤형 교
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였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내부 인트
라넷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공공기관 오·남용 사례 등을 게재하여 직원
들에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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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계획

국토교통부는 2017년에도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및 개인정보
관리계획, ‘개인정보 침해 사고 대응 매뉴얼’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및 계획을 지속적으로 현행화 또는 개정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며, 소속·산하기관에도 전파하여 국토교통부의 개인정
보 관리체계를 확고히 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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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상시 모니터링 실시 등 개인
정보보호의 선제적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 29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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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1. 개요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등을 근거로 선원수첩 등
의 개인정보를 관리·운용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주민등록번호 수
집 근거 시행규칙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소속·산하기관 등
에 대해 개인정보파일 및 위탁업무 운영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의 관제장비를 확충함으로써 개인정보
유·노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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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업무 분야별로 맞춤 교육
을 실시하고 매월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운영하여 개인정보보호 업
무를 점검하였다.

부 록

해양수산부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2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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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9] 해양수산부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사업명

법령 등
개선

추진계획

•법령 및 지침 정비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추진체계
정비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예산 확충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PIMS 인증 추진
•위탁운영 점검
•CCTV 운영 실태 점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점검

침해 예방
대책 수립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사이버침해 사고 대응체계 강화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시행규칙 정비계획 수립
- 정비계획(77건) 행정자치부 제출(10월)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정(9월)
•내부관리계획 개정(11월)
•사이버안전센터 모니터링 강화(1월~12월)
- 개인정보 노출 점검(월 2회)
- 구글 위험 점검(월 1회)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예산 확충
(24억 7,000만 원)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6월~10월)
- (대상) 총 29개소(본부 4, 소속 16, 산하 9)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
•컨설팅을 통해 PIMS 인증 심사 대상 업무 선정
- (대상업무) 해운종합정보시스템
•상주 용역업체 운영 실태 점검(3월)
•CCTV 운영 실태 점검(6월~10월)
•정보노출점검시스템으로 월 2회 점검
- (대상)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사이트
•사이버안전센터 소속기관 등 모니터링 강화
- 43개 기관 365일 24시간 모니터링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교육 시행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교육계획 수립(1월)
- 책임자 교육(1명 6월)
- 담당자 교육(3회 144명)
- 취급자 및 직원 교육(2회 471명)
- 자체 개설 사이버교육(2회 4,899명)

•내부포털을 활용한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

•내부포털에 「개인정보 보호법」 동영상 등 홍보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홍보 강화

추진실적

•본부, 소속기관, 산하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 중

2. 추진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해양수산부는 주민등록번호 최소수집 원칙에 따라 시행규칙 정비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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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근거 조항 또는 서식 7건을 폐지하였고, 주민등록번호 4건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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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상위법령에 근거 마련을 위해 시행령 개정안 66건을 2016년 11월 행정자치부에 제출
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2016년 9월에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개정하였고,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안전조치 세부기준을 보완하
기 위해 2016년 11월에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개정하였다.
사이버안전센터를 통해 개인정보 노출 및 웹사이트 취약점 등을 365일 24시간 모니터링
하며 점검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24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이버안전센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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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장비를 확충하였고, 네트워크 장비 등 정보기반보호장비를 도입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관
리체계 인증(PIMS) 기반 마련을 위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개인정보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반을 편성하여 본부,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
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실태 및 CCTV 운영실태를 점검하였다. 아울러 개인정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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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위탁운영 시 수탁업체 관련 내용 문서화, 수탁업체 직원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여
부 등 관리체계에 대해 2016년 6월부터 10월까지 점검을 실시하였다.
개인정보노출점검시스템을 운영해 월 2회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유·노출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구글 위험 점검시스템으로는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의 28개 개인정보시스템을 검토하여 해운종합정보시스템을 PIMS 인
증심사요청 대상 업무로 선정하고 자료를 준비함으로써 PIMS 인증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17년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인증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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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2016년 1월에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취급자

부 록

등 대상별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2016년 11월에는 본부, 소속·산하기관 정보보호 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등 79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수산 정보화책임관 워크숍’을 개최하여 개인정
보보호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침해대응 능력
을 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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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본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교육(3회 144명)과 개인정보취급자 및 직원교육
(2회 471명)을 실시하였다. 소속 및 산하기관에서는 총 152회, 6,917명을 대상으로 개인정
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현장교육 참여가 어려운 직원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 개인
정보보호 교육을 자체 개설하여 2회에 걸쳐 4,899명을 교육하였다.
내부 포털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 및 위반사례 등 동영상 교육 자료를 등재해 수강한
시간을 상시학습시간으로 인정함으로써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였다. 또한, 개인정
보처리 업무위탁 현황 점검, 개인정보종합지원시스템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점검 및 개인영
상정보 대장 기록관리 등도 점검하고 있다.

3. 향후계획

해양수산부는 2017년에 확충된 2명의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과 사이버안전센터를 중심
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소속기관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2016년부터 시작한 PIMS 인증 추진계획은 2017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인증
받는 시스템을 점차 확대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운영 중인 여러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이버 개인정보보호 교
육을 세분화하고 업무 분야별로 맞춤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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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 절

1. 개요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등을 근거로 납세자가 홈택스

국세청

(HomeTax)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 다양한 인터넷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
의 고유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국세 관련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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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NTIS(Neo
Tax Integrated System) 등 내부 업무망을 외부망과 완전히 분리된
폐쇄망으로 운영하고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다
양한 보호장치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전 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과 역량 강화를 위해 전 관서를
찾아가는 정보보호 전국 순회 교육, 매주 수요일 단문메시지 전송,
반기별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평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최소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한의 개인정보 수집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훈령·지침 서식을 주민
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개정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국세청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30]
과 같다.

[표 3-2-30] 국세청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사업명

추진계획
•개인정보보호 법령 등 개선

법령 등
개선

•국제수준을 반영한 조세조약 체결

추진실적
•훈령·고시 별지 서식 일제정비
-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2종) 개정(6월)
•조세조약 체결 시 내국민 정보보호 관련 조항 명시
- 홍콩(9월), 타지키스탄(9월) 등 5개국과 체결 시
조세조약(26조)에 비밀유지, 업무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 명시

부 록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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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추진체계
정비

•전담조직 역량 강화

•담당별 맞춤형 교육 실시
- 전문기관 주관 개인정보 책임자 워크숍 참석(6월)
- 지방청, 세무서 개인정보 담당자 실무교육 실시(2월)
-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연 2회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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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사업명

추진계획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개선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외부 위탁업체 관리·감독 강화
•상시 개인정보 유·노출 모니터링

•침해 예방 보안시스템 강화
침해 예방
대책 수립

정보주체
권리 보장

•개인정보 처리 안전성 확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내실화

•정보보호 전문인력 POOL 마련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인력 확충 및
•담당자·취급자 역량 강화
전문성 강화

홍보 강화

•생활 속 실천 위한 홍보 강화

추진실적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접근권한 재정비
•개인정보파일 암호화 조치
- 업무용 PC에 보관중인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파일 암호화 조치
•외부 위탁업체 직원 대상 분기별 불시 점검 실시
•홈택스 등 대민 사이트의 주민등록번호 포함 개인정보
유·노출 매주 금요일 점검
•외부 침해로부터 개인정보 안전한 보호 조치
- PC통합보안관리시스템,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 고도화
•국세청 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하여
24시간 보안관제 실시
•개인정보 침해로부터 선제적 대응
- 전 직원 대상 모의해킹 대응 훈련 실시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 담당자 교육 실시
•개인정보보호 실태 자율진단 실시
•정보보호 직렬 신규 임용자(2명) 정보보호팀 배치
(12월)
•개인정보 담당자 교육, 전 직원 대상 정보보호 전국
순회 교육, 정보보호 단문메시지 전송, 온라인 평가
실시

•세무대리인 간담회, 학생 세금교실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

2. 추진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국세청은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등 개인정보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훈령·고시 별지
서식을 자율 점검하여 수집의 불가피성 여부를 검토하여 성실신고 회원조합 등록신청서 등
훈령 서식 2종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개정하였고, 납세자의 신고·
신청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를 위해 정보처리시스템별로 암호화 조치 현황 등
을 점검하였다.
304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 및 현황

또한, 2016년에 체결된 홍콩, 타지키스탄, 세르비아, 조지아, 투르크메니스탄과의 조세조
약에 개인정보 비밀유지, 업무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치하였다.

나. 개인정보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자율적 보호활동 활성화 및 자율규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유지·보
수를 전담하는 외부 용역사업체 자체점검과 교육을 적극 지원하였다. 조직 전반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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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통제 체계 강화를 위해 업무 목적에 필요한 개인정보 접근만을 허용하도록 NTIS(Neo
Tax Integrated System)의 접근권한을 세분화·그룹화하여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였다.
또한, 노후화된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과 망간 자료전송시스템을 고도화하였고, 국세청
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하여 365일 24시간 상시 보안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 직원을 대
상으로 모의해킹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업무용 PC에 수록된 개인정보 포함 문서파일을 일제 조사하여 불필요한 파일은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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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고 불가피하게 보관이 필요한 파일에 대해서는 PC통합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 검출 솔
루션을 이용하여 암호화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개인정보보호의 생활화를 위해 납세자를 상대하는 대민업무 수행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련
이슈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고, 주요 여론 주도층인 세무대리인, 업종별 유관단체에서 주관
하는 간담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안내하였다.

제 4 편 해외 동향

또한, 2016년 정보보호 직렬 신규 임용자를 소관부서인 정보보호팀에 배치하여 인력
POOL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개인정보취급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순회 교육과 온라인 평가,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 내 정보보호 교육 편성·운
영, 정보보호 단문메시지 전송 등의 상시교육을 실시하였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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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계획

국세청은 국세청 사이버안전센터의 침입탐지, 유해사이트 차단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본·지방청 정보보호 전국 순회 교육, 국세공
무원교육원 교육과정 편성을 통한 정보보호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
이다. 각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 개인정보 담당자의 전문기관 사이
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온라인 상시교육 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정책 방향에 따라 다양한 정보보호 활동 및 효
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2015년부터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정보보호팀의 정보보호과 승격·전환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제 31 절

관세청

1. 개요

관세청은 「관세법」, 「관세사법」 등을 근거로 수출입 통관, 종합인
증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개인용품통
관, 관세의 분석·분류 평가, 과세의 징수 및 환급 등 관세행정업무
를 수행하면서 많은 기업·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
은 업무수행 중 취급되는 각종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
고 조치하기 위해 2015년부터 개인정보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6년 4월 관세청 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한 4세대 국가
관세종합정보망을 개통하면서 고유식별정보 암호화를 완료하였고,
개인정보보호 관리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자료 유출 방지를 위
한 시스템 개선, 직원별 개인정보보호 인식 향상을 위한 관리체계 개
선으로 안정적 전자통관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관세청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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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분야

사업명

추진계획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행정 규칙 정비
•개인정보보호 제도 정비

법령 등
개선
•개인정보 처리 위탁 관리 강화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정보주체
권리 보장

•개인정보보호 전담 및 자문기관과의
협업 강화

•개인정보 동의 절차 개선

•개인정보 관리실태 강화
•개인영상정보보호·관리체계 점검
•사용자 PC에 보관 중인 개인정보
최소화
•개인정보 통합관제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 강화
침해 예방
대책 수립

•사이버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관리
강화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전문 교육기관을 활용한 정보보안
역량 개발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산하 및 유관기관 개인정보 순회
홍보 실시

•관세청 사이버감시단 회원가입 시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 추가

•세관 개인정보보호 운영 실태 점검(5~6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본부 세관별 현장점검 실시
(연 2회)
•업무 PC 내 개인정보파일 정기적 점검(매주) 후 강제
암호화 및 삭제 조치
•개인정보 사용이력 모니터링 및 선별, 홈페이지
개인정보 점검

•정보시스템 DB 불필요 계정 삭제 및 사용자 접속
통제
•바이러스 감염자에 대한 인터넷 차단 등 보호조치,
개인정보유출 해킹 모의훈련 실시(분기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절차 개정
(6월)

•개인정보 인식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본청 및 산하 개인정보 담당자 특별 교육(6월, 11월)
-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용역업체 보안점검 및
보안관리 교육(분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워크숍(6월, 9월)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정보화 교육과정에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2시간) 개설

•산하 및 유관기관의 직원, 협력업체의 개인정보
역량 강화를 위한 점검실시
- 교육 병행(연 2회), 산하기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12월)
- 사용자 PC 등에 관리적·기술적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부 록

홍보 강화

•개인정보 책임자 및 담당자의 인사이동 시
현행화 조치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상담 자문, 행정자치부
현장방문 점검 시 자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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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 및 용역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행정규칙 내 주민등록번호 요구 서식 개정
- 보세사등록대장 등 3개 서식 개정
•개인정보통합관제시스템 운영지침 개정(12월),
개인정보 침해 사고 대응절차서 개정(6월)
- 개인정보 통합관제 시스템 운영지침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8월)
•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 연구용역(12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교육 및 감독 이행,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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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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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추진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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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1] 관세청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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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관세청은 개인정보보호 추진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6년 3월 개인
정보보호 관리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였다. 내부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시스템
강화의 일환으로 문서보안(DRM, Digital Rights Management)을 전 시스템에 확대 적용하
고, 2016년 12월에는 개인정보 관제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
안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외부 해킹 차단을 위해 본청에만 적용 중인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를 연차적으로 전국 세관에 확대 적용(2016년 광주·대구·평택, 2018년 완료)하여 사이
버해킹으로 인한 자료유출 차단에 노력하였다.

나. 개인정보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2016년 5월과 6월, 세관 개인정보 운영 실태 점검·개인정보 일제정비 실시를 통해 PC 내
개인정보 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PC 내에 보유 중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리적·기술
적 조치를 시행하였다. 업무목적 외 불필요한 처리(저장, 열람) 및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
하여 사전예방 조치를 강화하였다.
2016년 4월 국가 무역·물류·통관의 핵심 인프라인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시스템이
개통됨에 따라 개인정보 통합관제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접속내역을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
을 개선하였다.

3. 향후계획

관세청은 2017년에도 개인정보 통합관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관
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내부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전 시스템
에 적용한 문서보안(DRM) 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관세청 외부에서도 인증과정을 거쳐 권한 있
308

는 사용자만 자료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정보 유출 가능성 차단에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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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 절

1. 개요

조달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조달청

2002년부터 공공조달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조달참가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있다. 또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23개 기관의
시스템을 연계해 조달업체 등록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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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업무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근거 정비 등 관리적 개인정보보호 정책
을 추진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개인정보 유·노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으로 개인정보시스템
운영 체계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조달청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3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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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2] 조달청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사업명

추진계획

•2017년 정보보호 솔루션 개선사업 예산 확보
- 노후 정보보호 장비 교체 및 신규 정보보호 솔루션
구매를 위한 예산 확보(8월)

•개인정보 업무담당자 교육 강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담당자 교육
- 책임자 : 행정자치부 시행 CPO 교육(2회)
-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 수행(4회)
- 부서별 담당자 집체교육(2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CPO)
및 담당자
역량 강화

•개인정보 전문교육 활성화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집체교육 실시(2회)
- 신규자 교육과정에 개인정보보호 과목 추가
- 사이버교육을 통해 개인정보 상시 교육 실시
- 운영위탁사 PM 및 직원 교육실시(6회)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화

•정보보호분야 개인 성과지표 확대(1.5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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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개인정보보호 예산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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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전문가 투입
적정수준의
조직 및
예산확충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추진실적
•개인정보보호 전문 직위 지정
- 민간경력자(정보보호)를 채용(12월)하여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으로 배정
-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전문성 확보(9월)
•사이버안전센터 개인정보보호 지원인력 배정(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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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사업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전사적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보호
행정규칙 정비
프레임워크
마련 및 확산 •개인정보 수집 서식 등 점검·정비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및 행정규칙 정비
-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근거를
시행령 이상으로 변경
- 행정규칙 내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 점검

분야별 침해
예방 체계
내실화 및
관리 강화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노출 모니터링 수행
•침해 예방체계 내실화
- 정보보호 침해대응 훈련(6월, 12월)
- 주요 개인정보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수시)
- 직원 및 위탁직원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 나라장터 등 5개 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운영

•침해 예방 체계 내실화 및 관리 강화

2. 추진실적

가. 적정수준의 조직 및 예산 확충
조달청은 정보보호직 민간 경력자를 채용하여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으며 개
인정보보호 업무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안전센터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배정하여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 및 지원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마련하였다.
한편, 노후화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을 교체하고 나라장터 등 대민서비스에 대한 개인정
보 유·노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17년 정보보호 예산을 확보하였다.

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및 담당자 역량 강화
매년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별 맞춤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집체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격증 교육 등 전문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조달교육원의 신규 직원 교육 및 사이버교육에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편성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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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집체교육이 어려운 지방청에 대해서는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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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동영상)과 지도방문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용역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의식
을 고취하기 위하여 연 2회에 걸쳐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다.

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및 행정규칙 정비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폐지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고, 행정규칙 216개를 점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정서식을 일괄
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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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침해 예방 체계 내실화 및 관리 강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조달청 사이버안전센터와 유관기관을 통해 24시간 보안 관
제를 수행 중이며,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솔루션 및 개인정보
유·노출 모니터링 솔루션을 운영하고, 연간 3회 이상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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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 PC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달청 본청 및 지방청의 네트워크를
인터넷망과 업무망으로 분리하고, PC 내 개인정보파일을 정비하는 등 관리적 조치와 더불어
APT 탐지 솔루션, 침해방지솔루션, 출력물 DRM, 네트워크 통제, 매체제어 등 개인정보보호
를 위한 정보보안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다.

마.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2016년 개인정보 영향평가 필수대상인 나라장터를 비롯하여 나라장터 쇼핑몰, 누리장터

제 4 편 해외 동향

등 조달청 주요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으며, 보완사항에 대하여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침해 사고 및 정보유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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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계획

조달청은 개인정보보호 기술 지원 인력 및 사이버안전센터 개인
정보보호 담당 인력을 확보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전담체계를 구축
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행정규칙상의 서식 및 홈페이지 가
입 서식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PIMS) 심사기준을 준용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점검 및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 33 절

통계청

1. 개요

통계청은 ‘철저한 개인정보보호로 신뢰받는 통계행정 구현’의
비전을 가지고 통계청에서 보유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2016년에는 행정자료와 빅데이터를 이용한 통계 작성 시 고
유식별정보를 암호화하여 보관하고, 외부 민간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 시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였
다. 또한,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점검·개선하였으
며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취급자의 보호의식을 높여
가고 있다.
통계청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33]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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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사업명

법체계
정비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추진계획

•통계교육원에 개인정보보호
교육과목 개설 및 교육

•통계교육원에 신규 임용자 및 전직자 대상
교육과정 중 ‘개인정보보호’ 과목 개설
(9월, 11월, 총 2회 교육 실시)

•보안 취약점 자체 점검 추진

•통계청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 자체 점검
(5월~11월)
- 개인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정보자산(208개)의
취약점 점검·조치

•개인정보 관리실태 순회 지도점검
강화(본청 및 소속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순회 지도점검 실시
(5월∼6월, 9월∼10월, 11월∼12월)
- 본청 및 소속기관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개인정보파일 정비실태 점검 강화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지정하여
개인정보파일 점검·조치(월간)
- 매월 셋째 주 수요일 ‘개인정보보호의 날’ 지정,
개인정보파일 일제 점검 및 보완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험분석

•정보보안 관련 기관 협업 및 자체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험 분석 수행(연중)
- 행정자치부(정부통합전산센터)와의 서비스수준협약
(SLA) 체결
- 기획재정부 주관 재정경제부문 정보보안
컨설팅으로 취약점 분석 및 조치(8월∼9월)
- 자체 정보시스템(개인정보처리시스템 포함)
보안취약점 점검·조치(5월∼11월)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 운영(연중)
- 개인정보파일 관리 및 암호화,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 조회 모니터링 등

•전 직원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
(연 2회)

•전 직원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4월)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보호 교육 2회 실시(4월, 9월)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신규자 및 전직자 대상 교육 실시

•신규자 및 전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과목 개설,
교육 실시(9월, 11월)

•정보화 용역 사업자 교육 강화

•정보화 용역사업자 보안 교육 2회 실시(4월, 9월)

조직 전반의
개인정보
통제체계
강화

교육·홍보
강화

부 록

•2016 개인정보보호 CPO 워크숍 참석(6월)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 설명회 참석(7월)
•2016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순회교육 참석(11월)

제 4 편 해외 동향

•개인정보보호 박람회 등
관련 행사 참석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에 대한
법체계 정비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추진실적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개정
(2월, 10월)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보관 규정 추가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규정」 제정(9월)
•「데이터간 연계를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지침」
제정(9월)

전담체계 마련
및 역량 강화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 및 현황

[표 3-2-33] 통계청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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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체계 정비
통계청은 개인정보보호법령과 정합성을 추구하기 위해 2016년 2월 행정자료 등의 이용
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하여 보관하도록 「행정자료의 정
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을 개정하였고, 9월에는 「데이터 간 연계를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
화 지침」을 제정하여 데이터 간 연계·분석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비식별화 준수 기준을 마련
하였다.

나.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침해 예방 대책
본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순회 지도·점검하여 과다 운용되거나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파기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정부통합
전산센터 등 정보보안 관련기관과 협업하고, 자체적으로 보안 취약점을 점검·조치하여 개인
정보 침해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강화를 위해 2016년 4월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외부 보안 전문가를 초빙하여 4월과 9월 두 차례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
였다. 또한, 정보처리 수탁자, 용역사업자 및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 시 유의
사항에 대해 교육하였으며 통계교육원 신규자 및 전직자 교육과정에 개인정보보호 과목을
개설하여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는 데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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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 및 현황

3. 향후계획

통계청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통계교육원 및
5개 지방통계청의 망 분리를 완성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기
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2017년에는 통계교육원과 충청지방통계청
본부에 한해 망 분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기관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완료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보보호를 강화하고자 사회조사분석사 시험에 ‘개인정보보호’ 과목
을 포함하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19년
1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대검찰청

1. 개요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제 34 절

대검찰청은 주민등록번호 처리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였으
며, 수사 및 공소제기 등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수집
근거의 명문화를 위한 대통령령(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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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검찰 주요 업무인 수사 및 형 집행 수행을 위해 개인 PC,
검찰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서 수집되는 사건당사자, 사건관계인
의 민감정보 등 다량의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수준 실태를 점검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홍보용 포스터를
제작하여 전국 검찰청에 배포함으로써 검찰 전 직원의 개인정보보

부 록

호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대검찰청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34]와 같다.
315

[표 3-2-34] 대검찰청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사업명

추진계획

•개인정보보호 법령 등 제도개선

•검찰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명문화를 위한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안) 마련(9월~11월, 2017.3. 시행)
•「수사 등의 과정에서 취득한 디지털 자료 관리지침」
개정(3월)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개정(12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절차서」 제정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수시)
•개인정보 취급 업무 위탁 계약 관련 유의사항 전파
(12월)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기준 정비

•전국 63개 검찰청, 검찰개인정보처리시스템,
수탁업체 등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 점검 지표 개선

•개인정보보호 조직·인력체계 구축

•접속기록 관리 통합관제시스템 전담팀 구성,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전담 조직 신설 등
인력 증원을 행정자치부에 요청(3월)

•실태조사 확대 추진을 통한
보호수준 제고

•전국 63개 검찰청, 검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수탁업체 등 관리·운영체계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확대 실시(6월)

•개인정보파일 실태조사

•업무용 PC 내 개인정보 보유 현황 및 안전성
확보조치를 위한 암호화·삭제 점검(6월, 12월)

•개인정보 처리 안전성 확보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분리사업
전국 검찰청 점진적 확대(대전고검 등 6개청) 및
PC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서버 증설(12월)
•PC보안취약점 진단솔루션 도입(5월)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12월)
•고성능전자FAX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완료
(12월)

법령 등
개선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추진체계
정비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침해 예방
대책 수립

인력 확충 및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 실시
전문성 강화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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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실적

•생활 속 실천을 위한 홍보 강화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 및 책임자·담당자
·취급자·수탁업체 대상자별 교육 실시
(3월, 6월, 12월)
•행정자치부 지정 전문 강사 섭외를 통한 담당자
집합교육 실시(11월)
•신규 임용자, 실무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시)

•개인정보보호 활동 홍보용 포스터 제작 및
전국 검찰청 배포(10월)
•매월 1일을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정
•업무용 PC의 개인정보 관리 방법 등을
검찰 내부 포털사이트에 팝업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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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대검찰청은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 TF’를 구성하고 공
소제기 및 형 집행 등 전반적인 수사업무 수행 시 불가피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야 하
는 소관업무의 수집 근거를 명문화하기 위하여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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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대통령령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서식 등을 전수 조사
한 후 과다수집 중인 소관업무를 정비하였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여 개인정보등급분류표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등급별 점검 지표를 차별화하여 관리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였다.

나. 개인정보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전국 64개 검찰청,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수탁업체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
하였으며 미흡한 분야에 대해 이행 점검을 실시하였다. 또한, 고성능전자FAX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완료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을 준수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PC 보안취약점 진단솔루션을 도입하여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된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취약점 진단을 실시하는 등 업무용 PC의 정보보호 강화 체계를 구
축하였다.

제 4 편 해외 동향

다. 생활 속 개인정보보호 실천을 위한 홍보 강화
개인정보보호 홍보용 포스터를 자체 제작하여 전국 검찰청에 배포하고, 매월 1일을 ‘개

부 록

인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홍보하는 등 전 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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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계획

대검찰청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시스
템을 도입하여 개인정보처리 단계별 이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하고, 개인정보 이용 실태에 대한 주기적 분석과 점검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오·남용, 유출 예방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
러 개인정보 접근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포착 시 선제적 대
응체계를 확립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64개 검찰청 중 8개 청(2017년 3월 기준)만 업무망
과 인터넷망을 분리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강화를 위하
여 2017년 약 10개 청에 추가 도입하는 등 점진적으로 망분리를 검
찰청 전체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총괄, 기획, 교육·홍보, 실태 점검, 개인정보 접속기록의 통합분
석 등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 35 절

병무청

1. 개요

병무청은 「병역법」 등을 근거로 대량의 병역정보를 보유하고 처리
하는 기관으로,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노출되지 않도록 개인
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물리적·기술적 보호와 개인정보처
리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병역자료의 안전한 관리 및 유·노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
하여 병적기록이미지시스템 등의 암호화를 완료하였으며,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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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자료 공동 활용 시 송·수신 구간 암·복호화 적용 등 안전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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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체계를 추진하였다. 아울러 병무청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하여 사이버침해 사고 등 내·
외부 침입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노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전, 사후 실시간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병무청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35]와 같다.

[표 3-2-35] 병무청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사업명

법령 등
개선

추진계획

•병역법령 정비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개선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팀 신설(7월)
•개인정보보호 및 침해 사고 인식 제고(분기 1회)
•신병무행정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강화(3월)
•병적기록이미지시스템 등 암호화(2종)
- 기간 : 10월~12월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PC 내 개인정보 관리

•전 소속기관 개인정보 실태 점검(16개 기관)
•업무용 PC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
- 주민등록번호 삭제 및 비식별화
- 개인정보 자료 암호화 및 사용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개인정보파일 점검 및 정비
- 본청 및 지방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6월)

침해 예방
대책 수립

•개인정보 사전차단 시스템운영,
홈페이지 노출 모니터링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없음
•사이버안전센터 실시간 모니터링 지속 운영

인력 확충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전문성 강화

홍보 강화

•개인정보보호 생활화

제 4 편 해외 동향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6월∼7월)
- 병역법령에 병역 의무자의 병역자료를 보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고는 소관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를
명확히 구분함
- 서식 정비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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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전담체계 마련
추진체계 정비 •정보보호 자가진단
•암호화

추진실적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분야

•소속기관 순회 교육 : 7회
•본청 및 지방청 집합 직장교육 2회
•병무행정교육원 교육과정 4회 운영 및
사이버교육 1회 운영

부 록

•월 1회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
•개인정보 자료 게시 및 Lock&樂 페이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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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실적

가. 개인정보 관련 법령 개정
병무청은 병역법령에 병역의무자의 병역자료를 보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고는 수행이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 현장 점검 및 개선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2016년
6월 기준으로 변경, 파기 및 신규 등록을 실시하고 현황을 공개하였다.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 본청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하여 유관기관 간
자료 공동 활용 시 개인정보처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민원상담시스템 내 암호화가
되지 않은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즉시 암호화를 추진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 현장에서 미비
점 및 보완점을 도출하고 개선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신 병무행정시스템 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으로 도출된 병적기록이미지 시
스템 등에 대한 암호화를 완료하였고, 유관기관 시스템의 연계 구간 암호화를 추진하는 등
안전한 자료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업무 및 인터넷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유·노출 침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간 개인정보 사전·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검색 솔루션을 고도화하였다. 보조기억매체(USB 등) 관리 개선방안으로 망간 자료 전송 시
스템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사전에 검증한 후 자료를 전송하도록 시스템을 운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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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처리자 및 담당자의 개인정보 역량 강화를 위하여 병무
연수원에 개인정보보호 교육 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였고, 연 2회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직장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소속기관 자
체적으로 연간 2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보
호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3. 향후계획

병무청은 소속기관과 상호 협업하여 보다 능동적인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결과 미비점 및
중·단기 개선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정보보호에 관한 처리실태를 성과지표로 선정한 후 청장 지표로 관
리하여 모든 직원의 관심을 유도하고, 병역법령 개선,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의 자율점검, 주기적 교육 등을 실시하여 정보주체의 소중한
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할 예정이다.

1. 개요

방위사업청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업무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부 록

방위사업청

제 4 편 해외 동향

제 36 절

보호 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까지 ‘자율적 개인정보보호 실천문화
정착’이라는 목표하에 정보보호 기반강화, 관리체계 개선, 역량 강화
등 연도별 추진 역점과제들을 실천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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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36]과 같다.

[표 3-2-36] 방위사업청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사업명

법체계
정비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개인영상
정보보호

추진계획

•개인정보 관련 규정 정비

•개인정보 관련 훈령 및 규정 개정
- 훈령 및 관련 서식 보완(5월)
- 정보화 업무 처리규정 개정 (10월)

•개인영상정보보호 종합관리
체계 구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체계 강화
- 절차서 및 관련 서식 안내 및 배포
- 운영 현황 조사 및 지침서 정비

전담체계 마련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및
및 역량 강화
취급자 역량 강화

•자율규제 지원체계 마련

개인정보
관리·통제
체계 강화

•업무용 PC 개인정보
관리·통제 시스템 도입

•PC보안점검 시스템 도입(12월)
- 강력한 검색 및 분석 기능 등 업무용 PC 보안점검
전문성 강화
•자료교환체계 고도화(12월)
- 보안 취약 ActiveX 제거 등 보안성 강화 및
호환성 개선
- 자료 반출 승인 프로세스 개선 및 강화

지원체계
강화

•교육체계 확대 및
상시 학습 지원 강화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322

•개인정보보호 조직·인력 역량 강화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CPO워크숍 참석(6월)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컨퍼런스 및 토론회 참석(수시)

•개인정보파일 관리실태 점검(5월~6월)
- 시스템, 기록물, 서면 등의 개인정보파일 전수조사
- 개인정보 점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총 3,818대
PC 점검 및 정비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간담회 실시(4월)
- 개인정보보호 업무 효율적 수행 방안 등
관련 업무 협의

보호활동
활성화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추진실적

생활 밀착형
홍보 강화

•생활 속 개인정보보호 인식 및
실천 추진

•영상회의실 활용 지방사무소 직원들에게
실시간 교육 참여 기회 제공
•개인정보보호 사이버교육 연 2회 수강 의무화 정책
지속 추진으로 상시학습 지원체계 강화

•생활 속 개인정보보호 인식 및 실천 추진(6월)
- 출·퇴근 시 출입구 LED전광판, 공문서 하단에
개인정보보호 홍보 문구 삽입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행사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홍보(매월 1회)
•포털 개인정보보호 홍보 자료 게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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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실적

가. 조직 전반의 개인정보 관리·통제시스템 도입
방위사업청은 업무용 PC 개인정보 관리·통제시스템을 도입하여 다양한 파일에 대한 강
력한 검색 및 분석 등으로 업무용 PC 보안점검체계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자료교환
체계 고도화에 따른 보안 취약 ActiveX 제거 및 호환성 개선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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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화하였다.

나. 개인정보 처리 안전성 확보
개인정보 침해 사고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반기 1회 사이버위협 및 개인정보 유출 대
응 훈련을 실시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시 신속한 처리 절차 숙달을 위해 개인정보 유출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직원들의 관심을 높이고 침해 사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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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
2016년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관련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교육 연 2회 의무 수강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 직원들 대
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사이버교육을 진행하여 2016년 상반기 665명, 하반기 935명이 교육
을 수강하는 등 자율규제 문화조성 및 실천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또한, 영상회의실을 활용
해 지방사무소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다.

제 4 편 해외 동향

3. 향후계획

부 록

방위사업청은 개인정보보호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공유함으로써 자율적 개인
정보보호 실천문화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법·제도 이행사항 및 취약분
야의 자율적 점검을 통해 안전조치 방안을 수립하고 기술적 보호 조치 강화 등으로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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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순수 개인정보 예
산 확충을 위한 예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 37 절

1. 개요

경찰청은 수사·교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

경찰청

으로서 국민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국민의 개인정
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정책 및 제도개선, 개인정보보호시스
템 운영, 개인정보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개인정
보보호 활동을 전개하였다.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을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교
통경찰 업무시스템(TCS)을 개선하였으며, 개인정보 침해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유·노출 모니터링을 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아울러 전 경찰관서의 개인정
보 보호책임자(CPO)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으
며, 기능별 직무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개인
정보 보호취급자 및 담당자의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에도 많은 노력
을 기울였다.
경찰청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37]
과 같다.

[표 3-2-37] 경찰청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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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제도 개선

추진계획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을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정·운영

추진실적
•월별 테마 점검 실시
- 매월 점검 주제를 선정하여 자가진단 실시
예) (10월) 출입관리시스템 점검 등
- PC 내 개인정보 암호화 실적 등 주요지표 개선
※ 암호화 실적 65% → 81%

사업명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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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추진실적

•전 경찰관서 대상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정책 및 제도개선, 시스템, 교육홍보 등 3개 분야
24개 항목 점검
- 미흡 사례 총 27건 개선

•개인정보 유·노출 침해대응 모의훈련

•전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유출 상황을 가정한 메시지
훈련 실시(6월)

•시스템 사용 권한 부여 방식 개선
- 사용 권한의 직무별 세분화 및 3개월간 조회 기록
•교통경찰 업무시스템(TCS) 기능 개선
없을 경우 권한 회수
- 조회 사유 구체적 기재 의무화 및 관련 직무교육 강화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홍보활동
강화

•지방청 등 전 경찰관서 홈페이지 총 307개 대상
개인정보 유·노출 여부 모니터링
- 고유식별정보 133건 유·노출 차단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암호화

•의무경찰 복무관리 등 7개 시스템 암호화 완료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영향평가

•사이버 범죄신고 등 9개 시스템 영향평가 완료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동의서식 및
등록 파일 일제정비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식 점검 및 개인정보 등록 파일
정비
- 총 25개 동의서식을 점검,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없는 서식 개선(1건)
- 개인정보 등록 파일 일제정비, 誤 등록 파일 개선
(4건)

•수준별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경찰교육원 직무과정 내 개인정보보호 전문 과정 운영
- 5개 신임과정 및 9개 직무과정을 운영
(총 1,128명 교육)
- 경찰사이버교육 포털 내 5개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 운영(총 3만 5,693명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연 176% 실시

•경찰청 CPO 주재 화상회의

•개인정보 유출 등 대응방안 교육
- 전국 경찰관서 CPO 총 275명 참여

•전국 경찰관서 순회 교육

•지방청(직속기관) 및 경찰서 대상 권역별 순회 교육
- 개인정보 담당자 등 총 997명 교육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북 제작

•주요 언론보도 사례 및 FAQ 등
실무 활용도 높은 가이드북 제작

•홍보용 동영상 제작

•경찰관서 E/L 및 현관 로비 등 홍보 동영상 제작,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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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역량
강화

•개인정보 유·노출 상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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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침해 예방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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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실적

부 록

가.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
경찰청에서는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을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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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검 과제를 선정하고, 관서별로 점검 과제에 대한 자가진단을 통해 발견된 미비점을 개
선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각급 경찰관서 업무용 PC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경우 전체 보유량
을 매월 공개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지표를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하였고, 암호화 실
적 비율은 2016년 7월 말 기준 65%에서 12월 말 기준 81%로 상향되었다.

나. 개인정보 수집동의 서식 정비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식 중 개인정보 종합시스템에 등록된 25종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 위반 여부를 검토하였고, 이 중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가 없는 동의서식 1건을 개선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및 유·노출 침해대응 훈련
상·하반기 각 1회씩 17개 지방청 및 5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항목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등이며 지방경찰청 및 소속
기관의 공통 미흡사례 27건을 선정하여 개선하였다.
개인정보 유출상황을 가정한 가상의 메시지를 무작위로 직원 및 관서에 하달하고 해당
관서의 유출 대응 실태를 점검하는 개인정보 유·노출 침해 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개선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다.

라.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개선 및 유·노출 상시 모니터링 실시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경찰업무 시스템(TCS)은 고유식별정보 등이 포함된 대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므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접근권한 제한 조
치 강화 등 시스템 운영방식을 개선하였다. 시스템 운영방식 개선 내용은 ① 시스템 사용자
권한 관리 개선, ② 개인정보 조회내역에 대한 감독권 강화, ③ 사용자 교육 강화 및 시스템
개선 등이다.
또한,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307종을 대상으로 노출진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개
인정보의 유·노출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였고, 고유식별정보의 외부 유출을 133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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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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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실시
개인정보취급자 및 담당자별 직무에 맞게 기능별 직무과정 내에 개인정보보호 교육 과정
을 포함하여 5개 신임직원 과정과 9개 직무과정으로 총 1,128명을 교육하였다. 그리고 경찰
청 개인정보 담당자가 각급 경찰관서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들을 상대로 전국 순회 교육을 실
시하여 총 997명을 교육하였다. 또한, 경찰 사이버교육포털 내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
정보보호 매뉴얼 과정 등 총 5개의 개인정보보호 강의를 개설하여 총 3만 5,693명이 수강하
는 등 다양한 개인정보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제공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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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개인정보 홍보 동영상 제작·활용 및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북 제작
조직 내 개인정보보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청사 엘리베이터 및 현관 로비 모니터에서 상
영할 목적으로 개인정보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수시 노출함으로써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에 기여하였다.
또한, 경찰 업무 특성상 사례별로 다양한 개인정보 처리 자료가 필요함에 따라,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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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언론보도 사례 및 자주 묻는 질문 등으로 구성하여 실무 활용도를 높인 ‘개인정보 가이
드북’을 책자 및 파일로 제작, 전 경찰관서에 배포하였다.

3. 향후계획
제 4 편 해외 동향

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7년 2월까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
보조치 기준」 고시에서 요구하는 필수 포함사항 15가지와,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범위 구체화 등으로 내부관리계획을 개정할 예정이다.

부 록

2017년 3월에는 3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인정보보호 업무 매뉴얼’을, 2017년 상반기 중으로는 ‘경찰청 개인정보보호 규칙’을, 하
반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즉심통고시스템 등 3개 시
스템에 대한 암호화 작업도 2017년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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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8 절

1. 개요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여 국민에게 좀

문화재청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문화재 수리 기술자 등 문화재 업무 관계
자의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이용하고 있다. 수집된 개인정보
의 유·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확충하고 개
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을 시행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문화재청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38]과 같다.

[표 3-2-38] 문화재청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사업명

추진계획

•관련지침 개정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서식 정비
개인정보보호 보호기준 개선
정책 및
제도 개선
전담체계
•조직 구성운영
마련 및
전문역량 강화 •예산 확충
선제적·자율적
보호활동
•자가진단
활성화
•현장점검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조직 전반의
개인정보
관리·통제
체계 강화

•파일 일제정비

•접근권한 및 기록 점검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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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및
생활 밀착형
홍보 강화

•대상자별 교육 확대

추진실적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절차 개정
•개인정보 침해 사고 대응가이드 현행화
•개인정보 수집 서식 일제정비
•개인정보처리방침 점검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법령 정비
•(분임)관리자, 담당자, 취급자 정비
•전담 조직 및 인력 구성·운영
•정보보호 예산 대폭 확충
•문화재청 정보보호 컨설팅
•기관별 개인정보 관리 수준 자가진단
•전사적인 프레임워크 마련 및 확산
- 각 부서, 소속·산하기관 현장 점검 실시
-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총 27건 : 변경등록 23건, 폐기 4건)
- 위탁사업, 계약(문서화), 관리감독 강화
•침해 예방 체계 내실화 및 관리 강화
- PC 내 개인정보 삭제 및 암호화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접근권한 및 접근기록 점검
(연 2회)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 유지관리
- 개인정보 침해 예방 SW·장비 등 도입
•개인정보 보호관리자, 담당자, 취급자별 맞춤형 교육
실시(총 4회, 656명)
•신입 및 전입 직원 대상 교육
•개인정보 수탁업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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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문화재청은 개인정보 이용·제공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개인
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절차」를 개정하였으며,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 사고 발생 시 체계
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침해 사고 상황을 가정한 대응 절차 및 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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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사고 대응가이드’를 개정하였다.
또한,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 서식을 일제 조사하여 업무 수
행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재조사하여 갱신하는
등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수집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수준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으로 분리하였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 정부통합전산센터 등
유관기관과 침해 사고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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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법적 의무조치 이행사항에 대한 자가진단을 시행하고, 진단 결
과를 토대로 자체 취약점을 개선 조치하였다. 또한, 본청 및 소속기관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
리실태 현장점검을 시행하여 개인정보취급자의 애로사항을 발견하고 지원하는 등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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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인식 제고 및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문화재청이 보유 중인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목적, 기간, 근거법령 등의 적정성을 조
사하여 변경 등록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는 등 개인정보파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위탁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위탁계약을

부 록

체결(문서화)하였으며, 수탁업체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강화해 수탁업체들의 개인정
보보호 인식 수준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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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리 소홀에 따른 유·노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업무용 PC 내 개인정보파일
을 조사하여 삭제하거나, 업무상 필요 시 암호화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의 적정성과 투명성
을 확보하였다.
한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및 접근 기록을 반기별로 점검하는 등 개인정보의 관
리 소홀이나 직원 부주의에 따른 불법접근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실시
외부 정보보호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처리 시 의무적 조치 사항과 위
반사례 등을 소개하는 개인정보보호 집합교육을 실시하였고,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등 주요
관리자의 개인정보 교육 참여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과 인식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개
인정보 보호담당자는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전문 교육을 이수하는 등 담당자·분야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하였다.

3. 향후계획

문화재청은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대상을 산하기관까지 확대·유지하고, 정보보호 조직
체계 강화를 위하여 소속·산하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인력 충원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침해 사고 모의훈련 실시, 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여 확대, 자격증 취득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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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9 절

1. 개요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은 농업인·소비자·연구자 등 수요자 중심의 계층별 서
비스를 위해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자체 개인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를 위한 상시 모
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호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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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조직 전반의 인식 향상 및 역량 강
화를 통해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39]와 같다.

분야

사업명
법령 등
개선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추진계획

•제도 정비 및 개선

•편의시설 관리·운영지침 서식 개정(1월)
•정보공개운영 규정 서식 개정(1월)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개정(5월)

개인정보보호
•전사적 개인정보 프레임워크 마련
소통 활성화

•자체 업무포털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정보 공유
(8건, 974회 조회)
•월 1회 뉴스레터 발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업무협의회 운영(연 2회)

침해 예방 및
•침해 예방 체계 내실화 및 관리 강화
관리 강화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3월~4월)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7월)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 의무화
•개인정보 웹필터 도입
•용역업체 보안 관리 강화

개인정보보호 •대상별 맞춤형 캠페인 및 취약계층
인식 제고
인식 제고

•분야별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추진
•개인정보보호 정기 교육 및 담당자 교육 강화

홍보 강화

•생활 속 실천을 위한 홍보 강화

•‘개인정보보호의 날’ 지정·운영
•개인정보보호 홍보물 제작·배포(메모보드 및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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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업무 분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전문관 임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워크숍 참석(6월)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세미나 적극 참석(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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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추진실적

•개인정보보호 전담체계 강화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체계 강화
역량 강화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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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9] 농촌진흥청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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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 및 체계 강화
농촌진흥청은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문화의 정착 및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
기결정권 강화를 위하여 2016년 2건의 서식을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개
정하였다. 또한, 기존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분리하고,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전문관으로 지정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전담 체계 확립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나.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 구축
내부 업무포털시스템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가이드 및 교육계획 등 자료를 게시하고, 월 1
회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전 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의식 고취와 생활화
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본청과 소속기관 간 개인정보보호 업무 협업체계 강화를 위하
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함으로써 주요 현안과 개선안을 도출하고, 침해 사고 발생 시 신
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긴급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다. 침해 예방 체계 내실화 및 관리 강화
본청 및 소속·산하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을 방문하여 수집 동의 절차 이행 여부
등 취급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개인정보취급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장지원 활동을 추진하였다.
또한, 개인정보파일을 일제정비하여 미등록 또는 은닉된 개인정보파일을 찾아내고 변경
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보유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유 목적이 달성된 파일에 대한 파기 절
차를 수행하였다.
개인정보보호 웹필터를 도입하여 온라인상에 글 등록 시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사전에 검
색·차단함으로써 의도치 않은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을 차단하였으며, 용역사업 수행 인력의
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접속 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여 외부 인력에 의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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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노출 방지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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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속적인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추진
자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업무용
컴퓨터 내의 개인정보파일을 점검·삭제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관리자·담당자·취급자뿐 아니라 신규직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
형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수립·추진하였고, 개인정보보호 홍보
물을 제작·배포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에 꾸
준히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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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계획

농촌진흥청은 2017년에도 지속적으로 소관 행정규칙 및 관련 서
식을 정비하고, 내부지침의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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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이다. 또한, 전문인력과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기
반을 조성하고, 소속·산하기관의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관
리실태 점검, 홈페이지 웹 필터링 시스템 추가 구축 등 조직 전반의
개인정보 관리·통제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1. 개요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이용·보호·휴양·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
부 록

산림청

제 4 편 해외 동향

제 40 절

기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인원을 충원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체
계를 마련하였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시스
템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적·기술적 보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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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 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의식 향상과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40]과 같다.

[표 3-2-40] 산림청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사업명

일반법
중심의
법체계 정비

추진계획

•개인정보 수집서식의 지속적인 정비 실시(1월)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 감독 규정의 자료열람
•산림조합의 구조 개선 업무 감독
청구서 서식 등 2종 정비
규정의 자료열람 청구서 서식 등 정비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6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관리 기준 마련
보호·관리
•개인영상정보보호 종합관리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
체계 구축
정책 및
제도 개선

전담체계
마련 및
전문역량
강화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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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자율적
보호활동
활성화

추진실적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개정(6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실태조사 실시(3월)

•적정 수준의 조직 및 예산확충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및
담당자 역량 강화

•개인정보보호 전담 조직 신설 및 인력 배치 완료(5급
1명 및 7급 1명)(1월)
•개인정보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예산 확보(12억)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워크숍 참석(6월, 8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취급자 워크숍 실시
(12월, 146명)
•산림청 개인정보보호 3개년 추진계획 수립(4월)
•2016년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추진계획 수립(6월)

•개인정보보호 인증제 활성화
•관리·기술적 측면 통제 체계 강화

•대표포털 개인정보 인증마크 획득(1월)
•대표포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1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절차서 개정
(1월)
•개인정보보호 업무처리 편람 제작 배포(6월)
•산림청 개인정보 침해 사고 절차서 개정(6월)
•산림청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관리 계획 수립(5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이력관리시스템 운영 및
정기점검(매월)
•내부 업무처리시스템 내의 주민등록번호를
디지털식별번호로 대체 완료(12월)
•자연휴양림예약시스템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11월)

사업명

추진실적

•지역기반 교육 체계 확대 및
상시학습 지원 강화

•산림청 개인정보보호 대상별 교육계획 수립(4월) 및
교육실시(연중)
•외부기관 개인정보보호 전문, 순회 교육 안내 및 참여
(연중)

정보주체
권리 보장
실질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내실화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6월)
•14세 미만 별도 동의 절차 마련(6월)
•산림청 개인정보 침해 사고 대응절차서 개정(6월) 및
담당자 교육(6월) 실시

선제적
보호기술
개발 지원

•ICT 발전에 따른 새로운
보호기술 적용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시큐어 코딩 의무화 반영
•현장업무용 모바일시스템에 해당 업무 이외 정보
저장 금지

•업무처리 시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위한 홍보 강화
•대상별 맞춤형 캠페인 및 취약계층
인식 제고

•‘개인정보보호의 날’ 지속적 운영
•개인정보보호 관련 강의 자료, 동영상 등을
내부 게시판 게시 및 홍보
•민간 운영위탁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Career Path
프로그램 마련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개인정보 취급사
자격증 취득(7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전문교육 참여

국민참여 및
생활 밀착형
홍보 강화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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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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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적인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
마련 및 확산
•분야별 침해 예방 체계 내실화 및
관리 강화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용역업체
관리 철저

•소속·산하기관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지도점검 실시
(3월)
•개인 PC에 보유 중인 개인정보파일 정비 추진(6월)
•개인정보 유출 대비 모의훈련 실시(6월)
•대표 포털 등 주요 웹사이트 노출 점검 실시(매월)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및 용역업체 지도점검 및
관리·감독(6월, 11월)
•정보화 용역사업 대표 및 PM 대상 보안·개인정보 및
청렴 서약식(7월)
•개인정보 보유 문서 암호화 및 출력 시 DRM 처리
(상시)

조직 전반의
개인정보
관리·
통제체계
강화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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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제 4 편 해외 동향

2. 추진실적

부 록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청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
에 대한 관리 및 관리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서버 내에 저장된 주민등록번호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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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암호화하고, 내부 업무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도 삭제하거나 디
지털식별번호로 대체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유·노출 사전점검을 통해 사고 예방 및 침해 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확보·
배치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행정자치부 주관 ‘2016년
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평가받기도 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위해 산림청 개인정보보호 3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산림
청 개인정보보호지침」과 내부관리계획을 정비하였으며, 소속·산하기관의 개인정보파일 관
리에 대한 자체 실태 점검과 관리 및 통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영향평가
를 실시하여 취약점을 사전에 조치하였다. 특히 유지관리 업체의 보안 및 개인정보 유출 예
방을 위하여 서면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후조치로 사업책임자 대상 관리적·기술적 보
호 조치를 강화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산림청에서는 본청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당자, 취급자의 역량을 강화하
고 개인정보보호 준수 의식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교육과 워크숍을 개최하고,
산림교육원에서는 신임 실무자 교육생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내부 포털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매뉴얼 및 지침, 교육자료, 위반사례 등의 정보를 게시
하여 개인정보보호 준수의식 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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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계획

산림청은 2017년에도 업무용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실태 점검
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취급자의 지속적인 개인정보보
호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또한, 산림 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산림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365일 무
중단 관제를 실시해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예방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제 41 절

1. 개요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 창업, 자금
등 다양한 육성 정책을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고 체계적으
로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정보
보호팀 인력을 보강하여 소속·산하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제 4 편 해외 동향

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과 부합하지
않는 소관 법령과 서식을 정비하였다.
아울러 사이버 보안 관제센터 확대운영, 주민등록번호 노·유출 점
검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한층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해 왔

부 록

고, 전 직원 대상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
인식 확산에도 기여하였다.
중소기업청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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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1] 중소기업청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사업명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추진실적

•일반법 중심의 법체계 정비

•「개인정보 보호법」과 부합하지 않는 소관
법령 2개 개정
- 개인정보 수집 서식 3개 개정, 시행령 1개 삭제

추진체계
정비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본청, 소속기관(지방청 12개, 국립공고 3개),
산하기관(8개) 개인정보보호 실태 현장 점검·개선
(3월)
•대민 정보시스템(27개) 웹 취약점 점검·개선(9월)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개인정보파일 정비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7월)
- 신규 등록 2건, 변경 20건, 파기 4건
•매월 ‘개인정보보호의 날’ : PC필터 운영 강화

침해 예방
대책 수립

•침해 예방 체계 내실화

•사이버위기 대응매뉴얼 개정(4월)
•개인정보 침해 사고 대응매뉴얼 마련(5월)

정보주체
권리 보장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

•본청 및 소속·산하기관 개인정보 담당자 대상
중소기업청 개인정보보호지침 교육(1월, 90명)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역량 강화

•개인정보보호 페어&CPO 워크숍 참석 : 1회
•개인정보보호 교육(25회, 1,475명)
- 상반기 : 19회 1,291명, 하반기 : 6회 184명

•개인정보보호 실천문화 확산

•내부 업무포털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 게시
- 개인정보 침해 사고 대응(5월) 관련 자료 등 게시

법령 등
개선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추진계획

전문성 강화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홍보 강화

2. 추진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소관 법령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지원 사업 신청 서식에 대해서는 수집 항목을 최소
화하였다. 그리고 2016년 4월 ‘사이버위기 대응 매뉴얼’을 개정하였으며, 5월에는 ‘개인정
보 침해 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개인정보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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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취급관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 및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점을 개선 조치하였다. 또한, 개인정보파일의 적정성
을 조사하여 2건의 파일을 신규 등록하고 24건의 파일을 변경·파기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정비하였다.
아울러 중소기업 육성사업 대민서비스 홈페이지의 사이버관제를 확대하여 해킹에 의한 개
인정보의 유출 및 도용을 방지하였으며, 대민 정보시스템(27개)의 웹 취약점을 점검·개선(9
월)하여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본청 및 소속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개인정보 위반사례 등
을 주제로 교육(본청 2회, 소속기관 23회)을 실시하였고, 최신 개인정보 이슈를 내부 업무포
털에 게시·전파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에 노력하였다.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3. 향후계획

중소기업청은 개인정보처리의 안전한 이용 및 관리를 위해 소관 행정규칙 등 규정(서식)을
정비할 예정이며, 특히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실태를 점검해 이용목적 부합 여부
를 점검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설정을 강화하고, 운용 중인 사이버보안관제센

제 4 편 해외 동향

터를 활용하여 최근 2년간(2015·2016년) 개인정보노출 이력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을 확대
하는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개인정보 유·노출을 예방할 계획이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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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2 절

1. 개요

특허청은 출원인·발명자 및 등록권리자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특허청

처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
보 보호법」 및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안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고 있다.
2016년에는 「특허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개정, ‘특허청 개인
정보 침해 사고 대응 매뉴얼’ 개정 등 내부지침을 개선하였으며, 개
인정보 유·노출 점검,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였다. 또
한, 산하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실시, 특허청·산하기관
합동 침해 사고 대응 모의훈련 실시, 특허청·산하기관 개인정보보
호 운영·실무협의회 개최 등 산하기관과의 정보보호 협력을 강화
하였다.
이와 함께, 외부 전문가 초청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
시, 특허보안 학술대회 개최 등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활
동을 수행하였다.
특허청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42]
와 같다.

[표 3-2-42] 특허청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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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법령 등
개선

추진계획

•개인정보보호 법령 등 개선

추진실적
•내부지침 개선
-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개정(12월)
- 개인정보 침해 사고 대응 매뉴얼 개정(6월)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검토(8월)
- 각종 신고서, 신청서 및 샘플양식 등

사업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침해 예방
대책 수립

•분야별 침해 예방 체계 내실화 및
관리 강화

•특허청 및 유관기관 사이트(76개)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 점검(매월) 및 웹 취약점 점검(분기)
•문서파일 자동 삭제 솔루션 운영(수시)
•개인정보취급자 이용실태 및 접근권한 관리 점검
(분기)
•특허청·산하기관 합동 개인정보 침해 사고 모의훈련
실시(6월)
•업무용 컴퓨터의 개인정보 점검도구 설치(9월),
주민등록번호 포함 문서 자동암호화(수시)

정보주체
권리 보장

•정보주체 권리 보장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안내(수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 페어&워크숍 참석(6월, 8월)
•개인정보취급자 집합교육 실시(4월, 6월)
•산하기관 담당자 교육(5월), 간담회(10월) 개최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집합교육 실시(5월)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인력 확충 및
•개인정보보호 전문 역량 강화
전문성 강화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개인정보파일 실태조사
•전사적인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
마련 및 확산

•특허넷 데이터베이스 정비(6월)
- 주민등록번호 전수조사 실시, 암호화, 미사용 데이터 삭제 등
•개인정보파일 실태조사
- 개인정보파일 현행화 조사 실시 및 개인정보파일
암호화 및 삭제 추진(6월)
•산하기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감사 실시(4월)
및 처리실태 점검(11월)
•산하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실시(11월)
•특허청·산하기관 개인정보보호 실무협의회(1월) 및
운영협의회(2월) 개최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 및 현황

분야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홍보 강화

•생활 속 실천을 위한 홍보 강화

•전 직원 대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설명회
(4월, 11월) 개최
•특허보안 학술대회 개최(11월)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매월 셋째 주 수요일)

제 4 편 해외 동향

2. 추진실적

부 록

가. 내부지침 개선
특허청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을 구체
화하고, 특허청 개인정보보호 소관부서 변경 및 직제개편 등을 반영하여 「특허청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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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세부지침」(특허청 훈령 제861호)을 개정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
여, 정부부처 사칭 해킹메일 수신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및 매뉴얼의 용어 정의를 추가하
고, 개인정보 침해 대응조직을 현행화하여 ‘특허청 개인정보 침해 사고 대응 매뉴얼’을 개정
하였다.

나. 점검활동 강화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허행정 정보시스
템(특허넷)의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및 미사용 데
이터 삭제 등의 정비를 실시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파기 및 암호화 조치, 업무용 컴퓨터에 대한 개인정보 점검 도구 설치 및
주민등록번호 자동암호화 등을 추진하였다.
한편, 특허청 및 소속·산하기관 대민서비스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 및 웹 취약점을 주
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 및 업무목적 외
개인정보의 과다 조회·보유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다. 정보보호 협력강화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자치부의 평가지표와 함께 특허청 자체지표를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진단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진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단 결과를
산하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한편, 산하기관과의 정보보호 협력강화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운영협의회를 개최하였으
며, 최근 정보보호 관련 이슈 공유 및 개선방안 논의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간의 실
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 대응 모의훈련을 산하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훈련결과를 공
유하였으며, 이를 산하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결과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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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별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
였다. 이에 따라,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전 직원 대상 집합교육을 실시하였고, 매월 셋째 주 수
요일을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내부 인트라넷 상에 월간 주요 개인정보 관련 이슈
를 공유하고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안내하였다.
한편, 업무관련자들의 전문성 강화, 학술정보 공유 및 향후 발전방향 논의를 위하여 한국인
터넷진흥학회에서 주관하는 추계학술발표대회에 특허보안 세션을 개설하고, ‘지식재산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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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사이버위기 대응 프로세스에 대한 고찰’ 등 5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3. 향후계획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특허청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규정에 근
거하여 지식재산 관련법령, 「특허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특허청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라인’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한편, 조직 전반의 개인정보 통제·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
한 개인정보 점검 도구를 도입할 예정이다. 산하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시에는
현장 점검 위주의 특허청 자체지표를 개발하고 반영 비율을 확대할 예정이며, 특허청이 보유
한 개인정보 노출 점검도구를 산하기관에 제공하고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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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각 부서의 보안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상·하반기 정책설명회 실시, 개인정보취급
자별 맞춤형 교육 강화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에 노력할 것이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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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상청은 대국민 기상정보 서비스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기상청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기상청이 보유
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기술적·관리적 보안조치를 실
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실태 및 이행 점검, 대상별 맞춤형 교
육, 홍보활동 강화 등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직원들의 관심과 관
리 수준을 향상시켰다.
기상청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43]
과 같다.

[표 3-2-43] 기상청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사업명

법령 등
개선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추진계획

•정책 및 제도 개선

•정보보호 전담조직 신설
•개인정보보호 담당 인력의
전문성 강화
전담체계 마련
및 역량 강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점검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관리·통제
체계 강화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점검

344

추진실적
•개인정보 침해 사고 대응 매뉴얼 개정 시행(3월)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개정 시행(4월)
•2017년 기상청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수립(4월)
•기상청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정(5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기준 수립(5월)
•정보보호팀(4·5급 팀장) 신설(3월)
•기관 담당자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과정’ 교육 이수(3월)
•CPO주재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조치 특별교육
실시(4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 이수(6월)
•개
 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서약 추진(6월)
•2016년 개인정보 운영·관리 현장 지도·점검 실시
계획 수립(2월)
•개인정보보호 처리실태 및 관리체계 점검 실시(3월)
•2016년 영상정보처리장치 설치·운영 현황 조사(3월)
•각 부서 및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2016년 개인정보
운영·관리 현장 지도·점검(5~6월)
•개인정보보호 처리실태 점검(6월, 12월)
•주민등록번호 처리 현황 및 암호화 이행 점검(6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점검 강화
계획 수립(7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일제 점검(10~11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현황 조사(12월)
•기상청 주요 시설 출입 통제 및 개인정보시스템
접근제한 강화(상시)
※ 2016년 개인정보 유·노출사고 0건
•대국민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점검(월 1회)
•구글 DB의 기상청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유무 점검(월 1회)

사업명

추진계획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자 교육 강화
전문성 강화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개인정보보호 홍보 및 확산

추진실적
•2016년 기상청 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1월)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의 이해 직장교육
(3월, 812명)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인식 강화 교육
(3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절차 교육(4월)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개인정보 인식 강화 교육
(4월, 10월)
•전문직 종사 연구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8월)
•사이버교육 「개인정보 보호법」 20회 개설
(278명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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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강화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 및 현황

분야

•그룹웨어 정보보호 게시판을 통한 매뉴얼,
홍보자료 등 공지(수시)
•전 직원 업무용 개인수첩에 개인정보보호 생활 수칙
인쇄 배포(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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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기상청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등 상위 법령과의 상호 연계성 유지를 위하여 「기상청
개인정보보호지침」과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개정하였고,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상청 개인정보 침해 사고 대응 매뉴얼’을 개정하는 등 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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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의 주요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정비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
리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나. 개인정보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부 록

개인정보의 침해 사고 예방 및 관리수준 향상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의 개인정보 처리실태 및 관리체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개선하였다. 특히
대국민 홈페이지 및 구글 DB의 기상청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여부도 점검하여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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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한 계정 및 패스워드를 한시적으로 발급한 후 자
동 회수하는 기능뿐 아니라 계정과 패스워드를 자동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접근통제
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개인정보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파일의 자체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의무 조치사항을 자율적으로 진단하고 미비점을 개선하여 기상청
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에 노력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역할을 고려한 대상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당자, 취급자, 일반 직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 직원의 개인정보보
호 의식 수준 제고에 노력하였다. 또한, 전 직원의 업무용 개인수첩에 개인정보보호 생활 수
칙을 인쇄하여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3. 향후계획

기상청은 개인정보 처리실태 및 관리체계 점검,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개인정보 유·노
출 점검 등의 활동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노출 및 침해 사고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개인정
보보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화 사업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신규 구축하려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
단계부터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보안대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맞춤형 교육 등으로 개인정보보호 체계
를 확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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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는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 금지, 오·
남용 및 유·노출 방지와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구현을 목표로 개인정
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등 다양한 분야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보호 활
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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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첨단스마트시티 추진과 발맞춰 도로,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DDoS 탐지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
등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또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개선
점을 조치하고,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특별 교육을 2회 실시하
여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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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표 3-2-44]와 같다.

[표 3-2-4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전담 체계
마련 및
역량 강화

추진계획

추진실적
•개인정보보호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개인정보보호 계획」 정비(2월)

•전 직원 교육 및 보안시스템 등에
대한 예산 요구

•전 직원 교육 및 개인정보보안시스템 예산 확보
(교육비 : 일반수용비, 개인정보보안시스템 :
자산취득비)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전 직원 교육 실시(5월)
•책임자 워크숍 참석(6월)
•담당자 교육 2명 총 4회 참석(4월, 5월)
•용역업체, 위수탁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분기별)

부 록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개선

제 4 편 해외 동향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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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사업명

선제적,
자율적
보호 활동
활성화

추진계획

•내부계획 등 개정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정기점검(매월)
•불법유출 시도 탐지기능 포함
시스템 설치 및 운영
•홈페이지 보안 강화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

•개인정보 침해 사고 대응 모의훈련
•개인정보파일 정비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미비점 개선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개인정보보호 홍보 추진
인력 확충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업무역량 강화
전문성 강화

추진실적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내부관리계획 수립(2월)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홍보계획 수립(2월)
•개인정보보호 계획 변경(6월)
- 조직 개편 사항 반영 및 목적 외 이용 등 추가
•개인정보보호 계획에 포함하여 매뉴얼 수립(6월)
•홈페이지 회원가입 절차 삭제
•개인정보 생성, 유출 감시 및 유출 위험 개인정보
검색 삭제 기능을 갖춘 셜록홈즈 DLP 프로그램
설치·운영 중
•홈페이지 게시판 수시 모니터링 실시 및 불필요 자료
주기적 삭제
•해킹방지를 위하여 웹서버 실행 가능한 파일
업로드 제한
•관리자페이지 접속 시 인증서로만 가능하도록
조치 완료
•인사이동 즉시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자페이지 접속
권한 부여
•공공 I-PIN으로 인증하여 글쓰기 가능토록 조치
•전 직원 대상 해킹메일 대응훈련 실시(8월)
•개인정보파일 보유 현황 및 관리 현황 파악(3월, 8월)
•개인정보파일 관리실태 점검하여 불필요 파일 삭제 및
신규 파일 등록 등(3월, 8월)
•‘개인정보보호의 날’ 홍보 캠페인 실시(5월)
•전문자격증 보유 인력을 개인정보보호 업무 실무
담당자로 배치하기 위하여 자격증 권고

2. 추진실적

가.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제도 개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개인정보보호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정비하였으며, 기술적 안전조치 강화를 위하여 주요 전산장비가 보관된 대전통합전산센터
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보안의식 함양을 위해 개인정보취급자뿐 아니라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
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내부관리계획」
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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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 및 현황

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문서유출방지시스템(DRM), 소스코드 형상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하였고, 웹 취약점 진단 및 보완, 웹 접근성 개선 등으로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향
상시켰다.
한편, 개인정보파일을 점검하여 미비점을 개선하고 신규 파일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는
가 하면, 홈페이지 게시판 내 불필요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삭제하였다. 또한, 전 직원 대상
해킹메일 대응훈련을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 사고 대응을 위한 모의훈련도 실시했다.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연을 열고
전 직원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내부 업무망 및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보호 생활 수칙 등을 게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라.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개인정보파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분기별로 전수조사하였으며, 보유건수가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여 보유건수 변경등록을 완
료하였다.

제 4 편 해외 동향

3. 향후계획

부 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내부관리지침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실태 점검을 실시함으
로써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다.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에 따른 개인정보 보
유 현황 조사, 유·노출 모니터링, 실태 점검, 교육 실시 등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으
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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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 절

1. 개요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새만금에서의 민간투자 촉진 및 맞춤형 인센

새만금
개발청

티브 제공 등의 제도적인 지원 과정에서 투자자 및 투자 희망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
보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45]와 같다.

[표 3-2-45] 새만금개발청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사업명
법령 등
개선
추진체계
정비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추진계획

추진실적

•분야별 개별법 일괄 정비

•내부지침 및 서식 정비

•적정수준의 조직 및 예산확충 지원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추가 확보(0명 → 0.5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

•조직 전반의 개인정보 관리 통제
체계 강화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실시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 수시 실시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및 점검

2. 추진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새만금개발청은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정보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를 외부기관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단
의 기준, 범위, 내용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절차서를 개선하였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및 침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처
350

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절차서를 작성하였다.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 및 현황

이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 및 유·노출 등 사고 유형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개
인정보 침해 대응 절차서를 개선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였다.
한편,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 전담 직원(0.5명)을 배치하는 것
은 물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당자, 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확대 실
시하였다.

나. 개인정보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개인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개인정보 침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관리실태
를 주기적으로 점검한 후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였고,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추적 및 재
발 방지 등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홈페이지상에서 투자 상담과 관련된 부분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3개 분야 25개 항목을
점검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한 5개 항목을 개선하였다. 동시에, 접속기록을 로그
로 남기도록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에 접근한 자를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추적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향후계획

새만금개발청은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하고
제 4 편 해외 동향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실태 점검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환류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관
한 정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에 대한 추진상황과 개인정보 접근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

부 록

검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취약한 부분은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을 확충해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개인정
보보호에 관한 교육과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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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6 절

1. 개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인권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4차에 걸친

국가인권
위원회

정보인권 정책기획단 회의를 통해 국내·외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
인권 보장 관련 의견을 수렴하였다. 고도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인
권 증진을 위해 ▲ 채용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관행
개선 권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에 대한 의견 표명, ▲ 사업장 전자감시로부터 근로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정책 검토, ▲ 통신자료 제공 제도 관련 헌법
소원에 대한 의견제출 검토 등 법·제도 개선안을 적극 마련하였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민등록법」 개정에 대한 위원장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UN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에 참석하는 등 정보인권 및 개인정보보호 증진을 위
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서 「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을 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서식
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였다. 더불어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
비하여 개인정보 침해 사고 대응체계 구축, 개인정보 처리 안전성 확
보 등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강화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46]과 같다.

[표 3-2-46]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사업명
법령 등
개선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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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정비

추진계획

추진실적

•개인정보보호 법령 등 개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 개정(5월)
•인권위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삭제 추진(3분기)
•전자도서관 개인정보처리방침 현행화(12월)

•개인정보보호 조직 구축

•개인정보보호 내부 조직 정비(3월)
•인터넷망 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 운영(9월)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이행 및 실태 점검(10월)
•개인정보 침해 사고 대응체계(10월)

사업명

•개인정보 유·노출 상시 모니터링
•인권정보시스템 웹 취약점 구조진단(10월)
•인터넷망 내부 정보 유출방지시스템 도입(11월)
•개인정보 관리실태 일제 점검(10월)

침해 예방
대책 수립

•개인정보처리 안전성 확보
•외부 위탁업체 관리·감독 강화

•인권도서관 개인정보처리지침 개정(11월)
•PC 개인정보 노출 방지 프로그램 수행(매월)
•개인정보 파기 절차 검토 및 이행(11월)
•유지보수 업체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점검
(분기별)

정보주체
권리 보장

•정보주체 권리 보장

•정보인권 정책기획단 개인정보보호 세미나 실시(5월)
•개인정보(바이오정보 수집, 이용 등)
실태조사(5월~8월)
•진정사건, 상담사례집 발간(12월)

인력 확충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자 교육 강화
전문성 강화

홍보 강화

•자율문화 조성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추진실적

•개인정보 수집 서식 등 점검·정비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추진계획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 및 현황

분야

•정보보안 실무자 워크숍 참석(8월)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11월)
•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 개인정보보호
(정보인권 포함) 관련 자료 배포(4월)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2. 추진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대외활동 지속적 수행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10월 13일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비식별 조치의 개념과 구체

제 4 편 해외 동향

적 절차를 규정하고, 비식별정보의 목적 외 이용요건 제한, 제3자의 범위 한정(금융·신용 분
야), 재식별 방지 조치 및 비식별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외에도 안심알리미 서비스 사업의 개인정보수집에 따른 검토필요 의견표명(2016년 3

부 록

월),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에 기술된 개인정보 침해 관행 개선에 대한 의견표명(7월),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른 사업장 전자감시로부터 근로자의 프라이버시권 개선 의견표명(12월)
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과 관련하
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11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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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정보인권 정책기
획단을 발족시켜 간담회(4회)를 가졌으며, 사이버보안과 국가의 관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제도 개선안,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이슈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함으
로써 정보인권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 제도 및 체계 개선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의 정비를 통해 진정사건 조사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조사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을 개정하였
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전체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서식을 정비함으로써 개인정보
가 남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선을 추진하였다.
2016년에도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침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
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조직을 정비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 사고 대비 비상체계 정비
및 주기적 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를 구현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을 통한 안전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법에서 규정한 관리적·기
술적·물리적 안전성 확보조치를 수행하였다. 특히 인권 전자도서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현행화하였으며, 인터넷망 정보유출 방지 시스템을 도입·운영하였다.
아울러 PC 개인정보 노출 방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직원들이 손쉽게 개인정보 관리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부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개인정
보가 수집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였다.

라.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강화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 처리담당자가 알아야 할 개인정보 생애 주
기별 보호조치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리교육을 실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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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련 결정사례를 DVD 매체로 제작하여 각 인권사무소를 통해 배포하는 등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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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호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였다.

3. 향후계획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및 정보인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토론회, 실태조사, 간담회, 권고 및 의견표명, 진정 및 직권조사 등의 대외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발족 2년 차인 정보인권 정책기획단을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고도정
보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및 정보인권 현안을 발굴하고 논의함으로써 바
람직한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2017년에는 전자 메일이나 프로그램 패치(Patch)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에 따라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함은 물론, 개인정보 자료 암호화, 개인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정보 유출 차단시스템 관리 등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제 4 편 해외 동향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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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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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절 충청북도

제3절 대구광역시

제12절 충청남도

제4절 인천광역시

제13절 전라북도

제5절 광주광역시

제14절 전라남도

제6절 대전광역시

제15절 경상북도

제7절 울산광역시

제16절 경상남도

제8절 세종특별자치시

제17절 제주특별자치도

부 록

제2절 부산광역시

제 4 편 해외 동향

제10절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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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울특별시

제9절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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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지방자치단체

제1절

서울특별시

1. 개요

서울특별시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개인정보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 등을 준수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을 통해 시민의 개인정보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 추진실적

2017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가. 개인정보보호 조례 제정
서울특별시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16.5.19.)하였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및 제도개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개인정보 유출
에 따른 대책,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 운영, 보험·공제 가입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영향평가 대상 총 41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영향평가를
완료하였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관리체계,
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정성 등에 대한 미비점 및 위험요인 등을 진단
하여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수립·이행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의 안
전성을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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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실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조치 및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였다. 또한, 2014년~2015년 관리실태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40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실
시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관리실태 점검의 실효성도 제고하였다.

라. 홈페이지 개인정보필터링 적용 등 점검 실시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서울특별시에서 운영 중인 130개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필터링시스템을 적용하여 운영하
고 있으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등록번호
수집 여부 및 대체수단 적용 여부, 시큐어 코딩 적용 여부, 보안서버 적용 여부 등을 원격으
로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였다.

마. 업무용 PC 내 개인정보 안전성 강화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매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에는 본청 및 사업소의 업무용 PC 약 8,000대를 대상으로 개인
정보를 탐지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삭제 조치하고 업무상 필요한 개인정보는 암호화하
여 보관토록 함으로써 PC 내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강화하였다.

바.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제 4 편 해외 동향

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담당자·취급자 및 일반 직
원을 대상으로 총 3회(5월, 11월, 12월)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해, 침해사례 및 예방
법, 안전성 확보조치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편성·교육하였다.

부 록

359

3. 향후계획

서울특별시 130개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및 콘텐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웹 화면 및 키보드 보안 솔루션과, 서울시 대표 홈페
이지 및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에서 수집하는 비정형파일의 실시간
암호화 솔루션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영향평가 완료 후 개인정보 수집 경로 및 흐름 등이 변경
된 4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영향평가를 재실시하고, 2016
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미흡사항 개선과 개인정
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의 개정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
할 계획이다.

제2절

부산광역시

1. 개요

부산광역시는 시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법률
과 규정을 준수하고,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술적, 관리적, 물리
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개인정보보호 수
준을 한층 강화해 가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대민 신뢰
성 확보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개인정보파일 목록을 상시
공개하여 개인정보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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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실적

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행
부산광역시는 2016년 3월 건축행정(세움터)시스템(6개 파일), ARS세입금납부시스템, 표
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7개 파일) 등 총 3개 시스템에 대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
행하였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개인정보 처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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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보호조치 적정성 등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조치함으로써 개인정보
의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나. 개인정보파일 관리 강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본청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 5월부터 6월까지 개인
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청 등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268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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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4,882개 변경, 331개 신규 등록 등 총 5,481개 개인정보파일을 정비하였다. 아울러 PC
내 개인정보파일을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암호화해 개인정보 유출을 조기에 차단하는 PC 개
인정보 솔루션을 운영하여 개인정보파일 관리를 강화하였다.

다.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변경 수립
부산광역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맞게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6년에는 특히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보

제 4 편 해외 동향

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지침 개선, 개인정보 침해 사고 대응계획 일부수정 등 개인
정보 내부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부 록

361

라.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처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개인정보보
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본청 직원 및 개인정보취급자 대상으로 7회(1,420명) 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부산인재개발원의 글로벌 양성과정 등 9개 과정(878명)을 운영하는 등 총 2,298
명을 교육하였다.
특히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담당자를 대상으로 접근권한 관리, 개인정보 암호화, 악성프로
그램 방지 등 기술적 보호조치 교육을 강화하였다.

마.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강화
365일 24시간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운영하여 외부 해킹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필터링 시스템과 웹사
이트 개인정보 검색솔루션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PC 개인정보파일은 문서유출방지시스템
으로 자동 암호화하고 있다.

3. 향후계획

부산광역시는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 시스템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을 확대 추진하며,
2017년에는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사이버상 비정상적인 접속 트래픽 및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를 분석하여 사전
차단하는 등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통해 사이버침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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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1. 개요

대구광역시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개정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정보주체 권리 보장,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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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정비
대구광역시는 내부규정인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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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정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 전 직원에게 전파하였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
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이
고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나. 정보주체 권리 보장
제 4 편 해외 동향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근거가 없는 자치법규에 대해 일제정비를 실시하였다. 주민등록번
호가 불필요한 신청서, 청구서, 증서 등 각종 서식을 조사하여 개인
정보 수집을 방지하였고,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전수조사
하여 적정성 검토 후 파기하였으며 시·도행정시스템 외 12개 행정

부 록

시스템의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식별키로 대체하거나 암호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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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개인정보 중요시스템 변경 시 유출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 설치나 구조변경을 사전에 탐
지·차단하기 위해 5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
였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사고 발생 시 사고대응,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
인정보 침해 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에서는 매년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체
계를 구축하고 침해 사고 예방 및 대응력을 제고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
자 제공 절차서를 수립하여 수집·보유 중인 개인정보의 외부기관 제공 시 준수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라.‘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
대구광역시는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개인정보보호의 날’ 및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로 지
정하여 14개 항목을 점검하고 있다. 진단 결과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삭제하고 개인정보파일
을 암호화함으로써 업무용 PC의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마.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과 수준 향상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일
반 직원, 취급자, 수탁자, 담당자별로 구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
용·제3자 제공 절차, 개인정보 침해 사고 대응방안, 유출사례 등을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
였다. 이뿐만 아니라, 연 2회에 걸쳐 개인정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교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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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개인정보보호 홍보
대구광역시는 개인정보보호 대민 홍보를 위해 길거리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대표 홈페이
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개인정보 오·남용 피해 방지, 개인정보 지키기, 개인정보보호 나
부터 실천하기 등의 내용을 게재하여 홍보하는가 하면, 개인정보 유출 시 필수 조치요령 등
의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본청 및 산하기관, 구·군, 공사·공단에 배부하는 등 개인정보보
호에 대한 대민 인식 제고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
또한 시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를 구·군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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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소→8개소) 운영하였다.

3.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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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최소한의 접
근권한 차등부여, 접근기록 6개월 이상 보관, 사용자 계정 관리대장 등의 의무사항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분기별로 확대하여 실시하며 내부
관리계획을 개정하고, 대민 홍보 강화,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및 관련 제도 등을 지속
적으로 개선·정비할 계획이다.

제 4 편 해외 동향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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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1. 개요

인천광역시는 안전하고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 관리 및 운영 강
화를 목표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적·기술적·
물리적 안전성 확보조치 등 각종 의무사항을 준수함으로써 효과적
인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추진하고자 노력하였다.

2. 추진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인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
하기 위해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기술·시스
템적 보호장치 강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강화, 개인정보보호 교
육 및 홍보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나. 개인정보파일 관리 및 현황 조사
2016년 5월부터 6월까지 인천광역시 본청 및 사업소, 직속기관
등 전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목적 외 제공, 열람 및 정정 현황 등
개인정보 관리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는 개인정보보호
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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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를 완료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보유 개인정보파일 목록 열람
이 가능하게 하여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및 삭제요구 기회를 보장하였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는 기 등록된 개인정보파일의 파일명, 보유목적, 보유근거 등 15개 항목에 대한 변경사항을
조사하여 수정·보완하였으며, 신규 파일은 추가하고 보유기간이 만료된 파일은 파기하는 등
개인정보파일을 현행화하였다.

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운영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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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표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침해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에 대한 점검과 함께 본청의 개
인정보 처리방침을 수정·보완하여 2016년 6월에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라.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2016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당자, 취급자 및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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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콘퍼런스, 순회 교육, 전문과정, 사이버교육 등을 실시하였
다. 또한, 동영상으로 제작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공무원 및 공사·공단 등 소속기관의 직원
대상 ‘e-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관련 법제
도, 관리방법,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대한 이해와 실행력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침해 우려가 있는 취약 분야 및 다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하
는 분야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례를 전파·공유하였다.

제 4 편 해외 동향

마. 개인정보보호의 날 지정·운영
매월 첫 번째 수요일을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정·운영하여 업무용 PC 내 고유식별정보
를 포함한 파일 및 폴더의 암호화, 불필요한 개인정보 삭제 조치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예방

부 록

활동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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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계획

인천광역시는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유·노출, 해킹 방지는 물
론,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개인
정보 처리방침 정비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태 점검, 교육 실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조
치 등을 추진하고,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등을 운영하여 개인정보보
호에 취약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예정
이다.

제5절

광주광역시

1. 개요

광주광역시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 관리를 체계화
하고 분야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개인정보보호 역할을 강화하였다.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강화, 사이버 대응능력 제고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웹사이트 상 개인정보보호 안전조치 시행,
개인정보 침해대응 및 피해구제 활성화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2. 추진실적

가.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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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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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운영하여 업무용 PC의 비밀번호 설정, 바이러스 백신의 최신 보안 패치 등 16개 항목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은 즉시 조치하였다. 또한, 업무용 PC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도입·운
영으로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파일은 수동·자동 암호화를 실시하고, 불필요한 개
인정보는 즉시 삭제 조치하는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의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나.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광주광역시 본청, 사업소, 자치구 및 공사·공단에서 수집하여 보유·운영하고 있는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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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파일을 일제정비하였다. 정비내용은 보유기간 경과 등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파일 파기(3
만 3,983개), 신규 개인정보파일 등록(100개), 기존 개인정보파일 변경(3,501개) 등이다. 또
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파일 열람, 개인정보 처리정지 및 삭제요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개
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 및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 등록·제공하고 있다.

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광주광역시 및 자치구의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및 업무용 PC 등에 대하여 사이버침해대응
센터를 24시간 365일 운영함으로써 4만 3,928건의 사이버위협요소를 탐지·분석하였고 사
이버위협으로 의심된 1만 2,822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예방하였다. 아울러 침해 사고 사
전예방과 대응력 제고를 위해 대민서비스 홈페이지의 웹 취약점 점검 및 해킹메일 대응 등을
위한 자체 모의훈련 등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라.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제 4 편 해외 동향

CCTV통합관제센터는 현재 CCTV 4,007대를 관제·운영하고 있다. CCTV통합관제센
터에서는 개인영상정보 전송 시 암·복호화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자동 삭제함은 물론 SSL기
반 가상 사설망(SSL VPN)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영상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
한, 안전한 개인영상정보 반출을 위해 영상정보 암호화, 비밀번호 및 열람기간 지정이 가능

부 록

한 영상정보제공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관제상황실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진촬영 및 유·무선기기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관제요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영상정보 보안관리에도 만전을 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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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전 직
원과 개인정보취급자 및 수탁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3월과 5월에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내
용 등에 대해 자체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의 중요성, 개인정보 오·남용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례를 알림으로써 전 직원과 수탁업체 담당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을 제고하였다.

바. 개인정보 자체 관리실태 점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향상하고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청, 사업소, 자치구 및 공
사·공단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다. 실태 점검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수립,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적·기술적 안정성 확보, 개인정보 수집 등 13개 분야
64개 항목에 대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였다.

3. 향후계획

광주광역시는 안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부관리계획을 현행화하여 개정하고, 개인정
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절차 및 침해 사고 대응 절차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유·노출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자체 실태 점검 실시, 신종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DDoS 공
격 대응 시스템 고도화 추진,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강화를 위한 비인가 접근제어 확대 적용
등 다양한 보호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유량 및 수집항목의 최소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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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 및 현황

제6절

1. 개요

대전광역시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부관리계획을 수
립·시행하고 있다. 업무용 PC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파일 검출 및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유·
노출 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하였고, 체계적
인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적용하면서 보안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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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2. 추진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대전광역시는 매년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절차 추가, 개인
정보 침해 사고 대응절차 추가 등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하
고 있다.
2016년 4월에는 행정자치부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에
따라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체계로 보완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제 4 편 해외 동향

대한 접근권한 관리정책을 추가하여 개정하였다.
또한, 5월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정비하였고, 6
월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 현황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공
개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비하였다.

부 록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2016년 4월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정 시 총 25개 개인정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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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에 대하여 각각 접근권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접근권한 부여기준 및 관리절차를 마
련하여 운영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담당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2016년 5월에는 30개의 개인정보처리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을 실시하였다. 관리·감독 결과, 위탁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 또는 제공하는 사례는 전혀 없었다. 또한,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실무부서 담당자가 직
접 개인정보보호 현장교육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15개 업체는 외래강사 초빙 또는 동영상 교
육 등 자체 실정에 맞게 교육을 진행하였다.
2016년 6월에는 행정자치부 계획에 따라 본청, 자치구 및 공사·공단의 개인정보파일 중
누락된 파일은 신규 등록, 불필요한 파일은 폐기처리, 보유건수가 변경된 파일은 변경하여
등록하는 등 총 3,595개 파일을 정비하였다. 또한, 9,640대의 PC에 있는 개인정보파일도 개
인정보보호 솔루션을 통하여 정비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 점검 인력풀 대상 전문교육 수료(2016년 2월), 개인정
보보호 순회교육과 공공아이핀 및 마이핀 교육 참석(3월), 사물인터넷 교육 수료(9월), 개인정
보 영향평가 순회교육 참석(11월) 등 행정자치부 주관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다.
2016년 4월에는 2015년과는 달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직접 실무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여
호응을 얻었다. 6월에는 충남대학교 교수를 초빙하여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전체 참
석 대상자 1,279명 중 1,045명이 참석하여 80%가 넘는 높은 참석률을 기록하였다.
대전광역시는 매월 첫째 날을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정·운영하여 PC의 폴더 및 파일공
유 금지, 중요 문서 파일암호 설정 등 전 직원에게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개인정
보보호를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향후계획

대전광역시는 앞으로도 PC 개인정보 암호화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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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시스템 관리실태 점검 등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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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2017년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관리실태 특별
점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정책 미비사항 보완 등을 통하
여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광역시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제7절

1. 개요

울산광역시는 통합보안관제센터를 통하여 개인정보 유·노출 여부
를 상시 모니터링하였으며, 개인정보취급자의 보안의식 제고를 위
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당자, 취급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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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였다. 또한, 시 및 산하기관,
구·군별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를 실
시하여 안전성 확보조치 및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였다.

2. 추진실적

제 4 편 해외 동향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울산광역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정리하고 자
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 이에 따라 개
인정보처리방침을 현행화함은 물론,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가이드라

부 록

인을 마련하여 직원들에게 교육하였고,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자치법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신청서, 증서 등 각종 서식을 일괄 조사, 정비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
을 최소화하였다.

373

나. 개인정보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전 부서, 사업소, 산하기관 및 구·군 등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신규 등록 및 변경, 파기 조치하는 등 목록을 재정비
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종합지원시스템에 개인정보파일
의 등록 및 변경, 파기조치를 완료함으로써 정보주체가 개인정보파일 목록을 열람하고, 처리
정지 및 삭제 요구를 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사이버침해 대응센터’에서는 연중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외부 침입을 방지하고,
DDoS 등의 사이버침해 사고 및 내부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또한, ‘서버 접근
제어 시스템’ 운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 ‘통합로그관리시스템’ 도입·
운영으로 시스템 장애 및 침해 사고를 예방하였다.
또한, 공문서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시스템에 개인정보 유출
차단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인쇄물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목적의 ‘출력물 보안관리 시
스템’,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 방지 목적의 ‘개인정보 노출차단시스템’을 운영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침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전 부서, 사업소, 산하기관, 구·군 직원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필요성, 주요 내용, CCTV 설치 및 관리, 법적 필수조
치 사항 등을 교육하였다. 이는 직원들이 개인정보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개인정보보호
인식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3. 향후계획

울산광역시는 개인정보 위탁업무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 공무원 및 민간분야 교육·홍보
활동 확대 등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정기적인 개인정보파일 정비, 개인
정보처리방침 및 내부관리계획 개정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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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정보 침해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침해 사고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개인
정보 수집 서식을 개선하여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노출 차단시스템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PC 내 개인정보 안전성 확
보조치 등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세종특별
자치시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제8절

1. 개요

세종특별자치시는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리적, 기술
적, 물리적 안전성 확보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인
정보 침해 사고 및 유·노출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개인정보보
호 정상화’ 이행에 초점을 두고 2016년 1년간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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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 추진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제 4 편 해외 동향

세종특별자치시는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파기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개인정보 내
부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개정(2016.1.21.)하였다. 또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및 권익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고충을 신속·원활하게 처

부 록

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비(2016.2.16.)하였다. 아
울러 「개인정보 침해 사고 대응지침」을 개정(2016.3.17.)하여 개인정
보 유·노출 및 침해 사고 시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 대응 체계
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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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2016년 4월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취함으로써 개인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2016년 3월과 10월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상·하반기 2회)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의 부서 및 읍·면·동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 파일 현황, 관리실태 등을 현장 점검하고 지도함으로써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성을 제고하였다.

다.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상·하반기에 각각 개인정보 보유 근거 및 목적, 보유기간, 개인정보 항목 등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을 정비하여 보유기간이 경과한 파일은 파기 및 삭제하고, 누락된 사항은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장하였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에 현행화한 개인정보파일
을 공개함으로써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등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였다.

라. 개인정보 유·노출 모니터링, 필터링 시스템 운영
전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대표 홈페이지 등 37개 홈페이지에 대하여 개인정보 노출 여부
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터링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매월 1회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업무담당자나 이용자가 부
주의로 개인정보를 등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마.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홍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16년 2월에 전 직원
을 대상으로 4회, 2016년 5월과 9월에는 개인정보 취급담당자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
교육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시민정보화교육장을 활용, 매월 연령대별, 성별로 시민을 구분하여 개인정보보호
동영상으로 시청각 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교육은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을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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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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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적으로는 청사 내 엘리베이터와 회의실 입구에 개인정보보호
홍보영상을 송출하여 직원들의 관심을 유발하였고, 시민 대상으로
는 시정소식지 알림마당에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을 안내하여 개인
정보보호의 중요성과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3. 향후계획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세종특별자치시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연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
호를 위한 재난·재해 위기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개인정보보호 제
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시민과 소상공인들의 개인정보보
호 인식 제고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1. 개요

경기도는 「경기도 개인정보보호 조례」를 제정한 이래, 여러 차례

제 4 편 해외 동향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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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개정을 거듭하면서 운용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
장하기 위해 2016년 7월 19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개인영상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기도 개인영
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이

부 록

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등의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운
영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정기적인 개인정보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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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운영 실태 점검,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등을 통해 개인정보처리 위험요소들을 제거하고
자 하였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연간 교육 계획 아래 개인정보취급자 및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에도 기여하였다.

2. 추진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경기도는 「경기도 개인정보보호 조례」 및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절차서」와 ‘개인정
보 유출대응 매뉴얼’을 제·개정하여 운용 중에 있으며, 2016년 변경된 법률 내용과 상위기관
지침 등을 철저히 반영하여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개정하였다.
먼저,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2016.7.19.)와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2016.12.9.)를 제정해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
영에 관한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경기도는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
속 이력을 기록·관리하고, 개인정보보호 암호화 솔루션을 통한 PC 내 개인정보 일제정비를
실시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 또는 암호화하였으며, 메일차단관리 솔루션을 도입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메일 전송을 제한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있다.
업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 또는 유출되어 제3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이는 「경기도 개인정
보보호 조례」를 근거로 하며, 매년 보험 갱신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보장과 위험관리 수단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검토하여 안전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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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영향평가 의무 대상인 시스템 13개 중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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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8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법적 준거성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2016년 신규로 구축
한 시스템의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개인정보처리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조치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경기도는 2016년 초에 개인정보보호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교육을 실시
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주요 위반사례, 보안조치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취급자 및 직
원 대상 교육을 연 2회 실시하였고, 시·군과 산하 공공기관 업무대상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하여 위탁업무 문서화 및 위·수탁자 준수 사항에 대한 주요 사항을 숙지하도록 교육하였다.
또한, 2016년부터 부서장 성과관리 지표에 부서원들의 정보보호 교육 참석률을 포함시켜
부서장이 전 직원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관심을 갖고 독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3. 향후계획

지금까지 경기도는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제도를 완비하고, 법령 등에서 정한 개인정보보
호조치를 빠짐없이 도입하여 개인정보보호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도민의 개
인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해 나갈 것이다.
첫째, 경기도는 2016년 제정된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
영 조례」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캠페인과 교육 등으로

제 4 편 해외 동향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를 확립할 것이다. 둘째, 2016년 구축사업인 개인정보 유출
대응시스템 운영을 통해 상시적으로 개인정보 위험요소를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으로 조치함
으로써 관제시스템을 공고히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군과 산하 공공기관 개인정보 담당
자, 민간단체 및 민간조직과의 협력 등을 통해 경기도 전체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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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절

강원도

1. 개요

강원도는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 및 안심행정서비스 최고화를
목표로 2016년도 개인정보보호 세부추진계획(2016년 2월)을 수립
하였다.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등 세부
항목별 추진계획에 따라 월별·분기별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그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웹사이트 보안취약점 점검과 개인정보 필터링시스템 운영
을 통해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 노출을 예방하였고, ‘사이버통합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여 강원도 내부시스템 및 PC에 대한 사이버
침해 예방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2. 추진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강원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 안전성 확보조치 등 교육
및 인식 제고를 위해 도 및 시·군, 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 담당자와
취급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4회), 전문교육과정(2회), 동영상 교육
을 실시하였다.
또한, 도민들에게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및 개인정보보호
실천수칙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주요 거점지역 중심의 가두 캠페인
을 실시하고, 대형 LED 전광판 홍보와 지역 언론사를 통한 보도 등
으로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문화 확산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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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강원도 및 18개 시·군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현행화 등록 및 변
경, 파기조치를 통해 목록을 재정비하였다. 이로써, 정보주체가 강원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목록을 열람 가능하게 하였으며, 처리 정지 및 삭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다.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개선·보완을 위해 본청 각 부서, 사업소, 직속기관 및 시·군을 대
상으로 정기적인(연 2회) 현장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였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기술적
안전성 확보 조치사항 확인 등을 점검하여 개인정보보호 의무 조치사항 중 미흡한 부분을 개
선·보완하고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사항 숙지 및 인식 제고에 기여하였다.

라. 사이버통합보안관제센터 운영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사이버통합보안관제센터는 강원도와 시·군 800여 대의 정보시스템과 2만여 대의 업무용
PC에 대하여 사이버침해 대응, 정보자원 관리, 내부정보 유출 차단을 수행함으로써 해킹이
나 악성코드 등을 통한 개인정보 외부유출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2016년 사이버침해 위협 보안관제 현황은 탐지건수 370만 6,505건, 침해 및 대응건수 72
만 1,252건으로 일일 평균 1만 154건이 탐지되었으며, 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이용하
여 평균 1,976건을 차단·대응하였다.

제 4 편 해외 동향

마. 기술적 보호조치 이행
강원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운영 중인 48개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필터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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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운영하여 관리자 및 일반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조
치하였다. 또한, 업무용 PC 개인정보보호시스템과,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시스템을 통해 내
부정보 유출 방지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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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웹사이트 보안취약점 점검
강원도에서는 해킹 등 외부침입에 대비해 국제웹보안표준기구
(OWASP, The 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에서 발
표하는 10대 보안취약점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였다. 강원도 및 시·군에서 운영·관리 중인 146개 웹사이트
점검결과를 토대로 취약점을 도출하여 개선하는 등 해킹, 침해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3. 향후계획

강원도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해 홈페
이지 개인정보노출 방지시스템의 고도화,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
보에 대한 DB 암호화 조치, 접근권한의 제한조치 강화 등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하
여, 향후 개인정보보호에 약간의 취약점도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
할 것이다.

제 11 절

충청북도

1. 개요

충청북도는 매년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접속기록 과
다 사용자 및 오·남용에 대한 원천적인 탐지가 가능하도록 2016년
에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아울러 업무용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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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개인정보파일 검출 및 암호화 등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 관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 및 현황

리정책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보안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해 본청 및 산하기관 공무원, 도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시행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에도
노력하였다.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2. 추진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방침 수립
충청북도는 보유한 개인정보가 분실·유출되지 않도록 기존의 내부관리계획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절차서 등을 개정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관
리기반을 구축하였다.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나.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도입
개인정보 접속기록 과다 사용자 및 오·남용에 대한 원천적 탐지가 가능한 개인정보 접속기
록 관리 솔루션을 도입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실시간
모니터링함으로써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 홍보 및 교육 시행
제 4 편 해외 동향

개인정보보호 중요성 인식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
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당자, 취급자 등 직원 및 시·군 직원, 개인정보 위탁업무를 수행
하는 수탁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확
산에 노력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거리홍보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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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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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인정보보호의 날 지정·운영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로, 매월 네 번째 수요일을 ‘개인정보보호
의 날’로 지정·운영하여 업무용 PC의 바이러스 진단, 암호설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삭
제 또는 암호화 등을 실시함으로써 전 직원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도
록 노력하였다.

마.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개선 및 보완을 위해 상·하반기에 전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였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기술적 안전성 확보조
치 사항, 개인정보 제3자 이용·제공 현황 등을 점검하여 개인정보보호 의무조치 사항이 미
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하였다.

3. 향후계획

충청북도는 수탁업체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접속기록 관리 솔루션
등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시로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의 유출, 오·남용 방지 및 개인정보보호 취약점 사전 조치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
리와 도민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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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 및 현황

제 12 절

1. 개요

충청남도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충청남도 개인
정보보호 종합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로 세부
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성 확보를 통해 사
이버침해 사고 예방 및 개인정보 유출 차단에 노력하였다.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대민서비스 홈페이지 등에서의 개인정보 유·노출 최소화와 개인
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정보보호 관리체계 컨
설팅 등을 실시하였으며, 소속기관과 산하 시·군 및 유관기관의 개
인정보 보호담당자 및 취급자 대상 특별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에 기여하였다.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2. 추진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에 대비하여 충청남도 개인정보 침해 사
고 대응절차 및 매뉴얼 등을 마련하였으며,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개인정보파일의 현행화 등의 일제정비를 실시하였다.

제 4 편 해외 동향

또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정착시키고자 자체적으로
제정된 조례규칙에 대하여는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에 대한 DB 암호화 조치를 하였으며, 꼭 필요한 경우는 법
령상 근거를 갖도록 건의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최소화

부 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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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보호 조직 및 역량 강화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및 관리자를
수시로 현행화하였다. 또한, 소속 공무원(도, 시·군)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
보보호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워크숍을 개최하여 개인정보 침해 사고·사례 및 정
보보안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교육, IPTV 등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개인
정보보호 지역거점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사업자와 도민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다. 개인정보파일 정비 및 업무용 PC 개인정보 공유·노출 점검
충청남도 및 시·군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공통 표준목록을 제시하고,
보유기간이 지났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파일은 파기하는 등 일제정비를 지속적으
로 추진하였다.
특히 시·도행정정보시스템에서 관리 중인 45개 단위업무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
행하고 취약점을 개선하여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다. 매월 세 번째 수
요일을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직원들의 PC를 점검하고 보완조치를 수행하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운영 및 보안 점검 강화
‘충청남도 사이버침해대응센터’에서는 24시간 365일 상시 근무체계를 유지하여 DDoS
공격 차단시스템, 침입차단·방지시스템 등을 통해 각종 해킹·악성코드 등을 실시간 탐지·차
단하여 사이버위협에 적극 대응하였다.
충청남도 대표 홈페이지 ‘충남넷’을 비롯하여 주요 사이트의 게시물과 첨부 파일에 대한
개인정보 사전 필터링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인터넷 유해사이트를 지정·차단함으로써 행
정정보와 정보자산에 대한 안전한 대민서비스에 힘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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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홈페이지 모의해킹 등의 사이버위기 모의훈련을 정기적으로 실행하여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에 주력하였다. 55개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해 취약
점 분석·평가 기반의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단계별 취약점 제거 및 이행 점검을 수행하였다.

마. 개인정보보호 관련 점검 및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 처리 접근통제 시스템 및 개인정보 노출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보
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전송 시 암호화 의무대상 항목의 암호화 여부를 전수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검사하여 취약점 조치 등을 완료하였다.

3. 향후계획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충청남도는 불필요한 개인정보파일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
치법규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에 대한 DB 암호화 저장,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
실태 점검 등의 일제정비를 통하여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지속적으
로 실시할 계획이다.

제 4 편 해외 동향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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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절

전라북도

1. 개요

전라북도는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적·
기술적·물리적 안전성 확보조치와 각종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있으
며,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
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등을 통하여 도민의 개인정보보호에 최
선을 다하고 있다.

2. 추진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전라북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2016년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도 및
시·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기술적·관리적 안전조
치,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침해대응 및 피해 구제 등 이행실태
를 지도·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하여 개인정보보호 업
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였다.

나.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현행화
2월과 3월에는 도 본청 및 사업소, 직속기관 등 전 기관을 대상으
로 개인정보의 기술적·물리적 보안 사항 등의 관리실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행 조치를 취하였다.
5월부터 7월까지는 개인정보파일을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
템에 등록(3,465건), 변경(152만 5,262건), 파기(30만 6,273건)하
388

는 등 일제정비를 완료하고 개인정보파일을 현행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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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시행
개인정보보호의 인식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2016년 2월 개인정보보호 교육계
획을 수립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동영상 시청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
시하였다. 또한, 공무원교육원의 사이버교육 및 신규 임용자 과정에 교과목을 개설하여 개
인정보보호, 유·노출 방지, 관리 수준 제고 교육을 시행하였다. 아울러 유지보수업체 직원
대상으로는 분기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총 3,289명을 교육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 강화
등 인식 제고에 최선을 다하였다.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라. 개인영상정보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 제정
도내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
정보에 대하여 개인영상정보보호 원칙과 책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계획, 교육 및 홍보
내용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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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개인정보보호 「지역거점 지원센터」 운영
2016년에 시·군 지역주민, 중소사업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지역거점 지원센터
3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총 14개 센터에서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유·노출 사고 사전예방,
사고발생 시 조치사항 등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도민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에 노력하였다.

제 4 편 해외 동향

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용 PC 보안 강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150여 대에 대한 패스워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분기별 패스워드 관리로 보안성을 강화하였다.

부 록

또한,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하고 바이러스 백신 설치 여부
등 14개 항목을 점검하여 안전도 95% 이하인 PC의 인터넷을 차단하는 등 사용자가 직접 미
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보안 패치율을 99%로 끌어올렸다.
389

사. 사이버 보안관제센터 운영
2016년 사이버 보안관제센터의 보안관제 현황은 탐지 11만
8,187건, 대응 599건으로 사이버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침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였다.

3. 향후계획

전라북도는 네트워크 및 중요 시스템 로그관리를 위한 통합로그
관리시스템 구축,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 관리를 위
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사이버위협이나 개인정보 유
출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고, 오·남용 사례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보안 강화
를 위한 각종 교육, 점검 등 의무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도민의 개
인정보보호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제 14 절

전라남도

1. 개요

전라남도는 개인정보의 유출 및 침해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
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침해 예방 대응
역량 강화 등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수행하였다. 특히 2016년 개
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개인정보 접속기
록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와 예방노력을 강화
하였다. 또한, 도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및 도민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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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추진함으로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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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노력하였다.

2. 추진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확립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2016년에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의 유·노출 사전 예방과 안전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5차 개정함으로써 개인
정보보호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어서 2016년 전라남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을 수립
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전라남도 개인정보 침해 사고 대응절차지침」, 「전라남도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 지침」, 「전라남도 개인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방안」 등 세부 업무 처리 지침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개인정보암호화 안전 관리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의무이행을 위해 업무용 PC에 저장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
전면허번호를 탐지하여 암호화 또는 삭제 조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또한, 개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외에 내·외부망에 연결된 정보시스템에는 중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을 도

제 4 편 해외 동향

입·운영함으로써 내부사용자의 오·남용 등을 차단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부 록

5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
향평가가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전라남도를 포함한 산하 시·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하였다. 영향평가의 주요 수행 대상은 전국표준시스템으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을 기
반으로 새올행정시스템을 비롯한 내부행정시스템이 주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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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개인정보보호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본청과 소속기관, 산하 시·군 소속 1,000여 명의 직원
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직무역량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라남도공무원교육원에서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일반교육과정에도 개인정보보호 과목을 운영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확산에 노력하였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업무 수탁사를 대상으
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개인정보업무 처리에 대한 관리·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지도·관리하였
다. 아울러 시·군 단위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거점센터를 활용해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정보주체인 도민 스스로가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다.

마.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제고
2016년에도 7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체계·보호대책·침해대책 수립, 이
행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을 실시하였고, 특히 2016년부터는 침해대책 수립 및
이행에 대한 배점을 높여 기관의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진단하였다. 전라남도와 산
하 22개 시·군 전체가 노력한 결과, 2016년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
수준의 실적을 거두었다.

3. 향후계획

전라남도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개인정보 사고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활동
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전라남도와 전 시·군, 소속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인력 확보와
예산 확충, 교육·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실질적인 침해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개
인정보 침해 사고 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을 확대·구축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내부 사용자의 오·남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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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절

1. 개요

경상북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
하기 위하여 내부관리계획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개정하였
으며, 개인정보 침해대응 지침을 마련하여 침해 사고에 관한 도민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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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민등록번호 관련 서식에 대한 일제정비, 본인 인증수단 제
공, 전자결재시스템상의 개인정보 검색 시스템 도입, 개인정보 영향
평가 실시 등으로 개인정보 유·노출 위험성을 조기에 차단하였다.
아울러 대상별·분야별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뿐 아
니라 늘어나는 신청사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홍보활
동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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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경상북도는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원칙적
으로 금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시행됨(2014.8.7.)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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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도 및 시·군 자치법규의 각종 증서·신청·신고 서식 등의 주민등
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등 일제정비를 실시하
였다.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의무시행에 따라, 자체 보유한 개인정보파

부 록

일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10개)에 대한 암호화를 완료한 데 이어,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및 시·도행정포털시스템의 개인정보 암호
화 및 개인식별키(대체키) 적용 등을 수행하여 2016년 말 기준으로
암호화 조치율 92.6%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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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외 3개 시스템에 대해서는
2016년 7월부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영향평가를 실시·완료하였고, 평가결과 나타난 개인
정보 파기 책임의 명시를 위해 내부관리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개선하였다. 아울러 홈페이지
등 회원가입 시 본인 인증 방법을 주민등록번호에서 공공아이핀(I-PIN)이나 휴대전화 인증
등으로 개선·전환하였다.

나. 개인정보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신청사 사이버침해대응센터에는 외부전문가가 상주하여 도내 정보시스템을 상시 모니터
링하고 24시간 보안관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비상대응 체계
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업무용 PC의 개인정보파일 실
시간 모니터링, 전자결재시스템 내 개인정보 검색시스템 운영 등으로 안전성을 강화하였고,
악의적 공격에 취약한 홈페이지의 DNS 시스템을 보안 DNS 전용장비로 교체하였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검출과 위험요인을 분석
하고자 개인정보검출시스템과 개인정보 접속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연말에는 각각 20
여 개, 10여 개의 정보시스템을 연계·구축하였다.
2016년 4월, 개인정보 침해대응지침을 마련하여 침해 사고 시 피해확산 방지, 개인정보 유
출 시 통지 조치 등의 내용을 전 직원이 숙지토록 전파하였다.

다.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실시
공공정보 공유개방 등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부서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
보 관리실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 의식을 강화하고 미비점을 도출한 후 개선
토록 하였다. 또한, 침해 사고 발생 시에는 침해대응절차에 따라 유출사고 통지 및 피해구제
를 안내하도록 지도하였다.
또한, 업무용 PC 내 불필요한 개인정보 삭제와 암호화 조치, 개인정보 위·수탁 관리감독,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부서에 대한 개선조치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지도·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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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반기 직원인사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등 2명의 인력을 확충하였다.
2016년 초에는 경상북도 본청,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시·군 등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
고 및 개인정보 업무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종합교육계획을 수립하였다. 상반기에는 외래 전
문강사를 초청하는 자체 교육과, 대구·경북지역 공공아이핀·마이핀 전국 순회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을 병행함으로써 도내 업무담당자 및 취급자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또한, 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으로 개인정보보호 사이버교육 과정 개설, 정보화 교육 중 개
인정보보호 교육 편성, 개인정보보호 동영상 시청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하반기에는 직원을 비롯하여 개인정보 위탁업무 수탁자 및 정보화사업 참여 사업자를 대상
으로 교육하여 기관의 위·수탁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한편, 시군 및 산하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2회에 걸쳐 개인정보보호 실천 홍보 캠페인을 계
획하고 안동, 문경 일원 지역 대표 축제 시 리플릿 3,000부를 배부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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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관심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알렸다.

3. 향후계획

경상북도는 주민등록번호를 법령상 근거 없이 수집·이용하지 않도록 자치법규를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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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비하고 각종 정보시스템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정책
및 제도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확대·운영함으로써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분석하여 예방·
대응할 계획이며, 개인정보 접속관리시스템의 실시간 감시, 사이버침해대응센터의 전문가

부 록

분석·대응체계로의 전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난재해대응지침을 추가로 작성할 계획이
며 재난재해 대응 및 침해 사고 대응 관련 사항을 내부관리계획에 추가하는 등 제도를 지속
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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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1. 개요

경상남도는 도민의 소중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사항을 준수하며, 업무를 목
적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성 확보조
치를 통하여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
을 펼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개
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자 경상남도에서 운영 중인 개인정보
파일 목록을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에 상시 공개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2. 추진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제도 정비
경상남도는 개인정보보호 체계 확립을 위한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세
부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2016년 개인정보보호 활동계획을 수립
하여 개인정보보호 연간 활동을 구체화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현행
화하여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였다. 아울러 개인정
보 유·노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
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침해 사고 대응지침을 정비하였다.

나. 개인정보파일 정비 및 의무사항 이행 점검
업무용 PC 내의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
396

록 사용자가 자체 검사하여 상시 암호화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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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자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의무사항 이행 점검 제도를 실시하였으며 사전현황조사, 자가
점검 수행(자체), 현장점검(전문 컨설턴트), 결과확정 및 개선조치 등의 총 4단계 점검 절차를
설정하였다. 7개 분야, 20개 지표, 48개 항목을 점검하여 단기적, 중장기적 조치계획을 수립
함으로써 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행하였다.
관리하고 있는 모든 개인정보파일을 전수조사하여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
하고 지속적인 현행화 작업과 등록, 변경, 파기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를 수
집하여 처리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보유기간이 만료된 파일의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파
기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 파기활동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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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실시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에 대해서는 위탁한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 실시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과 침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
해, 경상남도가 직접 운영 중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와 함께, 개인정보의 암호화 여부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과 접속한 기록이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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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이상 보관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 개인정보 침해 사고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라. 개인정보 침해 사고 예방 및 대응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노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
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 대응지침을 수립하여 전파하고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침해 사고 대응 모의훈련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침해 사고 시 신속 대응 절차를 내재화하

제 4 편 해외 동향

였다.

마.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 지원

부 록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전파 및 피해 방지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의 이해,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의무사항 등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였고, 개인정보 부서 담
당자 및 개인정보시스템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과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경상남도 신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과정을 개설하여 소양 교육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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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법률 및 의무사항 이행 등 역량 강화 교육과 개인정보 처리업
무 수탁자들 대상의 역할별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다. 아울
러 도민들의 교육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전 시·군별 개인정보보호지
원센터 18개소를 2016년 4월에 설치 완료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홍보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3. 향후계획

경상남도는 개인정보보호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
동을 중점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특히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비영리
소규모 민간단체 등 민간부문에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및 강사를 지
원할 예정이며,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에 도민들을 위한 개인정보보
호 홍보물을 만들어 배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의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제 17 절

제주
특별자치도

1. 개요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에서 운영 중인 모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홈페이지 회원, 업무상 수집된 개인정보의 암호화 등 안전한 관
리를 위하여 개인정보유출방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홈페이지 개인정보 검출을 위하여 개인정보검출시스템을 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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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하고 있으
며, 담당 직원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위탁받은 업체의 개인정보보호 교육까지 강화하여 개인
정보 유출사고를 완전히 차단하고자 한다.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2. 추진실적

가. PIMS 인증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도 대표 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광역지자체 최초로 법에서 정한
각종 규정의 준수 여부를 전문기관에서 인증하였으며 기관 대표 홈페이지에 대한 개인정보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관리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도민의 신뢰성을 높였다.

나.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관리시스템 등 5개의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사전에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수립·적용함으로써 침
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였다.

제 4 편 해외 동향

다.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일제정비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의거해,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
는 조례를 일제히 조사하고 해당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등 도민들의 개인정보 수집 최소

부 록

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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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강화
개인정보의 최소 수집 원칙과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집합(순회, 자체)교육 및 사이버교육에 참석하도록 유도하였다. 또
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업체 직원에 대해서도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교육을 이수하도록 계
약서를 작성하고 점검하도록 하였으며, 도정 영상 TV 방송을 통해서도 개인정보 교육을 수
행하였다.

마.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개인정보보호 강화
각 부서·기능별로 분산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라 한다)를 통합·연계하
여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가자 외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영상정보 유출을 예방
하고 있다. 또한, 영상정보 백업 시 ‘얼굴 모자이크’ 기능을 적용하고,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
활 침해 방지를 위한 주변지역 ‘구역 블로킹’ 기능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매년 제주특별자
치도에서 설치한 모든 CCTV에 대하여 안내판 설치 여부, CCTV 관리실태 등을 점검·개선
하여 개인영상정보 및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3. 향후계획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향후 계정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
는 사용자에 대해 접근 목적 및 역할에 따라 권한을 설정하는 등 체계적인 계정관리를 할 것
이다. 동시에,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이력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 및 관리자 등 역할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전 직원 및
개인정보 위탁업체에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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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국제기구

➋ EU

➌ 미국

한국, APEC CBPRs

일반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

미국-EU 간 개인정보 국외이전

(개인정보보호 국외이전 인증제도)

채택(2016.5.)

조약, 프라이버시 쉴드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가입 추진(2016.12.)

(Privacy Shield) 체결(2016.7.)

➋
➍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제 4 편 해외 동향

➎ 일본

➏ 중국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규정한

디지털공화국법 제정·공표

설립

네트워크 안전법 제정

(2016.10.)

(2016.1.)

(2016.11.)

부 록

➍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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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제연합(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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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제3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4절 아시아·태평양 프라이버시 감독기구(APPA) 포럼

부 록

제5절 국제개인정보보호감독기관회의(ICDPPC)
제6절 국제프라이버시네트워크(G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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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은 2014년 12월 18일에 개최된
제69차 UN총회에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결의’를
통해 불법적이고 자의적인 개인정보의 수집 및 감시 그리고 통신 감

국제연합
(UN)

청이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2015년 3월 24일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 권
리(Privacy Right in the Digital Age, A/HRC/28/L.27)’를 발표
하고 같은 해 ‘암호화와 익명화의 사용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the Use of Encryption and Anonymity)’를 UN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에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온라인
보안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는 ‘암호화’와 ‘익명화’는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효율적인 이행방법이며, 각국
이 보다 강력한 암호화 및 익명화 도구를 이용함으로써 디지털 통신
상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2017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2016년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
고관은 ‘디지털 시대의 표현의 자유와 민간 영역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Private Sector in the
Digital Age)’를 UN인권이사회에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정부를
포함하여 기업, 국제기구 등이 준수해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권고
하고 있다.
한편, 2016년 6월, 개인의 모든 인터넷·통신 등에 대한 접근·감
청권을 국가정보원이 갖게 되는 ‘수사권 강화 법안’이 영국에서 압
도적 찬성으로 의회를 통과하자, UN은 프라이버시 보고서를 통해
“(이 법안으로 인해) 심각하고, 예상치 않은 대량 감청, 대량 해킹 등
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영국 정부가 제대로 인지하
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등 프라이버시에 대해 적극적인 움직
임을 보였다.
그리고 2016년 3월, 조셉 칸나타치(Joseph Cannataci) 프라이
버시 특별보고관은 자신의 첫 번째 보고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
시 권리(Privacy Right in the Digital Age, A/HRC/31/64)’를 통
해 2016년 현재 프라이버시 현황을 설명하고, 위임일로부터 3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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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 업무 계획을 제출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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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operation and Development)는 1977년 빈에서 열린 ‘국제 데
이터 이전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 개인정보의 국경 간 자유로운 유통환경
을 조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또한, 1980년 9월에 OECD가 채택한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
보의 국제이전에 대한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Governing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 of Pers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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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이하 ‘OECD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지금도 개인정보보호
에 관한 기본원칙과 기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표 4-1-1] OECD 가이드라인의 개인정보보호 8가지 원칙

① 수집제한의 원칙

② 정보 정확성의 원칙

③ 목적 명시의 원칙

④ 이용 제한의 원칙

⑤ 안전성 확보의 원칙

⑥ 공개의 원칙

⑦ 개인 참가의 원칙

⑧ 책임성의 원칙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2016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는 제40차 OECD 회의가 개최되
었다. 주요 의제로, 작업반 간 수평적 협력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개
최, 건강정보 거버넌스 권고안 검토, 데이터 접근 강화를 위한 권고
안 개발 추진,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권고안 개정 등을 다
루었다.

제 4 편 해외 동향

먼저, 디지털 경제에서의 보안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작업반-디
지털 경제의 방법 및 분석(SPDE-MADE, Working Party on Security and Privacy in the Digital Economy-Measurement and
Analysis of the Digital Economy) 공동 라운드테이블 전문가 미팅
에서 기업의 디지털 정보보호 위험 관리 개선, 개인 데이터 유출 통

부 록

지제도 등을 논의하였다. 전문가 대표로 SPDE 부의장인 한국 대표
가 데이터 유출 통지제도의 주요 구성요소, 대한민국 및 주요 국가
의 운영실태, 유출 통지제도 도입 시 정책 고려사항 등을 발표하였
고, 토론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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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강정보 거버넌스 권고안의 개발 배경, 진행 경과, 목적 및
주요 내용 등을 공유하고, 최종 수정 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
며, 2017년 1월 보건위원회(HC, Health Committee) 장관회의에
서 의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권고안의 내용 중에서 비
식별화(De-Identification)의 기준도 ‘합리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통
해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에서 ‘특정 개인을 쉽게 연상할 수 없는’
으로 수정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OECD 위원회 및 산하그룹
은 2017년에서 2018년까지 기존의 OECD 프레임워크를 따르면서
데이터 접근을 촉진할 수 있는 총괄적이고 새로운 권고안의 공동 개
발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SPDE에서는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기존 ‘소
비자 보호 권고안’에 프라이버시 정책 고지,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투명성(소비자 선택권, 보호조치 등) 보장, 비금전적 이슈에 대
한 소비자 피해구제 등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향후 사물인터넷 환
경 및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유
출 통지 등 효과적인 고지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하였다.

제3절

2004년 제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차원의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APF,
APEC Privacy Framework)’는 회원국 간의 전자상거래를 촉진하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기 위한 목적으로, 회원국의 기업이나 기관이 준수해야 할 9가지 원
칙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APEC 회원국
이 APF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지원 수단이 필요하였는데, 그것이 바
로 APEC 개인정보보호 국외이전 인증제도(CBPRs)이다.
2010년 7월 APEC은 CBPRs 이행을 위한 협의체인 ‘국가 간 개인
정보보호 집행 약정(CPEA, Cross-Border Privacy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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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angements)’을 체결하였다. CPEA를 통해 회원국들은 상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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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집행 관련 정보 공유, 조사 공조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7년 6
월 현재 한국의 행정자치부(2011년 가입), 방송통신위원회(2014년
가입)를 비롯하여 미국, 호주, 일본 등 9개국 10개 개인정보보호 집
행기관이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CBPRs 가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및 분야별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와 CBPRs 간 비교 분석, 산업 환경 분석 등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16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자치부, 그리고 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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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국 대표 정부기관인 외교부가 공동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
였다.
그 밖에 APEC은 2005년 제정된 APF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
해왔으며, 2016년 11월 전자상거래 선도그룹(ECSG, Electronic
Commerce Steering Group)은 2015년 개정 버전을 승인하였다.
이번 개정은 본 프레임워크의 근간이 된 OECD Privacy Framework의 개정(2013년) 사항을 반영하였고, 변화된 디지털 환경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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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고자 추진되었으며, 개인정보 유출 통지 규정, 개인정보 관리 프
로그램 등의 내용 신설 및 국경 간 개인정보 이전 금지 제한 등의 내
용이 포함되었다. 이외에도 APEC은 데이터 이동권, 의료정보의 2차
활용 등 글로벌 프라이버시 이슈를 발굴하여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1992년에 설립된 아시아·태평양 프라이버시 감독기구(APPA) 포
제 4 편 해외 동향

제4절

럼은 매년 6월과 12월에 개최되며, APPA 감독기구들이 참석하여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법 등에 관한 이슈를 논의한다. APPA 포럼에
서는 지금까지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현황을 회원국에 소개하
고 의견을 교환하며 프라이버시와 보안, 세계 반도핑 코드(World
Anti-Doping Code), 프라이버시 관련 법 개정 사항 등을 다루어왔

부 록

아시아·태평양
프라이버시
감독기구
(APPA) 포럼

다. 2016년 현재 10개국 18개 기관이 APPA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한국의 보호위원회는 2012년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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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45차 APPA 포럼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호주,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미국, 유럽 등 각국이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및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익명
화 및 비식별화 조치의 법제 현황을 소개하였다. 특히 익명화 및 비식별화 조치에 대한 모범
사례(Best Practice) 발굴 및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해 2016년 2월과 4월 사이에 13개 회원국
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Onesize-fits-all’ 모델은 존재하지 않으며, 데이터 이용과 처리에 관련된 특정한 행위자에게 적
용될 수 있는 특정 행위자별 공동기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제46차 APPA 포럼은 2016년 11월에 멕시코에서 열렸다. 본 행사의 키노트 스피치로 조
셉 칸나타치 UN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이 나섰으며, 그는 프라이버시권이 경제적인 자산
이 아닌 기본 인권임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새로운 제도나 규제를
개발하기보다는 유럽평의회(CoE, Council of Europe) 108 가입, EU GDPR 적용 등 유럽
형 모델의 적용을 권고하였고, 법 집행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패널토론 시간에
는 프라이버시 보호 국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성 확보를 위해 자율규제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 포럼에서는 한국을 포함하여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등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법
제 및 집행 현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캐나다, 호주, 홍콩, 한국 등 각국의 개인정보보
호 유출 사례 발표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유명 인터넷쇼핑몰 해
킹에 따른 유·노출 사례를 발표했고 호주의 경우, 하드카피로 된 문서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전자문서 사용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의 경우, 2016년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 현황을 공
유했고, 정보통신망법 제28조에 개인정보보호조치 위반 시 과태료와 징역을 규정하고는 있
으나,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번 포럼에서는 OECD SPDE-MADE가 공동으로 진행하는‘OECD 프라이버시 메
트릭스 프로젝트(OECD Privacy Metrics Project)’에 멤버들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OECD와 APPA 간 프라이버시 비교 수준 통계 보고서를 2017년 7월
제47차 APPA 포럼에서 발표하기로 협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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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인정보보호감독기관회의(ICDPPC, International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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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ference Data Protection and Privacy Commissioners)는 개인정
보보호 및 프라이버시를 증진하고 회원 기관 간의 대화와 협력, 정보

국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회의
(ICDPPC)

공유를 위한 포럼을 개최해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공동 결의
와 선언을 채택하기 위해 1979년에 설립된 기관이다.
2001년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회의로 전환되었으며,
매년 집행위원회 회의와 정기회의를 각 1회씩 개최하여 해당 결의
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등 국제적으로 개인정보보호 논의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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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는 협의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6년 10월에 개최된 제38차 ICDPPC 회의에서는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관과 데이터 보호 당국이 마라케시에 모였고 아
르메니아, 카보베르데, 말리, 필리핀의 데이터 보호 당국이 인증 기
준을 충족시킴으로써 정식 신입 회원 기관이 되었다. 본 회의에서는
① 프라이버시 교육에 관한 국제 역량 프레임 워크 채택을 위한 결
의, ② 데이터 보호 규정의 새로운 측정 기준 개발에 대한 결의,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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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옹호자 결의안, ④ 국제 집행 협력 결의안 등 여러 가지 결의안
을 통과시켰다.
제38차 회의에서 한국은 제41차 ICDPPC 회의 유치를 제안하였
고, 존 에드워즈(John Edwards) 의장은 한국의 ICDPPC 유치 제안
을 환영하며 2019년 혹은 2020년 유치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아울
러 이자벨 팔크-피에로탱(Isabelle Falque-Pierrotin) 제29조 작업
반 의장은 EU 적정성 가입을 위해 영향력 있는 인사들과의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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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구축 등의 전략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 ‘국가안보와 프라이버시 간의 균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로봇공학과 인공지능 모두 사용자를 돕기

부 록

위한 기능을 수행할 때 인간의 특성을 시뮬레이션하는데, 이 장치에
는 수많은 센서가 장착되어 있으며 온라인에 연결될 수 있고 많은 사
람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동의 모델, 그리고 보
안 특성 또한 기존의 방법과 차이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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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제59차 국제정보통신 개인정
보 보호작업반(IWGDPT, International Working Group on Data
Protection in Telecommunication)45) 정례회의가 개최되었다.
본 회의에서는 인터넷전화(VoIP, Voice of Internet Protocol) 보
안, 이러닝 플랫폼, 생체정보의 전자인증 사용 등에 대한 프라이버
시 관련 이슈를 논의하였다. 우선, 제58차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인터넷전화의 프라이버시와 보안 문제에 관한 작업보고
서(Working Party on Privacy and Security Issues in Internet
Telephony(VoIP)) 초안을 수정하였다. 여기에는 VoIP의 기술적 배
경을 설명하고, 규제기관, 사업자, 이용자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
항을 명시하였다.
2016년 11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60차 정례회의에서는
생체인증, 스마트 TV, 스마트 카와 같은 신규 온라인 서비스, 웹 추
적 등을 논의하였다. 각국은 생체인식 관련한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안을 위해 효과적인 액세스 권한 제어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제6절

국제프라이버시네트워크(GPEN)는 OECD의 권고에 따라 설립된
국제 네트워크로서, 회원국 간 개인정보 이슈와 경험 등을 공유하고,
국가 간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활동을 전개하는 국제 네트워크 단

국제
프라이버시
네트워크
(GPEN)

체이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총 47개 국가, 64개의 감독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보호위원회, 행정자치부, 한국인터넷
진흥원이 참여하고 있다.
GPEN은 회원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회원기관의 감독기
관들이 온라인 또는 화상회의, 오프라인 미팅 등 다양한 정보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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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1
 983년 ICDPPC 감독관들의 국제회의를 통해 설립된 IWGDPT는 특별위원회 성격으로,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
회원들이 참여하여 정보통신 분야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국제사회의 개인정보보호 현안을 다루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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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회를 갖고 있다. 아울러 연 1회 프라이버시 집행기관들이 모여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는 GPEN 주도의 이니셔티브(Initiative)인 스윕(Sweep)을 개최
하고 있다.
2016년 9월에 개최된 네 번째 스윕에서는 사물인터넷에 중점을 두었으며, 전 세계 기업들
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고객들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다루
었다. 25개의 개인정보 보호당국은 피트니스 트랙커, 체온계 및 심박수 모니터와 같은 건강
장치부터 스마트 TV, 자동차, 완구 및 가정용 보조장치에 이르기까지 총 314개의 디바이스
를 아래의 문항에 따라서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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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관련 디바이스 조사 문항]

•Indicator 1. 개인정보보호 커뮤니케이션은 개인정보가 수집, 사용 및 공개되는 방법을 적절하게
설명하는가?
•Indicator 2. 사용자가 장치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완전히 알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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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or 3. 프라이버시 문제에 관하여 회사에 연락하려는 개인의 요구에 대응하여
프라이버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가?
•Indicator 4. 개인정보보호 통신이 사용자가 정보를 삭제하는 방법을 설명하는가?

결과적으로 스윕은 “많은 건강 및 건강기구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통신이 개인정보 수집,
사용 및 공개 관행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기업이 데이터를 저장
제 4 편 해외 동향

및 전송할 때 암호화의 여부를 명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취급, 이용 및 활용하는 많은 기업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
는 등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었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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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유럽

제1절

1995년 개인정보보호 지침(95/46/EC)을 근간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었다. 이에, 유럽위원회는 ‘EU에서의 개
인정보보호에 대한 종합적 접근’에 착수하였고, 2012년 1월 디지털

유럽연합

시대의 유럽을 위한 ‘EU 개인정보보호 개혁(EU Data Protection
Reform)’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① 온라인 프라이버시 권리의 강
화, ② EU 디지털 경제의 부양 ③ 회원국들 사이의 개인정보보호 집
행의 조화 등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하였다.
GDPR은 디지털 시대에 EU 시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디지털 단
일시장(Digital Single Market)에서 기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과 원칙을 단순화함으로써 사업을 촉진하고자 한다. GDPR이 EU
법체제에서 규정(Regulation)으로서 구속력 있고 직접적으로 적용
되는 지위를 가짐으로써 현재 적용되고 있는 1995년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법규의 불완전성 및 이에 따른 비용이 제

2017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거될 것으로 기대된다.
GDPR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개선 패키지(Data Protection Reform Package)’를 구성하는 「법집행 목적 개인정보보호 지침」46)은
형사법 집행당국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EU 시민의 개인정보
에 대한 기본권을 보호한다. 이 지침에 따라 EU 회원국의 법 집행기
관은 피해자, 혐의자 및 증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보다 신속하
고 효과적으로 EU 역내 및 역외로 이를 교환할 수 있게 된다.
‘협의회 프레임워크 결정(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8/
977/JHA)’을 대체하는 이 지침은 필요성, 비례성 및 적법성의 원칙
에 따라 형사사법 목적의 개인정보 교환에 관한 서로 다른 법 집행
체계를 조화시키는 첫 법적 문서가 된다. EU 회원국은 자신이 원한
다면 이 지침에 규정된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기준
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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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경찰과 사법정의를 위한 지침」으로도 불리는 동 지침의 원문 명칭은 다음과 같다 : “Directive (EU) 2016/68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by competent authorities for the purposes of the prevention, investigation,
detection or prosecution of criminal offences or the execution of criminal penalties,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8/977/JHA.”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 및 현황

2015년 12월 15일 유럽의회, EU이사회 및 유럽위원회는 GDPR에 대한 강력한 타협
(Strong Compromise)을 이루어냈다. 유럽의회의 시민적 자유 위원회(Civil Liberties Committee)와 EU이사회의 상설대표위원회(Coreper, Permanent Representatives Committee)는 큰 표차의 다수결로 GDPR을 승인하였고,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2015
년 12월 17일, 18일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이행의 주요 단
계로서 이 합의를 환영하였다.
2016년 4월 8일 EU이사회는 GDPR과 위의 「법집행 목적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채택하
였고, 4월 14일 유럽의회도 GDPR과 동 지침을 채택하였다. 이들 두 법문서는 2016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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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EU의 모든 공식언어로 EU 관보에 게재되었다.
GDPR은 2016년 5월 24일 채택되었고, 2018년 5월 25일부터 적용될 것이다. 「법집행 목
적 개인정보보호 지침」은 2016년 5월 5일 발효되었는데, 회원국들은 2018년 5월 6일까지
자신의 국내법으로 이 지침을 이행해야 한다. 4년 가까운 시간에 걸쳐 협의를 거친 GDPR은
현재의 EU 개인정보보호 법규인 1995년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대체하여 20여 년 만에 EU
개인정보보호제의 대변혁을 이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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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의 큰 특징은 1995년 개인정보보호 지침의 채택 이후 인터넷 등으로 변화된 디지
털경제의 새로운 상황을 반영함과 동시에 EU 시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도
EU 기업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을 이룬 점이다. ‘3자 협의’ 과정에서 정보주
체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와 컨트롤러의 개인정보 이용 사이의 균형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GDPR은 1995년 개인정보보호 지침과 비교할 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 가
능성을 강화하고, 컨트롤러의 개인정보보호 책임과 그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임으로써
EU 개인정보보호법규의 대변혁을 이루게 된다. EU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 등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디지털 단일시장’의 기치 아래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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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들에게 단일의 개인정보보호법규가 적용되고 감독당국은 간소화된 감독을 실시함으
로써 시간과 비용의 큰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게 됨으로써 빅데이터 등 변화된 상황에서 보다 큰 사
업적 이익을 추구할 것으로 기대된다. GDPR을 통한 개인정보보호법규의 큰 변혁은 EU 내

부 록

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의
기업과 정부도 GDPR의 내용을 이해하고 실제 적용 사례를 주의 깊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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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은 개인정보
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84)과 개인 파일의 접근에 대한 법
률(Access to Personal Files Act 1987) 등을 통합한 일반법이다. 개

영국

인정보보호법의 위반에 대해서 영국 정보위원회(ICO,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가 조사 및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해 부과된 벌금이 2015
년 대비 2016년에 두 배가량 증가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
세이다. 2016년 기준 관련 벌금은 330만 유로로, 이러한 벌금 증가
추세는 2018년에 시행될 예정인 GDPR을 대비하는 노력의 일환이
라고 볼 수 있다.
GDPR이 시행되면 규정 위반 시 최대 2,000만 유로 혹은 전 세계
연간 수익의 4%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ICO가 최대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이 50만 파운드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엄청난
증가이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GDPR이 시행되기 전에 보안과 프
라이버시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CEO 중 90% 이상이 정보 프
라이버시 및 윤리를 침해할 경우 이해관계자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변화에 미리 대비하여 GDPR 규정을
제대로 준수할 경우 브랜드 평판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이해관
계자의 신뢰를 극대화하여 궁극적으로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
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ICO는 2017-2021 정보권에 관한 전략 계획(Information
Rights Strategic Plan for 2017-2021, 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준
비 중이다. GDPR 시행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 분야는 새로운 국면
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기관, 일반대중, 규제자(Regulator) 모두에
게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므로, ICO는 개인정보보호 규제자들이
GDPR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핵심 목표를 설정할 예정이다.
또한, 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혁신적이며 기술적으로 민첩한
방법 모색, ② GDPR 시행과 기타 개인정보보호 관련 개혁 주도, ③
올바른 정보 거버넌스 지향을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④ 디지털
세계에서 대중을 보호하면서 위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ICO의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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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게 된다. 본 계획은 5년 계획으로서 처음 2년 동안 GDPR, 법 집
행 지침(Law Enforcement Directive), e프라이버시 규정(ePrivacy
Regulation)에 대한 지침 준비를 최우선시하여 시간 내로 GDPR 준수
준비를 마칠 것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제3절

프랑스에서는 1978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입법화되었으며, 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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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프랑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CNIL)가 설치되었다. 일반법 이
외에도 분야별로 적용되는 개별법령들이 존재한다. 우편과 통신 분야

프랑스

를 규제하는 법률(Code des postes et télécommunications)의 특정
규정들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개인데이터의 수집과 이용에
적용된다. 또한, 공중보건법(Public Health Code)에 따른 프라이버시
와 전문 분야의 비밀 유지에 대한 특별 규정들은 개인의 의료 데이터
수집과 처리에 적용된다.
한편, 프랑스는 2016년 10월, 디지털 공화국법(Loi pour une R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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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que numérique)을 제정·공표하였는데, 동법은 2018년 5월 25
일 시행되는 GDPR 이행을 위한 첫 단계에 해당하며,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권한 및 개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한 것이다.
프랑스는 디지털 공화국법을 통해 정부가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강력한 보호
장치를 만들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전달하였다.
동법에 대해 CNIL은 다음과 같은 권고 의견을 내놓았다. 첫째,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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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부합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행정 데이터 및 공공 데이터 공개 시, ▲ 개인정보를 포함한 문
서의 경우 데이터를 익명화해야 하고, ▲ 정보자유법에 의해 익명화된
데이터베이스는 신원 재확인을 위해 재사용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 CNIL이 행정기관 데이터가 ‘익명화방법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 록

익명화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정보자유법에
명시된 권리 행사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며, 사망자
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 당위성과 미성년의 데이터 이전권
(Right to Portability)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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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공화국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 공화국법 주요 내용]

•공공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공급자 및 전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체에 대한 망중립성을 지지하며,
규제기관인 ARCEP에서 통신사들의 망중립성 원칙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 명시
•데이터 이전권(Right to Portability)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뿐 아니라 업로드한 모든 파일, 이용자
계정을 사용하면서 생성된 데이터, 이용자 계정과 관련된 기타 데이터 등을 회수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확립
•이용자 사망 이후 개인정보 저장·삭제·공개 여부를 사전에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인정
•미성년일 때 작성한 데이터나 소셜 서비스 등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공급자에게 온라인 메시지의 ▲ 내용, ▲제목, ▲ 수·발신인 정보, ▲ 첨부
파일 등에 대한 비밀유지의 책임을 부과
•기타 파노라마의 자유(Freedom of Panorama) 및 행정 데이터 공개 조항 등이 포함됨

또한, 2016년 12월, CNIL은 경찰, 프랑스 헌병대, 프랑스 국유철도(SNCF, Société Nationale des Chemins de fer Français)와 파리 교통공사(RATP, Régie autonome des
transports parisiens) 보안직원의 이동식 카메라 사용과 관련한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프
랑스는 2012년부터 이동식 카메라를 활용하여 경찰 및 헌병대 출동 상황을 녹화해왔는데,
CNIL은 2015년에도 개인에 대한 감시 및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을 발견하고 해당 이동
식 카메라 활용에 대한 구체적 법적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내무부에 피력하였다. 이후 내무
부에서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정부령 초안을 작성하고 CNIL의 견해를 요청함에 따라 CNIL
이 의견서를 제출(2016.12.8.)하였다.

CNIL은 당 법령이 경찰 등 지정된 치안요원의 이동식 카메라에 기록된 기록물의 보존 기
간과 접근 주체, 절차 등을 규정/제한하는 데 긍정적인 입장이나, 해당 기록물에 대한 간접접
근권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했다. 또한, 개인 주거공간을 포함한 “어느 곳에
서든지” 이동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관련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제
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원칙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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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독일 연방의회는 새로운 「데이터 보유법(Vor-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 및 현황

제4절

ratsdatenspeicherung)」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법의 집행력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이 법은

독일

기존의 법이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결과로 독일 정
부가 새롭게 제안한 입법 시도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2010년에 독일
헌법재판소는 2007년부터 효력을 가졌던 기존의 「데이터 보유법」
이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제10조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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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독일 정부는 GDPR 발효(2018년 5월)에 대비하여 개
정된 「독일연방 정보보호법(GFDPA, General Federal Data Protection Act)」을 공개하였다. GDPR이 발효되면 유럽 및 대서양 법
무관련 부처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특히 GDPR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조항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
감독관(DPO, Data Protection Officer)의 배치는 새로운 개념이
다. 독일의 경우, 1977년부터 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보호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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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O) 배치가 핵심적인 부분이었다는 점에서 한발 앞서갔다고 할
수 있지만 독일 기업 중 46%가 GDPR 준수와 관련하여 우려를 표하
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된 GFDPA는 GDPR의 더 명확한 해석을 지
향하고 있으나 개정된 GFDPA 발효 시, 두 법안이 서로 상충하지 않
는지 등의 추가 확인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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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는 기본적으로 각 산업에서의 자율규제를 원
칙으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가 발생할 경우 불공정이
나 소비자 기만 등 보통법상의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강력하게 규제

미국

하며, 의료정보와 같이 특정 사회적 이슈를 일으키거나 심각한 개인
정보 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산업 영역에 대해서는 개별법을 제정하
여 이를 규율하는 구조이다.
미국은 다른 국가보다 앞선 1974년부터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보
호를 위한 공정한 정보처리 원칙(FIPPs, Fair Information Practice
Principles)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지금까지도 이 원칙의 틀 아래에
서 국가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FIPPs란 개인
정보의 수집과 통제 등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한 기
본 정책 방향 또는 원칙을 의미하며, 이후 이를 기초로 프라이버시에
관한 개별적인 법률과 제도가 구체화되었다.

2017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한편, 개인정보보호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일원화된 독
립 감독기구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서는 개별 정부
기관장이 「연방 프라이버시법」 집행에 관하여 책임을 지고 「연방 프
라이버시법」의 이행에 관한 감독은 대통령 관할 하에 있는 관리예산
실(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이 부분적으로 담
당한다. 이에 따라 OMB와 의회의 상임위원회나 법원은 이러한 행
정기관의 실무를 제한적으로 감독하는 역할만을 담당한다.
대부분의 민간부문에서는 소비자 보호 관련 직무와 권한을 갖고
있는 독립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 직무를 담당한다. FTC
는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사용 및 파기를 포함하는 개인정보 수명
주기(Lifecycle) 전반에 걸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미국은 EU와 오래 전부터 세이프 하버(Safe Harbor) 협정을 체
결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였다가 2015년 유
럽연합 사법재판소(CJEU)가 세이프 하버 협정 무효를 선고하자, 새
로운 개인정보 국외이전 조약으로 2016년에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를 체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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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미국 ‘프라이버시 쉴드’

프라이버시 쉴드는 유럽위원회의 적정성 평가, 미국 상무부의 ‘EU-미국 프라이버시 쉴
드 원칙(EU-U.S. Privacy Shield Framework Principles)’과 함께 다양한 미국 정부기관의
서한들로 구성되어 있다.47) 또한, 유럽위원회는 세이프 하버의 기능에 관한 2013년 발표 이
후의 상황을 설명하는 ‘대서양 간 데이터 유통 : 강력한 안전장치를 통한 신뢰 회복(Transatlantic Data Flows: Restoring Trust through Strong Safeguards)’을 발표하였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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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8일 EU 회원국들의 ‘제31조 위원회(Article 31 Committee)’는 프라이버시 쉴
드의 적정성 평가를 정식으로 채택하였다.48) 결국, 2016년 7월 12일 유럽위원회의 적정성
평가 승인을 거쳐, 유럽위원회와 미국 상무부는 프라이버시 쉴드를 공개하였다.49)
미국 상무부와 유럽위원회가 마련한 프라이버시 쉴드는 EU를 포함한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의 개인정보가 프라이버시 쉴드를 자체승인한 미국 기업에게
이전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EU에서 미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기 위하여 표준
조항, ‘구속적 기업규칙(BCRs, Binding Corporate Rules)’에 더하여 프라이버시 쉴드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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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될 수 있다.
프라이버시 쉴드는 EU에서 미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에 대한 EU 개인정보보호 요건을
준수하게 하는데, 세이프 하버보다 미국 기업의 보다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약속을 포함한다.
미국 기업이 자체승인함으로써 준수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 약속은 미국법에 따라 집행된
다. 자체승인하는 미국 기업은 프라이버시 쉴드에 따르도록 프라이버시 정책과 준수의 검증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독립된 분쟁해결 제공자를 확인하도록 요구된다.50) 미국 상무부의 국
제무역청(ITA,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이 프라이버시 쉴드를 관리한다. 또한,
스위스도 2017년 1월 12일 미국과 합의한 ‘프라이버시 쉴드’를 공개하였다.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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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Privacy Shield 골격의 본문은 https://www.privacyshield.gov/EU-US-Framework 참조
48) 출처 : ‘Statement by Vice-President Ansip and Commissioner Jourová on the occasion of the adoption by
Member States of the EU-U.S. Privacy Shield’, European Commission, 2016.7.
49) 출처 :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EU) 2016/1250 of 12 July 2016 pursuant to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adequacy of the protection provided by the EU-U.S. Privacy
Shield’, C/2016/4176, OJ L 207,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2016.1.8., pp.1-112
50) 미국 기업은 2016년 8월 1일부터 Privacy Shield 골격에 자체승인하였다. 2017년 5월 3일 현재 2,046개 미국 기업이
Privacy Shield 골격에 자체승인하였다. https://www.privacyshield.gov/list 참조
51) https://www.privacyshield.gov/Program-Overview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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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프라이버시 쉴드를 통한 개인정보의 미국 이전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불
안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2016년 9월 16일 유럽의 디지털권리 옹호그룹인 디지
털 권리 아일랜드(DRI, Digital Rights Ireland)52)는 프라이버시 쉴드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적
정성 평가를 무효화하기 위하여 EU일반법원(General Court)에 제소하였다.53) 동 법원의 결
정 및 상소법원인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프라이버시 쉴드는 유
효하다.
한편, EU와 미국은 2016년 6월, 양자 간 형사사법 공조에 있어서 포괄적인 개인정보보
호 내용을 규정하는 포괄적 협정(Umbrella Agreement)에 서명하였다. 본 협정은 테러행위
를 비롯하여 각종 형사법 집행을 위한 국가 간의 사법공조 과정에서 국외로 이전되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EU 회원국의 경찰이나 형사사법당국과 미국 연방정부가 테
러행위 등 각종 형사범죄의 예방, 조사, 수사 및 기소를 목적으로 관련 개인정보를 교환하는
내용 등 포괄적 합의사항이 체결되어 있어 ‘우산협정(Umbrella Agreement)’이라고도 불린
다. 동 협정의 목적은 기존 및 향후 체결될 사법기관의 개인정보 교환에 대한 EU-미국 간, 회
원국-미국 간 협정을 보완하는 것으로, 동 협정 자체가 사법기관 간의 개인정보 교환에 법률
적인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국가프라이버시연구전략(NPRS, National Privacy Research
Strategy) 발표

미국 백악관은 지난 2016년 7월 국가프라이버시연구전략(NPRS, National Privacy Research Strategy)을 발표하였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National Science Technology Committee)가 공개한 이 연구전략은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정보 환경 속에서 데이터브로커 산업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
유통과정이 불투명한 관행 등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정부 지원을 받아 진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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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아
 일랜드에 기반을 둔 DRI는 디지털 시대에 시민의 자유를 위해 일하는 디지털 권리 옹호단체이다.
53) 출
 처 : Dr. Detlev Gabel, Robert Blamires & Tim Hickman, ‘EU-US Privacy Shield challenged’, White & Case
Technology Newsflash, 2016.11., http://www.whitecase.com/publications/alert/eu-us-privacy-shieldchalle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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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관련 연구의 목표를 선정하고,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에 대한 연구체계를 구축함
으로써 정부와 사회의 역할에 대하여 통합적인 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본 전략에서는 현재와 미래 시점에서 연구해야 할 프라이버시 관련 7대 주제를 선정했다.
여기서는 프라이버시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단정 짓기 어려운 개념임을 인정하면서, 프라이
버시에 대한 현상이 정보주체(Subject), 데이터(Data), 행위(Actions), 맥락(Context)의 4가
지 개념의 조합으로 나타난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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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 규제 강화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는 2016년 4월, 규칙
제정공고(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를 통해 브로드밴드 시장의 마케팅 활동과 관
련하여 ‘옵트-인(Opt-in) 승인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명시하였다. 이는 인터넷망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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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가입자에게 개인정보 이용 방식과 이용 시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사전에 고지하
고 데이터 보호기준에 맞추어 사용자 정보를 보호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10일 이내에 가입자
에게 통보하도록 조치하는 등 의무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자신들이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용하
며, 누구와 공유하는지에 관해 고객들에게 분명하고 알아보기 쉽게 지속적으로 고지해야 하
고, 고객들이 개인정보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도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이 규칙은 보안에 대
한 적절한 감독, 데이터의 적절한 폐기, 합리적인 데이터 보안 관행과 지침을 마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단, 이 규칙은 소셜미디어 웹사이트나 정부 시설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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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방침에 따라 광고 및 소매업계 등의 반발이 제기되었으며 대형 웹 서비스 업체들과
의 형평성 논란도 가중되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과 제휴를 맺은 제3자 온라인 광고업체
와 소매업체의 타격이 불가피해지자 이들은 각종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FCC의 결정에 반기
를 들었다. 일각에서는 FCC가 인터넷 콘텐츠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Google), 페이스북

부 록

(Facebook), 이베이(eBay) 등 대형 ICT 업체들은 규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서도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였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인 2017년 3월 미국 의회는 FCC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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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막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4월 3일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하였다.

4. 자율주행차량 안전 및 보안,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발표

미국 교통부(DOT,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산하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16년 9월, 자율주행차량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미 연방 자율주행자동차 정책 : 주행안전 차세대 혁명 가속화(Federal Automated Vehicles
Policy : Accelerating the Next Revolution In Roadway Safety)’를 발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과 더불어 주행 시 보안 및 프라이버시
침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미국의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은 각
주별로 법규 및 규율 수준이 서로 달라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전 주(州)에 걸
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었다.
동 가이드라인은 데이터의 기록과 공유 방법, 인간과 기계 간의 인터페이스, 충돌내구성
(Crash Worthiness), 이용자의 교육과 훈련, 사고 후 행동, 관련 법제도, 윤리적 고려사항 등
을 포함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의 안전 문제와 탑승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디
지털 해킹 방지 대책 등 자율주행차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전과 보안, 프라이
버시 보호에 관한 사항도 중요한 영역으로 포함시켜 자율주행차량 성능 지침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① 자율주행차량을 위한 차량 성능 지침 ② 국가정책모델 ③ 미 도로교통안전
국(NHTSA)의 현행 규제 도구 ④ 새로운 규제 권한과 도구 등 4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자율주행차량 안전에 관한 15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각 주(州)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
라 자율주행 관련 법을 제정 및 수정할 수 있다.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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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가
 이드라인의 15개 조항은 다음과 같다 : △ 데이터 기록 및 공유, △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안전, △ 차량 사이버 보안, △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 충돌 안정성, △ 소비자 교육 및 훈련, △ 등록 및 인증, △ 충돌 후 행동요령, △ 연방, 주 및 지방 법률,
△ 윤리적 고려 사항, △ 작동 설계 범위, △ 사물 및 상황 인지, △ 대처 능력, △ 고장 시 위험 최소화, △ 타당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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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의 안면인식 정보 활용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 모범사례 권고

미국 상무부(DOC, Department of Commerce) 통신정보관리청(NTIA,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은 2016년 6월, ‘안면인식의 상업적
활용을 위한 프라이버시 보호 모범사례 권고문(Privacy Best Practice Recommendations
for Commercial Facial Recognition Use)’을 발표하였다. 본 권고 내용은 미국의 프라이
버시 보호 원칙인 FIPPs에 근거해 작성되었으며, 안면인식 기술의 상업적 활용을 위한 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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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시 준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권고문은 안면인식 정보와 관련된 개념의 정의, 안면인식 정보 처리 시 투명성 제고, 안면
인식 정보 처리 시 필요한 요구사항과 제약사항, 관련된 안전성 확보조치, 안면인식 정보의
무결성 확보, 문제 발생 시 해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권고문에 적용되는 안면인식 정보의 적용 범위는 개인의 신원확인 및 인증을 위해 사용
되는 개인의 안면 특성이나 측정값이다. 단, 합리적인 수준으로 비식별화된 데이터와 데이터
의 기반 자료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합리적인 수준의 비식별화’란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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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위원회(FTC)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대한 원칙으로서,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적정한 비식별 기법을 활용해야 하며, 재식별하지 않음을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제3자 제공
시 재식별 금지를 계약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안면인식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투명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의 수집·저장·사용 관련
정보에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면인식 기술 이용 범위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면인식 정보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와 문제점을 고려하고, 제3자의 안면인식 정보 공유 문제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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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주체가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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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캐나다에는 크게 공공과 민간으로 나뉘어 각각의 부문을 포괄하
는 법이 존재한다. 캐나다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수집, 사용, 공개
와 관리에 관해 규율하는 법으로는 ① 연방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

캐나다

문서법(PIPEDA, Federal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S.C. 2000, ch. 5), ② 알버타주의 개
인정보보호법(PIPA Alberta, Albert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A. 2003, ch. P-6.5), ③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의 개인정보보호법(PIPA BC, British Columbi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B.C. 2003, ch. 63), ④ 퀘벡주의 민간부
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Quebec Privacy Act, Quebec’s An act
respect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private
sector, R.S.Q. ch. P-39.1)이 있으며 이를 총칭하여 ‘캐나다 프라이
버시법(Canadian Privacy Statutes)’이라 한다. 또한, ‘프라이버시
보호법(Privacy Act)’을 두어 모든 공공부문에 적용하고 있다.
연방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PIPEDA)은 각 주 및 국제적인
정보의 수집, 사용, 공개와 관리에 관해 규율하고 있으며, 각 주 안에
서 상업적인 활동을 하기 위하여 정보를 수집, 사용, 공개, 관리하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동시에 각 주에 유사한 내용의
법이 제정·적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이 우선하며 PIPEDA는 적
용되지 않는다. 온타리오의 헬스 프라이버시법, 뉴브런스윅주, 뉴펀
들랜드 래브라도주에도 비슷한 법이 적용되고 있다.
캐나다의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는 규제기구로는 ① 캐나다 연
방프라이버시집행위원국(OPC, The 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 of Canada), ② 앨버타 프라이버시집행위원국, ③ 브
리티시 컬럼비아 프라이버시집행위원국(OIPC BC, Office of the
Information & Privacy Commissioner for British Columbia), ④ 정보 접근에 대한 위원회(The Commission d’Accès à
l’Information)가 있다. 연방 프라이버시집행위원은 하원과 상원에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책을 직접 보고하며, 연방 프라이버시법에 따
른 각종 프라이버시 보호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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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개인의료정보보호법(PHIPA, Personal Health Information Protection Act) 개정안이 주 의회에서 2016년 5월에 통과되어 발효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의료정보관리자(Health Information Custodian)는 환자의 의료정보가 도난 또는
분실되거나 허가받지 아니한 자에 의해 접근된 경우, 허가 없이 환자의 의료정보가 오·남용
또는 공개된 경우, 해당 환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한, 의료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
해 사건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감독관(Privacy Commissioner)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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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의료정보관리자에게 대리인(예컨대 의료진, 간호진 및 사무직원 등)의 개인의료정보
접근 행위를 감시할 의무를 부여하였다(제17조). 구체적으로, 의료정보관리자는 대리인이
접근할 수 있는 개인의료정보의 양을 제한해야 하고, 대리인이 PHIPA에서 명시한 기준에 따
라 개인의료정보를 수집·사용·공개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의료정
보관리자의 대리인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의료정보를 수집·
사용·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의료정보관리자는 ‘의료정보관리자로부터 허가
를 받지 않고 개인의료정보를 수집, 사용, 공개, 보유 또는 처분해 징계조치 대상이 된 대리
인’에 대해서는 소속된 협회에 30일 내로 보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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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온타리오 개인정보보호커미셔너(IPC, 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er
of Ontario)는 2016년 5월, 공공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형 데이터의 비식별 조치 가이
드라인(De-identification Guidelines for Structured Data)’을 발표하였다. 본 가이드라
인에서는 위험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을 바탕으로 데이터 비식별 시 고려해야
할 부분과 비식별 방법들에 대해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위험기반 접근법’이란 비식별
여부에 대한 판단 시,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재식별 위험에 대한 임계점(Thresholds)을 설
정한 다음, 계산된 전체의 위험이 임계점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를 ‘적절한 비식별 조치’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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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는 방법을 말한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식별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데이터의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등 공개 모델을 결정한 후 식별자와 준식별자를 분류한다. 그런 다음 수용 가능한 재
식별 위험 임계점을 측정한 후, 데이터와 데이터를 둘러싸고 있는 맥락(Context)에 대한 위

부 록

험을 측정한다. 임계점을 기반으로 데이터와 상황의 위험 등을 고려해 전체 위험을 계산하고
비식별조치 방법을 적용한 다음, 데이터 유용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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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재식별 위험 임계점 가이드(데이터 공개 모델에 적용)
개인정보 침해 수준

재식별 위험 임계점(재식별 확률)

동질 집합(Equivalent Class) 개수

낮음

0.1

k = 10

보통

0.075

k = 15

높음

0.05

k = 20

출처 : ‘정형 데이터의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수정 인용(온타리오 개인정보보호커미셔너(I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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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아시아·태평양

제1절

2015년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2016년부터 연차
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자국 법제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르
고 있음을 대내외에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EU와 자

일본

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협상을 벌이면서 자국
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EU 개인정보보호 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에 비추어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을 의향이 있
음을 밝혔다. 아울러 아시아경제협력체(APEC) 회원국들이 오랜 협
상 끝에 2011년에 제정한 CBPRs55)의 가입을 구체화하였다.
그 밖에도 일본의 핀테크와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새로
개념을 마련한 ‘익명가공정보’와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도입된 번호
이용법의 집행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또한, 개인정보 개
념에 대한 논의와 이를 구체화하여 바이오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
하는 등 개인정보 개념의 명확화와 개인정보보호의 강화를 도모하

2017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기도 하였다. 2016년 3월에는 ‘행정기관 등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이 일본 국회에 제출되었다.
한편, 마이넘버법56)에 따라 2014년 1월 특정개인정보보호위원
회가 설치되어 특정개인정보인 마이넘버 보호에 관한 업무를 시작
했다. 이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마이넘버법에서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를 규정하면서 특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직을 개조하여
2016년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또한, 2016년 8월 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행령과 시행규칙안
에 대한 의견을 공모하여 개인정보보호 제공기준을 마련하고, 익명
정보 처리기준을 구체화하고자 노력했다. 일본의 개정 개인정보보
호법은 2017년 5월 30일 전면 시행되고, 종래 각 주무부서가 담당
하던 개인정보보호 업무가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된다.

434

55) A
 PEC CBPRs의 전문(번역)과 정책, 규칙 및 지침에 대해서는 박훤일,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따른 법적 문제와 대책’,
집문당, 2015, 342쪽 이하 참고
56) 「행정절차에 있어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 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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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보처리개발협회(JIPDEC, Japan Information Processing Development Center)는 책임기구(AA)로서 개인정보보호의 인증을 수행한다. 다만, 그것은 APEC 프라이버
시 준칙(Privacy Framework)에 관한 것이므로 일본 국내법 준수 여부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
외국의 기업이 일본 내 기업에 개인정보를 전송하고자 한다면 그 나라의 법이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제한을 두지 않거나 CBPRs의 책임인증을 요하지 않을 경우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나라의 법이 국외이전에 일정 조건을 부과하더라도 일본 국내의 기업은 이미 개인정보보
호법에 따라 CBPRs 이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충실하므로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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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일본의 기업이 개인정보를 미국 등지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CBPRs를 준수
한다고 하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면 CBPRs를 능가하는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갖추지 못한 미국에서는 사정이 사뭇 다르다. CBPRs 인증을 받은 미국 기업에 한하여 일본
의 기업들이 안심하고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는 CBPRs를 준수하는 기업을 일본의 새로 개정된 개인정
보보호법에 따라 일본 PIPC의 기준을 잘 지키는 사업자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따라서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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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개인정보처리자가 CBPRs 준수기업으로 인정을 받으면 일본에서 개인정보를 이전
받을 때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제약을 받지 않아도 된다. 현재 미국에는 이러
한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이 17개에 불과하다.
한편, 일본 총무성은 2015년 6월 ‘드론의 촬영 영상 등의 인터넷에서의 취급에 관한 가이
드라인’57)을 발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경우 개인정
보 및 초상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고, 장소에 따라 형법 혹은 경범죄처벌법의 위반 우려가 있
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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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57) 출처 : ‘「ドローン」による撮影映像等のインターネット上での取扱いに係るガイドライン’,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2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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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거대한 인구를 기반으로 알리바바, 바이두, 탄센트와 같은
세계적인 ICT 대기업을 둔 나라이지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한 국
제적인 흐름에 크게 뒤져 있었다. 그런데 스노든 폭로 사건 이후 중

중국

국 정부가 국가안전법(国家安全法)과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서두르
면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주목을 받았다.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 규정이 시행된 적이 없기에 이들 법안에 들
어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과, 이를 제약하는 규정들이 관심
을 끌었다.
중국의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58)는 2016
년 11월 7일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네트워크 설비와 시설,
정보데이터 등에 관한 보안조치 등을 망라한 네트워크 안전법(中國
網絡安全法, PRC China Cybersecurity Law)을 채택했다. 최종안
에는 인터넷 범죄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은 4개 조항이 추가되었으
며, 이후 최종안은 수정 없이 통과되었다. 새 법률은 준비기간을 거
쳐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네트워크 안전법의 입법 취지는 인터넷 공간의 주권과 국가안보의
유지, 국민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와 보안 관련 사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룬 중국 최초의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개인
정보를 비롯한 데이터의 보안을 강화한 측면도 있으나 시민들의 온
라인 활동에 대한 감시 및 해외기업에 대한 차별을 가져올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은 중국 내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유지보
호·사용 및 그의 보안에 대한 감독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
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 단말기부터 온라인
서비스 제공 기업에 이르기까지 인터넷과 관련된 제반 영역이 규제
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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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중
 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의 형식상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22개 성ㆍ자치구ㆍ직할시, 홍콩(香港)ㆍ마카오(澳門) 특별행
정구(特別行政區), 인민 해방군에서 선출되는 대표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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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안전법의 시행에 필요한 하위 규정은 2017년 6월 법 시행에 즈음하여 공개될 예
정이다. 네트워크 안전법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운영자에게 엄격한 책임과 의무를 부
과하고 있다. 이 법 제31조에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이란 “에너지, 교통, 수리시설, 금
융, 의료, 방송, 공공서비스, 전자정부 등 국가 중점시설 분야와 네트워크의 기능 파괴 또는
데이터 유출 시 국가안전과 공공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통신 시설을 의미한다.”고 정의
하였다.
네트워크 안전법에는 정보의 국내 처리·보관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전국인
민대표대회에서는 네트워크의 안전을 도모하고 사이버공간에서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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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요 정보의 국내 처리·보관이 긴요하다고 여겼다. 그리하여 중요정보 인프라 사업자는
중국 인민의 개인정보와 중요한 기업정보는 사업상 해외에서의 정보 처리·보관을 요하고 그
에 관한 보안성 평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중국 내에 처리·보관하여야 한다.
그 밖에 온라인 출판, 자동차 함께 타기, 인터넷 지도 서비스, 인터넷 뱅킹·증권 서비스도
관련 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내에 처리·보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요컨대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은 온라인 데이터의 해외이전 및 저장에 대한 제약을 강화하고 개인정
보보호를 위한 규정을 명시한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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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스노든의 폭로로 드러난 사이버위협의 증가 추세를 이유로 사이버보안 강화
및 온라인 정보에 대한 주권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도 중국 정부가 사
이버 공간에서 취하고 있는 여러 조치들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개인정
보보호와 관련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를 명시하는 등 진일보한 측면
도 있으나 개인의 정보통신망에서의 활동에 대하여 정부의 검열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
명하고 있다. 중국 내 정보통신망을 통해 세계 최대의 온라인 시장에 접근하려는 외국의 기
업들로서는 이 법률의 주요 개념과 규제 사항 등 시행에 관한 사항과 그에 따른 효과를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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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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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싱가포르는 2012년에 「개인정보보호법(PDPA,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2)」을 제정하고 201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6년 들어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위원회(PDPC, Personal Data

싱가포르

Protection Commission)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를 발표하
였다.59)
일례로 2016년 케이 박스 엔터테인먼트 그룹(K Box Entertainment Group Pte. Ltd.)은 5만 싱가포르 달러, 핀안테크 홀딩스는
1만 싱가포르 달러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 받았다. 개인정보관리자는
합리적인 보안 조치를 취하여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수
집·이용·공개·복사·수정·처분이나 위험에 처하게 해서는 아니 됨에
도 케이 박스 엔터테인먼트에서는 보안 조치의 미비로 31만 7,000
회원의 민감정보가 유출되었다.
싱가포르 PDPC는 케이 박스 엔터테인먼트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
면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Data Protection Chief)를 선임하지 않
은 것도 문제 삼았다. 아울러 핀안테크는 2007년부터 케이 박스 엔
터테인먼트의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위탁받아 관리해 왔는데 위
탁자의 데이터와 시스템을 적절히 보호해야 하는 조치 의무를 다하
지 못한 것을 지적받았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법 위반이 경미한 경우에는 과징금 없이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싱가포르 PDPC는 새로 시행된 법을 집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
적 효력은 없어도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시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테면 싱가포르 PDPC는 개인정보 분쟁조정(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통해 다툼을 신속히 해결하고 피해구
제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싱가포르 PDPC가 시정조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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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출처 : Graham Greenleaf, ‘Privacy enforcement begins in Singapore: Fines for lax security’, Privacy Laws & Business
International Report No. 141, 2016.6., p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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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릴 때 위반행위의 효력을 무효화하거나 개인정보의 침해 정도
를 줄일 수도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최대 100만 싱가포르 달러까
지 증액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의 ‘가중사유’와 ‘감경사유’이다. 이용
자와의 신속한 분쟁해결, 침해 사고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보호조치
의 실행, 자발적 피해보상, 개인정보 유출사고 시 정보주체와 감독기
구에 대한 즉각적인 통지·신고, 싱가포르 PDPC의 조사에 대한 협조
등은 과징금의 금액을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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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싱가포르 PDPC의 실적 중 주목할 점으로 결정례를 인
용하기 쉽게 표기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싱
가포르 PDPC가 내린 제1호 결정은 ‘[2016] SGPDPC 1’으로 표기되
며, 연중 15건이 처리되었다면 마지막 결정은 ‘[2016] SGPDPC 15’
으로 표기된다. 이와 같은 표기방법은 현재 APPA에서도 권장하는 방
식으로 싱가포르 외에도 홍콩, 뉴질랜드, 호주의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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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호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2014년 개정된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1988)」이 시행되면서 프라이버시 위원의 권한이 강화되었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사업무 및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유출사고
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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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호주의 프라이버시 원칙(APPs, Australian Privacy Principles)
은 프라이버시법이 적용되는 각 분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규정하
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관리 등
개인정보처리자들의 실무, 절차 및 시스템에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

부 록

어 있다.
호주의 항공안전본부(CASA,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는
항공안전규칙(CASR, Civil Aviation Safety Regulations)의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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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무인항공기 및 로켓운영(Unmanned Aircraft and Rocket Operations)을 개정하여
새로운 드론60) 규칙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2016년 9월 29일 발효되었다. 새로운 규칙에 따
르면, 취미로 드론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면허가 없어도 운용
가능하며,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2kg 이하의 드론에 대해서는 당국의 승인 없
이 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된다.
취미용으로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주간에만 허용되며, 사람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
어져야 하고,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일반 주택가 주변에서는 운항이 제한되고 있다.
호주에서는 드론의 활용과 관련해 프라이버시 침해와 무단 침입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으나, 「호주 연방 프라이버시법(Commonwealth Privacy Act)」은 일반적인 개인정보
수집과 사용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같은 간극을 해소하기 위하여
호주 법제개혁위원회(Australian Law Reform Commission)는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입법
권을 포용하도록 권고했으나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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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드론의 공식 명칭이 UAV(Unmanned Aerial Vehicles)에서 RPA(Remotely Piloted Aircraft)로 변경되었다.

부록

인용 법률 발췌문

개인정보 관련 법령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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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률 발췌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17.3.30.] [법률 제14107호, 2016.3.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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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보호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임위원은 정
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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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5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개인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보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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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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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호위원회의 기능 등)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5.7.24.>
1.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1의2.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운용에 관한 사항
5.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6. 제33조제3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7. 제61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8. 제64조제4항에 따른 조치의 권고에 관한 사항
9. 제66조에 따른 처리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10. 제67조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대통령, 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1. 관계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사업자로부
터의 의견 청취
2.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사실조회 요구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⑤ 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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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
여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변경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의 소관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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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본계획)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3년마다 개인
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개
정 2013.3.23., 2014.11.19., 2015.7.2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3.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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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의 활성화
5. 개인정보 보호 교육·홍보의 활성화
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 보
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 4 편 해외 동향

제10조(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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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의 도입·시행 지원
4.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시행 지원
5.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
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
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
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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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
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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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
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
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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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
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제 4 편 해외 동향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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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
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
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8.6.]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
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6.3.29.>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
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
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
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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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
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
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본조신설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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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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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
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
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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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개정 2016.3.29.>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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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
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
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
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
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
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
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
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
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
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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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①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
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3.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5.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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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
인정보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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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5.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⑤ 제1항에 따른 등록과 제4항에 따른 공개의 방법,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⑥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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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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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3.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한 개인정보파일을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할 때에는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육성,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⑥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평가기준, 영향평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
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
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
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정보주체는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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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2.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
3.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4.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②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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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제15조, 제22조, 제27조제1항·제2항, 제34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
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
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
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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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
는 유출하는 행위

제 4 편 해외 동향

제66조(결과의 공표)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
령,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보호위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할 수 있다.

부 록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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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개정 2016.3.29.>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
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
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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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률 발췌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정보통신망법)
[시행 2017.3.14.] [법률 제14580호, 2017.3.1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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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
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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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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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
에게 제공하려면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
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부 록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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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이용자의 동의
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5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제공에 대한 동의와 제25조제1항
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아야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4.5., 2016.3.22.>
[전문개정 2008.6.13.]

제26조의2(동의를 받는 방법)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제24조의2제1항·제2항, 제25
조제1항, 제26조제3항 단서 또는 제63조제2항에 따른 동의(이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
의"라 한다)를 받는 방법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업종의 특성 및 이용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
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전문개정 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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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 및 현황

인용 법률 발췌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정보통신망법)
[시행 2014.5.28.] [법률 제12681호, 2014.5.28., 일부개정]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7.>
1.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
집·이용 목적이나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보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3.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이용한 경우에는 제27조의2제2항제3호
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4.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7.>
[전문개정 2008.6.13.]

제 4 편 해외 동향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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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률 발췌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제15조(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원칙) ①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
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를 수집·조사 및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수집·조사 및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 법 및 「개인정보 보
호법」에 따라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보
를 수집·조사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3. 신용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
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신용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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