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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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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정책,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01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시행 (2017.4.)
서면동의 시 중요 내용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표시
개인정보의 열람 또는 정정·삭제 등의 요구절차 개선

02

EU GDPR 시행에 대비한 기업 대응 지원
‘우리 기업을 위한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안내서’ 개발(2017.4.)
GDPR 대응 개인정보보호 세미나(2017.7.), GDPR 오픈 세미나(2017.10.) 개최

03

APEC 국가 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s) 가입 (2017.6.)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CBPRs의 실효성 있는
국내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정책 개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국내 CBPRs 인증기관 승인 신청(2017.12.)

04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도입 (2017.6.)

05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법령,
자치법규 정비 등 지속 추진

쇼핑·통신 분야 66개사 시범 운영

주민등록 처리근거를 위한 87개 시행령 일괄 개정(2017.3.)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하는 자치법규 453건 발굴/정비

06

지능정보사회의 기술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2017.2.)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발간(2017.3.)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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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보는 정책 성과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건수

개인정보책임자 지정 여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기업)

291건
증가

2%

73.

168건

2016

%p

9.2
53.6% 2

2017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82.8%

증가

2016

2017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회원탈퇴 신청건수)

657건

399,180건

가

2%

%
6.9

증

.
85

96건

168,454건

1

2016

2017

증가

13

2016

2017

(2016.7.25. 시행)

개인정보 노출 홈페이지 수
528개

2016

24.6%

중앙행정기관 개인정보파일
160,423개

감소

2017

29.7

%감

398개

소

112,653개

2016

2017

(2015년 말)

(2016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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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최소화를 위한
법령·제도 정비

EU 일반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의
본격 시행

블록체인,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관련 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부 록

제기되고 있다. 각국은 최신 개인정보보호 이슈와 EU 일반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의 본격
시행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국내에서는 EU GDPR 대응,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최소화, 침해요인 평가제도의 정착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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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신기술과 개인정보보호

제1절

블록체인/
암호화폐

1.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 탈중앙화,
투명한 정보공개, 정보 위변조 방지로 설명할 수 있다.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를 가치로 내세우며, 컴퓨팅의 중심을 중앙에서 다시 분
산시스템으로 돌려놓고 있다. 컴퓨터가 개발된 1940년대 이후로
IT 기술은 주기적으로 중앙집중화와 분산을 반복하며 변화해왔
다. 이전까지의 중앙집중형 시스템은 1980년대 개인용 컴퓨터(PC,
Personal Computer) 도입으로 인해 분산시스템으로 바뀌었고, 클
라우드 컴퓨팅이 도입되면서 중앙시스템으로 집중되었다가 이제는
블록체인에 의한 분산시스템으로 회귀한다. 분산시스템은 중앙시스
템에 대한 비용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IT 투자비용과 관리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018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블록체인의 두 번째 장점은 ‘투명한 정보공개’이다. 이는 중앙에
관리자가 없어도 블록체인 자체가 신뢰기반이 되고 누구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외국으로 송금할 경우, 국제은
행식별코드(SWIFT,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망을 활용하는 현재의 방식에는 다수의 금융
중개회사가 개입되므로 높은 송금 수수료가 소요된다. 탈중앙화한
블록체인 기반의 리플(Ripple)코인을 이용할 경우, 외환거래 중개
기관 없이 P2P(Peer to Peer) 방식의 직접 거래가 가능하여 수수료
를 감소시킬 수 있다.
블록체인에 기록된 정보에 대한 임의 수정 및 위조가 불가능하므
로, 금융자산 거래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 상속/증여 등 내용의 신
뢰가 보장되어야 하는 모든 거래를 가능하게 해준다. 더욱이, 스마
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 기반의 자율화된 거래를 적용할 수 있
어, 중개인 없이 자동화된 거래가 가능하다. 이 세 가지 장점을 충분
히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전 세계에 분산된 컴퓨팅의 역량을 활용하고 분산된 원장을 관리하
며 거래의 무결성과 완결성을 보장하면서도 거래를 효율적으로 처
10

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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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기술한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의 가격 급등락으로 인
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 또한, 아직 개발되지도 않은 가상화폐를 프리세
일(Presale)을 통해 판매하는 사기범들로 인해 블록체인 기술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차 산업혁명의 중심기술이 될 잠재력이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
키기 위해서는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를 선별해서 규제하면서도 블록체인 활성화의 기반인
가상화폐는 장려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2. 주요 동향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를 통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상호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에
서 자체적으로 신뢰성, 무결성이 보장된다. 반면, 모든 참여자가 분산원장을 통해 동일하게
저장하고 있어 거래기록에 대한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특성은 기존의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측면에 많은 변화를 야기한다.
먼저, 금융소비자에게 적용되는 4대 자기정보 결정권1)은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시스템에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서는 준수하기 어려운 조항이다. 또한, 정정·삭제권, 목적 달성 후 폐기 등과 같은 정보주체
의 권리 보장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에 기반한 정보제공서비스의 경우, 기존
의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에서는 정보를 누군가가 ‘수집’하는 개념이 아니라, 본인이 자발
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스스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에서도 여전히 ‘수집
시 동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동시에 개인정보 수집 시에

제 4 편 해외 동향

는 목적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블록체인을 통한 정보제공의 경우, 이에 대한 준수여
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과 목적 외 이용에도 제한이 있
다. 하지만 제3자에게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목적이

1) 본인정보 이용 및 제공 현황 조회 요청권, 연락중지 청구권, 정보보호(파기) 요청권, 본인정보 조회중지 요청권

부 록

므로, ‘제공 목적 외 이용’이라는 원칙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도 검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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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장에 정보를 저장할 경우, 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장정보에 대한 암호화 여
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블록에 저장된 정보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한 불특정 다수가
해당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모든 참여자가 개인정보처리자가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블록체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허용 여부도 같은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포함한 권리는 블록체인의 정보공유 원칙에
어긋나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르면,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
보는 처리가 제한된다.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한 정보가 대다수인 의료정보의 경우, 많은
제약이 있다. 더욱이, 「의료법」은 개인정보 처리가 ‘의료인’으로 제한되어 블록체인 네트워
크에 참여한 개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즉 ‘의료인’이 아닌 ‘블
록체인 시스템’이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
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3. 개인정보보호 이슈
블록체인에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를 적용해야 할 경우, 하이브리드 형태 시스템(블록체인
과 중앙집중시스템을 혼합)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세그윗(Segwit)은 블록에는 거래내역 정보만 보관하고, 개인서명은 따로 저장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1메가바이트(MB)에 불과한 블록사이즈의 한계 때문에, 블록에 저장
되는 정보의 양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다.
블록체인에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자율적으로 정보(개인정보를 포함한)를 제공할 수 있으
므로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수집 및 동의 필요성 여부가 과거와 달라질 수 있다.
즉 블록체인에 정보를 올리는 경우에도 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의무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도 사전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블록체인에 올라가 있는 정보는 네트워크의 모든 참여
자에게 공유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정보주체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질 수 있다. 따라서 공
개를 전제로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도 ‘자기정보 결정권’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고
려해야 한다.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에는 해킹의 위험이 있으며 고객의 개인정보
12

를 대량으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금융회사와 유사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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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처리와 저장 시에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를 의
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거래소를 탈퇴할 경우, 고객정보에 대한 폐기절차도 금융회
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켜야 한다.
2017년 12월 정부는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사고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거래소에 대한 주기적 보안점검 실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의무화, 거래소 보안 강화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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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책임 및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ISMS 인증은 일정 규모 이상(매출액 100
억 원 이상, 일일평균 방문자수 100만 명 이상)의 일반기업에도 적용되어왔으며, 거래소 중
4개 거래소(코인원, 빗썸, 업비트, 코빗)만 의무대상이고, 아직까지 ISMS 인증을 받은 거래
소는 없다.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속적으로 바뀔 수 있고, 그 책임 범위 또
한 명확하지 않다.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상에는 블록체인 개발자, 분산앱(Dapp, Distributed
Application) 개발자, 블록체인 네트워크 단순 참여자, 검증자, 합의수임자2)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발생할 수 있고, 블록체인의 운영방식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수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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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질 수 있다.
향후 블록체인에서는 스마트폰 앱처럼 다양한 분산앱이 개발될 것이다. 분산장부가 ‘각 참
여자가 저장하는 동일한 거래장부’라고 할 때, 분산앱은 분산장부와 비슷한 개념으로서 블
록체인을 통해 전파하고 실행시키는 프로그램이다. 블록체인의 분산앱은 프로그램 개발자
와 사용자가 모두 실행주체가 될 수 있다. 즉 분산앱 개발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실
행할 수 있고, 그 사용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모든 참여자로서, 분산앱을 실행시킬 수 있
다. 분산앱이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능을 수행할 경우, 모든 네트워크 참여자가 개인정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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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모든 참여자의 권한이 동일하지만,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경우, 분산앱
을 통해 자동으로 실행되는 여러 가지 계약조건(Smart Contract)에 따라 참여자의 권한을 차
등하게 관리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규정을 따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은 분산

부 록

장부로 모든 정보의 공개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공개될 수 없는 개인정보는 블록체인에 올리
는 것을 지양하고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2) 권한을 위임하는 DPoS(Delegated Proof of Stake) 합의 알고리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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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블록체인에 기반한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보호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
신적인 기술이다. 따라서 블록체인상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다양한 측면에서 법 적용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포함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블록체인의 운영방안과 모든 처리가능성을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변경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특별법의 설립 등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제2절

빅데이터

1. 빅데이터 기술
빅데이터가 21세기의 데이터 활용 지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있다는 점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정도로 공감대가 형성
되어 있다. 빅데이터가 사업적으로 활용될 때, 기존에 도출하기 어
려웠던 통찰을 제공하고 향상된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새
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있음은 다양한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통해
확인이 되었다.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는 단순히 고객의 필요를 분석
하는 것을 넘어선 지 오래다. 현재는 사업의 전 영역에 빅데이터 분석
이 활용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직접 분석하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또는 이를 아웃소싱하는지 차이가 있을 뿐 그 활용 범위를
논하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해진 시기가 도래했다.
빅데이터 활용 영역은 고객을 이해하는 것부터 예방적 유지보수
활동까지 매우 폭넓은 스펙트럼에 걸쳐 확인된다([표 1-1-1] 참조).
빅데이터는 전통적으로 3Vs3) 개념을 사용한 정의에서 시작하여,
Veracity(진실성, 정확성), Variability(가변성), Value(가치) 등의
요소를 추가하여 4Vs, 5V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빅데이터는 단순히 더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는
것에 그치는 개념은 아니다. 빅데이터는 (기존 데이터 처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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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olume(양), Velocity(속도), Variety(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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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교하여) 더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이를 분석하여 기존에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가치
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력과 시스템의 유기적 결합이 존재할 때 의미를 갖는다.
그런 측면에서, 빅데이터는 결국 데이터, 인력,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빅
데이터 분석(Big Data Analytics)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 1-1-1]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영역
기업의 10대 빅데이터 활용 영역(10 Top Big Data Use Cases)

부정행위 예방

기존의 ‘규칙 기반(Rule-based)’을 뛰어넘어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을 결합하여 부정행위를
예측하고, 실시간으로 범죄를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예: 신용카드 부정 사용 등)

3

보안정보 제공

해커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을 다양한 데이터 원천으로부터 추출, 실시간 분석하여
위협을 차단하고 격리함

4

데이터 관리 향상

소위 ‘데이터 웨어하우스(Data Warehouse)’로 불리는 데이터 모음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정보(BI, Business Intelligence)를 추출하는 데 도움을 제공. 특히, Hadoop
기반의 솔루션은 사용료 및 관련 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함

5

가격 최적화

기업들이 B2C, B2B 시장에서 최대 이익을 거두기 위한 가격 설정에서 기존에 고려하지
못한 다양한 환경적 변수를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가격을 최적화함

6

운영 효율화

기존 주간, 월간, 분기 단위로 사업의 결과를 보고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운영을 최적화할 수 있는 사업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

7

추천 엔진 운영

소비자들이 상품을 고를 때, 과거의 이용행태 및 유사 소비자군의 특성을 고려한
추천엔진을 운영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소위 ‘업셀링(Upselling, 높은 가격 상품 판매)’,
‘크로스셀링(Cross-selling, 추가 상품 판매)’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음

8

소셜미디어 대응

고객 접점으로의 소셜미디어의 추이를 빅데이터 관점에서 분석하고, 긴급히 대응해야 하는
사안을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음

9

예방적 유지보수

생산, 에너지, 건설, 농업, 운송 등 다양한 산업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한 유지보수를 통해
사건이나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할 수 있음

10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수많은 IoT 기기의 센서가 수집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분석기술이 필연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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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적 고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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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에 대한 입체적 관점을 제공하는 대시보드 애플리케이션(Dashboard Application)을
구축하려는 목적. 기존 CRM 솔루션이 고객의 인적사항과 서비스 이용기록을 선형적으로
제시했다면 빅데이터는 이에 고객(군)의 소셜 미디어 활동, 웹 이용 인터랙션 등의 정보까지
분석하여 인사이트를 제공

출처: ‘Big Data Use Cases’(Datamation, 2017.6.21.)

데이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2년도에는 2,566 Exabytes(전통적 데이터
부 록

센터: 1,389 /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1,177)에 그치던 것이 2017년도에는 9,087 Exabytes
(전통적 데이터 센터: 897 /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8,190)으로 트래픽이 약 7배가량 증가하
였으며, 2021년에는 20,555 Exabytes(전통적 데이터 센터: 1,046 /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19,509)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15

[그림 1-1-1] 글로벌 데이터 센터 트래픽 2016-2021

(단위: exa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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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isco Global Cloud Index: Forecast and Methodology, 2016-2021 White Paper’(Cisco)

빅데이터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을 학습
Annual IP traffic
in exabytes
시키는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서도 빅데이터의 확보 및 접근 가능성이 사업이나 정책 성공
을 판가름하는 중요 요소가 된다.
[그림 1-1-2]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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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ow Big Data is Empowering AI and Machine Learning?’(Hackern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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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동향
가. 빅데이터와 오픈소스
아파치 하둡(Apache Hadoop), 스파크(Spark)와 같은 오픈소스 애플리케이션이 빅데이
터 영역을 장악한 지는 오래되었고, 이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웨어하우
징 인스티튜트(TDWI, The Data Warehouse Institute) Best Practices Report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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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말까지 하둡 분산파일 시스템(HDFS, 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을 생산
에 도입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가 설문 대상 기업 전문가 300명 가운데 거의 60%에 달했
다.4) 또한, 세계적인 전문 IT 연구기관인 포레스터(Forrester)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빅데이
터 기술의 시장 수용성은 다른 기술시장보다 3배 더 높으며, 특히 하둡은 연간 32.9%의 성
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5)
빅데이터 기술에서는 Hadoop 이상의 기술 채택이 기대되었으나, 현실은 Hadoop이 가
장 앞서 나가는 상황이다. 기존보다 빠른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속도를 중시하는 엑사솔
(Exasol)과 멤SQL(MemSQL)과 같은 데이터베이스의 채택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Had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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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빅데이터 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바꾸어놓지는 못하고 있다.

나. 인공지능의 기저기술
빅데이터 분석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수의 기업들이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에 대
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세계적인 시장조사 전문기업인 가트너(Gartner)는 2018년도
전략적 기술동향 분석자료를 통해 ‘Intelligent, Digital, Mesh’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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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Intelligent의 하위에는 인공지능 강화 시스템(AI Foundation), 지능형 앱 & 분석
(Intelligent Apps and Analytics), 지능형 사물(Intelligent Things) 등 세 가지 트렌드를 담
아 설명하였다.
인공지능의 모델링을 위해서는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하며, 지능형 앱의 분석 역시 인공지

부 록

능 기반으로 구동된다. 이와 동시에 인공지능의 구동을 위해서는 빅데이터 시스템이 동반된
다. 지능형 사물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 처리 시스템(Legacy System)이 수

4) 출처: ‘Hadoop Survey Results Reveal Use Cases, Needs and Trends’, SAS
5) 출처: ‘Big Data, Big Growth, Big Promises’, Forrester, 2016.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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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및 처리 가능한 양과 유형을 초월하기 때문에 빅데이터 처리 기술이 요구된다. 결국 인
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라는 기저기술의 도움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6)

다. 지능형 보안
다수의 기업들이 보안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기
존의 네트워크 보호 방식은 승인되지 않은 이용자의 접근을 방지하고, 침투 행위를 방화벽
등으로 방어하는 한편, 데이터가 전송되거나 보관될 때 이를 암호화하여 보호하는 방식에
치중되었다.
그러나 빅데이터 환경에서 데이터가 시스템 내부로 전송될 때, 저장될 때, 애플리케이션
등에 보내질 때와 같이 네트워크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상태가 존재한다. 이는 단계적으
로 아래와 같이 구분될 수 있다.
[표 1-1-2] 빅데이터의 보안 구분 단계

1단계

빅데이터는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수집되며 그 형태 또한 다양하다. 이용자가 생산한 데이터는 CRM, ERM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거래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이메일 메시지나 소셜미디어
포스팅 등 ‘구조화되지 않은(Unstructured)’ 데이터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데이터가 원천(Source)으로부터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동안의 보안성을 확보해야 한다.

2단계

저장된 데이터는 암호화를 포함한 다양한 보안장치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그러나 빅데이터 환경에서는
분산된 플랫폼 환경에 연결된 각종 서버와 노드를 보호해야 하는 부담이 추가된다. 또한, 로그파일과 분석
도구도 보호의 대상이 된다.

3단계

빅데이터 분석의 결과는 해석 가능한 형태로 리포트, 대시보드, 애플리케이션 등에 보내지게 된다. 이 데이터는
빅데이터 분석에 의해 ‘가치가 추가된(Value-added)’ 정보로서, 이의 유출 및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접근
허용은 빅데이터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된다. 또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생성, 보존, 훼손방지
등도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결과물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보호 요인이 된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빅데이터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조직은 보안정보 및 이
벤트 관리(SIEM, Security Information and Event Management) 시스템을 하둡과 같은
빅데이터 플랫폼과 결합하여 운영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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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처: ‘Gartner Top 10 Strategic Technology Trends for 2018’, Gartner, 2017.10.3.
7) 출처: ‘Big Data and Cybersecurity - Making It Work in Practice’, Info Security, 20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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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이 얼마나 대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시장인지는 다음과 같은 전문
기관의 예측을 통해 가늠해볼 수 있다.
[표 1-1-3] 빅데이터에 대한 전문기관의 예측

•글로벌 사물인터넷 시장은 2016년도 $157B에서 2020년 $457B으로 성장이 기대되는데, 이는 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으로 28.5%에 달하는 수치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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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형 제조(Discrete manufacturing), 운송 및 물류(Transportation and Logistics), 공급처리시설(Utilities) 등이
IoT 비용지출을 이끌어낼 것이며, 2020년까지 각 $40B 규모가 될 것임9)
•2020년까지 IoT 기술, 애플리케이션, 솔루션에 대한 비용지출은 2020년까지 $296B에 달할 것임10)

사물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거쳐 부가적 가치를 생성하
는 정보로 재생성된다. 기존에는 웹서비스, 결제솔루션 등을 통해서만 생성되었던 빅데이터
가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의 활동을 통해 생성, 수집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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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IoT를 통해 수집되는 빅데이터의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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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처: ‘Market Pulse Report: Internet of Things(IoT)’, GrowthEnabler, 2017.4.
9) 출처: ‘Spending on Internet of Things Worldwide by Vertical in 2015 and 2020(in billion U.S. dollars.)’, Statista, 2018.
10) 출처: ‘Internet of Things Market to Reach $267 by 2020’, Forbes, 2017.1.29.

부 록

출처: ‘Intelligent systems for a more connected world’(Intel, 201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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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보호 이슈
빅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와, 그로 인해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무한
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결과물은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 이슈
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는 매우 다양한 범주에서 확인되고 있다.

가. 차별적 결과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EPIC,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는 지난 2014년
빅데이터와 프라이버시의 미래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개의견 요청에 대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예측적 분석기술 사용은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는지, 직업을 구할 수 있는지, 신용카
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등의 능력을 검증하는 데 있어 정부나 민간기업에 의해 활용될 수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적 분석기술의 활용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개인의 자유
를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부정적 효과를 낳는다.”라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였다.
범죄 피의자를 식별하여 법 집행기관에 통보하는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에서 특정 인종에
대한 통보율이 다른 인종에 대한 것보다 더 높은 편향을 나타낸 문제라든가, 특정 인종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름을 특정 검색엔진에서 검색했을 때 차별적 내용을 담은 광고가 노출이 되
는 문제 등 실질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차별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일부는 빅데이터 분석이 갖고 있는 차별적 결과의 가장 큰 문제는 “외견상 중립적으로 보
이는 로직이나 알고리즘을 통해 실질적 차별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마치 공정한 시스템
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이하 ‘EU’라 한다)은 2018년 5월에 본격
적용되는 EU 일반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이라 한다)을 통해 차별적 결과로부터 정보주체를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다. 세부
적인 규정내용은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자동화
된 의사결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람의 개입과 그러한 의사결정에 도달한 방식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 등이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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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
 처: ‘Comments of the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to The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Request for Information: Big Data and the Future of Privacy’, EPIC, 20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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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 자동화된 빅데이터 분석 활용 범위

Behavioral
Advertising

Credit Risk
Analysis

•이용자 온라인 행태 분석에 따른
맞춤형(타기팅) 광고 제공
- Cookie, Login, Fingerprinting.etc

•개인 자산 및 투자 계획 기반
- 일시불 또는 할부 구매 결정
•기업 또는 공공의 펑가
- 대출, 사회보장(복지) 결정

Insurance
Risk
Analysis

E-Recruitment

•보장 제공 여부 및 계약조건
- 개인 Risk Factor & 유사집단 비교
•보험 사기 분석

•자동화된 채용 결정
- 연봉, 부서, 고용기간, Fringe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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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규모 침해 가능성
빅데이터의 침해는 근본적으로 대규모 데이터의 침해에 따른 노출과 더 높은 2차 피해 가
능성을 의미한다. ‘양(Volume)’이라는 빅데이터의 특성에 더하여, 이를 분석하여 가공된 정
보는 ‘가치(Value)’가 부가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가치 있는 정보에 대한 침해 인
센티브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빅데이터 침해로 인한 대규모 침해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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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두 번째
는 소수 또는 1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주체에 대한 내밀한 사
생활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예: Home IoT 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가정 내에서의 활
동정보나 Connected Car 탑승 및 이동정보)가 침해되어 정보주체인 개인에게 회복할 수 없
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런 의미에서 ‘대규모 침해’는 다수의 정보주체
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또는 제한된 정보주체의 다양한 정보침해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위험은 매우 현실적이므로, 제품의 안전에 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이러
한 문제에 상당한 수준으로 개입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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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식별 위험
기존에는 익명으로 누릴 수 있던 프라이버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한다. 즉

부 록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재식별 위험이 높아지면서 침해 가능
성이 증가하는 것이다.

12) 출처: Bruce Schneier, ‘What happens when your car gets hacked?’, The New York Times, 2017.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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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실험실 환경’에서나 결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던 대량 또는 다양한 형
태(텍스트, 그림, 영상 등)의 정보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이제는 현
실화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익명화 처리된 것으로 여겨지는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통해 재식별한 사례
는 매우 다양하게 확인되고 있다. 재식별 가능성을 단적으로 지적하기 위해, 한 저명한 매체
는 ‘익명 데이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There’s no such thing as anonymous data)’
라는 제목으로 재식별 사례를 소개하고 있기도 하다.13)

제3절

사물인터넷/
스마트홈

1. 사물인터넷 / 스마트홈 기술
‘사물인터넷(IoT)’이라 함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
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14) 이는 단순히 사물 간
에 정보를 교환했던 사물통신(M2M, Machine to Machine)의 개념
을 확장하여 사물, 사람, 서비스 등 분산된 구성 요소들이 인터넷으
로 연결되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생성 및 활용하여 더욱 지능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스마트홈을 구성하는 홈 IoT 기기들은 지능화된 가전제품
이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소비자에
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한다. 제품에 장착된 센서는 집 내부의 빛, 온
도, 동작, 습도 등의 정보를 수집하며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난방,
보안, 조명 시스템 등을 거주자에게 알맞게 조정함으로써 쾌적한 환
경을 제공한다. 또한,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은 장치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모니터링 또는 제어하는 것
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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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
 처: Scott Berinato, ‘There’s No Such Thing as Anonymous Data’, Harvard Business Review, 2015.2.9.
14) 출처: 두산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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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동향
가. 글로벌 스마트홈 시장 동향
글로벌 조사기관인 Strategy Analytics(2015)에 따르면 스마트홈 시장은 2016년 298억
달러에서 연평균 24.2%씩 성장하여 2021년에는 88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전체
스마트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37%에서 2020년 55%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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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4] 스마트홈 분야의 세계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CAGR

세계시장

29,800

37,000

46,000

57,100

70,900

88,100

24.2

출처: Stategy Analytics(2015)

인터넷, 모바일 분야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구글(Google), 애플(Apple) 등 글로벌 기업
들은 스마트홈 분야를 새로운 수익 창출 가능 신사업영역으로 판단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이다. 구글 산하 네스트 랩스(Nest Labs)는 이미지 인식 기능을 탑재하고, 구글의 음성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인식 비서인 구글 어시스턴트와 연계하여 다양한 스마트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 초인종
‘네스트 헬로(Nest Hello)’를 2017년 10월에 발표하였다. 아마존도 스마트 초인종 스타트업
을 인수하여 2017년 10월 보안 카메라 ‘아마존 클라우드 캠’을 발표함과 동시에 아마존
쇼핑몰의 배달원이 주문자가 부재한 빈집의 잠금을 해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택배를 전달
할 수 있게 하는 ‘아마존 키’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나. 국내 스마트홈 시장 동향
제 4 편 해외 동향

2014년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홈 시장은 2016년 12조 4,995억 원에서
연평균 21.9%씩 성장하여 2020년 초에는 28조 1,028억 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스마
트 기기의 이용이 대중화됨에 따라 스마트 기기와 연동이 가능한 전자제품에 대한 이용 의향이
증가하고 있어 기존 일부 스마트 가전에 의존하던 스마트홈 시장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단위: 억 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CAGR

국내시장

124,995

150,304

189,122

230,540

281,028

342,573

21.9

출처: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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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5] 스마트홈 분야의 국내시장 규모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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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기술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다양한 가전에 동시에 적용되면서 시장이 빠르
게 성장하고 있으며 삼성SDS, 현대통신, 코콤, 코맥스 등 국내 주요 사업자들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가정 내 기기들을 제어·관리하는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에스원, ADT 캡스,
KT텔레캅 등 주요 시큐리티 사업자들과 이통사, 가전사들은 청소 로봇 및 디지털 가전과
휴대용 단말을 연결해 실시간으로 홈시큐리티가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했다.
2018년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스마트홈 시장 확대를 위해 LH공사 등 공공건설사와 협력하
여 1만 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규모 실증환경을 조성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스마트홈 생태
계 활성화를 위해 가전 빅데이터 플랫폼, 중소 가전 AI 기술, 첨단 복합센서, 홈로봇 등의 기
술을 확보해 중소·중견기업에 보급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IoT 가전 분야 기술 확보·보급을
위해서는 2022년까지 120억 원을 투입할 전망이고, 첨단센서(2020년까지)와 홈로봇(2022
년까지) 분야에 각각 433억 원, 27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 스마트홈 보안 이슈
2016년 10월, 글로벌 DNS 서비스 업체 다인(Dyn)이 디도스(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이하 ‘DDos’라 한다) 공격을 받아 트위터, 넷플릭스, 레딧 등 미국의 유명 인터
넷 서비스와 정부기관의 웹사이트가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 이는 미라이 봇넷에 의한 공격이
다.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카메라나 라우터 등 IoT 기기에 기본으로 설정된 초기 기본 암호
를 그대로 사용하는 취약성을 이용한 것인데, 미국에서 50만 개 이상의 대규모 좀비를 만들
어 DDoS 공격에 이용하였다.
IoT는 사이버 공간과 현실 공간의 경계에 위치하여 작동되므로 IoT 보안 위협으로 인한
피해는 매우 광범위하고 치명적이다. 기존의 사이버보안 위협이 인터넷에 연결된 PC와 스마
트폰 등 단말장치에 국한되었다면 IoT 환경에서는 도어락, IP카메라, 가스 및 수도장치, 세
탁기 등 생활영역 전반으로 확장된다. 또한, 기존의 보안 위협이 정보유출이나 금전적 피해
를 초래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자율주행차, 스마트 의료기기, 로봇, 드론 등을 직접 공격하
여 악용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정부에서는 2015년 ‘IoT 공통 보안원칙’을 배포하였고, 이후 이에 대한 상세 가이드인
‘IoT 공통 보안가이드’를 2016년 9월에 배포하였으며, 2017년 7월 홈·가전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홈·가전 분야 IoT 보안 가이드’를 발표하였다. 해당 가이드는 소프트웨어 보안, 물
리적 보안, 인증, 암호화, 데이터 보호, 플랫폼 보안의 6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IoT 제품 개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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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및 제조사들이 개발단계부터 보안을 고려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고
실제 제품 구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IoT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IoT 제품에서 처리, 전송, 저장되는 개인정보가 외부에 평문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고, 이를 위해 비식별화 조치, 보안프로토콜을 통한 암호화 통신, 저장 시 암호화
를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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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보호 이슈

2014년 9월,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제29조 작업반(WP29, Article 29 Working Party)
에서는 IoT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통제권 상실, 목적 외 이용, 이
용자 동의의 한계, 과도한 행동 패턴의 노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이를 해결하
기 위해 설계 시 보안을 고려하고, IoT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안기술을 개발해야 하며, 취약
점이 발견되거나 데이터가 유출될 경우 즉시 이용자에게 고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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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인정보보호 법률은 기존 인터넷 환경에서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높은 수준의 보안
을 요구하고 있으나, IoT와 같은 신사업 분야에서는 선제적 규제환경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큰 가치 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므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에 실익이 낮은 형식적인 규제를 낮추고, 사업자의 자발적인 보안활동을 유도하도록 하는 자
율규제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 확장 가능성이 높은 개인정보의 범위
제 4 편 해외 동향

스마트홈 환경에서 홈 IoT 기기에서는 이용자의 이름, 생년월일, 아이디(Identification),
비밀번호(Password), 핸드폰번호 등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영상정보, 음성정보, 위치정보
등의 다양한 개인정보가 처리된다. 센서로부터 수집된 각종 데이터도 이용자의 생활 패턴 정
보를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법률은 개인정보를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홈 IoT 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 중 개인정보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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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법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스마트홈 환경을 고려하여 개인
정보의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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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의방식 패러다임의 변화
현재 국내 법률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동의 원칙(사전의/개별적인 사항에 대한/명시적 동
의)은 복잡한 고지 내용 및 항목으로 인해 고지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동의절차가 형식화되
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전적인 동의 메커니즘을 홈 IoT 환경에 적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동의를 위해 제공하는 정보가 부족한 상태로 동의를 요구하거나 이용자의 의사표
시가 불분명한 동의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사업자 입장에서 최초 동의 후 추가 동의가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수탁업체 변
경, 제3자 제공자 변경, 신규 서비스 출시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목적 변경 등의 변화에 유연
하게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개별적인 동의방식이 아닌 GDPR상의 개념을 일부
차용해 개인정보 처리원칙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
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적인 변화를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다. 개인정보 비식별화의 한계
스마트홈 환경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의 비식별화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U 등에서는 공익적 필요가 인정되는 분야를 중
심으로 가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이 논의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비식별조치의 법적 근
거 부족 등을 이유로 논란만 무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비식별화를 통한 안
전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계 법령 정비에 대하여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다.

라. 이용자의 노력
의도하지 않게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제품을 설계하는 등
서비스제공자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정보주체도 스스로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노
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용자는 홈 IoT 기기를 사용하기 전에 개인정보처리방
침이나 이용약관을 꼼꼼히 살펴 서비스제공자가 어떠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지 확인하고
서비스제공자가 제시하는 안전한 이용방법을 잘 숙지해 따라야 한다. 가장 쉽게는 1234와
같이 쉽게 대입 가능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등의 간단한 실천부터 실행하는 것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비롯한 프라이버시를 보호받는 방법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26

자율주행차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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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1. 자율주행차·드론 기술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이동수단이 혁신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자
율주행차와 드론이 대표적인 예이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
던 외화인 ‘전격 Z 작전’에 나오는 ‘키트’가 꿈이 아닌 현실로 우리에
게 다가오고 있다.15) 자율주행차(Autonomous Vehicle)란 운전자
의 개입 없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주행 상황을 판단하여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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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하며 주어진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미국 국가도로교통안전국(NHTSA, Administrator of the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이하 ‘NHTSA’
라 한다)은 자율주행차의 기술단계를 0에서 4까지 5단계로 분류하
고 있다. 0단계는 100% 사람의 조작에 의한 주행, 1단계는 자율주
행기술이 조향 또는 가·감속 제어를 보조하는 수준, 2단계는 자율주
행기술이 조향과 가·감속 제어를 통합 보조하는 수준, 3단계는 조건
부 자율주행이 가능하나 돌발 상황 시 수동으로 전환하는 수준, 4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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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을 말한다.16)
한편, 무인비행장치(UAV, Unmanned Aerial Vehicle)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자율적 또는 원격조정으로 운행하는 비행장치를 의
미한다. 운행할 때 내는 소리가 수벌이 윙윙거리는 소리와 비슷하여
흔히 드론(Drone)이라고 불린다.17)
자율주행차와 드론 같은 이동수단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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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된다. 그러나 자율주행차의 경우 카메라, 센서 등을 통하여 자차
개인위치정보, 타차 개인위치정보, 보행자 정보 등을 수집하고, 드론
의 경우 장착한 고성능 카메라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의 적절한 이용과 보호의 섬세한 균형이 요구된다. 아
래에서는 자율주행차와 드론의 주요 동향을 살펴보고, 그것이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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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에 어떤 영향을 주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개관한다.

15) 출처: 이중기 외, ‘자율주행차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및 규제방식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12.
16) 출처: 강소라, ‘자율주행차 법제도 현안 및 개선 과제’, KERI Brief, 한국경제연구원, 2016.8.24.
17) 출처: 박훤일 외, ‘드론(무인비행장치) 카메라 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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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동향
가. 자율주행차18)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의 자율주행차 예측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자율주행차가 소극적인 자율주행을 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제
한된 한도에서 운전자를 대체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리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완
전 자율주행 기능을 완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33년까지는 도로 내 자동
차가 모두 완전 자율주행차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19)
[그림 1-1-5] 모건 스탠리의 자율주행차 보급 속도 예측
Phase 4 (two decades):
100% autonomous penetration,
utopian society

Phase 3 (2018 to 2022):
Complete autonomous
capabillty

Phase 2 (2015 to 2019):
Limited driver substitution

Phase 1 (new to 2016):
‘passive’ autonomous driving

출처: Autonomous Cars: Self-Driving the New Auto Industry Paradigm(Morgan Stanley, 2013.11.6.)

한편, 미국 카네기멜론대 교수 존 돌란은 이보다 보수적으로 전망한다. 자율주행차의 기술수
준이 아직은 돌발상황에 안정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고, 자율주
행차가 상용화되기에는 아직 핵심 부품 가격이 여전히 비싸기 때문이다.20) 그러나 보급 속도의
문제일 뿐 자율주행차가 자동차의 대세가 될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정부와 사회가 자율주행차가 가져올 변화를 예측하여 적절히 대응하도록 요구하고 있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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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출처: 이중기 외, ‘자율주행차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및 규제방식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12.
19) 이상 출처: Morgan Stanley, Autonomous Cars: Self-Driving the New Auto Industry Paradigm, 2013.11.6.
20) 출처: 윤신영, ‘거창한 자율주행 안녕! ‘작고 느린’ 교통으로 미래 도시 혁신 꿈꾼다’, 동아사이언스 인터넷판 기사, 2018.1.1.
21) 출
 처: Bundesminister für Verkehr und Digitale Infrastruktur, Ethische Regeln für den Automatisierten und
Vernetzten Fahrzeugverkehr, 2017.6.,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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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드론22)
드론은 1910년 군사적인 목적으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1918년 미국이 버그(Bug)라
는 드론을 처음으로 개발하였다. 그리고 1982년 이스라엘-레바논 전쟁에서 처음으로 사
용되었다. 군사용 드론은 미사일 유도, 미사일 폭격 연습 대상으로 사용되다가 정찰, 감
시, 폭격 등으로 용도가 확장되었다. 최근에는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노력이 활
발히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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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물건 배달을 위하여 사용하고, 중국 다장촹신커지(
大疆創新科技·DJI), 일본 야마하 등이 살충제와 비료 살포, 원격 농장관리를 위하여 사용하
고 있다. 앞으로는 정보통신, 재해 관측, 보도용 영상 촬영 등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하
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방위산업 전문 컨설팅 업체 틸그룹(Teal Group)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드론 시장
은 2015년 39.9억 달러(약 4조 8,000억 원)에서 2024년 146.9억 달러(약 17조 7,000억 원)
로 매우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위: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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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6] 틸그룹의 세계 드론 시장 규모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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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아름, ‘드론 시장 및 산업 동향’(융합 Weekly Tip 제53호, 20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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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출처: 이아름, ‘드론 시장 및 산업 동향’, 융합 Weekly Tip 제53호, 20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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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보호 이슈
가. 자율주행차23)
자율주행차는 인지→판단→제어의 3단계를 거쳐 작동하는데, 인지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를 수집하고 인지된 정보를 해석하여 주행상황을 판단·결정하면서 개인정보 가공 등의 행위
를 한다. 이렇게 처리되는 개인정보에는 자차 개인위치정보, 타차 개인위치정보, 보행자 정
보, 자동차를 운행한 시각, 그 시각 중 사용자가 스스로 운전을 하여 운행을 한 시각, 속도, 사
용자의 운전습관, 운행자 건강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 EU,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자율주행차가 개인정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
향에 주목하고 이에 대비하여 가이드라인 등의 연성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독일 연방교통
디지털인프라부와 일본 총무성의 관련 가이드라인, 미국 자동차 제조사 연합의 소비자 프라
이버시 보호 원칙 등이 그것이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공중운행규정 개정을 준비 중
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는 지난 2017년 이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율주행차가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지만, 법적
처리의 의미성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자차 개인위치정보, 타차 개인위치정보, 보행자 정보,
자동차를 운행한 시각, 그 시각 중 사용자가 스스로 운전을 하여 운행을 한 시각, 속도와 같이
자율주행차의 운행에 필수적인 정보와 사용자의 운전습관, 사용자 건강정보 등과 같이 자율
주행차의 운행에 필수적이지 않은 개인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자차 개인정보는 사용
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처리하면 되므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만으로도 문제가 없으나, 타
차 개인정보는 동의 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 개정을
통해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보행자 정보도 동의 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를 처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 개정을 통해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사용자의 운전습관, 사용자 건
강정보 등과 같이 자율주행차의 운행에 필수적이지 않은 개인정보는 사용자의 동의를 기반
으로 처리하면 되므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처리가 가능하다.
한편, 자율주행차의 개인정보 처리에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표 1-1-6]과 같
은 내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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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출처: 이중기 외, ‘자율주행차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및 규제방식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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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6] 자율주행차 개인정보 처리 시 안전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권고사항
권고 사항

1

•Privacy by Design: 제조사, 지능형 교통시스템 관리자, 자율주행차 관련 서비스제공자(이하 ‘제조사 등’이라고
한다)가 자율주행차와 그 운영을 위한 시설의 설계 단계부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
•Privacy by Default: 제조사 등이 자율주행차와 그 운영을 위한 시설을 구현하는 데 정보주체가 별도의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기본 설정을 하는 것

2

제조사 등이 타차의 정보와 보행자 정보를 수집하면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익명처리하는 것

3

제조사, 지능형 교통시스템 관리자, 자율주행차 관련 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누리집에 공개하는 것(Privacy Dashboard)

4

자율주행차가 처리한 개인정보를 불가피한 사고 상황에서 대처하기 위한 판단자료로 삼지 않도록 하는 것

5

자율주행차의 제조사로 구성된 단체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부합하는지 등에 관하여 인증하는 것

6

제조사, 지능형 교통시스템 관리자, 자율주행차 관련 서비스제공자가 자율주행차의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한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영향평가를 하는 것

7

제조사, 지능형 교통시스템 관리자, 자율주행차 관련 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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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결론적으로 자율주행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개인정보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
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등 일체의 처리는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따라 대부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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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장치(이른바 블랙박스)의 의무 장착과 성실 유지 의무 부과, 자율주행차의 안전운
행에 필수적인 정보 중 타차 개인정보와 보행자 개인정보의 처리근거 마련, 자율주행차에서
정보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적 침해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제조사 등의 대
응 조치 등은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을 통하여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그 밖의 권
고 사항은 법률 개정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 제4항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보호위
원회가 자동차 제조사들의 자율로 ‘(가칭)자율주행차 개인정보 가이드라인’과 같은 연성법을
제정하고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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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드론24)
드론은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고 지상에서 조정을 하여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따라서 기
존의 영상 촬영에 비하여 경제적이며, 과거에는 촬영하기 어려웠던 곳도 촬영할 수 있게 되

부 록

고 은밀한 촬영으로 촬영당하는 사람이 모를 가능성도 높아졌다. 그리고 소음을 내지 않는
기술을 기반으로 매우 미세한 소리도 녹음이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드론은 개인정

24) 출처: 박훤일 외, ‘드론(무인비행장치) 카메라 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6.10., 자세한
내용은 이 보고서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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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관점에서 ① 지상에서 보기 어려워 개인정보 처리유형을 알 수 없다, ② 탑재한 개인정
보처리기기를 확인하기 어렵다, ③ 수집하는 주체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을 알 수 없다는 문
제가 있다.25) 따라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EU,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드론이 개인정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주목하고 이에 대비하여 가이드라인 등의 연성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미국 통신정보관리청
(NTIA)의 드론에 관한 자발적 모범 기준과 법무부의 가이드라인, EU의 드론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프라이버시·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대한 의견서, 캐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인 연방프라
이버시커미셔너(OPC, 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 of Canada)의 보고서, 일본 총
무성의 드론의 촬영영상 등의 인터넷에서의 취급에 관한 지침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드론을 규율하는 항공법은 2016년 3월 개정을 통해 드론을 사용하여 개인
정보와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
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다(제23조의
4).26) 그러나 그것은 드론의 이용에 있어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준수가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선언에 불과할 뿐 실체적인 내용이 없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16년 이에 대
한 용역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드론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
지만, 법 제2조 제7호에서 정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 드론 카메라가 포함되지 않으므
로 법의 흠결이 존재한다. 다만 드론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
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드론 카메라의 역기능을 방지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드론 카메라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
다. 이 가이드라인은 드론을 제조하는 제조업자, 조종하는 조종자, 드론 카메라로 촬영된 영
상을 관리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드론 카메라의 사
용 원칙, 영상정보 수집과 처리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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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출처: EU Article 29 Data Production Working Party, Opinion 01/2015 on Privacy and Data Protection Issues Relating to
the Utilisation of Drones, 2015.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년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2017.8.
26) 제
 23조의4(무인비행장치 사용자의 개인정보 등의 보호 의무)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위치정보”라 한다)를 수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 후 이 조항은 「항공법」에서 분법이 된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4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항공안전법」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④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이하 "개인위치정보"라 한다) 등 개인의 공적·사적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경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식,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핀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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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1. 핀테크 기술
Financial과 Technology의 합성어인 핀테크(Fintech)의 발전은
ICT 회사들이 금융업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핀
테크 기업은 은행업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보험, 카드, 증권 등)에서
도 새로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또한, IoT의 발전과 더불어 핀테크
분야의 영업채널이 모바일, 스마트 가전, 자동차로 확대되면서 핀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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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산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간편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
절감을 통한 추가수익도 보장하고 있다.
전통적인 결제/송금 절차에서는 스마트폰을 통한 계좌이체 시에
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로그인), 계좌 비밀번호 입력, 일회용
비밀번호(OTP, One Time Password, 이하 ‘OTP’라 한다) 입력(또
는 보안카드 입력과 ARS 인증),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거래승
인) 등 거래 완료를 위해 계속 반복하여 입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핀
테크 결제는 처음 한 번 등록할 때 본인인증을 거친 후, 다음 사용부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터는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하다. 이처럼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핀테크 산업은 금융업 발전의 새로운 동기부여가 필요한 이 시
점에 큰 자극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주요 동향
제 4 편 해외 동향

가. 핀테크 지원을 위한 인증기술 개발
스웨덴 비헤이비오섹(BehavioSec)은 미국 국방성 산하 고등연구
계획국(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부 록

이하 ‘DARPA’라 한다)의 재정지원으로 북유럽과 영국, 미국 등에
서 행위기반 인증기술에 대한 파일럿을 수행하였다(2014, Wired).
비헤이비오섹은 행위기반의 키 스트로크(Key Stroke) 인증을 위
해서 키누름시간(Press), 키옮김시간(Flight), 연속키 입력시간(Se33

quence)의 3가지 행위를 분석한다. 즉 키를 누르는 시간(Press), 키와 키 사이 시간간격
(Flight), 연속되는 키의 총 입력시간(Sequence)에 대한 개인적인 습관과 특징을 바탕으로
개인을 인증한다.
덴마크 단스케(Danske)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Automatic Teller’s Machine,
이하 ‘ATM’이라 한다)에서는 터치스크린에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누르는 압력, 순서, 리듬,
손가락 위치 등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97%의 정확도를 얻었다. 이러한 행위기반 인증은 핀
테크의 기술적용에 걸림돌이 되는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방안의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
국내 KTB 솔루션사가 개발한 행동기반 서명인증은 서명 이미지 저장·비교 방식이 아닌,
서명을 할 때의 동적 행동정보를 분석한다. 서명 방향, 순서, 획간 가속도, 소요 시간, 서명 입
력 속도, 서명 시 누르는 손가락의 압력과 특징, 시작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위치좌표와 패턴
등을 점수화하고 자동으로 분석하고 비교한다.
스마트 사인은 엑티브엑스(ActiveX) 기반의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을 대체할 목적으로 개
발되었고, 동시에 서명 이미지 비교뿐만 아니라 본인인증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동기
반의 서명인증을 활용하였다.
2010년, ActiveX 기반의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을 대체하는 전자통신연구원(ETRI,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이하 ‘ETRI’라 한다)의 스마
트사인(SmartSign)이 개발되었다. 브라우저별 플러그인(Plug-in) 대신 스마트폰의 모든 플
랫폼(아이폰, 안드로이드폰)에서 웹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해 전자서명 기능을 불러오고, 공
인인증서에 전자서명을 한다. 전자서명 비밀키를 안전한 유심(USIM,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내에 저장하고, 전자서명을 생성한다.
2011년 케이사인은 ETRI의 ‘스마트사인’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폰 인증 ‘위즈사인(Wizsign)’을 개발하였고 크리젠솔루션사의 스마트사인은 펜, 종이 그리고 팩스 없이 (가)계약서
작성, 서명 및 전송, 스마트사인(SmartSign) 앱을 통한 계약사항 확인 및 자필 서명까지 스
마트폰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핀테크의 간편인증 수단으로 생체인증의 활용도 증가하고 있다. 은행권에는 2015년 12월
부터, 보험, 증권, 카드를 포함한 제 2금융권은 2016년 2월부터 비대면 실명 확인과 생체정
보 기반 본인인증을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이 허용되었다.
이에, 한국정보인증은 2016년 8월 삼성 갤럭시 노트 7에 홍채인식 기반 공인인증서를 적
34

용하였다. 홍채인식 솔루션 ‘삼성패스’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Korea Internet &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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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ity Agency, 이하 ‘KISA’라 한다)의 ‘바이오정보 연계 스마트폰 환경에서의 공인인증서
안전이용 구현 가이드’를 통해 실용화되었다. 공인인증서는 삼성전자의 모바일 보안 영역
인 ‘삼성 녹스(KNOX)’에 저장된다. 홍채정보도 FIDO(First IDentity Online)에 기반하여
ARM(소프트뱅크가 $3B에 인수)의 트러스트 존(Trust Zone)에 저장되고, 이용기관의 서버
에는 인증 결과값만 전달되는 방식이다.

나. 생체인증과 FIDO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2013년 2월에 설립된 FIDO Alliance(fidoalliance.org)는 생체인증의 표준화를 위한 단
체로, 29개 이사회 회원사를 갖고 있고, 그중 한국기업은 3개(삼성과 크루셜텍, BC카드)
이다. 그 외 국내 다수 회사들이 51개 회사로 구성된 후원사(Sponsor Level)에 속해 있다.
FIDO 홈페이지의 Specification 서브 메뉴에 들어가면, FIDO 관련 표준 스펙들을 찾아볼
수 있다.
FIDO 인증은 서버 프로그램을 변경하지 않고도 적용할 수 있고, 다양한 생체인증수단의
적용이 가능하며 Local 인증과 Server 인증을 분리한 범용 생체인증 프로토콜이다. FID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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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을 채택한 솔루션은 미국 Nok Nok Labs(Paypal, Alipay), Yubico(FIDO 인증용 동글),
국내 라온시큐어, 크루셜텍, ETRI, 삼성SDS(한국정보인증과 삼성 페이)가 있다.
FIDO에는 유니버셜인증프레임워크(UAF, Universal Authentication Framework)와 이
중인증(U2F, Universal Second Factor)의 두 가지 인증방식이 있다. UAF는 지문, 음성, 얼
굴인식 등 사용자 고유의 생체정보를 통해 인증한다. U2F는 패스워드 인증 후, 1회용 보안키
를 저장한 Dongle을 USB 포트에 꽂아 Authenticator를 통해 인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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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융규제와 핀테크
최소자본금 규제와 금산분리는 소규모 신기술 기업인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장애
가 되고 있다. 최소자본금 규제로 미국, 영국은 월 자금거래량 30억 미만의 회사는 자본금

부 록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금융업종별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전자
화폐 발행업(50억 원), 전자자금이체(30억 원), 결제대금예치업(10억 원), 인터넷전문은행
(1,000억 원)에 최소자본금 규정을 두어 진입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금산분리 정책으로 금융회사의 은행지분 10% 이상 금지, 非금융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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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분 4% 이상 금지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미국(25%), 이탈리아(15%)는 우리나라보다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은 지분 상한은 없고, 각각 10%와 20%를 초과하
는 지분에 사전승인을 받는 자본금 사전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소액외화이체 분야의 핀테크 기업 활성화를 위해, 2016년 3월 15일 「외국환
거래법」 8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3조와 「외국환거래규정」 2조, 22조의2를 개정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에게 외환이체업을 허용하였다. ‘소액외화이체업’의 도입으로 보험
사, 증권사, 핀테크 업체, 외국계 기업도 외환이체 업무를 수행한다. 1인당 건별 3,000달러,
연간 20K 달러 이내 외화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이체수수료(2,000달러 송금 시 5~6
만 원)를 10달러 이하로 절감할 수 있다.
1998년 크로스보더(Cross-Border) 전문 결제 회사로 설립된 페이게이트는 외국환업무
(「외국환거래규정」 제2-22조의2 ①항 1호 및 2호) 취급기관으로 등록하였다. 페이게이트는
트랜스퍼와이즈와 제휴를 맺고 해외에서 한국으로 돈을 보내는 ‘해외발(發) 송금(Inbound)’
서비스를 출시했다. 기존 은행들은 고시 환율에 수수료를 얹은 환율을 적용하여 전신료(돈을
보내는 비용), 중계은행과 현지은행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1,000달러를 국내 송금
하면 50달러 정도의 수수료가 드는 반면, 트랜스퍼와이즈는 외환시장의 고시 공식 환율을 적
용하고 전신료를 없애서 수수료가 1.5%대에 불과하다. 1,000달러 송금비용이 약 1만 6,000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페이게이트는 외환이체업자가 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제8조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
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환거래업 등록을 하여 전자상거래 등 재화와 용역의 거래 영
역에서 발생하는 글로벌 송수금에 대한 허가를 받는다.

3. 개인정보보호 이슈
간편해진 금융으로 인한 핀테크 보안 이슈는 IoT의 확대로 인해 더욱 복잡해지면서, 모든
인터넷기기에 대해 PC 수준의 보안이 요구된다. 간편함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부정결제와 사기결제 빈도가 높아질 수 있다. 페이팔(PayPal)의 부정사용률이 국내카드사
대비 300배 높다27)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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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출처: ‘[MTN현장+]초기 스카이폰 분리형 카메라가 핀테크? 핀테크와 그 적들 #2’, 머니투데이방송, 2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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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마존(Amazon) ‘원클릭(1-Click)’은 신용카드 정보 등록 후, 결제 시에는 본인인증
이나 신원확인 없이 한 번의 클릭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주문자 실수를 방지하기 위
해 30분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게 했다. 페이게이트의 국내 간편결제 ‘오픈페이’도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은 카드 이미지에서 카드정보를 인식하고 저장한 후, 문자 메시지를 통해 6자리
인증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다. 한 번 찍은 카드에 ‘신용카드 자동완성’ 기능을 사용 시, 신용
카드 번호,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그리고 애플의 키체인(애플 iOS 이용자의 사이트
별 계정과 비밀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을 저장)에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한다. 그런데 이 서비
스는 2013년 인터넷 서점 알라딘이 도입했지만, 국내 카드사가 지원을 끊으면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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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금융보안이다. 간편성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핀테크는
그 특성상 간편한 인증으로 인해 금융사고에는 취약해지는 단점을 수반한다. 핀테크를 활용
한 신뢰 기반 거래의 확산을 위해서는 간편한 동시에 안전한 핀테크 보안기술이 더욱 중요
한 역할을 한다.
핀테크 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뱅크월렛카카오에서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
우, 카카오는 플랫폼만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거래를 실제로 수행하는 금융결제원 및
금융회사가 책임을 진다. 그리고 금융결제원 및 금융사는 전자금융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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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사고 발생 시, 고객의 과실이 드러나거나 과실이 없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면, 고객이 50% 이상 상당부분을 책임져야 한다. 미국의 경우, 사고 영업 2일 이내
통지 시 50달러, 영업 60일 이내 최대 500달러, 60일 초과 시 전액을 책임지고, 호주는 사고
통지 시 150달러 책임, 미통지 시 또는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전액을 책임지며, EU
는 13개월 이내에는 금융회사가 전액을 책임지도록 되어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금융사의
경우, 금융사고 예방에 금융사의 과실이 없음을 보이면 사고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
에 사고예방에 대한 노력에 소홀함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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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에서는 공인인증서에 의한 인증과 비밀번호, 거래비밀번호 입
력과 같은 기본적인 본인인증 수단 이외에 다양한 추가인증수단을 제공한다. 그런가 하면 추
가인증으로 인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를 위해 고객이 거래에 자주 사용하는 기기 이외의 다
른 기기에서 금융거래를 시도하는지를 확인하여 거래를 차단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ARS 인증에 대한 신종사기가 급증하면서 ARS 추가인증과 같이 신종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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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를 위한 인증방법이 보강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핀테크는 간편함을 제공하지만, 그에 비례하여 개인정보 탈취
의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핀테크 서비스를 개발하는 시점부터 개인정보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반드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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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스마트 의료/
헬스케어

1. 스마트 의료기술
스마트 의료기술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
간의 실수를 예방하고 진료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키
는 것이다. 스마트 의료기술은 생체신호 센싱기술과 처리기술을 통
해 병원뿐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
공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스마트
의료 분야에서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정
밀의료가 대두되면서 새로운 헬스케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
작되었다.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는 개인의 진료정보, 유전정보, 생
활습관 정보를 통합 분석하여 개인을 분류하고 이를 활용하여 최적
화된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치료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낮추어 개
인맞춤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다.28) 그동안 많은 국가에서 막대한 의
료비를 지출했지만 기존의 치료법이 일부 환자에게만 효과를 보였
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다. 선
진국에서는 의료비 증가와 고령화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밀
의료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밀의료의 개념은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HGP, Human Genome Project) 완성 후
인 2006년 당시 상원의원 자격으로 Genomics and Personalized
Medicine Act를 발의하였다. 이후 2015년 연두교서(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 정밀의료계획(PMI,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을 발표하였으며 유전체 연구의 확대와 가속, 질병 진단의 정
확도 향상, 의약품의 안전성 제고, 새로운 치료법 발견 등을 추진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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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출처: 문세영 외, ‘정밀의료의 성공전략’,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2. 주요 동향
가. 정밀의료
정밀의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코호트(Cohort)를 구축하고 분석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투자와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 보건복지부(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는 정밀의료 연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전역에서 백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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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발적인 코호트를 구축하도록 하였다.29) 미국 국립보건원(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이하 ‘NIH’라 한다) 소속기관인 국립암연구소(NCI, National Cancer Institute)
는 암 유전체를 발굴하여 유전체 변이와 관련된 치료법을 개발하는 종양유전체학(Cancer
Genomics) 연구를 추진한다. 미 식품의약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정
밀의료 실현 관련 규제체계 지원을 위한 전문성 함양 역할을 담당하고 개인정보보호 기반
의 오픈소스 정밀의료 플랫폼인 ‘PrecisionFDA’ 구축을 수행한다. 한편,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ONCHIT(The Office of the National Coordinator for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는 협력 연구를 위한 상호통용 표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등의 연구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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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한다. 결국 PMI의 일차적인 목표는 대규모 코호트 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질병과의 상관관
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초기에는 종양유전체학에서 시작하지만 향후 이를 확장하여 보다 나
은 예방과 치료 방법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대규모 코호트를 구축하여 유전체 정보와 임상 정보를 연계
할 계획을 마련했거나 이미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10만 게놈 프로젝트(100,000 Genome
Project)를 통해 7만 5,000명의 유전체를 분석하여 암과 희귀질환 발생에 관여하는 유전체
정보를 밝히는 중이다. 중국 역시 정밀의료 분야에 15년간 600억 위안(약 10.7조 원)을 투자
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프랑스는 정밀의료프랑스 2025(Genomic Medicine France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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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표하며 2020년까지 12개 유전체 해독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을 밝혔고 이를
위하여 초기 5년간 민간 예산을 포함하여 6.7억 유로를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2006년부
터 28개 지역 거점 기관을 지정하고 폐암,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표적 항암제 적합성 판단
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무료로 제공한 바 있다. 일본은 의료 분야 연구개발추진계획의 9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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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연구지원 분야에 맞춤 및 게놈의료를 포함하고, ‘게놈의료실현추진협의회(2015년 7월)’
를 구성함으로써 게놈의료 실용화를 결정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세 개 바이오탱크에 축적되

29) 출처: 박성해, ‘대규모 인구집단 유전체정보 기반 정밀의료 핵심인프라 구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5.

39

어 있는 유전자 정보를 취합하여 연구에 활용하고 2016년 1월부터 기존 치료방법의 효과가
미미한 암환자를 대상으로 게놈진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국내에서는 정밀의료 구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정밀의료사업단을 구성하였으며 2017
년부터 5년간 국비 631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30)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암
정밀 진단·치료법 개발사업단으로, 고려대학교 의료원이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개발사
업단으로 선정되었다. 정밀의료 사업단은 난치암환자 유전변이에 맞춘 표적치료제를 개발
하고, 환자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개발을
수행한다. 데이터는 용량이 제한된 병원 내부 서버 대신 클라우드에 병원정보시스템을 구축
하여 여러 기관이 동시에 데이터 접근이 가능하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암 정밀 진단·치료법
개발사업단’은 난치암 환자 1만 명의 유전정보를 분석하여, 그중 표적치료제 적용이 가능한
약 2,000명에게 개인맞춤 치료를 적용하고, 세 건의 표적치료제 개발을 추진한다고 발표하
였다. 아직은 각국에서 막대한 투자를 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단계여서 뚜렷한 결과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몇 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나. 인공지능과 정밀의료
인공지능 기술은 전문가의 지식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규칙으로 개발하는 ‘전문가 시
스템’과 대용량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패턴을 발견하는 ‘기계학습’으로 구분된다. 기
계학습에는 베이지안 추론, 인공신경망, 의사결정나무 등 다양한 기법이 개발되어왔지만 기
술적 한계로 실용화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 이르러 딥러닝(Deep Learning)이라
는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되면서 획기적인 성능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학습하여 컴퓨터 스스로 규칙을 생성해내는 기법들이 발
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의료 분야에서도 딥러닝 기술을 포함한 인공
지능 기술이 적용되어 의료영상 판독, 신약 개발 효율성 제고, 병원경영 개선 등 다양한 보건
의료 분야에서 의료의 질과 서비스 향상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밀의료의 구현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은 필수적이다.31) 정밀의료는 유전정보, 생활습관
등 다양한 개인의 건강정보를 토대로 최적화된 진단 및 치료를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데, 이때 광범위한 데이터로부터 맞춤형 치료 알고리즘 개발에 적용되는 기술이 바로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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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출처: ‘개인맞춤의료 실현을 향한 「정밀의료 사업단」 출범’, 보건복지부, 2017.9.4.
31) 출
 처: The Rol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Precision Medicine, Bertalan Mesko, Expert Review of Precision
Medicine and Drug Developmen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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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이다. 광범위하게 코호트로 수집된 대용량 데이터는 수퍼 컴퓨터에서 딥러닝 기술을 이
용하여 분석될 것이다. 딥러닝 기술은 기존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비하여 월등한 성능을
보이고 있으며 그동안 영상판독, 피부과, 심장내과, 종양내과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었다.
최근에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단독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의료진과 협업을 하는 것이 더 좋
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일례로 국제생체영상심포지엄(International Symposium
on Biomedical Imaging)에서 주관한 경진대회에서 유방암의 병리 이미지에서 전이암 노드를
찾아내는 데에 컴퓨터 알고리즘이 92.5%의 정확도를 보인 반면, 병리의사와 딥러닝 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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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을 결합하였을 때에는 99.5%의 정확도를 보인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32)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기존에 개인건강자료(Personal Health Record) 플랫폼을 주도하
던 기업들은 플랫폼과 인공지능을 결합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애플(Apple)은 2014년
6월부터 자사의 아이폰에 ‘헬스키트(HealthKit)’라는 개인건강정보(PHI, Personal Health
Information) 플랫폼을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으며, 다양한 건강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통
해 의료기관의 전자건강기록(EHR, Electronic health record) 시스템과의 연동 및 의료서
비스와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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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역시 같은 시기에 ‘구글핏(Google Fit)’이라는 헬스케어 플랫폼을 선보였다. 또한,
MIT와 하버드가 공동으로 설립한 생의학 및 게놈 연구센터인 브로드 연구소(Broad Institute)와 제휴를 맺고, 대규모의 게놈 정보를 다루기 위해 저장, 처리, 탐색, 공유할 수 있는 기
술적 기반인 구글 제노믹스(Google Genomics)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IBM 역시 자
사의 인공지능 플랫폼인 Watson을 이용한 ‘Watson Health’를 출시하고, 왓슨 고유의 인지
컴퓨팅 기술, 데이터 분석기술 등을 이용한 개인 맞춤형 치료방법을 제시하고 있다.33)
국내 길병원에 최초로 도입되면서 유명해진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
는 메모리얼 슬로언 케터링(Memorial Sloan Kettering) 암센터 암 전문의의 지식과 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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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가이드라인, 우수사례, 의학학술지 및 교과서의 정보를 학습하였다. 대상 환자의 의료 기
록 자료를 입력하면 정보를 추론하고, 의료 근거를 평가하여 근거에 기반한 ‘가능한 치료 방
법’을 신뢰도가 높은 순으로 표시해준다. 암 전문의는 알고리즘과 자신의 전문지식을 활용
하여 가장 적절한 치료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부산대학교병원은 왓슨 포 온콜로지뿐 아니

32) 출처: D. Wang, A. Khosla, R. Gargeya, H. Irshad, and A. H. Beck, ‘Deep Learning for Identifying Metastatic
Breast Cancer’, arXiv preprint arXiv:1606.05718, 2016.
33) 출처: IBM 홈페이지(www.IBM.com)

부 록

라 ‘왓슨 포 지노믹스(Watson for Genomics)’까지 도입하였다. 이는 방대한 분량의 암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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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및 데이터를 환자의 유전체에 특정된 정보와 함께 평가해서 환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의료현장에서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사례는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3. 개인정보보호 이슈
질환과 관련된 다양한 환경적, 유전적, 생활습관 인자를 분석하여 진단 및 치료방법의 적
용에 의미 있는 결과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임상정보, 유전정보와 생활습관 정
보가 필요하다. 단일 기관이 생산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은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PMI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공유가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NIH가 PMI
Coordinating Center의 역할을 하고, 분산돼 있는 코호트 그룹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의료 분야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공유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
다. 지금까지 많은 임상 코호트들이 만들어졌지만 이를 의미 있게 활용한 예는 많지 않았다.
해외사례에서도 유전체 코호트에 임상정보가 포함되지 않거나 지역 코호트에 질병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수집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데이터 공유를 통한 성공적
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생산하고 가공하는 주체들과 적절한 데이터 표
준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데이터 공유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도 이를 저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병원에는 수많은 의료정보가 있지만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의료정보의 공유 및 활용
에 대하여 명확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보안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보
호 전략을 수립하는 등 데이터 공유 프레임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의 정밀의료는 백악관에서
발표한 PMI 정보보안 정책 보고서(Precision Medicine Initiative: Data Security Policy
Principles and Framework)34)에서 PMI 시스템과 데이터 관리 면에서 참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참여자의 데이터가 유출되지 않을 것이
라는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하며, 보안과 개인정보보호를 최상위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의 정밀의료사업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미국의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적절한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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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출
 처: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 Data Security Policy and Principles and Framework, The White Hous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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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1. 인공지능 기술
인공지능(AI)은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계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컴퓨터 공학 및
정보기술의 한 분야로서,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06년 이후 심층신경망을 학습시키는 딥
러닝 기술이 개발되면서 컴퓨터는 복잡한 패턴의 데이터를 학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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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규모 연산을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는 범용
그래픽연산장치(GPGPU, General Purpose Graphic Processing
Unit) 및 클라우드 컴퓨팅이 등장하고, 인터넷과 모바일 등에서 생
성되는 대규모 데이터가 확보됨에 따라 인공지능의 성능 및 활용분
야는 급속도로 증대되고 있다.
사물인터넷 보급 확대로 인한 데이터의 폭발적 증가와 이러한 데
이터를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등의 기술 발전으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데이터를 통한 다양한 가치가 창출되고 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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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데이터경제 시대에 대비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
록 보다 안전한 법·제도적 장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의 유용
한 활용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규제기관은 데이터 활용과 개
인정보보호 사이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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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활용분야는 다양하다. 데이터가 존재하고 이를 분석,
인식하여 판단을 내리는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의료 분야에서
는 수많은 의료기록 및 문헌의 학습을 통해 뇌종양 등 질병에 대한
의료 진단과 치료법을 제시하는 데 적용되고 있다.

부 록

35) 출처: ‘개인정보보호 7대 이슈 전망’,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201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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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공지능으로 개인습관·유전체 정보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개인별 맞춤 의료서비스
를 제공하는 기술이 나올 전망이다.
법률 분야에서는 방대한 법률 및 판례 분석을 통한 법률 자문 및 승소 가능성 예측에 적용
되고 있으며, 교통 분야에서는 카메라로 도로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하여 자동차가 스스로 운
전하는 자율주행 분야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금융 분야에서는 국내·외 금융회사는 자사의 연구팀뿐만 아니라 머신러닝 분야의 전문 기
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점차 범위를 확장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금융서비
스로 로보어드바이저, 시장분석, 금융보안, 신용평가 등이 있다.36)
한편, 인공지능은 설계 및 개발, 제조와 유통 및 물류 등 생산 전반의 과정에 자동화 솔루
션을 결합하여 생산성과 품질,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지능형 생산 공장인 스마트 팩토리
(Smart Factory)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17년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사람의 음성을 인식하는 AI 스피커가 주목받은 해라고 할 수
있다. AI 스피커는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의 한 형태로서 머신러닝, 음성인식, 문장분석, 상황
인지 등의 기술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음성언어를 이해하고 지시사항을 수행하는 기기이다.
현재 글로벌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업체들뿐만 아니라 국
내업체들도 인공지능 비서 개발과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표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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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소프트는 2014년 개인비서 서비스인 코타나(Cortana)를 출시한 이래, 2016년
링크드인(Linked in) 인수를 통해 코타나의 비서 업무 성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아마존
은 스마트홈 스피커 ‘에코’(Echo) 출시에 이어 ‘에코 닷’(Echo Dot), ‘아마존 탭’(Amazon
Tap) 등을 선보이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음성비서 기능인 ‘알렉사’(Alexa)를 내장한 에코
는 음성인식을 통해 음악, 뉴스, 날씨 정보 등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음성으로 아마존에서
물건을 주문할 수 있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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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출
 처: ‘국내·외 금융권 머신러닝 도입 현황’, 금융보안원, 2017.7.13.
37) 출
 처: ‘AI 스피커, 2018년 연초 시장 열기 후끈’, 보안뉴스, 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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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7] 국내외 주요기업들의 인공지능 비서 현황
업체

AI 플랫폼
(출시 연도)

애플

시리
(2011년)

자사 운영체제에서 이용, 문맥파악과 대화 가능, 아이폰 등에 탑재,
향후 스마트홈 솔루션에 탑재 예상

아마존

알렉사
(2014년)

자연어 처리, 빠른 반응 속도, 클라우드 기반,
스피커 외 다양한 스마트홈 디바이스에 탑재

구글

구글어시스턴트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

코타나
(2014년)

MS 운영체제와 기기에서 이용 가능, 각종 스마트 기기 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SKT

누구
(2016년)

AI 스피커 ‘누구’에 탑재

KT

기가지니
(2017년)

AI 스피커 ‘기가지니’에 탑재

삼성

빅스비
(2017년)

갤럭시 S8, S9에 탑재, 자사 가전제품과 연동해 스마트홈 기능 제공 계획

네이버

클로바
(2017년)

AI 스피커 ‘프렌즈’에 탑재

특징

자사 검색엔진과 연동, 모바일 메신저, 스마트폰, 스피커, 자동차 등으로 탑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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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쏟아지는 AI서비스 내게 맞는 똑똑한 비서는?’(파이낸셜 뉴스, 20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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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2016년 SK텔레콤이 한국어를 알아듣는 인공지능 스피커인 ‘누구’를 출시했
다. ‘누구’는 스스로 성장하는 성장형 인공지능 서비스이다. 삼성전자는 애플 시리 개발자들
이 설립한 미국 스타트업 비브랩스(VIV Labs)를 인수하여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
고 있다. 네이버는 2017년 AI 스피커 프렌즈를 선보였다. 음성 또는 버튼으로 편리하게 블
루투스에 연결할 수 있고 홈스피커, 카 오디오와 연결해 음악을 들을 수 있다. 다음 카카오도
2017년 ‘카카오미니’를 선보였다. 음성으로 간편하게 카톡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며, 향후
에는 택시 호출, 음식 주문부터 금융, 키즈, 스마트홈 영역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제 4 편 해외 동향

3. 개인정보보호 이슈

부 록

인공지능 기술은 데이터를 학습하여 패턴을 추출하고 데이터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여러 가지 개인정보보호 이슈
가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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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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 패턴 등 동적인 개인정보가 수집되어야 하며 정밀의료를 위해서는 DNA 정보도 필요
하다.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에서의 개인정보의 보호는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같지
만 인공지능 시스템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경로로 개인정보가 수집 또는 유출될 수도 있어 더
욱 깊은 고려가 필요하다.
기존 비식별화 기술(가명처리, 데이터 삭제, 데이터 마스킹 등)을 이용하여 변환된 외부 유
통용 데이터는 AI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이 불가능하고 단순 통계분석 수준에서는 활용이 가
능하다. 따라서 기존 비식별화 방식과는 다른 AI 학습용 데이터를 만드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기술 중 하나인 차등 프라이버시는 AI 학습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면
서도 식별 데이터인 개인정보 노출을 어렵게 만드는 기술이다. 애플은 차등 프라이버시 기
술이 적용된 AI 기술을 iOS 10 버전에 포함한 바 있으나, 관련 기술의 국내 연구·개발은 아
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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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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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여 비식별화된 개인의 신원을 유추, 추론하거나 공개된 정보
를 바탕으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추론하여 알아내는 것도 가능하다. 2명의 MIT 대학생들
이 기계학습기법을 이용해 페이스북의 친구정보를 분석하여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인지 밝
혀내기도 했다.39)
앞에서 언급한 동향을 볼 때, AI 스피커는 일상생활에 곧 보편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AI
스피커 주목과 함께 ‘개인 보안’ 우려도 일고 있다. AI 스피커의 개인 보안상의 문제점은
개인의 음성정보가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악성코드 감염은 AI 스피커의 개인 보안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악성코드로 감염시켜서 AI
스피커에 들리는 내용을 해커 서버로 송신하게 할 수 있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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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출처: ‘Model Inversion Attacks that Exploit Confidence Information and Basic Countermeasures’, 카네기멜론대학, 2015.
39) 출처: ‘Gaydar’ Project at MIT Attempts to Predict Sexuality Based on Facebook Profiles, DALIY NEWS, 2009.9.22.
40) 출처: ‘AI 스피커, 2018년 연초 시장 열기 후끈’, 보안뉴스, 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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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스피커 형태인 인공지능 비서를 통해 집 안에 머물고 있는 사용자에 대한 녹음이 가능
한데, 이때 사용자의 의도와 달리, 민감한 프라이버시 정보가 서비스제공자에 의해 수집될
수도 있고, 해킹에 의해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다.
AI, 빅데이터 분석 등이 기술적 빅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보호와 활용에 관
한 많은 논의가 있으며, 투명성과 설계 중심의 개인정보보호(Privacy by Design) 적용이 해
결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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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인공지능의 복잡·다양한 개인정보 처리환경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되는지를 알고 통제할 수 있도록 고지제의 실효성 확보 등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며,41) 인
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기획에서 폐기단계까지 전체 주기에 걸쳐 개인정보를 보
호하는 기술 및 정책을 적용하고 행태정보 수집을 위한 이용자 단말기 접근 시 이용자 통제
권을 보장하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

제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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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인식
기반 인증/
보안

1. 바이오정보 기반 기술
바이오정보는 지문, 홍채, 음성, 필적 등 개인의 신체적·행동적 특
성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인증 또는 식별하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기술적 처리’란 센서
입력장치 등을 통해 이미지 등 원본정보를 수집·입력하고 해당 원본
정보로부터 특징점을 추출하는 등 개인을 인증 또는 식별하기 위해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전 과정을 뜻한다. 따라서 바이오정보는 입력
제 4 편 해외 동향

장치 등을 통해 수집·입력된 ‘원본정보’와 그로부터 특징 값을 추출
하여 생성된 ‘특징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바이오정보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의 정보가 활용 목적 및 처리
형태에 따라 일반 개인정보가 될 수도, 바이오정보가 될 수도 있다
는 점이다. 예를 들어 SNS에 업로드된 단순 사진이나 음성, 영상정

부 록

보 등은 일반 개인정보이지만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이름표 추천

41) 출처: ‘개인정보보호 7대 이슈 전망’,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2018.1.23.

47

(Tag Suggestion) 기능을 위하여 해당 정보를 기술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바이오정보
로 볼 수 있다.
바이오정보는 모든 사람이 고유하고 시간이 지나도 쉽게 변하지 않으며 패스워드, OTP
카드, USB 토큰 등 다른 인증수단과 달리 별도로 기억하거나 소지할 필요가 없는 편리성으
로 인해 최근 스마트폰 잠금해제, AI 음성비서 서비스 등 그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공인인증서 페지정책과 더불어 개인인증을 위한 대체기술로 많은 응용이 예상된다.

2. 주요 동향
최근 바이오인식 기반 인증 기술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ICT 기기에 탑재되면서
삼성, 아마존, 애플 등 글로벌 ICT 기업들이 바이오인식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그림 1-1-7]
참조). 삼성전자는 갤럭시 S5에서부터 지문인식 기술인 패스(Pass)를 도입하였으며 최근 출
시한 갤럭시 9에 얼굴과 홍채인식이라는 최적의 조합을 이용한 잠금해제 기능을 탑재하여
서비스의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더욱이 온라인상의 빠른 신원확인을 위한 사실표준 기구
인 FIDO(Fast Identity Online)에 구글, 인텔 등의 글로벌 기업과 함께 참여하여, 모바일기
기뿐만 아니라, PC 등에서의 바이오인식 기반의 원격인증 서비스 표준 제정 및 확산에 나서
고 있다.
아마존은 음성인식 기반의 인공지능 스피커 ‘알렉사’를 공개하고, 이를 이용한 다양한 개
인 맞춤형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서는 말을 하고 있는 화자를
인식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 사용자의 음성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단계가 필요하므로 개인
정보보호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애플은 지문인증기술인 터치ID를 아이폰5S에 탑재하여 본격적으로 바이오인식 기반 인증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2017년에는 최신의 아이폰 X에 3차원 얼굴인식 방식의 페이스
ID 기술을 탑재하여, 사용자의 인식 환경 변화에 둔감한 인증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애플
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에서 수집되는 혈관이나 맥박인식을 통한 사용자 인식 기술에 대해 특
허를 출원하는 등 차세대 바이오인식 기술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ICT 기기 제조사 외에도 인터넷상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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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정보 활용 또한 증가하고 있다. SNS 사업자인 페이스북은 자사의 딥페이스 기술을 이

삼성

•AI 음성비서 기술 ‘알렉사’ 공개
•음성제어 기술 기반
•지원 기기를 에코, 탭, 에코 닷,에코 쇼,
에코 룩 등으로 확대
•자동차, 스마트홈 기기, 도어락 등
커넥티드 제품에 도입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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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리전트 스캔 딥러닝’ 기반
•얼굴과 홍채 정보 동시 분석, 최적의
조합으로 잠금 해제
•인텔리전트 스캔은 삼성패스를 포함
보안 서비스에 적용 예정
•2018.3. 갤럭시 S9, S9+에 탑재

아마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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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7] 글로벌 ICT 사업자들의 바이오인식 기반 인증 기술 현황

•‘페이스 ID’ 안면인식 기반
•트루뎁스 카메라 사용 얼굴 고유패턴
3D 생성
•모자, 수염, 안경, 화장 등의 예외
상황에서도 인식 가능
•2017.11.아이폰 X에 탑재

용하여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파악하여 태그할 수 있도록 돕는
이름표 추천(Tag Suggestion)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구글은 구글포토 서비스(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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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s) 이용자가 업로드한 이미지의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 이미
지가 올라오면 모아서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바이오정보 활용 또한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2020년까지 범죄
방지 등의 목적으로 4억 5,000만 대의 새로운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IHS Markit)이며, 16세
이상의 시민들에게 발급한 신분증 얼굴 사진 데이터 등을 토대로 여러 도시에서 안면인식 기
술의 사용을 급격히 확대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Jinan)시에서는 적외선 카메라와 게이트가
기차역에서 승객의 개찰 업무 및 여객 흐름 개선에 활용되고, 주요 은행들은 은행카드 대신
얼굴인식 기술을 이용하는 ATM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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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토안보부(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외국인의 입출국 현황을
효율적으로 추적하고 공항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얼굴인식을 2018년부터 미국 내 국제공항
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부 록

호주의 말콤 턴불(Malcolm Turnbull) 총리는 호주연방-주정부협의회(COAG,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에서 테러 등 범죄 대응을 위해 국가기관 간 얼굴인식 데이터

42) 출처: ‘Your Face is Your Password in China’, The Straits Times, 201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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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공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연방 및 각 주의 법 집행기관들은 범죄 수사를 위해
여권, 비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이미지 데이터에 실시간으로 접근이 가능하게 되
었고,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민간기업들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43)
두바이의 경우,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세관요원이 여권을 확인하는 대신 얼굴인식 기술을
적용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2018년 여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보안검색대에
는 얼굴과 홍채를 인식할 수 있는 80대의 카메라가 장착되고, 통로가 터널 모양의 수족관처
럼 꾸며져 여행객이 지날 때 얼굴을 인식하게 된다.
한편, 유엔난민기구(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는 난
민과 망명 신청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추적하여 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바이오인식 등록 시
스템(ProGress)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유엔난민기구는 바이오인식 등록 시스템을 통해
부정한 수혜자를 가려내고 당초 의도된 도움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들에게 정확히 원조를 제
공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44)

3. 개인정보보호 이슈
바이오정보의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바이오정보가 위·변조되는 여러 사례가 보고되고 있
다. 2015년 미국 연방 인사관리처(OPM,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의 DB가 해
킹되어 미국 전·현직 공무원의 지문정보 약 560만 건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한편, 10
억 명이 넘는 인도 국민의 지문과 홍채정보, 인구통계학적 정보 등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
아드하르(Aadhaar)에서 5만 명 이상의 정보를 절도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체포되기도
하였다.
더불어 독일의 해커단체인 카오스컴퓨터클럽(CCC, Chaos Computer Club)은 애플
아이폰 사용자의 지문사진을 이용해 기기의 잠금해제를 시연한 바 있으며, 레이저프린터로
뽑은 눈동자 사진과 콘텍트렌즈만으로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홍채인식 보안을 뚫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하였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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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출처: ‘Australia Agrees on National Facial Recognition System’,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ivacy Professionals
(IAPP), 2017.10.5.
44) 출
 처: ‘Uganda: Biometric Verification of Refugees Introduced to Prevent Fraud’, AllAfrica(allafrica.com), 2018.3.5.
45) 출처: ‘Ultrasecure Samsung Galaxy S8 Iris Scanner Can Be Easily Tricked, Say Hackers’, ZDNet(www.zdnet.com),
201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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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정보는 편리성이 높지만 신원확인 용도로 널리 쓰이고 있어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
하는 데 사용 가능하고, 비밀번호 대용이지만 유출 시 변경이 어렵다. 또한, 일부 바이오정보
에서는 인종·병력 등 민감한 부가적인 정보가 추출될 수 있으며, 얼굴·지문·홍채 등 이용자
의 동의 없이 수집하기 용이한 바이오정보도 존재하여 위·변조에 악용될 수 있다. 이러한 바
이오정보의 특성 때문에 모바일기기 및 AI 음성비서 등 바이오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인공지능 엔진을 활용하여 회의 내용 등을 녹취한 다음, 문자로 자동 기록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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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를 식별, 키워드 제안·검색을 지원하는 오터(Otter) 앱은 사용자의 데이터에 회사가 접
근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개인정보취급방침에 포함되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제기되었
다. 업로드된 사진에서 얼굴을 인식하여 이름 및 사진정보를 제공하는 ‘이름표 추천 기능’을
도입한 페이스북은 바이오정보의 기업 활용·저장을 제한한 일리노이주(State of Illinois)의
바이오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제소된 상태이다.46)
바이오정보의 활용이 증대되며, 바이오정보가 유출되거나 위·변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2017년 12월
12일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행하였다.47) 가이드라인은 「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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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고
시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이오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해석하여 제시하고, 바이오정보의 보호
와 안전한 활용을 위해 필요한 규범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안내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바이오정보 보호 6대 원칙을 간략히 살펴보면, 첫째로 바이오정보를 활용함
에 따라 수반되는 위험과 사업 상 필요 및 예상되는 편익을 비교하여 수집·이용 여부를 판단
하고, 침해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바이오정보를 선택하도록 하는 비례성 원칙을 제시하
였다. 둘째로 특징정보 생성 후 원본정보는 원칙적으로 파기하고, 원본정보를 파기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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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면 목적 및 보유기간을 별도로 고지 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수집·이용 제한의 원칙을 제시
하였다. 셋째는 목적제한의 원칙으로, 인증 또는 식별 이외의 목적으로 바이오정보를 무단으
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넷째로 통제권 보장의 원칙을 제시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바
이오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통제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부 록

다섯째는 투명성의 원칙으로 바이오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안
내하고 피해구제 기능을 마련·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 여섯 번째로 바이오정보를 활용

46) 출처: ‘Facebook’s Face Recognition Tech Goes on Trial’, IEEE(spectrum.ieee.org), 2016.12.29.
47) 출처: ‘방통위,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방송통신위원회,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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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서비스의 개발·설계 단계부터 이용자의 바이오정보 보호를 고려하고, 바이오정보를 서버
로 전송하여 대량으로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바이오정보 보호
중심 설계 및 운영원칙을 제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가이드라인은 바이오정보의 유출·위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사항을 바이오정보
처리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그림 1-1-8] 바이오정보 처리 과정

원본정보
파기

바이오정보 최초 수집 단계

(즉시)
원본정보
수집

이용자

(알고리즘)

특징정보
생성
(즉시)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원본정보
분리저장

특징정보
저장

(즉시)
원본정보
입력

이용자

바이오정보 입력·이용 단계

(알고리즘)

특징정보
생성
(즉시)

대조
인증
또는
식별

원본정보
파기

출처: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7.)

수집·입력 단계에서 사업자는 위·변조된 바이오정보가 처리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취하
도록 하고, 바이오정보가 암호화되어 저장되기 전까지의 전송구간을 암호화하도록 하였으
며, 저장·이용 단계에서는 바이오정보를 안전하게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서버 전송보다는 기
기 내 안전한 영역에서 바이오정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파기 단계에서는 특징
정보 생성 시 원본정보는 그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하
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원본정보를 보관하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다른 개인정보와 별도로
저장·관리하도록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급변하는 신규 ICT 환경을 고려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본 가이드라인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
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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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주체(일반국민)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민간기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수준과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현황,
개인정보 관리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17년 개인정보보호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만 12세 이상 정보
주체(일반국민) 2,500명과 공공기관 1,500개, 종사자 1인 이상 민
간기업 2,000개 등의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추진되었으며 면
접조사와 온라인조사 형태로 진행되었다.
[표 1-2-1] 2017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개요

2018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조사대상

조사규모

표본구성

조사방법

정보주체(만 12세~)

2,500명

지역별, 성별, 연령별 구성비 고려

온라인 조사

공공기관

1,500개

헌법기관, 행정기관, 지자체,
개인정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온라인 조사

교육청, 학교(초등~대학)

처리자
민간사업자

제1절

정보주체
(일반국민)

2,000개

업종별(10개), 규모별(4개) 분류

면접 조사

1. 개인정보 제공 실태
가. 개인정보 제공 현황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본인인증’(각각 84.3%, 90.7%), ‘금융서비스 이용’(각각 83.9%,
86.8%) 등의 목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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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개인정보 제공 현황				

나.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 확인 여부 및 미확인 이유
정보주체의 26.4%가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를 대체로 혹은 잘 확인하는 반면, 10.9%는
동의서를 전혀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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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 확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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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는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서’(38.1%),
‘확인하는 것이 귀찮고 번거로워서’(29.9%), ‘동의서 내용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반드시 이용
해야 해서’(2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2-3]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 미확인 이유

(복수응답-1순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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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e = ‘동의서를 확인하지 않는 응답자’

다.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항목의 적정성
정보주체의 77.4%(‘매우 과도하다’ 27.0% + ‘과도하다’ 50.4%)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
정보 수집항목이 과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2-4]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항목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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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인정보 수집 미동의 시 불이익 경험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경험한 경우는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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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대비 3.7%p 감소한 52.3%로 조사되었다.

(단위: %)

2016년

미경험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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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5] 개인정보 수집 미동의 시 불이익 경험
2017년

경험
56.0%

미경험
47.7%

경험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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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56.0%

경험
52.3%

2.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및 침해구제
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경험 및 처리결과
정보주체의 28.5%는 ‘개인정보 열람’, 31.9%는 ‘정정·삭제’, 21.2%는 ‘처리정지’ 요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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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각의 권리보장 요청 시 ‘즉시처리’되는 경우는 약 60% 내외
였으며, 처리가 지연되거나 처리되지 않는 경우는 40% 내외로 나타났다.
[그림 1-2-6]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 경험 및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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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 권리 침해 경험 및 온·오프라인 회원탈퇴 후 안내정보 수신 경험
지난 1년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사례를 살펴보면,‘과도한 개인정보 수집’(23.5%)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개인정보 무단수집·이용’이 22.3%, ‘개인정보 유출’(21.0%)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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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7] 지난 1년간 개인정보 침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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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보주체의 49.2%는 회원탈퇴 후에도 안내성 정보를 수신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

[그림 1-2-8] 회원탈퇴 후 안내성 정보 수신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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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되었다.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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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인정보 침해 후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를 위해 ‘사업자 등을 상대로 항의 민원 제기’(15.4%),
‘정부 및 지자체에 신고·민원 제기’(10.3%),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 전문기관에 신고’
(9.9%)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2-9] 개인정보 침해 후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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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보호 정책수요
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부정책상 ‘처벌기준 합리화 및 처벌 강화’(36.6%), ‘교육
및 홍보’(29.8%), ‘전문인력 양성 및 보호기술 개발’(13.5%), ‘인센티브 부여’(11.6%)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2-10]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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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보호법」 인지도 및 보유현황
가. 「개인정보 보호법」 인지 여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은 98.3%(‘잘 안다’ 87.5% + ‘들어본 적 있다’ 10.8%), 민간
기업은 95.1%(‘잘 안다’ 53.6% + ‘들어본 적 있다’ 41.5%)가 인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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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1]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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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지 여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지율은 공공기관이 93.7%(‘잘 안다’ 57.9% +
‘들어본 적 있다’ 35.8%), 민간기업의 경우, 53.4%(‘잘 안다’ 18.5%, ‘들어본 적 있다’ 34.9%)
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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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2]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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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암호화 대상) 보유현황
부 록

개인정보처리자 중 공공기관의 70.3%, 민간기업의 67.0%는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여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1-2-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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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3] 개인정보(암호화 대상)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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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보호 체계
가.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부서
공공기관은 99.9%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전담(담당)하는 전담부서 및 담당부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정보화 전담부서’(56.6%)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간기업은 41.9%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전담(담당)하는 부서가 있었으며, ‘일반 관리부
서’(35.0%)에서 해당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 1-2-14]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부서

2016년
2017년

(단위: %)

2016년

공공기관

80
70
60

80

50
40

23.1
21.7

30

10.7
9.6

4.1 3.1

일반
정보화 정보보호
개인
전담부서 전담부서 정보보호 관리부서
전담부서

35.0

30

7.7

기타

21.9

20

8.9

0

62

58.1

60

40

10

69.7

70

56.6
54.4

50

20

온라인
민간기업

2017년

0.3 0.1
없음

10
0

4.4 2.0 2.7 1.1

1.4 0.9

일반
정보화 정보보호
개인
전담부서 전담부서 정보보호 관리부서
전담부서

2.9
기타

없음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나. 개인정보보호 담당 업무경력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 중 경력 2년 미만자가 과반수(56.0%)를 차지하고
있으며, 2년 이상의 경우는 44.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간기업의 경우, 경력 2년 미만자는 13.6%였으며, 2년 이상의 유경력자가 86.4%, 5년
이상 경력자도 56.2%로 나타났다.

책임자

(단위: %)
책임자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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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7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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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50

50

32.6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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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20

65.3
56.2

40

15.9
14.6

10

13.1
12.1

30

16.3
15.3

20
10

0

0
1년 미만

온라인
민간기업

담당자

8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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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5] 개인정보보호 담당 업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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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에 대해 공공기관의 경우,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
행’이 9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민간기업의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잠금장치
가 있는 공간에 보관’이 58.6%로 가장 많았다.
[그림 1-2-16]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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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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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보호법」 이해 및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해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공공기관은 ‘인력 부족’(70.9%)이, 민간
기업은 ‘처리절차 복잡’(40.6%)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2-17] 「개인정보 보호법」 이해 및 시행 시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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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59.3

60

42.5

45.7

42.5

40.6

40
30

민간기업
온라인

70.9

7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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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빅데이터
가. 빅데이터 분석·활용 경험
빅데이터 분석·활용 경험은 공공기관이 7.5%, 민간기업이 1.7%로 나타났으며, 분석ㆍ활용
경험은 없으나 향후 계획이 있는 경우는 공공기관이 8.6%, 민간기업이 2.4%로 나타났다.
[그림 1-2-18] 빅데이터 분석·활용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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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빅데이터 분석·활용 시 개인정보 포함 및 조치 여부
빅데이터 분석·활용 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는 공공기관이 50.6%, 민간기업이 58.8%
였으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비식별화’(공공기관 38.7%, 민간
기업 32.5%)를 주로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19] 빅데이터 분석·활용 시 개인정보 포함 및 조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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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017년

50

(단위: %)

4.8

0

미조치

미포함

비식별화

삭제

1.2

미조치

미포함

※ Base =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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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빅데이터 비식별화 조치 유형
빅데이터 내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공공기관의 비식별화 조치 유형은 ‘데이터 마스킹’
이 5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데이터 삭제’(37.6%), ‘가명처리’(30.1%)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2-20] 비식별화 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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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e =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빅데이터의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는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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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의 ‘비식별화 조치’ 유형은 ‘데이터 범주화’(65.4%)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
으로 ‘데이터 마스킹’(34.6%), ‘데이터 삭제’(2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3절

2013년 조사 시행 이후 2017년 현재까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
정보 보호법」 인지도는 9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러나 개인정보처리자 중 공공기관은 관련 법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시사점

반면 민간기업은 대체로 ‘들어본 적이 있는’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업무경력이 2년 미만
인 경우가 과반수로 나타나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으며 5년 이상 경력자가 과반수 이상인 민간기업과 대
비를 이루었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의 전문인력 부족과 민간기업의 법 이해·시행
처리절차 어려움 등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강화, 기술 개발 및 보급 등 대상별 맞춤형 대응방안
마련·제시가 필요하다.
한편, 개인정보처리자의 빅데이터 활용은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
하였으나, 빅데이터 이용 필요성을 실체화하지 못하거나,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실제 활용사례는 많지 않았다.
정보주체 10명 중 7명은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운 어렵다는 이유로 동의서를 잘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정보 동의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동의 내용·고지
방법 등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보주체 10명 중 2~3명은 개인정보의 열람(28.5%), 정정·삭
제(31.9%), 처리정지(21.2%) 등의 권리 보장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정보주체 권리 보장 요구 4건은 처리가 지연되거나, 아예 처리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보다 용이
하게 하고, 미처리 등의 경우에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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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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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헌법재판소
결정

1. 어린이집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2017.12.28. 선고 2015헌마994 결정

가. 사실관계 및 쟁점
청구인 A는 어린이집 대표자이고, 청구인 B는 어린이집 원장,
청구인 C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청구인
D는 위 B가 원장으로 있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 청구인 E
는 청구인 D의 어머니이다. 2015년 5월 18일 법률 제13321호로 개
정되어 201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된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에서의 아동학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어린이집에 폐쇄

2018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회로 텔레비전(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호자로 하여금 그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외에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
관 허용, 아동학대행위 발생 시 어린이집 폐쇄명령, 어린이집 종사
자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자격취소, 결격기
간 등을 정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들은 영유아보육법상 위와 같은
사항을 정한 조항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5년 10월 13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은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
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다음의 조항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나. 헌법재판소의 판단
1) CCTV 설치
헌법재판소는 CCTV 설치조항에 대하여 어린이집의 CCTV 설치
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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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CCTV 설치조항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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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며, 입법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달리 덜 제약적인 수단이 있
다고 보기 어렵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침해의 최
소성도 인정된다. CCTV의 설치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나 부모의 기본권, 보육교사 및 영
유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제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침해되는 사익이 위에서 본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48)

2) CCTV 열람
헌법재판소는 열람조항이 CCTV 영상녹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발생 여부 및 책임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고, 보호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로 어린이집 운영자나
보육교사 등으로 하여금 사전에 영유아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아동학대행위를 저
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가진다고 판단하
였으며,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안전사고 내지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CCTV 열람 제도가 활용되도록 정하고 있고, 어린이집 원장은 정당한 이유
가 없는 경우 열람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열람시간 지정 등을 통해 열람요청에 대해 적절
히 대응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으로 인해 보육교사와 영유아, 어린이집 원장의 기본권이 필
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동학대 근절 등 이 조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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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달성되는 공익이 중대한 반면 다른 정보주체들이 입게 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제한
이나 어린이집 원장의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의 정도는 크지 아니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
정되며, 따라서 CCTV 열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
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49)

3) 보호자 참관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환경이나 보육실태를 직접 참관하여 확인할 수 있으면 어린이집 운
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호자와 어린이집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입법목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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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 참관 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며, 따라
서 보호자 참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어린이집 원장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
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50)

부 록

48)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49)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4 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50) 제25조의3(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① 보호자는 영유아의 보육환경·보육내용 등 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에게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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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1. 개인정보의 상업적 판매
대법원 2017.4.7. 선고 2016도13263 판결

대법원
판례

가. 사실관계
대형할인점인 A사는 2011년 8월 11일부터 2014년 6월 18일까
지 총 12회에 걸쳐 경품행사를 실시했다. 홈페이지, 구매영수증, 전
단지 등을 통해 ‘○○○○가 올해도 10대를 쏩니다’, ‘○○○○ 창립
14주년 고객 감사 대축제’, ‘2014 새해맞이 경품대축제, ○○○○에
서 다이아몬드가 내린다’, ‘가정의 달 경품대축제, 황금이 쏟아진다’,
‘그룹탄생 5주년 기념, 가을 愛 드리는 경품대축제’ 등을 광고하면서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된 고객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7개의 보험사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유상으로 제공하였
다. 즉, 경품응모 고객 약 712만 건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취득하여 1건당 1,980원씩 7개 보험사에 148억 원에 제공하거나 혹
은 A사 회원들의 동의 없이 회원정보 약 1,694만 건을 각각 특정 보
험회사에 약 765만 건(고객특정 약 190만 건) 및 약 929만 건(고객
특정 약 253만 건)을 제공하고, 사후에 동의 받으면 1건당 2,800원
씩 총 83억 5천만 원에 유상으로 판매했다. 총 수입액은 231억 원이
다. 해당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알고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대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A사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수집 및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을 응모
권에 모두 기재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다는 사실까지 알려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사항은 응모자들의 동의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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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응모권에 기재된 약 1mm 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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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씨는 복권, 의약품 사용설명서 등 다양한 곳에서 통용되는 것으로 경품행사 응모자들도 읽
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응모함 옆에 응모권 확대 사진을 부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회사가 의도적으로 글씨 크기를 작게 하여 그 내용을 읽을 수 없도록 방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응모자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마케팅 목적으로 제공된다
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에 관한 동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
시하였다. 따라서 회사가 경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응모자들을 기망하여 개인정보 수
집 등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의 검사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
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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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법적 성질,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목적, 「개인정보 보
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원칙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또는 그 처리에 관한 동의
를 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개인
정보 취득 또는 그 처리에 동의할지 여부에 관한 정보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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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그 자체만을 분리하여 개별적으
로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
게 된 전 과정을 살펴보아 거기에 드러난 개인정보 수집 등의 동기와 목적, 수집목적과 수집
대상인 개인정보의 관련성, 수집 등을 위하여 사용한 구체적인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및 취득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규모, 특히 민감정보·고유식별
정보 등의 포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당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라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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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에 그쳐야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
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는 개인정보 보호원칙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며, 더욱이 이
사건 경품행사를 위하여 사용된 응모권에 기재된 동의 관련 사항은 약 1mm 크기의 글씨로

부 록

기재되어 있어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아 그 내용을 읽기가 쉽지 않아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시하였고, 이에 원
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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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하급심
판결

1.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및 계약상 의무의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2.17. 선고 2014가소413127 판결51)

가. 사실관계 및 쟁점
해커인 소외 C가 피고 B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계약자번호
를 자동으로 변경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2013
년 8월 8일부터 2014년 2월 25일까지 1,170만 8,875건에 해당하
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이다. 원고 A 등은 2014년 5월
‘피고의 관리감독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며 ‘1인당 20만 원
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경우 「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라 한다) 제28조 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
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법률상의 의무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
약에 따라 같은 조치를 취할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이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
법률상의 의무와 계약상의 의무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2.12. 선고 2013다43994 판결)은 해커의 침입행위를 방지하
기 위한 보안기술은 해커의 새로운 공격방법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대응하여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
의 특수한 사정이 있으므로,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가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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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동 판결은 2017년 2월 23일 항소가 제기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진행 중(2017나19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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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호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
호조치기준(정보통신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조치를 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법원 판례와 같은 기준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개인정보의 유출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는 항상 면책될 수 있게 되며, 그 결과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자는 보호될 수 없
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경우 취급하고 있는 정보가 고객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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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어 그 취급에 고도의 주의가 필요하며, 그 스스로 대기업으로서 개
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비용을 충분하게 마련할 재원이 있어 필요한 기술의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기술수준을 준수
한 것만으로 그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여 면책을 시켜주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을 하면 면책이 되고, 주장·입증을 다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사고 후 피고가 취한 조치 이후에 해킹 사고가 발생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고가 일어나기 이전에 피고가 위와 같은 예방조치를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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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배상책
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2. 보험회사의 보험금청구자에 대한 영상촬영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제 4 편 해외 동향

대구고등법원 2017.4.12.선고 2016나22753 판결52)
가. 사실관계 및 쟁점

52) 동 판결은 판결 당시 대법원 2006.10.13.선고 2004다162890 판결과 저촉되는지 여부의 논란이 있었으나 대구고등법원의 입장은
보험사 몰래카메라를 통한 증거수집행위의 위법성 판단은 초상권 및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 여부와 함께 이익형량을 통해
가려야 한다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기대되었으나, 양 당사자가 상고하지 않아 2017년 4월 27일 최종 확정되었음

부 록

이 사건 원고 보험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자와 2007년 6월 13일 이 사건 피보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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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로 하고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
였다. 피고는 2011년 9월 17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충격당하여 경추골절, 뇌내출
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 및 수술을 받았으며, 원고
보험사는 2012년 3월 30일 이 사건 피고에 대한 장해보험금 3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 보험사가 장해지급률을 낮게 정하였다며 보험금을 더 달라고 주장하였고, 원고
는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 보험사는 사건의 증거로서 피고의 실
제생활을 촬영하여 제출하였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 보험사 직원이 피보험자고객(피고)의 실제 생활을 촬영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및 해당 촬영을 근거로 작성된 신체감정보완결과의 증명력 인정 여
부이다.

나. 대구고등법원의 판단
1심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입은 상해의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계 45%
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구고등법원은 이에 대하여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
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위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을 가려야 한다고 하면서, 민사소
송을 제기하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통상 자신의 장해상태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피고가 신체의 장해부위를 움직이는 모습은 그 자체로 손해배상소송의 증거로서 상당한 가
치를 가지는 것으로 원고에게는 정당한 관심사가 된다고 하였다.
해당 촬영은 오로지 피고의 신체 움직임을 포착·촬영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 촬영시간
은 불과 21분 정도에 불과하여 침해가 상당성을 초과하였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 피고의 감
정결과를 탄핵할 객관적 증거 취득방법이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영상자료 수집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 참고: 참조 판례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대법원은 보험사 직원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장해정도를 과장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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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8일간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과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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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는 장면 등 사생활을 촬영해 문제가 된 사건(보험사 불법촬영을 통한 증거수집행위)
에서 ‘보험사 직원이 피보험자 고객을 몰래 촬영한 행위가 비록 공개된 장소에서 민사소송
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영역을 침범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기에 보험사의 위자료 배상책임은 인정된다’
고 판시하였다.
즉, ‘감정결과에 불복이 있을 경우 장해정도의 평가에 대해 의학적, 논리적 및 경험칙상
발견되는 객관적인 잘못이나 의문점을 지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송절차 내에서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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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지 않고 무단히 타인의 법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보충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침
해방법 역시 합리적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침해행위는 위법
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제 4 편 해외 동향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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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체계 정비
및 기능 강화

02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국민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설치·운영(2017.5.)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침해조사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체계를 정비(2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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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법·제도 개선 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다양한 이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 EU GDPR 이슈,
빅데이터 활용 및 보호 등)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총 21회)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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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
(2017.4.)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받을 때
중요한 내용을 알기 쉽도록 명확히 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열람 또는 정정·삭제 등의
요구방법과 절차를 개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기능 제고

03
제 4 편 해외 동향

04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 시행에
대비하여 우리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EU 집행위와 개인정보보호 부분 적정성 결정
(평가) 추진
•APEC 국가 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s)에
가입(2017.6.)

부 록

글로벌 개인정보 침해 대응체계
및 국제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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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개인정보보호 기본정책 수립 및 정책연구 강화
제3절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제4절 법령의 해석 등에 관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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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7절 개인정보보호 정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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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활동

제1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 및 성과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
법」 제7조에 따라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
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며, 보호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상임위원은 정
무직 공무원으로 보호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
한다. 또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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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보호위원회는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 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또한, 소위원회를 구성하
여 안건의 사전검토를 담당하게 하고, 전문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하며 그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기본
계획과 시행계획,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제도 및 법령 개선, 개인
정보 처리에서 공공기관 간의 의견 조정,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의 해석·운용,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 개
인정보보호 시책 수립과 시행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과 국회
제출, 대통령이나 보호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2인 이상이 제기한 사
항, 기타 관계 법령과 기관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
다. 그리고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개인정보
82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보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사업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보호위원회는 출범 이후부터 2017년까지 전체회의를 142회 개최하여 [표 2-1-1]과 같
이 총 950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그중 597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주로 개인정보보
호에 관한 법령을 해석하거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
였으며, 2018년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2017년도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등의 법
정 의무사항,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2016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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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안건 처리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 보호위원회 안건 처리 현황

(단위: 건)
안건 처리건수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계

22

22

39

37

129

701

950

침해요인 평가

-

-

-

-

64

304

368

평가대상여부 심사

-

-

-

-

32

353

385

2

1

9

-

14

38

합 계 (법 제8조 제1항 각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1호)

기본계획·시행계획(1호의2)

2

2

1

1

정책·제도·법령의 개선(2호)

6

7

7

4

(1)

(3)

(5)

(4)

(5)

(5)

(23)

법령 해석·운용(4호)

2

5

12

15

15

14

63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5호)

4

6

6

6

5

6

33

행안부장관 요청 심의·의결(6,7,9호)

-

-

10

7

7

1

25

공공기관 시정권고(8호)

-

-

-

1

연차보고서(10호)

1

1

1

1

1

1

6

위원 2인 이상, 타법, 기타 (11,12호)

7

1

2

2

3

7

22

공공기관 간 의견조정(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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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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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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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
향과 목표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3회)과 기본계획의 분야별 세부 실천계획인 시

부 록

행계획(6회)의 의결이다. 또한,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환경(국내외 동향, 법·제도
의 환경 변화 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권리침해 및 분쟁조정 등 주요 현황 등을 총망
라한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를 의결(6회)하고 국회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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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보호위원회 회의

2.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가. 소위원회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15조에 따라 특정 과제를 효율적으
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위
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한다. 소위원회 위원은 보호위원회 위원
장이 보호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
선한다. 소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무국 직원 중에서 보호위원회 위원장
이 지명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16조에 따라 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회 위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위원회 재적위원 2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위
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소위원
회 위원장이 지명한 소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소위원회는 특정 과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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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토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기타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은 소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소위원회는 소관 부처별로 두 개로 구성하여 총 27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2017년도 소위
원회별 운영 상황을 살펴보면, 제1소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 자치단체
제외) 등 25개 부처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안건을 담당하였고 제2소위원회는 교육부(교육 자
치단체 포함) 등 27개 부처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안건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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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도발전전문위원회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심의·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
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제도발전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전문위원회는 위
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문위원회 위원은 보호위원회 위
원,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단체 또는 사업자단체에
속하거나 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보호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보호위원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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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14조에 따라 전문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전문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6년까지는 ICT 중심으로 안건을 검토해왔으나, 제4차 산업혁명 등 지능정보사회

제 4 편 해외 동향

에서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전문적 검토 및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 2월
기존의 조사분석전문위원회를 제도발전전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확대 개
편하는 한편, 전문위원도 추가로 위촉하였다. 그 결과 2016년 8회였던 회의 개최 횟수
가 2017년 11회로 늘어나고, 검토안건 수도 2016년 17건에서 2017년 37건으로 20건

부 록

이 증가하는 등 전문위원회가 매우 활성화되었다.
제도발전전문위원회가 2017년 검토한 주요 안건은 [표 2-1-2]와 같다.

85

[표 2-1-2] 2017년 제도발전전문위원회 검토 주요 안건
분야

법령 및 정책 수행체계

제도 개선

기술발전 등 최근 이슈

기타

검토 안건
• 「개인정보 보호법」 선진화를 위한 개선방안
• 통계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 정비 방안
•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발전방안 등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목적 외 처리 후 공고에 대한 권고 및 제도 개선
• 공공영역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최소화 방안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제도 개선방안 등
• 개인정보 익명화 및 데이터결합 체계
•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이슈 등
• 2017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제작 및 국회 제출
•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화 동향 등

[그림 2-1-2] 제도발전전문위원회 회의

다. 법령평가전문위원회
보호위원회는 제·개정 법령(안)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전
문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2016년 9월 26
일부터 법령평가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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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회는 보호위원회 위원과 변호사·법학교수·정보통신 분야 전문가 등 총 10명으
로 구성53)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보호위원회 위원 중에서 1명을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
명하였다.
법령평가전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대한 사전 심의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검토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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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에 매월 2회, 연간 24회의 회의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개정안 등 총 657건, 월평균 55건의 법령 제·개
정안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평가하였다.
[그림 2-1-3] 법령평가전문위원회 회의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제 4 편 해외 동향
부 록

53) 전문위원의 임기(1년)가 2017.9.25. 만료되어 외부전문가 위원 7명 전원을 재위촉하고, 보호위원회 위원 3명 중 위원임기가
만료된 1명을 외부전문가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2017.12. 현재 전문위원은 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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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개인정보보호
기본정책
수립 및
정책연구
강화

1. 2018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가.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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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보호위원회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합동기획단 구성·운
영을 통해 제3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2018년~2020년)을 마련
하고 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였다.

나. 2018년 시행계획 수립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비전·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연차별 세부계획
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
를 두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중 다
음 해에 시행할 소관분야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보
호위원회에 제출하고, 보호위원회는 이를 4월 말까지 심의·의결하
여 시행하게 된다.
시행계획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보호시스템 운영,
교육 및 홍보 등 세 부문에 대한 2016년 추진실적과 2018년 추진
계획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작성 대상은 47개 중앙행정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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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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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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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및
과제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구현되는 지능정보사회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목표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그림 2-1-4] 제3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전략체계도

정부 Faithful policy

규제의 현실화 및 글로벌 협력 강화

제 4 편 해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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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국제협력 기반의 개인정보 글로벌 리더십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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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행계획 심의 경과
보호위원회는 각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2018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별로 서면심의 및 대면심의를 진행하였다. 제3차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시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예산·인력 등 정책수단 확보 노력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금융·통
신·보건·의료 등 각 분야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추가 과제 발굴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보완하였다. 소위원회의 심의 및 보완을 거친 2017년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안을 4월 24일 보호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의결하였다.

라. 시행계획 주요 내용
제3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의 11개 주요 과제는 [그림 2-1-5]와 같으며, IoT·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 환경에서 지문·홍채·음성 관련 생체정보 보호기준 마련, 동의방법
다양화 등의 과제를 발굴하였고, 기관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교육·홍보, 중소·영세사업자 컨
설팅·기술 지원, 글로벌 협력 강화 등의 과제를 발굴·반영하였다.
계속사업으로는 소속·산하기관 등에 대한 실태점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조
치 강화,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 확보 및 조직 신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담당자 및 전 직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18년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업 소요예산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74억 7,100
만 원, 보호시스템 운영 539억 7,900만 원, 교육·홍보 23억 8,600만 원 등 총 638억 3,600
만 원이다.
[그림 2-1-5] 제3차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실질화

개인정보 침해사고 상담체계 및
피해구제 제도 고도화

정보주체의 권리와 책임의식 제고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

지능정보 기반의 개인정보보호 및
산업활성화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 적용 현실성 제고

개인정보보호 법령 간
정합성 확보 및 제도 선진화

글로벌 리더십 확보 및 협력 강화

피해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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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적 법·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 강화

기관명
감사원

예산 요구액

(단위: 백만 원)
기관명

예산 요구액
176

6,507

고용노동부

939

국무조정실

36

여성가족부

77

인사혁신처

267

국토교통부

4,774

법제처

305

해양수산부

674

국가보훈처

447

국세청

6,974

식품의약품안전처

59

관세청

125

공정거래위원회

105

조달청

189

금융위원회

43

통계청

80

국민권익위원회

15

검찰청

472

원자력안전위원회

15

병무청

45
58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2,695

방위사업청

교육부

2,551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01

문화재청

87

4,793

473

농촌진흥청

223

통일부

973

산림청

62

법무부

11,467

중소벤처기업부

420

국방부

1,395

특허청

804

행정안전부

9,549

기상청

228

문화체육관광부

29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60

농림축산식품부

80

새만금개발청

1

산업통상자원부

68

국가인권위원회

42

소방청

4

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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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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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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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2018년 부처별 개인정보보호 예산 현황

2016년 말 기준, 기관별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유현황은 [표
제 4 편 해외 동향

2-1-4]와 같다.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46개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파일은 총 11만 2,653개
로, 2015년 16만 423개 대비 약 29.77% 감소하였다. 기관별로는 산하에 교육(행정)기관이
많은 교육부가 약 10만 건을 보유하고 있고, 대민행정서비스 비중이 높은 고용노동부, 병무
청 등도 다수의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 록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총 33만 1,53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5년 총 32만 5,798대에 비
하여 약 1.76% 감소하였다. 기관별로는 특별행정기관 또는 산하기관이 많은 교육부, 미래창
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법무부 등의 보유 비중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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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2016년 기관별 개인정보파일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유 현황
기관명

파일 수(개)

감사원
국가정보원

영상정보처리기기(대)

-

방송통신위원회

1

국무조정실

8

국민안전처

472

인사혁신처

26

법제처

5

기관명

파일 수(개)

영상정보처리기기(대)

보건복지부

146

-

환경부

81

523

-

고용노동부

2,269

5,950

-

7

82

1,324

여성가족부

39

2,801

국토교통부

155

2,750

146

해양수산부

408

1,074

국세청

21

2,328

-

-

국가보훈처

531

490

관세청

20

1,731

식품의약품안전처

105

57

조달청

8

344

통계청

11

35

검찰청

54

2,415
459

공정거래위원회

9

금융위원회

9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11

22
-

41
-

19

11

병무청

532

방위사업청

16

116

경찰청

34

34,924

106,463

187,448

문화재청

23

1,661

미래창조과학부

172

44,977

농촌진흥청

29

1,789

외교부

27

140

산림청

15

943

통일부

15

486

중소기업청

93

1,200

법무부

165

16,800

특허청

18

78

국방부

17

593

기상청

29

985

행정자치부

113

4,59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

-

문화체육관광부

135

2,729

새만금개발청

1

-

농림축산식품부

304

9,133

국가인권위원회

1

산업통상자원부

21

370

합 계

112,653

331,537

2. 정책동향 세미나 개최
보호위원회는 EU의 GDPR 시행, AI, IoT 등 데이터 기반의 지능정보사회 도래 등 국내외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
여왔다. 2017년에는 GDPR 시행을 앞두고 정부·학계 전문가 등이 한데 모여 논의하는 ‘개인
정보보호 세미나’를 상·하반기 2차에 걸쳐 각각 개최하였다.
먼저 2017년 7월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4차 산업혁명·EU GDPR 대응 개인정
보보호 세미나’에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라는 세
계 공통의 흐름 속에서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과제54) 해법을 EU GDPR과 비교해 구체적으
로 찾는 한편, GDPR 시행이라는 새로운 국제 규제환경에 대비한 기업들의 데이터 사용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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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개
 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법익 균형,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데이터 활용 범위의 명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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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경쟁력 확보, 의무 준수비용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논의하였다.
[표 2-1-5] ‘4차 산업혁명·EU GDPR 대응 개인정보보호 세미나’ 프로그램
•Keynote Speech: EU GDPR의 주요 내용과 각국의 대응방안
•제1세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법 개선과제
•제2세션: 빅데이터·AI시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 개선과제
•제3세션: EU GDPR 발효가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한편, 2017년 12월 12일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지능정보화사회 대응
개인정보보호 세미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국제적 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규제 개선방안
및 「개인정보 보호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해법을 논의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
기결정권 강화방안, 기술혁신과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
화방안 등 입법과제를 제시하였다.
[표 2-1-6] ‘지능정보화사회 대응 개인정보보호 세미나’ 프로그램

•Keynote Speech: 지능정보화사회, 개인정보 환경변화와 대응과제
•제1세션: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제 합리화 및 집행 실효성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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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세션: 지능정보화시대, 새롭게 도입되어야 할 입법과제는?
②-1. 지능정보시대에 대응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방안
②-2. 기술혁신과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방안
•제3세션: 개인정보 보호체계 효율화 방안
③-1. 개인정보보호 법령 간 정합성 강화방안
③-2.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 효율화 방안

두 번의 정책 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부 부처의 입법 및 제도발전
수요와 민간 부문의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고 지능정보화사회 대응을 위한 개인정

제 4 편 해외 동향

보 보호법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그림 2-1-6] 2017 개인정보보호 정책 세미나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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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보호 정책 연구
보호위원회는 2011년 출범 이후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활동을 매
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2017년은 대한민국 새정부 출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 국정과제, EU
GDPR(2018. 5. 발효) 관련 EU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변화, 4차 산업혁명 및 지능정
보사회, 미국 및 일본의 데이터 활용 등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정책이 다양하
게 변화되는 시기였다.
보호위원회는 이러한 국내외 정책·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바람직한 개인정보보호 정책개선
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 발전방안, EU 회원국·미국·일본 등 주요국의 개인정보보호 입법
동향 및 정책현황 분석, 지능정보사회 대응 개인정보보호 법제 정비방안, 데이터 연계·결합
및 자율주행차 관련 개인정보 보호방안 등 총 7개의 연구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추진
하였다([표 2-1-7] 참조).
보호위원회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계획 수립, 법·제도 개선에 정책연구 결과
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2018년에도 국내외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연구를 지
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표 2-1-7] 2017년 정책연구용역 추진현황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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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1

GDPR 발효에 따른 주요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입법동향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2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 발전방안 연구

3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정책 분석에 관한 연구

4

데이터 연계·결합 지원제도 도입방안 연구

5

지능정보사회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제 정비방안 연구

6

자율주행차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및 규제방식에 관한 연구

7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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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 전문가 간담회 개최
보호위원회는 정책 수립 및 법·제도 개선 등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
보보호 관련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발표를 듣고 개인정보보호
방안에 대하여 토의하는 ‘개인정보 전문가 간담회’를 매월 1~2회 개최하고 있다. 특히 2017년
에는 지능정보사회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EU GDPR 관련 이슈, 빅데이터 활용 및 보
호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고 총 21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표 2-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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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위원회는 2018년에도 각종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국내외 정
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표 2-1-8] 2017년 개인정보 전문가 간담회 개최 현황
구분

간담회 주제

제1회(1.4.)

독일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회(1.18.)

인공지능

제3회(2.8.)

데이터브로커 산업

제4회(2.22.)

자율주행차

제약산업과 보건의료 빅데이터

제7회(4.12.)

영국의 보건의료정보 활용

제8회(4.19.)

신용정보집중기관과 금융분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현황

제9회(5.11.)

4차 산업혁명

제10회(5.23.)

온라인광고

제11회(6.7.)

GDPR 대응을 위한 데이터 관리방안

제12회(6.21.)

블록체인

제13회(7.19.)

인공지능 의료진료

제14회(8.2.)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제15회(8.23.)

클라우드와 개인정보 국외이전
중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바이오정보

제18회(10.25.)

EU e-Privacy

제19회(11.9.)

차등 프라이버시(Differential Privacy)

제20회(11.22.)

EU 형사상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1회(12.20.)

보건의료 빅데이터

부 록

제16회(9.6.)
제17회(9.20.)

제 4 편 해외 동향

정밀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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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3.8.)
제6회(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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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 현황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의 제
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
입·변경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하
도록 한 제도로서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그림 2-1-7] 참조).
보호위원회는 해당 법령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개인정보
주체에 대한 권리보장의 적정성, 개인정보관리의 안전성 등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의 소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
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 받은 중앙행정기관은 법령안에 반영하는 등
권고내용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림 2-1-7]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의 시행 연혁

•2016. 3.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조직 확보를 위한 직제
개정 요청(보호위원회)
•2016. 7.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 시행
•2016. 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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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2015년

•2015. 4.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가 포함된
안전행정위원회 대안 상임위
회부
•2015. 7.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가 포함된
안전행정위원회 대안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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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017년

•2017. 5.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평가업무를 법제절차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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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을 제·개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이 제도를 알지 못하여 평가를 요청하지 않거나 늦게
요청함으로 인해 법제 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어 법제업무의 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절차를 포함55)시켰다. 평가 절차에는 법령을 제·개정
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할 때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서를 함
께 보내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평가결과를 통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림 2-1-8] 참조).

[그림 2-1-8]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 개요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 개요 >
●목 적
•침해 발생요인을 분석·평가하여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 추진체계 확립
•개인정보 관련 법령 또는 조항 간 중복 또는 반목 요인 제거
•불합리 또는 안전조치 미비 규정을 사전 제거하여 침해사고 가능성 차단

● 근 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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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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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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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절차
침해요인 평가
(분석·검토)

전문위원회
심의

본회의
심의·의결

평가결과
통보

각 부처

사무국

전문위
(사무국)

전체회의
(사무국)

사무국

제 4 편 해외 동향

평가요청서
제출

부 록

55)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1조 제6항) 개정(2017.5.8.)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할 때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함께 요청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 기간(「행정절차법」 제41조 제
4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 그 입법예고 기간을 포함한다)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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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현황
제도 시행 이후부터 2017년 12월 말까지 약 15개월간의 제·개정 법령에 대한 평가실적은
법률 88건, 대통령령 411건, 부령 254건 등 총 753건으로, 이 중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을 제외하면 실질 평가대상은 368건이다. 평가결과 개선권고가 173건(47%)이고 원
안동의가 195건(53%)이다.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현황은 [표 2-1-9], [표 2-1-10]과 같다.
[표 2-1-9]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현황 총괄표
법령별 평가 현황
연도별

계

합계

753

법
88

대통령령

부령

411

254

2016년

96

10

43

43

2017년

657

78

368

211

[표 2-1-10]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월별 현황
평가구분

계

2016년

2017년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753

96

657

15

26

119

22

37

79

34

80

34

48

90

73

개선권고

173

41

132

10

12

33

12

12

10

6

5

5

3

15

9

원안동의

195

23

172

4

12

81

2

9

14

7

18

-

2

14

9

침해요인 없음

385

32

353

1

2

5

8

16

55

21

57

29

43

61

55

3.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주요 사례
가.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법 제정의 타당성 검토
<사례 1>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2017.1.23. 의결)
본 제정안은 영상정보 처리기술의 고도화 및 사회적 유용성 증대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이 증가하고 있어 이런 기기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영상정보 보호원칙과
처리 단계별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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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법안의 독립적 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제정안은 총 38개 조로서 이 중에서 새로운 내용
을 규정하는 조항은 6개(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56)에 불과하고, 대부분 보호법의 조문과 중복
(19개)57)되거나 수정 보완한 조문(13개)58)이며 개인정보의 일부분에 불과한 영상정보만을 독립적으
로 입법화할 것인가에 대해, 보호법과의 정합성, 타 부처·타 분야의 입법에 미칠 영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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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제정안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제정안의 내용이 기존의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과 적용범위 등
에 차이가 있어 제정안 발효 시, 각 법(령) 간 적용 및 해석에 있어 충돌이 예상되고 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
과 상충되는 다수 규정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되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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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분야 전문가가 아닌 일반 수범자들은 법령
간 규율 대상, 범위 등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우므로 어떤 법을 적용받아야 할지 혼동이 생길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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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미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 각 분야의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등이 별개로 존재하여 수범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 분야의 독립규범도 아닌, 일반 개인정보에 대한 규범을
처리수단별로 분법화(分法化)하게 되면, 결국 보호법령(타 분야의 법령 포함)의 우후죽순식 입법추진
을 양산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이 상실될 수 있는 혼란이 예상된다. 영상정보처럼 식별가능성과 사생
활 침해 우려가 높은 개인정보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새롭게 생성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마다 별도
의 보호법안을 마련해 규율하고자 한다면, 법체계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제 4 편 해외 동향
부 록

56)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정의·운영, 통합관제센터 운영,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요구 등
57)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위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전조치 등
58)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유 추가, 영상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유 추가 등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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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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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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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
호법(령)」에 편입하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지침(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두 번째, 제정안의 내용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를 약화시키는 규정들을 다
수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허용범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제15
조)에 비해 광범위하고, 영상정보주체가 여러 사람인 경우 동의하지 않은 나머지 영상정보주체의 개
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일정한 경우 녹음을 허용하는 것은 영상정보주체들의 대
화 비밀과 사생활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 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은 향후 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험 소지가 있는
조항들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보호법(령)에 편입하도록 하고, 기타 통합관제 대상범위·범위·요건을
구체화하며, 지자체 직원, 경찰, 모니터요원 등 센터 근무자 특정과 법적 지위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
하는 등 입법 흠결을 보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나. 휴대전화 선탑재 앱에 대한 동의제도 개선
<사례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2017.1.23. 의결)
이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에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한 동의 근거가 부재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임의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 침해가 우려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 제22조의2에서 정보통신서비
스제공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접근할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
에 따른 접근권한의 범위 및 동의의 방법 등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개정안에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접근권한의 범위는 연락처·사진·동영상·통신내용 등 이용자가 이동
통신단말장치에 저장한 정보, 위치·통신기록·인증정보·신체활동기록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과정
에서 자동으로 생성되거나 저장된 정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부여된 고유식별정보와 촬영·음성
인식·센서 등 입력 및 출력 기능이다.
그러나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제조·공급 과정에서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통신, 촬영, 영상 또는 음악의
재생 등 이동통신단말기 일부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접근할 때는 동의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단
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先탑재 앱’ 모두가 동의의 예외가 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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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先탑재 앱’ 중 ‘필수앱’의 경우만 단서 규정을 적용하되, ‘필수앱’이라 할지라도 ‘필수적 접근권
한’에 대해서만 동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선택적 접근권한’에 대해서는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접근권한에 대하여도 ‘필수적 접근권한’(이 법 제22조의2 제1항 제1호)과 ‘선택적 접근권
한’(이 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 대하여도 구분하여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할 수 있도
록 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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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및 익명처리 등에 관한 용어 정립
<사례 3>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2017.1.9. 의결, 6.26. 의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017.4.24. 의결)
동 개정안은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처리를 ‘비식별 조치’로 정의하고 비식별 조치된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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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법적근거 없이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 개정안이다.
보호위원회는 ‘특정 개인의 식별가능성(Identifiability)을 없애는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가 혼란스럽
게 사용되고 있어 그 명칭 및 개념 정의가 정립되지 않아 인식과 해석 및 국내외적 의사소통을 저해
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여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빅데이터 활용, 공
공정보 개방 등 개인정보보호 핵심 이슈에 관한 명칭 및 정의를 입법 초기 단계에서 국제적 통용성
(Interoperability)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비식별정보’에는 개인정보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익명정보’와 안전조치를 취한 개인정

제 4 편 해외 동향

보, 즉 개인정보의 범주에 포함되는 ‘가명정보’가 혼재되어 있어 ‘비식별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에 법제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EU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익명정보’와 ‘가명정보’
를 구별하여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익명처리의 경우 원본 삭제 등을 통해 식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하는 등 예외적으
로만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가명정보’를 규정하고 연구, 통계, 기록 보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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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대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나아가 가명처리의 경우에도 그 활용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제한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다수 조문을 신설·개정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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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별법 간 법체계의 정합성 유지

<사례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017.9.11. 의결)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때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개정안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 개별법은 본래 해당분야의 산업진흥이 주된 목적이므로
보호수준이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낮아 개인정보 보호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원칙과 개별법의 예외규정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범자의 혼란도 가중
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의 통일성 확보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원칙 준수와 수범자 혼란 방지
등을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법에는 일반법과 차별
적 규율이 필요한 부분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
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2017.9.11. 의결)
금융 관련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신용정보회사 등이 정보주
체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 개정안이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와 제17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
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은 가능하지만 제공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법체계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의 특별법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보주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 요건을 두는 것보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개인정보 제공 요건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
견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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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민등록번호 최소 처리를 위한 91개 대통령령 일괄 정비

<사례 5>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2017.3.13. 의결)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및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는 법률 또는 대통령
령에 구체적인 처리근거를 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2017.3.30. 시행)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시행규칙상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를 대통령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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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향 규정하기 위하여 91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을 평가 요청하였다.
주민등록번호 처리 허용의 판단기준은 첫째, 개인을 명확하게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
리하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 등에서 앞서 인정한 불가피한 업무유형에 해당되는지 여부, 둘째, 앞
서 인정한 업무유형과 유사한 업무로서 법령상 의무준수 및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셋째, 주민등록번호 이외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
는지 여부 등이다. 이와 같은 판단기준에 따라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
한 업무유형은 [표 2-1-11]과 같다.

[표 2-1-11]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업무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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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세·병역, 과징금·과태료·요금·수수료, 재정 업무
②소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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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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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처방전·진단서·진료기록부 등 작성, 환자정보 등 민감정보 열람 업무
⑨ 기타 ①~⑧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대체할 합리적 방안을 마
련할 수 없는 업무(합리적 대체방안의 존재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한다)
㉮ 과도한 민원인 불편, ㉯ 과도한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 ㉰ 국민의 권리 및 안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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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주민등록번호 처리 불가피성 판단기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 허용여부를 평가한 결
과 91개 대통령 중 21개 대통령령에 대해서는 처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리근거를 삭제
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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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헌법기관(국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관련 규정 개선 요구
<사례 6>
헌법기관(국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관련 규정 개선(2017.4.10.)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 개인정보 보호규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과정에
서 제정안 마련 시 참고한 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칙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를 개선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먼저,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국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각 사무 수행자의 판
단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여부 및 그 범위가 정해질 경우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위배되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분을 ‘불가피한 경우’로 수정하고, 업무 수행 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
하도록 하기 위해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한 사무를 각각 별도의 조문으로 규
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는 고유식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는
데, 고유식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주민등록번호’ 부분은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4. 입법부 발의 주요 법안 검토
가.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편 관련
2016년 5월 30일 20대 국회가 개원하고, 2017년 한 해 동안 여야에서 개인정보보호 법체계 및
감독체계 일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안, 송희
경 의원 대표발의안 및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간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대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개인정보보호 규
율과 관련된 법체계가 다수의 법률로 병존함에 따라 법체계상의 불일치나 중복, 수범자의 법적 혼
란, 중복규제로 인한 개인정보처리자의 부담증가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집행기관과 감독기구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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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통일적이고 전문적인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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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소병훈 의원 등의 입법발의안은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통
일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개인정보보
호 관련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여 보호체계의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개인정
보 보호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보호위원회로 이관하여 전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기능 수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정보주체의 권리 등과 관련된 현행
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개
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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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2] 관련 의원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현황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안
(2017.5.11.)

구분
위원회 위상
위원회 구성

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안
(2017.5.30.)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안
(2017.12.8.)

중앙행정기관으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전체위원

국회추천 9명

국회추천 9명

9명(국회선출 4명)

상임위원

2명

2명

3명

위원회 역할
전문기관 신설

독립 전담기구로서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기능 통합 수행
-

-

한국개인정보보호원 설립

세계 각국은 빅데이터, AI 등 첨단기술 기반의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호 규제혁신을 최우선 국가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일화
된 보호체계와 독립적 전담기관이 개인정보보호 및 국가 간 데이터 교류를 통합적으로 관장
하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다.
보호위원회는 우리나라가 국제 이슈를 선도하고, 개인정보 보호분야의 산적한 과제를 추진
해 나가기 위해 국제흐름에 부합하는 감독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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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명처리로의 용어 통일
정부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2016년 7월
1일 시행하였다. 가이드라인에는 비식별 조치를 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보고 기
업 등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데이터 산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 록

그러나 비식별 조치된 정보 역시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특정 개인이 다시 식별될 위험성
이 있는 만큼,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률에 비식별 조치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과 정보
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이 김병기 의원, 송희경 의원, 윤영석 의원 등에 의해 대표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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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도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행위를 ‘비식별 조치’ 또는 ‘비식별화’로 정의하고,
이러한 행위를 통해 생성된 정보를 ‘비식별정보’로 정의하며, 비식별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2-1-13] ‘특정 개인의 식별가능성을 없애는 행위’에 대한 용어 정의

김병기 의원(2016.2.8.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송희경 의원(2017.5.30.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용어: 비식별정보, 비식별 조치
•개인정보를 삭제·대체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정의

•용어: 비식별정보, 비식별 조치
•김병기 의원안과 동일
(다만, 가명처리, 총계처리 등 비식별
조치 예시 추가)

윤영석 의원(2017.4.5.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용어: 비식별화, 비식별정보, 비식별 조치
•김병기 의원안과 동일

보호위원회는 ‘특정 개인의 식별가능성(Identifiability)을 없애는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
가 혼란스럽게 사용 중이며 명칭 및 개념 정의가 정립되지 않아 인식과 해석 및 국내외적 의
사소통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빅데이터 활용, 공공정보 공개 등 개인정보보호 핵심 이슈에 관
한 명칭 및 정의를 입법 초기 단계에서 국제적 통용성(Interoperability)을 갖추도록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식별가능성을 없애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익명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익명화’(「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가 법제화되어 사용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미국
제외)가 ‘익명(Anonymisation)/가명(Pseudonymisation)’ 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
며, ‘비식별(De-identification)’은 ‘익명’과 ‘가명’을 포함한 개념으로 ‘비식별’ 용어를 사용
할 경우 의미에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EU 집행위원회 및 28개 회원국과 미국 등 대부
분의 국가는 식별성(Identifiability)을 제거하는 과정을 하나의 ‘정보처리(Processing)’로 보
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제3조 제7항에 ‘익명처리’라는 용어를 이미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GDPR)의 방식과 같이 ‘익명정보’와 ‘가명정보’를 구별하여 용어 사용상 혼
란을 줄이고,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 정보로 전환하는 과정은 ‘처리/조치/화’ 중 ‘처
리’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예시 : EU의 익명/가명정보 정의 >
•익명정보 : 개인정보를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
•가명정보 : 추가적인 정보 없이는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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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해석
등에 관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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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1. 개요
2017년 법령의 해석 등에 관한 의결 내역은 [표 2-1-14]와 같다.
광주광역시 공무원노동조합 조합비 소득공제 내역의 감사목적 제공
에 관한 건,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한 개인정
보 제공에 관한 건 등 법령의 해석·운용 14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6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표 2-1-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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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의 과태료 부과처분 결과 공표와 관련하여 의결하였다.

[표 2-1-14] 2017년 보호위원회 의결 안건
구분

건수

안건명

•국제표준이름식별기호(ISNI) 관련 국립중앙도서관의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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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의 범칙금 납부 여부 관련 질의에 관한 건
•시설(차량)대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건
•광주광역시 공무원노동조합 조합비 소득공제 내역의 감사목적 제공에 관한 건
•부산광역시 남구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시민봉사단 운영에 관한 건
•서울특별시(한양도성도감)와 중구의 영상정보 공유에 관한 건
법령 해석·운용(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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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위한 치매질환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강원랜드의 카지노 출입제한을 위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에 관한 건
•외교부의 재외국민등록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지방자체단체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의 군부대 제공에 관한 건
•자동차 공제조합의 전손사고 자동차 정보제공에 관한 건
•행정안전부의 장애인 관련 통계작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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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량 분석 통계작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과세특례제도 운영을 위한 해외이주 신고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외국인 중도입국자녀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6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업자 정보 제공에 관한 건

부 록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5호)

•국토교통부의 적재중량 초과 차량 정보 제공에 관한 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건
•국가배상금을 지급받은 보훈급여금 수령자의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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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해석·운용에 관한 주요 의결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 광주광역시 공무원노동조합 조합비 소득공제 내역의 감사목적 제공에 관한 건
(2017.6.26.)
광주광역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승진이나 인사이동 등으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
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노동조합 가입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조합원에 대하
여 명예조합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조합비를 부과하여왔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2016
년 3월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각 부서에 이들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 중
노동조합비 소득공제 내역을 요구하여 이를 제출받았다.
이에 광주광역시 공무원노동조합은 해당 자료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노동조합의 가
입·탈퇴에 관한 민감정보임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의 조치는 2016년 4
월 광주서부경찰서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고발되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본건 노
동조합비 소득공제 내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호위원회에 질의하였다.
보호위원회는 첫째, 본건 노동조합비 소득공제 내역이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감사기구의 관계서류 등의 제출요구 권한을 「개인정보 보
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논의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첫째,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가 본건 노동조합비 소득공제 내역을 제출받을 경우 결과적
으로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는 노동조합의 가입·탈퇴에 관한 정보로
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둘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
2호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감사
의 목적과 필요성, 감사 목적과 제출 요구 대상과의 관련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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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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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여 노조에 가
입 및 활동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른 법령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이의 시정을 위해 관련 사실을 조사·점
검할 필요가 있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가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탈퇴
에 관한 정보를 제출받지 못한다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위반에 대한 조사·점검을 수행할 수 없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점
을 고려하면, 본건 노동조합비 소득공제 내역을 요구하는 것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
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서류 등 제출 요구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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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가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 전체가 아니라 노동조합 가입 금
지 공무원에 한하여 본건 노동조합비 소득공제 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가 필
요한 최소한도에 해당한다.

나. 서울특별시(한양도성도감)와 중구의 영상정보 공유에 관한 건(2017.7.10.)
서울특별시는 한양도성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한양도성 주변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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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운영하고 있는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예정 지역에 서울특별시 중구가 범죄예방, 시
설안전 등의 목적으로 이미 설치·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있어 기기를 새로 설치하지
않고 해당 기기에서 수집한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보호위원회는 범죄예방 또는 시설안전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있어 중구가 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
집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중구가 영
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범위 내에서 한양도성의 보존·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에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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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외교부의 재외국민 등록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2017.9.25.)

부 록

외교부는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
하고 관련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라 재외국민의 개인정
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국세청,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방세 징수, 국세 징수, 공
매 대행업무를 각 수행하기 위하여 외교부로부터 재외국민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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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외교부는 「지방세기본법」 제119조와 「국세기본법」 제84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
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와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에 따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질의하였다.
보호위원회는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1항과 「국세기본법」 제84조 제1항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일반 조항에 불과하고 개인정보의 제
공 대상이나 제공을 허용하는 범위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
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만, 지방세 징수, 국세 징
수, 공매 대행업무는 각 기관의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고 재외국민 정보를 제
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도 없으므로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
호에 따라 각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라.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의 군부대 제공에 관한 건(2017.10.16.)
제3야전군사령부는 지역책임부대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등 필
요 시에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로부터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아래 내
용을 질의하였다.
첫째, 통합방위사태 선포, 경계태세 2급 이상 발령, 자체훈련, 지상협동훈련, 대침투 종합
훈련, 후방지역 종합훈련, 을지연습, 충무훈련, 독수리연습, 테러 발생, 재해, 재난, 구급상
황 발생 시 지역책임부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지역책임부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제공 방법과 관련하
여, 수집된 영상정보를 저장매체에 담아서 제공받는 방법, 통합관제센터에 군 병력을 파견하
여 실시간 열람하는 방법, 전용회선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받는 방법이 각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전용회선 구축 시 시스템 및 선로 점검을 위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영상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셋째, 통합방위사태 선포, 경계태세 2급 이상 발령 시 지역책임부대가 지방자치단체 통합
관제센터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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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위원회는 통합방위사태 선포, 경계태세 2급 이상 발령, 자체훈련, 지상협동훈련, 대침
투 종합훈련, 후방지역 종합훈련, 을지연습, 충무훈련, 독수리연습, 테러 발생, 지역책임부대
가 현장 확인 또는 상황 수습 등을 할 필요가 있는 재해, 재난, 구급상황 발생 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므로 지역책임부대가 지방자치단체로부
터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역책임부대가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서 달리 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으며, 개인을 식별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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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상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영상정보의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통합방위사태 선포와 경계태
세 2급 이상 발령 시는 평시나 훈련 시와는 구분되는 상황이므로 이 경우 지역책임부대는 지
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작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지역책임부대가 위와 같이 영상정보를 제공받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작하는 경
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
해야 하므로 통합방위본부장에게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지침을 수립하고 지역책임부대가 지
침에 따를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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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자동차 공제조합의 전손사고 자동차 정보제공에 관한 건(2017.10.16.)
보험개발원은 13개 자동차 손해보험사로부터 자동차사고 이력정보를 제공받아 인터넷 홈
페이지 ‘카히스토리’에 공개하여 일반인들이 위 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개인택시, 택시, 버스,
전세버스, 렌터카의 6개 업종별로 자동차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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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손해를 배상하고 있는데, 위 공제조합은 각 조합원의 자동차사고 이력정보를 공개하지 아
니하고 있다.
이에, 위 공제조합을 지도·감독하는 국토교통부는 위 공제조합에 가입된 중고차를 구입하
는 사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6개 자동차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동의 없이 조합원 소유

부 록

의 전손사고 자동차의 차량번호, 전손사고 사유, 사고를 처리한 자동차 공제조합명이 포함된
사고 이력정보(이하 ‘본건 정보’라 한다)를 일반인들이 조회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에 제공
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카히스토리’에 공개되도록 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를 보호위원회에 질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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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위원회는 본건에 대하여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택시, 버스, 전세버스, 렌터카 등
4개 업종의 자동차 공제조합에 가입된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공제조합에 가입된 자동차 중
법인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였고,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공제
조합에 가입된 개인 소유 자동차, 개인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의결하였다.
화물자동차 공제조합 및 개인택시 공제조합은 법령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같은 법 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적용여부를 살펴보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조합원의 ‘동의’가 없었고,
위 제공을 허용하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도 없으며, 통계 작성과도 관련이 없는 등 어느
조항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공제조합과 개인택시 공제조합은 보험개발원
에 조합원 개인 소유의 전손사고 자동차의 본건 정보를 조합원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없다.

바. 과세특례제도 운영을 위한 해외이주 신고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17.11.27.)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 전출하는 경우 전출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납세의무자 파악, 파악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전
납세안내 실시 및 신고 이후 적정 여부 검증, 미신고 국외이주자에 대한 재산압류,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외교부로부터 해외이주 신고자의 성명, 주민등
록번호, 이주 국가, 이주 종류와 동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
여 보호위원회에 질의하였다.
보호위원회는 본건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외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
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에 대하여는 근거 규정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이 주민등록번호가 처리되는 사무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구체
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개정 시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
될 수 있고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 및 납세관리 사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양도소득
세 처분 대상자의 정확한 특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
할 것이므로 국세청이 외교부로부터 신고자와 동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
록 하되, 국세청장에게 관계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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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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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에 관한 주요 의결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 외국인 중도입국자녀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17.1.9.)
외국인 중도입국자녀란 부모의 결혼·귀화 등에 따라 해외에서 출생하여 중도에 부모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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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내로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등록외국인으로, 법무부는 이들에 방문동거(F-1-52), 거
주(F-2-2), 영주(F-5-3)의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상당수의 외국인 중도입국자녀는 부
모의 공교육 지원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취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교육부는 만
7세에서 만 17세까지의 1년 이상 체류할 외국인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공교육 지원을 당사
자와 부모에게 개별적으로 홍보·안내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 중도입국자녀의 성명, 생
년월일, 성별, 체류자격, 체류기간 만료일, 국적, 체류지역, 주소, 연락처를 요청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교육부에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호위원회에 질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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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위원회는 외국인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공교육 지원이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인
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가입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1991. 12. 20. 발효, 조약
제1072호)은 모든 아동에게 초등교육을 의무 무상교육으로 제공하고 중등교육에 대한 접
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6조 제1항과 「아
동복지법」 제4조 제6항 등 관련 법규를 고려할 때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법률에 준
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위 협약에 따른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공교육 지원에 관
한 업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법률에서 정한 소관업무’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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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외국인 중도입국자녀는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고, 기존 공교육 지
원 제도에 대한 홍보는 그 효과가 미미한 점, 교육부가 본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별적인
홍보·안내를 하지 못한다면 외국인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공교육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
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개인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있고, 교육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불법

부 록

체류자에 대한 통보의무에서 면제되므로 본건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와 부모에게 추가되는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가 교육부에 외국인 중도
입국자녀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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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2017.6.12.)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3 제1항에 따라 임금, 보상
금, 수당,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
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 요건에 유죄 확정 횟수, 체불 총액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확인하
기 위하여 검찰청으로부터 법원의 판결서와 약식명령서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를 질의하였다.
보호위원회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액 등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며 유
죄 확정 횟수와 체불 총액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찰청으로부터 판결서와 약식명령서를
제공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소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얻어지
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업주의 이익보다 크다 할 것이므로 판결서와 약식명령서의 제공이 정
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
서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검찰청으로부터 법원의 판
결서와 약식명령서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국토교통부의 적재중량 초과 차량 정보제공에 관한 건(2017.10.18.)
국토교통부는 도로 구조의 보전을 위하여 「도로법」 제77조에 따라 축하중이 10톤을 초과
하거나 총 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교통의 안
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라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를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운행제한 위반 차량의 단속을 위
한 저울을 보유하고 있어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경찰청은 적재중량 초과 차량의 단
속을 위한 저울이 없어 단속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국토교통부에 운행제한 위반 차량에 대
한 단속 정보 제공을 요구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경찰청에 운행제한 위반 차량의 운전
자 또는 위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차량번호, 연락처 등이 포함된 운행제한 위반 확
인서 및 진술서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
여 보호위원회에 질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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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규정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처리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제공할 수 없으나, 그 외 정보의 경우 경찰청이 차
량의 적재중량 확인을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이를 제공받는 것이 불가피하고, 정보의 제공
에 따라 운전자 또는 위반자가 해당 법령 위반을 이유로 받는 불이익을 정보주체에 대한 부
당한 이익 침해로 볼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를 제공
할 수 있다고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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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안전부 장관의 과태료 부과처분 결과 공표에 관한 건
(2017.4.24.)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 제1항 제9호)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업자에 대
한 과태료 부과 내용과 결과를 공표하기 위해 보호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였다.
보호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과태료 부과의 내용과 결과를 공표할 때, 위반행위의 내
용·정도·기간·횟수, 피해의 범위·결과, 시정조치 명령 위반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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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고, 공표 대상자가 이에 해당된다는 점,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66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따라 공표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
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 규정된 절차를 준수한 점 등을 고
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
과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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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든 국민에게 발급하는 국민식별번호 제도로, 1968년 간첩 식별 등
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서 부여되기 시작했다. 주민등
록번호는 발급 이래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왔으며,
2014년 카드 3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 이후 관련 법 개정 등을

부 록

주민등록번호
처리와 관련된
법률 등의
제·개정 현황

통한 보호 노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2014년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신설(제34조의2)하여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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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하였으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
주의’ 신설 및 처리기준 강화(제24조의2)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7년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처리기준을 기존
법령에서 법률, 대통령령 등으로 강화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 근거의 시행규칙 등을 일괄
상향 조정토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등
에 대한 일제정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규정한 자치법
규 1,517건에 대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go.kr)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자치법규
453건을 발굴하여 정비하였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를 2017년 5월 30일부터 도입하여 운영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2017년 5월부터 2018년 1월 11일까지 총 810건의 변경 신청이 접수되었고, 최종적으로
304명의 국민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주민등록번호 근거법령 축소 등 보호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한 해 동안 주민등록번호 처리와 관련된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
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의 제·개정 현황을 살펴보았다.
2017년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 관련하여 제정된 법률 등은 대통령령이 6건, 규칙이 1건
이었으며, 개정 법률은 17건, 개정된 대통령령은 116건으로 총 140건이 제·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5] 2017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 제·개정 현황
구분

법률

대통령령

규칙

총계

제정

-

6

1

7

개정

17

116

-

133

전체

140

신규 제정된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 관련 법률 등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유공자, 원자폭탄
피해자, 장애인 등 개인의 지원을 위해 필수적으로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
분이었으며, 기타로는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 국민 안전교육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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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칙 등이었다.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법 개정도 특수임무 유공자, 참전유공자, 국군포로 송환, 정신건강질환자, 아동·청소년 보
호 등 개인별 지원 및 복지 관련 법률 등이 많았으며, 특히 2017년 3월 21일자로 총 86건의
대통령령이 일괄 개정되면서 대폭 정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도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특별법과 농업, 어업, 산업 및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등록번호 근거법령 개정이 이루
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1-16] 2017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 제·개정 세부 현황
연번

법령명

구분

개정일

유료도로법

’17.03.21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17.03.21

3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17.03.21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7.10.31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7.10.31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7.10.31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7.10.31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7.10.31

11

군인공제회법

’17.11.28

12

공증인법

’17.12.12

13

지방세기본법

’17.12.26

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7.12.26

15

주민등록법

’17.03.29

1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7.06.27

1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17.05.29

1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01.10

19

공무원임용시험령

’17.01.31

20

의료법 시행령

’17.02.28

21

보험업법 시행령

’17.02.28

22

전기사업법 시행령

’17.03.02

23

세무사법 시행령

’17.03.02

24

주세법 시행령

’17.03.02

25

자격기본법 시행령

’17.03.02

26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03.02

2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28

전자서명법 시행령

29

해외이주법 시행령

’17.03.02

3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03.02

31

보안관찰법시행령

’17.03.02

3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03.02

3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17.03.02

34

군인사법 시행령

’17.03.02

35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17.03.02

36

학생군사교육실시령

’17.03.02

37

지방공무원 임용령

’17.03.02

38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시행령

’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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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31
법률(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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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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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118

법령명

구분

개정일

3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03.02

40

공연법 시행령

’17.03.02

41

관광진흥법 시행령

’17.03.02

42

도서관법 시행령

’17.03.02

4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03.02

44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03.02

45

농약관리법 시행령

’17.03.02

46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7.03.02

47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17.03.02

48

수의사법 시행령

’17.03.02

49

비료관리법 시행령

’17.03.02

50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03.02

51

초지법 시행령

’17.03.02

5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7.03.02

5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17.03.02

5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17.03.02

5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17.03.02

5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17.03.02

57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17.03.02

58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17.03.02

59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03.02

60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령

’17.03.02

61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03.02

6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63

노인복지법 시행령

6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17.03.02

65

아동복지법 시행령

’17.03.02

6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17.03.02

67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17.03.02

6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03.02

69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17.03.02

7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17.03.02

71

수도법 시행령

’17.03.02

7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17.03.02

7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17.03.02

74

고용보험법 시행령

’17.03.02

7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17.03.02

7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03.02

7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03.02

7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03.02

79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7.03.02

80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17.03.02

8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7.03.02

82

건축법 시행령

’17.03.02

83

건축사법 시행령

’17.03.02

8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03.02

8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03.02

86

궤도운송법 시행령

’17.03.02

대통령령(122)

’17.03.02
’17.03.02

법령명

구분

개정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03.02

8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17.03.02

89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17.03.02

9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7.03.02

9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17.03.02

9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17.03.02

9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17.03.02

9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17.03.02

95

선박법 시행령

’17.03.02

96

수산업법 시행령

’17.03.02

97

선박직원법 시행령

’17.03.02

98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17.03.02

99

선원법 시행령

’17.03.02

100

어선법 시행령

’17.03.02

101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17.03.02

102

해운법 시행령

’17.03.02

103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17.03.02

10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03.02

105

행정심판법 시행령

’17.03.02

10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7.03.02

107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
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시행령

’17.03.02

108

전자정부법 시행령

10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04.11

111

교원자격검정령

’17.05.02

112

가석방자관리규정

’17.05.08

11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05.08

114

주민등록법 시행령

’17.05.08

11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05.08

116

자연공원법 시행령

’17.05.29

117

약사법 시행령

’17.05.29

118

평생교육법 시행령

’17.05.29

119

주택법 시행령

’17.06.02

120

통계법 시행령

’17.06.27

12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17.06.27

122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17.06.30

123

유료도로법 시행령

’17.07.17

124

철도안전법 시행령

’17.07.24

1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07.26

126

전파법 시행령

’17.07.26

127

의료기기법 시행령

’17.08.01

128

변리사법 시행령

’17.09.05

129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09.17

13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17.10.17

13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7.10.17

132

식물방역법 시행령

’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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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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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17.04.11

제 4 편 해외 동향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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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령명

구분

개정일

133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12.12

134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7.03.27

135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136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137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07.26

138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17.12.29

139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12.26

14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17.03.27
대통령령(122)

규칙(1)

’17.05.08

’17.11.17

* 표시는 제정 법령 및 규칙

제6절

개인정보
분쟁조정

1.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의의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개인정보의 가치와 중요성은 갈수
록 높아지고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의 동의를 받고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여야 하나, 정
보주체인 개인에게 동의를 받지 않거나 동의를 받은 목적이 아닌 다
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증가하
고 있어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은 자와 개인정보처리자 간
의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주체인 개인이 침해받은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오·남
용에 의한 피해에 대해 그 피해액을 정확히 예측하거나 산정하기 어
려우며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하기에는 시간
과 비용, 전문성 등의 문제로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번거로운 기존의 소
송 제도만으로는 적절한 피해구제를 실현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
되었고, 각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전문기관을 두고 소송 외의 대안
적 분쟁해결 방식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권리 침해에 따른 피해를 구
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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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2001년부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지난 2015년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해오던 분쟁조정 업무를 2016년 7월 25일부터
보호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2.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가.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실적
최근 들어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 2016년 7
월 25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 업무가 한국인터넷진흥원
에서 보호위원회로 이관된 이후 공정하고 신속한 분쟁 조정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지속되
고 있다. 이에 따라, [표 2-1-17]과 같이 2017년 한 해 동안 분쟁조정위원회는 이관 당해인
2016년 168건에 비해 123건이, 이관 전해인 2015년에 비해 157건이 증가한 291건의 분쟁
조정사건을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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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7] 2015~2017년 분쟁조정사건 처리 현황

(단위: 건)
2016년

연도
처리 건수

2015년

2017년

134

계

1~7월(이관 전)

8~12월(이관 후)

168

78

90

291

[그림 2-1-9]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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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2년

부 록

[표 2-1-18]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실적

(단위: 건)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 회의

4

6

4

3

3

2

조정부 회의

20

18

20

18

1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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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는 [표 2-1-18]과 같이 전체회의 2회, 조정부 회의 15회 등 2017년에 총
17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분쟁조정위원회가 2017년 처리한 291건의 분쟁조정사건 중
기각·신청취하·각하로 처리한 178건을 제외한 113건에 대해서 양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
시하였다. 조정안을 제시한 113건 중 88건은 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성
립률은 77.9%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16년의 69.4%에 비해 8.5%p 증가한 것이다. 전년
도에 비해 분쟁조정 처리건수 증가뿐만 아니라 조정성립률도 높아지고 있는데 분쟁조정위
원회의 조정결정을 통해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정보주체의 권리구제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1-19] 연도별 분쟁조정사건 처리 현황
구분

2012년

(단위: 건)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조정 전 합의

32

40

21

15

28

70

조정성립

29

14

12

20

6

18

조정불성립

15

10

20

15

15

25

기 각

20

8

11

17

26

15

각 하

3

18

265

4

4

2

신청취하

44

83

66

63

89

161

합 계

143

173

395

134

168

291

※ 2014년 각하결정 건수 265건 중에는 카드 3사 관련한 민원 249건 및 집단분쟁 3건 등이 포함되었음.

나. 분쟁조정사건의 정보주체 권리 침해 유형
[표 2-1-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쟁조정위원회가 2017년 처리한 사건 중 가장 많은 권
리 침해 유형은 ‘고지한 범위를 넘어선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으로 75건이 처리되었
으며 이는 2014년 32건, 2015년 37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6년 49건에 이어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한 목적으로 수집한 고객의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정보주체인 고객의 동의 없이 홍보 목적
으로 이용하거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
게 제공하는 사례가 많았다.
다음으로는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미비’ 유형으로 총 36건이 처리되었는데 2014년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하여 303건의 분쟁조정사건이 처리된 이후 2015년에는 9
건으로 대폭 감소하였다가 2016년 14건에 이어 2017년 36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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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다. 침해 사례의 대부분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상 실수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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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이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를 줄여나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동의 철회·열람 또는 정정요구 등 불응’ 유형으로 33건이 처리되었다. 이 유형은
2015년 6건, 2016년 13건, 2017년 33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처리되고 있는 침해 유
형이다. 침해 사례로는 정보주체가 회원 탈퇴를 요구한 이후에도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
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광고성 문자나 마케팅 전화를 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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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권리에 대한 주요한 침해 유형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만
큼 이에 대하여 권리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등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 의식 제고를 위한 지
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표 2-1-20] 침해 유형별 분쟁조정사건 처리 현황
구분

2012년

(단위: 건)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76

43

32

37

49

75

19

21

19

18

26

29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미비

17

26

303

9

14

36

개인정보 훼손·침해 또는 누설

2

4

2

13

21

동의철회·열람 또는 정정요구 등 불응

1

13

16

6

13

33

-

목적달성 후 개인 정보 미파기

10

13

11

2

12

10

기타(과도한 수집, 사생활 침해 등)

18

53

12

62

41

87

계

143

173

395

134

168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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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3. 분쟁조정사건 주요 조정 사례
제 4 편 해외 동향

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여 홍보에 이용한 학원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학생인 자녀의 이름과 본인의 연락처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한 바 없었음에
도 불구하고 학원으로부터 교육과정 안내 전화를 받았다. 이에 신청인은 동의 없이 개인정

부 록

보를 수집하여 학원교육의 홍보에 이용한 학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과 재발방지를 요구하
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 학원이 다른 학원 등을 통해 신청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학원 홍
보에 이용한 것은 신청인에게 동의 받은 사실이 없고 신청인과 계약 체결 및 이행에도 해당

123

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분쟁조정위원회는 판단하
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
정 결정을 하였다.

나. 청
 약거절을 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의 보험청약 과정에서 보험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질병치료 내역을 검토 후 인수기
준에 적합하지 않아 청약을 거절하였고, 2년 후 신청인이 다시 동일한 보험청약을 하였으나
보험사는 과거 신청인이 제출한 질병치료 내역에 의하여 보험청약을 거절하였다. 이에 신청
인은, 과거 보험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치료 내역을 파기하지 않고 청약 거부에 이용한
보험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보험청약이 거부된 경우 보험사와 신청인 사이에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에 따른 상거래관
계가 설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사가 보험청약을 거절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
2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달성하여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에 해당
하므로 보험사는 보험청약 거절 당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였어야 한다고
분쟁조정위원회는 판단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수집한 신청인
의 개인신용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하는 조정 결정을 하였다.

다. 동의 없이 임대인의 운전면허번호를 수집한 은행에 대한 재발방지 등 요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업무를 위탁받은 은행은 건물 임차인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시 필요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기 위해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
서 임대인(신청인)의 운전면허번호를 동의 없이 수집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임대인의 운전면
허번호를 동의 없이 수집한 은행을 상대로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은행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운전면허번호를 수집한 행위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별도로 받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
우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분쟁조정
위원회는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운전면허번호를 삭제하고 법령에 구
체적인 근거 없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임대차계약의 사실 확인 업무
절차를 개선하도록 하는 조정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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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인 A사를 퇴직하고 B사에 취업하였는데 B사가 A사에 신청인의 전력조
회를 요구하자 A사는 신청인에게 별도 안내 없이 신청인의 징계내용이 포함된 근무 이력정보
를 B사에 제공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징계내용이 포함된 자신의 근무 이력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A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A사가 이전에 근무했던 직원의 개인정보를 B사에게 제공한 것은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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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에게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분
쟁조정위원회는 판단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직원의 개인정보
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관련 법령 또는 동의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조정 결정을 하였다.

4.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홍보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개인정보 침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분쟁조
정제도가 있음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분쟁조정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2017년 11월 15일
부터 12월 14일까지 한 달간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그림 2-1-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 부산, 대구, 광주의 지하철 객차 내 액자형 광고
를 통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신속하게 개인정보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사실과 주요 신청사례, 문의처 등을 안내하였고, 향후 보다 다양하고 효율
적인 홍보수단을 이용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홍보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로 피해를 입은

제 4 편 해외 동향

국민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다.
[그림 2-1-10]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지하철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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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개인정보
보호 정책
홍보

1. 개인정보보호 인식 주간
(PAW, Privacy Awareness Week) 캠페인
개인정보보호 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인 국민이 개
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스스로 개인정보보호를 실천하고, 개
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인식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확산하는 것이 중
요하다. 이에 각 개인정보 보호 주관기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하
고 있다.
이에 따라, 보호위원회는 아시아·태평양 프라이버시 감독기구
(APPA, Asis Pacific Privacy Authorities, 이하 ‘APPA’라 한다)
에서 주관하는 ‘개인정보보호 인식주간(PAW, Privacy Awareness
Week)’을 맞이하여 2017년 5월 22일부터 6월 22일까지 ‘Share
with Care’라는 주제로 온라인 포털과 연계한 공익 캠페인을 실시
하였다.
캠페인 웹페이지에서는 스마트폰, SNS, 보이스피싱 등 일상생
활 속에서 유의해야 할 개인정보 수칙을 확인할 수 있는 ‘나의 개
인정보 안전지수’ 코너를 마련하여 참여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보
호수준을 진단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확
산하였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위반사례’를 통해 무분별한 개인정보 제공 등
의 위험을 공유하고, ‘생활 속 개인정보보호 노력과 다짐 댓글 달기’
를 통해 인식 공유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번 캠페인에는 연인원 15
만 명이 참여하여, 4,500여 명이 캠페인에 대한 소감 등의 댓글 등
을 남겼다.

126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그림 2-1-11] 개인정보보호 인식 주간(PAW, Privacy Awareness Week)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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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보호 페어(PIS FAIR,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Fair)
보호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범사회적 인
식 제고를 위해 PIS FAIR 조직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뉴스 공동주관으로 매년 개인
정보보호 페어를 개최하고 있다. 2017년 개인정보보호 페어(6.19~6.20, 서울 COEX)는 ‘개
인정보보호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이란 부제를 가지고 개최하였고,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담당자들 4,000여 명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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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 FAIR 2017은 4차 산업혁명과 EU GDPR 등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행사기간 동안 총 46개 강연과 토론을 통해 공공·민간의 CPO(Chief
Privacy Officer) 및 개인정보담당자들이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과 법률 및 제도, 개인정보
에 필요한 기술과 솔루션, 개인정보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1-12] 2017 개인정보보호 페어 & CPO 워크숍

제 4 편 해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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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개선

1.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등
록번호변경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또
는 재산상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국민들이 주민등록번호
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변
경위원회는 2017년 5월 30일 출범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업무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6명
과 5명의 고위공무원급 정부위원으로 구성되었다. 민간위원은 판
사, 검사, 변호사, 의사, 금융 업무에 5년 이상 재직·종사하거나, 개
인정보보호 또는 주민등록 업무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

2018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들로 위촉되었으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금융위
원회, 경찰청, 보호위원회 소속 국장급 공무원 등이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서와 입
증자료를 구비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위
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변경 여부가 결정되며, 청구가 인용되
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다. 다만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
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위반 등의 목적이 있
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주민등록변경 청구를 기각
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침해조사과’를 신설(2017년 2월)하
여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조사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들의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및 실태점검을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2014년 1월에 발생한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
출사고와 관련하여 국민의 불안·불편 최소화,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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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발표(2014.1.24.)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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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원에서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불법사금융 및 개인정보 불
법유통 신고센터(이하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라 한다)’로 확대 개편하여, 개인정보 불
법유통·활용 관련 신고접수 업무 등을 2014년 1월 27일부터 수행하고 있다.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는 신고자가 개인정보 매매자, 거래사이트,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내용 등 개인정보 불법유통·활용 관련 사항을 신고하면 상담요원이 신고내용을 확인하
고 피해가능성이 있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피해예방 요령 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개인정보 불법유통·활용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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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신고접수·수사기관 통보 현황 및 특이 사례 등을 매일 점검하고 금융회사와 관련된 사항
은 해당 금융회사에서 신속히 조치하도록 지도하여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되는 것을 현장에서 근절하고, 금융사기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
기 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금융감독원에 설치하여 2014
년 2월 7일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민감시단은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불법유통·매매행위 등 모든 불법거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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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상의 불법대부광고 등에 대하여 중점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 개인정보 불법
유통·매매 등 불법행위 혐의자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즉시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인터넷상
의 불법광고 게시글 및 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포털업체에 신속히 차
단을 요청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7년에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총 281건의 상담 및 신고를 처리하였으
며,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불법유통 관련 불법대부광고 적발
및 전화번호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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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암호화가 의무화됨에 따라 금융감독
원은 2016년 및 2017년에 금융회사 등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는 주민등록번호의 암
호화 조치를 기한 내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15년에 신용정보법을 개정하여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대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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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보험설계사 등 모집업무 수탁자의 불법취득 신용정보의 모집업
무 이용 여부, 개인신용정보 취득 경로 등에 대한 확인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모집업
무를 위탁한 금융회사 및 업권별 협회는 매분기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금융감독원에 보고하
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특이사항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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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7년 3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시행에 따라 금융회사가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제
공할 때 접근권한을 최소화할 것과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철회 방법을 마련하
도록 독려하였다.

2.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등
가. 신용정보법령 개정
2017년에는 개인신용정보의 정의를 명확화하고, 통계작성·학술연구 등 목적의 비식별정
보 제공·이용 근거를 마련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개정 시행령은 개인
신용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로 구체화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개인정보와 동일
하게 규정한다. 또한,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
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
능하도록 하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하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16년 신용정보법 개정 입법예고 이후 2017년에 신용정보법 개정
안을 재입법예고하였다. 이후 동의제도 개선, 빅데이터 활성화 등 다른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법 개정 수요가 발생하였으며, 금융 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
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18년에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
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나.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 7월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따른 업
무처리 기준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지도해왔다. 이후 2016년 신용정보법이 개정되어 개
인신용정보 제공 시 동의방식 개선, 개인신용정보 파기 및 분리보관 등 개인신용정보 보호
를 강화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금융감독원 및 금융협회가 실무전담반을 운영하여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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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마련하였으며, 2017년 2월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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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활성화 및 정보보호 등을 위한 TF 운영
그간 금융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소비자 중심
금융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 분야 데이터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왔다. 2017년 1
월부터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 민관합동 TF’를 구성·운영하였으며,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
한 개인신용평가체계 고도화 방안 등을 포함한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
여 2018년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2017년 11월에는 대통령 주재 ‘혁신성장 전략회의’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 핀테크 활성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였으며,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관련단체·산업계·학계 등이
참여하는 ‘해커톤’ 회의에서 논의한 본인신용정보 관리업,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도입 등
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 증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또한, 2017년 12월부터 유관기관,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
분야 TF’를 구성하여 금융 분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
였다. 빅데이터 분석·이용을 위한 법적근거를 명확화하여 금융 분야의 데이터 활용을 활성
화하면서도, 정보활용 동의제도 개선, 금융권 정보보호상시평가제 도입 등을 통해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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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해외 입법례, 비식별 기술에 관한 국제적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를 명확화하고 사전·사후규제 정비를 통해 빅데이터 활용의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활용 동의절차를 단순화·내실화하면서도 개인의 선택권을 확대
하고, 금융권의 전반적인 정보활용·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데이터 활
용 활성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한편,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는 국정과제로도 선정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TF를 속도감 있게 운영하여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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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에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활성화 및 정보보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라. 대부업자 관리·감독 체계 개편

부 록

2002년 제정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은 대부업 관리·감독을 위한 최소한의 등록요건을 두고 최고 이자율 위반 등 주요 불법
행위의 규제를 위주로 규정됨에 따라 그간 시·도지사 차원에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행위까지
충분히 감독하기에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반면, 대부업자의 경우 영업의 영세성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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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관련 법규에 대한 준수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아 소비자 피해 우려가 상존하고
있었다. 대부업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대부업체
가 적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도 경감할 수
있도록 2016년 7월 대부업법 일부개정안 시행을 통해 대부업 관리·감독 체제를 개편하였다.
대부업 감독 체계 개편에 따라 대형 대부업자와 매입채권추심업자 등 개인정보 보호의 필
요성이 높거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큰 사업자들을 금융위원회 관리·감독 대상으로 포함시
켜 크게 강화된 수준의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개인정보를 불법유출·활용한 대부
업체 등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2017
년 6월 말 현재, 시장 대부잔액 기준 약 85%를 차지하는 849개 업체(영업소 기준 1,080개)
가 금융위원회 감독대상에 포함되었다. 또한, 2016년 3월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회
원에 대한 법령 준수 지도 및 대부이용자 보호 등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대부업협회의 업
무수행 적정성 등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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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2014년 8월부터 시행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2016년부터는 더욱 강화하여 실시
하였다. 그 일환으로 2016년 3월에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
능한 법령 범위를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으로 한정하였다(2017.3.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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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 3. 생략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 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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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를 통해 각 부처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주
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법령이 불가피한지 침해요인 평가 심사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
였다. 그리고 해당 법률 등의 제·개정현황을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함으로
써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보다 엄격히 관리·통제하도록 하였다.

4.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권익 강화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행정안전부는 2017년 10월 정보주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
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동의서의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할 수 있
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더불어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삭제 요청을 손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을 때 홍보나 마케팅 목적으로
정보주체에게 연락하려고 하거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경우 등 동의서의
중요한 내용은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표시방법을 쓰도록 의무화되었다. 또한,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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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동의서의 중요한 내용은 최소한 9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하되 동의서 다른 내용보
다 20% 이상 크게 표기하여야 하며, 다른 색, 굵은 글씨 또는 밑줄 등을 사용하여 정보주체
가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하여 개정된 주요내
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이 당초 개인정보의 수집보다 어렵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둘째, 정보주체가 보다 용이한 방법으로 열람, 정정·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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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외에도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권이 보다 강화되고, 스팸 전화·메
일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성숙한 개인정보보호문
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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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침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체 공공기관과 5만 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에 대하여 2년마다
조사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 처음으로 고유식별정보처리자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실태 조사가 시행
되었고, 조사 결과 3,458개 기관(공공기관 1,706개, 민간기관 1,752개)의 안전조치 평균 조
치율은 약 96%(공공 95%, 민간 97%)로 나타났다.
고유식별정보처리자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실태 조사는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주
요 점검항목 26개를 구성하고, 대상기관이 자체점검을 통해 해당항목별 안전조치 이행결과
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 스스로 안전조치 이행
현황을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당
조사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현황 분석 및 대상기관 의견수렴 내용은 향후 안전조치 이행
과 관련한 정책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6. 정보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
가.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등 보호 기준 마련
방송통신위원회는 ICT 서비스의 변화와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요구가 증가
하고 있는 스마트폰 앱, 온라인 맞춤형 광고, 바이오정보 활용 서비스 등에 대한 보호 기준을
마련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먼저,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60)에 대한 동의 등을 규정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2017년 3월)에 맞춰 스마트폰 앱 서비스 제공자가 앱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는 정보 및 기능 범위, 이용자 동의 방법, 앱 관련 사업자별 조치사항 등을 명시하여 정
보통신망법 시행령을 개정(2017년 3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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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앱(App)이 스마트폰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와 설치된 기능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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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실무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앱 서비스제공자, 운영체제 공급자 등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제시한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를 발간(2017년 3월)하였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61)로 인한 국민들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
소화하고 건전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
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2017년 2월)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행태정보62) 수집·이
용의 투명성 보장, 이용자의 통제권 보장, 행태정보의 안전성 확보, 인식확산 및 피해구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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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등 온라인 맞춤형 광고 사업자가 개인의 행태정보 처리 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원
칙과 이용자가 웹브라우저 및 스마트폰 설정을 통해 광고의 차단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방
법을 안내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책 설명회(2017년 4월)를 개최하여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와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한 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고 신규 정책들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잠금 해제, 인공지능 음성비서 서비스 등 정보통신 분야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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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바이오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2017년 12월)하였다.
개정된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과 고시에서 정하고 있
는 바이오정보63)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고 비례성, 수집·이용 제한, 목적제한, 통제권 보장,
투명성, 바이오정보 보호 중심설계 및 운영 등의 6대 원칙과 수집·저장·이용·파기 단계별 보
호조치 사항을 제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이드라인 기획 단계부터 기기 제조사 및 활
용 사업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서면
검토 및 공개 세미나를 통하여 산·학·연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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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61) 행태정보를 처리하여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분석·추정한 후 이용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온라인 광고
62) 웹
 사이트 방문 이력, 앱 사용 이력, 구매 및 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이용자 활동정보
63) 지
 문, 홍채, 음성, 필적 등 개인의 신체적·행동적 특성에 관한 정보로써 개인을 인증 또는 식별하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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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스마트폰 앱, 온라인 맞춤형 광고, 바이오정보 활용 서비스 등의 가이드라인 및 안내서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정비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ICT 기술 발전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위치정보법은 시장환경의 변화와 글로벌 트렌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에 미흡할 뿐 아니라 이용 활성화도 저해한다는 비판
을 받아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간 정합성, 글로벌 스
탠더드 등을 고려하여 위치정보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인위치정보 보호는 강화하면
서도 신산업 분야의 진입규제 등 과도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한 해당 개정안은 입법예고
(2016년 9월~11월), 위원회 의결(2016년 12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발의(2017
년 12월)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안에서는 불필요한 동의 규제를 합리화하였다. 현행법에는 소유자의 사전 동의
가 필요한 항목에 사물위치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어 법규 준수에 어려움이 있고, 현실적으
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개인 식별성이 없
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적은 사물위치정보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사전동의 없이도 처리가 가
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둘째, 사물위치정보에 대한 소유자 동의를 면제함과 동시에 위치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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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조치도 도입하였다. 이용자가 사후에 개인위치정보 처리 여부를 통제할 수 있도록 처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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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요구권을 도입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였으며, 이동성 있는 물건의 소유자도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하였다.
셋째,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
처벌 외에 행정제재가 가능하도록 시정조치 및 과징금 규정을 신설하였다.
넷째, 그간 미비했던 규제체계도 정비하였다.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등으로 위치정보의 처
리위탁 및 국외이전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위치정보법은 정보통신망법과 달리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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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가 미비하였다. 이에, 위치정보 처리위탁 규정 및 국외이전 규정을 신설하여 관련
규제체계를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같이 재이전에 대한 법적 보호장
치, 국외이전·재이전 중단 명령권 등을 도입하였다.

7.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행정안전부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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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왔다. 이는 최근 영상정보 처리 기술의 고도화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증
대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크게 증가한 것에 따른 것
이다. 게다가 스마트폰, 드론, 웨어러블 기기 등 각종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의 보편화로 인해
개인영상정보가 손쉽게 촬영되고 인터넷 등에 유포되어 각종 사생활 침해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관련 법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행정안전부는 2016년 12월 공청회를 거쳐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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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2017년 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개인
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제명을 변경한 후 동년 9월 재입법예고를 거쳐 12
월 22일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다. 이 법률안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 침해를 예방하고,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각
종 필수조치 사항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 록

한편, 보호위원회는 제정안의 제정 취지에는 동의하나,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정 추진에 대해, 개별법으로 제정하기보다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본질적
부분(권리구제 관련)을 발췌하여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편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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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기술 환경 등에 신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침(가이
드라인)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2017.1.23.)하였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의 효율성 및 법체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수범자의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판단하였다.

제2절

GDPR 등
국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1. EU 일반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 대응 지원
EU는 디지털 싱글 마켓 조성을 위해 EU 회원국(EEA 포함)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을 제정(2016년 5월, 유
예기간 2년)하였다. GDPR은 EU 역내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Free
flow of Data)을 도모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를 핵
심으로 한다. GDPR의 적용 범위도 EU 역내에 국한되지 않고, EU
역외에 위치하더라도, EU 내의 정보주체에게 서비스나 재화를 제
공하는 경우와 정보주체를 모니터링하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한, EU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 과징금을 전 세계 매출의 4% 또는 2,000만 유로로 상향하
였다.
정부는 EU GDPR 시행에 대비하여 2015년부터 관계부처 합동
체계(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를 구축
하여 대응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EU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기업의 GDPR 이해도 제고와 준수 역량 강화를 위한 ‘우
리기업을 위한 EU GDPR 안내서’를 발간하고, ‘EU GDPR 규제 강
화 대응 설명회(2017년 5월 29일, 무역협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GDPR 오픈세미나’를 개
최(2017.10.13.)하여 GDPR 대응을 위한 정부 측 지원 현황 및 계획
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11월 벨기에에서
EU 집행위와 공동으로 한·EU 기업간담회를 개최해 GDPR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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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적용하는 데 보다 명확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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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GDPR에 대한 이해와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GDPR 전문과
WP29에서 발간한 각종 가이드라인 9종을 번역하여 위원회 홈페이지 GDPR 섹션에 게재하
였다. 아울러, ‘GDPR 발효에 따른 주요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입법동향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를 통해 EU(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주요국이 GDPR 체계에 대응하고 있는 현
황을 소개하였다.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2. EU 개인정보보호 부분 적정성 결정(평가) 추진
유럽 GDPR 시행에 앞서 우리 기업의 영업환경을 보호하고 기업 개인정보보호 규제 준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5년 8월부터 ‘EU 적정성 평가 민·관 합동추진단’을 구
성·운영해왔다. EU 적정성 결정(평가)은 역외 국가가 EU 일반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과
같은 수준으로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충족할 경우 EU 기업들과 같
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국외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2016년 10월 한국은 행정안전부가 행정부 구성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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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게 요구되는 독립성과 권한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EU 집행위원회로부터 ‘EU 적정성 결
정(평가)’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17년 3월 행정안전부는 EU 적정성 결정(평
가)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1단계로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상의 ‘부분 적정성 결정(평가)’을, 2단계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전체 적정성 결정(평가)’을 추진키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6월부터 ‘부분 적정성 결정(평가)’을 위한 보고서를 EU 집행위
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있다. 또한, 2017년 11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EU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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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등이 함께 고위급 면담을 개최하여, 부분 적정성 결정(평가)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협력 강
화를 골자로 하는 ‘공동언론성명서’도 발표하였다.
한편, 보호위원회는 2017년 11월 13일 결정을 통해 ‘EU 부분 적정성 결정(평가)’을 활용한
EU 진출 기업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의 독립성 확보 등의 미

부 록

비점을 개선하여 ‘전체 적정성 결정(평가)’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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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BPRs 인증 도입 및 Asia Privacy Bridge Forum 세미나 개최
세계 경제의 디지털화로 개인정보를 비롯한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개인정보 이전의 활성화와 보호를 위한 규범 도입이 관련 국제기구 등 세계 각국에서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2011
년에 개발한 국가 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s, Cross-Border Privacy Rules system, 이하
‘CBPRs’라 한다)의 도입·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CBPRs는 회원국 공통의 개인정보보호 기
준으로 활용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며, 국내 도입 시 국외로 이전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와 방
송통신위원회는 관련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6년 APEC에 공동 가
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7년 6월 APEC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CBPRs의
국내 실효적인 운영을 위한 도입 정책과 운영 체계를 개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인터넷
진흥원(KISA)이 국내 CBPRs 인증기관으로 승인받기 위하여 2017년 12월 APEC에 신청서
를 제출하였다. CBPRs는 2019년 국내 정식 운영을 목표로 2018년에는 사업자 홍보 및 세
부 운영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회원국 내 CBPRs 운영의 주도권 확보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정
책 리더십 강화를 위하여 정례회의 등 APEC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17년에
는 한국대표가 ECSG-DPS(전자상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분과) 부의장 및 CBPRs 심사·운
영 조직인 JOP (Joint Oversight Panel, 합동감독패널) 멤버로 선출되었다.
또한, 회원국 내 CBPRs 활성화를 위하여 일본(5월), 베트남(8월), 대만(10월), 필리핀(12
월) 등에서 개최된 국제 세미나에 참여하여 한국의 CBPRs 도입 관련 쟁점 공유 및 인증기관
협력을 통한 제도 활성화 방안 제안 등 의제 발굴을 선도하였다.
이외에 아시아 중심 개인정보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Asia Privacy Bridge Forum 세미나(2017년 11월)를 개최하여 한·일·홍콩·싱가포르·인도네시아 등과 국가별 개인
정보보호 정책,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피해구제 등을 위한 국제 협력체계 구축 등을 논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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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1. 국제적 이슈에 대한 적극적 대처
가. 아
 시아태평양 프라이버시 감독기구(APPA) 활동

국제협력
강화

(호주, 7.10.~11., 캐나다, 11.14.~17.)
보호위원회는 2012년 3월 APPA 회원으로 가입한 이래 매년 포럼
에 참석하여 국내 개인정보보호 정책 현황을 회원국에 소개하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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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있다. 보호위원회는 2017년에 제47차
포럼(7월, 호주)과 제48차 포럼(11월, 캐나다)에 참석하여 해외 우수
법제 및 집행사례, 해외의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해외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들과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였다.
제47차 포럼에서는 제3차 개인정보 기본계획 수립, 개인정보 침
해요인 평가제도 시행, GDPR 대비 활동 등 국내 주요정책을 소개
하였고, 비식별 처리된 정보의 재식별, GDPR과 각국 개인정보보호
법률 비교, ‘빅데이터, 인공지능, 머신러닝과 정보보호’ 등을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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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공유하였다.
제48차 포럼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강화’ 국정과제 추진, 개인정보
유출신고 기준 강화 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 PIPC 주요 심
의·의결 사항 등 국내 주요활동을 회원국에 소개하였고, 글로벌 기
업의 프라이버시 보호 노력, 각국의 중소기업 지원방안, 동의제도 개
선 등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였다.

APPA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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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APPA 포럼 발표 우리나라 주요 정책
보호위원회 발표 주요 내용

제37차

홍콩(2012.06.)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소개

제38차

미국(2012.12.)

개인정보 유출통지,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연차보고서 주요 내용 소개

제39차

뉴질랜드(2013.06.)

제40차

호주(2013.12.)

제41차

대한민국(2014.06.)

제42차

캐나다(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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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정보주체의 동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동의제도 개편 방향 소개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금융지주회사 등 고객정보 공유제도 개선권고 등 소개
개인정보 대청소 캠페인 주요 내용, 실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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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A 포럼
제43차

홍콩(2015.06.)

제44차

홍콩·마카오(2015.12.)

제45차

싱가포르(2016.07.)

제46차

멕시코(2016.12.)

제47차

호주(2017.07.)

제48차

캐나다(2017.11.)

[그림 2-2-2] 제47차 APPA 포럼

보호위원회 발표 주요 내용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및 ‘개인정보 대청소 캠페인’ 실적 소개
법정 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 2014년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국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근거 및 절차 마련,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 소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 시행, 제3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소개
제3차 개인정보 기본계획 수립, 한국의 침해요인 평가제도 시행,
GDPR 대비 활동 등 국내 주요정책 소개,
‘개인정보보호 강화’ 국정과제 추진, 개인정보 유출신고 기준 강화 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 PIPC 주요 심의·의결 사항 등

[그림 2-2-3] 제48차 APPA 포럼

나. 국제개인정보보호감독기관회의(ICDPPC) 활동 (홍콩, 9.25. ~ 9.30.)
보호위원회는 2012년 10월 제34차 총회(우루과이)에서 국제개인정보보호감독기관회의
(ICDPPC, International Conference Data Protection and Privacy Commissioners, 이
하 ‘ICDPPC’라 한다) 회원으로 가입한 이래 매년 정기총회에 참석하고 있으며, 2017년 제
39차 ICDPPC 총회(9.25 ~ 9.30, 홍콩)에 참석하여, 한국의 프라이버시 문화와 개인정보보
호 법제를 회원국에 소개하였고, 커넥티드 자동 차량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결의
안,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과 소비자 보호기구 간 협업에 대한 결의안 등 채택과정에 참여
하였다.
또한, 동서양의 개인정보보호 체계 및 문화, 공공부문의 정보공유, 고지와 동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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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전, 신기술과 디지털 시대에서의 프라이버시 등을 주제로 회원국들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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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제39차 ICDPPC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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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ICDPPC 회의 주요 논의사항
ICDPPC 회의
제34차 회의
(2012.10.18.∼10.21.)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

•프라이버시와 기술의 균형
•공공영역과 사적 영역에서의 프로파일링
•온라인상의 행동마케팅 클라우딩 컴퓨터
•국제법 집행 협력
•국제법상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보호 정착
•개인정보 처리 방법 공개
•웹 추적 및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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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차 회의
(2015.10.26.~10.29.)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한 UN특별보고 결의안, 정보처리 과정에서 투명성 강화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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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차 회의
(2017.9.25.~9.30.)
홍콩

제 4 편 해외 동향

제36차 회의
(2014.10.13.~10.16.)
모리셔스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제35차 회의
(2013.9.23.~9.26.)
폴란드 바르샤바

주요 논의사항

•커넥티드 자동 차량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결의안 등 채택
•동서양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및 문화, 공공부문의 정보공유, 고지와 동의, 데이터
국외이전, 신기술과 디지털시대에서의 프라이버시

부 록

다. 유럽평의회 자문위원회 참석 (프랑스, 9.11.~ 9.13.)
유럽평의회 자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를 목적으로 구성된 Convention 108에 근거한
자문위원회로 Convention 108 현대화 검토 및 가입 요청에 대한 의견 제시,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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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고서 및 가이드라인 발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호위원회는 2012년 옵저버로 가
입한 이래 지속적으로 참석하여왔으며, 2017년에 유럽평의회 자문위원회 집행회의(프랑스
파리)에 참석하여 보건의료 관련 개인정보보호 권고 개정(안) 및 경찰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
호 지침(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2. 양자 국제협력 추진
가. 싱가포르 PDPC 접견(2.7.), 프랑스 CNIL 방문(5.16.)
보호위원회는 2017년 2월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인 PDPC(Personal Data
Protection Commission)의 방문 시 양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황, 주요 역할 및 기능,
개인정보보호법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양국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합의하였다. 양국은
특히 동의의 요건, 국외이전, 정보 이동권,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추가 보호조치,
개인정보 침해 통지 등 개인정보보호의 주요 이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5월에는 프랑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CNIL, Commission Nationale de I’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이하 ‘CNIL’이라 한다)를 방문하여 CNIL의 구성과 기능,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법제, 특히 정보이동권 도입,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 2017년 말 개정된 디지털공화국
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다. 아울러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각국의 GDPR 시
행에 대비한 GDPR상 재량조항에 대한 이행법률 제정 및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계획 등에 대
한 일정도 확인하였다.

나. 국제프라이버시전문가협회(IAPP) 회의 참석 (벨기에, 11.8~9.)
국제프라이버시전문가협회(IAPP,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ivacy Professionals)
는 2000년에 설립된 비영리기구로 국제 개인정보보호 인증프로그램 발족 및 개발을 주로 담
당하며, 다국적 기업, 정부기관, 프라이버시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
간교류단체인 ‘한국 CPO 포럼’이 가입되어 있다. 유럽, 미국 등 전 세계에서 소규모 회의가
열려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및 국제회의와 각국의 개인정보정책과 관련한 토론이 진행되
며, 2017년에는 E-Business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프라이버시와 유전자 정보, 소셜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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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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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기반 강화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제 4 편 해외 동향

제1절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강화
제2절 정보주체 권리 보장
제3절 개인정보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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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사고
예방 강화

1. 개인정보 유·노출 예방 및 대응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노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공공부문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
다. 노출이 탐지된 개인정보는 해당 기관에 즉시 삭제하도록 조치하
고, 중소규모 사업자 및 비영리 협·단체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개인
정보 노출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서울,
광주, 부산 등 5개 권역별로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예방 및 재발방
지 교육을 실시하였다. 2017년에는 공공부문 홈페이지 도메인 DB
구축 및 현행화 관리를 강화하고, 유·노출 이력, 시기성(입시철, 휴가
철, 취업철 등) 등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대상을 선정하고 관리를 강
화하였다. 그 결과, 398개 홈페이지에서 총 7,306건의 노출이 탐지
되었으며, 전년 대비 홈페이지 수는 1.3배, 노출건수는 42.2배 감소

2018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하였다. 연도별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 현황은 [표 2-3-1]과 같다.

[표 2-3-1] 연도별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 현황

(단위 : 개, 건)
노출 현황

구분

점검 사이트 수
건수

노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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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911,246

398

7,306

0.01%

홈페이지 수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
를 보호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보
통신서비스제공자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사전에 진단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외 370만 개 웹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게시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노출 대응시스템을 통해 신속한
탐지 및 삭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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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노출대응시스템은 온라인상에 노출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
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건강보험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 8종과 주요 탐지키워드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을 탐지 및 삭
제(2017년 114,911건 삭제, 삭제율 90.5%)하여 개인정보 침해피해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2017년 3만여 개 웹·앱사이트를 선정
하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 9개 항목과 위치정보법상의 위치정보 수
집·이용 동의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확인하였고, 개선필요 사항에 대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하여 기술적·법률적 안내사항 등을 담은 개선조치 가이드 제작·배포 및 전화상담, 개선 권고
등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2013년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관행과 개인정보 관리가 미흡한 분야가 있어 ‘인터넷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 운영
을 통하여 국내 370만 개 웹사이트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불법수집 여부에 대하여
전수 조사 후 법률 및 기술 컨설팅 등을 통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2. 개인정보 영향평가제 운영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개인정
보 영향평가 수행이 의무화되어 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운용
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함으로써 침
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평가제도이다.

제 4 편 해외 동향

2017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첫째, 영향평가기관 소속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총 256
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신규로 50명에게 영향평가 인증서를 교부함으로
써 총 1,086명의 영향평가 전문인력을 확보하였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내 개
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조항 개정(2017.10.19.)을 통해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류를 간소화하고 변경 신고기간을 연장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부 록

셋째,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2017.9.25.)을 통해 영향평가제 취지에 부합하
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전 수행체계를 명시하여 시스템 구축 후에 수행하는 관행을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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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관리 강화
행정안전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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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등
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별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은 [표 2-3-2]와 같으며, 파일 수는
2016년 대비 총 8,582개가 감소하였다.
[표 2-3-2] 2017년 공공기관별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구분

중
앙
행
정
기
관

150

기관명

파일 수

개인정보 건수

소계

15,761

117,466,410,753

(단위: 개, 건)
구분

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새만금개발청

파일 수
611

개인정보 건수
1,459,366,375

감사원

7

192,117

기획재정부

86

80,724,24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

4,000

원자력안전위원회

33

459,36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1

19,937

국무조정실

151

21,959,055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9

31,893

공정거래위원회

33

2,881,323

대한상공회의소

22

15,392,364

167,632

4,288,636,418

859

14,791,280

중
앙
행
정
기
관

1

59

행정안전부

160

440,451,810

국민안전처

28

7,817,441

인사혁신처

50

16,720,182

황해경제자유구역청

4

2,863

국민권익위원회

25

23,896,686

소계

금융위원회

235

484,803,775

세종특별자치시

5

200,022

서울특별시

16,534

57,400,118

국가보훈처

728

29,147,060

부산광역시

8,287

302,218,230

해양수산부

551

9,987,929

대구광역시

6,710

262,155,220

국세청

21

5,301,917,872

인천광역시

7,058

244,967,605

관세청

19

378,523,032

광주광역시

4,836

149,766,857

조달청

11

1,273,492

대전광역시

3,227

96,416,479

통계청

12

414,714

울산광역시

3,419

98,491,617

통일부

44

2,197,599

경기도

26,595

1,046,644,788

외교부

47

85,931,982

강원도

10,167

126,981,604

법무부

41

28,507,150

충청북도

6,946

79,669,768

검찰청

58

1,085

충청남도

11,833

151,173,108

법제처

지
방
자
치
단
체

국방부

64

36,138,037

전라북도

9,308

155,828,018

병무청

469

158,488,530

전라남도

16,097

179,830,761

경찰청

5,121

688,049,041

경상북도

15,759

300,259,236

교육부

293

146,678,498

경상남도

17,977

308,281,568

기관명

개인정보 건수

구분

기관명

파일 수
2,020

200,760,161

소계

114,882

763,980,334

17,606,003

대학

10,696

492,368,705

5,501,087

서울특별시교육청

10,920

37,556,499

26

897,700

부산광역시교육청

5,426

18,381,103

보건복지부

868

106,780,168,751

기상청

31

167,060

문화체육관광부

473

여성가족부

38

농촌진흥청

제주특별자치도

개인정보 건수

산림청

741

4,462,874

대구광역시교육청

3,883

12,496,062

중소벤처기업부

93

4,988,564

인천광역시교육청

4,922

10,533,464

특허청

107

5,401,473

광주광역시교육청

2,761

7,107,777

산업통상자원부

526

96,044,934

대전광역시교육청

2,548

6,174,649

식품의약품안전처

165

1,613,256

환경부

343

28,810,081

고용노동부

2,241

436,367,746

해양경찰청

343

1,735,083

농림축산식품부

308

37,558,037

문화재청

25

136,351

교
육
기
관

울산광역시교육청

2,203

5,457,634

경기도교육청

20,488

50,664,492

강원도교육청

6,373

8,186,363

충청북도교육청

4,509

6,779,926

충청남도교육청

7,613

11,588,016

전라북도교육청

6,836

9,536,813

방송통신위원회

16

139,130

전라남도교육청

6,544

11,240,992

국토교통부

407

570,211,997

경상북도교육청

7,471

56,499,806

국가인권위원회

2

50,800

경상남도교육청

8,716

15,151,779

45

51,822,26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704

2,947,231

5

24,98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269

1,309,023

방위사업청

15

523,049

298,275

122,519,027,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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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파일 수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구분

1.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운영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2017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개인정보

제 4 편 해외 동향

정보주체
권리 보장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10만 5,000여 건으로 2016년 9만 8,000
여 건에 비해 약 7% 증가하였다.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은 2010
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17만 7,000여 건으로 정점
을 찍은 이후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2017년도에 소폭 증가하였다.

부 록

[표 2-3-3]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상담·접수 현황

(단위: 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신고

1,788

2,556

2,058

2,347

2,992

2,316

1,559

2017년
1,249

상담

53,044

119,659

164,743

175,389

155,908

149,835

96,651

103,873

합계

54,832

122,215

166,801

177,736

158,900

152,151

98,210

10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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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 유형을 살펴보면([표 2-3-4] 참조)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이 6만 3,000여 건(약 60%)이고, 신용정보 관련 문의 등 정보통신망
법 적용 대상 외 관련 건이 3만 1,000여 건(약 29%)으로 전체 89%를 차지하며 2016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2-3-4] 개인정보침해 접수 유형 분석

(단위: 건)

접수 유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2,634

3,923

2,442

2,568

1,876

84

268

65

54

69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1,139

1,200

868

390

681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1,988

2,242

3,585

3,141

3,881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훼손ㆍ침해 등

1,022

1,036

857

622

484

개인정보 처리 위탁시 고지의무 불이행

44

40

22

25

73

영업의 양수 등의 통지의무 불이행

47

54

41

41

64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

51

39

48

123

165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 또는 명시 의무 불이행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 관련

4,518

7,404

4,006

2,731

1,768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602

686

767

545

723

동의철회ㆍ열람 또는 정정 요구 불응

674

792

957

855

862

동의철회, 열람ㆍ정정을 수집보다 쉽게 해야 할 조치 미이행

510

352

381

286

266

36

33

34

33

49

129,103

83,126

77,598

48,557

63,189

35,284

57,705

60,480

38,239

30,972

177,736

158,900

152,151

98,210

105,122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외 관련(신용정보 관련 문의 등)
합계

※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에는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 민원이 포함되어 있음
※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외 관련’에는 개인정보 관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사업문의 민원이 포함되어 있음(2013년 4월~)

2.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강화
금융위원회는 2017년 12월 개인정보보호와 활용 간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빅데이터 활성
화를 위한 금융 분야 TF’ 회의를 2회 개최하여 금융 분야 정보활용 동의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실질적 동의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절차를 단순화·내실화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요약정보만 제공하고 고객 요구 시 상세정보를 함께 제
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현재는 일괄적인 동의 관행으로 정보주체의 선택권이 제약
되는 측면이 있어, 선택적 동의사항에 대해서는 정보주체가 정보활용 현황을 활용 목적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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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별로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개선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제3절

1.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강화
행정안전부는 2011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의 개인정
보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 시 행정처분을
실시함은 물론, 인터넷에 노출된 개인정보 탐지·삭제와 침해신고
에 대한 민원처리 등 예방활동을 수행해오고 있다.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이러한 지속적 실태점검과 예방활동 등의 노력에 힘입어 최근 개인
정보 침해신고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 등이 점차적으로 감소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3-1] 개인정보 노출 홈페이지 및 개인정보 침해 신고 건수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제 4 편 해외 동향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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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는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 스스로가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병행하는 서면점검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약 300
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하
였다. 2018년 4월에는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실태점검과 주요 법규 위반사항과, 이에 대한 국
내·외 판례와 주요 통계 등을 소개하는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예방활동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아울러 2018년에는 공공·산업물류·교육·보건복지 등 기존 8대 점검분야 외,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적 이슈를 내재하고 있는 여론조사기관, 다국적 국내법인과 협회 등 전문기관 등
에 대한 테마 기획점검 계획을 수립·실시하는 등 현장 기획점검을 강화함으로써 개인정보 유
출사고 위험을 감소시킴은 물론,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
적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 노력 및 사
고발생 시 신속대응을 통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
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제고 및 법규 준수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통신판매점 8개, 초고속인터넷 등 영업점 66개, O2O사업자
13개, 가상통화 거래소 10개, 시정명령 이행점검 사업자 45개 등 개인정보보호 취약분야 및
신생 정보통신서비스 등 총 181개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였다.
아울러 해킹 및 관리 부주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개인정
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 및 개선조치를 하여 이용자들의 사이버
사기 등 2차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숙박앱A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시, 개인정보의 유출로 2차 피해가 우
려됨에 따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유출경로 및 유출원인 등을 분석,
해커 검거 및 개인정보 원본파일을 회수하였으며 사업자의 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징금
(3억100만 원), 과태료(2,500만 원) 부과 및 책임자 징계권고 등 엄정 제재를 실시하였다.
또한, 가상통화 거래소 중 개인정보가 유출된 B사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조사 후 위반
사항에 대하여 과징금(4,350만 원) 및 과태료(1,500만 원) 부과, 책임자 징계권고 등을 실시
하였으며, 동일한 서비스를 운영 중인 10개의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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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여부 실태점검 실시 후 8개사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1억 4,100만 원) 등을 부과하였다.

(단위: 개사)

점검 업체

제재 업체

기획점검

136

56

•과태료 7억 2,100만 원(52개사)
•시정명령(56개사)

유출신고 및 민원 등 점검

70

26

•과징금 3억 4,450만 원(2개사)
•과태료 3억 1,200만 원(26개사)
•시정명령(25개사)
•책임자 징계권고(2개사)

시정명령 부과 사업자 이행점검

45

-

-

자율규제 시범운영

66

-

-

합계

317

82

조치결과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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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5] 2017년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관리실태 조사 및 제재 현황

•과징금 3억 4,450만 원(2개사)
•과태료 10억 3,300만 원(78개사)
•시정명령 등 81개사
•책임자 징계권고(2개사)

금융감독원은 2016년 개정 신용정보법의 시행(2015년 3월 개정, 2016년 3월 시행)에 따
라 은행, 증권, 보험 등 400여 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개정 사항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서면
점검을 실시하였다. 2017년 서면점검 결과,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가 미비한 20개 금융
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신용정보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금융회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사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완료하였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사후대응 및 일회성 점검에서 탈피
해 통신·모바일 앱·홈페이지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해 연중 상시
점검·사후 관리하는 사이버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 사이버안전 대진단은 총
4개 분야(민간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업, 웹하드 등록 사이
트, 다중이용 온라인서비스) 약 720개 시설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진단 결과
발생 취약점에 대해 현장조치·이행권고 등 조치지원 및 사후관리를 통해 대국민 이용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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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부 록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
공기관이 스스로 보호 수준을 파악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안전
한 보호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진단 지표를 제공하고 관련 컨설팅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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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은 기관별 실적과 증빙자료를 제출양식에 따라 개인
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한 후, 전문가로 구성된 진단위원회에서 증빙자료 검증과 평
가를 수행하고, 재검증 신청 등을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2017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지표는 [표 2-3-6]과 같다.
[표 2-3-6] 2017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지표
분야

진단 지표
1. 개인정보보호 기반 마련(전담조직·인력, 예산)
2. 위탁업무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활동

가중치
5
12

관리체계 구축(30)
3. 개인정보보호 교육 추진

5

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수행

8

5. 개인정보 수집

5

6. 개인정보 이용·제공 절차 운영

9

보호대책 수립 및 시행(30)
7.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8.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10
6

9.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및 자율 개선

10

10.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절차 수립

10

1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이용 및 관리

14

침해사고 대책(40)

12.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제한

6

2017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은 총 759개 기관(중앙부처 45개, 지방자치
단체 243개, 지방공기업 141개, 산하기관 330개)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진단을 중심으로 진행하여 대상기관들의 평가부담을 줄였으며, 진단 결과에 따라 기관별 개
선사항 점검을 강화하고, 소규모 지방공기업 등 자율적인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을 중심
으로 현장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공공분야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의 실질적인 개선에 중점
을 두었다. 진단 결과, 분야별로는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분야가 가장 높게 진단되었고, 기
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는 진단 결과를 각종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대상기관에 결과를 통보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들을 조치하도록 하였다.
2017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결과는 [표 2-3-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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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

(단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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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7] 2017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결과
분야별

종합 평균
(전년 대비)

관리체계

보호대책

침해사고 대책

759개

81.28

87.57

83.77

78.73

중앙부처

45개

88.86

92.62

91.01

87.56

광역자치단체

17개

84.55

91.35

89.35

81.22

기초자치단체

226개

81.31

87.61

85.03

78.15

지방공기업

141개

81.31

88.47

83.65

77.98

산하기관

330개

80.05

86.26

81.69

7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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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평균

3.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위반 행정처분
가. 행정안전부
1) 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 위반 등 관련법 위반 12개사에 과태료 13건 8,0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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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17년 1월 산업·물류분야 22개 업체에 대하여 개인정보 안전성 확
보조치 및 개인정보 수집·동의 획득 등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수집·동의
획득 시 서비스 홍보 및 판매권유 구분 동의 위반 및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분리하
지 않은 채로 저장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12개 업체에 과태료 13건 8,000만 원을 부
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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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보관 위반 등 관련법 위반 공공기관 24개 기관에 개선권고
15건, 과태료 15건 9,900만 원 부과
행정안전부는 2017년 2월 현장점검을 통해 공공기관에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 고유
식별정보 처리제한 등 개인정보 안전조치에 대하여 점검하였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
호 보관 시 암호화 미조치, 고유식별정보 송신 시 암호화 미조치 등을 위반한 24개 기관

부 록

에 개선권고 15건, 과태료 15건 9,900만 원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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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 미파기 등 관련법 위반 업체 23개사에 개선권고
1건, 과태료 28건 1억 6,000만 원 부과
행정안전부는 2017년 3월 현장점검을 통해 시설·문화 분야 23개 주요업체에 대하여 목적
회원의 비밀번호 전송 시 암호화 미조치 등을 점검하였다. 이에 따라, 접근권한 부여내역 미
관리 및 개인정보 수집목적 달성된 개인정보 미파기 등 관련법을 위반한 23개 업체에 개선
권고 1건, 과태료 28건 1억 6,000만 원을 부과하였다.

4)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 위반 등 관련법 위반 기관 27개 교육기관에 개선권고 8건,
시정명령 2건, 과태료 32건 1억 8,700만 원 부과
행정안전부는 2017년 4월 교육분야 30개 주요기관에 대하여 제3자 제공 시 동의 획득, 개인
정보 미파기, 안전조치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비밀번호 저장
시 암호화 미적용,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 등을 위반한 27개 기관에 개선권고 8건, 시정명령
2건, 과태료 32건 1억 8,700만 원을 부과하였다.

5) 민감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등 관련법 위반 기관 18개 건강검진 의료기관 등에
대해 과태료 20건 1억 1,400만 원 부과
행정안전부는 2017년 5월 보건·복지분야 25개 업체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 동의획득,
개인정보 처리 적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접근권한 및 접근
통제 관리 미비, 민감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위반한 18개 업체에 과태료 20건 1억 1,400
만 원을 부과하였다.

6) 민감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등 관련법 위반 기관 14개 공공·협회 단체에 대해
개선권고 16건, 과태료 7건 4,700만 원 부과
행정안전부는 2017년 6월 공공·협회 단체분야 20개 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 이용 시
동의획득,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개인정보 수집 시 구분동의 획득 미비, 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 등을 위반한 14개 공공·협회
단체에 개선권고 16건, 과태료 7건 4,700만 원을 부과하였다.

158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7) 개인정보 수집 시 구분동의 획득 미비 등 관련법 위반 기관 16개 산업·물류 분야
업체에 대해 과태료 19건 1억 2,500만 원 부과
행정안전부는 2017년 7월 산업·물류분야 20개 업체에 대하여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개인정보 처리위탁 시 문서작성 미비,
개인정보 수집 시 구분동의 획득 미비,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등을 위반한 16개 업체
에 과태료 19건 1억 2,500만 원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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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탁업무 및 수탁자 미공개 등 관련법 위반 기관 18개 중개·임대·생활분야에 대해
과태료 21건 1억 1,000만 원 부과
행정안전부는 2017년 8월 중개·임대·생활분야 20개 업체에 대하여 개인정보 안전조치,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 및 파기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위탁업
무 및 수탁자 공개, 개인정보 분리보관 등을 위반한 18개 중개·임대·생활분야 업체에 과태료
21건 1억 1,000만 원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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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송통신위원회
1)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위반 5개사에 시정조치 명령과 총 5,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른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시행(2015.8.18.) 준수 여부에 대해 2016년 11월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기획조사를 실
시하였다. 이에, 서비스를 1년간 미이용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을 파기 또는 별도 저장·관
리하지 아니한 5개 사업자에 대하여 2017년 1월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총 5,500만 원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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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료를 부과하였다.

2)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 등 관련법 위반 결제대행사 8개사에 시정조치 명령과
총 8,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부 록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통신과금 등을 대행하는 결제대행 사업자의 개인정
보보호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하여 2016년 8월경 행정안전부와 공동 기획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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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한 접근권 통제장치 미운영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
및 개인정보 미파기 등을 위반한 8개 사업자에 대하여 2017년 3월경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총 8,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3) 주민등록번호 불법 보유 등 관련법 위반 27개 사업자에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하고
그 중 24개 사업자에게 총 3억 5,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관리 취약분야인 통신사 영업점 및 판매점에 대해 2017년 2월
부터 5월까지 74개사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법적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 미암호화 저장 등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 위반 등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한 27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명령과
그 중 24개 사업자에게 총 3억 5,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4)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 등 관련법 위반 O2O사업 7개사에 시정조치 명령과
총 9,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는 생활밀
접형 온·오프라인연계(O2O)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운영 기획조사(2017년 6월∼7월)
를 실시한 결과, 7개 사업자가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등 정보
통신망법 및 시행령을 위반한 7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9,0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하였다.

5)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 등 관련법 위반 가상통화 거래소 9개사에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4,350만 원, 과태료 총 1억 5,600만원 부과 및 1개사 책임자 징계
권고
최근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사이버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의 사고예방 및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가상
통화 거래소 11개사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및 개
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 등으로 적발된 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령
하고 1개사에 대해 과징금 4,350만 원과 과태료 총 1억 5,6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1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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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숙박앱에 시정조치 명령과 3억 100만 원의 과징금,
2,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최초 책임자 징계 권고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3월 해킹으로 91만여 명의 회원정보가 유출된 숙박앱에 대
해 2017년 3월 23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사
고 원인분석 및 해킹경로 파악과 개인정보 처리·운영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3억 100만 원의 과징금 및
2,500만 원의 과태료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의 시정명령을 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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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책임자 징계를 권고하였다.
특히,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다운로드 등의 접근권한이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를 외부 인터넷망과 업무망으로 분리하지 않은 점, ▲ 적절한 규모의 침입차단·탐지시스템
을 설치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
도를 탐지하지 않은 점, ▲ 인사이동 시 취급자의 접근권한을 지체 없이 변경하지 않아 해커
가 이를 악용하여 개인정보파일을 다운로드한 점 등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접
근통제 조치 전반을 소홀히 한 점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직·간접적 빌미를 제공하
였기에 책임자 징계권고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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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1.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제공 확대
과거 온라인에서 본인확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주민등록번호
의 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없이 본인확인이 가능
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

제 4 편 해외 동향

개인정보
환경 개선과
기술 지원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없이 온라인에서 본인확인 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및 하위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을 제공하는 본인확인기관의 지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 법에 따
른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에는 아이핀, 휴대전화, 공인인증서가 있
다(2016년 기준).

부 록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제공하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아이핀은
3개의 신용평가사(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휴대전화는 이동통신 3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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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을 본인확인기관
으로 의제하고 있다. 본인확인수단 제공기관 및 소관부처 현황은 [표 2-3-8]과 같다.
[표 2-3-8] 본인확인수단 제공 현황
구분

제공기관

소관부처

공공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행정안전부

민간

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방송통신위원회

공인인증서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휴대전화

SK, KT, LG U+

방송통신위원회

(추가) 신용카드

국민,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카드

방송통신위원회

아이핀

방송통신위원회가 2017년 아이핀과 휴대전화 본인확인 이용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휴
대폰 본인확인의 비중이 97%를 차지하고 있어 본인확인 시장이 휴대폰 본인확인에 집중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사고에 따른 아이핀의 신뢰도 하락, 추
가인증·유효기간제 도입 등 아이핀 안전성 강화조치에 따른 불편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대부분의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대중성과 휴대전화만 가지고 있으면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한 편의성도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이핀도 간편인증을
도입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 없이도 모바일앱을 통하여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
도록 하였지만, 이미 대부분의 이용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하고 있고 다른 본
인확인수단이 없는 경우에만 주로 아이핀이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휴대전화 본인확인의 경우 대중성 및 편의성이 높아 대부분의 이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반
면, 아이핀 본인확인은 보편성이 높아 휴대전화 본인확인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
는 이용자를 수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인확인이 휴대전화에 집중되는 것은 국민의 선
택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풀이될 수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선택권
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신규 본인확인수단 도입을 추진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양한 본인확인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인인증기술에 대한 현황조
사 및 신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도입을 위한 시범서비스를 실시하였고, 시범서비스를 수
행한 7개 신용카드사와 협력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한 본인확인서비스 도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17년 12월에 7개 신용카드사는 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조건부 지정되었
다. 이에 따라 7개 신용카드사는 2018년 3월까지 일부 보완사항을 조치한 후 2018년 4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 일부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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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운영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으로 인한 명의도용,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최
소화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 보장을 위해 2010년 7월부터 ‘e프라이버
시 클린서비스(舊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는 인
터넷에서 회원가입, 연령확인(성인인증), 실명인증 등을 위해 실시된 본인확인 내역을 확인
하고,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더 이상 이용을 원치 않는 불필요한 웹사이트에 대한 회원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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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를 원스톱 지원하고 있다.
2017년 8월부터는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아이핀뿐만 아니라 전체 본인확인 건수의 약
95%를 차지할 정도로 대중적인 본인확인 수단인 ‘휴대폰’을 본격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인
인터넷 본인확인 내역 통합 조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즉,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eprivacy.go.kr)에만 접속하면 주민등록번호 및 아이핀, 휴대폰 본인확인 내역을 한 번에
조회·확인할 수 있으며, 휴대폰의 경우 이동통신 3사뿐만 아니라 알뜰폰, 그리고 사용자 등
록이 완료된 법인폰을 통한 본인확인 내역도 조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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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이용 현황([표 2-3-9] 참조)을 살펴보면, 2014년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로 인해 클린서비스의 이용이 약 203%로 크게 증가했지만, 2015년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등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홈페이지 접속건수, 본인확인 내역
조회건수, 회원탈퇴 신청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인터넷 본인확인 내역 통
합 조회서비스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공·민간 아이핀(2016년 5월) 및 휴대폰(2017년 8월)
을 통한 본인확인 내역 조회서비스를 확대 개편하면서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이용자가 지
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위: 건)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홈페이지
접속건수

10,863,259

2,929,593

3,567,009

7,271,777

4,228,041

2,702,229

4,607,421

확인내역
조회건수

3,615,960

668,939

768,290

1,529,034

1,569,277

868,837

1,550,411

회원탈퇴
신청건수

413,077

404,402

749,733

1,607,245

744,784

168,454

399,180

부 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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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9]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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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 운영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5월 11일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 내에 ‘인터넷 주민등
록번호 클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인터넷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
호를 관행적으로 활용해온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변경된 정책에 대한
홍보·안내, 정책·기술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였다.
2017년에는 국내 370만 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불법수집하는 웹사이트에 대해 불법 수집창 삭제 등 개선 안내를 실시하였고 자체 개선이
어려운 영세·중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웹사이트 설정 변경, 수정 지원 등 546건의 기술 컨
설팅을 지원하였다. 지속적인 안내에도 불구하고 미개선 상태인 웹사이트에 대해서 이행점
검 및 추가 개선 안내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개인정보 법규 준수 환경 마련을 위해 노
력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년에도 국내 370만 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불법수
집·이용여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법률 상담 및 기술적 조치에 대한 안
내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4.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관리
행정안전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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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작
업을 진행하였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을 통해 공공기관에 등록된 개인정보파일 현황을 공
개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및 홍보자료를 게시하여 공
공기관, 민간 사업자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게도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정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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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종합포털 주요 서비스 내용은 [그림 2-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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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주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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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상공인 대상 등 개인정보보호 기술 지원 추진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노출 또는 유출 등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해 현업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예방대책이라고 보고,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조치 강화 및 자율조치 활성화와 관련해, 인력·예산 및 전문성 등의 문제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법 의무사항 준수·이행을

제 4 편 해외 동향

위한 개인정보보호조치 온라인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
터에서 비밀번호 적용 등 안전조치 여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점검
도구를 보급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의 영세·중소기업이 정보보호에 필요한 예산, 인력, 지원 인프

부 록

라가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2014년 인천과 대구지역에 최초로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
를 설치하였으며 2015년에는 호남(광주)·중부(충북)·동남센터(부산)를 설치하였고 2016년
에는 경기센터를 설치하여 전국 6개 지역에서 정보보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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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지원센터에서는 2017년 한 해 동안 3,665개의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웹 취
약점 점검, 정보보호 현장컨설팅,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 정보보호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952명을 대상으로 한 정보보호 전문교육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정보보호 인력양성 활동을 추
진하였다.

6.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의 컨설팅 지원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비식별 조치의 기술적·절차적 진입장벽으로 어려움을 겪
는 사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 8월 공공·방송통신 분야 빅데이터 비식별지원 전
문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지정하였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비식별 조치를 위한 현장
방문 컨설팅,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단 지원, 정보집합물 결합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
행하고 있다.
[표 2-3-10] 2017년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통계 현황

(단위: 건)

2017년
구분

2016년

문의사항

23

합계
1월

2월

6

4

5

5

4

1

2

-

-

-

10

6

11

10

21

컨설팅

21

적정성 평가

-

-

합계

44

11

제5절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7

7

15

8

10

10

6

3

1

100

6

5

4

3

8

7

6

81

1

1

2

4

2

14

15

15

18

12

-

4

3

-

1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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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PIMS) 운영
개인정보 이용이 확대되고 대량의 개인정보가 처리됨에 따라 개

자율규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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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인증(PIPL,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은 공공·민간분야의 개인정보 관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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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보호조치 이행 수준을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가
2010년부터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은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저장, 파기하는 전체 프로세스가 안전하
게 유지되는지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두 가지 인증제도의 유사·중복 인증
등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2014
년 8월)에 따라 인증제도 통합이 추진되었다.
2017년에는 통합된 인증제도의 최초심사를 통해 총 19개 기관에 대해 신규 인증서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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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총 40개 기관에 대한 사후갱신 심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통합 PIMS 인증제도 인증
심사원 자격검정을 실시하여 필기시험과 실기전형을 통해 34명의 심사원을 양성하였고,
인증심사원 자격 유효기간 만료예정자를 대상으로 5회의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통합인증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더불어 자율적인 개인
정보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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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및 자율점검 추진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 협·단
체 주도의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고자 2016년에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
한 규정」을 제정·고시하였다. 동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율규제단체는 자체 자율규제 규약을
마련하고 소속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 자율점검, 컨설팅 등을 수행
한다.
2017년에는 위 고시를 개정하여 자율규제단체의 지정과 단체의 자율규제 활동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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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율규제 전문기관에 대해 총괄,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세분화하여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총괄 전문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을 보건 분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고, 2017년에 7개 단체를 추가 지정하여 14개 자율
규제단체를 지정·운영 중이다([표 2-3-11] 참조).

부 록

온라인 분야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개인정보 활용서비스의 증가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업종의 특성상 복수
의 위·수탁사가 존재하는 등 관리·감독 대상 사업자의 증가로 정부 주도의 개인정보 보호만
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온라인상의 업종별 자율규제 시행이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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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1] 2017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현황
2016년 지정(7개)
번호

자율규제단체명

1

한국공인중개사협회

2

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3

대한건설기계협회

4

한국여행업협회

2017년 신규지정(7개)
비고

국토교통 분야

번호

자율규제단체명

8

대한의사협회

9

대한치과의사협회

10

대한한의사협회

문화체육 분야

11

대한약사회

5

한국학원총연합회

교육 분야

12

대한한방병원협회

6

기술사업화진흥협회

산업통상자원 분야

13

한국골프장경영협회

7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 분야

14

한국골프연습장협회

비고

보건복지 분야

문화체육 분야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쇼핑·통신 분야 사업자 총 666개사에 대해 자율규제 시
범운영을 실시(2017.6.1.~ 8.2.)하여, 체크리스트(안) 검증 및 사업자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2018년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3. 금융 분야의 자율적 보호활동 촉진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스스로가 개인신용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자체적인 점검을 실시하
고 취약점을 보완하는 등 자율규제 역량 강화 및 개인신용정보 보호 수준의 향상을 위해 ‘개
인신용정보 보호실태 자체점검 매뉴얼’ 및 교육자료를 배포하였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
용·제공 등 처리단계별로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점검 항목에 대한 설명을 함께 제공하여 금
융회사가 신용정보법상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효율적인 자체점검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2015년 3월 금융회사 등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 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
도록 신용정보법을 개정하였다. 보고서 제출 의무는 2016년도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
실적 및 보고실적에 대한 보고부터 적용되어, 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
제공·이용자가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향후 동 보고서에 대한 평가 및 분석 등을 내실
화하여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신용정보 관리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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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인정보보호 교육

제2절 개인정보보호 홍보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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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제1절

1.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교육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교육을
하는 한편 각 기관, 공무원 교육기관 등에도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시
행하도록 독려해 총 237만 4,258명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필수 조치사항 등을 교육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자들
의 업무 숙련도 제고를 위해 분기별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림 2-4-1] 2017년 개인정보보호 순회교육

2018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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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원(명)

합계

1,736,404

CPO 교육

5,467

순회교육

1,483

전문교육

3,049

자체교육

1,616,284

교육기관

15,178

사이버교육

12,998

전문강사 활용

81,945

민간분야
대상

책임자
담당자

취급자

구분

인 원(명)

합계

637,854

순회교육

142

전문교육

2,427

자체교육

194,244

개인정보보호
지원센터

77,139

사이버교육

317,297

전문강사 활용

46,605

대상

담당자

취급자

아울러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교육 및 정보 접근이 취약한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사업자,
일반 국민을 위해 주요 지역의 주민센터 등에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를 총 230개소로 확대·구
축하여 교육홍보 및 컨설팅 연계창구 역할을 수행토록 하였다.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동영상 교육, 집합교육 등을 통해 정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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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보호의 소중함을 전파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 담당자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역할 모델도 제시하였다. 아울러 행정안
전부에서 제작·배포하는 각종 교육자료 및 홍보물도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에 우선 전달하
여 활용토록 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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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보 보호담당자 등 5,467명이 참석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정책 방향 및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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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유·노출 사례 등을 주제로 하였다.

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데이터에 기반한 지능화 신산업의 확산으로 데
이터 활용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환경에서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 등을 예방하기 위하
여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홍보 활동을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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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교육 수강자의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보호 일반(정기교육 과정1), 기술
적·관리적 보호조치(정기교육 과정2), 판례·사례 분석 등 심화교육으로 구성하여 현장교육
을 운영하였다. 또한, 자체적인 개인정보보호 전문가가 부족한 중소·영세 사업자를 지원하
기 위하여 전문강사단을 선발·양성하여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상시적으
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i-privacy.kr)을 통하여 사
업자 대상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2-4-2] 2017년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현황

(단위: 명)

오프라인

온라인

계

교육인원

16,623

31,530

48,153

제 4 편 해외 동향

구분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홈, 스마트 시티 등 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 증가로 데이터가
산업뿐 아니라 국민 일상생활의 인프라로 진화됨에 따라 국민 개개인이 정보주체로서 개인정

부 록

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기정보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교육의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이며 향후 개인정보처
리자가 될 초·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개인정보보호 현장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교
사·학부모·노년층에 대하여서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또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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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i-privacy.kr)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자 대상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2-4-3] 2017년 이용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현황

(단위: 명,건)

구분

오프라인

온라인

교육인원

187,281

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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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모바일 단말기 중심으로 위치정보 산업의 활용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다른 산업
과 융합하여 4차 산업의 핵심 기술로 인정받고 있지만 개인위치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
될 경우,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생명·신체에 즉각적인 위
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 세계적으로도 개인위치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
지고 있다.64)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 보호 지원을 위해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
스사업자 대상으로 개인위치정보보호 수준 역량 강화를 위한 ‘위치정보 보호조치’ 교육을 실
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상·하반기 2차례 진행되었던 ‘위치정보 보호조치’ 정기
교육을 3차례로 확대·실시하였고, 지방순회교육 또한 4차례 실시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위치정보법과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권고 해설서 ‘(2015년 개정)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구성하여, 총 299명(정기교육: 261명, 지방순회교육65): 38명)이 참여하였다. 이외에도
‘개인위치정보 보호조치 우수기업 소개’ 및 ‘국내·외 위치기반서비스 시장 동향 안내’ 등 참
석자가 희망하는 특강을 진행해 교육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표 2-4-4] 2017년 사업자 대상 위치정보보호조치 교육 결과

(단위: 명)

정기교육
구분
교육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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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제2차

제3차

118

103

40

지방순회교육

총계

38

299

64) T
 echnavio의 ‘Global LBS Market 2017-2021’ 보고서에 따르면 ‘프라이버시와 보안’이 위치정보 산업에서 가장 주된
도전과제로 선정
65) 대
 구, 부산, 대전, 광주 지역에 각 1회씩 진행

지방순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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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 2017년 사업자 대상 위치정보보호조치 교육 현장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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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초·중·고 교사 등 금융소비자 대상으로 2017년 1월 개인정
보의 개념, 유출 방지법, 유출 시 대응법 및 피해 발생 시 대처법 등 개인신용정보 보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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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였다.
또한, 금융보안원과 각 금융업권별 협회와 협력하여,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담당자
및 업무수탁자를 대상으로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2회의 개인신용정보 보호 교육을
수행하였고,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임직원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내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법 교육자료를 마련하여 배포하였다.

1. 방송통신위원회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
이 스마트폰 앱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스마트

부 록

개인정보보호
홍보

제 4 편 해외 동향

제2절

폰에 저장된 정보와 설치된 기능에 대한 이용자의 통제권 행사는 매
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를 발간(2017년 3월)하여 앱 서
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획득하고 동의철회 기능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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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였고, 국민들이 이러한 내용을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7년 9월
부터 11월까지 ‘2017년 인터넷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하여 ‘지킬 앤 가이드’ 캐릭터를 개발하
여 ‘스마트폰 속 개인정보, 확인하고 지키세요’라는 슬로건 하에 스마트폰 앱 설치 시 확인해
야 할 사항, 동의철회 기능 사용 방법, 개인정보침해 시 상담을 위한 118번 등을 홍보하는 캠
페인을 진행하였다. 캠페인 주제와 대상을 고려하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포털, 영상광
고 등 온라인 광고를 중심으로 송출하여 즉각적인 체험을 유도하였으며 지역의 형평성 제고
를 위하여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의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 영상매체 광고
를 송출하였다. 특히 사업자와 협업을 통하여 KB국민은행 및 이마트 전국 영업점, 롯데시네
마 상영관,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전광판 등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홍보를 추진하였다. 더불
어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국민들의 관심과 참
여를 유도하였다.
[그림 2-4-3] 인터넷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
캠페인 영상 광고

캠페인 공모전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상·하반기에 사업자 및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이 모여 정보를 공
유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행사를 주최하고 있다.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콘퍼
런스(2017년 6월) 개최를 통해 랜섬웨어, 4차 산업혁명 기술, 최신 개인정보보호 제품 등 최
신 기술 동향과 2017년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 방안, 개인정보보호 국제 협력 및 표
준 등 국내외 법제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정책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현장에
서 정책 상담을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인의 밤 행사(2017년 12월)를 개최하여 유공자를 표창하고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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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공모전 수상작 전시 등 개인정보보호 분야 종사자들의 상호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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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였다. 더불어 방송통신위원회는 법률적·기술적 지식을 두루 갖춘 개인정보보호분야 인
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제공자들과 이용자의 책임관계’라
는 가상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사례를 가지고 제2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
최하였다.
[그림 2-4-4]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홍보
제2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2017 개인정보보호인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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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개인정보보호 페어 -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콘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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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편 해외 동향

2. 금융위원회
금융보안원은 금융보안포럼, 금융정보보호협의회와 공동으로 2017년 10월 여의도 콘래

부 록

드 호텔에서 금융정보보호 콘퍼런스(FISCON 2017)를 개최하였다. 콘퍼런스에는 금융회
사 및 기타 산업체·학계 등에서 약 7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활
용과 정보보호, 금융정보보호 사례 등에 대한 강연을 통해 개인정보 관련 이슈를 다루었다.
한편, 금융권 비식별 조치 지원 전문기관인 금융보안원과 한국신용정보원은 2017년 3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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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회사, 핀테크기업 등이 참여하는 금융 빅데이터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협의회는 개인정보 비
식별 조치 기법 등 빅데이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금융권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금융보안원과 한국신용정보원은 비식별 조치 관련 교육 및 세미나도 진행하였다. 금융보
안원은 금융회사, 학생 등을 대상으로 비식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한국신용
정보원은 금융업권 종사자,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금융 분야 비식별 조치 기법 및 실무, 현
황, 주요 이슈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7년 8월에 전문기관, 금융회사 등의 비
식별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의 해외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그림 2-4-5] 금융정보보호 콘퍼런스(FISCON 2017)

[그림 2-4-6] 비식별 조치의 해외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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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헌법기관

제1절

국회

1. 개요
국회는 개인정보보호에 기반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선진의회 구현을 목표로, 안전한 개인정보 취급·관리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국회 정보자원에 대한 실시간 보안관제를 수행하는 사이버안전센
터의 유지·관리 및 위탁운영을 통해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능력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성을 제고하였다. 그리고 인터넷 유
해서비스 차단시스템, DB접근제어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인터넷망
을 통한 악성코드 감염이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으
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국회 정보
시스템 개인정보의 노출을 예방하는 개인정보노출방지시스템과 개

2018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인정보처리시스템의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저장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색하는 개인정보 검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정보보호시스템 운
영을 강화하였다.
한편,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및 운영에 그치지 않고 직원들을 위한
정보보호 교육 실시, 의원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안전수칙 안내서
제작·배포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여 국회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의식을 함양할 수 있
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국회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1-1]과 같다.

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활동
국회는 사이버안전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사이버 위협
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사고
182

분야

사업명

사이버
안전센터
위탁운영
사업

추진계획

•사이버안전센터의 365일 24시간 운영
•안보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실 PC 보안점검(연 2회)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활동

•침해사고 발생 및 사이버 위기경보 발령 시 외부 유관기관 및
업무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관계 가동
•침해사고 발생 시 사이버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집중관제 실시
•최신 사이버 공격유형 대응요령, 사이버 위기경보 회보 등 안내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및 운영

•최신 보안패치 배포를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도입(8월)
•백신 SW 및 보안서버(SSL) 연간사용권 구매 및 적용(4월)
•침입차단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등 노후 정보보호시스템
교체(8월)
•비정상적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업그레이드(4월)

•악성코드 유포 대응
모의훈련 실시

•국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악성코드 첨부파일 유포에
대응하는 모의훈련 실시(8월)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강화

•정보보호 교육 실시

•국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교육 실시(8월)

•정보보호 안내
포스터 배포

•각 건물 게시판에 정보보호 안내 포스터 게시(1~12월)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국회
정보보호
강화

추진실적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활동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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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국회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를 예방하고 국회 주요 정보자원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안보 관련 상임위원회의 소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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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PC를 대상으로 매년 2회의 주기적인 PC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사이버 안전수칙을 안내
하고 있다.
한편, 국회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혹은 사이버 위기경보 발령 시 외부 유관기관 및
업무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가동하고 사이버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집중관제를
실시하는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각종 사이버 공격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시도에 적극적으
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위기경보 발령 시 의원실 및 국회 전 직원에게 회보를 발
송하여 사이버 위기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랜섬웨어, 피싱메일 등 최신 사이버 공격에

제 4 편 해외 동향

대비하는 요령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나. 국회 정보보호 강화 사업 추진

부 록

국회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관리하고, 국회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
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제56조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근거하여 2017년도 정보보호 강화 사업을 실시하였다. 우선 4월에는 악성코드 예방, 검사
및 치료를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와 대국민 정보서비스의 통신구간 암호화를 위한 보안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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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L: Secure Sockets Layer)의 연간 사용권을 구매·적용하였으며, 정보보호시스템을 업그
레이드하여 비정상적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을 차단하였다. 8월에는 최신 보안 패치
배포를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침입차단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등 노후화
된 정보보호시스템을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된 시스템으로 교체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강화
국회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017년 8월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제2항, 「국회 정보보호
규정」 제14조에 근거하여 의원실을 비롯한 국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교육을 실
시하였다. 총 1,308명이 참석한 2017년도 정보보호 교육에서는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역
량 강화를 위해 ‘내 정보를 지키는 작은 실천’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정보보호 사이
버 안전수칙 리플릿을 배포하였다. 또한, 국회 내 건물 게시판마다 정보보호 포스터를 게시
하였으며, 국회 구성원들의 사이버테러 대응능력을 제고하고자 2017년 8월 을지훈련 기간
중 악성코드 첨부파일 유포에 대한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3. 향후 계획
국회는 앞으로도 국회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안을 제고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
해나갈 것이다. 우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기술적·물리
적인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취약점을 분석하는 정기 정보보호컨설팅을 실시한 후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할 것이다. 그리고 2018년에는 통합보안관리시스템, 네트워크접근제
어시스템과 같은 기존의 정보보호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정보보호관리시스템을 신규 도
입하는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사이버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백
신 소프트웨어, 대국민 서비스 통신구간 암호화를 위한 보안서버(SSL 인증서)의 연간 사용권
및 DB접근제어시스템 라이선스 사용권을 구매 및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 및 홍보 활동 측면에서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
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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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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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1. 개요
전자소송의 확대, 사법행정업무의 고도화 및 전자화에 따라 국민
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법원은
국민과 법원 사용자 모두가 안심하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
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안관제 업무절차 고도화 및
역량 강화,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 감염의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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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재정비하고 필요 솔루션을 도입하였다. 또한, 사이버테러 대응 모
의훈련 수행, 등기정보시스템에 대한 DB 암호화 사업 수행, 보안전
문 컨설팅 업체를 통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취약점 점검 및
개선,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 등 국가 중요정보에 해당
하는 사법정보의 보안체계 강화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법원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 의식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각
급 법원의 직원 PC에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정기검사를 통해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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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호 체계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법원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1-2]와
같다.

2. 추진 실적
제 4 편 해외 동향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법원은 사법부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2018-2020년) 및 시행계
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개정, 개인정보처리 업

부 록

무위탁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PPT 작성,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 작성 및 배포, 각급 법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커뮤니티 개설 후 주요 공지사항 전달 등을 시행하여 사법
부 개인정보보호 업무체계를 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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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법원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사업명

추진계획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개정, 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법령 등
개선

추진체계
정비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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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개정 및 배포
•직원상담에 관한 내규 및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일부 개정

•‘개인정보보호 업무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관련 가이드라인’ 보완
PPT 작성 및 배포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 작성 및 배포
•사법부 개인정보보호
업무조직 정비

•각급 법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커뮤니티 개설 후
주요 공지사항 전달

•개인정보 보호업무
관련 감사 활성화
•각급 법원 개인정보
보호 자가 실태점검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법원 정기일반사무감사 착안사항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관련 사항 추가, 감사 강화
•각급 법원 개인정보보호 자가 실태점검
-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 시스템 2차 구축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사법부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

•2017년도 사법부 보안관제 및 보안관리 강화
- 통합보안관리시스템(ESM, Enterprise Security Management)
구축 및 관제업무 적용(5월)
- 전자소송, 인터넷등기소시스템에 대한 DDos 공격 대비 훈련 실시
(7월, 11월)
- 지능형 표적 공격(APT, Advanced Persistent Threat)에 대비한
악성코드 메일 훈련 실시(8월, 11월)
- 전국 법원 인터넷유해차단 시스템 및 방화벽 노후장비 교체(6월)
- 2017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사후심사(11월) 및
인증유지
- 2017년 사법부 보안관제 사업 감리 2회 수감 완료(5월, 11월)
•망 분리 확산을 통한 보안 강화
- 대전 이남 지역 법원에 대한 망 분리 기반 시스템 구축 및 적용 준비
(12월)
•개인 PC 보안 강화
- 랜섬웨어 예방을 위한 전국 법원, 등기소 PC 윈도우 보안패치
프로그램 설치(4월)
- 업무 PC의 무선랜, 테더링 방지를 위한 PC보안솔루션 시범 실시
(12월) 및 전국 확대 예정
- 전산정보관리국 직원(외주인력 포함)에 대한 사이버보안점검의 날
매월 실시
•2017년도 사법부 정보보안 보안컨설팅 사업 수행
- 보안전문 컨설팅업체를 통해 사법부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개선(9월~12월)
•개인정보 암호화
- 전자확정일자시스템, 법인등기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암호화 적용
완료(6월)
•사법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점검
- 법원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 수집현황 및 노출여부 연중
모니터링, 개선사항 담당직원에 전달·조치
•PC 필터 배포 및 정기검사
- 2017년 매월 각급 법원 및 법원행정처 포함 각급 법원의 직원 PC
필터 설치 현황 및 정기검사 여부 파악 및 송부
•각급 법원 공유서버 내 개인정보 정리
- 각급 법원 사용 공유서버 내의 저작권 위반 및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시 점검 후 삭제 조치 매월 실시
•주민등록번호 대체 인증수단으로 휴대폰 인증서비스 도입 시행

•개인정보 노출 점검

침해
예방대책
수립

추진실적

사업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 신규 직원(9급, 5급) 교육 실시(6월)
- 신임과장 교육 실시(7월)
-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내 법원 직원 교육 실시(11월)
•수탁업체 직원 교육(6월)
- 대법원 전산정보관리센터 내 수탁업체 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
•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자 교육 강화
- 개인정보보호 콘퍼런스 참가(4월)
- 개인정보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 인재개발원 교육 이수(5월)
- 개인정보보호 페어 참가(6월)
- 개인정보보호 5차 전문교육 이수(7월)
- ISEC 국제 사이버 시큐리티 콘퍼런스 참가(9월)

•개인정보보호
실천 문화 확산

•개인정보보호 홍보
- 각급 법원 자체 ‘개인정보 PC 점검의 날’ 시행 시 PC 개인정보
검색솔루션을 통한 업무용 PC 내의 개인정보 정기점검 후 삭제 및
암호화
•사법부 내부망의 개인정보보호 전용 게시판상에 각종 개인정보보호
자료 게시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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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

인력확충 및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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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법원은 정기일반사무감사 착안사항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관련사항을 추가하여 감사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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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통한 실태점검을 강화하였고, 또한 각급 법원의 개인정보보호 자가 실태점검 체크리스
트를 활용한 자율적 실태점검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유도하였으며,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 시스템 2차 구축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통합보안관리시스템(ESM) 구축 및 관제업무 적용(5월), 전자소송과 인터넷등기소시스템
에 대한 DDos 공격 대비훈련 실시(7월, 11월), 지능형 표적공격(APT)에 대비한 악성코드 메
일 훈련 실시(8월, 11월) 등으로 사법부 보안관제 및 보안관리를 강화하였다.

제 4 편 해외 동향

망 분리 확산을 통한 보안 강화를 위해 대전 이남 지역 법원에 대한 망 분리 기반 시스템을
구축 및 적용하였고, 개인 PC 보안 강화를 위해 전국 법원, 등기소 PC에 랜섬웨어 예방 윈도
우 보안패치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으며(4월), 업무 PC의 무선랜, 테더링 방지를 위한 PC 보
안솔루션을 시범실시(12월)하여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산정보관리국 직원(외주인력 포
함)에 대한 사이버보안점검의 날을 매월 실시하였다.

부 록

사법부 정보보안 보안컨설팅 사업 수행을 위해 보안전문 컨설팅업체를 통해 사법부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개선을 실시(9월~12월)하고, 개인정보 암호화를 위하여 전
자확정일자시스템과 법인등기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암호화를 적용 완료(6월)하였으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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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 수집현황 및 노출여부를 연중 모니터링하여 담당 직원에게
개선사항을 전달·조치하였다.
매월 법원행정처 포함 각급 법원의 직원 PC 필터 설치 현황 및 정기검사 여부를 파악하였
고, 정기적으로 각급 법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유서버 내의 저작권 위반 및 불필요한 개인
정보 보유여부를 수시 점검 후 삭제 조치하였으며, 주민등록번호 대체 인증 수단으로서 휴대
폰 인증서비스를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실천문화 확산을 위하여 신규 직원(9급, 5급) 교육(6월), 신임
과장 교육(7월), 신규 전산서기보 교육(10월), 법원행정처 각 실·국 서무담당자 교육(11월),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내 법원 직원 교육(11월)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수탁업체 직원 교육(6월)을 위해 대법원 전산정보관리센터 내 수탁업체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 교육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콘퍼런스 참
가(4월), 개인정보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 인재개발원 교육 이수(5월), 개인정보보호 페어 참
가(6월), 개인정보보호 5차 전문교육 이수(7월), ISEC 국제 사이버 시큐리티 콘퍼런스 참가
(9월) 등을 추진하였다.
개인정보보호 홍보를 위해 각급 법원 자체 ‘개인정보 PC 점검의 날’을 시행하여 개인정보
검색솔루션을 통해 업무용 PC에 보관된 개인정보를 정기적으로 점검한 후 삭제 및 암호화하
였고, 사법부 내부망에 있는 개인정보보호 전용 게시판에 각종 개인정보보호 자료를 게시하
여 개인정보보호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3. 향후 계획
가. 개인정보관리 통제 체계 강화
「법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칙」 및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개정하여 「개인정보 보
호법」 일반원칙과 정합성을 갖도록 법령 체계 정비 및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체
188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내부관리계획을 수시로 검토하여 개인정
보 보유기간 및 파기,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등 관련 사항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였으
며 사법부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에서 사용 중인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양식을 점검해 불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은 지양 및 개선할 것이다.

나. 각급 법원 개인정보보호 자가 실태점검 강화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실태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각급 법원의 자체적인 실태점검 후, 그 결과를 취합하여 분
석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업무상 취약점을 파악하여 보완하고, 매월 첫째 주 ‘화요일’을 ‘개
인정보 점검의 날’로 정하여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인 PC 필터 솔루션으로 정기적인 개인정
보보호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 사법부 정보보안 강화
통합보안관리시스템(ESM)을 이용한 보안관제 업무절차 고도화 및 역량 강화, 사이버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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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모의훈련 수행, 컴퓨팅 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위험에 대한 선제적 보안대비책 마련 등
국가 중요정보에 해당하는 사법정보의 보안체계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라. 개인정보 침해 예방대책 강화
법원 사용자 업무용 망과 인터넷 망 분리 사업을 마무리하여 중요 자료 유출을 방지하고
바이러스, 악성코드 감염에 따른 업무손실을 원천 방지할 뿐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및 개선계획 이행여부 확인, 전문보안업체에 의한 보안컨설팅,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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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킹 등 지속적인 보안점검을 수행하여 개인정보관리 위험요소 개선 및 개인정보 침해사
고 예방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최소화 원칙에 근거하여 인터넷 주민등록번호 실명확인 대체
수단으로 핸드폰 인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법원이 보유한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등에

부 록

대한 암호화를 포함해 PC 필터 솔루션의 정기검사를 통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강화해갈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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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헌법재판소

1. 개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개
인정보의 유·노출은 국민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개
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의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법규 및 기본계획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제도 운영, 개인정보 침해 예방 및 역량 강화,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조치 강화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17년에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에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의
정책을 점검하였고, 침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개인정보처리파일 보
유현황 및 관리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며, 취급자 및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자 등에 대하여 자체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개인정
보보호 취약점 점검·조치 및 정보보호 SW 운영점검을 통해 안전성
조치를 강화하였다.
헌법재판소의 2017년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1-3]과 같다.

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제도 운영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규칙」 및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
립하여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2017년에는 개
인정보보호 기본계획(2018~2020)에 따라 2018년도 개인정보보호
190

분야

사업명

개인정보보호
제도 운영

정책 등
운영

개인정보
침해 예방 및
역량 강화

•2017년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수립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관리현황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개인정보 침해 예방

•개인별 개인정보 실태점검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 점검
•고유식별정보 정보시스템 이용 최소화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개인정보담당자, 취급자 및 외부 용역업체 교육
•개인정보취급자 자가진단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의식 고취

•개인정보보호 취약점 점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전반적인 취약점 점검·조치

•보안관제 및 침해사고 대응

•상주(업무시간) 관제 및 원격관제(비상주) 운영
•사이버위기경보단계 운영(상시) 및 침해사고 분석·대응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통제 점검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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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안전센터
위탁운영

추진실적

•시행계획 수립

예방 및
강화 활동

정보보호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조치 강화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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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헌법재판소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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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의 보유현황과 관리실태 등을 점검한 후 그 내
용을 반영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였다.

나. 개인정보 침해 예방 및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헌법재판소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침해 예방을 위하여 개인별로 개인정보를 적
절히 관리하고 있는지 개인정보 검출 SW를 통하여 실태를 점검하였고, 개인정보취급자
를 중심으로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을 조사하여 법규에 맞게 운영·관리하고 있는지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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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하여 홈페이지에 개인정보파일을 공개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을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에서 고유식별정보를 삭제하여 고유식별정보 없이도 전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이용
을 최소화하였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관리하는 헌법재판소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개인정보

부 록

처리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을 이수하였고, 업무부서의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개인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 자가진단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리 의식을 고취하였으
며, 상주 및 비상주의 외부 용역업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에게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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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조치 강화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정보보호 취약점 점검사업 시 헌법재판소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에 대하여도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발견된 취약점은 즉시 조치하여 개인정보보호
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하여 사이버위기경보단계에 따라 24시간 보안
관제를 하고 있다. 보안관제 담당자는 내외부로 전송되는 패킷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침해
사고 발생 시 이를 분석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 암호화시스템, 인터넷침입차단시스템 등의 여러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운영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와 함께 접근기록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3. 향후 계획
헌법재판소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법규에 맞게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
으로 노력할 것이다. 2018년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재판소 내의 규정 및 정책을 정
비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2019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개인정보파일의 보유현황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전 직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보호 마인드 고취를 위하여 전
문적인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정보 보호수준 자가진단 및 관리실태 조사 등을 통
하여 업무부서의 개인정보를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매년 보안취약점 점검 등을 통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수립
하고 그에 따라 보호활동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또한, 사이버안전센터의 보안관제 활동을 통
하여 개인정보 유·노출에 대응하고,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등의 주기적 점검을 통하여 개인정
보의 안전성 조치를 강화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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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제4절

1. 개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인정보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내부관리
계획에 제도변경 사항을 반영·시행하였으며, 개인정보 위험요인 분
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홈페이지 연 2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점검, 사이버침
해사고 발생 대비 신속한 대응체계 확보를 위한 365일 통합관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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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7년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1-4]와 같다.

2. 추진 실적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호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내부관리
계획에 이행실태 확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임무 추가, 개인정보 암
호화 절차 수립,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 안전조치
등을 반영하여, 개인정보보호 정책 확립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매뉴얼’도 제도 변화에 맞게 수정하여 개인정보보호
제도 안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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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침해 예방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개인정보 보유·처리현황 및 처리실태

부 록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소와 안전성 확
보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홈페
이지를 대상으로 연 2회 개인정보 점검시스템을 이용한 점검을 실
시하고 접근기록 정기점검, 수시 모니터링 등 침해사고 예방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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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사업명
법령 등 개선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추진계획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기준 마련

추진실적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수립(1월)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1월)

추진체계 정비 •추진체계 개선

•내부관리계획 개정(1월)
•개인정보보호 전담직원 현행화

개인정보
•소속 시·도, 구·시·군위원회
처리실태점검
실태점검 및 미비점 개선

•2017년 개인정보 처리현황 조사
•개인정보보호 지도점검 실시
•개인정보위탁처리실태점검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개인정보 보호조치 시행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침해 예방대책
수립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2017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
•개인정보보호 자격증 취득 지원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 365일 24시간 통합보안관제 실시
- 시스템·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점검
- 침해시도 예측관제시스템 구축
- 이메일 악성코드 차단시스템 운영
- 보안USB 등 매체제어 고도화
- 출입통제 및 잠금장치 강화
•선거관리시스템,통합명부시스템,재외선거
인터넷 신고·신청시스템, 재외선거관리시스템,
지방·위탁경비관리시스템 영향평가 완료

•교육계획 수립·시행으로 개인정보취급자 역량 강화
•자격증 취득지원 및 정보보호 전문인력 지정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홍보 강화

•개인정보 홍보활동 추진

•업무처리 시 개인정보보호 인식 강화
- 신규임용, 관리자, 선거관계자 교육
- 개인정보 침해사례 전파

강화하고 있으며, 장애 및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확보를 위하여
365일 통합관제를 실시하였다.
개인정보 보관 장소인 관악청사 전산실에는 지문인식기 및 손혈관·얼굴인식기에 이어
홍채인식기를 도입하여 보안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였으며 전산실 출입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개인정보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하여 선거관리시스템, 통합명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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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인터넷 신고·신청시스템, 재외선거관리시스템, 지방·위탁경비관리시스템 영향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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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실시하여, 개인정보 영향분석 및 개선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적
절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과 개선,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
조치 및 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정성 여부 점검·개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 안
전성 확보조치 기준, 가이드라인 준수 등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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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직원들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여 개인정보관리사 자격증(2명)을 취득하도록 하였으며, 자격증 취득
자를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으로 지정하여, 개인정보보호 지도점검, 개인정보보호 자체교
육 강사 등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유관기관 비상연락 현행화 및 위원회 개인정보담당자의
현행화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비 대응역량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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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개인정보 활용 일상화로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등 침해위협 증가에 따른 개인정보 중요
성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2017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기본으로 직원들에게 다양한 개
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다. 신규임용자 교육, 신임관리자 교육, 핵심역량 강화 교육, 개
인정보보호과정, 사이버교육, 개인정보보호 보안교육 등 총 809명에 대한 1,554시간의 개
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 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 또한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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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례, 개인정보보호 생활 수칙 등을 안내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공유
하고 개인정보 보호문화를 확산하였다.

3. 향후 계획
부 록

선거관리위원회는 환경·기술 및 제도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보유 또는 파기
절차에 따른 관리방안, 사고발생 시 대응방법 등을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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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홈페이지 등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취약점 및 유·노출여부
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민서비스의 신뢰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진단·조치, 기술적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개인
정보 보호책임자·담당자의 역량 향상을 위한 전문가 교육 및 전 직원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
고 교육 등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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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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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중앙행정기관

제1절

1. 개요
감사원은 감사제보처리, 감사·심사청구처리, 자체감사기구 대상

감사원

교육과정 운영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
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감사원법」 등에 따라
해당 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아 감사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이에, 감
사원은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및 안전
한 정보시스템 운영 등 개인정보보호 운용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정
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원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제
정·시행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의 일반원칙을 정립하여 이를 준수하
고 있다.
감사원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1]

2018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과 같다.
[표 3-2-1] 감사원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사업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감사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정(3월)
•「감사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수시 정비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근거조항 신설
•개인정보 수집 관련 법령 모니터링 지속
관련 규정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업무와 「개인정보 보호법」에
-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
정비
따른 개인정보보호 업무가 상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검토, 의견개진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전담체계
마련 및
전문역량
강화

•적정 수준의 조직·인력 및 예산 확충
- 필요 시 조직 및 담당인력 보강

•담당자 직급 상향 등(2월)
-6
 급 1명이 담당하던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5급이 담당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 연간·연도별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 이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CPO 워크숍 참석 및
담당자의 오프라인 교육(3회), 온라인을 통한 교육
이수 등 전문성 강화 노력

•홈페이지, 네트워크, PC 등 분야별 지속적인 점검·관리
•업무포털을 이용하여 침해 예방 및 관리사항 등의
•분야별 침해 예방체계 내실화 및
지속적인 공지
관리 강화
- 개인정보의 중요성 환기 및 업무용 PC 내 불필요한
조직 전반의
- 홈페이지 필터링 항목, 방화벽
개인정보 삭제
개인정보
등 보안정책 점검, PC 내
- 감사 출장교육 시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요령’
관리·통제체계
개인정보파일 검색 및 삭제
개인정보보호
안내 및 교육교재 배포
강화
실시 등 지속적인 안내 및 점검
시스템 운영
•감사교육원에 교육과정 신설 및 신규직원 교육 실시
•직원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업무 특성상 잦은 출장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워
- 출장 시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등
업무포털을 활용, 출장교육 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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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권리
•개인정보파일 변경사항 등록 관리
보장 실질화

•개인정보파일 실태조사 및 개인영상정보 관리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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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방법을 이원화
하도록 「감사원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
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파일로 등록·관리하고 감사업무를 위해 일시적으로 수집한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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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경우에는 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있다.

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감사원은 감사정보시스템의 업무자료 암호화, 접근통제 및 로그기록 관리 등 보안을 강화
하고, DB에 저장된 직원들의 고유식별번호와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였다. 또한, 홈페이지에
대한 보안취약점 진단 및 보완활동을 실시하고, DB암호화 SW를 도입하였으며 감사교육원
의 교육과정에 개인정보 관리요령 등의 과목을 신설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직 전반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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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보 관리·통제 체계를 강화하였다.

3. 향후 계획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하여 필요 시 관련 규정을 보완하며, 「감사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운용상 불합리한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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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경우 이를 개선하고 실효성 증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법령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그리고 현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되 필요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업무 수행을 위
한 조직 및 인력을 보강하고 신규 시스템 구축 시 개인정보보호 예산 반영 및 개인정보 영향

부 록

평가 수행 등을 통해 시스템 설계부터 체계적 관리를 도모할 예정이다.
한편,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차단시스템에 적용된 개인정보 필터링 항목의 운영실태 점
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보안시스템의 운영정책 점검 등과 함께 바이러스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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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업데이트, 정밀진단 기능 등을 활용하여 PC의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감사출장교육 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
인정보 수집·활용 및 폐기방법 등을 교육하고, 신규 직원 및 승진자 교육 과정에도 해당 교
육내용을 정규 과정으로 개발·운영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제2절

방송통신
위원회

1.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홈페이지, 업무시스템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처리실태점검, 정보시스템 취약점 및 개인정보
유·노출 점검으로 개인정보 처리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개인정보
의 이용·제공 시 준수사항 이행 확인 및 지도·감독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2]와 같다.

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 및 관리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필터링,
침입차단, 내부정보유출방지, 접근제어 등 정보보호 체계를 보완
하고 보안취약점 및 개인정보 유·노출을 점검하여 발견된 취약점을
즉시 조치하였으며, 내부 직원 및 수탁사업자에 대한 정보시스템
접근 제한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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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방송통신위원회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사업명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추진체계
정비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유관기관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

•자체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사이버 위기대응 매뉴얼 개정(2월, 9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절차 정비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 개선(6월)
•개인정보보호협의회 운영(6월)

•개인정보파일
실태조사

•개인정보 처리실태점검(5월)
•개인정보파일 일제점검 실시(6월)

•개인정보 유·노출
모니터링 강화

•내부 개인정보보호 필수 조치사항 자체점검 실시(5월)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실태점검(5월)
•수탁업체 개인정보보호 점검(6월, 11월)
•PC 개인정보 실태점검(매월)

침해 예방대책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 및 관리
수립

개인정보보호
교육

추진실적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개인정보
처리실태점검

추진계획

•홈페이지 취약점 및 개인정보 노출 점검 실시(4월, 12월)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모의훈련 실시(3월, 6월, 8월, 12월)
•패치관리 및 침입방지 등 신규 정보보호시스템 도입(6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대상 전문교육(6월, 11월)
인력 확충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전 직원 대상 정보보호 전문가 초빙 교육(2월, 4월, 8월, 11월)
전문성 강화
교육 강화
•수탁업체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2월, 4월, 8월, 11월)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아울러, 산하·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신속한
상황전파 및 피해방지를 위한 역할숙달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한,
안전한 이용 및 관리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 교육 내실화
개인정보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정보공유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반기별로 정보보
호담당자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일반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 4 편 해외 동향

취급자 교육을 매분기 실시하고 개인정보처리 수탁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예방 및 침해 시 대응능력을 제고하였다.

부 록

3. 향후 계획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홈페이지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정책
보완·점검, 취약점 및 개인정보 유·노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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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대민서비스 신뢰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담당자의 역량 향
상을 위한 전문가 교육 및 전 직원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교육, 수탁사업자 교육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제3절

국무조정실

1. 개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전 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활동 및 산하 연구기관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
록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개인정보 침해요소에 대한 선제적인 보
호조치를 추진하였다. 매월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지속 운영하여 전
직원의 개인정보 의식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소속기관 및 산하
연구기관의 모든 부서에서 ‘개인정보보호의 날’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또한, 정부출연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기관 평가’ 항목 중 개인정
보보호 분야 배점을 상향 조정하고, 우수기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는 등 연구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
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개인정보필터링시스템을 도입하여 홈페이지 내에 개인정
보가 기재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였다.
국무조정실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3]과 같다.

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202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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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국무조정실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사업명
법령 등 개선

추진계획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정

추진실적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정 완료(1월, 8월)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에 대한 역할 강화 •‘개인정보보호의 날’ 시행(매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적정 예산 지속 확충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전담체계 마련 및
전문역량 강화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산하기관 개인정보
처리실태점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CPO 워크숍) 참석 •CPO 워크숍 참가(9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운영
•개인정보보호협의회(CPO) 개최(6월)

•개인정보담당자 외부 전문교육 참석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실무협의회
개최(3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순회교육 및
전문교육 수료(3월, 4월, 6월, 11월)

•개인정보처리자의 인센티브 강화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개인정보보호
분야) 결과 우수기관(담당자)에 대하여
장관급(국무조정실장) 표창(12월)

•‘개인정보보호의 날’ 지정·운영

•‘개인정보보호의 날’ 지정·운영 실시(매월)

•정부출연 연구기관 개인정보 실태점검
실시

•정부출연 연구기관 개인정보 실태점검
실시 완료(2월)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 실시

•홈페이지 개인정보필터링시스템
정상작동여부 점검 완료(매월)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선제적·자율적
보호활동 활성화

•2016년도 대비 개인정보보호 예산
증액(680천 원)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대상별 맞춤형
캠페인 및 취약계층
인식 제고

•전 직원 대상 자체교육 실시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자체교육 실시
•신입직원 대상 자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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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침해 예방체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자체점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점검 실시
내실화 및 관리 강화
실시
완료(3월)
•외부용역업체 등 개인정보 유출 예방활동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점검 실시
강화
완료(6월, 12월)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6월)
•개인정보 위탁자 및 수탁자(취급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3월)
•총리실 배정 수습사무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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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지침」을 개정하여 대테러센터 등 소속기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시 법정
대리인의 사항과 고충처리부서의 명칭 및 전화번호 등 필수기재 항목을 「개인정보 보호법」
에 맞추어 현행화하였다.

부 록

나. 개인정보 침해 예방체계 강화 및 관리 강화
기관 대국민 홈페이지 게시판에 개인정보가 기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필터
링시스템을 도입,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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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록 및 권한기록을 반기별로 1회씩 점검하여 개인정보취급자별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등 정보유출 예방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

다. 대상별 맞춤형 교육 실시
개인정보보호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2017년 1월에는 총리실 배정 수습사무관 대상으
로 ‘개인정보보호의 날’ 및 주민등록번호 보호조치 강화 등에 대한 교육을, 3월에는 개인정
보 위탁자와 수탁자 대상으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작성 및 안전성 확보조치에 대한 교
육을 맞춤형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6월에는 전 직원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동영상 시청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등을 교육하였다.

라. 본부, 소속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간 소통 및 인센티브 강화
2017년 6월에 소속기관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CPO로 구성된 ‘개인정
보 보호책임자(CPO)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CPO 협의회에서는 전문인력 배치 필요, ‘개인
정보보호의 날’ 탄력적 운영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기관 평가’ 항목 중 개인정보보호 분야 배점을 상향 조정하였고, 평가결과 우수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 대해
서는 국무조정실장 표창을 실시하여 연구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도모하였다.

3. 향후 계획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고 개인정보가 오용되
지 않도록 소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실태조사를 실시·분석하고, 도출된 문제
점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무조정실과 연구기관 간 개인정보 침해사고 종합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자체 개인정보 침해사고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개인정보 침해사
고 대응 체계를 확립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관 내 업무용 포털에 「개인정보 보호법」 중
요 내용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홍보하여 직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
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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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제4절

1. 개요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으며, 정책 추진과정에서 개인정보 업
무의 위탁과 제3자 제공이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
획을 수립·시행함은 물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또한, 보다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인 지도방문·점검을 실시하
고 있으며 일반직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등 대상별 맞춤교육과 홍
보 실시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4]와 같다.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국가보훈처는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원칙에 의거해, 사용 중이던
동의서 서식을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준

제 4 편 해외 동향

용하여 재정비하였고, 적시적인 내부관리계획 개정과 재해·재난 대
응 대비 매뉴얼 및 암호키 관리 매뉴얼을 제정·시행하는 등 개인정
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제도 개선 활동을 수행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부 록

국가보훈처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의 지도방문·점검을 통해 현지
시정조치, 개선사항 도출 및 개선계획 수립·이행으로 개인정보의 안
전성을 확보하고, 본부와 소속기관과의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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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였다. 또한, 국가보훈처 차세대 통합보훈정보시스템 구축 사업(1차)의 설계·개발부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여 준수하였으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및 시큐어
코딩 등 개인정보 최적화 설계(Privacy by Design)를 적용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실질적인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표 3-2-4] 국가보훈처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사업명

추진계획

추진 실적

•보훈 분야 소관
법령 및 정책 정비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2월, 5월, 10월)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 개선(6월)
-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작성 가이드라인 준용하여 재정비(12건)
•내부관리계획 개정(6월, 11월)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 매뉴얼 제정·시행(6월)
•암호키 관리 매뉴얼 제정·시행(11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주도 활동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소속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주도 우수사례 발굴
- 퀴즈대회 실시, 포스터 게시, 디지털 청소 캠페인 등
•국가보훈처 본부 및 소속기관 성과관리 지표에 개인정보보호 활동 반영

법령 등
개선

추진체계 정비 •전담체계 마련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1명, 7급) 충원
- 민간경력 전문가 채용(인사혁신처 주관)

개인정보
처리실태점검

•개인정보의 위탁업무 관리 현황 점검(1월)
•국가보훈처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 대상 점검계획 수립·시행
- 26개 소속·산하기관 지도점검(3월~9월)
- 29개 처 본부 부서 지도점검(11~12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실태점검(3월)
- 국가보훈처 본부 및 소속기관 CCTV 현황 파악 및 현행화
•개인정보파일 관리실태 점검(6월)
- 국가보훈처 본부 및 소속기관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고유식별정보 실태 조사(4~6월)
-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확인 및 자체점검 수행
•2017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후속조치(7월~)
- 관리수준 진단 결과에 따른 미흡사항 개선 조치

•개인정보 관리 및
보유실태점검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침해 예방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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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안전성
확보

•개인정보 유·노출 모니터링 강화(매월)
- ‘개인정보보호의 날’ 업무용 PC 내 불필요한 개인정보파일 검색·삭제
- 사업부서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 점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접속기록 정기점검 실시(분기)
•차세대 통합보훈정보시스템(1차) 개발·구축 시 개인정보 최적화 설계
(Privacy by Design) 적용
- 접근권한 관리, 출력물 파기관리, 로그기록 등 개인정보보호 기능
구현, 시큐어 코딩 적용 등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조치 완료
-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12월)
•망 분리 완료: 경북권(12월)

사업명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정보주체
권리 보장

전문성 강화

추진계획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홍보·안내문, 서식 등 게시
- 청사 로비, 민원실 등

•개인정보보호
교육

•대상별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행
- 국가보훈처 본부 및 소속기관 CPO 교육 참가(35명)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교육 참가(35명)
- 전 직원 대상 전문가 초빙 자체교육 실시(2회, 425명)
- 보훈교육연구원 보훈공직자 실무과정 실시(5회, 169명)
•본부 및 소속기관 성과관리 지표에 교육 실적 반영
- 반기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점검 실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격증 취득에 따른 전문성 강화
- 개인정보보호 관리사 등 자격증 보유자 현황(14명)
- 성과관리 지표에 가점사항으로 반영

•개인정보보호
실천문화 확산

•매월 세번째 수요일을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정·운영
•소속기관별 개인정보보호 홍보 사례 발굴
- 개인정보보호 홍보·캠페인 운영 등
- 소속기관 CPO 주관 자체교육 실시(연 2회)
•개인정보보호 우수 담당 직원 표창(본부: 1명, 소속기관: 3명)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홍보 강화

추진 실적

•권리보장 안내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분야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국가보훈처 본부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당자,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맞춤
형 교육을 시행하였다. 개인정보보호 실천의 생활화를 위하여 소속기관별 ‘CPO 주도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였고 보훈대상자 및 대국민 인식 향상을 위한 홍보·캠페인 활동으
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의식 등을 제고하였다.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부서
성과지표(BSC)에 ‘개인정보보호 활성화 등’ 지표를 반영하여 성과관리를 실시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경
우 가산점을 부여하고, 1년간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이 탁월한 직원을 선발하여 국가보훈

제 4 편 해외 동향

처장 표창을 수여하였다.

3. 향후 계획
부 록

국가보훈처는 차세대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고 운영함에 따라 고유식별정
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조회·수정·삭제 등의 이력관리, 접근권한·출력물 파기 관리 등의
207

안전성 확보조치를 통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개
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을 수립·이행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개
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향상시킨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환경변화에 따른 법·규정 변경사항
을 적시에 반영·대응하는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지속적인 수행(Paln-Do-Check-Action)과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통
한 오·남용 및 유출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

제5절

인사혁신처

1. 개요
인사혁신처는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의 기획
단계에서 종료단계까지 절차를 규정하고 사업의 계약, 수행, 검사,
운영단계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자체 개인
정보 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조
치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이행점검 및 보완을 실시하고 있으며, 용
역업체 대상으로 개인정보처리실태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
써 전반적인 개인정보 통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2017년도에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
한 실적은 [표 3-2-5]와 같다.

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인사혁신처는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에 암호키 관리절차, 재해
·재난 대비절차 등 상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절차 등 별도의 절차서 내용을 내부관리계획에 통합
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및 분야별 책임관 지원을 위하여 개
인정보보호 담당관 신설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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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사업명

일반법 중심의
법체계 정비

추진계획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개정
- 개인정보보호 지침 및 각종 절차서
개정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클라우드 저장소 도입에 따른
보호기준 개선
개인정보보호 방안 마련

개인영상정보
보호·관리체계 구축

전담체계 마련 및
전문역량 강화
•CPO 및 담당자 역량 강화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 및 예산 확보
- 개인정보 업무 전담 및 중요
직무급으로 지정
-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예산 확보
•대상별 맞춤형 교육 실시

•보안성 검토 시 개인정보보호 항목 신설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
•표준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의무화
•개인정보보호 의무사항 이행여부 점검
등 컨설팅
•본부, 소속기관 개인정보 처리실태점검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개인정보
처리실태점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취약점 점검 실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내실화
-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및 공개내용
현행화 등

•개인정보 최소수집을 위한 서식 개선 등
•개인정보 수집 서식 일괄 정비
- 회원가입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등 정비

•개인정보보호 맞춤형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대상별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매주 개인정보보호 홍보를 위한 팝업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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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클라우드 저장소 도입 확대 적용
- 소속기관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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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적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 확산
- 보안성 검토 시 개인정보보호 항목
추가 반영
- 표준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준용
의무화
조직 전반의 개인정보
•분야별 침해 예방체계 내실화 및 관리
관리·통제체계 강화
강화
-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따른 관리 강화
개인정보보호
- 본부,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위탁사업
시스템 운영
운영실태 지도 점검 실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취약점 해소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선(6월)
- 재해·재난 대비절차 등 마련
•정보화사업 추진 표준지침 제정·시행(2월)
- 계약, 수행, 검사 및 운영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절차 마련

•인사혁신처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점검(3월)
•개인영상정보 관리체계 및 이용절차 마련
•CCTV 보안관리 강화를 위한 자체점검
실시(11월)

•개인정보보호 전담직위 신설

정보주체
권리 보장 실질화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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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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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인사혁신처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부 록

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신규·변경 구축에 따른 보안성 검토 시 개인정보보호 항목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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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개인정보처리 위탁 시
‘표준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의무화하는 등 자체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본부,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점검 및
보완하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해
미흡사항을 조치하는 등 분야별 침해 예방체계를 내실화하였다.
아울러 인사혁신처에서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하여 법령에 근거
없이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는 일괄파기하고 생년월일로 대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최소
화를 위하여 서식 개선 등을 추진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당자, 취급자, 용역사업자 등 대상에 따른 맞춤형 개인정보보
호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홍
보를 위하여 매주 업무포털에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하여 노
력하였다.

3. 향후 계획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인사정보, 각종 수험생 정보 및 국가인재DB 등 주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을 사전에 예방
하기 위하여 본부,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의무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보완을 위한 컨설팅 체계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내실화를 위하여 운용 중인 개인정보 수집항목에 대한 지속적
인 검토를 통하여 최소수집의 원칙을 준수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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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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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1. 개요
법제처는 매년 적정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예산을 확충하고 개인
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 교육 이수 등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현행화와 이행여부 점검, 시스템별 안
전성 확보조치 여부, 개인정보 위탁처리현황 점검 등 침해사고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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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안전한 운영·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제처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6]
과 같다.

2. 추진 실적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법제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담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역량
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 재정계획단계부터 체계적인 예산 수립을 통
해 2016년 대비 20.1% 향상된 2017년 개인정보보호 예산을 확보
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가 워크숍에 참석하여 개인정
보보호 정책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고 개인정보담당자가 전문교
육에 참석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담당인력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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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였다.

나. 개인정보 관리·통제체계 및 침해 예방체계 관리 강화

부 록

법제처는 제·개정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지침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개정하고, 보유 개인정보파일
의 현행화, 영향평가 대상여부 점검 등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강화하
였다. 또한, 개인정보 점검 솔루션을 추가로 도입하고 개인정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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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 법제처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사업명

추진계획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적정 수준의 조직 및
예산 확충과 CPO 및
담당자 역량 강화

•개인정보보호 예산 확충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당자 역량 강화

•개인정보보호 예산 전년 대비 20.1% 향상
확보
•CPO 및 담당자 전문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전사적인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 마련 및 확산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보완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전 점검

•내부관리계획 개정과 개인정보파일 관리점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영향평가 대상 점검

분야별 침해 예방체계
내실화 및 관리 강화

•개인정보 침해 예방
보안조치 및 용역사업 관리
강화

•개인정보 점검 솔루션 도입을 통한 침해사고
사전 예방
•개인정보 위탁처리현황 및 시스템 접속기록
분석 등 개인정보 침해여부 점검·관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내실화

•개인정보처리방침 현행화

•개인정보 최소 수집 및 동의절차, 개인정보처리
방침 현행화 등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사항
점검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추진실적

탁처리현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다.

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내실화
법제처는 개인정보파일 정비 계획에 따른 최소수집 및 동의절차 이행여부 점검, 개인정보
파일 정비 및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처리방침 현
행화를 통해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3. 향후 계획
법제처에서는 2018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에 따라 전 직원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
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추진할 것이며, 특히 개인정보취급자에 대
한 전문교육을 시행하여 개인정보 업무 처리에 대한 전문성 함양에 노력할 것이다. 또한, 개
인정보업무가 수반되는 위탁·용역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 추진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홈페이지, 네트워크 보안 등 정보시스템 운영 및 PC 사용자 보안 등 안전성 확보조
치를 통한 분야별 침해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212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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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및 제도 정비, 개인
정보 보호체계 고도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약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 보
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소속(산하)기관의 개인정보보호 향상 컨
설팅(지도·점검) 지원으로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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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획에 의거해 개인정보보호 침해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개
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7]과 같다.
[표 3-2-7]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사업명

추진계획

개인정보
처리실태점검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동의절차 이행여부 일제 점검(4월)
-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106개의 개인정보파일 점검, 4개 사용중지(삭제)
조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안전성 조치 점검(4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권한, 시스템에 대한 로그, 각 단말기(PC)별
최신 백신프로그램 운영 등
•고유식별정보 취급 웹사이트의 시큐어 코딩 및 취약점, DB 암호화 여부
(5월)
•개인정보파일 정비
- 업무용 PC에 불필요한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6월)
- 웹사이트 폐쇄 및 보유기간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정비(9월, 11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점검

부 록

추진체계 정비

•개인정보보호 내부규정 정비(6월)
- 「 개인정보 보호법」 및 행정안전부 고시에 맞춰 개인정보보호 내부규정
•식약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
개인정보처리
침해사고 대응 안내서) 개정 및 배포
규정 개정
•개인정보처리방침 정비(3월)
추진
- 홈페이지 개편(1월)에 따라 지방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사항을
처리방침에 통합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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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법령의
개정 추진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약사법 시행령」(1월)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11월)
•식품의약품 분야의 제도 개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처분사항 통보에 따른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통보 의무 삭제(4월)
- 「약사법 시행령」: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제조관리자
과태료 징수에 대한 근거 명확화(5월)

법령 등 개선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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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사업명

추진계획

침해 예방대책 •개인정보보호
수립
침해 예방 강화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정보주체
권리 보장

홍보 강화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 예방 강화(4월)
- 홈페이지나 구글(포털) 검색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 예방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를 위한 자가진단(5월~6월)
- 개인정보보호 환경, 처리환경, 침해대응에 대한 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자가진단 실시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절차 개정(6월)
- 개인정보 침해사고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절차서 현행 및 소속기관 등에 전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에 대한 기능 개선(8월)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홈페이지(우수인재채용시스템)의 취약점 조치(9월)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점검(11월)
- 「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에 의거 안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

•공공앱 접근권한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 안내(3월)
- 공공앱의 과도한 접근권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배포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절차’ 안내(6월)
권리 강화
- 제공이 가능한 경우, 제공 절차 및 방법, 조치사항 등 「개인정보
보호법」 의무사항 준수 및 적법한 처리절차 안내
•공무국외출장 수행 시 출장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문
주기적 제공(공문 75회, 메일 등 개별안내 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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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실적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담당자 역량 강화
- ’17년도 개인정보보호 페어 참가(6월) 및 ISEC 2017, 국제사이버
시큐리티 콘퍼런스 참가(9월)
•개인정보보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 「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사항,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자체교육
(본부 및 소속기관 총 19회 3,768명)

•공공기관 및 일반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실천수칙
배포(12월)
•개인정보보호
•PC 화면보호기 및 청사 내 엘리베이터(총 16대) 모니터 홍보
인식 제고·확산
- 기관 방문자 및 직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용을
송출하여 상시 운영

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관 법령인 「약사법 시행령」(2017년 1월) 및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2017년 11월) 개정안에 대하여 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각각 2017년 1월, 12월)를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최소화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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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행정처분사항 통보에 따른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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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통보 의무를 삭제(2017년 4월)하고,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는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제조관리자 과태료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
히(2017년 5월)하여 식품의약품 분야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개인정보보호 내부규정(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개인정보보
호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안내서)을 「개인정보 보호법」 및 행정안전부 고시
에 맞춰 개정하여 배포하였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홈페이지 개편(2017년 1월)에 따라 지
방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통합(2017년 3월)하여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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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추진체계를 정비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동의절차 이행여부 일제점검(2017년 4월)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등
록된 106개의 개인정보파일 점검, 4개 사용중지(삭제) 조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의 안전성 조치 점검(2017년 4월)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권한, 시스템에 대한 로그, 각
단말기(PC)별 최신 백신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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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고유식별정보 취급 웹사이트의 시큐어 코딩 및 취약점,
DB 암호화 여부(2017년 5월) 점검 및 업무용 PC에 불필요한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2017년
6월)나 웹사이트 폐쇄 및 보유기간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정비(2017년 9월, 11월) 등
개인정보 처리실태점검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침해 예방을 강화하고자 홈페이지나 구글
(포털) 검색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 예방 강화(2017년 4월) 활동을 진행하였고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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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리환경·침해 대응에 대한 본부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2017년 5월
~6월)을 실시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개인정보 침해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
해 기존 절차서를 보완(2017년 6월)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에 전파함으로써 침해 예방대책
수립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부 록

또한,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의 접근권한에 대한 기능 개선(2017년 8
월) 및 홈페이지(우수인재채용시스템)의 취약점 조치(2017년 9월),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
획에 의거 안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내부관
리계획 이행실태 점검(2017년 11월)으로 개인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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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개인정보 접근권한의 오·남용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개
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방안 수립 및 업무용 PC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검
색하고 검출된 문서를 완전 삭제하거나 암호화 조치를 할 수 있는 개인정보필터링시스템을
보강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였다. 한편, 개인정보 침해 예방 및 정보보호를 위한
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하여 본부·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간 사이버보안 상황을 감시·분
석하고, 사이버 위협 및 침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종합적인 사이버 위험관리 체계를 구
축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보안관제 대상 기관을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전사적
정보보호 프레임워크 확산 노력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제8절

공정거래
위원회

1.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의 구현과 소
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기관으로서 다양한 정보주체들의 정보를 보
호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여 개인정보를 안전
하게 처리하고 있다.
먼저, 관리적 보호조치로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
해 전 직원 집합교육 및 5개 지방사무소 방문교육을 실시하였고 개
인정보시스템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용역사업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였다. 기술적 보호조치로는 업무용 PC, 자료
교환시스템, 온-나라시스템 문서에서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검출하
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하였다. 또한, 공정
거래위원회 자체 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바, 동 센터에서
는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를 위한 24시간 관제를 실시하는 등 다양
한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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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사업명

추진계획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훈련

•업무위탁에 따른 보안점검 및 교육
개인정보보호
체계 합리화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
프레임 워크
마련 및 확산

추진실적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훈련(6월)
- 해킹메일을 통한 개인정보파일 유출
대응훈련 실시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른 대응
•위탁사업자 보안점검 및 교육(상시)
- 위탁사업자 대상 주기적인 보안점검 및
교육을 통한 보안강화
•용역사업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특약사항 명시(상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용역사업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특약사항 명시 여부 점검

•적정 수준의 조직 및 예산 확충 지원

•개인정보 필터링 등 개인정보보호 SW
도입·운영
•정보화사업(차세대 사건처리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개인정보 DB 암호화 및 개인정보 접근
모니터링

•개인정보가 등록된 DB에 대한 암호화
실시
•비인가자의 개인정보 접근 여부 상시
감시 및 차단

•개인정보 유·노출 실시간 모니터링

•보안관제센터 인력을 활용한 실시간
개인정보 유출 등 모니터링 실시(상시)
•업무용 PC의 개인정보 보유여부 검출 및
자동삭제 프로그램 운영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교육
역량 강화

•개인정보보호 역할에 따른 맞춤교육
확대
-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부서별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 대상
자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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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체계 마련 및
전문역량 강화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표 3-2-8] 공정거래위원회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별
침해 예방체계
내실화 및
관리 강화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제 4 편 해외 동향

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부 록

공직자 대상 해킹메일 공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
를 위한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특히 위원회 및 소속 산하기관 전 직원
을 대상으로 해킹메일을 전송함으로써 훈련효과를 극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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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PC에 저장된 문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탐지하여 삭제하도록 유도하는
개인정보 검출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현황을 파악하고 수탁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용역사업 위탁계약 체결 시에는 업무위탁 문서에 개인정보보호에 관
한 특약사항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수집·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유·노출에 대비하여 모든 개인
정보 DB는 암호화하였으며, 홈페이지 게시물 등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 차단을 위해 개인정
보 노출차단시스템으로 개인정보 노출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노출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사이버안전센터에 개인정보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개
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이용 및 관리를 위해 시스템의 접근을 기록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였으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발 및 기능개선 사업 시 소스 코드에 존재
할 수 있는 잠재적인 취약점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시큐어 코딩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개발
하도록 하였다. 또한, 망 간 자료교환시스템, 온-나라시스템에 개인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를 도입하여 문서 생성 시 실시간으로 개인정보를 검출할 수 있게 하였다. 검출된 문서는 관
리자의 설정에 따라 암호화 또는 삭제가 가능하며 그에 대한 로그를 기록하여 관리가 가능
하도록 하였다.

3. 향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수집이 최소화되도록 개인정보 수집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
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파기하는 활동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하기관에 위
탁운영 중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공동대응을 위해 개인정보보호협
의회를 구성하여 매월 개인정보 관제 결과를 공유하고 개인정보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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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1. 개요
금융위원회는 주로 법규에 근거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과 보
유,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등 유·노출 방지에 중점을 두어 개인정
보보호 업무를 추진해왔다.
또한,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추진하고, 빅데이터 실
무회의 개최 및 금융권 전문가로 구성된 TF 운영 등 빅데이터 활용
관련 제도 합리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아울러 ‘금융분야 개인정보보
호 가이드라인’ 개정과 ‘개인신용정보 보호실태 자체점검 매뉴얼’을
마련하여 개인신용정보 보호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관리수준 제고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9]와 같다.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사항 등을 반영한 내부관리계획을

제 4 편 해외 동향

개선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및 각종 서식 등을 점검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지진, 화재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난·재해 대비 개인
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
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적극 실현하고 있다.

부 록

특히 신용정보법 개정사항 및 구체적인 이행방법 등을 반영한 ‘금
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219

[표 3-2-9] 금융위원회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사업명

추진계획

법령 등 개선

•정책 및 제도 개선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2월)
•내부관리계획 개정(6월)
- 개인정보 안전한 조치사항 반영
- 재난재해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대응 매뉴얼
마련
•개인신용정보 보호실태 자체점검 매뉴얼 배포(11월)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검토(연중)

추진체계 정비

•개인정보보호 체계 합리화

•빅데이터 실무회의 개최(2회)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권 TF 운영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추진실적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점검 및 개선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산하기관 관리수준 현장점검(5월)
•개인정보 관리실태 자가진단 실시 및 개선사항 조치
(6월)
•정보시스템 및 업무용 PC에 대한 개인정보파일
전수조사 및 일제정비(6월)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실시
침해 예방대책
수립

•홈페이지 및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제거(연중)
•자체 모의해킹 대응훈련 실시(7월)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기능 강화
- 패치관리시스템 구축(1월), 보안USB관리시스템
고도화(10월)
•개인정보 처리 안전성 확보 •외주인력(수탁자) 보안교육 및 사업장 점검(연중)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암호화 적용(12월)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취급자 역량 강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전문교육 실시 및 워크숍 개최
(2월)
•자체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2월, 6월)

•국민 참여 및 생활 밀착형
홍보 강화

•금융소비자 대상 교육 실시(2회)
•금융회사 임직원 및 수탁자 대상 교육 실시(연중)

홍보 강화

과 신용정보법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적용기준을 제시하여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안전하
게 수집·관리될 수 있는 금융거래 환경을 마련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매년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현황,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개인정보처
리방침 정비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자가진단을 실시하여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정보시
스템 및 업무용 PC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일제정비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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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와 업무상 필요한 개인정보 암호화를 실시하였으며, 산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
리실태를 현장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개인정보의 관리수
준 역량을 강화하였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유·노출 위험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취약점을 제거하였으며, 금융거래정보의 민감한 개인정
보가 저장된 DB를 암호화하고 개인정보 수탁자에 대한 보안교육과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점
검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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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인 패치관리시스템 구축과 보안USB관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여 개인정보의 기술적 안전조치를 강화하였으며, 자체 모의해킹 대응훈련을 통해 내재되
어 있는 위험을 사전에 진단·개선하고 있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취급자 등 대상별 차별화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보호 인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식 제고와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산하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담
당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향상과 상호 정보공유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워크
숍을 개최하였으며, 금융회사 임직원 및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수행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3. 향후 계획
제 4 편 해외 동향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향상을 위하여 관련 법·규정의 준수사항 이행 점검,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근절을 위한 서식 정비, 개인정보보호 대상별 맞춤형 교육 실시, 개
인정보보호시스템 기능 보강을 통하여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더욱 높여나갈 예정이며, ‘개인
정보처리시스템별 접근권한 관리 정책’과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개인

부 록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오·남용에 대한 예방 대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4차 산업
혁명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기 위하여 금융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금융 분야 데이
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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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절

1. 개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추진기반 확보를 위

국민권익
위원회

한 법령 개선, 침해 예방대책 수립, 전문인력 확보 등 기술적·관리적
·물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자체 사이버안전센터를 통
한 모니터링 및 취약점 점검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
을 수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10]과 같다.

[표 3-2-10] 국민권익위원회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사업명

법령 등
개선

전담체계 마련 및
역량 강화

개인정보
처리실태점검

추진계획

•소관법령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후
제·개정 추진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 수립·시행(2월)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연중)
- 대표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청렴신문고,
행정심판 등 6개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 구성 추진

•부서별 개인정보 처리담당자 지정·운영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운영

•개인정보파일 전수 조사·등록

•개인정보파일 전수조사 및 현황 공개
- 업무용 개인정보파일 전수조사 및
등록현황 정비(6월)
- 전 직원 업무용 PC 개인정보파일 정비
(5월)

•위원회 주요 홈페이지에 취약점 점검 실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위원회 주요 홈페이지에 취약점 점검 실시
(연 2회)
•용역업체 수시 보안점검
•보안관제시스템 구축(2월)
•자체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3월)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상시모니터링

침해 예방
대책 수립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관리 및 점검
강화
•용역업체 전산망 통제 강화

정보주체
권리 보장

•정보주체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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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자 교육 강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항목을 자체
성과평가에 반영하여 전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 생활화 문화 정착

•실천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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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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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실적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수집근거, 보유기간, 파기여부, 접속기록 등 전체
적인 현황분석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을 수립하였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및 각종 서식 등을 일제 점검·정비하여 불필요한 수집을 최소화하였다.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본부 및 소속기관의 보안상황 모니터링 및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즉각적인 탐지·대응체계
를 위한 자체 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운영하였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홈페
이지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노출진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유출여부를 상시 모니터
링하였다.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개인정보 유출사례 등을 교육하여 개인정보보
호 문화 정착에 노력하였다.

3. 향후 계획
제 4 편 해외 동향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추가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며 자체 사이버안전센터의 24시간 운영예산을 확보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무중단 보안관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 록

223

제 11 절

1. 개요

원자력
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업무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안
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은 [표 3-2-11]과 같다.

[표 3-2-1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사업명

추진계획

법령 등 개선

•개인정보보호 수집·이용 관련 법령
등 개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 변경

추진체계 정비

•개인정보 보호업무 추진체계 정비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안) 변경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절차서 개정

개인정보
처리실태점검

•개인정보 처리실태점검

•개인정보 현황조사 및 일제정비
- 현황조사, 불필요 개인정보 파기,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침해 예방대책
수립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체계 개선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및 홈페이지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정보주체 권리 보장 •정보주체 권리 보장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추진실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가이드라인 작성·배포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담당자·취급자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홍보 강화

•정보주체의 권리, 책임의식 제고

•개인정보보호 교육 홍보 활동
(내부 포털)

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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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및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절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차서를 보완·시행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수정·배포하여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개인정보 현황조사 및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고유식별정
보를 암호화하였다. 그리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개인정보 유·노출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방지 및 홈페이지 웹 취약점 점검 후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 조치하고, 개인정보 정
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작성·배
포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담당자·취급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일반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대상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교육을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실시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강의자료, 동영상 등을 내부 게시판에 게시하여 홍보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3. 향후 계획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지속적

제 4 편 해외 동향

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수집 관련 법·제도·서식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불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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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절

기획재정부

1. 개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
한 법률」 등을 근거로 공공기관 경영정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
템 집행내역 등의 개인정보파일을 관리·운용하고 있다. 2017년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 규정 및 매뉴얼을 정비하고, 본부 및 소속
·산하기관 대상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개인정보파일 정비 등을 통
해 재정·경제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침해사고 예방 활
동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신규 직원, 시스템 담당자 등 대상자
별 맞춤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인식 및 수준 제고에 노력하고 있
으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오·남용 방지와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접속기록 모니터링 솔루션 도입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
보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12]와 같다.

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등 소
관 법령 개정 시 고유식별번호 등 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근
거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하였다. 그리고 내부관리계획, 침해사고 예방·대응 매뉴얼 등 개인
정보보호 관련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업무 환경에 적합하도록 개정
·배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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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사업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정비

•내부관리계획, 침해사고 예방·대응 매뉴얼 등
내부 규정 개정(연중)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산하 공공기관 대상 개인정보보호
현장점검(12월)
•개인정보 수탁자 현장점검(6월, 12월)

•개인정보파일 정비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6월)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 강화

•개인정보처리시스템(3개) 대상
접속기록 상시 모니터링 솔루션 도입(7월)
•재정경제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상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홈페이지) 취약점 점검(상시)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내부 전체 직원 대상 해킹메일 훈련을 통한
침해사고 예방·대응훈련(3회)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11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완료
(12월)

•개인정보보호 협업 체계 강화

•재정경제 부문 유관기관의 보안
담당자들과 협의회 연 3회 개최
(3월, 6월, 12월)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협의회 운영(2월~12월)

•개인정보 수집 동의 서식 정비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동의절차 검토(6월)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침해 예방
대책 수립

정보주체
권리 보장

•개인정보보호 홍보

•개인정보보호 분야 자체 경진대회를 통해 내부
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수준 제고(12월)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홍보 강화

부 록

인력 확충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전문성 강화

•신규 직원, 시스템 담당자, 수탁자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10회)
•개인정보보호 동영상 교육(상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워크숍·개인정보보호
페어 참가(6월)

제 4 편 해외 동향

추진체계
정비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개인정보 수집 관련 법령 정비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법령 등
개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처리 시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근거 마련(7월)
•「세무사법」·「관세사법」·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 마련(연중)

개인정보
처리실태점검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표 3-2-12] 기획재정부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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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기획재정부는 매년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 본부 및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태점검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수
탁자 관리실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점검하고 미비점에 대한 이행 계획을 관
리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수집 현황의 전수조사를 통해 각 업무별 수집 항목 및 동의 절차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
·개선하였다.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알리오) 등 3개 시스템에 개인
정보 접속기록 상시 모니터링 솔루션을 도입하여 오·남용 모니터링을 강화하였고,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과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였다. 보조금통합관리시
스템의 경우 침해사고 예방과 법적 준거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연구기관과 관련 연구 및
실태점검을 실시하였고, 공공·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운영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신규 직원, 시스템 담당자, 개인정보 수탁
자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총 10회에 걸쳐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
치, 침해사고 대응절차,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교육하였다. 또한, 자체 보
안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내부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
도록 노력하였다.

3. 향후 계획
기획재정부는 법령 개정과 업무 환경 변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 규정을 지속
적으로 정비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정립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본부 및 산하 공
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와 함께 개인정보 수탁자 관리·감독,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도입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해나갈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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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제 13 절

1. 개요
교육부는 교육(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11만여 개의 개인정보
파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 소관 244개 법
령상의 고유식별정보 수집근거 등을 정비하는 한편, 개인정보처리
방침, 내부관리계획 등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가고 있다. 또
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을 실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시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개인정보 유·노출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13]
과 같다.

2. 추진 실적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교육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이 법령상 근
거 없이 불필요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최소한
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토록 교육부 소관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고 있다. 2017년에는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개
인정보처리방침의 필수 기재사항(10개→13개) 강화와 내부관리계

제 4 편 해외 동향

획에 포함해야 할 필수항목(6개→15개) 확대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
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교육(행정)기관이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한 수준을 평가
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토록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을 실시

부 록

하고 있다. 대학의 경우는 정보공시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시·도
교육청은 기관평가에 반영하여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토록 유도
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43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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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3] 교육부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사업명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개정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실시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점검지원단 운영

추진계획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개정(4월~7월)
-정
 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한
처리현황 고지 강화 등

추진실적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개정 공표
(7월)
-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한 처리현황
고지 강화
-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및 처리방침
내용 강화

•교육기관이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자율적으로 진단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수준진단 추진

•교육기관 대상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추진 실적
- 교육기관 수준진단 결과: 82.2점

•교육기관의 개인정보보호 현장점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단 운영

•교육기관의 개인정보보호 현장점검단
운영
- 대학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현장점검
: 20개 기관
-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특별점검
: 15개 기관

•교육기관 업무담당자 간 커뮤니티를
서비스하여 선도요원 등 4개 커뮤니티
교육기관
•교육기관 업무담당자 간의 개인정보보호
운영
개인정보보호
관련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할 수
•교육기관 업무 담당자 간 상호 정보공유
정보공유체계 구축
있는 커뮤니티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개발 운영
-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련 각종
FAQ, Q&A 서비스 등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교육기관 대상 개인정보 노출점검
교육기관 개인정보
시·도교육청은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노출 예방점검 강화
노출점검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급
추진

•교육기관 대상 개인정보 노출점검 실시
- 대학 등 448개 기관 대상 2만 1,309개
도메인 점검
•시·도교육청 개인정보 노출점검시스템
보급 추진
- 2017년 9개 교육청 보급

교육기관 홈페이지
•교육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보안취약점 점검
홈페이지의 보안취약점 점검 추진
강화

•교육기관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보안취약점 점검
- 홈페이지 16종 보안취약점에 대해
3,367개 도메인 점검

교육기관
•교육기관 개인정보취급자가 업무에
개인정보보호 활용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대상별
매뉴얼 보급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

•교육기관 대상별 활용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
- 고등교육기관 대상으로 개인정보 업무
활용 가이드 보급(9월)
*초·중등학교용 개인정보 활용가이드
배포(2016.9.)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교육기관 대상
직무별 맞춤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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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개인정보업무 신규자(2회),
개인정보 보호담당자(5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5회)

•교육기관 대상 맞춤형 교육 실적
- 신규자 교육실적 (2회): 323명
- 담당자 교육실적 (5회): 926명
- 책임자 교육실적(5회): 960명

사업명

추진계획

교육기관
•시·도교육청과 대학기관의 특성을
개인정보보호
고려, 기관별로 전문인력을 선발하여
선도요원 양성 추진
선도요원 양성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상시
교육 실시

•교육기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업무
역량 제고를 위해 상시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센터 운영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분야

추진실적
•시·도교육청과 대학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선도요원 양성
- 선도요원 교육 실적: 78명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교육기관 대상 정보보호 교육센터 운영
실적
- 전국 3개(서울대, 충남대, 부산대) 집합
교육센터와 1개(경상대) 원격교육센터
운영
- 개인정보보호 교육실적: 집합 1,084
명, 원격 5,606명

또한, 교육청, 대학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선도요원을 대상으로 현장점
검단을 구성하여 교육(행정)기관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해 현장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노출 예방을 위해 먼저 교육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약 3만여 홈페이
지의 도메인(URL, Uniform Resource Locator)을 분기별로 조사하여 이를 기준으로 개인
정보 노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2만 1,309개의 도메인을 점검하였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은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노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시스템을 보급
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9개 교육청에 보급하였다.
그리고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담당자 간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기능을 개발하였으며, 교육 분야의 다양한 개인정보 관련 자료나 의문사항에 대해 상호 정보
를 교환할 수 있도록 FAQ, Q&A 등을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제 4 편 해외 동향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교육부는 교육(행정)기관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 촉진을 위해 전국을 5개 권역으

부 록

로 나누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960명을 교육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도 926
명을 교육하였다. 또한, 전국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개인정보보호 신규 담당자 323명을 교
육하였으며, 대학과 시·도교육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를 선발하여 78명을 대상으로
선도요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교육기관 대상으로 상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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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정보보호 교육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집합교육 1,084명, 원격교
육 5,606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교육(행정)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서식을 조사하여 교육목적에 맞게
표준서식(안)을 작성·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2017년에는 대학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서
식을 조사하고 대학 개인정보보호 선도요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 개인정보 업무 활용가
이드’를 제작·보급하였다. 참고로 2016년에는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각급학교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를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3. 향후 계획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강화됨에 따라 2018년에는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개정하여 모든 교육(행정)기관이 강화된 기준에 맞게 개인정
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기관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지
속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도 강화한다. 대학기관의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을 스스로 진단하고 그 결과를 정보공시를 통해 공개토록 하고 있으며, 시·도
교육청의 경우는 교육청 평가에서 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등으로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강화
할 계획이다.
교육(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유·노출 예방을 위해 홈페이지 도메인(URL)을 반기별로 현행
화하고 3만여 개의 홈페이지 도메인(URL)을 연 1회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시·도교육청은
개인정보 노출점검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노출점검시스템 보급 사업을
2016년부터 3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에도 4개 교육청에 노출점검시스템을 보
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축한 교육부 개인정보 포털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업무담당자가 능동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추진토록 지원함으
로써 교육(행정)기관 스스로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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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절

1. 개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유출에 대비한 상시 보안체계를 유지
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하여 24시간 실
시간 보안관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소속·산하
기관 대상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 및 서면점검, 웹페이지 취약
점 점검 등 다양한 유출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소속·산하기관에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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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14]와 같다.
[표 3-2-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사업명
법령 등 개선

추진체계
정비

•다수의 개인정보를 운용 중인 법정법인 등 소관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파악 및 점검 실시(13개 기관)

침해 예방
대책 수립

•전사적인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 마련 및 확산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대응 매뉴얼
수립 등
•문서 자동 암호화시스템 도입

대상별
지원 강화

•개인정보 처리 유형별·수준별
지원 프로그램 보급

•지방 권역별 정보보호 지원센터 확충(6개소)
•중소·영세기업 정보보호 활동 지원

관리통제
체계 강화

•ICT 발전에 따른 새로운
보호기술 개발

•ICT 발전에 따른 새로운 보호기술 개발
•전문 R&D 체계 및 사업화 지원기반 구축
•사이버 위협 자동분석시스템(C-TAS) 고도화
•정보보호 신시장 창출 추진

정보주체
권리 보장

•연구기관의 시스템 보안 강화

•각 기관에서 관리 중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분석 지원
•365일 보안관제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홍보 강화

•최정예 정보보호 인력 양성(150명)
•차세대 보안리더(140명)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체계 구축
•특성화대학(143명, 4개)
•대학 정보보호동아리(45개 대학 50개 동아리) 등
•생활 속 실천을 위한 홍보 강화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
•개인정보보호 분야 장관표창 수여(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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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역량 강화 교육 실시(1회)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전문교육 실시(1회)
•전담체계 마련 및 전문역량 강화 •개인정보보호 취급자 전문교육 실시(1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부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워크숍 실시(1회)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강화

개인정보
처리실태점검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추진실적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서식 전수조사 및 정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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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추진계획
•업무별 개인정보 수집
지침 개정 및 서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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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본부·소속, 산하기관에서 법령, 정보주체 동의 등을 통해 수집 중인 개인정보의 수집 서
식을 전수 조사하여, 각 수집항목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최소화
하는 등 서식 일제정비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부 책임자 및 담당자
의 역량 강화를 위해 CPO 교육, 담당자 전문교육 등 다양한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독려하
고, 내부 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이슈를 주제로 개인정보보호 워
크숍을 개최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 상·하반기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총 13개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
시하였으며, 부내 문서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문서 자동 암호화시스템(DRM,
Digital Rights Management)을 도입하였다. 또한, 재해·재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개인
정보처리시스템 복구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업무절차서를 수립하고 부내에 배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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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과정’
을 운영함으로써 고품질의 전문가 양성체계를 갖추었다. 또한, 현장중심형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을 선정하고 교육과정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였다.

3. 향후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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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하기 위해 보안감사 지표에 개인정보보호 분야를 추가하여 일반·정보보안 분야와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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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업무처리 절차서를 검토
·개정하여 내부관리체계를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해킹메일 대응훈련,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담당자 전문교육 이수 독려 등을 추진하여 사이버 침해사고에 신속하게 대
응할 수 있도록 내부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6년 7월 우리나라 주도로 발족한 사이버보안 다자협의체 ‘글로벌 사이버보안
협력 네트워크(CAMP, Cybersecurity Alliance for Mutual Progression, 이하 ‘CAMP’라
한다)’를 통해 국가 간 사이버보안 분야의 정책·기술·산업 교류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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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매년 정기적으로 CAMP 연례총회를 개최하여 회원국 간 사이버 위협 정보를 공유하고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회원국의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제 15 절

외교부는 여권 발급 및 재외국민등록 등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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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 개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의 생명주기 전반에
걸쳐 안전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외교부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외교부 업무 환경 및 현행 「개인정
보 보호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고, 개인정보 처리업무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북’을 제작하여 본부 및 재외공관에 배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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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 연 1회 실시하던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연 2회로 늘리고,
개인정보취급자·수탁업체 직원 등 분야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외교부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15]

부 록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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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5] 외교부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사업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법령 정비

•「여권법」 개정
- 여권 효력 상실 시점을 분실신고 시점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 최소화
•여권사무보안지침(안) 개인정보보호 관련 분야 내용 검토
및 의견 전달

•「외교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개정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정(6월)
- 개인정보보호지침(외교부 훈령)을 현행 법규에 맞도록
개정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4월, 7월)

•정보보호 인력 증원

•영사업무 담당부서에 시스템 전담인력 1인 증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인원(6인) 증원(2018년부터 적용)

•개인정보책임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CPO, 개인정보담당자 직무 세미나 및 포럼 참석(수시)
•산하기관 CPO 협의회 개최(6월)

•개인정보파일
운영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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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 서식
점검 및 개정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1종, 내부서식)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도입

•개인정보필터링솔루션 도입(12월)
- 결재 상신단계에서 본문 및 첨부물에 개인정보 포함
여부 사전 확인
•자료전송시스템 결재 도입(5월)
- 망 간 자료전송시스템에 결재 기능을 도입,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최소화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 강화

•개인정보 유·노출 모니터링 실시(매월)
- 365일 24시간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대한
모니터링·대응
•해킹메일 대응훈련(5월, 12월)
- 메일을 통한 자료 탈취 시도 대비

•개인정보 보호업무
전문성 강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북 배포(10월)
- 본부 및 재외공관에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북’ 제작·배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이해 및 관심 제고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교육
- 전 직원 교육(4월, 11월)
- CPO 교육(6월)
- 개인정보취급자, 수탁업체 직원 집합교육(5월)
- 임용 예정자 교육(11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전문교육 및 포럼 참석(수시)

법령 등 개선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추진체계 정비

개인정보
처리실태점검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침해 예방대책
수립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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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외교부는 2014년 제정된 「외교부 개인정보보호지침(훈령)」을 외교부 업무 환경 및 현행
법규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였다. 특히, 개정된 「외교부 개인정보보호지침」에는 재외공관
(분임)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여, 재외공관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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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외교부는 여권 분실신고 즉시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고, 분실 여권을 되찾은 경우라도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여권법」을 개정함으로써 분실 여권이 위·변조나 국제범죄 조직 등에
의해 악용될 여지를 최소화하여 우리 여권의 국제신뢰도를 제고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외교부는 문서 결재 상신 시 본문 및 첨부물 내 개인정보 포함 유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필터링솔루션을 도입하여 부주의로 인한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발생을 사
전 차단하였으며, 업무망에서 인터넷망으로의 자료 전송 시 결재 기능을 도입하여 개인정보
가 인터넷망을 통해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화하였다. 또한,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
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서식을 점검, 1종의 내부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였다.
한편, 외교사이버안전센터를 통해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을 포함한 자체 보안 활동 및 365일
24시간 모니터링 등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외교부 웹메일에 업무자료 암호화 송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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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보안메일 기능 및 로그인 시 QR 코드를 통한 2차 인증을 도입하는 등 정보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부 록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기존 연 1회 실시하던 전 직원 대상 개인
정보보호 교육을 연 2회로 확대하고, 개인정보취급자·수탁업체 직원 등 분야별 맞춤형 교육
을 실시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 과정 중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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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조치사항을 포함, 참고할 만한 내용을 알기 쉽게 Q&A 형태로 구성한 ‘개인정보보호 가이
드북’을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활동도 수행하였다.
한편, 해킹메일을 통한 자료 탈취 시도가 계속됨에 따라 해킹메일 대응훈련을 연 2회 실시
하고, 훈련 결과에 따라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들의 보안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도 계
속하고 있다.

3. 향후 계획
외교부는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추진할 계획이
다. 관리체계 인증 획득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는 주요 개인정보 처리 업무 과정에 대한 전반
적인 점검 및 개선이 필수적인 만큼, 관리체계 인증 획득은 외교부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내
실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재외공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재외공관
은 분기별로 서면점검을 실시하고 보안측정 등 계기에 현장 실태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며, 산
하기관은 반기별 방문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리 현황 및 전년도 관리수준진단 미흡 항
목에 대한 개선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시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목
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노
력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제 16 절

통일부

1. 개요
통일부는 이산가족 상봉,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남북교류협력,
통일교육 등 통일업무를 추진하면서 관련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
으며, 개인정보 침해로부터 안전한 통일업무 환경 구축을 위해 지
속적인 기술적·관리적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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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정보기술이 발전하고 주목을 받음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면
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7년도 통일부는 본부와 소속기관, 산하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스
템 등 8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로그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개
인정보 보호활동을 수행하였다.
통일부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16]과 같다.

분야

사업명

과제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CPO) 및 담당자 역량
강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교육(6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으로 지정·운영 및 교육
(2회,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처리실태점검

•자율적 보호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사업 추진(7월~11월)
- 통일부 및 산하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실태, 개인정보파일 관리실태 점검 등
- 개인정보 업무처리 매뉴얼, 개인정보 수집이용
가이드라인 작성·배포

개인정보 처리
안전성 확보

•분야별 침해 예방체계
내실화 및 관리 강화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DB 암호화 솔루션 구매, 문서위변조방지
솔루션 설치
•북한자료센터 SSL 보안인증 강화, 접근권한 이력 관리

침해 예방대책
수립

•전사적인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 마련 및 확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로그 관리 관제 솔루션 설치 및
구축(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8개 시스템)

홍보 강화

•생활 속 실천을 위한 홍보
강화

•내부 행정포털을 이용하여 서식 및 활용 자료 게재
•업무와 밀접한 개인정보보호 교안 개발, 전 직원 교육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대상별 맞춤형 캠페인 및
취약계층 인식 제고

•매주 수요일 ‘주민등록번호 클린데이’ 실시로 전사적인
PC 내 개인정보보호 관리
•개인정보취급자 업무에 맞는 교육 실시(7월~11월)
•개인정보취급자 인터뷰 및 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
교육·홍보

부 록

추진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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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등 개선

•관련지침 및 절차서 제·개정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정비
•개인정보 관련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인원 확보
- 유지보수 인원 0.5명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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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추진실적

•적정 수준의 조직 및
예산 확충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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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6] 통일부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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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통일부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6
년 3월에 기존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보완하여 훈령으로 제정·시행하였다. 또한, 2017년 6
월에 행정안전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사항에 따라 개인정보 내부계획을
개정하고 통일부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 매뉴얼을 신규 제정하여 상
위 규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그 밖에도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점검, 부내 PC의 개인정보 암호화를 관제하고 점검하
기 위한 인원을 확보하여 관제·모니터링하였다. 또한, 사이버안전센터와 개인정보보호를 연
계하고 해킹에 대한 공동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인원(7급 1명, 8급 1명)을 확보하는 등 사이버
안전센터와 개인정보보호를 연계관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데 노력하였다.
소관 법령 및 내부지침 중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서식을 점검하여 업무 수행에 반
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서식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기 위한 개정작업을 추진함으
로써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통일부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2017년 7월부터 5개월간 개인
정보보호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였다. 소속기관별 인터뷰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환경을 파악
하고 각 업무에 적절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였다. 특히 인원과 예산 부족으로 자체적인 컨설팅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산하 공공기관 2곳과 유관단체 1곳도 포함하여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을 실시하였다. 실태점검을 통해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및 가
이드라인을 정비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보관·파기 등의 근무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담
당자 및 취급자가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문답식의 개인정보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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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국민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시스템 도입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
계를 구축하였으며, 통일 사이버안전센터 주관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진
단 및 홈페이지 대상 모의해킹 등을 추진하여 대량의 개인정보 침해·유출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보호기반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북한이탈주민
관리시스템 등 8개의 시스템에 대하여 접속로그를 저장·관리하고 비인가자 및 업무시간 외
개인정보처리 등 위험 행동을 감지·관제하며,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 시 개인정보 처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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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행위를 감지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개인정보 송수신 구간 암호화 등
각각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도 꾸준히 이행하였다.
매주 셋째 수요일에는 ‘주민등록번호 클린데이’를 실시하여 전사적인 PC 내 개인정보 관
리를 강화하였으며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대국민 사이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노
출을 점검·관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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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사업 추진 시 개인정보 교육 전문강사 등 개인정보보호 전문가가 소
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유관단체를 방문하여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교육
을 실시하였으며, 직장교육시간을 활용하여 통일부 전 직원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개
정 사항 및 업무처리상 사례별 위반 사례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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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 PC 내 개인정보 보유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관리현황 파악과 동시에 개
인정보보호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서 개인정보
취급자 등 담당자 대면교육을 실시하였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담당자 및 위·수탁업체 직원 대상으로는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에

부 록

관한 맞춤형 교육을 별도로 실시함으로써 위탁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도록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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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계획
매년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고
있으나, 업무를 처리하면서 개인정보취급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대책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지
속적으로 독려할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취급자가 업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업무
별·시기별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보호 교육도 병행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2018년부터는 매월 ‘주민등록번호 클린데이’를 ‘개인정보 클린데이’로 확대하여 실
시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개인정보의 기본수칙 내용으로 공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전 직원이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활
동의 주체로 인식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 밖에 ‘통일 사이버안전센터’와 연계하여 통일부와 소속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24시간 365일 무중단 보안관제를 실시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
한 예방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제 17 절

법무부

1. 개요
법무부는 국가송무, 범죄예방, 교정, 출입국관리 등의 법무행정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특성상 민감정보를 대량으로 보유·관리하고 있
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철저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강화해오고 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소관 법령 및 각종 서식 정비, 내부지침 제·개정, 개인정보파일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일제점검,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 관리체계 강화 사업의 확대 추진, 정보보안 워크숍 개
최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개인정보 침
해사고 예방을 위해 법무사이버안전센터의 실시간 보안관제, 개인
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자체점검 및 취약점 개선조치, 주요 정보통
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점검,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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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 직원 인식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보보안 전문강사를 본부에 초빙하여 대상별
맞춤교육을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법무부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17]과 같다.
[표 3-2-17] 법무부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추진계획

법령 등
개선

•소관 법령 및 제도
정비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법령, 서식 일제정비
-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등 5개 시행규칙, 13개
서식 개정(3월)
•법무부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개정(5월)
•법무부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추진체계
정비

•법무정보화 추진
·자문위원회 구성

•법무정보화 추진·자문위원회 구성·운영(4월)

개인정보
•개인정보
처리실태점검
처리실태점검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CPO) 및
담당자 역량 강화

•법무부 내부관리계획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연 1회 이상 교육이수
반영(5월)
•행정안전부 201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워크숍 참석(6월, 9월)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5월)
•본부 및 소속기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정보 보안 집합교육 실시(6월)
•법무연수원, 인천공항 출입국 신규임용자, 승진자 교육과정 등
개인정보보호 교육 진행
•본부 및 소속기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간 영상회의 실시(6회)

홍보 강화

•생활 속 실천을 위한
홍보 강화

•법무부 정보보안 소식지 제작 및 배포(일간, 월간)

부 록

•정보주체 권리 보장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 조사(2월)
•국가보안시설 CCTV 현황 조사(11월)
•개인정보 영향평가 현황점검(3월, 6월)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

침해 예방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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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예방 및
관리 강화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 안전 관리체계 구축(3단계)(11월)
•인터넷망, 업무망의 분리, 망 간 자료전송, 휴대용 저장매체 통제 확대
•PC 개인정보보호(Privacy-i) 자동점검(매주)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운영(매월)
•유해트리팩 분석·차단, 용역자료 중앙관리,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적용(11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점검(7월)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계획 개정(6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암호키 관리절차 수립(6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재해·재난 위기대응절차 수립(6월)

정보주체
권리 보장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CCTV 관리실태 일제 점검(6월)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5월, 11월)
•법무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컨설팅(3월, 8월)
- 정보시스템 서버, 보안장비, 홈페이지, PC 등 대상
•사이버위기 대응훈련(6월)
•개인정보파일 일제점검(5월)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점검(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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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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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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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실적
가. 소관 법령 및 제도 정비
2017년도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및 서식에
대한 일괄정비를 실시하였다.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법무부 소관 비영
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등 법령을 정
비하였으며, 「법무부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법무부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부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계획」 등의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및 환
경·기술적 변화에 따른 업무처리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사고 발생을 예방하
고, 사고 발생 시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개인정보보호 암호키 관리 절차」,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재해·재난 위기대응 절차」를 신규 수립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하였다.

나. 추진체계 운영 내실화
법무부는 개인정보 보호업무에 대한 정책 결정 및 추진방안 협의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책
임자를 의장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부서 및 주무부서의 부서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결정 및
의견 수렴,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법무정보화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보화사업,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내·외부전
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추친체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다. 실태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개인정보 노출 사전 차단을 위해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개인정보 점검시스템을 이용하여 연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에 대한 취약점 점검, 접근권한·접속기록 정기점검 및 모니터링을 수시로 수행하는 등 침해
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보유 중인 개인(영상)정보파일의 안전한 관리와 관리대상 명확화를 위하여 개인정보
파일 일제정비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리실태를 매년 점검하고 취약점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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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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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의무사항 준수, 기술적 조치사항 이행여부, PC 내 개인정보관리 등을 점검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연 2회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 등 선제적인
보호조치를 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라. 내부 개인정보보호 환경 고도화
법무부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보호되도록 접근통제시스템, PC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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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개인정보 필터링, 자료저장 방지, 내부정보 유출 방지,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시스템
등을 운영 중이며, 법무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를 실시하고, 반기별
보안취약점 점검·개선, 사이버위기 대응훈련, 개인정보 유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올해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 관리체계 강화 사업을 통해 악성코드 유포사이트 접속
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인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유해트래픽 분석·차단시스템,
용역직원 자료 관리 및 외부유출 방지를 위한 자료 중앙관리 시스템, 정보시스템 보안로그
저장 및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시스템을 신규 구축하여 복잡·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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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유출사고에 더욱 안전한 법무행정 환경을 마련하였다.

마. 개인정보 전문교육 강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정보보안 워크숍을 개최
하고 있으며,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대상별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반직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무연수원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기관 자체 직장교육 및 본부 집합교육을 실시·유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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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자체 보안감사,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통해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및 역량이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 직원 대상으로 발송되는 일간, 월간 정보보안 소
식지 및 뉴스레터를 통해 보안기술 동향, 관련 법률, 피해사례 등을 알기 쉽게 소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인식 향상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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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계획
법무부는 불필요하고 관행적인 개인정보 수집이 근절되도록 소관 법령 및 각종 서식을 정
기적으로 검토하고 정비할 예정이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법적 의무사항 및 기술
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18년도에 예정
된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 안전 관리체계 강화 4단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 용역 등 굵직한 정보보안 고도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등 국민에게 더 큰 믿음
과 신뢰를 주는 안전한 법무행정 구현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

제 18 절

국방부

1. 개요
국방부는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등을 근거로 군 관련 개인정
보를 관리·운용하고 있다. 국방부는 해당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매년
소속기관 및 각 군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업무담당자의 역량 강화 및 내부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방부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18]
과 같다.

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국방부 내부지침의 정비
국방부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방부 내부지침을 정비하여, 개인
정보 처리단계별 관리적·기술적 안전조치 사항 및 각 기관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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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국방 개인정보보호 실무지침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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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8] 국방부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사업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법령 등 개선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한 개별 법령 정비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개별 법령 정비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방부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개선(6월)
추진체계 정비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방부 내부지침 정비
제도 개선
•국방 개인정보보호 실무지침서 개정(6월, 11월)
•국방부 및 소속기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
실태점검(6월)
국방부 및 각 군 개인정보 처리실태점검 실시
처리실태점검
•국방부 및 각 군 대상 개인정보 처리실태점검
개인정보보호
실시(12월)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개인정보 침해대응 절차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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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예방
대책 수립

•실무지침서 개정을 통한 침해대응 절차 보완
(6월)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각 대상별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국방부 및 각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5월)
•국직 및 각군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및 취급자
교육(5월)
•국방부 및 소속기관 전 직원 교육(6월)

홍보 강화

생활 속 홍보활동 강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불필요한 개인정보 삭제
등 자율적으로 안전성 확보조치 시행(매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에 대한 세부 절차를 반영하고, 개인정보 침해대응 절차를 보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완하여 개정하였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를 요구하는 서식이 있는지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나. 개인정보 처리실태점검 강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실태점검을 주
기적으로 실시하였다. 상반기에는 국방부 및 소속기관의 시스템을 중심으로 실태점검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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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암호화 여부, 접근통제 시스템 구축 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하반기
에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각 군을 대상으로 1차 서면점검을 실시 후, 주요 기관을 대상으
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부 록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담당자, 주요 취급자 및 일반직원 등 교육 대상을 세분화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전문강사를 섭외하여, 국방부 집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업체에 대하여 각 주관부서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불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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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파기 및 암호화 조치 등을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을
마련하여, 전 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였다.

3. 향후 계획
국방부는 2018년 상반기에 보다 명확한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내부 업무 매뉴
얼인 「국방 개인정보보호 실무지침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업무담당자를 위한 개인정
보보호 관련 Q&A를 제작하여 각 기관에 배포하고 업무 매뉴얼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
기 위하여, 2018년 하반기에는 「국방부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석률을 높이기 위하여 동영상 교육을 인정하는 등 교육 방식
의 다양화를 추구할 예정이다. 또한, 2018년에는 실태점검의 결과가 실제 개인정보보호 수
준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제 19 절

행정안전부

1. 개요
행정안전부는 2011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주무부처로서 타 부처의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모범을
보이고,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는 개
인정보 업무담당자, 개인정보파일 취급자, 일반직원 등 사용자별 맞
춤교육과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높이고 각 부
서, 소속·산하기관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인정
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 침해사고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4년과 2015년도
에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경각심으로 2016년도에 침해
빈도가 눈에 띄게 줄었으나, 2017년도 상반기 침해 건수만 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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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침해 빈도가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는 체
계화된 진단·점검체계와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특성상 이직이 잦아 업무의 숙련도와 전문성 향상이
어렵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게다가
행정안전부의 경우에는 2017년 7월 국민안전처와의 부처 통합에 따라 점검 대상이 대폭
증가했고 舊 행정자치부에 비하여 개인정보보호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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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은 전체적으로 하락하였다.
행정안전부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19]와 같다.

2. 추진 실적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가. 제도 개선 및 체계 정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2017.10.19)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개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침 개정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지침,
고시 등을 사전 검토하고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
실태점검을 통하여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전사적
으로 펼쳐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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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처리실태점검
본부, 소속·산하기관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리와 사용이 적절하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이후에는 전문가의 현장방문 점검 밎 컨설팅
을 통해 미흡한 점을 개선함으로써 자체 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대국민 공개

부 록

대상 개인정보파일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보유근거·기간,
제3자 제공 근거 등 적정성 검토 및 정비를 통해 개인정보파일(110개)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4,564대)를 운영·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개인정보파일·CCTV를 현행화하여 관리
에 만전을 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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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9] 행정안전부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사업명

추진계획
•일반법 중심의 법체계 정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7월)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보호기준 개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조치 시행
- 일람 삭제 등 요청방법 제공 의무화,
동의서에 고지사항 명확화 등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간담회 개최(11월)
- 국회, 시민단체 대상 시연 등
•관계부처 및 기관 간 정책협의회 개최(8월)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결과 공개(12월)

•글로벌 상호통용성 제고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응계획 수립(3월)
•CBPRs 가입 APEC 승인(6월)
•Asia Privacy Bridge Forum 개최(11월)

•개인영상정보 보호
기준 개선을 위한 법령 마련
•개인영상정보 보호
종합관리체계 구축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 국회 제출(12월)

법령 등
개선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추진체계
정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및
담당자 역량 강화

•개인정보보호 의무사항 외부
전문가와 합동 이행점검

•개인정보파일 등록 공개 내용
정밀 검토 및 재정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정 및
운영실태 점검·재정비

•법적 의무사항
체크리스트 고도화

•본부·소속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의무사항 이행점검
- 점검결과 분석을 통한 미비사항 시정·보완 및
제도 개선 반영
•개인정보파일 과다 운용, 제3자 제공 근거 등
적정성 검토 및 정비
<개인정보파일 현황>
점검 전
109
37
39
33

파기
2
1
1

신규
3
3
-

점검 후
110
36
42
32

•영상정보처리기기 법적의무조치사항 현장점검 실시
구분
계
본부
소속
산하

대수
5,070
4,849
221

공개
1,988
1,852
136

비공개
비고
3,082 시설안전
및
2,997
화재예방
85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각종 지침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 체크리스트 고도화
* 56개(CCTV 항목 18개 포함)

•본부, 소속·산하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점검

•본부·소속기관 대국민공개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점검
(월 2회 정기점검, 전수점검 1회)
* 산하기관은 자체점검

•PC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추진

•개인정보 점검툴을 이용한 개인 PC별 의무점검 실시
- 주민등록번호 보유 문서 암호화 및 불필요 개인정보
삭제 조치

침해 예방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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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및 보호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콘퍼런스 참여
•행정안전부 내 개인정보보호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찬회
개최(10월)
- 소속·산하기관 개인정보보호 대상 연찬회 개최

구분
계
본부
소속
산하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추진실적

사업명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정보주체
권리 보장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추진계획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처리
역량 강화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추진실적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 87개 시행령 일괄 개정(3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일반직원 및 총괄담당자 등 맞춤형
순회교육 실시(15회 약 1,962명)
•소속·산하기관 담당자 직무연찬회 및 포럼 참석
•지방행정연수원 및 민간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교육 운영

•자체 이행점검 및 컨설팅

•본부·소속·산하기관별 개인정보보호 의무조치사항
이행점검 및 컨설팅 실시

•생활밀착형 개인정보보호 수칙
확산

•동의서 작성 가이드라인 배포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홍보 강화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분야

2017년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시에는 전년도 실태점검 시 주요 미흡사항이 발견된
점검영역에 대해서는 통제항목을 강화하고 유사·중복 항목은 점검항목을 간소화한 통합지표
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고, 현장점검 시 조치가 가능한 부
분은 즉시 개선하였으며, 조치에 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부서 및 기관에 별도로 통보하여 개선
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전 부처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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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하는 바
탕이 되었다.

다. 침해 예방대책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 내에 접근권한 및 접근통제 관련 신규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접속기록 등 주요 항목을 분리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통제
항목을 강화하고, 위탁 및 이용·제공 등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

제 4 편 해외 동향

는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관리적 통제항목을 강화하였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법률·대통령령 등으로 한정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행정안전부 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근거법령 및 타당성
을 조사하고, 시행규칙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개인정보파일은 관련법을 개정하

부 록

도록 소관부처에 통보하였다. 또한, 신규로 구축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를 수행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개인정보 보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업
무용 PC는 점검툴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보호 의무점검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사용이 필요한
파일에 대해서는 암호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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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 58개 사이트에 개인정보 노출진단 시스템, 15개 사이
트에 개인정보필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전에 개인정보가 유·노출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아울러 구글 등 외부포털을 통하여 노출되는 고유식별정보 및 은행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월 2회 실시하여 개인정보 삭제를 지원하였다.

라.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개인정보 침해나 유출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개
인정보 취급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였다. 행정안전부 내 개인정보파일 담당자, 일반직
원, 총괄담당자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소속·산하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분위
기 확산 및 문화 정착을 위하여 전문가 순회방문 교육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현장실태점검
결과 분석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매뉴얼을 개편하여 개인정보파일 관리를 위한 38개 체크리
스트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를 위한 18개의 체크리스트를 보완·제공함으로써 개
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업무 이해도를 향상하고 개인정보 처리 시 자체점검을 위한 가이드로
제공하였다. 그외에 실태점검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을 정례화하여 부처의 개인정보보호 수
준 향상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다.

3. 향후 계획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고시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된 행정안전부 지침 개정안을
정비하고, 재난·재해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 매뉴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암호
키 관리 절차도 마련할 것이다. 아울러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점검 및 개선사항 도출·컨설팅
을 진행하고, 각 부서 및 소속·산하기관의 자체점검 비율을 높여 스스로 빈틈없는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유·노출 완벽 차단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에 대하여 사전 개인정보 차단, 실시간 모니터링 및 외부포털 검색엔진에 대한 점검을 주기
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과 기
관별 순회교육을 통해 내부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더불어 행정안전부는 부처 개편으로 관리·점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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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문화체육
관광부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제 20 절

1.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민간단체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체계적 관리·보호를
위하여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 지원 및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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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유지로 내부 구성원의 개인정보보
호 인식 제고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증진
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현황관리시스템과 유·노출 점검시스템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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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전담체계 마련 및 전문역량 강화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예산
을 확보하여 개인정보 인프라를 공고히 하였고, 정부 부처 및 전문기
관 주최 개인정보보호 CPO 워크숍 등의 참여와 사이버안전센터 내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집합/사이버)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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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 및 담당자들의 전문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지속 유지

부 록

2015년 정부 부처 최초로 인증을 획득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에 대해 2017년에 9개 영역, 86개 사후심사 항목의 심사
를 받음으로써 공식적으로 인증을 유지하였다. 사후심사에서는 문
화체육관광부 본부의 4개 시스템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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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0] 문화체육관광부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사업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전담체계
마련 및
전문역량
강화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예산 확보
- 중기사업계획상 2017년 개인정보보호 예산
•적정수준의 조직 및
•정부 부처 및 전문기관 주최 개인정보보호 CPO 워크숍 등 참여
예산 확충 지원
•사이버안전센터 내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집합/사이버) 운영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자체교육 실시
(CPO)및 담당자 역량 강화
- 책임자(1회), 담당자(3회), 취급자 및 전 직원(2회)
- 개인정보 위탁업체(2회), 소관 민간단체(2회)

선제적,
자율적
보호 활동
활성화

•개인정보보호
인증제 활성화

•전사적인 개인정보보호
조직 전반의
프레임워크 마련 및 확산
개인정보
•분야별 침해 예방체계
통제체계 강화
내실화 및 관리 강화

국민참여 및
생활밀착형
홍보 강화

•생활 속 실천을 위한
홍보 강화
•대상별 맞춤형 캠페인 및
취약계층 인식 제고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 사후심사(11월) 수검

•개인정보보호 현황관리시스템을 통한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
•개인정보보호 자체 실태점검 실시(3월~9월) 및 현장점검(30
개 기관)
•민간단체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조사 및 현장 컨설팅(30
개 단체)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및 재정비(상·하반기 각 1회)
•문화체육관광부(본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로그 관리
•소속 및 공공기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관리상황 점검
(반기별 1회 이상)
•개인정보 수탁에 따른 위탁업체 관리·감독 강화
- 개인정보 위탁계약체결, 수탁업체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등
•문화체육관광부 운영 웹사이트 개인정보 유·노출 상시 모니터링
(526개 사이트)
•자체 ‘개인정보보호의 날’ 지정·운영 (월 1회)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및 취급자 교육 강화
-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하여 전 직원, 개인정보취급자
등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해와 주요 의무조치사항
등 교육

파기에 이르기까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생애주기별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안전성 확보조
치 여부를 확인하여 인증유지 여부를 평가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 자체 실태점검 및 민간단체 대상 실태조사 실시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자체
실태점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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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민간단체에 대한 자율규제
단체 지정을 지원하여 한국골프장경영협회와 한국골프연습장협회가 자율규제단체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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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바 있으며,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우수 자율규제단체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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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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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여 개 홈페이지와 구글 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
호, 운전면허번호 등의 개인정보 유·노출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자체 유·노출 점검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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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운영하고 있다. 해당 기관의 유·노출 기록은 문화정보화 업무평가 점수에 반영하여 재
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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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담당자 2회, 수
탁업체 개인정보담당자 2회). 또한, 매월 1일을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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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홍보 및 이슈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3. 향후 계획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에 공공기관 관리수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확대, 유형별 맞춤
형 교육 강화, 개인정보보호 관련 시스템 기능 보강,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갱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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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콘텐츠 제작 및 이벤트 실시를 통한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 강화 등
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더욱 높여나갈 예정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개인정보의 활용에 발맞추어 문화, 체육 및 관광 분
야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민간의 창의성 및 혁신적 아이디어와 결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부 록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데이터 간 연계와 통합 분석을 통해 데이터의 가치
를 제고하도록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활용을 지원하고, 빅데이터 분석 시 우려가 되는 개인
정보 침해의 예방을 위해 비식별화 조치 강화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민간단체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강화, 교육지원, 개인정보보호
관리 자가진단 체계 구축,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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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절

농림축산
식품부

1.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축산업·식품 분야 정책 업무 추진을 위한
핵심체계인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동시스템 운영과
정에서 수집·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추
진계획과 보호지침을 수립하여 처리과정별 정보보호에 만전을 기
하고 있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6년 개인정보접속기록 관리 및
현황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소속·산하기관과의 협력기반 구축
으로 보호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2017년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을 추진하여 개인정보 유출 위험요인 제거 및 대국민 신
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인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을 통해 관리실
태 점검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실행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해나갈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21]과 같다.

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6조에 따라 필요
최소한 수준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해 소관 법령 현황조사를 실
시하고, 검토결과를 반영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또한, 정보주
체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지침(훈령
제253호)을 개정 및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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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사업명

추진계획

법령 등 개선 •내부지침 및 서식 정비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개인정보
처리실태점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 추진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개인정보 처리실태 상시 점검 및 자문 협력체계 구축(상시)
-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 간 ‘개인정보보호 현황관리시스템’
활용

•PIMS 컨설팅 실시 및 인증 추진(11월)
- (대상)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본부·소속·산하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실태점검 강화
(3월, 9월)
•개인정보파일 현황 파악 및 추가 등록(6월)
- 개인정보파일 일제 조사 및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
현행화 추진

•개인정보 모니터링 강화(연중)
- 매월 개인정보 접속로그 분석·점검 및 보고
•개인정보 유·노출 모니터링
•사이버안전센터를 통한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실시간 모니터링

•자격증 취득 지원 제도
활성화
•개인정보보호 대상별
맞춤형 교육 실시

•담당자 역량 강화

•생활 속 실천을 위한
홍보 강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전문역량 강화
- 전문자격증(개인정보관리사: CPPG) 취득(12월)
•내부직원 및 외부 용역업체 직원 대상 보안교육 실시 및
용역업체 계약서에 개인정보보호 필수 사항 반영(연중)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5월)
- 일반직원 개인정보보호 교육(5월, 147명)
- 개인정보취급자 및 일반직원 교육(3월, 184명)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업무협의회 개최
(5월)

•내부 지식포털에 개인정보보호 절차서 및 동영상, 기사자료
게시(14회)
•개인정보취급자 및 일반직원 대상 교육 실시(반기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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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강화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한 서식 개정(3월)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인정보
수집 서식 정비
•개인정보보호 지침(훈령 제253호) 개정 및 시행(4월)
- 정보주체의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보호지침 관련 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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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예방
대책 수립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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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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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1] 농림축산식품부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 록

국립종자원 등 15개 소속·산하기관과 업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현황
관리시스템을 통해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 간 상시 점검 및 자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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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본부 및 소속(5개)·산하기관(10개)이 보유하고 있는 97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자
체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DB 암호화, 접근기록 관리 등 미흡사항에 대한 즉시 시정조치, 중장
기 개선 계획 마련 등 기술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컨설팅 실시 및 인증 추진과 개인정보 처리실태점검 강화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개인정보 접속로그 분석·점검 및 보고를 통한 상
시 모니터링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한 내용을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안내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유·노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민서비스용 웹사이트에 대해 개인정
보 노출여부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만전
을 기하고 있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취급자, 서무담당자, 용역업체 등 대상
자별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고,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을 통해 도출된 미흡 사항에 대해
직원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을 추진하였다. 내부 포털에 개인정보 관련 주요 이슈 및 최근
기사를 게시해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을 제고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 자격증 취득 지원제도 운영을 통해 1명이 개인정보보호관리사(CPPG,
Certified Privacy Protection General)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3. 향후 계획
필요 최소한 수준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수집 필요성 및 보유 목적 등을
재검토하고,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개선방안, 주요 이슈의 신속 공유·전파 등 업무협의회 개
최를 통해 발전적 의견수렴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전문기관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을 추진하고, 연중 자문체계를 마련하여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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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보호법」에 맞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속(산하)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및 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 정기적인 실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시스템 개발
시, 설계부터 구축까지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관련 법·지침·예규 등 관련 자료 제공 및 안내
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최적화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담당업무 맞춤형 교육계획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역량 강화, 관련 보안의식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
자원부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제 22 절

1. 개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속 및 산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기술적인 보호조
치를 비롯한 개인정보 실태점검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정립과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 침해·유출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사고 대응매뉴얼’ 등의 개정으로 제도를 개선하였고, 소속·산하 공공기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파기·등록·현행화 추진, 개인
정보보호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및 자율점검을 추진하였다.
2017년 하반기에는 ‘구글 개인정보 노출 점검시스템’, ‘개인정보
오·남용 점검시스템’을 구축하여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예방 능력을 한층 강화하였다.

제 4 편 해외 동향

산업통상자원부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22]와 같다.

2. 추진 실적
부 록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인정보보호의 처리단계별 기술적·관리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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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2] 산업통상자원부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사업명

추진계획

법체계
정비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지속추진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정
•개인정보 침해·유출사고 대응매뉴얼 개정
•개인정보 수집 서식 및 절차 정비

보호·관리
체계 정비

•개인영상정보 보호·관리체계 구축

•소속·산하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현황 조사

적정수준의
예산 확대

•개인정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예산 확대

•2017년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예산 증액
- 증액 현황: 60백만 원(2016년) → 134백만 원
(2017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취급자 및 위탁관리자
담당자 역량
교육 강화
강화

인증제
활성화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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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실적

•산하 공공기관 인증제 활성화 추진

•담당자 및 취급자 내부 교육 실시
•외부용역업체 개인정보 위탁관리자 교육 실시
•기관방문 및 사이버안전센터를 통한 맞춤형 교육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특수법인 개인정보담당자 교육 실시

•산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인정보보호
마크 등 인증 취득 및 유지 추진

자율규제
•산하 공공기관 자율점검 추진
지원체계 마련

•2017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자율점검 실시
-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25개 기관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 •협업체계 구축
마련 및 확산

•산하 공공기관과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간
업무연락방을 통하여 실무 현안 및 공동대응체계 구축
•산업통상자원부 특수법인 및 담당자 지정 현황조사

침해 예방
내실화 및
관리 강화

•매뉴얼 개정 및 관리실태 점검

•개인정보 침해·유출사고 대응매뉴얼 개정
•산하 공공기관 관리실태 점검
•소속 및 산하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현행화

상시학습
지원 강화

•교육체계 확대 및 상시학습 지원 강화

•산하 공공기관의 교육체계 확대 및 상시학습 강화
지원 및 관리
-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 원격교육 시스템 구축·운영
*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강원랜드 등 5개 기관

자기결정권
내실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내부관리계획
등의 자기결정권 보완

•산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을 통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자체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등
개인정보보호 자기결정권 추가 보완

침해 예보제
운영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

•구글 개인정보 노출점검시스템 도입
•개인정보 오·남용 점검시스템 도입

•홍보 강화

•내부 업무포털을 통한 개인정보 주요 현안 등 공지
•산하기관의 개인정보보호 홍보 강화 지원 및 관리

•보호인력 풀 구축

•산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 및 조직
확보 지원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전기안전공사 등 9개 기관

교육·홍보
강화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리적 안전조치를 강화한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및 개정 법령내용 반영, 유관기관 연락
처 등을 현행화한 ‘개인정보 침해·유출사고 대응매뉴얼’을 개정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하여 「전력기술관리법」의 서식 등을 개정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폐지하
였고, 개인영상정보 보호·관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소속·산하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
영 현황 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인정보 점검 가이드라인(14개 분야 72개 항목)에 따라 13개 산하기
관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의 소속·산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현행화
및 미등록 파일을 발굴·등록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 예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글
개인정보 노출 점검시스템’, ‘개인정보 오·남용 점검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당자 및 개인정보보호 수탁자를 대
상으로 재해·재난 시 개인정보보호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절차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하기관 방문 및 사이버안전센터 교육을 통하여 맞춤형 교육
을 실시하였다. 또한, 내부 직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업무포털에 개인
정보 주요 현안 등을 공지하였다.

제 4 편 해외 동향

3. 향후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소관 법령의 개인정보 수집·제공 등 처리에 대한 절차의 이행여부 및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법령과 부합여부를 검토하여 개선

부 록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기 구축된 ‘구글 개인정보 노출 점검시스템’, ‘개인정
보 오·남용 점검시스템’을 활용하여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더욱 강
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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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절

보건복지부

1. 개요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을 근거로 ‘모
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가치 실현을 위해 보건의료, 건
강보험, 국민건강증진, 보건산업, 한의학,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
보장,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연금제도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 의료, 기초·사회생활, 연금 정보 등 민감한 개
인정보를 다량 보유[1,144억 건(공공분야 전체의 89%, 2017.12.)]
하고 있어,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들
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용자의 오·남용을 관제
하기 위해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속·산하 전
기관 관제를 목표로 관제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수준 진단을 통합 수행하여 산하기관의 업
무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민감한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한 국민건강
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23개 산하기관
에 대하여 4개 분야 8개 지표, 37개 세부항목 등 강화된 지표로 보건
복지부 개인정보 관리수준 실태점검 및 컨설팅을 수행하여 개인정
보보호 수준을 대폭 향상시켰다. 2017년 6월에는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이 의약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
라 요양기관 컨설팅, 상담사례집 배포 등 의약 분야 민간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지원체계를 구축, 운영 중에 있다.
한편,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욕구가 증가하고, 의료비 증가 및 의료 불균형 문제가 심화됨에 따
라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통한 개인 맞춤형 진료 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의 비식별 전문
기관을 지정하고, 비식별 조치 수요가 많은 부분(CT/MRI, 내시경
영상 등)에 대한 비식별 조치 방법을 연구하는 한편, 비식별 관련 교
육·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안전한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
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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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보건복지부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23]과 같다.

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및 서식 현행화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보건복지부는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 침해·유출사고 대응 매뉴얼, 외부제
공 기준, 재해·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을 제·개정하여 개인정보보호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주
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식 일제정비를
실시하였다.

나.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개인정보 관리수준 평가 통합 수행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와 중복으로 실시하던 개인정보 관리수준 평가를 통합 수행토록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개선하여, 중복평가에 따른 산하기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였다. 또한, 4개 분야 8개 지표,
37개 세부항목 등 강화된 지표로 현황조사를 수행하고 22개 산하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수행하여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다. 보건복지 개인정보보호 지원시스템 구축
보건복지 개인정보보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기관별 개인정보보호 이력관리, 관리수준

제 4 편 해외 동향

평가업무 지원, 개인정보보호 규정, 지침, 서식, 관리체계 등 개인정보보호 전반에 대한 업무
공유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라. 개인정보통합관제 확대 및 기능 개선
부 록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통합관제 활동과 개인정보보호 활동
과 개인정보보호 교육·컨설팅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0년
부터 매년 통합관제 상시 모니터링 대상기관을 확대해왔으며, 2017에도 6개 기관을 추가로
확대하여 총 24기관, 127시스템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통합관제 관제기준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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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추출률에 의한 자동 소명요청을 통한 객관성·일관성 확보 및 관제현황 모니터링 상황
판 구축 등 관제 기능 개선을 하였다.

[표 3-2-23] 보건복지부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사업명

법령 등 개선

관제기준
개선

세부 추진계획

추진실적

•개인정보 관련 보건복지부
지침 제·개정

•개인정보보호 규정 정비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훈령) 제정(3월)
- 개인정보 침해·유출사고 대응매뉴얼 개정(6월)
- 개인정보 외부제공 기준 개정(6월)
- 재해·재난 대비 위기대응 매뉴얼 제정(6월)

•개인정보 통합관제
관제기준 개선

•개인정보 통합관제 관제기준 개선
- 표준화 접속기록 연계모듈 개선을 통해 관제센터 운영 가능
관제기준 정립(7월)
- 객관적 소명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및 소명요청 자동화(11월)
- 오·남용 의심사례 정확도 제고를 위한 기관주도형 관제
시범운영 수행(11월)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이행
점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이행점검
- DB 및 파일서버 內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이행여부 점검
(4월~12월)
•보건복지 분야 비식별 조치 •보건복지 분야 비식별 조치 방법 연구
방법 연구
- ‘보건복지 분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방법 연구’ 사업 수행
(6월~10월)
정책기술
- 보건복지 분야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및 비식별 조치 적정성
지원체계 강화
평가위원 교육(8회)
- 유관기관 및 민간기업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상담 및 컨설팅
지원(29건)
•유관기관 등과의 협업체계 •유관기관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
구축
-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 운영자회의 개최(1월, 6월, 7월)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현황조사 실시

개인정보
•개인정보파일 현행화
처리실태점검
•개인정보 동의서식 정비
•보건복지 개인정보보호
지원시스템 구축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자율규제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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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지원체계 마련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현황조사 실시
- 소관 공공기관의 관리수준 진단 평가업무(행안부 주관)를
보건복지부가 통합 수행(6월~11월)
- 전 기관 대상 매월 개인정보 관리체계점검
•개인정보파일 현행화
- 개인정보파일 신규·수정·삭제 등 현행화 완료(6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식 일제정비(12월)
•보건복지 개인정보보호 지원시스템 구축(7월~12월)
- 기관별 개인정보보호 이력관리 및 관리수준 평가업무 지원 등
지원체계 마련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지원체계 마련
- 의약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전문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정(6월)
- 점검항목 개정 및 온라인 점검 서비스 실시
(2월~4월, 7월~12월)
- 요양기관 현장지원(컨설팅) 서비스 실시(6월~11월)
-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제작·배포(12월)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사업명

개인정보
유·노출
공동대응
강화

세부 추진계획

•보건복지 분야 개인정보
모니터링 강화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분야

추진실적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보건복지 분야 개인정보 통합관제
- 9개 기관, 16개 시스템 통합관제 확대 연계(5월~12월)
-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 내부 사용자의 개인정보 부정사용 및
오·남용에 대한 통합관제 실시(연중 상시 모니터링)
※ 24개 기관 127개 시스템 관제 중(12월 기준)
•상시모니터링 자체 관제 대상시스템 확대 및 운영 내실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인정보 유·노출 모니터링 범위와 추출조건 확대 및 유·노출
원인 분석
- 개인정보보호 통합모니터링 소명처리 절차 개선
(5월)(대한적십자사)
•개인정보통합관제 지침 작성 및 개인정보 침해 모니터링으로
소명절차 등 예보제도 마련(국립중앙의료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CPO) 및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및
전문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및 담당자 역량 강화
- 책임자, 담당자, 취급자 등 맞춤형 교육 실시(4회)
- 2017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워크숍 참가(12월)
- 보건복지 분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워크숍 개최(12월)
- 전자바우처시스템 제공기관 및 시군구공무원 등 사용자 대상
사이버 개인정보보호 교육(연 7회, 1,669명)
•2017년 신규 지정
•2017년 신규 지정 공공기관 대상 교육 실시
공공기관 대상 컨설팅 실시
- 2017년 신규 공공기관(한약진흥재단, 건강 보험분쟁조정
위원회사무국) 대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컨설팅 수행
(6월, 10월)

•대국민 대상 개인정보보호
홍보 강화

홍보 강화
•대상별 맞춤형 캠페인 및
인식 제고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대국민 대상 개인정보보호 홍보 강화
- 대국민 홍보용 배너 제작·배부(1,050개)(8월)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인정보 유형별 사례 중심으로 뉴스레터 제작 및 배포(11월)
(국립중앙의료원)
- 홍보게시판(DID 모니터)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실천수칙 게시
(9월)(한국장애인개발원)
•대상별 맞춤형 캠페인 및 인식 제고
- 센터 내 환자 및 보호자, 직원을 대상 개인정보보호 홍보물
제작·배포(1월)(국립정신건강센터)

제 4 편 해외 동향

마.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및 대국민 홍보 추진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과정 운영

부 록

및 소관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다. 정보주체인 국민에 대한 개
인정보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용 배너 제작·배부, 홍보게시판(DID 모니터) 운영, 뉴스레터
제작 및 배포 등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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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
정보 통합관제 모니터링 대상 기관을 24개 기관(127개 시스템)에서 2018년 28개 기관(137
개 시스템) 및 향후 모든 소속·산하 기관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본부 및 소속·산
하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수준 현황조사’ 사업을 22개 기관에서 모든 기관(37개)으
로 확대·수행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사항 이행 및 관리수준 점검, PC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성 확보조치를 점검함으로써 각 기관별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및 개인정보보호 의식
제고를 통해 관리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다.

제 24 절

환경부

1. 개요
환경부는 온·오프라인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따라 법 준수사항을 이행하
고,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
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
화, 개인정보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등을 통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이
용 관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가 강화됨에 따라 침해대응 절차서·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현행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절차를 수정·보강하고 개인정보 노출여부
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하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를 수행하고 있다.
환경부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24]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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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사업명

추진계획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추진체계 정비

•위기대응 매뉴얼 및
내부관리계획 개선

•위기대응 매뉴얼 및 내부관리계획 개정(7월)

개인정보보호
지도점검 실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이행점검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현장점검 및 미비점 개선 보완조치
(18개 소속·산하기관)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소속기관 망 분리 •소속기관 망 분리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 및
암호화 조치
이행점검

개인정보보호 홍보 •개인정보보호 실무
이벤트 실시
순회교육 실시
찾아가는
개인정보보호
순회교육 실시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순회교육

정보보안 및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추진실적

•3개 소속기관(한강, 낙동강, 영산강) 망 분리 실시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시 전송구간 암호화 이행여부 점검
(167개)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개인정보 검색 솔루션 점검(매월)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 및 암호화
조치 이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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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4] 환경부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동영상(3편) 및 카드뉴스(4편) 작성
•개인정보보호 알림 메일 발송(4회)

•소속기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4개)

•개인정보보호 교육(신규자, 업무담당)
•교육 결과를 부서 성과평가에 반영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개인정보 위기대응 매뉴얼,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등을 현행화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
한 정책 및 제도를 정착시키고 있으며, 3개 소속기관(한강, 낙동강, 금강청)에 대한 업무망과

제 4 편 해외 동향

인터넷망 분리를 추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부 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연 1회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미비점을 개선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역량을 향상시키고, 홈페
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노출된 개인정보는 즉시 제거 조치
하고, 재발방지 이행 결과를 점검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홈

267

페이지 회원정보 등 개인정보를 위탁·운영함에 따라 용역업체에 대한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
하고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3. 향후 계획
환경부는 개인정보의 최소수집, 안전한 관리 원칙에 따라 안전한 개인정보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환경부 및 소속·산하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에서 도출된 결과에 따라 개인
정보 관련 담당자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2017년 3개 소속기관에 이어 다른 소속기관에 대한 망 분리를 계속 실시하여 악성코드
등으로부터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를 실현할 계획이다.
더불어,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체계 점검 및 개선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업무지침 등 참
고자료를 작성·배포하여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와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각
기관의 업무 수행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맞는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
여 개인정보 유·노출 사전예방과 대응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제 25 절

고용노동부

1.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을 근거로 정보시스
템 등의 개인정보를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대다수 직원들이 워크
넷·고용보험·노사누리 등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에 접속하여 업무
를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교육 등을 통해 직원들의 개인
정보보호 인식을 높이고 개인정보 유·노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
며 소속·산하기관 점검 등을 통해 관리·통제체계 기반을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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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사업명

추진계획

•서식 정비(3월)
- 「공인노무사법」 등 서식 6종 정비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추진체계 정비 •추진체계 개선

•내부관리계획 개정(1월)
•홈페이지 공시송달 중 개인정보 노출 방지 대책
수립·시행(6월)

개인정보
•소속·산하기관 실태점검
처리실태 점검
실시 및 미비점 개선

•소속·산하기관 실태점검 실시(31개) 및 미비점 개선 완료
•개인정보이력관리시스템 접속기록 점검 실시(연 2회)

•개인정보 유·노출 공동대응 강화

•소속·산하기관 홈페이지 매월 모니터링 및 구글 고급
검색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 점검(688건 삭제 및
스크린 처리 조치)
•모든 업무용 PC의 개인정보 암호화 추진(100%)

정보주체
권리 보장

•정보주체 권리 보장

•개인정보처리방침 현행화(1월, 12월)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 유지
•CPO 전문교육 및 워크숍 추진

•개인정보 업무 전담자 인원 현행유지
•본부 주관으로 소속·산하기관 CPO
전문교육 및 워크숍 실시(2회, 55명)
•본부 주관으로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수탁업체 교육 실시(7회, 본부 96명,
소속기관 408명, 수탁기관 720명)
•소속(201회, 7,967명)·산하(366회, 3만 4,723명)
기관별 전 직원 자체교육 실시
•맞춤형 교육 실시
- 7·9급 신규 임용자(4회, 489명), 민원담당자(8
회, 312명), 8·9급 기초행정 담당자(3회, 77명),
근로감독업무 심화과정(1회, 15명), 노사관계
기본과정(2회, 52명)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워크숍·개인정보보호 페어
참가(6월)

•개인정보담당자·취급자 교육 실시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소속·산하기관별 자체교육 추진
•담당자 맞춤형 교육 실시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량 강화

홍보 강화

•홍보 강화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침해 예방
대책 수립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추진실적

법령 등 개선 •법령 정비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표 3-2-25] 고용노동부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및 개인정보 사고 대응
사례 전파(12월)
•공인노무사 폐업 시 개인정보 파기토록
한국공인노무사회를 통해 교육

제 4 편 해외 동향

2. 추진 실적

부 록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고용노동부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관 법령의 서
식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7년에도 6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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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한편, 고용노동부 내부관리계획을 개정(2017.1.9.)하여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를 반
영하였고, 소속·산하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공시송달 시 개인정보 표기 기준을 제정하여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기반을 마련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고용노동부는 행정안전부의 실태점검 지침(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소속·산하 기관의 개
인정보보호 실태점검(2017년 3월~11월)을 전년보다 확대 실시하여 미비점을 개선하였고,
고용노동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사례 및 개인정보 사고 대응사례를 본부·소속기
관에 전파하고 공유(2017년 12월)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는 데 노력하였다.
또한, 사이버안전센터 관제활동을 통해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홈페이지(279개)에 개인
정보 노출여부를 검색하여 즉시 삭제하고,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운영하여 모든 업무용 PC
(약 1만 대)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등 침해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고용노동부는 2017년에는 본부 주관 하에 전 수탁기관(720개)에 대한 6개 권역별 현장교
육을 최초 실시(5월)하였고, 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정기교육을 실
시하여 조직 전반의 개인정보 관리·통제체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7·9급 신규임용자 교육,
근로감독업무 담당자 교육, 민원응대 담당자 교육, 8·9급 행정기초과정 교육에 개인정보보
호 과목을 반영하여 실시하였다.

3.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2018년에도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소관 법령·서식 등을 정
비하고 지침·매뉴얼 등을 개정하여 개인정보보호 환경을 조성해나가며, 사이버안전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사이버 침해사고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정보시스템 사고대응 매뉴얼’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또한, 관련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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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의식 및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제 26 절

1. 개요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을 근거로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정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청소년 활동정보 DB 등의 개인정보를 관
리·운용하고 있다.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또한, 여성가족부는 본부 및 산하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을 실시하여 제도적·기술적 취약부분을 발굴·개선하였고, 지속적인
직원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 의식을 일깨우고, 개인정보 처리
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
을 수행하였다.
여성가족부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26]과 같다.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사업명

추진계획

•법령 및 서식 정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전담체계 마련 및
전문역량 강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교육
(총 6회)

개인정보보호
추진기반 마련 및
관리 강화

•개인정보 침해·유출사고 대응 지침서
재정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실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 매뉴얼
등 제·개정(4건)
•본부 및 5개 산하 공공기관 대상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실시(연 2회)

•개인정보처리 용역업체 관리 강화
•개인정보 유출 탐지 솔루션 도입

개인정보보호
홍보활동 추진

•개인정보 인식 제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조치(수시)
•정보보안 자체감사 수행
- 용역업체 참여인력 접근통제 점검 등
•개인정보 유출 및 이상징후 탐지
솔루션 도입 구축·운영

부 록

대상별
개인정보보호 교육 •대상별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제 4 편 해외 동향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취약점 점검 실시
침해 예방체계
내실화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추진실적

개인정보보호 법령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 개선, 서식 정비
등 개선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표 3-2-26] 여성가족부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전 직원, 개인정보취급자 등
교육 실시(8회)

•개인정보보호 실천수칙 배포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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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에 대한 과다 개인정보 수집 여부 검토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서식(3
건)을 정비하였다. 본인확인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에 개인정보 처리근거 규정을 마련토록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 처리와 관련
하여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본
부 및 산하기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정보보호 책임관 협의회를 구성·운영(2회)하고,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 개최(4회)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여성가족부 본부 및 5개 산하 공공기관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전반에 대한 수준을 점검하
고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1차 실태점검 결과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2차 개선
이행여부 점검 및 종합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여성가족부와 산하기관에서 보유·운용
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운영근거, 보유기간, 수집항목 등을 검토하고 보유목적이 달성
된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는 등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를 실시하였다.
PC 내 개인정보파일 암호화 여부 확인 등 개인정보 처리의 적정성 및 관련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관리미흡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예산확보 등 중장기 계획
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전 직원, 개인정보취급자, 정보시스템 담당자 및 신규·전입자 등 대상자별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용역사업자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
무사항 등 개인정보보호 업무 처리기준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유·노출 사례 등
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내부 직원 대상 홍보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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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계획
여성가족부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중단하고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는
개인정보보호 절차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개인정보 유·노출 및 침해사고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응절차를 마련할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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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웹사이트 보안취약점 점검·조치교육 실시 등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안취약
점 자체점검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더불어 빅데이터 기반 침해사고 탐지 모니터링 솔루션
도입을 통해 바이러스 감염 등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 침해사고 탐지·대응체계를 구축하고,
EU GDPR 등 최신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동향 조사를 통하여 개인정보취급자 등 직원
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제 27 절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국토교통부

1. 개요
국토교통부는 균형 있는 국토관리·서민 주거안정·안전하고 편리
한 교통서비스 제공·효율적인 물류체계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내부규정 제(개)정,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실태 및 이행점검 수
제 4 편 해외 동향

행, 전담인력 역량 강화 등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확립하고, 개인정
보처리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별 맞춤형 교육 실시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하였다.
국토교통부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

부 록

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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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7] 국토교통부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사업명

법령 등 개선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추진체계
정비

추진계획

•내부지침 및 법령·서식
정비

•개인영상정보 보호·관리
체계 구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실태 및
처리실태점검
이행점검 계획 수립·시행

추진실적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1월) 및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개정
(1월)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전부 개정(2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등록규칙」 등 서식 31종 정비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2차 소속기관인 국토관리사무소(18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실태 점검 실시(2월~12월)
•국토교통 정보보호책임관(CISO) 협의회 개최(2017.11.7.)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교육 실시(2017.4.25.)

•본부·소속·산하·주요협회 개인정보처리시스템(145개) 대상
개인정보 수집·보관·파기 등 실태점검 및 이행점검
(2월~12월)

•개인정보 침해신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을 매년 개정(1월)하여
대응체계 개선 및 상담역량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및 현실화
강화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
실시
침해 예방대책
수립
•정보시스템 대상 취약점
점검·모의해킹·모의훈련
실시

•본부·소속·산하기관 대상 약 340개 홈페이지 대상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 실시(1월~12월)
•연 2회 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을 실시
•해킹메일 등 모의훈련(3월, 7월, 11월)을 통해
침해사고 시 대응체계 확립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프로그램 보급

•본부·소속기관에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을 배포하여 직원
스스로 개인정보를 관리(암호화·완전 삭제 등)

정보주체
권리 보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련 동의제도 개선 및
실효성 확보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소속·산하기관에 배포
•실태점검 시 운영실태 점검을 하는 등 관리·감독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당자·취급자(일반직원)
대상 수준별 맞춤형 교육
실시

•CPO 워크숍 참석(6월)
•본부·소속·산하·주요 협회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4월)
•전 직원·개인정보 보호취급자 대상 교육 실시(6월)

•개인정보보호 실천
생활화를 위한 직원 및
대국민 인식 제고

•내부 인트라넷 페이지 내 개인정보보호 홍보자료 게시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 실천수칙 화면보호기 기능 개선
•국토교통부 대표 홈페이지 알림판(배너) 게시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홍보 강화

										
		

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는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생활화를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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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등록규칙」 등 서식 31종의 주민등록번호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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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로 대체하였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철도산업발전기본
법 시행규칙」의 서식 3종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였다. 또한, 「항공보안법 시행규
칙」,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법령 조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것으로 개
정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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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및 소속·산하·주요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연
중 실태점검 및 이행점검을 실시하였다. 개인정보의 수집·보관·파기 등 전 과정에 대하여 점
검 후 개선여부 이행을 확인함으로써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 중인 대국민 웹사이트에 대해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을 연중 24시
간 실시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정보시스템(개인정보처리시스템 포함)을 대상으로 취약점 점검·모의해킹·모의훈
련을 실시하여 보안취약점 사전 제거, 해킹메일 등 모의훈련을 통해 침해사고 시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통제 체계를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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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국토교통부 및 소속·산하기관 간 최신 개인정보보호 동향 공유,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국
토교통 CISO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전 직원을 대상으
로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내부 인트라넷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공공기관 오·남용 사례 등을 게재
하여 직원들에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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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알림 배너를 활용하여 대국민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3. 향후 계획
부 록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을 추진하여 개인정보관리시스템의 안
전성 확보 및 대국민 신뢰도 제고에 노력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상시 모니터
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의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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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 절

해양수산부

1. 개요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 및 관리체계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정보 지침 및 내부관리계획 등 자체규정
정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실태점검,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 추진, 개인정보보호 업무역량 강화 교육,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 ‘해양수산 정보화책임관(CIO, CPO) 워
크숍’ 개최 등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매년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사업’을 추진하여 개인
정보보호 업무에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그 결과 행정안전부 주관 개
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에서 2년(2016~2017) 연속으로 우수한
성적을 올렸다.
해양수산부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28]과 같다.

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해양수산 분야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능력 제고를 위
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인력 확충, 비상연락망 정비 등의 내용
으로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절차서’를 개정하여 소속·산하기관
에 전파하였다.
국립해양조사원 등 3개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
대응 매뉴얼’의 제정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안전조치 세부기준을
보완하고자 동해어업관리단 등 9개 소속기관의 내부관리계획을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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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사업명

법령 등
개선

추진계획

•내부관리계획 등 정비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협조체제 구축
•예산 확대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실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
•용역업체 관리·감독 강화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
유·노출
대응 강화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점검
•사이버침해사고 예방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정보화책임관 워크숍 개최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

•해양수산 분야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8월~9월)
- 대상(21): 본부(3), 소속(5), 산하(13)
*총 45개 기관 격년 점검
•개인정보파일(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 적법성 점검(1~3월)
- 대상: 본부, 소속·산하기관 개인정보파일(191개)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 자체점검(4월~6월)
- 대상: 본부, 소속·산하의 고유식별정보 보유기관
•상주 용역업체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8월/3개사)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 추진(2017.7.~2018.4.)
- 대상: 해운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점검 모니터링 주기적 실시
- 개인정보노출점검시스템 점검(월 2회) 등
•사이버침해사고 예방·대응체계 강화(1월~12월)
- 해양수산정보망에 대한 종합모니터링 체계 구축
* 위협로그 수집·분석(월 5,300만 건) 등
- 사이버테러 대비 모의해킹훈련 실시(4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1회/1명
•개인정보담당자(본부, 소속·산하, 용역업체): 5회/196명
•개인정보취급자 및 전 직원: 2회/702명(본부)
* 소속·산하기관 자체교육: 135회/6,528명
•신입직원(7·9급/해양수산인재개발원): 2회/172명
•정보보안(개인정보 포함) 사이버교육(본부): 2회/95명
* 소속·산하기관: 2회/2,190명
※ 내부포털 게시 개인정보 관련 콘텐츠 서비스
(4월~12월/9회/196명)

•2017년 해양수산 정보화책임관(CIO, CISO, CPO)
워크숍 개최
- 개인정보보호 관련 최신동향 특강 등
* 본부·소속·산하기관 78명 참석(12.18.)
•‘개인정보보호의 날’ 주간 운영(매월 3째주(월~금))
* PC 내 개인정보 저장여부 점검 등 7개 항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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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홍보 강화

•사이버안전센터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개인정보
노출 등 모니터링 강화(1월~12월)
•개인정보보호 예산 확대(834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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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대상별 개인정보보호
교육 시행
교육 시행

•내부관리계획 개정(1월~12월)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개정
(국립해양조사원 등 9개 소속기관)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절차서 개정(5월, 본부)
- 침해·유출사고 대응인력 확충 및 피해상담기관 정보 현행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5월~6월)
- 국립해양조사원, 동해어업관리단, 해양수산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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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관리체계 인증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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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정비 및
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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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8] 해양수산부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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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과 사이버안전센터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개인정
보 노출 등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산도 전년(2016년 533백
만 원) 대비 56% 증가된 834백만 원을 확보하여 각 분야별로 추진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해양수산부는 본부·소속·산하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반을 편성하
여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항목(26개 분야 99개 항목)에 따라 실태점검을 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다.
해양수산 분야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의 적법성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고 부적법한 사항은 수정·삭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본부·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고유식별번호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개선·조치
하였다.
또한, 해운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심사를 추진 중에 있
으며,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점검 모니터링의 주기적 실시와 위협로그 수집·분석(월 5,300
만 건) 등 해양수산정보망에 대한 종합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이버테러 대비 모의해킹훈련
실시(연 4회)로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대응체계를 강화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개인정보책임자(CPO), 담당자, 취급자,
신입직원, 전 직원 등 대상자별로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해양수산부 자체
적으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수강 직원에게 상시학습 점수
를 부여함으로써 직원들의 자발적인 교육 참여를 유도하였다. 또한, 매월 ‘개인정보보호
의 날’을 운영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를 비롯하여 본부·소속·산하기관 개인정
보보호 업무 관련 담당자에게 개인정보보호 관련 최신동향 특강 등을 실시하는 ‘해양수
산 정보화책임관(CIO, CPO) 워크숍’을 개최하여 개인정보보호 홍보 강화에도 많은 노
력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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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계획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등 개인정보 주관부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및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지침, 내부관리계획 등의 관련 규정을
현행에 맞게 계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과 사이버안전센터의 협력체계를 통하여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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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고 대비 사이버안전센터의 관제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소속기관에 대해 업무
망과 인터넷망으로 분리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해양수산 정보화책임관(CIO, CPO) 워크숍’을 개최하여 본부·소속·산하기관
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보 공유와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상호협력체계 강화로 개인정
보의 인식 제고, 개인정보보호 업무 역량 향상에 노력할 계획이다.

중소벤처
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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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 절

1. 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2017년 7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청에서 부로 승
격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정 등 수행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기관별 개인정보보호 총괄담당자의 개인정보
침해 예방능력 향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개인정
보보호 활동 체계화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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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지원체계 구축 및 수출, 판
로, 인력, 창업, 자금, 기술개발 등 다양한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시행
하면서 수집·이용·제공되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실태점검을 내실화하고, 침해 예방대책 매뉴얼 마련

부 록

및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2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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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9] 중소벤처기업부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사업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중소벤처기업부 소관법령 21개 중 개인정보 처리 관련 법령 10개에
대한 법체계 점검 완료(11월)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정(8월)

법체계 정비

•분야별 개별법
일괄 정비

영상정보
보호관리체계
구축

•영상정보처리기기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 24개 기관에 대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점검
보유기관 위주로 점검 완료(6월)

전담체계 마련 및 •적정수준의 조직 및 •개인정보보호 실무협의회 2회 실시 및 실태점검
전문역량 강화
담당자 역량 강화 •CPO 및 담당자 전문교육 실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개인정보
통제체계 강화

•침해 예방체계
내실화 및 관리
강화

•소속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4월) 및 개선조치 확인(6월)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취약점 자가진단 및 개선조치(6월)
•매월 개인정보보호의 날 : PC 필터 운영 강화

•생활 속 실천을
위한 홍보 강화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조치 매뉴얼’을 마련하여
소속·산하기관에 배포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 실시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수탁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4월~6월)

홍보 강화

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폐지·제정(2017년 8월)하였고,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부서의 장으로 지정·운영
토록 규정하여 업무부서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본부·소
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개인정보보호 최신 정
책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조치 매뉴얼’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6
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온라인 자율진단 방식의 자가진단을 실시(2017년 6월)하였
고 발견된 미흡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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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중소벤처기업부는 본부 및 소속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개인정보 위반사례, 개인정보 업무처리 등을 주제로 개인정보보호 교육(본부 2회, 소속기
관 23회)을 실시하고, 관련 교육 자료 및 최신 개인정보 이슈를 내부 업무포털에 게시·전
파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에 노력하였다. 아울러, 소속·산하기관에 ‘개인정보보
호 자가진단·조치 매뉴얼’을 전파하여 생활 속 개인정보보호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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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최소화를 위한 내부검토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관리기관까지 포함하여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개인정
보 처리담당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활동을 전개하고 해당 법·제도에 대한 논의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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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워크숍 등 만남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 간 개인정보 유·노출 공동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대응
반을 구성하고 정보공유 및 안전조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교육 온라인 교육과정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전문성 확보기준을 확립하
여 전문교육과정 개설 또는 외부 전문교육을 수강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제 4 편 해외 동향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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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 절

국세청

1. 개요
국세청은 모든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납세의무를 쉽
고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홈택스(Hometax) 서비스, 현금영수
증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 다양한 인터넷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의 고유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국
세 관련 각종 소득·재산자료 등 경제생활에 매우 중요한 정보를 보
유·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외부의 개인정보침해 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안
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NTIS(Neo Tax Integrated System) 시스템
등 업무망을 인터넷망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폐쇄망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세무조사 시 납세자로부터 수집한 전산자료에 포함된 악성코드의
업무망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사전용망을 신설·구축하여 망 분리
를 강화하였으며, 특히 USB 등 보조기억매체는 보안시스템에 등록
한 후 사용하도록 보안정책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내부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전국 순회교육을 지속적
으로 실시하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중요 규정과 사례 등을 매주
단문메시지로 발송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평가를 실시
하는 등 전 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의식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
여왔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2017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
준 진단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국세청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30]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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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0] 국세청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사업명

추진계획

•일반법 중심의 법체계 정비 •훈령·고시 별지 서식 일제정비
-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서식 2종 개정(주민등록번호
기재 부분을 생년월일 기재로 변경)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국세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개정(현행화)
보호기준 개선
법령 등 개선
•글로벌 상호통용성 제고
•조세조약 체결 시 내국민 정보보호 관련 조항 명시
- 모리셔스(2017. 4.13.), 바누아투(2017. 6.8.)와
조세정보교환 협정을 체결하고 협정내용에 비밀유지,
업무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 명시
•담당별 맞춤형 교육 실시
- 전문기관 주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워크숍 참석
- 지방청, 세무서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실무교육 실시
-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연 2회 교육 실시

개인정보
•선제적·자율적
처리실태점검
보호활동 활성화

•외부 위탁업체도 개인정보보호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원
•외부 위탁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불시점검 실시

침해 예방대책
수립

•외부침해로부터의 개인정보보호 안전조치
- USB 관리강화, 내·외부 망 분리 점검, 조사전용망 구축
•국세청 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하여 24시간 보안관제 실시
•개인정보 침해로부터 선제적 대응
- 전 직원 대상 모의해킹 대응훈련 실시
•개인정보파일의 등록·파기·보유기간 등 자체정비
•홈택스 등 대민사이트의 개인정보 유·노출
매주 금요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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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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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체계 마련 및
추진체계 정비
전문역량 강화

•조직 전반의 개인정보
통제체계 강화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추진실적

•영세사업자·신규사업자 세금상담교실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 내용 홍보, 학생세금교육·직업체험교육 시
개인정보보호 교육
•정보주체 권리 보장 실질화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 담당자
교육 실시
•개인정보보호 실태 자율진단 실시
•대상별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정보주체
권리 보장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인력 확충 및 •국민참여 및 생활밀착형
전문성 강화
홍보 강화
홍보 강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교육 실시, 전 직원 대상 정보보호
전국 순회교육 실시, 온라인 평가실시하여 성과평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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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체계 구축

•세무대리인 간담회, 학생세금교실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

2. 추진 실적
부 록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등 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훈령·고시의 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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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율점검하여 민원서식 2종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기재 부분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도록 개
정하였고, 납세자의 신고·신청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를 위해 정보처리시스템
별로 암호화 조치 현황을 점검하였다.
또한,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국제협정 체결 시 침해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2017
년에 체결된 모리셔스, 바누아투와의 조세정보교환 협정 체결 시 개인정보 비밀유지, 업무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을 명시하여 개인정보보호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치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국세청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365일 24시간 상시 보안관제하여 외부해킹으로부터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있으며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서비스 등 인터넷 대민서비스에 대한 모
니터링을 통해 개인정보 유·노출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또한, 외부 위탁업체 직원을 대상으
로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
육을 실시하여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세무조사 시 납세자로부터 수집한 전산자료에 포함된 악성코드의 업무망 유입을 차단하
기 위해 조사전용망을 새로 구축하여 망 분리를 강화하였고 업무망과 인터넷망 간 접점 여부
를 국정원과 합동으로 점검하여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개
인정보 보호를 위해 USB 등 보조기억매체는 보안시스템에 등록한 후 사용하도록 보안정책
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업무용 PC에 수록된 개인정보 포함 문서파일을 일제 조사하여 업무가 종결된 불
필요한 파일은 삭제하고 불가피하게 보관이 필요한 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검출 솔루션
을 이용하여 암호화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국세청은 내부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규정 등에 대하여 온라인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국
세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에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편성·운영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와
284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관련한 최근 이슈,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꼭 지켜야 할 사항 등을 단문메시지로 전송하는 등
내부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의식 제고를 위해 세금신고, 민원상담 등 납세자를 상대하는 대
민업무 수행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였고, 영세사업자 세금상담교실,
학생 세금교육, 직업체험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주요 내용을 교육하였으며, 주요 여론
주도층인 세무대리인, 업종별 유관단체에서 주관하는 간담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
슈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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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계획
국세청은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정보와 과세자료를 보유한 기
관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적·기술적 노력을 지속해서 기울여나갈 것이다.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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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개인정보보호 정책 방향에 따른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5년부터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정보보호팀 조직을 정보보호과로 승격·전환하
도록 노력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내부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세공무원교육원, 온라인 교육,
전국 순회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만 수집·이용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를 원천적으로 차

제 4 편 해외 동향

단하기 위해 인공지능 보안관제 시스템, 개인정보 자동암호화시스템을 도입하고 빅데이터
분석환경 구축을 위한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반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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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 절

관세청

1. 개요
관세청은 ‘선진무역강국을 실현하는 World Best 관세청’의 비전
을 갖고 있으며,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징수하여 국가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대외무역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경제국경관리 업무를 효
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축·운영 중인 전산시스템의 총체인 관
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는 관세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많
은 기업·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업무수행 중 취급되는 각종 개
인정보 유출 위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관세청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31]
과 같다.

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관세청은 관세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개인정보를 보관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 수립, 이용현황 관제, 직원 교
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속적인 개인정보 침해 위협, 해외 직구
등 개인통관 비중 증대에 대한 체계적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 개인
정보 유출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킹 등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시도 또는 사고발생에 대해 효과적
으로 대응·적극 조치함으로써 침해사고 영향 최소화를 위해 개인정
보 침해사고 대응절차를 개정(2017년 6월)하고, 소속기관에도 전파
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였다. 개인정보통합관제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직원 개선 의견을 반영하
여 개인정보통합관제시스템 운영지침을 개정(2017년 3월)하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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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보 처리 단계별 관리방법 등 세부지침을 마련하였다.

분야

사업명

법령 등
개선

추진계획

추진체계
정비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행정 규칙 정비(6월)
-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서식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정비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절차 개정(6월),
개인정보통합관제시스템 운영 지침 개정(3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방침 현행화(CCTV
설치현황, 수탁업체 현황 등), 개인정보·영상정보 관리대장
점검 등(4월~6월)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소속기관 보안점검을 통한
관리실태 강화
•사용자 PC 보관 개인정보
정기 정비
•개인정보처리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통합관제시스템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추진실적

•법정서식 정비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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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1] 관세청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소속기관의 체계적인 정보보안 업무 수행 및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개선(4월~6월, 11월~12월)
•업무 PC에 보관 중인 개인정보파일 주기적 점검 후 강제 암호화
조치(매주)
•수탁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강화를 위해 매 분기 수탁업체 대상
보안점검 실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선제적 보호활동 강화(연중)
- 개인정보의 생성부터 삭제까지 개인정보 유통을 기록·관리,
개인별·부서별 개인정보 사용이력 통합 관리 및 모니터링

정보주체
권리 보장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정보시스템 DB 계정 및 사용자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접근통제 강화
불필요 계정 삭제 및 사용자 접속 통제(매월)
침해 예방대책
•산하기관 업무망·인터넷망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산하기관의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수립
분리 확대 적용
추진 및 정보보호 체계 강화
•보안 USB 세관 확대 적용 •망 분리 세관 보안 USB 배포, 일반 USB 전면 차단(연중)

•관세청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3월, 9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와 신속한 고충처리를 위한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절차 수립(2월)

•개인정보보호 업무가이드
발간

•교육과정에 개인정보보호
과목 개설

부 록

홍보 강화

제 4 편 해외 동향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개인정보보호 업무가이드 책자 발간(11월)
- 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자들의 역량 강화 및 업무수행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참고자료로 구성된 가이드북
발간
인력 확충 및 •전 직원 및 용역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본청 및 산하기관, 용역업체 외부강사 초빙 특별교육(6월)
전문성 강화
- 개인정보 처리 위탁사업 계약 후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보안담당(개인정보보호·
•보안정책(감사, 점검이행 등) 공유를 통한 보안담당 직원의
정보보안)직원 업무역량
체계적인 업무 수행 지원
강화 워크숍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교육과정에 개인정보보호 과목을 추가하여
신규 채용자 등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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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개인정보 유출사고 및 사이버보안사고 차단을 위해 개인정보통합관제시스템 운영, 개인
정보 암호화 조치 등 보호활동을 수행하였다. 소속기관의 체계적 정보보안 업무 수행 및 「개
인정보 보호법」 준수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개선토록 지도
하기 위한 보안관리실태(개인정보·정보보안) 지도점검을 상·하반기 2차례 실시(2017년 4월
~6월, 11월~12월)하였다. 정보화사업 용역업체에 의한 국가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 매 분기 수탁업체 대상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보안대책 이행실태를 확인하
는 등 보안관리를 강화하였다.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외부기관 제공 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 개인정보주체
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원할한 업무수행을 위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절
차를 수립(2017년 2월)하였다. 개인정보통합관제시스템 운영으로 업무수행 중 취급되는 각
종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사전에 감지 및 조치하고, 전국 세관의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를
통해 해킹경로 원천 차단 및 망 분리 환경에 맞는 강화된 보안시스템을 적용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개인정보 침해 사전 예방 및 정보보안 위험요소 제거, 대외기관 보안감사 점검대비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속기관 보안담당(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직원의 업무역량 강화 및
의견수렴을 위한 워크숍(2017년 3월)을 실시하였다. 개인정보의 유·노출 방지와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및 담당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가이드 책자를 발간(2017년 11월),
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자들이 업무수행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참고자료
를 한데 묶어 활용도 높은 자료로 제공하였다. 전 세계 랜섬웨어 공격 등 취약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지능형 사이버공격을 통한 개인정보 탈취 및 금전요구 위협이 지속됨에 따라 전
직원 및 용역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안의식 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빙 특별교육(2017년 6
월)을 실시하였다.

3. 향후 계획

288

관세청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2018년 1월)에 발맞춰 모바일 앱을 활용한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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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신고, 단체 여행객 일괄신고 등 여행자 체감도가 높은 맞춤형 통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
력하고 있다. 아울러 종합적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지속적 개선활동 수행으로
안정적인 관세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내부직원 및 용역업체 직원 대상 보안의식 정착 및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교
육을 강화하고, 소속기관 개인정보보호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보안
취약점 관리, 개인정보파일 관리실태, 개인영상정보 관리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사용자 PC에 개별 보관 중인 개인정보 등 문서보안(DRM)이 적용된 보안자료의 개별보관
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적 통제방안을 마련하여 보안자료의 정보유출 위험성을 최소화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자들이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업무가이드를 지속 보완
하여 관세행정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 제로화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제 32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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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1. 개요
조달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02
년부터 공공조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달참가자의 개인정
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입찰참여기업의 편익을 위하여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23개 기관에 시스템을 연계하여 조달업
체 등록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 4 편 해외 동향

이에, 조달청에서는 개인정보의 유·노출 방지를 위하여 2010
년부터 외부망과 업무망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
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개선, 개인정보파일 정비 등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정보보안 화면보호기를 제작·배
포하여 개인정보취급자의 보호의식을 높여가고 있다.

부 록

조달청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3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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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2] 조달청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사업명

법령 등
개선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추진계획

추진실적

•개인정보보호 제도 정비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 정비
- 조달청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6월)
- 조달청 개인정보 침해대응 가이드(6월)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CPO) 및 담당자
역량 강화

•개인정보 보호책임관(CPO) 워크숍 참가(6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전문교육 참가(4월, 6월, 11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전문직위 운영
-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전문성 확보

•소속기관 관리·감독

•소속기관 정보보호 지도방문(4월~5월, 11월~12월)
- 본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정보보호 분야 개인 성과지표 확대(5점→10점)

•개인정보파일 현행화

•개인정보파일 현행화 완료(6월)

•영상정보처리시스템 점검

•영상정보처리시스템 현황을 점검하고 현행화(4월)
•소속기관 영상정보처리시스템 보안점검(11월)
- 망 분리 및 망 간 접점 점검 등 보안점검 수행

추진체계
정비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침해 예방대책 •개인정보 침해 예방체계
수립
내실화 및 관리 강화

정보주체
권리 보장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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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행정규칙 정비
- 최근 1년간 제·개정된 행정규칙 103개를 전수조사,
17개의 행정규칙에 대하여 정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전문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강화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 행정안전부 지정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집합교육 실시(12월)
* 소속기관은 동영상 교육 실시

•개인정보보호 홍보
콘텐츠 제작

•정보보호 화면보호기(12월)
- 조달청 정보보호 화면보호기 제작·배포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홍보 강화

•개인정보 유·노출 모니터링 수행
•침해 예방체계 내실화
- 정보보호 침해대응훈련(6월, 12월)
- 주요 개인정보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수시)
•위탁업체 관리감독 강화
- 위탁직원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 위탁업체 PM 교육(분기 1회) 및 직원교육(연 2회) 실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고도화(11월)
- 개인정보 검색·보호 솔루션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솔루션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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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과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의 직제개편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달청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및 ‘조달청 개인정보 침해대
응 가이드’를 개정하였다. 또한, 최근 1년간 제·개정된 행정규칙 103개를 전수 조사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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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주소 등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행정규칙을 일괄 정
비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개인정보 검색솔루션 등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을 고도화하고 업무용 PC의 개인정보 보유
현황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암호화 등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소속기관의
개인영상정보처리시스템(CCTV)에 대하여 망 분리와 망 간 접점 여부 등 네트워크 보안사항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과 시스템보안 및 물리적 보안 보안사항을 점검하는 등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보호 감사 및
지도 방문을 각 1회 실시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의식 함양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지정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를 초빙
하여 개인정보보호 집체교육을 시행하고 온라인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상시교육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직원의 약 85%가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하였다. 또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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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주요사항을 안내하는 정보보호 화면보호기를 제작·배포함으로써 개
인정보보호 인식 제고에 기여하였다.

부 록

3. 향후 계획
조달청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등의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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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로 마련된 행정안전부 지침 개정안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난·재해 대비 개인
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 매뉴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암호키 관리 절차, 실태점검 및 개선
사항 도출·컨설팅 그리고 각 부서 및 소속·산하기관의 자체점검 비율을 높여 개인정보보호
가 빈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 기술 지원 인력 및 사이버안전센터 개인정보보호 담당인력을 확보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전담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행정규칙상의 서식 및 홈페이지
가입 서식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심사기준을 준용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점검 및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나라장터 전면개편에 대비하여 설계과정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사전에 분석·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
정보보호 관련 가이드 배포, 솔루션 점검현황 관리, 각종 신청서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달청 정보보호포털을 구축할 예정이다.

제 33 절

통계청

1. 개요
통계청은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로 신뢰받는 통계행정 구현’의 비
전을 가지고 통계청에서 보유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
다. 2017년도에는 인터넷망과 업무망이 미분리되어 사용 중인 통계
교육원 및 충청지방통계청 본부에 대해 망 분리 환경을 구축하여 개
인정보 유출 방지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을 점검하여 조치하고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을 통
해 개인정보취급자의 보호의식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2018년도에는 통계 작성 목적으로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보호 조치 의무 등을 부여하도록
「통계법」의 개정을 추진하여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처
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리고 업무망과 인터넷 혼합망을
사용하는 경인·동북·호남·동남지방통계청 본부에 대해 망 분리 사
업을 완성하여 보다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정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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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33]과 같다.
[표 3-2-33] 통계청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사업명

법령 등
정비

전담체계
마련 및
역량 강화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제·개정(6월)
절차서 정비
-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 절차서 제정
- 통계청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침해대응
절차서 등 개정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통계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9월)
관리체계 강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CPO) 및
담당자 역량 강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협의체 구성·운영

조직 전반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
보안취약점 및 관리실태
통제체계 강화
점검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파일 정비실태
시스템 운영
점검 강화
•지방청 망 분리 추진

•통계청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5월~8월)
•개인정보관리실태 순회 지도점검 실시(상반기, 하반기)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6월, 10월)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운영(상시)
- 개인정보 노출탐지시스템 등 3종
•통계교육원 및 충청지방통계청 본부에 대해 망 분리 구축 완료
(8월)

•개인정보 관리실태 개선

•개인정보 보유기간 종료 시 재동의 절차 마련

•개인정보보호 교육

•전 직원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2회)
•통계교육원 교육과정 운영 (3회)
•지방청 및 사무소별 자체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알기 쉬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매뉴얼’ 작성 및 배포(8월)
- 일반직원, 개인정보 처리담당자 등 역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준수사항 안내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부 록

교육·홍보
강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서버, 네트워크 등 정보자산 대상
중요도 평가(3월)
•정보시스템 백업 및 소산 실태 파악(5월~7월)
•통계청 정보시스템 백업복구 모의훈련 실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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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개인정보보호 워크숍 및 관련 세미나 참석
- 개인정보보호 CPO 워크숍, 지능정보화사회 대응
개인정보보호 세미나, 4차 산업혁명·EU GRDP 대응
개인정보보호 세미나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향상 및 청내 관련 부서와 공동
대응하고자 협의체 구성하여 운영(5월)
- 개인정보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개인정보보호 동향 공유
- 개인정보 안전조치 사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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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산 중요도 평가 및
백업보관 강화

정보주체
권리 보장
실질화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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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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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체계 정비
통계청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및 절차서를 보완하였
다. 개인정보보호 법령과의 정합성을 추구하기 위해 「통계청 개인정보보호지침(예규)」에 해
당하는 내용을 현행화하여 정비하였으며,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절차서’와
‘통계청 개인정보 침해대응 절차서’를 정비하였다.
또한, 지진, 화재 등 재해·재난에 대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신속한 복구와 원활한
업무처리의 재개를 위한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 절차서’를 마련하였
으며 개인영상정보(CCTV)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통계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도 새로이 제정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적절한 수준으로 보호하고자 정보자산 중요도 평가를 실시하고, 중
요도 등급에 따라 백업 및 소산 보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재해·재난 등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계청 정보통신실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대
한 백업 및 복구 모의훈련을 연 2회 수행하였다.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 노출탐지 시스템’, ‘개인정보파일 관리시스템’
등 3종의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유관기관 및 자
체 사이버보안관제센터를 통해 보안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침해위협에 선제적으
로 대응하고 있다. 통계교육원 및 충청지방통계청 본부에 대해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
는 사업을 추진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기반 환경을 마련하였다.
통계청 및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중 과다보유하거나 불필요한 파일
을 정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암호화 등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
게 관리하도록 일제정비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을 정
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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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인식 제고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강화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
인정보보호 교육을 연 2회 실시하였으며, 통계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도 개인정보
보호 과목을 개설하여 통계교육 수강생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였다.
개인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청내 부서의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개인정보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개인정보보호 동향 등에 대하여 공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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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마련하여 담당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향상하였다.
또한, 업무 추진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준수사항을 알기 쉽도록 안내한 ‘알기 쉬운 정
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매뉴얼’을 작성·보급하여 통계청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와 역량 강화에 노력하였다.

3. 향후 계획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통계 작성 목적으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통계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 작성에 활용되는 개
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
도록 하고, 개인이나 법인·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 등 개인정보보호 위
반 시 벌금액을 증액 부가하는 내용 등이 검토되고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의식을 제고
하고자 사회조사분석사 시험과목에 ‘개인정보보호’를 포함하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시
행규칙을 개정하고 2019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제 4 편 해외 동향

통계청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지방통계청에 대한 망 분리를 완성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기반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 2018년에는 경인·동북·호남·
동남지방통계청 본부의 망 분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무소 및 분소도 연차적으로 예
산을 확보하여 완료할 계획이다.

부 록

통계청은 개인정보보호 법령 변화 흐름에 맞춰 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을 지속적으
로 점검하여 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담당자 회의를 정례화
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이슈의 신속한 공유·전파 및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
용 문화를 정착해나가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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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 절

검찰청

1. 개요
검찰은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준
수하기 위해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 개인정보보호 규정」 대
통령령을 제정·시행하였고, 소속기관 망 분리 사업의 확대 추진, 개
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
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 주요 업무인 수사 및 형 집행 수행을 위해 개인 PC,
검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수집되는 다량의 개인정보에 대
한 관리수준 실태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파일의 일제정
비 점검을 통해 현행화를 추진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였
다. 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담당자·취급자 대
상 맞춤형 교육을 통해 검찰 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
해 노력하였다.
검찰청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34]
와 같다.

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강화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관련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검찰 소관업무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명문화하
기 위해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 개인정보보호 규정」 대통령
령을 제정하여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과다수집 중인 소관업무에 대하여 개인정보 최소수집을 지시하는
등 일괄적으로 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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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사업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기준 정비

•전국 64개 검찰청,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수탁업체 등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점검 지표 개선

•개인정보보호 조직·인력
체계 구축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기획, 교육·홍보, 실태점검 및
현장점검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전담 조직 신설 등
인력 증원을 행정안전부에 요청

•실태조사 확대 추진을
통한 보호수준 제고

•전국 64개 검찰청, 검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수탁업체 등
관리·운영체계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확대 실시(6월)

•개인정보파일 실태조사

•업무용 PC 내 개인정보 보유현황 및 안전성 확보조치를 위한
암호화·삭제 점검(6월, 11월)

침해 예방
대책 수립

•개인정보 처리 안전성
확보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분리사업 전국청 점진적 확대
(서울고검 등 10개청)(12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접속기록 안전성 확보조치를
위한 접속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완료(10월)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완료(10월)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
실시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 및 책임자·담당자·취급자
·수탁업체 대상자별 교육 실시(4월, 5월, 10월)
•행정안전부 지정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담당자 집합교육 실시
(5월, 9월)

홍보 강화

•생활 속 실천을 위한
홍보 강화

•매월 1일을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PC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용 PC의 개인정보 관리방법 등을 검찰
내부 포털 사이트에 팝업 공지함으로써 검찰 전 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실천 생활화(매월)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추진체계
정비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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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법령 등
제도 개선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정(2017.3.30. 시행)
•개인정보에 과다수집 중인 소관업무에 대한 개인정보 최소수집
지시 등 일괄정비(3월)
•검찰청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개정(7월)
•검찰청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8월)
•검찰청 2018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수립(6월)
•개인정보 취급업무 위탁 계약 관련 양식 변경 안내(1월)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개정) 전파(2월)

법령 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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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4] 검찰청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제 4 편 해외 동향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여 개인정보등급분류표를
부 록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등급별 점검 지표를 차별화하여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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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전국 64개 검찰청,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수탁업체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을 실
시하였으며 미흡한 분야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을
위하여 업무망, 인터넷망 분리 사업을 추진하여 망 분리 검찰청을 8개청에서 18개청으로 확
대하였고, 네트워크 접근제어, 매체제어 등 인터넷망 보안시스템을 추가적으로 도입하였다.
아울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개인정보 수집·저
장·이용·제공·파기 등 처리 단계별 이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
축을 완료하였다.

다. 생활 속 실천을 위한 홍보 강화
매달 1일을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하고 검찰 내부 포털 사이트에 팝업창을 게시하는
등 전 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향후 계획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실태에 대한 주기적
분석과 점검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오·남용, 유출 예방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이상징후 포착
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전국 64개 검찰청 중 18개 청(2018년 3월 기준)만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을 위하여 2018년 13개청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며 모든 검찰청의
망 분리가 완료될 때까지 노력할 예정이다.
검찰청은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총괄, 기획, 교육·홍보, 실태점검 및 현장점검 등 효율
적인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의 신설을 추진하여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전
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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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제 35 절

1. 개요
병무청은 국민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
집·이용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신뢰받는 개인정보보호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 등을 준수하고 있다. 또
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사이버안전센터)을 통한 사전·사후 감
시체계로 관리하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는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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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완료, 유관기관 자료 활용 시 송·수신 구간 암·복호화 적용 등 높
은 보안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전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 중요도 인식 제고를 위한 법령개선, 자가진단, 자체 전문강사
육성 등 전사적 마인드 함양에 노력 중이다.
병무청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35]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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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국민의 병역사항 등 민감정보가 다수인 병무청의 특성을 고려하
여 병역자료의 유·노출 대응체계 등 17개 소속기관별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규정을 전면 개정하였고, 화면의 접근권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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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필수 인원만 접속하도록 최소화하였다. 또한, 지진, 화재, 단전
등 재해·재난 발생 시 병역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위기대응
계획을 수립(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 절차서), 암호화된 병역
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관리(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암호키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였다.

부 록

자가 개인정보 검색프로그램에는 이미지 파일에 대한 정보검색기
능 추가 등 정책개선 노력을 하였으며, 신규정보화사업(병무감사시
스템, 지자체 전시업무 수행체계 및 교육포털 구축사업) 수행 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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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보보호 법률 위반과 침해요인을 사전 조사, 평가하여 개선하기 위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를 실시하였다.
[표 3-2-35] 병무청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사업명

추진계획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
규정 정비

•병무행정 정보업무 관리 규정 전면 개정(7월)
- 병역자료의 유·노출 및 재해·재난 발생 시 대응계획 의무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방법 현실화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 절차서 제정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암호화키 관련 매뉴얼 제정
•서식 정비(5월)
- 병역공개법 시행규칙 등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12종 검토 후
생년월일로 2종 변경, 상위법령 근거 마련 1종

•자가진단 실시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자가진단 실시
- 분기별 1회, 총 6,880명 참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내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자료 추출 쿼리 점검
- 주민등록번호 대체 가능 정보의 추출로 수정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신규 정보화사업(2건)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 병무감사시스템, 지자체 전시업무수행시스템

•전담체계 마련 및 역량
강화

•개인정보보호팀 조직 구성완료 및 전문교육 이수
- 조직: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 각 이수 완료

•정보보호 지도점검

•본청주관 소속기관 개인정보보호 이행실태 점검
(17개 소속기관)
- 개인정보보호 기본정책 수립 및 이행사항 등 8개 분야
- 소속기관별 결함사항 후속조치 후 결과보고 완료

•자율점검 실시

•소속기관별 자체 개인정보 보호수준 자율점검 실시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한 40개 항목 점검 후 결과분석
•개인정보 노·유출 모의훈련 실시(반기별)

법령 등
개선

추진체계
정비

개인정보
처리실태점검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추진실적

•웹페이지 개인정보
•사전차단시스템 점검(주 3회), 노출모니터링(주 2회),
사전차단 및 사후
PC 내 개인정보 모니터링(주 1회) 실시
침해 예방대책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수립
•웹페이지 개인정보 안전성 •개인정보웹필터링솔루션 구매 완료(27,500천 원)
확보 추진
- 홈페이지 및 공개·개방포털시스템 적용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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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생활화

•전·후반기 직장교육 및 신규직원, 전입직원 교육 실시
- 상반기 25회(1,657명), 하반기 40회(1,374명)
•개인정보 수탁자 관리·감독, 교육 실시
- 위탁업무 종사원 대상 외주용역 보안지침 등 교육(총 166명)
•정보보호 활동 강화를 위한 소속기관 회의 실시(4회)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매월)
- 업무포털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내용 안내
•개인정보보호 수준향상을 위한 동영상 제작·배포
- 직장에서 주의해야 할 생활수칙 2편
•대국민 정책토론(2회) 및 언론보도(1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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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본청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이행실태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취약점을 발굴하여 개
선함으로써 안전한 정보보호 환경조성을 위한 지도점검(본청 3개부서, 17개 소속기관)을 실
시하여 개인정보보호 기본정책 수립 및 이행사항 등 29개 항목을 점검하였다. 웹페이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주 3회 사전차단시스템과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2017년도
에는 추가로 웹필터링 솔루션을 구매하여 대표 홈페이지와 공개·개방포털시스템에 적용을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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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업무별 대상자(신규 임용자, 개인정보담당자, 개인청보취급자, 수탁자)를 구분, 심화과
정의 전문화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병무청 업무와 관련해 범하기 쉬운 개인정보 침해
사례 및 개인정보 생활수칙을 동영상으로 제작·게시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
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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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계획
병무청은 개인정보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실태와 개인정
보보호 법령의 부합여부를 검토하고 개인정보처리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며 ‘개인정보보호
자가 실태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점검하게 하고 그 결과를 취합·분석하
여 개인정보보호 업무상 취약점을 파악·보완함으로써 소속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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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소속기관별 전문강사를 양성
하고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등 개인정보처리스템에 대한 취약점
및 유·노출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민서비스의 신뢰

부 록

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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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 절

1. 개요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등 관련 규정 및 매뉴
얼을 개선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실태 점검, PC 개인정보보
호 솔루션 도입 등 개인정보 운영체계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20년까지 ‘자율적 개인정보보호 실천문화 확산’이라는 목표
를 세우고 정보주체의 능동적 실천 생활화를 위한 인식제고 및 홍보
강화 활동을 실천해가고 있다.
방위사업청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36]과 같다.

[표 3-2-36] 방위사업청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사업명

법체계 정비

추진계획

•내부지침 및
서식 정비

개인정보보호
•개인영상정보
정책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리
제도 개선
보호
체계 구축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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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개인정보 내부계획 개정(5월)
- 개인정보 분야별 관리자 역할 추가 및 개정사항 반영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및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개정 및 전파(6월)
•개인정보 수집 서식 및 동의절차 이행 정비 (10월)
- 제안서 평가위원 경력표 등 총 11개 서식 정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조사 및 등록(3월)
•청 보안업무규정 개정(10월)
- 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영상정보 보안정책 반영

전담체계
마련 및
역량 강화

•전입직원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전입직원 대상 개인정보 교육 안내(상시)
-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 메일 등으로 상시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
필요성 전파

보호활동
활성화

•자율규체
지원체계 마련

•업무용 PC 내 개인정보 보유여부 및 관리실태 점검(5월)
- 3,806대 PC 점검하여 7,369건 불필요 파일 파기
•업무용 PC 내 개인정보 관리기능 도입(10월)
- 개인정보파일 자동검색, 암호화 기능으로 자율점검체계 강화

개인정보
관리·통제
체계 강화

•빅테이터 기반의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자료수집 및 제공(상시)
권리구제 절차
- 청 빅데이터 활용분야 검토 시,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자료 제공
개선

지원체계
강화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추진실적

생활 밀착형
홍보 강화

•상시학습
지원 강화

•청 직원 대상 자체 사이버교육 시행(상시)
- ‘「개인정보 보호법」 이해하기’ 등 6개 과정 개설하여 반기 1회 의무화
교육 추진(청 직원 98% 교육 이수)
• 상반기 전문가 초빙교육 1회 실시(3월, 69명 수강)

•생활 밀착형
홍보 강화

•청 포털에 교육자료 및 매뉴얼 게시자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상시)
- 전문가초빙 교육자료 및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등 게시

•개인정보보호
활동 대·내외
홍보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행사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 및 홍보
(매월 세 번째 수요일)
- 개인정보 문서 점검 및 파기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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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 수집 서식 및 동의서 양식 일제정비 추진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행을 개선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서식 및 동의절차 일제정
비를 추진하여 개인정보 수집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수집되는 개인정보 등을 파
악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항목 삭제 및 동의서 주요 고지사항을 명확화하는 등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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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수집·이용 환경을 개선하였다.

나. 업무용 PC 개인정보보호 관리시스템 도입
PC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을 도입하여 파악이 어려웠던 PC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을 손쉽
게 분석하고 실시간 검출을 통한 자동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을 조기
에 차단하고 보유 중인 개인정보의 변화추이 모니터링 등 전문적인 개인정보 관리기능을 통
해 업무용 PC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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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
‘「개인정보 보호법」 이해하기’ 등 6개 청 자체 사이버교육과정을 운영, 반기 1회 의무화 교
육을 추진하여 2017년 청 직원 98%가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하였고,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 초빙교육을 연 1회 실시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매뉴얼 및 교육자료 등을 포털에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
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 4 편 해외 동향

3. 향후 계획

부 록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자율적 보호체계 기반 마련을 위해 매월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일상생활 속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전파
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노력할 것이다. 또한, 방위사업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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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기관 개인정보 실무자 간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 및 정보공유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
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동 협의체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 37 절

경찰청

1. 개요
경찰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
지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민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소속 직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으로 개인정
보 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경찰청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37]
과 같다.

[표 3-2-37] 경찰청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사업명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
•내부관리계획 개정

•재해·재난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자의
준수사항 추가 반영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점검

•개인정보파일 운영실태 점검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파일 파기 및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행화

•개인정보 유·노출 침해대응
모의훈련

•개인정보 유출 시 필요한 절차 숙달 및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개인정보 유·노출 모니터링

•매월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점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암호화

•즉심 및 통고처분 등 2개 시스템 암호화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식 정비

•동의서식 총 8종 개선(최소수집 원칙 위반 등)

•PC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추진

•개인 PC별 개인정보 암호화 점검
- 주민등록번호 보유 문서 암호화 및 불필요한
개인정보 삭제 조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개인정보담당자
역량 강화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개인정보 수탁업체 개인정보 교육
•개인정보담당자 워크숍 및 화상회의 교육 실시
•집합 및 사이버교육과정 운용

홍보활동 강화

•개인정보보호 홍보 동영상 제작

•경찰관서 엘리베이터 및 현관 로비 등 상영

제도 개선
법령 등 개선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침해 예방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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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실적
•매월 테마 점검 실시
•팝업창 게시판 공지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추진계획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경찰은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을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테마점검을 실시하고, 개
인정보보호를 위해 꼭 지켜야 할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팝업창을 직원용 게시판에 공지하
는 등 조직 내 개인정보보호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유출사고 발생 시 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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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대한 유출 통지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후속조치를 누가 할 것인지 명확히 규정하고,
재해·재난으로 인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장애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준
수할 사항 등을 새롭게 반영하여 내부관리계획을 개정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지방경찰청 등 소속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 및 개인정보파일의 수집·이용 관리실태 등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시하였고,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취약점은 개선 조치하여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향상시켰다.
한편, 개인정보 침해(유출)사고 발생 시 필요한 절차를 숙지하고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
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노출 침해대응훈련
을 실시하였다.
그 밖에도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시스템을 활용하여 주민등록번호 노출여부
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영향평가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도 꾸준히 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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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의 인식 제고와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집합·사이버·순

부 록

회교육 등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모든 직원이 최소 연 1회 이상 개인정
보보호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홍보용 동영상을 제작하고 청사 엘리베이터
및 현관 등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상영하여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에도 노
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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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계획
경찰청은 2018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꾸준히 향상
시키고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의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도 많은 노력
을 기울일 것이다.

제 38 절

문화재청

1. 개요
문화재청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고 민족문화를
계승·발전시켜 그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파하는 것을 기본임무로
하고 있다.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여 국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문화재 수리기술자 등 문화재 업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의 유·노출 방
지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확충하고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
검 및 교육을 시행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문화재청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38]과 같다.

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 및 체계 강화
문화재청은 개인정보보호 환경·기술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
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가이드’ 및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개정하였으며, ‘정보시스템(개인정보
보호 포함) 안전관리 위기대응 매뉴얼’을 수립하여 내·외부위협으로
부터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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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사업명

추진계획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보호기준 개선

•위험관리절차
수립·이행

전담체계 마련 및
전문역량 강화

•전담조직 및
예산 확충

•개인정보 전담인력 지정·운영
•개인정보보호 장비 도입 및 교육·홍보 예산 확충

분야별 침해 예방체계
내실화 및 관리 강화

•유·노출사고
예방체계 구축
•유·노출
점검체계 강화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훈련 강화

•침해사고 대응
전파·교육

개인정보보호
업무 속 실천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개인정보보호 홍보 강화
교육 실시

•기관별 개인정보 관리실태점검 추진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추진실적
•‘문화재청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가이드’ 개정·시행
•문화재청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개정·시행
•정보시스템(개인정보처리시스템 포함) 안전관리(위기대응)
매뉴얼 수립·공지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령근거 정비

전사적인 개인정보 보호 •현장점검 및
프레임워크 마련·확산
점검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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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8] 문화재청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영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실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현황조사 실시
•개인정보 수탁업체 교육 및 관리·감독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점검
•개인정보 관리수준 자가진단 및 취약점 개선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가이드 전파·교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워크숍 참석
•기관 및 부서별 개인정보담당자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전 직원 대상 자체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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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5급 1명, 6급 1명)을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개인정보를 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예산도 2016년 대비 약 38% 증가한 7억 7,000만 원
을 확보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전사적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기존 본청 및 소속기관에 한해 실시하던 현장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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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을 산하기관까지 확대 실시하였으며,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기술적 조치사항 이행
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및 접근기록을 반기별로 점검하는 등 개인정보의
관리 소홀이나 직원 부주의에 따른 불법접근 등을 예방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인
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부 록

또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탁업무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를 위하여 개인정보
기록·저장·백업·복구 등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위탁계약을
체결·문서화하였으며 수탁업체에 대한 교육 및 내·외부 정보화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수탁업체 사업자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307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실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홍보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외부 정보보호 전
문가를 초빙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처리 시 의무적 조치사항과 위반사례 등을 소개하
는 개인정보보호 집합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청 및 소속·산하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실
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애로사항 청취 및 대안
마련을 고민하는 현장지원형,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향후 계획
문화재청은 개인정보보호 정책 변화와 기술발전 등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사고 예방 체계를 강
화하여 침해위험을 사전에 파악·개선할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의무사항과 개인정
보책임자, 담당자, 취급자 준수사항 등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또한 확대 실시
하여 개인정보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관리해나갈 것이다.

제 39 절

농촌진흥청

1. 개요
농촌진흥청은 농산업경쟁력 향상 및 농업인의 복지를 제고하고
농촌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맞춤형 농업기술정보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으며, 농업인·소비자·연구자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
형 서비스를 위해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다.
이에, 보유한 개인정보의 보다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
획 및 점검 등 자체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유·노
출 방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속적인 보호기
반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조직 전반의 인
식 향상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개인정보보호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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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농촌진흥청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39]와 같다.
[표 3-2-39] 농촌진흥청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사업명

추진계획

•개인정보보호 전담체계
개인정보보호
강화
체계 강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업무 분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전문관 임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워크숍 참석(6월)
•전문교육 및 세미나 적극 참석(4회)

개인정보보호 •전사적 개인정보
소통 활성화
프레임워크 마련

•자체 업무포털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정보 공유
(12건, 808회 조회)
•월 1회 뉴스레터 발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업무협의회 운영(연 2회)
•소속기관 1차 망 분리 추진 완료

침해 예방 및 •침해 예방체계 내실화 및
관리 강화
관리 강화

•개인정보 처리실태 현장점검(5.2.~5.26.)
•내부관리계획 이행점검(4월~6월)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6월)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관리·감독 계획 수립 및 점검
(6.12.~6.21.)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강화(7월)
•용역업체 보안 관리 강화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 양식 개선(6월)
•개인정보보호 내부규정 제·개정(7월)
•개인정보처리방침 점검 및 정비(5월)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법령 등 개선 •제도 정비 및 개선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추진실적

개인정보보호 •맞춤형 캠페인 및 취약계층 •분야별 맞춤형 교육계획 수립·추진
인식 제고
인식 제고
•개인정보보호 정기교육 및 담당자 교육 강화
홍보 강화

•생활 속 실천을 위한
홍보 강화

•최신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제도 및 동향 전파
•개인정보보호 홍보물 제작·배포(리플릿)

2. 추진 실적
제 4 편 해외 동향

가.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 및 체계 강화
농촌진흥청은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문화의 정착 및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
기결정권 강화를 위하여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 매뉴얼을 제정하는

부 록

등 내부 규정을 제·개정하고 소관 관련 서식을 개선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또한, 병행하여 추진하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분리하고 개인정보 보호담당

309

자를 전문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였
으며, 전문교육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역량 강화로 개인정보보호 전담체계 확립의 기반
을 마련하였다.

나.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 구축
개인정보보호 관련 가이드 및 교육계획 등의 자료를 내부 업무포털시스템에 게시하고 월
1회 관련 뉴스레터를 발간하는 등 정보공유 활동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포함한 전
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외부 위협 및 해킹으로부터 내부 정보자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중요자료 유실 및 유
출을 방지하기 위한 소속기관 물리적 망 분리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소속기관과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협업체계 강화를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
함으로써 주요 현안·대응방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 개선안을 도출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신
속 대처할 수 있는 긴급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다. 침해 예방체계 내실화 및 관리 강화
개인정보 관리 소홀에 따른 유·노출 사고에 대비하여,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 기관 전체
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강화하였다. 실제로 개인정보가 취급·처리되고 있는 현장
을 방문하여 수집 동의절차 이행 여부 등 취급과정의 적법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개인정보취
급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장지원 활동을 추진하였다.
또한, 개인정보파일을 일제 점검을 통하여 미등록 또는 은닉된 개인정보파일을 찾아내고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보유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유목적이 달성된 파일에 대한 파기
절차를 수행하였다.

라. 지속적인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추진
자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업무용 컴퓨터 내의 개인정보파
일을 점검·삭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직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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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생활화에 기여하였다.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개인정보 관리자·담당자·취급자를 포함한 민간인 근로자 등 분야별·대상별 맞춤형 개인
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였으며 외부 전문교육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개인
정보보호 역량 강화에 꾸준히 힘쓰고 있다.

3. 향후 계획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농촌진흥청은 2018년에도 지속적으로 소관 행정규칙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최신 정보
기술에 의한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내부지침의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개선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 유·누출 방지 및 악성코드 유입 방지 강화를 위해 소속기관
망 분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컨설팅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의
관리적·기술적·제도적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산림청

1. 개요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제 40 절

산림청은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사람과 자연의 생태산림 구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산림자원의 육
성·보호·이용 등의 산림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를 최소한으
로 수집·이용하고, 보유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내부지침 등 제·개정, 인력 및 예산 확충, 개인정

제 4 편 해외 동향

보 수집 최소화 개선 등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개인정보처
리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유·노출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매년 관리
수준 진단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에 노력하였다.
개인정보보호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과 다양한 홍보활동, 불필요

부 록

한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를 추진하여 전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인
식 제고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였다.
2017년 산림청의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40]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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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0] 산림청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사업명

•관련지침 등 정비

개인영상정보
보호

•개인영상정보 보호
종합관리체계 확립

•정보통신 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소속기관 CCTV 1,236대,
38개 기관 실태점검(3월)
•개인정보보호 업무위탁 CCTV 개인영상정보 관리(4월)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CCTV 실태조사(7월)
•CCTV 시스템 보안관리 강화방안 마련(11월)

전담체계 마련 및
예산 확보

•조직 및 예산 확충

•2018년도 산림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정보보호 전담인력
정원 확보(2명) 확정
•소속기관 망 분리 구축 등 예산 확충

•CPO 및 담당자
역량 강화

•개인정보보호 CPO 워크숍 및 페어 참석(5월, 6월)
•개인정보보호 총괄담당자 전문교육·순회교육 참여(5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취급자 교육·워크숍(3회)
•우수 개인정보보호 유공자 산림청장 표창(12월)

•개인정보보호 체계적
수행기반 마련

•웹접근성 품질인증서 취득(5월)
•웹사이트 정보보호 마크 획득(10월)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 선정(10월)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행정안전부 진단(우수)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웹호환성 행정안전부 수준 진단(99점)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관리계획 수립·배포(4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이행진단 컨설팅(7월)
•개인정보보호 2018~2021년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12월)
•2개 소속기관 업무망-인터넷망 망 분리
•본청·소속기관 용역업체 직원교육 및 보안점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이력 관리시스템 점검(매월)

전문역량 강화

선제적·자율적
보호활동 활성화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
통제체계 강화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지도 점검 및 정보통신분야
국가안전대진단(3월)
•개인 PC(3,004대)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36종)
•침해 예방체계 내실화
    개인정보 보유파일 일제정비 추진(6월, 11월)
•개인정보 유출 대비 자체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9월)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자체 개선조치(11월)

대상별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대상자별 교육체계
확대

•개인정보보호 대상자별 교육계획 수립(2월) 및 연중교육 실시
•개인정보 침해, 위반사례 등 순회교육(12회)
•위탁사업자(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개발 등) 점검

홍보 강화

•생활 속 실천을 위한
홍보 강화

•개인정보보호 주요동향, 지침 등 내부포털 홍보(14건)
•개인정보보호의 날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운영(매월)
•개인정보 암호화 및 내 PC지키미 프로그램 실행
•내부 문서시스템에 개인정보보호 연중 캠페인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맞춤형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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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실적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절차서 개정(5월)
•재해·재난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 매뉴얼 제정(6월)
•내부 업무시스템 주민등록번호 디지털식별번호로 변환
•개인정보 수집의 최소화 개선(대표포털 4개 시스템)

일반법 중심의
법체계 등 정비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추진계획

•신규임용자,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연중)
•자율적 교육문화 확산 •자체교육, 전문기관의 순회교육, 사이버교육 등 교육인원 증가
(6,7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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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산림청은 개인정보보호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절차서 및 재
해·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 매뉴얼을 제·개정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내부 업무시스템의 주민등록번호를 디지털식별번호로 대체하였으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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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및 소속·산하기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
하였다.
개인정보 유·노출 예방, 침해사고 대응 등을 위한 사이버안전센터 구축과 정보보호 전담
인력에 대해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2018년도 신규 구축 및 인력 확충을 확정하였다. 또
한, 2개 소속기관 망 분리 완료 및 단계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을 확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특히 소속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유형별·목적별 운영의 적정성 및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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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을 도출하고 CCTV 시스템 보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시행하는 등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확립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산림청은 행정안전부 주관 2017년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평가에서 관리수준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제 4 편 해외 동향

산림청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컨설팅과 2018~2021년 중장기 마스터플랜·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체계적 수행기반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유파일 일제정비,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 실시로 개인정보 침해 예방체계 내실화 및 통제를 강화하였다.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 선정 및 정보보호 마크 획득 등 인증 성과가 있었

부 록

으며, 개인정보 관리실태와 보안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개선하였다. 또한, 홈페이
지 개인정보 노출사전차단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기록 점검으로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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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위탁·용역업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위해 계약 시 준수사항의 명문화 및 교
육 실시, 개인정보 보호·관리 이행여부 등 실태점검을 통해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
화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산림청은 개인정보보호 대상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책임자, 담당자, 취급자, 일반직원 및
수탁업체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였
다. 산림교육원에 신규 임용자 교육 및 전 직원 사이버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직장교육과
순회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2016년도 대비 교육인원이 23.5% 증가하는 교육성과를 거두었다.
개인정보 관련 동향 및 지침, 유출사고 사례 등을 내부 업무포털시스템에 게시하여 정보공
유를 활성화하고, 매월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과 연중 캠페인으로 조직 내 자율적인 개인정
보보호 실천문화 확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3. 향후 계획
산림청은 2018년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등을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 정비하고, 전담인
력 정원을 2명 증원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며, 소속기관 망 분리도 추진하여 개인
정보의 안전한 관리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림 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운영하여 최근 급증하는 각종 사이버 위협에 대한 상시감시
체계를 유지하여 침해·유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수행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의 접근권한 관리 절차서를 수립하여 안전한 이용 및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 컨설팅과 관리수준 진단을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 개
인정보처리시스템 취약점 및 유·노출여부 점검과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실태 관리를 통
해 예방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당자, 취급자 등 전 직원 대상으로 60% 이상 교육목표를 설정하
여 교육문화를 확산하고, 취약기관 대상의 찾아가는 교육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조직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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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특허청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제 41 절

1. 개요
특허청은 창조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
용과 관련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원인·발명자 및 등록권리자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규정에서 요구하는 관리적·기술적·물
리적 보안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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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에는 「특허청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여 정보주체
의 권리행사 방법을 구체화하고 위탁사항·제3자 제공현황 등을 현
행화하였고, ‘특허청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을 개정하여 종
래 시나리오를 정비하고 신규 시나리오를 추가하였으며,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위기대응 매뉴얼’을 제정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보
호를 위한 위기대응 체계를 수립하였다.
한편, 2017년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하여, 특허청 내 개인정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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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황을 점검하고 2016년 산하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시 요청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개인
정보 유·노출 점검, 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 및 이용실태 점검, 홈
페이지 취약점 점검, 특허넷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인정보 점검을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산하기관과 개인정보보호 운영·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자체노출점검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산하기
관 합동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고, 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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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을 실시하여 정보보호 협력을
강화하였다.
이외에도, 2017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
취급자, 신규 임용자·전입자,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 개인정보처

부 록

리 수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처리 유형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
을 실시하였다. 외부전문가를 초청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집합교
육을 실시하였고,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운영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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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41]과 같다.
[표 3-2-41] 특허청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사업명

추진계획
•특허청 내부지침 개정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법령 등
개선

•적정한 조직·예산 확충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시스템 및 클라우드 PC
개인정보 점검체계 구축

•2017년 정보보안감사 실시(4월)
- 청 내 사용자 개인정보 보유현황 점검 정비
- 2016년 산하기관 평가 시 요청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개선여부 확인
•개인정보취급자 이용실태점검(분기)
•개인정보 노출 점검(매월)
- 대민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점검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반기)
- 자동화 도구 이용 점검 및 수동점검 병행

침해 예방
대책 수립

•산하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실시

정보주체
권리 보장

•정보주체 권리 보장

•동의서식 점검(6월)
-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절차 개선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5월)
- 개인정보 열람·삭제·처리정지 절차 개정

인력 확충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전문성 강화
담당자 역량 강화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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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개정(2016. 12.)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5월)
- 정보주체 권리행사 방법, 위탁사항, 제3자 제공 현황 현행화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개정(6월)
- 침해 대응 시나리오 추가·수정 등
•시스템 위기대응 매뉴얼 제정(6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2018. 1.)
- 관련법령 개정사항 반영, Q/A 업데이트 등
•방화벽 등 노후 시스템 교체 예산 반영

•특허넷DB 개인정보점검 및 정비(2월, 10월)
•업무용 PC 주민등록번호 보유현황 전수조사(4월)
- 개인정보 보유현황 점검
- 업무별(인사, 감사, 수사 등) 보유근거 확인
•업무용 PC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6월)
•개인정보보호 운영협의회 개최(2월)
- 본청·산하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참석
- 2016년 평가결과를 공유, 향후 개선계획 발표
•개인정보보호 실무협의회 개최(2월, 10월)
- 실무자급 향후 개선계획 추진방향 공유
•산하기관 개인정보노출 자체점검 지원(3월)
- 개인정보 노출 점검도구 산하기관 지원
•산하기관 합동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모의훈련 실시(6월)
•산하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실시(12월)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추진실적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

•2017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1월)
•행안부 주관 CPO 워크숍, ISEC 2017 조직위원회 주관
CPO 워크숍 참석(5월, 9월)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실시(3월, 6월)
•신규·전입자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4월)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 교육 실시(4월)
•전 직원 개인정보보호 집합교육 실시(6월)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교육 실시(2월, 8월)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매월 셋째 수요일)
- 개인정보 정책 및 이슈를 사내게시판을 통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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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처리근거 및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방법을 명확히 하고, 제3자 제공 현황, 위탁현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현황 등
을 현행화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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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의 종래 시나리오를 수정하고 신규 시나리오를 추가
하여 ‘특허청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을 개정하였으며, 재해·재난 시 시스템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 매뉴얼’을 제정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련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함과 함께, 실무에 적용 가능한 Q/A 등을
추가하여 ‘특허청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2017년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하여 특허청 내 일반직원의 업무용 컴퓨터에 보관된 개인정
보 보유현황을 조사하여 업무별로 개인정보의 보유근거를 확인하였으며, 산하기관에 대하
여는 2016년도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개선여부 및 추진
경과를 확인하였다.
한편, 특허넷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인정보점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근권한 및 이용실태 점검, 대민서비스 홈페이지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점검,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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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도구를 이용한 자동점검과 수동점검을 병행한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
하고 있다.

다. 정보보호 협력 강화
부 록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의 평가지표와 함께 특허청 자체지표를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진단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진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단결과를
산하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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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하기관과의 정보보호 협력 강화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정보보호 관련 이슈 공유 및 개선방안 논의를 위하여 산하기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와
의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모의훈련을 산하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였고, 산하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자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노출점검 도구 및 서버 취약점 점검도
구를 산하기관에 제공하였다.

라.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7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개인
정보취급자,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 개인정보처리 수탁자를 대상으로 구별된 교육을 실시
하였고,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전 직원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규 임용자·전
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월간 주요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슈를 내부 인트라넷에 공유하고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안내하였다.

3. 향후 계획
특허청은 개인정보보호 법령과 내부지침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허청 개인정보
보호 세부지침」, ‘특허청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및 ‘특허청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
인’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한편, 개인정보 유·노출사고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노출점검·홈페이지 웹
취약점 점검·개인정보취급자의 이용실태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정보보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하기관과 개인정보보호 운영·실
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합동 대응 모의훈련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외부강사를 초빙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보취급자별로 담당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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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여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에 노력할 것이다.

기상청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제 42 절

1. 개요
기상청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위험기상·지진·화산
정보의 신속 통보, 기후정보 제공, 기상산업·기상교육 활성화 등 다
양한 분야의 정보를 원하는 수요자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 있다. 이에, 기상청은 수집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성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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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관리체계 현장지도점검, 개인정보 보호업무 컨설팅 등을 수행
하면서 개인정보보호 관리업무 수준을 향상시켰다.
또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 실시, 기상업무 서비스 지원을 위한 개
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한 내부 토론회 개최,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 가이드 발간 등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기관 내 개인정보보
호 문화를 확산하고 직원들의 의식 수준을 높였다.
기상청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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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다.

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기상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 및 규정 등 제도를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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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상
청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절차를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또한, 재
난·재해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위기대응 절
차를 마련하는 등 기상청의 주요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정비하고, 개

부 록

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등 개인정보보호 정책
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아울러, 정보보호 분야 전문직위를 신설·지정하여 정보보호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보호 담당업무의 전문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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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1단계로 2016년도에 부서 내 정보보호팀을 운영하였고, 2단계로 2017년도에는 정
보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조직 신설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실로 2018년도 상반기 내 직제
를 통해 정보보호 전담조직이 신설될 예정이다.
[표 3-2-42] 기상청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사업명

법령 등 개선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추진계획

•정책 및 제도 개선

•기상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개정(4월, 6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기준 개정(6월)
•기상청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 매뉴얼 제정(6월)
•기상청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7월)
•기상청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 계획 수립(10월)
•기상청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절차서 개정(12월)

•정보보호 전담체계
추진

•정보보호 분야 전문직위(전문관) 신설(5월)
•정보보호 업무 전담조직 신설(2018년 상반기) 추진(11월)

전담체계 마련
및 역량 강화 •개인정보보호
담당인력의
전문성 강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점검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관리·통제
체계 강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 수료(연중)
(행정안전부·KISA 운영 전문집합교육 6회 이수)
•개인정보보호페어, CPO 워크숍 참석(6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세미나, 워크숍 참석(7월, 11월, 12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토론회 개최(9월)
•주민등록번호 처리현황 및 암호화 이행점검(6월)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전수조사) 실시(6월)
•전문 업체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업무 컨설팅 수행(6월)
•개인정보 처리실태 및 관리체계 점검 실시(6월, 12월)
•각 부서 및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개인정보파일 운영·관리
현장 지도점검(5월~6월, 10월~11월)

•홈페이지 및 정보시스템 모의해킹 실시(6월)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접속기록 관리 점검(6월, 12월)
통제체계 강화
•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 이행 점검(6월, 12월)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점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최소범위·차등 운영(상시)
•기상청 개인정보 처리 웹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점검(11월)
•기상청 대표홈페이지 개인정보 등록 차단 점검(상시)
•구글 DB의 기상청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점검(월 1회)

개인정보보호
전문성 강화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

•2017년 기상청 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1월)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의 이해 직장교육(6월)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전문성 강화 교육(6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절차 교육(6월)
•정보보호의 이해 현장맞춤형 정보통신 직무교육(7월)
•개인정보 보유 홈페이지 보안취약점 조치 교육(9월)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외부전문가 특별교육 실시(9월)
•개인정보보호 이해에 대한 외부전문가 특별교육 실시(12월)

홍보 강화

•생활밀착형
개인정보보호
홍보 강화

•‘개인정보 보호업무 수행 가이드’ 기술노트 발간·배포(1월)
•그룹웨어 개인정보보호 게시판에 매뉴얼 등 공지(수시)
•전 직원 업무용 개인수첩에 개인정보 오·남용 피해방지 및
정보보호 실천수칙 인쇄·배포(12월)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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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실적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관리수준 향상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부서별 개
인정보 처리실태 및 관리체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성 취약점을 보완·개선하였다.
개인정보 처리 웹사이트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모의 해킹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노출 점
검 진단 솔루션을 활용하여 인터넷 웹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대상으로 개
인정보 노출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개인정보 유·노출 등의 침해사고를 사전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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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절차에 대한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등 개인정보 처리에 대
한 규정이 강화·세분화되면서 전문업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업무 컨설팅을 수행하여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의무 조치사항을 진단하고 미비점을 개선하여 기상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하는 데 노력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전 직원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의식 수준을 제고하고,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자를 대
상으로 개인정보 처리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의 교육 목표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
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취급자, 일반직원 대상자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교육
을 실시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업무 수행 가이드’를 발간·배포하고, 전 직원 업무용 개인수첩에
개인정보 오·남용 피해방지 및 정보보호 실천수칙을 인쇄·배포하여 해당 정보의 접근성
을 강화함으로써 직원들의 생활밀착형 개인정보보호 인식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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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3. 향후 계획
부 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이상행위 감시 및 유실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상청 개인정보 내부 감시·관리시스템 및 통합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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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보화 담당 부서 내에서 운영하는 정보보호 전담팀에서 벗어나 정보보호 업무를 전담
하는 독립된 정보보호 조직이 2018년 상반기에 신설·운영될 예정임에 따라 정보보호 관련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함으로써 기관의 정보보호 관리기반과 체계가 공고히 구축되어
궁극적으로 기관의 정보보호 관리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 43 절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1. 개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
을 해소하고자 중앙행정기관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등 행정기능
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건설하는 기관이다. 본 기관은 업무특성상
소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기는 하나,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을 인식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 불법수집 금지,
안정적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DDoS 탐지시스템 및 침입탐지
시스템 등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하며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
이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취급·관리하는 것이므로 전 직원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전 직원 대상 교육 등을 통해
개인정보 취급절차 및 침해사고 시 법적 처벌 등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제고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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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사업명

개인정보보호
전담체계 마련
정책 및 제도
및 역량 강화
개선

추진계획

•개인정보보호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개인정보보호 계획
정비(2월)

•전 직원 교육 및 보안시스템
등에 대한 예산 확보 등

•전 직원 교육 및 개인정보보안 시스템 예산 확보
* 교육비: 일반수용비, 개인정보보안시스템: 자산취득비

•전 직원 교육, 부서별 책임자
교육 및 책임자·담당자
워크숍 참여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전 직원 교육 실시(5월)
•책임자 워크숍 참석(6월)
•담당자 교육 총 4회 참석(4월, 5월, 10월, 12월)
•용역업체, 위수탁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분기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방침 수립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내부관리계획 수립(2월)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홍보계획 수립(2월)
•개인정보보호 계획에 포함하여 매뉴얼 수립(2월)

•불법유출시도 탐지기능 포함
시스템 설치·운영
•홈페이지 보안 강화
- 모니터링 실시
- 해킹방지를 위한
침해 예방 및
파일 업로드 제한
권리구제
- 관리자페이지 접속 강화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모의훈련 실시
•개인정보파일 정비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미비점 개선

•개인정보 생성, 유출 감시 및 유출위험 개인정보 검색 삭제
기능을 갖춘 셜록홈즈 DLP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중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해킹방지를 위하여 수시 모니터링
실시 및 불필요 자료 주기적 삭제
•해킹방지를 위하여 웹서버 실행가능한 파일 업로드 제한
•관리자페이지 접속 시 GPKI로만 가능하도록 조치
•인사이동 즉시 담당자 지정하여 관리자페이지 접속권한
부여(수시)
•전 직원 대상 해킹메일 대응훈련 실시(8월)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 및 관리현황 파악(3월, 8월)
•개인정보파일 관리실태 점검으로 불필요한 파일 삭제 및
신규파일 등록 등(3월, 8월)

인력 확충 및 •내부업무망 및 홈페이지를
전문성 강화
이용한 홍보 추진

•홈페이지 및 인트라넷 팝업창을 이용하여 청 자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날 홍보 캠페인 실시(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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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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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추진실적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 개선

•내부계획, 처리방침,
관련서식 등 수립
선제적·자율적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보호활동
제3자 제공에 대한
활성화
업무절차서 전파 및 교육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 전파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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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제 4 편 해외 동향

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부 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개인정보보호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정비하였으며, 시스템 안전 강화를 위해 본 기관의 서버를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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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고, 직원들이 개인정보 취급·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
인정보 보호책임자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홈
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인정보 유출방지시스템을 2008년부터 운영 중
이며 문서유출방지시스템(DRM), 소스코드 형상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하였다. 웹 취약점
진단 및 보완, 웹 접근성 개선을 통해 정보보안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켰다. 개
인정보파일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신규 개인정보 보유 파일 현황을 파악하고, 개인정
보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계속 보유하는 것이 부당·불필요한 자료는 주기적으로 삭제
하고 있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전 직
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내부 업무망 및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생활수칙 등을 게
시하여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향상시켰다. 또한, 전 직원 대상 해킹메일 대응훈련을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라. 개인정보 처리실태점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개인정보파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부서에서 보유
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관련 전수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 및 정비를 하고 있다. 또한, 홈페
이지의 개인정보 노출여부 확인을 위해 매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3. 향후 계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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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부관리지침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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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개인정보 보유현황 조사, 유·노출 모니터링, 실태점검, 교육 실시, 개인정보처리시
스템 안전성 확보, 노후화된 전산장비 교체 등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지속적이고 체계
적으로 실천해나가고자 한다. 또한, 직원들이 개인정보를 최소한도로 보유하고 안전하게 취
급·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알기 쉽게 수정·보완하고, 주기적 교육·평가를 통해 직원들
의 개인정보 침해·유출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나가고자 한다.

새만금
개발청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제 44 절

1. 개요
새만금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접근성 제고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함께 민간투자를 통한 경제활동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이다. 실제로 새만금개발 기본계획에는 총 소요사업비
22.2조 원 중 46%에 달하는 10.3조 원을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내부
개발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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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에서의 민간투자 촉진 및 경제활동 활성화
를 위해 규제완화,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제도적인 지원과 함
께, 잠재적 투자자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
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투자유치 활동과정에서 새만금에서의 투자자 및 투자희망
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새만
금개발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개
인정보 관리를 위한 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제 4 편 해외 동향

새만금개발청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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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4] 새만금개발청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사업명

추진계획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개정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조항 신설
및 수정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를 위한 조항 신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관리 절차서 작성

•접속기록 수집, 정기점검, 소명처리, 유출사고 대응
및 이력관리 조항 마련

•적정수준의 조직 및
예산확충 지원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추가 확보: 0명→1명
•차년도 통합관제장비 도입비 157백만 원 확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4시간 이상 전문교육 실시

•전사적인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 마련 및 확산

•개인정보 보유현황조사 실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관리기능 강화

•분야별 침해 예방체계
내실화 및 관리 강화

•수시로 사용자 PC 및 노트북에 대한 개인정보
유·노출 실태점검

국민참여 및 생활
밀착형 홍보 강화

•생활 속 실천을 위한
홍보 강화

•내부 업무포털에 개인정보보호 업무절차서 게시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체계 구축

•보호인력 풀 및 인력
중개체계 구축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 직원 교육 실시
•전문교육을 통한 담당직원 교육 실시

분야별 개별법
일괄정비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전담체계 마련 및
전문역량 강화

조직 전반의
개인정보
관리·통제체계
강화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추진실적

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새만금 투자자 및 투자희망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을 개
정하였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관리 절차서를 작성하였다.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 및 수정
하였다. 둘째, 개인정보처리 위탁 시 위탁계약서를 포함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셋
째, 개인정보 침해 대응을 위해 대응지침을 작성·운영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마지
막으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시
스템 접속기록관리 절차서에는 접속기록 수집, 정기점검, 소명처리, 유출사고 대응 및 이력
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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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 확보와 예산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담당
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먼저,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정보화 인
력을 증원하고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여러 정보통신보
안장비의 로그를 동시에 수집·분석하여 사이버침해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비도입
예산을 확보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부서별 개인정보취급자 등을 대상으
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확대하고,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
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과 개인정보 침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사항을 개선하였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추적 및 재발 방지 등
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관리기능을 개선하였다.
새만금개발청이 보유 중인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3개 분야 25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활
용하여 점검하였고, 미흡한 2개 항목을 개선한 바 있으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 노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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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수시로 점검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내용을 용이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3. 향후 계획
새만금개발청은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하고 체
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개인정보보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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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의 수립 및 추진, 실태점검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환류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한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
기 위해 개인정보에 접속하면 그 결과를 시스템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통보하도록 개선하

부 록

는 등 개인정보 접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스템 운영상황을 주기적
으로 점검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취약한 부분은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보호 전담인력을 확충해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업체에 대해서
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과 관리·감독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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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해양안전 확보, 해양 법질서 확립, 해양환경 보호
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7년 7월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하였다.
이에 따라 선박출입항 관리, 수상안전,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리 등
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
리 보장과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암호화 등 다양한 보호대책을 추진
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45]와 같다.

[표 3-2-45] 해양경찰청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사업명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법령 등 개선

•관련 규정 및 지침 수립

•개인정보 보호 규칙 수립(9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규칙 수립(9월)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시행 규칙 수립(9월)

추진체계 정비

•개인정보현황 점검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일제정비(12월)

•사이버보안관제센터 증원

•사이버보안관제센터 정원 3명 증원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추진계획

추진실적

									
									

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수립
해양경찰청은 독립 초기 본청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분야별 보호책임자
를 지정하고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의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 개인정보 보호규칙」 및 「해양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규칙」과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시행 규칙」을 2017
년 9월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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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 정비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 중인 개인정보 현황을 파악하여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총괄관리하고 일관된 보호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을
일제 점검하였고, 개인정보취급자의 PC에 개인정보가 저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각심 고취
를 위하여 소속기관 지도점검 시 PC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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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2018년에는 신규 사업 또는 새로운 정책의 추진보다는 해양경찰청 독립으로 인한 기존 담
당자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리 소홀 방지와 개인정보 인식 제고를 위하여 직
장 내 자체교육에 주력하여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본청 및 소속기관(28개) 포함 2,243
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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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계획
2018년에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의 안전
한 처리 및 보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각종 행정규칙·민원서식 정비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여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며 관련 규
정 및 지침 등도 현행화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처리자, 사업담당자 등 업무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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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이버보안 관제센터의 인력을 확충하여 24시간 보안관제 및
취약점을 점검·제거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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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
위원회

1. 개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전담의 독립적 국가기구로서, 모든 개인
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
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
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외부적으로 2017년은 인권을 우
선하는 새정부의 출범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에 대한 관
심도가 한층 높아졌으며, 최초로 정부업무평가에 위원회 권고 수용
과 인권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수행하도록 평가항목이 개설되었다.
또한,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자체 인권기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
체가 증가하고, 법률적 근거를 둔 장애인·노인·아동 등의 권익보호
전문기관이 지역단위로 설치·운영에 들어갔다.
내부적으로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5~2017)의 성공적 마무
리와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인권의제에 대한 적시성과 실효성 강화,
준국제기구로서의 역할 강화, 지속적인 국내외 협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예방적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위원
회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 국민의 기본권 강화 및 인
권보장 제도화를 위한 기반 구축, 우리 사회의 차별적 제도 및 사회
적 관행 개선, 노동취약계층의 노동권 증진, 이주민과 난민의 인권
보호 증진,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현안 대응 및 인권 가치의 전국
적 확산, 기업의 인권보호 역할 정립을 위한 인권경영 공론화, 고령
화 사회에 따른 노인 인권증진,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강화, 인
권 관련 단체·학회 등과 공동사업 추진 및 교류 활성화, 북한인권 개
선 활동 등을 추진하였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고도정보사회에서의 정보인권증진을
성과목표로 삼고, ▲ 개인식별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이
오 정보 수집·이용 실태 조사 ▲ 신기술을 활용한 정보수사기관 활동
의 적절한 통제와 개인정보보호의 바람직한 균형을 위한 토론회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등 협상과정에서 인권영향평가 시행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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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 간담회 ▲ 현실화되고 있는 인공지능과 그에 따른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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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등 다양한 정보인권 현안에 대해 유엔 인터넷 거버넌스 포
럼(UN Internet Governance Forum)에 참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화관리팀 신설을 통해 진정사건, 긴급조사 등에서
수집된 개인정보파일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을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조직체계
를 마련하였으며, 정보인권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
여 출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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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 3-2-46]과 같다.
[표 3-2-46] 국가인권위원회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분야

사업명

법령 등 개선

추진계획

•개인정보보호 법령 등 개선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추진체계 정비 •개인정보보호 조직 구축

개인정보보호
침해 예방대책
시스템
수립
운영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개인정보보호 내부조직 현행화(5월)
•개인정보보호 담당 조직체계 마련(6월)
•침해사고 대응체계 마련(8월)
•인터넷망 정보유출방지시스템 운영(매월)

•개인정보 유·노출 상시 모니터링
•개인정보관련 지침, 보호관리체계 등 점검(10월)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점검(반기별)
•개인정보 관리실태 일제 점검(10월)

•개인정보처리 안전성 확보

•웹 취약점 진단 통한 개인정보 보호(5월)
•PC 개인정보노출방지 프로그램 수행(매월)
•개인정보 노출차단 프로그램 운영(매월)
•외부 위탁업체 관리·감독 강화 •유지보수 업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점검(분기별)

•정보주체 권리 보장

•주민등록번호 개편방안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토론회 및 세미나(4월)
•상담·면전사건 개인정보 수집절차 점검(5월)
•진정사건, 상담사례집 발간(12월)

•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자
교육 강화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강화(매월)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12월)

•자율문화 조성

•인권체험관을 통한 정보인권(개인정보보호 포함) 교육 실시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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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권리 보장

•개인정보 수집 서식 등
점검·정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등 법제도 정비(5월)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정(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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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실태점검

추진실적

홍보 강화

부 록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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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대외활동 지속적 수행
국가인권위원회는 11월 교육부장관 및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대학 장학금 신청 시 과도
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학 장학금 신청절차에서 「개인정
보 보호법」에 따라 장학금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
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검찰의 사건기록 등사 허가과정에서 제3자의 개인 신상정보 유출
이나 경찰의 피해자 대면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면서 조
회 목적을 ‘교통단속’, ‘불심검문’ 등으로 허위로 입력하는 관행을 피해자의 개인정보 자기결
정권 침해행위로 판단하고 실태점검 및 개선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다.
그 외에도 ▲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운전면허자의 개인정보 수집 ▲ 관련 절차를 지키
지 않고 근태 감시를 목적으로 CCTV 영상 열람 ▲ 방산비리 관련 민원 제기자의 개인정보
를 피민원 부서로의 유출 ▲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인 소속 부대의 부사관에게 민원인의 신상
을 알린 행위 등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나. 법제도 개선 및 체계 마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정책자문 운영규칙, 정책과제 각종서식 등의 점
검과 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 등의 법제도 개선 및 개인정보보호지침 미비사항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절차를 개선하였으며, 진정·상담·면전·긴급사건 등의 개인정보
파일, 진정처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여부 점검과 미흡사항을 보완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업무를 담당할 정보화관리팀 신설과 개인정보보호 내부조직 현행화를 통해 진정사
건 등에서 수집된 개인정보파일과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을 일원화하여 한층 더 효율적이
고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신규·변경에 따른
보안성 검토 시 개인정보보호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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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의 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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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자료의 암호화, 개인정보 유출차단을 위한 시스템 운영을 강화하였다. 특히 기술적·관
리적 조치를 이원화하여,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을 이용, 시스템적으로 서버 및 PC에 저장된
개인정보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침해사고 대응
절차, 면전진정 및 조사업무 개인정보 수집 등에 따른 관리적 점검을 실시하여 개인정보보
호 업무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외부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를 강화하여 운용 장비 점검과 관리로그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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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인정보보호 홍보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내실화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저변 확대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통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부산, 광주, 대구, 대전 4곳의 지역
인권사무소에 인권체험관을 마련하여, 정보인권(개인정보 포함) 관련 홍보와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관련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사
례를 파악하고, 대국민 홍보를 위한 사례집 및 군 인권 관련 침해사례집을 발간·배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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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보주체 권리 보장의 실질화를 위해 진정·상담·민원 등 개인정보 수집 절차 타당성
점검을 실시하였고, 인권자료 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파일 파기 절차를 마련·시행하였으며,
인권도서관 홈페이지 시스템을 수정하여 2년 이상 된 개인정보의 파기 및 재동의 절차가 진
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3. 향후 계획
제 4 편 해외 동향

국가인권위원회는 향후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8∼2020)과 사이버 인권교육 중장
기계획(2018∼2022)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와 정보인권의 사회
적 공론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외 활동(토론회, 실태조사, 간담회, 권고 및 의
견표명 등)과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기본적 인권 보호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

부 록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2018년에는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방향과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내용, 안전성
확보조치를 잘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교육을 강화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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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 시행계획에 따라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하고, 개인정보 자료 암호화, 개인정보 유출차단시스템 관리, 그리고 개인정
보보호 실태점검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강화하며,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해 개인
정보보호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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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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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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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등을 준수하고 있으며 개인정
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등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을 통해 시민의 개
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2018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서울특별시는 영향평가 대상 41개 개인정보처리스템에 대한 영향
평가를 이미 완료하였고 2017년에는 시스템 고도화 등으로 4개 시
스템(서울시 대표 홈페이지, 120 다산콜센터 상담관리시스템, 아동
복지센터 아동복지관리시스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및 교육운영시
스템)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2015년~2016년 영향
평가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하였고, 이
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의 적정성, 관리체계의 적정
성, 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정성 등에 대한 미비점 및 위험요인 등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수립·이행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
의 안전성을 향상시켰다.

나. 개인정보 관리실태점검 실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조치 및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
을 확인하기 위해 164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
검하였다. 또한, 2015년, 2016년 관리실태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49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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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관리실태 점검의 실효성도 제고하였다.

다. 홈페이지 원격점검 실시
서울특별시 146개 홈페이지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여부 및 대체수단 적용여부, 개인정보
필터링 적용여부, 시큐어 코딩 적용여부, 보안서버 적용여부 등을 원격으로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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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업무용 PC 내 개인정보 안전성 강화
업무용 PC에 저장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탐지 및 암호화할 수 있는 개인정보파일 암호화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본청 및 사
업소 업무용 PC 약 8,000대를 대상으로 매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였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삭제 조치하고 업무상 필요한 개인정보는 암호
화하여 보관토록 함으로써 PC 내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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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개인정보필터링시스템 운영 및 유·노출 모니터링 실시
서울특별시 130개 홈페이지에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사전에 개인정보 포함여부를 확인하여 차단하는 개인정보필터링시스템을 운영하
고 있다. 2017년에는 2,181건의 입력을 자동 차단하였으며 개인정보 노출 여부도 상시 모
니터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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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홈페이지 불법접근 차단시스템 구축
홈페이지 130여 종에 대해 불법적인 자료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웹 화면 보안, 키보드 보

부 록

안 소프트웨어 및 비정형파일 등에 암호화장비를 설치하여 시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
호·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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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총 3회(4월, 9월, 11월)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취급자,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회 순회교육
을 실시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 이해, 침해사례 및 예방방법, 안전성 확보조치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편성·운영하였다.

3. 향후 계획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인정보 시책에 대한 자
문 및 심의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및 부정사용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
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영향평가 및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미
흡한 부분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제2절

부산광역시

1. 개요
부산광역시는 시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술적, 관리
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해가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대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개인정보처
리방침과 개인정보파일 목록을 상시 공개하여 개인정보보호에 최선
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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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정비
부산광역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기준에 맞도록 개인정보 내부관
리계획을 6월에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위탁관리 매뉴얼과 개인정보 유
출사고 대응 매뉴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 매뉴얼 등을 제·개정하여 개인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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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등에 대비하여 관련 업무매뉴얼을 정비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
부산광역시는 2017년 11월부터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26개의 항목을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항목으로는 PC 분야 8개, 개인정보수집 분야 5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분야 13개이다. 점검결과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삭제조치하고 개인정
보 수집 시 최소수집의 원칙에 따라 개선하였으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정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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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취약점을 점검·개선하고 있다.

다.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부산광역시는 본청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6월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청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458개
파기, 4,577개 변경, 102개 신규 등록 등 총 5,137개 개인정보파일을 정비하였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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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내 개인정보파일을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암호화해 개인정보 유출을 조기에 차단하는
PC 개인정보 솔루션을 운영하여 개인정보파일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라.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노출 관리 강화

부 록

부산광역시는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노출 예방을 위하여 개인정보 노출차단시스템을 운
영하면서 시 대표홈페이지 등 66개의 사이트에 1만 3,677건의 개인정보를 차단하였다. 이
와 함께 47개의 홈페이지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휴대폰, 이메일 등 18만 2,008건
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삭제 등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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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부산광역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2017년 5월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다. 17개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
하여 접속기록 관리를 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자체 솔루션에 의
한 위험분석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바.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부산광역시는 2017년 6월 소방 분야 5개 시스템(긴급구조시스템, 시도소방통합포털, 소
방지원정보, 응급처리교육통합관리, 재난감시시스템), 12개 파일과 9월에는 복지교통카드
시스템에 대하여 영향평가를 수행하였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
계의 적정성,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적정성 등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
출하여 조치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사.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부산광역시는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본청 직원 및 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4회(3,443명) 교육을 실
시하였으며, 부산인재개발원, 직속 사업소 등에서 177회(1만 1,789명)의 자체교육을 실시
하였다. 아울러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강화에 따른 홍보용 리플릿 8,000부를 제작하
고 본청 및 산하기관에 배부하여 직원 및 시민들에게 홍보하였다.

3. 향후 계획
부산광역시는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 시스템 및 영향평가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특히 개인
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따라 조례·규칙 및 민원서식,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 시 동의절차 등을
전수 조사하여 적법성 여부를 검토·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하
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고, 업무용 컴퓨터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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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삭제·암호화 등 정비를 실시하며,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노
출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 게시물을 차단하고 정기적으로 검색진단시스템으로 검색하여 정
비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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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1. 개요
대구광역시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개정하여 수립·시행하였으며,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추진체계
강화,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 홍보, 개인정보보호
교육, 지자체 최초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으로 개인정보보호 기반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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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대구광역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
적·물리적 안전성 확보조치와 체계적인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내부
규정인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개정하여 수립·시행하였다. 또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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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
파일,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현황, 정보주체
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등을 현행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부 록

나. 개인정보 관리실태점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계획을 정비하여 최소
한의 접근권한 차등 부여, 접근기록 6개월 이상 보관, 사용자계정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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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대장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였다.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이 강화됨에 따
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절차서를 개정함으로써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를 외부기관에 제공 시 기준, 범위, 내용 등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여 개인정보
에 관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또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법령
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근거가 없는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여 불필요한 신청서, 청구서, 증서 등 각종 서식을 조사하고 부적절한 개인정보 수집
을 방지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강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요시스템의 유출가능성 및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개선
하기 위해 소방안전본부의 구조활동일지 등 4건의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영향평
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고대응 및 처리를 위해 개
인정보 침해사고 대응계획을 현행화하여 수립·시행하였으며, 지진, 화재 등 재해·재난 발생
시 대응하기 위해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 대응 절차서를 수립하는 등 신속
한 복구 및 업무처리 재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라.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 홍보
대구광역시는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개인정보보호의 날’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
정 운영하여 업무용 PC의 바이러스 백신, 암호 설정, 최신 보안 패치, 불필요한 개인정보 삭
제, 개인정보파일 암호화 등을 점검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대민 홍보를 위해 길거리 캠
페인을 실시하였고 메신저 피싱 방지, 개인정보보호 실천 강령 등을 대구광역시 대표 홈페이
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게재하여 홍보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조치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
권 강화를 위해 4만 부의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본청 및 산하기관,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
등에 배포하여 개인정보보호 실천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

마. 개인정보보호 교육
대구광역시는 본청,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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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회→연 4회) 실시하여 개인정보 관리 강화 및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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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처리업무 위탁 시 개인정보 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 사전 방지 및 안전성 확보조
치 등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업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콘퍼
런스·전문교육 등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참여하여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
고 및 역량을 강화하였다.

바. 인공지능(AI) 기술기반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및 보안점검 강화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사이버침해대응센터에서는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정보유출 차단 등을 위해 침해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24시간 실시간으로 보안 관제하고 있으며, 최근 지능화·고도화된 사이
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능화된 인공지능(AI) 기술기반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전국 지
자체 최초로 구축·운영하고 있다.
글로벌 사이버 위협 정보 수집 및 보안취약점 자동진단 시스템을 접목한 인공지능 기술기
반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은 인공지능 분류 모듈을 통해 개인정보의 분류 및 유출탐지로 방
대한 보안데이터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고도화된 보안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한단계 높이게 되었으며, 특히 AI 사이버침해대응 구축사례로 전자정부솔루션페어(eGI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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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 2018)에 소개되는 등 ‘안전한 사이버 도시 대구(D-Security Government Service)’
기반 마련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3. 향후 계획
대구광역시는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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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정책, 접속기록 내역
관리,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대책, 보안취약점 점검 등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활동을 강
화할 계획이며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또
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동의서 일제정비,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파일 정비와 인공
지능(AI)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등 안전성 증대와 신뢰받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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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환경 구축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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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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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정비
인천광역시는 안전하고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 관리를 위한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또한, 개
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내부관
리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
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였다.

나. 개인정보파일 및 고유식별정보 현황 조사
2017년 4월부터 6월까지 고유식별정보 보유현황과 관리실태
전수조사 및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신규 등록, 변경,
파기 조치하는 목록을 재정비하여 개인정보파일 관리를 강화하
였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종합지
원시스템에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파기 조치를 완료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 목록 열람, 처리정지 및 삭제 요구 권리
를 보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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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 일반직원, 수탁자별로
구분하여 법 개정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절
차,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지침 등을 내용으로 연 3회 교육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인천광역
시인재개발원 교육과정으로 개인정보보호 사이버교육과정 운영 및 신임인재양성교육 중 개
인정보보호 과목을 편성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이해 및 인식 확산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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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향상하고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이행점검을 실시하였다. 이행점검을 통해 위탁업무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활동, 개
인정보 수집·동의절차 이행,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절차 이행,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의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대해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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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관리 강화
‘인천광역시 사이버침해대응센터’에서는 24시간 365일 보안관제 체계를 유지하며 정보시
스템 상시 모니터링 및 침해 이벤트 자체 탐지·분석을 통한 정책 고도화를 통해 사이버 위협
으로부터의 정보자산의 안전관리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대표 홈페이지 등 36개 홈
페이지에 대하여 중요정보 암호화 여부 등을 점검하고 취약점 조치를 완료하여 웹사이트상
개인정보보호 안전조치를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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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개인정보보호의 날 지정·운영
매월 첫 번째 수요일을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정·운영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개
정사항, 개인정보 오·남용 피해예방 10계명, 업무수행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사례,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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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개인정보 노출 사전 예방 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
다. 또한, 업무용 PC 내에 저장된 개인정보 포함 파일의 암호화 및 불필요한 개인정보 삭제
조치 등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의 유출에 대한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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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계획
인천광역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 관리정책을 재정비하여 공식적인 접
근통제 절차를 마련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관리 솔루션 도입으로 개인정보의 유
출, 오·남용 등의 부정사용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여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
울러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및 계획을 지속적으로 현행화 또는 개정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

제5절

광주광역시

1. 개요
광주광역시는 업무상 수집·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
유출·오용·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 및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등을 수립·시행하
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분야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였고,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에 대한 인식을 높여 전 직원에게 개인정보보호의 경각심을 주었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시행, 웹 사이트 내 개인정보보호 강화, 개인정보 침해대응 및
피해구제 활성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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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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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의 전자
적 처리여부를 불문하고 수기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
보처리자에게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다.

나.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정·운영하여 업무용 PC의 공유폴더,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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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설정, 바이러스 백신의 최신 보안패치 등 16개 항목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은 즉시
조치하여 업무용 PC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업무용 PC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운
영으로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파일은 암호화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
조치하는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의 유출을 사전 예방하고 있다.

다.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광주광역시 본청, 사업소, 자치구 및 공사·공단에서 수집하여 보유·운영하고 있는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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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파일을 일제 점검하여 개인정보파일명, 보유목적, 보유근거, 수집항목 등을 정비하였다.
또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파일 열람, 개인정보 처리정지 및 삭제요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 및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을 등록·제공하고 있다.

라. 대민서비스 홈페이지 웹 취약점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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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대민서비스 홈페이지의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 등 침해
사고 사전예방 및 홈페이지 안전성 제고를 위해 상·하반기에 웹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10개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전자정부 표준 웹 취약점 25개 항목
을 중심으로 점검한 결과, 11개 항목 36건의 웹 취약점이 발견되어 개선·조치하였으며 웹 취약
점 점검 관련 보안가이드를 배포하는 등 대민서비스 홈페이지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부 록

마.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광주광역시 및 자치구의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및 업무용 PC 등에 대한 사이버침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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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보안관제,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내부정보 유출차단 등 사이버침해 대응체계를 수립하
여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 등 사이버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보안관제 강화를 위
해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전문 업체 용역사업을 추진하여 24시간 365일 연중무휴
보안관제를 실시한 결과, 5만 4,722건의 사이버 위협요소를 탐지·분석하여 사이버 위협으
로 의심된 1만 9,063건 대해 신속한 대응과 예방 조치로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였다. 또한, 침
해사고 사전예방과 위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해킹메일 대응훈련, 사이버 위기대응 자체 모
의훈련 등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바.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광주광역시는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범죄예방 및 어린이 보호 영상정보처리기
기 4,360대를 통합·관제하고 있다. 수집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영상정보 암·복
호화 전송 및 가상사설망(SSLVPN)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저장된 영상정보는 보관기간 경과 후 자동 삭제 처리되고 삭제된 영상정보는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시스템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관제상황실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진촬영
및 유·무선기기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관제요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등 영상정보 보안
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민원인, 경찰, 구청 등으로부터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및 제35조를 준용하여 처리하는 등 영상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광주
광역시 전 직원과 개인정보취급자, 수탁업체 직원 등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 2,650명을 교
육하였다. 특히 3월에는 광주광역시 및 자치구, 공기업, 출연기관의 정보화사업 담당자와 수
탁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내용, 사이버보안 및 해킹사례,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례, 개인정보보호 안전조치 사항 등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의 중요
성, 개인정보 오·남용 및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피해사례를 알리는 등 개인정보보호 마인드
확산에 기여하였다.

348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아. 개인정보 관리실태점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진단하고 도출된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청, 사업소, 자치구
및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적·기술적 안
전성 확보, 개인정보 수집 등 13개 분야 64개 항목에 대해 자가진단을 통한 개인정보 관리실
태 및 의무사항 이행여부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는 등 개인정
보의 안전성 확보를 공고히 하였다.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3. 향후 계획
광주광역시는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 및 사이버침해 대응능력 제고로 ‘안전하고 신뢰받
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안전한 개인정
보 보호를 위해 내부관리계획 개정, 개인정보 피해발생 최소화를 위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
응 매뉴얼’ 수립·시행, ‘재난·재해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 매뉴얼’ 수립·시행, 호
남정보보호지원센터와 협업하여 공사·공단 대상의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시행, 개인정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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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시스템 보안관리 강화를 위한 접속기록관리시스템 통합구축, 사이버 위협 침해사고 사전
예방활동 강화, 외부 용역업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 및 보안의식 확산을 위한 보안교육
시행, 자치구 및 공사·공단과 출연기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소양교육
시행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광역시

1. 개요

제 4 편 해외 동향

제6절

대전광역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
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업무용 PC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부 록

개인정보파일 검출 및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
정보 노출 및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하였
고,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적용으로 개인정보 보안사고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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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대전광역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2012년 1월에 수립
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후 5차례에 걸쳐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절차 추가, 개
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절차 추가,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 관리·감독 추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정책 추가,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일부 수정사항을 반영하였다. 2017
년 2월에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절차 변경,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절차
변경,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정책 변경 등을 반영하여 6차 개정하였다.
2017년 2월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신규설치, 위탁업체 변경, 인사이동으로 인한 담당자
변경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세부내역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
침을 정비하였다. 또한, 3월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 현황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공
개하는 등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비하였다.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2017년 2월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6차 개정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
리정책의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였다. 총 25개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하여 각각 접근권
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접근권한 부여기준 및 관리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함으로써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업무담당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2017년 3월에는 33개의 개인정보처리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을 하였다. 관리·감독 결과 위탁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를 이
용 또는 제공하는 사례가 전혀 없었다. 또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
가 잘되어 있었으며, 개인정보 처리현황 및 관리실태가 매우 양호하였다. 실무부서 담당자가
12개 업체에 대하여 직접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1개 업체 대상으로 외래강사 초빙 또
는 동영상 교육 등 자체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시행하였다.
2017년 6월에는 행정안전부 계획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일제정비하였다. 본청 및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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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서 수집하여 보유·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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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지원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파일명, 보유목적, 보유근거, 수집항목, 보유
건수 등을 살펴보고 누락된 파일 신규등록, 불필요한 파일 폐기처리, 보유건수가 변경된 파
일 변경등록 등 총 318개 파일을 정비하였다. 또한, 3,200대의 PC에 있는 개인정보파일도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을 통하여 정비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대전광역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을 실
시하였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2017년 6월 책임자 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워크숍’에 참가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2017년 4월에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설명회에 참가, 5월에는 개인정보보호 순회교육
및 개인정보보호 4차 전문교육을 수료하는 등 관리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행정안전
부 주관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다.
2017년 6월에는 부서별 개인정보취급자 및 보안담당자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의식 강
화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직접 실무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였다. 2017년 4월에 전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직원을 대상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정보보호본부장을 초빙하여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
안 전문가 특강을 하였다.
대전광역시는 매월 첫째 날(휴일 시 다음 날)을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였
다. PC의 폴더 및 파일공유 금지, PC·USB에 개인정보파일 보유여부 점검 및 삭제, 중요 문
서는 노출에 대비 파일암호 설정, 홈페이지에 자료 게재 시 개인정보 수록여부 확인 등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주요 내용을 시도행정 포털시스템 알림창에 게시하여, 전 직원에게 개인정
보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개인정보보호를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 4 편 해외 동향

3. 향후 계획
대전광역시는 앞으로도 PC 개인정보 암호화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 개인정

부 록

보파일 일제정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실태 점검 등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통해 관
리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2018년에는 개인정보 관련 처리절차 및 정책 등의 미비사항
을 보완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및 접속기록 관리실태 특별점검 등을 통하
여 실무부서의 개인정보보호 활동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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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울산광역시

1. 개요
울산광역시는 통합보안 관제센터를 통하여 개인정보 유·노출 모
니터링을 상시로 실시하였으며, 개인정보취급자 보안의식 제고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당자, 취급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
육을 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하여 각종 처리 지침을 제·개정하고, 시 및
산하기관, 구·군별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 개인정보파일 일
제정비 등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으로 안전성 확보조치를 강화
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하였다.

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정리하여 자체 내부관리계
획을 수립하고,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체계적으로 관
리하였으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신속·원
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의 권리·의무 행사 및 피해구제 방안
등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시로 현행화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개인정보의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과 위기
대응 및 백업·복구 매뉴얼을 제·개정하여 재해·재난 발생에 선제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가이
드라인을 정비하여 교육함으로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신청서, 증서 등 각종 서식을 일괄 조
사·정비하여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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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울산광역시 전 부서, 사업소 산하기관 및 구·군 등에서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
한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 연 2회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신규 등록 및 변경, 파기 조치를 통해
목록을 재정비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에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파기 조
치를 완료함으로써 정보주체가 개인정보파일 목록을 열람하고, 처리정지 및 삭제 요구를 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이버침해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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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을 통하여 본청, 사업소 및 구·군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과 PC에 대하여 연중 상시 모
니터링을 하여 외부 침입을 방지하고, DDoS, 랜섬웨어 등의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및 내부
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하였다.
‘서버접근제어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원천적인 접근을 통제
하고 있으며, ‘통합로그관리시스템’ 도입·운영으로 접근기록 및 네트워크 로그를 주기적으
로 분석하여 시스템 장애 및 침해사고를 예방하였다. 아울러 공문서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시스템에 개인정보 유출차단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출력물
보안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인쇄물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하여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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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보공개를 위한 홈페이지에는 ‘개인정보 노출차단시스템’의 운영으로 개인정보가 노
출되지 않도록 실시간 감시 차단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침해사고를 사전
에 방지하고 있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개인정보를 직접 다루는 부서별 개인정보취급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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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담당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필요성, 중요내용, CCTV 설치 및 관리, 법적
필수조치 사항 등을 교육하였다. 개인정보 법적 의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시민들의 소중
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인
식 수준을 한층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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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계획
개인정보보호 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
이다. 개인정보 위탁업무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 공무원 및 민간분야 교육·홍보활동 확대를
통한 인식 제고, 정기적인 개인정보파일 정비,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내부관리계획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개인정보 침해대응을 위한 침해사고 모의훈련을 하여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또한, 주기적인 개인정보 수집 서식 개선을 통하여 개인정보 수집을 최
소화하고, 개인정보 노출차단시스템 운영 강화 및 PC 내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위하
여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제8절

세종특별
자치시

1. 개요
세종특별자치시는 안전하고,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
리적·기술적·물리적 안전성 확보조치에 최선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통한 개인정보 유·노출 차단, 필터링을 통한
시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노출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매년
내부관리계획 개정, 개인정보 관리실태 지도점검, 전 직원과 정보화
사업 담당자 및 용역업체 직원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대
한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세종특별자치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및 접근
통제를 위해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개정(2017.1.19.)하고, 「개
인정보 보호법」에 사용하는 용어 명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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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및 피해구제 기관 현행화를 위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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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15.)하였다. 또한,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해 신속한 의
사결정을 하고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지침」을 개정(2017.3.20.)하
였다.

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세종특별자치시는 2017년 2월 21일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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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취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2017년 3월, 9월에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점검을 실시하여 부서별 개인정보보호 범위 인식 및 효율적인 관리체계 정립 등으
로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공고히 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보유·운용 중인 개인정보파일의 선제적 보호조치, 안전한 활용기반 마
련, 권리행사 보장을 위해 2017년 6월에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를 실시하였다. 또한, 2017
년 2월, 7월에는 보유 중인 개인정보파일 정비를 실시하여 개인정보취급자 및 보유 건수 현
행화, 보유기간 경과에 다른 파기 및 신규 개인정보파일 등록 등을 실시하였고, 개인정보보
호종합지원시스템에 현행화한 개인정보파일을 공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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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삭제 등의 권리 행사 시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전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37개 부서 홈페이지에 대하여 개인정보 노
출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운영, 매월 1회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를 통하
여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는 개인정보가 유·노출되지 않도록 실시간 감지·차단하고, 운영하
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업무담당자나 이용자가 부주의로 개인정보를 등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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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홍보
세종특별자치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2017년
상·하반기 2회(2월, 10월)에 걸쳐 전 직원 교육과 3월 정보화사업 담당자 및 용역업체 직원

부 록

교육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시민정보화교육을 활용, 매월 개인정보보호 동영상 시청각 교육
을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와 시민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내부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인식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시청 내 엘리베이터 및
회의실 안내 전광판에 개인정보보호 동영상을 상영하여 직원 및 시민들에게 홍보하였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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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식지에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소개하고 있으며, 대표 홈페이
지 하단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go.kr)를 링크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3. 향후 계획
세종특별자치시는 체계적인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연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을 수립하
고 이를 바탕으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에 취
약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책임자, 담당자, 취급자, 전 직원, 시민에 적합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제9절

경기도

1. 개요
경기도는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개
인정보보호 조례」를 비롯한 개인정보처리방침, 내부관리계획 등 관
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
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있다.
개인정보파일 취급자, 일반직원, 위·수탁 담당자, 영상정보처리자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높이고,
G버스 내 TV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는 등 도민
의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년 정기적으로 개인정보파일 운영실태와 위·수탁 업무 현황을
조사·정비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하여 사전에 개인정보 침해 위
험요인을 차단하고, 홈페이지에서 SSL 점검 등 개인정보가 저장, 전
송되는 과정에서의 시스템적인 보안취약점을 점검하여 보완 조치함
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있다. 또한, 발생 가능
한 위험요소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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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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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경기도는 보유·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을 개정하고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절차서와 개인정보 침해대응 매뉴얼을 정비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변경된 법률 내용과 상위기관 지침 등을 철저히 반영하여 개인정보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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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획을 개정하였다.
암호화된 개인정보파일이 도난, 해킹 등으로 유출됐을 경우 쉽게 복호화될 수 없도록 암호
키 관리체계의 수립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암호화키 관리 매뉴얼’을 제정하였으며, 조
례, 규칙 등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개인정보가 수집되지 않도록 자치법규를 정비
하는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산하 시·군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점검으로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에 힘쓰며, 지
속적 간담회 및 면담을 통해 상호 소통하며 지원체계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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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경기도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고자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전
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이력을 기록·관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암호화 솔루션으로 PC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일제정비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업무적으로 필요한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업무용 메일 발송 시 메

제 4 편 해외 동향

일차단관리 솔루션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메일 전송을 제한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
고 있다.
경기도 내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취급여부 확인 및 전송구간 암호화 적용여부를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조치여부를 확인하여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 전송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 록

업무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 또는 유출되어 제3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이는 「경
기도 개인정보보호 조례」를 근거로 매년 보험 갱신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보장과 위험관리 수단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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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계획
경기도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등을 비롯한 법령 및 지침에
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빠짐없이 이행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개인정보의 관리
를 위해 ‘경기도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개정하고자 한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이용·제공 절차를 점검하여 안전한 개인정
보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개인정보 유출대응시스템을 운영해 상시적으로 개인정보 위험요소
를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으로 조치하며, 서버 내 개인정보 검출시스템 확대 구축을 통해 관리
되지 않는 개인정보가 서버 내 존재하지 않도록 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이 되
지 않도록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군 및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점검 및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개최
하고 교육을 하는 등 경기도 전체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인정
보보호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제 10 절

강원도

1. 개요
강원도는 개인정보보호 수준향상 및 안심행정서비스 최고화를 목
표로 ‘2017년도 개인정보보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2017년 2월)
하였다. 분야별 세부계획으로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로 구성되어 세부항목별
추진계획에 따라 월별·분기별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그 발전방안
을 모색하였다. 또한, 웹사이트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와 개인정
보 필터링시스템 운영을 통해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 노출을 예
방하였고, 사이버통합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여 강원도 내부시스템
및 PC에 대한 사이버침해에 적극 대응하였으며, PC개인정보보호시
스템·휴대용저장매체(USB)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내부정보 유출 차
단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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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강원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 안전성 확보조치 등 교육 및 인식 제고를 위해 도
및 시·군, 도내 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담당자 및 취급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3회), 전문교
육(2회), 동영상교육(1회)을 실시하였다. 또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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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및 개인정보보호 실천수칙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주요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가두 캠페
인을 실시하고, 대형 LED 전광판 홍보와 지역 언론사를 통한 보도 및 방영 등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나.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강원도 및 18개 시·군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현행화 등록 및
변경, 파기조치를 통해 목록을 재정비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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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공개)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에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을 완료하였다. 이로써, 정보주체가 강원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목록을
열람 가능하게 하였으며, 아울러 처리정지 및 삭제요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다. 재해·재난 위기대응 매뉴얼 수립 및 모의훈련 실시
제 4 편 해외 동향

강원도는 최근 재해·재난 대응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
체계를 갖추고,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신속한 복구와 원활한 업무 재개
를 위한 재해·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을 2017년 6월 수립하였으며 매년 재해·재난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각 일정에 맞추어 실시하고 있다.

부 록

라. 개인정보 관리실태점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개선·보완을 위해 본청 각 부서, 사업소, 직속기관 및 시·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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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정기적인(연 2회) 현장 관리실태점검을 실시하였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개인
정보처리시스템 운영현황 및 기술적 안전성 확보조치사항 확인,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삭제
관리대장 작성 등을 점검하여 개인정보보호 의무 조치사항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고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사항 숙지 및 인식 제고에 기여하였다.

마. 사이버통합보안관제센터 운영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단계에 걸쳐 구축하여 운영 중인 사이버통합보안관제센터는 도
와 시·군 800여 대의 정보시스템과 2만여 대의 업무용 PC에 대하여 사이버침해 대응, 정보
자원 관리, 내부정보 유출 차단을 수행함으로써 해킹이나 악성코드 등을 통한 개인정보의 외
부유출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2017년도 사이버침해 위협 보안관제 현황은 탐지건수 141만 1,640건, 침해 및 대응건수
40만 5,073건으로 일평균 3,867건이 탐지되고 있으며, 평균 1,109건을 방화벽 등 정보보호
시스템을 이용하여 차단·대응하였다.

바. 기술적 보호조치 이행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책임 준수 및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를 위해 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필터링시스템을 운영하여, 관리자 및 일반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업무용 PC에 보유한 개인정보 암호화 등 안전한 관리를
위해 PC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운영하였으며, USB 등 휴대용저장매체 관리시스템을 통해
내부정보 유출 방지에 힘쓰고 있다.

사. 웹사이트 보안취약점 점검
강원도에서는 해킹 등 외부침입에 대비해 국제 웹 보안 표준기구(OWASP, The 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 TOP 10(10대 보안취약점)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보
안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였다. 도 및 시·군에서 운영·관리 중인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시
한 점검결과를 토대로 취약점 도출·개선을 통해 해킹,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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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계획
강원도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각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접근관리 정책을 마련하여 각 시스템별 접근권한 기록을 보관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며
시스템별 접속기록에 대한 점검 및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또한,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시스템 고도화,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에 대한 DB암호화 조치, 접근
권한의 제한조치 강화와 내부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용역사업 상주인력에 대한 접근통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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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하여, 향후 개
인정보보호에 약간의 취약점도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며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의 안전한 처리와, 도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침
해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제 11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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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1. 개요
충청북도는 다양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함께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
는 등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 관리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업무용
PC에 대한 개인정보파일 검출 및 암호화 등 보안정책을 적용하였고,
개인정보 접속기록 과다 사용자 및 오·남용에 대한 원천적인 탐지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개인정보
보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제 4 편 해외 동향

2. 추진 실적

부 록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방침 수립
충청북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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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방침,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절차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 매뉴얼 등
을 수시 개정하여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이용·관리될 수 있도록 정책 및 방침을 수립하였다.

나. PC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 운영
개인정보 유출차단시스템 운영으로 업무용 PC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검색, 삭제, 암
호화 저장 등 개인정보의 유·노출을 예방함으로써 개인정보 관련 각종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개인정보 접속기록 과다 사
용자 및 오·남용에 대한 원천적 탐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정
기적으로 점검하고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시스템 관리자와 개인정보취급자들이 개인정보를
오·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시행
충청북도는 개인정보보호 중요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수립
하여 개인정보담당자, 취급자, 수탁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 중요성
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노력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콘퍼런스, 순회교육, 개인정보보호 전
문과정, 사이버교육과정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개인정보보호의 날 지정·운영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매월 네 번째 수요일을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정·운영하여 업무용 PC의 바이러스 진단, 암호 설정, USB 및 무선랜카드 사용 여부,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검출, 삭제 또는 암호화 등 전 직원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였다.

마. 개인정보 관리실태점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향상을 위해 상·하반기에 전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법령 의무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였다. 특히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 현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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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안전성 확보조치 사항, 접근권한 차등부여, 개인정보 제3자 이용·제공 현황 등을 집
중적으로 점검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가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하였다.

3. 향후 계획
충청북도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과 지침의 정비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를 수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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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는 한편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접근권한 관리 강화 및 전 직원 교육 등 개인정보보호
에 대한 관리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보
호시스템의 운영을 한층 강화하여 소중한 개인정보가 노·유출, 오·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빈
틈없이 관리할 계획이다.

제 12 절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충청남도

1. 개요
충청남도에서는 개인정보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유출
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안전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충청남도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
적·물리적인 안전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 개인정보 침해
사고 등 각종 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자 노력
하였다.
제 4 편 해외 동향

또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유 및 위·수탁
현황조사,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업무용 PC 내 개인정보 노출 취
약점 점검,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였고, 개인정보보호
취급자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해 개인정보보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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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제고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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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충청남도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
리를 위해 개인정보 침해유출사고 대응매뉴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절차, 재해·재
난 대비 위기대응 매뉴얼 등 매뉴얼을 정비하였으며, 인사이동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보호담당자, 취급자 등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현행화하였다.
또한, 사이버 해킹 및 내부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등 예기치 않은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등 기관이 부담하게 되는 재정적 손해담보를
위한 보험을 가입하여 행정기관으로서 개인정보 권익침해 구제에 노력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파기 등 전 단계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의 암호화 및 접근제어 등 관련규정 준수를 통한 보안을 강화하였다.
업무용 PC의 공유폴더 사용실태를 점검하여 불필요한 공유폴더를 제거 조치하였고, 개인
정보의 과실 및 오·남용 또는 외부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 침해·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체계
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절차를 개정하여 피해 최소화와 2차 피해 예방에 적
극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보유 중인 개인정보파일의 미등록, 과다운용, 불필요한 파일의
정비를 통해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노력하였다.
업무용 목적으로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관리수준을
높여 도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의 의무조치사항을 중심으
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자가진단을 수행하고, 수탁업체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등 불필요
하게 된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삭제·파기 조치를 실시하였다.
지능화되어가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
안 관제를 실시하여 사이버 위협요소 탐지 및 분석·대응하고 있으며, 매월 세 번째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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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개인 PC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제거를 지속적으
로 추진하고 있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2017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CPO 세미나, 개인정
보 보호담당자의 전문교육, 개인정보취급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대상자별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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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실시하였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전 직원 필수교육으로 실시하였고,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충남도
민의 개인정보는 우리가 지킨다!’는 리플릿 및 홍보용품(치약칫솔세트)을 보급하여 개인정
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으며, 업무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위탁하는 경우 용역업
체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 시 의무조치사항을 교육하는 등 개인정보의 유·노출에
각별히 유의토록 하였다.
또한,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운영으로 보안취약점 제거 및 개인정보 등 주요 정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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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를 통하여 정보유출 사전 예방은 물론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
는 데 기여하였다.

3. 향후 계획

최근 랜섬웨어와 DDoS 등 악성코드를 이용한 고도화된 해킹기법과 취약점을 타깃으로 기
제 4 편 해외 동향

관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
리적 안전조치를 위한 충청남도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사이버 위협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갈 것이다.
확대되는 행정정보 공개방침으로 대민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위험이 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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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증가하고 있으므로 등록 자료에 대한 개인정보의 사전 점검 및 제거가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 개인정보 유·노출 및 오·남용은 개인의 사소한 부주의·실수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인
식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마인드 향상을 위해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 교육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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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고 PC 및 대민서비스 홈페이지에 대한 개인정보 검색 및 암호화 조치 등 개인정보 침
해·노출사고 사전 예방에 주력할 것이다.
또한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악성코드(랜섬웨어, APT 등) 기반의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요인 분석과 개선사항을 도출할 계획이며, 노후 정보보호시스템에 대
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인프라를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제 13 절

전라북도

1. 개요
전라북도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안전성 확보조치와 각종 의무사항을 이행하
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이행, 개인정보 관리실
태 점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최
선을 다하고 있다.

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조례 제정
전라북도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
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는 「전라북도 개인정보보호 조례」를 제정(2017.9.22.)하였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원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및 제도 개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개인정보 유출에 따
른 책임자 지정,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운영, 보험·공제 가입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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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및 관리실태 점검
개인정보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개인정
보보호 교육,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개인정보 침해대응 및 피해구제 사항을 담은 2017년
도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였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업무의 관리
실태 점검을 통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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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정보보호통합관제 및 업무용 PC 보안 강화
개인정보보호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 개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24시간 통합
관제하여 개인정보 유출징후 사전탐지, 오·남용 사례 실시간 추적, 유출경로 파악 등 침해사
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업무용 PC에서 작성·보유하
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비 및 추적관리체계 구축으로 유·노출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PC보안
관리를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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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개인정보보호 중요성 인식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수립
하여 개인정보책임자, 취급자 등 전 직원, 업무위탁을 받은 유지·보수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도민을 대상으로 자치단체 민원실, 터미널, 병원 등 다중집합
장소 전광판 및 TV에 개인정보보호 요령과 대처방법을 홍보하였다.

제 4 편 해외 동향

3. 향후 계획
전라북도는 법령에 근거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토록 관련규정을 점검·정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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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유·노출 차단을 위하여 기술적·관리적·물리
적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토록 할 예정이며,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개인정보 관
리실태 점검, 홍보 등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전문성 강화와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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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1. 개요
전라남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기반으로 2017년 전라남도 개
인정보보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내부관리계획을 2회 개정하여 개
인정보 관리체계 및 개인정보 침해 예방 대응역량을 강화하였다. 또
한,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및 위·수탁 업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내·외부망에 대한 접속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을 완
료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접속기록 관리지침을
수립하여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개인정보의 안전성과 신뢰
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전라남도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유·노출 사전예방
과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전라남도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6, 7차
개정하고 2017년 전라남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
여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전라남도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
고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며,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
해 각 부서에 분야별 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지정하여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하였으며, 「전라남도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절차
지침」, 「전라남도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 지침」, 「전
라남도 개인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방안」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사전예방 및 대응조치에 대한 세부적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운
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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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전라남도에서는 도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중 과다 보유하거나 보유가 불필요한
파일, 보유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파일은 정정·삭제 또는 처리를 정지하고,
누락된 개인정보파일은 등록하였으며, 이미 등록된 파일의 변경사항을 현행화하는 등 개인
정보파일 정비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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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 관리실태점검
전라남도는 주기적으로 업무용 PC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분석하였다. PC개인
정보보호 솔루션을 통해 주 1회 정기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분기별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점검 결과보고 및 조치를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였다. 또한, 기관 성과평가(BSC)인
정보보안 활동실적에 업무용 PC의 개인정보파일 검출 및 암호화 여부를 포함, 본청 전체 실
과 및 직사업소(지소, 분소 포함)에서 사용 중인 업무용 PC 전체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으
며 이행하지 않은 직원은 성과평가 시 감점으로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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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전라남도 사이버침해대응센터에서는 홈페이지, 정보시스템, PC 2만 9,000여 대를 365일
중단 없이 관제하여 해킹이나 악성코드 감염 등 각종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응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힘써왔다. 2017년에는 521건(비인가 접근 53, 서비스 거부 6, 악성코드 54, 웹
취약점 395, 정보수집 13)의 예방활동을 수행했으며, 침해사고 비중이 높은 악성코드 및 홈
페이지 취약점 공격에 대비하여 IPS, 방화벽, PMS,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등을 도입,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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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노출 사고에 대비한 보안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마. 개인정보 암호화 안전관리

부 록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의무이행을 위한 조치로 업무용 PC에 저장된 고유식별정보(주민
등록번호, 여권번호 등)를 탐지하여 암호화 또는 삭제 조치할 수 있는 PC개인정보보호 솔
루션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업무용 PC 외 내·외부망에 연결되어 대량의 개인
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중요정보(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는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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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을 도입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6년 내부망에 도입한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
스템을 2017년에 외부망까지 확대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외부 사이버공격에 대비하고
내부 사용자에 의한 오·남용을 방지하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바.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전라남도는 2017년에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소속 직원 및 시·군 직원 1,574
명을 교육하였으며, 도 공무원교육원과 연계하여 집합교육 8회, 사이버교육 10회 1,810명
을 교육함으로써 총 3,384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라남도에서 개인정보업무
를 위탁 받아 처리하고 있는 수탁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개인정보업무 처리에 대
한 관리 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였다.
전라남도는 도내 22개 시·군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지역거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센터
를 활용해 지역주민 2,943명에 대한 오프라인 교육을 81회에 걸쳐 실시, 정보주체 스스로가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보안의식을 강화하였으며, 지역 언론사를 통한 온라인(배너) 홍
보를 실시하였고, 개인정보보호 홍보물품을 제작·배포하였다.

사.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제고
2017년에도 76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침해 예방활동 등을 진
단하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이 실시되었고, 특히 재해·재난 절차서 수립, 전파 등 침
해대책 수립 및 이행에 배점을 높여 기관의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진단하였다.
2016년에 비해 기본점수를 낮춰 전국 수준이 낮아졌지만,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이 함
께 노력한 결과, 2017년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에서 ‘최우수’로 평가되어 높은 성과를 거
양하였다. 이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연속 정부합동평가 ‘가’ 등급을 받은 우수
한 성적이다.

3.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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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개인정보 사고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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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속해나갈 것이며, 지역거점 지원센터를 통해 도민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먼저, 전라남도 사이버침해대응센터는 정보보호 전문인력으로 365일 무중단 관제를 실시
함은 물론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침해대응센터와 공조하여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
보안 사고를 예방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다.
또한, 전라남도와 소속기관, 전 시·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업무담당자, 취급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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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인력 확보와 예산 확충, 교육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실시하고, 실
질적인 침해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침해사고 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업무용 PC의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일반용 USB의 사용을 원천 금지하고, PC개인정보보
호 솔루션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보유여부와 암호화 여부를 점검, 이를 기관성과 평가에 반영
할 것이다. 또한, 정형화된 정보만 검출하고 암호화하는 솔루션을 비정형 개인정보까지 검출
하고 암호화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내부 사용자의 오·남용과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적
으로 차단하기 위해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을 운영, 접속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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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분기 1회 이상 접속기록을 점검할 것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속 및 산하 기관의 대국민 이용 홈페이지에 대한 주민등록번
호 유·노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및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를 통한 안전성 확보조치로 개인정보보호와 침해 예방, 대응강
화 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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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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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절

경상북도

1. 개요
경상북도는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를 위해 개정된 「개인
정보 보호법」을 기본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보
안성 강화계획을 수립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통합백업
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이력자료의 백업, 재난에 대비
한 소산체계를 수립하여 물리적으로 안전한 정보처리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또한, 내부관리계획, 연간교육계획, 접근권한 관리
계획, 재해·재난 대비 복구계획, 영향평가 계획에 대한 법·제도 및
규정을 적시에 반영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적 보호대책에 신속
하게 법을 적용하고 도민에게 이해가 쉬운 제도 설명을 위해 민원창
구 등 현장에서 실현되는 도민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
고 있다.

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경상북도는 개정법 점검을 통해 전자문서(홈페이지 등)를 통한 개
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항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 글자
크기, 굵기, 위치 등을 조정해 홈페이지를 정비하였으며, 정보주체
와의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명확히 구
분,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와의 거래계약서, 개인정보처리방침
안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자료를 정비하였다.
현재 진행 중인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전
에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에서의 처리(사용)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
에 대해서는 계약만료 전인 계약의 경우만 사전 동의를 받지 않도록
시행하였으며, 이 또한 새로운 계약서 작성 시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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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사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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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동의를 받을 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적법하게 동의서를 받고 계약기간 만료일
까지 동의서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동의서는 개인정보의 파기방
법에 따라 적법하게 파기토록 시달 및 시행하였다.
그리고 개인영상정보의 운용과 안전한 관리를 위해 「경상북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
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신규 설치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설치 규
정을 정하고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도민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운영에 제한을
두어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교통, 인명구조, 산불, 공공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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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등의 운영방침을 규정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경상북도청은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의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을 보강하였으며, 종합데이터
센터 출입통제시스템 운영 및 CCTV를 운영하여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접근으로의 물리적 보
안을 강화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접속이력관리시스템을 보강하여 사이버침해대응센터에서
외부 전문가들이 상주하며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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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악성코드 감염에 대비해 백신프로그램의 주기적인 업데이트와 신종 랜섬웨어에 대
비한 보안장비 로그 분석,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검출시스템
을 운영해 개인정보 유·노출 위협을 조기에 차단하였고, 주요 홈페이지 게시판의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정보 입력 시 사전 차단시스템을 운
영하고 있다.
또한, 경상북도 대표 홈페이지의 대민서비스 신뢰도 향상을 위해 보안DNS 전용장비로 교
체하여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개인정보검출시스템의 기능 강화로 개인정보 검출률 향상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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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탐지 발생률을 감소시켰으며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다. 개인정보 관리실태점검 실시

부 록

경상북도에서는 기관의 업무용 PC 내 개인정보 보유현황을 관리하기 위해 PC개인정보검
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 전수조사를 통해 직원들 PC 내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
화, 삭제조치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내 개인정보보유 실태
를 개인정보검출관리시스템을 통해 매월 현황파악 및 암호화, 삭제 조치하여 개인정보 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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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에 대비하고 위·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부서에 대한 개선조
치 이행사항을 지도·점검하였다.
자체 실태점검을 위해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법·제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반영
토록 점검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부서 특성에 따라 개인정보 안전성 조치 강화, 수탁자에
대한 조기교육 실시와 관리감독 이행,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제
공 시 제공 목적 범위 내 이용, 목적 달성 후 지체 없는 파기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침
해사고 시에는 침해대응절차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유출사고 통지 및 피해구
제를 즉시 안내토록 하였다.

라.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경상북도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업무처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연초에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상·하반기 두 차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도 본청, 소속기관 및 산
하기관, 시·군 등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취급자, 일반직원,
위·수탁업체 직원 등을 구분하여 종합교육계획을 수립하였다. 상반기에는 개인정보보호 전
문강사를 초청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및 취급자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사이버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연중 실시하였고
정보화 과정별 집합 교육 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일정시간 의무적으로 할당하였다. 또한, 경
상북도 정보화 교육장 교육생에게 개인정보보호 동영상 교육을 실시하였다. 하반기에는 직
원교육 및 개인정보 위탁업무에 대한 수탁자 및 정보화사업 참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
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 안전성 조치, 개인정보 유·노출사고에 대한 책임 등을 교육하여 기
관의 위·수탁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더불어 개인정보보호 홍보활동으로 영주 일원 지역의 대표 축제 시 산하 공공기관과 합동
으로 개인정보보호 실천 홍보 캠페인을 실시, 도민 및 지역사업자를 대상으로 리플릿 3,000
부를 배부하였으며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관심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알렸다.
아울러 경상북도 신청사를 내방하는 관광객과 직원을 대상으로 본관 로비 전광판에 개인정
보보호 문구를 표출하고, 청내 엘리베이터 모니터 등에 동영상을 수시로 방영하여 개인정보
보호 홍보를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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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계획
경상북도는 개인식별정보를 법령상 근거 없이 수집·이용하지 않도록 자치법규를 지속적
으로 정비하고 도내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정보시스템에 대한 개인식별정보
보호정책을 제도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보강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취약
점 및 침해위험요소를 상시 감시하여 외부침입 및 내부근무자로부터의 불법 유·노출에 대
비하고,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전문가들에 의한 24시간 감시, 분석 및 대응체계를 강화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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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것이다.
아울러 시·군 개인정보보호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도민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활성화하고
출자·출연기관, 협회로 확대하여 개인정보보호 교육이나 제도 등을 안내함으로써 도내 기관
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계도해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포항 지진 발생에 따라 재난·재해 대응지침을 재수립하고 개인정보시스템의 데이
터 소산장소를 재선정하여 재해·재난 발생 시 안전한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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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절

1. 개요
경상남도에서는 개인정보의 유·노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
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경상남
도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바탕으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
성 확보조치를 시행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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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자 경상남도에서 운영 중
인 개인정보파일 목록을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에 상시 공개
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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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제도 정비
경상남도는 개인정보보호 체계 확립을 위한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
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부관리계
획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2017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
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보호 연간 활동에 대하여 구체화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처리방침
현행화 및 개인정보 수집·동의서식 정비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
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비하여 유·노출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능
동적인 대응을 통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지침을 정비하였으며, 개
인정보보호 추진체계 확립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를 두어 부서별 개인정
보보호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추진체계 확립에 노력하
였다.

나. 개인정보파일 정비 및 의무사항 이행점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업무용 PC 내의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자체 검사를 통하여 상시 암호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리자가 시스템을
통한 정기적 모니터링으로 강제 암호화를 수행하는 등 이중으로 암호화 작업을 실시함으로
써 개인정보파일의 유출 및 도난 발생 시 일어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위협을 사전에 차단
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침해 예방활동을 점검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의무사항 이행점검 제도를 실시하였다. 사전현황조사, 자가점검 수행(자체), 현장점검
(전문컨설턴트), 결과확정 및 개선조치의 총 4단계 점검절차로, 7개 분야, 20개 지표, 48개
항목의 점검지표를 점검하여 단기 및 중장기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등 점검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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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관리하고 있는 모든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정비를 통하여 개인정보보
호종합시스템에 등록하고 지속적인 현행화(등록, 변경, 파기 등의 조치 작업을 실시)로 경상
남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목록 및 항목 등을 인터넷에서 손쉽게 열람 가능하게
조치하여 정보주체의 열람요구, 처리정지 등의 권리를 보장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처리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보유기간이 만료된 파일의 경우 지체 없이 파기
하도록 파기계획을 수립·이행하는 등 파기활동에 만전을 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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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실시
경상남도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
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
다. 운영 중인 37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과 침
해사고를 방지하고자 접근통제를 실시하고 개인정보 유출시도를 탐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
한 대응활동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개인정보의 암호화 여부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점검하여 부서이
동 등으로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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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또한, 만일에 일어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비하여 침해사고 발생 시 추
적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이 6개월 이상 보관되는지 여부도 철저
히 점검하였다.

라.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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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포함된 게시글을 필터링함으로써 노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부서
별 홈페이지에 등록한 글을 자체 확인하는 점검과정을 통하여 기술적인 필터링에서 걸러내
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지침을 수립하여 전파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대응 모의훈련

부 록

을 연 2회 이상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지침의 내용을 숙지함
으로써 개인정보 침해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절차를 숙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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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 지원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및 피해방지를 위해 전 직원(1,004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법」의 이해,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의무사항,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지침,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하였고, 개인정보 부서담당자
및 개인정보시스템 담당자 85명을 대상으로는 실무 및 개인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특성화
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경상남도 신규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과정을 개설
하여 업무 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소양교육과 법률 및 의무사항 이
행 등의 역량 강화 교육을 8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 47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사례 등 분야별 특성에 맞는 역할
별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민간부문에는 도민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교육 및 편리한 상담을 위하여 전 시·군별
개인정보보호 지원센터 1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관련 홍보 및 개인정보보
호 교육·상담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3. 향후 계획
경상남도는 도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바탕으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를 실시하는 등 침해사고 예방활동을 위
하여 만전을 기할 것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과 비
영리 소규모 민간단체 등 민간부문에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및 강사를 지원할 예정이며, 개
인정보 유·노출에 대한 침해사고 대응지침 개정, 모의훈련 실시 및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
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의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제작 등의 조치를 중
점적으로 강구하여 도민들의 개인정보가 유·노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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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절

1.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최근 다양화·지능화되는 표적공격, 지능
형 지속해킹 등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도 내 중요정보(개인정보,
보안정보 등) 유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개인정보보호 장비
및 시스템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부
정사용 모니터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오·남용을 원천 차단함은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물론,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에 필요한 로그를 생성·
분석·보관·관리함으로써 사후 추적 및 대응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
울러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의 계속적 유지를 통한 기
관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2. 추진 실적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기반으로 도에서 운
영 중인 모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홈페이지 회원, 업무상 수집된
개인정보의 암호화 등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유출방지시스
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개인정보 검출을 위하여 개인정보
검출시스템을 도입하여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및 개인정

제 4 편 해외 동향

보처리방침을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하고 있으며, 담당직원만이 아
닌 개인정보를 위탁받은 업체의 개인정보보호 교육까지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완전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 3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대표 기관

부 록

홈페이지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을 추진하여
광역지자체 최초로 법에서 정한 각종 규정의 준수여부를 전문기관
에 인증받아 기관 대표 홈페이지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향상
시킴으로써 도민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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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 중인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관리시스템 등 5개의 개인정
보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 사전에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방
안을 수립·적용함으로써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개인정보보호 관련사항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의거,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요구 지방법
규(조례)를 일제히 조사하여 해당 조례의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처리하도
록 조례의 일괄 개정을 실시, 도민들의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각 부서·기능별로 분산 운영 중인 CCTV를 통합·연계하여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개인영상정보보호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DDoS 공격 등 각종 사이버침해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센터 전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인
가자 외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영상정보 유출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영상정보 백업 시 ‘얼
굴 모자이크’ 기능을 적용하고,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주변지역 ‘구역 블
럭킹’ 기능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매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치한 모든 CCTV에 대하여
설치목적, 안내판 설치 여부, CCTV 관리실태를 점검·개선하여 개인영상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인터넷망을 통한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하고, 사용하는 DB에 대한 불법적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데이터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개인정보의 오·남용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사용을
방지하는 기술적 보안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외부에서 들어오는 파일들을 통제·방역
처리하여 안전한 콘텐츠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외부유입관리시스템을 비롯하여, 직원 업무
용 PC에 들어있는 각종 개인정보파일을 자동 암호화하는 개인정보유출방지시스템(DRM),
각종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를 검출하여 개인정보의 노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
검출시스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계정 및 암호를 시스템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서버 보안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계정(암호)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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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강화
개인정보의 최소한 수집 및 유출사고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정보보
호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집합(순회, 자체)교육이나 사이버교육에 참석하도록 유도하는 등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업체 직원에 대해서도 연 1회 이상 개인정보보
호 교육을 이수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고 점검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 교육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한, 전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도정영상 TV
방송을 통해 개인정보 교육을 수행하였다.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3. 향후 계획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향후에도 미인가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만일에 사
고에 대비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
보처리자 및 관리자, 유지보수 업체, 도내 공공기관 담당자 등 역할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
여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무의식중에도 각인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제주특별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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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도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시스템적, 제도적, 행정적 등 전사적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제 4 편 해외 동향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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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유럽연합

❸ 미국

한국, APEC 국가 간

일반 개인정보보호

연방통신위원회(FCC)

프라이버시 규칙(CBPRs)

규정(GDPR) 시행

개인정보보호 규칙 폐기

가입 승인(2017.6.)

(2018.5.)

(20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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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국제기구

❷
Europe

❺

❻

Asia 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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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East

North ❸
America

❶
Pacific Ocean

Africa
South
America
Indian Ocean

Oceania

GDPR 준비를 위해 기관 및

연방 정보보호법 제정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기업 대상 체크리스트, 안내서 등

(2017.7.)

규정한 네트워크 안전법 시행

발표(2017.3./2017.5.)

❻ 중국

부 록

❺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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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한국/영국/프랑스

(2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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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제연합(UN)
제 4 편 해외 동향

제2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제3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4절 아시아·태평양 프라이버시 감독기구(APPA)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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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국제개인정보보호감독기관회의(ICDPPC)
제6절 국제프라이버시네트워크(G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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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제연합의 인권이사회(UNHRC, UN Human Rights Council,
이하 ‘UNHRC’라 한다)는 디지털 시대의 인권보호를 위한 가장 중
요한 기구 중의 하나이다. UNHRC는 광범위한 인권문제를 다루고

국제연합
(UN)

있으며, 인권보호의 기준이 되는 다양한 결의안(Resolutions)을 내
놓고 있다. 이러한 결의안들은 회원국들을 강제하는 법적 효력은 없
으나 인권보호의 기준으로서 법에 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69차 UN총회(2014년 12월)에서의 결의안 ‘디지털 시대의 프
라이버시권’은 불법적이고 자의적인 개인정보의 수집 및 감시, 그리
고 통신 감청이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모든 감시 관련 정책·실행에 있어
국제인권법 준수를 위해,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감독 제도와 관행이
존재할 수 있도록 각국이 취해야 할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2018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아울러 2016년 결의안(인터넷상 인권의 향상, 보호 그리고 향유)
은 사람은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의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
다는 기본적 원칙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온라인상 인권을 보장하
기 위해 정부는 폭넓은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을 요구하였다.
2017년 결의안(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은 2016년 결의안처
럼 오프라인에서의 권리를 온라인에서도 동일하게 보장받아야 함을
재차 확인하였다. 특히 각국 정부는 통신 감시, 감청, 개인정보 수집
에 대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적절하게 보장하기 위해 사법적, 행정적
또는 의회의 국내 감독 체계를 수립·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러한 감독 체계는 적절한 자원을 보유할 뿐만 아니라 독립적이고 효
율적이며 공정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기업들에 대하여는 프라이버시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정
보의 수집, 이용, 공유, 보관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것
과 이용자에게 충분한 설명에 따른 동의를 적절히 허용하는 투명성
과 정책 수립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암호화, 익명화 조치 등 디지털 시대에 통신의 기밀성을 안
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기술적 해법을 가능하게 하는 노력을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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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것을 독려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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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eration and Development)는 1977년 빈에서 열린 ‘국제 데이터
이전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프라이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버시를 존중하면서 개인정보의 국경 간 자유로운 유통환경을 조성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또한, 1980년 9월에 OECD가 채택한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
보의 국제이전에 대한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Gove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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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 of Personal
Data, 이하 ‘OECD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지금도 개인정보보호
에 관한 기본원칙과 기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표 4-1-1] OECD 가이드라인의 개인정보보호 8가지 원칙

② 정보 정확성의 원칙(Data Quality Principle)

③ 목적 명시의 원칙(Purpose Specification Principle)

④ 이용 제한의 원칙(Use Limitation Principle)

⑤ 안전성 확보의 원칙(Security Safeguards Principle)

⑥ 공개의 원칙(Openness Principle)

⑦ 개인참가의 원칙(Individual Participation Principle)

⑧ 책임성의 원칙(Accountability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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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집제한의 원칙(Collect Limitation Principle)

이 가이드라인은 데이터 이동의 글로벌서비스가 증가하고, 빅데이터 맞춤형 광고, 디지
털 기록에 대한 감시의 용이성 등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에 따라 2013년에 개정되었다. 먼
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정부 차원에서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조
율하여 다원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하는 ‘국가 프라이버시 전략(National Privacy
Strategies)’,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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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등 핵심 운용 메커니즘을 의미하는 ‘프라이버시 관리 프로그램(Privacy Management
Programme)’66),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관련 기관과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
을 알리는 것을 말하는 ‘데이터 보안 유출 통지(Data Security Breach Notification)’ 등이
그것이다.

부 록

66) 프
 라이버시 관리 프로그램의 핵심은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기본적으로 자신이 운용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가 누구에게 전달되건 간에 자신이 운용하던 모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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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OECD 가이드라인은 무엇보다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활동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정보처리자는 ‘프라이버시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하고 이에 따른 활동기록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
과 관리책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국가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활동을 효율적
으로 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지원하고 기술적 전문지식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일
관된 기준 하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집행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다.
OECD는 2016년 11월의 회의(프랑스 파리)에서 주요 의제로, 작업반 간 수평적 협력을 위
한 라운드테이블 개최67), 건강정보 거버넌스 권고안 검토, 데이터 접근 강화를 위한 권고안
개발 추진,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권고안 개정 등을 다루었다.
2017년 12월 OECD 회의(프랑스 파리)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채널
구축,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 분석·공유 가능성, 그리고 사이버 보안과 개인정보보호를 통합
한 연구의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다.
먼저, OECD는 ‘국가 프라이버시 전략’ 차원의 정책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법·제도를
비롯하여 교육, 기술 등 다각도 접근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전략을 논의하였다. 즉 OECD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증가 등 프라이버시 위협 요인에 대한 공동대응으로 국제기구 및 국가 간
전략적 공조체계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OECD는 개인정보 등 데이터에서 비롯되는 디지털경제에서의 데이터 활용·공유 등 가능
성, 즉 전 세계의 정치·경제·사회 분석 및 정책 환류를 위한 데이터의 효과적인 수집 및 분석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ICT 사용이 많은 국가일수록 디지털 보안사고
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디지털 신뢰 구축 및 강화를 위해 개인 및 사업자들에게 신뢰
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정보보안 전문가 고용 확대를 통해 전문성 강화가 필요함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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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디지털경제에서의 보안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작업반-디지털경제의 방법 및 분석(SPDE-MADE, Working Party on
Security and Privacy in the Digital Economy-Measurement and Analysis of the Digital Economy)’ 공동 라운드
테이블 전문가 미팅에서 기업의 디지털 정보보호 위험 관리 개선, 개인 데이터 유출 통지제도 등을 논의하였다.
68) O
 ECD는 ‘디지털경제 전망(Digital Economy Outlook)’ 발간(2년 주기) 보고서를 통해 회원국 디지털경제 동향, 정보통신
기술(ICT) 현황 등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프라이버시 보호 및 보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17년 보고서는 디지
털경제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디지털 침해 현황)으로, 전반적으로 ICT 사용이 많은 국가일수록 디지털 보안사고도 많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하였다.68) 이에 OECD는 데이터 활용에 따른 위험측정 메커니즘 개발과 국가 간 공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OECD는 사물인터넷 시대에서 사이버 보안과 개인정보보호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관련 연구가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각국의 정책적 노력뿐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신뢰 및 인식 제고를 위한 다원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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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사항은 전자상거래 운영그룹
(ECSG, Electronic Commerce Steering Group)69) 하의 개인정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보호 분과회의(DPS, Data Protecion Subgroup)에서 주로 이루어
지고 있다. DPS는 회원국 간 원활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방
안을 논의하고 프라이버시 법 집행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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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9개 원칙을 포함한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APF, APEC Privacy Framework)(2004)’를 개발·채
택70)하였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APEC 국가 간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회원국 간
공동의 보호 기준 마련을 위한 협력체계가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 개발된 것이 바로 APEC ‘국가 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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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CBPRs는 회원국 간 안전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개발
된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로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
할 수 있는 척도로 활용된다. 이 인증제도는 ‘회원국 간 법집행 약정

부 록

69) ECSG는 APEC의 장관급 회의(SOM, Senior Offficials Meeting)에 의해 1999년에 설립되었고, 회원국 간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70)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는 2002년 8월에 미국이 APEC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제도 현황 등 프라이버시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PEC 프라이버시 권고안’을 작성키로 협의하면서 시작되었다. 한국, 미국, 호주, 일본, 중국, 홍콩,
캐나다, 태국 등 총 9개국으로 구성된 서브그룹이 작성하여 APEC 외교-통상 합동 각료회의에 제출되어(2004.10.) 같은 해 11월
에 최종 승인 및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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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EA, Cross-border Privacy Enforcement Agreement)’71)을 기반으로 하여, 타국 기업에
대한 간접적 규제 및 피해구제가 가능하다.
[표 4-1-2] APEC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9원칙
구분(9개 원칙)

설명

수집 제한
(Collection Limitation)

수집 목적에 관련(Related)된 정보를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수집하고, 적절한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함

고지(Notice)
선택권(Choice)
이용(Uses)
정보의 완전성(Integrity)
안전성 확보
(Security Safeguard)

‘사전 혹은 동시’에 고지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 ‘사후 고지’ 가능
적절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선택권 부여
수집 목적과 양립 가능(Compatible)하거나 관련(Related)된 목적으로 이용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확보
위험 발생 가능성과 심각성, 정보의 민감성에 비례하여 적절히 조치
* 구체적 보호조치 기준 없음

처리자 책임성
(Accountability)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기관(개인)의
보호수준을 실사하고 합리적 조치 이행

열람 및 정정
(Access & Correction)

정보주체 요청이 있을 시 개인정보의 열람·정정 등이 가능하나 과도한 비용이
수반되거나 상업적 비밀로 보호되야 하는 경우 제외

피해 구제
(Preventing Harm)

구제조치는 피해의 개연성과 심각성에 비례하여 취해져야 함

우리나라의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여러 해 동안 CBPRs 가입을 위해 관계부처
및 분야별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와 CBPRs 간 비교 분석,
산업 환경 분석 등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17년 6월 7일에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
회 공동으로 APEC CBPRs 가입을 승인받았다.72) 이로써 정부 입장에서는 법집행 공조 등
을 통해 해외기업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피해구제
등 해외로 이전되는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기업의 국제 경
쟁력이 강화되고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규범 준수를 위한 비용이 절감되는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73)
APEC ECSG의 개인정보보호분과(DPS)는 회원국의 CBPRs 참여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및 CBPRs 홈페이지 개선 운영 그리고 안내 리플릿 등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이행을 위해 데이터 이동권 연구 및 유출통지 프라이버시 관리
프로그램 등 추가로 개정된 프레임워크에 대한 회원국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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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이는 프라이버시 법 집행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상호 정보 공유, 지원 등 국경 간 프라이버시 법집행을 위한 약
정이다(참여현황: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일본, 싱가포르, 멕시코, 홍콩, 한국(행정안전부, 구 행정자치부 2011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 2014년 8월 각각 가입) 등 9개국 25개 기관, 2017년 2월 현재)
72) 각국 CBPRs 가입현황: 총 5개국(미국: 2012년, 멕시코: 2013년, 일본: 2014년, 캐나다: 2015년, 한국: 2017년)
73) C
 BPRs 인증 기업 현황: 총 21개 기업(미국 20개: Apple, IBM, HP 등 Trust-e 인증 및 일본 1개: Intasec JIPDEC 인증)
참고: 미국은 AA인 Trust-e의 역할 확대에 따라 TrustArc으로 기관명 변경(2017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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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개인정보 유출통지’ 관련하여 회원국의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하였는데,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93%가 예방 가능한 경우였음을 나타내는 조사결과를 소개하고 예방
을 위한 조치와 함께 유출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이용자 중심의 데이터
처리, 유출 통지·신고의 투명성, 데이터 보안에 투자 강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 강화 등)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한편, APEC은 CBPRs와 GDPR의 연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GDPR에서 개인정보의 국
외이전을 위한 요건으로 ‘공인인증 메커니즘’을 명시함에 따라 APEC의 자율적 인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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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CBPRs와의 연계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또한, APEC의 DPS는 GDPR 연구반 운영을 통해
양 법체계 간의 유기적인 운용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74)

제4절

1992년에 설립된 아시아·태평양 프라이버시 감독기구(APPA)
포럼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 새로운 기술 등에 관한 이슈를
논의하는 장이다. 회원국 감독기구들은 매회에 진행되는 개인정보
이슈별 포럼에서 자국의 개인정보보호 사항을 발표하고 공유한다.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아시아·태평양
프라이버시
감독기구
(APPA) 포럼

APPA 포럼에서는 지금까지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현황을
회원국에 소개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프라이버시와 보안, 세계 반도
핑 코드(World Anti-Doping Code), 프라이버시 관련 법 개정사항
등을 다루어왔다. 2017년 12월 기준으로 한국, 미국, 호주, 홍콩 등
13개국 20개 기관(州정부 포함)의 커미셔너들이 회원기관으로 활동
하고 있다.75)
제47차 APPA 포럼(2017년 7월, 호주 시드니)에서 호주는 공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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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데이터 활용과 안전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공공서비스 개인정
보 보호 코드’를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캐나다는 의료클리닉
개인정보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안전 또
는 보안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와 관련된 증거가 없는 경우 비디오

74) EU-APEC은 DPS 내 합동팀을 구성해 두 권역 간 개인정보 이전 관련 제도의 상호운용을 위해 논의해왔으며, 그 결과로 EU
BCR-APEC CBPRs 비교 문서를 마련(2014년)한 바 있다.
75) 한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회원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 록

또는 오디오 감시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은 불허하고 있으나, 조직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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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정책이 없었고, 직원들도 충분한 프라이버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결과를 발
표하였다.
또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와 캐나다 프라이버시 커
미셔너(OPC) 공동으로 APPA 회원국들의 기술적 자원과 능력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
하였는데, 응답한 15개 회원기관 중 11개 회원기관은 직·간접적으로 기술적인 문제 해결을 위
한 연구(주로 IoT 디바이스, 모바일앱, 웨어러블 기기, 드론 등에 주력)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개인정보의 비식별 조치는 2016년에 이어서도 주된 이슈로 논의되었는
데, 비식별된 개인정보는 기술의 발전으로 재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이는 기존
의 보호수단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입법자와 전문가들은 비식별 조치와 관련한 법·정책적
변경에 대비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제48차 포럼(2017년 11월,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개인정보 위험 및 위반에 대해 내부적
으로 대응하는 방법과 개인정보보호 준수 방법 등을 논의하였다. 여기에는 애플, 구글, 페이
스북, MS 등 글로벌 대기업이 참여하였는데 데이터 이동권, 삭제권, Privacy by Design 등
을 준수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이 포럼에서는 EU
GDPR의 강화된 동의 요건에 대해서 통신기업, 시민사회, 감독기관 관계자들의 토론이 진행
되었고, 동의 요건의 강화가 필요함을 공감하는 장이 되었다. 특히 2018년 5월에 시행하는
GDPR에 대한 각국의 대응 현황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과 기업의 책임성 강화에 필
요한 조치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대응 준비에 어려움이 있음을 공감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이 요구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5절

국제개인정보보호감독기관회의(ICDPPC)는 개인정보보호 및 프
라이버시를 증진하고 회원기관 간의 대화와 협력, 정보 공유를 위
한 포럼을 개최해 개인정보보호 및 공동결의와 선언을 채택하기 위

국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회의
(ICDP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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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1979년에 설립된 기관이다. 2001년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
는 국제회의로 전환되었으며, 매년 집행위원회 회의와 정기회의를
각 1회씩 개최하여 해당 결의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등 국제적
으로 개인정보보호 논의를 주도하는 협의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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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홍콩에서 개최된 제39차 회의에서는 벨기에, 일본, 몬테네그로, 남아프리카, 터키
등 5개국이 정회원으로 승인되었다.76) 이 회의에서는 먼저 정부가 보유한 공공정보를 적극
적으로 개방하여 국민과 공유하고, 정부 부처 간 소통을 가로막던 칸막이를 걷어내어 서로
협력함으로써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투명성 제고, 공공서비스 강화 및 비용절감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층 논의가 진행되었다. 공공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필요정보의
양과 정부의 관여정도가 달라지겠지만, 결과적으로 향후 대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는 공공데이터 활용 및 대량의 정보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개인의 온라인 활동
이 확대되면서 일반 이용자들의 디지털 자아(Digital Selves)에 대한 인식 제고, 온라인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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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과 인터넷 윤리, 디지털 자아의 마케팅 대상화 및 상품화 등 관련 문제에 대한 정부
의 책임에 대해 향후 논의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한편, 이 회의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개인정보 보호’ 결의안77)을 채택하였는데, 처리자
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익명화 조치, 저장기간 최소화, 통제권과 접근권 보장, Privacy
by Design 원칙 존중,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등 16개 사항을 특히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
다. 이외에 ‘소비자 보호기관과 협력’, ‘프라이버시 보호 국제공조 협력’ 등 2개의 결의안78)
도 채택하였다.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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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DPPC 사무국은 지난 제38차 ICDPPC 비공개 세션에서 콘퍼런스 회원 자격과 미래
방향성 논의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2017년 3월, 한국 PIPC를 포함한 23개 회원기관
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5.18.~ 6.9.) 결과를 이번 제39차 ICDPPC에서 발표하였다
(당시 114개 회원기관 중 71개 회신 분석). 여기에서 ICDPPC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중요성과 제시된 목표의 달성 정도를 분석하여 중요성과 달성 정도가 높은 3가지 목표를
도출하였다. 그 목표는 ① 대화, 협력, 정보공유 등을 위한 우수한 글로벌 프라이버시 포
럼을 개최하여 개인정보보호 발전에 기여, ② ICDPPC 회원기관과 국제기구들이 공동의
목표를 공유할 수 있는 만남의 기회, 그리고 ③ 개인정보보호 부문의 글로벌 리더십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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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다는 것이다.

부 록

76) 2017년 12월 현재 75개국 116개 기관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텟진흥원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77) 독일 연방 개인정보보호 커미셔너, 벨기에, CNIL, PCPD HK, INAI mexico 등 9개 감독기구들이 함께 16개 추진사항을 담
은 결의안을 제안하고, 39차 ICDPPC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78) ‘Resolution on Collaboration between Data Protection Authorities and Consumer Protection Authorities for Better
Protection of Citizen and Consumer in the Digital Economy’(Belgium), ‘Resolution on Exploring Future Options for
International Enforcement’(ICO, UK)
79) 2016년 10월의 제38차 ICDPPC 회의에서는 ① 프라이버시 교육에 관한 국제 역량 프레임워크 채택을 위한 결의안,
② 데이터 보호 규정의 새로운 측정기준 개발에 대한 결의안, ③ 인권 옹호자 결의안, ④ 국제 집행 협력 결의안 등 여러 가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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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의에서는 또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보호와 활용에 대한 세션으로 APEC-CBPRs,
아시아 포함 기타 지역과 데이터 이전과 관련된 적정성 평가, 데이터 국지화(Data Localization) 조치의 법적·현실적 효과 등에 대해 토론하였다. 데이터 국지화 현황과 관련하여 애플
의 글로벌 프라이버시 법률 및 정책 책임자 제인 호바스(Jane Horvath)는 데이터 지역화 법
률에 의해, 유럽 초등학교 학생의 정보가 유럽 외의 지역에 있는 안전한 데이터 센터에 저장
및 전송되는 대신 안전하지 않은 학교 당국자의 컴퓨터 서버에 저장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데이터 국지화로 인해 오히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보다는 유출 및 오·남용의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제6절

국제프라이버시네트워크(GPEN, Global Privacy Enforcement
Network, 이하 ‘GPEN’이라 한다)는 OECD의 권고에 따라 2007년
6월에 설립된 국제 네트워크로서, OECD 회원국 간 개인정보 이슈

국제
프라이버시
네트워크
(GPEN)

와 경험 등을 공유하고, 국가 간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활동을 전
개하는 단체이다. 2017년 12월 기준으로 총 47개 국가, 64개의 감
독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80)
GPEN은 회원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회원기관의 감독기관
들이 온라인 또는 화상회의, 오프라인 미팅 등 다양한 정보교류의 기
회를 갖고 있다. 화상회의는 통상적으로 2개월에 1회 개최되는데, 주
로 1~2개국에서 최근 입법동향, GDPR의 대응 현황 등 개인정보보호
주요 동향 등을 발표하고 토론한다. 아울러 연 1회 프라이버시 집행기
관들이 모여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는 GPEN
주도의 이니셔티브(Initiative)인 스윕(Sweep)을 개최하고 있다.
2016년 9월에 개최된 네 번째 스윕에서는 사물인터넷에 중점을
두었으며, 전 세계 기업들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고객들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25개의 개인
정보 보호당국은 피트니스 트랙커, 체온계 및 심박수 모니터와 같은
건강 장치부터 스마트 TV, 자동차, 완구 및 가정용 보조장치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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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한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참여하고 있다.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기까지 총 314개의 디바이스에 대한 개인정보 오·남용의 위험성을 조사한 바 있다.
2017년 9월의 회의에서는 ‘제1회 GPEN Practioner Workshop’ 결과, ‘GPEN Alert’81),
‘Enforcement Survey(집행력 설문조사)’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였다. 제1회 GPEN Enforcement Practitioner Workshop(2017.6.21.~ 22., 맨체스터)은 집행기구 간 기술 및 경
험 공유, 집행체계 라이프 사이클(사전조사-조사-집행 후속 조치)에서 집행기구 공통으로
직면하게 되는 유사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한 첫 번째 워크숍으로 GPEN 멤버 외에 GPEN
NON(Network of Network) 회원들도 같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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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력 설문조사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GPEN 회원국을 대상으로 진행되
었으며, 25개 기관의 회신을 받아 유효한 18개 응답을 분석82)하였다. 여기에서 응답한 DPA
모두 민간영역의 프라이버시 보호권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국가 안보와 정보기관
에 대한 권한이 있는 DPA는 55% 수준이었다. 그리고 응답 DPA의 44%만이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고지의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83%가 정보, 경험, 국제 조사를 공유
함으로써 국제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제 4 편 해외 동향
부 록

81) ‘GPEN ALERT’은 개인정보 침해 문제 조사 수행 시, 참가국(기관) 들의 원활한 기밀정보 공유를 위한 Network of Network로
미국,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영국 등이 참여하고 있다.
82) https://www.privacyenforcement.net/node/898 (보고서 GPEN 홈페이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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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유럽

제1절

1995년 개인정보보호 지침(95/46/EC)을 근간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 제도는 ICT의 급격한 발전과 디지털경제의 확대에 따라 개선
및 효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

유럽연합 등

에, 유럽위원회는 2012년 1월 디지털 시대의 유럽을 위한 ‘EU 개인
정보보호 개혁(EU Data Protection Reform)’을 제시하였다. 여기
서는 ① 온라인 프라이버시 권리의 강화, ② EU 디지털경제의 부양
③ 회원국들 사이의 개인정보보호 집행의 조화 등 세 가지 목표를 제
시한 바 있다.
2016년 5월 24일, 유럽연합은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법령인 ‘일
반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기업들이 이
를 준비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8년 5월 25일부터
적용되도록 하였다.

2018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GDPR은 디지털 시대에 EU 시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디지털 단
일시장(Digital Single Market)에서 기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관
련법과 원칙을 단순화함으로써 산업시장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
다. 또한, GDPR이 EU 법체제에서 규정(Regulation)으로서 구속력
있고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지위를 가짐으로써 현재 적용되고 있는
1995년 개인정보보호 지침의 불완전성과 이에 따른 각국의 불필요
한 규제비용 제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GDPR은 1995년 개인정보보호 지침과 비
교할 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 가능성을 강화하고, 컨트
롤러의 개인정보보호 책임과 그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
했다. EU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 등에게 큰 부
담이 될 수도 있으나, ‘디지털 단일시장’의 기치 아래 28개 회원국
들에게 단일의 개인정보보호 법규가 적용되고 감독당국은 간소화
된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시간과 비용 면에서 혜택도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또한, GDPR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법규의 큰 변혁은 EU 내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된다. 특히, EU 외 국가들이 EU와의 원활한 무역을 위해 발빠르게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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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적정성 결정(평가)’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이를 대변해준다. ‘EU 적정성 결정(평가)’은
역외국가가 EU 개인정보보호 지침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EU 적정성 결정(평가)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인정받은 국가의 기
업들은 EU 기업들과 같이 EU 시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EU 집행위원회는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의 적정성 결정(평가)을 우선적
으로 검토하고 있다. 2017년 1월 10일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보내는 연
락문서 ‘글로벌화된 세계에서의 개인정보 교환 및 보호(Exchanging and Protecting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Personal Data in a Globalised World)’를 통해 2017년 한국과 일본을 시작으로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핵심 교역 파트너들과 적정성 결정(평가)에 관한 논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국 개인정보보호법의 현대화 진행 상황에 맞춰 인도와 중남미 국
가들과도 협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U에서는 GDPR과 더불어 다양한 전문그룹을 통한 오피니언이나 가이드라인을 지속적
으로 공개함으로써 EU 회원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과 국가들이 GDPR을 이해하고 준수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발간된 GDPR 관련 주요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 개
인정보 이동권(2016.12.13.), ▲ DPO 임명(2016.12.13.), ▲ 선임 감독기구(2016.12.13.),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높은 위험을 내재한 개인정보의 처리(2017.4.4.), ▲ 과징금 부

과(2017.10.3.), ▲ 개인정보 침해 통지(2017.10.3.), ▲ 자동화된 의사결정 및 프로파일
링(2017.10.3.), ▲ 동의(2017.11.28.), ▲ 투명성(2017.11.29.), ▲ 인증기관에 대한 인가
(2018.2.26.), ▲ 제49조, 역외 이전 시 특정 상황에서의 예외 조항(2018.2.6.) 등이 있다. 이
러한 가이드라인은 GDPR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의 혼란을 감소시켜줄 것으
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2017년 1월, EU 집행위원회는 GDPR에 명시된 개인정보의 보장에 대한 일

제 4 편 해외 동향

반규칙들을 구체화하고 보완하기 위해, ‘e프라이버시 지침’을 대체하는 ‘전자통신 및 프라이
버시에 대한 규칙(Regulation on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이하 ‘e프라
이버시 규칙’이라 한다)’안을 별도로 발의하였다. ‘e프라이버시 규칙’은 전자통신 분야에서
의 프라이버시 보호이다. 기존의 ‘e프라이버시 지침’이 2009년 최종 개정된 이후, 다양한 기
술 발전을 포괄하지 못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서비스와 신규 커뮤니케이션 방식에서 정보주

부 록

체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2017
년 3월에 발의된 ‘e프라이버시 규칙’은 기존 지침의 메타데이터, 직접 마케팅 등 여러 항목의
내용을 최근의 기술변화와 신규 서비스 동향에 맞게 변경하였다. 이 규칙은 추후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European Council)의 검토가 진행되어 최종본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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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프라이버시 규칙’은 GDPR과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을 가질 예정이다. 다만, 개인
사생활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에 중점을 둔 GDPR과 차이가 있으
나, GDPR을 보완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e프라이버시 규칙’은 GDPR에 대한 특별규정
이기 때문에 당해 규칙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의 문제는 GDPR을 기준으로 규율받게 된다.
즉, 특정 사안이 GDPR과 ‘e프라이버시 규칙’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
라 ‘e프라이버시 규칙’이 GDPR에 우선하여 적용된다.83) ‘e프라이버시 규칙’의 주요 내용으
로 종단간 암호화(End to End Encryption) 의무화, 동의의 원칙적 사용 금지,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 추적을 위한 사전동의 의무화, Privacy by Default 강화, 국가 DNC(Do Not Call,
수신거부) 목록 의무화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이슈들이 지속 제안되고 있어 회원국
간 검토 일정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국제협력 기반은 GDPR의 적정성 결정과 더불어 유럽평의회
(CoE, Council of Europe) 108호 협약(Convention 108)이라 할 수 있다. 108호 협약은 유
럽평의회가 1981년 제정한 세계 최초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협약(조약)으로서 현재 총 51개
국이 동 협약에 가입해 있는데, 주로 유럽국가 위주이며 우리나라, 일본, 미국 등은 옵저버로
자문위원회 등 회의에 참가하고 있다. 동 협약 추가의정서 제1조(개정안 제15조)에 따르면,
협약 가입을 위해서는 동 협약을 이행할 수 있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독립적인 개인정보보
호 감독기구를 두고 있어야 한다. 동 협약은 그 내용에 있어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과 거의 동일한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을 담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모델이 되고 있다. 총 7개 장(Chapter), 27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에 있
어서의 원칙적인 측면을 강조한 OECD 가이드라인에 비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약으로 당
사국의 의무사항, 정보처리, 정보보호에 있어서 취해야 할 안전장치, 당사국들의 협력의무
및 협조절차와 비용, 정보주체의 권한행사, 자문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 개정절차, 조약으로
서의 비회원국 가입 및 유보, 통지 등 보다 실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최근에는 협약 제정 30년이 경과하면서 IT 기술발전, EU GDPR 제정 및 발효 등 환경 변
화를 반영하여 국제적 표준을 지향하는 ‘현대화(Modernized) 협약’ 개정안84)을 2018
년에 확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 기존 자
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서 모든 개인정보 처리로 적용범위 확대, ▲ 접근권, 거부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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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출
 처: ‘EU e프라이버시 규칙안의 주요 내용 분석’, 한국인터넷진흥원, 2017.5.
84) ‘현대화(Modernized) 협약’ 개정안을 2018년 5월에 확정하였고, 2018년 6월부터 협약 발효를 위한 가입국 서명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정삭제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구체화 ▲ 협약 이행점검을 위한 ‘협약위원회’ 신설, ▲ 적
용범위 설정권한 유보 등과 관련한 가입국의 재량 축소 등 협약의 실질적 구속력을 강
화하고 있는데, EU GDPR의 내용을 상당 부분 반영하여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참고로
GDPR 전문 제105항은 108호 협약 가입국에 대해서는 EU 권역 내 거주하는 시민의 개
인정보를 제3국으로 역외 이전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에 있어 보다 유리한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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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은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84)과 개인 파일의 접근
에 대한 법률(Access to Personal Files Act 1987) 등을 통합한 일

영국

반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에 대해서 영국 정보보호위원회
(ICO,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이하 ‘ICO’라 한
다)가 조사 및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다.
ICO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고, 공공부문과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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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의 모든 분야에서 개인정보 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감시하고 규율한다. ICO는 영국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로
서 임명권, 예산, 인사 등에서 독립성을 가지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제도 운영 현황 등을 의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다. 영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서 특이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ICO에
게 신고 및 등록을 해야 하며, 이때 등록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ICO 예산의 80%를 차지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등록비는 GDPR
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데이터 보호법이 시행되어 기존의 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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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 변경되더라도 유지된다.85) ICO의 업무를 살펴보면, 대표적으
로 ▲ 개인정보처리자 등록 및 감독, ▲ 법 위반, 고충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감사권, ▲ 위반처리자 벌금 부과, ▲ 국제협력, ▲ 지침
서 마련 및 운영이 있다.

부 록

85) 출처: ‘UK Proposal for Three-tier Fee Model for Data Controllers from May 2018’, JDSUPRA(www.jdsupra.com),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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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영국 정보보호위원회가 협력하고 있는 기관 명단
분야
범죄기록

전자통신, 거래

건강, 복지

법
시장 및 소비자보호

기관
•ACRO Criminal Records Office
•Nacro’s Resettlement Advice Service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and the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Phone-paid Services Authority
•Health and Social Care Information Centre
•Care Quality Commission
•Parliamentary and Health Service Ombudsman’s Service
•Attorney General’s Office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laims Management Regulator

금융

•Financial Ombudsman Service
•Financial Conduct Authority
•Fundraising Regulator

도박

•Gambling Commission

공공기록

•National Archives/ Keeper of Public Records

각종 민원

•Public Services Ombudsman for Wales
•National Association Citizens Advice Bureaux

스팸

•National Trading Standards Scams Team

전기·가스·에너지·교통

•The Office of Gas and Electricity Markets
•Smart Energy Code Company Limited
•Transport for London

감시카메라

•Surveillance Camera Commissioner

국가보안

•전체 부처 기관들과의 관계에 대한 가이드라인
(협의문명: National Security Cases(DPA, FOIA and EIR))

해외 협력

•New Zealand Department of Internal Affiars
•Commissioner of Data Protection in the Dubai Financial Centre
•Privacy Commissioner of Canada

ICO의 또 다른 특징은 [표 4-2-1]과 같이, 다양한 전문분야의 소관부처와 양해각
서(MOU)를 체결하여 상호협력적인 개인정보보호 감독체계를 운영한다는 점이다. 개
인정보 침해 및 오·남용 등 개인정보 사고는 금융, 복지·의료, 교육, 정보통신 등 다른 분야
의 문제와 중첩되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병·의료원에서 정보보안 사고가 나서 민
감한 의료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보건복지 분야 소관부처, 정보보안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등이 복합적으로 관련 사건과 연계가 된다. 이에 소관부처 간의 업무 배분이나 권
력 행사에 있어서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ICO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관부처들과 MOU
를 맺고 업무배분이나 협력에 대한 세부사항을 협의하였다. 이러한 협약은 단순히 업무 해
결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서로의 지식과 경험 공유로 기관의 전문성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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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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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2016년 6월 23일 이뤄진 영국 국민투표 결과, EU를 탈퇴하기로 결정하였지만,
탈퇴 이후에도 GDPR 규정 준수 입장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ICO가 2017년 상반기에
발간한 ‘프로파일링 및 자동의사결정에 대한 의견서’는 GDPR 프로파일링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과 함께 이를 준수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86) 또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머신러닝, 그리고 정보보호’ 보고서에서는 빅데이터 사용과 관련하여 GDPR 준수를 위해 도
움이 되는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GDPR을 기존 데이터 보호법에 반영
하기 위해 새로운 데이터 보호법을 만들어 2018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새로운 법안은
개인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더욱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시대의 데이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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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프레임워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법안보다 데이터 접근/이
전/삭제 권한과 과징금 부과를 강화할 예정이다. ICO의 과징금 부과 권한을 강화하고 과징
금 액수는 1,700만 파운드 또는 전 세계 매출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하며, 중대한
규정 위반에 대해 2,0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
하기로 한 GDPR 규정과도 일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ICO는 영국 내 기업들이 GDPR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2017년에
여러 정책을 시행하였다. 블로그를 통해 GDPR에 대해 꾸준히 홍보하였고, 3월에는 기관
과 기업이 지금 당장 조치할 수 있는 12가지 체크리스트를 발표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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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와 같다. 11월에는 중소기업들이 GDPR에 대응하는 과정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전
용전화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하였다.
각종 기술변화, GDPR 시행에 이어 EU 탈퇴까지 결정되면서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새로운
국면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4월, ICO는 ‘2017-2021 정보권에 관한 전략 계획(Information Rights Strategic Plan for 2017-2021)’87)을 공개하였다. ICO 위원장은 이 계획에서
GDPR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섯 가지 핵심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 정보 이용에 대한 대중
의 신뢰 향상, ▲ 명확하고 목표가 뚜렷한 참여와 영향력을 통한 정보권 기준 향상, ▲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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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권 규제에 대해 영향력 유지 및 강화, ▲ 훌륭한 공공 서비스 제공과 신기술 촉진, ▲ ICO
가 감독하는 법에 대한 집행, ▲ 사이버 세계의 프라이버시와 관련해서 효과적이고 지식이 충
분한 규제자로의 성장 등이 그것이다.

부 록

86) 출처: ‘UK ICO Publishes Discussion Paper on Profiling and Automated Decision-Making under GDPR’, JDSUPRA
(www.jdsupra.com), 2017.4.14.
87) 출처: ‘Information Rights Strategic Plan 2017-2021’,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20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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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GDPR 준비를 위해 기관/기업이 당장 취해야 할 12가지 조치사항 주요 내용
조치사항

주요 내용

① GDPR에 대한 인식

•조직의 의사 결정자 및 정보처리자가 기존 법률이 GDPR로 대체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인 필요

②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파악

•현 재 ‘어떤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가’를 포함해 해당 정보의 출처 및 정보를 공유하는
상대에 대해 문서로 기록하는 것이 필요

③ 프라이버시 정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GDPR 시행에 따라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함

④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 처리 절차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 확인 필요

⑤ 정보주체의 데이터
접근 요청 대응 준비

•정보주체의 데이터 접근 요청에 대비하여 해당 정보의 출처 및 정보를 공유하는 상대에 대해
문서로 기록하는 것이 필요

⑥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

•현재 수행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의 다양한 유형을 점검하고, 해당 개인정보 처리를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확인하여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

⑦ 동의

•‘동의’는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긍정적인 표시를 해야 성립되며, 정보주체가 침묵하거나
체크박스가 미리 채워져 있는 경우 또는 비활성화된 상태에서는 동의한 것으로 유추할 수 없음
•따 라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GDPR에서
요구하는 표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의 메커니즘을
변경하거나 동의를 대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
•동 의는 검증 가능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동의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정보주체들이 더 강력한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⑧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방안 마련

•아동 대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동의는 입증될 수 있어야
하고, 관련 고지는 아동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함

⑨ 정보유출 관련

•개인정보 유출을 탐지·보고·조사할 수 있는 올바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⑩ 정보 보호
중심 디자인과
개인정보 영향평가

•ICO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해 작성한 지침을 숙지하고, 이를 조직에 구현할 방법에 대해
준비하는 것이 필요
•항상 영향평가를 수행할 필요는 없으며, 새로운 기술 또는 프로파일링 작업이 개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와 같이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필요
•영향평가 결과 데이터 처리과정에서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경우, 해당 처리 작업이
GDPR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 ICO와 상의하고 의견을 구하는 것이 필요

⑪ 데이터보호책임자

•정보보호 규정 준수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지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 및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

⑫ 국제 관련 이슈들

•글로벌 조직의 경우 어떤 국가의 감독기관을 관할로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필요

출처: ‘Preparing for the General Data Protection(GDPR) 12 Steps to Take Now’(ICO)

이 계획은 2021년 3월까지 해당될 것이며, GDPR, e프라이버시 규정에 대한 지침, 법 집
행 지침 준비를 우선시하여 빠른 시간 내로 GDPR을 준수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
를 보완하기 위해 ICO는 추가적으로 ‘국제 전략(International Strategy)’88)을 공개하였다.
이 전략은 ICO가 향후 4년 동안 주요 과제로 생각하는 것을 제시하는데 ▲ EU 탈퇴와 관계
없이 EU 레벨에서의 효과적이고 영향력 있는 정보보호기구로서 운영될 것, ▲ 온라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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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출처: ‘ICO Publishes International Strategy to Help Protect UK Public’s Personal Information in a Global Environment’,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20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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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전과 함께 점차 세계화된 세계에서 ICO의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극대화, ▲ 영국의
데이터보호법과 규칙들을 높은 세계기준의 표본으로 정의, ▲ 불확실한 국제 정보에 대한 법
적 보호 해결이 그것이다.

제3절

프랑스는 1960년부터 1970년대에 정보처리기술의 발달로 행정
정보의 컴퓨터에 의한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일찍부터 개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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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보 보호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1974년에는
국가가 보유한 개인정보 확인대장을 모든 행정기관으로 연계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부 계획과 이를 구체화하는 이른바 ‘사
파리 프로젝트(SAFARI)’가 발표되면서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국가
적 차원의 문제로 되었다. ‘사파리 프로젝트’로 인해 국민들의 통합
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된 반면에 국민의 사생활과 자유가 크게 위협
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비판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정적 여론에 직면하여 프랑스 정부는 법무부 산하에 공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공과 민간을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 독립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
회(CNIL)를 설치하였고, CNIL의 보고서를 토대로 법안을 만들어 상
정하여 1978년 1월 6일 개인정보보호법(정보처리·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프랑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포괄적이고도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 아울러 10여 차례 이상의 개정을 통하여 의료정보
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안보, 접
근권 행사, 개인건강정보 처리, 공공문서에서의 개인정보 등에 대한

제 4 편 해외 동향

세부 시행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7년에는 특히 GDPR의 시행에 따른 준비 작업에
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프랑스는 이미 2016년 10월에 GDPR
대응을 위한 첫 단계로 디지털 공화국법(Loipour une République

89) 이 법은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와 지식의 순환 촉진을 위한 규정(제1편), 개인정보보호 등 디지털 사회에서 개인을 보호
하기 위한 규정(제2편), 디지털 서비스에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규정(제3편) 및 프랑스 해외 영토에 대한 특칙을 다룬
제4편 등으로 구성되었다.

부 록

numérique)89)을 제정·공표한 바 있다. 이 법은 단순히 GDPR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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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응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넘어서 디지털사회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90) 특히 이 법은 제2편에서 개인정보의 권리를 강조 및 선언하고, 개인에게 인정
되는 권리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정하며 이의 감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임무와 권
한을 강화하였다.
2017년 3월, CNIL은 ‘GDPR 준비를 위한 6단계 방법론(Réglement européen: se préparer en 6 étapes)’을 발표하였다. 이는 기업들의 GDPR에 대한 준비를 돕고 대응책 마련
을 지원하기 위해 발표한 방법론으로서, 이후에 나올 GDPR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용을 수정
할 계획이라 밝혔다. ‘GDPR 준비를 위한 6단계 방법론’의 주요 내용은 [표 4-2-3]과 같다.
[표 4-2-3] CNIL이 제시한 기업의 GDPR 준비를 위한 6단계 방법론의 주요 내용
단계

개요

비고

1

DPO 지정
(Appoint a Data Protection Officer)

2

개인정보 처리절차 체계화
(Map your Personal Data Treatment Processes)

•데이터 처리 활동을 세부적으로 구분할 것을 권장하고
이를 위해 데이터 처리 활동 기록부를 작성

3

GDPR 이행을 위한 우선순위 정하기
(Prioritize Actions)

•데이터 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각 데이터 처리
활동에서 구현해야 할 작업을 구체화

4

위험절감
(Mitigate Risk)

5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내부절차 시행
(Implement Internal Procedures)

6

이행 준수 기록
(Document Compliance)

•데이터 보호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리더 지명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에 높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활동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권고
•데이터 처리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건을
고려하여 내부 절차 구현
•필요한 모든 문서를 함께 관리하고 그룹화하며,
지속적인 데이터 보호를 위해 각 단계에서 생성된 작업
및 문서를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업데이트

출처: ‘RGPD: se préparer en 6 étapes’(CNIL, 2018.5.25.)

2017년 9월에는 ‘프로세서의 GDPR 준수를 위한 가이드’를 발표하였다. 이 가이드에서
는 프로세서가 데이터 처리를 할 때 점검해야 할 3단계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유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준다. 3단계 체크리스트는 ① 단계: 데이터보호책임자(DPO)를 임명해야
하는 상황인지 평가, ② 단계: 데이터 처리 관련 계약을 검토하고 분석, ③ 단계: 데이터 처리
작업의 기록 목록 작성이다.
또한, ▲ 데이터 처리 업무 보조를 위한 서브프로세서 지명 ▲ 개인정보 영향평가 ▲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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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또한, 이 법은 통신법전, 저작권법전, 소비자법전, 행정관계법전, 관광법전, 형법전 등 인터넷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다수의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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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고지 등 프로세서의 의무도 명시해주고 있다. 그리고 국경 간 데이터 처리 활동이 이루
어지는 경우, EU 내에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임명할 의무가 있음을 말해
준다. 이뿐만 아니라 제재를 유발할 수 있는 GDPR 위반사항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한편, 프랑스는 2017년 4월 1일부터 건강정보에 대한 국가건강시스템(Systeme National
des Donnees de Sante)을 개방하였다. 이 법은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기업이 건강 데이터의
통계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시판 중인 건강 제품과 관련된 효율성
및 위험을 평가하거나 특정 병리학적 상태의 발달을 모니터링하는 데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익명화된 데이터는 개방형 데이터로 보험회사나 제약회사와 같은 개인 또는 영리단체가 무조
건적으로 무료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가명자료 역시 원칙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가진 데이터의 연구 및 평가만을 위한 접근이 부여되는 등 엄격한 조건하에 허용된다.

제4절

독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법인 연방 정보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 2017)과 정보통신 분야 특별법인 정보통신
서비스개인정보보호법(Teledienstedatenschutzgesetz, 1997)이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로는 연방정보보호청(Bundes-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독일

beauftragter fȕr den Datenschutz)과 각 주별로 주정보보호청
(Aufsichtsbehȍrde)이 존재한다. 연방정보보호청은 연방 소속 공공
기관 및 통신·우편서비스를 총괄 감독한다. 또한, 개별 주의 개인정
보보호법이 관할하지 않는 모든 영역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주 정보보호청은 주 소속 공공기관 및 통신·우편 부문을 제외한 민
간영역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듯 독일의 개인정보보
호 감독기구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이원화되어 있는 시스템이며,

제 4 편 해외 동향

연방정보보호청이 주 감독청에 처분권한을 위임해준다.
독일은 2018년 5월부터 시행되는 GDPR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다. 2016년 말, 독일 의회는 새로운 연방정보보호
법을 통과시켰고, 2017년 7월 독일 정부는 GDPR 내용을 반영하여

부 록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인 ‘연방정보보호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EU
회원국 중 최초의 사례이기도 한다. 이 법 또한 GDPR에 따라 2018년
5월 25일 발효될 예정이며, 향후 2년간 개정 내용과 관련한 추가
조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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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독일은 EU GDPR에 명시된 요구사항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에 관한 방법론으로서 ‘표준 개인정보보호 모델(Standard Data Protection Model, SDM)’
초안을 2016년 11월에 채택하였고, 2018년 4월 개발을 완료하고 공개하였다. 이는 개인정
보처리자가 ‘표준 개인정보보호 모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보호 수단을 체
계적으로 구현하고, 감독 당국이 해당 절차 및 규제 내용에 대해 투명하고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판단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방법론에는 ▲ 데이터 최소화, ▲ 가용성, ▲ 무결성,
▲ 기밀성, ▲ 투명성, ▲ 불연계성 등 데이터 보안을 위한 여러 가지 일반 조치사항 관련 내용

이 포함되어 있다.
[표 4-2-4] 독일 ‘연방정보보호법’의 GDPR 대응 조항 주요 내용
구분

조항

주요 내용

1

CCTV(제4조)

•공개된 장소에 대한 비디오 감시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보존기간 및 개인에
대한 통지방법 등 CCTV 촬영 자료의 사용 및 저장에 대한 규칙 포함

2

직무상 기밀의 경우 DPA의
조사권한 제한(제4조)

•의료계 종사자, 심리학자나 변호사 및 해당 조사에 관여하는 수탁처리자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경우, 직무상 기밀 유지 의무를 위해 DPA 조사 권한을 제한

3

새로운 목적의 처리(제24조)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형사사건의 기소, 민사청구 주장, 행사 또는 방어 등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변경을 허용

4

임직원 정보 수집 및
이용(제26조)

5

연구 및 통계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제27조)

•정 보처리자의 이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목적 및 통계 목적으로 동의없이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

6

정보주체 권리의 제한
(제32조,33조,34조,35조)

•통지의무(제32조,33조):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정보처리자가 개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면제
•열 람권(제34조): 데이터가 법률에서 정하는 보관 조항에 따라 저장되거나,
데이터 백업 목적, 데이터 보호 통제 목적 등으로 저장되는 경우 열람권의
해외조항 포함
•삭 제권(제35조): 비자동(Non-Automatic) 데이터 처리의 경우, 삭제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지만 삭제를 위해 엄청난 노력을 들여야 하거나, 삭제하여도
정보주체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미비한 경우 삭제권에 대한 예외를 허용

7

DPO(Data Protection Officer)
임명(제38조)

•GDPR 제37조 제4항에 따라 DPO 지정에 관한 위임규정을 이용하여 DPO
지정 조항 추가

•회원국별 임직원 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다양한 접근 허용

또한, 독일 바이에른주 정보보호청에서는 처리자들이 GDPR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
기 위해 각 주제별로 GDPR 가이드라인을 계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2016년도부터 발표
된 것을 살펴보면, ▲ 데이터 국외이전(2016.11.3.), ▲ 원 스톱 숍(2016.12.12.), ▲ 개인정보
영향평가(2017.3.21.), ▲ 데이터 보호 담당기관(2017.5.2.), ▲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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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4.) 관련 가이드라인 등이 있다.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제3장

미주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제1절 미국

제 4 편 해외 동향

제2절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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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미주

제1절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는 기본적으로 각 산업에서의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가 발생할 경우 불공정
이나 소비자기만 등 보통법상의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강력하게 규

미국

제하며, 의료정보와 같이 특정 사회적 이슈를 일으키거나 심각한 개
인정보 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산업 영역에 대해서는 개별법을 제정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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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방향 또는 원칙을 의미하며, 이후 이를 기초로 프라이버시에
관한 개별적인 법률과 제도가 구체화되었다.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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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개
인정보보호 직무를 담당한다. FTC는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사용
및 파기를 포함하는 개인정보 수명 주기(Lifecycle) 전반에 걸친 업
무를 관장하고 있다.
미국은 EU와 오래전부터 세이프 하버(Safe Harbor) 협정을 체결
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였다가 2015년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CJEU,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가 세이프 하버 협정 무효를 선고하자, 새로운 개인정보 국외이전 조
약으로 2016년에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를 체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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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미국 ‘프라이버시 쉴드’

프라이버시 쉴드는 유럽위원회의 적정성 결정(평가), 미국 상무부의 ‘EU-미국 프라이버시
쉴드 원칙(EU-U.S. Privacy Shield Framework Principles)’과 함께 다양한 미국 정부기관
의 서한들로 구성되어 있다.91) 또한, 유럽위원회는 세이프 하버의 기능에 관한 2013년 발표
이후의 상황을 설명하는 ‘대서양 간 데이터 유통: 강력한 안전장치를 통한 신뢰 회복(Tr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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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ntic Data Flows: Restoring Trust through Strong Safeguards)’을 발표하였다. 이후
2016년 7월 8일 EU 회원국들의 ‘제31조 위원회(Article 31 Committee)’는 프라이버시 쉴
드의 적정성 결정(평가)을 정식으로 채택하였다.92) 결국, 2016년 7월 12일 유럽위원회의 적
정성 결정(평가) 승인을 거쳐, 유럽위원회와 미국 상무부는 프라이버시 쉴드를 공개하였다.93)
미국 상무부와 유럽위원회가 마련한 프라이버시 쉴드는 EU를 포함한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의 개인정보가 프라이버시 쉴드를 자체 승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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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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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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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승인함으로써 준수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 약속은 미국법에 따라 집행된
다. 자체 승인하는 미국 기업은 프라이버시 쉴드에 따르도록 프라이버시 정책과 준수의 검증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독립된 분쟁해결 제공자를 확인하도록 요구된다.94) 미국 상무부의 국
제무역청(ITA,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이 프라이버시 쉴드를 관리한다. 또한,
스위스도 2017년 1월 12일 미국과 합의한 ‘프라이버시 쉴드’를 공개하였다.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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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91) Privacy Shield 골격의 본문은 https://www.privacyshield.gov/EU-US-Framework 참조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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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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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미국 기업은 2016년 8월 1일부터 Privacy Shield 골격을 자체승인하였다. 2017년 5월 3일 현재 2,046개 미국 기업이
Privacy Shield 골격에 자체승인하였다. https://www.privacyshield.gov/list 참조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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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는 프라이버시 쉴드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적정성 결정(평가)을 무효화하기 위하여 EU 일반법원(General Court)에 제소하였다.97)
동 법원의 결정 및 상소법원인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프라이
버시 쉴드는 유효하다.
한편, EU와 미국은 2016년 6월, 양자 간 형사사법 공조에 있어서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
내용을 규정하는 포괄적 협정(Umbrella Agreement)에 서명하였다. 본 협정은 테러행위를
비롯하여 각종 형사법 집행을 위한 국가 간의 사법공조 과정에서 국외로 이전되는 개인정보
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EU 회원국의 경찰이나 형사사법당국과 미국 연방정부가 테러행위
등 각종 형사범죄의 예방, 조사, 수사 및 기소를 목적으로 관련 개인정보를 교환하는 내용 등
포괄적 합의사항이 체결되어 있어 ‘우산협정(Umbrella Agreement)’이라고도 불린다. 동 협
정의 목적은 기존 및 향후 체결될 사법기관의 개인정보 교환에 대한 EU-미국 간, 회원국-미
국 간 협정을 보완하는 것으로, 동 협정 자체가 사법기관 간의 개인정보 교환에 법률적인 근
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유럽위원회는 2017년 9월 연간 공동 검토 회의의 일환으로 워싱턴 D.C.에서 미국의 프라
이버시 쉴드 관련 당국자를 만나 프라이버시 쉴드에 대한 적정성 결정(평가)을 검토하였으
며, 2017년 10월 18일 EU-미국 프라이버시 쉴드에 대한 첫 번째 연간 보고와 관련한 보고
서 및 보충문서를 발간하였다.98) 동 보고서는 유럽연합에서 미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위
한 절차 및 안전조치에 대해 논하고 있으며 프라이버시 쉴드가 적정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를 보장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9조 작업반(Working Party 29)는 2017년 11월 29일, 프라이버시 쉴드 프레임워크에
서 제공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킬 것을 권고하였다.99) 주요 내용은 프라이버
시 쉴드 원칙, 정보 이전, 정보주체의 권리와 구제방안에 대해 더 많은 지침과 정보를 제공
할 것과 직권 조사를 통해 인증된 회사에 대한 감독 및 감시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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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아
 일랜드에 기반을 둔 DRI는 디지털 시대에 시민의 자유를 위해 일하는 디지털 권리 옹호단체이다.
97) 출
 처 : Dr. Detlev Gabel, Robert Blamires & Tim Hickman, ‘EU-US Privacy Shield Challenged’, White & Case
Technology Newsflash, 2016.11.
98) 출처: ‘EU Commission’s First Annual Review Confirms Adequacy of the EU-U.S. Privacy Shield’, JDSUPRA(www.
jdsupra.com), 2017.10.20.
99) 출처: ‘Parallel Universe or Coincidence: The CFPB’s New Data Consumer Protection Principles’ Relationship to
GDPR’, JDSUPRA(www.jdsupra.com),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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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할 것, 컨트롤러와 프로세서의 지위를 구분할 것, 정보 프로파일링에 기반한 자동화된 의
사결정에 대한 보호 수준을 높일 것 등이다. EU와 미국은 1년 안으로 이를 도입하여야 한다.

2.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통신위원회(FCC) 개인정보보호 규칙 폐기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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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3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하 ‘FCC’라 한다)의 개인정보보호 규칙을 폐기하기로 한 의회 법안
에 서명하였다. 그동안 인터넷서비스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동일하게 분류되었기 때문
에,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다. 이것을 해
결하기 위해 지난 오바마 정부에서 연방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규칙을 마련하였다. 이
규칙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소비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웹 브라우징 데이터 및 기타 개
인정보를 광고주나 기타 제3자에게 판매 또는 공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당초 2017년 12월에 시행 예정이었다.100) 하지만 3월에 공화당이 이 규칙을 폐기하는 합
동결의안101)을 발의하였고 그달 말에 결의안이 표결을 통과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화당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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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서비스사업자가 페이스북, 구글 같은 기업보다 더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적용받
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민주당은 금융·건강·가족 정보 등 국민의 민감한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돼 국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장하기도 하였다.102) 그러
나 결국,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합동결의안에 서명함에 따라, 이 규칙은 폐기가 확정되었다.
결의안 입법에 따라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규제는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FCC 규칙의 효력이 즉시 정지되며 컴캐스트(Comcast), 버라이즌(Verizon)과 같은 미국의
광대역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은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인터넷 사용정보와 애플리케이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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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이 가능해지고, 이렇게 수집한 이용자 정보를 광고업자 등과 공유하거나 팔 수도 있게
된다. 또한, 해당 결의안이 의회검토법을 통해 추진됨에 따라,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인터
넷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다른 유사 규제를 제정할 수 없게 되어, 인터넷서비스사업
자를 감독하는 위원회의 권한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103)

부 록

100) 출처: ‘Protecting the Privacy of Consumers of Broadband and Other Telecommunication Services’, FCC(2016), 81
Fed. Reg.87274, 2016.12.2.
101) 합
 동결의안은 일반적인 법 제정에 사용되는 의안인 법안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특수한 목적의 법을 제정할 때 발의
102) 출처: ‘트럼프 행정부의 ‘FCC 개인정보보호 규칙’ 폐지와 시사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103) 출처: ‘트럼프 행정부의 ‘FCC 개인정보보호 규칙’ 폐지와 시사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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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FTC의 ‘사업자를 위한 COPPA 규칙 가이드’(2017.6.21.) 업데이트

2017년 6월 21일,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사업자를 위한 COPPA 규칙 가이드’
를 업데이트하였다. 미국의 어린이 개인정보보호법인 COPPA(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웹사이트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수집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FTC 관할 법률이다. 그리고 여기에
COPPA 규칙(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Rule)을 만들어 FTC에게 아동의 프
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규칙 공표 및 집행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COPPA 규칙 가이드는 사
업자들이 자신이 COPPA 적용 대상인지 알 수 있게 하고 준수 단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만
든 가이드 자료이다.
이번에 COPPA 규칙 가이드를 업데이트한 주된 이유는 아동용 IoT 기기가 출시되는 등 아
동을 대상으로 한 상품들의 기술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으로 보인다.104)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105) 1단계에서는 기업이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웹사이트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지를 결정한다. 2단계에서는 COPPA 규칙을 준수하는 개인정보
보호 처리방침(Privacy Policy)을 게시한다. 처리방침에는 ▲ 제3자를 비롯해 개인정보를 수
집하는 모든 사업자 목록, ▲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 수집 방법, ▲ 부모의 권리에 대한 설명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3단계에서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부모에게 아
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직접 고지해야 한다. 고지 내용은 분명하고 읽기 용이해야 한다.
4단계에서는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 입증 가능한 부모의 동의를 받는다. 입
증가능한 동의 방법은 ▲ 부모가 서명한 동의서를 팩스, 우편, 전자 스캔으로 송부하거나 ▲
신용카드 등 온라인지불시스템을 이용하고 ▲ 다른 사람이 응답하기 어려운 연속된 질문들
에 답변하는 방법 등이 있다. 만약 동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 변경이 있다면, 다시 새로운 고지
를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5단계에서는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해 부모에게 지속적인 권리
가 있다는 것을 존중해준다. 이를 위해 기업은 부모가 요청 시에,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삭
제 등의 이행의무를 가진다. 아동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삭제 요청 시,
이에 응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사업자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할 때마다 해
당 아동의 부모임을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 단계를 거쳐야 하며, 부모에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해 편리한 접근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6단계에서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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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출처: ‘FTC Updates COPPA Compliance Plan for Business’, FTC, 2017.6.
105) 출
 처: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Rule: A Six-Step Compliance Plan for Your Business’, FTC, 2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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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처음에 수집하는 항목을 최소화해야
하고 기밀 유지, 보안,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자나 제3기관에게만 개인정보가 제공되
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새로운 소비자정보 보호원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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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은 제3자와 회
사 간 이루어지는 소비자의 정보 열람 및 공유에 관한 9가지 비구속적 소비자 보호원칙
(Consumer Protection Principles) 초안을 마련하였다.106) 금융소비자보호국은 소비자가
본인의 금융정보 이용과 관련해 지배적인 위치에 설 수 있는 시장을 구상, 소비자가 승인한
금융정보 사용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동 원칙을 공개하였다.
동 원칙은 열람, 정보 범위 및 유용성, 통제 및 통지된 동의, 결제 승인, 보안, 열람 투명성,
정확성, 승인되지 않은 열람 반박 및 해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책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
고 있다.107) 더불어 정보 보안, 프라이버시, 승인되지 않은 열람과 관련하여 실질적이고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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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동 원칙에 따르면 정보 열람 및 공유 시 표준 고지만으로는 부족하며 통제 및 통지된 동의
원칙(Control and Informed Principle)에 따라 승인된 열람, 보관, 사용, 폐기 조건을 완전
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공개하여 소비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또한,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해서도 안 되며 소비자가 선택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
여 소비자의 합리적 기대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제3자 열람을 제공하
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정보열람에 대한 소비자의 승인은 결제를 위한 소비자 승인과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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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로 이루어져야 한다.
동 원칙의 준수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국이 보안기준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
나 정보를 열람, 보관, 이전, 폐기하는 모든 당사자들은 강력한 보호장치와 효과적인 절차
를 통해 리스크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 침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이를 해결·구제

106)출처: ‘Parallel Universe or Coincidence: The CFPB’s New Data Consumer Protection Principles’ Relationship
to GDPR’, JDSUPRA(www.jdsupra.com), 2017.11.29.
107) 출
 처: ‘국외 개인정보보호 동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12.8.
108) 출
 처: ‘국외 개인정보보호 동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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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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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원칙은 EU GDPR과도 유사한 사항이 있다. GDPR의 정보이동권과 같이 정보소유자
혹은 소비자가 본인의 정보에 대하여 전자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의 사본을 요구하거나
제약 없이 해당 정보를 다른 정보처리자에게 이전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5. GDPR 대응

미국은 GDPR에 대하여 정부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거나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굳이 EU의 적정성 결정(평가)을 받을
필요가 없다. 대신, GDPR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는 ‘프라이버시 쉴드’라는 양자 간 협약을 통
해 EU에서 미국으로의 데이터 전송 시 수반되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GDPR 대응 관련한 기업 대상 설문조사에서 미국 기업들의 GDPR
대응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클라우드 보안 회사인 넷스코프(Netskope)가
2017년 1월과 3월 사이 2만 3,000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GDPR에 대응하
기 위한 변동사항이 전혀 없다109)고 발표하였다. 이어서 2017년 3월 프라이버시 전문기업
인 트러스트아크(TrustArc)가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61%가 GDPR에 대해 준비조차 시작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대답하였다.110) 또한, 데
이터 분석으로 유명한 SAS코리아가 GDPR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 2018년 2월에 실
시한 조사에서도 미국기업의 불과 30%만이 GDPR 시행일까지 준비를 끝낼 것으로 예상한
다고 대답하였다.111)
다행인 점은, 주요 IT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자사와 파트너업체를 위한 GDPR 관련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구글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업체들의 의무를 반영해 계약을 업데
이트하고 데이터 보호 약관을 작성할 예정이다. 그리고 계약에 따라 고객정보 관련 사고에
대해 즉시 통지하고 엄격한 사고관리 프로그램을 연중무휴로 작동시킨다. 이외에도 구글은
국가 간 데이터 전송을 위한 다양한 메커니즘 제공, 표적 광고를 위한 데이터 수집 거부에 대
한 솔루션 지원 등 GDPR 준수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미국 IT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2017년 7월, GDPR 벤
치마크 평가 도구를 무료로 온라인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모든 기업들이 자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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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출
 처: ‘해외 주요국의 GDPR 대응 동향-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를 중심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 2017.9.
110) 출
 처: ‘데이터보호담당자 영입 나선 페이스북, 왜?’, 아이뉴스24(www.inews24.com), 2017.6.30.
111) 출
 처: ‘GDPR 대응 완료 기업 7% 불과-SAS 글로벌 조사 발표’, ITWorld(www.itworld.co.kr), 2018.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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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준수 여부를 스스로 측정할 수 있게 해준다. 평가 질문은 기업들이 GDPR 준수를 위
해 실행해야 할 기술과 단계들을 인지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GDPR 준수를 위한 조치들
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안 되어 있는지를 알려준다. 이와 더불어, 마이크로소프트는
AIP(Azure Information Protection)이라는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을 출시하여 기업에서 문
서와 메일을 분류하고 레이블을 지정할 수 있게 해준다. 이를 통해 기업은 신속하게 개인식
별정보를 찾아 삭제하는 등 클라우드 보안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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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캐나다는 공공과 민간에 모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을
갖고있지 않고, 두 부문에 각각 적용되는 별도의 입법을 제정하여 시
행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수집, 사용, 공개와 관리에 관해

캐나다

규율하는 법으로는 ① 연방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 문서법(PIPEDA,
Federal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S.C. 2000, ch. 5), ② 알버타주의 개인정보보호법
(PIPA Alberta, Albert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A. 2003, ch. P-6.5), ③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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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PIPA BC, British Columbi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B.C. 2003, ch. 63), ④ 퀘벡주의 민간부문 개인정보보
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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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버시법
(Canadian Privacy Statutes)’이라 한다. 또한, ‘프라이버시 보호법
(Privacy Act)’을 두어 모든 공공부문에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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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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주에 해당분야를 관장하는 법

부 록

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
며 PIPEDA 적용은 배제된다. 즉 [그림 4-3-1]과 같이 연방법과 주

112) 출처: ‘Azure Information Protection이란?’, Microsoft, 2018.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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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사이에서 특별법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온타리오의 헬스 프라이버시법, 뉴브런스윅
주,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에도 이러한 법이 적용되고 있다.
[그림 4-3-1] 캐나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체계

연방법

공공 분야

프라이버시법
(The Privacy Act)

주법

민간 분야

Alberta

개인정보법, 건강정보법 등

개인정보보호

New
Foundland

개인정보보호법, 프라이버시법 등

Quebec

민간영역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및 전자문서에
관한법률
(PIPEDA)

캐나다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는 연방과 주 차원에서 각각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연
방차원의 감독기구인 연방프라이버시커미셔너(OPC)는 1983년에 설립되었으며, [표 4-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수하게 주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관할영역이 아닌 부분에 대하
여 포괄적인 관할권을 가진다. 하원과 상원에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책을 직접 보고하며, 연
방 프라이버시법에 따라 접수된 각종 민원·신고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및 처리, 관할영역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정부와 의회에 대한 입법·정책자문, 프라이버시 이슈 연구 및 조사,
캐나다 국민의 프라이버시 인식 제고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표 4-3-1] 연방프라이버시커미셔너(OPC)의 주요 기능
주요 기능

피해구제

•각종 불만사항이나 신고 접수
•자료제출 요구, 관계인 소환, 현장조사 등을 통한 사실조사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 및 화해유도, 분쟁조정 등을 통한 해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접근권 행사 거부 시 연방법원에 소송 제기

조사·감독

•프라이버시 침해여부에 대한 직권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정보보호원칙 및 법규 준수여부 감독
•법 위반사항 발견 시 시정권고

정보제공

•프라이버시 관련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질의접수, 처리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의견 제시

정책 및 입법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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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개인정보연구

•개인정보 관련 법안 심의 및 의견 제시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하여 의견 제시 및 자문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심사 시행 및 자문
•프라이버시 동향 및 현안에 대한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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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세부내용
•언론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기자회견, 회의, 워크숍 등 행사 진행 및 웹사이트 관리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

•주 개인정보보호기구 및 해외기구와의 협력

개인정보보호 법률체계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도 연방과 주 차원에서 각각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다만 연방 차원의 법률은 공공과 민간을 분리하여 규율하는 이원적
체계를 취하고 있는 반면 관리감독의 경우 공공과 민간을 함께 관장하는 일원적 체계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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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각 주의 감독기구에서는 연방프라이버시커미셔너(OPC)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며, 주의 감독기구 현황은 [표 4-3-2]와 같다.
[표 4-3-2] 캐나다 각 주의 감독기구 현황
구분

주/준주
Alberta
British Columbia
Manitoba

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er
Office of the Ombudsman

New Brunswick

Office of the Integrity Commissioner for New Brunswick

New Foundland

Office of the 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er

Quebec
Nova Scotia
Saskatchewan
Ontario
Prince Edward Island
Yukon
준주

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er of Alberta

Northwest Territories

Commission d'acces a l'information du Quebec
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er of Nova Scotia
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er of Saskatchewan
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er of Ontario
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er of Prince Edward Island
Ombudsman and 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er of the Yukon
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er of the Northwest Terri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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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감독기구

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er of Nunavut

한편, 2017년 9월 1일 캐나다 연방 산업부(The Department of Industry)에서는 ‘개인정
보 침해 통지 규칙(The Breach of Safeguards Regulations)’을 발의하였다. 이는 캐나다 민

부 록

간부문을 규율하는 법률인 PIPEDA 하에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지 의무를 GDPR 기
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2018년 상반기에 해당 규칙이 통과되면서, 캐나다 정부는
PIPEDA에 침해 통지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였다. 해당 규칙과 PIPEDA는 2018년 11월 1
일에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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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규칙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개인정보 침해사건이 발생
한 경우, 첫째, 정보주체에게 중대한 손해의 실제 위험(Real Risk of Significant Harm)을
야기하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둘째, 만약 중대한 손해의 실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경
우 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게 침해사실을 통지하고, 연방프라이버시집행위원
국(OPC)에 지체 없이 빨리 침해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113) 만약 법 집행기관, 서비스제공
자 등과 같이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를 보다 완화시킬 수 있는 다른 조직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조직에게도 침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셋째, [그림 4-3-2]의 내용
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연방프라이버시커미셔너(OPC)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림 4-3-2]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보고 및 통지 사항

OPC
보고사항

•개인정보 침해 경위
•개인정보 침해 시점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
•침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한 노력
•침해 사실의 통지 절차

정보주체
통지사항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가 침해와 관련된 추가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신자 부담 연락처 또는 이메일 주소
•조직의 내부 불만 처리 프로세스 및 OPC에 불만제기
권한에 관한 정보

해당 규칙은 GDPR의 개인정보보호 위반 통지 요구사항(제33조, 제34조)과 매우 유사
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와 관련된 ‘규제 영향 분석서(Regulation Impact Analysis
Statement)’에서는 경제적 편익의 관점에서 해당 규정과 GDPR의 관련 규정 간 유사성이
캐나다-EU 간 무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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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만
 약 OPC에 침해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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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아시아·태평양

제1절

일본에서는 기업의 고객명부 등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
고, 개인정보가 판매되는 등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 또는
국민의 프라이버시 의식을 자극하는 일련의 사건이 계속되면서 개

일본

인정보의 취급에 관하여 사회적인 불안감과 함께 관심이 증대되었
다. 이에 따라 국민이 안심하고 정보화 사회의 편익을 받을 수 있도
록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의 원칙을 정하여 국민 권리의무의 침해
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으로 일본은 2003년 5월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
정보보호법’이라 한다)114)을 제정하여 2005년 4월부터 시행하였다.
이후, 정보사회 환경이 변화하면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허용할 수 있는 경계가 불명확하게 되었고,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
보의 범위와 사업자가 준수할 원칙의 불명확성이 더욱 증대됨에 따라
보호대상과 보호원칙을 분명히 하여 소비자를 안심시킬 수 있는

2018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제도가 촉구되었다. 이에, 2015년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신산
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였
다. 이 법은 2015년 9월 9일 공표되었고, 2016년 1월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115) 설치 등 각 조항별로 연차적으
로 시행되어오면서, 2017년 5월 30일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개인정보 정의를 명확화하고, 배
려가 필요한 개인정보(민감정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빅데
이터 분석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진흥에 도움이 되게
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도 보호할 목적으로 ‘익명가공정보’ 개념을 도
입하여 익명가공정보에 관한 가공방법 및 취급 등 규정을 신설하였
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가공방법에 기반하여 기존 사업
자가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를 익명가공정보로 생성하는 경우, 정
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 없이도 새로운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
자에게 제공이 가능하다. 해당 보고서는 익명가공정보의 정의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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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일
 본 개인정보보호법도 OECD 가이드라인의 개인정보보호 8원칙의 영향을 받았다.
115) 보호위원회의 전신은 특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다. 이는 마이넘버법(「행정절차에 있어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2014년 1월에 특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설치되어 마이넘버법 업무를 총괄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개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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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시 유의사항, 익명가공정보 생성을 위한 가공방법 및 가공 예시, 안전관리 조치, 익명가공
정보의 활용사례 등을 담고 있다.116) 117)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민간부문을 총괄하도록 하고, 출입조사권
을 포함한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또한, 기존의 각 산업 분야별 주무장관의 감독업무를
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함으로써 EU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새로운 보호
위원회의 설립은 일본 개인정보보호 체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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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의 전면 개정(2017.5.30.)에 따라 보호위원회는 내각총리대신의 산하기관
으로 설립되어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한다. 민간부분을 총괄하며118) 기존의 사업소관대
신(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개인정보취급사업자에 대해 실시하던 자료제출 요구, 현장검사,
지도·조언, 시정권고·명령 등의 권한을 수행한다. 보호위원회는 긴급 등 필요한 경우에 그
업무 범위를 정하여 소관대신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외에 보호위원회는 공공부문의 ‘행정기
관 비식별정보’ 취급 및 마이넘버 취급 등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보호위원회는 그동안 사업소관대신이 수행해오던 관련 업무를 정비하기 시작하였
다. 우선, 사업소관대신이 제정했던 41개의 각 소관 분야 가이드라인을 폐기, 통합 및 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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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등 개편하여 우선 4개의 가이드라인119)을 제정하였다. 나아가 소관 분야에 특수한 가이드
라인120)은 해당 소관대신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정한다. 또한, 각 사업소관대신이 감독
했던 인정개인정보보호단체121)에 대해서도 보호위원회가 그 감독권한을 수행한다. 보호위
원회는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부터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을 접수하여(290건)
행정지도 등을 실시하였고,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 사안을 접수하여(2건) 지도·조언 등 권한
을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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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국
 립정보학연구소(NII, 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cs) 역시 ‘익명가공정보에 관한 기술 검토 워킹그룹’을 설치함으로써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과의 협력을 통해 익명가공정
보에 관한 기술적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117) 일본은 2016년부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있는데, 핵심 전략의 하나인 ‘신산업구조비전: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일본의
전략’에서는 부가가치의 원천인 데이터와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역할도 강조하고 있다. 즉 일본이 세계적
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는 데이터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전략의 첫 번째로 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유
통시장 조성 등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환경정비를 들고 있다.
118) 공
 공부문은 총무성이 총괄하며,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독립행정기관등이 보유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각 지자체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 조례에 의해 규율한다.
119)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가이드라인 통칙편」, 「외국 개인정보 제공편」, 「제3자 제공 시 확인, 기록의무편」, 「익명가공정
보편」 등
120) 「 금융분야 안전조치 실무지침」, 「신용분야 가이드라인」, 「의료관련 가이던스」 등
121) 개
 인정보의 적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정보공유, 개인정보 적정한 처치 확보와 관련한 업무를 시행하려는
법인으로서 보호위원회에 신청하여 지정을 받은 법인을 말한다(현재 총 45개의 인정단체가 있으며, 보호위원회 설립 이전에
사업소관대신이 인정한 단체는 아직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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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월부터 경쟁정책연구센터 내에 ‘데이터 및 경쟁
정책에 관한 검토회’를 설치하여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관련되는 경쟁정책 및 독점금지법
을 논의를 해오고 있다. 데이터 집적에 의하여 독점과 과점(경쟁 제한)을 가져올 수 있는 기
업 결합이나, 시장에서의 입지를 이용한 소비자·중소기업의 데이터의 부당한 수집(착취), 혹
은 부당한 ‘관리’에 대해서는 독점금지법에 의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토회
는 개인데이터의 이동 촉진과 함께 산업 데이터의 오너십에 관한 논의나, 국가나 법정 독점
산업 등의 데이터 활용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를 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하였다.122)
또한, 일본은 자국 법제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르고 있음을 대내외에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들이 오랜 협상 끝에 2011년에 제정한
CBPRs123)에 가입한 바 있다.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EU와의 적정성 결정(평가) 등과 관련하
여, 일본 정부는 2017년 7월 EU-일본 간 개인 데이터의 국외이전에 대한 공동 성명을 통해,
2018년 초까지 양측의 개인 데이터 보호수준이 적정선에 이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하기로 발표하였다. 현재 EU 집행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적정한 보호수준을 마련한 것으
로 인정되는 ‘화이트 리스트(White List)’에 일본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개정 개인정보보
호법의 전면 시행에 따라 EU와 일본 간 개인정보보호법 격차가 상당수 감소함에 따라 일본
의 EU 화이트리스트 추가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제2절

중국은 14억 인구와 거대 시장을 기반으로 탄센트, 알리바바, 화
웨이와 같은 세계적인 ICT 대기업을 둔 나라이지만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국제적인 흐름에 크게 뒤져 있었다. 그런데 스노든 폭로 사

중국

건 이후 중국 정부가 국가안전법(国家安全法)과 테러방지법의 제정
을 서두르면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주목을 받고 있
다.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 규정이 시행된 적이 없기에 이
들 법안에 들어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과, 이를 제약하는 제
도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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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출
 처: '데이터 및 경쟁정책에 관한 검토회 보고서', Japan Fair Trade Commission, 2017.6.6.
123) A
 PEC CBPRs의 전문(번역)과 정책, 규칙 및 지침에 대해서는 박훤일,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따른 법적 문제와 대책’,
집문당, 2015, 342쪽 이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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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124)는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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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인
터넷 범죄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은 4개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이후 최종안은 수정 없이 통
과되었다.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네트워크 안전법의 입법 취지는 인터넷 공간의 주권과 국가
안보의 유지, 국민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 법은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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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와 보안 관련 사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룬 중국 최초의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개인정보를 비롯한 데이터의 보안을 강화한 측면도 있으나 시민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감시 및 해외기업에 대한 차별을 가져올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은 중국 내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유지보호·사용 및 보안에 대한
감독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 단말기
부터 온라인서비스제공기업에 이르기까지 인터넷과 관련된 제반 영역이 규제의 대상이다.
네트워크 안전법의 시행에 필요한 하위 규정에는 ‘네트워크 제품과 서비스 안전 심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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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 경외반출 안전 평가 방법’이 있다. 이 두 개의 방법은 법의 구체
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국의 시행령·시행규칙의 성격을 가진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중국 내 네트워크 사업자,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 운영자 등이다.
이 법은 7장 7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트워크 운영 안전, 개인정보보호, 불법정보 단속,
네트워크 제한 조치, 법률 책임 등의 내용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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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겼다. 그리하여 중요정보 인프라사
업자는 중국 인민의 개인정보와 중요한 기업정보에 대하여 중국 내에 처리·보관하여야 한
다. 예외적으로 사업상 해외에서의 정보 처리·보관이 필요하고 그에 관한 보안성 평가를 받
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

부 록

124) 중
 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의 형식상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22개 성·자치구·직할시, 홍콩(香港)·마카오(澳門) 특별행정구
(特別行政區), 인민 해방군에서 선출되는 대표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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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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보호를 위한 규정을 명시한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2017년 8월 15일 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AC, Standardization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는 ‘정보보안기술-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
라인(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y-Guide for De-Identifying Personal Information)’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빅데이터, IoT 등 4차산업 시대를 맞아 데이터 기반 애플리
케이션의 증가와 함께 개인정보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공유와 활용 촉
진을 위해 제정되었다.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의 원칙과 목표, 구체적인 비식별
조치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절차는 [그림 4-4-1]에
서 보는 바와 같이, ① 비식별 조치 대상 확정 및 목표 수립, ② 비식별 조치 대상 확인, ③ 비
식별 조치 처리, ④ 비식별 조치 후 생성된 정보집합물에 대한 검증 및 승인 4단계로 구성되
며, 매 단계마다 모니터링과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조직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부서를 두어야 하며, 조직의 최고관리자는 비식별 조치의 총
책임을 맡는다.
[그림 4-4-1] 중국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비식별 조치 대상 확정
및 목표 수립

비식별 조치
대상 확인

비식별 조치 처리

검증 및 승인

•양식조사법, 규칙판정법,
수동분석법을 통한
비식별 조치 대상 확인

•데이터 규범화를 통한
표본 추출 및 데이터량
축소화 등 사전처리
•데이터 종류에 따른
비식별 조치 기술 채택
•선택한 비식별 조치 방법·
기술에 따라 정보집합물에
대한 비식별 조치 실시

•비식별 조치된 데이터의
개인정보 안전보호 요구
충족여부 검증
•비식별 조치된 데이터의
유용성 검증
•비식별 조치 결과물의
심사 및 승인 여부 결정

•비식별 조치가 필요한
정보집합물의 범위 설정
•목표의 수립
•비식별 조치 실시계획의
수립 등

동 가이드라인은 중국에서 발표한 첫 번째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2017년 10월까지 의견수렴을 수행하였고, 최종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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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2012년에 「개인정보보호법(PDPA, Person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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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Protection Act 2012)」을 제정하고, 2013년 1월부터 18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시행하였다. 이는 기업 및 기관들이 내부 개인정보보호

싱가포르

정책 및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PDPA를 준수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마련해주기 위함이었으며, 2014년 7월부터 전격 시행되었다.
싱가포르의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는 규제기구로는 개인정보보
호위원회(PDPC, Personal Data Protection Commission)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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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13년 1월 2일 설립되었으며, 커미셔
너 1인과 부커미셔너 1인, 집행위원장 1인의 리더십 그룹과 집행국
(조사, 분쟁 중재 등), 정책 및 국제협력국, 법률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① 개인정보보호 규제 및 가이
드라인 개발 등 정책 집행, ②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업행위 검토 및
필요 시 결정 또는 지침 발표, ③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등의 업무
를 수행한다.
한편, 싱가포르는 2017년 7월 27일 APEC의 개인정보 자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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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인 CBPRs와 수탁사 처리 시스템인 PRP(Privacy Recognition for Processors System, 이하 ‘PRP’라 한다)의 가입신청의향
서를 APEC에 제출한 바 있다. APEC의 CBPR 시스템은 21개의
APEC 회원국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프라이버
시 기준을 준수하도록 마련한 지역과 다자간 데이터 이전 메커니즘
이다. CBPRs는 APEC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에서 제시된 주요 프
라이버시 원칙을 구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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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의 PRP 시스템은 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 정
보통제자, 즉 개인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보호 준수 의무를 효과적
으로 이행하는 능력을 입증하도록 한 것이다. PRP는 또한 정보통제
자로 하여금 자격과 책임이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를 판별하는 데 도
움을 주고, 아울러 신뢰성을 입증하지 못한 중소규모의 개인정보처

부 록

리자들을 지원할 수 있다. 만약 가입이 완료될 경우, 싱가포르는 캐
나다, 일본, 멕시코, 미국, 한국에 이어 CBPRs에 가입하는 여섯 번
째 국가가 될 전망이다. 싱가포르는 APEC의 CBPRs는 싱가포르의
데이터 국외이전과 교환을 촉진시키고, 데이터를 좀 더 책임감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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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운영하는 데 있어 확실한 보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또한, 싱가포르는
자국의 데이터보호 신뢰마크(DP Trustmark: Data Protecion Trustmark) 표준을 APEC의
CBPRs와 PRP 시스템에 맞출 예정이며, 이를 통해 DP Trustmark 표준인증을 받은 기업들
은 동시에 APEC CBPRs의 인증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같은 날인 2017년 7월 27일, PDPC는 디지털경제에서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공개
협의 보고서를 공개하였다.125) 이 협의서는 동의 요구 사항의 변경을 통해 디지털경제에서의
개인정보 사용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동시에 필수 위반 통지를 도입하여 보안 기준이 향상되
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제안하였다.
PDPC가 제안한 변경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대부분의 처리자가 정
보유출 고지의무를 가지게 될 것이다. 만약 정보보안 침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PDPD와
정보주체에게 고지해야 하고 이러한 고지는 반드시 72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
로, 정보중개업체(Data Intermediaries)도 정보유출 고지의무를 가지게 될 것이다. 처리자
와 마찬가지로 정보유출 사실을 알았다면, 반드시 해당 기관에 고지해야 하고 기관들은 정보
유출 발생 시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정보중개업체와의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세
번째로, 정보수집 목적이 고지된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의 수집·이
용·공개에 대해 동의를 얻는 것이 어려운 상황일 때, 동의를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네 번째
로, 법적 혹은 사업적 목적일 경우에는 고지나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동
의를 받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가 요구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관들은 개인정
보보호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전동의
를 받지 않기 위해 많은 기관들이 영향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현재 동의 기반 접근방식이 점점 비실
용적으로 되고 있으며, 데이터 침해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개
정안 제안은 앞선 문제들을 해결하고 변화하는 기술환경을 반영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430

125) 출처: ‘Major 50 Data Protection Reforms Proposed in Singapore’, Pinsent Masons LLP(www.out-law.com), 2017.7.27.

제4절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호주 연방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The Privacy Act 1988)을 통
해 공공부문과 연방정부 관할 지역의 민간 개인정보처리자를 규율
한다. 이 법은 2014년 프라이버시 원칙(APPs, Australian Privacy
Principle)이 새롭게 추가되어 개정되었다. 이 개정을 통해 공공·민

호주

간에게 동시에 적용되는 통일된 개인정보의 활용 기준이 마련되었
으며 연방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인 호주 정보위원회(OAIC, 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의 독립성과
권한이 강화되었다.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호주의 APPs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13개의 원칙을 제시
한다([표 4-4-1] 참조). 세부적으로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등 개
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처리자들의 의무사항과 정보주체 권리실현
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표 4-4-1]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13개의 원칙
주요 내용

APP 1
공개되고 투명한 개인정보 관리

기관은 개인정보를 투명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는 최신의 APP 프라이버시
정책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

APP 2
익명성과 가명성

APP 적용 기관은 정보주체에게 자신이 식별되지 않을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APP 3
개인정보의 직접 수집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직접 관련된
개인정보 외에는 수집할 수 없음

APP 4
직접 수집되지 않은 개인정보 처리

직접 수집하지 않은 정보를 보유한 경우 합당한 기간 내에 APP 3에 따라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함

APP 5
개인정보 수집 안내
APP 6
개인정보의 사용 및 공개

APP 8
개인정보의 해외 공개
APP 9
정부에서 제공하는 개인식별자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함

APP 적용 기관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됨
특정 상황에서만 직접 마케팅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공유 가능
개인정보를 해외에 보내는 경우 APP 적용 기관은 해당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취급되도록 해야 함
정부에서 제공하는 개인식별자를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로 제한되어 있음
APP 적용 기관은 개인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APP 11
개인정보의 보호

APP 적용 기관은 개인정보의 오·남용, 유출, 인가되지 않은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APP 1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APP 적용 기관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APP 적용 기관은 정보주체에 대하여 개인정보 정정 의무를 가짐

부 록

APP 10
개인정보의 품질

APP 13
개인정보의 정정

제 4 편 해외 동향

APP 7
직접 마케팅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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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는 연방과 주 차원에서 각각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연방
차원의 감독기구인 OAIC는 법무장관(Attorney General’s Portfolio) 소속의 독립기관으로
개인정보보호법뿐만 아니라 기타 법률상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한다. 예를 들어 Crimes
Act 1914에서는 OAIC의 정보위원장(Information Commissioner)이 범죄기록과 관련된
법안의 위반사항을 조사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 밖에도 OAIC는 개인정보 침해 조
사와 관련 민원 처리, 법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출의무 부여, 행정기관
의 개인정보보호 현황 감시, 정부기관 및 사업체에 자문 제공 등의 권한을 가진다.
호주의 각 주는 독자적인 개인정보보호 기구와 법률을 수립하는 등 독립적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립 중이다. 감독기구 현황은 [표 4-4-2]와 같다.
[표 4-4-2] 호주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현황
주

감독기구

New South Wales

The NSW 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

Northern Territory

The Office of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for the Northern Territory

Queensland
Victoria
Tasmania
South Australia
Western Australia

The Queensland Office of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The Victorian Commissioner for Privacy and Data Protection
The Tasmanian Ombudsman
South Australian Privacy Committee
※ The state public sector in Western Australia does not currently have a legislative
privacy regime

각 주별 입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가 관할하고 있는 분야와 대상이 다르다.
예를 들어 빅토리아주의 경우에는 주 소관의 공공기관을 규율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률
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이 밖에도 호주는 연방과 주 정부 간 마찰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통일
성을 기하기 위하여 호주연방-주정부 협의회(COAG, Council of Austrailian Government)
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호주 정부는 2017년 2월 The Privacy Amendment(Notifiable Data Breaches) Act
2017 내 개인정보 침해사고 의무통지제도(NDB, Notifiable Data Breaches scheme)를 규
정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주체와 OAIC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사고 통지의무를 도입
하였다. 침해사고 통지제도는 ① 비인가 접근과 공개로 ② 정보주체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
할 수 있어 ③ 기업 등의 조치로 해당 위협을 방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OAIC는 침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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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통지를 접수하고 동 제도의 준수 및 이행을 강제하며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를 담당한다.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다른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호주 역시 EU GDPR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OAIC는 2017년 5월 31일 ‘호주 기업을 위한 GDPR 가이드라인(Privacy
Business Resourse 21: Australian Businesses and the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발표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호주 기업들이 GDPR 시행에 따른 새로운 개
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호주와 EU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준수할 수 있는 방
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 가이드라인은 GDPR의 적용 대상에 대한 설명을 제
시하고, 호주 프라이버시법과 GDPR의 주요 차이점 등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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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감사원법」,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등 22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감사제보관리부 등 7개 개인정보파일,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82
대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기관 내 모든 개인정보 자료를 흡수하는 보호 운용체계 마련 및 운용체계 안정화를 통한 침해 예
방 내실화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2018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 개인정보보호 법령 간 정합성 확보
-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관
련 규정 보완
- 특히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지침」 운용상 불합리한 사항 발생 시 이를 개선하고 실효성 증대 방안 마련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적정 수준의 조직·인력 및 예산 확충
- 현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되, 필요 시 개인정보보호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을 보강
- 신규시스템 구축 시마다 개인정보보호 예산을 반영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등을 통해 시스템 설계부
터 체계적 관리를 도모
• 침해 예방 체계 내실화 및 관리 강화
- 감사원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차단시스템에 적용된 개인정보 필터링 항목의 운영실태 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 네트워크 보안시스템의 운영정책 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본원, 교육원, 지방사무소의 보안장비를 통
합 모니터링하기 위한 통합로그 관리시스템 도입·설치
-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업데이트, 정밀진단 기능을 활용하여 PC의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상시 점검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감사출장 교육 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독려하고 연초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폐기방법 등 교육 실시, 신규 직원 및 승진자 교육과정에 정규 과정으로 운영

4. 소요 예산

438

사업 분야

2017년(확정)

2018년(요구)

증감률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50백만 원

-

△100.0%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

-

총계

50백만 원

-

△100.0%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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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현황) 방송통신 민원처리 관련 녹취자료 등
• (추진목표)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 기업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지원체계 확립, 개인정보 침해 대응체계
강화, 글로벌 상호통용성 제고,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등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 IoT, 인공지능, 스마트 단말 등 신규 ICT 기술 환경에서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서비스 환경 구축을 위한 법·
제도 정비
- ICT 기술발전에 따라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고
려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위한 정책 마련
• 통신, 쇼핑몰 등 온라인 분야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비식별 조치 관련 교육·컨설팅 확대 및 사
후관리 실태점검 강화
• 정보통신서비스 분야별 서비스 제공에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는 개인정보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지침 정비
- 개인정보 수집 항목·목적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포괄동의 방식으로 수집·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지속
적인 점검 추진
•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확대 및 강화 추진
- 개인정보 활용 분야 규모,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요 등이 파악 가능하도록 기존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의 확
대·개선 추진
- 개인정보의 생산·유통·거래규모 산출, 개인정보 침해사고 원인파악 분석 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정책 연
구 추진
• 국내외 최신 개인정보보호 정책 동향 분석 및 글로벌 이슈 대응력 강화
- 주요국 또는 국제기구의 법·제도 제·개정 등 정책 현황, 이슈 모니터링 및 국내 관련 정책에 반영 추진
• 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평가) 대비

제 4 편 해외 동향

- EU 회원국 지지확보를 위한 한-EU 개인정보보호 국제 세미나 개최
- EU 적정성 결정(평가) 심사 참고자료 활용을 위한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제 및 집행사례 영문 콘텐츠 개발
- EU 적정성 결정(평가) 심사 관계기관(EU 집행위, 제29조 작업반 등) 협력 강화
•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APEC CBPRs) 운영 활성화
- CBPRs 운영 및 제도 확산을 위한 사업자 홍보, 활성화 정책 개발
- CBPRs 운영체계 개선, 회원국 내 CBPRs 확산 등 글로벌 리더십 강화
- CBPRs 관련 분쟁 해결 등 인증기관 간 공조를 위한 협력 강화
• 주요 교역국 또는 기업의 프라이버시 컴플라이언스 제고를 위한 글로벌 표준 도입·확산 및 침해사고 공조를
위한 협력 강화
• 민·관 협력 개인정보보호 포럼 운영(반기 1회)
- 부처, 학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 등을 위한 국내외 주요 이슈,
향후 정책방향 등 논의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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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기업의 우수사례 등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 제시를 통해 이용자의 표준화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를 지원
•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 동의서 형식 개선 및 동의 항목·내용의 단순화·실질화를 통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의제도의 실효성
강화
- 필수적 동의 사항에 대해서는 옵트 아웃 도입 등 개선방안 검토
• 개인정보 침해신고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개선
-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각 분야별로 빠른 법적 판단을 위해 유관기관(금감원, 소비자원 등)에 해당사
항 통보 절차 마련
- 유관기관과 업무 협의를 통해 각 분야별 세부 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업무처리절차(매뉴얼) 개정 및 배포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 개선을 통해 신고접수 이력확인, 개인정보 침해 사례에 대한 검색 기능 강화
•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 역량 강화 및 처리기간 단축
- 분야별 전문 상담사(개인정보, 스팸 등)를 운영하여 각 분야별 신속·정확한 상담 안내서비스 구축
- 개인정보 침해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전문가 세미나·교육 등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신고처리의 전문성 강화
• 개인정보 유출 등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 결과 제출 요구·
관리
-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여부 현장점검을 통해 사후 감독
• 업종별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성화 기반 마련
- 업종별 자율규제 활성화방안 연구 및 자율규제 단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추진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이해도 제고 및 보호역량 강화를 위한 업종별 교육, 체크리스트 마련 등 단체 지원
• 업종별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가제도 개발을 위한 연구 추진
- 업종별 개인정보보호 수준 측정 및 평가 방안, 제도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 연구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제도 개선 및 활성화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관련 온라인 교육 지원을 위한 상시 온라인 교육장 개설
- PIMS 인증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 등을 통해 PIMS 인증대상을 연 10%씩 확대(~’19년, 70
건 인증)
- PIMS의 개인정보 관리방안, 인증기준 등에 대한 국제표준 추진
• 인증심사 품질 제고 및 인증심사원 전문성 강화
- 심사 유형별 및 사업 분야별 심사지침 등에 대한 인증심사원 교육
- 인증심사원 자격검정을 위한 문제은행 확대 및 기존 인증 심사원 자격관리 방안 개선
• 중소·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지원 강화
- 자율규제단체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및 기술 지원 추진
• 중소·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웹사이트 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강화
- 악성코드 원격 점검 및 웹 취약점 점검 등 컨설팅 지원 확대
• 핀테크, 사물인터넷 등 생체정보 활용 분야가 넓어짐에 따라 생체정보 보호기준 제시를 위한 법·제도 정비
• 광고, 마케팅, 서비스 개선 등의 목적의 온라인상 개인 행태 추적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 마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 등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웹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게시물 근절을 위
한 업무 공조
• 최근 증가 추세인 미국 내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유·노출 삭제 및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한·미 관련 기관 간 협
력방안 검토
• 개인정보 노출대응 시스템의 노후화된 장비 교체 및 신규 장비 도입, 검색 프로그램 성능 개선을 통한 검색
력 제고
• 신속한 개인정보 침해 대응 협력을 위한 주요 사업자 간 핫라인 구축·확대
- 2·3차 피해 예방을 위해 핫라인을 통한 상황 전파 및 조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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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 효율적인 개인정보 교육을 위한 학생 중심 교육체계 정립
- 교육부, 시·도 교육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교직원 대상 개인정보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개선
- 초·중·고등학생 및 교직원 대상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재 개발·보급 확대
• 개인정보보호 관련 온라인 교육 방법, 교재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 개선하여 취약계층 대상 교육기회 확대 및
편의성 향상
- 지방 거주, 주부, 노년층 등 오프라인 교육 참석이 어려운 취약계층도 손쉽게 참여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
도록 개선
-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i-privacy.kr) 활성화를 위한 신규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관련 자료 수시
업데이트
• 대국민 개인정보보호 실천수준 및 인식 제고를 위한 ‘2018년 인터넷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 실시
- SNS, 스마트폰 등 국민생활 밀착형 매체를 활용한 대상별 눈높이 광고 송출 및 홍보 추진
- 대국민 공모전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실천 아이디어 등을 발굴, 활용하여 국민 참여도 및 실효성 제고
• 개인정보보호 관련 단체, 기업, 개인 등의 한 해 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인의 밤’ 행사 개최
- 개인정보보호 기반 조성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유공자 표창 수여
• 현장교육 참석이 어려운 영세업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제공 확대
- 현행, 온라인 교육 콘텐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수준별·업종별 교육 콘텐츠 개발·제공
•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을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으로 구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교육 필요수준에 맞춘 맞춤
형 교육 진행
- CPO 및 개인정보 담당부서장, 일반 개인정보처리자 등 업무에 따른 교육 필요수준을 고려하여 전문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제공
• 개인정보처리자 등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을 교육하는 개인정보보호 기본 교육제공 횟수 확대
• 업종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재 개발 및 교육 등을 통해 업종별, 분야별 담당자의 직무수행요건 및 필수
역량 기준 제시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4. 소요 예산
사업 분야

2017년(확정)

2018년(요구)

증감률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1,033백만 원

1,383백만 원

33.9%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4,467백만 원

5,477백만 원

22.6%

661백만 원

873백만 원

32.1%

6,161백만 원

7,733백만 원

25.5%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총계

제 4 편 해외 동향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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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국무조정실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법률, 행정규제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규제건의 및 조세심판 청구 등을 위한 개인정보파일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와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및 선제적인 예방활동으로 개인정보 보호수준 향상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생활화
-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까지 확대 실시
* 매월 1일 각 부서의 장은 PC에 저장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삭제 또는 암호화 실시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발전방향 등 논의 활성화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협의회 운영(5월)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련 동의제도 개선 및 실효성 확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실태분석 및 개선(6월)
• 개인정보 침해신고 대응체계 개선 및 상담역량 강화
- 국무조정실과 연구기관 간 개인정보 침해사고 종합 대응체계 마련(상반기)
- 개인정보 침해사고 모의훈련 실시(하반기)
• 개인정보보호 조직·예산 등 관리체계 강화
- 연구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조직 및 예산 가이드라인 마련(연중)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반 기술 개발 및 보급
- 개인정보 유·노출 모니터링시스템 도입 및 소관 부서 보급(2월)
•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정책·기술 지원체계 강화
- 소속·산하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한 지도활동 강화(연중)
• 개인정보 유·노출 공동대응 강화
- 연구기관의 개인정보 유·노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점검 실시(연중)
• 개인정보보호 관계기관 및 단체 간 협력 강화
- 개인정보보호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9월)
•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제고를 위한 협력 강화
- 연구기관 평가(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실효성 강화(연중)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개인정보 실천 생활화를 위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홍보 강화
- 국무총리실 홈페이지(www.pmo.go.kr)를 통한 대국민 홍보 실시(연중)
•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 강화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대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가 양성(연중)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채용자격 기준 마련(연중)
- CPO 워크숍(행정자치부, 현 행정안전부) 참석 등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량 강화
-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 및 순회교육(행정자치부, 현 행정안전부) 참석(연중)

4. 소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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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2017년(확정)
-

2018년(요구)
3백만 원

증감률
신규편성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35백만 원

43백만 원

22.9%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총계

35백만 원

1백만 원
47백만 원

신규편성
34.3%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04

국민안전처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136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방재인력관리정보, 풍수해가입자명단 등 개인정보파일 452개, CCTV 2,782대 운영·관리 중
• (추진목표)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재난현장에서의 개인정보 보호기준 정비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
화,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 재난현장에서 IoT, 인공지능, 스마트 단말 등 ICT 장비로 수집되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조직개편 등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위한 국민안전처 내부관리계획 정비 추진
• 정보주체 권리보장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처리와 관련하여 대국민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현행화*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위탁업체 및 위탁내용,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또는 관행적 과다수집에 대해 실무자 협의회*를 통한 개인정보파일 주기적 검토
* 본부, 소속·산하기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으로 구성
•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 마련
- ’16.9.1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12조(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추가에 따른 보호대책 마련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안조치
- 「개인정보 보호법」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강화·시행(2017.3.30.)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암호화 조치 확인
• 매년 기관별 개인정보 자체점검 실시 후 본부 주관 표본점검 실시
점검분야

1

개인정보 처리 분야

3

영상정보 처리 분야

4

공개 홈페이지 관리 분야

•비밀번호 관리 적정성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 여부
•개인정보의 암호화 여부
•주기적인 로그 분석 및 후속조치 수행여부
•보안 프로그램(백신 S/W 등) 설치 및 업데이트 여부
•CCTV 설치·운영 시 안내판 설치 여부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관리 여부
•관리자 페이지 적정성 및 침입탐지 등 관리 여부
•침해대응 절차 마련 등

부 록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분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개인정보 파일의 등록 및 공개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관리·감독

제 4 편 해외 동향

2

점검항목

•개
 인정보 유·노출 예방을 위한 용역업체 관리감독 강화
•홈
 페이지 취약점 진단 및 모의해킹 실시
•사
 이버안전센터 전문인력 활용,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보안관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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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정보 침해사고 시 자문, 대처방안 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가 인력
풀 연계·활용
•기
 관 개인정보 정책의 주도적 추진을 위한 인력 확충 추진
※ ’17년도 0.5명 → ’18년도 개인정보보호 인력 1명으로 증원 추진
•개
 인정보 및 정보보안의 관리수준 제고 및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 대상, 주기적인 관리
실태 점검(연 2회)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개인정보보호 생활화 및 정보보안을 위한 교육 자료* 배포
*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국가정보원 등의 교육자료를 업무포털 게시판에 게시
• 경비함정 및 안전센터 등 현장 근무자 대상, 수준별 찾아가는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용역업체, 사업담당 등 정보시스템 담당자 보안교육
※ 정보유출방지 및 필수 준수 규정 안내, 사이버안전 관련 이행사항 교육

4. 소요 예산
2018년(요구)

증감률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사업 분야

40백만 원

100백만 원

150.0%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246백만 원

213백만 원

△13.4%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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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확정)

4백만 원

4백만 원

0%

290백만 원

317백만 원

9.3%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05

인사혁신처

현황 및 목표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 (소관법령) 「국가공무원법」 등 51개 법령(법령 6개, 대통령령 35개, 총리령 10개)
• (개인정보 현황) 공직자재산등록정보,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회원관리 등 26개 개인정보파일 및 청사 보안관리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146대 운영 중
* 인사혁신처 본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진천 이전 등으로 인하여 82대 도입
• (추진목표) 보호체계 강화를 통한 개인정보 오·남용 등 침해사고 예방 및 내부역량 강화를 통한 정보주체의 실
질적 권리 보장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생활화
- 개인정보파일의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의 필요성 재검토를 통한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준수
- 고유식별정보 등 주요 개인정보를 일반 개인정보로 대체 처리 가능성 검토를 통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최소화
• 개인정보보호 법령 간 정합성 확보 및 제도 선진화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의 제·개정에 따른 ‘인사혁신처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정 추진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실질화
-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절차 안내 추진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에 따른 내부처리 절차 마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련 동의제도 개선 및 실효성 확보
- 동의에 의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시 고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개인정보 항목별 수집근거 재검토로 필요 최소한의 동의절차 이행
• 개인정보보호 조직·예산 등 관리체계 강화
-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소요 예산 확충 추진
* 영향평가, 암호화, 접속로그 및 접근기록 보관 조치 등에 필요한 예산 반영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제 4 편 해외 동향

• 개인정보 책임자 및 담당자의 역량 강화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당자 등 개인정보보호 역할에 따른 역량 강화 맞춤형 교육 실시
• 공무원 채용시험에 개인정보보호 분야 추가 반영을 위한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등

4. 소요 예산
2017년(확정)

2018년(요구)

증감률

54백만 원

54백만 원

0%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

-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

-

총계

54백만 원

54백만 원

0%

부 록

사업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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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법제처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7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국가법령 공동 활용서비스 관련 이용자 파일 등 5개 시스템 23만 5,816명 개인정보파일
보유 및 운영 중
• (추진목표)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최소화 및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침해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개인정보처리
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인식 제고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개인정보 수집 항목 최소화
- 기관 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통한 불필요 수집 항목에 대한 법제 정비 및 개정을
통한 수집 중단과 파기 처리
• 개인정보처리자의 인식 제고
- 연 2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전문 교육 참석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에 있어 안전한 관리 유도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안내 홍보
-개
 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항목 삽입 등을 통한 적극적 안내 홍보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지원
• 개인정보 유·노출 대응 보안 조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있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바탕으로 시스템에 대한 보안 점검 및 미흡 사항 개선 조치
• 용역사업 관리 강화
- 개인정보 위탁사업자에 대한 보안조치 수행 여부 점검 및 미흡 사항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이용 처리에
대한 보안 강화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C
 PO 및 담당자별 맞춤 교육
- CPO 등 관리자가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지속적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설명하는 관련
행사 및 교육 참석 유도
- 개인정보처리자 및 위탁사업자 등 개인정보 관련 담당분야별 기본 및 전문 교육 등 맞춤 교육 홍보와 참석
유도를 통한 역량 강화
- 정보주체이면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될 수 있는 기관 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자료 게시 홍보

4. 소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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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분야

2017년(확정)

2018년(요구)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2백만 원

2백만 원

증감률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15백만 원

-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1백만 원

1백만 원

0%

총계

18백만 원

3백만 원

△83.3%

0%
△100.0%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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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현황 및 목표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 (소관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49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독립유공자(미) 포상자 관리 파일, 국가유공자 등 등록자 관리 등 개인정보파일 531개,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490대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개인정보보호 제도 준수 생활화를 통한 개인정보 안심 사회 구현, 개인정보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
전한 처리, 개인정보보호의 수준 제고 및 역량 강화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국가보훈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는 개인정보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 정비
- 보훈 법령과 행정규칙 등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서식을 파악하여 불필요하게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있는
지 여부의 확인 후 의견 제시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 처 본부 및 소속(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정기점검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소
속(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 처 본부(27개 과), 소속기관(36개), 소속공공기관(3개) 현장점검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정기분석
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
-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결과 미흡 분야는 소속(공공)기관별 자체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필요
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3개 소속공공기관과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합동회의 개최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제 4 편 해외 동향

•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지정·운영하여 개인정보보호 실천을 생활화
-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전체 기관(부서)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기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유·노
출 등의 점검을 실시
- 처 본부 및 소속기관의 성과관리(BSC 공통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책임자와 담당자는 역량 제고를 위해 전문적·종합적 교육(워크숍)에 참가하고, 모든 기관은 연 2회 이상 상·
하반기 자체 집합교육을 실시

4. 소요 예산
사업 분야

2017년(확정)

2018년(요구)

증감률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538백만 원

298백만 원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1백만 원

1백만 원

0%

539백만 원

299백만 원

△44.5%

부 록

총계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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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등 16개 법률
• (개인정보 현황) 의약품제조판매 품목허가,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 개인정보파일 105개, 영상정보처리기기 57
대 운영·관리 중
• (추진목표) 식품, 의약품 등 분야별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로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개인정보
보호 내실화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 적용 현실성 제고
-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지원을 통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지원
- IT 환경변화 대응하여 정부통합전산센터 및 사이버안전센터의 모니터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의 관리적,
기술적 조치 수행
• 개인정보처리자의 인식 제고 및 제도 논의 체계 운영
-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정기협의회 추진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개인정보 침해신고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개선
- 개인정보침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직원(유관기관 포함) 대상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모의훈련 실시
•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
- 정보시스템 구축(설계·구현·감리 등)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검토가 사전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
무화 규정 마련
• 피해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협력 강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각 유관기관의 정기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에 공동대응
- 유관기관 정보화업무 협의회를 통한 협조, 지방청 개인정보 관련 업무담당자와 화상회의 개최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개인정보 실천 생활화를 위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홍보 강화
- 각 지방청별 식의약품 등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를 협조(요청)하여 개인정보보호
에 대한 인식 제고
-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확산을 위한 ‘개인정보보호의 날’에 자체 점검을 강화
•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 개인정보보호 전문 강사 순회, 사이버교육과정에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교육 실시
-개
 인정보책임자(CPO) 워크숍 및 개인정보보호 콘퍼런스 등에 참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의 역량 강화

4. 소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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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2017년(확정)
-

2018년(요구)
-

증감률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50백만 원

59백만 원

18.0%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총계

50백만 원

59백만 원

18.0%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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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14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사건처리관련자 DB 파일,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DB 등 9개 파일
• (추진목표) 전 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환경과 한층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한 내부검토 추진
-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중단과 업무별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한 내부검토 추진 및 보유중인 개인
정보파일 정비
• 개인정보처리자와 수탁업체 개인정보취급자의 인식 제고
- 개인정보처리자의 인식 전환을 위한 온·오프라인 상시 교육과 간담회 추진
- 수탁업체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주기적인 개인정보보호 교육 추진 및 개인정보 처리 실태 등에 대한 관리·
감독 수행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동의방법 다양화 및 실질화 방안 검토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동의절차 이행 여부 점검 및 다양하고 실질적인 동의방
법 도입 검토
• 원활한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 확보
- 적정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 및 개인정보 영향 평가 예산 확보
• 시큐어 코딩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 활성화
- 침해기법의 지능화·고도화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술 확보 및
시큐어 코딩 의무화 추진

제 4 편 해외 동향

•개
 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기록 점검, 개인정보 파일 점검, 개인정보 침해대응 훈련 등을 통한 개인정보 피해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기록의 주기적 점검, 개인정보 파일 전수 조사 실시, 개인정보 침해대응 절차서
교육 및 모의훈련 실시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책
 임자·담당자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담
 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담당인력 선출 시 자격증 소유자 또는 경력자 우선 선출

4. 소요 예산
2017년(확정)

2018년(요구)

증감률

20백만 원

22백만 원

10.0%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73백만 원

74백만 원

1.4%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1백만 원

1백만 원

0%

총계

94백만 원

97백만 원

3.2%

부 록

사업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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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42개 법률
• (개인정보 현황) 인·허가 및 규제개선서비스 관련 민원처리 파일 보유·관리 중
* 정부서울청사 입주에 따라 공개된 장소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철거
• (추진목표)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유·관리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 및 개인(신용)정보보호 관련 기준의 명확화
및 합리화를 통해 금융소비자 권리보장을 강화하고 금융산업 발전 도모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금융회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활용 지원
- 전문기관을 통해 금융회사 대상 비식별 조치 기법 컨설팅 및 교육 실시
•개
 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간 정합성 제고
-신
 용정보법의 수범대상 명확화, 타 개인정보보호 법제와의 중첩 해소 등의 내용으로 신용정보법 개정 완료 및 시행
•필
 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문화 정착
- 개인정보 수집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일제정비 실시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실질화
- 금융회사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정정 등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 강화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련 동의제도 개선
•자
 율적인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
- 금융회사 등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수행한 개인정보보호 업무 점검
•개
 인정보보호 전담인력 및 예산 확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활동의 관리체계를 강화
•공
 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향상을 위해 금융위 및 산하기관의 협력 강화
- 기관별 관리실태 자가진단 및 결과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
- 기관 간 개인정보 보호활동 사례 공유 및 공동대응 방안 마련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금
 융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개인정보보호 교육 운영
•개
 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교육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 강사 양성과정 체계화
- 금융회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전문성 확보기준 제시
•개
 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일반직원 대상의 역할별 맞춤 교육를 통해 의식제고 및 역량 강화

4. 소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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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분야

2017년(확정)

2018년(요구)

증감률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16백만 원

15백만 원

△6.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2백만 원

신규편성

총계

16백만 원

17백만 원

6.3%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11

국민권익위원회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5개 법률
• (개인정보 현황) 고충처리 및 부패방지 서비스 관련 민원처리 파일, 범죄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개인정보의 관리체계 정비 및 내실화를 통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개인정보 최소한의 수집을 위한 정책 마련
-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중단, 기 보유 정보의 파기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 정비
• 글로벌 환경에서 침해대응 방안 마련
- 국외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및 침해사고 대응 절차서 수립
• 개인정보처리자 인식 제고
-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의무사항 이행노력, 침해사고 예방활동 등을 수행 및 점검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수립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 개인정보 동의제도 개선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 개인정보 수집관련 동의제도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
• 개인정보 침해신고 대응체계 개선 및 상담역량 강화
- 위원회 시스템별 접근권한 실태점검 및 보완
- 국민신문고 내부관리계획 실태점검 및 보완
• 인력 및 예산의 적정기준 개발 및 확보 유도
- 중장기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 구성 추진 노력
• 개인정보 유·노출 상시 모니터링 강화
- 자체 운영 중인 사이버안전센터 통한 24시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제 4 편 해외 동향

• 개인정보 실천 생활화를 위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홍보 강화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배너 게시
•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 강화
-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권역별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정부민원콜센터 상담사 교육(매월)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취급자) 전문교육 이수(연간 40시간)
- 국민신문고 이용기관 개인정보취급자 교육(1,000여 개 기관, 연 2회)

사업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2017년(확정)
-

2018년(요구)
-

증감률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15백만 원

15백만 원

0%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총계

1백만 원
16백만 원

1백만 원
16백만 원

0%
0%

부 록

4. 소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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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
능 방재 대책법」 등 7개 법률
• (개인정보 현황) 개인정보파일 미보유, 영상정보처리기기 미운영
• (추진목표) 개인정보보호의 생활화를 통한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및 오·남용 방지 등 보유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확립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개
 인정보 수집·이용업무 수행 시 주민등록번호 처리 필요성 재검토 및 최소수집 독려 등 필요 최소한의 개인
정보 수집·이용 문화 정착
•개
 인정보취급자의 인식 제고 및 취급자 간 협의체 구축·운영
- 수탁기관 포함 취급자 대상 교육의 연 2회 이상 실시 및 실제 업무 수행 시 제도적 한계, 전문기관의 지원
필요사항 의견 수렴(수시)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정보주체 본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자기결정권 행사를 지원
- 법령에 근거한 수집·이용 시에도 근거법령을 안내하고, 정보주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가칭)’ 제작·배포
•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에 대한 피해구제·상담 등의 문의방법을 담은 ‘피해구제 안내서(가칭)’ 마련 및 기관
내 배포 등 침해사고 대응체계 개선
• 중앙행정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미진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향상을 위하여 협의회 구성·운영
등 공공부문 협력 강화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담당자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필수교육 이수
• 대국민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관(행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
진흥원 등)의 교육·홍보 자료 전파·확산

4. 소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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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분야

2017년(확정)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2018년(요구)
1백만 원

신규편성

증감률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21백만 원

20백만 원

△4.8%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

-

총계

21백만 원

21백만 원

0%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13

기획재정부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국고금 관리법」, 「협동조합 기본법」, 국유재산관리법 등 30개 법령 및 시행규칙
• (개인정보 현황) 국유재산(건물, 토지 등) 정보, 공공기관 경영 및 채용 정보, 지출·지급·징수 정보 등을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고유식별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및 침해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관련 법정서식을 개정하고, 개인정
보보호 유·노출 모니터링 강화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최소화를 위해 관련 개별법 일괄 정비(서식정비)
-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법정서식 개정 추진
•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화
- 수집된 개인정보 보유기간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삭제, 갱신 등의 절차 수행 여부 점검(부내 개인정보보호
추진협의회 활용)
• 개인정보 전담인력 증원
- 신규 시스템(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17.7.) 구축·운영에 따라 동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관
리 전담인력 확충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사전 대응체계 마련
- 정기적인 모의 해킹 및 취약점 분석으로 개인정보의 유·노출 사전 예방(한국재정정보원 재정경제 사이버
안전센터 활용)
• 홈페이지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점검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및 권리구제 절차
게시 여부 점검·보완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전사적인 점검(PIMS 인증 컨설팅)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생명주기, 보호조치
계획 등을 보완
•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단’을 구성하여 기획재정부 및 산하기관 대상으로 관리수준 평가(연 2회)
* 대상기관 : 한국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등
• 용역직원 대상 자체점검을 강화하여 온·오프라인 정보유출 사전 방지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제 4 편 해외 동향

• 개인정보 관리주체별 맞춤형 교육체계 마련
- 개인정보 관리자, 개인정보취급자, 용역직원 등 개인정보 관리 업무별로 차별화된 교육 실시
• 보안인식 제고를 위한 주제별 보안 교육 실시
- 정보보호 신기술 개념 이해와 향후 기술 전망
- 시스템 개발 보안 가이드라인 교육을 통한 취약점 개선
* 중요정보 암호화, 송·수신 시 암호화, 백신·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운영 등
•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매월 셋째주 수요일) 직원들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점검활동 독려
• 기획재정부 및 산하기관이 참석하는 ‘정보보호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보호조치 등을 공유

사업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2017년(확정)
-

2018년(요구)
-

증감률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624백만 원

506백만 원

△18.9%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총계

7백만 원
631백만 원

7백만 원
513백만 원

0%
△18.7%

부 록

4. 소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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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254개
• (개인정보 현황) 교육(행정)기관(1만 2,376개 기관) 개인정보파일 10만 6,463개, 영상정보처리기기 18만
7,448개 보유
• (추진목표) 교육(행정)기관이 정당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정보주체자의 권리보장과 개
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 적용 현실성 제고
- 교육기관별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한 활용 가이드 제공
• 개인정보보호 법령 간 정합성 확보 및 제도 선진화
- 대학의 각종 서식을 점검하여 법령근거 없이 수집하는 행위 점검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실질화
- 학생·학부모 대상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하여 자기결정권 지원
- 교육기관 현장컨설팅을 통한 개인정보 처리방식(수집·이용 등) 점검
• 개인정보 침해사고 상담체계 및 피해구제 제도 고도화
-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 기능 확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신고·상담 체계 구축
•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를 위한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실시
- 개인정보보호 선도요원 양성 시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 활용 안내
- 교육(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 점검·지원단 운영
• 피해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협력 강화
- 교육기관 개인정보 노출 예방을 위한 개인정보 유·노출 점검 강화
-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노출점검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별 개인정보노출점검 시스템 구축·운영
-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교육(행정)기관별 정보보호 워크숍 개최
- 교육(행정)기관별 자체적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환경 마련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정보주체의 권리와 책임의식 제고
-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 등 정보주체별 교육·홍보 자료 제작 안내
•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확산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선도요원 양성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담당자 및 신규자 대상 역량 강화

4. 소요 예산
사업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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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확정)
40백만 원

2018년(요구)
693백만 원

증감률
1,632.5%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865백만 원

692백만 원

△20.0%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총계

1,286백만 원
2,191백만 원

1,431백만 원
2,816백만 원

11.3%
28.5%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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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과학기술기본법」 등 67개 법률
• (개인정보 현황) 우편·금융, 비영리법인 인·허가, 민원처리 등을 위한 파일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개인정보 관리체계 내실화, 유관기관 개인정보보호 강화, 국가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17년 개정되는 개인정보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개인정보보호 지침과 소관 매뉴얼을 개정·배포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 개인정보 침해신고 대응체계 개선 및 상담역량 강화 》
• 통신사에서 기업·이용자까지 사이버 위협과 개인정보 유출을 실시간 탐지·차단·대응할 수 있는 다계층 사이
버방어체계시스템 본격 운영
- 통신사 국제관문국 및 연동망 구간에 사이버위협 실시간 탐지·차단 등 침해사고 대응 시스템 운영 강화
- 개인정보를 유출해가는 홈페이지 악성코드·모바일 악성앱 탐지 강화 및 SNS 악성링크 탐지체계 확대
《 개인정보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사후감독 강화 》
•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지능화되는 위협정보에 대한 실시간 분석 및 대응 강화를 위한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센터('17년 하반기 구축) 고도화 추진
- 사이버 위협 정보공유·분석 시스템 이용기관 지속 확대(’18년 220개 이상)
《 중소 및 영세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및 기술 지원 》
• 분야별·지역별 CISO 핫라인 구축 강화 및 6개 지역 정보보호 지원 센터 중심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강화 추진
- 지역 중소기업 대상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현장 컨설팅, 웹 취약점 점검, 정보보안 교육 실시 확대
《 신기술·서비스 관련 위협 대응을 위한 정책 및 기술 개발 》
•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정보 분석·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차등 프라이버시 보호기술 및 복제불가형
바이오 인증 기술개발 등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확대(’18~’19년, 20억)
* 차등프라이버시(Differential Privacy) 보호 기술 : 개인 사생활 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정보 분석/
활용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보안 기술
《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활용한 분야의 보호기준 마련 》
•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사이버위협 및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탐지·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
고도화 추진(~’20년)
• 美, 中, 日 등 주요국과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 대응기관(CERT) 간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18년~)
• 보안기업 및 보안 관련 유관기관과 ‘사이버위협 인텔리전스’ 운영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등 위협 정보 사전 공유 체계 강화

제 4 편 해외 동향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18년 평창 올림픽 연계, AI 해킹 방어대회 개최를 위한 플랫폼·프로그램 개발 지원 강화를 통해 AI 기반
보안기술 개발인력 양성 추진
- 정보보호 특성화대(4곳), 정보보호 고용계약형 석사과정, ITRC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교육강화를 위한
산학협력 프로젝트 지원 강화

부 록

4. 소요 예산
사업 분야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2017년(확정)
957백만 원

2018년(요구)
955백만 원

증감률
△0.2%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총계

20백만 원
977백만 원

10백만 원
965백만 원

△50.0%
△1.2%

455

16

외교부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여권법」, 「재외국민등록법」, 「해외이주법」, 「재외공관 공증법」 등 4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여권발급, 재외국민등록 등 민원처리 파일,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 증진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문화 정착 노력
- 불필요 개인정보 수집 사례 지속 점검, 발견 시 수집 중단 및 기 보유 개인정보 파기 유도
• (재외공관) 재외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문 게시 의무화 및 개인영상정보 청구 절차 등 홍보를 통해 재외국민의 개인정
보 자기결정권 보장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개선
- (재외공관) 개인정보 유·노출 대응체계 점검 및 보완
• 개인정보 침해사고 상담 역량 강화 및 처리 기간 단축
-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처리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대응능력 강화
• 개인정보 유·노출 공동대응 강화
- 개인정보 유·노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 개인정보보호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협력 강화
-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 개최 정례화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사이버교육과정 확대
- (재외공관) 재외공관원의 개인정보보호 사이버교육과정 수강 유도를 위한 홍보 강화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담당자 필수 교육과정 운영
-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한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4. 소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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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분야

2017년(확정)

2018년(요구)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1백만 원

1백만 원

증감률
0%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10백만 원

신규편성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4백만 원

4백만 원

0%

총계

5백만 원

15백만 원

200.0%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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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32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남북이산가족 정보, 남북교류협력 개인정보DB 등 개인정보파일 15개, 영상정보처리기기
486대 운영·관리
• (추진목표) 개인정보 침해 요인으로부터 안전한 통일 업무환경 구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인식 확산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생활화
-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법적 근거, 정보주체 동의서 등을 검토하여 개선안 제시
- 주민등록번호 클린데이(매월)를 실시하여 개인정보의 적법성 등을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며, 위반 시
페널티 부여
•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사업 추진 시 개인정보 관련 법령 전수조사
- 「개인정보 보호법」 및 상위 지침 등과의 정합성을 검토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에 개정 권고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의무사항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통일부 개인정보보호지침과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조직 전반의 개인정보 관리·통제체계 강화
- 통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으로 침해 예방 체계 강화
-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DB서버망 이전(인터넷망→업무망) 추진
- 산하 공공기관 대상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및 컨설팅 지원
-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산하 공공기관 보안 인프라 구축 지원
- 외부 용역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예방 강화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제 4 편 해외 동향

• 취약계층 등 개인정보보호 생활화 및 인식 제고
- 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 상담사 대상 교육 실시
- 업무 특성에 맞는 사례 중심의 개인정보 취급가이드 작성·배포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당자, 개인정보취급자 등 대상별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실천

4. 소요 예산
2017년(확정)

2018년(요구)

증감률

-

-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645백만 원

1,284백만 원

99.1%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

-

총계

645백만 원

1,284백만 원

99.1%

부 록

사업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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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등 356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사법시험 응시자 정보 등 166개 개인정보파일, 범죄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1만
6,800대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개인정보 보호활동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문화 정착
- 개인정보보호 관련 소관 법령 및 각종 서식 정비
-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실시
• 일반법과 개별법 간 중복규제 해소 및 정합성 확보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필요 또는 과다한 소관 법령 개정
- 법령, 제도 등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지침, 내부관리계획 등 수정·보완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발전방향 등 논의 활성화
- 법무정보화 자문위원회 개최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 취득 준비
• 인력 및 예산의 적정기준 개발 및 확보 유도
-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운영 및 확대
•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활용한 분야의 보호기준 마련
-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 관리체계 구축(교정기관 망 분리 등)
• 개인정보 유·노출 공동대응 강화
- 본부 및 소속기관·산하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전문성 확보기준 제시 및 교육과정 운영
- 본부 및 소속기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워크숍·집합교육·영상회의 실시
- 법무연수원 신규자, 승진자, 중견실무자 등 역량강화 교육과정에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행자부, KISA 등 정부기관 주최 개인정보보호 교육 홍보, 참여 독려

4. 소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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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분야

2017년(확정)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15백만 원

2018년(요구)
5백만 원

증감률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710백만 원

2,037백만 원

186.9%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16백만 원

3백만 원

△81.3%

총계

741백만 원

2,045백만 원

176.0%

△66.7%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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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등 22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군 인사관리, 군인연금업무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파일 및 정보처리시스템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국방 제도 개선 및 정보보호책임자 관리 강화를 통한 국방 분야 개인정보보호 업무추진체계 발전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분
 야별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개인정보 수집 기준을 제시하여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는 업무 문화
정착
- 개인정보 수집 현황 및 서식, 근거법령 조사(5월)
- 서식개선 등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추진, 근거법령 보완(12월)
•개
 인정보 수집·처리 관련 인식 제고, 제도적 개선 방향 의견 수렴,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주관 관·산·학
협력체계 참여
- 각 군 및 소속기관과 업무체계 및 제도 발전 토의, 의견 수렴(연중)
-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주관 관·산·학 협력체계 참여 (연중)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국방 정보시스템 개발 시 설계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추진
- 현행 정보시스템 보호기준 및 보호 요구사항 검토(6월)
-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강화(12월)
• 국방기관 간 협력을 통해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기관 및 취약분야에서의 현장점검 강화, 점검기준을 개선하고
후속조치 관리 체계화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정된 법령 및 국방 제도 검토(6월)
- 각 군 개인정보 처리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및 후속조치 실시(7월)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제 4 편 해외 동향

• 체계적인 전문교육 지원을 위한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 상시 개설 및 운영
- 행자부 전문교육 활용 및 군 기관별 개인정보 교육 강화(연중)
• 군 기관 개인정보처리자의 인식 제고 및 책임자·담당자 역량 제고를 위한 필수교육과정 개발 추진
- 학교부대 및 국방대학교 필수교육과정 개설 건의(10월)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담당자 대상 의무교육 실시(연중)

4. 소요 예산
2017년(확정)

2018년(요구)

증감률

-

-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1,532백만 원

1,900백만 원

24.0%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

-

총계

1,532백만 원

1,900백만 원

24.0%

부 록

사업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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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상훈법」, 「전자정부법」 등 16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행정서비스 관련 민원처리 파일 등 113개,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4,593대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 권리 강화,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 개
인정보 활용의 글로벌화에 따른 국제협력 강화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를 2년마다 조사
•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법령, 조례 지속적 정비 추진
• 법령상 각종 서식에서 불필요한 기재 항목 삭제
•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부처 간 협의체 구성, 법령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방안 지속적 협의
• 일반법과 개별법 간 정합성 제고, ICT 신기술 발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법·제도 개선방안 등 연구
•E
 U·미국·아시아 등과 국제 세미나 등 협력 채널 정례화를 통하여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동향 습득 등 국제 네
트워크 강화
•A
 PEC CBPR 공동감독위원회 참여활동 강화
•해
 외에서 내국민 개인정보 피해 발생 시 피해구제 및 해외진출 국내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한 전담창
구 운영
•발
 전적 법·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 강화
•개
 인정보보호 실태조사를 법·제도 인지도 조사 위주에서 개선방안 등 여론 수렴 위주로 변경 추진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내 개인정보 원스톱 관리 지원 서비스
※ 웹사이트 회원 가입, 금융 거래 등을 위한 본인확인 내역을 일괄 조회하여 명의 도용 여부 확인 및 불필요한
웹사이트 탈퇴 지원
•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개선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을 통하여 동의서 개선 유도
- 민간은 자율규제 지정단체, 협회·단체를 통한 자율적 개선 유도
• 개인정보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 체계 운영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365일 24시간 운영
- 침해신고 이력 관리, 침해 사례 검색 등 신고처리 시스템 개선
• 업종별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율규제 활성화
- 자율규제 지정단체 개인정보보호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 자율규제 지정단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교육 확대, 신규 자율규제 지정단체의 자체규약 마련, 관련 시스
템 설치 등 자율규제 지정단체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 간 유사 항목 상호 인정 강화
- ITU-T(국제전기통신연합)의 국제표준, APEC의 CBPRs 등 국제인증체계 등과의 상호 연계성 검토
460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 인력 및 예산의 적정기준 개발 및 확보 유도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지표에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과 인력, 예산에 대한 진단 기준을 강
화하여 적극적 확보 유도
•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정책·기술 지원체계 강화
-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적법한 동의절차 구현 등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준수를 위
한 지원 강화
• 신기술·서비스 관련 위협 대응을 위한 정책 및 기술 개발
- IoT, 빅데이터 등 신기술 환경에 부합하도록 제도 개선,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고려 의무화
- 생체정보, 행태정보 등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보호 기준 마련
•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노출 대응 강화
- 실무 중심의 개인정보 노출 예방 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 그림파일 등 비정형 문서의 개인정보 노출 검색 방안 검토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강화
- 침해사고 발생원인, 신규 위협요소 등을 고려하여 지표 개선
- 서면 확인에서 현장 확인 위주의 진단체계로 전환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계층별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육 협업체계 구축
추진
•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금융, 의료, 교육 등 주요 분야별 주요 위반 및 피해사례, 개인정보보호 방안 등 홍보
• 안전성 확보조치, 영향평가, 관리수준 진단, 개인정보보호 인증 등 전문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과정
편성, 정기적 운영
• CPO워크숍, 개인정보보호 순회교육 등 정책방향 설명, 주요 법·제도 변경 사항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교육
과정 운영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4. 소요 예산
사업 분야

2017년(확정)

2018년(요구)

증감률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1,916백만 원

4,837백만 원

152.5%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6,271백만 원

8,506백만 원

35.6%

59백만 원

480백만 원

713.6%

8,246백만 원

13,823백만 원

68.9%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총계

제 4 편 해외 동향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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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국어기본법」, 「공연법」 등 64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문화, 관광, 체육 관련 135개 개인정보 파일,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한 2,729대의 영상
정보처리기기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 개인정보보호와 이용의 균형적 조화 (정부)
- 개인정보보호 체계 선진화 실현 (정보처리자)
-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내실화 (정보주체)
- 동반자적 협력체계 정착 (거버넌스)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생활화
- 본부, 소속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전수조사
•업무별 담당자와 면담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수집여부 조사
•개인정보파기 및 신규발굴 등록
•개인정보 수집 시 필수 및 선택정보 구분 정리
• 소관 법령 및 지침 개정에 반영
- 개정 방향: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개인정보주체 권리보장 강화, 개인정보 침해 예방 강화
- 개정 대상: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확대 추진
- 현장방문 대상 기관 확대: 2017년 30개 기관 → 2018년 40개 기관
- 실태점검 사항: 자체 점검지표 24개 항목에 의한 점검
- 실태점검 일정: 2018.2 ~ 2018.6
- 결과조치: 기관별 실태점검 결과 송부 및 미흡사항 후속조치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침해구제 안내 게시판 구성·운영
- 정보주체가 신속하게 과도한 비용부담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침해구제 상담, 절차 안내
- 침해유형·상담사례 관리 및 홍보, 침해유형별 대처방안 Q&A 개설
- 침해구제 관련 자료제공: 개인정보 침해 관련 법령조문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신고서식 등 제공
•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
- 5개 소속, 공공기관의 단계적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 획득 추진
•보안컨설팅 전문업체를 통한 인증 컨설팅 준비작업 진행(심사 전 사전준비 및 심사기간 지원)
•인증 취득기관 및 담당자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 개인정보 유·노출 공동대응 강화
- 자체 개인정보 유·노출관리시스템 운영 및 개선
•오탐 감소를 위한 개선방안 수립 및 시행
- 민간단체 운영사이트로 개인정보 유·노출 모니터링 확대
•민간단체가 사업 목적달성을 위해 직·간접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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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협의회 운영
- 구성: 본부, 소속기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로 구성
- 개최 시기: 분기 단위 연 4회
- 활동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방안 협의
※ 정부 개인정보 정책공유 등을 위한 온·오프라인 활동
※ 전문가를 초청하여 개인정보보호 이슈 및 트렌드 청취와 토론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 문체부 등록 민간단체 대상 교육 실시
- 교육주기: 상·하반기 2회
- 교육대상: 민간단체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 교육방법: 집합교육
- 교육내용
※ 민간단체가 알아야 할 필수 개인정보보호 법령
※ 개인정보 처리 시 필수 법규 준수사항
※ 민간단체가 취해야 할 필수 안전성 확보조치 사항
※ 기타 개인정보 처리 시 주요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및 응답
•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 상시 개설 및 운영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취급자, 수탁업체, 취급자 및 전 직원 등 대상별 차별
화된 내용의 교육 실시

4. 소요 예산(*’18년 예산은 기재부 예산심사에 따라 변동 가능)
2017년(확정)

2018년(요구)

149백만 원

151백만 원

1.3%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139백만 원

769백만 원

453.2%

5백만 원

10백만 원

100.0%

293백만 원

930백만 원

217.4%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총계

증감률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사업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제 4 편 해외 동향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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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농림축산식품부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71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쌀소득보전직불제서비스 파일 등 304개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9,133대
• (추진목표)
- 적극적인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사전 방지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 지속적 교육·훈련, 홍보를 통해 조직의 개인정보보호 실천문화 조성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회의 및 업무담당자 회의를 통해 수집 필요성 및 보유 목적 등 재검토
-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집목적에 관계없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
• 신규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비 개인정보 전송 및 저장 시 암호화 추진
- 개인정보 전송 시 SSL 암호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 등 기술발전에 따른 동의방법 다양화 검토
- 주요 동의사항에 대한 기호화 및 시각화 등 신기술 도입 검토
•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18)와 연락체계 구축
• 설계부터 구축까지 정보시스템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관련 법·지침·예규 등 관련 자료 제공 및 안내
• 관련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개인정보 유·노출 예방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취약분야 실태점검 강화
- 최신 법령 및 지침을 반영하여 점검기준을 개선하고, 정기적인 현장점검 실시 및 후속조치 관리 체계화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농림축산식품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인정보 인식 제고 캠페인 및 참여 이벤트 추진
• 개인정보보호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아이디어, 홍보물 등 발굴 및 제안 활성화로 전 직원 참여도 제고
• 개인정보보호 관련 체계적인 전문교육 지원 및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사이버교육과정 활성화 및 맞춤형 온라인 교육 적극 참여
• 책임자(CPO) 및 담당자에 대한 적극적 교육 및 지원
- 개인정보책임자(본부 및 소속·산하기관) 교육 의무화 및 확대
- 신규자 교육 등 교육출강 지원 및 개인정보 취급 업무별
• 개인정보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및 관련 교육과정 이수
- 행자부 주관 전문교육 및 민간기관 교육이수 적극 지원

4. 소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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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분야

2017년(확정)

2018년(요구)

증감률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59백만 원

115백만 원

94.9%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

-

총계

59백만 원

115백만 원

94.9%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23

산업통상자원부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에너지법」, 「대외무역법」 등 84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광업행정서비스 관련 민원처리 파일,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환경변화에 따른 관리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주요 추진계획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지원을 위한 체계 마련
- 전력 분야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 및 기준 마련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과 전문인력 확충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생활화
-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현행화 등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확립 및 관련 법령 간 정합성 제고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법령의 개인정보 수입·이용·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법령 부합 여부를 조사하여 개정 추진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 자기결정권 행사 지원을 위한 제도 개발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규정’을 일제정비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 개인정보 침해신고 대응체계 개선 및 상담역량 강화
-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에 권익구제 상담을 위한 ‘개인정보침해사고 신고(상담)센터’ 및 모니
터링체계 구축
•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율규제 활성화
- 공공기관별 개인정보 보유수에 따른 차별적인 ‘개인정보 관리실태 자율점검 지표’를 마련하여 지표 검증 수행
•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
- 다량의 개인정보 보유기관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 획득을 추진하고, 기 인증획득
공공기관은 인증갱신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 개인정보 유·노출 공동대응 강화
-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추가 구축하고, 기 구축된 보호시스템을 활용하여 소관 공공기관과 협력 체계 강화
•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제고를 위한 협력 강화
- 소속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시스템 구축 및 변경 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제 4 편 해외 동향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개
 인정보 실천 생활화를 위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홍보 강화
- 개인정보주체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물, 포스터
등을 발간하여 인식 확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책
 임자 및 담당자 등에 대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외부 용역업체 개인정보 위탁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

4. 소요 예산
2017년(확정)

2018년(요구)

-

-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134백만 원

83백만 원

△38.1%

부 록

사업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증감률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

-

총계

134백만 원

83백만 원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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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보건복지부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의료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95개 법률
• (개인정보 현황)
- 보건복지 분야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정부 전체의 87.6%)
* (’16년 11월) 보건복지부 본부, 소속·산하 공공기관(35개)은 1,191억 건의 개인정보 보유
- 사이버 공격 증가 및 유출사고 지속 발생으로 철저한 관리 필요
* 북한의 건대 서울병원 전산망 해킹(’15년 8월), 국내 4개 병원 패스워드 관리부실로 환자정보 유출(’16년
8월), 대형치과병원 사내 사이트 해킹(’16년 2월)
** ’15년 의료기관(약 7,500개)과 약국(약 1만 800개)의 진료정보(약 7억 2,000만 건) 및 조제정보(약 43
억 건)를 불법 수집·보유, 영리기관에 판매
• (추진목표)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확립 및 개인정보 관리·감독 역량 강화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보건복지 분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지원 강화(사회보장정보원)
- 보건복지 분야 개인정보 적정 수집·파기 실태 점검 및 개선
- 보건복지 분야 민간기관 대상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등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현황조사 실시 (본부 및 소속, 산하기관 대상)
- 개인정보 오·남용 모니터링 대상 기관 확대
- 보건복지 분야 개인정보 자체·통합관제 실시
* (’16년 12월) ①5개 기관 자체관제, ②18개 기관(114개 시스템) 통합관제
- DB서버 내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이행 여부 점검
- 보건복지 분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간소화 추진
* 현재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이중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업무협의를 통해 행정자치부
(현 행정안전부) 수준 진단을 생략하고 보건복지부 현황조사로 갈음하는 방안 검토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취득 및 유지관리(건보공단 외 3개 기관)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보건복지 분야 책임자(CPO),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 대국민 대상 개인정보보호 홍보 강화
- 분야별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실시

4. 소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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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분야

2017년(확정)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4,095백만 원

3,280백만 원

△19.9%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2백만 원

40백만 원

1,900.0%

4,097백만 원

4,098백만 원

0%

총계

2018년(요구)
778백만 원

증감률
신규편성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25

환경부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분쟁 조정법」 등 60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 회원정보,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회원 DB 등 관리 중
• (추진목표)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 관리를 위한 내적 역량 강화 및 외부 인증 획득 노력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적정 개인정보 보유여부를 검토하고 개인정보 파일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삭제 유도
•주
 민등록번호가 포함되는 민원서식 등 법령에 근거가 없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
터링 및 개선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기존 웹사이트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 점검 및 조치 이행 점검
•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개인정보 검색 솔루션 점검 실시
•개
 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 지침 등 현행화
•개
 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 취득을 위한 기반 마련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신규임용자,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 등 개인정보보호 필요 역량에 필요한 교
육 실시
• 개인정보보호 업무 매뉴얼 현행화

4. 소요 예산
2017년(확정)

2018년(요구)

증감률

-

-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164백만 원

164백만 원

0%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12백만 원

12백만 원

0%

총계

176백만 원

176백만 원

0%

제 4 편 해외 동향

사업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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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41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과태료 부과 정보, 구인, 구직관리 등 개인정보 파일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 내부직원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확충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 실천문화 확산
- 소속·산하기관 점검 등을 통해 관리·통제체계 정착하고 교육 등을 통해 조직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제고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소속(12소)·산하기관(12소)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실태 정기점검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여부 집중 체크
•보
 유기간 만료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토록 조
치(매년 1회 정기, 수시 정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수집하도록 하는 법제 정비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한국공인노무사회 주관 공인노무사 보수교육 시 ‘인사·노무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교육 지속 시행
• 직업훈련기관 등 수탁업체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로 인식 제고 및 침해 사례 전파(연1회 이상, 200여 명)
• 개인정보 업무 전담자(3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이버안전센터 예산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산 증액 노력
•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전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업무에 대해 해당 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대량 다운로드
여부 등을 점검토록 하고 특이사항 즉시 보고토록 관리체계 강화(월 2회)
• 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사이버 침해사고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정보시스템 사고대응 매뉴
얼’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대응체계를 지속 운영(대표 홈페이지 등 276개 사이트 상시 모니터링)
• 노사누리시스템에 개인정보유출방지기술(DRM)을 도입하여 권한 있는 자만이 자료를 열람·인쇄 가능, 업무
목적 외의 시스템 접근을 제한
• 모든 업무용 PC의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암호화(PC필터 활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원천 차단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전략 분야)을 활용하여 침해사고 분석대응 전문가 등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교육
지속 지원(한국인터넷진흥원)
•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정보보호 전문인력 채용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지속 추진
• 수탁기관 업무담당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의 접근권한, 암호화조치, 접속기록의 보
관 등 교육 실시(약 1,000개소)
• 고용센터 업무별(취업지원, 실업급여 등) 담당자 맞춤형 교육 실시(연 1회)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량 제고를 위해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주관 CPO 워크숍이나 내부 워크숍 등
을 통한 교육 실시
• 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 본부 주관으로 소속기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소속기관이 수탁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파교
육 실시 추진(연 1회 이상)

4. 소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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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2017년(확정)
-

2018년(요구)
-

증감률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14백만 원

14백만 원

0%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총계

14백만 원

14백만 원

0%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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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양성평등기본법」 등 24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청소년활동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정보 등 19개 파일
• (추진목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통한 대국민 신뢰성 제고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 개선 검토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제·개정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
-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상충하는 규정 개정
• 개인정보보호 지침 및 업무처리절차 재정비
- 비상연락망, 연락체계 현행화 및 침해사고 대응절차 전파를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시스템 검토 및 추진계획 수립
- 재구축 사이트 대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여부 검토 및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 개인정보 침해사고 사전 모니터링 및 분석 솔루션 도입
- 네트워크 보안장비, 주요 서버 로그 수집 및 네트워크 침해사고 빅데이터 기반 분석
-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에 대한 실시간 경보 및 사용자 행위 분석을 통한 위협정보 분석
• 개인정보 유·노출 모니터링 강화
- 홈페이지 대상 개인정보 유·노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재발방지 방안 마련
• 여성가족부 정보보호 책임관 협의회 구성·운영
- 최근 정보보호 이슈 논의 및 산하기관별 사이버테러 대응방안 등 정보보호책임관* 의견 수렴을 통해 기관
정보보호 수준 제고
*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총괄 책임자
• 현장중심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및 이행점검 실시
- 실태점검 시 평가항목 확대 등 현장중심의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산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전반에 대한 수준 점검
• 개인정보보호 유출사고 대비 합동 대응훈련 실시
- 개인정보 침해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부통합전산센터와 공동으로 사이버테러 대응훈련을 실시

제 4 편 해외 동향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전문성 강화
- 각종 콘퍼런스 및 포럼에 적극 참여하고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추진
• 전 직원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 실시
- 외부 전문가 초빙하여 관련 법령 개정 현황, 개인정보보호 실천 수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 직원 교육 실시
- 개인정보보호 제도·환경 변화에 따라 신규·전입자, 용역사업 담당자 등 대상자별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부 록

4. 소요 예산
사업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2017년(확정)
55백만 원

2018년(요구)
90백만 원

증감률
63.6%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총계

31백만 원
86백만 원

110백만 원
200백만 원

254.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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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주택법」, 「주거급여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51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구분

기관 수

개인정보파일 수

정보주체 수(명)

본부

104

143

439,329,416

소속기관

18

12

1,212,240

• (추진목표)
①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수준 강화
내부규정 및 매뉴얼, 실태점검 수행, 전담인력 역량 강화 등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립, 개인정보처리 안전성
확보조치, 맞춤형 교육 실시 등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강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정비, 운영실태 점검 등으로 갈수록 수요가 증대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관리 강화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생활화
- 국토부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및 개인정보 관리계획 정비,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등 지속적 현행화
- 국토교통 분야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중단, 기 보유 정보 파기, 개인정보에
대한 최소 수집을 권고
• 개인정보처리자의 인식 제고 및 법·제도 개선 논의 체계 구축·운영
- 국토교통 CISO협의회(연 1회 개최, 국토교통 분야 정보보호책임관 참석)를 개최하여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개선방향 공유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련 동의제도 개선 및 실효성 확보
-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시 동의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및 컨설팅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
• 개인정보 침해신고 대응체계 개선 및 상담역량 강화
- 국토교통 분야(본부·소속·산하기관) 대상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신속한 처리 및 피해 구제를 위해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운영을 통한 관리체계 구축 및 절차 제시
• 개인정보보호 조직·예산 등 관리체계 강화
- 개인정보보호 실태 및 이행 점검수행 전문인력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개인정보 노출점검 솔루션, 백신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예산 확보
-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소속기관 망 분리 확대
•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정책·기술 지원체계 강화
- 국토교통 분야(본부·소속·산하·주요 협회)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대상 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점검 실시(2월
~12월)
• 국토교통 분야 주요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상시 모니터링 강화
- 본부·소속·산하기관 약 280개 주요 홈페이지 대상 노출 모니터링 점검주기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
470

모니터링 실시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 국토교통 분야 정보자원 대상 24시간 보안관제 실시
- 국토교통사이버안전센터에서 정보시스템·PC 등 정보자원 대상 24시간 악성코드 감염, 비인가 접근 시도
등 탐지 및 침해시도 대응조치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 개인정보 실천 생활화를 위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홍보 강화
- 내부 인트라넷 페이지 개인정보보호 홍보자료 게시
- 홈페이지 알림판(배너)을 이용,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보호 의식 고취를 위한 정보주체 개인정보보호 실
천수칙 등을 홍보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담당자·취급자(일반직원)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 본부·소속·산하·주요협회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연 1회)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워크숍 참석 및 교육 실시(연 1회)
- 전 직원·개인정보보호 취급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연 1회 이상)

4. 소요 예산
사업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총계

2017년(확정)

2018년(요구)

증감률

1백만 원

1백만 원

0%

515백만 원

566백만 원

9.9%

1백만 원

1백만 원

0%

517백만 원

568백만 원

9.9%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제 4 편 해외 동향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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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해양수산발전기본법」 등 102개 법률
• (개인정보 현황) 선원수첩 관리 등 개인정보 파일 408개, CCTV 1,996대 운영
• (추진목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점검 및 역량 강화로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
및 관리체계 강화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지침 및 규정(서식) 조사·보완
-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기재 각종 규정(서식)에 대한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 후
정비 추진(’18년 3월~12월)
• 개인정보파일 일제 정비 및 등록
-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개인정보파일 목록 현행화 등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안전한 활용기반
마련(’18년 5월~8월)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업무 협조체계 강화
- 사이버안전센터와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상시
모니터링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예산확충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 업무 확대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위해 PIMS 인증심사 대상 업무를 발굴하여 인증심사 추진
* 2016년 컨설팅결과 ‘해운종합정보시스템’을 PIMS 인증대상 업무로 선정하고 2017년 3월부터 한국인
터넷진흥원(KISA)에 인증절차 진행 예정
•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실시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점검 모니터링 주기적 실시
•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대응체계 강화
- 사이버안전센터에서 해양수산 분야 정보통신망에 대한 365일 24시간 모니터링으로 위협정보 수집·분석,
침해사고 신속 대응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탁운영 실태 점검
•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점검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및 담당자 역량 강화
• 내부포털을 활용한 홍보 지속 실시
•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
• 개인정보보호 실적 성과평가 반영

4. 소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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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분야

2017년(확정)

2018년(요구)

증감률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94백만 원

132백만 원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3백만 원

3백만 원

0%

총계

97백만 원

135백만 원

39.2%

40.4%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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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등 19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부가가치세 과세파일, 국세청 대민서비스 사용자 파일 등 21개 개인정보 파일과 영상정보처
리기기 2,328대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능동적 보호 활동 강화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 (제도 적용 현실성 제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지원체계 마련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도 개선
- 원활한 개인정보 보호업무 지원을 위해 정보보호실무협의회 운영
-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훈령 등 서식 일제정비
• (법령 간 정합성 확보)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국세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을 개정하여 관련 법령과 내부
지침 간 정합성 제고
-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즉시 반영하고, 세부지침 현행화를 통해 개인정보취급자의 법
리적 혼선을 방지
• (글로벌 협력 강화) 조세조약,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 조항 명시 등 내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 기반 마련
- 교환정보의 비밀유지, 목적 외 사용 제한 등 국제적 이행기준 협약
• (발전적 제도 개선) 현장에서 수렴된 제도 개선 의견을 보호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논의 체계 구축
- 전 직원 대상 전국 순회교육을 통해 제도 개선 의견 수집 및 대책 마련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자기결정권 실질화) 국세청 홈택스 등 정보시스템 회원가입에 따른 동의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실질적·자발적
동의권 행사 환경 마련
• (침해사고 대응체계 고도화) 개인정보 유·노출 등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 대응을 위한 관리·지원체계 마련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담당자로 구성된 개인정보침해대응팀 구성·운영
•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 개인정보보호 조직·예산 등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 전담조직 정규화 추진
- 한시적으로 구성·운영 중인 정보보호팀을 정보보호과로 승격
• (피해 방지를 위한 협력 강화)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
- 국세청 사이버안전센터와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24시간 365일 개인정보 유·노출 모니터링 체계 유지

제 4 편 해외 동향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정보주체의 권리 제고) 눈높이에 맞는 대국민 홍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실천 환경 마련
- 세금신고, 민원상담 등 대면업무, 연말정산 교육, 학생 세금교실 등을 활용한 맞춤형 홍보와 세무대리인 등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홍보
•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단문메시지 전송 등 상시교육 운영방식 개선

사업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2017년(확정)
-

2018년(요구)
-

증감률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757백만 원

1,634백만 원

115.9%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총계

757백만 원

1,634백만 원

115.9%

부 록

4. 소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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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관세법」, 「관세사법」 등 4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수입신고서, 관세사 관리, 체납자 관리, 보세판매장 판매내역 등 민원처리 파일 20개, 영상정
보처리기기 173대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개인정보 관리강화, 체계개선, 인식개선 등 종합적 개인정보 문화 정착, 24시간·365일 안전한 관
세행정서비스 제공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행정규칙 정비, 사용자 PC에 보관 중인 개인정보 최소화(연중)
- 행정서식 법률근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내역을 점검하여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정비(수집 최소
화), 업무PC 보관 개인정보파일 현황 정기적 분석 및 관리 강화
• 개인정보 발전방안 정책토론, 관세청 웹사이트 개인정보 보안취약점 점검
-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정책토론 실시, 대국민 공개 웹사이트에 대한 자체 전수점검 실시로 개인정보 유출 등
을 사전 예방하고 사이버위협 적극 대응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제도 개선대책 수립
- 개인정보 이용 관련 동의가 필요없는 사항 현황 조사 후 문제점 개선, 동의서 서식 작성지침 수립
• 개인정보보호 조직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인한 체계적이고 효율적 업무관리를 위한 정보보호 전담조직 및 관리인력 확충
• 개인정보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 강화
- 개인정보 통합관제시스템의 이상징후 탐지 기능과 상관관계 분석 기능을 강화한 시스템 고도화 추진
• 사이버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
- 취약 사용자 PC 보안관리 및 사이버 위협에 대한 능동적 대응능력 강화, 개인정보유출 해킹 모의훈련을 실
시하여 개인정보 유출 대응력 강화
• 대외기관 연계에 따른 암호화 전송을 통한 보호조치 강화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를 대외기관과 연계하여 데이터 송수신 구간 암호화 통신을 통한 유출 강화 실시
• 소속기관 보안감사를 통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강화
- 사용자 PC등에 관리적·기술적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 개인영상정보 보호·관리 체계 구축, 개인정보처리 위탁관리 강화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정비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자체 점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관리 강화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개인정보보호 생활화 홍보 강화, 산하 및 유관기관 개인정보 순회홍보 실시
- 산하 및 유관기관의 직원, 협력업체의 개인정보 역량 강화를 위한 순회교육 실시 및 점검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 전 직원 및 용역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주요 내용, 침해사고 사례 등 소양교육을 강화하여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제고
•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에 따른 보안관리 강화
- 개인정보처리 위탁 사업의 계획·계약·수행·종료 등 단계별 보안 대책 수립 및 시행, 사무실·인원·정보
시스템에 대한 자체적 보안관리 강화
-정
 기 정보보안 감사 시 용역업체 직원 PC 보안요건 준수사항 및 개인정보 등 중요자료 관리 보안점검 및 개선조치

4. 소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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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2017년(확정)
-

2018년(요구)
-

증감률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292백만 원

504백만 원

72.6%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총계

13백만 원
305백만 원

13백만 원
517백만 원

0%
69.5%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32

조달청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등 2개
• (개인정보 현황) 조달업체 등록정보 등 8개 파일 및 344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중
• (추진목표)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강화

주요 추진계획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별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방지
• 운영 중인 법·행정규칙(훈령 및 고시, 공고, 지침)에 대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 금지 및 정합성 정비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동의절차 정비
- 스마트 나라장터 등 모바일 대민서비스의 동의절차를 점검하여 동의방법 실질화
• 조달청 개인정보보호 체계(침해 대응 협력체계) 운영
- 전자조달기획과 사이버안전센터에 침해사고 대응팀을 설치하고 침해사고 부서와 내부 협력체계를 운영하
고, 국가정보원, 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를 통해 공동대응 체계 마련
• 개인정보보호 전담 인력 확보 및 역량 강화
•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도입 및 운영 예산 확보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실태점검 및 개인정보 파일 정비
• 전자조달 시스템 운영기관과 전자조달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동 협의체계 운영
• 조달청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재경사이버안전센터,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정
부통합전산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4중 관제체계 운영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운영
• 개인정보 업무위탁자 교육 및 관리 감독 강화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필수교육 운영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전문성 확보기준 제시 및 교육과정 운영

4. 소요 예산
2017년(확정)
-

2018년(요구)
-

증감률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183백만 원

331백만 원

80.9%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총계

3백만 원
186백만 원

3백만 원
334백만 원

0%
79.6%

제 4 편 해외 동향

사업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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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통계법」, 「통계법 시행령」 등 2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국가통계포털 회원명부 등 개인정보파일 11개, 시설안전 및 방범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174대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의 체계적 정비,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및 실천문화 조성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문화 정착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회의 및 업무담당자 회의를 정례화하여 개인정보 수집 필요성과 보유 목적 등 재검토
•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개정
- 개인정보보호 법령 변화 흐름에 맞춰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정
- ’18년 통계데이터센터 본격 운영에 따라 빅데이터 및 자료연계 관련 지침 개정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IoT, 인공지능 등 기술발전에 따른 동의방법 다양화 검토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가입 동의방법에 기호화 및 시각화 등 신기술 도입 검토
• 개인정보 침해신고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개선
- 개인정보 침해사고 상담 및 피해구제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
터와 연락체계 구축
• 인력 및 예산의 적정기준 개발 및 확보 유도
-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지방청 망 분리 구축 예산 확보
• 빅데이터의 안전한 분석·활용 환경 조성
- 통계데이터센터 운영으로 빅데이터 분석·공유 인프라 구축
• 개인정보 유·노출 공동대응 강화
- 홈페이지 등 개인정보 유·노출 상시 모니터링 확대
- 지방통계청 망 분리 등 보안 인프라 강화
• 개인정보 유·노출 사전 방지를 위한 협의체 구성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부서 등과 협의하여 분야별 현안을 논의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
•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평가결과 분석 및 취약점 보완
- 평가 미흡사항 보완 및 개인정보 유·노출 위험 사전 제거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개인정보 실천 생활화를 위한 전 직원 인식 제고 및 홍보 강화
- 개인정보 인식 제고 퀴즈 이벤트 추진 및 인트라넷을 이용한 홍보 실시
• 통계교육원 교육과정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과목 운영
-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과목을 운영하여 개인정보 인식 제고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및 취급자 대상 교육 실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워크숍 및 콘퍼런스 참석(연 1회 이상)
- 본청 및 지방청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교육(연 2회)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및 취급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수강 독려
• 통계 분야 자격증에 개인정보보호 과목 추가
- 사회조사분석사 시험과목에 ‘개인정보보호’ 포함하여 시행 준비
※ ’17년 12월 시행규칙 개정 추진 및 ’19년 1월 시행 예정
- 빅데이터 관련 자격 신설 시 ‘개인정보보호’ 과목 추가 추진

4. 소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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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총계

2017년(확정)
80백만 원
80백만 원

2018년(요구)
80백만 원
80백만 원

증감률
0%
0%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34

검찰청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형사소송법」,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검찰블로그 운영서비스 관련 민원처리 파일,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을 위한 영상
정보처리기기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검찰 주요 업무인 수사 및 형 집행 수행을 위해 수집되는 민감정보 등 다량의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
정보보호 강화를 통한 국민적 신뢰 회복 이행 노력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확대 추진을 통한 보호수준 제고
- 검찰청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제26조(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에 의거 전국 64개 검찰청, 검찰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수탁업체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확대 실시
-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여 미
흡한 부분 개선조치를 통한 검찰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 개인정보 접근 투명성 강화 체계 구축
- 검찰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접속기록 모니터링 및 분석 시스템 확대 도입을 통한 개인정보
오·남용의 사전예방 및 검찰 내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체계 확대 구축
• 분야별 침해 예방 체계 내실화 및 관리 강화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을 위한 업무망/인터넷 네트워크 분리 사업 확대 추진
· 2017년 망 분리 추가 10개청 사업 추진
· 전국 검찰청 망 분리 완료 시까지 추진 예정
• 적정수준의 조직 및 예산 확충 지원
-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총괄, 기획, 교육·홍보, 실태점검, 현장점검, 개인정보 접속기록 통합관제 등 효율
적인 개인정보보호 업무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팀을 4급을 전담책임자로 8명의 전담직원을 구성하여 전
담조직으로 확대 신설하는 방안 등 인력 보강 추진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제 4 편 해외 동향

• 개인정보보호 실천 가이드 제시 및 홍보물 제작·배포를 통한 인식 제고
- 검찰청 전 직원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천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적극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실천하
기 위한 가이드 제시 및 개인정보보호인식 제고
- 또한 검찰청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위한 개인정보 유·노출 가
능성에 대한 안내문구 부착 등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 대상자별 맞춤형 필수 교육 강좌 개설을 통한 역량 강화
-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서 제작·배포한 교육영상물을 활용하여 법무연
수원에 인터넷 강좌를 개설하여 대상자별 의무 수강
-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를 섭외하여 검찰 직원 맞춤형 교육 실시

사업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2017년(확정)
-

2018년(요구)
-

증감률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652백만 원

922백만 원

41.4%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총계

652백만 원

922백만 원

41.4%

부 록

4. 소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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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병역법」,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2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병역사항 신고자 및 공개자 파일 등 개인정보파일 532개, 영상정보처리기기 414대 보유·관리 중
* 新병무행정 정보화시스템 구축으로 개인정보파일 변경
• (추진목표) 정확하고 빈틈없는 개인정보보호로 국민의 정보 재산권 보호와 국가안보 기여, 개인정보취급자의
능동적 정보보호 활동 강화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 적용 현실성 제고
-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협의체 구성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생활화
• 개인정보보호 법령 간 정합성 확보 및 제도 선진화
- 보호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정비
• 발전적 법·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 강화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소통 및 교육 강화
- 개인정보보호 의식 지속적 함양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실질화
- 정보주체 권리행사 시 지원을 위한 전문가 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련 동의제도 개선 및 실효성 확보
• 개인정보 침해사고 상담체계 및 피해구제 제도 고도화
- 소속기관 개인정보 침해 신고처 운영 활성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활용실태 모니터링
- 개인정보 유·노출 및 침해 예보제 운영
•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
- 개인정보보호 업무 전담 조직 및 인력 운영
- 원활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운영
• 지능정보 기반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산업 활성화
- 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유지보수 시 개인정보보호 최적화
- 외부와 시스템 연계 시 암호화
-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체계 합리화
• 피해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협력 강화
- 사이버 침해사고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강화
- 성과연계형 소속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운영
- 정보보호 관련 시스템 적극 활용을 통한 관리수준 강화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개인정보 실천 생활화를 위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홍보 강화
- 전 직원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대국민 홍보 강화
•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4. 소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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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2017년(확정)
-

2018년(요구)
-

증감률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18백만 원

307백만 원

1,605.6%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총계

1백만 원
19백만 원

1백만 원
308백만 원

0%
1,521.1%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36

방위사업청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소관 법률은 없음, 관련 규정 2개(보안업무훈령 및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 (개인정보 현황) 국방전자조달체계 이용자 정보 등 개인정보파일 5개, 영상정보처리기기 115대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자율적 보호 체계 조성, 정보주체의 능동적 실천 생활화를 위한 인식 제고 및 홍보 강화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필요 최소한 개인정보 수집 생활화
- 필수적인 개인정보 수집 기준 제시 및 내부점검 절차를 마련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는 개인정
보보호 정착 활동 추진
• 개인정보보호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이해와 대응
- 주요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서비스 등 신속한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법 및 기
술 고도화에 대응한 대비방안 마련 추진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 개인정보보호 조직·예산 등 관리체계 강화
- 기술적 보호 조치 강화 및 전문적인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을 위해 적정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검토
- 보호 조치를 위한 적정 수준의 예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
• 개인정보 유·노출 대응 강화
- 개정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점검기준을 개선하고 정기적인 현장점검 실시 및 후속조치 관리를 체
계화하여 개인정보 유·노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제고
-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의무 사항을 바탕으로 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 및 법·제도
취약 분야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제 4 편 해외 동향

• 대국민 인식 제고 및 홍보 강화
- 매월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지정·운영하여 일상생활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지속
적으로 전파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인식 제고
•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 상시 개설 및 운영
- 청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 제공
-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보호 역량 제고를 위한 필수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과정 체계화 추진

4. 소요 예산
2017년(확정)

2018년(요구)

증감률

-

-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

-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

-

총계

-

-

-

부 록

사업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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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법」 등 총 19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교통법규 위반자 통고처분’ 등 총 8,549개 파일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 조직 전반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 통제 역량 강화
- 정보주체의 권리의식 제고 및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
- 보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주요 개인정보보호 지표 주기적 공개
- 각 국·관 및 지방청(직속기관)별 개인정보 주요 지표(개인정보 보유량 및 암호화율)의 주기적 공개를 통한
선의의 경쟁 유도
• 개인정보파일 일제 정비
-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상 등록파일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 점검
•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방법 개선
- 홍보용 팝업창 게시 및 월별 테마 점검 등 자가진단 실시
•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 및 개정여부 검토
-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계획 및 업무 개선여부 검토
•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대응 절차서 수립
-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필요한 절차 마련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이용’ 공지 코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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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경찰청 등 각급 경찰관서 홈페이지상 개인정보 제공 시 알림 코너 마련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식 일제정비 추진
- 개인정보 종합시스템상 수집 동의서식(40종) 및 기능별 운영 중인 동의서식에 대한 최소수집원칙 준수 등
법령 위반 여부 검토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심사 추진
- 개인정보 보유량 상위 5개 시스템 대상 인증 추진
•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 구성 추진
- 경찰청 내 전담조직(係 단위) 구성하여 개인정보보호 정책 총괄
•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 개인정보 관리상 취약점 진단 등을 통한 문제점 개선 및 개인정보 교육을 통한 개인정보취급자 등 정보보
호 인식 제고
• 개인정보 유·노출 여부 모니터링 지속 실시
- 全 경찰관서 홈페이지(총 307개) 대상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및 고유식별정보) 유·노출 여부 실시간 모
니터링
• 개인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실태 점검
- 개인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점검 및 미비점 개선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 개인정보 시스템 접근이력 관리 강화
- 개인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 및 접근 권한 부여 이력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 개인정보 유·노출 침해대응 훈련 실시
- 유·노출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통한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력 제고
• 개인정보 부정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강화
- 업무상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에 접근 가능하도록 중간관리자에 의한 조회내역 확인 의무화
및 감독권 강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영향평가 및 암호화 지속
- 기 구축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암호화 및 영향평가 완료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워크숍 개최
- 지방청 및 직속(산하)기관 개인정보 담당자 간 개인정보보호 동향 공유 및 의견 교환을 통한 협업체계 마련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개인정보보호 홍보물 및 교육 동영상 제작
- 청사 E/L에 개인정보 교육영상 상영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를 통한 조직 내 개인정보
보호 분위기 확산
• 수준별·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통한 관리역량 제고
- 기능별·맞춤형 교육 및 화상회의를 활용한 CPO교육 등 다양한 개인정보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역량 제고
•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북 제작·배포
- 실무에서 적용 가능하고 사례 위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북 제작·배포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인
식 제고
•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시스템 개선
- 현재 운영 중인 개인정보보호 교육 홍보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웹툰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 활용

사업 분야

2017년(확정)

2018년(요구)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4. 소요 예산
증감률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5백만 원

64백만 원

1,180.0%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23백만 원

65백만 원

182.6%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11백만 원

11백만 원

0%

총계

39백만 원

140백만 원

259.0%

제 4 편 해외 동향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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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고도 보
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보호기금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 신탁법」의 6개 법률
• (개인정보 현황)
- 문화재 보존 및 발굴 관련 업무 종사자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사관리 등을 위한 총 23개 개인정보파일 운용·관리
- 문화재 관련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과 화재예방을 위한 소속·산하기관 1,661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 (추진목표) 자율적 개인정보보호 지원체계 확립,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개인정보 전담
체계 및 전문역량 강화

주요 추진계획
1. 자율적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
• 개인정보보호 맞춤형 자율적 규제체계 마련
- 개인정보 자율규제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보급, 자율점검 지원
•대
 상별 현장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 규제체계 교육 실시
- 기관별 개인정보처리자 및 개인정보 수탁기관 대상 자율규제 교육 실시
•필
 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생활화
- 개인정보 수집서식,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령근거 준수 여부 등 점검
•개
 인정보보호의 원칙 확립 및 관련 법령 간 정합성 제고
- 자체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정비·개정,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점검

2. 개인정보보호 통제시스템 운영
• 개인정보 유·노출 공동대응 강화
-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확대,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 예방체계 구축
•개
 인정보보호 기술적 안전성 확대
- 개인정보보호 장비·시스템 등 확충 및 유지
•개
 인정보 침해사고 대응훈련 실시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교육 및 모의훈련 실시
•개
 인정보보호 조직·예산 등 체계 안정화
-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 운영 유지, 정보보호 장비 등 예산 확충

3. 개인정보보호 전담체계 및 홍보 강화
•개
 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당자·취급자, 수탁자 등 교육 확대 및 내실화
•개
 인정보 실천 생활화를 위한 인식 제고 및 홍보 강화
- 업무밀착형 개인정보보호 수칙 전파, 필수 조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4. 소요 예산
사업 분야
자율적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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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확정)
-

2018년(요구)
-

증감률
-

개인정보보호 통제시스템 강화

-

-

-

개인정보보호 전담체계 및 홍보 강화
총계

20백만 원
20백만 원

20백만 원
20백만 원

0%
0%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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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농촌진흥법」, 「한국4에이치 활동 지원법」 등 7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농촌진흥사업 관리,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관리 등 개인정보파일 29개, 시설안전 및 화
재예방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1,789대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및 자율적 체계 개선 기반 구축, 개인정보 유·노출 예방 및 안전성 확보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지원을 위한 체계 마련
- 정보시스템 일제 점검 및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확인
-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및 유·노출 방지체계 구축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생활화
-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여부 점검·개선
•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체계 마련
- 영문 홈페이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현황 정비
- 해외파견 등 글로벌 환경의 직원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
• 개인정보처리자의 인식 제고 및 법·제도 개선 논의체계 구축·운영
- 개인정보처리자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기능 강화
- 본청 및 소속·산하기관 개인정보담당자 협의회 구성·운영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제 4 편 해외 동향

• 기술·서비스 환경 변화에 따른 동의방법 다양화 및 실질화
- IoT, 인공지능, 음성비서 등 기술발전에 따른 동의방법 다양화
• 개인정보보호 조직·예산 등 관리체계 강화
-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 구성을 위한 인력 확보 추진
- 개인정보보호 예산의 적극적 증액 노력
• 개인정보 유·노출 공동대응 강화
- 개인정보 침해방지를 위한 소속·산하기관 협력 강화
• 개인정보보호 관계기관 및 단체 간 협력 강화
- 개인정보 침해 사전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
•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제고를 위한 협력 강화
- 전북지역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협력 모색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 책임자(CPO) 및 담당자 전문교육 이수 의무화 및 적극 지원

사업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2017년(확정)
5백만 원

2018년(요구)
2백만 원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128백만 원

203백만 원

58.6%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총계

10백만 원
143백만 원

11백만 원
216백만 원

10.0%
51.0%

부 록

4. 소요 예산
증감률
△60.0%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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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산림기본법」, 「산지관리법」 등 20개 법률
• (개인정보 현황) 국립자연휴양림 예약서비스 관련 회원정보, 청사 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개인정보 유출 ZERO화를 위해 실질적이고 현실성 있는 직원인식 제고(교육, 모의훈련 등) 및 안
전한 관리체계 확립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향상 및 중장기 이행 계획 마련을 위한 컨설팅 실시
•정
 보화 용역사업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등 처리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토록 사업계획
서 사전검토 강화
•최
 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는 개인정보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시
•개
 인정보보호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산림 관련 훈령, 모바일 서비스 등 ICT 환경변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지
침, 처리방침 등 개정 추진
•매
 월 1일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 및 이행상황 점검 등 내실화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정보주체가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메뉴체계 정비 등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내실화
• 개인 인증제도 개선을 위해 디지털 원패스 시범사업 추진
* 디지털 원패스: 사용자가 통합 인증 포털을 통해 1회 인증으로 다양한 전자정부 서비스를 별도 인증 없이 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개인정보 접속이력 상시 모니터링 등 유출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
• 유관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및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 진단 프로그램 운영 등 모니터링 강화
• 구글, 다음, 네이버 등 외부포털에 게시된 산림청 소관 대국민 서비스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노출 점검 실시
• 신기술 서비스 도입 및 ICT 발전과 더불어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보호를 유도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관
련 규정 및 제도 개선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당자, 취급자별 개인정보보호 차별화 교육 실시
•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별 자체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을 통한 소속 구성원의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 소속·산하기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침해 및 위반사례, 행정처분 사례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 가이
드라인 제공
• 민간 운영위탁사업자의 업무별(시스템 운영, 개발, 유지보수)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정기점검 실시
• 개인정보보호 전반의 역량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위해 개인정보관리사(CPPG) 등 전문 자격증 취득 독려

4. 소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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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2017년(확정)
20백만 원

2018년(요구)
20백만 원

증감률
0%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42백만 원

45백만 원

7.1%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총계

62백만 원

65백만 원

4.8%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41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21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관련 참여자 파일, 화재예방 및 시설안전을 위한 영상정보처리
기기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개인정보의 완벽한 보호와 보호문화 확산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분야별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개인정보 수집 기준을 제시하여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는 개인정
보 보호문화 정착
- 개인정보 실태점검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중단 및 파기 점검
•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본원칙과 소관 법령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행정규칙 등 규정(서식) 점검·정비(연중)
-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1개 법률 중 고유식
별번호 등을 수집하고 있는 법령 9개
•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보호 실무자 회의 연 2회 정례화(’18년 4월, 9월)
-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개인정보보호 실무자 회의를 통해 제도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 의견 수렴 활성화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지원사업의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표준안 마련
- 각종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지침별 개인정보 수집동의서의 표준화로 개인정보 수집 실효성 확보
• 개인정보 유·노출 예방을 위한 산하기관 및 취약분야(위탁기관)의 현장점검 강화
-최
 신 보안 동향을 반영하여 점검기준을 개선하고, 주요 대상기관의 정기적인 현장점검 실시 및 후속조치 관리 체계화
• 홈페이지 등의 개인정보 유·노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추진
-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 사이버관제센터를 통한 모니터링 강화
• 관리적·기술적 보호체계 강화
- 개인정보보호협의회를 통해 최신 개인정보보호 정책 공유 및 보호 활동의 주기적 점검(’18년 5월, 11월)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제 4 편 해외 동향

•상
 대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한 지역 중소사업자 대상 교육 지원으로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18년 1월~)
- 소상공인 교육 프로그램(고객관리, 고용관리 등)에 ‘개인정보보호’ 내용 추가 시행
•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조치 매뉴얼’을 마련하여 소속 및 산하 공공기관에 배포 및 사이버교육 콘텐츠를 활
용한 교육·홍보
- 내부직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업무포털을 통한 개인정보 주요 현안 등 공지(연중)

4. 소요 예산
2017년(확정)

2018년(요구)

부 록

사업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증감률

2백만 원

10백만 원

400.0%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460백만 원

100백만 원

△78.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12백만 원

310백만 원

2,483.3%

총계

474백만 원

420백만 원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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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등 30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출원인 정보, 발명자 정보 및 등록권리자 정보 등 개인정보파일 18개,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78대
• (추진목표) 정보주체의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사전차단, 불필요한 개인정보처리 관행 개선,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개인정보보호 법령 간 정합성 확보
- 특허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개정
•필
 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문화 정착
-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특허청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사례 및 Q&A 등을
추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조회이력 및 업무용 PC의 개인정보 보유현황에 대한 정기적 현황 파악 후 파기 유도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
-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 확충 협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솔루션 예산 요구
- 유관기관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 유도 및 기술지원 검토
•피
 해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협력 강화
- 선행기술조사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및 특허청 및 소속·산하기관의 홈페이지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점검 및
웹 취약점 점검을 통하여 개인정보 유·노출 대응 강화
- 유관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와 현안 공유 및 업무노하우 공유 등 상호 협의를 위한 협력 강화
- 산하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결과 분석을 통한 진단지표 개선 및 미흡기관에 대한 개선활동 지원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정
 보주체의 권리와 책임의식 제고
-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공 및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
을 통한 인식 제고 및 홍보 강화
•개
 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 개인정보취급자의 취급정보에 따른 맞춤형 교육 실시

4. 소요 예산
사업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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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확정)

2018년(요구)

증감률

8백만 원

9백만 원

12.5%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442백만 원

442백만 원

0%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30백만 원

31백만 원

3.3%

총계

480백만 원

482백만 원

0.4%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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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기상법」, 「기상관측표준화법」 등 4개 법률
• (개인정보 현황) 기상민원 서비스 관련 민원처리를 위한 기상민원회원정보 파일 등 총 29개의 개인정보파일을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개인정보보호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정책 등 제도 보완
- 개인정보 최소 수집 정책 보완과 이행 실태 간의 일관성 점검
- 불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중단 및 파기 등에 대한 이행 점검
• 개인정보보호 법령 등 제도 변화에 따른 내부 정책 정비
- 상위 정책 변경 시 기상청 정책과의 연계성이 상호 부합되도록 유지
• 소관분야 개인정보취급자와 소통체계 마련
- 개인정보취급자 대상으로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 개인정보취급자의 인식 전환을 통한 법 의무사항 이행 노력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 총괄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전문직위 지정 노력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정한 예산 확충
-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 예산 확보
• 정보화 사업 수행 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점검
- 정보화 사업 계획단계에서 정보보안담당관의 보안성 검토절차 강화
•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주기적 수행
- 개인정보의 침해사고 예방 및 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실시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모의훈련 실시
- 개인정보 침해사고 시 대응절차 및 조치방법 숙지 점검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제 4 편 해외 동향

•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 정보주체가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개인정보 오·남용 피해방지 수칙 안내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전문성 강화 활동
- 교육대상별(책임자, 담당자, 취급자, 일반직원 등) 맞춤 교육
•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 교육 시행
- 연간 교육계획 수립 시 개인정보보호 교육 편성
- 현장 맞춤형 직무교육(정보통신 실무과정) 운영

사업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2017년(확정)
-

2018년(요구)
-

증감률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190백만 원

190백만 원

0%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총계

190백만 원

190백만 원

0%

부 록

4. 소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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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시행령」 제28조의2
• (개인정보 현황) 정책고객 명부 등 4개 파일 보유
• (추진목표) 거버넌스 구조 선진화, 보호 관리체계 강화 및 보호 실천문화 조성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서식 등 주기적 검토 및 점검(연 2회)
• 개인정보파일의 암호화 및 파기 여부 점검 등 지속적 관리(분기)
• 부서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확대 및 검토 추진(연 2회)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행정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및 접근기록 관리정책 수립(3월)
• PC 저장 문서 및 민원서식, 서비스신청서 등 보호대상에 포함되는 개인정보가 방대해짐에 따라 개인정보보
호 전담인력 확보 추진(계속)
•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해킹 방지를 위하여 모니터링 실시 및 불필요한 자료 주기적 삭제(수시)
• 자체 사이버테러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모의훈련 실시(8월)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요령 등 생활수칙 게시(월 1회)
• 내부업무망에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내용 및 이행사항 등 게시(월 1회)
•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 운영 검토
• 개인정보보호 담당인력의 수준 제고를 위해 관련 자격증 취득 권고

4. 소요 예산
사업 분야

2017년(확정)

2018년(요구)

증감률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100백만 원

신규편성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115백만 원

115백만 원

0%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5백만 원

6백만 원

20.0%

120백만 원

221백만 원

84.2%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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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45

새만금개발청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 (개인정보 현황) 새만금 투자상담 내역
• (추진목표)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훈령) 개정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 반영
• 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처리 매뉴얼 개정
- 개인정보보호 환경 변화를 반영
* (개정 대상) 개인정보 침해대응 절차서, 개인정보관리계획,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절차서,
접근권한관리 절차서 등
• 각 부서의 개인정보파일 보유여부 전수조사
- 업무별 담당자와 면담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수집여부 조사
- 개인정보 수집 내용 및 근거 파악
• 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상·하반기 2회 실시)
- 개인정보 관리상의 취약점 발견 및 개선 조치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새만금청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절차 현행화
-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비상연락체계 현행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추진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자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로그 관리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에 접속한 경우 로그로 관리하고, 해당사실을 시스템 관리자에 통보토록 시스템 수정
- 접속기록에 대한 점검 및 분석 실시(분기별 실시)
• 개인정보 위탁업체 관리감독 강화
-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체크리스트를 통해 개인정보 관리상태를 매월 점검

제 4 편 해외 동향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행
 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관련 워크숍 참석(연 1회)
•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및 전문 교육기관의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및 순회교육 참석
•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전문가 초빙 자체교육 실시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내 사이버교육과정 이수

사업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2017년(확정)
-

2018년(요구)
-

부 록

4. 소요 예산
증감률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

-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총계

1백만 원
1백만 원

1백만 원
1백만 원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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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 (개인정보 현황) 진정처리 사건조사 파일 보유·관리 중
※ 진정처리 개인정보 보유 수: 11만 864명
• (추진목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하고 내실 있는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정보인권 강화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인
 권위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정에 따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 구제규칙, 운영규칙, 조정위원회 등 법·제
도와 정책 부합여부 점검
- 정책 및 조사, 교육 분야 업무에서 사용되는 서식 개선
•진
 정처리, 정책관리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 DB 암호화 수행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갱신을 통해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 개인정보 암호화,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기술적, 관리적 조치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개
 인정보보호 제도적 개선방안과 발전적 논의를 위한 정책기획단 협의, 세미나 등을 지속적 실시
- 법·제도적 문제점 도출에 따른 의견 표명 및 성명 발표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빅데이터(Big Data) 활용, DNA 데이터베이스 등 기술발전에 따른 정보주체 동의방법 개선 논의
※ 인권위 정책권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후속조치
• 정부통합전산센터와의 인권정보시스템 구조진단을 통해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강화
- 인권정보시스템 웹 취약점 진단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정책, 조사, 교육 등 분야별 협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조직 체계 구축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인트라넷, 업무 메일 등을 통해 인권위 내 온라인 홍보 실시
- 정보인권 감수성 향상 과정의 교육 콘텐츠를 이용한 홍보 실시
• 대국민 개인정보보호 실천수준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실시
- 체계적인 정보인권 전문교육 지원 및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전문과정 운영

4. 소요 예산
사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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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확정)

2018년(요구)

증감률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2백만 원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40백만 원

40백만 원

0%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2백만 원

신규편성

총계

42백만 원

42백만 원

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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