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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차보고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7조의 규정
에 따라 2018년 개인정보보호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2019년도 정기국회에 제출
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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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정책 변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ISMS-P) 통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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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제도 통합으로
기업 부담 완화 및 종합적인 관리체계 수립·운영 도모(2018.11.)

개인정보 수집·제공 등 처리 단계별 안전성 강화
●

●

●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작성 가이드라인 개정(2018.3.)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 발간(2018.6.)

온라인 개인정보처리 가이드라인 개정(2018.9.)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
●

●

개인정보보호 민관협의회 운영 및 국제협력센터 확대 개편

우리기업을 위한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가이드북 발간(2018.5.)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일원화 등 논의 본격화
●

●

4차산업혁명위원회(해커톤),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도입 합의(2018.4.)

개인정보보호 기능 통합, 가명정보 활용 등과 관련한「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 발의(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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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 마련(2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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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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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570명

1,736,40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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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399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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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018

2018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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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회원탈퇴 신청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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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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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
증가
2017

2018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상담·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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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 건수
122,519,027,505건
73,858,518,2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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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
2018

20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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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신기술과 개인정보보호

제1절

빅데이터·
인공지능

1. 정의 및 주요 동향
가. 빅데이터
빅데이터(Big Data)는 대량의 정형·비정형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여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로, 양(Volume), 속도(Velocity), 다
양성(Variety) 등 소위 ‘3Vs’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빅데이터
의 정의는 현대에 와서 가치(Value)와 정확성(Veracity)을 포함하
는 ‘5Vs’ 모델을 거쳐 가변성(Variability), 시각화(Visualization),
정당성(Validity), 취약성(Vulnerability), 휘발성(Volatility) 등 빅데
이터의 성격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특성의 조합으로 변화
하고 있다.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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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라 한
다),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이하 ‘IoT’라 한다), 모바
일, 소셜미디어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들은 다시 새
로운 데이터로 조합 또는 융합됨으로써 더욱 복잡한 데이터로 만들
어진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는 센서, 기기, 네트워크, 로그파일, 결제기록,
소셜미디어(포스팅 및 그에 포함된 비디오, 음성, 사진 등), 검색, 모
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원천에서 각기 다른 형태로 생성된다.
또한, 데이터 생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생성 속도는 실
시간에 가까우며, 데이터를 분석해 생성되는 가치는 과거의 레거시
시스템(Legacy System)이 생성하는 가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부가적 성격을 갖는다.
빅데이터는 그 자체로 활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 자원이며, 인
공지능은 이와 같은 자원의 가치를 세상에 나올 수 있게 하는 분석적
방법론의 하나로서 사람들에게 마치 ‘지적인 행동’인 것으로 보이는
분석을 수행하는 기술이다. 다만, 빅데이터는 사용성을 획득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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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George Firican, ‘The 10Vs of Big Data(Upsid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20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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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제, 구조화 및 통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재료이지만, 인공지능은 빅데이터 처리의 결
과로 얻어지는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또한, 전자는 의사결
정에 직접 관여하는 데 반해, 후자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통찰(Insight)을 제시하는 데 그 역
할이 그친다는 점도 양자의 차이로 언급된다.
일부에서는 2019년을 기점으로 ‘데이터의 주 소비자’ 측면에서 애플리케이션에 내장된
AI, 빅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등이 보고서, 대시보드(Dashboard) 및 기존의 사람 중심의 결
과물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람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 결과물을 소위
‘인텔리전트 애플리케이션(Intelligent Application)’이 대신하여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이 결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정을 내리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예측이다.２ )
데이터의 수집, 처리, 분석 및 제시 등 빅데이터 분석 전 과정에 관여하는 빅데이터 플랫
폼은 안정적 보급 단계에 진입하였다. 그에 따라 빅데이터 초기에 예측했던 전망이 점차 현
실로 확인되고 있다. 소위 ‘스트리밍 분석(Streaming Analytics)’으로 알려진 실시간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하는 데이터의 가치를 정
점에서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IoT와 빅데이터는 마치 원인과 결과처럼 설명되어 왔으나 실제 IoT로 수집된 빅데이터에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내재된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AI라는 점이 인식되면서, 이 세 가지 기술은 각자 독립
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이라는 의견이 점차 제시되고 있다. IoT에서 수집되는 대규모
의 빅데이터는 심지어 ‘데이터의 불합리한 효과성(Unreasonable Effectiveness of Data)’
이라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하였는데, 이는 아무리 간단한 알고리즘이라도 충분한 데이터가
주어지면 정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３ )
전 세계 빅데이터 시장은 2017년 350억 달러에서 2027년에는 1,030억 달러로 약 3배 정
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빅데이터 및 비즈니스 분석 시장은 2018년도

제 4 편 해외 동향

1,690억 달러에서, 오는 2022년에는 2,74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11
월 기준으로 볼 때, 시장조사 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45%가 조사방법론으로 빅데이터 분
석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빅데이터는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그 영향
력은 각 산업 분야에 널리 파급될 것으로 예측된다.

부 록

２) Karthik Ramasamy, ‘2019 Data Predictions: Demise of Big Data and Rise of Intelligent Apps’, Forbes, 2019.2.22.
３) ‘Big Data, IoT And AI, Part One: Three Sides of The Same Coin’, Forbes, 201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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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빅데이터 시장 성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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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ig Data Market Size Revenue Forecast Worldwide from 2011 to 2027(in Billion U.S. Dollars)’(Statista,
2018.3.)

나. 인공지능
존 맥카시(John McCarthy)가 1956년 처음으로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단어를 조
합한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정의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지능이 있는 존재가 일반적으
로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과업을 컴퓨터나 컴퓨터에 의해 통제되는 로봇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AI라고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일부에서는 AI의 특성을 제시하여 AI를
정의하려는 시도를 하였는데, 대표적으로 브루킹스 연구소 소장인 존 알렌(John R. Allen)은
2018년에 AI의 세 가지 특성을 제시하여 AI를 정의하려 하였다.４ )
① 의도성(Intentionality): 기존의 수동적 머신과는 달리, AI는 빅데이터를 순간적으로 분
석하여 획득한 통찰력에 기반한 행동을 한다. 저장 시스템, 프로세싱 속도, 분석 기술
등의 비약적 향상에 힘입어 분석과 의사결정에 있어 괄목할 수준의 정교함을 갖추었다.
② 지적 능력(Intelligence): AI는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및 데이터 분석과 연계하여 사용된
다. 머신러닝은 데이터에 내재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알고리즘이 유용한 패턴을 식
별하고 구분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데이터는 AI가 필요한 전부라 할 수 있다.

10

４) Darrell M. West, John R. Allen, ‘How Artificial Intelligence is Transforming the World’, BROOKINGS, 201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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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적응력(Adaptability): AI 시스템은 의사결정을 내림에 있어 학습 및 적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습득한 ‘경험’이 축적되며, 이를 타 시스템에
전송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AI는 실제 다양한 기술들의 조합을 통해 머신(Machine)으로 하여금 사람의 지적 활동
의 결과로 달성 가능한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AI를 학술
적으로 정의하는 것보다는 AI가 어떤 원칙에 의해 머신으로 하여금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
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도 있다. 예를 들어 세계적 경영 컨설팅 기업인 액센츄어
(Accenture)는 AI가 다음의 4가지 핵심 원칙에 따라 머신으로 하여금 과업을 수행하도록 한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다고 설명한다.５ )
① 감각으로 인지하다(Sense): AI는 머신으로 하여금 주변의 세계를 인지하도록 한다. 이
는 소리, 화상, 음성, 텍스트 및 기타 데이터를 획득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② 이해하다(Comprehend): AI는 머신으로 하여금 패턴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수집한 정
보를 이해하게 한다. 이는 사람이 정보를 해석하는 것과 유사하지만, 사람과는 달리 머
신은 진짜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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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동하다(Act): AI는 머신으로 하여금 이해에 기반하여 현실 또는 디지털 세계에서 특
정한 행동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④ 학습하다(Learn): AI는 머신으로 하여금 행동의 결과(성공 또는 실패)로부터 학습하여
성과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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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보호 이슈
가. 빅데이터
IoT 등 ICT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으며, 수집·구축된

５) ‘ExplAIned–a Guide for Executives’, Accenture, 2018.9.21.

부 록

빅데이터의 분석은 AI 및 자율주행 알고리즘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빅데이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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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는 고성능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며, 다양한 IT 기술과 서로 연결되면서 서로
의 기술·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이 지능정보사회에서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기술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빅데
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이다. 하지만 빅데이터에는 많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
어 정보주체의 동의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요구된다. 빅데이터의
분석 과정에서 특정 개인의 재식별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빅데이터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
요한 이슈이다.
EU, 일본 등 주요국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
록 처리한 가명정보에 대하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이
용·제공하거나, 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가명정보의 재식별 방지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안전조치를 적용하고, 엄격한
재식별 금지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빅데이터, AI 등 다양한 기술을 적용하여 개
인에게 맞춤형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인공지능
AI 기술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 방대한 학습데이터를 분석하고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반
복 학습을 수행한다. 학습데이터에는 많은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데, 일부 정보는 동의
기반으로 수집·이용이 가능하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정보도 많아 AI 전문기업들은 기술개
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I 기술은 블랙박스와 유사하여 내부 로직을 명확히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EU에
서는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GDPR에 프로파일링 관련 고지 및 자동화된 의
사결정의 반대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한편, 최근 해외에서는 AI 기반의 알고리즘 악
용을 방지하고 통제권을 높이기 위해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XAI, eXplainable AI)’의 개발
도 한창이다.
AI 기술은 음성인식, 영상분석, 데이터 분석, AI 진료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확대되고 있
으며, 미래에는 다른 기술과 접목하여 복합된 인간의 형상을 가진 휴머노이드 로봇의 등장으
12

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듯 AI에는 많은 개인정보가 처리될 수 있어, 최근 애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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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등에서는 AI 기술에 차등프라이버시 기법을 적용하는 등의 개인정보보호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향후 다양한 영역에서 AI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제품이 개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들은 서비스·제품의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를 기본으로 하는 PbD(Privacy By
Design)를 적용한 개인정보보호 자율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도 2019년을 목표로 AI 기술개발 시 준수해야 할 7가지 주요 요구사
항을 포함한 ‘AI를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Ethics Guidelines for Trustworthy AI)’을 준비하
고 있으며, 해당 가이드라인의 주요 원칙은 ▲ 적용 가능한 모든 법과 규제를 존중해야 하며
(Lawful), ▲ 윤리적 원칙과 가치를 존중해야 하고(Ethical), ▲ 사회 환경을 고려하는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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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측면에서도 견고해야 한다(Robust)는 것이다.
AI의 규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별도의 법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럽연합
을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들은 AI 시스템의 운영에 적용 가능한 윤리 가이드라인을 우선적
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GDPR의 ‘자동화된 의사결정(Automated Decision
Making)’에 대한 규제와 그에 따른 ‘설명을 제공받을 권리(Right to be explained)’가 이
슈가 되면서 기존 법제를 통한 AI 시스템의 규제 논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에 따라, OECD에서도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AI 원칙(OECD Principle on AI)을
마련 중이다.

1. 정의 및 주요 동향
가. 사물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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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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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물인터넷(IoT)은 사람과 사물, 공간 등이 인터넷으로 연결돼 정
보가 생성·수집·공유·활용되는 기술을 뜻한다. 과거에는 Machine
to Machine(M2M)으로 지칭되었으나, 최근에는 단말의 종류를 가
리지 않고 상호작용하는 개념으로 진화하면서 사물인터넷으로 불리
고 있다. 특히 센싱 기술의 향상과 저전력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어디

부 록

에나 센서를 구축할 수 있게 되면서 응용할 수 있는 분야도 점차 확
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글, 애플, 삼성전자 등 글로벌 IT업체를 중
심으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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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사물인터넷 시장의 규모는 2018년 7,25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9% 성장했으며,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2.8% 성장하면서 1조 1,93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된다. IoT 시장 중 서비스 시장이 2018년 2,272억 달러로 전체 시장의 31.3%를 차지하고 있
으며, 하드웨어 시장이 2,157억 달러로 29.7%, 소프트웨어 시장이 1,726억 달러로 23.8%,
커넥티비티 시장이 1,100억 달러로 15.2%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에서 2022년까지 연평
균 성장률(CAGR)은 서비스 시장이 14.8%로 가장 높고, 소프트웨어 시장 13.9%, 커넥티비
티 시장 11.7%, 하드웨어 시장 10.5% 순으로 전망된다.６ )
우리나라 IoT 시장의 성장세도 가파르다. 지난해 IoT 매출액(8조 6,082억 원)은 2017년(7
조 2,579억 원) 대비 18.6% 증가하였으며, 연평균(2015년~2018년) 22.6% 증가하였다. 전
체 매출액에서 내수액(7조 8,880억 원, 91.6%)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수출액이
빠르게 증가(연평균 성장률 40%)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백만 원)

[그림 1-1-2] 연도별 사물인터넷 매출액

2018년 사물인터넷 매출액은
8조 6,081억 원으로 연평균 22.6% 증가

4,670,925

2015

5,802,389

2016

7,257,949

2017

8,608,183

2018

출처: ‘2018년도 사물인터넷 산업 실태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2.12.)

사업 분야별로는 제품기기(센서, 모듈, 스마트 단말기, 웨어러블 기기 등)의 매출액(3조
6,724억 원, 42.7%)이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나,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12.6%)은 가장 낮
았다. 서비스 분야는 스마트 공장 확산 등으로 인해 제조(5,285억 원, 28.4%)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７ )

６) ‘사물인터넷 시장 및 주요 기업 동향’,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월간SW중심사회(2019년 1월호),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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７) ‘2018년도 사물인터넷 산업 실태조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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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Autonomous Car)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를
지칭한다. 자율주행차는 레이다(Radar), 라이다(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
카메라, GPS 등을 통해 주위의 환경(신호등, 장애물, 차선 등)을 인식해 이용자가 설정한 목
적지까지 스스로 주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자율주행차의 산업발전 및 안전을 위해 각종 법률을 개정
하거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2017년 9월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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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래구현과 자동차 혁신 연구 법률안(Safely Ensuring Lives Future Deployment and
Research In Vehicle Evolution Act)’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의 핵심은 자율주
행차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자율주행 안전성을 확보하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국가도로교통안전국(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은 자
율주행차 상용화 단계를 연구하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바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7월, 처음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의3에 자율주행자동차에 대
해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라고 규정하였고,
2016년 1월부터 적용하였다. 또한, 2017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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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험 및 연구를 위한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이 허용되어 SK텔레콤, 현대자동차, 서울대
학교, 삼성전자, 네이버랩스 등의 기업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진행하고 있다.８ )
지난 4월 5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
법’이라 한다)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서 대략적인
정의와 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의 근거만 규정하고 있을 뿐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적 틀이 미비한 실정이었으나 자율주행자동차법 제정안 통과로 관련 정의의 세분화와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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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민간기업과 함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정밀도로지도
제작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정밀도로지도는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위치를 파악하고,
도로·교통 규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구축한 3차원 공간정보로, 자율주행차 센서정보
와 정밀도로지도를 결합하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부 록

８) ‘17개 기관 자율주행차 30대 주행실적 발표…19만km 무사고’, 국토교통부, 201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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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보호 이슈
가. 사물인터넷
IoT, 자율주행차 산업에서 빠질 수 없는 법적 이슈가 바로 개인정보보호이다. IoT는 수많
은 센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가공하여 활용하게 되는데 이때 개인정보가 정보주체
의 동의 없이 수집되어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IoT가 적용된 스마트홈의 경우, 센서를 통해 기기의 동작 여부나 패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데, 이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집 안 상황에 대
한 정보를 비롯해 거주자의 행태정보나 민감정보 등이 노출될 수 있다. 더욱이 헬스케어 분
야에서 수집되는 정보는 환자의 건강상태나 질병 여부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되므로 더욱 중대한 문제가 된다.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 자원인 빅데이터는 사물인터넷을 통해 수집·생성된 다양
한 정보를 분석하여 만들어지므로 사물인터넷을 통해서 수집한 정보 중 식별성이 없거나, 식
별성을 제거한 정보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를
위해 국회를 중심으로 관련 입법 발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
IoT에서 위치정보의 처리·보호도 중요한 이슈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산업 활성
화 및 진입규제 완화를 위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8.4.17.)
하여, 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로 구분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은 허가제로,
사물위치정보사업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변경하였다. 다만, 단순한 사물위치정보라 할지라
도 사물의 소지자·탑승자의 위치정보로 연결될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관련 규정
을 준수해야 한다.

나.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는 카메라와 센서 등을 통하여 자차의 개인위치정보, 타 차의 개인위치정보, 보
행자 정보 등 자율주행에 필요한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 수
집·이용에 대해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개인정보의 적
법한 처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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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7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서 발간한 ‘자율주행차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９)에 따르면, 자율주행차１０)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만으로도 규율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주행차 시스템에 탑재되는 개인별 맞
춤서비스, 위치정보 기반 부가서비스 등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탑승자 정보 등 필수 정
보의 수집은 현행 법률상에 명시된 ‘동의제도’하에서 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다만, 보행자 영
상정보 등의 수집·이용은 사전 동의가 불가능하나,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당한 이익을 근거
로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령 해석 가능성이 있다. 이를 허용하더라도 개인정보의 오·남
용 방지 및 프라이버시 침해 예방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범위, 보유기간 최소화 등
의 추가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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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안전한 자율주행 알고리즘 관리·개선, 사고·보험 처리를 위한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는 자동차 관련 법률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자
율주행차 산업발전 지원을 위해서는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자율주행차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블록체인

1. 정의 및 주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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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가. 블록체인의 개념 및 특징
블록체인(Block Chain)은 ‘서로 다른 개인이나 법인이 통제하는
다수의 컴퓨터 시스템상에서 동일한 거래 원장 사본이 보관되는 디
지털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의 한 형태를 말한다.１１) 즉 거래

제 4 편 해외 동향

정보를 기록한 장부인 원장(元帳, Ledger)이 ‘블록(Block)’이라는 단
위에 디지털화되어 저장된다. 블록은 보디(Body)와 헤더(Header)
로 나뉘는데, 거래 내용은 보디에 저장되며, 헤더에는 암호 코드 등
이 저장된다.

부 록

９) ‘자율주행차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및 규제방식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12.
１０)		 자율주행차는 타 차량정보나 보행자 영상정보를 자동차제조사, 통신사, 타 자율주행차량과 공유하지 않는 모델의 경우에 한한다.
１１)		David Schatsky and Craig Muraskin, ‘Beyond Bitcoin: Block Chain is Coming to Disrupt your Industry’, Deloitte
University Press, 2015.,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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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블록은 모든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가자의 컴퓨터(노드, Node)상에 분산되어 보
관된다. 신규 거래가 발생하거나 기존 거래가 변경되면, 새로운 블록이 생성되고, 이것이
기존의 블록에 시간적 순서에 따라 연결되며, 이러한 연결이 마치 사슬(Chain)처럼 이어진
다.１２) 그리고 이러한 분산원장의 운영구조는 미리 설정된 일정한 합의 알고리즘(Consensus
Algorithm)１３),１４)에 의하여 정해지며, 자동화되어 운영되고 중앙에서 운영을 관장하는 주체
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림 1-1-3] 블록체인 기술 모식도
고아블록
고아블록
(Orphan Block) (Orphan Block)

최초블록
(Genesis Block)

블록 1

이전블록

이전블록

거래정보

거래정보

이전블록

이전블록

이전블록

이전블록

거래정보

거래정보

거래정보

거래정보

블록 2

블록 3

블록 4

블록 5

이전블록

•••

거래정보
블록 N

출처: 한승우, ‘블록체인 활용사례로 알아보는 금융권 적용 고려사항’(금융보안원, 2016.)

블록체인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공개형 블록체인과 비공개형 블록체인으
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공개형 블록체인 또는 퍼블릭 블록체인(Public Block Chain)은 인터
넷을 통하여 운영되며, 운영자의 허가 없이 누구든지 자유롭게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
여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즉 누구나 블록체인 노드가 되어 블록에 기록을 추가하고, 거래
를 승인(Validate)할 수 있다. 여기서는 모든 거래 관련 기록이 블록에 저장되어 모든 참가자
들 사이에서 공유된다.１５) 이는 앞서 설명한 블록체인의 특징을 전형적으로 갖추고 있는 유형

１２)		 정승화, ‘블록체인 기술기반의 분산원장 도입을 위한 법적 과제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2016., 110~111쪽
１３)		블록체인에 있어서 ‘합의(Consensus)’란, 블록체인의 각 참가자들이 거래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참가자들이 어떻게 다
른 참가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처리를 정확한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것인지에 관한 일련의 규칙으로 이루어진 알고리즘 형
태의 컴퓨터 프로토콜을 말한다. 즉 어떤 특정한 시점에 블록체인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지에 대한 합의라 할 수 있다.
１４)		‘Unlocking the Block Chain–A Global Legal and Regulatory Guide Chapter 1: An Introduction to Block Chain Technologies’, Norton Rose Fulbright, 2016.8.,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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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５)		단, 거래 내용을 암호화하면 참가자들이 블록에는 접근 가능하지만 거래 내용 자체에는 접근할 수 없을 것이고, 뒤에서 언급하게
될 오프체인 방식으로 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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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거의 대부분의 가상화폐에서 사용되는 방식이다.１６ )
비공개형 블록체인 또는 프라이빗 블록체인(Private Block Chain)에는 네트워크를 운영
하는 주체가 있고, 이러한 주체가 새로운 참가자의 네트워크 참여 여부 및 관련 규칙을 결정
할 권한을 가진다. 여기서는 네트워크 참가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거래 정보가 제한
된 수의 노드에서만 공유되고 처리된다. 통상 B2B 거래 처리의 인프라로써 많이 사용되는
방식１７)이다. 비공개형 블록체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작동하기도 하지만, 인트라넷이나 VPN
과 같은 폐쇄 네트워크에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둘째로는 오프체인과 사이드체인으로 구분해 볼 수도 있다. 공개형 블록체인에서는 블록
체인 네트워크 참가자 모두가 거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거래에 관한 프라이버시 보
호나 비밀 유지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정보의 저장 방식이 이른바 오프체인(Off Chain)이다. 오프체인 방식하에서, 비밀
유지를 요하는 정보(예컨대 거래 내용 정보)는 블록에 저장되지 않고, 체인에서 벗어나 접근
통제가 있는 다른 시스템에 분리 저장된다.
사이드체인(Side Chain)이란, 하나의 블록체인 옆에 다른 블록체인이 평행하게 존재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두 개의 체인이 서로 다른 체인의 기능을 도와주는 것을 지칭한다. 이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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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또는 그 이상)의 체인은 하나의 체인이 해킹되더라도 다른 하나의 체인은 영향을 받지 않
도록 독립적으로 구성된다. 개인을 나타내는 해시(Hash) 값은 하나의 체인에, 거래 정보는
다른 하나의 체인에 저장하는 식의 방법이 가능한 것이다. 이 방식을 취할 경우, 분산원장이
라는 블록체인의 고유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처리속도를 높이고,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
를 강화할 수 있다.１８ )
블록체인에서는 거래 관련 기록이 온라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참가자 모두의 컴퓨터(노
드)에 공동으로 기록·관리된다. 모든 노드는 위와 같은 정보가 기록된 원장 전체를 각각 보관

제 4 편 해외 동향

하고, 새로운 거래를 반영하여 갱신하는 작업도 공동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 기록
은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하게 유지되고, 거래의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거래 내용
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무결성과 신뢰성). 일부 참가자에게 저장된 블록에서 거래 정보가 훼

부 록

１６)		Luis-Daniel Ibáňez, Kieron OHara and Elena Simperl, ‘On Block Chain and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University of Southhampton, 2018.7., 2쪽
１７)		 ‘신뢰의 인터넷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2편’, LG CNS 블로그(https://blog.lgcns.com/1717), 2018.5.21.
１８)		Onur Deler, ‘Block Chain Evolution 2/ Off-chain, Sidechains, Ethereum & Smart Contract Explanation with a Use
Case’, Article from Medium, 201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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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되거나 위조되더라도, 나머지 블록에서는 해당 정보가 온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
실을 쉽게 확인하고 복원할 수 있다(불변성, Immutability).１９ ) , ２０ )
블록체인은 보안성 측면에서도 일정한 장점이 있다. 기존의 전산시스템은 해커들의 연구
가 축적되어 최신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며, 심지어 중앙은행, 거래소, 중앙예탁기관 등도 해
커 공격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모든 사용자가 거래장부를 갖고 있기 때
문에 네트워크 일부에 문제가 생겨도 전체 블록체인에는 영향이 없으며, 장부를 해킹하기
위한 비용이 높아진다. 내부자 조작 및 정보유출 위험 또한 감소하게 된다. 또한, 블록체인
에서는 참가자가 장부를 공유하고 모든 거래기록을 공개하기 때문에 거래기록에 대한 투명
성이 높다.２１ )

나. 국내외 블록체인 관련 정책 동향
우리나라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8년 6월 ‘신뢰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을 구현
하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국내 기업의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
하여 ① 블록체인 초기시장 형성, ② 블록체인 기술경쟁력 확보, ③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기
반 조성을 중심으로 한 추진 전략을 수립한바 있다.２２ )
금융위원회의 경우 2017년 10월 금융투자업권 컨소시엄에서 블록체인 기반 금융투자업
권 공동인증 서비스인 ‘체인 아이디(CHAIN ID)’ 시범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는 기존의 공
인인증서를 대체하는 것으로 한 증권사에서 인증 절차를 거치면 다른 증권사에서도 바로 금
융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２３) 은행권 컨소시엄에서도 위와 유사한 인증서비스로 2018
년 7월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은행권 공동 인증서비스를 시작하였다.２４ )
한편, 국외에서는 유럽이 EU 차원에서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하며, 관련한 여러 가지 법률
적·사회적 쟁점들을 검토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3년부터 EU의 차세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 지원

１９)		‘신뢰의 인터넷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1편’, LG CNS 블로그(http://blog.lgcns.com/1713), 2018.5.15.
２０)		 ‘신뢰의 인터넷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2편’, LG CNS 블로그(https://blog.lgcns.com/1717), 2018.5.21.
２１)		 물론 이러한 무결성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네트워크상 노드의 과반수가 합의한 경우에는 정보의 변개가 가능할 수 있다.
２２)		 ‘신뢰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6.
２３)		 ‘인증 한 번으로 금융투자 OK-블록체인 공동인증서비스 오픈’, 연합뉴스,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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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４)		 ‘수수료 없는 은행권 공동인증서 뱅크사인 7월 도입’, 연합뉴스, 201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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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인 ‘Horizon 2020’을 통해 다양한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해왔으며 2020
년까지 최대 3억 4,000만 유로를 블록체인 기술 프로젝트에 지원할 계획이다.２５ )
[그림 1-1-4] 블록체인 기술개발 로드맵

블록체인 기술개발 로드맵(안)
76%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

82%

단기

2018

2019

90%

중장기

2020

2021

2022

고성능 저비용 합의 기술
(초당 거래 건수를 수십-수백 → 수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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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블록체인
기반 기술

스마트 계약 검증 기술
(스마트 계약 구현 안전성에 대한 자동 검증)

양자저항성을 가지는 암호 기술
(양자컴퓨터에도 안전한 전자서명)

대용량 데이터 처리 기술, 외부 데이터 연동기술

02
블록체인
확장 기술

(단순 거래내역 저장 → 영상, 사진 등 대용량 데이터 관리)

대규모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확장성 확보 기술
(노드 증가 시 성능 저하 → 대규모 노드 참여해도 성능 유지)

상호운용성 확보 기술
(블록체인 간 데이터 거리 및 스마트 계약 상호 호환)

거래 추적 및 분석 기술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거래 등 비정상 상황 모니터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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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블록체인
서비스 기술

산업 분야별 기존 시스템 연동 기술
(산업분야 데이터를 블록체인 트랜잭션에 안전하게 전달)

전략 서비스 분야별 특화 블록체인
(규모, 보안, 성능 관점에서 각 분야 맞춤형 블록체인 제공)

출처: ‘신뢰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6.)

이러한 프로젝트로는 MHMD(My Health My Data), DECODE, CODAMODA,２６ )
제 4 편 해외 동향

PRIViLEDGE,２７ ) Block ChainKYC２８ ) 등이 있으며, 특히 EU 블록체인 전망대 및 포럼(EU
Block Chain Observatory and Forum)은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전
문 기술을 구축하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２９)

부 록

２５)		 ‘European Commission Launches the EU Block Chain Observatory and Forum’, EU Block Chain Obervatory and
Forum(https://www.eublockchainforum.eu), 2018.2.1.
２６)		 ‘Controlling Data Movement in the Digital Age’, CORDIS(https://cordis.europa.eu/), 2017.12.18.
２７)		 ‘Privacy-Enhancing Cryptography in Distributed Ledgers’, CORDIS(https://cordis.europa.eu/), 2018.1.24.
２８)		 ‘Block Chain-based, 100% Automated KYC (Know Your Customer) Service’, CORDIS(https://cordis.europa.eu/), 2017.6.23.
２９)		 ‘EU 집행위원회의 블록체인 정책과 활용사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2.,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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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델라웨어주, 버몬트주, 애리조나주 등 주정부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행
정 및 사법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다. 국내외 블록체인 활용 사례
금융 분야에서 블록체인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공인인증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블
록체인 기술과 공개키(PKI, Public Key Infrastructure) 기반 인증기술을 결합하여 은행권
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인증 시스템 ‘뱅크사인(BankSign)’ 서비스를 들 수 있다. 그 밖에 국
내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자동 보험금 청구 시스템을 교보생명이 시범 운영한바 있다. 교보
생명은 2017년 4월 정부가 주관하는 ‘사물인터넷(IoT) 활성화 기반 조성 블록체인 시범사
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본인인증에 블록체인을 적용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시스템
을 개발하였고, 이를 상계백병원, 삼육서울병원, 수원성빈센트병원 등 3개 병원과 교보생명
직원계약자 2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며, 향후 대상 병원과 계약자를 확대할 예정
이라고 한다.３０ )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유럽의 MHMD(My Health My Data) 이니셔티브가 블록체인을 활
용하여 개인의 건강정보를 관리 및 공유하기 위한 대표적인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EU의 자금 지원을 받아 유럽 각국의 15개 회사 및 단체３１)의 컨소시엄 형태로 수행되고 있으
며, 2019년 10월 종료를 목표로 한다.
물류 및 유통 분야에서는 IBM과 세계 최대 컨테이너 물류 회사인 머스크(Maersk)가 블록
체인 기반의 컨테이너 물류 및 추적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2018년 3월 유럽 집행위원회(경
쟁당국)로부터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인트벤처의 설립에 관한 승인을 받았다.３２ ) 그
밖에 보안, 부동산 계약, 에너지, 자율주행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
되고 있거나, 활용 방안이 논의 중이다.３３ )

３０)		 ‘개인보험시장에서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 검토’, 보험연구원(KIRI), 2018.6.18., 12쪽
３１)		IT 솔루션 회사, 연구소 및 학교, 병원, 법률회사, 의료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이 참여하였다.
３２)		 ‘Block Chain: A Better Way to Track Pork Chops, Bonds, Bad Peanut Butter?’, New York Times, 2017.3.4.; ‘Industries, Looking for Efficiency, Turn to Block Chains’, New York Times, 2018.7.27.; ‘New Joint Venture between
IBM and Maersk Will Apply Block Chain in Global Trade’, Globe Business Media Group(LEXOLOGY), 20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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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３)		‘블록체인 기술이 개인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법무법인(유한)광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연구용역, 2018., 28쪽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블록체인은 공공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에스토니아의 전자
정부일 것이다. 이 중에서도 에스토니아의 전자 투표(I-voting)가 블록체인 활용의 좋은 사
례이다. 여기서는 두 개의 별개 블록체인을 사용한다(사이드체인). 하나는 유권자의 등록 여
부 및 투표 여부 등 유권자의 투표 자격을 기록하는 것이고, 남은 하나는 투표 내용을 기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두 가지의 정보를 분리하여 별개의 체인에 병렬적으로 기록함으로써, 투표 자격
과 투표 여부에 관한 정보의 무결성을 보장하여 부정 투표를 방지하는 한편 유권자의 익명성
및 투표 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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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EU의 D-CENT(Decentralised Citizens Engagement Technologies, 탈 중심화
된 시민 참여 기술), DECODE(Decentralised Citizen Owned Data Ecosystem, 탈 중심화
된 시민 소유의 정보 생태계) 등이 공공부문에서의 블록체인 활용 사례라 할 수 있다.

2. 개인정보보호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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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는 공개형 블록체인의 경우와 비공개형 블록체인의 경
우에 있어 뚜렷이 다른 양상을 보인다. 많은 경우, 비공개형 블록체인에서는 블록체인을 설
계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여부, 블록에 저장되는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비교적 명확하게 판단될 수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
를 받는 것도 어렵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비공개형 블
록체인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현행법
에 따라 규율되기가 비교적 쉽다.

제 4 편 해외 동향

반면, 공개형 블록체인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매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개형 블록체인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노드가 참여
할 수 있는데, 이들 노드의 개인정보 처리를 통제할 중앙 관리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공개형 블록체인에서는 암호화 기술이 사용되기 때문에 암호화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

부 록

하는지 여부 역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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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정보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
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３４) ’를 말한다. 이 중 ‘쉽게 결합
하여 알아볼 수 있는’의 의미에 관하여, 2016년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간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53면에서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수
단을 고려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가상화폐 지갑 주소와 함께 거래자의 신원에 관
한 정보를 수집하므로, 이러한 신원정보와 ‘주소’를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
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개별 노드의 경
우, 위 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자’ 즉 개별 노드들을 기준으로 각 ‘주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
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면, 노드마다 개인식별을 위하여 동원할 수 있는 합리적 수단이 모
두 다를 것이기 때문에, 노드가 누구인지에 따라 개인정보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어떤 정보가 개인정보인지 아닌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게
되고, 개인정보의 처리를 전제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가능성 역시 쉽게 판단하
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블록체인 기술에서 개인을 알아보는 것을 어렵게
하는 기술은 물론 역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과
연 공개형 블록체인에서의 ‘주소’를 가지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는 점점 더 어려운 문제
가 되어 가고 있다.

나. 개인정보 수집·처리·이용 동의 여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각 노드들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면, 노드들은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기 전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수집 및 이용의 법적 근거
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나 각 노드가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 규정은 따로 찾기 어려우며(제15조 제1항 제2호), 위 개인정보 처리가 언
제나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제15조 제1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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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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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
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5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도 어려워 보인다.
블록체인 노드의 정보처리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제15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
고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하나, 위 조항으로써 정보처리를 정당화할 수 있을지 여부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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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각 노드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각 노드들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일부로서 합의 알고리즘에 따라 정보를 처
리할 뿐이며, 블록체인상 거래 당사자와 직접적으로 접점을 가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현실적
으로 각 노드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는 동의를 얻는 것은 어렵다.

다. 국외 적용 가능 여부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블록체인의 노드가 국내에 위치하여 있고, 이들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라면 「개인정
보 보호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라 한다)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
는 경우가 많으므로 블록체인의 노드가 외국에 위치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이러한 노드는
국내에 위치한 개인의 개인정보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외국에 소재한 노드
에게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제 4 편 해외 동향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내국인에 대해서만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다.
실제로 정보통신서비스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법규인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하
여,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정한 경우 위 법을 외국(법)인에게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이른바 외국인의 활동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즉 우리나라
지향적인 활동인가) 여부에 있다고 보인다. 즉 우리나라에 자회사를 세우는 등 실체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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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해당 사업자 직원의 종사 여부, 한국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별도의 사업장이나 도메인의 소유 여부, 현지화된 서비스 존재 여부,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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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매출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다.３５ )
그러나 공개형 블록체인의 경우 각 노드들이 이와 같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정보
를 처리하는 것이라고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그 시작부터 개인정보
를 처리하는 자 및 정보주체가 전 세계에 산재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를 지
향하여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에 위치한 블록
체인의 노드들에 대해서는 국내법의 적용이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국내법 적용을 부정할 경우, 우리나라보다 보호 수준이 낮은 국가에 위치한 노드에 대
해서는 개인정보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도 있을 것이다.

라. 개인정보 보유기간 및 삭제권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
성되는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제1항), 이러한 파기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해야 한다(제2항). 구체적으
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
구 삭제’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
할 권리가 있는데(제36조 제1항), 이러한 삭제 또한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제3항).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블록체인의 속성상 블록에 이미 기재되어 검증되고 승인된
정보를 삭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기 때문에, 정보를 ‘영구 삭제’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즉 블록체인 자체가 정보의 삭제를 막기 위하여 설계된 것인데,３６ )
이러한 블록체인과 「개인정보 보호법」상 삭제권은 충돌하는 면이 있다. 더욱이 블록체인 네
트워크의 노드가 대개 해외에 존재하고 누구인지 정확히 알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누구에게
삭제권을 행사하여야 할지도 큰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중앙집권적인 개인정보처리자를 전제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과 공개형
블록체인의 현실이 상충하는 부분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법률적 해석론의

３５)		 ‘해외 인터넷사업자의 국내법 적용-Ⅱ.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해외 인터넷사업자 적용 가능성’, 인터넷 & 시큐리티 이슈(제
2010-01호),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1.,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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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６)		 Hogan Lovells, ‘A Guide to Block Chain and Data Protection’, 2017.9.,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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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을 넘어, 공개형 블록체인을 현행의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규율할 것인지, 규율한다면
어떻게 규율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한 입법론적 차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충분한 사
회적 합의와 다각적 검토를 거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제4절

가. 클라우드의 개념 및 종류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클라우드

1. 정의 및 주요 동향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의는 다양하나, 공통적으로 이용자가 필요
로 하는 IT 자원을 필요한 만큼 빌려 쓰는 개념으로 인터넷을 통해
가상화된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３７) 기존의 컴퓨팅
서비스처럼 이용자가 자원을 직접 소유·관리하는 방식과 달리, 클라
우드 컴퓨팅은 이용자가 필요한 만큼의 자원을 가상화된 형태로 인
터넷을 통해 제공받는 서비스로, 소유와 관리가 분리된 방식이라는
점이 주요한 특징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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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 전문기관인 가트너(Gartner)는 2019년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규모가 2018년 1,758억 달러에서 17.3% 증가한 2,062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2018년 해당 시장규모는 2017년 1,453억 달러에서 21% 성
장한 1,758억 달러를 기록했다.

제 4 편 해외 동향

클라우드는 이처럼 IT 비용 절감 효과 및 자원 이용의 유연성 등의
장점을 중심으로 하여 각광받는 서비스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은 방대한 컴퓨팅 자원과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슈퍼컴퓨터를 필
요로 하는데, 개별 기업이 자체적으로 구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

３７)		 강원영,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동향’, 인터넷 & 시큐리티 이슈(2013.3월호),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부 록

렵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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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십억 달러)

[그림 1-1-5]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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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 세계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 규모 전망’(가트너, 2018.9.)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최근 발전추세는 크게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
앙집중형으로 시작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및 서비스가 분산화(Decentralization)로 나아
가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점, 둘째,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보안기술의 발전 및 보안서비
스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보안에 관한 우려로 도입을 망설이던 민간기업과 공공기관들이 클
라우드 도입에 나서는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셋째, 별도의 영역으로 여겨
지던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분야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과 접목되는 현상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혁신을 추구하는 민간기업들은 물론 중앙
정부나 공공기관에도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다.
[그림 1-1-6] 컴퓨팅 환경의 변화

개인용 컴퓨팅 환경

서버 클라이언트 환경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광대역
고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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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입
개인용 PC, 노트북

Storage

Server

Software

스토리지, 서버,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해 빌려 사용

클라이언트

출처: ‘클라우스 서비스 특징 및 보안위협’(한국인터넷진흥원, 2011.10.)

클라우드 컴퓨팅을 서비스 운용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누가 어떻게 구축하여 서비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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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냐에 따라 공용(Public), 사설(Private), 하이브리드(Hybrid)로 구분된다. 공용 클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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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아마존웹서비스(AWS, Amazon Web Services),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구글
(Google)과 같은 외부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기타 IT 자원
을 소유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한편, 민간 클라우드 제공자에게 맡기기 어려운 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등 여전히 기업이
나 기관만의 패쇄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를 사설 클라우
드라 하고, 개별 기업이 자체 데이터센터 내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드물게는 여러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위한 공동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여 공동으
로 운영하는 형태도 있는데, 이를 커뮤니티 클라우드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공용(Public)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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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드와 사설(Private) 클라우드를 결합한 형태를 하이브리드(Hybrid) 클라우드라 하는데,
기업 혹은 정부기관의 핵심 시스템은 내부에 두고 외부의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공용 클라우드만을 강조하던 아마존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같은 클라
우드 서비스 사업자들도 점차 하이브리드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이브리드 서비스 제공을 늘려가는 추세이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부각되는 원인은 수
요자와 서비스 제공자 양측의 이해가 점차 일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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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클라우드 기술 변화
최근에 클라우드 컴퓨팅은 단순히 저장공간 및 연산처리에서 나아가 데이터 분석+인공지
능+블록체인 기술의 기반 인프라+IoT의 백본 등의 역할로 발전하고 있다.

1) 에지 컴퓨팅(Edge Computing)
클라우드 컴퓨팅이라 하면 흔히 엄청난 숫자의 서버가 설치된 중앙집중형의 거대한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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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센터를 떠올릴 수 있으나 최근에는 분산형 클라우드 인프라 형태로 가고 있다.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고객은 민간이나 공공부문의 조직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속도에 민감하기 마련이
다. 지연시간 제로에 근접한 서비스를 기대하는 이들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부각되
고 있는 기술이 ‘에지 컴퓨팅(Edge Computing)’이다.

부 록

이 기술은 중앙 데이터센터의 리소스를 가능한 고객 근처로 옮기는 것으로 IDC는 ‘마이크
로 데이터센터의 메쉬 네트워크’로 정의하고 이를 통해 중요정보를 지역에서 처리 혹은 보관
하는 동시에 수집된 모든 데이터를 마치 중앙 데이터센터 혹은 클라우드 저장공간이 바로 옆
에 있는 것처럼 처리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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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지 컴퓨팅을 가장 필요로 하는 영역은 IoT이다. 막대한 양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 IoT 분야에서 에지 컴퓨팅 기술은 망의 사용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
여줄 수 있다.
[그림 1-1-7] 클라우드 컴퓨팅과 에지 컴퓨팅

클라우드

클라우드
>100ms

인터넷

인터넷

네트워크

<10ms
클라우드렛(에지)
네트워크
대기시간
감소

기기

클라우드 컴퓨팅

기기

에지 컴퓨팅

출처: SAMSUNG Newsroom(https://news.samsung.com/kr)

2) 양자 컴퓨팅(Quantum Computing)３８)
MIT가 2018년 10대 혁신 기술(10 Breakthrough Technologies 2018)의 하나로 ‘재료의
양자 도약(Materials' Quantum Leap)’을 선정하고, 가트너(Gartner), 딜로이트(Deloitte)
등 시장조사 및 컨설팅 등을 포함한 주요 기관들이 양자 컴퓨터(Quantum Computer)가 미
칠 영향 등과 관련한 예측과 평가를 내놓는 등 양자 컴퓨터가 2018년 ICT 산업계의 핵심 키
워드 중 하나로 부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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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８)		 조성선, ‘양자컴퓨터 개발 동향과 시사점’, ICT Spot Issue(2018-02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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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컴퓨터란 중첩(Superposition)과 얽힘(Entanglement) 등 양자역학적 현상을 이용
하여 다수의 정보를 동시에 연산할 수 있도록 구현된 컴퓨터로, 특정 연산에 최적화된 초고
속 대용량 컴퓨팅 기술로 정의된다.
양자 컴퓨팅의 대두는 양자 연산을 통한 소인수분해를 위한 알고리즘의 발견, D-Wave
Systems의 양자 컴퓨터 상용화 및 대기업들의 잇단 운용 테스트 등과 같은 기술진화에 의한
요인, 무어의 법칙의 종말로 대변되는 기존 컴퓨터의 한계와 같은 기술과제에 의한 요인 등
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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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양자 컴퓨팅 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활
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IBM, Google 등은 양자 컴퓨팅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려는 계
획을 발표하면서 세계적으로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자 컴퓨팅의 동시적 병
렬 연산 처리능력은 기존 컴퓨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하여 이를 적용할 경우, 클
라우드 서비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 서버리스 컴퓨팅(Severless Comp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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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리스 컴퓨팅이란 눈에 보이는 서버가 없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뜻이다. 이는 컴퓨
팅 발전의 역사에서 중요한 진전일 것이나,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진전이다.
모든 사람이 서버리스 컴퓨팅 시대를 대비하긴 어렵다는 점이다. 서버리스 컴퓨팅 시대로 진
입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기술에서 한 단계 도약해야 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본질적으로 전체 인프라 요소들을 완전히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서버리스 컴퓨팅은 단기간에 도입되어 그 영향력을 보여줄 기술이라기보다는 상
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화를 일으킬 기술적 사건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솔루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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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불편을 느끼는 고객이 많아질수록, 서버리스 컴퓨팅 분야에 오픈소스 솔루션 개발이 확산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타 산업군까지 확대되는 현상이 벌어질 때, 진정한 서버리스 컴퓨팅
으로 인한 변화가 느껴질 것이다.

부 록

다. 정책 동향
정부는 2015년 3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세계 최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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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하여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법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기
반 조성, 이용 촉진, 이용자 보호를 명문화하고,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을 촉
진하였으며, 품질 및 성능 등에 대한 기준을 권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까지
마련하였다.３９ )
[표 1-1-1]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기반 조성

•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 수립
•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현황과 통계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및 지원
• 세제 지원 및 클라우드 관련 중소기업 지원 규정 명문화

이용 촉진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 촉진 규정
• 클라우드 도입 시 인허가 등의 요건인 전산설비를 구비한 것으로 의제
• 클라우드 사업자 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권고

이용자 보호

• 품질·성능·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기준 고시
• 표준계약서 마련 및 침해사고 즉각 통지 규정
• 이용자 정보가 저장된 국가의 명칭 공개 및 이용자 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이후 2018년 12월 28일 제2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세계 10대
클라우드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한편, 금융 분야는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영역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에 소극적인 입장
이었으나, 2018년 말을 기점으로 공용(Public)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을 위한 제도정비를 이
루었다. 이는 그동안 온프레미스(On-premise)４０) 환경에 의존하던 국내 금융기관들이 공용
클라우드를 적극 도입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1일부터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안전하게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거에는 비중요 정보만 클라우드에서 처리할 수 있었으나, 전자금융감독
규정을 개정·시행하여, 개인신용정보 등의 중요 정보도 클라우드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허용
한 것이다. 다만, 중요 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위원회 설치, 필수 인력 상주, 조사 및 접근
권 의무화, 망 분리 등의 규정을 두어 보안상의 우려를 보완하도록 했다.

３９)		 강맹수,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동향 및 향후 전망’, 산은조사월보 제758호, 2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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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０)		 소프트웨어 등의 솔루션을 자체적으로 보유한 전산실 서버에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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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2018년 8월 1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방식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처음으로 도입하였고, 2019년 1월에 카카오뱅크가 클라
우드 전면 도입을 발표함으로써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첫 번째 적용 사례가 될 전망
이다.
[그림 1-1-8] 제2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 주요 내용

비전

산업·공공·사회 전반 클라우드 활성화(All@Cloud 실현)

실행전략

추진과제

Accessible Data
(데이터 접근성)

Competitive Platform
(플랫폼 경쟁력)

Trustful Eco-system
(생태계 신뢰성)

클라우드 활용 위한
법·제도 개선

플랫폼 중심의
시장 경쟁력 강화

신뢰성 있는
생태계 조성

① 공공부문 이용 확대
② 도입 제도 개선
③ 보안인증 및 대응 강화

⑦ 기술력 확보
⑧ 미래 인력 양성
⑨ 보안 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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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사례

④ 전자정부 플랫폼 구축
⑤ 특화 플랫폼 구축
⑥ 글로벌 진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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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부처 협업을 통해 각종 규제·제도를 개선하고, 혁신 사례 창출
•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특화·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기본 방향

• 범부처 협업을 통해 클라우드 접목한 혁신사례 창출(3대 분야)

▶ (예시) (전통산업)스마트팜, 스마트교육, (서비스)지능형의료, 혁신금융, (공공)공간정보

출처: 관계기관합동(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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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보호 이슈
가. 해외 정보기관에 의한 데이터 감시

2018년 미국 정부는 범죄사실의 수사 등의 목적으로 법원의 영장을 받은 경우, 해외 클라
부 록

우드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 클라우스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클라우드법(Cloud Act)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개인정보에 대한
정부 수사기관의 무제한 접근을 허용하는 법안으로 이해되어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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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법은 법원의 영장과 명확한 수사 목적으로 한정된 내용에 대해 클라우드 서비스 사
업자가 데이터 제출에 협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일 뿐,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 개
인정보의 노출을 거부할 권한을 보장하고 있는 법률이다.
한편, 2013년 NSA 관련 스노든 폭로 이후, 러시아는 2014년 7월 21일 법 개정을 통해 러
시아인들의 개인정보를 러시아 연방 영토 밖에 저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으며,
데이터베이스의 운영자는 데이터센터의 물리적 위치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해외
정보기관에 의한 데이터 감시 등의 우려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는 데이터 국지화 정책이 추
진되고 있다.

나.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및 정보 통제권의 약화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개인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가 국외로 이전되
므로 정보에 대한 통제권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보관되는 경
우 데이터는 고정된 위치에 저장되지 않고, 운영과정에서 이동되거나 복제 또는 분산되어 자
국 또는 해외 여러 곳에 저장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용자는 자신의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었는지, 어디로 이동되는지, 이동 경로는 어디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특
히 클라우드의 데이터 백업으로 인해 정보는 더욱 분산되어 이용자는 데이터 보관 장소를 결
정하거나 삭제를 요구하는 등의 통제권 행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４１ )
이러한 이유로 해외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요건을 개선하고,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한편, 최근에는 미국 등 주요국에서 EU GDPR 시행 이후 디지털 무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으며, 자국민 개인정보보호와 더불어, 자국 기업의 보호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논의가 시작되고 있어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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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１)		 김현경, ‘데이터 속성과 국지화 규범의 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2017.5., 일부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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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제1절

보호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서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주체
(일반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수준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
정보처리자(민간기업, 공공기관)의 법 준수 현황, 개인정보 관리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8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개요

본 조사는 만 12세 이상 정보주체(일반국민) 2,500명과 공공기관
1,500개, 민간기업 2,000개 등의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하였
으며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추진되었다.
2017년 대비 2018년에는 정보주체 중 청소년(만 12세~만 19세)
에 대해서는 해당 연령을 고려한 맞춤형 설문을 별도로 진행하였고,
민간기업도 기존 종사자수 1인 이상 사업체에서 종사자수 5인 이상
에 개인정보 1,000개 이상 보유 사업체로 한정하는 등 조사대상 개
선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조사대상 변경으로 2017~2018년

2019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시계열 비교 불가)
자세한 정보주체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
과는 보호위원회 홈페이지(www.pip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2-1] 2018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개요
조사대상
정보주체
(2,500명)

개인정보처리자
(3,500개)

제2절

주요 결과

조사규모

조사방법

만 12세~만 19세

347명

온라인 조사

만 20세~만 69세

2,153명

온라인 조사

공공기관

1,500개

온라인 조사

민간기업

2,000개

면접 조사

지역별, 성별, 연령별 구성비 고려

헌법기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청, 학교(초등~대학)
업종별(10개), 규모별(4개) 분류

1. 정보주체
가.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실태
1) 개인정보 제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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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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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가 사업체 및 공공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본인인증’(각각 77.6%, 87.6%), ‘금융서비스 이용’(각각 76.0%, 81.9%) 목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응답, 단위: %)

[그림 1-2-1] 개인정보 제공 현황

오프라인
90

77.6

80

76.0

70

58.6

60

56.9
46.2

50

4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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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8.2

20
10

0.1

0

본인인증을
위해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해

상품구매
및 배달
A/S 관련

서비스 이용
(의료, 민원,
자동차정비 등)

이벤트 및
경품 응모

인사 및
채용

커뮤니티 및
친목 활동

기타

온라인
87.6

90

81.9

80

75.7

70

54.5

60
50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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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40

28.3

30
20
10

0.0

0

본인인증을
위해

인터넷뱅킹,
모바일증권 등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해

상품구매

온라인이벤트 서비스 이용
및 경품
(웹진, 보고서 등
응모 시
정보제공
서비스 이용 등)

인사 및
채용

온라인
커뮤니티 및
친목 활동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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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보호 중요성 인식
정보주체의 대부분은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매우 중요하다+중요하다
85.9%)으로 조사되었다.
(단위: %)

[표 1-2-2] 개인정보보호 중요성 인식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2)
중요하지
않다

(3)
보통
이다

(4)
중요
하다

(5)
매우
중요하다

(1)+(2)
중요하지
않음

(4)+(5)
중요함

전체

0.8

2.3

11.0

33.3

52.6

3.1

85.9

부 록

구분

37

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적) 노력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이메일을 열람하지 않거나
(45.9%),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고(43.3%), 공용 PC에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39.0%)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응답, 단위: %)

[그림 1-2-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적) 노력
0

10

20

30

40

50

45.9

출처 불분명한 자료 다운로드 않고, 의심스런 이메일 열지 않음

43.3

개인정보 주의해 관리,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음

39.0

PC방 등 공용 PC 사용 시에는 금융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음

32.0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함

31.7

정보공개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주의하여 다룸

25.7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이용 약관 살펴봄

21.3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를 실시함

19.5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설치 시 개인정보 접근권한 살펴보고 동의함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이용, 수시개인정보이용내역 확인/정리함

12.9

파일/폴더 자동공유 않고, 정보업로드 시 개인정보 포함여부 확인함

12.4
0.3

기타

4)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 확인 및 홍보성 개인정보 활용의 선택적 동의
정보주체의 69.6%가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를 확인하지 않으며, 확인하지 않는 이유
는 ‘귀찮고 번거로워서’(38.4%), ‘동의서 내용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해야 해
서’(30.7%)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3]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 확인 여부 및 미확인 이유

(복수응답, 단위: %)

동의서 미확인 이유

비율

확인하는 것이 귀찮고 번거로워서

38.4

동의서 내용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해야 해서

30.7

내용이 많고 이해가 어려워서

24.4

확인해도 개인정보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6.5

※ BASE =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 미확인자

한편, 정보주체의 28.7%는 광고·홍보성 메일 송부 등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은 원치 않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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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선택적 동의 가능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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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및 침해구제
1)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경험 및 처리 결과
정보주체의 31.3%는 ‘개인정보 열람’, 33.8%는 ‘정정·삭제’, 25.0%는 ‘처리정지’ 요구 경
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각각의 권리보장 요청 시 절반 정도는 ‘즉시 처리’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그림 1-2-3]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경험 및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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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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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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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경험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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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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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즉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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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경험

경험

75.0

25.0
처리정지

처리 지연

처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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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40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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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7.5

10
0

즉시 처리

처리 지연

처리되지 않음

※ Base = ‘처리 결과’는 ‘요구 경험이 있는 응답자’

부 록

2)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하지 않은 이유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하지 않은 이유는 권리요청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정보주체가 ‘요구 신청절차가 번거롭고’(열람 32.3%, 정정·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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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처리정지 36.0%), ‘처리자가 미이행할 것 같아서’(열람 15.2%, 정정·삭제 13.2%, 처
리정지 10.7%)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위: %)

[표 1-2-4]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하지 않은 이유
구분

합계

요청사유 미발생

신청절차 번거로움

미이행 할 것 같음

기타

열람 미요청 이유(68.7%)*

100

52.3

32.3

15.2

0.1

정정·삭제 미요청 이유(66.2%)*

100

53.8

32.9

13.2

0.0

처리정지 미요청 이유(75.0%)*

100

53.3

36.0

10.7

0.0

* 표는 응답자 중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청한 경험이 없는 사람 비율
※ BASE = 정보주체 권리행사 미경험자

3) 개인화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의사
정보주체의 44.6%는 개인이 제공한 취향, 행동패턴, 구매성향 등을 근거로 개인에게 차별
화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화 서비스’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개인정보 개인화 서비스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의사
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위: %)

[표 1-2-5] 개인화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의사
구분

제공 의사 있음

제공 의사 없음

전체

44.6

55.4

* 연령별 제공 의향자: 20대 49.5%, 30대 45.8%, 40대 44.9%, 50대 42.2%, 60대 39.4%.

4) 개인정보 권리 침해 경험
지난 1년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사례를 살펴보면, ‘개인정보 무단수집·이용’(34.4%)
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개인정보 유출’(20.7%), ‘개인정보 도용’(9.6%) 등의 순이었다.
(단위: %)

[그림 1-2-4] 지난 1년간 개인정보 침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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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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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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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

40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용

개인정보
도용

개인정보
유출

기타

경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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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 침해 후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
개인정보 침해 후 피해구제를 위해 ‘사업자 등을 상대로 항의 민원 제기’(14.9%), ‘정부
및 지자체에 신고·민원 제기’(13.2%)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정보주체의
61.5%는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아 피해구제 조치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응답, 단위: %)

[그림 1-2-5] 개인정보 침해 후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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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70

14.9

사업자 등을 상대로 민원제기 또는 항의

13.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118) 등 전문기관에 신고

12.9

‘대응함’
38.5

8.3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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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지자체에 신고/민원 제기

6.6

소송을 제기(피해자모임 등을 구성, 공동소송 위임 포함)

3.9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1.8

기타

61.5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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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처벌기준 합리화 및 처벌 강화’(33.8%), ‘교육 및 홍
보’(31.3%), ‘인센티브 부여’(14.5%) 등의 정부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복수응답-1순위, 단위: %)

[그림 1-2-6]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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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33.8
30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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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12.3

10

8.3

처벌기준
합리화 및 처벌 강화

교육 및
홍보

인센티브
부여

전문인력 양성 및
보호 기술개발

소상공인
계도 및 기술지원

부 록

0.0

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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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처리자
가. 개인정보 보유 및 보호 현황
1) 개인정보(암호화 대상) 보유 현황
암호화 대상 정보의 보유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80.8%)과 민간기업(83.7%)
모두 다른 암호화 대상 정보에 비해 ‘주민등록번호’를 월등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단위: %)

[그림 1-2-7] 개인정보(암호화 대상) 보유 현황
공공기관
90

민간기업

80.8 83.7

80
70

59.4

60
50
40

24.5

30
20
10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20.5
1.5

1.0

0

30.1

22.5

17.3

여권번호

13.3

4.3 1.3

1.5
운전면허 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기타정보

2)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공개 및 갱신
대부분의 공공기관(99.5%)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최근 1년
이내에 갱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간기업은 54.6%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 및 공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갱신한 지 1년 이상인 기업이 56.9%, 작성 이후 전혀 갱신하
지 않은 기업이 19.8%였다.
(단위: %)

[표 1-2-6] 개인정보 처리방침 갱신
갱신(1년 이내)
구분

합계

공공기관
민간기업

소계

최근
3개월 미만

최근
3~6개월 미만

최근
6개월~1년 미만

소계

100

88.5

32.4

33.6

22.5

10.3

100

23.3

2.3

7.1

13.9

56.9

※ BASE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공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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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1년 이상)
최근
2년 이상

작성 이후
갱신한바
없음

7.8

2.5

1.3

30.4

26.5

19.8

최근
1~2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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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보호 체계 및 애로사항
1) 개인정보보호 업무 부서 운영실태
공공기관은 ‘정보화 전담부서’(69.5%) 또는 ‘일반 관리부서’(20.1%), 민간기업은 ‘일반 관
리부서’(62.0%)에서 주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응답, 단위: %)

[표 1-2-7]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부서
합계

정보화
전담부서

정보보호
전담부서

개인정보보호
전담부서

일반
관리부서

기타

없음

공공기관

100

69.5

6.9

1.9

20.1

1.3

0.3

민간기업

100

5.6

8.4

3.7

62.0

0.5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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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업무경력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 중 경력 2년 미만자가 56.5%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
하였으나, 민간기업은 담당자 10명 중의 8명 이상(83.4%)이 2년 이상의 유경력자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5년 이상 경력자도 43.1%인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담당자

100

100

90

90

80

80

70

70

60

60

50
40
30

책임자

20.7

14.3 16.5

10

15.5 12.7

17.9 14.2

30
20
10

0

0

1년 미만

1~2년

2~3년

3~5년

5년 이상

0.6

5.4

1년 미만

11.2

14.9

1.6

3.4

1~2년

2~3년

22.9 25.4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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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3.1

40

27.2

담당자

71.6

50

31.7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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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 1-2-8] 개인정보보호 담당 업무경력

5년 이상

3) 「개인정보 보호법」 이해 및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
부 록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시행 시 ‘전문인력 부족’(73.3%)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
으며, 민간기업은 ‘개인정보 처리 절차 복잡’(48.2%)과 ‘전문인력 부족’(43.4%) 등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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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응답, 단위: %)

[그림 1-2-9] 「개인정보 보호법」 이해 및 시행 시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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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찾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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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다. 빅데이터
1) 빅데이터 분석·활용 경험
공공기관의 빅데이터 분석·활용 경험은 15.1%, 민간기업은 6.6%로 나타났으며, 분석·활
용 경험은 없으나 향후 계획이 있는 경우는 공공기관이 7.7%, 민간기업이 0.5%로 조사되
었다.
(단위: %)

[그림 1-2-10] 빅데이터 분석·활용 경험
공공기관

민간기업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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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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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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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0

3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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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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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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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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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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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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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빅데이터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 법규의 한계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문제가 되는 개인정보보호 법규에 대해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수
집·제공에 대한 동의 규정’이 4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개인정보 정의 규
44

정’(45.2%), ‘안전성 확보조치 규정의 적용 어려움’(44.6%)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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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의 경우, ‘개인정보 정의 규정’(44.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개인
정보 수집·제공에 대한 동의 규정’(37.5%), ‘안전성 확보조치 규정 적용의 어려움’(26.8%)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복수응답, 단위: %)

[표 1-2-8] 빅데이터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 법규 한계

구분

개인정보
수집·제공에 대한
동의 규정

‘개인정보’
정의 규정
(포괄성 등)

안전성
확보조치
적용의 어려움

다수 법제
혼용에 따른
혼선

위법한
활용 시 강력한
처벌 우려

기타

공공기관

46.6

45.2

44.6

41.8

34.1

2.3

민간기업

37.5

44.5

26.8

16.8

25.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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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대부분의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 확인 및 침해 시 피해구제 신청 등
의 정보주체 권리 행사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출처가

시사점

불분명한 자료·이메일을 열람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를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는 등의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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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지 않는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정보주체 10명 중 4명은 개인이 제공한 취향, 행동패턴,
구매성향 등을 근거로 개인에게 차별화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
는 ‘개인화 서비스’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
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용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
후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개인정보 권리구제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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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한편, 개인정보처리자 중 민간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10명
중 6명 이상이 3년 이상 경력자였으며, 그중 5년 이상 경력자도 절반
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담당

부 록

자의 절반 이상이 업무경력 2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전문인력 확
보를 위한 별도 대책도 검토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은 대부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공개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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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갱신 비율도 높은 반면, 민간기업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공개 비율이 절
반 수준이며, 자주 갱신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보호조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노력
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다.
개인정보처리자의 빅데이터 활용은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활용 시 개인정보보
호 법규상 문제가 될 것 등을 우려하여 실제 활용 사례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 따라 향후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주체 대상의 맞춤형 정책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지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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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위반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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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개인정보보호 주요 판례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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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행정처분 및 판례

제1절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위반
행정처분

1. 행정안전부
가. 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 위반 등 관련법을 위반한 12개
교육기관에 개선권고 2건, 과태료 12건 6,000만 원 부과
행정안전부는 2017년 10월 20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29
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등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
한’(접근통제) 등을 위반한 12개 기관에 개선권고 2건과 과태료 12
건 6,000만 원을 부과하였다.

나. 접
 속기록관리 미흡 등 관련법을 위반한 17개 기관에
2019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개선권고 3건, 과태료 19건 1억 3,000만 원 부과
행정안전부는 2017년 11월 산업·물류 분야 주요 업체와 서면점
검 결과가 미흡했던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
인정보 수집·이용, 제29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등에 대한 현
장점검을 실시하고, 접속기록관리 미흡 등 관련법을 위반한 17개 기
관에 개선권고 3건과 과태료 19건 1억 3,000만 원을 부과하였다.

다. 접
 근통제를 포함한 안전조치의무 미이행 등 관련법을
위반한 14개 기관에 과태료 14건 4,200만 원 부과
행정안전부는 2017년 12월 보건복지 분야 주요 업체와 서면점검
결과가 미흡했던 기관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개
인정보 안전조치 의무위반 유형인 접근통제 관련 준수사항을 지키
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14개 기관에 과태료 14건 4,200만 원
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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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절차 위반 등 관련법을 위반한 19개 기관에
개선권고 19건, 과태료 10건 5,600만 원 부과
행정안전부는 2018년 1월 2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동의 획득,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적절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이에, 수집·동의 획득 시 고지사
항 위반과 접근권한, 접속기록, 접근통제 관련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19개 기관에 개선권고 19건과 과태료 10건 5,6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마.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 이력관리 위반 등 관련법을 위반한 13개 기관에
개선권고 2건, 과태료 15건 9,600만 원 부과
행정안전부는 2018년 2월 산업·물류 분야 주요기관과 주민등록번호 처리실태 및 서면점
검 결과가 미흡했던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안전조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이
에 따라 접근권한 이력관리 및 수집목적 달성된 개인정보 파기 등을 위반한 13개 기관에 개
선권고 2건과 과태료 15건 9,600만 원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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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홈페이지관리시스템에서 주민등록번호 전송 시 암호화 미조치 등 관련법을
위반한 교육 분야 18개 업체에 개선권고 1건, 과태료 8,800만 원 부과
행정안전부는 2018년 3월 현장점검을 통해 교육 분야 20개 업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주민등록번호 송신 시 암호화 조치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제한 등 관련법
을 위반한 18개 업체에 개선권고 1건, 과태료 8,8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제 4 편 해외 동향

사. 수집목적 달성된 개인정보 미파기 등 관련법을 위반한 시설·문화 분야
17개 기관에 개선권고 2건, 과태료 21건 7,600만 원 부과

부 록

행정안전부는 2018년 4월 시설·문화 분야 20개 기관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수
집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접근권한, 접속기록, 접근통제 관련 준수사항
을 지키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안전성 확보조치를 위반한 17개 기관에 개선
권고 2건, 과태료 21건 7,600만 원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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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등 관련법을 위반한 생활임대 분야 20개
기관에 시정명령 2건, 개선권고 4건과 과태료 7건 4,700만 원 부과
행정안전부는 2018년 6월 생활임대 분야 28개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시 동
의 획득,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이에, 비밀번호 저장
시 일방향 암호화 준수 등을 위반한 20개 기관에 시정명령 2건, 개선권고 4건과 과태료 7건
4,7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자.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산업·물류 분야 12개
업체에 과태료 14건 6,500만 원 부과
행정안전부는 2018년 7월 산업·물류 분야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
치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
반한 12개 업체에 과태료 14건 6,500만 원을 부과하였다.

2. 방송통신위원회
가.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운영 8개사에 과태료 1억 4,100만 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가상통화거래소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연이
어 발생함에 따라 사고 예방 및 이용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를 운영하
는 10개 사업자에 대해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10개사 중에서 조사기간 중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2개사를 제외한 8개
사 모두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과태료 총 1억 4,100만 원을 부과하였다.
특히 관련 분야의 거래 규모 및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데 반해 접근통제장치 설치·운
영,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기본이 되는 보
호조치조차 준수하지 않는 등 이용자 보호조치가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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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통신영업점 등 12개사에 시정조치 명령 및
과태료 1억 6,000만 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및 이용자 민원신고가
접수된 통신영업점 등에 대해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 점검을 실
시하고,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의 사실이 확인된 12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 6,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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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보안업체에 제재 및 과징금 1억 1,200만 원 및 과태료
1,000만 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제공하는 보안업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조사결과
를 발표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였다. 보안업체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받
고, 2017년 9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확보한 사고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해킹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 유출 규모 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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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인정보 보호조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취약점이 이번 해킹에 직·간접적으
로 악용된 점, 피해 규모가 크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대포폰 개설, 서버 임대 등 이용
자 추가 피해가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안업체에 대해 과징금 1억 1,200만
원, 과태료 1,000만 원, 위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처분사
실 공표 등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라. 법규 위반한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에 과태료 1억 2,000만 원 부과
제 4 편 해외 동향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유·노출 사실을 신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대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지나 신고,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탐지시스템을 설치·운영하지 않거나 접속기록의

부 록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8개사
에 대하여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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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 등 관련법 위반한 업체에 과징금 2억 1,900만 원
및 과태료 1,000만 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침입차단 및 탐지시스템 설치·운영 소홀, 개인정
보처리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의 최대 접속시간 제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정보통신망법 제
28조를 위반한 온라인 교육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 과징금 2억 1,900만 원, 과태료 1,000
만 원을 부과하였다.

바.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한 통신사에 총 6,700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동의 받은 목적을 벗어나 서비스 광고 문자
를 발송하고 가입자의 개인정보 이용내역 열람 요구를 거부한 대형 통신사에 대해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인정보 이용 제한(정보통신망법 제24조)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700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제2절

개인정보보호
주요 판례

1. 헌법재판소 판례
가. 통신사실 확인자료 중 위치정보 추적자료 및 통지제도

헌재 2018.6.28. 선고 2012헌마191 결정
1) 사실관계
수사기관은 청구인들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의 수사 및 체포영장 집행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
신사업자에게 청구인들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
목 및 사목４２) 에 해당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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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２)		제2조 11. 바.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사.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
의 추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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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받았다. 이후 청구인들은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
공 사실을 통지받아서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 제
13조 제1항, 제2항, 제13조의3４３ ) 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은 위치정보 추적자료, 요청조항, 허가조항 및 통지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이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전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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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재판소 판단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위치정보 추적
자료(「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 및 사목)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통신비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
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2조 제11호 중 위치정보 추적자료에 대한 통신사실 확
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분과 수사 종료 후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제공
받은 사실 등을 통지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 중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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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31.까지 잠정적용).４４ )
수사기관은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통해 특정 시간대 정보주체의 위치 및 이동상황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위치정보 추적자료는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
되는데 그럼에도 요청조항은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을 허용하여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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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４)		“범죄예방과 사건의 조기해결을 위해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을 허용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수사의 기밀성과 피의자의 명예 등을 고려할 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이 있다.

부 록

４３)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
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보통군사법원 포함)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
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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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요청과 관련하여 실시간 위치추적이나 불특정 다수에 대
한 위치추적의 경우에는 보충성 요건을 추가하거나, 대상 범죄의 경중에 따라 보충성 요건을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덜 침해
하는 수단이 존재하는 점, 수사기관의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거
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의 필요성’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절차적 통제마저도 제
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요청조항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
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이다.
허가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는 중립적인 법관이 구체적으로 판단을 한 후 결정이 되
기에 영장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통지조항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또한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헌법상 적법
절차 준수를 위해 정보주체에게 적절한 고지와 실질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고 판단을 하면서,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거나 기소중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 밖의 경우에 제공 사
실을 통지받더라도 그 제공 사유가 통지되지 아니하며, 수사목적을 달성한 이후 해당 자료가
파기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정보주체로서는 위치정보 추적자료와 관련
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수사가 장기간 계속되거나 기소중지된 경우라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
로 정보주체에게 그 제공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중립적
기관의 허가를 얻어 통지를 유예하는 방법, 일정한 조건하에서 정보주체가 그 제공요청 사유
의 통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통지의무를 위반한 수사기관을 제재하는 방법 등의
수단이 있음(입법 개선)을 언급하고 있다.

나. 기지국 수사 사건

헌재 2018.6.28. 선고 2012헌마538 결정
1) 사실관계
2011년 12월 2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특정 장소에서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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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중 성명불상자의 선거인들에 대한 금품살포 의혹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기되었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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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착수한 피청구인은 사건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 자료를 확인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이동전화로 통화하는
시각에 기초하여, 2012년 1월 25일 8시 10분경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2011년 12월 26일 17시부터 17시 10분 사이 경선장소를 관할하는 기지국을 이용하여 착·발
신한 전화번호, 착·발신시간, 통화시간, 수·발신번호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였
고, 전기통신사업자들로부터 청구인을 포함한 총 659명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았다.
청구인은 인터넷 언론의 기자로서 위 시각에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을 직접 취재하
였고, 2012년 3월 20일 피청구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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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통지받아 위 수사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수사 및 그 근거조항인 「통신
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제2항이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
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년 6월 14일, 이 사건 헌법소원 심
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은 기지국을 이용하여 착·발신한 전화번호, 착·발신시간, 통화시간, 수·발신번호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위 전기통신사업자들로부터 청구인을 포함한 총
659명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행위(‘기지국수사’),４５)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
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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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에게 제2조 제11호 가목 내지 라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
청할 수 있다’ 부분(‘요청조항’),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2항 본문 중 제2조 제11호 가목
내지 라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관한 부분(‘허가조항’)４６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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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５)		제2조 11.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나.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다.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라. 사용도수.

부 록

４６)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
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
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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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재판소 판단
헌법재판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2조 제11호 가목 내지 라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이다(2020.3.31.까지 잠정 적용).
이 사건 요청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수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가입자에 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
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동전화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통신사
실 확인자료는 비록 비내용적 정보이지만 여러 정보의 결합과 분석을 통해 정보주체에 관
한 정보를 유추해낼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인 점,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의 필요성’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
어 제대로 된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인 점, 기지국수사의 허용과 관련하여서는 유
괴·납치·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각종 범죄와 같이 피의자나 피해
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범죄로 그 대상을 한정하는 방안, 위 요건에 더하
여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수사가 어려운 경우(보충성)를 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
함으로써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불특정 다수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요청조항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정보로서 통신의 내용과 더
불어 통신의 자유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하는 경
우에는 엄격한 요건하에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 인터넷 회선 감청 사건

헌재 2018.8.30. 선고 2016헌마263 결정
1) 사실관계
피청구인 A는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수사를 위하여 감청대상자가 사용하는 휴대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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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 회선 등 전기통신의 감청 등을 목적으로 2008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법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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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5차례의 통신제한조치를 허가받아 집행하였다. 위 통신제한조치 중에는 ‘B연구소’에
서 청구인 명의로 가입된 C사의 인터넷 회선에 대한 2013년 10월 9일부터 2015년 4월 28
일 사이에 6차례에 걸쳐 행해진 통신제한조치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가입된 위 인터넷 회선의 감청을 목적으로 하는 6차례의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법원
의 허가, 이에 따른 피청구인 A의 감청행위,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 제5조 제2항,
제6조가 청구인의 통신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년 3월 29일,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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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포함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총 6회의 법원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이 사건 법원의 허가’), 피청구인 A가 2013년
10월 9일부터 2015년 4월 28일 사이에 이 사건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
기통신을 감청한 행위(‘이 사건 감청집행’) 및 그 법적 근거가 되는 「통신비밀보호법」 조
항이다.４７ )

2) 헌법재판소 판단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통신제한조치 허가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한 소송절차 이외의
파생적 사항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법률판단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심
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감청집행은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
익은 소멸하였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본안판단을 하는 이상 감청집행 행위에 대해 별
도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실익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감청집행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제 4 편 해외 동향

반면에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2항 중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
에 관한 부분(‘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을 했다(2020.3.31.까지 잠정
적용).

부 록

４７)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② 통신제한조치는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발송·수취하거나 송·수신
하는 특정한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또는 그 해당자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발송·수취하거나 송·수신하는 우편물이나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허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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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패킷감청’
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 회선 감청으로 수사기관은 타인 간 통신 및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하는 통신자료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통신제한조치에 대
한 법원의 허가단계에서는 물론이고, 집행이나 집행 이후 단계에서도 수사기관의 권한남
용을 방지하고 관련 기본권 제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
어야 한다.
불특정 다수가 하나의 인터넷 회선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법원이 허가한 범위를 넘어 피의자 내지 피내사자의 통신자료뿐만 아니라 동일
한 인터넷 회선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통신자료까지 수사기관에 모두 수집·저장된다.
따라서 인터넷 회선 감청을 통해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개인의 통신자료의 양을 전화감청 등
다른 통신제한조치와 비교할 바는 아니다. 그러므로 인터넷 회선 감청은 집행 및 그 이후에
제3자의 정보나 범죄수사와 무관한 정보까지 수사기관에 의해 수집·보관되고 있지는 않은
지, 수사기관이 원래 허가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자료를 이용·처리하고 있는지 등을 감독 내
지 통제할 법적 장치가 강하게 요구된다.
현행법은 관련 공무원 등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고(법 제11조), 통신제한조치로 취득
한 자료의 사용제한(법 제12조)을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수사기관이 감청 집행으로 취득하
는 막대한 양의 자료의 처리 절차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현행법상 전기통신 가입자에게 집행통지는 하게 되어 있으나 집행 사유는 알려주지 않아
도 되고,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기소중지 처리되는 경우에는 감청이 집행된 사실조차 알 수
있는 길이 없도록 되어 있어(법 제9조의2), 더욱 객관적이고 사후적인 통제가 어렵다. 또한,
현행법상 감청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범죄
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도 사용이 가능하므로(법
제12조 제1호) 특정인의 동향 파악이나 정보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인터넷 회선 감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감청을 수사상 필요에 의해 허용하면서도, 관련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행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경과보고서를 법원에 제출
하도록 하거나, 감청을 허가한 판사에게 감청자료를 봉인하여 제출하도록 하거나, 감청자
료의 보관 내지 파기 여부를 판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등 수사기관이 감청 집행으로 취득
한 자료에 대한 처리 등을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입법례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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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당수 있다.４８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인터넷 회선 감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집행 단계나 집행 이후에 수사
기관의 권한남용을 통제하고 관련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수사 목적을 이유로 인터넷 회선 감청을 통신제한조치 허
가대상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인터넷 회선의 감청을 허용하는 것은 개인의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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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되는 사익 사이의 법익 균형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가지는 위헌성은
인터넷 회선 감청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인터넷 회선 감청으로 취득하는 자료에
대해 사후적으로 감독 또는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있으
므로 구체적 개선안을 어떤 기준과 요건에 따라 마련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４９)

라.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사건

헌재 2018.8.30. 선고 2016헌마344·2017헌마630 결정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부 록

４９)		“인터넷 회선 감청은 다른 송·수신 중인 통신에 대한 감청과 기술적 태양과 대상에 따른 상대적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인터넷 회선 감청의 집행 단계에서 절차적으로 법원의 개입이 보장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 사
건 법률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일은 아니다. 인터넷 회선 감청의 기술적 특성상 다른 통신감청에 비
하여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게 정보가 수집되는 면이 있고, 수사기관이 법에서 마련한 조치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
려만을 가지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의 정도가 그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
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는 반대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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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８)		헌법재판소는 미국, 독일, 일본의 예를 들고 있다. 미국은 전기통신비밀보호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약
칭 ‘ECPA’라 한다)에서 중대 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감청을 규율하고 있는데,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감청할 수 있음은 물론
이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법원이 요구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감청집행에 관한 경과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감청 종료
직후 감청자료를 감청을 허가한 판사에게 봉인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감청자료의 보관 내지 파기 여부는 판사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감청 종료 후에 판사가 당사자에게 감청집행 사실을 통지하며, 감청집행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위법이나 감청자료의 공
개 등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전기통신감청이 규율
되고 있는데,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청을 집행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법원에서 허가한 요건이 더 이상 존재
하지 않을 경우 감청을 지체 없이 종료하고 법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법원은 요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의 중단을
명할 수도 있다. 감청 종료 후에도 수사기관은 감청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고, 감청집행결과 사적인 생활형성의 핵심적 영
역으로부터 인지한 사실임이 확인되면 그 사용이 금지되고, 해당 기록을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또한 감청집행사실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통지받은 때로부터 2주 내에 법원에 감청의 적법성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도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
방수에 관한 법률’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전기통신감청을 실시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감청을 중단하거나 종료한 때
에 입회인이 봉인한 기록매체를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해당 통신감청
처분을 취소하고, 범죄와 무관하거나 감청에 위법이 있는 경우 기록을 삭제하도록 사후통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당사자는
자신이 어떠한 내용의 감청을 당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에 감청 기록 및 원기록 중 통신의 청취·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
고, 해당 통신감청에 관한 법원의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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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노동조합원인 청구인들에게 타인의 건조물에 불법으로 침입 혹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주거침입) 등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검사는 디엔에이
감식시료채취영장에 따라 청구인들의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였다.
심판대상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다.５０ )

2) 헌법재판소 판단
이 사건 영장절차 조항은 중립적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함
으로써 법관의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청구 시에는 판사가 채취대상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거나 적어도 서면으로 채취대상자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채취대상자가 검사에게 영장 발부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소명자료를 제출한다고 하
더라도 위와 같은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판사가 채취대상자의 의견이나 소명자료
를 확인·고려하여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담보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이 사건 영장절차 조항은 물론 해당 법상
그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집행
에 의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가 채취되어 데이터베이스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수록되
는 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이러한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 그 채취 행위의 위법
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이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이 집행되
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당한 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 시까지 자신의 디엔
에이신원확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범죄수사 내지 예방의 용도로 이용되는 것을
수인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영장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및 등록과정에서 채취대상자는 신체의 자유,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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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①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군판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로부터 디
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
여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채취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
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제한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영장절차 조항이 디
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부 후 그 영장발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채취 행
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채취대상
자의 재판청구권은 형해화되고 채취대상자는 범죄수사 내지 예방의 객체로만 취급받게 된
다. 따라서 이 사건 영장절차 조항은 채취대상자인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
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서는 조직법 및 절차법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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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보처리의 투명성 원칙을 이 사건에서는 ‘채취 및 등록과정에서 채
취대상자는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 및 그 영장발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을 받아야 하고, 채취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
절차 또한 필요하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검사는 청구이유 등이 기재된 청구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검토
하여 채취대상자가 법률이 정한 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는지, 그 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는
지 등을 확인하여 영장을 발부하게 된다. 그러하기에 채취대상자가 영장발부 과정에 참여하
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가 봉쇄되어 있다고 볼 수 없지만, 다수의견은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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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사람으로부터 단지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는 데 불과하여 기본권 제한의 정도
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리과정에서 민감정보일수록 그 보호
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즉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등을 대상으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구속 및 체포 등의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절차에서의 재판청
구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제5조의 대상범죄의 적극적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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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성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언급하지 않았다.

마.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요청 및 제공행위 등

부 록

헌재 2018.8.30. 선고 2014헌마368 결정
1)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A노동조합의 수석부위원장으로 부처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이를 저지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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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2013년 12월 9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위력
으로 B공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2014년 3월 11일 기소된 자이다.
이에, C경찰서장은 달리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3년간의 ‘상병명, 요양기관명, 요양기관주소, 전화번호의 제공, 병원내방 기록, 급여일자
와 요양기관명’을 요청하였고 보험공단은 2~3년간의 ‘급여일자, 요양기관명, 전화번호와 요
양급여내역’을 C경찰서장에게 제공하였다.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５１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５２ ) 「개인
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제23조 제1항５３ )이다.

2) 헌법재판소 판단
이 사건 사실조회조항은 수사기관에 공사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
을 뿐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C경찰서장의 사실조회에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부
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실조회 행위만으로는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비로소 청구인들
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실조회 행위는 공권력 행사성이 인
정되지 않기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정보제공 조항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사기관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제공’이라는 구체적인

５１)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②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５２)		제8조(사실의 확인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공사단체
등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장하여 당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얻어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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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３)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
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
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
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
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
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
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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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제공 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사실조회 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아니한 임의수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응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정보제
공 행위에도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가 영장주의에 위
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C경찰서장은 청구인들의 검거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인들의 요양급여내역
을 요청한 것인데, C경찰서장은 요청 당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치추적자료를 제공
받는 등으로 청구인들의 위치를 확인하였거나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C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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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청구인들을 검거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의 약 2년 또는 3년이라는 장기간의 요양급여내
역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급여일자와 요양기관명은 피의자의 현재
위치를 곧바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로 얻을 수 있는 수사
상의 이익은 없었거나 미약한 정도였다.
반면, C경찰서장에게 제공된 요양기관명에는 전문의의 병원도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들
의 질병의 종류를 예측할 수 있는 점, 2년 내지 3년 동안의 요양급여 정보는 청구인들의 건
강상태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구성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보제공 행위로 인
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는 매우 중대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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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행위는 정보제공 조항 등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위헌).
이 사안에서 다수의견은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민감정보 규정인 제23조와 목적 외의 이
용 및 제공조항인 제18조와의 관계를 “제23조 제1항 제2호는 ‘처리’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
을 가하고 있지 않으므로, 범죄수사 등을 위한 민감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 제공 등의 처리
(제2조 제2호) 모두를 허용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범죄수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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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라면 각 처리방식의 고유한 요건을 구비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종합하면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위 시행령 규정들에 따라 경찰관의 범
죄수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를 처리를 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이에 해당하
는 경우 공공기관은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민감정보를 경찰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５４ )

부 록

５４)		별개의견은 ‘제23조 제1항은 일반적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의 특별규정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족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요건까지 충족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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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판례
가. 포털서비스 회원정보 유출 사건

대법원 2018.1.25. 선고 2015다24904·2015다24911·2015다24928·2015다
24935(병합) 판결
1) 사실관계
인터넷상에서 포털서비스사업을 하는 A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해킹사고로 유출되었다.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개인정보취급자로 하여금 작
업종료 후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서비스 이용자인 B 등이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을 구한 사안이다.
적용법령은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시행령 제15조, 민법 제390조이다.

2) 대법원 판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
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수집
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이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등의 안
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
기도 한다.
대법원은 “해킹으로 인한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서는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보안의 기술수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종·영업규모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하고 있던 전체적인 보안조치의 내
용, 정보보안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및 효용의 정도, 해킹기술의 수준과 정보보안기술의 발
전정도에 따른 피해발생의 회피 가능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내용
과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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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시는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마땅히 ‘준수해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으로
도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보호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
다. 나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
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의 불법행
위를 용이하게 하였고 이러한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인과관계가 인정’５５ )된다면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 해외 휴대폰제조사의 위치정보 위반 사건

대법원 2018.5.30. 선고 2015다251539·251546·251553·251560·251577 판결
1) 사실관계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외국법인인 C사는 휴대폰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이고, 유한회사인 D사는 C
사가 제작한 휴대폰 등을 국내에 판매하고 사후관리 등을 하는 C사의 자회사이다. C사가 출
시한 휴대폰 등에서 사용자가 위치서비스 기능을 ‘끔’으로 설정하였음에도 C사가 휴대폰 등
의 위치정보와 사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버그가 발생했다. 이에, C사와 D사로부
터 휴대폰 등을 구매한 후 이를 사용한 E 등이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적용법령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제15조 제1
항, 제18조 제1항, 제39조, 제40조이다.

제 4 편 해외 동향

2) 대법원 판단
위 사건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이다. 이에

５５)		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부 록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대법원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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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는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정보를 수집한 자가 수집된 위치정보
를 열람 등 이용하였는지, 위치정보가 수집된 기간이 장기간인지, 위치정보를 수집하게 된
경위와 그 수집한 정보를 관리해 온 실태는 어떠한지, 위치정보 수집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로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C사와 D사의 위치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동의 없는 수집으로
인하여 E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５６ ) 즉, 대법원
은 ‘휴대폰 등으로부터 전송되는 정보만으로는 해당 통신기지국 등의 식별정보나 공인 IP
만 알 수 있을 뿐, 특정 기기나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는 없고, 휴대폰 등의 데이터베이
스에 저장된 정보는 기기의 분실·도난·해킹 등이 발생하는 경우 외에는 외부로 유출될 가능
성이 없는 점, 휴대폰 등의 사용자들은 C사와 D사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서비스제공
에 이용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위 버그가 C사와 D사가 휴대폰 등의 위치정보나
사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C사는
버그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신속하게 새로운 운영체계를 개발하여 배포하는 등 그
로 인한 피해발생이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한 점, 수집된 위치정보나 개인위치정보가 수
집목적과 달리 이용되거나 제3자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C사와 D사
의 위치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으로 인하여 E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다. 기존 대법원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상의 개
인정보 판결과 동일한 궤적을 보인 판결이다.５７ )

다. 신용카드 3사 판결

대법원 2018.12.13. 선고 2018다219994·2018다220000 판결
1) 사실관계

５６)		대법원 2016.9.28. 선고 2014다56652 판결(제3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
공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보주체를 식별
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제3자가 수집된 위치정보를 열람 등 이용하였는지, 위치정보가 수집·이용된 기간이 장기간인지, 위치
정보를 수집하게 된 경위와 수집한 정보를 관리해 온 실태는 어떠한지, 위치정보 수집·이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
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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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７)		대법원 2015.2.12. 선고 2013다43994·44003 판결; 2012.12.26. 선고 2011다598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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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 특정 신용정보회사와 카드사고분석
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 업그레이드 관련 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그 회
사의 개발 인력들에게 카드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취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
보 보호법」 및 시행령, 이를 구체화한 고시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또
는 이용자 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 유무로 인해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안이다.
적용법령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제39조, 민법 제756조 제1항이다.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2)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기존의 판례５８ )처럼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
였는지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이 무엇인지, 개인정보 유출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는지 또는 제3자의 열람 여부
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제3자의 열람 가능성이 있었거나 앞으로 열람 가능성이 있는지, 유출
된 개인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확산되었는지, 개인정보 유출로 추가적인 법익침해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개인정보를 관리해 온 실태와 개인정보가 유출된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구체적인 경위는 어떠한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
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는 전파 및 확산과정에서 이미 제3자에 의해 열
람되었거나 앞으로 열람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사회통념상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로 인
한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와 이를 구체화한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또는 이용자 정보의

제 4 편 해외 동향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 해당 사안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카드사고분
석시스템 업그레이드 관련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관련 개발 인력들에게 카드고객의 개
인정보를 제공하여 취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법령들을 위반하여 즉, 보안프로그
램 설치 및 관리·감독의무, 암호화된 카드고객정보 제공의무, 접근권한 제한 등 보안조치를
취할 의무,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문서약정의무, 단말

５８)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다59834 판결

부 록

기에 이용자 정보를 보관·공유하지 않을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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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 및 감독을 다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공
동으로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도 판단하였다.

라.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의 범위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1) 사실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포교활동 및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 E의 컴퓨터 하
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파일을 열어 피해자 E 및 F의 메신저 대화내용을 취득한 사
건이다.５９ )
적용법령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다.６０ )

2) 대법원 판단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행위의 객체인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는 정보통신망으로 실시간 처리 및 전송 중인 비밀, 나아가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이 완료되어 원격지 서버에 저장 및 보관된 것으로 통신기능을 이용한 처리·전송
을 거쳐야만 열람·검색이 가능한 비밀이 포함됨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에 한정되는 것이 아
니라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이 완료된 다음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 및 보
관되어 있더라도, 그 처리·전송과 저장·보관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됨으로써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만 열람·검색이 가능한 경우 등 정보통신체제 내에서
저장·보관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비밀도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에 포함된다고 보아
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뜻한다. 제49조

５９)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7.8.30. 선고 2017노2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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６０)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
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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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 ‘침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
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타인
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
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
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할 것을 구
성요건으로 하지 않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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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제48조와 달리 정보통신망 자체
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나 비
밀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 침해 또는 누설’에서 요구되는 ‘정보통신망
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는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식별부호(아이디와 비
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
하는 등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
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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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누설하는 행
위도 포함된다.

제 4 편 해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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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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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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본계획과 시행계획,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제도 및 법령 개선, 개
인정보 처리에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
령의 해석·운용,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제
공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시정조치 권
고, 개인정보보호 시책 수립과 시행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과
국회 제출, 대통령이나 보호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2인 이상이 제기
한 사항, 기타 관계 법령과 기관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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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사업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자
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보호위원회는 출범 이후부터 2018년까지 168회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총 2,191건의 안
건을 심의하고 그중 891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보호위원회가 심의한 주요 안건은 주로 우
리나라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3회)과 기
본계획의 분야별 세부 실천계획인 시행계획(7회),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등
이다.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의결은 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을 해석하거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에 관
한 사항이었으며, 2016년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안건 처리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위원회는 또한 개인정보보호 정책 환경(국내외 동향, 법·제도의 환경 변화 등), 개인정
보보호에 대한 인식, 권리침해 및 분쟁조정 등 주요 현황 등을 총망라한 개인정보보호 연차
보고서를 의결(7회)하고 국회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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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건)

[표 2-1-1] 보호위원회 안건 처리 현황
안건 처리 건수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22

22

39

37

129

701

1,241

2,191

침해요인 평가

-

-

-

-

64

304

265

633

평가대상 여부 심사

-

-

-

-

32

353

915

1,300

기본계획·시행계획(1호의2)

2

2

1

1

2

1

1

10

정책·제도·법령의 개선(2호)

6

7

7

4

14

15

53

공공기관 간 의견조정(3호)

(1)

(3)

(5)

(4)

(5)

(5)

(12)

(35)

법령 해석·운용(4호)

2

5

12

15

15

14

20

83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5호)

4

6

6

6

5

6

13

46

행정안전부장관 요청 심의·의결
(6, 7, 9호)

-

-

10

7

7

1

3

28

공공기관 시정권고(8호)

-

-

-

1

-

-

-

1

연차보고서(10호)

1

1

1

1

1

1

1

7

위원 2인 이상, 타법, 기타
(11호, 12호)

7

1

2

2

3

7

8

30

합 계(법 제8조 제1항 각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1호)

※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5호) 건 중 공공기관 간 의견조정에 관한 건은 괄호(3호)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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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보호위원회 회의

2.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가. 소위원회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15조에 따라 전체회의에 상정할 안건 등
을 사전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위
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한다. 소위원회 위원은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보호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소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위원회 회의운영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의 서
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16조에 따라 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위원회 재적위원 2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위원회 위
원장이 소집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기타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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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는 소관 부처별로 두 개로 구성하여 총 28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2018년도 소위
원회별 운영 상황을 살펴보면, 제1소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등 25개 부처에 대한 개인정보보
호 안건을 담당하였고 제2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 27개 부처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안
건을 담당하였다.

나. 제도발전전문위원회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심의·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로 검토하기 위하여 제도발전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
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문위원회 위원은 보호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보
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단체 또는 사업자단체에 속하거나 그 단체의 추천
을 받은 사람 중에서 보호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14조에 따라 전문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정하거나 전문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소
집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림 2-1-2] 제도발전전문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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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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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도발전전문위원회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 과제 발굴·추진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위원회 정책 방향 및 제도 개선과 직접 관련되고, 시의성·필요성 측면에서 중요한 핵심
과제 2~3개를 선정하여 집중 분석·검토하였다. 검토결과는 전체회의 상정·의결을 통해 개
선권고 등을 추진하였으며, 실제 10월 법무부를 대상으로 ‘국적 취득·상실자 정보의 관보 공
개에 대한 개선권고’를 내린 바 있다. 그 밖에도 블록체인·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에 따라 새
롭게 부각되는 개인정보보호 이슈들에 대해 각 위원들이 검토·발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응방안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다. 법령평가전문위원회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심의·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
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
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법령평가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
고 있다.
전문위원회는 보호위원회 위원과 변호사·법학교수·정보통신 분야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위원장 포함)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보호위원회 위원 중에서 1명을 보호위원회 위
원장이 지명한다. 법령평가전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대한 사전 심의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검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2-1-3] 법령평가전문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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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이 증가하고, 각 부처 소관의 다
양한 분야 법령을 심의하기 위하여 폭넓은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2018년 6월 27일부터
법령평가전문위원회 1개를 증설하여 ‘제1법령평가전문위원회’와 ‘제2법령평가전문위원회’
로 운영하고 있다.
법령평가전문위원회는 2018년도에 24회(월 2회)의 회의를 통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
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총 1,180건, 월평균 98건의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평가하였다.

1. 2019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가. 개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9조에 따라 보호위원회는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안정적인 예산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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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기본정책 수립
및 정책연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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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보호위원회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과 관련된 전문가 간담회 및 공청회 개최, 합동기획단 구성·운영 등
을 통해 제3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2018년~2020년)을 마련하
였으며 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제3차 기본
계획의 전략체계도는 [그림 2-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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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2조에 근거하여 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비전·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연차별 개인정보보호 시행
계획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중 다음 해에 시행할 소관 분야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부 록

매년 2월 말까지 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보호위원회는 이를 4월 말
까지 심의·의결하여 시행하게 된다.
시행계획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보호시스템 운영, 교

79

육 및 홍보 등 세 부문에 대한 2017년 추진 실적과 2019년 추진계획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작성 대상은 48개 중앙행정기관이다.
[그림 2-1-4] 제3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전략체계도

비전

목표

분야 및
과제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구현되는 지능정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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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처리자 Sell regulation

정보주체 Ego defense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권리 강화, 인식 제고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

보호실천의 생활화

거버넌스 All together

S.A.F.E.

정부 Faithful policy

신뢰 기반의 동반자적

규제의 현실화 및

상호 협력체계 정착

글로벌 협력 강화

• 정보주체의 적극적인 자기 권익 주장 및 보호

대응
방향

•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탄력적 제도 운영
•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현실화

•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제고 및 공동 규제
• 기술 기반의 보호체계 마련

• 국제협력 기반의 개인정보 글로벌 리더십 확보

나. 심의 경과
보호위원회는 각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2019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별로 서면심의 및 대면심의를 진행하였다. 제3차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시행
80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예산·인력 등 정책수단 확보 노력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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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보건·의료 등 각 분야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추가 과제 발굴이 가능한 부분에 대
해서는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보완하였다. 보호위원회는 4월 23일, 소위원회의 심의
및 보완을 거친 2019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최종 의결하였다.

다. 주요 내용
제3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의 11개 주요 과제는 [표 2-1-2]와 같으며, 각 기관의 시행
계획에 고르게 반영되었다. 기관별 특성에 따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 확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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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방안 마련, 정보활용 동의제도 실질화, 중소·영세사업자 컨설팅·기술 지원, 자
율규제체계 운영 활성화,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체계 확립 등의 과제를 발굴하여 시행계획
을 작성하였다.
계속사업으로는 소속·산하기관 등에 대한 실태 점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조
치 강화,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 확보 및 조직 신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담당자 및 전 직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19년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업예산은 총 714억 5,000만 원으로 분야별로는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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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103억 4,000만 원, 보호시스템 운영 585억 8,000만 원, 교육·홍보
25억 3,000만 원이다.
[표 2-1-2] 제3차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
분야

주요 과제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적용 현실성 제고
개인정보보호 법령 간 정합성 확보 및 제도 선진화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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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더십 확보 및 협력 강화
발전적 법·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 강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실질화
개인정보 침해사고 상담체계 및 피해구제 제도 고도화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
지능정보 기반의 개인정보보호 및 산업 활성화

부 록

피해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협력 강화
정보주체의 권리와 책임의식 제고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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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동향 세미나 개최
보호위원회는 EU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이라 한다) 시행, 데이터 기반의 지능정보사회 도래 등 국내외 변화하는 환경에 맞
추어 개인정보보호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일환으
로 2018년에는 정부·학계 전문가 등이 한데 모여 논의하는 ‘개인정보보호 세미나’를 개최
하였다.
보호위원회가 2018년 11월 30일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지능정보화
사회 대응 개인정보보호 세미나’에서는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인 통합감독기구 출범 등 개
인정보보호 수행체계 일원화, 보호위원회의 향후 추진과제, 데이터 기반 지능정보사회에 대
응하기 위한 규제 개선방안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표 2-1-3] ‘지능정보화사회 대응 개인정보보호 세미나’ 프로그램
• Keynote Speech: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 전략
• 제1세션: 지능정보사회 대응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비전과 역할
• 제2세션: 개인정보보호 규제혁신 및 안전한 활용방안
②-1.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방안
②-2. 형식화된 동의제도 개선방안

이번 세미나는 지능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간 조화 방안, 실효성 있는 개
인정보 정책수행을 위한 보호위원회의 역할 등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그림 2-1-5] 지능정보화사회 대응 개인정보보호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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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보호 정책 연구
보호위원회는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 변화 및 IT 신기술의 등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법·제도 및 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속적으
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표 2-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6건의 정책연구를 추
진하였다.
[표 2-1-4] 2018년 정책연구용역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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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연구명

1

EU GDPR 등 개인정보보호 규범 및 감독기구의 국제표준 확립 필요성
(국제규범의 변화와 국내 개인정보보호 체계 효율화 방안)

2

블록체인 기술이 개인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3

개인정보 처리근거로서 정당한 이익의 해석 기준

4

개인정보 관련 국내기업의 역차별에 관한 실태조사

5

개인정보의 예방적 보호방안 연구(PbD, DPIA를 중심으로)

6

개인정보 분쟁조정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2018년에는 EU GDPR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 영향을 받게 되었
다. 이와 관련하여 보호위원회는 국제 규범의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체계 효율
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아울러 글로벌화된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서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
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 개선사항 발굴에 노력하였다.
또한, 다양한 신기술의 등장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식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블록
체인 기술이 개인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 및 쟁점을 연구하였다. 신기술 등장으로 개인정
보처리자의 예방적 보호활동이 중요시되는 만큼,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PbD, Privacy by

제 4 편 해외 동향

Design) 및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DPIA, 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였고, 지능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가 기술발전을 저해하지 않고 정보주체
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의 해석 기준
을 검토하였다.

부 록

아울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조정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손해배상의 기준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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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보호위원회는 매년 정책연구를 통하여 외부 전문가와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
고 있으며, 연구결과는 법령 해석,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개
인정보보호 정책 전반에 활용하고 있다.
2019년에는 정보주체 권리의 실질적 보장방안, 제4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 등 국
내외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4. 개인정보 전문가 간담회 개최
보호위원회는 정책 수립 및 법·제도 개선 등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에 대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발표를 듣고 개인정보보호
방안에 대하여 토의하는 ‘개인정보 전문가 간담회’를 매월 1~2회 개최하고 있다. 특히 2018
년에는 [표 2-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블록체인, 디지털 포렌식, 스마트시티 등 중요도가 높
고 시의성 있는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고 총 15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표 2-1-5] 2018년 개인정보 전문가 간담회 개최 현황
구분(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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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주제

제 1회(1.17.)

금융 빅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제 2회(2.21.)

위치정보의 활용과 보호

제 3회(3.6.)

망 중립성과 개인정보보호 이슈

제 4회(3.21.)

블록체인과 개인정보보호 이슈

제 5회(4.4.)

개인정보 관련 국내기업의 역차별 이슈

제 6회(4.18.)

의료분야의 블록체인 활용방안

제 7회(5.2.)

K-마이데이터 도입방안

제 8회(5.16.)

블록체인 적용 주요 사례

제 9회(6.21.)

EU GDPR 주요 제도의 개념과 도입방안

제 10회(7.19.)

디지털 포렌식과 개인정보보호 이슈

제 11회(8.28.)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이해

제 12회(9.20.)

스마트시티와 개인정보보호 이슈

제 13회(10.25.)

AI 홈비서와 개인정보보호 이슈

제 14회(11.29.)

지능형 CCTV와 개인정보보호 이슈

제 15회(12.19.)

핀테크 기술과 개인정보보호 이슈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보호위원회는 2019년에도 전문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자율주행차, 인증
제도 등 각종 개인정보보호 관련 최신 이슈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그림 2-1-6] 개인정보 전문가 간담회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 개요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
를 도입·변경하는 경우 보호위원회가 해당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

제 4 편 해외 동향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제3절

인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보호위원회는 해당 법령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개인정
보주체에 대한 권리보장의 적정성, 개인정보관리의 안전성 등 개인

부 록

정보 침해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의 소관기관의 장에게 필요
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은 법령안에 반
영하는 등 권고내용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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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 개요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 개요 >
●

목 적

●

근 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

●

평가요청 시 제출사항

●

평가사항

●

평가절차

• 법령의 입안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발생요인을 분석·평가
• 개인정보 관련 법령 또는 조항 간 정합성 고려, 상충요인 제거
• 불합리 또는 안전조치 미비 규정을 사전 제거하여 침해사고 가능성 차단
•중
 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보호위원회에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하여야 함

•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제도의 목적과 주요 내용
•개
 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의 적정성,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성 등에 대한 자체
분석 내용

•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의 적정성,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성 등

평가요청서
제출

침해요인 평가
(분석·검토)

전문위원회
심의

본회의
심의·의결

평가결과
통보

각 부처

사무국

전문위
(사무국)

전체회의
(사무국)

사무국

2.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현황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제·개정 법령에 대한 평가실적은 법률 145건, 시행령 603건,
시행규칙 432건 등 총 1,180건으로, 이 중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을 제외하
면 실질 평가대상은 265건이다. 평가 결과, 개선권고가 105건(40%)이고 원안동의가 160건
(60%)이다.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현황은 [표 2-1-6], [표 2-1-7]과 같다.
(단위: 건)

[표 2-1-6] 2018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현황
법령별 평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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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180

145

603

432

평가구분

합계

합계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단위: 건)

[표 2-1-7] 2018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월별 현황
201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180

66

89

94

111

115

98

102

124

46

142

122

71

개선권고

105

12

6

14

5

5

7

11

11

0

11

13

10

원안동의

160

7

22

6

10

16

10

14

21

5

23

20

6

침해요인 없음

915

47

61

74

96

94

81

77

92

41

108

89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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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주요 사례
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2018.1.22. 의결)
1) 평가 대상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제10조의4(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개인의 경우: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2. 영리법인의 경우: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
3. 비영리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
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따른 각 해당 사항, 국적, 국내의 거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2) 평가 결과
제 4 편 해외 동향

보호위원회는 개정안 제10조의4 제2호 및 제3호에서 ①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된
대표자가 법인의 계좌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② 대표자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발표하는 비협조 국가리스트에 포함된 국가의 국민이거
나, 대표자가 비대면 방식의 거래를 하거나 직원을 포함한 다수인 명의로 회사 자금을 분
산 송금을 하는 경우,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대표자의 국적이나 금융거래 유형, 거래 상

부 록

품 및 서비스를 고려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는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가능성이 높
은 거래유형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표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고 이를 시행령에 적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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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유
공중협박자금조달 등으로 금융거래가 제한되거나 자금세탁행위가 의심되어 금융거래 내
역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는 개인이 법인 등의 대표자로서 법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소지가 있어 대표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3
조 제1항의 개인정보 처리목적 명확화의 원칙 및 최소수집 원칙에 따라 ① 금융거래등제한
대상자로 지정된 대표자가 법인의 계좌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② 대표자가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FATF)가 발표하는 비협조 국가리스트에 포함된 국가의 국민이거나, 대표자가 비
대면 방식의 거래를 하거나 회사 자금을 직원을 포함한 다수인 명의로 회사 자금을 분산 송
금을 하는 경우,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대표자의 국적이나 금융거래 유형, 거래 상품 및 서
비스를 고려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는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거래유형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표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2018.3.26. 의결)
1) 평가 대상
제123조(타워크레인의 조종실)
② 타워크레인의 조종실(무선 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스위치를 사용하여 타워크레인을 조종하는 고정된 장소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2. 조종실 내 조종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할 것

2) 평가 결과
위원회는 개정안 제123조 제2항 제12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3) 이유
동 개정안에서 영상정보의 처리는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타인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그 원인 파악을 위한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공간적으로 협소한 타워크레인 조종실 내에 장착되는 영상기록장치는 조종실 내 작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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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공간에서 벗어날 수 없고, 특정 작업자에 한해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특성상 동 작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제한 및 근무 감시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 등이 제기될 수 있
는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우려되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영상기록장치 관련 내용 중 조종실 내를 촬영하는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

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2018.6.11. 의결)
1) 평가 대상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제78조(실태조사)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중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평가 결과
위원회는 개정안 제78조 제4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3) 이유
제78조 제4항은 승강기 관리주체 입장에서 볼 때 자체 시설안전, 화재 및 범죄 예방 등 목
적으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관련 기관의 실태조사 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

제 4 편 해외 동향

용·제공을 엄격하게 제한(제18조 제1항)하면서,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제18조 제2항 제2호) 등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므로, 실태조사를 받는 승강기 관리
주체가 해당 영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위 법률인 「승강기 안전관
리법」(2018.3.27. 전부개정)상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야 하나, 동법에 근거 조항이 없으므로
제78조 제4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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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2018.8.13. 의결)
1) 평가 대상
제11조(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법 제12조의3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1.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후견인 사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2. 노인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법인으로서 후견사무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갖춘 법인

2) 평가 결과
위원회는 개정안 제11조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확인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동법 시행령 이상에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3) 이유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후견인 후보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후보자를 선정하여
야 하는데 그 요건인 ‘후견인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후견인 사무에 대한 교육을 받
은 사람’인지 여부를 파악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서류(주민등록초본, 후견인법인
등기부등본, 범죄경력조회서 등) 등을 확인해야 하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
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동법 시행령 이상에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안(2018.11.26. 의결)
1) 평가 대상
제8조(퇴직공직자의 취업이력 관리)
①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 중 국방부(육군, 해군, 공군,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소속기관·직할부대·직할기관 및 국방부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한다)의 방위사업 관련 부서에
소속하였던 퇴직공직자와 방위사업청(소속기관 및 방위사업청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한다)의
퇴직공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0년 동안 그 퇴직공직자의 취업이력 관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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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결과
위원회는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목
적을 명확하게 하고, 최소처리 원칙에 따라 취업이력 관리기간 및 수집항목 등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3) 이유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제8조는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
하거나 해당하였던 자 중 방위사업 관련부서에 소속되었던 퇴직공직자의 취업이력을 퇴
직 후 20년 동안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취업이력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
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제1항의 퇴직자 취업이력 관리는 전관 인
맥을 이용한 영향력 행사 등 군·산 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리
대상은 방위사업 관련부서의 간부급 퇴직자로서 정보주체의 범위가 과도하지 않는 것으
로 판단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최소처

제4절

1. 개요
2018년 법령의 해석 등에 관한 의결 내역은 [표 2-1-8]과 같다.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공개 및 제공에 관한 건, 주택

제 4 편 해외 동향

법령의
해석 등에
관한 의결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리 원칙에 따라 취업이력 관리기간 및 수집항목 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용 소방시설 무상 지원·보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등
법령의 해석·운용 20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13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과태료 부과처분 결과 공표와 관련하여 의결하

부 록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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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2018년 보호위원회 의결 안건
구분

법령 해석·운용
(4호)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5호)

건수

안건명

20

•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공개 및 제공에 관한 건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현수막 불법 설치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쓰레기 불법 투기자 신원 확인을 위한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 예금보험기금 회수를 위한 국민연금 가입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경찰청 차적자료의 다른 수사기관 제공에 관한 건
•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행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과제 실적공개를 위한 법령 해석에 관한 건
• 고용노동부의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 시·군 영상정보의 광역자치단체 연계에 관한 건
• 한국조폐공사의 국회 안건심의를 위한 직원정보 제공에 관한 건
• 울산광역시의 통합방위작전 지원을 위한 CCTV 영상정보 이용·제공 요청에 관한 건
• 경기도 광명시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제공 업무의 광명경찰서 위탁에 관한 건
• 정읍경찰서의 회사 종업원 고객 개인정보 이용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건
• 아산경찰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아산시 보유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 연금·보험급여 업무를 위한 경찰청의 교통사고 정보 제공에 관한 건
• 한국마사회의 직원 개인정보 제공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건
• 경기도 연천군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군부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채권회수를 위한 세무서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유실물을 찾기 위한 충청남도 청양군 보유 개인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 의정부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 추가를 위한 법령 해석에 관한 건

13

•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지원·보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권자 발굴 및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법무부의 난민 자녀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 초등학교 취학 안내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의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독거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한국전력공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인천광역시의 수도요금 할인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퇴직공제제도 고지업무를 위한 행정안전부, 대법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병무청의 병역의무자 병적관리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제주시의 불법 주·정차 차량 이동 요청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 포천세무서의 세무조사를 위한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유 외국인등록정보 제공에 관한 건
• 육군본부의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위한 국가보훈처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관세청의 총포류 불법반입 차단을 위한 경찰청 보유 총포류 소지허가자 정보 제공에 관한 건
• 경기도 구리시의 노후경유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안내를 위한 구리농수산물공사 보유 차량번호
제공에 관한 건

2. 법령 해석·운용에 관한 주요 의결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 경찰청 차적자료의 다른 수사기관 제공에 관한 건(2018.7.9.)
경찰청은 1985년부터 범칙금 부과와 범죄 수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차량등록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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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차대번호, 차명, 차종, 용도, 사용 본거지, 자동차 소유주 정보, 세부 유형이 포함된 차적자
료를 제공받아 자체 온라인조회시스템에 저장하고 필요 시 검색, 출력하는 등 차적자료를 처
리하고 있으며,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등을 위하여 검찰청, 국군기무사령부, 해양경찰
청, 국방부검찰단, 대통령 경호처, 국가정보원에 단말기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차량등록번호
를 알고 있는 경우에 차적자료를 조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경찰관서에서 국토교통
부로부터 제공받은 차적자료를 다른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어, 경찰
청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등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
은 차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호위원회에 질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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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군사법원법」 제231조 제2항, 「경찰
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국가정보원법」 제
15조 등을 근거로 경찰청에 차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 있는데, 위 법률 규정은 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
거나,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국가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을 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
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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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범죄가 국가안전 보장과 관련된 범죄인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 공소 제기 및 유
지 과정에서 국가안전 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은 「개인정
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가안전 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차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보호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차적자료 제공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전인 1985
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승인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최소처리 등 개

제 4 편 해외 동향

인정보보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비추어 볼 때 경찰청이 국토교통부
가 생성한 전체 차적자료를 자체 온라인조회시스템에 저장하고 처리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춘 것이라고 보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경찰청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체 차
적자료를 제공받고 자체 온라인조회시스템에 저장하여 처리하기 위해서는 차적자료 처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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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행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2018.7.23.)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기업의 자금 융통이 원활
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기업의 부실로 인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구상권관리규정」에서 규정한 채무관계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구상권 행사의 한 수단으로 「신용보증기금법」 및 「부실관리 및 채권보전
업무처리기준」 제26조에 따라 채무관계자의 임금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
채무관계자의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급여정
보(이하 ‘채무관계자 정보’라 한다)의 확보가 필수적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 제43조의2 제1항을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채무관계자 정보
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보호위원회에 질의하였다.
보호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해석하는 데 있어 해당 법률에 목
적 외 이용·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
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았다.
또한, 구상권의 행사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 재산 등에 관한 자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상권의 행사를 위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용보증기금법」 제43조의2 제1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
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행사는 정부의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
달성에 목적이 있으며 다른 수단으로 구상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인 수단으로 임
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이행하는 점, 채무관계자의 임금채권 압류 또는 가압류로 발생
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체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채무
관계자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공적 이익이 침해되는 정보주체의 사적 이익보다 더 크
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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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신용보증기금법」 제43조의2 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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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공단으로부터 채무관계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의결하였다.

다. 한국조폐공사의 국회 안건심의를 위한 직원정보 제공에 관한 건(2018.10.1.)
국회는 안검심의(결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 담당자와의 원활한 연락을 위하여 한국
조폐공사에 세부·단위사업 담당 직원의 성명과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
으나 한국조폐공사는 당사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개인정보 수집목적의 범
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한국조폐공사는 국회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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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제출 요구에 응하여 대상 직원의 성명과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보호위원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국회가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안건심의 등을 위해서는 관련 담당자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
한 경우가 있고, 보호위원회가 과거 국회의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포함한 서류나
영상물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고 인정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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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위 조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
다고 보았다. 다만, 국회가 이를 근거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
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고,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
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본 건에서 국회가 대상 직원의 성명을 제공받는 것은 인정되지만, 대상 직원의 업무전화
번호를 이용하거나 한국조폐공사의 국회담당자 등을 통하여 충분히 자료 및 답변 등을 확
보할 수 있으므로 개인 휴대전화 번호는 안건심의(결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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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공하는 방법 등
도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하였다.
따라서 보호위원회는 한국조폐공사가 국회의 안건심의(결산심사)를 목적으로 국회에 세

부 록

부·단위사업 담당 직원의 성명은 제공할 수 있지만, 개인 휴대전화 번호는 제공할 수 없다
고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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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기도 광명시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제공 업무의 광명경찰서 위탁에 관한 건
(2018.10.15.)
보호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관내에 재난·재해·구급상황 및 범죄가 발생하여 「개인정보 보
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관제센터에서 수집한 영상정보
를 소방서, 경찰서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석해 왔으며, 이 해석에 따라
경기도 광명시는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영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광명시가 제공하는 영상정보의 대부분은 범죄 수사나 교통 민원 등 경찰 고유
업무 처리를 위하여 활용되고 있는데, 영상정보 제공업무 담당자의 근무시간 제약에 따라 야
간 및 휴일에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담당자의 수사업무 지식 부족 등으로
영상정보의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기도 광명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영상정보 제공(열람 및 반출) 업무를 광명경찰서에 위탁하는 것이 가
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구분을 주요 쟁점으로 논의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경기도 광명시는 2010년 통합관제센터를 개소하여 범죄 예방과 주정차 단속 등을 목적으
로 총 2,538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가 통합관제센터
에서 수집하는 영상정보는 범죄의 수사 등을 위해 광명경찰서에 제공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다.
본 건에서 경기도 광명시는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제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명경찰서
에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제공(열람 및 반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한다. 그러나 광명
경찰서는 자신의 업무(범죄 수사, 교통 민원 등)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기도 광명시로부터 영
상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것이고,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
인 이익을 가지지 않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
를 처리하는 수탁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17조 및 제18조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하여 처리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경우에도 정보주체
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한편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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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이익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운영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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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개인정보인 영상정보를 주로 제공받게 될 광명경찰서가 개인정보처리자
인 경기도 광명시의 수탁자가 될 경우 광명경찰서는 실질적으로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개인
정보처리자와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지위를 겸하게 되어 결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필요성만을 근거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개인정보
의 제3자 제공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
추어 허용될 수 없다.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따라서 경기도 광명시는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대하여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광명
경찰서에 위탁할 수 없다.

마. 한국마사회의 직원 개인정보 제공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건(2018.11.26.)
한국마사회에 근무하였던 A씨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을 신청하였는데, 한국마
사회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A씨의 응시원서 사본 일체를 노동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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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였다. 이에, A씨는 한국마사회가 차별적 처우 시정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까지 포
함된 응시원서 사본을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한국마사회가 성명, 학력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응시원서 사본을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보호위원회는 「노동법」 제23조 제4항은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 시정 사건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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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고, 이때 제출하는 답변서는 사건 신청인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
될 수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므로, 위 조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
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처
리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고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
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부 록

보호위원회는 한국마사회가 제출한 답변서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처리목적에 필요한 범
위 내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법률상 보장된 방어권의 행사를 위해 당사자는
가능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자료가 포함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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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해당 개인정보가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인지한 상황에서 제출하는 등 방
어권의 남용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제출 자료가 심판기관의 심리에 필요한 정보
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당사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
회법」의 비밀엄수 의무 등을 고려할 때 한국마사회가 제출한 응시원서가 목적 외로 이용
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
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보호위원회는 한국마사회가 노동위원회의 차별적 처우 시정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사건 신청인의 응시원서 사본을 포함한 답변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
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다.

바. 유실물을 찾기 위한 충청남도 청양군 보유 개인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18.12.10.)
청양군은 방범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물건을 분실한
자가 유실물을 찾기 위해 청양군 보유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및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들이 발
생하고 있다. 청양군은 유실물을 습득한 자(이하 ‘습득자’라 한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
해 분실자에게 습득자의 개인영상정보를 마스킹 또는 모자이크 처리 후 제공할 수 있음을 알
리고 있으나, 분실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를 근거로 마스킹 또는 모자
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습득자의 개인영상정보(이하 ‘본 건 개인영상정보’라 한다)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청양군은 분실자 또는 경찰이 유실물을 찾기 위해 본 건 개인
영상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를 근거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명백하
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야 하고, 제3자에게는 명백히 이
익이지만 정보주체에게는 손해인 경우에는 제3자의 이익이 정보주체의 이익보다 월등한 경
우이어야 하며, 둘째,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이 급박해야 하며,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
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생명·신체·재
산상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면 급박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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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개인영상정보에 분실자가 물건을 분실하고 이를 누군가가 습득하였음이 촬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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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이는 명백히 분실자의 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청양군
의 경우 「청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제34조에서 영상정보
를 수사 및 재판 자료로 제공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상정보를 삭제
하지 아니하고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분실자는 위 조례에 따라 청양군에 본 건 개인영
상정보가 삭제되지 않도록 요청하고 경찰에 분실신고를 하여 이를 통해 본 건 개인영상정보
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은 분실신고를 조사한 결과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수
사에 착수할 수 있고, 수사에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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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개인영상정보를 청양군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분실자와 경찰은 분실자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할 다른 수단이 존재하므로 급박
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청양군은 본 건 개인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를 근거로 마스킹 또는 모자이크 처리 없이 분실자 또는 경찰에게 제공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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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에 관한 주요 의결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지원·보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2018.1.8.)
소방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와 제10호의 차상위계층(이하 ‘소
방시설 보급 대상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전국의 각 소방서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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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를 무상으로 지원·보급하도록 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를 위하여 각 소방서는 관할지역에 거주 중인 소방시설 보급 대상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는데, 위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시·군·구는 이를 소방서에 제공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제공이 어렵다는 견해다.
이에, 소방청은 소방서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시·군·구로부터

부 록

소방시설 보급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한지를 보호위원회에 질의하였다.
보호위원회는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지원·보급 업무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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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조례에 따른 업무이
므로 위 업무는 소방서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고, 소방서가 시·군·구
로부터 소방시설 보급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해 대상자를 파악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소방서가 이를 제공받는 것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정보주체의 안전한 생활 영위에도 도움이 되는 것
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침해 우려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보호위원회는 전국의 각 소방서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무상 지원·보급
을 위하여 시·군·구로부터 소방시설 보급 대상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
다고 의결하였다.

나.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권자 발굴 및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18.3.26.)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제1차 기초생활
보장 종합계획」(2017.8.10.)을 통해 부양의무자 제도의 단계적 폐지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1단계 조치로 2017년 11월부터 모든 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중 노인 또는 중증장애
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으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사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하지 않은 시민이 많아 그 시행에 지장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권자 발굴 및 안내를 위하여 기초연금과 장
애인연금 수급자의 수급자격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고, 해당자의 건강보험 가
입자격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보호위원회에 질의
하였다.
보호위원회는 수급자격 정보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정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6호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같은 법 제10조
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발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저소득 노인 또는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 건 수급자격
정보의 이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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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건 건강보험 자격정보가 제공되면 그중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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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는 점, 본 건에 한하여 제공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의 경우 소관 업무 수행의 불가피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보호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권자 발굴 및 안내를 위하여
80세 이상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소득과 재산이 0인 가구에 해당하는 자의 성
명, 생년월일, 성별과 주소가 포함된 수급자격 정보를 이용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
할 수 있고, 해당자의 건강보험 가입자 구분과 보험료, 피부양자 해당 여부와 피부양자의 해
당 세대 가입자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와 보험료가 포함된 건강보험 가입자격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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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고 의결하였다.

다. 인천광역시의 수도요금 할인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2018.9.10.)
인천광역시는 「수도법」 제38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 「인천광역시 수도급
수 조례」 제40조 제1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 수돗물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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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가 수도사업
소장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수도요금 할인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본인이 수도요금 할인 대
상인지 알지 못하면 신청을 할 수 없어 수도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가 없다. 이에,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목적으로 관내 10개 군·구(이
하 ‘군·구’라 한다)에서 보유 중인 수급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
한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수급자의 성명, 주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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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므로 이를 나누어 살
펴보았다.
보호위원회는 수도요금 할인 업무에는 수도요금 할인 대상자에게 요금 할인에 관한 사항
을 안내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았으며, 인천광역시는 「수도법」에 따

부 록

른 수도요금 할인 업무를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하
고 있으므로, 수도요금 할인 안내는 상수도사업본부의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군·구로부터 수급자의 정보를 제공받지 않고 수급자에게 수도요금
할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는 적절한 대체수단이 없으므로 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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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정보주체에게 복지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정
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도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수도법 시행령」 제67조의2 제2호는 수도요금 할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도요
금 할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서는 성명, 주소만으로도 충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민
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보호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
자에게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군·구로부터 수급자의 주민등록
번호를 제외한 성명, 주소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의결하였다.

라. 육군본부의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위한 국가보훈처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2018.11.26.)
국방부(육군본부)는 6.25 전쟁 때 무공훈장이 수여된 자 가운데 훈장증서가 전달되지 아
니한 자에 대해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전시상황에서 기록되었
던 자료에 근거하여 확인해야 하는 등의 한계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
방부(육군본부)는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에 활용하고자 국가보훈처에 6.25 무공훈
장 미수령자 및 그 유족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이하 ‘본 건 개인정보’라 한다)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국
방부(육군본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보호위원회는 국방부(육군본부)의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이 ‘법률에서 정하는 소
관업무’인지 여부에 대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제13조 제3항 제8호는 국방부 소
관 업무로 군인의 상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훈법」 제29조 및 「상훈법 시행
령」 제18조는 대통령이 훈장 및 포장을 직접 수여하지 못하는 경우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
모총장, 군사령관, 군단장 또는 사단장이 훈장 및 포장을 전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상훈
법」 제33조는 훈장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훈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으므로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법률에
102

서 정한 소관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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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방부(육군본부)는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위해 그간 TF를 운영하여
현충일 특집 방송에 홍보, 일간지 게재, 안내문 배부 등을 하였으며, 시·군·구 등 지역 행
정관서의 협조를 받아 6.25 무공훈장 미수령자 및 그 유족을 확인하고 본인 요청 시 수여
행사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전시상황에서 기록되었던 자료에 근거하여 무공훈장 미수령
자를 확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5만여 명이 넘는 대규모 미수령자가 남아 있는 점을 고
려할 때 국방부(육군본부)가 국가보훈처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
은 미수령자 및 그 유족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는 6.25 무
공훈장 미수령자 및 그 유족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국방부(육군본부)에 제공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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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의결하였다.

4. 행정안전부장관의 과태료 부과처분 결과 공표에 관한 건
(2018.1.8., 6.25., 10.1.)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 제1항 제9호)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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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과 결과를 공표하기 위해 보호위원회에 3차례 심의·의결을 요청
하였다.
보호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과태료 부과의 내용과 결과를 공표할 때, 위반행위의 내
용·정도·기간·횟수, 피해의 범위·결과, 시정조치 명령 위반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고, 공표 대상자가 이에 해당된다는 점,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66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따라 공표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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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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2018년 4월 25일 ○○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의 위
반사항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처분한 과태료 300만 원의 부과내용 및 결과는 공표

부 록

기준에 따른 1회 과태료 부과 총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사유
로 공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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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1968년부터 간첩 식별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에게는 국민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있다. 주민등
록번호가 갖는 고유한 특성상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주민등록번호
처리와 관련된
법률 등의
제·개정 현황

제기되어 왔으며, 2014년 카드 3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를 계
기로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한 보호 노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2014년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
한 ‘과징금 제도’를 신설(34조의2)하여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
은 경우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하였으
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신설 및 처리기준 강화(제24조의
2)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
우에만 허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7년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기준을 기존 법령에서 법률, 대통령령 등으로 강화함으로써 주민등
록번호 근거의 시행규칙 등을 일괄 상향조정토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주민등록번
호 수집 근거법령 등에 대한 일제정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
에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규정한 자치법규 1,517건에 대해 자치
법규정보시스템(elis.go.kr)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자치법규
453건을 발굴하여 정비하였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를 2017년 5월 30일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2017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407건의 변경 신청이 접수
되었고, 최종적으로 794명의 국민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주민등록번호 근거법령 축소 등 보호 노력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018년 한 해 동안 주민등록번호 처
리와 관련된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의 제·개정 현황은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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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 관련하여 제정된 법률 등은 법률이 2건, 대통령령이 8건
이었으며, 개정 법률은 4건, 개정된 대통령령은 60건, 규칙은 2건으로 총 76건이 제·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건)

[표 2-1-9] 2018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 제·개정 현황
구분

법률

대통령령

규칙

합계

제정

2

8

-

10

개정

4

60

2

66

전체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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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정된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 관련 법률은 공무원의 재해보상 및 아동의 복지와
권리 보호를 위한 수당 지급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필요한 경우였으며,
대통령령으로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 유공자, 사회
적 약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이 있었다.
개정 법률 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및 부마민주
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 환자, 유공자, 소비자 등에 대한 지원 및 복지를 위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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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 경우였다.
[표 2-1-10] 2018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 제정 세부 현황
연번
1

대상 법령

구분

제정일
2018.03.20.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아동수당법

2018.03.27.

3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2018.03.27.

4

아동수당법 시행령

2018.05.21.

5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2018.06.26.

6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4 편 해외 동향

2

2018.07.10.
대통령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2018.09.18.

8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2018.11.13.

9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11.27.

10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8.12.11.

부 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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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2018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 개정 세부 현황
연번

대상 법령

1

소비자기본법

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구분

개정일
2018.03.13.
2018.03.27.

법률

106

3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2018.12.24.

4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2018.12.24.

5

지방자치법 시행령

2018.01.09.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8.01.25.
2018.02.09.

7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02.02.

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2018.02.09.

9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2018.02.13.

10

국세징수법 시행령

2018.02.13.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8.02.13.

12

평생교육법 시행령

2018.02.20.

13

주택법 시행령

2018.03.13.

14

동물보호법 시행령

2018.03.20.

15

해운법 시행령

2018.03.20.

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8.03.27.
2018.05.08.
2018.07.16.

17

아동복지법 시행령

2018.04.24.

18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19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2018.04.24.

20

노인복지법 시행령

2018.04.24.

21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04.24.

2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2018.04.30.

23

항로표지법 시행령

2018.04.30.

24

농지법 시행령

2018.04.30.

25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2018.05.08.

26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2018.05.15.

2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2018.05.28.
2018.12.31.

2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06.05.

29

관광진흥법 시행령

2018.06.05.

30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2018.06.05.

3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06.12.

32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18.06.12.

대통령령

2018.04.24.

대상 법령

구분

개정일

공증인법 시행령

2018.06.19.

34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2018.06.19.

35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018.06.19.

36

산림보호법 시행령

2018.06.26.

3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18.06.26.

38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2018.07.10.

3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8.07.16.

4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07.17.

4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2018.07.17.

42

의료기기법 시행령

2018.09.11.

43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2018.09.18.

4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2018.09.18.

45

치매관리법 시행령

2018.09.18.
2018.12.31.

46

여권법 시행령

2018.09.28.

47

전파법 시행령

2018.09.28.

48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9

국가배상법 시행령

2018.09.28.

50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8.09.28.

5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09.28.

52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2018.09.28.

53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2018.10.16.

54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2018.10.16.

5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10.16.

5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2018.10.23.

57

행정심판법 시행령

2018.10.30.

5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2018.11.27.

59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12.11.

6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12.11.

61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12.18.

6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12.18.

63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12.18.

64

교통안전법 시행령

2018.12.24.

65

민사소송규칙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33

대통령령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연번

2018.09.28.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제 4 편 해외 동향
부 록

2018.01.31.
규칙

6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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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개인정보
분쟁조정

1.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의의
오늘날 세계 각국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데이터 기
반의 ICT 산업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ICT 산업
은 특성상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개인정보 처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
고, 이에 수반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도 종전 전화번호, 주
소 등의 단순한 텍스트 형태에서 영상, 위치 등 다양하고 복잡한 형
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인 개인에게 동의를 받지
않거나 동의를 받은 목적과 다르게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등 정보주
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관계자들
간의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주체인 개인이 침해받은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오·남
용에 의한 피해에 대해 그 피해액을 예측하거나 산정하기 어려우며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전문성 등의 문제로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번거로운 기존의 소송 제도만으
로는 적절한 피해구제를 실현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각국
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관을 두고 소송 외의 대안적 분쟁해결
방식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권리 침해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2001년부터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제도가 도입
되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가 출
범하였으며 지난 2015년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행정안
전부에서 해오던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 업무를 2016년 7월 25
일부터 보호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다.

2.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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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4기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된다. 위원은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은 보호위원회와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
하도록 하고 있다.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2018년 2월 5일 새로이 구성된 4기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촉위원 14명과 당연직위원 4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을 반드시 포함하여 조정사건을 심의
해야 하는 조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위촉위원 14명 중 변호사 자격을 갖춘 위원을
종전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였으며, 학계 6명, 법조계 4명, 시민단체 등 4명으로 하여 분야
별로 균형성을 기하였다. 이와 함께 여성 위원은 종전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여 특정 성별
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였다.
4기 분쟁조정위원회의 임기는 2018년 2월 5일부터 2020년 2월 4일까지로 2년이며, 1회
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나.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실적
분쟁조정위원회는 정보주체 등 당사자가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면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
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법리
적인 검토를 하게 된다.

제 4 편 해외 동향

이 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자율적인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조정
사건을 조정부에 회부하여 법리적 판단을 통해 원상회복 또는 재발방지대책 마련, 손해배상
지급의 필요성과 지급액 정도 등을 담은 조정안을 제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는 [표 2-1-12]와 같이 2018년 한 해 동안 제도운영에 관한 사

부 록

항 및 중요 사건 등을 주로 심의하는 전체회의를 4회, 통상적인 분쟁조정사건 심의를 위해 5
명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는 조정부 회의를 14회 개최하는 등 총 18차례의 회의를 열어 안
건을 심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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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건)

[표 2-1-12]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실적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회의

4

6

4

3

3

2

4

조정부 회의

20

18

20

18

17

15

14

[그림 2-1-8]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분쟁조정위원회가 2018년 처리한 분쟁조정 건수는 [표 2-1-13]과 같이 275건으로 전년
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분쟁조정 업무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보호위원회로 이관된 해
인 2016년과 비교하면 64%(107건)가 증가하였다.
(단위: 건)

[표 2-1-13] 2015~2018년 분쟁조정사건 처리 현황
2016년
연도
처리 건수

2015년
134

소계

1~7월(이관 전)

8~12월(이관 후)

168

78

90

2017년

2018년

291

275

분쟁조정위원회가 2018년 처리한 275건의 분쟁조정사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면, 100
건은 양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조정 전 합의로 처리되었으며, 175건은 기각·각
하·신청취하로 처리되었다. 조정 전 합의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처리되고 있는
형태로, 사건을 맡은 조사관이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전달한 후 관련 법령 및 기존 분쟁조
정사례 등을 참고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특히 분쟁조정업무가 2016년 7월 행정안
전부에서 보호위원회로 이관된 후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어 조
정 전 합의로 처리된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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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8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제시한 52건 중 조정이 성립된 13건과 조정
전 합의가 된 48건 등 61건은 양 당사자 간 분쟁이 해결되어 61.0%의 조정성립률６１)을 보이
고 있다.
(단위: 건)

[표 2-1-14] 연도별 분쟁조정사건 처리 현황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조정 전 합의

32

40

21

15

28

70

48

조정성립

29

14

12

20

6

18

13

조정불성립

15

10

20

15

15

25

39

기 각

20

8

11

17

26

15

22

각 하

3

18

265

4

4

2

1

신청취하

44

83

66

63

89

161

152

합 계

143

173

395

134

168

291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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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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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개인정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산정기준 방안 마련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개인정보 침해는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 이외에도 정신적 피해를 초래한다. 그러나 정신적
피해는 그 특성상 객관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손해배상으로 조정 결정한 사례의 대부분은 정신적 피해에 관한 사항으
로, 그간 분쟁조정위원회는 통일된 기준이 없어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유사한 내용일지라도
각각의 사례 또는 결정 시점에 따라 손해배상의 적용이나 결정한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우려
가 있음을 인식하고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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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는 그간 결정한 분쟁조정사건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결정한 사례 조사와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에 걸친 전문기관의 연구결과 등을 토
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는 2019년부터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조정사건에 대하여 침

６１) 조정성립률 = (조정성립 건수+조정 전 합의 건수)/(조정불성립 건수+조정성립+조정 전 합의 건수)×100

부 록

해된 개인정보의 민감성과 노출 정도를 고려하여 전문기관이 제시한 손해배상 산정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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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기준액을 산정하고, 가중·감경 요소를 적용하여 최종적인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손해배상 산정기준을 실제 분쟁조정사건에 적용해 나가면서 그 과
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계속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표 2-1-15]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산정기준(안)-연구용역 결과
단계

1단계:
기준액 신정
단계

기준액 산정

정보의 민감성

가준액

산정점수

10만 원

5점 이하

30만 원

6~9점

100만 원

10~12점

노출 범위

식별정보

중요정보

민감정보

소수

제한다수

다수

1점

4점

7점

1점

3점

5점

적용방법

적용기준

2단계: 가중

반복성, 2차 피해 또는 현실적 위험성, 가해자의 태도,
장기간 노출, 가해자의 성격 및 관리실태 등 판단 적용

- 가중사유가 일반적인 경우 2배
- 가중사유가 현저한 경우 3배

3단계: 감경

사후조치, 피해예상가능성, 공익목적, 피해자 과실,
가해자의 사정 등 판단 적용

- 가중사유와 감경사유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
: 가중의 (전부 또는 일부) 철회
- 감경사유만 존재하는 경우
: 기준액에서 10만 원씩 감경

최종 단계:
기준액(1단계) × 가중(2단계) - 감경(3단계) = 최종 손해배상액
손해 배상액 산정

라. 분쟁조정사건의 정보주체 권리 침해 유형
[표 2-1-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쟁조정위원회가 2018년 처리한 사건 중 가장 많은 권
리 침해 유형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으로, 61건을 처리하였다. 이는 2016년 26
건, 2017년 29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2017년에 처리한 29건 대비 110% 증가한
수치이다. 대표적인 침해내용으로는 병원 진료실에서 동의 없이 CCTV를 촬영하거나 웹사
이트에 공개한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하여 광고 문자를 발송한 사례, 신고인의 동의 없이 명
함을 습득하여 광고 문자를 발송한 사례 등이 있다.
다음으로 많은 침해 유형은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유형이 57건으로, 2017
년 대비 24% 감소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외국어 학원에서 신청인의 시험 성적을 동의 없
이 타 기관에 제공한 사례, 교육 웹사이트에서 회원 탈퇴한 이후에도 동의 없이 계속해서 홍
보용 전자우편을 발송한 사례, 성형수술 전후 사진을 동의 없이 병원 홍보에 이용한 사례 등
이 있었다. 이 유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발생한 경
우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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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유형은 41건을 처리하였다.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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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대표적인 사례로는 게임 사이트에서 동의 없이 신청인의 계정정보
를 삭제 처리한 사례, 주차장 CCTV 영상 제공 요청을 거부한 사례 등으로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삭제, 열람 등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보관 의무, 타인의 개
인정보 침해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유형으로, 16건을 처리하였다. 이
는 2017년과 비슷한 수치인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취업사이트의 시스템 오류로 최종학력정
보가 임의로 변경된 사례, 제3자의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 등이 있었다. 이 외에
도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미비’, ‘보유기관 경과나 목적 달성 후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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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미파기’,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요구’ 등의 사례가 있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권리에 대한 침해 유형 중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이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철회·열람 또는 정정요구 등 불응’ 등은 매년 주요 사례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의식 제고
및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단위: 건)

[표 2-1-16] 침해 유형별 분쟁조정사건 처리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76

43

32

37

49

75

57

19

21

19

18

26

29

61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미비

17

26

303

9

14

36

9

개인정보 훼손·침해 또는 누설

2

4

2

-

13

21

16

동의철회·열람 또는 정정요구 등 불응

1

13

16

6

13

33

41

목적달성 후 개인 정보 미파기

10

13

11

2

12

10

7

기타(과도한 수집, 사생활 침해 등)

18

53

12

62

41

87

84

합계

143

173

395

134

168

291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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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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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쟁조정사건 주요 조정 결정 사례
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하여 매장 단골고객으로 등록한 통신사에 대한 손해

부 록

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위해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하였고 자신을 대리점 단골고객
으로 등록하는 데 동의한 적이 없으나, 대리점 직원이 기기변경 과정에서 신청인의 고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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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회하여 대리점 단골고객으로 등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단골고객 등록을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한 피신청인과 그
대리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통신사의 수탁사인 대리점 직원이 단골고객 등록을 위해 신청인의 동의
없이 통신사의 고객정보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조회·이용한 행위는 위탁받은 업무의 목
적을 벗어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5조 제3항에 위반되고, 이러한 대리점 직원의 법 위반행
위로 인해 신청인이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경험칙상 인정하여 대리점이 신청인
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대리점의
위탁사인 통신사도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들에게 소속 직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위탁받은 목적 범위를 벗어나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직원 교육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신청인에게 공동하여 손해배
상금 2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 결정을 하였다.

나. 성형 전후 사진을 환자 동의 없이 홍보에 이용한 성형외과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성
형 전후 모습이 필요하다는 피신청인의 말을 듣고 촬영에 동의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병원을 홍보하기 위해 병원 홈페이지 등에 신청인의 수술 전후 사진을 게시한 것을 보고, 성
형 전후 사진을 동의 없이 홍보목적으로 이용한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수술 전후 사진 촬영 및 마케팅 사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수술동의 확인서에 비록 동의하였으나 ‘마케팅 사용’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수집·이용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고, 수술 전후 사진의 보유 및 이용 기간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의료법」은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 필요성과 내용, 수술 등에 따른 후유증 또는 부작용과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는데 의료행위와 별개로 마케팅 이용에 대한 동의를 일괄하여 한 번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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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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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의 사진을 홍
보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중지하며, 성형 수술 전후 사진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수술동의
및 확인서와 별도로 동의를 받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이
용하는 내용으로 업무 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하는 조정 결정을 하였다.

다. 동의 없이 홍보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교육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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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일정기간 교육을 수료한 수강생으로,
교육수료 후 홈페이지에서 회원 탈퇴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교육과정 홍
보 이메일을 18회 수신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3차례에 걸쳐 수신거부를 요청하였
고 스팸신고센터에 신고하였음에도 또다시 피신청인으로부터 교육홍보 문자메시지를 수신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동의 없이 홍보 이메일과 문자를 전송한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손해
배상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교육 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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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증명 등의 목적으로 교육수료자 개인정보를 3년간 보존할 수 있으나, 그 이용 범위는 보
존 목적에 한정되고 회원탈퇴와 교육과정 안내 홍보를 거부한 신청인에게 지속적으로 교육
과정 안내 홍보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개인정보의 수집범위를 초과하여 개인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홍보를 거부한 사람에게 홍보하지 않도록 수
신거부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2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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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용정지된 계정의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한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부 록

신청인은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고 서비
스를 이용하였다. 신청인은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아니하여 계정이 이용 정지된 후에도
피신청인으로부터 광고성 정보를 72회 수신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이용 정지된 계정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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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우편주소를 이용한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구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에는 정보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3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
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하고, 별도로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이
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
와 분리하여 별도 저장·관리하지 않고 이용한 것으로 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였다고 판
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2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 결정을 하
였다.

마. 보험금 지급내역을 동의 없이 신청인 가족에게 보여준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계약자이자 피보험자로, 사고 발생
후 피신청인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신청인 형 등의 보험
범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보험금 지급내역을 조회하고, 조회된 정보를 신청인 형
에게 보여주면서 보험사고에 관하여 질의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조회
하고 제3자에게 제공한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과 재발방지를 요구
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기 조사 목적의 보험정보 조회에 신청인이 동의
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보험금 지급내역을 조회한 것은 신청인이 동의한 범위 내
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가족관계에 있는 자들이라 하더
라도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독립적인 정보주체로 인정되는 점, 보험사기행위가 의심
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더라도 보험금 지급내역을 보험범죄 관련자
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볼 때, 피신청인의 관리·감독권이 미칠
수 없는 신청인 형에게 신청인의 보험금 지급내역을 보여준 것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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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직원
에게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조정 결정을 하였다.

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해킹당한 여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 여행사의 여행상품을 구매하면서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하였다. 수 년이 지난 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보
관하고 있던 고객 개인정보가 제3자에 의해 해킹되었다는 사실을 신문기사를 통해 알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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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에, 신청인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이 해킹당한 파일에 신청인 등 고객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
지 않다고 오인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로 관리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되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신청인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해 온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29조
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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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출된 개인정보 중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그 자체로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고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쉽게 사용될 수 있는 정보이며, 유출된 개인정보를 제3자가 열람하거
나 열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이용되어 추가적
인 법익침해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임이 경험
칙상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 결정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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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사. 영업을 양도한 사업자로부터 이전받은 회원정보를 이용하여 광고성 문자를
보내고 수신거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헬스장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부 록

신청인은 수년 전 헬스장에 회원으로 등록한 적이 있으며 신청인이 등록했던 헬스장 사업
자와 영업양수도 계약을 맺은 피신청인이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회원정보를 이전받아 신청
인 휴대전화번호로 광고성 문자를 수시로 전송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두 차례 수신거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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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나, 이후에도 피신청인의 광고성 문자를 수신하자 손해배상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분
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업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
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미리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영업양수자 등이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항을 알
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피신청인이 영업양수
도 계약을 통해 회원정보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
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나 피신청인은 신청인
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것, 신청인이 두 차례 수신거부한 이후에도 신청인에게 광고성 문자
를 전송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신청
인 개인정보 삭제 및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조정 결정을 하였다.

4.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홍보활동
분쟁조정위원회는 매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조정제도를 알려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국민
이 보다 손쉽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분쟁
조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한 달간 [그림 2-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가 비용 없이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울산, 제주 지역의 시내버스 래핑 광고와 서울 지하철 2호선 및 대전 지
하철 객차 내 액자형 광고를 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분쟁조정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분쟁조정제도 안내와 사례를 정리한 분쟁
조정사례집을 발간하여 각급 기관·단체 등에 배부하고 있다. 이 외에도 2018년 4월부터는
개인정보주체인 국민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보다 신속하게 구체적인 분쟁조정 결정 사례를
전달하기 위해 매 사건마다 조정 결정을 하면 그 내용을 사례로 정리하여 90일 이내에 분쟁
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수시공개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홍보활동은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정보주체가 그 구제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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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유도하는 한편,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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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인식 전환과 잘못된 개인정보 처리 관행의 자율적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림 2-1-9] 지역 버스를 이용한 래핑 광고와 지하철 객차 액자형 광고

1. 개인정보보호 인식 주간(PAW) 캠페인
개인정보보호 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인 국민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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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정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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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스스로 개인정보보호를 실천하고, 개
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
정보보호 인식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각 개인정보보호 주관기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
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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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위원회는 아시아·태평양 프라이버시 감독기구(APPA, Asia
Pacific Privacy Authorities, 이하 ‘APPA’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개인정보보호 인식주간(PAW, Privacy Awareness Week)’을 맞이
하여 2018년 5월 14일부터 ‘Privacy, from Principles to Practice’
라는 주제로 보호위원회 대표 홈페이지 내에 별도 웹페이지를 구축

부 록

하여 방문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익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캠페인 웹페이지의 ‘개인정보 바로 알기’ 및 ‘개인정보 처리사례
소개’ 코너에서는 개인정보의 정확한 의미와 함께 상황별 맞춤 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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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를 통한 바람직한 개인정보 처리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또한, 사업자, 관리자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실천해야 할 항목 등을 선택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실천지수’ 코너를 마련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확산하였다.
특히 보호위원회의 다양한 역할 가운데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침해요인 평가제도’ 소
개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창구와 개인정보 처리가 수반된 법령들
에 대한 엄격한 평가 기능을 안내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무분별한 개인정보 제공 등의 위험
을 인지하고, 개인정보보호 실천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다.
[그림 2-1-10] 2018 개인정보보호 인식 주간 캠페인

2. 개인정보보호 페어(PIS FAIR)
보호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범사회적 인
식 제고를 위해 PIS FAIR 조직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뉴스 공동주관으로 매년 개인
정보보호 페어(PIS Fair,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Fair)를 개최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의 미래, ABCD(Ai, Big data, Cloud, GDPR)’라는 부제를 가지고 개최된 2018년 개인
정보보호 페어(5.31.~6.1., 서울 COEX)에는 정부, 공공기관 및 40여 개 민간기업의 개인정
보 보호책임자와 담당자 등 4,500여 명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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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 FAIR 2018’에서는 EU GDPR 시행과 그 준비사항에 관한 토크콘서트, 2018 하반기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방안에 대한 행정안전부 발표 및 기업 대응방안 강연 등과 함께 개인
정보보호 솔루션 기업 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공공·민간의 CPO(Chief Privacy Officer) 및
개인정보담당자들이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과 법률 및 제도, 개인정보에 필요한 기술과 솔
루션, 개인정보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1-11] 2018 개인정보보호 페어 & CPO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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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제1절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도
개선

1. 데이터 규제혁신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통합 추진
가. 데이터경제 관련법 개정 요구 확대
2018년에는 개인정보의 이용과 활용, 효율적인 보호를 위한 법·행
정체계의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이하 ‘EU’라
한다)·일본·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강력한 개인정
보보호법제가 데이터 기반의 경제 혁신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높다. 아울러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및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
측면에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아지면서 관련법
개정에 대한 사회 전반의 요구가 높아졌다.

2019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또한, 현 영역별로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체계로 인하여 사업자에
대한 중복·유사규제, 법 집행의 불확실성 증대, 행정 낭비 등의 문제
가 발생한다는 지속적인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데이터기
반경제(Data-based Economy) 시대에 적절한 데이터 활용을 보장
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정부,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
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그 일환으로 대통령 소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관한 해커톤
(2018.4.)에서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의 도입
등이 합의되었으며, 국회는 보호위원회를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독
립기구로 위상을 강화하여 전향적인 정보활용방안을 마련하라는 특
별권고를 하였다.６２ )
또한, 대통령의 규제혁신 현장방문６３ ) 시 데이터의 활용도는 높이
되, 개인정보는 안전장치를 강화하여 보호하고, 독립적인 개인정보

６２)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201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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６３)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데이터 규제혁신 행사,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201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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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기관에 대한 논의를 빠르게 시작하라는 규제혁신 지시를 계기로 본격적인 법 정비
방안 논의가 시작되었다.
정부는 해커톤 합의와 국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중심이 되어 여러 차례 논의와 검토를 거듭한 끝에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이후 당정협의를 거쳐 2018년 11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
용정보법 개정안 등 데이터경제 3법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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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데이터경제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근거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안(2018.11.15.), 정보통신망법 노웅래 의원 대
표발의안(2018.11.15.), 신용정보법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안(2018.11.15.) 등 데이터경제
3법은 개인정보의 개념을 식별성과 결합용이성 등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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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로 명확히 구분하였다. 식별 위험이 없는 익명정보의 경우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
용해주고, 가명정보는 과학적 연구,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
의 사전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 시대 이종 데이터 간 결
합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 간 데이터 결합의 근거도 규
정하고 있다.

제 4 편 해외 동향

2) 개인정보보호 체계 효율화
데이터경제 3법 개정안은 기존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수행하던 개인정보보호
기능 전부와 금융위원회의 기능 일부를 보호위원회로 통합하고, 정보통신망법 등에 분산되
어 있는 관련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부 록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삭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과 정보통신망법이 상이하거나, 정보통신망법에만 존재하는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반영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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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정보의 보호업무 소관도 보호위원회로 변경하되, 위치정보산업의 진흥 분야, 사물
위치정보는 종전과 같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는 위치정보법 개정 내용도 함께 논의하였다.
신용정보법에서는 개인신용정보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원용하여 신용정보법 조문에 명시하고, 일반상거래기업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대한 집행
권한은 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표 2-2-1]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개정안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위원회 위상
위원회 역할
(수행체계 개편)
가명처리 정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 → 보호위원회
*정보통신망법 주요 규제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특례로 규정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

데이터 활용
활용 범위

과학적 연구(산업적 목적 포함), 통계 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공익적 기록 보존 등

2. 정보통신 분야 개인정보보호 법령 정비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여 이용자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의무
화(2018. 6.12. 개정)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실질화하고자 하는 사회적 흐름과 글로벌
트렌드에 맞추어 정보통신망법 제30조에 규정된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
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열람·제공 운영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
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６４ )을 2018년 9월 18일 마련하였다. 본 가이드라인
은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2014.11.12. 시행)을 대체하여 개정된 것으로, 지난
2014년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이후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않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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６４)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s://i-privacy.kr)-자료실-법규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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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외사업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규제 집행력을 강화하고 우리 국민의 개
인정보 관련 원만한 고충처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법에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규
정을 신설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외사업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
무, 자료제출 등을 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2018.9.18.)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대상자의 세부기준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시행에 맞추어 개정된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
해를 돕고 실무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안내서’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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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8년 12월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과 법정대리
인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을 정보통신망법 내 신설(2018.12.24. 개정)함으로써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보
호를 강화하였다.
한편, 데이터경제 시대에 개인정보 등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자 방송통신
위원회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유사·중복 규정을 검토하여 통합 방안
을 마련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 의원발의６５ ) 되었다.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해당 법안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의 유사·중복 조항을
삭제하여 통합하고, 정보통신망법에만 존재하는 규정 중 이관이 필요한 규정은 「개인정보 보
호법」으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정보 보호법」과 유사·중복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
24개 조, 1개 항, 1개 호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서 전부 삭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무 등 9개 조는 부분적으로 정비하며, 정보통신망법에만 존재하는 개인정보보호 규정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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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1개 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법령 정비
부 록

６５)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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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금융위원회는 정보주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
기 위해 2018년 3월 발표한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６６ ) 과 관련하여
2018년 11월 발의된 신용정보법 일부 개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지원 작업을 적극적·지
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019년 2월에는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를
개최하여 금융업·통신사·핀테크·법조계 등 다양한 업계 관계자들 간의 토론을 진행하였다.
해당 개정안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규제체계 선진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도입,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역할 강화, 정보주체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
로 하고 있다.

나.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및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추진
금융위원회는 2018년 3월 발표한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의 후속조
치로 2018년 5월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６７ ) (이하 ‘내실화 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였다. 내실화 방안은 개인정보 수집·활용의 전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주체를
보다 내실 있게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활용 동의제도를 개선하여 동의 내용에 대해 명확하
게 ‘알고 하는 동의(Informed Consent)’ 여건을 마련하였다.
또한, 프로파일링 대응권을 강화하여 빅데이터 결과 등 새로운 유형의 권리 침해 가능성
에 정보주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도
입으로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본인 정보를 능동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
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7월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６８)을 발표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본인 신용정보 관
리업’) 도입을 추진하였다.

６６)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발표’, 금융위원회, 2018.3.19.
６７)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 2018.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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６８)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 발표’, 금융위원회, 2018.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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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
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정비
2018년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1인 창조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간이신고제’를 도입하였으며, 사물위치정보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사전동
의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이라 한다) 개정(2018.4.17.)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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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원회의 해커톤 토론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법 개선 연구반의 연구 등
을 통해 위치정보 정의(범위) 합리화, 추가적인 시장 진입 규제 완화 등 규제 개선사항이 도출
되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년 2월부터 7월까지 총 9차례 진행된 위치정보법
연구반 회의를 통하여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
고, 이를 바탕으로 위치정보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표 2-2-2] 위치정보법 개선 연구반에서 도출된 규제 개선방안

진입규제
완화

• 위치정보의 정의(범위)에서 사물위치정보와 비식별 위치정보는 제외
• 기존 위치정보 및 개인위치정보는 정의 내에 두되, 사물위치정보 및 비식별 위치정보를 규제하는
개별 규정이 삭제되도록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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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정의(범위)

•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 사업자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
•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는 존치

출처: ‘위치정보법 개선 연구반 규제 개선방안’(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20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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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행정안전부는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접속기록 보관에 대한 243개 기관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보관기간 연장(6개월→1년), 점검주
기 축소(반기별→월별), 기록항목 명확화에 대한 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다.

부 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개인정보의 오·남용과 유출사고를 예방하고 개인정보 침
해사고에 대한 책임자를 추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상시 모니터링 등의 철저한 관
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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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고시 개정시행 및 해설서 배포, 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자 및 책임자(CPO) 세미나 개
최 등을 통해 접속기록 관리 강화에 대한 교육 및 인식 제고를 촉진할 예정이며, 2019년도 개
인정보보호 실태 점검에서 접속기록 관리실태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제2절

GDPR 등
국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1. EU GDPR 시행 대응
2018년 5월, GDPR이 시행되었다. GDPR은 최대 과징금 규모가 전
세계 매출액의 4% 또는 2,000만 유로에 달하고, EU 지역에 사업장이
없어도 EU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물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면
GDPR이 적용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GDPR 시행 전부터 국내 언론
에서 최대 과징금 규모를 강조하는 기사가 많이 보도되어, 많은 기업들
이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GDPR에 대
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대응 방향을 정하였다.
우선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GDPR 관련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기업의 GDPR 인지도, 준비 정도, 애로 사항 등을 파악하였다. 조사
에서 기업들의 GDPR 인지도는 43%, 준비 정도는 35%로 확인되었
다. 또한, 기업 애로사항으로 ‘GDPR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
견이 65%, ‘GDPR 교육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3%로 집
계되었다.
한편, GDPR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면서 관계 부처가 개별 대
응하는 것보다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이에,
2018년 5월 10일 국무조정실에서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
하여 ‘EU 개인정보보호법 대응 및 기업 지원 방안’을 수립하였다. 이
방안에는 홍보 및 교육 강화, 전담 지원창구로 한국인터넷진흥원 지
정, 기업 대응 역량 강화 지원 등의 내용을 수록하였다. 방송통신위
원회 등은 범부처 대응방안 수립 및 시행에 적극 참여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GDPR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우리 기업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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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GDPR 시행일인 2018년 5월 25
일 북콘서트를 통해 배포하였다. 이 가이드북은 2017년에 발간한 ‘우리 기업을 위한 유럽 일
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1차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셀프 체크리스트, 예시, 주요 질의
및 답변 등을 보강하였으며, 각 분야 전문가의 집필, 자문, 감수 등을 통해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 EU 현지 설명회 6회, 국내 세미나 9회를 개최하여
GDPR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다음으로 GDPR 안내 홈페이지(gdpr.kisa.or.kr)를 개설하고, GDPR과 관련된 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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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두 등록하여 편리하게 내용을 이해하고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는
GDPR 및 GDPR 가이드라인의 원문과 번역본, 세미나 발표 자료, 동영상 소개 자료까지 관
련 자료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메일, 전화를 이용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림 2-2-1] 국내 및 EU 현지 GDPR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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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현지 GDPR 세미나

GDPR 가이드북

제 4 편 해외 동향

2. EU 적정성 결정(평가) 추진
우리 정부는 EU GDPR의 시행에 대비하여 2015년 8월부터 ‘EU 적정성 평가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왔다. EU 적정성 결정(평가)은 역외 국가가 EU 개인정보보호법과 같
은 수준으로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충족할 경우 EU 기업과 같이 EU

부 록

시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국외이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2016년 10월 우리 정부는 행정안전부가 행정부 구성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 감
독기관에게 요구되는 독립성과 권한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EU 집행위원회로부터 ‘EU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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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결정(평가)’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17년 3월 행정안전부는 EU 적정성 결정
(평가)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1단계로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정보통신망법 대상의 ‘부
분 적정성 결정(평가)’을, 2단계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전체 적정성 결정(평가)’을 추진
키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EU 집행위원회와 22회 화상·대면회의를 개최하여 양측의 법
률·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를 도모하였으며, 2017년 11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EU 집행위원회를 방문하여 적정성 결정에 대해 협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2018년
5월에는 베라 요로바(Věra Jourová) EU 집행위원이 방한하여 국무총리 예방, 방송통신위
원회·외교부·법무부장관 등과의 고위급 면담을 진행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2018년 10월 EU LIBE 위원회 방한 시, 위원장 면담을 통해 한-EU 적정성 결정에 필요한
이해를 높였다.
한편, 보호위원회는 2017년 11월 13일 결정을 통해 ‘EU 부분 적정성 결정(평가)’을 활용
한 EU 진출 기업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의 독립성 확보 등
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전체 적정성 결정(평가)’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또한, 2018년 10월 말에는 유럽의회 LIBE 위원회를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EU 적정성 결
정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LIBE 위원회는 특히 보호위원회의 독립성 및 조사·제재권 유무
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보호위원회는 한국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분산화된 감독
체계 현황, 대통령소속 기구로서의 보호위원회 위상 및 심의·의결 기능에 대해 설명하였다.

3. APEC CBPRs 도입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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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2011년에 개발한
국가 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s, Cross-Border Privacy Rules system, 이하 ‘CBPRs’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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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CBPRs는 회원국 공통의 개인정보보호 기준으로 활용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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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마련된 것이며, 국내 도입 시 국외로 이전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할 것
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
렴하여 2016년 APEC에 공동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7년 6월 APEC으로부터 승
인을 받았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CBPRs의
도입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CBPRs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2017년 12월 APEC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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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018년 2월 및 8월 APEC 회의, 2018년 6월 한미 ICT 정책 포럼, 2018
년 9월 인증제도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인증기관 지정을 위
한 보고서(Initial Report)를 작성하고,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인증기준 해설서 등을 개발하
였다. 향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CBPRs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면 모의 심사를 수행하고 기
업 대상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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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강화

1.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기반 마련
가.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 운영
행정안전부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피해 발생 시 피해
구제 및 해외 진출 국내 기업에 개인정보보호 법제 정보 제공을 위하
여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www.privacy.go.kr/pic)를 2017
년 10월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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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8년 12월에는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 홈페이지의 국가
정보, FAQ, 자료실 등 신규 메뉴를 개편하여 제공 정보를 확대하였
다. 현재 국가정보 메뉴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싱가포르의 개인정

부 록

보보호 관련 법률체계, 행정체계, 피해 구제체계, 사건 사례, 동향자
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FAQ 메뉴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민원제기 절
차, 해외 개인정보 감독기구 목록, 개인정보 유출 확인 사이트 등의
정보를, 자료실에서는 주요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원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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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보고서, 참고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를 지속적으로 보강하여 대상 국가 및 관련 정보를 확대할 예정이다.
[그림 2-2-2]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 홈페이지

홈페이지

홈페이지 개편 이벤트

나.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민관협의회 운영
행정안전부는 외교부, 방송통신위원회, 보호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학계, 업계, 법조계, 관
련단체 전문가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안에 대
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2018년에는 3월과 12월에 2회 회의를 개최하여, GDPR, EU 적
정성 결정, 주요 개인정보 국제기구 동향 등의 안건을 다루었다. 행정안전부는 해외의 개인
정보보호 동향을 예의 주시하여 주요 사안들을 시기적절하게 전파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
을 폭넓게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2. 국제적 이슈에 대한 적극적 대처
가. 국제개인정보보호감독기관회의(ICDPPC) 활동(벨기에, 10.22.~10.26.)
보호위원회는 2012년 10월 제34차 총회(우루과이)에서 국제개인정보보호감독기관회의
(ICDPPC, International Conference Data Protection and Privacy Commissioners,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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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ICDPPC’라 한다) 회원으로 가입한 이래 매년 정기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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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40차 ICDPPC 총회(10월, 벨기에)에서는 회의체 향후 발전방안에 관한 전략적
협의에 참여하였다. 관련 논의에서 회원기관들은 ICDPPC 회의체 활동목표 및 정체성을 재
차 확인하고 엄격한 가입 기준, 특히 가입신청 기관의 독립성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공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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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차 회의
(2014.10.13.~10.16.)
모리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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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차 회의
(2015.10.26.~10.29.)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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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차 회의
(2016.10.15.~10.23.)
모로코 마라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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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차 회의
(2018.10.22.~10.26.)
벨기에 브뤼셀

• 커넥티드 자동차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결의안 등 채택
• 동서양의 개인정보보호 체계 및 문화, 공공부문의 정보공유, 고지와 동의, 데이터
국외이전, 신기술과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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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차 회의
(2017.9.25.~9.30.)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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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차 회의
(2013.9.23.~9.26.)
폴란드 바르샤바

주요 논의사항

• 회의체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협의
• 이러닝 플랫폼에 대한 결의안,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와 소비자 보호기구 간 협업에
대한 결의안, 인공지능 관련 윤리 및 데이터 보호에 대한 결의안 등 채택
• 디지털과 인간존엄성, 신기술과 개인정보보호, 디지털 윤리에 대한 심층 논의
• GDPR 발효 이후 감독기구 동향 파악

또한, 국제사회에서 대외적 인지도 제고를 위한 회의체 명칭, 로고 등 변경사항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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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함께 고민하였다. 이 밖에도 보호위원회는 디지털교육 작업반의 이러닝 플랫폼에 대한 결
의안,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기구 간 협업에 대한 결의안 등의 채택 과정에 참
여하였다.
제40차 총회에서는 제38차 총회(2016.10월, 모로코)에서의 인공지능 및 로봇공학, 프라
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에 대한 논의에 이어 인공지능 관련 윤리 및 데이터 보호에 관해 논의

부 록

하고 이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동 결의안은 대량의 정보처리를 요하는 빅데이터와 인
공지능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에 대한 권리가 위협받게 됨에 따라
윤리 및 인권과 관련한 사항을 고려함으로써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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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맥락에서 보호위원회를 비롯한 회원기관들은 ‘데이터 윤리’를 주제로 점차 디지털
화되어가는 세계에서 어떻게 인간 존엄성을 지켜낼 것인지, 그리고 신기술 발달 시대에 어
떻게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제40차
ICDPPC는 GDPR 발효 후 처음 개최된 정기총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럽데이터보호
이사회(EDPB, 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는 GDPR 발효 후 EU 및 감독기구의 동
향 등에 대하여 회원국들과 정보를 공유하였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년 10월에 열린 제40차 ICDPPC 총회에서 신규 가입을 승
인받아 정회원 자격으로 참석,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관계자와 협력체계를 강화하였다.
[그림 2-2-3] 제40차 ICDPPC 총회

나. 아시아태평양 프라이버시 감독기구(APPA) 활동
(미국, 6.25.~6.26., 뉴질랜드, 12.3.~12.4.)
보호위원회는 2012년 3월 APPA 회원으로 가입한 이래 매년 포럼에 참석하여 국내 개인
정보보호 정책 현황을 회원국에 소개하고 각국의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있다. 보호위원회
는 2018년 제49차 포럼(6월, 미국)과 제50차 포럼(12월, 뉴질랜드)에 참석하여 국내 개인정
보보호 정책 및 동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이슈와 더불어 해외 우
수 법제 및 집행사례에 대해 논의하며 해외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들과의 협력 관계를 공고
히 하였다.
제49차 포럼에서는 국정과제로서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진,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간 조
화 방안 논의, EU GDPR 시행 관련 우리 정부의 주요 활동 등 국내 주요 정책을 소개하였
다. 보호위원회는 또한 인공지능과 기술적 자원 및 역량, 개인정보침해 통지 관리에 대하
여 다른 회원기관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미국의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안 방식과 샌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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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시의 행정목적을 위한 데이터 활용 정책에 대해서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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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스타트업들이 직면한 데이터 보호 문제 및 책임성 있고 상호운용 가능한 국외이전 등
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하였다.
[표 2-2-4] APPA 포럼 발표 우리나라 주요 정책
APPA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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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차

미국
(2012.12.)

개인정보 유출통지,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연차보고서 주요 내용 소개

제39차

뉴질랜드
(2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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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차

호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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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차

대한민국
(2014.6.)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금융지주회사 등 고객정보 공유제도 개선권고 등 소개

제42차

캐나다
(2014.12.)

개인정보 대청소 캠페인 주요 내용, 실적 소개

제43차

홍콩
(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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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차

홍콩·마카오
(2015.12.)

법정 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 2014년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제45차

싱가포르
(2016.7.)

국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근거 및 절차 마련,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
소개

제46차

멕시코
(2016.12.)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 시행, 제3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소개

제47차

호주
(2017.7.)

제3차 개인정보 기본계획 수립, 한국의 침해요인 평가제도 시행, GDPR 대비 활동 등 국내
주요 정책 소개

제48차

캐나다
(2017.11.)

‘개인정보보호 강화’ 국정과제 추진, 개인정보 유출신고 기준 강화 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 PIPC 주요 심의·의결 사항 등

제49차

미국
(2018.6.)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진,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간 조화 방안 논의, EU GDPR 시행 관련
한국 정부의 주요 활동

제50차

뉴질랜드
(2018.12.)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거버넌스) 효율화, 2018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실시, 보호위원회
주요 심의·의결례, 데이터 안전사용을 위한 부처 합동 논의, 기타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활동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홍콩
(2012.6.)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제37차

제 4 편 해외 동향

제50차 포럼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거버넌스) 효율화, 2018년 개인정보보호 실태
조사 실시, 데이터 안전사용을 위한 부처 합동 논의 등 국내 정책 및 주요 동향을 회원기관들
과 공유하고, 보호위원회 주요 심의·의결례 및 관리체계 인증 통합 등 기타 국내 개인정보보
호 관련 활동을 소개하였다.

부 록

이와 더불어 국내 개인정보침해 신고제도 운영 및 관련 제재에 대해서도 회원기관들에
게 소개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발달로 인해 커져가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 그에 따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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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데이터 윤리에 대해 회원기관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기존에 불법이었던 행위가) 합
법화된 이후의 범죄 경력 처리 이슈, 자율주행차, 정부 데이터의 활용 사례에 대해서도 의
견을 나누었다. 이 밖에도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데이터 국외이전과 관련한 회원국 및 지역
협의체 사례에 대해 듣는 기회를 가졌으며,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정보
를 공유하였다.
[그림 2-2-4] APPA 포럼

제49차 APPA 포럼

제50차 APPA 포럼

다. 유럽평의회 자문위원회 참석(프랑스, 6.19.~6.21.)
유럽평의회(CoE, Council of Europe, 이하 ‘CoE’라 한다) 자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를 목적으로 구성된 Convention 108에 근거한 자문위원회로, Convention 108 현대화 검
토 및 가입 요청에 대한 의견 제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보고서 및 가이드라인 발간 업무를 수
행하고 있다.
보호위원회는 2012년 옵저버로 가입한 이래 지속적으로 참석하여 왔으며, 2018년에는 유
럽평의회 자문위원회 제36차 총회(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참석하여 가입국 의견을 반영한
건강정보 보호 관련 권고문 개정안 수정, 언론매체에서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지침 등에 대
해 논의하였다. 한편, 2018년에는 방송통신위원회(허욱 부위원장)도 보호위원회와 함께 한
국 대표단으로 참석하여 개인정보보호 법령·체계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라. 국제프라이버시전문가협회(IAPP) 회의 참석(벨기에, 11.2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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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프라이버시전문가협회(IAPP,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ivacy Professionals)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는 2000년에 설립된 비영리기구로, 국제 개인정보보호 인증 프로그램 발족 및 개발을 주로
담당하며, 다국적 기업, 정부기관, 프라이버시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간교류단체인 ‘한국 CPO 포럼’이 가입되어 있다. 유럽, 미국 등 전 세계에서
소규모 회의가 열려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및 국제회의와 각국의 개인정보 정책 관련 토론
이 진행되며, 2018년에는 데이터 중심 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정보주체의 변경된 권리 및 새
로운 권리, 정보이동권, 정당한 이익과 실제 사례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제 4 편 해외 동향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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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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영세 기관 등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재발 방
지를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개인정보 노출 재발 방지 및 예방 효과 제고를 위하여 서울, 광주,
부산, 세종, 강원 등 전국적으로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예방 교육
을 실시하는 한편, 2018년에는 노출 유형별 조치방안 및 예방수칙,
자가 점검법, FAQ 등을 포함한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
서’를 개정·발간하였다. 매년 공공부문 홈페이지 도메인 DB 구축 및

2019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이를 현행화하고 있으며, 유·노출 이력, 시기성(의료·복지, 입시철,
휴가철, 취업철) 등을 고려하여 집중 탐지 홈페이지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매년 노출 비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에
는 357개 홈페이지에서 총 1만 4,868건의 노출을 탐지하여 100%
삭제 완료하였다. 연도별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 현황은 [표 2-3-1]
과 같다.
(단위: 개, 건)

[표 2-3-1] 연도별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 현황
노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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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점검 사이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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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4,366,068

357

14,868

0.01%

홈페이지 수

건수

홈페이지 노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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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2차 피해 확산을 방지
하기 위해 개인정보 노출대응시스템을 운영하여 국내외 웹사이트에 노출된 주요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을 탐지 및 삭제·차단하고 있다.
2018년 한 해 동안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건강보험등
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된 게시물 1만 1,700건을 탐지하
여 연락 불가 건 등을 제외한 1만 1,350건을 삭제하였다. 또한, ‘아이디 판매’, ‘개인정보 DB’
등의 키워드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11만 5,743건을 탐지하여 10만 4,651
건을 삭제·차단하였다.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최근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의 활용이 보편화됨에 따
라 이미지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지 내 개인정보
탐지엔진을 개발하였으며, 시범운영을 통해 이미지 형태의 개인정보 1,162건을 탐지하였다.
아울러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방지 기획 모니터링으로 아이디 불법거래 집중단속
을 실시하였다. 집중단속 기간 중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 총 3만 4,622건을 탐지하여 3만
3,842건을 삭제·차단하였으며, 500건 이상 상습 게시한 9명에 대한 경찰 수사 의뢰를 통해
불법거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각심을 제고하였다.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중국, 대만 등 중화권 국가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노
출과 불법유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중인터넷협력센터를 통해 중화권 웹사이트에
노출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불법유통 게시물 삭제, 중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중
국 개인정보보호 및 ICT 동향 분석을 수행하였다. 2018년 11월에는 한·중 인터넷기업 협력
포럼을 개최하여 양국의 개인정보보호 현황을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
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보호조치 여부를 진단하여 사전에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제 4 편 해외 동향

예방하고 있다.
2018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웹사이트 1만 5,000개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 모니터링 및 개선 안내를 통해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으며 개
인·위치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스마트폰 앱 서비스 1만 5,000개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부 록

및 개선 안내를 통해 사업자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였다.
모니터링 항목은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 항목과 위치정보법상 위치
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 항목이다. 미개선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가이드 배포 및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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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개선 권고 등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1만 339개 앱·웹사이트가 개선되었다. 방송통
신위원회는 2019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서
는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2. 개인정보 영향평가제 운영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영 또는 변경하려는 공공기관은 해당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
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위험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개선함으로
써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평가제도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에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신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총
213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신규로 25명에게 영향평가 인증서를 교부함
으로써 총 1,160명의 영향평가 전문인력을 확보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중 유효기간 만료예정인 영향평가기관의 영향평가 수행역량
등을 전반적으로 심사하여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5개 기관에 대한 영향평가기관 지정을 갱신
하는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수행품질을 관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2019.1.31.)을 통해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후 개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명문화하여 영향평가 시 분석된 위험요인을 개선
토록 하는 등 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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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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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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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개, 건)

[표 2-3-2] 2018년 공공기관별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관리 현황
■ 국가 행정기관
기관명

파일 수

감사원

8

일자리위원회
기획재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건수
215,005

2

20,186

103

109,549,205

3

4,410

기관명

파일 수

개인정보 건수

농림축산식품부

311

37,721,106

문화재청

28

133,877

방송통신위원회

18

217,944

국토교통부

374

691,887,595

2

50,800

56

54,641,056

33

390,05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1

19,937

소방청

국무조정실

160

24,642,52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

13,018

공정거래위원회

32

3,084,314

방위사업청

15

399,315

638

1,374,404,204

1

59

국민권익위원회

26

27,921,88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231

487,833,312

새만금개발청

291,759

행정안전부

154

441,019,249

723

29,705,392

국민안전처

18

4,647,697

해양수산부

537

9,557,914

국세청

21

5,550,119,179

관세청

24

450,607,120

조달청

14

3,060,928

통계청

11

339,637

통일부

50

2,210,575

외교부

47

89,800,270

법무부

31

12,233,986

대검찰청

81

16,059

서울특별시

14,796

595,041,976

법제처

인사혁신처

51

17,213,301

황해경제자유구역청

4

2,863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12

40,723

대한상공회의소

22

15,554,576

15,586

68,894,823,925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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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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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자치단체
기관명

파일 수

개인정보 건수

67

36,424,400

부산광역시

8,287

281,966,406

병무청

459

167,097,397

대구광역시

6,659

280,910,209

경찰청

4,938

555,702,073

인천광역시

6,770

207,740,546

교육부

283

96,954,500

광주광역시

4,810

94,228,221

보건복지부

885

57,970,973,600

대전광역시

3,031

89,085,049

기상청

36

389,756

울산광역시

3,361

101,274,104

문화체육관광부

414

18,409,000

세종특별자치시

1,017

17,745,844

여성가족부

45

5,860,825

경기도

26,985

1,145,579,831

농촌진흥청

26

999,278

강원도

9,596

198,308,763

산림청

725

4,825,894

충청북도

6,959

82,397,229

중소벤처기업부

117

11,222,968

충청남도

10,969

167,470,061

98

5,504,359

전라북도

8,958

161,499,087

565

84,887,973

전라남도

15,025

195,226,244

식품의약품안전처

141

1,996,366

경상북도

15,640

296,324,142

환경부

353

29,765,958

경상남도

17,830

306,152,610

고용노동부

2,254

462,586,495

제주특별자치도

2,057

49,745,589

해양경찰청

330

1,652,046

162,750

4,270,695,911

소계

부 록

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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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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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관
기관명

파일 수

개인정보 건수

기관명

대학

10,645

374,817,649

충청남도교육청

6,882

서울특별시교육청

10,899

93,945,861

전라북도교육청

6,713

9,900,105

부산광역시교육청

5,394

18,303,516

전라남도교육청

6,576

11,421,762

대구광역시교육청

3,881

12,682,287

경상북도교육청

7,617

56,062,277

인천광역시교육청

4,600

10,175,587

경상남도교육청

8,664

14,427,852

광주광역시교육청

2,737

7,261,87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2,567

7,401,681

소계

울산광역시교육청

2,214

5,062,60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462

1,287,807

경기도교육청

20,436

40,996,287

강원도교육청

6,305

8,710,468

충청북도교육청

4,405

6,856,404

파일 수

개인정보 건수
10,684,952

1,730

2,999,477

113,727

692,998,458

합계
292,063(파일 수)
73,858,518,294(개인정보 건수)

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별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은 [표 2-3-2]와 같으며, 세부적으로는
전 국민의 보건, 의료, 복지, 어린이집의 유아학비 정보 등을 보유한 보건복지부가 약 579억
건, 각종 세금, 연말정산, 사업자등록 등 재정정보를 보유한 국세청이 약 55억 건, 경기도 내
행정, 교통, 문화, 교육관련 정보 등이 약 11억 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정보주체
권리보장

1.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운영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2018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개인정보침
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16만 4,497건이고, 이는 2017년도 총 접수
건수 10만 5,122건에 비해 56.4%가 증가하였다.
2018년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 접수 유형을 살펴보면 [표 2-34]와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이 11만
1,000여 건(약 67%)이고, 신용정보 관련 문의 등 정보통신망법 적
용 대상 외 관련건이 3만 7,000여 건(약 22%)으로, 두 유형이 전체
89%를 차지하며 2017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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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신고

2,058

2,347

2,992

2,316

1,559

1,249

1,325

상담

164,743

175,389

155,908

149,835

96,651

103,873

163,172

합계

166,801

177,736

158,900

152,151

98,210

105,122

164,497

(단위: 건)

[표 2-3-4] 유형별 개인정보침해 접수 유형 분석
접수 유형
개인정보 수집 요건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634

3,923

2,442

2,568

1,876

2,764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명시 의무

396

84

268

65

54

69

112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847

1,139

1,200

868

390

681

553

1,988

2,242

3,585

3,141

3,881

6,457

941

1,022

1,036

857

622

484

425

개인정보 처리 위탁

125

44

40

22

25

73

141

영업 양도·양수

44

47

54

41

41

64

10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48

51

39

48

123

165

109

3,855

4,518

7,404

4,006

2,731

1,768

2,549

개인정보 미파기

779

602

686

767

545

723

1,036

정보주체 권리(열람, 정정요구 등)

717

674

792

957

855

862

1,149

열람·정정을 수집보다
쉽게 해야 할 조치

660

510

352

381

286

266

364

아동 개인정보 수집

47

36

33

34

33

49

92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 훼손·침해·도용

139,724

129,103

83,126

77,598

48,557

63,189

111,483

타 법 관련 개인정보 사례

12,915

35,284

57,705

60,480

38,239

30,972

37,156

합계

166,801

177,736

158,900

152,151

98,210

105,122

164,497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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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손·침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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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7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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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건)

[표 2-3-3] 연도별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상담·접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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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개인정보 침해 상담 및 신고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①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
거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수신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상담 증가, ② 보이스 및 메신저 피
싱 등 타인정보침해 상담의 급증, ③ 개인 간의 CCTV 설치·운영 관련 상담·신고의 지속
적인 증가, ④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미흡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노출 관련 상담·신고
의 증가이다.

부 록

첫 번째로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과 관련하여 약 2만여
건의 개인정보침해 상담·신고 및 46만 건의 불법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일명 불법 스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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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주요 내용은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수신 거부 불응, 선거운동 문
자메시지의 불법스팸 신고(선거운동 문자메시지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되지 않
음), 개인정보 불법수집 등이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의 전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가능함에
도 불구하고,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관련 개인정보침해 상담·신고가 증가하는 것은 개인정보
수집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의 수신 거부 불응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라
고 느끼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선거운
동과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을 통하여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
으나, 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무분별한 선거
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등으로 국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였다.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선거구민의 동의를 받아 전화번호 등을 수집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
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두 번째로 개인정보침해 신고 및 상담 접수 유형 중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정보 훼손·침해·
도용’이 총 11만 1,483건이 접수되어 작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주민등록번호 등 타
인정보 훼손·침해·도용’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침해 행위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 피싱, 인터넷 홈페이지 명의
도용, 메신저 피싱 등이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침해 수법을 다양화하여 꾸준히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에
는 타인의 메신저 계정을 도용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관련 피해 구제와 예방법
에 대한 상담이 급증하였다. 관련 정부기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8년 메신저 피싱 피해
금액이 144.1억 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73.5% 증가하는 등 실제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2018.12. 기준).
세 번째로 개인 간의 CCTV 설치·운영 관련 개인정보침해 상담·신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공개된 장소에는 법령에서 허용하거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 등 법률에 규정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CCTV 설치·운영이 허용되지 않는
다. 그러나 범죄 예방이나 시설 안전을 위해 CCTV 설치·운영이 대중화되면서 CCTV로 인
한 개인영상정보 침해에 관한 일반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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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례로는 어린이집 개인영상정보 열람 거부, 재건축 지역이나 건축 공사 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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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 도로면 상가의 CCTV로 인한 보행자의 사생활 침해, 화장실 등
현저히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CCTV 설치·운영 등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률상의 목적을 벗어나 이웃 간 소송 등의 분쟁 입증자료 수
집 목적이나 수사·행정기관의 단속 회피를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하는 사례들이 증가하면
서 CCTV 안내판 설치 등의 보호조치 또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상담·신고가 지속적으로 접
수되고 있다.
네 번째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미흡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노출 상담·신고의 증가
이다. 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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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흡하여 개인정보가 인터넷 등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놓
임으로써 침해가 발생되는 것이다. 주요 사례로는 홈페이지 비밀번호의 전송·저장 시 암호
화 미조치, 홈페이지 설계 및 관리 미흡으로 관리자 페이지 노출, 인터넷 게시판 또는 SNS상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게시 등이다. 특히 입사 지원자의 불합격 통보를 다수의 지원자에
게 전자우편으로 한꺼번에 발송함에 따라 불합격자의 이름·전자우편주소가 유출되는 사례
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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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강화
가. 프로파일링 대응권 강화
프로파일링은 개인정보의 기계화·자동화된 처리를 통해 개인의 취향, 행태 등을 분석·예
측하는 행위로 금융 분야에서는 통계모형·알고리즘에 의한 개인신용평가 외에도 온라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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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자동화된 보험료 산정 등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프로파일링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경
우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어 적절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EU 사례, 국내 법·제도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프로파일링에 대한 정보주체
의 적극적인 대응권을 확대·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018년 11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하였다. 동 법안은 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평가 관련 신용등급·점수

부 록

에 관한 설명요구·이의제기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자동화된 개인 평가를 기초로 하는 금융
거래에 대해서도 설명요구·이의제기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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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도입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 하여금 본인
정보를 제3자에게 이동시키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정보주체가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018년 11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하였다.
동 법안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본인의 긍정적 정보를 신용조회사(CB, Credit Bureau) 및
금융회사에 전달하여 개인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등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기관
에 분산되어 있는 본인 신용정보를 본인정보관리업자에게 제공하여 자산관리서비스 안내나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등을 받을 수 있다.

3. 정보주체 권리보장 시책 추진
방송통신위원회는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정보주체가 국외(해외)
사업자에게도 국내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관련 동의 철회, 열람청구, 정정요구 등을 행사하
는 것과 동일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였다.
또한, 국외(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실효성 미흡으로 인한 국내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국외(해외)사업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의무로 지정해야 한다
는 등에 대한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2018.9.)하였다.
이와 더불어 개정 법률에 따른 국내대리인제의 차질 없는 시행(2019.3.)을 위해 국내대리
인을 지정해야 하는 의무 대상 사업자의 기준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
정안을 입법예고(2018.12.)하였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국외(해외)사업자가 국내이용자에게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국내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한 후 제3국으로 재이전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전전유통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2018.9.)하였다. 국외이전된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국외이전과 동일
하게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
가별로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다르므로 수준에 맞게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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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상호주의 규정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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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시행된 GDPR은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결정권과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
하여 정보주체의 열람권, 정정권, 개인정보 이동권 등 이용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방송
통신위원회는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보장을 실질화하고자 하는 사회적 흐
름과 글로벌 트렌드에 맞추어 권리 보호 제도별(개인정보 열람·정정,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
개, 이용내역 통지) 사업자의 구체적인 이용자 권리 운영 기준을 담은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2018.9.)하였다.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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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1.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강화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고 다량의 개인정보를 취
급하는 공공·교육·보건복지 등 6대 분야를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 차
원의 기획점검과,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신고 등 사고 발생 시 이루
어지는 특별점검 등 매년 300여 개 이상의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규모 및 과태료 금액,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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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경각심을 고
취함으로써 동종업종 전반의 자체점검 및 개선을 유도하고 사회 전
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기본계획에 따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선정하여 개인정보보호 현장검사 및 온
라인 검사를 실시하였다. 2018년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결과, 「개
인정보 보호법」 위반 기업을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는 원칙을 갖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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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행정안전부 대표 홈페이지(www.
mois.go.kr)를 통해 공표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 등 개인정보처리자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최근 5년간(2013년부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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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까지) 발생한 주요 법규 위반사항과 이에 대한 국내외 판례 및 주
요 통계 등을 소개하는 사례집을 최초로 발간하여 개인정보처리자
의 자발적 보호조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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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중·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인
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병행하는
서면점검을 2018년 한 해 동안 300여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중·소
기업을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범위에 포함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 예방활동을 한
층 강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 노력 및 사
고 발생 시 신속대응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
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법규 준수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18년 가상통화 취급업소 및 O2O(Online to Offline) 등 신유형 서비스 분야의 이용자
가 급증하고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됨에 따라 32개사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
시하였으며 해킹 및 관리 부주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법률·기술적으로 대응하
여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OO보안업체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받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현장조사
를 실시하여 확보한 사고 관련자료 분석을 통해 해킹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 유
출 규모 등을 확인하였고 사업자의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과징금(1억 1,200만 원), 과태료
(1,000만 원), 시정명령 등 엄정한 제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최근 가상통화거래소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함
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10개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현장조
사하였고, 법규를 위반한 8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1,000만 원~1,500만 원)를 각각 부과
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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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단을 수행하고, 재검증 신청 등을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201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지표는 [표 2-3-5]와 같다.
[표 2-3-5] 201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지표
분야

진단 지표
1. 개인정보보호 기반 마련

4
10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2.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가중치

관리체계 구축(25점)
3. 개인정보보호 교육 추진

4

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수행

7

5. 개인정보 수집

7

6.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절차 운영

5

보호대책 수립 및 시행(30점)
7.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8.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9.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조치
10. 개인정보 침해대응 및 재해·재난 대응 절차 수립

13
5
10
7

1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이용 및 관리

18

1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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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고 대책(45점)

201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은 총 772개 기관(중앙부처 46개, 지방자
치단체 243개, 지방공기업 146개, 산하기관 337개)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특히 온라인을 통
한 진단을 중심으로 진행하여 대상기관들의 부담을 줄였으며, 진단 결과에 따라 기관별 개
선사항 점검을 강화하고, 소규모 지방공기업 등 자율적인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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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현장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공공분야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의 실질적인 향상에 중
점을 두었다.
진단 결과, 분야별로는 보호대책 수립 및 시행 분야가 가장 높게 진단되었고, 광역자치단
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부 록

진단 결과를 각종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대상기관에 결과를 통보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
을 조치하도록 하였다.
201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결과는 [표 2-3-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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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점)

[표 2-3-6] 201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결과

구분

대상

분야별

종합 평균
(전년 대비)

관리체계

보호대책

침해사고 대책

전체 평균

772개

80.66(↓0.8%)

81.02

86.07

80.84

중앙부처

46개

83.06(↓6.5%)

83.11

90.19

80.24

광역자치단체

17개

80.18(↓5.2%)

81.26

87.30

80.10

기초자치단체

226개

78.96(↓2.9%)

80.26

85.56

79.55

지방공기업

146개

81.41(↑0.1%)

82.73

86.73

80.26

산하기관

337개

81.19(↑1.4%)

80.48

85.51

82.07

3.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조사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는 해킹 등 안
전조치 미비로 인해 유출되었을 경우, 일반 개인정보와는 다르게 변경이 어려우므로 2차 피
해는 물론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중요하게 관리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한 침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체 공공기관과 5만 명
이상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1회 이상 안전조치 이행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조사는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주요 점검항목 26
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상기관이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해당 항목별 안전조치 이행결과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과정에서 서면 증빙자료 검토를 통
해 대상기관이 제출한 자체점검 제출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하고, 고유식별정보처리자
의 실질적인 보호수준 향상을 위해 사업체 규모 및 업종 등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방문 컨설
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조사기간 중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사업자 스스로 안전조치 이행
현황을 파악하고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조사는 2017년에 시범적으로 처음 시행하여 총 3,458
개 기관에 대해 조사가 시행되었고, 2018년에는 공공(초·중·고등학교 제외) 및 민간 총 1만
3,964개 기관에 대하여 조사가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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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조사 결과, 1만 3,964개(공공 1,553개, 민간 12,411개) 기관의 안전조치 평균 조
치율은 97.1%(공공 96.3%, 민간 97.9%)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조사를 통해 안전성 확보조치 규정에 대한 고유식별정보처리자의 다
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치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련 규정의 정책
참고자료로도 활용하고 있다.
[표 2-3-7] 2018년 안전조치 미흡 항목(평균 조치율 97.1% 미만)
2018년
구분

90.3%

② 일정시간 업무 미처리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차단

92.3%

③ 암호키 생성, 이용, 보관, 파기 등에 관한 절차 수립

93.0%

④ 외부에서 처리시스템 접속 시 안전한 접속수단 적용

93.5%

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기록 보관

93.9%

⑥ 시스템 접속기록에 접속일시 및 접속자, 업무내용 포함

94.5%

⑦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 제한

94.6%

⑧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 유출시도 탐지 및 대응

94.9%

⑨ 개인정보취급자의 시스템 접속기록 6개월 이상 보관·관리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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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정횟수 이상 계정 또는 비밀번호 오 입력 시 접근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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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및 민간 평균 조치율

4. 금융권 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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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융권 정보활용·관리 상시평가제 도입
금융위원회는 2017년부터 금융회사에 대해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을 지정토록 의무화하
였으나 아직까지 단순 실적보고에 불과하며 취약점 평가 및 보완조치 의무 등이 부재하는 등
조직·인력상의 한계 등으로 형식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따라 3,600여 개 전체 금융
회사는 신용정보법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기초한 8개 대항목 및 72개 세부항목에 대

부 록

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자율규제기구는 금융회사 자체평가를 서면으로 점검하여 결과를 점
수화·등급화하여 금융당국에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평가결과에 기반하여 필요
시 현장점검, 테마검사 등을 실시하고 취약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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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증마크 제도 도입 등 시장규율 강화 및 포괄적 조치명령권 도입
금융위원회는 일정기간 정보활용·관리 상시평가 결과가 우수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등
이 없는 경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인증심사위원회’를 통해 ‘안전성 인증마크’를 부
여키로 하였다. 또한, 금융회사 등에 개인정보보호·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장에 공시
토록 하고, 자율규제기구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을 강화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
보보호 중요성 인식 환기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보보호 우수기관의 정보 활용·관리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전 금융권 대상으로 적
극 공유하는 등 금융회사의 정보관리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권의 대량 정보유
출·침해사고 등 위기 발생 시에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신용조회회사 등의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포괄
적 조치 명령권을 갖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제4절

개인정보
환경 개선과
기술 지원

1.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제공 확대
과거 온라인에서 본인확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주민등록번호의
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없이 본인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2008년
부터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
공아이핀(I-PIN)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과 민간아이핀 간 중복투자 및 예산 낭비라는 국회·언론
의 지적과 휴대폰, 신용카드 등의 본인확인 인증수단의 확대로 2017
년 9월 공공아이핀과 마이핀의 단계적 폐지가 결정되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2018년 10월 31일부터 공공아이핀의 발급이 중단되었다. 그
후 2019년 1월부터는 공공아이핀에서 제공하던 4,319개 홈페이지에
서 아이핀을 인증해주는 인증 모듈의 이용 및 보급을 중단하게 되었다.
다만, 공공아이핀 신규발급이 중단되고 민간아이핀으로 일원화됨
에 따라 정보취약계층의 민원 최소화를 위해 주민센터 방문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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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민간아이핀 발급은 가능하게 하였다. 이를 위해 시스템 연계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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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검증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정보통신망법 시행
령 개정을 지원하였다(2018.7. 개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없이 온라인에서 본인확인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통
신망법 및 하위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제공하는 본인확인기관의 지정기준을 마
련하였으며, 2017년 기준 민간아이핀, 휴대전화, 공인인증서를 대체수단으로 제공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제공하는 본인확인기관으로 민간아이핀은 3
개의 신용평가사(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휴대전화는 이동통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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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SKT, KT, LG U+)를 지정하였으며, 공인인증서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
13조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의제하고 있다.
[표 2-3-8]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본인확인수단) 제공 현황
구분

제공기관

소관부처

공공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행정안전부

민간

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이니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KT, KT, LG U+

방송통신위원회

국민,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카드

방송통신위원회

아이핀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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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신용카드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본인확인이 휴대폰
본인확인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이핀 부정발급 사고에 따른 아이핀의 신
뢰도 하락, 추가인증·유효기간제 도입 등 아이핀 안전성 강화조치에 따른 불편함에 기인한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부분의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대중성과 휴대전화만 가지
고 있으면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한 편의성도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이핀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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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인증을 도입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 없이도 모바일 앱을 통하여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이미 대부분의 이용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하고 있고
다른 본인확인수단이 없는 경우에만 주로 아이핀이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휴대전화 본인확인의 경우 대중성 및 편의성이 높은 강점이 있어 대부분의 이용자가 이용

부 록

하고 있는 반면, 아이핀 본인확인은 보편성이 높아 휴대전화 본인확인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
각지대에 있는 이용자를 수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인확인이 휴대전화에 집중되는 것은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풀이될 수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이용자
의 선택권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신규 본인확인수단 도입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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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다양한 본인확인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7개 신용카드사와 협력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한 본인확인서비스를 도입하였다. 7개 신용카드사가 2018년 3월부터 4월
까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어 신용카드 본인확인서비스를 개시
하였다. 또한, 신용카드 이용자가 차별 없이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
로 신용카드사에 대한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추진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년 본인확
인기관 지정심사를 실시하여 2018년 12월, 보완사항을 조치 완료하는 조건으로 농협카드
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농협카드는 보완사항을 조치한 후에 신용카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운영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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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를 원스톱 지원하고 있다.
(단위: 건)

[표 2-3-9]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이용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홈페이지
접속건수

10,863,259

2,929,593

3,567,009

7,271,777

4,228,041

2,702,229

4,607,421

3,731,481

확인내역
조회건수

3,615,960

668,939

768,290

1,529,034

1,569,277

868,837

1,550,411

742,357

회원탈퇴
신청건수

413,077

404,402

749,733

1,607,245

744,784

168,454

399,180

174,486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는 2016년 ‘인터넷 본인확인 내역 통합 조회서비스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공공·민간아이핀(2016.5.) 및 휴대폰(2017.8.) 본
인확인 내역 조회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 개편하였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는 언론보도,
카드뉴스, SNS(네이버 포스트, 페이스북 등), 보도자료 배포 등 멀티채널을 통한 다각적인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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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활동에 힘입어 많은 국민이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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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는 2016년부터 3년 연속 국민 혁신 우수사례로 선
정되는 등 정보주체의 알 권리 보장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한 대표적인 전자정부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3. 인터넷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 운영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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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해 온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변경된 정책에 대한
홍보·안내,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였다.
2018년에는 국내 340만 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불법 수집하는 웹사이
트에 대해 불법 수집창 삭제 등 개선 안내를 실시하였고 자체 개선이 어려운 영세·중소 사업
자를 대상으로 웹사이트 설정 변경, 수정 지원 등 550건의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였다.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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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안내에도 불구하고 미개선 상태인 웹사이트에 대해서 이행점검 및 추가 개선 안내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그 결과, 주민등록번호 불법 수집·이용 사업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19년에는
미개선 사업자에 대해 법률 상담 및 기술적 조치 등을 안내하고 맞춤형 개선 지원을 위한 클
린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제 4 편 해외 동향

4.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관리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자료 등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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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작
업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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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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종합포털 주요 서비스 내용은 [그림 2-3-1]과 같다.
[그림 2-3-1]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주요 서비스

이용주체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www.privacy.go.kr

정보제공

기술지원

•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 PC 보호조치

• 개인정보보호 관련

•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

•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검색

공공기관/사업자

정책지원

행사 공지

• 관련법령, 지침,

지원

• 개인정보 처리방침

점검도구 배포

만들기

가이드 등 제공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소개

교육제공

국민

민원접수

• 온라인교육 수강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접수

• 수강이력 조회

• 본인확인내역 통합조회 접수

• 현장교육 신청
• 수료증 발급

•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검색

• 침해신고 접수
• 분쟁조정 접수
• 유출신고 접수

5. 소상공인 대상 등 개인정보보호 기술 지원 추진
개인정보를 탈취하기 위한 사이버 공격은 더욱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적절한 대응 프로세
스를 확보하지 못하는 영세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 예산·전문성이 미흡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 준수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160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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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영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법 의
무사항 준수·이행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온라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고유식
별정보 암호화, 비밀번호 적용 등 안전조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PC 환경의 자율
점검 도구를 배포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수준을 제고하고 자율적 안전
조치 역량을 강화하였다.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는 2018년 한 해 동안 쇼핑몰·음식점·학원·복지 등 사회 전반
에 걸쳐 서비스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비영리단체 약 180여 업체를 지원하였
으며, 중소사업체 및 비영리단체 소속직원 3,040명을 대상으로 업무용 PC 개인정보 점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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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배포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의 영세·중소기업이 정보보호에 필요한 예산, 인력, 지원 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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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지원센터에서는 2018년 한 해 동안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웹 취약점 점검,
정보보호 현장컨설팅, 기업 민감정보 보호조치 등 4,003건의 정보보호 서비스를 지원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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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1,299명을 대상으로 한 정보보호 전문교육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정보보호 인력양성 활
동을 추진하였다.

6.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의 컨설팅 지원

제 4 편 해외 동향

[그림 2-3-2] 2018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경진대회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비
식별 조치의 기술적·절차적 진입장벽
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 등을 지원
하기 위하여 2016년 8월부터 공공·정

부 록

보통신 분야 빅데이터 비식별 지원 전
문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지정
하였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비식별 조치를 위한 현장방문 컨설팅,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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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지원, 비식별 기술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비식별 조치의 인식 제고를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 기술 경진대
회를 개최하였으며, 개인정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비식별 조치 기법 및 실무, 현황, 주요 이
슈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비식별 조치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를 주제
로 해외 전문가초청 토크콘서트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중소·영세사업자 대상으로 원활
한 비식별 지원을 위한 비식별 조치 테스트 베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단위: 건)

[표 2-3-10] 2018년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통계 현황
2016년
~
201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문의사항

100

5

4

3

3

5

3

3

7

-

-

-

-

133

컨설팅

81

3

4

4

2

3

3

4

2

2

2

2

2

114

구분

2018년

합계

교육

32

-

-

-

1

-

1

1

-

2

5

4

2

48

적정성 평가

13

-

-

-

-

1

1

-

-

-

-

-

-

15

합계

226

8

8

7

6

9

8

8

9

4

7

6

4

310

[그림 2-3-3]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한·미·일 비식별 전문가 토크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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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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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 발간
2018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의 대두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합
리화 노력이 계속되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개인정보 보호법」 제
26조) 위탁자와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 및 조치사항을 제시하여 개인정보 처리 현장
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외 위탁 시 감독 의무의 이행 등 사업자 문의가 많은 부분에 대한
해설을 제공하고자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를 발간(2018.6.)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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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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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목차)

8.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기술 응용 서비스 개발
제 4 편 해외 동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비정형·반정형 데이터 이용 기업의 증가에 비해 관련된 기술 개발
과 연구가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형·반정형
데이터에 대한 익명화 기술 및 동향 등 비식별 조치 방안을 연구하였다.
또한, 평문과 암호문에서 같은 성질이 유지되는 동형암호를 활용하여 암호화된 개인정보

부 록

를 풀어보지 않고도 통계와 데이터 분석에 활용이 가능한 기술 연구를 지원하였다. 기관 협
력(서울신용보증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을 통해서는 비식별 데이터 2종을 확보하여 안
전한 빅데이터 이용 환경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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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자율규제
촉진

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ISMS-P)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기업이 운
영 중인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개인정보보
호 관리체계 인증제도(PIM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이하 ‘PIMS’라 한다)’를 2016년부터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고 클라우드, 인
공지능(AI), IoT 등 다양한 방식과 채널을 통해 개인정보가 이용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PIMS 인증에 대한 수요도 꾸
준히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최초심사를 통해 총 17
개 신규 PIMS 인증서를 발급하였고, 사후·갱신 심사를 통해 59개의
인증서를 유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11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이하 ‘ISMS’라 한다)’ 인증과 제도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인증 중복 운영에 따른 기업부담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간(행정안
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의를 거쳐 ‘정보보
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통합 고시안을 마련하였다.
통합 고시에는 주요 정책사항 결정을 위한 관계부처(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간 협의회 구성·운영,
기존 ISMS·PIMS 인증심사원 전환교육을 통한 심사원 자격 전환,
ISMS(104개)·PIMS(86개) 중 유사항목을 통합하여 ISMS-P(102개)
인증기준 마련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9년부터 통합 고시에 따라 ISMS-P 인증심사를 수행할 수 있
도록 기존 인증심사원을 대상으로 ISMS-P 자격전환 교육 및 평가를
시행하여 총 540명의 심사원에 대해 자격을 전환함으로써 통합 인
증심사에 대한 역량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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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통합인증제도의 운영 기반 강화 및 제도
의 조기정착을 추진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환경 조성 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
하고 있다.

2.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및 자율점검 추진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
협·단체 주도의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고자 2016년에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
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하였다. 동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율규제단체는 자체 자율규제
규약을 마련하고 소속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 자율점검, 컨설팅
등을 수행한다.
[표 2-3-11] 연도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현황(2016년~2018년)
변경사항

총 단체 수

비고
공인중개사협회, 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여행업협회,
학원총연합회, 건설기계협회, 골프연습장협회,
병원협회, 기술사업화진흥협회, 골프장경영협회

2016년

신규 9개 단체 가입

2017년

신규 5개 단체 가입,
의약 분야 전문기관 지정

14개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한방병원협회,
한의사협회

2018년

자율규제 활동이 미흡한 2개 단체 취소

12개

△기술사업화진흥협회, △골프연습장협회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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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 4 편 해외 동향

2017년에는 자율규제단체의 지정과 단체의 자율규제 활동 등을 지원하는 자율규제 전문
기관을 총괄·분야별 전문기관으로 세분화하여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안
전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총괄 전문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보건 분야 전문기관
으로 지정하였고, 신규 7개 단체를 추가 지정하여 자율규제단체가 총 14개로 증가하였다.

부 록

2018년에는 개인정보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반을 운영하여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
에 관한 고시」 개정(안) 및 ‘자율규제단체 운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방안에 의
거하여 자율규제 활동이 저조한 2개 단체의 지정을 취소하였고, 자율규제 활동이 우수한 단
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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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촉진 및 컨설팅 추진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및 개인정보 활용 서비스 증가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증
가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업 스스로 이용자
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송·통신·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
규제를 도입·시행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을 의결(20
18.3.)하여 자율규제 체계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통신·쇼핑·알뜰통신·유료방송 등 4개 업종
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회원사와 협의하에 자율점검, 현장 컨설팅, 인증 취득, 교육 등 다양한
방식의 자율규제를 추진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와 함께 자율규제 참여 사업자 중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거나 수탁사(협력
사) 등에 대한 지원·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경우, 기준 금액의 30% 이내에서 과태료를 추
가 감경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지침」에 세
부기준을 마련(2018.7.)하였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율규제 시행에 따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인정보보호 자율
규제 심의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인정보 및 자율규제 관련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전
문가 7인을 심의평가위원으로 위촉하였다. 2018년 11월에 개최된 첫 회의에서는 자율규제
관련 평가 대상(안), 심의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안) 등을 의결하고, 통신·쇼핑·알뜰통신·유료
방송 등 4개 분야의 연간 자율규제 활동 결과에 대한 심의·평가 계획을 논의하였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소·스타트업 사업자들이 예산과 인력의 문제로 대기업에 비해
개인정보보호 여력이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중소·스타트업 사업자들의 고민을 나누고,
개인정보 관련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였다. 이번 현
장 컨설팅은 통신·쇼핑·알뜰통신 등 총 5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단위: 개)

[표 2-3-12] 2018년 업종별 개인정보보호 현장 컨설팅 지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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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통신

쇼핑

알뜰통신

스타트업 및 일반

합계

기업 수

20

13

3

16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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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인정보보호 교육

제 4 편 해외 동향

제2절 개인정보보호 홍보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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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제1절

개인정보
보호 교육

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교육
을 진행하는 한편 각 기관, 공무원 교육기관 등에도 개인정보보호 교
육을 시행하도록 독려해 총 267만 8,969명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른 필수 조치사항 등을 교육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업무담
당자들의 업무 숙련도 제고를 위해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림 2-4-1] 2018년 개인정보보호 순회교육

2019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단위: 명)

[표 2-4-1] 2018년 공공·민간분야 개인정보보호 교육 운영 실적
공공분야
구 분

민간분야
인원

CPO 교육

3,333

순회교육

1,804

대상

구 분

인원

책임자

CPO 교육

3,163

순회교육

302

담당자
2,125

전문교육

267

자체교육

1,651,976

자체교육

359,882

교육기관

17,331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

112,333

취급자

취급자

사이버 교육

46,655

사이버 교육

342,826

전문강사 활용

109,346

전문강사 활용

27,626

1,832,570

책임자
담당자

전문교육

합 계

대상

합 계

846,399

아울러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교육 및 정보 접근이 취약한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사업자,
일반 국민을 위해 주요 지역의 주민센터 등에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를 총 230개소 설치·운
영하여 교육홍보 및 컨설팅 연계창구 역할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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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동영상 교육, 집합교육 등 각종 교육을 통해
정보주체 및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보호의 소중함을 전파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 담
당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역할 모델도 제시하였다. 아울러 행
정안전부에서 제작·배포하는 각종 교육자료 및 홍보물도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에 우선 전
달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내외 동향, 사례 공유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중앙부처, 지자체 등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담당자, 민간분야 개인정보 보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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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정책방향 및 개인정보 유·노출 사례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개인정보취급자 등)의 개인정보 관리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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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자별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인정보보호 일반(정기교육 과정1), 개인
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정기교육 과정2), 판례·사례분석 및 개인정보 실태 점검 방
법 등 심화교육으로 세분화하고, 질의응답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이해도 증진 및 최신 정보보
호 동향 파악 등이 가능하도록 현장교육을 운영하였다.
또한, 자체 개인정보보호 전문가가 부족한 중소·영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찾아가
는 개인정보보호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교육 확산 및 수도
권·지방 균등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교육 전문강사단’을 선발·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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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지원하였다. 연중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개인
정보보호 포털(i-privacy.kr)을 통하여 사업자 대상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단위: 명)

[표 2-4-2] 2018년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현황
오프라인

온라인

합계

교육인원

25,703

20,826

46,529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교육의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이며 향후 개인정보

부 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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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자가 될 초·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개인정보보호 현장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교사·학부모·노년층에 대하여서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또한, 온라인 개인정보보
호 포털(i-privacy.kr)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단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자 대상 온
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단위: 명, 건)

[표 2-4-3] 2018년 이용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현황
구분

오프라인

온라인

교육인원

150,100

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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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의 수준·직급에 맞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교육 콘텐츠 3종(기
본, 실무, 전문 과정)과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보호를 스스로 실천할 수 있
도록 대상별 맞춤형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교육 콘텐츠 5종(초·중·고, 일반, 교원 과정)을 개
발하였으며, 앞으로는 지역과 시간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개인정보보호 교육 기회를 제
공할 예정이다.
[그림 2-4-2] 2018년 이용자 및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재

초등학생 과정

사업자 기본과정

한편, 모바일 단말기 중심으로 위치정보 산업의 활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고 다른 산
업과 융합하여 성장함에 따라 위치정보 기술은 4차 산업의 핵심 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
만 개인위치정보는 유출 또는 오·남용 시에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생명 또는 신체에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 세계적으로도 개인위치정
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６９ )

170

６９)		리서치사인 테크나비오(Technavio)의 ‘Global LBS Market 2017-2021’보고서에 따르면 ‘프라이버시와 보안’이 위치정보 산
업에서 가장 주된 도전과제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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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와 더불어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보호를 지원하기 위
해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대상으로 개인위치정보보호 수준 역량 강화
를 위한 ‘위치정보 보호조치’ 교육을 실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상·하반기 3차
례 진행되었던 ‘위치정보 보호조치’ 정기교육을 6차례로 확대·실시하였고, 이용자 대상 교육
콘텐츠(웹툰 2종, 리플릿 1종) 개발 및 SNS를 통한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자 및 이용자가 자
율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다.
교육은 개정된 위치정보법과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권고 해설서’에 대한 내
용으로 구성하여 319개 사업장, 총 435명에게 교육을 제공하였다. 이 외에도 ‘개인위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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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 우수사례 소개’와 ‘주요 법규 위반사항 및 개선조치’ 및 ‘국내·외 위치정보 사업 및
기술 동향’ 등 교육 참석자가 희망하는 전문교육에 대하여 특강 및 패널토의를 진행하여 교
육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그림 2-4-3] 2018년 사업자 대상 위치정보 보호조치 교육 현장

패널토의

(단위: 명)

[표 2-4-4] 2018년 사업자 대상 위치정보 보호조치 교육 결과
구분

정기교육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제6차

91

115

82

81

35

31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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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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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교육

435

3. 금융위원회
부 록

금융위원회는 위원회 및 산하기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개
인정보 보호법」의 이해와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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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호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다(2018.2.).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내용, 개인정보보호
주요 정책, 추진 방향,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하였다.
또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도 지속적인 개인
정보보호 교육을 수행하였다. 금융보안원 및 각 금융권역별 협회와 협력하여 금융회사 개인
(신용)정보 담당자 및 금융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18
년 1월에서 12월까지 총 14회의 개인신용정보 보호 교육을 수행하였고, 대학생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전문과정 교육을 실시
(2018.12.)하였다.
이러한 교육 실시와 함께 금융회사 임직원이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법규상 의무를 쉽
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신용정보법 위반 및 제재 사례를 자세히 기술한 교육자료를 마련
하여 배포하였다.

제2절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2018년 인터넷 내
정보 지킴이’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 캠페인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개인정보
보호 홍보

있으며 2018년에는 ‘SNS 내 정보 지키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동
(소확행, 小確幸)’을 주제로 SNS 계정 로그인 2단계 인증 설정하기,
SNS상 개인정보 공개 범위 및 게시물 속 개인정보 확인하기, SNS를
통한 소셜로그인 이용 시 제공되는 개인정보 내역 확인하기 등 이용
자가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안내하였다.

[그림 2-4-4]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의 캐릭터를 활용한 온라인 광고

애니메이션(카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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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공항 편)

SNS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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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8년에는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의 캐릭터인 ‘지킬, 앤, 가이드’를 활용하여 애니
메이션, 카드뉴스, 모바일 메신저 이모티콘 등을 제작한 후 인터넷 이용률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동영상 서비스 제공 플랫폼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온라인 광고를 송출하였다.
또한, 홍보 효과 제고를 위해 추석연휴 기간에 KTX 및 SRT 전 노선 객실 내 영상매체를
통해 오프라인 광고를 송출하였고,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등 전국 공항, KB국민은행 및 이
마트 전국 영업점,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전광판 등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홍보를 추진하였다.
더불어 국민의 관심과 참여 제고를 위하여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아이디어 제안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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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2018.9.~11.)을 개최하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국민이 가장 많이 활용
하고 있는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제작 및 배포하였다.
[그림 2-4-5] 인터넷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

인천국제공항 내 캠페인 영상 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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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캐릭터 이모티콘 제작

캠페인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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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상·하반기에 사업자 및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이 모여 정보를 공
유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행사를 주최하고 있다.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콘퍼
런스(2018.5.) 개최를 통해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및 GDPR 시행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등을 공유하는 한편, 정책 상담·홍보부스를 통해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
라인, 스팸 정책 등을 안내함으로써 기업 실무자들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부 록

더불어 CPO 간담회를 개최하여 유럽연합 사법총국 담당 집행위원에게 포털·쇼핑·게임·제
조 등 EU에 진출한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하는 등 직접적인 소통 기회
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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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6]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홍보

개인정보보호인의 밤

개인정보보호 페어-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콘퍼런스

제3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또한, 제3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2018.8.)를 개최하여 가상의 개인정보 침해
사고 사례를 가지고 모의재판 형식으로 진행해 참가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을 높이
고 참가학생과 기업 전문가 간의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여 참가 학생들에게 일자리 체험 기
회를 제공하였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보호인의 밤 행사(2018.12.)를 개최하여 국민·기업 담당자·전문가 등
우리 사회 전 분야 개인정보보호인들이 모여 한 해의 개인정보보호 성과를 공유하고 다음 해
의 노력을 다짐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보호 유공자를 표창하고 개인정보보호 공모전 수상
작을 전시하는 등 상호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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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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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헌법기관

제1절

국 회

1. 개요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
회적 관심과 정보기술의 수준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는 개인
정보보호 운영 기반과 인식 제고, 양 측면을 모두 강화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사이버안전센터 유지관리 및 위탁운영 사업, 노후
정보보호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증설, 국회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
보호컨설팅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강화하는 동시에 모
의훈련 실시, 정보보호 교육 실시 및 정보보호 안내 포스터 배포 등

2019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국회 구성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에
도 주력하였다.
국회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1-1]과 같다.

2. 추진 실적
가. 사
 이버안전센터 운영 등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
방 및 대응
국회는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이버안전센터 유
지관리 및 위탁운영 사업과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국
회 입법정보시스템에 대한 24시간 365일 보안관제를 통해 보안 침
해사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고 국회 정보자원의 안전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다. 또한, 안보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실 PC를 연 2회 보안점검함으로써 침해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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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고 발생 및 사이버 위기경보 발
령 시 외부 유관기관 및 업무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가동하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
라 집중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신 사이버 공격유형 대응요령과 사이버 위기경보 회보 등
을 안내하고 있다.
[표 3-1-1] 국회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분야

추진 실적

사이버안전센터
유지관리 및 위탁운영

•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활동
- 사이버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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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운영

국회 정보보호시스템 강화

•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증설
- 통합보안관리시스템, OTP 인증시스템 증설, 취약점점검시스템 교체 등
정보보호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증설(8월)
- 백신 SW 및 보안서버(SSL) 연간사용권 구매 및 적용(4월)

모의훈련 실시

• 매월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국회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1~12월)

정보보호 교육

•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 국회 소속 직원 대상으로 정보보호 교육 실시(5월)
• 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자 교육 강화
- 랜섬웨어 디펜더 콘퍼런스 참석(2월)
- 사이버안전센터 설명회 참석(3월)
-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 협조체계 협의(5월)
- 2018년도 전자정부 정보보호 전문교육 참석(7월)
- 국제 사이버 시큐리티 콘퍼런스 참석(8월)

정보보호 안내 포스터 배포

• 각 건물 게시판에 정보보호 안내 포스터 게시(1~12월)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사업명

제 4 편 해외 동향

나. 국회 정보보호 강화 사업
국회는 개인정보보호 기반 강화의 일환으로 정보보호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증설하였
다. 2018년 4월 백신 소프트웨어와 대국민 정보서비스 통신구간 암호화를 위한 보안서버
(SSL, Secure Sockets Layer) 연간사용권을 구매·적용하여 대국민 정보서비스 및 업무용
PC 사용환경의 안전성을 제고하였다.

부 록

또한, 2018년 8월에는 통합보안관리시스템과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 등을 업그레이드
하고, OTP 인증시스템 증설, 취약점점검시스템 교체 및 정보보호관리시스템 도입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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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보호 강화 사업을 통해 국회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정보보호 안전성을 강화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담당자 업무역량 강화
국회는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매월 모의훈련을 실
시하고 국회 내 각 건물에 정보보호 안내 포스터를 게시함으로써 소속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다.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5월)도 실시
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랜섬웨어 디펜더 콘퍼런스(2월), 사이버
안전센터 설명회(3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 협조체계 협의(5월), 2018년도 전
자정부 정보보호 전문교육(7월), 국제 사이버 시큐리티 콘퍼런스(8월) 등 각종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업무역량 강화를 도모하였다.

3. 향후계획
국회는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보안관제의
중심축인 사이버안전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정기 보안점검을 시행함으로써 정보보호시스템
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노후화된 정보보호
시스템을 교체하고 보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갱신하여 보다 안전한 입법정보서비스 기
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른 정보보호 컨설팅을 실시하여 개
인정보보안 위협요소 제거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 외에도 주기적인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관리자 및 책임자 등의 인식 수준
을 제고할 것이다.

제2절

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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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법원에서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체계 정비 및 제도 개선, 기술적·시스템적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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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 조치의무 이행 및 교육 실시 등 다방면에서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노
력해왔다.
시스템 개선이나 제도 개편에 그치지 않고 각급 법원별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각 법원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PC 개인정보검색솔루션을 통해 업무용 PC에 보관된 개인정보를 정기적으로 점검
하여 삭제 및 암호화하고, 대전 이남 지역 법원까지 전국적으로 망 분리 확산 시스템을 구축
하였다. 이 외에도 디도스 공격, 지능형 표적공격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훈련을 정기적으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로 실시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법원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1-2]와 같다.

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등기소에서 재판사무시스템에 접속하여 소송관계인의 특정을 위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등기 및 공유물 분할 등 형성판결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삭제하였다.
또한, 사건관계인과 비실명 처리 범위에 법인 등의 명칭을 추가하여 판결서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을 줄이고자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를 일부 개정
하였다.

제 4 편 해외 동향

주소에 대한 비실명 처리 방식에서 동·호수를 비실명 처리 범위에 포함시켜 판결서 공개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을 줄이고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을 일부 개정하였다.
「주민등록법」 제7조의4에 따라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공시되지 않도록 신청하는 절차 및

부 록

공시제한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은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
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0호)」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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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법원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사업명

추진 실적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개정, 제도 개선

• 2018년도 법원행정처 개인정보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일부개정
•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0호)」 제정
•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 업무 관련
가이드라인 보완

• 공유서버 폴더 정리 가이드라인 개정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 각급 법원 개인정보보호 자가 실태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율적 실태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유도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 등기빅데이터시스템 구축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 법정녹음저장관리시스템 등 구축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시스템 3차 구축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사법부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

• 디도스 공격 대비 훈련 및 지능형 표적공격(APT) 훈련 실시
• 전국 등기소 가상사설망(VPN) 장비 교체 및 노후 등기 방화벽 교체(12월)
• 분당 전산정보센터 청사 내 무선침입방지시스템 도입
• 망 분리 기반 시스템 전국 법원 확대 실시
• 전국 법원, 등기소 PC 윈도우 보안패치 프로그램 설치
• 전산정보관리국 사이버보안점검의 날 실시
• 2018년도 사법부 정보보안 보안컨설팅 사업 수행

개인정보 노출 점검

• 모니터링을 통한 사법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점검
• PC 필터 설치 및 정기검사
• 각급 법원 공유서버 내 개인정보 정리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

• 각급 법원 자체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내 수탁업체 직원 교육 실시
•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관 실시 교육 이수

개인정보보호 실천문화
확산

• 사법부 전산망 티커 공지로 개인정보 삭제 및 암호화 참여 캠페인 실시
• 사법부 전산망 게시판에 각종 개인정보보호 자료 게시 및 커뮤니티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정보 교류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사법부 전산망 업무마당 게시판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 내용을 공유하고 커뮤니티를 통
하여 각급 법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Chief Privacy Officer) 및 보호담당자에게 개
인정보보호 관련 이슈 기사와 매월 각급 법원 PC 필터 설치 및 검사현황을 공유하였다. 각급
법원별 자율적 실태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유도하였고, 등기
빅데이터시스템 구축사업, 법정녹음저장관리시스템 등 구축사업 및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
지원시스템 3차 구축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각각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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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보안관제 및 보안관리 강화를 위하여 전자가족관계등록, 인터넷등기소에 대한 디
도스 공격 대비 훈련(5월, 11월)과 지능형 표적공격(APT)에 대비한 악성코드 메일 훈련(5월,
11월)을 각각 실시하였다. 전국 등기소 가상사설망(VPN) 장비 및 노후 등기방화벽을 교체하
고 분당 전산정보센터 청사 내 무선침입방지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대전 이남 지역 법원에
망 분리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개인 PC 보안을 강화하고 랜섬웨어 예방을 위해 전국 법원, 등기소 PC에 윈도우 보안패치
프로그램을 설치(3월, 6월, 9월, 12월)하고 전산정보관리국 직원(외주인력 포함)을 대상으로
매월 사이버보안점검의 날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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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전문 컨설팅업체를 통해 사법부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점검 및 개선작업을 실시
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신규 법원 직원 및 법원 관리자의 개인정보보호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규 직원(9급·5
급), 신임과장, 신규 전산서기보, 법원행정처 각 실·국 서무담당자,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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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원,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내 수탁업체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법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콘퍼런스 참가, PASCON
2018 개인정보보호교육 콘퍼런스 참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설명
회 참가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에 대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정보화 교육과 행
정안전부 주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예방 교육을 각각 이수하였다.
각급 법원별로 소속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확산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에 대

제 4 편 해외 동향

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각각 실시하였다.

3. 향후계획
부 록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과 부합하도록 「법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칙」 및 「법원 개인정보보호지침」을 검토 및 개정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상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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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터링, 개인정보 영향평가업체의 보안컨설팅 등의 제도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강화
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또한, 법원이 보유한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등에 대한 사법부 보안강화를 위하여 PC필
터솔루션의 정기검사를 통한 암호화 및 새롭고 다양한 각종 위험에 대비한 모의훈련 등을 정
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획일적인 교육을 지양하고 각급 법원별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자율적인 개
인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제3절

헌법재판소

1. 개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업무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
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개인정보의 유·노출은 국민
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
호 법규 및 기본계획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제도 운영, 개인정보 침해
예방 및 역량 강화, 안전성 조치 강화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개
인정보보호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18년에는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의 정책 점검을 하였고, 침해 예방을 위하여 개인정보파일 보유현
황과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취급자 및 개인정보처리시스
템 관리자에 대한 자체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 취약점 점검, 정보보호
SW 운영 점검 등을 통해 안전성 조치를 강화하였다.
헌법재판소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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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실적

[표 3-1-3] 헌법재판소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분야

사업명

개인정보보호
제도 운영

개인정보보호 정책 시행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범정부 및 유관기관 업무협력
내재적 역량 강화

추진 실적
• 「개인정보 보호 규칙」 및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기준 점검
•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업무 효율화
• 재판소 취급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외주업체 인력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개인별 개인정보 실태 점검

• 개인정보 유출 대비 모의훈련 수행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강화
물리적 안전조치 강화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조치 강화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상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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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예방 및 권리보장
개인정보 침해
예방

기술적 안전조치 강화

•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 점검(연 2회)
• 불필요한 개인정보 파기
• 출입통제 및 잠금장치 강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관리시스템 도입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전반적인 취약점 점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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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정보보호 제도 운영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규칙」 및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2018년에는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2018~2020)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의 보유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 후 그 내용을 반영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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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침해 예방 및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헌법재판소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침해예방을 위하여 개인정보 검출 SW를 통하여
개인별 관리실태를 점검하였고, 법규에 맞게 개인정보파일이 운영·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하

부 록

여 홈페이지에 개인정보파일 목록을 공개하였다.
헌법재판소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및 세미나에 참석하였고, 업무부서의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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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 의식을 고취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수탁자인 외부 용역업체 관리
자에게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조치 강화
헌법재판소는 매년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있는데, 발견
된 취약점은 즉시 조치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자체 사이버안전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 내외부로 전송되는 패킷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이를 분석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암호화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 등의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접근통제와 접
근기록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3. 향후계획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19년
에는 재판소의 개인정보 규정 및 정책을 정비하고, 2020년 개인정보 시행계획 및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1~2023)을 수립하며,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점
검할 예정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직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하고, 개인정보보호 수준 자가진단 및 관리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
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매년 보안취약점 점검을 통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보호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사이버안전센터의 보안관제 활동을 통하
여 개인정보 유·노출에 대응하고,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의 주기적 점검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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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
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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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1. 개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차 산업혁명 도래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정보 취급 분야의 다변화 및 적용범위의 확장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해 깊이 인지하고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개정사항을 내부지침에 반영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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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실 있는 보호정책을 수립·시행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고, 개
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차단시스템 및 검색엔진을
이용한 실시간 탐지·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을 연중 실
시하였으며, 전국단위 선거를 계기로 주요 선거정보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각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수준 및 침
해 위험요인을 조사·분석한 후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였다.
또한,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대비 신속한 대응체계 확보를 위한
365일 통합관제 및 이메일악성코드차단시스템 운영, 바이러스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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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사용권 갱신, 개인정보 보관 주요 장소의 출입통제 등 개인정
보 침해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여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였다.
향후 교육 및 안내 등을 통해 조직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더욱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에 대한 경각심
을 고취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것이다.

제 4 편 해외 동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1-4]와 같다.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부 록

2. 추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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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2018~2020) 및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2018)을 수립하여 그동
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비전 및 목표, 추진과제를 정립하고 단계별·과제별 추진방안을 설정
하는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였으며,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및 규칙 개정사항
을 반영하기 위해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 추가’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기준 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과 개인정보 권익침해 구제방법 및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유기간을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시행하였다.
[표 3-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분야

사업명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법령 등 개선

•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2월)
•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수립(2월)
•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3월)

추진체계 정비

• 내부관리계획 개정(3월)
• 개인정보보호 전담직원 현행화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침해예방대책 수립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홍보 강화

추진 실적

• 2018년 개인정보 처리현황 조사
• 개인정보보호 지도·점검 실시
• 개인정보위탁 처리실태 점검
•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 선거관리시스템, 통합명부시스템,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신청시스템,
재외선거관리시스템, 지방·위탁경비관리시스템
• 개인정보 노출 점검 및 보호조치 강화
- 365일 24시간 통합보안관제 실시
- 시스템·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점검
- 침해시도 예측관제시스템 구축
- 이메일악성코드차단시스템 운영
- 보안USB 등 매체제어 고도화
- 출입통제 및 잠금장치 강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 매뉴얼 시행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유지·관리
• 선거연수원 집합교육
• 사이버(온라인) 교육
• 보안(외부 전문강사) 교육
• 지도·점검 및 수탁자 교육
• 업무처리 시 개인정보보호 인식 강화
- 신규임용·관리자·선거관계자 교육
- 개인정보 침해사례 전파

나.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개인정보 침해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보유·처리현황 및 처리실태 확인·점검을 통해 개인정
보 침해요소와 안전성 확보 여부를 파악하였다. 특히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 개인영상정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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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현황,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현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평가한 후 향후대책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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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 시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선거관리시스템, 통합명부시스템,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신청시스템, 재외
선거관리시스템, 지방·위탁경비관리시스템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개인정보 영향분
석 및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적절한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취
하였다.
또한,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및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정성 여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등
에 대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이행결과를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수준 향
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라. 개인정보 침해 예방
개인정보점검시스템을 이용해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연 2회에 걸쳐 접근기록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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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점검, 수시 모니터링 등 침해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시스템 장애 및 사이버 침
해사고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확보를 위해 365일 통합관제를 실시하였다.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신속한 복구와 원활한 업무처리의 재개를 위해
위기단계별 조치사항 및 세부절차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
성·시행하였다.
개인정보 보관 장소인 관악청사 전산실에는 지문인식기 및 손혈관·얼굴인식기에 이어 한
층 더 보안관리 강화를 위하여 홍채인식기를 도입하여 입·출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제 4 편 해외 동향

마.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개인정보 활용의 일상화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등 침해위협 증가에 따른 개인정보보

부 록

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바탕으로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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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규임용자·신임관리자·핵심역량 강화·개인정보보호과정·사이버 교육과정·개인정
보보호 보안교육 등 총 7,629명에 대해 7,493시간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
정보보호 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사례, 개인정보보호 생활 수
칙 등을 안내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공유하고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확산
하였다.

3. 향후계획
가. 개인정보보호 기반 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제도, 환경·기술 변화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보유
또는 파기 절차에 따른 관리방안, 사고 발생 시 대응방법 등을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선제적 규제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나.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강화
개인정보차단시스템을 활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인정보 접속을
실시간 탐지하고 검색엔진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단위
선거를 계기로 선거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각 시스템별 안전
성 확보 수준 및 침해 위험요인을 조사·분석하여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급 위원회 및 개인정보취급 직원과 위탁업체 등에 대한 개인정보 현황 및 보호실태
를 지도·점검하고 보안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다.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개인정보보호 자원의 지속적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자원의 지속적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의 이해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침해 사례 및 개인정보보호 생활 수칙을 안내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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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화를 확산하여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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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중앙행정기관

제3절 국무조정실

제27절 국토교통부

제4절 국가보훈처

제28절 해양수산부

제5절 인사혁신처

제29절 중소벤처기업부

제6절 법제처

제30절 국세청

제7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31절 관세청

제8절 공정거래위원회

제32절 조달청

제9절 금융위원회

제33절 통계청

제10절 국민권익위원회

제34절 검찰청

제11절 원자력안전위원회

제35절 병무청

제12절 기획재정부

제36절 방위사업청

제13절 교육부

제37절 경찰청

제14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8절 소방청

제15절 외교부

제39절 문화재청

제16절 통일부

제40절 농촌진흥청

제17절 법무부

제41절 산림청

제18절 국방부

제42절 특허청

제19절 행정안전부

제43절 기상청

제20절 문화체육관광부

제44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21절 농림축산식품부

제45절 새만금개발청

제22절 산업통상자원부

제46절 해양경찰청

제23절 보건복지부

제47절 국가인권위원회

제24절 환경부

부 록

제26절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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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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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절 고용노동부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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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2-1]과 같다.

2019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2. 추진 실적

[표 3-2-1] 감사원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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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추진 실적

개인정보보호 법령 간
정합성 확보

• 「개인정보 보호법」과 「감사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간 부정합 조항은 검토
결과 현재 관련 조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
-다
 만, 「부패행위 신고처리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개인정보
유출 방지 강화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전자감사관리시스템 내 감사자료 중 직접적인 증거서류로 활용되지 않는
불필요한 개인정보파일은 파기하는 기능 신설

조직 전반의 개인정보
관리·통제체계 강화

• 홈페이지, 네트워크, PC 등 사용자 보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
• 전 부서에 대한 문서, 정보통신, 시설 등에 대한 보안감사를 실시하여
개인정보 파기 여부 점검

정보주체 권리보장
실질화

• 감사 중 수집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보안외장하드
배포

개인정보보호 인력
전문성 강화

•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및 워크숍에 개인정보 담당자 참여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실시

•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안내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폐기방법 등에 관한 교육 실시
• 감사교육원에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신규직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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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감사원은 전자감사관리시스템 내 감사자료 등록 시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구분·등록하고,
직접적인 증거서류로 활용되지 않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파기하는 기능을 신설하여 개
인정보보호 기능을 강화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감사원은 홈페이지 및 업무용 PC 등의 사용자 보안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내부 업
무포털에 지속적으로 공지하는 한편, 감사원 전 부서에 대한 문서, 정보통신, 시설 등에 대한
보안감사를 실시하여 개인정보의 파기·삭제 여부를 점검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감사원은 감사교육원의 교육과정에 ‘개인정보 관리요령’ 등의 과목을 신설하여 신규직원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3. 향후계획
감사제보자 인적사항 등의 비밀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기

제 4 편 해외 동향

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정보시스템 관리 외주업체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방
지를 위해 외주업체 직원에 대한 보안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
호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하여 위기관리 대응매뉴얼을

부 록

마련하고, 감사 제보사항을 타 기관으로 이첩하는 등 부처 간 업무 처리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위험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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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표 홈페이지, 주요 정보시스템, 개인정보처

방송통신
위원회

리시스템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취약점 점검 및 개인정보
유·노출 점검으로 개인정보 처리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개인정보
의 이용·제공 시 준수사항 이행 확인 및 지도·감독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 안전성을 강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2-2]
와 같다.

2. 추진 실적

[표 3-2-2] 방송통신위원회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분야

사업명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추진체계 정비

추진 실적
• 자체 내부관리계획 수립(1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재해·재난 대비 위기대응 매뉴얼 제정(1월)
• 개인정보보호협의회 운영(6월)
•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매월)
• 개인정보파일 일제점검 실시(6월)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침해예방대책 수립

개인정보보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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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내부 개인정보보호 필수 조치사항 자체점검 및 업무용 PC 개인정보 노출방지
점검 활동(매월)
•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4월)
• 수탁업체 개인정보보호 점검(매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취약점 점검 실시(5월)
• 개인정보 노출 점검 실시(11월)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모의훈련 실시(3월, 7월)
• 주요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접근로그 점검(매월)
• PC 개인정보점검시스템 변경 및 업데이트(10월)
• 방송통신위원회 및 산하·유관기관 개인정보보호협의회 및 개인정보 담당자
대상 전문교육(6월)
•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초빙 교육(1월, 12월)
• 수탁업체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1월, 6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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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 및 관리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필터링, 침입차단시스템, 내부정
보유출방지, 외부 불법 접근제어 등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취약점 점
검 및 개인정보 유·노출을 점검하여 발견된 취약점을 즉시 조치하였으며, 내부 직원 및 수탁
사업자에 대한 정보시스템 접근 제한을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에 노력하였다.
아울러 산하·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신속한
상황 전파, 피해방지를 위한 임무와 역할에 따른 숙지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개인정보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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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용 제한,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관리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도 종합 점검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 교육 내실화
개인정보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및 산하·유관기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대상 협의회 개최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일
반 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개인정보취급자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하고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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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 수탁사업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관리·감독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예방 및 침
해 시 대응능력을 제고하였다.

3. 향후계획

제 4 편 해외 동향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대표 홈페이지, 주요 정보시스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정책 관리 및 점검, 취약점 점검 및 개인정보 유·노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민서비스 신뢰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교육 및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을 위한 절차서 개정, 개인정보 침해사고 사례 대응절차 등 전 직원 개인정보보호

부 록

인식 제고 교육, 수탁사업자 교육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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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1. 개요
국무조정실은 기관 내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꾸
준히 노력해왔다.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절차서
를 정비하여 개인정보 침해 요소에 대한 선제적인 보호조치를 추진
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절차서를 정비하여 개인
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조직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예
산 확충을 추진하였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개인정보파일 일
제정비, 개인정보 수집·이용 절차 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개
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산하 연구기관에 대한 개인정
보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산하 연구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도모하였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담당자, 일반직원, 수탁자 등 대
상별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매월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지속 운영하는 등 전 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하
여 노력하였다.
국무조정실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2-3]과
같다.

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절차서 수립 및 개정
국무조정실은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조정실에
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 기준 및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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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목적 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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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제공 절차서를 개정하여 목적 외 이용·제공 방법을 구체화하고 제공 받은 자의 목적 외 이
용·제공 제한 조항 등을 추가하는 등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
였다. 더불어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절차서를 개정하여 침해사고 대응절차를 구체화하고
대응반 구성을 현행화 및 간소화함으로써 침해사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였다.
[표 3-2-3] 국무조정실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분야

사업명

내부 절차서 수립·개정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 개인정보 관리실태 지도·점검 실시(10월)
• 우수기관(2개) 장관급 표창 수여

개인정보보호 예산 확충

• 2017년 대비 개인정보보호 예산 증액(56% 증가)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절차 점검(6월)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선

• 법 의무사항 포함 및 변경 내용 현행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점검(6월, 12월)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

• 매월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차단 점검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실시(7월)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

• 매월 ‘개인정보보호의 날’ 시행

대상별 맞춤형 교육 실시

• CPO 워크숍 참가(2회)
• 담당자 전문교육 및 순회교육 수료(4회)
• 신규직원 교육 실시(1월)
• 전 직원 교육 실시(6월, 11월)
• 수탁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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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산하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지도·점검

• 내부관리계획 수립(6월)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절차서 개정(6월)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절차서 개정(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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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추진 실적

제 4 편 해외 동향

나. 산하 연구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지도·점검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 산하 27개 연구기관 중 9개 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관리실태 지
도·점검을 실시하였다. 지도·점검을 통하여 국무조정실과 산하 연구기관 간 개인정보 침해
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지도·점검 결과 발견된 미흡사항에 대하여 기관별 맞춤형 컨
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산하 연구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지원하였다. 또한, 개인정

부 록

보 관리수준이 가장 우수한 2개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장관급(국무조정실장) 표
창을 수여하여 연구기관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격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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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
국무조정실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운영하여 전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의 날’에 전 직원은 업무용 PC
에 저장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필요한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보관하며, 분야별
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 차단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등 개인정
보 노출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 관리실태 지도·점검 활동을 통
하여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모든 부서에서 ‘개인정보보호의 날’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다.

라. 대상별 맞춤형 교육 실시
국무조정실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당자, 일반직원 등 대상별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
육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였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CPO 워크숍에 2회
참가하였고,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주관 전문교육 및 순
회교육을 4회 수료하였다. 또한, 신규직원 및 전 직원 대상으로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파기 등 업무처리 절차를 안내하였다. 이 외에도 개인정
보 처리 업무 수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마.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국무조정실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무조정실에서 수집 및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다양한 조치를 실시하였다. 반기별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과
접근권한 관리 기록을 점검하였으며, 매년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개
인정보를 파기하였다.
또한, 연 1회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가 적
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과 관련하여서는 위탁계약 체
결 시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를 필수로 작성하도록 하고,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실
태,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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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실현 및 권리 강화
국무조정실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실
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였다.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를 통하여 국무조정실에서 수집 및 이
용하는 모든 개인정보에 대하여 검토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사례를 발굴·개선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서식을 점검하여 고유식별정보, 선택 수집 항목, 제3자 제
공 등에 대한 별도 동의 항목을 마련하여 정보주체가 동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과다 수집 항목을 삭제하는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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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소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기적
으로 점검 및 관리하였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담당자,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 변경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여 정보주체의 권
리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3.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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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2019년 상반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개정
하여 운용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개인정보보호 정책 변화와 기술 발전에 유연히 대응
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보완하고자 한다. 덧붙여, 관련 법령의 제·개정 여부를 상시 모니
터링하여 내부 지침뿐만 아니라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절차서, 개인정
보 침해사고 대응 절차서 등 내부 절차서 또한 주기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제 4 편 해외 동향

또한, 산하 연구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산하 연구기관의 개
인정보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국무조정실과 산하 연구기관 간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체계
를 확립할 계획이다. 지도·점검 결과 우수 기관에 대하여는 장관급 표창을 수여하여 산하 연
구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심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특히 2019년부터는 국무조정실과
소속기관, 산하 연구기관 간 개인정보보호협의회를 개최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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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오·남용되지 않도록 수집 및 이용하고 있는 개인정
보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과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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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관리 기록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노력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2019년 상반기에 개인정보 검출 및 암호화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하여 기관
내 개인정보 보유 실태 파악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통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대상자별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지
속적으로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제4절

국가보훈처

1. 개요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대상자
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으며, 보훈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서 개인정보의 이용, 처리업무 위탁, 제3자 제공 등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보훈처 전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내부관리계획을 수
립·시행하고 있다.
또한,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등 보훈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하고 주기적인
관리·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보다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리수
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부서 및 소속·산하기관에 대하여 정기적
인 지도방문·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직원, 개인정보 보호담당
자 등 대상별 맞춤교육 및 대국민 홍보 실시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수
준 향상과 내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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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국가보훈처는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원칙에 의거하여 사용 중이던 동의서 서식에 대하여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검토 및 명확한 동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재정비하였고, 침해사고 대
응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재해·재난 대응 대비 매뉴얼, 접근권한 관리방안을 개정·시행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제도 개선 활동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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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국가보훈처 본부 29개 사업부서 및 15개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지도방문을 실시하고
취약점 점검을 통해 시정조치, 개선사항 도출 및 개선계획을 수립·이행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본부 및 소속기관과의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국가보훈처 차세대 통합보훈정보시스템 구축 사업(2단계)의 설계·개발부터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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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호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여 준수하였으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시큐어 코딩 등 개
인정보 최적화 설계(Privacy by Design)를 적용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실질적인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시스템 변경이 발생한 사업부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서는 개
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제 4 편 해외 동향

국가보훈처 본부·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당자 및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상·하반기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관련 외부교육에 참석하였다. 직원
의 개인정보보호 의식 제고와 실천 생활화를 위하여 소속기관별 ‘CPO 주도 우수사례’를 발
굴하고 본부 및 소속기관 BSC(기관성과평가)에 ‘개인정보보호 활성화 등’ 지표를 반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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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를 실시하였다.
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경
우 가산점을 부여하고, 1년간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이 탁월한 직원을 선발하여 국가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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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 표창을 수여하였다. 직원뿐만 아니라 보훈대상자 및 대국민 대상으로 홍보·캠페인 활
동을 수립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였다.
[표 3-2-4] 국가보훈처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사업명

개인정보보호
정책 정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주도 활동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소속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주도 우수사례
발굴
- 퀴즈대회 실시, 포스터 게시, 보호 캠페인 등
• 개인정보의 위탁업무 관리 현황 점검(6월)
• 국가보훈처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 대상 점검계획 수립·시행
- 15개 소속·산하기관 지도·방문(3~11월)
- 29개 국가보훈처 본부 사업부서 관리실태 점검(11월)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실태 점검(3월)
- 기관(소속·산하 포함) CCTV 현황 조사 및 등록·현행화
• 개인정보파일 관리실태 점검(6월)
- 국가보훈처 본부 및 소속기관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 고유식별정보 실태 조사(4~6월)
-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및 자체점검 수행
• 2018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후속조치(7월~)
- 관리수준 진단 결과에 따른 미흡사항 개선 조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

• 개인정보 유·노출 모니터링 강화(매월)
- ‘개인정보보호의 날’ 업무용 PC 내 불필요한 개인정보파일 검출에 따른 삭제, 필요
시 암호화 조치
- 사업부서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 점검 등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정기점검 실시(분기)
• 차세대 통합보훈정보시스템(2단계) 개발·구축 시 개인정보 최적화 설계(Privacy by
Design) 적용
- 접근권한·접속기록 보관 및 관리 등 개인정보보호 기능 구현, 시큐어 코딩 적용 등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조치 완료
-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12월)
•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G-클라우드 전환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11월)

개인정보보호
교육

• 대상별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행
- 국가보훈처 본부 및 소속기관 CPO 교육 참가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교육 참가
- 전 직원 대상 상·하반기 자체교육 실시(4회, 526명)
• 본부 및 소속기관 성과관리 지표에 교육 실적 반영
- 반기별 1회 이상 소속기관 자체교육 추진(2,044명)
•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격증 취득에 따른 전문성 강화
- 6개 소속기관 담당자 자격증 신규 취득
- 성과관리 지표에 가점사항으로 반영

개인정보보호
실천문화 확산

•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개인정보보호의 날’ 지정·운영
• 소속기관별 개인정보보호 홍보 사례 발굴
- 개인정보보호 홍보·캠페인 운영 등
-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홍보·안내문 등 게시
- 소속기관 CPO 주관 자체교육 실시(연 2회)
• 개인정보보호 우수 담당직원 표창(소속기관 3명)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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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실적
•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연간)
•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 개선(6월)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및 명확한 동의절차 이행점검(19건)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개정(6월)
•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 매뉴얼 개정(5월)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절차서 개정(4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방안 개정(5월)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3. 향후계획
사업부서 및 소속·산하기관 대상으로 지도방문·점검을 통한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결
과에 따른 개선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을 지속적으로 적용하여 조
직 전체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운영 중인 개인정보처리시
스템에 대하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접속기록·접근권한 관리 등을 수행하
여 안전성 확보조치를 통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환경 변화 및 법·제
도 변동사항을 내부 정책에 적시 반영하여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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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및 인식 제고를 도모하고 담당자 맞춤교육을 진행하는 등 전문성 함
양에 노력할 것이다.

제5절

인사혁신처는 매년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 이행 점검 및 안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인사혁신처

1. 개요

전성 확보조치 점검을 실시하고 산하기관 대상의 개인정보보호 컨
설팅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개인정보 관리체
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위탁사
업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및
필요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2-5]와

제 4 편 해외 동향

같다.

2. 추진 실적
부 록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인사혁신처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상위 규정 개정사항으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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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를 받는 방법, 개인정보 유출 신고의 범위(1,000명→1만 명)를 변경
적용하였으며,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안전조치 보완을 위하여 개인정보 파기 절차를 마
련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의무기재 사항을 보완하였다.
또한,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내실화를 위하여 개인정보 최소 수집 및 동의절차 개선 조치
를 시행하였다
[표 3-2-5] 인사혁신처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분야

사업명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내부 관련 규정 등
정비

•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개정(6월)
- 「개인정보 보호법」 등 상위 규정 개정사항 반영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 받는 방법, 제3자 제공 항목의 명확화 등)
-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안전조치 보완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보완
• 자체 취약점 진단 사업을 통하여 본부·소속기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취약점
진단 및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보완 조치(본부·소속기관 32개 시스템 조치 완료)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력하여 웹페이지에 대한 정기·수시 취약점 진단 및
조치 실시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따른 체계적 관리

• 개인정보 처리 위탁사업 월간 점검 추진(1~12월)
- 월별 테마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실시
• 개인정보 처리 위탁사업 법 의무사항 및 관리·감독 이행 여부 점검 실시(6월,
8월)

개인정보 일제정비
및 인식 제고

• 개인정보파일 및 PC 내 개인정보 일제정비 실시(6월)
- 등록·공개된 개인정보파일 공개항목 현행화 등
• 개인정보(파일) 파기 실시(12월)
- 연 단위 수집·이용 개인정보 등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으로 보유가
불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

개인정보 유·노출
공동대응 강화

•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 추진을 위한 웹사이트 실태 점검(3~4월)
-개
 인정보 처리방침 유무, 주요 개인정보 처리 현황 등(인사혁신처 내 26개
사이트 점검 완료)

산하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협력
강화

•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대비 산하기관 개인정보 실태 점검(4.9.~5.16.)
- 관리수준 진단 자료 및 안전성 확보조치 체크리스트 기반 증적자료 검토 후
미흡사항 개선 조치(48건 조치 완료)

개인정보보호 역할에
따른 맞춤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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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 시 필요 최소 수집·이용 및 수집근거 검토
• 개인정보 수집·제공 등 처리에 대한 동의절차 개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취약점 진단 및 조치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산 확보 추진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추진 실적

생활 속 실천을 위한
홍보 강화

•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등 개인정보 관리·감독 예산 확보
- 취약점 진단 및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사업
- 2019년 예산 편성 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예산 반영 요청(1월)
• 대상별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육실시
- 업무담당자, 위탁사업자, 일반직원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 내부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
- 개인정보보호 실천수칙을 업무포털 로그인 페이지에 적용 및 주기적(매월
1회) 팝업 게시 적용(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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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유지관리 등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현황을 파악하고
법 의무사항 및 관리·감독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하는 등 개
인정보 처리 위탁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본부, 소속 및 산하기관 대상 지도방문·점검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하
여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으로 개인정보의 관리수준 역량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개인정보파일 및 PC 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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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삭제 및 필요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조치를 실시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인사혁신처 내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실천수칙’을 마
련하고, 이를 업무포털 로그인 페이지에 적용 및 주기적으로 팝업·게시함으로써 실생활 속
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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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였다.
또한, 대상별 맟춤형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자 대상 전문교육, 위탁
사업자 및 사업담당자 대상 소양교육, 전 직원을 대상으로는 사례 중심의 기본 교육 및 상시
학습을 위한 이러닝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 인식을 제고하였다.

제 4 편 해외 동향

3. 향후계획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인사정보, 공직자 재산등록 정보 및 각종 수험생 정보 등 주요 개
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향상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이행

부 록

점검, 개인정보 수집항목에 대한 지속적 정비, 체계적인 위탁사업자 관리 및 대상별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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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1. 개요
법제처는 매년 적정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예산을 확충하고, 내부

법제처

관리계획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각종 지침 및 절차를 지속적으
로 보완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꾸
준히 노력해 왔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당자 및 취급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고, 전 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의식 제고
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상시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특히 시스템별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와 개인정보 위탁처리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침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안전한 운영·관
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법제처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2-6]과 같다.

2. 추진 실적

[표 3-2-6] 법제처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사업명
실질적이고 자발적인 동의권 행사를
위한 정책 개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정책·기술 지원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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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동의 절차 점검
•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절차, 침해사고 대응 절차 등 보완
• 개인정보보호 활동 지침 게시 배포 및 이행 점검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문화정착

• 개인정보 최소 수집 점검
• 개인정보파일 정비

개인정보 유·노출에 공동대응 강화

• 개인정보 위탁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현황 점검
•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 및 분석과 암호화 이행 여부 점검

인력 및 예산의 적정기준 개발 및
확보 유도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추진 실적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 상시
개설 및 운영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전문성 확보
기준 제시 및 교육과정 운영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예산 편성 및 확충
•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집합교육 및 온라인 교육 실시
• 개인정보 담당자 및 CPO 워크숍 참석
 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 실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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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질적이고 자발적인 동의권 행사를 위한 정책 개발
개인정보파일 정비 계획에 따른 동의 절차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현
행화하는 등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하였다.

나.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정책·기술 지원체계 강화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침해사고 대응 절차,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절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차 등을 개정·보완하였고, 개인정보보호 활동 지침을 제작·배포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
로 점검하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각종 체계를 강화하였다.

다.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개인정보 유·노출 대응 강화
반기별로 개인정보 수집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파일 정비를 추진하여 개인정보
최소 수집·이용 문화를 정착하였다. 또한, 법제처 내 구축·운영 중인 개인정보파일시스템의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접속기록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하였으며, 개인정보 위탁처리현황을 점검하고 위탁사
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추진하였다.

3. 향후계획

제 4 편 해외 동향

법제처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 이해 및 자발적 동
의권 행사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의 암호화 조치 및 시스템 점검 등을 통해 개인정보
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
집·이용 문화를 정착하고 개인정보 유·노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운영도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부 록

아울러 자체 정기특강을 통한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담당자별, 분야별 전문교육
과정에 적극 참여하며 개인정보처리자 및 관리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소중한 개
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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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식품의약품
안전처

1.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을 책임지
는 기관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
력을 다하고 있으며,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민감한 개
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식·의약 분야 개인정보보호의 기술
적·관리적·물리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법」 준수 및 정보통신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규정 정비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마련하고, 개인
정보보호 이행실태 점검 및 개선조치,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한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사이버보안 상황을 감시·분석하고 개인정
보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사이버안전센터 관제시스템 운영 등 개인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27]과 같다.

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행정안전부 고시에 맞
춰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안내서 등 내부규정을 개정·배포하였으며, 개인정보
접근권한의 오·남용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
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개인정
보 처리방침을 개정하여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였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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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소속 및 산하기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협의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제도, 관련 현안
및 조치사항 등을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표 3-2-7]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분야

협업체계
강화

•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협의회 개최(11월)
- 개인정보보호 제도, 관련 현안사항, 지도점검 결과 등 공유 및 조치사항 논의
*소속 및 산하기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18명 참석
• ‘식약처 산하기관 정보화협의회’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2회)
-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대비, 상시적인 취약점 진단 조치 등 침해사고 예방활동 강화,
지도점검 결과 조치사항 등 협의
* 정보화통계담당관 및 산하기관 담당자 28명 참석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 및 개선(3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이행 양호
- 다만, 일부 시스템은 권한관리 및 접속기록 보완 필요
•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및 개선(4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보유 중인 개인정보파일의 현행화
* 신규 파일 등록(4개) 및 기존 등록 파일 현행화
- 내부용 PC에 보관된 불필요한 개인정보파일 삭제 및 보존자료 암호화 조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른 동의절차 점검 및 개선(5월)
- 관련 법령 등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 98건
*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 정보 수집·이용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정보 수집·이용 : 12건
* 최소정보 수집 및 동의절차 준수
•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점검 및 개선(5월)
- 고유식별정보 수집은 각 법률에 운영 근거를 두고 있음
- 고유식별정보 처리 시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있음
• 영상정보처리기기 위탁현황 점검 및 개선조치(6월)
-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
- 위탁현황 등을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

개인정보
침해 예방
강화

•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을 통한 상시 침해 모니터링 및 예방(연중)
- 본부, 소속기관(평가원, 6개 지방청, 2개 시험분석센터, 15개 검사소) 및 산하 공공기관(6개)의
365일 24시간 실시간 보안 상황을 모니터링·분석 대응
•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및 개선으로 사이버침해 예방(연중)
- 웹 취약점, 소스코드 취약점, 시스템 취약점 진단 및 개선조치
•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를 위한 자가진단(4월)
-개
 인정보보호 3개 분야(보호환경, 처리환경, 침해대응)에 대한 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자가진단 실시
* 자가진단결과 전반적으로 관리수준 양호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점검 및 개선(3회)
-개
 인정보보호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및 해당 기록의 3년 이상 보관 여부와 접속기록 6개월 이상
보관·관리 여부 점검
• 클라우드용 ‘개인정보 필터링솔루션’ 도입·운영(12월)
- 홈페이지 등 게시판에 개인정보 업로드 차단
* 7개 시스템, 325개 게시판에 적용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부 록

추진체계
정비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방안 마련(1월)
- 권한관리자 지정·운영, 관리기준 및 본인 확인방법, 접근권한 신청 및 관리, 권한관리의 안전성 확보 등 마련
• 개인정보 처리방침 정비(3월)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등 정비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재해·재난 위기대응 매뉴얼 개정(5월)
- 적용범위 명확화, 위기대응 조직체계 보완, 복구 우선순위 구체적 기술 등 정비

제 4 편 해외 동향

법령 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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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실적
• 개인정보보호 내부규정 개정(1월)
- 「 개인정보 보호법」 및 행정안전부 고시에 맞춰 개인정보보호 내부 규정 개정 및 배포
*내부규정 :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안내서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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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사업명

추진 실적

개인정보
보호
전문역량
강화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역량 강화
- ‘2018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세미나’ 수료(4월)
- ‘PIS FAIR 2018, CPO 워크숍·개인정보 콘퍼런스’ 참가(5월)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역량 강화
-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 이수(6회, 총 30시간)
- ‘전자정부 정보보호 솔루션 페어 2018’ 참가(3월)
- ‘국제 정보보호 콘퍼런스(ICIS)’ 참가(7월)
- 소속기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교육 실시(2회): 26명 참석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교육 실시
- 개인정보취급자 교육(3월): 1,331명 참석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절차 교육(5월): 2,254명 참석
- 개인정보처리 수탁업체 교육(2회): 64명 참석
• 소속 및 산하기관 순회교육 실시(10월)
-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내용, 개인정보의 처리 및 위반사항 등 교육
* 총 658명 참석(지방청 394명, 산하기관 264명)
• ‘개인정보 청소하는 날’ 캠페인 실시(10월)
- 불필요한 개인정보파일 정비, 유출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점검 등

개인정보
보호
지도·점검

• 소속 및 산하기관 개인정보보호 지도·점검(10월)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인정보처리 단계별·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영상정보 보호조치
등 현장점검 및 지도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중요사항은 현장지도,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

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에 의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안
전조치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개선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시 암
호화 조치를 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및 해당 기록의 3년 이상 보관
여부와 접속기록 6개월 이상 보관·관리 여부를 점검하여 개인정보취급자의 수행업무 기록
및 접근권한 부여기록 등을 보완하였다.
그리고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 조사 및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에 대한 지속 운용 필요성, 등록항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
합지원시스템’에 신규 파일 등록 및 변경사항 현행화를 실시하였으며, 내부용 PC에 보관된
불필요한 개인정보파일 삭제, 암호화 등 보안조치를 하였다.
또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해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된 110개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
용에 따른 동의절차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식품·의약품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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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정
보수집·이용 시 동의절차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2018년부터 자체 ‘식의약품안전 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하여 본부, 소속기관(평가
원, 6개 지방청, 2개 시험분석센터, 15개 검사소) 및 산하 6개 공공기관에 대해 365일 24시
간 실시간 보안상황을 모니터링·분석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클라우
드 환경으로 전환됨에 맞춰 클라우드용 ‘개인정보 필터링솔루션’을 도입·운영하여 홈페이
지 등 게시판에 개인정보 업로드를 차단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및 취
급자,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고, 개인정보처리 수탁업체에 대
해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이행점검과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인정보처리 단계별·기술적·물
리적 보호조치, 개인영상정보 보호조치 등을 현장점검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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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현장지도,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조치를 요청하였으며,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다.

3. 향후계획

제 4 편 해외 동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부규정을 개정하고
소관 법령이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서식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며, 소속 및 산하기관 지
도점검,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등 자체 실태 점검을 통해 기
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부 록

또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당자, 취급자 및 일반직원 등 교육대상별 차별화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추진하여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역량을 강화하고 개인정보가 안전하
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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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공정거래
위원회

1.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주된 기능
으로 하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 등
을 수립·집행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안
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각적으로 수
행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물리적 망 분리를 기본으로 내·외부망을 통
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는 한편, 문서보안 등 암호화 조치 및 개
인정보필터링시스템 운영 등 각종 기술적 보호조치를 통해 안전성
을 제고하고 있으며 사이버안전센터를 통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보안 전담인력 확보,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에 대비한 대
응훈련 실시 등 관리적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
이고 있다.
개인정보 수집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수집항목을 최소화하
기 위해 노력하면서 내부관리계획·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같은 개인
정보보호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개인정보취급자를 비롯한 담당자와
책임자의 역할별 교육을 통해 인식 제고는 물론 담당자의 전문성을
개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2-8]
과 같다.

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보유 중인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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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접근권한 관리정책에 업무분장·책임 및 역할과 같은 세부항목을 추가하는 등 정책을 보
다 강화하였다. 내부관리계획 내 수립된 개인정보 침해사고 및 재해·재난 대응 절차를 함께
검토하여 유출신고 강화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비상연락체계를 현행화하고 개인정보처리시
스템 현황 자료를 추가하였다.
[표 3-2-8] 공정거래위원회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사업명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 제도 정비

•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개정(6월)
- 유출신고 기준 및 접근권한 관리정책 강화
- 개인정보 침해사고 및 재해·재난 대응절차 검토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6월)
- 전 직원 업무용 PC에 보유 중인 개인정보파일을 전수조사하고 암호화 보관
또는 삭제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탁운영 관리실태 점검
- 개인정보보호 특약사항 명시 및 감독 이행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조치 점검(6월)
- 개인정보파일 내 고유식별정보 보유 여부 점검 후 암호화 조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침해예방대책 수립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성 조치(연중)
- 전자문서 암호화 보관 조치, 망 분리 및 휴대용저장매체 통제 등
• 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안전센터 24시간 365일 운영(연중)
- 개인정보 유·노출 등 침해사고 모니터링 및 대응 조치
•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및 조치(분기별)
- 대표 홈페이지 등 운영 중인 서비스의 보안취약점 제거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모의훈련 실시(6월)
- 홈페이지 해킹 등 유·노출 사고에 대비한 자체 훈련 및 대응체계 점검

정보주체 권리보장

• 개인정보 수집항목 최소화 및 동의절차 점검(6월)
- 최소한 수집, 동의서 안내 및 절차 등 법상 요구기준의 부합여부 점검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
운영

• 개인정보 관리주체별 교육 실시(3~6월)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교육(1회)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순회/전문 교육(2회)
- 개인정보취급자/일반직원 집합교육(1회)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수탁사업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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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예산 확보

• 2018년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고도화 사업(9월)
• 2019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예산 확보
-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 도입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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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추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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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 록

나. 개인정보 침해예방대책 수립
고유식별정보 및 내부에서 생산되는 모든 전자파일 문서는 암호화 조치하였으며, 휴대
용저장매체 등 미승인된 경로를 통한 내부 정보통신망으로의 무단 접속도 엄격히 통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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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편, 개인정보필터링시스템을 운용하여 문서 내 개인정보 존재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
검하였다.
개인정보 유·노출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2014년부터 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속·산하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24시간 365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공개된 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유·노출 여부
를 상시 감시·대응하고 주기적인 보안 취약점 점검 조치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
으며, 자체 개인정보 침해대응 모의훈련을 통해 위기관리수준을 제고하고 있다.

다.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 모집 등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징구 시 수집항목을 최소화하고 동
의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된 서식을 제공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산하기관을 대
상으로 개인정보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전수조사하고 불필요한 파일을 삭
제하였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련 업무 위탁 현황을 파악하여 정보화사업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
정보 특약사항을 문서화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수탁자를 대상으로 보안점검과 교육을 실시하
였다. 또한, 고도화 중인 기업집단포털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평가항
목별 이행 여부를 파악하고 개인정보파일 보호를 위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라.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자 및 취급자 등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에 따른 맞
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워크숍에
연 1회 이상 참석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순회·전문교
육,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연 2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였고 본부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
호취급자 및 일반직원 대상으로는 1회 이상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내부 업무포털시스
템을 통한 온라인 교육도 연중 병행하여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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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활용하여 불필요한 개인정
보가 수집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유·노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할 것이며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접속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변경 시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대상
외에도 적극적 보호를 위하여 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영향평가를 수행한 시스템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은 추후 개선사항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강화 및 인증체계 취득 등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주도하
는 활동을 추진하여 전문성을 보다 강화해나갈 것이다.

제9절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금융위원회

1. 개요
금융위원회는 주로 법규에 근거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과 보
유,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등 유·노출 방지에 중점을 두어 개인정
보보호 업무를 추진해왔다. 2018년 3월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하여 금융 분야 빅데이터를 활성화하고,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책임성 강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제 4 편 해외 동향

또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정보보호·보안을
강화하여, 금융권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힘
을 쏟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2-9]와
같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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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실적

[표 3-2-9] 금융위원회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분야

사업명

추진 실적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 수집현황 전수조사(6월),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중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유 개인정보파일 점검하여 보존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파기하고, 개인정보파일대장 현행화(6월)
• 업무용 PC 내 보유하고 있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암호화 조치(6월)

빅데이터 분석·이용근거
마련 등 신용정보법령 개정

•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발표(3월)
-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 해커톤 회의 참석 등을 통해 빅데이터
활성화 추진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 익명정보·가명처리정보 개념 도입, 사전·사후규제 정비를 통한 책임성
강화 등 안전한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 상기 방안을 반영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제출(김병욱 의원실 대표발의,
11월)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

• 정보화 조직 및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 확보를 위해 관련기관 및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연중)
• 정보화 예산 편성 시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위한 소요비용을 산정하여
추진기반 확보(연중)

피해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협력 강화

• 금융위원회 및 산하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자가진단 실시(상반기)로 미흡한
점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 산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현장점검(6월) 실시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와 관리수준 향상 도모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

• 대학생 등 일반인 대상 개인정보보호 전문과정 교육 수행(12월, 1회)
•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제도에 대한 금융꿀팁 등 금융소비자 대상 홍보(3월)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육성

• 금융보안원 및 금융연수원 등 교육 전문기관 협력을 통한 금융회사 임직원 및
수탁자 등 개인정보보호 교육(연중, 14회)
• 금융회사가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이해도 제고를 위해
자체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법 위반사례로 보는 개인신용정보 보호
교육자료’ 마련·배포(9월)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해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 수집현황을 전수조사
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보유 개인정보
파일을 점검하여 보존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파기하고, 개인정보파일대장을 현행화하였
다. 업무용 PC 내 보유하고 있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암호화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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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8년 3월에는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하여 빅데이
터 활성화 추진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익명정보·가명처리정보 개념 도입, 사
전·사후규제 정비를 통한 책임성 강화 등 안전한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
히 하였다. 또한, 상기 방안을 반영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김병욱 의원
실 대표발의, 11월).

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매년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현황,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개인정보 처리
방침 정비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자가진단을 실시하여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정보시스
템 및 업무용 PC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일제정비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삭제와
업무상 필요한 개인정보 암호화를 실시하였다.
또한, 정보화 조직 및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 확보를 위해 관련 기관 및 부서와 지속적으
로 협의하고, 정보화예산 편성 시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위한 소요비용을 산정하여 사업 추진
기반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였다.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유출차단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실
시간 감지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고도화하였다. 또한, 자체 사이버 모의해킹 훈련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의 안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
원과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하여 보안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제 4 편 해외 동향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취급자 등 대상별 차별화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보호 인
식 제고와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 집합교육을 실시하였다. 대학생 등 일반인 대상 개인
정보보호 전문과정 교육을 수행하고, 금융소비자 대상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제도 등에 대
한 홍보를 강화하였다.

부 록

또한, 산하기관과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향상과 상호 정보 공유를 위해 워크숍을 정기
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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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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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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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 절

국민권익
위원회

1. 개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 법령에 따라 민원, 부패 및 공익신고, 행
정심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고 있으
며, 개인정보의 유·노출을 방지하고 외부 보안 위협으로부터 해당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
를 취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210]과 같다.

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유·노출, 오·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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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방지 및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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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위·수탁 시 준수사항’ 및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절차 및 준수사항 지침’ 등
을 개정하였고, 개인정보 침해·유출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한 위기 상
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침해·유출사고 대응지침」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재해·재난 대비 위기대응 지침」 등을 개정하였다.
[표 3-2-10] 국민권익위원회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분야

법령 등 개선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시 준수사항 지침 개정(4월)
• 개인정보 최소 수집을 위한 준수사항 개정(5월)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절차 및 준수사항 지침 개정(5월)
• 개인정보 침해·유출사고 대응지침 개정(6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재해·재난 대비 위기대응 지침 개정(6월)

침해예방대책 수립·시행

•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도입(5월)
•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및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연중)
• 자체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을 통한 개인정보보호(연중)
•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3건)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인터넷 방화벽 설치(11월)
• 해킹메일 자체 대응훈련(6~8월)
• 개인정보처리 수탁업체 인터넷망 이중화(하반기)

교육·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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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 내부관리지침 이행실태 점검(4~6월)
• 업무용 개인정보파일 전수조사 및 등록현황 정비(6월)
• 전 직원 업무용 PC 개인정보파일 정비(5월)
• 개인정보 유·노출 점검(6월)
• 개인정보 필요 최소 수집 점검(5~6월)
• 개인정보 수집·동의 등 동의절차 점검(1~5월)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추진 실적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사업명

• CPO 워크숍 참석(6월)
• 전 직원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2회, 상·하반기)
• 개인정보처리업무 수탁기관 공동 워크숍(6월)

제 4 편 해외 동향

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소속기관 및 부서 등을 대상으로 내부관리지침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에 대해 후속조치 하도록 하였고, 전 직원 업무용 PC에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전수

부 록

조사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보안조치 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
하고 있는지 여부와 개인정보 수집 시 수집·동의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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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체 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실시간으로 개인정보 유·노출을 모니터링하
고 내·외부 보안 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 유·노출을 사전에 탐지·차단하였으며, 개인정보처
리 수탁자가 이용하는 인터넷망을 분리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 및 보안
성을 강화하였다. 더불어 인터넷 방화벽 설치 및 PC 보안솔루션을 도입하여 개인정보 유출
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킹메일 자체 대응훈련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의식을 제
고하도록 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내부 직원 및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의 개인정보보호 역량 및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상·하
반기 2회에 걸쳐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고, 개인정보처리 수탁기관과 공동 워크숍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내부 규정, 개인정보 유·노출 사례 등을 전파하여 개인정보
처리 및 취급자의 역량을 강화하였다.

3. 향후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
해 인력 보강 등을 계획하고 있다. 내부관리지침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개인정보
의 오·남용 및 유·노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내부 관련 지침 제·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노출 예방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필터링
솔루션을 도입·운영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탁자
에 대한 인터넷망 PC 가상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더불어 전 직원이 참여하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훈련을 실시하여 사이버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기관 개인정보보호 역량 및 수준을 제고할 예정이다.

220

원자력안전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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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절

1. 개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업무를 추진함에 있
어 필요한 개인정보를 법에 근거하여 수집·이용하고 있으며, 이 과
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인용 PC에 개인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속적인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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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반기별로 현황 점검 및 정비를 통해 불
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 기반 강화를 위해 지
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8년도에는 신규 정보보안 예산을
확보하여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 및 내부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기
반을 마련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211]과 같다.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2. 추진 실적
가. 기관 개인정보보호 예산 확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하여

제 4 편 해외 동향

내부관리계획을 수립·개정, 절차서 보완, 법정 서식 정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2019년도 예산에 기관 행정사무정보화 사업을 신설하여 개
인정보보호 관련 예산(4,000만 원)과 홈페이지 리뉴얼, 매체제어시

부 록

스템 고도화 예산(2억 6,000만 원)을 확보하는 등 개인정보가 처리
될 수 있는 시스템의 보안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누출사고 방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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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사업명

추진 실적

개인정보보호 기준 마련,
보급

• 개인정보처리 수반 위탁업무 현황 최신화 및 업무별 불필요 개인정보 수집
여부 조사

기관 개인정보보호 예산
편성

• 기관 정보화사업(행정사무정보화) 신설
- 해당 사업 내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 백신·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매
예산 확보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운영

•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상시 실행 및 솔루션을 활용한 개인정보 보유 현황조사
실시
• 개인정보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으로 인터넷망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실태 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

• 개인정보 보유 현황조사 및 일제정비(연 2회), 개인정보 수탁기관 대상
관리·감독 수행 등 실태 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 실시
- 원자력안전위원회 본부, 지역사무소 4개소, 산하기관 3개소 보안감사 및
지도방문 실시

업무처리시스템,
홈페이지 인증서 갱신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및 발견 취약점 조치(연 2회)
• 기관 운영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 (수시)

보안 USB 구매, 방화벽 및
보안장비 구매, 교체 등

• 자료이동 필요 시 보안 USB 활용
• 부내 보안장비(방화벽, 개인정보 유출방지 등) 유지관리 및 정책 점검(상시)
• 정보유출 방지 및 외부 악성코드 유입 방지를 위한 매체제어 솔루션 고도화
예산 확보 완료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
직원 교육

• 개인정보 보호책임관(CPO 워크숍 참석 1회), 개인정보 보호담당관·담당자
교육(사이버, 집합교육), 부서별 담당자(절차서 교육) 등 담당자별 차별화된
교육계획 수립
• 전 직원 대상 사이버 교육 실시 및 전문강사 초청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업무상 운영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등을 위하여 개인별 업무
PC에 어떤 종류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보관되어 있는지 등을 알려주고, 파기 또는 암호화할
수 있는 ‘개인정보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반기별로 개인정보 일제정비
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로 PC 내 보유 개인정보의 현황 파악 및 안전한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표 홈페이지는 직접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
템은 아니지만, 원자력안전 옴부즈맨 및 소식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정보를 일부
수집하고 있어 수시로 개인정보 수집실태 점검 및 정보의 안전한 보관 여부를 확인하고 있
다. 또한, 자유게시판에 대해서도 수시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이 게재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점검하여 개인정보의 유·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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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강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담당자·취급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일반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 대상별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였다. 책
임자는 CPO 워크숍, 담당자는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부서별 취급자 및 전 직원 대상 온라인 교육 및 전문강사 초청강
의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3. 향후계획
2019년 신설된 행정사무정보화 사업을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의 전면 개편 및 매체제어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내
PC 지키미, 개인정보 모니터링시스템의 개선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강화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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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지속적인 정책 개선 및 법정 서식의 검토 등을 통
하여 불필요하게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최소화되도록 비예산 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노력
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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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1. 개요
기획재정부는 2018년 기준으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고보
조금통합관리시스템 등 11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
며, 51개 개인정보파일을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하
여 관리하고 있다.
부 록

2018년에는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
부 규정 및 매뉴얼을 개정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식·개인정보 수집 근거 등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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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권리보장과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수
탁업체와 소속·산하기관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조치 점
검, 개인정보 일제정비 등을 추진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담당자, 개인
정보취급자, 수탁업체 직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내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와 유·노출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솔루션과 개인정
보 필터링솔루션을 도입하였다.
기획재정부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2-12]와 같다.

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기획재정부는 행정안전부에서 현장점검 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전문업체 컨설
팅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개정하고,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4개 규정을 개정하였다. 정보주체의 권리보장과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현행화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식을 정비하였으
며, 개인정보 수집 법령 근거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도록 제
도를 개선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기획재정부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기획재정부 및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
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치에 대한 이행 점검을 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업무용 PC에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정
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개인정보 일제정비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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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의 개인정보 현황을 파악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개인정보파일을 현행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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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공개하고 있다. 재정경제 사이버안전센터를 통해 기획재정부 및 산하 공공기관 운영 홈페
이지에 대해 개인정보 노출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오·남용 및 개인정
보 유·노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을 운용하고 있다.
[표 3-2-12] 기획재정부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분야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및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 수집 개인정보 변경, 담당자 변경 등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연중)
•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
수집·동의 서식 검토 및 조치(4월)→3개 미준수 사항 조치 완료
•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 내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근거 정비(5월)→이상 없음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내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검토 및 조치(5월)→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시 수집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 산하 공공기관 대상 개인정보보호 현장점검(연중, 각 기관별 1회)
→2019년 점검 시 조치사항 확인 예정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수탁업체 현장 점검 및 조치(6월)→이상 없음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 PC에 대한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조치
점검(4월)→이상 없음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업무 PC 대상 개인정보 정비를 통해 개인정보파일 현행화
및 업무 PC 내 불필요한 개인정보 파기(6월, 12월)
• 기획재정부 및 산하 공공기관 운영 홈페이지에 대해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상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홈페이지) 취약점 점검(상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내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솔루션 도입(11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
필터링솔루션 도입(11월)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암호화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8월)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10월)
• 복권통합포털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11월)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성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 및
암호화 키 관리시스템 도입(12월)

개인정보보호
협업체계 강화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각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담당자, 수탁업체 협업 강화를
위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워크숍’ 실시(6월, 11월)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증 획득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 2019년도 개인정보보호 인증 획득을 위해
전문업체 컨설팅 추진(4~8월)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취급자, 수탁업체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실시(6회)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담당자 역량 강화 위해 CPO 워크숍 참석(3월)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 및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담당자 워크숍 참석(5월, 9월, 11월)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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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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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 규정 등 개정

• 행정안전부에서 현장 점검 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해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개정(3월)
• 전문업체 컨설팅을 통해 파악된 미흡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4개) 개정(8월)
* ①개인정보보호 지침 ②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기준 절차서
③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대응 매뉴얼 ④암호화 관리계획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추진 실적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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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대상을 파악하여,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복권통합포털 등 대상 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
고,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취급 시스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암호화를 수행하였다.
개인정보보호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각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담
당자, 수탁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국고보
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 PIMS(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을 위해 전문업체 컨설팅을 추진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신규직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담
당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수탁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개인
정보보호 교육을 총 6회 실시하였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CPO(Chief Privacy Officer) 워
크숍, 행정안전부 주관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 개인정보보호 시
행계획 담당자 워크숍에 참석하였다.

3. 향후계획
기획재정부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법령 개정사항과 업무 환경 변화를 반
영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산하 공공기관 및 수탁업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고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도입하며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개
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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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절

1. 개요
교육부는 교육기관의 안전하고 신뢰받는 개인정보 이용환경 제공
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주체자에게는(학생·학부
모)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정보
보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이를 위해 교육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11만 3,000여 개의 개인정
보파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 소관의 244
개 법령들에 대한 고유식별정보 수집근거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
편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내부관리계획을 강화하고 교육
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고 있다.
교육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
하고,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은 보완할 수 있도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록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
노출 점검, 개인정보보호 현장방문 지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
한 업무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 보급을 실시하고 개인정
보 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 추진
을 통하여 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개인정보 이용환경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
력을 하고 있다.

제 4 편 해외 동향

현대사회는 4차산업 등 급속한 기술발달로 개인정보 활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과 관심 역시 커지고 있다. 교
육기관은 다량의 학생·학부모 등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
한 개인정보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부 록

교육부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2-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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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실적

[표 3-2-13] 교육부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사업명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지침
(훈령) 개정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교육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점검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 유출대응
지원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현장점검

교육기관 대상 직무별 맞춤형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지원단 양성 추진

교육기관 간
정보 공유 강화

추진 실적
• 개인정보 수집 서면 동의 방법 강화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과 절차 개선 등
• 대학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실시(4~8월)
• 시·도교육청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실시(10~12월)
• 반기별 교육기관 홈페이지 도메인(URL) 전수조사
• 교육기관 홈페이지 대상 개인정보 유·노출 사전예방 점검 활동(3만 5,303개)
• 교육기관 개인정보 유출신고 접수 및 대응지원
•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 확인

• 시·도교육청 및 대학 개인정보보호 현장점검 및 컨설팅(총 44개 기관)
 육기관 대상 개인정보보호 신규자, 담당자, 책임자(CPO) 대상 맞춤형 교육
•교
실시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교육 실적: 1,295명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 실적: 952명
- 개인정보보호 신규자: 105명
• 시·도교육청과 대학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지원단 양성
- 선도요원 교육 실적: 78명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업무 지원을 위한 교육부
개인정보보호포털(privacy.moe.go.kr) 운영
- 개인정보보호 이슈 공지, 교육자료/업무자료/언론보도 자료 제공
- 개인정보보호 관련 Q&A 접수·대응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교육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교육기관이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개인정보
를 수집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도록 교육부 소관 법령
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 2018년에는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개인정보 수
집 시 글자크기, 색깔 등의 표현으로 정보주체가 내용을 더욱 쉽게 확인하고 동의하도록 표
시방법을 강화하였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방안(서면, 전화, 전
자우편, 인터넷 등)을 제공하고 홈페이지에 열람 요구방법과 절차를 공개하도록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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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교육기관이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해 수준을 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학의 경우 정보공시를 통해 국민에게 공
개하도록 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기관평가에 반영하여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44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유·노출 예방을 위해 먼저 교육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약 3만여 개의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홈페이지 도메인(URL)을 반기별로 조사하여 이를 기준으로 개인정보 노출 예방점검을 실시
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3만 5,303개의 도메인을 점검하였다. 그리고 시·도교육청은 자체
적으로 개인정보 노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시스템을 보급하여 2018년 4개 교
육청 보급을 끝으로 17개 시·도교육청 전체에 보급을 완료하였다.
또한, 교육청·대학 등에서 근무하는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경험이 많은 담당자들로 개인
정보보호 지원단을 구성하여 교육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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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교육기관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업무 관련자의 인식 제고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국을 5개(서울,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상권) 권역으로
나누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952명을 교육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도 5개 권
역 1,295명을 교육하였다. 신규담당자는 105명, 개인정보보호 지원단은 78명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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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교육기관에서 상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12
년부터 ‘정보보호교육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집합교육 906명, 원격교
육은 4,511명이 이수하였다.
그리고 교육기관의 업무담당자 간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기능

부 록

을 개발하여 2018년 현재 21개의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분야의 다양한 개인정
보 관련 자료나 의문사항에 대해 상호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FAQ, QnA 등을 서비스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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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계획
교육부는 교육기관의 자유롭고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 환경 구축을 위하여 유·초·중·고·대
학 등 교육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3년간 유지
하였던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지표를 최신 정보보호 중점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할 계획이
다. 또한, 초등·중등·대학의 상황에 맞게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도록 개인정보 수
집업무 길잡이(3종)를 개정·배포하고, 개인정보 수집부터 파기까지 홍보 포스터를 분기별(1
회)로 제공하여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를 더욱 견고히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약 3만 3,000개) 대상으로 개인정보 노출 예방
점검과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 담당자, 신규자 등 직무별 맞춤형 교육을 강
화할 계획이다.

제 14 절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1. 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
정보의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24시간 365일 상시 보안관제를 수행
하는 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정보 유출사고에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과학기
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위
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운
영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부 절차서 개정
소요를 매년 검토하여 현행화하고, 개인정보보호 분야만 별도로 실
시하였던 소속·산하기관 실태 점검을 보안감사와 합동으로 추진하
는 등 개인정보보호 업무체계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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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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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실적

[표 3-2-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지침 및 매뉴얼 개정

수집서식 및 동의서식
일괄정비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중요 정보 명확화 추진(6월)
- 행정지원정보시스템 통합계정 관리기준 개정

개인영상정보기기의
효율적 운영·관리

• 우정사업 CCTV 개선 계획 수립(12월)
- 우정사업본부 CCTV 화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52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 업그레이드 추진

분야별 침해예방 체계
내실화 및 관리 강화

•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 대표 홈페이지(63개) HTTPS 적용 여부 점검 및 정비
- 적용기관 58개(2018.10.)→62개(2019.1.)
• 우정사업 빅데이터 기반 통합보안관제 구축·운영
- 조달 발주 및 사업자 선정(11월)
- 빅데이터 기반 보안관제시스템 구축(2018.11.~2019.5.)

‘사이버위협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 주요 국과 침해사고 대응 및 위협정보 공유
- 침해위협 정보 및 사고 분석정보 등 공유(약 400건)
• 韓·美 간 위협정보 공유(약 100만 건) 등

개인정보보호 분야
장관표창 확대
직원 역량 강화

개인정보보호 생활화 교육

기업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사이버위협 공동대응을 위한 인텔리전스 네트워크 운영
- 2019년 7대 사이버공격 전망 발표(12월)
- 안랩, 이스트시큐리티 등 보안기업 6개사 참여(매월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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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위협 인텔리전스’
운영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추진 실적
 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
•개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체 매뉴얼(3건) 현행화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업무처리 절차서,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절차서,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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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사업명

• 정보보호 분야 장관표창 수여(11월, 14점→17점)
• 개인정보 관리 총괄담당 부서장(정보보호담당관) CPPG 획득
• 전 직원 교육(5월, 9월)
• CPO 교육 참여(8월)
• 소속기관 자체 개인정보보호 생활화 교육 실시(반기별)
•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4개(고려대·서울여대·아주대·충북대) 지원
• 고용계약형 석사과정 58명 지원
• ITRC를 통한 산학협력프로젝트 지원(순천향대, 충남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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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관 내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자체 개인정

부 록

보보호지침,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여러 규정에 산재된 개인정보 안전조치 관련 내용을 취합
하여 자체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지침에 보안담당자, 서버담당자 등에 포괄적으로 부여하였던 기술적 보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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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무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로 명확하게 명시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절차서 수립 의
무 및 내부관리계획 점검 주기 등을 명문화하여 내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기술적·
관리적 조치 기준을 마련하였다.

나. 우정사업 빅데이터 기반 통합보안관제 구축·운영
우정사업본부는 지능화·고도화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
하여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보안관제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우정사업본부는 대량의 로그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던 기존 관제 방식의 한계
를 벗어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SIEM) 보안관제 솔루션을 도입하였으며, 정보시스템에서
수집된 보안 이벤트에 대한 상관분석을 통해 사이버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체계
를 구축하였다.

다.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 대표 홈페이지 HTTPS 적용 여부 전수조사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본부 및 소속·산하 공공기관의 대표 홈페이지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HTTPS(Hyper Text Protocol over Secure
sockets layer) 적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조치 기관에 전송구간 암호화를 적용하도
록 독려하였다.
그 결과, 대표 홈페이지 6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10월 기준 전수조사에서는 58개
의 기관(적용률 92.1%)이 HTTPS를 적용하였으나, 2019년 1월 기준 62개 기관이 조치를 완
료하여 HTTPS 적용률이 98.4%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라. 기업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 내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정보 유출사고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실전형 사이버훈련장’을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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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융합보안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진행하여 기존 산업과 ICT 기술 간의 융합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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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신규 보안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정보보호 산업의 수요를 반영한 실무형 전
문인력 양성을 위해 ‘K-Shield 주니어’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동
시에 기업의 수요에 맞는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양성하였다.

3. 향후계획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2회 주기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 교육을 실시하여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내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나, 처리자의 자주적 조치
에만 의존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보보안 포인트제도’를 도입하여 연중 개인정보파
일 수 감소율 등에 따라 부서별 가·감점 포인트를 부여하고, 우수자에 대한 연말 포상을 실시
하여 취급자가 개인정보파일을 적극적으로 삭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이버안전센터에서 수행하는 보안관제 수준 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사이버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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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회원기관 간 워크숍 등 상호 사이버위협 정보 공유 및 협
력체계를 강화하여 사이버침해시도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제 15 절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요인 최소화를 위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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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 개요

권법을 개정하여 여권 신원정보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여권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여권법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EU 개인정보보호
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

부 록

이라 한다) 발효에 따른 재외공관이 미치는 업무 영향도를 파악하
고 안내하였다.
또한, 신규 구축되는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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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유·노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전 직원 대상 교육, 개인정보취급자·수탁업체 직원 등 분야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산하기관과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책협의회 개최 및 개인정보보호 포
토툰을 제작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교부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2-15]와 같다.

2. 추진 실적

[표 3-2-15] 외교부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사업명

법령 등 개선

• 「여권법」개정
- 여권 신원정보면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 삭제하여 개인정보 유출 피해 요인
최소화
- 여권업무 수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리 근거 마련
• EU의 GDPR 발효에 따른 재외공관 영향도 파악 및 안내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 개인정보파일 운영실태 조사(6월)
-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파일 파기 및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행화
• 개인정보 위탁 현황 점검(4월)
-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의무 조치 이행 여부 점검
- 수탁업체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예방
• 재외공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3월, 6월, 12월)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및 수집 동의 여부 점검(5월)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1종, 내부서식)

침해예방대책 수립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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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실적

•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행(11~12월)
•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 강화
- 개인정보 유·노출 모니터링 실시(연중)
- 외교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365일 24시간 외교부 및 산하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성 검토 시 개인정보보호 분야 점검 실시 제도화
- 해킹메일 대응훈련 실시(7월, 12월)
• 망 간 자료전송시스템 확대 구축
• 산하기관과의 CPO 정책협의회 개최(8월)
• 개인정보 유·노출 및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업무시스템 공지
• CPO 워크숍 참석(3월, 8월)
•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교육
- 전 직원 교육(7월)
- 개인정보취급자, 수탁업체 직원 집합교육(4월)
- 임용 예정자 및 이·부임자 교육(8월, 11월)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전문교육 및 워크숍 참석(수시)
• 본부·재외공관·산하기관 대상 ‘개인정보 청소의 날’ 캠페인 홍보 및 참여(9~10월)
• 개인정보보호 포토툰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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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요인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를 더욱 적극적으
로 보호하기 위해 여권 신원정보면에 기재되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도록 「여권법」을 개
정하였다. 또한, 여권업무 수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
다. 아울러 유럽의 GDPR 발효(2018.5.25.)에 따른 우리 재외공관에 미치는 업무 영향도를
파악하고 안내하였다.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구축 사업에 대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
하여 잠재 위험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해당 개선방안의 이행을
통해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위험성을 최소화하였다.
외교사이버안전센터를 통해 365일 24시간 본부 및 재외공관(산하기관 포함)에 대한 개인
정보 유·노출 방지 활동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업무망과 인터넷망 간 이동식 저장매체를 통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한 자료 전송 시 사고 예방 및 보안강화를 위해 자료전송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였다.
외교부 및 산하기관의 정보시스템 도입과 유지보수 계약 시 반드시 보안성 검토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제도화하였다.
또한,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재외공관은 분
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분기별 서면점검과 보안측정 등 현장실태 점검을 실시
하였다.

제 4 편 해외 동향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전 직원 대상 및 개인정보취급자·수탁
업체 직원 등 분야별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사용자 친화형 콘텐츠인 포토

부 록

툰을 제작하였다.
또한, 산하기관(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과의 개인정보 보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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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 및 담당자 간 정책협의회를 운영하여 개인정보보호 최신 동향 및 현안 논의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매월 PC 취약점 점검 및 연 2회 해킹메일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결과에 따라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보안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3. 향후계획
외교부는 홈페이지 및 주요 개인정보처리정보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유·노출에 따른 2
차 피해 발생 및 정부 운영 대국민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저하 방지를 위해 노출예방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을 강
화하고 특히 재외공관의 경우 현장 실태 점검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제 16 절

통일부

1. 개요
통일부는 남북정상회담, 이산가족 상봉,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남북교류협력 등 통일업무를 추진하면서 관련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로부터 안전한 통일업무 환경 구축을 위해 개
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2018년에는 본부와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컨
설팅 사업을 추진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스템 등 10개 개인
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로그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선제적이고 자
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수행하였다.
한편, 주요 정보를 탈취하기 위한 진화된 사이버공격(APT공격)이
통일부뿐 아니라 하나센터 등 관련 민간·단체로 확대됨에 따라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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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제도적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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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체계를 조기 구축하는 등 활동영역을 확대하였다.
통일부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2-16]과 같다.

2. 추진 실적

[표 3-2-16] 통일부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사업명

추진 실적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규정 정비

• 관련 지침 및 절차서 제·개정(6월)
- 환경 변화 따른 정비(내부관리계획 등 4종)
• 개인정보 수집 서식을 점검·개선(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본부 13종, 소속기관
18종 개선 등)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 및
담당자 역량 강화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4월, 행정안전부)
•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으로 지정·운영 및 교육(2회, 행정안전부)

전담인력 확보 및 관리체계
적정기준 마련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로그관제솔루션 설치 및 구축(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등 10개 시스템)
• 개인정보 관련 시스템 상시모니터링 위한 인원 확보
- 유지보수 상주인원 1명(개인정보보호 전담)
• 탈북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하나센터 망 분리 등 보안인프라 구축(12월)
• 업무용 PC 인터넷 차단, 백신·매체제어 등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VPN 등
보안장비 도입(12월) * 대상: 전국 하나센터

개인정보보호 유관단체
협력 강화

• 하나재단 등 산하기관 및 하나센터 등 유관단체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이행
점검 실시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제고방안 마련

• 「개인정보 보호법」 이행 컨설팅 및 실태 점검(4~11월)
* 대상: 본부·소속·산하기관

대국민 인식 제고 및 홍보
강화

• 내부 행정포털 이용하여 서식 및 활용 자료 게재
• 매월 마지막 수요일 개인정보보호 관련 팝업 홍보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전문성 확보 위한 차별화
교육

• 개인정보 컨설팅 시 개인정보취급자 업무에 맞는 교육 실시(7~11월)
• 개인정보취급자 인터뷰 및 교육
* 통일부 176명, 산하기관 6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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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노출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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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분야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부 록

통일부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6
년 3월 기존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보완하여 훈령으로 제정·시행하였다. 또한, 2017년 6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사항에 따라 개인정보 내부계획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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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통일부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 매뉴얼을 신규 제정하여 상위 규
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이 밖에도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점검, 통일부 내 PC의 개인정보 암호화를 관제하고 점
검하기 위한 인원을 확보하여 관제·모니터링하였다. 또한, 사이버안전센터와 개인정보보호
를 연계하고 해킹에 대한 공동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인원(7급 1명, 8급 1명)을 확보하는 등 사
이버안전센터와 개인정보보호를 연계관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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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작업을 추진함으
로써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통일부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개
인정보보호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였다. 소속기관별 인터뷰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환경을 파
악하고 각 업무에 적절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다. 특히 인원과 예산 부족으로 자체적인 컨
설팅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산하 공공기관 2곳과 유관단체 1곳도 포함하여 개인정보 관리실
태 점검을 실시하였다.
실태 점검을 통해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정비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보관·파기 등 근무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법적 의
무사항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담당자 및 취급
자가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문답식 형태의 개인정보 업무처리 매뉴얼
을 제공하였다.
특히 해킹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강화를 위하여 ‘하나센터 업무망
분리 및 보안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 전국 25개 하나센터의 PC를 업무용과 인터넷용으로
분리하고 업무용 PC는 인터넷을 차단하였으며 백신·매체제어 등 보안소프트웨어를 설치하
여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의 안전을 보호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대국민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노출모니터링시스템 도입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
계를 구축하였으며, 통일 사이버안전센터 주관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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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및 홈페이지 대상 모의해킹 등을 추진하여 대량의 개인정보 침해·유출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보호기반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북한이탈주민
관리시스템 등 10개의 시스템에 대하여 접속로그를 저장·관리하고 비인가자 및 업무시간 외
개인정보처리 등 위험 행동을 감지·관제하며,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 시 개인정보처리 추
적행위를 감지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개인정보 송수신 구간 암호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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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도 꾸준히 이행하였다.
셋째 주 수요일에는 ‘주민등록번호 클린데이’를 실시하여 전사적인 PC 내 개인정보 관리
를 강화하였으며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대국민 사이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노
출을 점검·관리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사업 추진 시 개인정보 교육 전문강사 등 개인정보보호 전문가가 소
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유관단체를 방문하여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 직장교육 시간을 활용하여 통일부 전 직원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사항 및 업무처리상 사례별 위반 사례 등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
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전 직원 PC 내 개인정보 보유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관리현황 파악과 동시에 개
인정보보호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서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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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자 등 담당자 대면 교육을 실시하였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담당자 및 위·수탁업체 직원 대상으로는 개인정보처리 위·수탁에
관한 맞춤형 교육을 별도로 실시함으로써 위탁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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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계획
매년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고
있으나 업무처리 시 개인정보취급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까지 기대하기는 어려
운 실정이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독려할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취급자가 업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업무
별·시기별로 제공하고 개인정보보호 교육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2019년부터 매월 ‘주민등록번호 클린데이’를 ‘개인정보 클린데이’로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개인정보의 기본
수칙 공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전 직원이 스스로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주체로 인식할 수 있
도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통일 사이버안전센터와 연계하여 통일부와 소속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
보처리시스템에 대해 24시간 365일 보안관제를 실시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개인정보 관리가 취약한 통일부 관련 민간·단체 대상으로 연도별 실태 점검 대상을
선정하여 개인정보 컨설팅을 실시하고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배포하는 등 민간·단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 17 절

법무부

1. 개요
법무부는 국가송무, 범죄예방, 교정, 출입국관리 등의 고유업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안전
성 확보조치 강화를 통한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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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전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망 분리 사업을 추진하여 개인정보 유출방지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주기적인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및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으로 미비점
을 개선하였고, 소관 법령 및 각종 서식 정비, 내부 지침 제·개정,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모
니터링, 분야별 교육 실시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리수준 및 인식을 강화하였다.
법무부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2-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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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실적

[표 3-2-17] 법무부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추진 실적

개인정보보호 관련
행정규칙,
내부 규정 정비

•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정(1월)
-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 반영
• 법무부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개정(5월)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 반영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 구축

•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 관리체계 구축 4단계 사업 완료(6~10월)
- 교정기관(26개소)에 대하여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 구축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 체계 마련
- 위탁업체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중앙관리시스템 구축 등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한 각종 서식 정비(6월)
-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등 서식 2종 정비(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항목 삭제 등)
•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실시(6월)
- 법무부가 보유한 모든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 정보보호·보안업무를 위한 인력 4명(임기제 7급 4명) 확보(2019년 2월 직제 개정)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및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유·노출
대응체계 구축

•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실시(5월, 11월)
-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 및
기술적 조치사항 점검(10개 기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조치 점검(1월, 6월)
- 접근권한, 접속기록, 개인정보 송·수신 시 전송구간에 대한 암호화(G-SSL) 여부
등 점검
• 법무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2~4월, 7~10월)
- 법무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조치하여 개인정보 유·노출사고 예방
• 법무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실시(365일 24시간)
- 사이버위협 정보를 실시간으로 탐지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수행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전문성 확보 및
교육·홍보
활동 강화

• 법무부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3월)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의 필수교육 이수사항 및 연간 자체교육 일정 등
수립
• 법무연수원 사이버교육센터에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연중)
•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집합교육(5월), 워크숍(9월) 실시
•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소식지 제작 및 배포
-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관련 일간 뉴스레터(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대상) 및 월간
소식지(전 직원 대상)를 제작하여 내부 전자우편시스템을 통하여 배포
• 신규직원 대상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평가 실시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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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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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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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정보 유·노출 대응체계 구축
법무부는 2015년부터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 관리체계 강화 사업을 통해 전 소속
기관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를 추진하여 사이버위협 및 자료유출사고에 더욱 안전한 법무
행정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법무사이버안전센터에서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를 실시하고,
상·하반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 및 개선, 사이버위기 대응훈련, 개
인정보 유출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

나. 개인정보보호 관련 행정규칙, 내부 규정 정비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개
정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업무 처리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사고 발생을 예방
하고 사고 발생 시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자료제공 기준 및 절차, 법무
부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계획,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재해·재
난 위기대응 절차, 법무부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개정하여 최신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를
내부 규정에 반영하였다.

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 강화
법무부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실정에 맞는 접근권한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
에 따라 시스템 접근권한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반기별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기록을 점검하여 비인가자의 불법적인 접근을 통제하고 취급자들이 접근권한을 오·남용하
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더불어 법무부 홈페이지 및 소년보호교육종합관
리시스템에 대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고도화 사업으로 인한 시스템 변경 전 개
인정보 침해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수립·적용하였다.

라.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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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및 소속·산하기관에 대하여 상·하반기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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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 및 기술적 조치사항, 기관 내부관리계획 이행 여부, 개인정보
관리 현황 및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하도록 지원하였다. 매
년 개인정보파일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보유근거 및 기간, 제
3자 제공근거의 적정성을 검토, 파기하는 등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지속적
으로 노력하고 있다.

마.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법무부는 PC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운영하여 매주 화요일 전 직원의 PC에서 고유식별정
보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검출 및 암호화·삭제 조치하는 등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안전하
게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대상으로 서버 및 DB접근제
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비인가자의 시스템 접속을 차단하는 등 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
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홍보 강화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법무부는 직원들의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하여 관련 소식지, 뉴스레터 등
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소식지를 발간하여 개인정보보호 관
련 주요 이슈를 공유하였으며, 본부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안
뉴스레터’를 주기적으로 발송하여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제 4 편 해외 동향

3. 향후계획
2019년에는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 관리체계 강화 5단계 사업’ 추진으로 법무부 전
기관의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를 완료하여 자료유출사고로부터 더욱 안전한 환경을 마련

부 록

할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개인정보 관련 정책 및 정보
시스템 안전성 확보조치 방안 논의 등 담당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관·관리될 수 있도록 교육대상자별(보호책임자, 보호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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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원 등)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제 18 절

국방부

1. 개요
국방부는 방대한 군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운용하고 있어 개인정
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실태 관리·감
독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8년에 개
인정보처리에 대한 구체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을 제정하였
다. 이 훈령에 따라 각 군·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
검하고 각 군·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또
한, 업무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내부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인
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다.
국방부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2-18]과 같다.

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국방부 내부 지침의 정비
국방부는 2018년 상반기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을 업무 담당에 따라 차등 부여하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
한 관리 매뉴얼을 각 군·기관에 배포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의무조항을 반영하고 개인정보처리 기
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자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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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8] 국방부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분야

사업명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법령 등 개선

•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정(8월)

추진체계 정비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매뉴얼 배포(6월)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침해예방대책 수립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홍보 강화

• 국방부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4월)
• 국방부 및 소속기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실태 점검(5월)
• 국방부 및 각 군 대상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12월)
•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 매뉴얼 보완(4월)
• 국방부 및 각 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5월)
• 국직 및 각 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및 취급자 교육(5월, 12월)
• 국방부 및 소속기관 전 직원 교육(6월)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추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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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처리실태 관리·감독 강화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국방부는 2018년 상반기에 국방부 및 각 군·기관을 대상으로 서면을 통한 자체점검을 실
시하고 현장점검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하반기에는 「개인정보 보호
법」상 강화된 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
였다.
이처럼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제 4 편 해외 동향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국방부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담당자, 주요 취급자 및 일반직원 등 교육 대상을 세분화
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전문강사를 섭외하여 국방부 본부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하였다. 또

부 록

한, 개인정보의 파기 및 암호화 조치 등을 자율 점검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을 마
련하여 전 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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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계획
국방부는 2019년 상반기에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
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 업무 주체별 교육 시행 기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개
인정보보호 교육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국방부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개선하여 개인정보보호 안전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석률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 성과 평가 항목에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각 군·기관별 개인정보취급자 교육을 다양
한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자체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그리고 2018년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후속조치를 이행하여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노
력할 것이다.

제 19 절

행정안전부

1. 개요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 주무부처로서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서 타 부처의 모범이 되고,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내부적으
로는 개인정보 업무담당자, 개인정보파일 취급자, 일반직원 등 사용
자별로 맞춤교육과 순회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수
준을 높이고 있으며 각 부서, 소속·산하기관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관리실태 정기점검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개인정보
유·노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 관련 사고 동향을 보면 기관의 지속적인 투자와 관
리로 해킹과 같은 고의적 유출사고의 빈도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개
인정보를 다루는 내부직원의 인식 부족이나 관행적 업무 추진으로
인한 유·노출 빈도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부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교
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가와 합동 점검 시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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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특성상 이직이 잦아 업무의 숙련도와 전문성 향상이 어
렵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향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행정안
전부의 경우 2017년 7월 국민안전처와의 부처 통합에 따라 점검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기관
간 개인정보보호 수준의 차이로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체
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방문 컨설팅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
을 두어 운영한 결과 2018년 공공기관 관리수준 평가에서는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관
리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행정안전부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2-19]와 같다.

2. 추진 실적
가. 제도 개선 및 체계 정비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개정(2017.12.12.)에 따라 행정안전부 내 53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일제정비를 통해 관리체계를 정비하였으며, 행정
안전부 개인정보에 대한 현행화를 위해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및 수행현황 조사, 개인정보
접속기록에 대한 운영상황 등의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현황이 최신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
록 주기적으로 현행화를 실시하였다.
더불어 개인정보 책임자 및 담당자의 역량 강화 및 관리체계 정비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시

제 4 편 해외 동향

스템 암호화키 관리 절차서, 재난·재해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 매뉴얼, 개인정보
보호 업무담당자 매뉴얼,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절차서 등 관련 지침이나 매
뉴얼을 정비하였고,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 실태 점검을 통하여 기관별 맞
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을 전사적으로 펼쳐나갔다.

부 록

나.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본부, 소속·산하기관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리와 사용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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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지를 자체점검을 통해 사전점검한 후 전문가의 현장방문 점검 밎 컨설팅을 통해 미흡
한 점을 개선함으로써 자체 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표 3-2-19] 행정안전부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분야

사업명

법령 등 개선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추진체계
정비

추진 실적
• 개인정보처리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조사
-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실태 자체점검 실시(5월)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및 수행현황 조사(6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상·하반기 점검(6월, 12월)
• 개인정보 처리방침 일제정비(8월)
- 부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48개(개인정보 열람 제한에 대한 법 항목 변경,
제35조⑤항→제35조④항)
• 행정안전부 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매뉴얼 정비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암호키 관리 절차서 정비(2월)
- 재난·재해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2월, 6월)
- 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자 매뉴얼 정비(2월)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절차서 개선(3월)
-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대응 매뉴얼 절차서 개선(3월)
• 행정안전부 내 홈페이지(게시판) 개인정보 유·노출 정기 모니터링(월 2회)
• 구글(Google), 네이버(Naver) 등 외부포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가 불법 게시된
정보가 있는지 점검(월 2회)
• 행정안전부 PC 내 개인정보 일제정비(5월, 12월)
• 개인정보보호 의무조치사항 실태 점검 및 컨설팅 실시(2~5월)
• 개인정보보호 의무조치사항 실태 점검 결과 후속조치(9월)
• 본부·소속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및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의무사항 이행점검
• 개인정보파일 과다 운용, 제3자 제공 근거 등 적정성 검토 및 정비
< 개인정보파일 운영 현황 >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구분

점검 전

신규

점검 후

합계

110

파기

57

167

본부

36

25

61

소속

42

4

46

산하

32

28

60

※ 국민안전처와의 통합으로 개인정보파일 증가
• 영상정보처리기기 법적의무조치사항 현장점검 실시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현황 >

침해예방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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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권리보장

구분

대수

공개

비공개

합계

5,594

2,122

3,472

본부

-

-

-

소속

5,207

1,859

3,348

산하

387

263

124

비고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 본부·소속기관 대국민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점검(월 2회 정기점검, 전수점검 1회)
* 산하기관은 자체점검
• 개인정보 점검툴을 이용한 개인 PC별 의무점검 실시
- 주민등록번호 보유문서 암호화 및 불필요 개인정보 삭제 조치
•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 87개 시행령 일괄 개정(3월)

사업명

추진 실적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행정안전부 자체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3월)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순회교육 결과 보고(5월)
- 총 28회(본부 3회, 소속·산하 25회), 2,472명 수료

협력 강화 및
인식 제고

• CPO 및 담당자 역량 제고를 위한 2018년 공공기관 CPO 워크숍 및 콘퍼런스 참석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및 개인정보보호 총괄관리자 세미나 및 콘퍼런스 참석 (4회)
• 소속 및 산하기관 대상 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자 연찬회 개최(10월)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분야

그리고 대국민 공개대상 개인정보파일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하여 보유근거, 기간, 제3자 제공 근거 등 적정성 검토 및 정비를 통해 개인정보파일(167
개) 및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5,594대)를 운영·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개인정보파일,
CCTV 현행화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관리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체계 확립에 중점
을 두었다.
2018년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시에는 2017년 개인정보 실태 점검 시 주요 미흡사
항이 발견된 점검영역에 대해서는 통제항목을 강화하고,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
점검 항목과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항목을 일원화하여 점검의 효율성 향상
과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업무 편의성 향상을 도모하였다.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현장점검 시에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통해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즉시 개선하도록
하였고 조치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 및 기관에 별도로 통보하여 개선하도록 하며 개
인정보보호 수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전 정부·공공기관을 대상
으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평가에서 매우 우수한 성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바탕이 되었다.

제 4 편 해외 동향

다. 침해예방대책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고시 개정안 내 접근권한 및 접근통제 관련 신규항목을 추가,
접속기록 등 주요 항목을 분리하여 개인정보처리스템에 대한 기술적 통제항목을 강화하고,
위탁 및 이용·제공 등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에

부 록

대한 관리적 통제항목을 강화하였다.
또한, 신규로 구축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미흡한 점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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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여 개인정보 보유 시스템의 보안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업무용 PC에
점검툴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보호 의무점검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사용이 필요한 파일에 대
한 암호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 53개 사이트에 개인정보 노출진단시스템, 15개 사이
트에 개인정보필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전에 개인정보 유·노출을 방지하였다. 아울러 구
글 등 외부포털을 통하여 노출되는 고유식별정보 및 은행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에 대한 모니
터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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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담당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소속·산하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분
위기 확산 및 문화 정착을 위하여 전문가 순회방문 교육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현장 실태 점검 결과 분석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매뉴얼로 개편하여 개인정보파일
관리를 위한 40개 체크리스트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를 위한 14개의 체크리스트
를 보완·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개인정보처리 시 자체
점검을 위한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실태 점검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
을 정례화하여 부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다.

3. 향후계획
과거의 개인정보보호의 관점이 기술적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향후의 개인정보
보호는 내부직원에 대한 통제나 인식 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방문
시 업무 진행절차 등 내부 통제 분야에 중점을 두어 점검과 인식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산하기관의 경우 개인정보관리의 실효성을 증대하기 위해 지방 공기업 평가항목에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포함시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각인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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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태 점검 시 개선사항을 도출·컨설팅 하고, 각 부서 및 소속·산하기관의 자체점검 비
율을 높여 스스로 빈틈없는 개인정보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유·노출 완벽 차단 실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내 홈페이지
에 대하여 사전 개인정보 차단, 실시간 모니터링 및 주요 민간 포털의 검색엔진에 대한 점검
을 주기적으로 실시함으써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개
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과 기관별 순회교육을 통해
내부 교육 및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문화체육
관광부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제 20 절

1.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본부 및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에서 수집·보
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체계적 관리·보호를 위하여 소속기관 및 공
공기관을 대상으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지원 및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로 내부 구성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증진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현황관리시스템과 유·노출점검시스템 및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
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2-

제 4 편 해외 동향

20]과 같다.

2. 추진 실적
부 록

가. 개인정보보호 지침체계 정비 및 관리체계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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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표준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내부관리계획
과 3개의 절차서를 현행화하는 등 자체 지침체계를 정비하여 개인정보 인프라를 공고히 하
였다. 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와 담당자들 간의 임무 및 역할 정립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내실화를 기하였다.
[표 3-2-20]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사업명

추진 실적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 확립을 위한
전체 법령 점검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전면 개정(6월)
- 지침 체계정비 및 법령/표준지침 개정사항 반영
• 내부관리계획 및 3개 절차서 현행화(1월)
-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강화, 개인정보 침해예방
강화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확대 추진

• 개인정보보호 자체 실태 점검(72개 기관)
- 소속기관 대상 자체 실태 점검 실시(2~6월, 38개)
- 소속 및 공공기관 대상 현장점검 실시: 30개 기관
-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 실시(1월): 본부 7개 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

• PIMS 인증 유지
※ ISMS와 PIMS 인증 통합으로 2019년부터 중단 예정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문화 정착

• 본부, 국립국어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한국정책방송원,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등 등 6개 기관의 수집 항목 축소

개인정보 유·노출 공동
대응 강화

• 개인정보 유·노출시스템 운영을 통한 침해사고 예방(400여 개 사이트)
- 실시간 정탐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사항의 삭제

개인정보보호 관계기관
및 단체 간 협력 강화

• 특수법인 대상 개인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조사
실시 및 가이드라인 제공으로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 유도(22개
특수법인)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제고를 위한
협력 강화

• 공공기관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자체평가 실시(33개 기관)
• 소속 및 공공기관 대상 개인정보처리 상담 실시(57건)

대국민 인식 제고 및 홍보
강화

•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체 ‘개인정보보호의 날’ 지정 운영(매월 1회)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 상시 개설 및
운영

• 일반직원 및 취급자 대상 교육(5월), 수탁업체 대상 교육(4월, 11월) 실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담당자
필수교육과정 개발·운영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6월)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교육(4월, 11월)
실시

나. 공공기관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제고
2018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정부부처 최초로 33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
공기관 관리수준 진단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제고하였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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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평가는 단계별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제시함으로써 피평가기관이 일정에 따라 사전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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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점수표를 제공함으로써 자율적으로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도록 하
였다. 또한, 2차례의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피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도
를 제고하였고, 최종 결과에 대하여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객관성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 자체 실태 점검 및 특수법인 대상 실태조사 실시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자
체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다. 전년도 평가결과 미흡기관, 당해 연도 실적 제시 미흡기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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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컨설팅 희망기관 등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켰다. 또한, 현장에서 직원들이 부딪히게 되는 개인정보
처리상의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내 개인정보처리 상
담센터를 설치, 개인정보처리 업무와 관련한 다양한 질의와 자료 요청에 대하여 상담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 추진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소속기관에서 운영 중인 38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보관시스템을 운영하
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현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본부와 71개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400여 개 홈페이지와 구글 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
호, 운전면허번호 등의 개인정보 유·노출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자체 유·노출점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해당 기관의 유·노출 기록은 문화정보화 업무평가 점수에 반영하여 재

제 4 편 해외 동향

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마.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강화
부 록

내부직원 및 개인정보 수탁업체 등 대상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
다.(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회,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2회, 일반직원 및 취급자 1회, 수탁업체
개인정보담당자 2회) 또한, 매월 1일을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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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홍보 및 이슈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소속 및 산
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들이 개인정보보호 업무 중 편리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휴대용 수첩과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3. 향후계획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에 공공기관 관리수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확대, 유형별 맞춤
형 교육 강화, 개인정보보호 관련 시스템 기능 보강, 홍보콘텐츠 제작 및 이벤트 실시를 통
한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 강화 등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더욱 높
여나갈 예정이다.
최근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과정에서 법규의무 준수가 요청되
는바, 문화체육관광부 내 소속 및 공공기관을 포함한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웹사이트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법규의무 준수여부를 체크하여 개선토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
에 예방함과 아울러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 21 절

농림축산
식품부

1.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
립·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으며, 해당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자체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제정·시행하고 처리과정별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
하고 있다.
또한,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과 개인정보 유·노출 상시 모니터링 등 개인정보 침해사
고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정보와 농식품사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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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등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대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을 추진하는 등 농림축산식품 분야 개인정보보호 신뢰도 제고에
도 노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2-21]과 같다.

2. 추진 실적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표 3-2-21]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분야

사업명

내부 지침 및
절차 개정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개인정보보호 지침(훈령) 개정(11월)
- 개인정보 유출 시 신고 규모 개정사항 반영
•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 및 침해사고 대응 절차서 개정(11월)
- 지침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개정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방법 개선

•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업무협의회 개최(3월)
•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및 자문 협력체계 구축(상시)
- ‘개인정보보호 현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소통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워크숍, 전문교육 참여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 획득

•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관리체계(PIMS) 인증 획득(4월)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 대상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및 컨설팅 실시(3~5월)
• 산하기관 대상 개인정보 특별점검 실시(6월)
•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실시(6월, 12월)

침해예방대책 수립

• 개인정보 유·노출 모니터링 실시(상시)
- 각 기관 홈페이지 및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123개)에 대해 상시모니터링
실시
• 개인정보 처리기록 관리 강화
-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 상시 분석 및 점검·보고(매월)

개인정보보호
인식 확산

• 내부 지식포털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최근 동향자료 게시(10회)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부 록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개인정보보호 전문 교육과정 신설·운영(11월)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과목 신설
• 개인정보 취급대상자별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전 직원 대상 온라인 교육 실시
- 대상자별(담당자, 취급자, 위탁업체 등) 자체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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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체계 운영 및
전문 역량 강화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추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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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최신 규정에 맞게 개인정보보
호 지침(훈령 제304호)을 개정·시행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 및 침해사고 대응
절차서를 정비하였다. 또한,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주요 사항에 대
해 통상의 동의와 구분하도록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개선하였다.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내부 부서평가항목에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개인
정보 유·노출 건수를 지표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현황관리시스템’을 통해
소속·산하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실태 상시 점검 및 협력체계를 운영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 본부 및 소속·산하 16개 기관을 대상으
로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도출된 미흡사항에 대해 즉시 시
정조치, 중장기 개선 계획을 마련하는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각 기관 홈페이지 등 123개 웹사이트에 대한 개인정보 유·노출 모니터링을 상시 실
시하고 있으며,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298개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주
기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점검하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체계
를 운영하였다.
그리고 160만 농업경영체정보와 147개 농식품사업신청정보 등 대량의 개인정보를 수
집·관리하고 있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체계(PIM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인증을 획득하여 농림축산식품분야 개인정보 관리수준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담당자, 취급자, 용역업체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내용 및 위반 사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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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지자체 및 유관기관 담
당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대상과 방법을 다양화하였다. 또한, 내
부포털에 개인정보 관련 주요 이슈 및 최근 기사를 게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홍보 강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였다.

3. 향후계획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에도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소관 법령·서식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개인
정보보호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2018년에 획득한 농림사업정보시
스템의 PIMS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기관 개인정보보호 신뢰수준이 지속될 수 있도
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컨설팅과 내부·유관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다
양한 온·오프라인 교육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및 보안 인식을 제고해 나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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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

제 22 절

IT산업이 발달하고 개인 간의 정보 교류, 개인정보의 유출 등이 쉽
제 4 편 해외 동향

산업통상
자원부

1. 개요

게 이루어지고 있어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는 점점 높아지
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 실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현실이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대해 지
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는 개
인정보취급자뿐만 아니라 개개인이 함께 힘써야 할 필요가 있다.

부 록

산업통상자원부는 기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활동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업무처리에 있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도록

257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과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있
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이용 등을 위하여 기술적인 보호조치를 비롯한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등을 통해 개
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정립 및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8년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지침’, ‘개인정보보호 내부관
리계획’, ‘개인정보 침해·유출사고 대응매뉴얼’ 등을 개정하여 안전한 개인정보보호와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6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내 ‘개인정보보호 강
조 주간’을 정하여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방법을 홍보하였으며,
업무용 PC 내 개인정보 삭제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고, 2017
년 구축된 ‘구글 개인정보 노출점검시스템’, ‘개인정보 오·남용 점검시스템’을 운영하여 개인
정보의 유·노출 등 개인정보 침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 공공기관과 업무연락방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업무 공유 등
의 협업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이 꾸준히 향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소관
특수법인의 개인정보 관리 능력 배양 등을 위해 2018년 12월 특수법인 개인정보 보호담당
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
보처리시스템 수탁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2-22]와 같다.

2. 추진 실적
가.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
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전면 검토하였다. 그 결과 자유무역관리원에서
사용 중인 입주 동의서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 거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개
선하였으며,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 포털 동의서의 정보주체 권리보장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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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 규정 정비
2018년에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안전 조치 등 개인정보의 관리에 대한 세부 내용을 규정
한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2회 개정하였다. 첫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법령의
순서, 내용에 따라 지침을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전면 개정하였고 두 번째는 법제 형식
에 맞게 일몰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및 강화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부관리계획을 개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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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2] 산업통상자원부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분야

사업명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 소속 및 산하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현행화 및 미등록파일 발굴 등록
•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내용 및 권리 행사에 관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서식 개선

관련 규정 정비

•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처리지침」 개정(2회)
- 관련 법령의 순서, 내용에 따라 지침 개정
- 법제 형식에 맞게 지침에 일몰제 도입
•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부관리계획 개정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 산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능력 향상

개인정보보호시스템 활용

• 개인정보의 노출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 지속 운영
- 개인정보 오·남용 점검시스템, 구글 개인정보 노출점검시스템,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점검시스템,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점검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교육

• 산업통상자원부 내 직원, 개인정보시스템 수탁업체, 특수법인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개인정보의 중요성 홍보

• 개인정보보호 주간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내 직원에게 개인정보의 중요성
인식 제고
- 업무포털 공지, 개인정보보호 배너 제작·게시 등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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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추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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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제고 및 개선방안 제시를 위해 산

부 록

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점검가이드라인(14개 분야 72개 항목)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의 개
인정보 처리실태를 현장점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7개 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를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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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인정보관리수준 진단 결과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평균 점수는 2017년에 비해 1.26점 상승하였는데, 기관 자율점검 및 관리에 대
한 지속적인 독려 및 현장점검 등으로 산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효과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확립을 위해 관리수준 우수기관
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현장점검을 제외하는 등 현장점검 기준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활용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인정보 및 안전한 PC 관리를 위하여 매월 PC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
며 해킹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해킹메일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
다. 또한, 개인정보 오·남용점검시스템, 구글 개인정보 노출점검시스템,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점검시스템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 유·노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마.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의 이해와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교
육을 실시하였으며,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수탁업체를 대상
으로도 교육을 실시하였다. 나아가 개별 법령에 따른 특수법인의 수가 많으나, 일부 특수법
인은 공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정보보호 환경이 열악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특
수법인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바. 개인정보의 중요성 홍보
개인정보는 일상생활에서도 늘 노출되어 있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십
계명을 산업통상자원부 청사의 주요 통로 등에 설치하여 직원 및 내부 방문객에게 홍보하였
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강조 주간’을 설정하여 개인정보의 중요성 및 보호에 대한 관심도
를 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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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소관 법령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
호법」과의 부합 여부를 검토하여, 법령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개
인정보보호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파일시스템의 구축·운용 또
는 변경 여부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며, 특히 ‘개인정보
PC점검시스템’ 신규 도입을 추진하여 업무 처리자들의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등
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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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보호는 기관의 관리적 체계뿐만 아니라 업무 처리자들의 인식도 중요하므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 의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
이다. 나아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산하 공공기관, 특수법인 등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의
견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개인정보보호 노하우를 공유하고 개인정보관리의 애로사항 토의
등을 통해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제 23 절

1. 개요
보건복지부는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법」,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 등을 근거로 보건, 의료, 기초·사회생활, 연금 정보 등 민감한 개
인정보를 다량 보유[1,110억 건(공공분야 전체의 91.7%,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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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모든 소관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수준 현장 실태 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향
상시켰다. 또한, 2010년부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용자의 오·남용
을 관제하기 위해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중
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제를 목표로 관제기관을 확대하고 있다.

부 록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맞아 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및 개
인정보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 분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으로 사회보장정보원을 지정(2016.8.)하였으며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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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비식별 조치 실태 점검, 비식별 담당자 및 적정성 평가위원 교육, 적정성 평가 절차 및
방법 안내서 수립 등을 추진하였다. 2017년 6월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 분야 개인
정보보호 자율규제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요양기관 대상 온라인 자율점검 서비스 제
공, 현장 컨설팅, 전국 순회교육, 상담사례집 배포 등 의약 분야 민간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
호 지원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2-23]과 같다.

2. 추진 실적
가. 본부 및 소속·산하 공공기관 전 기관 대상 현장 점검 및 컨설팅 실시
보건복지부는 본부·소속·산하 전 기관(37개)의 개인정보보호·관리실태 점검 시 3개 분야,
5개 지표, 36개 세부항목의 강화된 지표로 현장점검(기관당 3명, 4~5일, 4개월) 및 컨설팅을
수행하여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월별 서면점검 실시
보건복지 개인정보보호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전 기관(37개) 대상 매월 「개인정보 보호
법」 의무사항에 대한 관리 분야 서면점검 및 미흡사항 수정안 제시 등 기관 개인정보 보호담
당자에 대한 업무 지원 활동을 수행하였다.

다. 개인정보통합관제 확대 및 기능 고도화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통합관제 활동과 개인정보보호 활동,
개인정보보호 교육·컨설팅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0년부
터 매년 통합관제 상시 모니터링 대상기관을 확대해왔으며, 2018년에는 8개 기관(신규 4개)
을 확대하여 총 28개 기관, 136개 시스템을 대상으로 관제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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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또한, 기관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제기준 적용, 기관 특성을 반영한 소명 요청, 통합관제
표준접속 기록 재정의, 관제기준 현행화, 관제 품질수준 현장점검 등 추진하였다.
[표 3-2-23] 보건복지부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분야

사업명
개인정보 관련
지침·규정 개선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정책·기술
지원체계 강화

비식별 전문기관
지원 강화

•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대상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진단(29개
기관, 70개 시스템)(7~11월)
• 서버 내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점검시스템 도입(국민연금공단)(12월)
• 업무시스템 화면복사 차단, DB 내 고유식별정보 암호화(국민건강보험공단)(10월)
• 보건복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적정성 실태 점검(12월)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위원 전문교육(5월, 11월)
• 보건복지 분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교육(3월, 9월)
 쇄형인프라 보강(10월), 비식별 조치 강화 등 환자표본자료 4종 개선(건강보험심사평가원)(12월)
•폐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 유지 및 취득(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
• 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 인증(e-PRIVACY) 유지(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 사후심사(10월)(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비식별 조치를
통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 보건복지 분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위원 운영계획 개정(10월)
• 비식별 조치 지원 운영협의회 실시(1월, 8월, 9월, 12월)
• 임상연구소 인체자원은행정보관리시스템(BIMS)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국립마산병원)(6월, 2,688건)

개인정보 적정
수집·파기 실태
점검

•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6~7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식 일제정비(5월)
•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현황조사 현장방문 시 개인정보 적정 수집·파기 실태 점검 및
컨설팅 실시(37개 전 기관)(7~11월)
• 본부·지역본부·지사 특성에 맞는 실태 점검(2~12월)
- 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 제공 등 57개 항목 정기점검(62개 지사)(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 개인정보 통합관제 대상 확대(8개 기관 10개 시스템)(7~12월)
•보
• 보건복지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 운영
- 28개 기관 136개 시스템 통합 관제 중(12월)
• 개인정보통합관제시스템 전용 망 및 행정 망 분리를 통한 보안성 강화(12월)

소관
공공기관·부서
등과의 협업체계
강화

• 보건복지 개인정보보호 지원시스템을 통한 본부·소속·산하기관 협업체계 강화(수시)
- 개인정보보호 관련 최신 동향 및 지침, 서식 등 공유
• 복지부 소속·산하기관 통합관제 담당자 대상 운영자회의 실시(2회: 4월, 11월)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 협의회 회의(6회)

부 록

개인정보 유·노출
공동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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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 표준 접속기록 형식(데이터 속성) 개선·관리(10월)
• 개인정보 통합관제 기준 개선(12월)
- 기관특성을 반영한 기관별 소명 요청 분석 및 관제 기준 통·폐합 및 명칭 변경
• 개인정보통합관제시스템 기능 고도화(12월)
- 관제기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통합관제가 가능하도록 오·남용 의심사례 분석 기능 개선
• 개인정보 관제활동 품질수준 확인 현장점검(24개 기관 36개 시스템)(7~11월)
- 관제기관 점검지표 신규 개발(3개 분야 6개 세부항목) 및 증적자료 예시 가이드북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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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인증
활성화

• 개인정보 침해·유출사고 대응매뉴얼 개정(6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 지침 개정(7월)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지침 개정(12월)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개인정보
통합관제
기준 개선

추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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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사업명

추진 실적

조직전반의
개인정보
관리 통제체계
강화

•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관리수준 현황조사 수행(6~11월)
- 소관기관 전 기관 대상 개인정보보호 현장점검 및 컨설팅 실시(기관당 3명, 4~5일)
• 행정안전부 주관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 업무를
보건복지부가 통합 수행(6~11월)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월별 서면점검 실시(매월)
- 전 기관(37개) 대상 매월 「개인정보 보호법」 의무 사항에 대한 관리적 분야 서면점검 실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지침 이행 여부 및 개인정보 적정
관리실태 현장점검 실시(6월, 12월)
•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사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실시(3~11월)
- 지사(55개소), 상담센터(12개소), 본부부서(24개소)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지원
체계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기관 맞춤형 현장지원 컨설팅 서비스 실시(150개 기관)(6~10월)
• 자율규제단체별 규약 개정 지원 및 개선 가이드 제공
• 요양기관 대상 온라인 자율점검 서비스 제공
- 총 8만 6,402기관 중 6만 7,437기관 자율점검 실시 완료
•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제작 및 배포
• 의료분야 정보보호 전문가육성 및 전국 순회 요양기관 교육 실시(전문가과정: 82명,
요양기관: 27회/3,845명)
• 청구SW 보안 검사항목 신설(4개 분야 18항목) 및 보안 기능 검사 실시

대국민 대상
개인정보보호
홍보 강화

• 입원 한센인 등 취약계층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실시(국립소록도병원)
• 개인정보보호 실천 생활화를 위한 SNS 카드뉴스 제작,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게시(국민건강보험공단)
• 임직원 자녀 대상 ‘정보보호 포스터 공모전’ 진행(39개 출품)(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개인정보보호 테이블 패드 제작하여 전국 지사 민원실 비치 및 지역 내 초등학교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초등학생 눈높이 교육자료 마련(국민연금공단)
•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배너 및 인포그래픽
- 홈페이지 게시, 포스터 부착, 보도자료 배포 등
- 대국민 홍보(한국보건산업진흥원)(12월)

담당자 워크숍
및 교육

• 보건복지 분야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및 운영자 워크숍 개최(6월)
• 보건복지 분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및 담당자 워크숍 개최(12월)
•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7회 실시
(정보화사업 담당자 50명,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및 취급자 350명)
• 보건복지 분야 개인정보보호 경연대회(6월) 및 공모전(11월) 개최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 보건복지부 소속 산하기관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1차: 6월, 2차: 12월)
-개
 인정보 유출과 징벌적 손해배상,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 변화,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 이슈 등
 부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활용한 전문가 양성 교육 실시 및 전문과정 수료(사회보장정보원)
•외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교육 전문강사 1명, ISO27001 인증심사원 2명/CPPG
2명/PIP 2명/CPPF 3명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라. 보건복지 분야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지원
보건복지 분야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 역할을 위하여 보건
복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적정성 실태 점검, 적정성 평가위원 전문교육, 비식별 조치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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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교육,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위원 운영계획 개정 등을 수행하였다.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마.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당자, 취급자의 인식 제고, 역량 강화를 위하여 위
크숍,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인정보보호 경연대회, 개인정보보호 공모전, 기관 방문교육 등
을 실시하였으며, 정보주체인 국민에 대하여 입원 한센인 등 취약계층 인식 제고 캠페인 실
시, 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에 SNS 카드뉴스 게시, 지역 내 초등학생을 위한 교육 등을 추
진하였다.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3. 향후계획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
정보통합관제 모니터링 대상 기관을 28개 기관(136개 시스템)에서 2019년 32개 기관(144
개 시스템) 및 향후 보건복지부 유관 민간기관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취약 기관인 신규 공공기관 및 기관 산하 검역소·지원·지사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에 대한 사전 컨설팅 및 현황조사를 확대·수행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사항 이행 및 관
리수준 점검 안전성 확보조치를 점검함으로써 각 기관별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및 개인정
보보호 의식 제고를 통해 관리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다.

제 24 절

제 4 편 해외 동향

환경부

1. 개요
환경부는 온·오프라인으로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
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수집·이용·관리·파
기)에 따라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부 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화,
개인정보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안전한 개인정보의 이용
관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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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환경부에 적절한 법령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법 제도 변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직원 개개인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과 관리 역량 향
상을 위하여 전 직원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매월 알림메일을 발송
하고 있다.
환경부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2-24]와 같다.

2. 추진 실적

[표 3-2-24] 환경부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분야

사업명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생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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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필요 개인정보 수집 점검
• 개인정보파일 정비 및 불필요한 개인정보 삭제 유도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 실시

•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점 점검, 미비점 개선 보완
조치(26개 소속·산하기관)
•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시 전송구간 암호화 이행 여부 점검(157개 홈페이지)
• 홈페이지 노출 점검 분기별 1회(270여 홈페이지)
•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6개 시스템) 구축 운영
•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에 내 PC 지키미 실행 및 개인정보 검색솔루션 점검 실시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이행점검 및 현행화
• 「개인정보보호 지침」(환경부 훈령) 개정
•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 매뉴얼(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절차서, 개인정보
침해대응 절차서,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 매뉴얼) 현행화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추진 실적

소속기관 망 분리

• 원주청과 새만금청에 대한 망 분리 실시

개인정보보호
협의회 운영

• 개인정보보호 협의회 운영(4월, 12월)

개인정보보호
알림 메일 발송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알림메일 발송(12회)

개인정보 담당
역할별 보호
교육 실시

• 개인정보보호 및 절차서 순회교육(21개 소속, 산하기관)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카드뉴스 제작 배포(4편)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순회교육(낙동강, 금강청, 국립생물자원관)
• 환경행정포털 내 개인정보보호 업무자료 및 참고자료 배포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개인정보 위기대응 매뉴얼,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등을 매년 현행화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를 정착시키고 있으며, 2개 소속기관(원주청, 새만금청)에 대한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를 추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연 1회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미비점을 개선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역량을 향상시키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 여부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노출된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
하고, 재발방지 이행 결과를 점검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홈페이지 회원정보 등 개인정보를 위탁운영함에 따라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교육을 분기
별로 실시하고,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다. 교육 및 홍보 강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정보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알림메일을 작성하여
월 1회 전 직원에게 제공하고, 전 직원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추진
하며 개인정보보호 및 절차서 등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카드뉴스를 작성하여 직원들의 인식 제고와 역량

제 4 편 해외 동향

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3. 향후계획
부 록

환경부는 개인정보의 최소 수집, 안전한 관리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환경부 및 소속·산하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에서 도출된 결과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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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개인정보 관련 담당자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2017년부터 시작한 소속기관에 대한 망 분리를 계속 실시하여 악성코드 등으로부터 개인
정보 유·노출 방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
어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하고 개인정보보호 수행을 위한 참고자료
를 작성·배포하여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와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각 기관의 업무 수행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맞는 보호대책을 수
립·시행하여 개인정보가 유·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대응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제 25 절

고용노동부

1.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 기본법」,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
법」 등을 근거로 국민에게 고용·노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
으로부터 수집된 개인정보를 운용 및 관리하고 있다. 대다수 직원들
이 워크넷·고용보험시스템·노사누리시스템 등의 정보시스템을 접
속하여 접근한 개인정보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소관업무를 처리하
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유·노출을 방지하는 안전한 업무처리를 위
해 교육·시스템 운영·조직 등 다방면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
력하고 있다.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본부 교
육 및 소속기관(약 60여 개)에 순회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고, 개인
정보 유·노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상시 암호화와 사
이버안전센터에서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취약점 보완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속·산하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기존 고
용노동부 본부 중심에서 지방청·중앙노동위원회 중심으로 변경하
여 좀 더 효율적인 관리체계로의 진화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2-25]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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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2. 추진 실적

[표 3-2-25] 고용노동부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
조직·예산 등 관리
체계 강화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정비 및 강화
- 개인정보 처리방침(2월) 정비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가이드라인 정비(6월)
- 개인정보보호 지침 개정(12월)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본부→지방청·중앙노동위원회 중심) 정비
- 자율점검표 보완 배포(6월)
- 노동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등록현황 정비(7월)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정비 계획 수립(12월)

개인정보 유·노출
대응 강화

• 소속·산하기관 실태 점검 실시(30개) 및 미비점 개선
- 상반기(16개소, 6월), 하반기(14개소, 12월)
• 개인정보 유출방지기술 도입
- 노사누리시스템에 캡처 방지, 암호화 도입
- 업무용 PC의 개인정보 암호화 완료
• 소속·산하기관 홈페이지(279개) 개인정보 유·노출 점검 및 조치(7건, 연중 진행)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육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 소속기관 CPO 전문교육 실시(42명, 11월)
- 산하기관 CPO 및 보안담당 교육 실시(고용노동정보화 워크숍, 7월)
- 행정안전부 주관 개인정보 CPO 워크숍 참가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및 수탁기관에 맞춤형 교육 실시
- 7회 권역별 순회교육(본부 99명/소속기관 314명)
- 신규임용(2회, 246명), 민원담당자(8회, 316명)
- 8·9급 행정실무담당자(2회, 60명), 운전실무과정(1회, 30명)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원(2회, 고용노동연수원)
- 수탁업체교육(7회 권역별 순회교육, 655명)
- 소속·산하기관 및 수탁기관 자체교육 실시(수탁기관 1,316개)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추진 실적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사업명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제 4 편 해외 동향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의 지속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대외적으로 개인정보 관련 법령
및 타 기관 행정규칙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검토하여 고용노동부의 현실에 맞는 개인정보보
호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2018년 2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비하
였고, 6월에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가이드라인을 정비하여 개인정보의 제3자 내역 공지 시

부 록

주의사항을 업데이트하였으며 12월에는 행정규칙인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개정하여 직원들
이 개인정보지침을 통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약 60여 개 소속기관의 원활한 개인정보보호 관리를 위하여 기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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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노동부 본부 중심에서 지방청·중앙노동위원회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변경하였다. 2019년
부터는 지방청·중앙노동위원회에서 소속지청·지방노동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을
진행함으로써, 매년 전 소속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고용노동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고용노동부는 자체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표를 마련하여 소속·산하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2018.3.~11.) 실시 및 미비점을 개선하였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홍
보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꾀하였다.
사이버안전센터 관제활동으로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홈페이지(279개)의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개인정보 유·노출 가능성을 확인하여, 위험성이 발견될 경우 즉시 조치하는 등 관
리적·물리적·기술적 점검을 통해 취약점 노출방지에 힘쓰고 있으며,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
라 증가되는 공격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최신 관제기술 도입에도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가 유·노출되더라도 유·노출된 개인정보의 활용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개인정보유출방지기술 도입에 힘쓰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
해 노사누리시스템에 개인정보유출방지기술을 도입하여 권한에 따라 자료 열람이 가능하도
록 조치하고 있고, 개인정보의 화면 캡처를 방지하였으며, 노사누리 데이터베이스의 개인정
보 암호화를 진행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사용자의 모든 업무용 PC(약 1만 대)에 주민등록번
호 암호화를 완료하였고, 개인정보사용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 사용자 업무용 PC
의 연중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고용노동부는 2018년 본부 주관하에 소속·산하 및 수탁기관(1,316개)에 대한 맞춤형 개
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다. 본부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담당자 및 취급자에게 7개 권
역(서울, 중부, 대전, 광주, 강원, 대구, 부산)별 현장교육을 실시(5월)하여 조직 전반의 개인
정보 관리·통제체제를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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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전 직원에게 확대하고자 5·7·9급 신규 임용자 교육(2회),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민원응대 담당자 교육(8회), 8·9급 행정기초과정 교육(2회), 운전실무과정(1회)에 개인정보
보호 과목을 신설하여 교육·실시하였으며, 산하기관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원(2회)에게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개인정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속기관 CPO 전
문교육을 본부 주관으로 실시하였으며, 고용노동부 정보화담당관에서 진행하는 고용노동정
보화 워크숍에서도 산하기관의 CPO, 보안담당에게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다.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3. 향후계획
고용노동부는 교육·시스템 운영·조직 측면에서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꾸준히 진행할 것
이다. 2019년에는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소관 법령·서식 등을 확인하고 정
비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자체 행정규칙 및 매뉴얼
등을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개인정보보호 환경을 고용노동부에서
도 조성할 계획이다.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또한, 사이버안전센터에서의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업무용 PC의 개인정보 암호화 및 모
니터링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노출을 지속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며,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
호담당자뿐만 아니라 일반직원 및 수탁자에게도 「개인정보 보호법」 및 침해사례 교육을 지
속적으로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 의식 및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제 4 편 해외 동향

제 26 절

1. 개요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건강가
정기본법」,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등을 근거로 여성

부 록

인재, 청소년활동정보 DB,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관리·운용하고 있다.
또한, 본부 및 산하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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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기술적 취약부분을 발굴·개선하였고, 지속적인 직원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 의식
을 제고하고,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
을 수행하였다.
여성가족부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2-26]과 같다.

2. 추진 실적

[표 3-2-26] 여성가족부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사업명
개인정보보호
법령 등 개선

• 법령 및 서식 정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전담체계 마련 및
전문 역량 강화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교육(3회)
• 산하기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대상 실무 협의회 운영(3회)

개인정보보호
추진기반 마련 및
관리 강화

• 용역업체 관리 감독 강화(매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권한 관리 절차,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절차 등 제·개정(4건)
• 본부 및 5개 산하 공공기관 대상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및 이행점검 실시(연 2회)

침해 예방체계
내실화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추진 실적

대상별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개인정보보호
홍보활동 추진

• 빅데이터 기반 개인정보 침해사고 탐지 솔루션 도입(6월)
•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침해사고 대응훈련 실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전 직원, 개인정보취급자 등 교육 실시(6회)

• 개인정보보호 실천 수칙 교육 및 불필요한 개인정보 정리·점검 방안 안내(6월)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에 대한 과다 개인정보 수집 여부 검토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서식(3
건)을 정비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개인
정보처리시스템 권한 관리 절차,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절차를 개정하고, 「개
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절차를 개정하였다. 또한, 본부
및 산하기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무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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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를 구성, 개최(3회)하였다.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여성가족부 본부 및 5개 산하 공공기관 대상 개인정보보호 전반에 대한 수준을 점검하고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실태 점검 결과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 이행 여부
점검을 실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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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처리의 적정성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확인을 위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관리 미흡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예산확보 등 중장기 계
획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전 직원, 개인정보취급자, 정보시스템 담당자 및 신규·전입자 등 대상자별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용역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의무사항 등 개인정보보호 업무 처리기준 교육을 실시하였다. 개인정보보호 전문역량 강화
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관계 기관이 주최하는 워크숍에 참석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을 이수하였다.
또한, 유럽 GDPR 발효 등 최근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이슈 동향을 업무포털에 게시하여 전
직원의 개인정보보호 관심을 제고하였으며, 개인정보 유·노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여성가족
부 내 직원 대상 홍보를 수행하였다.

제 4 편 해외 동향

3. 향후계획
여성가족부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시 관련 지침

부 록

을 신속히 보완하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조치 교육 실시 등을 통해 개인
정보처리시스템 보안취약점 자체점검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더불어 좀비 PC 탐지·대응
시스템 도입 및 침해탐지시스템 기능 개선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 탐지·대응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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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처리 수탁업체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취급자, 전 직원의 인
식 제고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제 27 절

국토교통부

1. 개요
데이터의 효과적 활용이 산업의 성장 및 성공 여부를 결정하게 되
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의
보장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호
수준도 함께 높아져야 한다. 개인정보는 전 국민적 이슈로서 민감도
와 파급 효과가 매우 커 정보주체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다는 신뢰가 있어야 활용이 가능하고, 활용은 보호를 전제로 할 때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선순환 데이
터 기반 사회가 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데이터 기반 사회의 조성에 일조하고, 안전한
개인정보의 활용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실태 및 이행
점검 수행, 전담인력 역량 강화 등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있
다.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추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2-27]과
같다.

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는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생활화를 위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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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급여법 시행령」, 「간선급행버스법 시행령」,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등 3개 법령을 개정하였고,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마련을 위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을 개정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정책 구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및 소속·산하기관 간 최신 개인정보보호 동향 공유,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국토교통 CISO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국토교통부 주도의 개인정보보호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표 3-2-27] 국토교통부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분야

사업명

• 개인정보보호 실태 및 이행점검 계획 수립·시행
- 본부·소속·산하·주요 협회 개인정보처리시스템(110개) 대상 개인정보 수집·보관·파기
등 실태 및 이행 점검(2~12월)

침해예방대책
수립

• 개인정보 침해신고 대응체계 개선 및 상담 역량 강화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을 매년 개정(2월)하여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및 현실화
•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 실시
- 본부·소속·산하기관 대상 304개 홈페이지 대상 모니터링 실시(1~12월)
• 정보시스템 대상 취약점 점검·모의해킹·모의훈련 실시
- 연 2회 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을 실시
- 해킹메일 등 모의훈련(3월, 6월, 7월, 11월)을 통해 침해사고 시 대응체계 확립
•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프로그램 보급
- 본부·소속기관에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을 배포하여 개인정보를 스스로 관리(암호화·완전
삭제 등)하도록 유도

정보주체
권리보장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홍보 강화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련 동의제도 개선 및 실효성 확보
-개
 인정보처리시스템 실태 점검 시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로 실효성 확보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담당자·취급자(일반직원) 대상 수준별 맞춤형 교육 실시
- CPO 워크숍 참석(6월)
- 본부·소속·산하·주요 협회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대상 교육실시(4월)
- 전 직원·개인정보보호 취급자 대상 교육 실시(6월)

부 록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제 4 편 해외 동향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추진체계 정비

• 개인영상정보 보호·관리체계 구축
- 소속기관인 국토관리청(5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실태 점검 실시(2~12월)
• 개인정보보호 협업체계 구축
- 국토교통 정보보호책임관(CISO) 협의회 개최(10.30.)
- 본부·산하기관·협단체·위탁용역업체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교육 실시(4.26.)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법령 등 개선

• 내부 규정·지침 등 정비
- 개인정보관리계획,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절차서, 재해·재난
위기대응 절차서 개정(2월)
• 법령·서식 등 정비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하여 「주거급여법 시행령」,
「간선급행버스법 시행령」, 「공항시설법 시행령」 등 3개 법령 개정
-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마련을 위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 등 2개 법령 개정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추진 실적

• 개인정보보호 실천 생활화를 위한 직원 및 대국민 인식 제고
- 내부 인트라넷 페이지 개인정보보호 홍보자료 게시
-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 실천수칙 화면보호기 배포를 통한 경각심 제고
- 국토교통부 대표 홈페이지 알림판(배너) 게시를 통해 대국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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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국토교통부 및 소속·산하·주요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매
년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실태 및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선제적 예방 차원의
노력이 있어 해마다 소속·산하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점검 안내서를 작성하여 소속 기관·산하기관·협단체에 배포함으로
써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점검 매뉴얼 기능은 물론 개인정보보호
지침서로도 활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 중인 대국민 웹사이트에 대해 개인정보 노출 모니
터링을 연중 24시간 실시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그리고 정보시스템(개인정보처리시스템 포함)을 대상으로 취약점 점검·모의해킹·모의훈
련을 실시하여 보안취약점 사전제거, 해킹메일 등 모의훈련을 통해 침해사고 시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통제 체계를 강화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개인정보보호의 첫걸음은 개인별 의식 수준에서 시작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전 직원을 대상으로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에 최
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내부 인트라넷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
공, 공공기관 오·남용 사례 등을 게재하여 직원들에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대표 홈페이지 알림 배너를 활용하여 대국민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3. 향후계획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관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담당자들의 전
문성 확보를 포함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더욱 철저하게 강구하여 대국민 신뢰
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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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상시 모니터링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선제적 예방활동
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본부와 소속·산하기관 간 상
호 유기적인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데이터 기반 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 28 절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해양수산부

1. 개요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 및 관리
체계 강화’라는 목표 아래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개
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정비 및 예산 확보,
개인정보보 유·노출 점검 및 모니터링, 대상자별 개인정보보호 교
육 시행,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 및 홍보 등의 과제를 지속적으
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해양수산 분야 개인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오·남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용, 유·노출, 침해사고 예방 등 개인정보보호의 안정적인 기반을 다
지는 한편, ‘해양수산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사업’ 추진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주
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에서도 매년 중앙부처 평
균보다 높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
아울러 지속적인 개인정보보호 교육 시행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중
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대한 관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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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교육 이수자가 점진적인 증가(2017년 대비 6.8%) 추세이며 개인
정보보호 전담인력 구성(사무관 1명, 주무관 1명)과 담당자의 전문
자격증(개인정보관리사) 취득으로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수준 제고
에 기여하고 있다.

부 록

해양수산부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2-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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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8] 해양수산부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분야

사업명

내부지침 및
서식 정비

• 해양수산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개정(3월)
- 개인정보 유출 시 신고 의무 대상의 범위 확대 등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정(3~10월)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개정(본부 및 국립해양조사원 등 4개 소속기관)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절차서 수립·개정
- 수립: 울산지방해양수산청(10월)
- 개정: 본부(6월, 법적근거 및 벌칙규정 추가 명시), 국립해양조사원(12월, 제3자 제공 시 절차,
범위 등 정의)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절차서 수립·개정
- 수립: 울산지방해양수산청(10월)
-개
 정: 본부(6월, 개인정보 침해 유형별 정의), 인천지방해양수산청(6월), 국립해양측위정보원(10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 매뉴얼 개정
- 인천지방해양수산청(6월), 국립해양측위정보원(6월), 담담조직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타 매뉴얼 3종 제정(3월, 본부)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점검(내부감사) 매뉴얼
- 개인정보자산 식별 및 위험평가 매뉴얼
- 시스템 개발 보안 매뉴얼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 개인정보 처리실태 특별점검 실시(2월)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6개 지방청에 대한 개인정보의 파기 등 점검
•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 자체점검 실시(4~6월)
- 본부, 소속·산하기관의 고유식별정보 보유기관을 대상으로 자체점검 후 시스템에
등록(intra.privacy.go.kr)
• 개인정보파일 영향평가 대상현황 조사 실시(6월)
- 전체파일(397개)을 대상으로 영향평가 대상시스템 조사
• 해양수산분야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실시(9~11월)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사업 추진을 통하여 관리수준 진단 및 미흡기관 컨설팅 지원
-2
 9개(본부, 소속 17, 산하 11)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자체점검 및 현장실사 점검, 관리수준 평가
•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 실시(연중 수시)
-본
 부,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을 이용한 자가진단 수행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추진체계
정비 및
예산 확보

• 사이버안전센터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개인정보 노출 등 상시 모니터링(1~12월)
- 인터넷 노출,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 모의 해킹 훈련 등
• 개인정보보호 예산 확보(6억 7,400만 원)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6억 6,400만 원), 교육 및 홍보(1,000만 원)

개인정보
유·노출
대응 강화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점검 모니터링 주기적 실시
- 개인정보 노출점검시스템(Cool Check)을 통한 점검(월 1회)
- 구글위험(GRCS) 점검(월 1회)
• 해양수산정보망에 대한 종합모니터링(365일 24시간)
- 관제 대상기관(44): 본부, 소속(22), 산하(21)
- 위협로그 수집·분석(월 475만 건), 유해 IP 차단, 보안권고 등
- 사이버테러 대비 모의해킹훈련 실시(4회)
•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276개) 취약점 점검
• 소속기관 망 분리 추진(여수지방해양수산청 등 31개 기관)
- 소속기관 내·외부 망 분리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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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실적

사업명

추진 실적

개인정보보호
홍보 강화

• 2018년 해양수산 정보화책임관(CIO, CPO 등) 워크숍 개최
- 개인정보보호 관련 최신동향 특강 등
- 본부·소속·산하기관 85명 참석(12.4.)
• 내부포털을 활용한 개인정보 관련 콘텐츠(개인정보 관련 법령 등) 서비스(월 1회) : 3~12월/10회 378명
• ‘개인정보보호의 날’ 주간 운영(매월 셋째 주 월~금)
- PC 내 개인정보 저장 여부 점검 등 7개 항목 진단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개인정보보호
교육 시행

<CPO 교육>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정책기획관) 워크숍 참석: 1회, 1명
<집합교육>
• 개인정보 담당자(본부, 소속·산하, 용역업체): 1회, 36명
• 개인정보취급자 및 일반직원(본부 전직원): 2회, 768명
* 소속·산하기관 자체 집합교육: 162회, 8,393명
• 7·9급 신입직원(해양수산인재개발원): 2회, 141명
<방문교육>
•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현장실사) 대상기관(14개) 업무담당자 53명
<온라인교육>
• 정보보안(개인정보 포함) 사이버 교육(본부, 소속·산하): 2회, 1,166명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분야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해양수산 분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및 ‘내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부관리계획’을 개정하였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개인정보 침
해사고 대응 절차서’, ‘개인정보처리스템 위기대응 매뉴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절차서’ 등을 정비하여 소속 및 산하기관에 전파하고 교육을 실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및 관리수준 제고를 위하여 본부·소속·산하 29개 기
관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반을 편성하여 개인정보처리시
스템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하였다. 실태 점검 대상기관이 개인정
보보호 관리수준 진단항목(26개 분야 99개 항목)에 따라 자체점검한 결과를 1차 서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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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에 관리수준이 낮은 기관 등 현장실사 필요기관에 대해 2차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개선
이 필요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였고 중기적 개선사항은 컨설팅 및 담당
자 교육을 실시하여 개선하도록 하였다.

부 록

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과 사이버안전센터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개인정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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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사고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안조치 및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으며, 본부 및 소속기관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관련 예산(6억 7,400만 원)을 확보하여 각 분야별로 차질없이 추
진하였다.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망 분리 추진(여수·부산권역 소속기관),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276개) 취약점 점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점검 모니터링의 주기적(월 1회) 실시, 사이버
테러 대비 모의해킹훈련 실시(연 4회), 위협로그 수집·분석(월 475만 건) 등 해양수산정보망
에 대한 종합모니터링(365일 24시간) 체계 구축으로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대응체계를 강
화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개인정보보호 중요성 인식 제고,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개인정보 유·노출사고 예방을 위
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담당자, 취급자, 신입직원, 전 직원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
육을 본부·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개인정보취급자 및 전 직원(4급 이상 포함)
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교육 이행율 기준(60% 이상)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
시하였다.
개인정보보호 홍보를 위하여 매월 ‘개인정보보호의 날’ 주간(매월 셋째 주 월~금) 운영과
내부포털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관련 콘텐츠를 게시(월 1회)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를 비롯하여 본부·소속·산하기관 개인정보보호 업무관련 담당자에게 개인정보보호 관련 최
신동향 특강 등을 실시하는 ‘해양수산 정보화책임관(CIO, CPO) 워크숍’을 개최하여 개인정
보보호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다.

3. 향후계획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업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침,
내부관리계획 등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매년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
립 및 추진,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환류함으로써 해양수산 분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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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보 안전성 확보 및 관리수준을 제고하고자 한다.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과 사이버안전센터와의 협력을 통한 관제체계 강화, 침해사고 대
응능력 향상을 위한 모의훈련 실시, 2020년까지 소속기관 망 분리 추진 완료 등으로 사이버
침해사고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내·외부 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
도록 최선의 노력을 수행해나갈 것이다.
또한, 매년 개인정보보호 교육 대상자별로 집합교육, 방문교육, 온라인교육 등의 시행과
‘해양수산 정보화책임관(CIO, CPO) 워크숍’을 개최하여 본부·소속·산하기관의 개인정보보
호 관련정보 공유,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상호협력체계 강화를 통하여 개인정보의 중요
성 인식 제고, 담당자 업무역량을 꾸준히 향상시켜나갈 계획이다.

중소벤처
기업부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제 29 절

1. 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 판로, 인력, 창업, 자금, 기술개발 등 중소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행하면서 처리되는 개
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여 개인정보 처리 표준안 마련 등 관리체계의 개선을 수행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사이버안전센터 365일 24시
간 보안관제, 개인정보 모니터링 점검,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개
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등을 추진하여 제도적·기술적 취약부분을 발
굴·개선하였다.
아울러 개인정보 처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전 직원 대상

제 4 편 해외 동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 소속 및 산하기
관과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능력 향상과 개인정
보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2-

부 록

2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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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개선을 위해 컨설팅 용역 사업을 추진하여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며 개인정보처리 인식 제고 및 법·제도 개선을 위
해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간의 논의체계를 구축·운영하였다.
소속·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 매뉴얼을 작성·배포하여 개인
영상정보 보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표 3-2-29]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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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추진 실적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표준안 마련

•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용역*추진을 통해 사업별 동의서 표준안 제시
* 8.20.~10.19.(2개월), 1,950만 원
• 개인정보 수집 시 유의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운영 등 6개
분야 매뉴얼 작성·배포

개인정보처리자 인식 제고
및 법·제도 개선 논의체계
구축·운영

• 수탁기관 및 관리기관 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자 회의추진(교육과 병행)을
통해 개선사항 논의
- 1차: 수탁기관(11.20.)
- 2차: 관리기관(11.26.)

개인정보 유·노출 상시
모니터링 추진

•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시행
- 소속기관(5), 산하기관(5) 현장점검 추진(2018.5~6월)
• 중소벤처기업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노출 점검 실시(월 1회)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게시판 등록 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필터링
되어 개인정보 노출 방지
- 소관 과에서 글 등록 시 이메일, 핸드폰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업무담당자 승인하에 등록 가능하도록 시스템화

대국민 인식 제고 및 홍보

•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자가진단표 배포, 업무포털(아름터) 내
개인정보보호 교육자료 공지,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지정하여 PC 필터 실행

개인정보처리 대상자별
개인정보보호 교육 추진

• 본부, 소속기관, 수탁기관 담당자 교육 강화
① 본부
- 1차(5.29.): 취급자(410명), 중간관리자(79명)
* 보호책임자(1), 담당자(2) 별도로 외부교육 수강
- 2차(11.8.): 취급자(293명), 중간관리자(53명)
② 소속기관
- 1차(11.6.): 지방청 업무담당자(10명)
- 2차(지방청 자체) : 상(13회, 536명), 하(14회, 573명)
③ 수탁기관
- 1차(6.12.): 취급자(16명)
- 2차(11.20.): 취급자(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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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모니터링 점검, 개인정보보
호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 제도적·기술적 취약부분에 대해 조치방안을 제
시하였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게시판 글 등록 시 게시글, 첨부파일에 개인정
보가 포함되는 경우 자동으로 필터링이 되며 업무담당자 승인하에 게시글이 등록 가능하도
록 시스템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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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기관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인식,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방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반 등을 주제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교육자료 및 최
신 개인정보 이슈를 내부 업무포털에 게시·전파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에 노력하
였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지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하는 PC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PC 필터 점검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검출 시 삭제 또는 암호화 보관 조치할 수 있
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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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강화 및 보호 실천을 위해 개
정된 관련 규정들을 내부관리계획 등에 현행화할 예정이다.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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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정착을 위해 R&D, 인력 등 사업지침, 운영요령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전수점
검해 법 위반사항을 정비할 것이다. 그리고 소속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수행
하여 보안 취약점 관리, 개인정보파일, 개인영상정보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것이다.
아울러 공공부분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높이기 위해 본부, 소속,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부 록

개인정보보호 협의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정책 이슈 공유, 이행실태 점검으로 법 위반사
항, 협조요청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담당
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차별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개인정보보호 의식 및 전문
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283

제 30 절

국세청

1. 개요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바에 따른 납세의무를 쉽고 편
리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홈택스(Hometax) 서비스, 현금영수증 서
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서비스 등 다양
한 인터넷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의 고유
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국세 관련 각종 소득·재산자료 등 경제생활에
매우 중요한 정보를 보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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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신규 보안시스템을 도입하여 국세청
PC 내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동암호화 조치하고, USB
등 보조기억매체는 보안시스템에 등록한 후 사용하도록 보안정책
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실천 생활화를 위해 세금신고기간 등을 통
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내부직원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 전
국 순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중요
규정과 사례 등을 매주 단문메시지로 발송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
호 온라인 평가를 실시하는 등 전 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의식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세청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2-30]과 같다.

2. 추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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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국세청은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등 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훈령·고시의
별지서식을 자율점검하여 민원서식 5종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절차를 추
가하여 개정하였고, 납세자의 신고·신청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를 위해 정보처
리시스템별로 암호화 조치 현황을 점검하였다.
또한,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국제협정 체결 시 침해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2018
년 체결된 코스타리카공화국과의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시 개인정보 비밀유지, 업무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을 명시하여 개인정보보호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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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0] 국세청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분야

사업명

추진 실적

법령 등 개선

 세청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의거 기존 세부지침을 폐지하고 내부관리계획 수립
• 조세조약 체결 시 내국민 정보보호 관련 조항 명시
- 코스타리카공화국(11월 13일)과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고 협정내용에 비밀 유지,
업무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 명시

 부 위탁업체도 개인정보보호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원
•외
• 외부 위탁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불시점검 실시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파기·보유기간 등 자체정비

침해예방대책
수립

• 개인정보 침해신고 대응체계 개선 및 상담 역량 강화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비 위기관리매뉴얼 작성하여 개인정보 침해대응 관리 지원체계 마련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반기술 개발 및 보급
- 안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신규 보안 시스템 도입하여 PC 내 개인정보를 자동 암호화
•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개인정보 유·노출 대응
- 주기적 취약점 점검 훈련 실시
• 국세청 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하여 24시간 보안관제 실시
• 홈택스 등 대민사이트의 개인정보 유·노출 매주 금요일 점검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련 동의제도 개선 및 실효성 확보
- 국세청 대민사이트의 회원가입 동의 절차 간소화

홍보 강화

• 개인정보보호 실천 생활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 부가가치세 신고 등 각종 세금신고 간담회 및 세정협의회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 활동
적극 홍보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 CPO의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관 주관 워크숍 참석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실무교육 2회 실시

부 록

정보주체
권리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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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추진체계
정비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생활화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도 개선
•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지원을 위한 체계 마련
- 정보보호를 위한 실무협의회 회의
• 개인정보보호 수집·처리 관련 인식 제고
-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전 직원 대상 전국 순회교육 실시
• 담당별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 실시
- 전문기관 주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CPO 워크숍 참석
- 지방청, 세무서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실무교육 실시
-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연 2회 교육 실시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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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국세청은 기관 자체 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하고 365일 24시간 상시 보안관제하여 외부
해킹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으며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서비스 등 인터넷 대민
서비스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개인정보 유·노출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 상주 외부 위탁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노출 등 침해사고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침해사고 위기관리매뉴얼을 작성 배포하였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USB 등 보조기억매체는 보안시스템에 등록한 후 사용하도록 보
안정책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업무용 PC 내의 안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신규 보안시스템
을 도입하여 PC 내 개인정보를 주기적으로 자동 암호화하고 있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등 각종 세금신고 기간 동안 세금신고간담회 및 세정협의회 등
을 통하여 납세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를 적극 홍보하여 대국민 정보주체의
권리와 의식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순회교육
을 실시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규정 등에 대하여 온라인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에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편성·운영하였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한 최근 이슈,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꼭 지켜야 할 사항 등을 매주 단문메시지로 전송하는 등
내부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의식 제고를 위해 상시 노력하고 있다.

3. 향후계획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신고자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과세자료를 다량으로 보유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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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인적·기술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나갈 것이다.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
고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에 따른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5년부터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정보보호팀 조직이 ‘정보보호과’로 승격·전환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내부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세공무원교육원, 온라인 교육,
전국 산하관서 순회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이용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또한, 최근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를 원천적으
로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 사이버안전센터의 보안관제시스템, PC 개인정보 자동암호화시스
템을 통해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맞춰
안전한 빅데이터 분석 환경 구축을 위해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등 최신의 보
안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다.

제 31 절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관세청

1. 개요
관세청은 수출입 통관 및 물류 촉진, 국가재정수입 확보, 대외경
제 질서 확립,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보호를 위해 수출입 통관, 과세
의 징수 및 환급 등 관세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기업·개인정보
를 보유하고 있어, 업무수행 중 취급되는 각종 개인정보의 유출 위
험에 대한 통합 감시 및 사전대응을 위해 개인정보 통합관제시스템
을 운영하고 있다.

제 4 편 해외 동향

ICT 신기술은 상업, 생활, 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 혁명적인 변
화를 몰고 올 것인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를 활용한 타인명의 우회수입 추적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관세행
정에 융합하고 전자상거래 급증 등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부 록

관세청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2-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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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실적

[표 3-2-31] 관세청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사업명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관련 시스템 개선(2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도입된 개인정보의 수집·제공 동의제도가 적절히
수행되도록 관련 시스템 개선

개인정보 침해
대응체계 개선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지침 개정(6월)
- 해킹 등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시도 또는 사고 발생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응지침 개정
• 관세청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훈령 개정(9월)
-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개정(6월)
- 재해·재난 등 전산시스템 위기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개정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지침 개정(6월)
-목
 적 외 이용·제공 절차 개선 및 단계별 업무담당 지정,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방법 추가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 주민등록번호 요구서식 개선(5월)
- 수입신고 전 물품 확인 승인서 등 서식 정비(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로 대체)
• 업무 PC에 저장된 개인정보파일 주기적 점검 후 강제 암호화 조치 수행(매주)

개인정보
유·노출 대응
강화

• 개인정보통합관제시스템 운영(연중)
- 업무수행 중 취급되는 각종 개인정보 유출 위험의 사전 감지로, 개인정보 침해요소에 대한
선제적 보호조치 수행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현행화,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점검 등(5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점검(10월)
-정
 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등 부당사용 여부 확인을 위해 사용자·수탁자 접근 기록 점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제고를
개인정보보호
위한 협력 강화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개인정보
안전성 보장

개인정보 실천
개인정보보호 생활화 인식 제고
교육·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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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실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 강화

• 소속기관 보안관리(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실태 지도·점검(4~6월)
- 소속기관의 체계적인 정보보안업무 수행 및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사항을 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개선토록 지도
•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이행점검(5월)
- 개인정보 위기대응 절차, 취약점 점검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이행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지침 수립(5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의 기준 및 절차 수립, 접근권한 관리의
안전성·보안성 확보
• 소속기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대장 점검(5월)
• 문서보안(DRM) 적용자료 열람기간 제한(4월)
- 사용자 PC에 보관 중인 개인정보 등 문서보안(DRM)이 적용된 파일에 대한 열람기간 제한
• 대국민 서비스 웹사이트 취약점 개선 조치(8월)
- 해킹 위협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침해사고 예방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시 준수사항 전파(1월)
-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수탁업체 개인정보보호 준수사항 등 전파
• 공공기관 개인정보 침해·유출사례 전파(11월)
-개
 인정보 관련 침해·유출사고 사전 예방 차원에서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례 소속기관에 전파
• 개인정보보호 업무가이드 전자책(e-Book) 제작(11월)
- 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자들이 업무수행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내용들을 보강한 업무가이드 제작·배포
• 개인정보보호 외부강사 초빙 특별교육(6월)
- 「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사항 및 안전성 확보조치, 최근 사이버위협 동향 및 사용자 대응 방안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관세청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 유형
및 예방조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관세청 개인정보보호
에 관한 훈령을 개정(9월)하였다.
재해·재난 등 전산시스템 위기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정보시스템 위
기대응 실무매뉴얼을 개정(6월)하여 재해복구시스템 가동 절차 변경사항 및 국가정보자원관
리원 장애 대응 세부절차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였다.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도입된 개인정보의 수집·제공 동의 제도가 적절히 수행
되도록 정보시스템을 개선(2월)하였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하여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원활한 업무처리 수행 관련 규
정을 개정(6월)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업무수행 중 취급되는 각종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사전 감지 및 선제적 보호조치 수
행을 위해 개인정보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인 접근 등 부당사용 여부 확인을 위해 사용자·수탁자 접근기록 점검을 실시하였다. 세관 및
직속기관을 직접 방문(4월~6월)하여 개인정보파일 관리, CCTV 영상정보 관리 등 개인정보
보호 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하여 개인정보 침해·유출사고 방지를 위한 보호활동을 지속 추
진하였다.

제 4 편 해외 동향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업무 목적 외 불필요한 접근을 최소화하고, 인가되지 않은 접
근을 차단하는 등 접근권한관리의 기준 및 절차를 수립(5월)하였으며,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보안 위협요소들을 사전 분석·제거하여 서비스 안전성 및 사이버침해 대응수준 강화를 위해
웹사이트 취약점을 개선조치(8월)하였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이나 전자통관시스템에서 다운받아 문서 보안(DRM)이 적용된 파

부 록

일에 대한 열람기간을 제한(1년)하여, 사용자 PC에 개별보관을 최소화하고 업무가 종료된
파일에 대해 즉시 파기 조치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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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자들이 평소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참고자료로 구
성된 개인정보보호 업무가이드를 종이책자가 아닌 전자책(e-Book)으로 제작하여, 태블릿
PC 등 휴대용 전자기기에서도 사용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업무 활용도를 높였다.
개인정보 관련 침해·유출사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소속기
관에 전파하여 평소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직원 및 수탁업체를 대상으
로 최근 사이버위협 및 대응방안,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사항 및 안전성 확보조치에 대해
전문가 초빙 특별교육을 실시(6월)하였다.

3. 향후계획
관세청은 개인정보 접근·사용이력에 대한 이상 징후 모니터링으로 유출사고를 사전 차
단하는 개인정보통합관제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여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지속
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내부 자료 유출방지를 위해 전 시스템에 적용한 문서보안
(DRM) 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관세청 외부에서도 권한 있는 사용자만 자료열람이 가능하도
록 조치하여 무분별한 보안해제로 인한 정보 유출 가능성 차단에 노력할 것이다.
종합적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지속적 개선활동 수행으로 선제적 개인정보
보호 활동 강화, 개인정보 관리·시스템 접근통제 강화, 지속적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시행 및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관세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것이다.

제 32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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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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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입찰참여기업의 편익을 위하여 자체 전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26개 기관에 시스템을 연계하여 조달업체 등록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조달청에서는 개인정보의 유·노출 방지를 위하여 2010년부터 외부망과 업무망을 분
리하여 운영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개선, 개인정보파일 정비 등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정보보안 화면보호기를 제작·배포하여 개인
정보취급자의 보호의식을 높여 가고 있다.
조달청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2-32]와 같다.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청 홈페이지 등 홈페이지마다 별도로 관리하던 개인정보 처
리방침을 통합하였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된 필수 항목들을 모두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포함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 정책 이행 점검
조달청 본청과 조달품질원 등 13곳의 지방조달청을 대상으로 조달청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이행실태를 점검하였으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등 4개 분야에 관련된 사항을 개
선하였다.

제 4 편 해외 동향

다. 개인정보 조직 강화
신규 채용된 정보보안 직류 7급 민간경력자 2명 중 1명을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으로 지

부 록

정하여 조달청의 개인정보보호 조직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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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2] 조달청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분야

사업명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동의절차 정비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업무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정비

소속기관 감사 및
지도방문

추진 실적
 인정보보호 관련 제도 정비
•개
- 개별로 관리하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합 운영
• 개인정보 표준서식 정비
- 물품관리 사무처리 규정 등 서식 17종 정비
• 조달청 내부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실태 점검 실시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등 4개 분야에 대한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취약점 점검 수행
- 시스템 오픈 전 사전 취약점 점검 수행
- 자체점검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취약점 점검 수행
• 개인정보보호 관련 매뉴얼 정비
-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
- 개인정보자료 외부 제공 매뉴얼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매뉴얼
• 전 부서 보안감사 실시
- 본청 및 지방청(조달품질원 등 13곳) 보안감사 실시
-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실시

개인정보 위탁
관리·감독 강화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계약서 정비
- 6개 위탁업무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작성
• 위탁업체 직원 대상 교육 및 관리·감독 실시
- 15개 정보화사업 163명 직원 중 110명 참석 (미참석 인원 PM 자체교육 실시)
- 정보화 용역직원 정보보안 불시점검 실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운영 및
노후장비 개선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관리솔루션 적용
-개
 인정보 접속기록을 수집하여 관리·통계·분석이 가능한 솔루션을 적용하여 안전성 강화
• 대국민 웹서비스 개인정보보호 강화 조치
- (Web-Filter) 게시판에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 글과 첨부파일을 검색하여 차단
- (Server-Filter) 게시판에 기 저장된 자료를 검색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포함 시 삭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
역량 및 조직 강화
개인정보보호
예산 확보

• 정보보안 인력 민간경력 채용
- 정보보안 전담 인력 2명 경력 채용 완료
• 정보보안 수준 제고 및 노후장비 개선 사업 예산 확보

개인정보보호의 날
시행

• 업무용 PC 내 개인정보파일 정비 실시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하여 보관, 불필요한 개인정보 삭제 조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담당자
역량 강화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교육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1회, 5시간), 담당자(4회, 16시간)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강화
교육·홍보
개인정보보호
사이버교육 과정
확대

• 개인정보보호 교육(4월) 실시
- 본청 및 지방청(본청 교육 동영상 활용)에서 집체교육 실시(747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이해하기 등 5개 보안 과정 개설
- 개인정보보호 관련 상시 학습체계 구축

라. 개인정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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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의 날을 시행하여 업무용 PC에 보관된 개인정보의 유·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하였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
조치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보안 위반 시 처리기준을 수립하였다.

마. 개인정보보호 교육
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의식 함양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지정 개인정보보호 전문 강사를 초
빙하여 조달청 본청에서 개인정보보호 집체교육을 시행하고 온라인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
호 상시교육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조달청 콜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발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생 시 대응 매뉴얼 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대응능력을 향상시켰다.

3. 향후계획
개인정보보호 관련 가이드 배포, 솔루션 점검현황 관리, 각종 신청서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달청 정보보호포털을 운영할 예정이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등 조달청 운영서버에 개인정보 접근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보
호법」의 개인정보 접근관리 관련 법규 준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이다.
보안관제 전담 임기제 2명을 추가 채용하여 개인정보보호 조직을 확대하고 CPO 세미나
참석 등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담당자의 교육 참석으로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개
인정보보호 조직의 역량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1. 개요
통계청은 ‘열린 통계허브 구축을 통한 국가정책 선도, 국민미래 설
계’라는 비전을 가지고, 통계정보서비스 및 통계행정에 필요한 개인

부 록

통계청

제 4 편 해외 동향

제 33 절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점검·조치하였으며, 개인정보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불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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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개인정보는 파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하여 보관하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
보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2018년에는 업무망과 인터넷 혼합망을 사용하는 지방통계청 본부 4곳에 대하여 망 분리
를 구축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물리적, 관리적, 기
술적 보호 장치를 구비하여 안전하게 데이터 간 연계 및 분석을 지원하는 통계빅데이터센터
를 대전 등 3곳에서 정식 개소하였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 퀴즈 이벤트 실시, 매월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운영하
는 등 개인정보취급자의 보호의식을 높이고 관리 역량을 향상하고자 한다.
통계청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2-33]과 같다.

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체계 정비
통계청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및 절차서를 보완하였
다.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정합성을 추구하기 위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절차서’와 ‘통계청 개인정보 침해대응 절차서’를 현행화하여 정비하였다.
그리고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데이터를 연계·분석할 수 있는 통계빅데이터센터를 2018
년 11월 정식 운영함에 따라 자료의 안전한 이용과 보안 강화를 위해 ‘통계빅데이터센터 운
영규정’을 개정한바 있다.
또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개인정보 항목별 수집 필
요성과 보유 목적 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항목을 수집하지 않도록 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적절한 수준으로 보호하고자 정보자산 중요성 평가를 실시하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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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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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33] 통계청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사업명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및
절차서 정비

정보자산
중요성 평가 및
백업보관 강화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 유·노출
예방 활동

지방청 망 분리 추진

• 수집 필요성 및 보유 목적 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항목은 수집 제외(6월)

• 정보자산 대상 중요성 평가(6월)
• 정보시스템 백업 및 소산실태 파악(11월)
• 통계청 정보시스템 백업복구 모의훈련(2회)
•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운영(상시)
• 개인정보파일 일제점검(6월)
•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4~8월)
• 홈페이지 등 개인정보 노출점검(9월)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점검(6월, 12월)
• 4개 지방통계청 본부 망 분리 구축 완료(8월)

통계빅데이터의
안전한 분석·활용
환경 조성

• 통계빅데이터센터 정식운영(11월)
- 대전(32석), 서울(10석), 부산(8석)

개인정보보호 교육

•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3월)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세미나 참석(4월)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교육 참석(8월, 10월)
•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교육(12월)
• 통계교육원 교육과정 운영(4회)
•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매월)
• 개인정보보호 전용 게시판 설치(10월)
• 개인정보보호 퀴즈이벤트 실시(11월)

제 4 편 해외 동향

개인정보보호
홍보 및
인식 제고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통계청 개인정보침해대응 절차서 개정(5월)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절차서 개정(5월)
• 통계빅데이터센터 운영규정 개정(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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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문화 정착

추진 실적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협의체 운영(5월, 11월)
통계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에
개인정보보호
항목 추가

• 사회조사분석사 시험과목에 ‘조사윤리와 개인정보보호’ 항목 포함
(2020년 1월 시행)

부 록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 노출탐지시스템’, ‘개인정보파일 관리시스템’
등 3종의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유관기관 및 자

295

체 사이버보안 관제센터를 통해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침해위협에 선제적
으로 대응하고 있다.
통계청 및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중 과다보유하거나 불필요한 파일을
정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암호화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
리하도록 일제정비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을 정기적
으로 점검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해 4개 지방통계청(경인, 호남, 동북, 동남) 본부에 대해 업무망
과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
련하였다.
통계청은 개인정보의 침해 없이 데이터 간 연계 등 안전한 분석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대전
(본소), 서울, 부산 등 3곳에서 통계빅데이터센터를 정식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통계빅데이
터센터는 물리적으로 통제된 공간에서 저장이 불가한 ‘제로 클라이언트’ 단말을 통해 자료
를 이용하도록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또한, 적격 연구자를 심
사·선별하고 분석 결과도 개인정보의 침해가 없도록 심사하여 반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다양한 보호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인식 제고
통계청 전 직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취급자 등 대상별로 개인정보 교육계획을 수립하
여 추진하였으며, 통계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도 개인정보보호 과목을 개설하여 통
계교육 수강생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였다.
매월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전담 게시판을 신설하여 개인
정보보호 정책 및 이슈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보호 퀴즈 이벤트를 실시하여 직
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와 역량을 강화하였다.
개인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통계청 내 부서의 개인정보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개인정보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개인정보보호 동향 등을 집중적으
로 공유하여 업무담당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향상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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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계 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인 ‘사회조사분석사’ 1급 및 2급 시험과목에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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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항목을 포함하도록 출제기준을 확정하여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3. 향후계획
통계청은 통계 작성과정에서 수집·관리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통계 기획, 수집, 처리, 분석, 활용 등 통계 업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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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별 보안 조치사항 및 점검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수록할 예정이다.
그리고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지방통계청의 사무소에 대해서도 망 분리
를 추진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정보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 2019
년에는 강원지방통계청(춘천), 서울, 인천, 수원, 안동, 목포, 전주, 제주 등 8개 지방 거점사
무소의 망 분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무소 및 분소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완
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 변화 흐름에 맞춰 통계청 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을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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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점검하여 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담당자 회의를 정례
화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이슈의 신속한 공유·전파 및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
집·이용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제 34 절

제 4 편 해외 동향

검찰청

1. 개요
검찰은 2018년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을 개정하여
개인정보처리 동의 방식 및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절차를 개선하였
고, 망 분리 사업의 확대 추진, 서버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매체
제어시스템 전국 65개 검찰청 확대 설치 등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부 록

보호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서버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여 검찰 개인정보처리시
스템 수준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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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반·출입 관리를 위한 매체제어시스템을 전국 검찰청에 확대 설치·운
영하여 개인정보 유출 차단 및 관리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수사 및 형 집행 수행을 위해 업무용 PC 등에 수집되는 다량의 개인정보에 대한 관
리수준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파일의 일제정비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담당자·취급자 맞춤형 교육을 통해 검찰 직원
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검찰청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2-34]와 같다.

2. 추진 실적
가. 내부지침 및 서식 정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4765호, 2017. 10. 19. 시행) 및 대통령령에 따라,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방법 구체화,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개선
등을 반영하기 위해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을 개정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전문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매뉴얼’ 및 관련 기준을 반영하여 점검목표를 수
립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① 전국 65개 검찰청의 개인정보 수집·이용·파기의 적절성 및 영
상정보처리기기 관리·감독 활동 등, ②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관리, 개인정보 영
향평가, 취약점 진단 등, ③ 수탁업체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활동 및 업무위탁
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활동, 접근권한 관리 여부 등 개인정보 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하였다.

다. 침해예방 체계 내실화 및 관리 강화
298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을 위하여 업무망, 인터넷망의 망 분리 사업을 추진하여 망 분리
검찰청을 2017년 18개청에서 2018년 31개청으로 확대하였다. 검찰 내부자료 및 개인정보
반·출입 관리를 위해 2017년 18개청에 설치·운영(망 분리 사업과 동시 추진)하던 매체제어
시스템을 개인정보 유출 차단 및 관리 강화 필요성 증대에 따라 2018년 망 분리 사업과 별
도로 나머지 전국 47개 검찰청에 확대 설치하여 대검찰청 등 전국 65개 검찰청에 도입 완료
하였다. 또한, 서버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삭제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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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4] 검찰청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사업명

내부지침 및
서식 정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전문화

• 65개 전국 검찰청,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수탁업체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 실시(4~8월)
• 상·하반기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실시

침해예방 체계
내실화 및
관리 강화

• 업무망, 인터넷망 망 분리 검찰청 확대
- 2018년까지 31개 검찰청 구축
- 2019년 5개 검찰청 추가 구축 예정
• 매체제어시스템 65개 전국 검찰청 확대 설치 및 운영
- 2017년 18개 검찰청 설치·운영 → 2018년 47개 검찰청 추가 설치
• 신규 망 분리 검찰청 보안시스템 도입
- 인터넷 PC 자료저장 방지, 네트워크 접근 제어, 백신 등 6개 품목
• 서버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
- 서버 내 개인정보파일 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서버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파일 삭제 등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출입통제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개인정보보호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 개인정보보호의 날 지정
- 매월 1일을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PC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용 PC 내 개인정보 관리 방법 등을 검찰 내부 포털 사이트에 팝업
공지함으로써 검찰 전 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생활화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 대검찰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담당자 2018년 개인정보보호 페어(CPO
워크숍) 참가
• 대검찰청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행정안전부 주관 전문교육 2회 참석

부 록

대상자별 맞춤형
전문교육 실시

• 2018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 및 책임자·담당자·취급자·수탁업체
대상자별 교육 실시(5월, 12월)
• 행정안전부 지정 전문강사를 섭외하여 집합교육 실시(4월, 11월)
• 대검찰청 주관 개인정보보호 교육 외 전국 검찰청 별 자체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1월) 및 교육 실시

제 4 편 해외 동향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개정(1월)
- 개인정보처리 동의 방식 상세화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절차 개선
• 대검찰청 개인정보 사고대응 매뉴얼 개정(1월)
-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의무적 신고 범위 확대
• 대검찰청 2019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수립(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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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추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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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및 출입통제시스템이 보유
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재점검하고 위험요인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개선계획에 따라 보완 조치
하여 개인정보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마. 개인정보보호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실시
매월 1일을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하고 검찰 내부 포털 사이트 팝업창을 통해 홍보하
는 등 전 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생활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대상자별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
육을 통하여 인식 제고 및 업무 역량을 강화하였다.

3. 향후계획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기획, 교육·홍보, 실태 점검, 현장점검 등을 전담하여 효율적으
로 업무를 수행할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PC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서버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 실태에 대한 주
기적 분석과 점검을 통하여 개인정보 오·남용, 유출 예방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고, 향후 선
제적으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전국 65개 검찰청 중
31개 검찰청의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를 완료하였고, 2019년 5개 검찰청이 추가로 망 분
리를 완료할 예정이다.

제 35 절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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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병무청은 ‘병역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으로 국가안보에 기여’
라는 미션 아래, 대한민국 모든 남성의 병역정보를 포함한 대량의 개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인정보를 보유하고 처리하는 기관으로, 소중한 병역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과 내부 훈령 준수 및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와 개인정보처리시스
템의 안정적 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병역자료 보호의 기반이 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관련 법률 등의 변
경사항을 반영하였고 병무청 업무환경에 맞는 보호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자료의 안전한 관
리와 유·노출 사전차단을 위하여 병무행정시스템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암호화 관리 실
태를 재점검하여 보완조치 하였다.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또한, 개인정보보호 인식의 효율적 제고를 위해 소속기관별 전문강사를 선발하고 전문 교
육과정을 신설, 이수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취급자의 인식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보의 정기적인 공유체계를 마련·운영하고 있다.
병무청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등 내·외부 침입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노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전 사후 실시간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병무청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2-35]와 같다.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지침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고 병무청 업무환경에 맞는 보호체계를 마련하였다.

제 4 편 해외 동향

또한, 병무 행정 업무수행 시 적용 가능한 목적 외 이용 제공절차서, 재해·재난 및 유·노
출 대응 매뉴얼, 접근권한 관리지침 등을 개정하였으며, 법 요건에 맞는 수집동의서의 표준
을 작성 배포하여 활용하였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해 업무처리 시 활용서식을 개
선 완료하였다.

부 록

병무행정 업무처리 시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위하여 팩스민원 신청자의 본인확인 절
차를 개선하였고,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열람청구 시 신청서 및 확인 절차를 개선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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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5] 병무청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분야

사업명

훈령 등
지침 및
서식 정비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추진 실적
•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전면 개정(12월)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지침 등 변경사항 반영
- 병무청 업무환경에 맞는 보호체계 마련
• 개인정보보호 업무지침 정비(4~6월)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제공 절차서
-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 매뉴얼
- 개인정보 유·노출 등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지침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동의서 서식 등 개선 (10월)
- 병무행정 수행 시 활용하는 동의서 서식 표준안 마련 및 정책자문위원회 등 8종 개선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 서식 내 주민등록번호 수집→생년월일 변경
- 대상: 취업맞춤형특기병 지원서, 훈련참여 확인서 등
- 신설: 취업맞춤형특기병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업무처리 시
개인정보보호
강화

• 팩스민원 처리 및 개인정보열람청구 처리 개선
- 팩스민원 접수처리 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
- 개인정보 열람청구 시 신청서 및 확인 절차 개선

개인정보
유·노출 대응
강화

• 소속기관 개인정보보호 지도점검계획 수립, 점검 실시
- 지도점검 결과 취약사항 및 교육, 제도 개선
•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 실시(반기 1회)
• 개인정보 사전 차단 및 사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 개인정보 사전차단시스템 점검(주 3회), 노출 모니터링(주 2회), PC 내 개인정보
모니터링(주 1회) 실시
• 서버 내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강화
- 안전성 확보대상 생성여부 점검
- 추가 암호화 실시 및 목적달성 자료 삭제
• 노트북 내 개인정보 실태조사(5월)
- 대상: 본청 및 소속기관 전체 노트북
- 조치: 노
 트북을 활용한 업무처리 시 생성되는 개인정보 로그파일 생성 프로그램 수정, 배포 운영

시스템 구축 시
적용할 정보보호 • 사회복무포털시스템 등 로그인 체계 개선
표준체계 정립

개인정보보호
인식 확산 및
홍보 강화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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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후반기 직장교육 및 신규직원, 전입직원, 수탁직원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 2018년 교육실적: 총 180회(3,449명)
• 사회복무연수센터 개인정보보호 과정 추가, 교육 실시
- 2018년 교육인원: 1만 1,528명
•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매월)
- 업무포털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내용 안내
• 개인정보보호 전문 게시판 시설
- 유·노출사례, 법령 및 교육자료 게시(137건 게재)
• 대국민 정책토론 실시(2회) 실시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역량
강화

• 교육의 효과 증대를 위한 전문교육 신설, 소속기관별 전문 강사 17명 양성
• 개인정보보호 우수 전문강사 선발대회 개최, 2개 기관 우수강사 선발 및 포상
• 우수강사 강의 교재 전청 배포로 역량 평준화 유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 개설

• 최초로 병무연수원 내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과정 개설, 전 소속기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교육 실시
• 사회복무연수센터 내 정기 개인정보보호과정 신설·운영(1만 1,528명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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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본청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이행실태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취약점을 발굴하여 개
선함으로써 안전한 정보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점검(18개 소기관)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보호 기본정책 수립 및 이행사항 등 30개 항목을 점검하였다. 웹페이지의 안전성 확보를 위
하여 주 3회 사전차단시스템과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서버 내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을 점검하여 목적 달성 자료를 삭제하고 추가 암호화조치
를 실시하였으며, 노트북을 활용한 업무 처리실태를 점검하여 개인정보 자동생성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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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파악, 수정·배포 완료하였고, 민원시스템의 로그인 체계를 개선하여 개인정보 수집 최소
화에 노력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신규 임용자, 개인정보 담당자, 개인정보취급자, 수탁자 등 다양한 업무역할별 대상을 구
분하여 직장교육을 총 180회 실시하였으며, 개인정보취급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인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식 강화를 위해 병무청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교육은 물론, 사회복무연수센터에 개인정보
보호과정 교육을 신설하여 모든 사회복무요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자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매월 운영하여 내부 업무포털을 통해 직원들에게
업무처리 시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보를 전달하였다.
병무청 내부 업무 포털에 개인정보보호 전용게시판 ‘개인정보 지킴e’를 개설하여 각종 법
령정보와 매뉴얼을 공유하고 언론보도 등 외부 기관 사례를 정기적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운
영하고 있다.

제 4 편 해외 동향

3. 향후계획
부 록

병무청은 본청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서 벗어나 소속기관과 상호 협업하여 보다 능
동적인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확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자체점검을 통한 미비점을 발
굴, 개선 및 중·단기 개선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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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부터 개인정보 보호취급자까지, 병역판정 전담의사와 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한 내부직원과 수탁사(직원)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개인정보보호 인식 강화에 힘쓸
것이다. 인공지능 및 모바일 중심의 업무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방안과 병역의무자들의
바이오 정보 등 비정형 개인정보의 관리 방안도 마련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정보주
체의 소중한 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제 36 절

방위사업청

1. 개요
방위사업청은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개인정보 수탁업체 점검
등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지속적인 점검 및 개선활동을 추진하고 있
으며 방위사업청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실천 생활화를 위해 방위
사업청 포털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퀴즈, 출입구 전광판에 개인정보
보호 강조 문구를 게시하는 등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홍보활동을 실
시하고 있다. 또한, 조직 전반의 정보유출 예방을 위해 모의해킹 대
응훈련 및 취약점 진단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적극 대응
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2-36]과
같다.

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 수집 서식 및 동의절차 점검 및 개선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행 개선을 위해 방위사업청 행정
규칙의 개인정보 수집서식을 점검하였다. 행정규칙 내 수집되는 개
인정보 항목을 파악하여 개인정보 수집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과
도하게 수집되는 항목 여부를 검토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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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은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환경을 개선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절
차 준수 여부 및 필수 명시사항을 검토하여 개인정보가 적법하게 수집되도록 점검을 실시
하였다.
[표 3-2-36] 방위사업청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사업명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절차 개선

• 개인정보 수집서식 및 동의절차 이행 여부 점검(6월)
- 개인정보 수집 항목 필요여부 검토
- 동의절차 이행 여부 점검

개인정보보호
조직·예산 등
관리체계 강화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6월)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대한 이행 여부 점검
• 출연기관과 간담회 개최(2월)
- 개인정보 관리수준 결과 및 상호 정보 교류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생활화

• 개인정보 일제정비 추진(5월)
- 업무용 PC에 보유한 개인정보파일(9,289건)을 검토하여 불필요 파일 삭제 및
필요한 파일 암호화 보존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지속운영 필요성, 최소수집 원칙 준수 여부, 등록항목 적정성 점검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 유·노출
대응 강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점검(6월, 12월)
- 접속기록 필수항목 로그기록 및 안전한 보관여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검출항목 점검(8월)
- 개인정보 검출사항 점검 및 암호화 여부
• 수탁업체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5월)
- 개인정보 처리현황, 암호화 등 안전성 이행 여부
• 개인정보 자가진단(5월)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제고

• 개인정보보호 내부규정 정비
- 방위사업청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보고(1월)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정비 및 배포(5월)
• 방위사업청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점검(5월)
- 필요범위 접근권한 차등 부여 및 암호화 등 점검

대국민
인식 제고 및
홍보 강화

• 개인정보보호 인식 및 실천 생활화를 위한 홍보활동(6월)
- 청사 LED 전광판에 개인정보 문구 게시
- 개인정보보호 관련 퀴즈 실시(포털 팝업)
- 개인정보 오·남용 피해예방 십계명 게시
•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전문가 초빙교육 실시6월)
- 개인정보취급자 69명 전원 이수
• 전 직원 대상 사이버교육 실시
- 1,471명 이수 (4급 이상 정원 61%, 일반직원 91% 이수)
• 개인정보 수탁자 자체 교육 실적 점검
- 총 47명(2개 업체) 교육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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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 상시
개설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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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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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부 록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PC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을 활용하여 업무
용 PC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를 실시하였다. 업무용 PC에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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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불필요한 파일 파기 및 보유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비밀번호 설정을 강조하였으며
정보유출 예방을 위한 침해사고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조직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다.
그 밖에도 방위사업청과 출연기관 개인정보 실무자 간 개인정보보호 관리 방안 및 정보공
유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반기 1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동 협의체계
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방위사업청 자체 사이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반기 1회 의무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방위사업청 직원 91%, 4급 이상은 정원의 61%가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하였다.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 초빙교육을 연 1회 실시하였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매뉴얼 및 교육자료 등을 포털에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개인정보보호 중
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방위사업청 포털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퀴즈를 실시하여 생활 속에서 개인정보보호
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재미있게 풀어보면서 개인정보보호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쉽
게 실천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였다.

3. 향후계획
방위사업청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일부 미흡한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활동
을 추진하고 기술의 발전 및 서비스 다양화로 개인정보 침해기법 고도화·지능화에 따른 침
해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법·제도 이행사항 및 취약분야 자율적 점검을 통해 안전조치 방안을 수립하고 기술
적 보호 조치 강화 및 적극적인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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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 절

1. 개요
경찰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
지하는 것을 기본임무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
행하기 위해 국민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
수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체계 개선, 개
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다양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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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경찰청 예규인 「개인정보보호 규칙」을 개정하
여 유출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 관리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유출
통지 절차를 명시하였으며 업무용 PC 내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보유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보유기간이 경
과한 개인정보는 파기 조치하였다.
경찰청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2-37]과 같다.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제 4 편 해외 동향

경찰청은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을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정·운
영하면서 매월 다른 개인정보보호 주제를 선정하여 관서별로 자가
진단을 실시하고, 내부망 게시판에 개인정보보호 팝업창을 게재하
여 조직 내 개인정보보호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경찰청 예규인 「개인정보보호 규칙」을 개정하여 개인정보 관리책

부 록

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유출통지
등 세부절차를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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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7] 경찰청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사업명

제도 개선

•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
-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을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정·운영
- PC 내 개인정보 검색하여 삭제 또는 암호화 여부 점검

법령 등 개선

• 경찰청 개인정보보호 규칙 개정
- 개인정보 관리책임의 범위를 명확히하고 유출통지 절차 명시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 업무용 PC 내 고유식별정보 일제점검
- 업무용 PC 내 저장된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조치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확인
•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 업무용 PC 및 종이문서 등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전수 조사 후 불필요한 개인정보 등 파기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식 총 42종 정비
- 필수 고지사항 미고지 4종
- 중요내용 강조표시 미흡 총 42종

침해예방대책
수립

• 개인정보 유·노출 침해대응 모의훈련 실시
- 개인정보 유·노출 상황을 가정한 업무절차 숙달 훈련 실시
• 개인정보 유·노출 모니터링
-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운전면허번호·여권번호) 등 노출 여부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실태 점검
- 시스템 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여부 점검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추진 실적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개인정보 담당자
역량 강화

•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
- 표준교안 및 콘텐츠, 전문강사 등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교육 실시
•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북 제작·배포
- 업무처리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으로 구성

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업무용 PC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파일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고유식별
정보에 대한 암호화 여부 등을 점검하고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수집목적이 달성된 개인정
보는 파기하였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와 개인정보파일의 수집·이용 관
리실태 등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절차를 숙지하고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노출 침해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노출모니터링시스템을 활용하여 홈페이지 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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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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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직원의 인식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표준 교안을 제작하여 현장순회
교육과 부서장 교육에 활용하였고, 사이버 강좌를 활성화하여 많은 인원이 보다 쉽게 개인정
보보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경찰업무 처리 시 개인정보 관련 규정위반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례위주 개인정보보
호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전국 경찰관서에 배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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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계획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서식을 정비하면서 개인정보파일을 점검하
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관행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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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다양하게 제공하여 소속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에
도 노력을 기울이겠다.

제 38 절

소방청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제 4 편 해외 동향

소방청

1. 개요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
하여 2017년 7월 행정안전부 외청으로 독립하였다.
이에 따라 119구조·구급 활동정보 관리, 국가화재정보, 위험물 안
전관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국민의 개인정보

부 록

에 대한 권리보장과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암호화 등 다양한 보호대
책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청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2-3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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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실적

[표 3-2-38] 소방청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사업명

추진 실적

개인정보보호
내부 규정 및
지침 제·개정

• 소방청 개인정보보호 규정 제정(6월)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처리 절차 등 규정
• 소방청 내부관리계획(10월)
- 개인정보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개정

추진체계 정비 및
예산 확보

• 사이버 보안관제 센터 구축 예산 확보(8,000만 원)
- 개인정보 노출 등 모니터링 강화(1~12월)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실태 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
대상별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개인정보보호
홍보활동 추진

• 매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불필요한 개인정보 삭제 등 안전성 확보조치 등 자율적
수행(월 1회)
• 개인정보파일 및 전체직원 PC 개인정보 일제정비(10월)
• 개인정보 유·노출 모니터링 강화(수시)
• 대상별 개인정보보호 교육(2회)
- 전 직원, 개인정보취급자 등 교육 실시
• 개인정보보호 실천 수칙 배포 및 불필요한 개인정보 정리·점검 실시(6월)

가.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개인정보 유출 및 이상징후 탐지 등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을 고도화하고 업무용 PC의 개인
정보 보유현황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암호화 등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개
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정보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후속조치를
누가 할 것인지 명확히 규정하고, 재난·재해로 인한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할 사항 등을 새롭게 반영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

3. 향후계획
소방청은 2019년에도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및 개인정보처리 방침 등 불필요한 개인정
보 수집 최소화 조치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꾸준히 향
상시키고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의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도 많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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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기울일 것이다.

문화재청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제 39 절

1. 개요
문화재청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고 민족문화
를 계승·발전시켜 그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파하는 것을 기본임
무로 하고 있다.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여 국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문화재 수리기술자, 국가무형문화재 및 한국전통문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화대학교 학생 등 문화재 업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의 유·노출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시
스템을 확충·관리하고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을 시행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문화재청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2-39]와
같다.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 환경·기술 변화 대응 및 현장위주의 실무업무에 적
용이 가능하도록 ‘문화재청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가이드’, ‘개인

제 4 편 해외 동향

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절차’,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가이드라인’ 총 3종의 지침을 전부 개정하였으며, ‘정보
시스템(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관리(위기대응) 매뉴얼’을 현행화
하였다.

부 록

또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지
침 일제정비 실시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관리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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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9] 문화재청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사업명

추진 실적

개인정보보호
시행 정책·제도
개선

• ‘문화재청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가이드’ 개정
• 문화재청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개정
• 문화재청 정보시스템(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관리(위기대응) 매뉴얼 현행화
• 문화재청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절차 전부 개정
• 문화재청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가이드라인 전부 개정

개인정보
수집 관련
법령 점검·개선

• 문화재 안전관리인력 현황 내 생년월일 삭제
• 문화재청 정보시스템 사용자 신청서 개선

자율적
개인정보보호
지원체계 확립

• 기관별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 개인정보 수탁업체 관리 체크리스트 및 교육교재 배포
• 용역업체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관리·감독

개인정보
유·노출
점검체계 강화

 화재청 보유 개인정보파일 현행화, 파기 및 신규 등록 실시(총 19건의 개인정보파일
•문
정비)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현황조사
• 개인정보 수탁업체 교육 및 관리·감독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점검
• 개인정보 관리수준 자가진단 및 취약점 개선
• 자체 사이버위기 대응 모의훈련(도상훈련) 실시

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 본청 및 소속기관 웹사이트 취약점 조치
•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시행(매월)

관계기관
공동 협력 강화

• 문화재청 사이버안전센터시스템 구축 및 실무협의회 구성
• 문화재청 사이버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추진을 위한 문화재청-문체부 실무협의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현황 점검

• 개인정보 수집 일제점검 및 동의서식 개선
- 총 7개 기관(부서) 서식 12종 개선완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당자 역량 강화
개인정보보호
홍보 강화

• 2018년 1차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워크숍 참석
• 본청 및 소속·산하기관 개인정보 전문교육 실시(총 6회 863명)
• 기관별 개인정보 담당자 현장교육 실시(총 40명)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절차서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가이드 홍보

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현장 실태 점검·교육을 통해 총 7개 기관(부서) 12종의 개인정보 수
집서식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문화재청 보유 개인정보파일 점검 및 현행화를 실시하여 총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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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개인정보파일을 정비하였다.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매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을 시행하고 반기별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및 접근기록을 점검하여 개인정보의 관리 소홀이나 직원 부주의에 따른 정보 유출 방지에 노
력하고 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에 접
근할 수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문서화하였으며, 용역업체의 관리 부주
의로 인한 정보 유출사고 또한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용역수행업체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보
호 교육 실시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문화재청 사이버 보안관제 센터 설치·운영 및 관계기관 공동협력체계 구축을 통하
여 체계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자체 사이버위기 대응 모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의훈련(도상훈련) 등을 실시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등을 사전 예방하고 신속하
게 조치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실시
개인정보담당자·처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외부 정보보호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 직원
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기관 내부포털 내 개인정보보호 지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침·홍보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수준 향상을 위해 노
력하고 있다.

3. 향후계획

제 4 편 해외 동향

개인정보 침해신고 온·오프라인 창구 개설을 통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신설 법령·행정 규칙 중심으로 지속적인 제도 점검을 통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
집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 클린(Clean)의 날’ 운영(매월 1일) 및 개인정보보호 우수기관·단체 벤치마
킹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 의무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보호담당자, 취급자 준수사

부 록

항 등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313

제 40 절

농촌진흥청

1. 개요
농촌진흥청은 농산업 경쟁력 향상 및 농업인의 복지를 제고하고
농촌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맞춤형 농업기술정보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으며, 농업인·소비자·연구자 등 수요자 중심의 계층
별 서비스를 위해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다.
이에, 보유한 개인정보의 보다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
획 등 자체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속적인 보호기반을 마
련해 나가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조직 전반의 인식 향상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생활화될 수 있도
록 최선의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2-40]과
같다.

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 및 기술 지원 체계 강화
농촌진흥청은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문화의 정착 및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하여 재해·재난 대비 개
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 매뉴얼을 제정하는 등 내부 규정을 제·개
정하고 소관 관련 서식을 개선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또한, 병행하여 추진하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분리
하고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전문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전문성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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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였다. 외부 위협 및 해킹으로부터 내부 정보자
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중요자료 유실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기관 네트워크 망 분리
를 추진하고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표 3-2-40] 농촌진흥청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사업명

추진 실적
•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 양식 개선(6월)
•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규정 개정(5월)
• 개인정보 처리방침 점검 및 정비(5월)

개인정보보호
지원체계 강화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전문관 임명
•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구축(2월)
• 소속기관 2차 네트워크 망 분리 추진 완료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

• 자체 업무포털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정보 공유(7건, 384회 조회)
• 월 1회 뉴스레터 발간
• 소속·산하기관과의 협력 강화
•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추진(4~6월)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

• 개인정보 처리실태 현장점검(5.8.~5.25.)
• 내부관리계획 이행 점검(4~6월)
•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6월)
•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관리·감독 계획 수립 및 점검(6.12.~6.21.)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강화(3월)
• 용역업체 보안 관리 강화(수시)

홍보 강화

• 최신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제도 및 동향 전파
• 개인정보보호 홍보물 제작·배포: 리플릿
• 농업인 및 일반시민 대상 홍보활동 추진(11월 17일 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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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 분야별·대상별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수립·추진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워크숍 참석(3월)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전문교육 참여(3과정, 41시간)
• 개인정보처리자 교육 실시(12월 14일)
• 전 직원 대상 온라인 교육 개설 및 추진(6월, 1,308명)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제도 정비 및 개선

제 4 편 해외 동향

나. 개인정보보호 협력 및 공동대응 강화
개인정보보호 관련 가이드 및 교육계획 등의 자료를 내부 업무포털시스템에 게시하고 월
1회 관련 뉴스레터를 발간하는 등 정보공유 활동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처리자를 포함한 전
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부 록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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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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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체계 내실화 및 관리 강화
개인정보 관리 소홀에 따른 유·노출 사고에 대비하여,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 기관 전
체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 점검을 강화하였다. 실제로 개인정보가 취급·처리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하여 수집 동의 절차 이행 여부 등 취급과정의 적법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개인
정보취급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장지원 활동을 추진하였다.
또한, 개인정보파일 처리실태 점검을 통하여 미등록 또는 은닉된 개인정보파일을 찾아내
고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보유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유목적이 달성된 파일에 대한 파
기 절차를 수행하였다.

라. 지속적인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추진
최신 개인정보보호 제도 및 동향을 전파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
함으로써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생활화에 기여하였으며, 농업인을 포함한 대국민 홍보활
동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였다.
개인정보 관리자·담당자·취급자를 포함한 민간인 근로자 등 분야별·대상별 맞춤형 개인
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였으며 외부 전문교육 및 세미나에 적극 참여하여 개
인정보 보호책임자와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였다.

3. 향후계획
농촌진흥청은 2019년에도 지속적으로 소관 행정규칙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최신 정보
기술에 의한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내부지침의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개선
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및 악성코드 유입 방지 강화를 위해 개인정
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 및 개인정보 검색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그리고 전문인력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컨설팅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의 관리
적·기술적·제도적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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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 절

1. 개요
산림청은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사람과 자연의 생태산림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산림자원의 육성·보
호·이용 등의 산림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
집·이용하고, 보유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산림청 개인정보보호 지침」(훈령)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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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관리절차서’ 등 내부규정 일제 정리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개
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에 노력하였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제고를 위해 개선방안 컨설팅 실시 및 개
인정보처리시스템 일제정비를 통해 개인정보 역량을 집중하였다.
소속기관 방문교육 및 관리자교육, 사이버교육 확대로 직원 역량
을 강화하였고, 정보보호 수칙 PC 화면보호기를 제작하여 전 직원
에게 배포함으로써 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였다.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산림청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2-41]과 같다.

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제 4 편 해외 동향

산림청은 개인정보보호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산림청 개인정
보보호 지침」(훈령) 및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
응 매뉴얼을 제·개정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
한, 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 고유식별정보 처리

부 록

실태 등에 대한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였
다.
개인정보 전수조사 및 일제정비를 통해 업무용 PC 개인정보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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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암호화 조치를 하였으며, 본청 및 소속기관 개인정보 자가진단을 실시하는 등 개인정
보보호 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특히 산림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
인을 개정 및 시행하는 등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확립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산림청은 개인정보보호 이행진단 컨설팅 및 교육·홍보, 망 분리사업 예산 확보 및 정보보
호 인력 확충으로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체계적 수행기반을 마련하였다.
산림청 영상정보 보호·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안전대진단 시 정보통신분야 CCTV
38개 기관 실태 점검을 하였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 및 가이드라인
개정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였다.
또한, 산림사이버안전센터 신규 구축·운영 및 자체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모의훈련 실시
로 침해사고 대응역량을 강화하였다.
[표 3-2-41] 산림청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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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추진 실적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실질화

• 개인정보 수집 점검 및 동의서식 일제점검
-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식 개선(강사수당 지급명세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내 개인정보 처리방침 중요내용 명확한 표시 개선

개인정보보호
규정 정비

• 개인정보보호 내부규정 제·개정 시행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절차서 제정(1월)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 개정(4월)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4월)
-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대국민 포털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5월)
- 개인정보보호 지침(훈령) 개정(6월)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절차서 개정(5월)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절차서 개정(5월)
-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 매뉴얼 개정(5월)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4~6월)
- 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 고유식별정보 처리실태 등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 개인정보파일 전수조사 및 일제정비(3회)
- 업무용 PC(3,105대) 개인정보파일 전수조사 및 파기, 암호화 조치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등록 개인정보파일 신규 등록(2개) 및
파기(46개), 변경(423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9종) 개인정보파일 정비(6월)
• 본청 및 소속기관 개인정보 자가진단 실시(6월)
• 소속기관 정보보안 지도점검 시 개인정보 실태 점검 및 개선 조치(4월)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추진 실적

개인정보보호
조직·인력 및
예산 확보

•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인력 확충(7급·8급 2명)
• 개인정보보호 이행진단 컨설팅 및 교육홍보, 망 분리사업 예산 확보

개인영상정보
보호·관리체계
강화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현황 전수조사, 홈페이지 공개(3월)
• 국가안전대진단 시 정보통신분야 CCTV 38개 기관 실태 점검(2~3월)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 및 가이드라인 개정 시행(4월)
• 정보보안 지도점검 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주기적인 파일 삭제 개선 조치

개인정보
유·노출 대응
강화

• 대국민 포털 등 개인정보보호 인증 및 우수 사이트 인증 획득(1월, 10월)
• 산림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으로 사이버 침해위협 상시 대응(2월)
•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관리계획 수립·배포(4월)
•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제고를 위한 이행진단 컨설팅(7월)
•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점검 및 교육, 사업장 현장점검(매월)
• 대국민 포털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점검(매월)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홍보 강화

• 개인정보보호 동향, 법령, 내부규정 등 내부업무시스템 홍보(27건)
• 개인정보보호의 날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운영(매월)
• 개인 PC 내 개인정보 암호화 및 내 PC지키미 프로그램 실행(상시)
•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PC 화면보호기 제작·배포
• 내부 업무시스템에 개인정보보호 홍보 팝업 연중 캠페인(2건)
• 개인정보보호 국민·직원 대상 인식향상 방안 국민생각함 정책토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 CPO 및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 워크숍·세미나·전문교육 참석(7회)
• 4급 이상 관리자 교육 참여 확대(참여 130명)
• 전 직원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담당자·취급자 워크숍 실시(2회, 570명)
• 개인정보보호 산림청장 표창 및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장관 표창(2명)
• 대상자별 개인정보보호 연간 교육계획 수립·시행(2월)
• 산림교육원 연중 사이버교육과정 개설·운영(8회, 1,134명)
• 산림교육원 신임실무자 교육과목 편성·운영(3회, 112명)
•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방문 순회교육 실시(15회, 1,424명)
• 개인정보보호 내부규정 및 행정안전부 규정 등 교육자료집 제작·배포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개인정보보호
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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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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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산림청은 개인정보보호 대상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당자, 취급

제 4 편 해외 동향

자, 일반직원 및 수탁업체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였다. 산림교육원에 신규 임용자 교육 및 전 직원 사이버 교육과정을 편성 운
영하고 직장교육과 순회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사이버 교육의 경우 2017년 대비 교육인원이
71%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부 록

개인정보 관련 동향 및 지침, 유출사고 사례 등을 내부 업무포털시스템에 게시하여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매월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과 연중 캠페인으로 조직 내 자율적인 개인
정보보호 실천문화 확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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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계획
산림청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등을 지속적으로 현행화 정비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서식, 수집항목 등을 일제점검 및 개선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실태 집중점검 및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개인정보 보유 정
보화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화로 정보주체 권리보장을 강
화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접속이
력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며, 1·2차 소속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현황과 목적별
대수 등 전수조사 및 대국민 포털에 공개 등을 통해 개인영상정보 보호·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당자, 취급자 등 전 직원 대상으로 60% 이상 교육 목표를 설정하
여 교육문화를 확산하고, 취약기관 대상의 찾아가는 교육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조직 내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제 42 절

특허청

1. 개요
특허청은 창조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
용과 관련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원인·발명자 및 등록권리자 등
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규정에서 요구하는 관리적·기술
적·물리적 보안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고 있다.
2018년도에는 ‘특허청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정
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내용 및 개인정
보처리에 대한 지식재산권 근거법령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고, 행
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다양한 가이드라인의 사례 중 실무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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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사례들을 선별하여 반영하였다.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한편, 업무용 컴퓨터 개인정보 일제정비와 함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수탁사업
자 점검·개인정보취급자 이용실태 점검·선행기술조사기관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을 실시
하였다.
또한, 정기 보안감사 시 산하기관 등 유관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였
으며, 매월 대민 홈페이지에 대하여 개인정보 노출점검 및 반기별 웹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
였고, 개인정보보호 점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9년도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도입 예
산을 확보하였다.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한편, 행정안전부 지표 이외에 현장점검 중심의 특허청 자체 지표를 결합하여 산하기관 개
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을 실시하였고, 진단결과에 대하여 기관별로 개선계획을 제출받
아 정기 보안감사 시 이행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진단결과가 미흡한 일부기관에 대하여는 현
장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이 외에도 2018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취급자별로 구별된 맞춤형 교육을 실
시하였으며, 외부전문가를 초청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였고, 매월 개인
정보보호의 날을 지정·운영하였다.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특허청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2-42]와 같다.

2. 추진 실적

제 4 편 해외 동향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특허청은 개인정보보호 및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및 개인정보의 처리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무에 적용 가능한 사례를 Q/A 형식으로 반영하
여, ‘특허청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부 록

또한, 개인정보 침해유형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를 추가하고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여 개
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을 개정하였으며, 대응 매뉴얼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및
산하기관과 합동으로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321

[표 3-2-42] 특허청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분야

사업명

특허청
내부지침 개정

• 특허청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1월)
- 관련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지재권 법령) 개정사항 반영, Q/A
업데이트, 용어 통일, 서식 현행화 등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개정(5월)
- 개인정보 침해 유형 시나리오 추가, 비상연락망 현행화
- 침해사고 대응매뉴얼 교육 및 대응 모의훈련 실시(6월)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확대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처리(조회, 보유 등) 실태 점검
- 데이터베이스(DB) 고유식별정보 보유현황 정비(1월)
- 업무용 PC 주민등록번호 보유에 대한 소명요구 파기유도(4월)
- 업무용 PC 개인정보 보유현황 점검(분기별)
•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2월)
• 개인정보처리 수탁사업자 점검(4월)
• 정기보안감사 본청·산하기관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4월)
• 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 및 이용실태 점검(분기별)
- 개인정보 조회이력, DB 직접 접속 등 접속기록 점검
• 선행기술조사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12월)

인력·예산의
적정수준 확보

•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도입예산 확보(6월)
- DB 내 평문 저장된 개인정보에 대한 점검도구
- 접속기록 생성 및 상시 모니터링 솔루션
- 인터넷 PC 개인정보검사 및 암호화 모듈 등
• 보안관제 전담공무원 신규 충원(12월)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유관기관
개인정보 컨설팅
및 기술지원
개인정보
유·노출 대응 강화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협력 강화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추진 실적

• 산하기관 개인정보 평가 실시, 미흡사항 개선요구(12월)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선행기술조사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및 미흡사항 현장계도(4월)
• 유관기관(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개인정보보호 컨설팅(6월)
 행기술조사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및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실시(12월)
•선
• 본청 및 소속·산하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점검(매월) 및 웹 취약점 점검(반기별)
• 산하기관 담당자 실무협의회(6월) 및 간담회(11월) 개최
• 산하기관 평가지표 개선(11월) 및 개선된 지표에 의한 산하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실시(12월)
• 2017년도 평가결과 미흡기관 현장 컨설팅 실시(6월)

인식 제고 및
홍보 강화

• 소속·산하기관 대상 개인정보 침해·위반사례 교육(6월, 11월) 및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공(1월)
•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 이슈 공유 및 정책 홍보(매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필수교육
과정 운영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취급자·일반직원 등 대상별 교육 실시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2월, 8월), 개인정보파일 담당자(3월, 6월),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4월)
- 전 직원 대상 전문 강사 초청 집합교육(4월)

한편, 불필요한 개인정보 보유현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허청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데
이터베이스 내에 보관 중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정비하였으며, 업무용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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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관 중인 주민등록번호에 대하여는 업무별 보유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아울러 선행기술
조사기관에 대한 법령에 따르는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처리실태 점검 범위를 확대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본청 및 소속·산하기관의 대민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매월 개인정보 노출점검을 실시하였
으며, 본청 대민 홈페이지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웹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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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내의 평문 저장된 개인정보에 대한 점검, 개인
정보취급자 접속기록 상시 모니터링, 인터넷 컴퓨터의 개인정보검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도입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보안관제 전담공무원 2명을 증원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특허청은 자체 개발한 현장점검 지표 및 행정안전부에서 공지한 관리수준 진단 지표를 결
합하여 산하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을 실시하였고, 진단결과에 대한 개
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진단결과가 미흡한 일부기관에 대하여는 현
장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청·산하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참석하에 개인정보보호 운영협의회를 개최
하여 기관별 정보보호 강화방안 및 최근 이슈사항에 대하여 상호 공유하였으며, 산하기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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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보 보호담당자를 대상으로 훈련·평가실시 등의 사전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실무협
의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라.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부 록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 및 개인정보파일 담당자 등 개인정보취급
자별로 구별된 교육을 실시하였고, 외부전문가를 초청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323

실시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운영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 및 정책 등을 인트라
넷에 공유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3. 향후계획
특허청은 개인정보보호 법령과 내부규정의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특허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을 현행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며, ‘특허청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및
‘특허청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 유·노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웹 취약점 점검 범위 등을 확대할 예정
이며, 데이터베이스 개인정보 자동점검·시스템 접속기록 상시 모니터링·인터넷 컴퓨터 개인
정보검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을 도입,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주요 이슈의 공유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확산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실무협의회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산하기관 합동으로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훈련 및 개인정보파일 일
제정비를 실시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제 43 절

기상청

1. 개요
기상청은 위험기상에 대한 기상특·정보 및 지진·화산정보의 신
속한 통보, 기후정보·생활기상·해양기상 등 정보 제공, 기상민원서
비스 및 기상산업·기상교육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상업무 정보를 원하는 수요자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
고 있다.
이에, 기상청은 수집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현장 지도점검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업무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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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수행하면서 개인정보보호 업무 관리수준을 향상시켰다.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또한, 기상청 정보보호 업무 협력체계 강화 및 정보공유의 장 마련을 위해 기상청 본청·소
속·산하기관의 정보보호 담당자 대상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정보보호 담당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체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하였다.
실무자 맞춤형 업무지원을 위해서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 가이드를 발간하였고 전 직원
업무수첩에 생활 속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실천수칙 안내 등을 통해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하
여 기관 내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확산하고 직원들의 의식 수준을 높였다.
기상청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2-43]과 같다.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기상청은 정보보호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13년부터 정보화 담당 부서 내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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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을 팀장으로 하는 정보보호 전담팀 운영을 시작하였고, 2018년 4월에는 「기상청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된 조직인 ‘정보보호
팀’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6급 1인)을 지정·운영하고, 정보보호 전담인력 직급을 상향 조정(1인, 7급→5급)
하여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등 종합관리를 전담토록 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기상청은 2018년 4월 단순 상위법 시행요건 및 절차 규정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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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되고 있었던 「기상청 개인정보 보호지침(기상청훈령 제721호)」을 폐지했으며 「개인정
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고시·규정을 준수하고 실질적인 기상청 개인정보보호 업무 관련 자
체 특이사항 및 세부 절차·기준 등을 반영하여 ‘기상청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전부 개정
(4월)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내부 규정들을 정비하였다.
아울러 개인정보 관리체계에 대해 전문업체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업무 컨설팅을 수행하

부 록

여 ‘기상업무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진행 절차’를 마련하는 등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
른 의무 조치사항을 자체 진단하고 미비점을 개선하여 기상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향상
하는 데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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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3] 기상청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분야

사업명

개인정보보호
전문성 강화

• 정보보호 전담조직 신설(정보보호팀/4월)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6급 1인) 지정·운영(4월)
- 정보보호 전담인력 직급 상향(7급→5급) 조정(6월)

내부 규정 정비

• 기상청 개인정보보호 지침(훈령) 폐지(4월)
• 기상청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전부 개정(4월)
• 기상청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일부 개정(10월)
• 기상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일부 개정(4월)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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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실적

실무 가이드
마련

• 기상업무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진행 절차 마련(10월)
• ‘개인정보 보호 업무 수행가이드Ⅱ’ 발간(12월)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향상 추진

•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평가 향상 방안 점검회의 실시(1월)
- 기상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주관, 산하기관 관리수준 진단 평가 담당자 참석
• 정보화 사업 수행 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대책 마련(10월)
-정
 보화 사업 계획 단계(Privacy by Design)에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 요청 필수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수행 절차 마련

개인정보보호
기반 구축

• 백신 및 패치관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적용(2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 감시체계 마련(12월)
- 개인정보 처리 내부 감시·관리체계 구축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접속기록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지도·점검 강화

 인정보파일 일제정비(전수조사) 실시(3~4월)
•개
• 고유식별정보 처리 현황 조사 및 암호화 이행 점검(6월)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현황 조사(4월)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현황 조사(4월)
• 개인 업무용 PC 대상 유·노출 방지 점검(매월)
-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운영 자체점검 실시
- 비밀번호 관리, 백신 갱신, 공유설정 관리 점검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점검

• 개인정보 관리체계 현장 지도·점검(5~6월, 9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6월, 12월)
- 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 이행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접속기록 관리점검(6월, 12월)
• 주요 시설 출입통제 및 시스템 접근권한 통제 강화(상시)

개인정보
유·노출 사전
예방·대응 강화

• 개인정보 침해대응 및 유출 예방을 위한 점검(4월)
- 재난·재해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 매뉴얼 일부 개정
- 기상청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 일부 개정
• 개인정보 유·노출 사전 예방·대응 점검
- 홈페이지 및 정보시스템 모의해킹 실시(6월)
- 개인정보 노출사고 대응 모의훈련 실시(7월)
- 기상청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모의훈련 실시(11월)
- 재난·재해 대비 위기대응 모의훈련 실시(11월)
• 개인정보 유·노출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강화
- 개인정보 처리 웹페이지 대상 개인정보 노출 점검(12월)
- 기상청 대표 홈페이지 개인정보 등록 차단 및 점검(상시)
- 검색엔진(구글)에 노출된 개인정보 노출 점검(매월)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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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추진 실적

개인정보보호
전문 인력 양성

•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 교육 편성
- 2018년 기상청 정보보호 교육 운영계획 수립(3월)
- 기상청 정보보호 담당자 워크숍(1박 2일) 개최(3월)
-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의 이해 직장교육 실시(6월)
-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 실시(6월, 7월)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절차 교육 실시(6월)
- ‘정보보호 역량 향상과정’ 집합교육(3일) 실시(7월)

개인정보보호
홍보

• 2018년 전 직원용 업무수첩에 ‘개인정보 오·남용 피해방지 및 정보보호 실천’ 안내로 생활
속 개인정보보호 인식 고취(1월)
• ‘개인정보 청소하는 날’ 캠페인 안내
- 행정안전부 캠페인 연계 기상청 및 소속기관 대표 홈페이지 배너 등재 등 전 직원 대상
홍보 안내(9~10월)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개인정보보호
전문 역량 강화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 참석(3회)
- 정보보호 솔루션 페어&CPO 워크숍 참석(3월)
- 개인정보 콘퍼런스&CPO 워크숍 참석(4월, 8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세미나, 워크숍 참석(11월)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관리수준 향상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 부서별 개인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정보 처리실태 및 관리체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성 취약점을 조치·개선하였다.
기상청 자체 운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오·남용, 유·노출 등 침해사고 사전 예
방을 위해 개인정보 접속기록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12월)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 내부감
시 및 개인정보 접속기록 보관·관리 및 이상행위 식별, 후속조치에 이르는 체계적인 관리로
개인정보 처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 웹사이트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모의 해킹, 유출사고 대응 모의훈련,

제 4 편 해외 동향

재난·재해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백업·복구 테스트 등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11월)하였고, 개인정보 노출점검 진단 솔루션을 활용하여 인터넷 웹페이지를 운영하
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개인정
보 유·노출 등의 침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부 록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의식 수준을 제고하고,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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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개인정보 처리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의 교육 목표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
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취급자, 일반직원 대상자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교육
을 실시하였다.
특히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 부서의 업무 담당자는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
하도록 의무화하였고, 기상청 정보보호 담당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책임
자(CPO)의 제안으로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운영 교육 과정에 「정보보호 역량 향상과정」을 신
설하여 개인정보보호 자체 전문교육(7월)을 운영하였다. 또한, 본청 및 소속·산하기관의 정
보보호 업무 협력체계 강화 및 기상청 정보보호 정책방향 소개 등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
기 위해 정보보호 담당자 대상 워크숍(3월)을 개최하였다.
한편, 기상청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위한 실무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 가이드Ⅱ’
를 발간(12월)하였고, 전 직원 업무용 개인수첩에 ‘개인정보 오·남용 피해방지 및 정보보호
실천수칙’을 인쇄·배포(1월)하여 생활 속에서 준수할 수 있는 보호 활동을 안내함으로써 직
원들의 생활밀착형 개인정보보호 인식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3. 향후계획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강화되도록 대국민 웹 서비스 운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
인정보 노출점검 통합모니터링을 위한 솔루션 교체 및 개인 업무용 PC 등에 대한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차원의 개인정보 포함 문서 검출 및 암호화 성능 고도화를 위한 시스템을 교체
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한시조직(총액인건비)인 ‘정보보호팀’이 정보보호 업무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
화를 위해 ‘과’ 단위 정식조직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전문직위를 신설·지정, 개인정보보호 담당 인력의 전문
성을 강화하여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기반과 체계를 공고히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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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제 44 절

1. 개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
을 해소하고자 중앙행정기관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등 행정기능
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건설하는 기관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청은 업무관련 개인정보 취급량이 적은 편이나 개인정보보호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개인정보보호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 불법수집 금지,
안정적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네트워크 침입탐지시
스템 및 방화벽(IPS) 등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개인정
보 처리실태를 점검하며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이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취급·관리하는 것이므로 전 직원 대상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전 직원 대상 교육 등을 통해 개
인정보 취급절차 및 침해사고 시 법적 처벌 등 직원들의 개인정보보
호 인식을 제고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2-44]와 같다.

제 4 편 해외 동향

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부 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개인정보보호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
여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정비하였으며, 시스템 안전 강화를 위해 행
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서버를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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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
고, 직원들이 개인정보 취급·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
고 있다.
[표 3-2-4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분야

사업명

추진 실적
• 개인정보보호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개인정보보호 계획’ 정비(1월)
• 전 직원 교육 및 개인정보보안시스템 예산 확보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전담체계 마련
및 역량 강화

• 전 직원 교육, 부서별 책임자 교육 및 책임자·담당자 워크숍 참여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전 직원 교육실시(4월)
- CPO 세미나 참석(3월)
- 개인정보보호 실무담당부서 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 교육 훈련기관 또는 민간
교육훈련기관 등 전문교육과정 이수 조치(연 10시간 이상)
- 용역업체, 위수탁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분기별)
-위
 탁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점검을 위하여 위·수탁업체 관리·감독 계획
수립(2월)

•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방침 수립
선제적, 자율적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내부관리계획 수립(2월)
보호활동 활성화 • 개
 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홍보계획 수립(2월)
• 개인정보보호 계획에 포함하여 매뉴얼 수립(2월)

침해 예방 및
권리 구제

• 회원가입 절차 삭제
• 개인정보 생성, 유출 감시 및 유출위험 개인정보 검색 삭제 기능을 갖춘 셜록홈즈 DLP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중
• 홈페이지 자료게시 담당자 지정하여 접근가능조치(인사이동 즉시 조정)
•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해킹방지를 위하여 웹서버 실행가능한 파일(jsp, asp 등) 업로드
제한
• 관리자페이지 접속 시 GPKI로만 가능하도록 조치
• 인사이동 즉시 담당자 지정하여 관리자페이지 접속권한 부여(수시)
• 전 직원 대상 해킹메일 대응훈련 실시(8월)
• 개인정보파일 보유 현황 및 관리현황 파악(3월, 8월)
• 개인정보파일 관리실태 점검으로 불필요한 파일 삭제 및 신규파일 등록 등(3월, 8월)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홈페이지 및 인트라넷 팝업창을 이용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자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날 홍보 캠페인 실시(5월)
• 내부업무포털에 ‘개인정보보호’ 코너를 개설하여 항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보 공유와
개인정보보호 분위기 조성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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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문서유출방지시스템(DRM), 개인정보 유출방지시스템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등을 도입하였다. 웹 취약점 진단 및 보완, 웹 접근성 개선을 통해 정보보안 강화 및 개인정
보보호 수준을 향상시켰다. 개인정보파일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신규 개인정보 보유 파일
현황을 파악하고,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계속 보유하는 등 불필요한 자료는 주기
적으로 삭제하고 있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전 직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내부 업무망 및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생활수칙 등을 게시
하여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향상시켰다. 전 직원 대상 해킹메일 대응훈련을 실시하는 등 개인
정보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라.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개인정보파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부서에서 보유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관련 전수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 및 정비하고 있다. 또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 여부 확인을 위해 매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3. 향후계획

제 4 편 해외 동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부관리지침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을 통해 개인정보 보유현황 조사, 유·노출 모니터링, 실태 점검, 교육 실시, 개인정보처리시
스템 안전성 확보, 노후화된 전산장비 교체 등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지속적이고 체계
적으로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직원들이 개인정보를 최소한도로 보유하고 안전하게 취

부 록

급·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알기 쉽게 수정·보완하고, 주기적 교육·평가를 통해 직원들
의 개인정보 침해·유출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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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 절

새만금
개발청

1. 개요
새만금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접근성 제고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함께 민간투자를 통한 경제활동 활성화
가 중요한 과제이다. 새만금개발 기본계획에는 총 소요사업비 22조
2,000억 원 중 46%에 달하는 10조 3,000억 원에 대하여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내부개발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에서의 민간투자 촉진 및 경제활동 활성화
를 위해 규제완화,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제도적인 지원과 함
께 유관기관 및 잠재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
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투자유치 활동 과정에서 새만금 투자자 및 투자희망자들
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새만금개
발청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개인정
보 관리를 위한 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2-45]
와 같다.

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새만금 투자자 및 투자희망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
정보보호 세부지침을 개정하였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관
리 절차서를 작성하였다.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개정내용은 다음
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
및 수정하였다. 둘째, 개인정보처리 위탁 시 위탁계약서를 포함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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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조항을 신설하였다. 셋째, 개인정보침해 대응을 위해 대응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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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운영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관리 절차서에는 접속기록 수집, 정
기점검, 소명처리, 유출사고 대응 및 이력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였다.
[표 3-2-45] 새만금개발청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분야

사업명

추진 실적

분야별 개별법
일괄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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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체계 마련 및
전문역량 강화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조직 전반의 개인정보
관리·통제체계 강화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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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조직 및 예산 확충
-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추가 확보: 1명→2명
- 정보보안솔루션 도입: 1억 2,800만 원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4시간 이상 전문교육 실시
• 개인정보보유 현황조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관리기능 강화
• 사용자 PC 및 노트북에 대한 개인정보 유·노출 실태 점검
•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 직원 교육 실시
•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전문 교육 실시
• 개인정보 침해사고 절차서 공문 시행, 인트라넷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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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중요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 강
화 목적으로 정보보안솔루션을 도입(통합로그관리, 랜섬웨어차단, 내PC지키미, 서버백신
패치관리소프트웨어 등 1억 2,800만 원 상당)하였으며, 2020년 1월 14일부로 보안패치가
중단되는 윈도우7 운영체제의 보안이슈에 대응하고자 정보접점이 높은 중간관리자급 이상
의 PC에 대해 윈도우10 PC로 교체하였다.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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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노력하였다.
특히 정보화 인력을 증원하여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여
러 정보통신보안장비의 로그를 동시에 수집·분석하여 사이버침해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부서별 개인정보취급자 등을 대
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확대하고,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부 록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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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과 개인정보 침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사항을 개선하였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추적 및 재발방지 등
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에 대한 이상 여부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리기
능 개선사항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새만금개발청이 보유 중인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내실
있게 점검하였으며, 위·수탁업체의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교육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수시
로 점검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내용을 용이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개
선하였다.

3. 향후계획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과 새만금개발청사의 새만금 현지 이전으로 공공주도 매립과 선도사
업 추진을 통해 새만금 개발이 보다 가시화되면서, 새만금에 대한 잠재 투자자 및 기업 등의
문의와 민원이 증가 추세이다. 이에, 새만금 투자 결정 시 경쟁우위 확보나 새만금에서의 경
제활동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정보 침해시도 증가가 우려된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여건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계획이
다. 이를 토대로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
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을 개정·보완하고 개인정보보
호 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관련 업무절차를 수정·보완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
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향후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을 최소화하
고, 자체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에 대하여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매년 개
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실태 점검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환류함으로써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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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호에 관한 정책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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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전송구
간에서 개인정보 위변조, 탈취 등으로부터 안전성이 보다 강화된 전송구간 암호화 방식을 적
용할 계획이다. 또한, 시스템 운영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취약한 부
분은 지속 개선할 예정이다.
2018년에 미흡했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정책을 수립·이행 부분에 대해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절차에 대해 정립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접근권한 기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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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3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
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기관에서 주관
하는 교육 및 워크숍 등에 참석하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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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위한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체 등 개인정보 처리 위탁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관리·감독도 철저히 이행하고자 한다.

제 46 절

해양경찰청은 해양안전 확보, 해양 법질서 확립, 해양환경 보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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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1. 개요

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선박출입항 관리, 수상안전, 동력수상레저
기구 관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처리하고 있으며, 이
러한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관리적·기

부 록

술적·물리적 보안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고 있다.
2018년에는 내부관리계획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위
탁 및 제3자 제공·목적 외 이용 현황 현행화, 고유식별정보 처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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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점검, 맞춤형 교육, 용역업체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해양경찰청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2-46]과 같다.

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내부규정 정비
2018년 해양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전파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
게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고, 정보주체에게 해양경찰청이 처리하는 개인정보현황
을 공개하고 민원 신청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표 3-2-46] 해양경찰청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사업명

해양경찰청
내부규정 정비

• 2018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수립(2월)
•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6월)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 수립
-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절차서 전파
•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6월)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 고유식별정보 처리현황 일제정비(6월)
• 위탁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현황 점검(6월)
• 상주 위탁용역 인원 보안점검(6월)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운영

•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
- 서버접근통제 및 작업이력 관리
- 네트워크 접근제어, 유해사이트 차단
- PC 보안취약점 점검, 매체제어시스템
- IPS, 통합보안관제시스템 등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 인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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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워크숍 참석(3월)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교육
- 소속기관 담당자(14명) 순회교육 참석
-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특강(6월)
• 개인정보취급자 자체교육 실시(3,799명)
• 청사 상주 위탁업체 인력 보안교육(6월)
• 개인정보 취급 주의사항을 담은 홍보물 배포(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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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자체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해양경찰청은 2017년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신설된 후 주요 정보보호시스템과 정보통신
망을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사용하여 자체적으로 보안정책을 수립·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2018년 11월 청사 이전을 계기로 자체 정보통신망 구축과 노후 보안장비 교체 및
침입방지시스템,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 유해사이트 차단, DDos대응시스템 등 신규장비
도입을 통해 보안관리체계를 구축하였고, 사이버 보안관제센터를 통한 24시간 보안관제를
실시하여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고, 직원들의 미흡한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직장 내 자체교육을 통해 소속기관(28개)을 포함
하여 3,799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취급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여 개인정보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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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유·노출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3. 향후계획
2019년 해양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 4 편 해외 동향

규정과 지침을 수정·보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체적
인 실태 점검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유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현황 점검, 유·노출 모니터링,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취약점 점검, 노후 전산장비 교체 등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지속적으
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개인정보 유·노출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부 록

매뉴얼과 화재, 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보호하고 백업 및 복구
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을 수립·전파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수집 시
사용하는 각종 민원서식 및 신청서, 동의서 등을 점검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항목을 삭제하
337

는 등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또한, 개인정보취급자, 보호담당자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개인정
보보호 인식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제 47 절

국가인권
위원회

1. 개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
하기 위해 설립된 종합적인 인권 전담 국가기구이다. 국가인권위원
회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국가인
권위원회법」에서 정한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다.
이에 따라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와 정보인권의 사회적 공론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속적
인 대외활동(토론회, 실태조사, 간담회, 권고 및 의견표명 등)과 인권
교육을 확대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직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정기적
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유지보수업체에 대해서도 교육과 정기
점검을 실시하였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및 내부직원 등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를 초청해서 개인정보 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인권사무소 5곳을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인권 증진을 위해 △정보
인권 시민사회단체 자문 간담회,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4차 산업혁명 시대 바이오 정보 수집·이용 실태조사 최
종보고회’를 개최하였고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효율화, 인공지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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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 보장,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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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책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2018 UN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에 참가하여 각국의 사회전반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및 자동화된 알고리즘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활용
에서의 차별 해소, 극단주의 대응 및 혐오 표현에 대한 사회의 대응 등 다양한 정보인권 보호
및 증진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를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2-4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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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실적

[표 3-2-47] 국가인권위원회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분야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법령 등 개선

• 인권도서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7월)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 개인정보파일 파기
- 인권도서관 개인정보파일 파기(매월)
• 정책 및 권고
-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문서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1월)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3월)
- 수용자 인터넷 서신 제도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방치(5월)
- 폐쇄회로 텔레비전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5월)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5월)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 인권사무소를 방문하여 개인정보파일 점검(11월)
 정사건조사 자료의 암호화 및 개인정보 유출 차단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점검(반기별)
•진

침해예방대책
수립

• 유지보수업체 장비(PC, 노트북 등) 점검(매월)
• 인권정보시스템 관리로그 분석을 통한 점검(분기별)
•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을 이용 점검(반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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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권리보장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추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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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사업명

• 상담·면전사건의 개인정보 과잉수집 방지를 위한 보안 서약서 작성(12월)

생활 밀착형
홍보 강화

•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강화(매월)
• 개인정보보호 배너 등록(9월)

부 록

개인정보
역할에 따른
맞춤형 교육

• 개인정보보안 프로그램 교육(10월)
• 개인정보 워크숍 참가(11월)
• 개인정보 침해 예방교육(12월)
•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 조사(6~11월)
• 정보인권 시민사회단체 자문 간담회(10월)
• 2018 UN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참가(11월)
• 정보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최종 보고회(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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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대외활동 지속적 수행
국가인권위원회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의 보호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 법률유
보 원칙에 부합하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것, 범죄수사 등 목적으로 개인영상 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
게 제공하도록 할 경우 기본권 침해가 필요 한도의 범위에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마련할 것, 폐쇄회로 텔레비전 통합관제센터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 외에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범죄피해자 상담내용 및 개
인정보 유출, △정신병원 병동 내 CCTV 설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 △직장 성희롱 및 감사 관
련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문서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신원조사 제도의
운영에 있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해 국가정보원장에게
기본권 제한 법률 유보 원칙에 부합하도록 신원조사 제도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를 마
련할 것, 신원조사 회보 종료 등 그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파기하
도록 할 것 등 다양한 권고를 수행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개선 및 체계 마련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원칙에 따라 불필요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
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월 인권도서관의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2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에 의거하여 인권도서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였다. 또한, 진정·상담·면전·긴급사건
등의 개인정보파일, 진정처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여부 점검 및 미흡사항을 보
완하였고 전문상담원(본부,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였다.

다.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점검 강화
내부 침해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유지보수업체 장비(PC, 노트북 등)를 매월 점검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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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차단 강화를 위해 진정사건조사 자료의 암호화 및 개인정보 유출차단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점검을 실시하여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을 이용하여 반기별로 점검을 수행했으며 인권사무소를 방문하여 집중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점검하고 인권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리로그 분석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체
계적으로 관리하였다.

라. 개인정보보호 홍보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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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업무처리능력 향상 및 전문성 강화와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담당자 및 직원들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개인
정보보안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여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전문강사를 초
빙하여 개인정보 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사이버보안의
날 실시를 통해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했으며,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는 등의 조치를 수행
하였다. 그리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삭제 및 휴면계정을 정리하는 개인정보 청소하는 날 홍보
를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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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계획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문서의 작성 시점부터 문서의 암호화 및 권한 제어를 통해 내
부의 중요한 정보,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및 내부 기밀문서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도입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문서유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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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 수집 시 필수/선택 구분 없이 일괄처리 하는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전 검토절차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수집동의 고지
및 동의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부 개인정보교육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취급 신규

부 록

자 등 개인정보 취급 업무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교육 및 민간기관 교육이수를 적극 지원하고 개인정보취급자 및 용역
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법」 이해 등 소양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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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매월 실시하는 사이버진단의 날 실시 결과를 토대로 인권사무소 및 사무처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반기별로 인권사무소를 방문 점검하여 개인정보 보안 인식을 제고해가
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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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울특별시

제9절 경기도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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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 기본
계획 수립,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ISMS-P),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을 통해 시민의 개
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3-1]과
같다.

2019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추진
2018년 10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2017년 개
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4차 산
업혁명 시대에 시민의 권익보장을 위해 3년마다 개인정보보호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위원장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로 변경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시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내·외부 전문가의 자
문을 통해 급변하는 지능정보사회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8년 4월 개인정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위원을 위
촉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추진 실적 및 현황 보고, 추진계획 및 시
책 자문을 주요 내용으로 첫 위원회를 실시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지침, 유출사고 대응매뉴얼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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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얼 9종을 정비하였으며, 예산타당성 심사와 개인정보보호 보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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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절차를 마련하여 개인정보보호 사전검토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개인정보보
호 관리수준 진단평가에서 전년 대비 17.47점을 향상시켰다.
[표 3-3-1] 서울특별시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분야

사업명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정비

• 개인정보파일 정비
- 4회(개인정보파일 209개 → 120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정비
- 시스템 137식, 파일 120개, 정보주체 2억 1,500만 명

개인정보보호
예방활동 강화

• 개인정보 영향평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2식, 개인정보파일 7개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보강
- 개인정보 접속기록모니터링, DB접근통제시스템

전문성 및
홍보활동 강화

• 개인정보보호 교육
- 총 8,034명(집합: 10회, 784명 / 온라인: 7,250명)
•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 3회(자체 2회, 행안부 등 합동 1회)
• 개인정보보호 워크숍
- 2회(개인정보 6월, CCTV 9월)
• 개인정보보호의 날 지정·운영
- 매월 첫째 주 수요일(PC+서버)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추진체계 개선

•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 미흡(＇17년) → 보통(＇18년), 17.47점 향상
•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 운영
-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시책 전반적 자문
• 개인정보보호 사전검토 강화
- 예산타당성 심사, 개인정보보호 보안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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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등 개선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개인정보처리·
보호시스템
운영

추진 실적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
- 법 개정사항 반영, 기본계획 수립(3년) 신설 등
• 개인정보보호 매뉴얼 정비
- 9종(개인정보보호지침, 유출사고 대응매뉴얼 등)

나. 개인정보처리·보호시스템 운영
제 4 편 해외 동향

안전한 개인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중 보유기간의 경과나 처
리 목적의 달성 등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4차례에 걸친 정비를 통하여 209개이던 개인정
보파일을 120개로 정비하였다.
2018년도에는 2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지방재정관리시스템, 법인시설관리시스템)에 대

부 록

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영향평가 대상 50개 개인정보처리스템에 대한 영
향평가를 완료하였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의 적정성, 관리체계의 적정
성, 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정성 등에 대한 미비점 및 위험요인 등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수립·이행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성을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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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과 접근권한에 대한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접속기록모
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DB접근통제시스템을 보강하여, 개인정보의 유·노출 방지와 안전한
시스템 운영환경을 구축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총 10회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취급자, 일반직원
총 8,034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이
해, 침해사례 및 예방방법, 안전성 확보조치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편성·운영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워크숍을 2회 실시하고 행정안전부 합동 및 자체 캠페인 등 3회에 걸
쳐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정·운영하여 본청
및 사업소 업무용 PC 약 8,000대를 대상으로 PC에 저장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탐지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삭제 조치하였
으며 업무상 필요한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보관함으로써 PC 내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강
화하였다.

3. 향후계획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중기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개인
정보 유출방지 대책 및 마스터플랜을 제시할 방침이다. 노후화된 개인정보보호시스템 5종을
교체하여 안정된 시스템 운영을 도모하고,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
회를 통해 개인정보 시책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통해 관리적, 기술적 관리체계
를 강화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영향평가 및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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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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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1. 개요
부산광역시는 시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법
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
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술적·관리적·물
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개인정보보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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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한층 강화해 가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대민 신뢰
성 확보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개인정보파일 목록을 상시
공개하여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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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정비
부산광역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맞도록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5월에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등에 대비하여 개인정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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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지침, 위기대응 매뉴얼, 침해사고 대응매뉴얼
등 관련 지침·매뉴얼을 제·개정하여 정비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
부 록

부산광역시는 2017년 11월부터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개인정보
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26개의 항목을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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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으로는 PC 분야 8개, 개인정보수집 분야 5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분야 13개이다. 점검결
과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삭제조치하고 개인정보 수집 시 최소수집의 원칙에 맞춰 개선하였
으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취약점을 점검하여 개선하고 있다.
[표 3-3-2] 부산광역시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사업명

추진체계 정비

• 개인정보보호 내부 매뉴얼 개정 및 전파·교육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등 6종
• 개인정보보호 내부 매뉴얼 제정 및 전파·교육
- 암호 및 암호키 관리 매뉴얼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관련 관리·감독 점검
- 개인정보 위탁계약서 체결, 수탁자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등
• 개인정보보호 자체 실태 점검
- 개인정보파일(80개) 및 PC 개인정보 정비 및 파기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및 수행 조사
-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조치 점검
- 고유식별정보 현황 및 암호화 점검 등
• 홈페이지 개인정보 정비(10개 사이트, 138건)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추진 실적

침해예방대책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2개 시스템)
• PC 문서유출방지 정기점검(PC 개인정보 삭제 및 암호화)
•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운영(17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지속 운영 등

전문성 및 홍보 강화

•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운영 9회(3,455명)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보호담당자·취급자 등 교육
•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
- 홍보 리플릿 640매 제작·배포
- 매월 셋째 주 수요일 ‘개인정보보호의 날’ 지정·운영

다.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부산광역시는 본청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4월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청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해 8,851개의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일제정비
를 실시하여 273개 파기, 5,584개 변경, 88개 신규 등록하는 등 총 5,945개의 개인정보파
일을 정비하였다. 또한, PC 내 개인정보파일을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암호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조기에 차단하는 PC 개인정보유출방지솔루션을 운영하여 개인정보파일 관리를 강
화하고 있다.

348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라.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노출 관리 강화
부산광역시는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노출 예방을 위하여 개인정보 노출차단시스템을 운
영하고 있다. 시 대표 홈페이지 등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이트에 대해 개인정보가 노
출되지 않도록 실시간 차단하였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10개의 홈페
이지를 점검하여 휴대폰, 이메일 등 138건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등 정비하였다.

마.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부산광역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2017년 5월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2018년 현재 17개의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하여 접속기록 관리를 하고 있다. 접속기록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의 로그를 보
관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자체 솔루션에 의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과 관련된 로그파일의 분석, 확인을 통
해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바.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부산광역시는 2018년 6월 5만 명 이상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상수도 수용가정보시스
템과 10월 100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를 보유한 도서관 통합 웹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개인정
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개인정보 처리단계
별 보호조치 적정성 등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조치함으로써 개인정보

제 4 편 해외 동향

의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사.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부 록

부산광역시는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개인정보 보호취급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개
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본청 직원 및 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9회(3,455명) 교
육을 실시하였으며, 부산인재개발원,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서 160회(1만 2,333명) 자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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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주민등록 파기 안내를 위한 리플릿 640부를 제작하여 정례조례 때
직원들에게 배부하고 홍보하였다.

3. 향후계획
부산광역시는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 시스템 및 영향평가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특히 최소
한의 개인정보 수집원칙에 따라 조례·규칙 및 민원서식,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 시 동의절차
등을 전수 조사하여 적법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침·매뉴얼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개
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할 계획이다. 업무용 컴퓨터의
개인정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삭제·암호화 등으로 정비하고,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노
출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차단함은 물론, 정기적으로 검색진단시스템
을 통해 정비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제3절

대구광역시

1. 개요
대구광역시는 체계적이고 전사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 수행을 위
하여 내부관리계획을 개정하고 법령,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및 침해 예방활동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시
스템 점검 강화,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활동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개인정보보호 기반을 마련하였다.
대구광역시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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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실적
가. 제도 개선 및 체계 정비
대구광역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하고 있는 안전성 확보조치와 개인정보처리시스
템의 접속기록 관리 강화를 위해 내부규정인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개정하였고,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가 없는 자치법규를 일제정비하고 신청서, 청구서, 증서 등 각종 서식을 개선하여 불필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 지진, 화재 등 재해·재난 발생 시 대응하기 위한 개인정
보 침해사고 대응 절차서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 절차서를 현행화하였으며, 개인
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절차서를 개정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외부기
관에 제공 시 기준, 범위, 내용 등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
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표 3-3-3] 대구광역시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법령 등 개선

• 자치법규 및 서식 개선
- 「대구광역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개정 및 각종 동의서 서식 개선

추진체계 정비

•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강화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개정
• 침해사고 대응 및 위기대응 절차서 현행화
• 개인정보 목적 외·제3자 제공 절차서 개정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 접근권한 관리 정책 정비
•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증(ISMS) 사후 심사
•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관련 관리·감독 점검
- 개인정보 위탁계약서 체결, 수탁자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등
• 개인정보보호 자체 실태 점검
- 개인정보파일(206개) 정비 및 파기(6개)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및 수행 조사
-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조치 점검
- 고유식별정보 현황 및 암호화 점검 등

침해예방대책 수립

• 분기별 개인정보 접속로그 분석·점검 강화
•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지속 운영

전문성 및 홍보 강화

•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교육: 연 2회
- 개인정보취급자/일반직원 교육: 연 3회
- 개인정보처리업무 수탁자 교육: 연 1회
•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
- 개인정보보호 홍보물 제작·배포: 5만 부
- 매월 셋째 주 수요일 ‘개인정보보호의 날’ 지정·운영

부 록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추진 실적

제 4 편 해외 동향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사업명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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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대구광역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정책을 정비하여 최소한의 접근
권한 차등부여, 접근기록 6개월 이상 보관, 사용자계정 관리대장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도
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증(ISMS)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으며 개인정보파일의 파일명, 보유목적, 보유근거 등을 정비하고 보유기간이 만료
된 파일은 파기하는 등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개인정보 관리체계,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기술적 보호조치 등의 적정성 진단 및 개선방
안을 도출하여 조치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들에 대하여 영향평가 수행 대상을 전수
조사하여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유·노출 방지 및 암호화 이행, 안전
성 확보조치 등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하여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
성을 제고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대구광역시는 본청,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3회 개인정보보호 교육
을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시 개인정보 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 사전 방지 및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업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개인정보보
호 콘퍼런스, 전문교육 등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참여하여 개인정보 관리 및 역량을 강
화하였다.
또한,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개인정보보호의 날’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 운영
하여 내부직원 업무용 PC의 바이러스 백신, 암호 설정, 최신 보안 패치, 불필요한 개인정보
삭제, 개인정보파일 암호화 등을 점검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를 실천하도록 노력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대민 홍보를 위해 메신저 피싱 방지 5계명, 개인정보보호 실천 수칙 등의 내용
으로 거리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5만 부의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시 및 구·군, 공공기관 등
에 배포하여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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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계획
대구광역시는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제도를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의무사항을 준수
하여 개인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환경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완료, 내부관리
계획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정책 및 접속기록 내
역관리 강화, 보안취약점 점검 등 침해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4급 이상 중
간관리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개인정보 관리수준 향상과 시민의 개
인정보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광역시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제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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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인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추진하고자 노력하였다.
인천광역시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3-4]와
같다.

제 4 편 해외 동향

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조례 제정
인천광역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부 록

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를 제정(2018.12.10.)하였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
장의 책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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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에 필요한 절차,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따른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
해배상에 대비한 보험·공제 등의 가입 근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3-4] 인천광역시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분야

사업명

추진 실적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법령 등 개선

•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정
•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정비
• 인천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정비
•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지침 정비
•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관리 이행 점검
•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관리조치 이행 점검
•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교육 및 관리·감독 이행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이행 점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CPO 워크숍

개인정보보호
총괄부서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 등

개인정보취급자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 교육 등

나.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 도입
2018년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개인정보 접속기록 보관·점검을 개선
하였으며,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강화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을 수
립·시행하였다. 주요 추진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개인정보보호 대책
수립 및 이행, 개인정보보호 침해예방대책 수립 및 이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개인정보보호의 날 지정·운영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개인정보의 날’로 지정·운영하여 업무용 PC 내 고유식별정보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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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및 폴더를 암호화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삭제 조치하여 개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인정보의 유출 예방활동을 강화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실천수칙, 사례전파, 캠페인 등의 활
동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에 노력하였다.

마.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당자, 취급자, 정보화 용역사업 담당자,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등
을 대상으로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에서 공무
원 및 공사·공단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e-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개인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정보보호의 필요성, 관련 법·제도, 관리방법, 보호조치 방법 등에 대한 이해 및 전파에 노력
하였다.

바. 개인정보 침해 및 유·노출 예방활동 실시
‘인천광역시 사이버침해대응센터’에서 365일 24시간 보안관제 체계를 유지하며 정보시스
템 상시 모니터링 및 탐지·분석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예방에 노력하였다.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또한, 대표 홈페이지 등에 대하여 웹 필터링솔루션을 운영하여 개인정보 유·노출을 사전
에 예방하고 있다.

3. 향후계획
제 4 편 해외 동향

인천광역시는 개정 예정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에 대한 접속기록 관리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 발생을 사전에 탐지하여 선
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 등 관
련 지침·방침 및 계획을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부 록

더불어 전 직원 및 분야별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보
호의 인식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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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1. 개요
광주광역시는 업무상 수집·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

광주광역시

유출·오용·남용을 사전 예방하고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
하여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 등을 준수하고 있다. 또한, 분
야별 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지정하여 개인정보보호의 중
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전 직원에게 개인정보보호의 경각심을 주
었고, 개인정보보호 교육 시행, 웹사이트 내 개인정보보호 강화, 개
인정보 침해대응 및 피해구제 활성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다양
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3-5]와
같다.

2. 추진 실적

[표 3-3-5] 광주광역시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분야

사업명

추진 실적

지침 등 개선

•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자 변경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 개정 및 전파
• 개인정보 수집 서식 및 동의절차 이행 정비

추진체계 정비

•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관리지침 현행화
- CCTV 설치 현황, 수탁업체 현황 등
• 개인정보 영상정보 관리대장 점검 등(4~6월)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 도입
• 사용자 PC 보관 개인정보 정기점검

침해예방대책
수립

• 대민서비스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
- 40개 홈페이지 25개 항목 점검, 124건 취약점 발견
•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24시간 365일)
- 5만 4,169건 탐지·분석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대상자별 맞춤 교육 실시
- 본청 및 산하기관, 용역업체 외부강사 초빙 특별교육(3월, 5월, 11월)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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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교육원 교육과정에 개인정보보호 과목을 추가하여 전 직원들에게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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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나.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 도입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이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함으로
써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다.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
매월 셋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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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제 4 편 해외 동향

광주광역시 본청, 사업소, 자치구 및 공사·공단에서 수집하여 보유·운영하고 있는 개인정
보파일을 일제점검하여 신규 등록 및 변경, 파기조치를 통해 목록을 재정비하였다. 또한, 정
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한 개인정보파일 열람, 개인정보 처리정지 및 삭제요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 및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 등록·제공하고 있다.

부 록

마. 대민서비스 홈페이지 웹 취약점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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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대민서비스 홈페이지의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 등 침
해사고 사전예방 및 홈페이지 안전성 제고를 위해 상·하반기에 웹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40개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전자정부 표준 웹 취약점 25개 항목
을 중심으로 점검한 결과, 124건의 웹 취약점이 발견되어 웹 취약점 점검관련 보안가이드
를 배포하고 웹 취약점에 대해 개선 조치하여 대민서비스 홈페이지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바. 사이버 침해대응센터 운영
광주광역시 및 자치구의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및 업무용 PC 등에 대한 보안관제 강화를
위해 사이버 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전문업체 용역사업을 추진하여 24시간 365일 연중무휴
보안관제를 실시한 결과, 5만 4,169건의 사이버위협요소를 탐지·분석하여 사이버위협으로
의심된 1만 1,288건에 대해 신속한 대응과 예방 조치로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였다. 또한, 침
해사고 사전예방과 위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해킹메일 대응훈련, 사이버 위기대응 자체 모
의훈련 등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사.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광주광역시는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범죄예방 및 어린이 보호 영상정보처리기
기 4,376대를 통합·관제하고 있다. 개인영상정보 전송 시 암·복호화 및 가상사설망(SSLVPN)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관기간 경과 후 자동 삭제되도록 하여 영상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관제상황실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진촬영 및 유·무선기기 반입
을 금지하고 있으며, 관제요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등 영상정보 보안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요청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및 제35조를 준용하여 처리하는 등 영상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전 직
원과 개인정보취급자, 수탁업체 직원 등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 1,428명을 교육하였다. 특
358

히 3월과 11월에는 광주광역시 및 자치구, 공기업, 출연기관의 정보화사업 담당자와 수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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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내용, 사이버 보안 및 해킹사례,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례, 개인정보보호 안전조치 사항 등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의 중요성, 개
인정보 오·남용 및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피해사례를 알리는 등 개인정보보호 마인드 확산
에 기여하였다.

자.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향상과 도출된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청, 사업소, 자치구 및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적·기술적 안전성 확보, 개인정보 수집 등 13개 분야 64개
항목에 대해 자가진단을 통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및 의무사항 이행 여부 현장점검을 실시하
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향후계획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광주광역시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활
동 및 사이버침해 대응능력의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침해대응 및 재난·재해 대응절차서 현행화, 교육대상자별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개인정보 접속
기록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관리실태 특별점검, 접근권한 미
비사항 등을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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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1. 개요
부 록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
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부관리계

359

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업무용 PC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파일 검출 및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노출 및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보
호 교육을 강화하였고,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적용으로 개인정보 보안사고 사전예방
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3-6]과 같다.

2. 추진 실적

[표 3-3-6] 대전광역시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사업명

내부관리계획 개정

개인정보 처리방침 정비
접근권한 관리 강화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추진 실적
• 내부관리계획 변경(4월 27일)
- 2018년 행정안전부 교육계획 반영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절차 변경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정책 통합
• 개인정보 처리방침 정비(4월 27일)
• CCTV 관리·운영방침 정비(3월 7일)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정책 추가 및 수정 보완(2월 27일)

유지보수 업체 교육 및
관리·감독

• 개인정보처리 수탁업체 관리·감독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3월)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 행정안전부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실시(6월)

보안담당자 교육 강화

• 부서별 개인정보취급자 및 보안담당자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5월 11일,
10월 11일 2회 실시)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

• 매월 1일을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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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차례에 걸쳐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절차 추가, 개
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절차 추가,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 관리·감독 추가, 개인정보처리시
360

스템 접근권한 관리정책 추가,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일부 수정사항을 반영하였다.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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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절차 변경,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절차 변경,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정책을 수정 후 내부망에 공표하였다.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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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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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2018년 4월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7차 개정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
리정책의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였다. 총 25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각각 접근
권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접근권한 부여기준 및 관리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함으로써 개
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담당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2018년 3월에는 33개의 개인정보처리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을 진행하였다. 관리·감독 결과 위탁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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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 또는 제공하는 사례가 전혀 없었다. 또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가 잘 되어 있었으며, 개인정보 처리현황 및 관리실태가 매우 양호하였다. 개인정보 교
육은 12개 업체에 대하여는 실무부서 담당자가 직접 현장교육을 하였으며, 21개 업체는 외
래강사 초빙 또는 동영상 교육 등 자체 실정에 맞게 교육을 하였다.
2018년 6월에는 행정안전부 계획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일제정비를 하였다. 본청
및 사업소에서 수집하여 보유·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개인정보

제 4 편 해외 동향

보호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파일명, 보유목적, 보유근거, 수집항
목, 보유건수 등을 살펴보고 빠진 파일은 신규등록, 불필요한 파일은 폐기처리, 보유건수가
변경된 파일은 변경등록 등 총 318개 파일을 정비하였다. 또한, 3,200대의 PC에 있는 개인
정보파일도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을 통하여 정비하였다.

부 록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
대전광역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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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2018년 6월 책임자 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워크숍’에 참가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2018년 4월에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설명회에 참가, 5월에는 개인정보보호 순회교육
및 개인정보보호 5차 전문교육을 수료하는 등 관리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행정안전
부 주관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다.
2018년 5월, 12월에는 부서별 개인정보취급자 및 보안담당자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의
식 강화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직접 실무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였다.
대전광역시는 매월 첫째 날(휴일 시 다음 날)을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였
다. PC의 폴더 및 파일공유 금지, PC·USB에 개인정보파일 보유 여부 점검 및 삭제, 중요 문
서는 노출에 대비 파일암호 설정, 홈페이지에 자료 게재 시 개인정보 수록 여부 확인 등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주요 내용을 시도행정 포털시스템 알림창에 게시하여, 전 직원에게 개인정
보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개인정보보호를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향후계획
대전광역시는 앞으로도 PC 개인정보암호화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 개인
정보파일 일제정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실태 점검 등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통
해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2019년
에는 개인정보 관련 처리절차 및 정책 등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
근권한 관리 및 접속기록 관리실태 특별점검 등을 통하여 실무부서의 개인정보보호 활동 이
행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제7절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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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울산광역시는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통합
보안관제센터를 통하여 개인정보 유·노출 모니터링을 상시로 실시
하였으며, 개인정보취급자 보안의식 제고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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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담당자, 취급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였다. 또
한,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하여 각종 처리 지침을 제·개정하고, 시 및 산하기
관, 구·군별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등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
검으로 안전성 확보조치를 실시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
을 하였다.
울산광역시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3-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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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실적

[표 3-3-7] 울산광역시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분야

사업명

법령 등 개선

전담체계 마련 및
역량 강화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 내부관리계획 개정(1월)
• 법령상 근거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 정비(2월)
•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4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지침 수립(5월)
• 위기대응 및 백업·복구 매뉴얼 개정(6월)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 수료(3월)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설명회 참석(3월)

•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3월)
• 위기대응 해킹메일 모의훈련 실시(4월)
• 구·군 정보보안감사 실시(5월)
• 개인정보보호처리시스템 접근권한·접속기록 관리 점검(6월, 12월)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현황 조사(9월)

실천을 위한 홍보 강화

• 개인정보보호 홍보 캠페인(4월)
• 그룹웨어 개인정보보호 게시판에 매뉴얼 등 공지(수시)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간부공무원 개인정보보호 교육(5월)
• 신규임용자 개인정보보호 교육(상·하반기 2회)
• 보안업무 연찬회(6월)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직원 교육(7월)

부 록

• 개인정보 보유 파일 일제정비 추진(3월, 11월)
• 업무용 PC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3월)
•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실태 자체점검(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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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내실화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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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추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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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울산광역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신속·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
도록 개인의 권리·의무 행사 및 피해구제 방안 등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한 개인정보 처리방
침을 수시로 현행화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개인정보의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과 위기
대응 및 백업·복구 매뉴얼을 제·개정하여 재해·재난 발생에 선제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였으
며,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가이드라인을 정비하여 교육함으로써 개인정보 안전
성 확보조치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이외에는 수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신청서, 증서 등 각종 서식을 일괄 조사·정비하여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였다.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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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파기 조
치를 완료함으로써 정보주체가 개인정보파일 목록을 열람하고, 처리정지 및 삭제 요구를 할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을 통하여 본청, 사업소 및 구·군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
템과 PC에 대하여 연중 상시 모니터링을 하여 외부 침입을 방지하고, DDoS, 랜섬웨어 등의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및 내부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하였다. ‘서버접근제어시스템’ 운영을 통
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원천적인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통합로그관리시스템’
도입·운영으로 접근기록 및 네트워크 로그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시스템 장애 및 침해사고
를 예방하였다. 공문서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시스템에 개인정
보 유출차단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출력물 보안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인쇄물을 통한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하여도 철저히 통제를 하고 있다. 또한, 정보공개를 위한 홈페이지에는 ‘개인
정보 노출차단시스템’의 운영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실시간 감시, 차단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침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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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개인정보를 직접 다루는 부서별 개인정보취급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담당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필요성, 중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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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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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계획
울산광역시는 개인정보보호 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 위탁업무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 공무원 및 민간 분야 교육·홍
보활동 확대를 통한 인식 제고, 정기적인 개인정보파일 정비,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내부관
리계획을 현실에 맞게 개정, 개인정보 침해대응을 위한 침해사고 모의훈련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주기적인 개인정보 수집 서식 개선을 통하여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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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노출차단시스템 운영 강화, PC 내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
치 등을 위하여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제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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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
자치시

1. 개요
세종특별자치시는 시에서 보유·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분실·도
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대책을 수
립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안취약점 진단을 통해 고도화된 사이버위
협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부 록

전 직원 및 정보화사업 담당자·용역업체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2018년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평가’에서 우수기관
으로 선정되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체계적인 관리수준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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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3-8]과 같다.

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세종특별자치시는 개인정보 유출 시 신고의무 대상범위 확대 및 개인정보 관리계획 보완
을 위해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개정(2018.1.17.)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지침의
개정(2018.2.19.)을 통하여 대응 절차도 개선 및 위기대응 매뉴얼을 보완하여 개인정보 침해
사고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피해신고 전문기관 연락처 현행
화 및 개인정보의 자동수집에 관한 조항 신설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비(2018.5.25.)
하였다. 게다가 ‘재해·재난 대비 위기대응 매뉴얼’을 보강(2018.6.27.)하여 각종 위기상황
발생 시 침해사고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복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긴급 대응체계를 마련
하였다.
[표 3-3-8] 세종특별자치시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분야

사업명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법령 등 개선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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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정(1월)
•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5월)
• 재해·재난 대비 위기대응 매뉴얼 개정(6월)
•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지도·점검(5월, 10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점검(4월, 11월)
•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6월)
•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실시(2월, 6월, 9월)

침해예방대책 수립

• ‘개인정보보호 점검의 날’ 운영(매월) / 개인정보 암호화·파기
•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연중 2만 4,000건 차단)
• 시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노출 필터링 결과 보고(매월)
•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 매뉴얼 개정(6월)
• 개인정보 관련 부서 망 분리 추진계획 수립(3억 2,900만 원)

정보주체 권리보장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정보주체 권리보장 내용 안내(5월)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추진 실적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홍보 강화

•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수립(1월)
•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2월)
• 2분기 상주 용역업체 보안 교육(5월)
• 정보화사업 담당자 및 용역업체 직원 정보보호 교육(12월)
• 담당자 온라인 교육(연중)
• 시민정보화교육장에서 동영상 교육(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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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세종특별자치시는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2018.6.7.)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취하여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현장
점검(2018.4.13.,10.2. 상·하반기 2회)을 통해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 및
읍·면·동사무소의 미비한 점을 지도해줌으로써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공고히 하였다.

다.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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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는 보유 중인 개인정보파일의 선제적 보호조치, 안전한 활용기반 마련, 권
리행사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파일 정비(2018.2.13., 9.4.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하고 보유
근거 및 목적, 보유기간, 개인정보 항목 등을 정비하였다. 특히 개인정보취급자 및 보유 건수
의 현행화, 보유기간 경과에 따른 개인정보 파기 및 주민센터 개청에 대한 개인정보파일 등
록 등을 권장하였고,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에 현행화한 개인정보파일을 공개함으로
써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등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 세종특별자치시의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켰다.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라. 개인정보 유·노출 모니터링, 필터링시스템 운영
세종특별자치시는 전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49개 홈페이지에 대하여 개인정보 노출 여
부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개인정보 노출차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1회 웹 게시판
등을 통하여 등록하는 개인정보를 실시간 차단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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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및 소속기관에서는 개인정보가 유·노출되지 않도록 실시간 감지·차단하고, 운영하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업무담당자나 이용자가 부주의로 개인정보를 등록하는 것을 사전 예방
하고 있다.

부 록

마.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홍보
세종특별자치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보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 직
원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2018.2.22.), 상주 용역업체 직원 개인정보보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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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11.), 개인정보 취급담당자 및 상주 용역업체 직원 교육(2018.12.27.)을 실시하였
다. 세종축제 3일간 세종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개인정보 청소하는 날’을 주제로 캠페인을
실시(2018.10.7.~10.9.)하여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알리고 불필요한 휴면계정을 조회 및 삭
제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다. 또한, 시민정보화교육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 동영상 시청각
교육을 어린이, 성인, 노인 계층으로 분류하여 매월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는 물론 시민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3. 향후계획
세종특별자치시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연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
정보 오·남용 및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 관리를 더
욱 강화할 계획이며, 사이버 공격을 안전하게 차단하기 위해 사이버 침해대응센터 확충 및
정보보호 인프라 강화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에 취약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책임자, 담당자, 취급자, 일반직원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여 앞으로도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제9절

경기도

1. 개요
경기도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지침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경기도 개인정보보호
조례」,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부관리계획 등 각종 내부 매뉴얼을 지
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직원들에게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직원, 위·수탁 담당
자,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의
효과 향상에 힘쓰고 있다. 또한, 도민들에게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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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G버스 TV에 개인정보보호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전산시스템에 저장·관리되고 있어 시스템 및 시스템 내 정보에 대한
안전성도 중요하게 여기고, 연중 상시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운영하여 해킹 등으로 인한 사
고에 대응하고 있으며, 개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서도 취약점을 점검하여 개인정보가
저장, 전송되는 과정에서 유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경기도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3-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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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실적

[표 3-3-9] 경기도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분야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 추진체계 정비

• 경기도 개인정보 침해대응 매뉴얼(6월)
• 경기도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절차서 정비(6월)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3월)
•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정비(5월)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 개인정보파일 점검(6월)
•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수탁 현황정비(6월)
•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6월, 12월)
• SSL 점검(5월, 12월), 웹취약점 점검(분기별 1회)
• 업무용 PC 내 개인정보파일 암호화/삭제 조치 점검(7월, 12월)

해킹 등
사이버위협 대응

•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상시 운영
•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실시(매월 1회)
• 비인가 무선접속장치 연결 차단을 통한 무선 네트워크 보안 강화(매월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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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예방대책 수립

• PC 및 USB 보안 솔루션 운영(상시)
• 메일필터시스템 운영(상시)
• 외부망 개인정보 유출 차단을 위한 개인정보필터링시스템 운영(상시)
• 개인정보유출대응시스템 운영(상시)

개인정보보호 교육 수행

• 개인정보취급자/일반직원 대상 교육(4월, 5월)
•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수탁 담당자(도, 시·군, 산하 공공기관) 교육(4~6월)
• 개인영상정보보호 교육(12월)
• 부서별 BSC(기관성과평가) 공통지표 관리를 통한 정보보호 교육 독려
• 시군 간담회 실시(1월)

개인정보보호 홍보 강화

• G버스 TV 등 개인정보보호 홍보 동영상 상영(7월)

부 록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추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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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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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경기도는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가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 개인
정보보호 조례」, 경기도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운영하고, 목적 외 이용·제공 절차서와 개
인정보 침해대응 매뉴얼을 매년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지침에서 규정하는 사
항을 준수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사항을 명확히 고
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동의서를 정비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제도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담보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정보주체의 피해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경기도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여 해킹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며, 보
안시스템 고도화로 관제 역량을 강화하였다.
홈페이지 등 시스템의 보안취약점 점검, 전송구간 암호화 적용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
고, 업무용 PC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일제정비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삭제, 업무적으로
필요한 개인정보는 암호화 조치하였다. 업무용 메일 발송 시 메일차단관리 솔루션으로 개인
정보가 포함된 메일 전송을 제한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스템을 주로 관리하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에 대해서는 반기별 시스템 관리용 단말의 보
안점검, 저장매체의 사용제한 정책, 이용현황 등을 점검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예방활동을 하
고 있다.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를 진행하면서 개인정보보호 정
책, 조직 등 제도적 사항과 개인정보파일 암호화, 시스템 점검 등 관리적 사항을 점검하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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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보호 인식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경기도는 일반직원, 개인정보처리업무 위·수탁 담당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담당자별
로 교육을 실시하여, 해당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집·이용하게 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절
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상호 정보공유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군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개인주택 등에 설치하는 CCTV 등이 증가함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
치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개인영상정보보호 홍보 동영상을 G버스 TV를 통해 상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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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향후계획
경기도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지침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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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접속기록시스템의 관리 강화로 접속기록 보관기간을 연장하고 개인정보처리시
스템 접속자에 대한 행위분석을 통해 각종 부정행위를 조기에 식별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
며, 서버 내 개인정보 검출시스템을 활용하여 시스템에 저장되는 개인정보 실태 점검을 강
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군 및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점검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육을 하는
등 경기도 전체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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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할 것이다.
또한, 개인이 사용하던 스마트폰, 하드디스크 등의 불완전한 폐기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
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도민 개인이 사용하던 IT기기들을 안심하고 파기할 수 있는 파쇄장비
를 도입하여 도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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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절

강원도

1. 개요
강원도는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 및 안심행정서비스 최고화를
목표로 「2018년도 개인정보보호 세부추진계획(2018.2.21.)」을 수
립하였다. 분야별 세부계획으로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개인정
보보호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로 구성되어 세부항목
별 추진계획에 따라 월별·분기별 추진 실적을 분석하고, 그 발전방
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2018년 강원도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2018.2.22.)을 수
립·시행하여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로 관련 법 숙지도 및
중요성 인식 제고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업무 역량을 강화를 위한 기
반을 마련하였다. 더불어 강원도 개인정보 처리방침(2018.6.21.)을
개정하여 도 대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강화
하였다.
강원도 홈페이지시스템 등 중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서 접
속기록관리솔루션 구축을 위한 계획서를 수립(2018.8.30.)하여 본
격적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접속기록의 점검 및 보관을 할 수 있
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웹사이트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와 개인정
보필터링시스템 운영을 통해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 노출을 예방
하였고, ‘사이버통합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여 강원도 내부시스템
및 PC에 대한 사이버침해에 적극 대응하였으며, PC 개인정보보호
시스템·휴대용저장매체(USB)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내부정보 유출
차단에 힘쓰고 있다.
강원도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3-10]과 같다.

2. 추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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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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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 안전성 확보조치 등 교육 및 인식 제고를 위해 도
및 시·군, 도 내 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담당자 및 취급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4회), 전문교
육과정(2회), 동영상교육(1회)을 실시하였다.
또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및 개인정보보호 실천수칙 등을 널
리 알리기 위해 주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가두 캠페인을 실시하고, 지역 언론사를 통한 보
도 및 방영 등으로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표 3-3-10] 강원도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사업명
법령 등 개선

•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6월)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6월)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추진 실적

침해예방대책 수립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지침 수립(5월)
• 개인정보 침해사고 모의훈련 실시(4월)
•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 매뉴얼 수립(3월)
• 재해·재난 대비 모의훈련 실시(7월)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3,945명 교육(집합교육 4회, 전문교육 2회, 동영상 교육 1회)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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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제도 개선

• 개인정보보호 홍보 캠페인(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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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강원도 및 18개 시·군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현행화 등록 및 변
경, 파기조치를 통해 목록을 재정비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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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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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부 록

다. 재해·재난 위기대응 매뉴얼 수립 및 모의훈련 실시
강원도는 최근 재해·재난 대응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
체계를 갖추고,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신속한 복구와 원활한 업무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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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재해·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을 2018년 3월 수립하였으며 매년 재해·재난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각 일정에 맞추어 실시하고 있다.

라.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개선·보완을 위해 본청 각 부서, 사업소, 직속기관 및 시·군을 대
상으로 정기적인(연 2회) 현장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였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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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사이버침해 위협 보안관제 현황은 탐지건수 938만 1,659건, 침해 및 대응건수
45만 6,426건으로 일일 평균 2만 5,703건이 탐지되고 있으며, 평균 1,250건을 방화벽 등 정
보보호시스템을 이용하여 차단·대응하였다.

바. 기술적 보호조치 이행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책임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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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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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업무용 PC에 보유한 개인정보 암호화 등 안전한 관리를 위해 PC 개인정보보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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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을 운영하였으며, USB 등 휴대용저장매체관리시스템을 통해 내부정보 유출 방지에 힘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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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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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취약점 개선을 통해 해킹,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향후계획
강원도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각 개인정보처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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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접근관리정책을 마련하여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접속기록관리솔루션 구축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접속기록을 점검 및 보관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다.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시스템 고도화,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에 대한 DB 암호화
조치, 접근권한의 제한조치 강화와 내부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용역사업 상주인력에 대한 접
근통제 강화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하
여, 향후 개인정보보호에 약간의 취약점도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보유
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도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

제 11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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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1. 개요
부 록

충청북도

충청북도는 개인정보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전 직원
을 대상으로 연 4회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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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강화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또한, 업무용 PC에 대한 개인정보파일 검출 및 암호화 등 보안 정책을 적용하였고, 개인정
보보호 침해대응 절차서,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 매뉴얼 등을 수시 개
정하여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이용·관리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충청북도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3-11]과 같다.

2. 추진 실적

[표 3-3-11] 충청북도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분야

사업명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방침 수립

시스템 유지보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관리실태 점검

추진 실적
• 충청북도 개인정보 침해대응 절차서 개정
•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 매뉴얼 개정
•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수행
•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수행
•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12회)
•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운영(12회)
•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2회)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 현황 조사(4월)
•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6월)

개인정보보호 교육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2월 27일)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4월 5일)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4월 25일)
• 개인정보보호 교육(12월)

개인정보보호 홍보

• 개인정보보호 홍보물 제작
• 개인정보보호 10대 수칙 개인별 책상 비치
• 정보화교육장 개인정보보호 실천수칙 홍보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충청북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
록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절차서, 개인정보 침해대응 절차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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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재난 대비 개인정보시스템 위기대응 매뉴얼 등을 수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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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를 검색하여 삭
제, 암호화 저장 등 개인정보의 유·노출을 예방함으로써 개인정보 관련 각종 사고를 미리 방
지할 수 있었다. 또한,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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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여 개인정보 접속기록 과다 사용자 및 오·남용에 대한 원천적 탐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시스템 관리
자와 개인정보취급자들이 개인정보를 오·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충청북도는 개인정보보호 중요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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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개인정보 담당자, 취급자, 수탁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였다.

라.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로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을 ‘개인정보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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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지정·운영하여 업무용 PC의 바이러스 진단, 암호설정, USB 및 무선랜 카드 사용 여부,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검출, 삭제 또는 암호화 등 전 직원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였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향상을 위해 상·하반기에 전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법령 의무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였다. 특히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 현황 및

부 록

기술적 안전성 확보조치 사항, 접근권한 차등부여, 개인정보 제3자 이용·제공 현황 등을 집
중적으로 점검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가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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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계획
충청북도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과 지침의 정비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를 수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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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의 운영을 한층 강화하여 소중한 개인정보가 노·유출, 오·남용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제 12 절

충청남도

1. 개요
충청남도는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가 유·노출되거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어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안전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충청남도 개인
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인 안전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 개
인정보 침해사고 등 각종 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
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유 및 위·수탁
현황 등을 조사하고,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업무용 PC 내 개인정
보 암호화,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였고, 개인정보취급
자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개
인정보보호 인식 제고에 기여하였다.
충청남도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3-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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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충청남도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인
정보 처리방침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침해·유출사고 대응매뉴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절차,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 매뉴얼 등을 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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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이버 해킹 및 내부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등 예기치 않은 개인정보 침해·유
출사고 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개인정보 업무담당자를 보호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
해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구제
에 노력하였다.
[표 3-3-12] 충청남도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분야

사업명

개인정보 처리방침 정비

개인정보보호 매뉴얼 정비

• 개인정보 침해·유출사고 대응매뉴얼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절차
•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 매뉴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지침 정비

• 접근권한 관리지침 정비(6월)
- 지침 개정 근거 및 용어 정의 추가
- 비밀번호 작성규칙,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현황 명시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연간계약, 2월)

정보주체 권리보장

 부관리계획 개정(3월)과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2회)
•내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침해예방대책 수립

개인정보보호 맞춤형 교육

개인정보보호 홍보

• 업무용 PC 개인정보 노출 취약점 점검
- 불필요한 공유폴더 제거
•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가진단 수행 및 관리실태 점검
• 365일 24시간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 바이러스 백신체계 구축·운영(10월)
• 개인정보 취급 대상자별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3,316명)
• 시군 및 출연·출자기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교육(2회)

부 록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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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3월)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
- CPO,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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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추진 실적

•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매월 셋째 주 수요일) 지정·운영
• 홍보용 리플릿 및 치약칫솔세트 제작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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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2018년 충청남도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개
인정보가 유출·위조·변조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조치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세부적
인 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실태를 점검하였다. 또한, 상·하반기에 업무용 목적으로 수집·이용
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과다 운용되거나 불필요하게 보유하는
지 여부를 점검하는 등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노력하였다.
갈수록 지능화되어가고 있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정보시스템에 대
한 보안관제를 실시하여 사이버위협요소 탐지 및 분석·대응하고 있으며, 매월 셋째 주 수요
일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개인 PC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제거를 지속적
으로 추진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2018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 보
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취급자 등 전 직원 대상으로 필수교육을 실시하고,
참여 실적을 부서평가에 반영하였다.
나날이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개인정보보호 교
육을 전 직원 필수교육으로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고취시켰으며,
업무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위탁하는 경우 용역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 시 의
무조치사항을 교육하는 등 개인정보의 유·노출에 각별히 유의토록 하였다. 또한, ‘사이버보
안진단의 날’을 운영, 업무용 PC의 보안 취약 여부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도출된 보안 취
약점 개선 및 개인정보 등 주요 정보에 대한 암호화를 통하여 정보유출 사전 예방은 물론 개
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다.

3. 향후계획
충청남도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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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처리방침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지
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
한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불필요하게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 배
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행정업무 수행과정 중 예기치 못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개인정보취급자를 보호하고, 제3자의 손해배상 및 소송 등 배상
책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노후화된 PC 내 개인정보암호화시스템을 새롭게 구
축하여 PC 내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등 해킹 및 부주의로 인한 유출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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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내 미암호화된 개인정보를 검출하는 개인정보검출시스템을 구축하여 외부로 공개예정
인 데이터에 대하여 개인정보가 외부로 공개되는 것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대민서비스 신뢰
성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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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1. 개요
전라북도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관리
적·기술적·물리적 안전조치 등 각종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조례 제정, 개인정보보호 통합관제시스템 운영, 개인
정보보호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3-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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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실적
부 록

가.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및 관리실태 점검
개인정보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의 관리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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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적 안전조치, 개인정보보호 교육,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개인정보 침해대응 및 피해구
제 사항을 담은 ‘2018년도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였고, 개인정보 처리
업무 및 위탁현황 파악,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없는 자치법규 검토, 개인정보처리
시스템·파일 점검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하는 등 개인정보 관
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표 3-3-13] 전라북도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분야

사업명

개인정보보호
정책 개선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및 관리실태 점검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실시

개인정보보호
통합관제시스템 운영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의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개인정보 유·노출
사례 방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차단시스템 운영

• 기관 웹사이트 게시판에 개인정보 게시 차단

PC 개인정보암호화시스템
운영
개인정보 취급대상별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추진 실적

개인정보보호 홍보
(5월~6월)

• PC 내 저장된 개인정보파일 자동 암호화

• 도 및 시군 업무담당자, 처리시스템 담당자, 수탁처 직원 등 전 직원 대상
교육 실시
• 도민 영상정보알리미에 개인정보 관리사례와 대처방법 동영상 방영
• 도 청사 전광판 118 등 홍보
• 도 대표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안내 배너 게시

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2017년에 구축한 24시간 개인정보보호 통합관제시스템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
록을 상시 통합관제하고, 접속기록의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상시 통합관제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징후 사전탐지, 오·남용 사례 실시간 추적 활동 등으로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유출경로 파악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 게시판에 개인정보가 게시되지 않도록 하는 개인정보 노출차단시스템으
로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업무용 PC에서 작성·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자동 암호화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유·노출 사고 발생 시 외부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
382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개인정보보호 중요성 인식 제고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담당자 및 수탁처 직원, 부서별
담당자, 전 직원 대상 등으로 세분화하여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도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간과하기 쉬운 개인정보 유·노출 사례 및 대처방법,
침해신고 안내를 위한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단체 민원실, 대학병원, 터미널 등 다중집
합장소 TV 및 도 청사 전광판, 도 대표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보호 요령과 대처방법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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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3. 향후계획
전라북도는 법령에 근거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파기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내부관리계
획 및 관련 규정을 점검·정비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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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준수여부를 상시 점검·보완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이
와 함께,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등을 연중 실시하여 개인정보보
호 인식 제고와 관리 강화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정책도 꾸준히 펼쳐나갈 계획이다.

제 14 절

제 4 편 해외 동향

전라남도

1. 개요
전라남도는 고도화·다양화된 개인정보 침해위협으로부터 개인정
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고자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개인
정보 보호책임자·담당자·취급자별 맞춤교육, 개인정보 침해예방 및

부 록

대응책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기반으로 전라남도 개인정보보
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내부관리계획을 개정하여 개인정보 관리

383

체계 및 개인정보 침해예방 대응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및 위·수탁 업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아울러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지침,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지침을 수립하
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재해·재난 대
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빈틈없는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노력
하였다.
전라남도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3-14]와 같다.

2. 추진 실적

[표 3-3-14] 전라남도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분야

사업명
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관련 지침 등 수립

개인정보파일 및 시스템
정비

추진 실적
• 전라남도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8차 개정
•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수립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지침 수립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지침 수립
•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관리 매뉴얼 수립
• 개인정보파일 현황 점검
•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현황 조사

개인정보 암호화 및
관리실태 점검

• PC 개인정보보호 암호화 솔루션 운영
• BSC(기관성과평가) 개인정보보호 분야 반영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2018년 개인정보 교육계획 수립
• 2018년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실시
• 개인정보보호 세미나 및 컨설팅 실시

개인정보보호 홍보 실시

• 온라인 홍보 실시
• 개인정보보호 언론보도
• 홍보용 생활용품 배부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384

전라남도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유·노출 사전예방과 안전한 관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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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의 8차 개정을 실시하고 ‘2018년 전라남도 개인정보보
호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전라남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체
계를 확립하고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각 부서에 분야별 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를 지정하여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하였으며, 「전라남도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지침」, 「전라
남도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 지침」, ‘전라남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방안’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사전예방 및 대응조치에 대한 세부적 업무처리 지침을 마
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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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및 현황 조사·점검
전라남도에서는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보유가 불필요한 파일, 처리목적이 달성된 파일은
폐기처리하고, 새로 생성된 개인정보파일은 등록하고 파일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현행화
하는 등 개인정보파일 정비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일반업무를 위탁처리할 경우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면 ‘개인정보처리 협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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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협정의 내용에 따라 각 실과의 개인정보 담당자들로 하여금 수탁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점검과 개인정보파일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교육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

다. 개인정보 암호화 및 관리실태 점검
제 4 편 해외 동향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의무이행을 위한 조치로 업무용 PC에 저장된 고유식별정보(주민등
록번호, 여권번호 등)를 탐지하여 암호화 또는 삭제 조치할 수 있는 PC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의 경우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 정보(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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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등)는 암호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을 운용하여 외
부 사이버공격에 대비하였고 사용자에 의한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와 더불어 사고 발생 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활용의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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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주기적으로 업무용 PC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분석하였다. PC 개
인정보보호시스템을 활용하여 주 1회 정기검사를 수행하여 암호화되지 않은 개인정보파일
은 암호화 조치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삭제 조치하여 개인정보파일 관리에 최선을 다하
고 있다. 또한, 업무용 PC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파일이나 암호화되지 않은 개인정보파일
이 발견될 경우 BSC(기관성과평가)인 정보보안 활동실적에서 감점 조치하여 직원들의 개인
정보보호 의식을 높이고 있다.

라.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전라남도 사이버침해대응센터에서는 홈페이지, 정보시스템, PC 2만 9,000여 대를 365
일 중단 없이 관제하여 해킹이나 악성코드 감염 등 각종 사이버침해사고에 대응하여 왔다.
2018년에는 955건의 예방활동을 수행했으며, 오래된 IPS장비, 방화벽, PMS, 유해사이트 차
단시스템 등을 교체하여 날로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해킹 기술에 대비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탈취 등에 철저히 대비하였다.

마.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전라남도는 2018년도에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소속 직원 및 시·군 직원
1,690명을 교육하였으며, 도 공무원교육원과 연계하여 집합교육 11회, 사이버교육 3회
1,954명을 교육하는 등 총 3,644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라남도에서 개인정
보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는 수탁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개인정보 업무처
리에 대한 관리·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였다.
또한,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세미나 및 컨설팅을 개최하여, 개인정보보
호 업무 추진 내용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시·군 업무담당자의 역
량을 강화하였다.
전라남도는 22개 시·군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지역거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센터에서
지역주민 5,043명에게 158회에 걸쳐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주체 스스로가 개인정
보보호의 소중함을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문사 홈페이지의 배너 활용과 언론보도, 홍보
물품 배포, 각종 신문기고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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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제고
2018년에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실태평가에 대비하여 전라
남도에서는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침해 예방활동 등을 진단하는 개
인정보보호 수준 진단을 미리 실시하여 기관의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진단하였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관리실태평가에서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에 대한 평가결과는
2017년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간 높아졌으며, 전라남도의 경우 2018년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에서 ‘최우수’의 성적을 거두었다. 이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연속 정부합동평
가 ‘가’ 등급을 받은 우수한 성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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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계획
전라남도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개인정보 사고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활동
을 체계화하고 지역거점 지원센터를 통해 도민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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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PC의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일반용 USB의 사용을 원천 금지하고, 개인정보 암호
화 인증이 만료된 PC 개인정보암호화시스템을 교체하여 더욱 안정적으로 PC에 보관되어 있
는 개인정보를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경우 접근권한 관리와 접속기록을 철저히
관리하여 불필요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분기 1회 점검하고 있는 개
인정보 접속실태를 월 1회 점검으로 늘려 개인정보의 오·남용과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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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차단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
보가 유·노출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암호화를 통해 개인정보 안전성을 확보
하여 침해예방과 해킹 등 사이버침해에 대한 대응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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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절

경상북도

1. 개요
경상북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토대로 경상북도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높은 수준의 접근통제, 보안성강화시스
템을 구축하기 위해 PC 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내
개인정보 감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의 접근권한 관리를 실시
하고 있다.
또한, 접속기록 6개월 이상 보관과 이력관리, 3개월마다 비밀번호
변경이 의무화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개인정보처리시스
템 모니터링 서버 간의 비밀번호 동기화 체계를 구축하고, 내부관리
자 개인정보유출 예방을 위한 출력물 이력관리시스템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높은 수준의 보안성강화 체계를 확립하였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유현황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개인정보의
유·노출에 대비한 외부침입 및 내부 근무자에 의한 유·노출 보호체
계를 구축하였으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과 접근이력 관리
에 철저를 기하고, 사고 시 유·노출에 대한 역추적 체계를 확립하여
도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상북도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3-15]와
같다.

2. 추진 실적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담당자는 법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
템 비밀번호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변경하고 있다. 그리고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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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도에서는 각 실과, 지역본부,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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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운
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모니터
링시스템 간의 비밀번호를 동기화하여 접속관리자의 정기적인 비밀번호 변경 없이도 자동
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접속을 원활히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표 3-3-15] 경상북도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분야

사업명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법령 등 개선

정보주체 권리보장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 개인정보 처리방침 홈페이지 고지(1월)
• 도 본청 및 지역본부,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실시
및 개인정보파일 변경·폐기·암호화 보안 조치(7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비밀번호 동기화 체계 구축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모니터하는 관리서버와 대상 시스템 간의 비밀번호
동기화를 통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비밀번호 자동관리시스템 구축(6월)

PC 개인정보보호
고도화 사업 시행

• PC 내 개인정보 모니터링시스템의 노후화로 기능개선을 위한 고도화 사업
시행(6월)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영향평가 실시계획 수립(4월)
• 주민등록번호 처리현황 및 암호화 조치현황 파악(7월, 12월)
• 개인정보유출 건수 1,000건 이상에 대한 통지 의무 규정 정비(1~6월)
• 개인정보 접속이력에 대한 분기별 정기점검(12월~)

전문인력 배치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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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 내부관리지침 수립 및 시행(1월)
•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1월)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지침 수립, 시행(2월)
•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 지침 수립(6월)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 실적

• 도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3월, 10월)
• 2018년 1월 인사이동 시 신설 팀에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 배치
• 지역 대표축제인 영양군 산나물축제를 활용, 해당 시와 정보화마을, 민간인
합동 개인정보보호 홍보 캠페인 실시(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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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C 개인정보보호 고도화 사업 시행
PC 내 개인정보 모니터링시스템의 노후화로 PC 내 개인정보 검색 시 근무자 PC의 프로
세스를 대부분 점유하여 PC의 사용이 어려웠으며, 근무자 PC 전체 검색 시 소요되는 시간
이 길고, 프린트물 이력관리시스템에 대한 기능개선 서비스가 종료되어 근무자 PC에 대한

부 록

개인정보 감시·관리에 불편함이 발생하였다. 이를 개선하고자 개인정보 검출 암호화 모듈
(AES128), 출력물 이력관리 등 기능이 강화된 PC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 고도화하여
PC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기능을 강화하였다.
389

다. 개인정보보호 홍보 강화
경상북도는 개인정보보호 홍보 강화활동으로 영양 일원 지역대표축제인 영양산나물 축제
시 산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합동으로 개인정보보호 실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여 도민
및 지역사업자를 대상으로 리플릿 3,000부를 배부하였으며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관심
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전파하며 개인정보보호 홍보 강화에 전념하였다.

3. 향후계획
경상북도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보다 강화된 관리를 위해 DB로 운영되는 개인정
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DB 암호화 솔루션을 도입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의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를 DB 파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이력관리 보관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길어짐에
따라 개인정보 접속이력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접속이력에 대한 전자파일을 1년 이상 보관
할 수 있는 저장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포항 지진 발생에 따라 지진대비 재해·재난대응지침을 수립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
템 백업데이터의 안전한 보관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재난 대비 모의훈련을 지속적으
로 시행할 계획이다.

제 16 절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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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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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자 경
상남도에서 운영 중인 개인정보파일 목록을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에 상시 공개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경상남도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3-16]과 같다.

2. 추진 실적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경상남도는 개인정보보호 체계 확립을 위한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
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세부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부관리계획
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보호 연간 활동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및 개
인정보 수집·동의 서식 정비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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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시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원활한 개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목적 외 이용·제공 절차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정비하였으며, 이를 전 부
서에 안내하고 행정시스템의 공지사항에 상시 게시하여 내부직원들이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 증가하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비하여 유·노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능동
적인 대응을 통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지침을 정비하였으며, 개인정
보보호 추진체계 확립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를 두어 부서별 개인정보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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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추진체계 확립에 노력하였다.
아울러 도민과의 소통 온라인 정책토론방에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 공간을 개설하여 보
다 나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18년
성과관리 성과지표 개발에 개인정보보호 관리지표를 반영하여 전 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인

부 록

식 제고 및 역량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신뢰받는 도정이 실현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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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6] 경상남도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사업명

추진체계 정비

추진 실적
•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수립
•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 개인정보 목적 외 제3자 제공 절차서 개정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지침 개정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

• BSC(기관성과평가) 개인정보보호 지표 반영
• 5월 도민과의 소통 온라인 정책토론 개설(개인정보 제도 개선 방안)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실시(5월, 11월)
•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관리실태 점검(5월)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6월)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침해예방대책 수립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홍보 강화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모의훈련 실시(9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조치 실태 점검
• 분기별 업무용 PC 개인정보 점검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 참석
• 시·군 및 공기업 개인정보보호 과정 개설
• 도 및 시·군 신임인재양성과정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전 직원 개인정보보호 동영상교육 실시
•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 교육 실시
• 전 시·군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 개인정보보호 홍보물품 제작·배포
• 도청 안내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영상 상영
• 부서전화 통화 연결음 개인정보보호 음원 송출
• 행정업무시스템 개인정보처리 실천수칙 안내

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경상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전수조사 및 정비를 실시하여 개인정보
보호종합시스템에 등록하고 지속적인 현행화(등록, 변경, 파기 등의 조치 실시)로 경상남도
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목록 및 항목 등을 경상남도 대표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
개인정보종합포털에서 손쉽게 열람 가능하게 조치하여 정보주체의 열람요구, 처리정지 등
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달성하였
거나 보유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는
등 파기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기관에 대하여 ‘2018년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관리실태 점
검’을 실시하여 수탁자가 도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점검하였으며,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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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의 안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활동을 확인하기 위해 경상남도 개인정보 내부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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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의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항목은 즉시 개선 및 중·장기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행하였다.
한편, 경상남도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먼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조치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관리, 주요 개인정보 암호화, 자동접속차단, 각종 보안조치 등을 점검
하고 있으며, 직원의 PC에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경우 PC 개인정보 암호화솔루션
을 적용하여 분기별로 PC를 점검하여 주요 개인정보는 암호화,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삭제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조치하여 직원들이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대민 홈페이지의 경우 1차적으로 개인정보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
시글은 자동 필터링하고 2차적으로 분기별로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점검을 실시하여 부서
별로 홈페이지에 등록한 글을 자체 확인하는 점검과정을 통하여 기술적인 부분에서 해결하
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각 분야별 개인정보 처리환경에서 유·노출 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지침을 전 부서에 전파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가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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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실제와 같이 대응하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모의훈련을 통하여 지침내용을 숙지함으
로써 「개인정보 보호법」의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해 만전을 기하
고 있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경상남도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담당자·취급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일반직원들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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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보보호 관련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 대상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각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
하는 개인정보보호 워크숍 및 전문교육에 연 2회 이상 참석하였으며, 경상남도 개인정보처
리 업무 수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집합교육을 실시하였고, 개인정보취급자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나라e음 영상회의시스템으로 개인정보보호 동영상 교육을 실시하였다.

부 록

또한,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신임인재양성과정’의 모든 기수에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
하여 신규공무원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식을 함양하였으며, ‘시·군 및 공기업 대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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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보보호 과정’을 개설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경상남도 전
시·군에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를 지정하여 도민들에게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직원들의 관심과 의식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각종 홍보물
품을 제작하여 교육 및 행사 시 전달하고, 행정전화 통화연결음에 개인정보보호 홍보음원을
적용, 업무시스템 접속 시 개인정보 실천수칙 안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청
사 내 안내시스템에 개인정보보호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여 도민들이 경남도청 방문 시 개인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향후계획
경상남도는 도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바탕으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안전조치를 실시하는 등 침해사고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특히 2019년에는 대용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유·노출 사고 예
방 강화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접속기록의 체계적
인 관리와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그리고 2018년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매뉴얼 제작 및 배부, 민간부
문 컨설팅 등 다양한 활동으로 도민들의 개인정보를 더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제 17 절

제주특별
자치도

1. 개요
제주특별자치도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객관적 분석 및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대민서비스인 대표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PIMS 인증을 통하여 개인
정보 관리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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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는 데이터 접속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공인망 고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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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안정적인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 교육부문은 자체교
육 및 사이버보안 콘퍼런스와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얻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은 [표 3-3-17]과 같다.

2. 추진 실적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표 3-3-17] 제주특별자치도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개인정보 영향평가 추진

•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6개 시스템)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컨설팅 실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 추진

• 도 홈페이지에 대한 PIMS 인증 유지
- 인증유지 : 2016.11.~ 2019.11.(3년)

개인정보 데이터
접속이력관리시스템 구축

• 데이터 접속이력관리시스템 구축(1식)
• 타 부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연계(10개)

개인정보 강화 네트워크 접근
구조 변경을 위한 공인망
L4스위치 이중화 및 고도화
2018년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추진 실적

제주 사이버보안
콘퍼런스 추진

• 공인망 네트워크 구조 변경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 공인망(웹서비스구간) L4스위치 이중화 및 고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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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사업명

• 교육 추진 1,894명(집합교육 176명, 온라인교육 1,718명)

• ‘사이버 청정지역 제주’를 목표로 안전한 사이버환경 조성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이버보안 위협 및 개인정보 역량 강화
• 지자체, 공공기관, 도민 등 704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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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준수사항인 내
부관리계획 및 관련 지침(개인정보 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등)에 대하여

부 록

개정 및 지속적 현행화를 통하여 개인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시스템(차고지증명제 통합시스템 등 6개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
보 영향평가 실시로 개인정보 침해사고 사전예방을 추진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대표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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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jeju.go.kr)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의 지속유지(2016.11.~2019.11., 3
년)를 통하여 대표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인정보 접속기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데이터 접속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타 부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연계(10개 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개인정보 등
내부 중요 정보에 대한 오·남용 방지를 추진하고 있다.
공인망(웹서비스 구간) L4스위치 이중화 및 고도화를 통해 내부 업무망 사용자가 홈페이
지 접근 시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성 및 구조 변경을 통해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사전예방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2018년 상반기에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집합교육 및 온
라인 교육)을 통하여 추진하였다. 2018년 하반기에는 ‘사이버 청정지역 제주’를 목표로 안전
한 사이버환경 조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이버보안 위협 및 개인정보 역량 강화를 위해
‘제주 사이버보안 콘퍼런스’를 추진하였으며 지자체, 공공기관, 도민 등 704명이 참여하였
다. 사이버보안 콘퍼런스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3. 향후계획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연속성 및 체계적 수행조직 구성을 위하여 2019년도에는 우선적으
로 개인정보 전문관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및 관리체
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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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국제개인정보보호감독기관회의(ICDPPC)
제6절 국제프라이버시네트워크(G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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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국제기구 및 국제협의체

제1절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이하 ‘UN’이라 한다)은 전쟁 방
지와 평화 유지를 위해 1946년 설립되었다. 이후 산하에 UN 가입국
의 인권상황을 정기적,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한 인권이

국제연합
(UN)

사회(UNHRC, UN Human Rights Council, 이하 ‘UNHRC’라 한
다)를 두고 다양한 결의안(Resolutions)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결
의안들은 회원국들을 강제하는 법적 효력은 없으나 인권보호의 기
준으로서 법에 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3년 12월 UN 총회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The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에 관한 결의가 채택되었다.
동 결의는 국가들이 디지털 통신에서 프라이버시권을 존중하며 보호
하고,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기 위한 통신 감시, 개인정보의 감청과
수집에 관한 절차, 관행 및 법률을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포
함하고 있다.

2019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본 결의에 따라 2014년 6월 UN 인권최고대표가 발표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인권 보고서’에서는 각국 정부가 통신
감시, 감청,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적절하게 보장
하기 위해 사법적, 행정적 또는 의회의 국내 감독 체계를 수립·유지
할 것을 더욱 강조하였다.
UN 사생활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 조셉 칸나타치(Joseph A. Cannataci)가 2018년 10월 유
엔 총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７０ )에서는 UN 회원국들이 개인정보보
호를 위한 국제협약(Convention 108)을 비준하고 원칙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회원국들이 국제협약에 포함된 원칙들을
국내법을 통해 지체 없이 실행하고, 감시 및 기타 국가 안보 목적으
로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장치가 요구되는 조항들을 즉시 이
행하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데이터가
자본과 노동처럼 핵심 경제 자원이 되면서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
보에 대한 관련법 준수가 강력히 요구될 것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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７０)		 https://www.ohchr.org/EN/Issues/Privacy/SR/Pages/AnnualReports.aspx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한편, 2018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통계전문가, 민간단체, NGO, 학계, 국제 및 지역
기구 등의 데이터 전문가 2,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두바이에서 진행된 UN 국제 포럼(UN
World Forum)에서는 데이터 격차와 도전과제의 공동 해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더 나
은 데이터 환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UN 사무처장이 발표한 2030년 UN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U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보면 모든 유형의 데이터 및 혁신이 제공하는 기회를 활
용할 수 있는 올바른 기술과 역량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일
부 세션을 통해 데이터 개인정보보호와 거버넌스 문제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데이터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소스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점과 위험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졌다.
또한, 유엔 사무국 산하의 UN 글로벌 펄스(UN Global Pulse)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 및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혁신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
한 활동의 일환으로 2018년 10월 국제프라이버시전문가협회(IAPP,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ivacy Professionals)와 공동으로 데이터 윤리 보고서 ‘Building Ethics into
Privacy Frameworks for Big data and AI’를 발표하기도 하였다.７１ )
해당 보고서는 조직이 데이터 윤리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개괄적 내용과 데이터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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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및 국제 개인정보보호 모범사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또한, 과학 연구를
위해 데이터에 접근할 때 요구되는 사항들과 주요 도전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이 과정에서 개
인정보보호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UN 글로벌 펄스는 이 보
고서가 개인의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장하는 동시에 사회적 이익을 위해 빅데이터와 분석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 부문의 협력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 4 편 해외 동향

제2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라 한다)는 1977년 빈에
서 열린 ‘국제 데이터 이전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국제 심포지
엄’을 시작으로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 개인정보의 국경 간 자유
로운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７１)		 https://www.unglobalpulse.org/search/node/Building

부 록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

401

또한, 1980년 9월에 OECD가 채택한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이전에 대한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Governing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 of Personal Data, 이하 ‘OECD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지금도 개인정보보호에 관
한 기본원칙과 기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데이터 이동의 글로벌서비스가 증가하고, 빅데이터 맞춤형 광고, 디지털
기록에 대한 감시의 용이성 등 정보통신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2013년에 개정되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세 가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정부 차원에서 프라이버시와 관
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조율하여 다원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하는 ‘국가 프라이버시
전략(National Privacy Strategies)’,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할 수 있는 절차 등 핵심 운용 메커니즘을 의미하는 ‘프라이버시 관리 프로그램
(Privacy Management Programme)’７２)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관련 기관과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하는 ‘데이터 보안 유출 통지(Data Security Breach
Notification)’ 등이 그것이다.
개정 OECD 가이드라인은 무엇보다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활동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특히 개인정보처리자는 ‘프라이버시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하고, 이에 따른
활동기록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안전
하게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과 관리책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국가가 개
인정보보호를 위한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지원하고 기술적 전문지식
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일관된 기준하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집행
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OECD는 지속적으로 디지털경제에서의 데이터 활용·공유 등 가능성, 즉 전 세계의 정
치·경제·사회 분석 및 정책 환류를 위한 데이터의 효과적인 수집 및 분석 방안을 신중하게 검
토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ICT 사용이 많은 국가일수록 디지털 보안사고도 많은 것으로 파악
되고 있어 디지털 신뢰 구축 및 강화를 위해 개인 및 사업자들에게 신뢰의 중요성을 교육하
고, 정보보안 전문가 고용 확대를 통해 전문성 강화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７３) 이에, OECD

７２)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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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７３)		OECD는 ‘디지털경제 전망(Digital Economy Outlook)’ 발간(2년 주기) 보고서를 통해 회원국 디지털경제 동향, 정보통신기술
(ICT) 현황 등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프라이버시 보호 및 보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17년 보고서는 디지털경제
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디지털 침해 현황)으로, 전반적으로 ICT 사용이 많은 국가일수록 디지털 보안사고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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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이터 활용에 따른 위험측정 메커니즘 개발과 국가 간 공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OECD 내에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를 검토하는 SPDE(Security and Privacy
in the Digital Economy) 워킹 그룹에서는 데이터 접근성 향상 차원에서 데이터 재사용의
위험과 이익의 조정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오고 있다. 2018년 4월 발표된 보고서７４ )에 따르
면,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등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
나, 이는 반드시 강화된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는 그러한 신뢰의 핵심
구성 요소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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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6년 OECD 디지털 경제위원회는 인공지능을 안전하고, 인류에게 유익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
왔다. 2018년 5월에는 본격적으로 정부, 기업, 노동 분야의 관계자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2019년 채택을 목표로 인공지능 원칙(OECD Principle on AI)을 마련 중이다. 해
당 전문가그룹에는 한국 대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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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APEC’라 한다)는 전자상거래 운영그룹(ECSG, Electronic Commerce Steering Group)７５ ) 하의 개인정보보호 분과회의
(DPS, Data Protecion Subgroup)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논의를
주로 하고 있다.
APEC은 2004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9개 원칙을 포함한 ‘프라이
버시 프레임워크(APF, APEC Privacy Framework)’를 개발·채택하

제 4 편 해외 동향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였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APEC 국가 간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회원국 간 공
동의 보호 기준 마련을 위한 협력체계가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2011
년 개발된 것이 바로 APEC ‘국가 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s, Cross-

부 록

７４)		 OECD Expert Workshop on Enhanced Access to Data : Reconciling risk and Benefits of Data Re-use, 2018.4.19.
７５)		ECSG는 APEC의 장관급 회의(SOM, Senior Offficials Meeting)에 의해 1999년에 설립되었고, 회원국 간 전자상거래를 촉진
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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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 Privacy Rules system, 이하 ‘CBPRs’라 한다)’이다.
CBPRs는 회원국 간 안전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개발된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로
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로 활용된다. 이 인증제도는 ‘회원국 간
법집행 약정(CPEA, Cross-border Privacy Enforcement Agreement)’７６ )을 기반으로 하
여, 타국 기업에 대한 간접적 규제 및 피해구제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여러 해 동안 CBPRs 가입을 위해
관계부처 및 분야별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2017년 6월 7일에 APEC CBPRs 가입을 승인받았
다. 이로써 정부 입장에서는 법집행 공조 등을 통해 해외기업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할 수 있
게 되었고,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피해구제 등 해외로 이전되는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
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고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규범 준수
를 위한 비용이 절감되는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７７ )
2017년 말까지 CBPRs 가입국은 미국(2012년 7월), 멕시코(2013년 1월), 일본(2014년 4
월), 캐나다(2015년 3월), 한국(2017년 6월) 등 총 5개국이었으나, 2018년에는 싱가포르(3
월), 호주(11월), 대만(11월) 등이 추가로 가입하여 현재 총 8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이 외에
도 필리핀, 칠레 등이 가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3월 파푸아뉴기니에서 있었던 전자상거래 운영 그룹회의에서 발표된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 로드맵(AIDER, APEC Internet/Digital Economy Roadmap)’을 보면 인터넷
및 디지털경제의 신뢰와 확신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및 보안이 중요한 고려사항이며, 개인사
용자 및 서비스제공자가 노출되는 리스크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ICT 활용에 따른 신뢰와 보
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호 간 협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2018년 8월 해당 그룹 정례회의에서는 APEC 프라이버시 기본원칙 개정 작업의 일
환으로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주요 국가들의 개인
정보보호 이슈 및 EU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
하 ‘GDPR’이라 한다) 대응 현황에 대해서도 공유하는 등 상호 간 적극적인 정보 공유가 이
루어졌다.

７６)		이는 프라이버시 법 집행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상호 정보 공유, 지원 등 국경 간 프라이버시 법집행을 위한 약정이다(참
여현황: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일본, 싱가포르, 멕시코, 홍콩, 한국(행정안전부 2011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 2014년 8
월 각각 가입), 대만, 필리핀 등 10개국 24개 기관, 2019년 2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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７７)		CBPRs 인증 기업 현황: 총 21개 기업(미국 20개: Apple, IBM, HP 등 Trust-e 인증, 일본 1개: Intasec JIPDEC 인증)
		 * 참고: 미국은 AA인 Trust-e의 역할 확대에 따라 TrustArc로 기관명 변경(2017년 6월)

1992년에 설립된 아시아·태평양 프라이버시 감독기구(APPA,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제4절

Asis Pacific Privacy Authorities, 이하 ‘APPA’라 한다) 포럼은 개
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 새로운 기술 등에 관한 이슈를 논의하는 장

아시아·태평양
프라이버시
감독기구
(APPA) 포럼

이다. 회원국 감독기구들은 매회 진행되는 개인정보 이슈별 포럼에
서 자국의 개인정보보호 사항을 발표하고 공유한다.
APPA 포럼에서는 지금까지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현황을 회
원국에 소개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프라이버시와 보안, 세계 반도핑
코드(World Anti-Doping Code), 프라이버시 관련 법 개정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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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루어왔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한국, 미국, 호주, 홍콩 등 12
개국 20개 기관(주정부 포함)의 커미셔너들이 회원기관으로 활동하
고 있다.７８ )
제49차 APPA 포럼(2018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은
장난감 제조사인 브이텍(Vtech)이 부모의 동의 또는 고지 없이 아동
정보를 수집한 것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뉴질랜드는 데이터
국외이전 시 안전장치 도입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프라이버시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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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중이며, 싱가포르는 기본 데이터 익명처리기법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동의 강화 및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화를 포함한 개인정
보보호법 개정을 검토 중임을 밝혔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이 한 국가 또는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타 국
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주요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회원기관 간 조사 및 집행 협력 사안도 주목을 받았다. 특히 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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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Facebook)-캠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의 정
보 유출에 대해서 영국 정보보호위원회(ICO,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이하 ‘ICO’라 한다)는 캐나다 브리티시콜롬비
아위원회와 공동조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유하겠
다고 밝혔다. 브이텍(Vtech)의 아동정보 무단수집에 대해서도 미국

７８)		한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회원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 록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 이하 ‘FTC’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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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홍콩위원회, 캐나다 연방위원회가 공동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제50차 포럼(2018년 12월, 뉴질랜드 웰링턴)에서는 신기술 발달을 고려한 여러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개정 내용이 소개되었고, 특히 관련법 개정에 있어 의견 수렴을 위
한 공청회 개최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 디자인 공모 실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노
력이 공유되었다. 제49차 포럼에 이어 회원기관 간에 공식적 형태의 정보공유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정보 공유를 위한 협약 체결에는 활동 범위, 기밀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는 언급 등이 있었다.
그 밖에도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달에 따른 도전과제에 대해 어떻게 규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뉴질랜드는 자국의 여러 기관이 정보주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 의사결정을 초래한 알고리즘을 자체 평가하여 그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자 노력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GDPR 발효 후 데이터 국외이전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EU 적
정성 결정을 위한 협의 경과를 발표하고 뉴질랜드, 홍콩 등은 국내법의 역외적용과 관련한
법률 현황 등을 공유하였다.

제5절

국제개인정보보호감독기관회의(ICDPPC, International Conference Data Protection and Privacy Commissioners, 이하
‘ICDPPC’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를 증진하고 회

국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회의
(ICDPPC)

원기관 간의 대화와 협력, 정보 공유를 위해 1979년에 설립된 기관
이다. 2001년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회의로 전환되었으
며, 매년 집행위원회 회의와 정기회의를 각 1회씩 개최하여 해당 결
의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등 국제적으로 개인정보보호 논의를
주도하는 협의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8년 10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40차 총회에서는 독일
바이에른주 및 니더작센주,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 아르헨티나 감
독기구가 정회원으로 승인되었다.７９ ) 이 총회에서는 데이터 윤리와
관련한 주제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기술 발전과 함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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７９)		2018년 12월 현재 78개국 123개 기관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2018년 10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각되는 개인정보보호 이슈, 즉 기본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
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제38차 총회에서 인공지능 및 로봇공학에 대해 논의한
이후 이번 총회에서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윤리에 대해 세부적으로 다루었다. 즉 인공지능 시
스템을 개발하고 사용할 경우에 인권, 특히 개인정보 보호권 등의 기본적 가치가 전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공감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 발달이 초래하는 도
전과제를 해결할 공동의 거버넌스 원칙을 확립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번 총회는 올해 5월 GDPR이 발효된 후 5개월이 경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는
데, 유럽데이터보호이사회(EDPB, 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는 GDPR 준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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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회원국 감독기관 간의 협력 및 정보교류를 증진시키는 등 GDPR
의 일관적 적용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렸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윤리 및 데이터 보호에 관한 선언문’을 채택함
으로써, 향후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6가지 원칙８０)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러한 거버
넌스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요구하였다. 이 외에 ‘이러닝 플랫폼’, ‘회의체
회원기관 조사’, ‘소비자 보호기관과의 협력’ 등 3개의 결의안８１ )도 채택하였다.
한편,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및 정부 관계자, 법조계, 산업계, 학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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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신기술 발전과 함께 약화되어가는 인간 존엄성의 의미를 되새기고, 개인정보 보호권 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했다.
지오바니 버트렐리(Giovanni Butarelli) 유럽데이터보호감독관(EDPS, 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은 디지털 데이터 세계에서 인간의 기본권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
해 윤리적 합의(Ethical Consensus)가 필요하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기술은 인류의 편의를
위해 설계 및 개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애플(Apple)의 팀 쿡(Tim Cook)은 인간에게 이
로운 방식으로 기술이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페이스북(Facebook)의 마크 저커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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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 Zuckerberg)는 윤리 중심 설계를 통해 기술의 편의와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간의 균
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는 등 다국적 대기업의 CEO들도 인류가 신기술의 혜
택을 골고루 누리는 한편, 이면에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한다
는 점에 의견을 함께했다.

부 록

８０)		공정성, 책임성, 투명성,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권한부여(Empowerment) 및 반차별
８１)		‘Resolution on E-learning Platforms’, ‘Resolution on the Conference Census’, and ‘Resolution on Collaboration
between Data Protection Authorities and Consumer Protection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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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발달과 함께 편향된 알고리즘으로 인해 인간이 차별적으로 분류되거나 프로파일링됨
으로써 본인도 모르게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영향을 받게 되는 등 프라이버시 권리가 침해되
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오갔다. 이와 함께 급격한 기술의 발달 속에
어떻게 인간존엄성을 지켜낼 것인지, 어떻게 인간의 기본권인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 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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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 활동을 전
개하는 단체이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총 50개 국가, 69개의 감
독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８２ )
GPEN은 회원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회원기관의 감독기
관들이 온라인 또는 화상회의, 오프라인 미팅 등 다양한 정보교류의
기회를 갖고 있다. 화상회의는 통상적으로 2개월에 1회 개최되는
데, 주로 1~2개국에서 최근 입법동향, GDPR의 대응 현황 등 개인
정보보호 주요 동향 등을 발표하고 토론한다. 아울러 연 1회 프라이
버시 집행기관들이 모여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기 위해 협
력하는 GPEN 주도의 이니셔티브(Initiative)인 스윕(Sweep)을 개
최하고 있다.
여섯 번째 스윕은 2018년 9월 ‘프라이버시 책임성(Privacy Accountability)’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프라이버시감독집행기구(PEAs,
Private Enforcement Authorities, 이하 ‘PEAs’라 한다)들은 개인
정보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에게 주요 책임성 요소를 바탕으로 사전
에 작성된 질문지를 송부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관들이 사업장
전반에 걸쳐 책임성 개념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와 프라이버
시 위험성 관리와 관련한 해당 기관의 역량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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８２)		한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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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관들은 자체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거버넌스 체계, 훈련 및 인식 제고 프로그램,
투명성, 사고 관리체계, 보관데이터 문서화, 데이터 이전 추적관리 등에 관해 응답을 하도록
요청을 받았다. 667개 기관에 설문을 요청했으나 18개국 356개 기관이 답변을 제출하였고,
이 중 약 1/3이 관련 데이터보호 규정 준수를 보장할 책임을 지닌 개인 또는 팀을 지명한 것
으로 파악되었다.
설문에 응한 기관 중 절반 이상이 사고 대응절차를 문서화하고, 모든 데이터 보안사고 및
유출사건의 기록을 최신으로 유지하고 있었으나 다수 기관이 데이터 보안사고 시 적절히 대
응할 절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설문조사 결과８３ ) 에 따라 개별 GPEN 회원기관들은 자국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의 기관에 연락을 취해 그들이 보유 중인 개인정보를 더욱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데 필요한
개선 조치를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스윕은 지정된 한 주 동안 개최되는데, 여섯 번째
스윕에서는 PEAs가 선정된 각 기관에 질문지를 송부한 후 답변을 수렴해야 하는 점을 고려
해 9월 한 달간 개최되었다.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제 4 편 해외 동향
부 록

８３)		‘GPEN Sweep 2018-Privacy Accountability’, ICO(https://ico.org.uk/)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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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유럽

제1절

4년간의 준비와 토의 끝에 2016년 4월 14일 유럽연합 의회를 통
과한 GDPR이 2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거쳐 마침내 2018년 5월 25
일 시행되었다. 이로써 1995년 이래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으

유럽연합
(EU)

로 기능해 왔던 개인정보보호지침(DPD, Data Protection Directive)이 폐지되고 이 새로운 법으로 탈바꿈하였다.
이전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은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고, 각
회원국이 지침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어떻게 변환시킬지는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GDPR은 유럽연합의 28개 회원국을 비롯
하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을 포함하는 31개 유럽경
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 국가의 시민과 기업에게
직접 적용된다. 물론 이 규칙하에서도 일부 사항에 관해서는 각 회
원국이 국내법에 의해 보다 상세한 혹은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
이 허용되어 있다.８４ )

2019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GDPR은 제1조에서 두 가지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개인데이터(Personal Data)의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보호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데이터의 역내 자유로운 이동(Free Movement)의
보장이다. 이 두 정책목표는 상충하는 듯이 보이지만, 양자를 조화시
켜 궁극적으로는 유럽의 ‘디지털 단일시장(Digital Single Market)’
에서 경쟁력 있는 데이터경제(Data Economy)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방안으로 세 가지 접근방법을 채택하였다. 첫째, 유럽 시민에게 강
력한 개인정보 보호권(Right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을
주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시키고, 둘째, 국가 및 기
업 등의 컨트롤러(Controller)가 개인정보를 다루는 방식을 디지털 시
대에 적합하게 새로이 조정하여 안전한 처리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정보주체의 불안을 해소하며, 셋째, 유럽 역내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기
준을 통일시키면서 효과적이고 일관된 집행체계를 확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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８４)		예컨대, 데이터 처리의 합법성 기준의 일부(제6조: 법적 의무 이행 또는 공공부문), 부모의 동의를 요하는 미성년자의 연령(만
15, 14, 13세 중 선택)(제8조), 민감데이터 중 유전데이터, 생체인식데이터, 건강 관련 데이터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제9조), 정
보주체의 삭제권의 적용배제(제17조), 규칙이 정하는 과징금 외의 벌칙(제84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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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각 회원국 개인정보보호감독기관(DPA)의 집행예산의 증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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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irst Over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GDPR and the Roles and Means of the National Supervisory
Authorities’(EDPB Report, 201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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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각 회원국 개인정보보호감독기관(DPA)의 집행인력 증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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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irst Over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GDPR and the Roles and Means of the National Supervisory
Authorities’(EDPB Report, 201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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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꼭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여 데이터경제의 무한한 잠재력을 끌어
내고자 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개인정보의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이용과 유통’을 통해 개
인정보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기본적인 정책목표가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이 예정했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것인지 세계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이 시장 중심의 부문별·개별적 보호체계를 가진 것과 달리, 권리 중심으로 단
일의 포괄적 보호체계를 구축한 유럽연합의 GDPR은 광범위한 역외적용을 가능하게 함으
로써 유럽 밖의 기업이라도 유럽시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한다면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새로운 법은 세계의 개인정보보호법(Data Privacy Law)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 내용과 방향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GDPR에 의해 새로이 창설된 유럽데이터보호이사회(EDPB)８５)는 2019년 2월 26일, GDPR
시행 후 첫 9개월 동안의 이행상황 및 31개 유럽경제지역 국가의 개인정보보호감독기관
(DPAs, Data Protection Agencies)의 협력활동을 개괄적으로 평가하는 보고서를 유럽의
회에 제출하였다. 보고서는 각 개인정보보호기관들이 잘 협조를 하고 있고 일관된 집행체계
(Consistency Mechanism)가 잘 작동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시행 첫 9개월 동안의 이행상황에 관한 통계는 [표 4-2-1]과 같다.
이후 유럽데이터보호이사회(EDPB)는 2019년 5월 22일, 웹사이트에 GDPR 시행 1주년
에 대한 평가를 개관하는 내용(‘1 year GDPR-taking stock’)을 게시하였다.８６)같은 날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도 웹사이트에 1주년의 이행실적을 보여주는 인포그
래픽(‘숫자로 본 GDPR’)을 게시하였다.８７ ) 이들 자료를 토대로 시행 1주년의 이행실적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８５)		유럽데이터보호이사회(EDPB)는 각 회원국 개인정보보호기관(DPA, Data Protection Authorities)의 대표들로 구성된 유럽연
합의 독립기관으로서, GDPR이 유럽 전체에 일관되고 통일되게 적용되도록 하는 책무를 맡고 있다.
８６)		‘1 Year GDPR-taking stock’, 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https://edpb.europa.eu), 201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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８７)		‘Infographic: GDPR in numbers’, European Commission(https://ec.europa.eu), 201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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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GDPR 시행 후 9개월간의 이행 현황
구분

내용
관련한 사건(Cross-border Cases)에 있어서 총괄보호기관(Lead DPA)이
• 국외이전 데이터
어디인지를 확정하는 절차가 642건 진행되었는데, 이들 중 306건의 절차에서 총괄보호기관이 확정되어
종결되었다.
• 보호기관들 간의 정보공유시스템(Internal Market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30개 보호기관들이 총
281건의 국경 간 이동하는 데이터 처리 관련 사건을 등록하였다. 이들 사건의 주된 이슈는 소비자의
개인데이터보호권의 행사 및 데이터보안침해(Data Breach)와 관련한 것이다.
처리８９ ) 와

개인정보보호
기관들 간의
협력체계８８ )
(Cooperation
Mechanism)

• 14개 유럽경제지역(EEA) 개인정보보호감독기관들(DPAs)이 모두 45건의 원스톱 집행결정절차(One-stopshop Procedure)９０) 를 진행했는데, 그중 23건은 현재 비공식적 협의 단계에 있고, 16건은 초안결정 단계에
있으며, 6건은 종결되었다.
• 18개 유럽경제지역(EEA) 국가의 개인정보보호감독기관들(DPAs)이 공식 및 비공식을 합쳐 모두 444건의
상호지원요청(Mutual Assistance Requests)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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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적
적용 체계９１ )
(Consistency
Mechanism)

• 유럽데이터보호이사회(EDPB)는 어떤 데이터 처리가 데이터보호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지와 관련해서
총 28건의 통일적 적용 의견(Consistency Opinions)을 채택하였다.
• 유럽데이터보호이사회(EDPB)는 금융감독기관들 사이의 개인데이터 이전에 관한 업무협약 초안에 대해
1건의 통일적 적용 의견을 채택하였다.
• 유럽데이터보호이사회(EDPB)는 현재 GDPR과 전자프라이버시지침(ePrivacy Directive) 간의 상호적용
문제, 구속적 기업규칙, 컨트롤러(Controller)와 프로세서(Processor) 간의 표준계약 초안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통일적 적용 의견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23개 개인정보보호감독기관들(DPAs)은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 집행예산이 증가하였다고 보고
개인정보보호기관의 하였다.
집행예산과 인력 • 3개 개인정보보호감독기관들(DPAs)은 집행예산의 증가가 달리 없었고, 2개 보호기관은 집행예산이 줄어
([그림 4-2-1],
들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림 4-2-2] 참고) • 인적 자원의 확보와 관련해서, 17개 개인정보보호기관은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인원수가 증가한 반면,
8개 보호기관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며, 1개의 보호기관은 오히려 인원이 줄어들었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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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별
GDPR 이행 및
집행 실적

• 31개 유럽경제지역(EEA) 국가의 개인정보보호감독기관들(DPAs)이 접수한 총 사건 수는 20만 6,326건에
달한다. 이 중 9만 4,622건은 정보주체가 보호기관에 제기한 권리구제신청(Complaints)에 따른 것이며, 6만
4,684건은 컨트롤러(Controller)에 의한 데이터보안 침해(Data Breach) 신고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 위 전체 집행사건 중 52%는 보호기관에 의해 종결되었으며, 1%가 회원국의 법원으로 가서 다투어졌다.
• 11개 유럽경제지역 국가의 개인정보보호감독기관들(DPAs)이 규칙 위반에 대한 과징금(Administrative
Fines)으로 총액 5,595만 5,871유로를 부과하였다.

출처: ‘First Over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GDPR and the Roles and Means of the National Supervisory
Authorities’(EDPB Report, 201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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８８)		GDPR 제7장(협력과 통일적 적용) 제1절(협력; 제60조~제6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８９)		국경 간 이동하는 데이터 처리(Cross-border Processing)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 유럽연합의 역내(域內)에 있는
하나의 정보처리자 혹은 수탁처리자가 여러 회원국에 걸쳐 거점을 각각 두고 있는 경우, 그 여러 회원국에 있는 업무 조칙체들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수행되는 개인데이터의 처리 또는 (b) 유럽연합의 역내에 있는 하나의 정보처리자 혹은 수탁처리자가 단일의
업무조직체를 두고 활동하고 있지만, 여러 회원국에 거주하는 정보주체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활동
을 하는 가운데 수행되는 개인데이터의 처리(제4조 제23항)

９１)		기업이 31개 유럽경제지역(EEA) 국가의 국경을 넘나드는 개인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 즉 여러 국가의 정보주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처리를 하는 경우, 집행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보호기관은 다른 개인정보보호기관들과 협의를 거침으로써
GDPR의 적용과 집행에 있어서 통일성(Consistency)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다. GDPR 제7장(협력과 통일적 적용) 제2절(통일
적 적용; 제63조~제67조)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부 록

９０)		원스톱 집행체계(One-Stop-Shop Mechanism)란, 한 기업이 여러 회원국에 걸쳐 동일한 정보처리를 할 때 복수의 보호기관들
이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단일의 통일된 집행결정절차(A Single, Uniform Decision-making Process)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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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DPR에 대한 인지도
유럽 시민의 67%가 GDPR에 대해 들어보았다고 한다. 그리고 개인데이터에 관한 정보주
체의 권리(개인정보보호권)를 보호하고 집행하는 개인정보보호감독기관(DPA)이 자국에 있
다는 사실을 아는 유럽 시민은 전체의 57%에 이른다고 한다.
[그림 4-2-3] GDPR에 대한 유럽 시민의 인지도

AWARENESS OF THE RULES
Awareness of GDPR

Awareness of data protection authorities

57% of Europeans know

that there is a public authority
in their country responsible
for protecting their right about
personal data

67% of

Europeans
have heard of
the GDPR

20%
Source: Special Eurobarometer 407a(March 2019)

+20
percentage
points
since 2015

know which public authority is responsible

Source: Special Eurobarometer 407a(March 2019)

출처: ‘1 Year GDPR-taking stock’(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2019.5.22.)

2. GDPR의 준수 상황
GDPR이 보장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믿는 유럽 시민은 자국의 개인정보보호감
독기관(DPA)에게 권리구제신청(Complaint)을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시민들의 위임을 받은
단체가 권리구제신청을 대신할 수도 있다.
GDPR 시행 1년 동안 유럽경제지역(EEA) 국가의 개인정보보호감독기관들(DPAs)이 접수
한 사건 수는 총 28만 1,088건에 달한다. 이들 중 14만 4,376건은 정보주체가 보호기관에 제
기한 권리구제신청(Complaints)에 따른 것이며, 8만 9,271건은 컨트롤러(Controller)에 의
한 데이터보안 침해(Data Breach) 신고에 근거한 것이다. 보호기관에 접수된 총 28만 1,088
건 중 62.9%는 보호기관에 의해 종결되었으며, 37%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0.1%만이 보호
416

기관의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으로 이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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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권리구제신청 통계

National Cases

National Cases

Number of cases per type

Number of cases per status

Appealed 0.1%
Complaints
144,376
Ongoing
37.0%

Closed
62.9%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Data breach
notifications
89,271

Total
281,088

Other
47,441
출처: ‘1 Year GDPR-taking stock’(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2019.5.22.)

유럽 시민들이 권리구제신청(Complaint)을 가장 많이 한 데이터 처리 영역은 텔레마케팅,
판촉 이메일 그리고 비디오 감시(CCTV)의 세 영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기업 등 컨트롤러(Controller)가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사고 혹은 불법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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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된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데이터보안 침해(Data Breach)를 알게 된 시점으로
부터 72시간 이내에 해당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감독기관(DPA)에 신고하여야 한다. 2018
년 5월 시행 이후 유럽의 모든 보호기관에 신고된 보안침해사고 건수는 지난 1년간 총 8만
9,271건에 달한다. 2019년 2월까지 10개월간 총 6만 4,684건(월평균 6,468건)이던 신고 건
수는 2019년 3월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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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DPR의 집행 상황
가. 국경 간 이동하는 데이터 처리와 관련한 사건(Cross-border Cases)

부 록

페이스북 등의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같이, 많은 기업들은 자신의 서비스를 여러 회원국에
서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GDPR은 이 경우 어느 한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감독기관(DPA)
을 총괄보호기관(Lead DPA)으로 지정하여 규칙위반 사건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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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관련된 다른 보호기관들은 그 조사를 지원하여야 한다. 만약 보호기관들 사이에 의견
이 다른 경우, 유럽데이터보호이사회(EDPB)가 중재를 하게 된다. 국경 간 이동하는 데이터
처리와 관련한 사건 수가 2019년 1월에는 총 255건에 달했으나, 2019년 5월에는 446건으
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그림 4-2-5] 국경 간 이동하는 데이터 처리 관련 사건 증가 추이
500

446건

400
300

255건

200
100
건수/연도

2018.5.

2018.10.

2019.1.

2019.5.

• 개인정보보호감독기관(DPA)이 직권으로 조사한 사건 수
출처: ‘1 year GDPR-taking stock’(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2019.5.22.)

나. 과징금 부과 상황
기업 등 컨트롤러(Controller)가 GDPR을 위반한 경우, 각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감독기
관(DPA)은 그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위반기업의 연 매출액의 4%까지 과징금(Administrative Fine)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GDPR 시행 후 국가별 과징금 부과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2-2] GDPR 시행 후 국가별 과징금 부과 사례
국가명

내용

2018년 9월, 오스트리아 개인정보보호기관은 스포츠 베팅 카페를 운영하는 회사가 CCTV를 위법하게 운용했다는
오스트리아
이유로 5,280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그 회사는 오스트리아 연방행정법원에 제소하였다.

418

독일

2018년 11월, 독일의 소셜미디어 회사(Knuddels)가 보안침해사고를 신고하였는데, 개인정보보호기관의 후속
조사 결과 그 웹사이트는 이용자의 패스워드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하였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만 유로의 과징금을 받았다.

포르투갈

2018년 12월, 포르투갈의 한 병원은 의료진으로 하여금 가짜 계정을 사용해서 환자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준 위반행위로 인해 40만 유로의 과징금을 받았다.

프랑스

2019년 1월, 프랑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CNIL, Commission Nationale de I’informatique et des Libertés)는
구글에게 5,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위반 사유는 플랫폼에서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이용자들의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이용되는지에 관해 적절한 수준의 투명성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GDPR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구체적 이용에 대해 유효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포괄적 동의(Blanket Consent)는
허용되지 않는다. 구글은 이에 대해 불복한 상태이다.

덴마크

2019년 3월, 덴마크의 한 택시회사는 900만 명의 고객의 연락정보(Contact Information)를 더 이상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삭제하지 않고 저장하고 있다는 이유로 120만 크로네의 과징금을 받았다.

폴란드

2019년 3월, 폴란드의 데이터 처리 회사는 22만 유로의 과징금을 받았는데, 인터넷에서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개인데이터를 끌어 모아 그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품의 판촉 목적으로 9만 명의 개인들에게 연락을 취했다는 이유였다.

영국은 EU 탈퇴(Brexit) 여부와는 상관없이 GDPR의 시행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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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추어 국내법으로 새로운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2018,
이하 ‘DPA 2018’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2018년 5월 25일 함께 시

영국

행하였다. GDPR은 회원국인 영국의 기업과 시민에게 직접 적용되
는 것이지만, 영국 국내법에서 일부 적용기준을 달리할 수 있는 여
지를 주었기 때문에, 영국의 새로운 데이터보호법(DPA 2018)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DPA 2018은 유럽연합의 ‘형사집행 부문의 데이터보호지침(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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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Directive 2016/680)’을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내용
(제3부)과 GDPR의 적용 밖에 있는 국가안보 영역과 관련한 데이터
보호 기준 등을 다루고 있다.
DPA 2018은 GDPR이 정한 과징금 외에 별도의 제재로서 형사처
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는 매우 한
정되어 있다. 그것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개인정보처리자의 승낙 없이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공개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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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아울
러 이러한 범죄행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제170조).
또한, 정보주체의 승낙 없이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로 비식별화
된 개인정보(De-identified Personal Data)를 재식별화하는 행위
(Re-identification)를 처벌하고 있다(제171조). 아울러 정보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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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권 혹은 접근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즉 개인정보처리
자나 그 고용인 또는 지시를 받는 사람이 열람권을 행사한 정보주체
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할 의도
로, 그 정보를 변경, 훼손, 차단, 삭제, 파괴 또는 은폐하는 행위를 범
죄로 규정하고 있다(제173조).

부 록

영국의 개인정보보호기관인 ICO는 2018년 7월 6일 GDPR하에
서 행하는 첫 번째 조치로써,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과 관련
하여 애그리게이트아이큐 데이터 서비스(AggregateIQ Data Ser419

vices Ltd)사에 대해 페이스북으로부터 부적절하게 취득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유권자를 프
로파일링(Profiling)９２)했다는 이유로 집행고지서를 발부하였다. 이 집행고지서에 따르지 않
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ICO는 2019년 3월, 2016년의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기간 동안 19만
여 건의 원치 않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보트리브(Vote Leave)９３ )에게 전기통신프라이버시
규칙(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Regulations; PECR)９４ )을 위반했다는 이
유로 4만 파운드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９５ ) ICO가 2018년 6월에서 12월까지 과징금을 부
과한 사건은 23건이다.
한편, DPA 2018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기관이 원칙적으로 ICO에 일정한 등록비
(Registration Fee)를 내고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019년 5월 현재 60만 개 이상
의 기관이 개인정보처리기관으로 등록을 하고 있으며, 이 중 데이터보호책임자(DPO, Data
Protection Officer)를 등록한 기관은 2만 3,863개에 이른다.９６ )

제3절

프랑스는 2018년 6월 20일 유럽연합의 GDPR과 ‘형사집행 부문
의 데이터보호지침(Law Enforcement Directive 2016/680)’에 대
응하는 국내법으로 기존의 법률을 개정한 새로운 개인데이터보호법

프랑스

(LAW n° 2018-493 of June 20, 2018)을 공포하였다. 새 법률에 의
한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９２)		‘프로파일링(Profiling)’이라 함은 자연인의 특정한 인격적 측면을 평가하기 위하여, 특히 그 자연인의 업무역량, 경제 사정, 건강,
취향, 관심사, 신뢰도, 행동, 위치 혹은 이동과 관련한 개인적 측면을 분석하거나 예측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개인
정보 자동처리를 의미한다(GDPR 제4조(정의) 제4항).
９３)		브렉시트 당시 탈퇴 진영을 이끈 단체
９４)		영국의 전기통신프라이버시규칙(PECR)은 EU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데이터보호법(DPA 2018)의 자매입법으로서 전기통
신 분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법이다. 이 법은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통한 광고성 정보전송, 쿠키, 위치데이터, 트래픽
데이터 등에 관해서 규율한다. PECR은 유럽연합(EU)의 전기통신프라이버시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프라이버시지침(ePrivacy
Directive)’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이다.
９５)		‘Vote Leave Limited’, ICO(https://ico.org.uk), 201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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９６)		‘GDPR at One Year: What We Heard from Leading European Regulator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ivacy
Professionals,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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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 프랑스 개인데이터보호법에 의한 주요 변화
구분

프랑스
개인정보보호
위원회(CNIL)의
권한과
역할의 강화

내용
프랑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CNIL)의 감독 및 조사 권한이 더욱 강화되었다. 프랑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CNIL)는 컨트롤러(Controller)의 구내에 출입할 수 있고 조사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 언론의 취재원 비밀, 의사와 환자 간의 비밀은 제외된다. 가장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온라인 조사와 관련된 것인데, 프랑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CNIL)의 조사요원은 온라인
조사를 하는 중에 일정한 요건하에 가짜 아이디(Fake Identity)를 사용할 수도 있다.
프랑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CNIL)는 프랑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조사를 다른 나라의 개인정보보호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프랑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CNIL)는 가이드라인, 권고, 행동강령 등의 연성법(Soft Law)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다. 이들 연성법은 개인정보처리자와 수탁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기준을 더 잘
준수하게 하고 리스크 평가(Risk Assessment)를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수유형의
데이터(민감정보)에
대한 예외적
처리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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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데이터 이전과 관련하여, 프랑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CNIL)는 유럽경제지역(EEA) 밖으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것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청구를 최고행정법원(Conseil d'État)에 제기할 수 있다.
국제적인 데이터
이 경우 최고행정법원은 이 청구를 유럽사법재판소(CJEU,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에
이전에 대한
일시적 정지의 청구 회부하여,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내린 역외 이전의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
이나 그 밖의 다른 조치가 유효한 것인지에 대해 예비적 판단을 구해야 한다.９７ )
GDPR은 특수유형의 데이터(민감정보)의 개념을 넓혀 유전데이터, 생체인식데이터, 성 지향성에 관한
데이터를 포함시키고 있다. 대신 처리의 예외를 규정하고 회원국의 국내법에서 예외를 더 추가할 수 있는
유연성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개인데이터보호법은 직장에서 필요한 경우 생체인식데이터의
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CNIL)는 기술적 및 관리적 조치 외에 추가적인
조치를 규정할 수 있다.

정보주체
권리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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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은 정보사회서비스(Information Society Services)의 제공과 관련하여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부모의 동의를 요하는 처리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5세, 14세, 13세 중 회원국의
미성년자의 연령
국내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의 개인데이터보호법은 ‘디지털 성년(Digital Majority)’을
(14세 이하)
만 15세로 정하고 있어 15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자신의 데이터 처리에 대해 동의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14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함께 받아야 한다.
정보주체의 권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미성년자와 관련된 것이다. 15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의 개인데이터보호권들(Data Protection Rights)을 바로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권리 중에는, 2016년의 디지털공화국법에 의해 도입된 것이지만, 미성년자일 때 수집되었던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 및 사후(死後)에 자신의
개인데이터가 어떻게 이용되고 공개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이른바 ‘사후(死後) 프라이버시권(Postmortem Right to Privacy)’이 포함된다. 한편, 새로운 법률은 일정한 요건하에 행정청이 알고리즘에
전적으로 근거해서 개인에 대한 자동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데이터보안 침해(Personal Data Breach)９８ )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을 위한 집단소송(Class
정신적 손해배상을
Action)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컨트롤러(Controller)나 프로세서(Processor)는 2018년 5월 24일
위한 집단소송의 허용
이후에 발생한 보안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제 4 편 해외 동향

사전등록의무의
간소화

GDPR 시행 이후, 개인정보 처리를 프랑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CNIL)에 등록하는 의무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들은 GDPR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과정을 기록해야
할 의무, 정보시스템의 설계 단계부터 데이터 보호를 해야 할 의무,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중대한
위험’(High Risk)을 야기할 수 있는 데이터처리에 대해 데이터보호영향평가(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를 실시해야 할 의무 등을 진다.

９８)		‘데이터보안 침해’(Personal Data Breach)라 함은 전송되거나 저장된 혹은 기타 처리된 개인정보를 사고로 혹은 불법적으로 파
괴, 유실, 변경하거나 또는 허가 없이 그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유출시키는 보안침해(Breach of Security)를 의미한다(GDPR 제
4조(정의) 제12항).

부 록

９７)		이 절차는 유럽사법재판소가 2015년 10월 6일에 선고했던 ‘슈렘스 판결(Schrems Ruling)’의 내용을 입법화한 것이다. 당시 동
판결은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감독기관(DPA)이 유럽집행위원회가 내린 역외 이전의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에 대해
그 적법성 여부를 완전히 독자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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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이 시행된 첫 해인 2018년에 프랑스에서는 규칙위반에 대한 개인의 권리구제신청
(Complaint)이 크게 증가하였다. 프랑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CNIL)가 2019년 4월에 공표
한 2018년 활동보고서９９ )에 의하면, 2018년에 정보주체로부터 총 1만 1,077건의 권리구제
신청(Complaints)이 제출되었는데, 2017년과 비교하면 32.5%가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 그
중 73.8%는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것이었다.
위 보고서에 의하면, 프랑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CNIL)는 2018년에 모두 310건의 조사
를 실시하였는데, 이 중 204건은 현장조사(Onsite Investigation)로 진행하였고, 51건은 온
라인 조사, 51건은 서면조사, 그리고 4건은 청문절차(Hearing)로 진행하였다. 2018년에 모
두 11건의 제재(Sanctions)가 발동되었으며, 그중 10건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2018년 말까지 데이터보호책임자(DPO)１００ )를 프랑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CNIL)에 등
록한 공·사의 기관은 모두 3만 9,500개였으며, 2019년 4월에는 5만 1,866개에 이르고 있
다. 이 중 1만 6,000개가 공공기관이며, 3만 5,866개가 민간기관이다. 다만, 5만 1,866개
의 기관이 각자 1명의 데이터보호책임자를 둔 것은 아니고, 여러 기관들이 데이터보호책임
자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데이터보호책임자의 수는 1만 7,905명인 것으로 확인되
고 있다.１０１ )

제4절

독일은 유럽연합의 GDPR 시행에 맞추어, 개정된 연방정보보호
법(BDSG 2017, Bundesdatenschutzgesetz 2017)을 2017년 7월
30일 공포하고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독일은 연방

독일

국가로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로 연방정보보호감독관(Bundesbeauftragter für den Datenschutz)과 각 주별로 주정보보호청
(Aufsichtsbehörde)이 존재하는 체계였는데, 이 점은 개정된 신법

９９)		‘Presentation of the 2018 Activity report and 2019 issues of the French Data protection authority’, CNIL,
2019.4.15.
１００)		GDPR 제37조에 의하면, 컨트롤러(Controller)와 프로세서(Processor)는 데이터보호책임자(DPO, Data Protection Officer)
를 지정하여야 한다. 데이터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자에 소속되어 있지만 일종의 현장감독관으로서 독립적으로 보호기능을
수행한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은 모두 데이터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민간의 경우에는 위험성이 높은 데이터
처리를 하는 경우에 두어야 한다. 즉 개인정보처리자나 수탁처리자의 중심 업무가 개인(정보주체)에 대한 정기적이고 조직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데이터 처리인 경우 또는 민감데이터(Special Categories of Data)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보
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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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０１)		‘GDPR at One Year: What We Heard from Leading European Regulator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ivacy
Professionals,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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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동일하다. 연방정보보호청１０２)은 ① 연방의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를 관할하
고 ②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연방정부 관할에 속하는 우편서비스와 통신서비스 부문의 개인
정보 처리에 대하여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편, 16개 주의 데이터보호청(Der Landesbeauftragte für den Datenschutz)은 공공부문과 통신·우편을 제외한 민간부문의 개인데
이터 처리에 대해서 집행책임을 지고 있다.
연방정보보호법(BDSG 2017)은 제42조에서 GDPR이 정하는 과징금 외에 별도의 제재로
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유형의 행위만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그 구
성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고소 또는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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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죄(親告罪)로 규정하고 있다. 제42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않은 다수의 개인정보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계획적으로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그 데이터에 접근
하게 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있다.
제42조 제2항은 공개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대가를 받거나 혹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이익
이 돌아가게 할 의도로 또는 누군가를 해할 의도로,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또는 기망으로 획
득하는 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들 제1항과 제2항의 범죄는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데, 고소·고발권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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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주체나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보호기관이 가진다(제42조 제3항).
한편, 독일 베를린 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독일 연방소비자연합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페이스북이 독일 연방데이터보호법(BDSG, 2017)을 위반했다고 판결
(2018.1.16.)했다.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페이스북의 기본설정과 일부 서비스 약관이 연방
데이터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텔레미디어법을 위반했으며 데이터 사용에 대한 동의의 일
부가 무효라고 밝혔다. 따라서 페이스북에 대하여 인용된 사항에 대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선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25만 유로를 부과하거나 6개월까지 구금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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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판시하였다.

부 록

１０２)		독임기관으로서 정식명칭은 ‘연방데이터보호 및 정보자유청(Der Bundesbeauftragte für den Datenschutz und die
Informationsfreihei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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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미주

제1절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는 기본적으로 각 산업에서의 자율규제를 원
칙으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가 발생할 경우 불공정이
나 소비자 기만 등 보통법상의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강력하게 규제

미국

하며, 의료정보와 같이 특정 사회적 이슈를 일으키거나 심각한 개인
정보 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산업 영역에 대해서는 개별법을 제정하
여 이를 규율하는 구조이다.
미국은 다른 국가보다 앞선 1974년부터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보
호를 위한 공정한 정보처리 원칙(FIPPs, Fair Information Practice
Principles, 이하 ‘FIPPs’라 한다)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지금까지도
이 원칙의 틀 아래에서 국가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FIPPs란 개인정보의 수집과 통제 등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
버시 권리에 대한 기본 정책방향 또는 원칙을 의미하며, 이후 이를
기초로 프라이버시에 관한 개별적인 법률과 제도가 구체화되었다.

2019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한편, 개인정보보호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일원화된 독
립 감독기구가 없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에서는 개별 정부 기관장이
「연방 프라이버시법」 집행에 관하여 책임을 지고 「연방 프라이버시
법」의 이행에 관한 감독은 대통령 관할하에 있는 관리예산실(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이하 ‘OMB’라 한다)이 부분
적으로 담당한다. 이에 따라 OMB와 의회의 상임위원회나 법원은 이
러한 행정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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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Cycle) 전반에 걸친 업
무를 관장하고 있다.
미국은 EU와 오래전부터 세이프 하버(Safe Harbor) 협정을 체결하
여 개인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였다가 2015년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가 세
이프 하버 협정 무효를 선고하자, 새로운 개인정보 국외이전 조약으
로 2016년에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를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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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미국 ‘프라이버시 쉴드’
프라이버시 쉴드는 유럽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의 적정성 결정(평가),
미국 상무부의 ‘EU-미국 프라이버시 쉴드 원칙(EU-U.S. Privacy Shield Framework Principles)’과 함께 다양한 미국 정부기관의 서한들로 구성되어 있다.１０３ ) 또한, 유럽집행위원회
는 세이프 하버의 기능에 관한 2013년 발표 이후의 상황을 설명하는 ‘대서양 간 데이터 유통:
강력한 안전장치를 통한 신뢰 회복(Transatlantic Data Flows: Restoring Trust through
Strong Safeguards)’을 발표하였다. 이후 2016년 7월 8일 EU 회원국들의 ‘제31조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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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Article 31 Committee)’는 프라이버시 쉴드의 적정성 결정(평가)을 정식으로 채택하였
다.１０４ ) 결국 2016년 7월 12일 유럽집행위원회의 적정성 결정(평가) 승인을 거쳐, 유럽위원
회와 미국 상무부가 프라이버시 쉴드를 공개하였다.１０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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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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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될 수 있다.
프라이버시 쉴드는 EU에서 미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에 대한 EU 개인정보보호 요건을 준
수하게 하는데, 세이프 하버보다 미국 기업의 보다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약속을 포함한다. 미
국 기업이 자체 승인함으로써 준수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 약속은 미국법에 따라 집행된다.
자체 승인하는 미국 기업은 프라이버시 쉴드에 따르도록 프라이버시 정책과 준수의 검증 메
커니즘을 개선하고, 독립된 분쟁해결 제공자를 확인하도록 요구된다.１０６ ) 미국 상무부의 국
제무역청(ITA,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이 프라이버시 쉴드를 관리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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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도 2017년 1월 12일 미국과 합의한 ‘프라이버시 쉴드’를 공개하였다.１０７ )

１０３)		Privacy Shield 골격의 본문은 https://www.privacyshield.gov/EU-US-Framework 참조
１０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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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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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０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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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１０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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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１０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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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０８ )는 프라이버시 쉴드에 대한 유럽집행위
원회의 적정성 결정(평가)을 무효화하기 위하여 EU 일반법원(General Court)에 제소하였
다.１０９ ) 동 법원의 결정 및 상소법원인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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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집행위원회는 2017년 9월 연간 공동 검토 회의의 일환으로 워싱턴 D.C.에서 미국의
프라이버시 쉴드 관련 당국자를 만나 프라이버시 쉴드에 대한 적정성 결정(평가)을 검토하였
으며, 2017년 10월 18일 EU-미국 프라이버시 쉴드에 대한 첫 번째 연간 보고와 관련한 보
고서 및 보충문서를 발간하였다.１１０) 동 보고서는 유럽연합에서 미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위한 절차 및 안전조치에 대해 논하고 있으며 프라이버시 쉴드가 적정한 수준의 개인정보보
호를 보장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9조 작업반(Working Party 29)는 2017년 11월 29일, 프라이버시 쉴드 프레임워크에
서 제공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킬 것을 권고하였다.１１１ ) 주요 내용은 프라이
버시 쉴드 원칙, 정보 이전, 정보주체의 권리와 구제방안에 대해 더 많은 지침과 정보를 제공

１０８)		아일랜드에 기반을 둔 DRI는 디지털 시대에 시민의 자유를 위해 일하는 디지털 권리 옹호단체이다.
１０９)		Dr. Detlev Gabel, Robert Blamires & Tim Hickman, ‘EU-US Privacy Shield Challenged’, White & Case Technology Newsflash, 2016.11.
１１０)		‘EU Commission’s First Annual Review Confirms Adequacy of the EU-U.S. Privacy Shield’, JDSUPRA(www.
jdsupra.com),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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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１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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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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과 직권 조사를 통해 인증된 회사에 대한 감독 및 감시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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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프라이버시 쉴드 인증 기업인 페이스북이 8,700만 명에 이르는 이용자 데이터를 캠
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를 통해 제3자와 부적절하게 공유한 건에 대한
논의도 뜨거웠다.
2018년 6월 12일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의 시민자유사법내무위원회(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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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ties, Justice and Home affairs Committee)는 페이스북-캠브리지 애널리티카의 데
이터 유출은 프라이버시 쉴드에 의한 보호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이 2018년 9
월 1일까지 전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프라이버시 쉴드 협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１１２ )
또한, 유럽집행위원회는 2018년 7월 5일 미국이 GDPR에 완전히 부합하는 조치를 2018
년 9월 1일까지 취하지 못한다면 동 조치를 취할 때까지 프라이버시 쉴드를 중지하도록 촉
구하는 결의안(Resolution)을 303표 중 223표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동 결의안은 현행 프라
이버시 쉴드는 EU 정보 주체들에게 ‘본질적으로 동일한(Essentially Equivalent)’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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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지 못하며, GDPR과 유럽사법재판소가 규정한 유럽연합 헌장의 적절한 보호 수준
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페이스북 사건은 프라이버시 쉴드 협정이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은 제재를 받고 프라이버시 쉴드 인증기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１１３) 미 상무부는 2018년 8월 30일 동 결의안과 관련하여 유
럽의회에 서한을 보내 미 정부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강화하고 데이터 보호를 유지하면서
원활한 데이터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1차 및 2차 연례 보고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프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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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쉴드의 개발 및 실행을 위해 긴밀한 협조를 지속할 것임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１１４ )
유럽집행위원회는 2018년 10월 18일과 19일 양일간 브뤼셀에서 미 정부 당국과 두 번째
연간 검토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18년 12월 19일 두 번째 연간 보고서와 부속 문서를 발간

부 록

１１２)		‘EU-US Privacy Shield data exchange deal: US must comply by 1 September, say MEPs’, European
Parliament(www.europarl.europa.eu), 2018.6.12.
１１３)		‘Motion for a resolution’, European Parliament(www.europarl.europa.eu), 2018.06.26.
１１４)		‘U.S. Defends Privacy Shield, But Fails to Comply with Privacy Commitments’, EPIC(www.epic.org), 20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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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동 보고서는 미국이 프라이버시 쉴드 참여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지속하고 있으며, 첫 번째 연간 보고서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프레임워크의
기능을 향상시켰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프라이버시 쉴드 참여 기업에 대한 FTC의 보다 적극적인 준법 모니터링과 미 정
부 당국의 데이터 접근에 대한 감시 및 피해 구제를 담당할 영구적 프라이버시 쉴드 감독관
(Ombudsperson)을 2019년 2월 28일까지 임명할 것을 요구했다.１１５ ), １１６ ) 2019년 1월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도큐사인(DocuSign)의 전 대표이사인 키스 크래치(Keith Krach)
를 경제 성장·에너지·환경부 차관으로 임명하면서 프라이버시 쉴드 감독관으로 지명한다고
발표했다.１１７ )

2.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법(CCPA) 제정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18년 6월 28일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 권리와 사업자의 개인정
보보호 의무사항 등을 규정한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CPA, The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 이하 ‘CCPA’라 한다)을 채택하였으며 2020년 1월부터 시
행 예정이다. CCPA는 미국 헌법상 프라이버시 권리를 증진하고, 소비자의 개인정보와 관련
된 기존 법률을 보충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동 법이 소비자에게 개인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캘리포니아 주민의 개인정보보호
권리를 증진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CCPA는 기존의 산업별 규제 체계와 달리하는 미국
최초의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 일반법 제정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１１８ )
CCPA는 개인정보의 개념을 특정 소비자뿐 아니라 가구(Household)와 관련된 정보로 확

１１５)		‘EU-U.S. Privacy Shield: Second review shows improvements but a permanent Ombudsperson should be nominated by 28 February 2019’, European Commission(europa.eu), 2018.12.19.
１１６)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n the Second Review of the Functioning of the EU-U.S. Privacy Shield’, European Commission, 2018.12.19.
１１７)		‘Keith Krach nominated as Privacy Shield ombudsperson’,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ivacy Professionals
(www.iapp.org), 201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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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１８)		‘해외 개인정보보호 동향 보고서’,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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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고１１９ ) 비식별 정보(Deidentified Information)와 가명처리(Pseudonymize)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CCPA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을 하는 일정 기준１２０ ) 이상 영리 기업
(Business)의 개인정보 수집·판매 행위에 적용되는데, 비즈니스 활동 및 매출액 규모 등으로
적용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이에 해당되지 않는 실리콘밸리의 소규모 스타트업 등에 대해서
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하고 있다.
그 밖에 알 권리(Right to Know), 접근권(Right to Access), 삭제권(Rights to Deletion),
거부권(Right to Opt out), 서비스평등권리(Right to Equal Service) 등 소비자의 데이터 프
라이버시 권리 5가지를 열거하고 있으며, 이에 기반한 다양한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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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은 사업자의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기소
및 민사 처벌(Civil Penalty)을 부과할 수 있으며 소비자 혹은 단체는 손해 배상을 위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주이자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에서 동 법을 채택
함에 따라, 향후 사업자들의 개인정보보호 대응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
국 내 프라이버시 법 중 강한 규제법으로서, 미국 소비자 프라이버시 법체계를 변화시킬 원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１２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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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PA 제정 이후 다양한 주에서 유사한 개인정보보호 일반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
방법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일반법 제정 노력도 진행 중이다. 미 오리건주 상원의원인 론 와
이든(Ron Wyden)은 2018년 11월 1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저장·공유
하는 조직(Entity)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는 소비자 데이터 보호법(The Consumer Data
Protection Act) 제정안을 발의하였다.
동 법안은 연간 5,0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거두고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
고 있는 기업에 적용되며, 연간 개인정보보호 리포트를 FTC에 제출하도록 하고, 허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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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１９)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란 특정 소비자(Consumer) 또는 가구(Household)를 식별하고 묘사하거나, 관련 있거
나 관련될 수 있거나 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합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며, 식별자(Identifiers), 상업적 정
보(Commercial information), 바이오정보(Biometric Information), 인터넷/전자 네트워크 활동 정보(Internet of Other
Electronic Network Activity Information), 위치정보(Geolocation Data), 고용정보(Professional or Employmentrelated Information), 교육정보(Education Information), 오디오·전자·시각·열·후각 정보(Audio, Electronic, Visual,
Thermal, Olfactory Information), 소비자 프로파일 생성을 위한 식별 정보(Information Identified)로부터 도출된 추론 사항
(Inferences) 등이 포함된다.(1798.140.(o)(1))
１２０)		① 연간 총 매출이 미화 2,5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자 ② 단독 혹은 결합해서 5만 건 이상의 소비자, 가구(Household) 혹은 기
기(Device)의 개인정보를 매년 구매하거나 사업자의 사업적 목적으로 수령·판매 혹은 상업적 목적으로 공유하는 자 ③ 연간 총
매출의 50% 이상을 소비자의 개인정보 판매에서 얻는 자를 의미한다.(798.13.5.(c))
１２１)		‘California Privacy Law poised to Alter US Privacy Landscape’, DLA Piper(www.dlapiper.com), 2018.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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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재된 경우 대표이사를 최장 20년까지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 차
원에서 ‘두 낫 트랙(Do Not Track)’ 웹사이트를 도입하여 인터넷상 데이터 공유를 일괄 거
부할 수 있도록 하고, FTC는 GDPR과 유사한 수준인 기업의 연 매출의 최대 4%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１２２ )
그 밖에도 미 의회 상원의원 15인이 공동으로 2018년 12월 12일 ‘데이터 관리법(The
Data Care Act of 2018)’ 제정안을 발의하였다. 동 법안은 각 주 정부가 프라이버시 위반 기
업에 대한 법적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FTC의 관여를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
고 있다. 법률 위반 시 기업 대상 벌금 부과가 가능하나, 소비자 데이터 보호법과는 달리 대
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동 법안은 미국 주요 IT 기업들이 요구해 온
미국 연방 단일 개인정보보호 법제 마련의 기반으로 평가받으며 민주주의 기술센터(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 및 인터넷 협회(Internet Association) 등 사업자 단체
의 지지를 받고 있다.１２３ )

3. 페이스북-캠브리지 애널리티카 개인정보 유출 사건
2018년 3월 17일 캠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의 내부 고발자 크리스토
퍼 와일리(Christopher Wylie)는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에 페이스북 이용자
프로필 분석 데이터를 전달한 사실을 폭로하였다.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는 페이스북 사용자
를 대상으로 심리검사퀴즈 앱을 운영하는 글로벌 사이언스 리서치(GSR, Global Science
Research)의 사용자 프로필 데이터를 받아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선
거 운동 등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8년 3월 26일 미 FTC는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과 관련해 페이스북이 2012년
합의 명령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１２４) 하겠다고 발표하였고 미국의 37개 주 검
찰청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상세 내용을 요

１２２)		‘Senator's Data Privacy Law Draft Could Put CEOs in Jail for Lying’, cnet(www.cnet.com), 2018.11.1.
１２３)		‘Federal Data Privacy Bill Introduced by 15 US Senators’, cnet(www.cnet.com),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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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２４)		미 FTC는 페이스북의 데이터 취급 문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페이스북이 이용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정책
을 변경할 경우 이용자 동의를 받기로 한 2011년 FTC와의 합의(Consent Decree)에 대한 위반 여부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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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서한을 발송하였다.１２５ )
미 상원 상무위원회의 ‘소비자 보호, 제품 안전, 보험 및 데이터 보안에 관한 소위원회
(Subcommittee on Protection, Product Safety, Insurance, and Data Security)’는 2018
년 6월 19일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를 비롯한 페이스북의 파트너 업체들을 대상으로 데이
터 프라이버시 위험에 관한 증언을 청취하였다. 미국연방수사국(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과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2018년 7월 2일 페이스북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와의 데이터 공유 문제와 관련해 발표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페이스북의 통지 및 고지 내용과 시기가 적절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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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１２６ )
미 워싱턴 D.C.의 법무장관은 워싱턴 D.C.의 소비자 보호 절차법(Consumer Protection
Procedures Act)을 위반한 혐의로 2018년 12월 19일 페이스북을 기소하면서 페이스북이
데이터 보안 관행에 대해 사용자를 오도하고 2년간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의 개인정보보호 위
반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제3자 앱의 정보 이용 현황을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인 론 와이든(Ron Wyden)은 FTC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
해 마크 저커버그의 기망적 발언, 페이스북에 대한 개인적인 통제권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공유와 관련한 핵심 의사결정의 승인에 있어 CEO의 수행 역할에 비추어 일련의 법 위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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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대해 마크 저커버그가 반드시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１２７ )
이후로도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페이스북은 2018년 9
월 25일 페이스북 서비스의 기능상 버그를 이용한 해킹으로 이용자 계정 약 5,000만 개에
대한 접근 권한이 탈취당했다고 발표했다.１２８ ) 또한, 2018년 11월에는 페이스북이 2013년
삼성,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데이터 공유 협약을 맺었음에도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2011년 FTC 시정 명령에 따른 데이터 보호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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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되었다.１２９) 그 밖에도 페이스북은 2019년 1월에는 정기 보안 점검 중 페이스북 및 인스타
그램 사용자 계정의 비밀번호 약 2~6억 개가 내부 데이터 저장 시스템에 평문으로 저장되어
약 2만 명의 내부 근로자가 이 데이터에 접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１３０ )

１２５)		 ‘해외 개인정보보호 동향 보고서’,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5.

부 록

１２６)		 ‘해외 개인정보보호 동향 보고서’,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5.
１２７)		 ‘해외 개인정보보호 동향 보고서’, 한국인터넷진흥원, 2019.1.
１２８)		‘페이스북 해킹···사용자 500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위험’, 경향비즈(biz.khan.co.kr), 2018.9.29.
１２９)		‘Facebook Failed to Police How Its Partners Handled User Data’, NewYorkTimes(www.nytimes.com), 2018.11.12.
１３０)		 ‘페이스북, 내부 서버에 사용자 비밀번호를 평문으로 저장해왔다’, 보안뉴스(www.boannews.com), 2019.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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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는 2019년 2월 14일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 관련 조사를 종료하는 조건으로, 페이스
북이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내는 것을 두고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양측이 정확한 액수에 합의
하지 못했지만 이번 과징금은 FTC가 부과한 벌금 중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１３１)

4. 미국 클라우드법(CLOUD) 제정１３２),１３３)
미국 IT 기업의 해외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미 정부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 ‘합법적인 국
외 데이터 활용 명료화 법안(CLOUD, Clarifying Lawful Overseas Use of Data Act, 이하
‘클라우드법’이라 한다)’이 2018년 3월 22일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3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예산안(Omnibus Spending Bill) 서명과 동시에 승인되었다. 2018년
11월에는 미국과 영국 사이에 클라우드법에 명시된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s) 체결
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미국 클라우드법은 해외에서 보유 중인 미국 시민의 데이터를 미국의 법 집행기관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미국이 타국 시민의 데이터를 보유하는 경우 해당국 법 집행기관이
그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원조를 제공하는 법이다. 수사기관이 클라우드
기업의 해외 서버에 저장된 메일, 문서, 기타 통신 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함에 따라 미국의 법 집행 기관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전 세계 모든 국
가에 저장된 온라인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클라우드법은 범죄 조사에 필요한 데이터가 해외 소재 서버에 저장되어 있을 경우 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클라우드법을 공동 발의한 미 공화당의 오린 해치
(Orrin Hatch) 상원의원 등은 아일랜드 국적자의 범죄 수사와 관련된 미 정부와 마이크로소
프트 사이의 소송(일명 ‘Microsoft Ireland’ Case)을 계기로 법안을 준비하였다. 이 소송은
2013년 미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일랜드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전자메일을 요청하
는 영장을 발부한 후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해
당 정보가 미국 서버가 아닌 아일랜드 서버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미국 정부가 발부한 영장은

１３１)		 ‘국외 개인정보보호 동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9.2.22.
１３２)		 ‘해외 개인정보보호 동향 보고서’,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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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３３)		 ‘국외 개인정보보호 동향’, 개인정보보호위원회(4월 2주), 201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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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없다는 논리로 데이터 제공을 거부했으며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소송이 진행되었다.
이 소송에 적용 가능한 현행법인 저장통신법(SCA, Stored Communications Act)은 월
드와이드웹(World Wide Web)이 창설되기 3년 전인 1986년에 통과된 것으로, 인터넷 기
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법 집행 담당자들이
조사를 위해 다른 나라에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해외에
저장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집행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고
객의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기술 회사들의 경우, 자국의 법 집행기관 대상 협
조 의무 및 해당 국가의 데이터 보호법 준수 의무 사이에서 상반된 요구를 받음에 따라,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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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드법은 클라우드 산업과 정부가 직면한 이러한 법률적·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고안되었다.
애플,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등 미국 내 주요 IT 기업들이 2018년 2월, 이
법안을 지지하는 공동 서한을 작성하는 등 클라우드법을 환영했다. 그러나 시민권 옹호 단체
등을 중심으로, 법안 통과에 앞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클라우드법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유럽의회 또한 2018년 7월 채택된 프라이버시 쉴드 중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에서 클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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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법의 통과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 법이 적절한 보호조치 및 형사 사법 공조 조
약(MLAT, Mutual Legal Assistance Treaty) 체계 없이 법 집행기관이 시민의 데이터에 접
근할 수 있어, EU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EU 데이터 보호법과 잠재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EU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１３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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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대응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는(FTC)는 2018년 10월 22일자로 미국 아동 개인정보보호법(COPPA,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이하 ‘COPPA’라 한다) 제정 20주년을 맞이
하여 COPPA 제정에 대한 의미를 고찰하고 FTC의 아동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평가하였다.１３５)

부 록

１３４)		 ‘Motion for a Resolution’, European Parliament(www.europarl.europa.eu), 2018.06.26.
１３５)		 ‘Happy 20th birthday, COPPA’, FTC(www.ftc.gov),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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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PA 제정 이래 FTC는 지속적으로 이를 엄격히 수행하여 왔으며, 2000년 COPPA 규
칙 마련 후 총 28건에 대해 이를 적용했고, 총 1,0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여 사업자
의 개선을 유도하였다. 아울러 SNS, 스마트폰, 위치정보 등 기술의 발전에 따라 COPPA 규칙
을 개정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신기술이 시장에 확대되기 전부터 COPPA의 대응력을 유
지해왔다.
FTC는 2017년 6월 21일에는 ‘사업자를 위한 COPPA 규칙 가이드(COPPA Rule: A SixStep Compliance Plan for Your Business)’를 통해 급변하는 개인정보보호 환경을 반영하
여 부모의 동의를 획득하는 새로운 방법을 추가하였다.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부모
의 동의 확보 방법과 관련하여 지식기반의 질의 인증(Knowledge-based Challenge Questions) 및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사진 아이디(Photo ID)’ 대조 방식을 새롭게 추가하였고
동의 획득 방법은 사업자에 일임하되 동의하는 사람이 아동의 부모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FTC는 자율규제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세이프 하버 프로그램(Safe Harbor Program)을 통해 기업들의 자율규제 노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7개의
기업 자율규제 프로그램을 승인하였다. 법 준수를 위한 6단계 계획(Six-Step Compliance
Plan) 등 기업들의 준법 활동을 지원하였고 각종 FAQ 및 정책 성명서 등을 통해 기업들이 법
준수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정보와 입장을 명확히 제공해 왔다.
한편, 뉴욕주 법무부는 2018년 12월 4일 미국의 최대 통신회사인 AOL(America Online,
Inc.)을 대상으로 미국 COPPA 위반 사안에 대해 49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는데 이는
COPPA 집행 역사상 가장 큰 벌금 부과 사례이다. AOL은 13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
스를 제공하는 수백여 개의 웹사이트에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명시적 동
의 없이 아동의 위치 및 쿠키 정보를 포함하는 방문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AOL은 벌금 외에도 COPPA 준수 프로그램을 만들고 아동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를 파기하기로 하였다.１３６ )
한편, 민주당의 에드 마키(Ed Markey), 공화당의 조쉬 하울리(Josh Hawley) 상원의원은
2019년 5월 12일 COPPA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동 법안에서는 COPPA의 적용 범위를 13
세 미만에서 15세 아동까지 확대하고 13세에서 15세의 아동은 부모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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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３６)		‘A.G. Underwood Announces Record COPPA Settlement With Oath–Formerly AOL–For Violating Children's
Privacy’, NY Attorney General(ag.ny.gov), 201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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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또한, 부모나 아동이 모든 데
이터를 일괄 삭제할 수 있는 ‘삭제 버튼(Eraser Button)’ 생성 의무, 만 13세 미만 아동 대상
으로 타깃 광고 금지 의무, 커넥티드 디바이스 및 완구 제품 패키지의 데이터 처리 안내 의
무 등을 규정하였다.１３７ )

제2절

캐나다는 공공과 민간에 모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을 갖
고 있지 않고, 두 부문에 각각 적용되는 별도의 입법을 제정하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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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수집, 사용, 공개와 관리에 관해

캐나다

규율하는 법으로는 ① 연방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PIPEDA,
Federal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S.C. 2000, ch. 5, 이하 ‘PIPEDA’라 한다), ② 알버
타주의 개인정보보호법(PIPA Alberta, Albert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A. 2003, ch. P-6.5), ③ 브리티시 컬럼
비아주의 개인정보보호법(PIPA BC, British Columbi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B.C. 2003, ch. 63), ④ 퀘벡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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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Quebec Privacy Act, Quebec’s
An act respect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private sector, R.S.Q. ch. P-39.1)이 있다. 공공부문에는 ‘프
라이버시법(Privacy Act)’을 두어 적용하고 있다.
연방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PIPEDA)은 각 주 및 국제적인
정보의 수집, 사용, 공개와 관리에 관해 규율하고 있으며, 각 주 안
에서 상업적인 활동을 하기 위하여 정보를 수집, 사용, 공개, 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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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각 주에 해당 분야를 관장하
는 법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이 우선적으로 적
용되며 PIPEDA 적용은 배제된다. 즉 연방법과 주법 사이에서 특별
법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온타리오의 헬스 프라이버시법, 뉴브
런즈윅주,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에도 이러한 법이 적용되고 있다.

부 록

１３７)		‘New Privacy Bill Would Give Parents an ‘Eraser Button’ and Ban Ads Targeting Children’, The Verge(www.
theverge.com), 201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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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캐나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체계

연방법

공공 분야

프라이버시법
(The Privacy Act)

주법

민간 분야

Alberta

개인정보법, 건강정보법 등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에
관한 법률
(PIPEDA)

New
Foundland

개인정보보호법, 프라이버시법 등

Quebec

민간영역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캐나다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는 연방과 주 차원에서 각각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공
공과 민간을 함께 관장하고 있다. 연방 차원의 감독기구인 연방프라이버시커미셔너(OPC,
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 of Canada)는 1983년에 설립되었으며, 순수하게
주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관할영역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포괄적인 관할권을 가진다. 하
원과 상원에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책을 직접 보고하며, 연방 프라이버시법에 따라 접수된 각
종 민원·신고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및 처리, 관할영역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정부와 의
회에 대한 입법·정책자문, 프라이버시 이슈 연구 및 조사, 캐나다 국민의 프라이버시 인식 제
고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연방프라이버시커미셔너(OPC), 앨버타주 프라이버시커미셔너(OIPC-AB), 브리티
시컬럼비아 프라이버시커미셔너(PIPC-BC)는 공동으로 디지털 시대 동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유의미한 동의 획득을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Obtaining Meaningful
Consent)’을 2018년 5월 발간(2019.4.9. 시행)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유의미한 동의를 위한 7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표
4-3-1]과 같다. 그 밖에 민감성, 합리적 기대 수준, 위해 수준 등의 동의 형식의 적정성을 평
가하기 위한 결정 요소와 아동 대상 동의 획득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１３８ )
2018년 5월 연방프라이버시커미셔너(OPC)는 PIPEDA 제5조 제3항１３９ )에 규정된 개인

１３８)		 ‘Guidelines for Obtaining Meaningful Consent’, OPC(www.priv.gc.ca), 2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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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３９)		PIPEDA 제5조 제3항 조직은 오직 합리적인 사람이 상황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공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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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수집·사용·공개가 가능한 적절한 목적(Appropriate Purpose)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데이터 실행에 대한 지침(Guidance on Inappropriate Data Practices)’을 제시하였으며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하였다.
[표 4-3-1] 유의미한 동의 획득을 위한 7원칙
주요 내용

① 핵심 요소 강조

정보주체의 정보 과부하 방지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동의 획득 시 강조되어야 할 핵심 요소로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공유되는 제3자, 개인정보 수집·이용·공개 목적, 위험 요소
및 관련 결과 등을 제시

② 정보의 상세 수준
제어 수단 제공

정보주체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약문과 상세 내용으로 구성한
계층적 형태의 정보 제공

③ 동의 여부에 대한
명확한 선택 사항 제공

정보주체가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옵트 인(Opt-in),
옵트 아웃(Opt-out) 권리를 적절히 제공

④ 혁신성 및 창조성

적시(Just-in-time) 고지, 대화형 도구, 맞춤형 모바일 인터페이스 등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동의 프로세스를 설계

⑤ 소비자 관점 고려

사용자 경험 및 상호 작용 설계를 중심으로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고 사용자 친화적이며 제품과
서비스 성격 및 고객에 적합한 동의절차 제공 필요

⑥ 동적이고 지속적 절차 마련

정적이고 일시적 동의절차가 아닌 동적인 대화형 동의절차 마련

⑦ 책임성: 적법성 입증에 대비

동의절차가 유효하고 의미 있는 동의임을 기업이 입증 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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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동 지침에서는 목적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관점에서 개인정보의 민감도, 조직의 목적에 부
합하는 정당한 필요성 혹은 선의의 비즈니스 이익의 대표성, 조직의 필요성 충족을 위한 효
과성, 동일 비용 및 유사 이익 달성이 가능하면서 침해가 덜한 수단 및 유사 혜택의 존재 여
부 등을 안내하였다.
또한, 적법하지 않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공개, 인권법에 반하여 불공정하고 비윤리적
이며 차별적인 대우를 유발하는 프로파일링 혹은 분류, 개인에게 심각한 위해를 유발하는 개
인정보의 수집·이용·공개, 개인정보의 공개, 직원 감시 목적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대한 패

제 4 편 해외 동향

스워드의 요구, 개인 디바이스의 오디오 혹은 비디오 기능을 통한 조직의 감시 등을 부적절
한 목적으로 제시하였다.１４０ )

부 록

１４０)		‘Guidance on Inappropriate Data Practice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Subsection 5(3)’, OPC(www.priv.
gc.ca), 2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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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아시아

제1절

일본은 2003년 5월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2005년 4월부터 시행하였다. 이후 개
인정보보호와 신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일본

안이 2015년 9월 공표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으
며, 이후에도 개정법에 근거한 구체적인 법령, 시행규칙, 가이드라
인 등을 발표하며 데이터 보호 관련 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관
련 법령 등을 정비한 결과, 일·EU 간 데이터 보호 수준 격차가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되었으며 2019년 1월 유럽집행위원회의 적정성 결
정(평가)을 최종적으로 승인받았다.１４１ ) 이에 따라 더 이상의 추가조
치 없이도 EU 및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에서 일본으
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EU 내에서 개인정보
를 이전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１４２ )

2019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18년 9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률에 따른 EU 역내 적정성 인정을 통해 이전받은 개인정보의 취급
에 관한 보완 규정’도 공표하였다. 이는 일본과 EU 쌍방의 제도는
매우 유사하지만 몇 가지 관련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려
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을 근거로 EU 역내 적정성 인
정을 통해 이전받은 개인정보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보호를 확보하
기 위한 보완적 규정이며, 개인의 권익을 더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
기 위한 조치이다.
본 규정은 EU 역내 적정성 결정을 통해 이전되는 개인정보를 받
는 개인정보 취급사업자에게 적용되며, 해당 개인정보 취급사업자
는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
고, 본 규정에 따른 권리 및 의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집행 대
상이 된다.

１４１)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EU) 2019/419 of 23 January 2019’,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201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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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４２)		‘Adequacy decisions’, European Commission(https://ec.europa.eu), 201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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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취급사업자가 본 규정의 권리와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는 법원으로부터도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집행
에 관해서는 개인정보 취급사업자가 본 규정에 규정한 하나 이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
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률 제42조에 따라 권고 및 명령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는다. 이
처럼 일본에서는 유럽집행위원회의 적정성 평가 결정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도로
법률적인 규정을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한편, 일본에서는 데이터 및 AI 기술 관련 실무 사례가 축적되지 않고, 계약당사자 사이의
인식 및 이해 차이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바, ‘AI·데이터의 이용에 관한 계약 지침(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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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여 2018년 4월 27일부터 5월 26일 사이에 22건의 의견을 접수하였고, 이 의견을 바
탕으로 2018년 6월 ‘AI·데이터의 이용에 관한 계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１４３ )
가이드라인은 데이터 편과 AI 편 등 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AI 편에서는 ‘Assessment
단계의 비밀유지계약서(표준계약서)’, ‘PoC(Proof of Concept) 단계의 도입검증계약서(표
준계약서)’, ‘개발 단계의 소프트웨어개발계약서(표준계약서)’ 등의 표준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 편의 총론에서는 AI 및 IoT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방대한 데이터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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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처리·분석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환경 변화에 따라 데이터계약의 실무는 물론 이를 규
율하는 가이드라인도 이에 따라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표준적인 모델
이 확립되지 않은 데이터계약에 관하여 유형별로 주요 과제 및 논점을 제시하여 데이터계약
의 합리적 교섭 및 체결을 촉진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하며, 데이터계약의 보급과 데이터의 유
효한 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여기서는 데이터 계약을 ‘데이터 제공형’, ‘데이터 창출형’, ‘데이터 공용형(플랫폼
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고 각 구조, 주요 법적 쟁점, 적절한 계약의 약정 방법 등을

제 4 편 해외 동향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데이터의 처리를 검토할 때, 데이터의 이용촉진과 유
출 및 부정이용의 방지라는 양 측면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계약 실무의
기본방향을 검토할 때에는 국외이전 등과 같은 국제적 동향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 록

１４３)		‘AI·データの利用に関する契約ガイドライン(AI·데이터의 이용에 관한 계약 가이드라인)’, 경제산업성(https://www.
meti.go.jp), 2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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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중국은 전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측면에서 국제적인 흐름에 뒤
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지만 2017년 6월 1일 네트워크 안전
법(中國 網絡安全法, PRC China Cybersecurity Law)이 제정된 이

중국

후 다양한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정하
고 시행하는 등 변화하고 있다.
중국에서 네트워크 안전법이 시행된 후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용이 규범화되었고, 기업의 의무 범위가 ‘데이
터 안전’에서 광범위한 ‘개인 사생활 보호’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었
다고 평가받고 있다.１４４ )
특히 ‘개인정보의 정의’１４５ )와 ‘데이터 현지화’１４６ )는 관심 있게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개인정보의 정의’는 여러 법률에서 찾
아볼 수 있는데, 네트워크 안전법에 제시된 개인정보의 범위가 우리
나라와 유사하다는 것과 ‘데이터 현지화’ 규정에 따라 인터넷 사업
자는 중국 내에서 수집된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를 반드시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상 이유로 해외이전 시 정부의 리스크 평
가와 데이터 주체의 동의를 취득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 전국정보안전표준화기술위원회１４７)는 정보안전기술 개인정보
안전규범１４８)(이하 ‘개인정보안전규범’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2018
년 5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관
련한 통합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산업별, 영역별로 개별 법률, 규정,
가이드를 통해 규율하였는데, 개인정보안전규범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１４４)		 ‘이슈분석 중국 사이버보안법 시행 효과 및 사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１４５)		제76조 5. 개인의 개인정보, 전자 또는 다른 방식으로 기록되는 단독 또는 기타 정보와 결합하여 자연인의 개인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각종 정보를 지칭하는데, 이름, 출생일, 신분증번호, 개인생물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다.
１４６)		제37조 핵심 정보 인프라 사업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운영 중 수집하고 생성된 개인정보와 중요 업무 데이터를 반드시
경내에 저장해야 한다. 업무의 필요에 의해 반드시 해외에서 저장 또는 해외 기관 또는 개인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국가네트워
크정보기관이 국무원의 관련 부처와 함께 제정한 방법에 따라 보안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
을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444

１４７) 全国信息安全标准化技术委员会, China’s National Information Security Standardization Technical Committee, NISSTC
１４８)		信息安全技术 个人信息安全规范, 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y -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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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개인정보안전규범을 기준으로 모든 기업 및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활동을 관리, 감독 및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안전규범은 ‘개인정보 안전의 기본 원
칙’을 정의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4-4-1] 중국의 개인정보안전규범에서 제시한 개인정보 안전의 기본 원칙
구분

상세 내용

권한 및 책임 일치화 원칙 개인정보 처리 활동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에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져야 함
목표 명확 원칙

개인정보 처리 목적은 합법적이고 정당하며 필요하고 명확해야 함

동의 선택 원칙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방식, 범위 등을 정보주체에게 안내하고 동의를 구해야 함

최소화 원칙

개인정보 동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목적 달성 후 삭제해야 함
개인정보의 범위, 목적, 규칙 등을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외부 감독을 수용해야 함

안전 확보 원칙

위험에 부합하는 보안 기능을 보유하고, 개인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을 채택해야 함

주체 참여 원칙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수정, 삭제, 동의 철회, 계정 탈퇴 등의 권리를 보장해야 함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공개 투명 원칙

2018년 11월 30일, 중국 공안부 산하의 공공보안네트워크보안국１４９ )은 ‘인터넷개인정보
보안보호 가이드라인’１５０ )을 발표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안전규범’, ‘정보통신보
안등급 보호기본요구’１５１ )에 기반해 제정되었으며, ① 개인정보 수집자의 관리 메커니즘, ②
기술적 보호조치, ③ 개인정보 처리과정 각 단계별 보호 의무 조치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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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으로는 2018년 8월 31일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
회에서 통과되어 2019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전자상거래법１５２ )이 있는데, 동 법은 소비자
권리보호 등 규정을 명확히 하였고 개인정보 사용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소비
자 개인정보는 사용할 수 없지만 일정한 처리를 진행한 빅데이터는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하였다.１５３ )
이처럼 중국에서는 네트워크 안전법 시행 이후에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

제 4 편 해외 동향

인 등이 지속적으로 제정·시행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가 더욱 더 구체적으로 강화되는 추세
이다. 강화된 정책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１４９) 公安部网络安全保卫局, Cyber Security Protection Bureau

부 록

１５０) 联网个人信息安全保护指引, Internet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Protection Guidelines

１５１) 信
 息安全技术 信息系统安全等级保护基本要求, 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y–Baseline for Classified Protection of Information System Security
１５２) 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

１５３)		 ‘2019년부터 적용되는 중국 전자상거래법 해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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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싱가포르는 2012년에 개인정보보호법(PDPA,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2, 이하 ‘PDPA’라 한다)을 제정한 이후, 2013
년 1월부터 18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4년 7월부터 시행하

싱가포르

였다. 2013년 1월 2일 설립된 싱가포르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PDPC, Personal Data Protection Commission, 이하 ‘PDPC’
라 한다)는 개인 데이터 보호를 촉진·강화하고 기업과 소비자 간 신
뢰의 환경을 조성하여 싱가포르 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
PDPC는 2018년 6월, 서비스 주도의 경제에서 인공지능(AI)이 개
인정보를 처리하는 지능형 시스템으로 구축될 것을 대비하여 책임
성에 기반을 둔 인공지능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인공지
능의 윤리적 이슈, 거버넌스, 소비자 보호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인공지능 거버넌스 계획(AI Governance Initiatives)을 발표
하였다.１５４ ) PDPC가 발표한 인공지능 관련 보고서１５５ )는 인공지능
솔루션의 책임 있는 개발 및 채택을 촉진하고, 잠재적 위험 및 부정
적 영향의 완화에 관한 건전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한편, 2018년 7월경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의료기관인 싱헬스
(SingHealth)에서 대규모 환자 정보가 해킹에 의해 유출된 사건
이 일어났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2015년 5월부터 2018년 7월 사
이 해당 병원을 방문한 환자 150만 명의 이름, 주소, 성별, 인종,
생년월일, NRI(National Registration Identification) 번호 등으
로, 추가로 16만 명의 외래 처방기록도 함께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
고 있다.
PDPC는 2018년 8월 주민등록증(NRIC, National Registration
Identification Card, 이하 ‘NRIC’라 한다) 및 다른 국가적 식별번

１５４)		 ‘해외 개인정보보호 동향 보고서’,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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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５５)		‘인공지능과 개인정보에 대한 토론 보고서(Discussion Paper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Personal Data- fostering
Responsible Development and Adoption of AI)’, PDPC, 2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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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National Identification Number)에 대한 가이드라인１５６ )(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
을 발표하였다. 가이드라인상에서 정의한 싱가포르의 ‘NRIC 번호’는 싱가포르 시민과 싱가
포르 영주권자에게 싱가포르 정부가 부여한 고유한 식별자를 말한다. 해당 정보는 정부와의
거래뿐만 아니라 상업거래에서도 자주 사용되며, 개인의 NRIC 번호는 숫자와 문자의 고유
한 순서로 기재되어 개인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로 인정된다.
이러한 NRIC 번호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이고, 영구적이고 대체 불가
능한 식별자이므로 NRIC 번호의 수집, 사용 및 공개에 관하여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
다. 예컨대, NRIC 번호는 신원도용, 사기와 같은 불법적인 활동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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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다고 가이드라인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여권번호의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할 수는 있으나 NRIC, FIN, 근로허가
번호 및 출생증명서 번호와 유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식별번호이므로, 기업은
여권번호를 수집하는 것을 자제하는 등 NRIC와 비슷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여권번
호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 기업은 여권번호를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수집된 여권번호를 보호
하기 위해 적절한 수준의 보안조치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NRIC 등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률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１５７ ),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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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１５８ ) 및 목적 제한 의무１５９ )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 및 공개 목적을 개
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 만일 개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NRIC를 기업에 제
공하는 경우, 개인이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개인은 개인 데이터
의 수집, 사용 또는 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PDPA의 보호의무１６０ ) 는 기업이 소
유하고 있거나 통제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안장치를 마련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제 4 편 해외 동향
부 록

１５６)		‘Advisory Guidelines on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for NRIC and Other National Identification Numbers’,
PDPC(https://www.pdpc.gov.sg), 2018.8.31.
１５７)		 Sections 13 to 17 of the PDPA
１５８)		 Section 20 of the PDPA
１５９)		 Section 18 of the PDPA
１６０)		 Section 24 of the PD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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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2018년 6월 12일, 개인정보의 개념과 온라인 국가안보
및 관련 기관, 단체, 개인의 책임에 관해 규정하는 베트남 사이버보
안법을 채택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베트남의 사

베트남

이버보안법은 개인정보보호 및 권리 보호의 관점보다는 국가 안보
를 위해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１６１) 베트남 정부는 사이버보안법 제정
이전에도 광범위한 분야에서 인터넷 영역을 통제하고 있었으나 앞
으로는 통제가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표 4-4-2] 베트남 사이버보안법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국가보안 관련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보안 보호

제3장

사이버보안 침해행위의 예방과 처리

제4장

사이버보안 보호 활동

제5장

사이버보안 보호 활동의 보장

제6장

개인, 기관, 단체의 책임

제7장

시행조항

2018년 11월 2일에 발표된 사이버보안법 시행령 초안에 제시된
개인정보 정의를 보면 주요 개인정보 항목에 대해서는 베트남 내에
저장해야 하는 데이터１６２ )로 간주하고 있으며, ‘데이터 현지화’１６３ )
규정에 따라 해외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 현지화와 지
역사무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이용자가 작성한 콘텐츠, 서비스 내에서 이용자와 연결
된 그룹 등 이용자의 온라인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정부가 정한 일정
기간 베트남 내에 보관해야 하며, 정보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
를 제공하도록 한다.

１６１)		Paula Barrett, ‘Vietnam sheds light on impending cybersecurity law', LEXOLORY(https://www.lexology.com),
2018.12.4.
１６２)		시행령 제24조 1. 성명, 생년월일, 출생지, 국적, 직업, 직위, 거주지, 연락처, 성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신분증 번호, 주민등
록번호, 여권번호, 사회보험카드 번호, 신용카드 번호, 건강상태, 의료 기록, 생체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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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６３)		법 제26조 3.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 서비스 사용자의 관계 관련 데이터, 베트남의 서비스 사용자가 생성하는 데이터의 수집,
개발, 분석, 처리활동을 하는 업체로서, 통신망,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베트남의 사이버공간상에서 부가서비스
를 제공하는 국내 및 국외의 업체는 정부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베트남에서 이 데이터를 저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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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사이버보안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동법 시행령 초안에서 일부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통신 서비스, 사이버 공간에서의 데이터 저장 및 공유 서비
스, 베트남 사용자를 위한 국내 또는 국제 도메인(Domain) 사업, 전자상거래, 온라인 결제,
결제 대행, 사이버 공간을 통한 교통수단 연결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및 소셜 미디어, 온라인
게임,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이런 서비스를 수행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
분석하는 경우가 해당한다.１６４) 따라서 인터넷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대부분의 서비스에 사이
버보안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에는 사이버보안법과는 별개로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사이버정보안전법１６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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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사이버보안법은 베트남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공법적 규율이 주된 목적인 데 반해,
사이버정보안전법은 인터넷 정보에 관한 일반법으로, 인터넷상 개인정보 수집, 처리, 이전
과 이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사법적인 규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１６６ )
이처럼 사이버보안법은 기업을 베트남 정부 감독하에 두겠다는 의지로 보이지만, 해당 법
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향후 관련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에
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제 4 편 해외 동향
부 록

１６４)		 ‘[무역관 르포] 베트남 사이버보안법 시행령, 기업 부담 덜어주나’,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2019.2.27.
１６５)		 사이버정보안전법(Law on Network Information Security)
１６６)		 ‘[베트남] 베트남 사이버보안법의 주요 내용’, 법률신문뉴스(https://www.lawtimes.co.kr), 20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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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요약)

01

감사원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감사원법」 등 총 12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감사제보관리부’ 등 총 17만 6,034개 파일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조직 전반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 통제 역량 강화, 정보주체의 권리의식 제고 및 보유 개인정
보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신규 시스템 구축 등 환경변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정이나 매뉴얼 등을 추가 제정·운영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2019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 PC 등에 대한 취약점 분석과 모니터링 활동을 통한 분야별 침해 예방체계의 관리 강화
• 정보시스템 구축 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확립
• 개인정보파일 신규 등록·수정 및 파기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파일 변경사항을 수시 모니
터링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신규 및 전입 직원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과정 편성

4. 소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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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분야

2018년(확정)

2019년(요구)

증감률

합 계

402백만 원

46백만 원

△88.5%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401백만 원

46백만 원

△88.5%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1백만 원

-

△100%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02

방송통신위원회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개인정보 현황) 민원처리 녹취자료 등 총 3만 1,494개 파일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위원회
내부의 개인정보 관리 통제 역량 강화 등

주요 추진계획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온
 라인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 지원을 위한 제도 개발
- 이용자가 주도적으로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 개정
•개
 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강화
- 개인정보 유출 등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수립 결과
제출요구 및 관리
- 개인·위치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부분에 대한 이행 여부 점검
•개
 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발전방향 등 논의 활성화
- 간담회, 토론회, 정책제안 등에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를 통한 정책개발 추진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업
 종별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율규제 활성화
- 통신, 쇼핑, 유료방송 등 주요 업종별 자율규제단체, 사업자 대상 점검 및 컨설팅 등 지원
- 취약분야 신규 서비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확대 추진방안 마련
•개
 인정보보호 인증제도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
- 2018년 마련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통합 고시에 따른 통합 인증 시행
- 통합 인증 시행에 따라 기존 심사원에 대한 전환 교육을 통해 심사원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 추진
•글
 로벌 환경에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체계 마련
- 해외 개인정보 협력센터를 통해 우리 국민의 노출된 개인정보 삭제, 불법유통 게시물 차단 및 관련 기관 간 협력
- 개인정보 유출사고 사전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내외 기업 및 유관기관과 핫라인 운영 강화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제 4 편 해외 동향

• 정보주체 대상별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
- 중소업체, 학생 및 교원 등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 및 사업자 유관 단체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교육 참여율 제고
• 개인정보 실천 생활화를 위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홍보 강화
- 인터넷 환경에서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실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전 국민 대상 ‘2019 인터넷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 실시
-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활동을 공유하고, 사회 각계의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인의 밤’ 행사 개최

4. 소요 예산
2018년(확정)

2019년(요구)

증감률

합 계

6,507백만 원

6,507백만 원

0%

732백만 원

732백만 원

0%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5,002백만 원

5,002백만 원

0%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773백만 원

773백만 원

0%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부 록

사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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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및 「행정규제기본법」 등 총 22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규제건의 및 신산업 규제애로’ 등 총 3개 파일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조직 전반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 통제 역량 강화, 정보주체의 권리의식 제고 및 권리구제 실
효성 확보, 보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체계 점검 및 개선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절차서 점검 및 침해사고 모의훈련 등을 통하여 국무조정실, 소속기관 및 산하기
관 간 대응 절차 점검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정비
-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정 추진
• 산하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지도·점검 실시
- 산하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지도·점검 실시 및 우수 기관에 장관급(국무조정실장) 표창 수여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실태 분석 및 개선
- 개인정보 수집·이용 실태 점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 변경 및 서식 개정
•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도입·보급
- 개인정보 검출 및 암호화 솔루션 신규 도입을 통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홍보 강화
- 전 직원 개인정보보호 사이버교육 이수 독려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수 지침 등을 담은 PC 화면보호기
제작·배포
•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통한 관리역량 제고
- 맞춤형 교육 및 화상회의를 활용한 CPO 교육 등 다양한 개인정보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역량 제고

4. 소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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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분야

2018년(확정)

2019년(요구)
2백만 원

증감률

합 계

36백만 원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34백만 원

-

△100％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2백만 원

2백만 원

△94.4％

0％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04

국가보훈처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총 16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국가유공자 등의 명단’ 등 총 533개 파일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통한 보훈대상자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이해관계자들의 능동적 개
인정보보호 활동 강화 및 변화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대응 및 준수

주요 추진계획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내부지침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정비
- 관련 법·제도 개선에 따른 각종 내부지침·서식·매뉴얼 개정 및 보강으로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고 변경된
정책에 대해서는 부처 게시판에 게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대상의 교육 강화
•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하여 체크리스트 기반의 자가 점검 실시 후, 지도·교육 실시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 매월 ‘개인정보보호의 날’ 실시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삭제,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노출 점검 실시
- 차세대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내 출력 사유 입력, 관리자 결재 및 파기 확인 등 관리 철저
•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제고
- 2019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실태 점검, 산하기관 담당자와의 사전 협력을
통한 공공부문 관리수준 향상 제고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운영 체계 강화
- 본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안체계 향상을 위하여 사업부서와 협업
• 전담조직 구성 및 예산 확보
- 전문인력 충원을 통한 전담조직의 재구성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제고를 위한 예산 확보
• 개인정보 유·노출 공동대응 강화
- 본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접속기록의 정기점검, 홈페이지 및 PC의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를 위한 매월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본부 및 소속기관 사전 대응 강화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제 4 편 해외 동향

• 대국민 인식 제고 및 지속적 홍보
- 소속기관 민원실 내 개인정보보호 홍보물 비치, 포스터 부착 등을 통해 민원업무 처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 안내·홍보
- 각종 보훈행사 진행 시, 대국민 대상의 개인정보보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취약계층(노년층)에 해당하는
보훈대상자를 포함, 일선 보훈복지 업무담당자 등 특별 교육 진행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전문성 확보 및 역량 강화
- 업무담당자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혼선 방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체크리스트 기반의
교육·워크숍 진행
- 본부 및 소속기관의 성과관리 지표 내 담당자 역량 강화 노력에 대한 가산점 부여

4. 소요 예산
2018년(확정)

2019년(요구)

증감률

합 계

447백만 원

401백만 원

△10.3％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446백만 원

400백만 원

△10.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1백만 원

1백만 원

0％

부 록

사업 분야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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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연금법」 등 총 52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국가인재DB’, ‘공직자재산등록’ 및 ‘사이버 국가고시 원서접수 정보’ 등 총 31개 파일 및 청
사 보안관리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270대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보호체계 강화를 통한 개인정보 오·남용 등 침해사고 예방 및 내부역량 강화를 통한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보장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문화 정착
- 개인정보파일 지속 운영 필요성, 수집목적, 보유기간 등 주기적인 검토를 통한 최소수집 원칙 준수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나 일괄 동의 처리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전 절차 검토
• 내부 관련 규정 등 정비
-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의 개정에 따른 내부관리계획 개정 추진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고지 및 동의절차에 대한 절차 검토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취약점 진단 및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진단 및 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지원을 위한 컨설팅 사업 추진
•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따른 체계적 관리
- 개인정보 처리 위탁사업자 관리실태 매월 월간 점검 실시
- 본부·소속, 산하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위탁사업 운영실태 지도 점검 실시(반기 1회)
• 개인정보 일제정비 및 인식 제고
- 업무용 PC 내 개인정보를 일제점검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파기 및 암호화로 침해사고 사전 예방
- 매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개인정보처리실태 자가진단 병행 실시
• 개인정보 유·노출 공동대응 강화
- 개인정보 오·남용 및 외부 유출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한 공동대응
-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하여 운영 중인 개인정보 노출 상시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
• 산하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를 위한 협력 강화
-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점검 실시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보호담당자, 취급자별 개인정보보호 역할에 따른 맞춤형 교육 실시
• 생활 속 실천을 위한 홍보 강화
- 개인정보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포털, 내부 메일 등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4. 소요 예산

458

사업 분야

2018년(확정)

2019년(요구)

증감률
31.5％

합 계

267백만 원

351백만 원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54백만 원

54백만 원

0％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211백만 원

294백만 원

39.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2백만 원

3백만 원

50％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06

법제처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등 총 2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국가법령통합관리스템’ 등 총 29만 3,920개 파일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조직 내 운영 중인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의식 제고, 상시 모니터링과 정기적 점검으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교육과정 확대 및 상시 교육으로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주요 추진계획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개인정보 수집 이해 및 자발적 동의권 행사 기반 마련
- 정보주체자가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사항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수집 목적, 동의 사항·절차 등
관련 사항을 시각화하여 제공
- 개인정보파일별 수집 항목 및 동의 사항 등 운영현황의 정기 점검을 통하여 정보주체자가 능동적으로 동의
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기반 조성
-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관리·운영 실태 및 관련 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 현황 정기 점검
- 개인정보보호 및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각종 지침 현행화 등 정비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대한 처리 현황·실태, 재위탁 여부, 안전성 확보 조치 여부 등 관리·감독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문화 정착
- 개인정보파일별 개인정보 최소한 수집을 위한 현황 및 동의절차를 검토하여 결과 반영
• 개인정보 유·노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 관련 기관과의 협업, 자체 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및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기기에 대한 취약점, 각종 설정 등 정기적 점검 및 점검 결과
에 따른 후속 조치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제 4 편 해외 동향

•개
 인정보보호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보보호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정보보호 홍보자료 등 정보를 법제처 사이트를 통
해 홍보하여 대국민의 인식 제고
•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 확대 및 상시 교육으로 역량 강화
-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는 모든 정보보호 관련 교육과정의 활용과 자체 정기 특강을 통한 전 직원
대상 교육 실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워크숍 참여로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 국내외 개인정보 동향을 공유하여 개
인정보책임자의 역량 강화
- 행정안전부 주관 담당자별, 분야별 전문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개인정보처리자 및 관리자의 업
무역량 강화

4. 소요 예산
2018년(확정)

2019년(요구)

증감률

합 계

305백만 원

264백만 원

△13.4％

-

△100％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2백만 원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302백만 원

261백만 원

△13.6％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1백만 원

3백만 원

200％

부 록

사업 분야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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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등 총 17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의약품제조판매 품목허가,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 개인정보파일 110개, 영상정보처리기기 71
대 운영·관리
• (추진목표)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입각하여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고, 개인정보주체의 권리와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기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수집실태 점검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내실화
- 기관에서 운영 중인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수집실태를 점검(분석)하여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보장된 정보주
체의 권리 침해여부 점검 및 개선
•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 확립을 위한 소관법령이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서식의 단계적* 점검(정비) 실시
-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수집항목 등에 대한 점검(정비), 각종 감
시지침 등 개인정보 수집서식의 점검(정비)으로 개인정보보호 침해요인 제거
* 식품(＇19) → 의약품(＇20) → 의료기기(＇21)
• 개인정보보호 업무처리 절차(체계) 정비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내부 규정 개정
- 최신법령 및 고시 등의 개정사항 반영, 개인정보보호 업무처리에 따른 미흡 사항 개정 등 현행화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 확대
-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한 개인정보 불법게시 및 개인정보 유출차단 시스템 기능 확대
(물리적 탐지 → 클라우드 환경으로 확대)
• 개인정보처리가 수반되는 민원처리 목적의 웹사이트 취약점 진단 점검을 통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 취약점 진단 25개 항목에 대하여 진단 및 개선 추진
• 개인정보 처리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 일제점검
- 각 부분별(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로 개인정보 보유현황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보유 최소화, 보유목적 달성 및 보유기간 경과에 따른 파기 등 점검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개인정보보호 의식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직장교육, 월례조회를 통한 교육 또는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는 부서회의 등을 통해 수시 교육
-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집합교육 참여 유도
• 업무담당자(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교육 상시 운영
- 사이버교육과정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 나라배움터(http://mfds.nhi.go.kr)에 식약처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교육과정 운영
• 개인정보보호 인식 확산을 위한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 내실화
- PC 자가점검을 통한 필요 없는 개인정보 삭제 및 중요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를 위한 일제점검

4. 소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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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분야

2018년(확정)

2019년(요구)

증감률

합 계

59백만 원

90백만 원

52.5％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59백만 원

90백만 원

52.5％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

-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08

공정거래위원회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기본법」 등 총 14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DB’ 등 총 10개 파일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위원회 및 산하기관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개인정보 유출 여부 지속 모
니터링 실시

주요 추진계획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한 방안 시행에 따른 각 부서의 개인정보 수집 실태 점검 및 이행 권고
• 개인정보 침해신고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성
- 사이버안전센터 관제요원과 협력하여 주요 대민서비스에서 개인정보 노출 및 유출 여부 모니터링
• 개인정보처리자의 역량 강화
- 개인정보처리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산하기관 소관 개인정보 처리현황 파악 및 관리실태 점검, 용역사업자 개인정보 취급 관련 교육 등을 통한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 원활한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 확보
- 개인정보보호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예산 요구
• 개인정보 모니터링 강화 및 침해사고 대응 모의훈련 실시
- 침해사고 대비를 위한 침해대응 절차서 교육 및 모의훈련 실시
- 24시간 운영 중인 사이버안전센터의 관제 범위를 개인정보 유·노출 모니터링까지 확대
• 개인정보접속기록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분실되지 않도록 접속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하고 관
리상태 점검
• 개인정보파일 점검
- 업무용 PC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내 개인정보파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과다보유 또는 불필요한 개인정
보파일 정비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제 4 편 해외 동향

•인
 식 제고 및 홍보 강화
- 대표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처리방침 지속 업데이트
- 개인정보처리 관련 대민서비스에 처리방침 및 개인정보보호 유관기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 개인정보보호 관리역량 제고를 위한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담당자 교육과정 개발·운영
- CPO(기획조정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세미나 등 참여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기술 습득을 위한 전문교육 참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 대상 교육 실시

사업 분야

2018년(확정)

2019년(요구)

증감률

합 계

105백만 원

75백만 원

△28.5%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104백만 원

74백만 원

△28.8%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1백만 원

1백만 원

0％

부 록

4. 소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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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률) 「신용정보법」 등 총 43개 법률
• (개인정보 현황) ‘인허가관리’ 등 총 9개 파일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빅데이터 분석·이용근거 마련 등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 여건을 조성하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체계 개선 및 자율점검 활성화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체계 내실화 추진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빅데이터 분석·이용근거 마련 등 신용정보법령 개정
• 정보주체의 능동적인 정보 관리·활용을 위한 본인신용정보 관리업 도입
• 알고하는 동의를 위한 동의제도 실질화·합리화
• 설명요구·이의제기권 도입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 개인(신용)정보보호 제도 관련 법령개정수요 논의 및 검토
•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의 비식별 조치 기법 컨설팅 수행 및 교육 실시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
- 신용정보원 등에 집적된 정보를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
• 금융회사 상시감독 내실화
-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를 도입
•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실적 점검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
•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육성

4. 소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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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분야

2018년(확정)

2019년(요구)

증감률

합 계

43백만 원

22백만 원

△48.8％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41백만 원

20백만 원

△51.2％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2백만 원

2백만 원

0％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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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
한 법」 등 총 6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위원장과의 대화’ 등 총 25개 파일 279만 건 보유·관리
• (추진목표) 위원회 직원의 보안의식 강화로 개인정보 안전성 제고 및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로 각종 보안위협
요소에 대해 선제적 예방 조치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개인정보보호 처리실태 점검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시스템(intra.privacy.go.kr)상 등록파일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 점검
- 내부관리계획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업무 개선 여부 검토
• 내부지침 및 개인정보보호 규정 정비
- 암호키 관리 지침 제정
- 최근 법령, 지침의 변경사항과 인사이동을 반영하여 규정정비
- 클라우드 서버, IP 기반 CCTV에 저장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지침 작성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시스템 강화
- 용역업체 작업환경의 가상화 기반을 마련, 프로그램 개발과 데이터 추출 등의 위탁 용역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자료유출 방지 및 보안통제 강화
- PC에 저장되는 파일의 개인정보 검출 기능 강화를 위한 보안SW 교체
• 개인정보보호 예산 증액 추진
- 개인정보 침해 예방 및 체계적 보호활동을 위한 예산 확보 추진
• 개인정보 유·노출 여부 모니터링 지속 실시
- 홈페이지(총 5개) 대상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및 고유식별정보) 유·노출 여부 실시간 모니터링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제 4 편 해외 동향

•대
 상별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통한 역량 제고
-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취급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지속, 반복적으로 실시
• 내부 인트라넷에 개인정보 관련 정보 제공 및 주요 현안 공유
- 「개인정보 보호법」 개요, 주요 위반 사항별 대응 요령 등 제공

4. 소요 예산
사업 분야

2018년(확정)

2019년(요구)

증감률
0％

16백만 원

16백만 원

-

-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15백만 원

15백만 원

0％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1백만 원

1백만 원

0％

부 록

합 계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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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원자력안전법」 등 총 7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옴부즈만 신고접수’ 등 총 2개 파일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시 지적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기관 개인정보보호 강화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개인정보보호 기준 마련, 보급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문화 정착 추진
• 법·제도 개선 연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허용범위 제한 및 접근권한 조정·부여 절차의 구체적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보
호 내부관리계획’보완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입, 사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라이센스 갱신
•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실태 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
-＇18년도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평가지표 등을 참고하여 위원회 및 수탁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실태 점검 및 모니터링
• 개인정보보호협의회 운영
- ‘개인정보보호협의회’의 지속 운영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활동 지속 점검·관리
• 업무처리시스템, 홈페이지 인증서 갱신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 홈페이지 개인정보 현황점검 및 정보통신망으로 소통되는 민감정보 점검 등
• 보안USB 구매, 방화벽 등 보안장비 구매, 교체 및 임차료 등
- 방화벽 시스템 정기점검 및 내용연수 초과 노후 방화벽 교체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 직원 교육
- 개인정보 보호책임관·담당관·대상자 대상 전문교육의 지속적 실시 및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4. 소요 예산
사업 분야
합 계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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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확정)

2019년(요구)

15백만 원

14백만 원

-

-

증감률
△6.7％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14백만 원

13백만 원

△7.1％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1백만 원

1백만 원

0％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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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국세기본법」, 「국고금관리법」등 총 56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수급대상자 정보’ 등 총 51개 파일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IT 환경 및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다양한 변화에 따른 관리 강화와 체계적인 개인정보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획득·유지하여 대국민 신뢰도 제고

주요 추진계획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개인정보보호 지침, 매뉴얼 정비
-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 개정사항과 기존 지침·매뉴얼의 미흡사항 등 반영하여 지침·매뉴얼 제·개정
• 개인정보 수집 서식 정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서식 전수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여부, 수집 동의 방법의 적절성 등
을 검토 및 개선
• 전담인력 충원
- 개인정보파일 증가(＇17년 32개, 약 7,000만→＇18년 51개, 약 1억 800만)에 따라 전담인력 충원의 필요
성을 관련 부서에 요청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 자체 실태 점검 TF를 구성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업체 및 산하기관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개인정보보
호 실태 점검 실시
• 개인정보 영향평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고도화, 연계 변경, 신규 개인정보파일 생성 등에 따라 영향평가 필요성 검토 후 개
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 개인정보 유·노출 모니터링
- 재정경제부문 사이버안전센터를 통해 유관기관의 홈페이지에 대한 상시 개인정보보호 유·노출 모니터링
을 일일 단위로 실시
• 개인정보보호협의회 운영
- 재정경제부문 유관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간 협의회 운영(연 1회 이상)을 통해 활동 및 사고 사례 공유
등의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유지

제 4 편 해외 동향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대
 상별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육
-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와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법령, 보안기술, 신규 해킹기술 등 주제
별 교육 실시
• 개인정보보호 교육 동영상 및 홍보물 제작
- 전 직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자체 개인정보보호 교육 동영상 및 홍보물 제작

4. 소요 예산

합 계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2018년
2,694백만 원
-

2019년
2,916백만 원
-

증감률

부 록

사업 분야

8.2％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2,688백만 원

2,880백만 원

7.1％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6백만 원

36백만 원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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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고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총 255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정책고객서비스 고객명단’ 등 1만 2,000여 개 교육기관에서 총 11만 3,010개 파일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및 인식 제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각급 학교 개인정보 동의제도 실효성 제고
- 각급 학교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 수정 보급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체계 개선
- 교육기관에서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부 개인정보 포털에 신고·접수 창구
마련 운영
• 개인정보 유·노출기관 사후 관리·감독 강화
- 개인정보 유·노출 기관의 경우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의무화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교육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지표 개선
- 개인정보보호법 및 제3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방향에 맞추어 교육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 반영
• 인증제도간 유사항목 상호인정 추진
-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과 항목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진단 항목 간 유사항목에 대해 대학의 중복부
담 해소 추진
• 교육기관 소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개선
- 각급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정
•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현장점검단 운영
- 교육청, 대학 등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로 현장점검단을 구성하고 교육현장 지원
• 교육기관 개인정보 노출 예방점검 강화
-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약 3만 3,000개)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
•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실시
- 기관별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자율 진단하고, 미흡 사항 조치 지원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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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학생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 초중등학생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등 인식 제고 실시
• 학부모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자료, 홍보자료 등을 지속 지원
•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선도요원 양성
-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선도요원 양성
• 교육기관 대상 정보보호 교육센터 운영
- 교육부 정보보호 교육센터(4개)를 통해 교육기관 개인정보 담당자와 교직원 대상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
• 교육기관 정보보호 분야 영재교육생 양성
- 교육부 지정 정보보호영재교육원을 운영(4개)하여 정보보호에 관심 있는 중·고등학생 학생들을 조기 발
굴·양성
•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포털 운영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 교육기관의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집, 매뉴얼, 교육교재 등 서비스
•교
 육기관 대상 직무별 맞춤형 교육 실시
- 개인정보보호 신규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 담당자 등 직무별 맞춤형 교육

4. 소요 예산
사업 분야

2018년(확정)

2019년(요구)

증감률

합 계

2,551백만 원

1,798백만 원

△29.5％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1,355백만 원

506백만 원

△62.7％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1,196백만 원

1,292백만 원

8.0％

-

-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제 4 편 해외 동향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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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과학기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등 총 67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우편물 접수 및 배달’ 등 총 81개 파일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개인정보보호의 기반이 되는 정보보호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소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
계 및 관리·감독 강화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공공분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 강화
- 본부 및 소속기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자가진단 수행확인 및 후속조치 추진
• 사이버침해 위협 및 취약점 분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주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취약점 및 개인정보 노출 점검 실시
• 차등 프라이버시 보호 및 바이오 인증 기술 개발
-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정보 분석·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차등 프라이버시 보호기술 및 복제불가
형 바이오 인증 기술개발 등 개인정보 보호기술 개발 확대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개인정보 현장점검 강화
-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KISA·KISTI·국보연 등 전문인력의 점검지원
을 통해 내실화
• 빅데이터 기반의 미래 지향적 보안관제 구축
- 빅데이터 기반의 보안관제솔루션(SIEM) 등 보안솔루션 도입으로 사이버위협 대응역랑 강화 및 보안관점의
우정IT 정보자원 관리를 통한 국내외 새로운 사이버위협 조기 대응 추진
• 정보보안 국제협력 거버넌스 확대
- 신뢰 기반의 정보보안 글로벌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권역별 글로벌 사이버보안협력네트워크(CAMP) 회원
확대 및 회원 간 협력 강화 추진
• 우정사업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 취득·유지
- 개인정보의 안전한 수집 및 처리 체계 유지를 위한 인증(PIMS) 유지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개인정보분야 장관표창 확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 실시(’19년 말)
• 기업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
- 현장 중심형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 지원
• 우정사업 정보보안 전문가 육성
- 개인정보 유출, 랜섬웨어 등 사이버위협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우정사업 정보보안 전문가 양성 추진
• 우편·금융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활동 전개
- 업무미숙 또는 부주의한 업무처리로 개인정보 오·남용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직원 교
육 및 취약내용 점검

4. 소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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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분야

2018년(확정)

2019년(요구)

증감률

합 계

1,001백만 원

1,031백만 원

3.0％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991백만 원

1,021백만 원

3.0％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10백만 원

10백만 원

0％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15

외교부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여권법」 및 「재외국민등록법」 등 총 4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여권발급신청파일’ 등 총 30개 파일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활동 강화, 보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를 통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주요 추진계획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개인정보 침해신고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개선
- 개인정보 처리업무 담당자 대상 개인정보 침해·유출사고 대응 매뉴얼 교육
- 개인정보 침해·유출사고 대응 모의훈련
•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산하기관 포함)에 대한 현장 방문 점검 확대를 통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강화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문화 정착
-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서식 검토 절차 제도화
•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체계 마련
- 재외공관을 통해 재외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지속 홍보
-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 동향 파악 전파
• 개인정보 유·노출 공동대응 강화
- 외교사이버안전센터를 통해 개인정보 유·노출 상시 점검
- 전 직원 대상 사이버위기 대응훈련 실시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실태 점검
- 개인정보파일 관리 실태 점검
• 개인정보보호 관계기관 및 단체간 협력 강화
- 산하기관 및 타기관 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자 간 교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업무역량 강화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제 4 편 해외 동향

•사
 이버교육과정 확대
- 외교부 실정에 맞는 교육자료 제작 배포 및 온라인 과정 확대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담당자 필수교육과정 운영
- 산하기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 지시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워크숍 참석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교육 참석
- 부내 직원 역량 강화 교육과정에 개인정보보호 교육 포함

4. 소요 예산
2018년(확정)

2019년(요구)

증감률

합 계

473백만 원

625백만 원

32.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469백만 원

621백만 원

32.4%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4백만 원

4백만 원

0％

부 록

사업 분야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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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 등 총 14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정책고객 개인정보 등 총 15개 파일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개인정보보호법 이행점검, 분야별 교육을 통한 개인정보 생애주기별 전사적인 개인정보보호 및 관
리체계 구축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지침 개정
- 개인정보보호 지침,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 대응지침 등
•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 개인정보파일 주기적인 현행화 및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상 등록 관리
• 개인정보 클린데이 운영 방법 개선
- 월별 행정포털 팝업창 게시 및 월별 테마 점검 등 자가진단 실시
• 「개인정보 보호법」 이행 점검 및 컨설팅 실시
- 전사적인 개인정보보호 이행점검 실시 및 개선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탈북민 개인정보보호 강화
- 하나센터 인터넷망 보안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 하나센터 네트워크를 「통일 사이버안전센터」 관제 범위에 포함
• 개인정보 처리 관제 시스템 운영
- 개인정보 대량조회, 동시간대 복수 단말기 접속, 접속단말IP 변경, 업무시간 이외 사용 관제
• 부내 PC 내 개인정보 자동 암호화 정책 강화
• 개인정보 유·노출 여부 모니터링 지속 실시
- 홈페이지(총 37개) 대상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및 고유식별정보) 유·노출 여부 실시간 모니터링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교육 확대
- 개인정보 관련 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처리자로 분류하여 교육 실시
- 용역·위탁 업체 직원 상·하반기 교육 실시
- 통일부업무 관계자(통일교육원 강사, 북한이탈주민 거주자 보호담당자 등) 대상 교육 실시
• 부내 포털 내 개인정보보호 게시판 운영
- 실무에서 적용 가능하고 사례 위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게재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 개인정보보호 교육 산하 및 유관기관 지원
- 산하·유관 기관 개인정보취급자·처리자 등 연 1회 의무 교육 실시
• 다양한 개인정보 교육방법 모색
-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맞춤형 교육자료 작성·활용
- 통일부 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생활화를 위해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동향자료를 부내 게시판에 수시 게재
-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 시 개인정보보호 활동 등의 상시 문의할 수 있는 Help-Desk 운영

4. 소요 예산
사업 분야
합 계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470

2018년(확정)

2019년(요구)

증감률

973백만 원

1,910백만 원

96.3％

-

-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953백만 원

1,860백만 원

95.2％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20백만 원

50백만 원

150.0％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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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및 「가사소송법」 등 총 356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감찰대상자 정보’ 등 총 67억 5,709만 7,286개 파일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를 통한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
른 개인정보 수집·처리 기술 분석 및 대응

주요 추진계획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연 2회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 및 기술적 조치사항 점검
• 개인정보 처리 환경 변화를 반영한 소관 법령·서식 및 절차 등 개정
- 각종 법령·서식에 포함되어 있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 최소화
-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 침해사고 및 재해·재난 대응 절차 등 개정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협의체 운영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부내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처리시
스템의 안전성 확보조치 방안 등 논의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 자가진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에 대한 자가진단 후 취약점 개선 추진
(3개 분야 19개 지표 81개 항목)
• 법무정보시스템 보안점검 강화
-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및 보안 장비·솔루션을 대상으로 취약점, 보안정책 등을
점검한 후 조치 이행 여부 확인
•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 관리체계 구축 5단계 사업 추진
- 전 소속기관의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
- 내부정보유출방지 솔루션(DLP) 등을 고도화하여 개인정보보호 강화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제 4 편 해외 동향

•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법무연수원과 협업하여 개인정보 대상별(책임자·담당자·취급자) 최신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담당자 전문역량 강화
- 본부 및 소속기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연 2회)
• 법무부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소식지 제작 및 배포
-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관련 일간 뉴스레터(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대상) 및 월간 소식지(전 직원 대상)를 제
작하여 내부 전자메일을 통하여 배포

4. 소요 예산
2018년(확정)

2019년(요구)

합 계

11,467백만 원

13,617백만 원

18.7％

740백만 원

521백만 원

△29.6％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10,722백만 원

13,091백만 원

22.1％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5백만 원

5백만 원

0％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증감률

부 록

사업 분야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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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군인사법」 및 「군인연금법」 등 총 12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군무원채용시험 지원자’ 등 총 17개 파일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 통제 역량 강화, 업무체계 확립 및 보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조직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의 제고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 확립
- 개인정보 수집 기준에 따라 필요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지 전면 검토를 추진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 시 법령 개선 추진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발전 방향 등 논의 활성화
- 국방부 및 각 군 토의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제도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부 및 각 군 간 개인정
보보호 업무체계 확립
•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활용한 분야의 보호 기준 마련
- 영상정보, 바이오 정보 등의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활용 및 글로벌 기준 준수를 위한 국방부 법령 검토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개인정보 유·노출 대응 강화
- 개인정보 통합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업무용 PC 내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파악하고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유·노출
상시 모니터링
•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가 제도 개발
- 국방부 및 각 군 보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파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실태 현장점검 확대 추진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필수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 개발
- 국방부 및 소속기관 신규 및 전입직원 대상 필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부서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교육
대상별 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여 장려
• 개인정보 실천 생활화를 위한 홍보 강화
-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물 게재

4. 소요 예산

472

사업 분야

2018년(확정)

2019년(요구)

증감률
0％

합 계

1,395백만 원

1,395백만 원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1,394백만 원

1,394백만 원

0％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1백만 원

1백만 원

0％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19

행정안전부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및 「주민등록법」 등 총 32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주민등록번호’ 등 총 1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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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정
 보주체의 권리 강화 정책 추진
-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통한 본인확인 내역 조회 확대
- 불필요한 웹사이트 회원탈퇴 처리 기간 단축(90일→60일) 등 지원 강화
- 개인정보 처리내역 통지 기관을 일정 규모의 이상의 공공기관·사업자로 확대
- 동의서의 고지사항은 주요 내용은 명확히 고지토록 개선
•개
 인정보 침해신고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
- 분야별 개인정보 침해사고 사례 공유 및 사건 동향 공유
-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 역량 강화를 통한 챗봇 등 원스톱 상담 서비스 강화
-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의 기능을 교육·홍보 중심에서 현장지원 위주로 확대
- 빅데이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비식별 조치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
• 개인정보 관련법 간 정합성 개선 및 발전방향 수립
- 법률 간 적용 관계를 명확화하기 위한 해설서 제작을 통해 명확히 안내
-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를 구성된 포럼 등을 통해 개선방안 연구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제 4 편 해외 동향

•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 제고
- 민간 협회·단체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체계 구축·운영
- 대규모 개인정보취급자를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하는 등 저변 확대
•개
 인정보보호 인증제도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
- 개인정보 취인증 취득 기관은 실태 점검 시, 취득 시 제출한 자료로 대체
- 법·제도 변경, 개인정보 처리환경 등을 반영하여 인증기준 개선 및 강화
- 개인정보보호 인증과 정보보호 인증 등 유사 인증제도의 통합관리
- APEC CBPRs 등 국제 인증체계와 연계하여 인증체계 개선 추진
•개
 인정보 국제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 해외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동향 분석 및 공유
-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를 통한 기업지원 강화
- Asia Privacy Bridge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아시아 국가 협력 강화
- 개인정보 국외이전 개정안 마련을 통해 글로벌 환경에 대응
•개
 인정보 유·노출 공동대응 체계 강화
- 취약 분야 및 대량의 개인정보 보유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352개소)
- 비정형 개인정보에 대한 실태 점검 기준 및 방안 마련

•대
 국민 교육·홍보를 통한 인식 제고
- 주부, 노년층 등 취약계층 대상 교육 강화 및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 홍보
- 개인정보보호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신고 포상제도 활성화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에 사이버교육과정 개설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부 록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473

- 전문강사 선발기준 강화 및 개인정보 전문분야별 교육과정 개설·운영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당자 필수 교육과정 개발·운영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대상 워크숍 정례화
- 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자 대상 순회 교육, 전문교육 운영
- 교육, 의료, 금융 등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교육과정 운영

4. 소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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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분야

2018년(확정)

2019년(요구)

증감률

합 계

9,549백만 원

13,686백만 원

43.3％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5,217백만 원

7,509백만 원

43.9％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4,273백만 원

6,118백만 원

43.2％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59백만 원

59백만 원

0%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20

문화체육관광부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국제문화교류진흥법」 및 「문화기본법」 등 총 62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e-브리핑회원’ 등 총 130개 파일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자체실태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신뢰도 제고, 민간단체에 대한 자율규제단체 지정 지원과 자가점검 지원을 통해
대국민 개인정보보호 협력활동 전개

주요 추진계획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빅데이터의 안전한 분석·활용 환경 조성
- 빅데이터 문화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지원
•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 확립을 위한 전체 법령 점검 추진
- 점검대상: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확대추진
- 점검대상: 본부, 소속(1·2차), 공공기관 등 72개 기관
- 점검방법: 서면점검(72개) → 현장 점검 및 컨설팅(20개 내외)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 자율규제 단체·기구별 개인정보보호 시행 절차 및 규정 마련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행정안전부 협력)
- 민간단체 및 국고보조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활동 지원
•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유지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지원을 통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지원
- 공공 문화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비식별 조치 지원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문화 정착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개인정보파일 전수조사,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전수조사
• 개인정보 유·노출 공동대응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유·노출 점검시스템 운영
• 개인정보보호 관계기관 및 단체 간 협력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협의회 운영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제 4 편 해외 동향

•대
 국민 인식 제고 및 홍보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민간단체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 상시 개설 및 운영
- 개인정보보호 담당 분야별 맞춤형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담당자 필수교육과정 개발·운영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상 교육(연 1회),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대상 교육(연 2회)

4. 소요 예산
2018년(확정)

2019년(요구)

증감률

합 계

291백만 원

299백만 원

2.7％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179백만 원

187백만 원

4.5％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107백만 원

107백만 원

0%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5백만 원

5백만 원

0%

부 록

사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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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농림축산식품부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등 총 71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농업경영체등록사업현황’ 등 총 300개 파일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와 데이터 활용의 조화를 위한 정보보호 활동 강화, 빅데이터 활용 확산에
따른 보호역할 수행, 개인정보보호 내용 및 관련 제도의 이해를 통한 보호역량 제고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데이터 설계부터 활용까지 개인정보 유·노출 점검
- 농림축산식품 정보시스템 개발 시, 설계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최적화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지침·예규 등 자료 제공 및 안내
•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시스템(intra.privacy.go.kr)상 등록파일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 점검
•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 및 개정 여부 검토
- 내부관리계획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계획 및 업무 개선여부 검토
•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확대 추진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자체 점검 실시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 사후심사 추진
- 160만 농업경영체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의 지속적 개인정
보 보호업무 수행 여부 심사·인증 추진
•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및 기술지원
- 인력 및 예산·기술 등 제반 여건이 열악한 소속·산하기관 대상으로 컨설팅 및 기술지원 실시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문화 정착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업무담당자 회의를 통해 수집 필요성 및 보유 목적 등 재검토
• 농림축산식품분야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제고를 위한 협력 강화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평가결과 분석 및 취약점 보완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홍보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 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인식 제고 캠페인 및 관련 이슈 공유 추진
• 수준별·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통한 관리역량 제고
- 기능별·맞춤형 온·오프라인 교육을 활용한 책임자 교육 등 다양한 개인정보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역량 제고
•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 지원 및 평가반영
-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교육 지원 및 기관별 정보화 역량평가 시 개인정보보호 교육실적 반영

4. 소요 예산
사업 분야
합 계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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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확정)
80백만 원
-

2019년(요구)

증감률

105백만 원

31.3％

-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21백만 원

46백만 원

119.0％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59백만 원

59백만 원

0％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22

산업통상자원부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총 85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광업권자’ 등 총 59만 373개 파일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개인
정보의 안전성 확보,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능력 제고

주요 추진계획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 권리 및 자기결정권 행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규정’ 일
제점검 및 정비 추진
- 41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규정’에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 등의 요구에 대한 처리절차 정비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개별법 정비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법령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부합여부를 조사,
개선방안 도출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 산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 획득·유지 추진
- (인증 획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기술평가원, 강원랜드, 가스공사, 로봇산업진흥원, 한국전력기
술 등 6개 기관
- (유지 추진) 한국수력원자력, 남부발전, 서부발전, 남동발전, 중부발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6개 기관
• 산하 공공기관 비식별 조치 가이드 제정 및 비식별화 조치
-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3개 기관
• 개인정보파일 일제점검 추진
- 소속(16개) 및 산하 공공기관(41개)에서 보유 중인 개인정보파일 현행화* 등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 과다보유, 기간경과 및 불필요한 파일 파기, 신규파일 등록 등
• 산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실시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제 4 편 해외 동향

• 개인정보보호 홍보 강화
- 내부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주요 현안 업무포털 및 부내 게시판 등을 통해 공지
-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스티커 제작 및 배포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취급자 등 교육 실시
- 일반직원, 개인정보취급자, 외부 개인정보 관리시스템 수탁업체 직원 등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실시
- 산업통상자원부 특수법인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4. 소요 예산
2018년(확정)

2019년(요구)

증감률

합 계

68백만 원

104백만 원

52.9％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64백만 원

100백만 원

56.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4백만 원

4백만 원

0％

부 록

사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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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의료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총 97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면허(자격)등록대장’ 등 총 146개 파일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조직 전반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 통제 역량 및 개인정보 유·노출 예방활동 강화, 보유 개인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부합하도록 규정 현행화
-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건복지 분야의 기존 개인정보 관련 지침 및 매뉴얼
제·개정
• 보건복지 분야 개인정보 통합관제 관제기준 개선
- 관제 대상기관, 관제대상 정보 확대 및 개인정보 처리업무패턴 변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특성을 반영한 관
제기준 변경 및 개선
•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정책·기술 지원체계 강화
- 고유식별정보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실태 점검 수행
• 보건복지 분야 비식별 전문기관 지원 강화
- 보건복지 분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소속·산하 10개 기관 실태 점검 실시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
- 통합 정보보호 인증제도(ISMS-P) 신규 취득 지원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 취득 후 사후관
리 추진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를 통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지원
- 보건복지 분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기술 조사·연구 및 가이드 배포
• 보건복지 분야 개인정보 적정 수집·파기 실태 점검
-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저장·파기 등 관리 현황 점검 및 미흡 사항 개선 조치 시행
• 개인정보 유·노출 공동대응 강화
- 개인정보 오·남용 모니터링 비실시기관(12개) 중 우선순위가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모
니터링 대상 확대
•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부서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
- 보건복지 분야 현안을 논의하고 상호협력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으로 ‘보건복지 개인정보보호 지
원시스템’ 운영 및 활성화
• 조직 전반의 개인정보 관리·통제체계 강화
- 본부·소속기관·산하기관 모든 기관(37개)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현황조사’ 실시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지원체계 마련
- 의약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전문기관 역할을 위한 자율점검 지원, 점검항목 개정, 현장 컨설팅 등 실시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478

• 대국민 대상 개인정보보호 홍보 강화
- 소속·산하기관별 대국민 개인정보보호 홍보 자체 계획 수립 추진 및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아이디어 공
모, 대국민 생활밀착형 홍보 실시
• 보건복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담당자 워크숍 및 교육 실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워크숍 개최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취급자 맞춤형 교육 실시
• 보건복지 분야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 보건복지 분야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및 개인정보관리사,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전문인
력 등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4. 소요 예산
사업 분야

2018년(확정)

2019년(요구)

합 계

3,685백만 원

5,545백만 원

50.5％

257백만 원

188백만 원

△26.8％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3,385백만 원

5,343백만 원

57.8％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43백만 원

14백만 원

△67.4％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증감률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제 4 편 해외 동향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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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분쟁조정법」 등 총 70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 회원정보’ 등 총 9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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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생활화
- 적정 개인정보 보유 여부를 검토하고 개인정보파일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삭제 유도
-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개선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업무망과 인터넷망이 분리되지 않은 소속기관 망 분리 추진
•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 소속·산하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 개선 및 개선방안 마련
• 개인정보 유·노출 여부 모니터링 지속 실시
- 홈페이지 대상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및 고유식별정보) 유·노출 여부 실시간 모니터링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개인정보보호 알림 메일 발송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유출사례, 개인정보 동향 등을 포함한 알림메일을 발송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이해와 역량 강화
• 개인정보 담당 역할별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전 직원, 용역업체 직원 등 개인정보 업무 역할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 개인정보보호협의회 운영
-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 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자와 협의회를 개최하여 정보 교류 및 업무역량 향상

4. 소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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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분야

2018년(확정)

2019년(요구)

증감률
0％

합 계

176백만 원

176백만 원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164백만 원

164백만 원

0％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12백만 원

12백만 원

0%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25

고용노동부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등 총 41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과태료부과정보’ 등 총 1억 4,756만 5,345개 파일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및 유·노출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사이버안전센터의 개인정
보관리 기능 강화,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

주요 추진계획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 매년 실시하는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실태 점검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여부 집중 체크 등
•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확대 추진
-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점검을 통해 기관별 개인정보 처리실태 미비점 개선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개인정보보호 조직·예산 등 관리체계 강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중 다량 다운로드 등 특이사항 점검 실시(연 2회)
• 개인정보 유·노출 공동대응 강화
- 사이버안전센터에서 소속·산하기관 홈페이지 279개 사이트 상시 모니터링
- 모든 업무용 PC의 개인정보 상시 암호화로 유출 원천 차단
- 운영지침 개정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 마련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정보주체 대상별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
- 소속·산하기관의 CPO 대상 워크숍 개최(연 1∼2회)
- 본부 주관으로 소속기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소속기관이 산하기관 및 수탁기관 대상으로
전파교육 실시(연 1회 이상)
- 개인정보취급자에게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절차서 교육
- 본부 주관으로 수탁기관 현장교육 실시
- 7·9급 신규 임용자 교육, 8·9급 직원 행정기초과정 교육 등에 개인정보보호 내용을 반영하여 실시(수시)
- 공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 등 전파

4. 소요 예산
2018년(확정)

2019년(요구)

증감률
△25.5%

합 계

939백만원

700백만원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938백만 원

699백만 원

△25.5%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1백만 원

1백만 원

0%

제 4 편 해외 동향

사업 분야

부 록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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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양성평등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 등 총 24개 법률
• (개인정보 현황) ‘여성인재 DB’ 등 총 18개 파일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조직 전반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 통제 역량 강화, 정보주체의 권리의식 제고 및 권리구제 실
효성 확보, 보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개인정보유출 피해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개선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5개 산하기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참여하는 개인정보보호
실무협의회 운영
• 개인정보보호 지침 및 업무처리절차 재정비
- 개인정보 유·노출 및 침해사고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내부지침 등
개정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체계 고도화
- 빅데이터 기반 침해사고 탐지 모니터링솔루션 도입을 통해 랜섬웨어 감염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탐지·대응 체계 구축
- 주기적으로 전 직원 업무망 PC 개인정보 포함 파일 암호화 점검 및 인터넷 PC 업무자료 삭제조치 실시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문화 정착
-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서식 및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 정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제·개정이 있는지 지속적
으로 관리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개인정보보호 전문역량 강화 및 대상별 교육 실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관계 기관이 주최하는 워크숍, 콘퍼런스 등 전문교육에 참석(연 1회), 담당자는
인정보보호 교육 이수(연간 10시간)
- 신규·전입자, 개인정보취급자 등 대상자별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육 및 홍보 실시
• 개인정보보호 홍보활동 추진
- 유럽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 발효 등 최근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이슈 동향을 업무포털에 게시하여
직원 개인정보보호 관심 제고
- 기억하기 쉬운 개인정보보호 구호 및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실천 수칙을 내부 업무
털 등에 게재

4. 소요 예산

482

사업 분야

2018년(확정)

2019년(요구)

증감률

합 계

77백만 원

148백만 원

92.2％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55백만 원

60백만 원

9.1％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22백만 원

88백만 원

300.0%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

-

개
교

전
포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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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주택법」 및 「자동차관리법」 등 총 50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건축물대장 관리정보’ 등 총 150개 파일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제3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이행하여, 다양하고 내실 있는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안심사회 구현에 기여

주요 추진계획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개인정보 수집·제공 시 동의서 작성 관련 내부 기준 정비
- 본부·소속·산하기관에 배포하여 가이드 제공 및 관리·감독 실시
•국
 토교통 분야(본부·소속·산하·주요 협회)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대상 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 및 이행점검
실시(2월~12월)
- 국토교통 분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101개를 선정하여 점검 실시
•국
 토교통 CISO협의회(정보보호책임관·개인정보 보호책임관 참석)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정책 공유 및 개선 방향 논의(연 1회)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 점검 안내서를 작성·배포하여 기관 자체 상시 점검 유도 및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
인 역할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등에 따른 내부 규정 정비
-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관리계획 등 내부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각종 매뉴얼을 신속히 개정·배포하여 개
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정립
• 소관법령에 대하여 개인정보 최소 수집을 지속 추진
- 실태 점검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중단 및 파기를 권고
• 개인정보 유·노출 여부 모니터링 지속 실시
-본
 부·소속·산하기관 약 340개 홈페이지에 대하여 노출 모니터링 점검주기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 강화
•국
 토교통분야(본부·소속·산하기관) 대상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신속한 처리 처리 및 피해구제를 위해 ‘개인정
보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을 운영하여 관리체계 구축 및 절차 제시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제 4 편 해외 동향

• 대국민 인식 제고 및 홍보 강화
- 내부 인트라넷 인트로 페이지 및 업무공지 등에 홍보·교육자료 게시
• 사이버 교육과정 자체 추진
- 국토교통부(소속 및 산하기관 포함)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이버 교육을 자체 제작하여
제공(10개 과정)
• 수준별·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통한 관리역량 제고
- 본부·소속·산하·주요 협회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교육(연 1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워크숍 참석
(연 1회), 전 직원 대상 교육 실시(연 1회 이상)

4. 소요 예산
2018년(확정)

2019년(요구)

증감률

합 계

4,774백만 원

2,172백만 원

△54.5％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4,772백만 원

2,170백만 원

△54.5％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2백만 원

2백만 원

0％

부 록

사업 분야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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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해양수산발전기본법」 등 총 110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어선정보’ 등 총 384개 파일(421만 9,000명)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점검 및 기관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관리체계 강화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개인정보보호 지침 및 내부관리계획 등 자체규정 정비 및 현행화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지침, 내부관리계획, 침해사고 대응절차서,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절차
서 등 개정 추진
- 주민등록번호 기재 각종 규정(서식)에 대한 현황 파악 후 정비
• 해양수산분야 개인정보처리 관리실태 점검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항목 기준으로 본부, 소속·산하기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점검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및 관리현황 실태 점검
- 개인정보 업무담당자, 취급자 등 대상별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컨설팅
•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및 등록
-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개인정보파일 목록 현행화 등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안전한 활용기반 마련
※ 과다보유 및 불필요한 파일 파기, 신규파일 등록 등 현행화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업무의 상호 협조체계 강화
- 사이버안전센터와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상시 모니터링
※ 인터넷 노출 개인정보 모니터링,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 모의해킹 훈련 등
• 개인정보 유·노출 여부 모니터링 지속 실시
- 본부, 소속·산하기관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276개) 취약점 점검
- 사이버안전센터에서 해양수산분야 정보통신망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당자 등 대상별 교육 시행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전 직원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관련자 등의 개인정보보호 업무역량 강화
- 본부에서 전문강사 지원을 통한 소속·산하기관 순회교육 실시(요청 시)
•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홍보 강화
- 개인정보보호 관련 콘텐츠를 내부포털(알림판)에 게시하여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리플릿, 절차
서 등 월 1회 게시)
- 매월 ‘개인정보보호의 날’ 주간을 운영하여 PC 내 개인정보파일 점검 관리(매월 셋째 주(월~금))
- 개인정보보호 실적을 기관(부서) 성과평가(BSC)에 반영(교육참석률 등)

4. 소요 예산

484

사업 분야

2018년(확정)

2019년(요구)

증감률

합 계

674백만 원

1,172백만 원

73.9％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664백만 원

1,162백만 원

75.0％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10백만 원

10백만 원

0%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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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중소기업 기본법」 등 총 22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중소기업 옴부즈만 홈페이지 회원신청자 정보’ 등 총 72개 파일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개인정보보호 활동 고도화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정보주체 신뢰도 제고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확대 추진
-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를 관리기관까지 포함하여 조사 실시
• 개인정보처리자와의 인식 제고 및 법·제도 논의 활성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위탁기관 담당자 및 수탁기관 담당자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활동을 전개
하고 해당 법·제도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워크숍 등) 마련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문화 정착
- 개인정보 수집·이용 최소화를 위한 내부검토를 실시하고 개선방안 마련
-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절차에 내부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
• 인력 및 예산의 적정기준 개발 및 확보 유도
-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활동 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원 및 예산 산정 및 확보방
안 마련
• 중소 및 영세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및 기술 지원
-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및 기술지원 사업을 검토하여 추진
(예산 확보 필요)
• 개인정보 유·노출 공동대응 강화
-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 간 개인정보 유·노출 공동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대응반을 구성하고 정보공
유 및 안전조치 협력관계 구축
• 개인정보보호 관계기관 및 단체 간 협력 강화
- 개인정보보호 관계기관인 KISA 등과 개인정보 제도 및 교육 등에 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운영
•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제고를 위한 협력 강화
- 산하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감사 및 자가진단 활성화 유도를 통해 관리수준 제고 추진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제 4 편 해외 동향

•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 상시 개설 및 운영
- 오프라인 교육 외에 온라인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자체 개설뿐만 아니고 타 기관에서 개설되는 교육과정도 상시 안내하는 시스템 마련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전문성 확보기준 제시 및 교육과정 운영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전문성 확보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전문교육과정 개설 또는 외부 전문교육 수강
토록 추진

4. 소요 예산
2018년(확정)

2019년(요구)

증감률

합 계

420백만 원

548백만 원

30.5％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10백만 원

6백만 원

△40.0％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390백만 원

530백만 원

35.9％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20백만 원

12백만 원

△40.0％

부 록

사업 분야

485

30

국세청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등 총 19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등 총 21개 파일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국세청 조직 전반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 통제 역량 강화, 정보주체의 권리의식 제고 및 권리
구제 실효성 확보, 보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빅데이터 분석환경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체계 마련
- 빅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체계 마련
•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정보시스템 도입 시 부서 간 협의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지원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이용하는 조직문화 정착
- 불필요하게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기조치 및 직원교육 강화
•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관련 내부규정 정비
- 국세청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정비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기술·서비스 환경 변화에 따른 동의방법 다양화 및 실질화
- 홈택스 등 정보시스템 이용약관 및 회원가입에 따른 동의절차 간소화 표준화 추진
• 개인정보 침해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개선
- 개인정보 유·노출 등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 마련
• 정보보호 전담조직 정규화
- 한시적으로 구성 운영 중인 정보보호팀을 ‘정보보호과’로 정규화 노력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반 기술 개발 및 보급
-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개인정보 유출 징후 실시간 탐지 스마트 보안시스템 도입
- 급변하는 해킹기술에 대비 보안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
• 개인정보 유·노출 공동대응 강화
- 국세청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한 취약점 사전점검 실시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눈높이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홍보
- 세무대리인 사업자단체 등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홍보
• 홈페이지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 등 국세청의 대민서비스 포털사이트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최신 홍보물 게시
• 대상별 맞춤형 교육 운영
- 2019년 개인정보보호 교육 시행계획 수립하여 맞춤형 교육 실시
•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 강화
- 온라인 평가(연 2회) 실시하여 관서장 직무성과 평가에 반영

4. 소요 예산

486

사업 분야

2018년(확정)

2019년(요구)

증감률

합 계

6,974백만 원

2,705백만 원

△61.2％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6,974백만 원

2,705백만 원

△61.2％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

-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31

관세청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관세법, 관세사법 등 4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수출입신고서, 관세사 관리, 체납자 관리, 보세판매장 판매내역 등 총 15개 파일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체계개선, 관리 강화, 인식개선 등 종합적 개인정보보호 정책 시행, 24시간·365일 안전한 관세행
정서비스 제공

주요 추진계획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실질적이고 자발적인 동의권 행사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도입된 개인정보의 수집·제공 동의 제도가 적절히 수행되도록 개인정보
수집항목 최소화, 동의서 간소화 등 추진
• 개인정보 침해 대응 관련 업무 프로세스 개선
- 해킹 등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시도 또는 사고발생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적극 조치함으로써 침해사
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대응절차 개선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 및 개선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및 미비점에
대한 개선 조치 이행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지침 개정
-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 시 관련 업무절차 개정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 ′19년 보안관리실태(개인정보·정보보안) 지도 점검
- 소속기관의 개인정보파일 관리, CCTV 영상정보 관리 등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
하여 미흡 사항 개선토록 지도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문화 정착
- 법령·고시 등에서 수집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현황을 점검하여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생년
월일로 대체하거나 삭제 조치
• 개인정보 유·노출 공동대응 강화
- 대국민 공개 웹사이트에 대한 보안설정 오류 등 취약점 점검 및 전문기관에 의한 모의해킹 실시로 사이버
위협 적극 대응
• 개인정보 유출 위협 사전대응 개인정보통합관제시스템 운영
- 관세행정 업무수행 중 취급되는 각종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선제적 보호조치
• 빅데이터의 안전한 분석·활용을 위한 안전조치
- 통계작성이나 교육자료로 사용되는 개인정보는 비식별 조치하여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

제 4 편 해외 동향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 상시 개설 및 운영
-개
 인정보보호 업무의 체계적인 수행과 담당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의 다양한 교육과
정에 개인정보보호 과목을 추가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 개인정보보호 업무 가이드북 개정
- 개인정보의 유·노출 방지 및 담당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업무가이드 제공

사업 분야

2018년(확정)

2019년(요구)

합 계

125백만 원

604백만 원

부 록

4. 소요 예산
증감률
383.2%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120백만 원

599백만 원

399.2％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5백만 원

5백만 원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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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국가계약법」 등 총 2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조달업체등록정보’ 등 총 126만 9,152개 파일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조직 전반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변화에 따른 영향평가 실시 및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을 통해 보
유한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대국민 신뢰도 제고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동의절차 정비
- 법령에 근거한 필수항목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수집하는 선택항목을 구분, 수집항목 검토 후 동의절차 간소화
• 나라장터 개인정보 영향평가
- 나라장터의 전면개편 계획에 따라 나라장터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의 이행 실태 점검
• 업무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정비
• 소속기관 감사 및 지도 방문
- 사용자 PC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보관 여부 및 CCTV 관리현황 등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보안 감사를
상반기에 수행
• 개인정보 위탁 관리·감독 강화
- 정보화 위탁사업에 대하여 개인정보 업무 위탁 계약서 징구
•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운영 및 노후 장비 교체
• 개인정보보호 역량 및 조직 강화
-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지속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전문직위로 운영
• 개인정보보호 예산 확보
• 개인정보보호의 날 지정·운영
- 사이버보안진단의 날과 연계하여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개인 PC에 보관된 개인정보를
정비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담당자 역량 강화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가 전문교육 등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
• 개인정보취급자 교육체계 확립
- 온라인교육을 통한 상시 교육체계 구축 및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개인정보보호 교육 시행

4. 소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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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분야

2018년(확정)

2019년(요구)

증감률

합 계

189백만 원

403백만 원

113.2%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135백만 원

신규편성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187백만 원

266백만 원

42.2%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2백만 원

2백만 원

0%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33

통계청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통계법」 및 「통계법 시행령」 등 총 2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통계정보사이트 회원명부’ 등 총 10개 파일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통계작성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혼용 망 사용 사무소에 대한 망 분리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및 실천문화 조성

주요 추진계획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 확립을 위한 전체 법령 점검 추진
- 통계작성에 사용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관련 규정 마련
-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및 절차서 개정
• 빅데이터의 안전한 분석·활용 환경 조성
- 통계 빅데이터센터 운영으로 비식별화 조치된 공공 및 민간 빅데이터를 연계·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 제공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 인력 및 예산의 적정기준 개발 및 확보 유도
-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지방청 망 분리 구축 예산 확보
- 통계작성 과정상 사용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예산 확보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자 회의를 정례화하여 개인정보 수집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수집 및 보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수집 제외 추진
• 개인정보 유·노출 공동대응 강화
- 사이버안전센터 및 보안관제를 통해 개인정보 유·노출 상시 모니터링 수행
- 소속기관 내·외부망 분리 등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기반 마련
- 개인정보 보유 DB 암호화 및 개인정보 전송 시 암호화 추진
• 개인정보보호 관계기관 및 단체 간 협력 강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부서 등과 분야별 현안을 논의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제 4 편 해외 동향

•대
 국민 인식 제고 및 홍보 강화
- 개인정보 인식 제고 퀴즈 이벤트 추진 및 인트라넷을 이용한 홍보 실시
•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 상시 개설 및 운영
- 통계교육원 교육과정에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과목을 운영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및 취급자 대상 교육 실시
- 지방청 등 소속기관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 및 동영상 제공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및 관련 교육과정 이수
- 행정안전부 주관 전문교육 및 민간기관 교육이수 적극 지원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및 취급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수강 독려
• 채용 자격 및 승진심사 등에 개인정보보호 분야 추가
- 사회조사분석사 시험과목에 ‘조사윤리와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하여 2020년 1월 시행 준비

4. 소요 예산
2018년(확정)

2019년(요구)

증감률

합 계

80백만 원

480백만 원

500.0%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80백만 원

480백만 원

500.0%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

-

부 록

사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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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검찰청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형사소송법」 등 총 6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검찰 블로그 기자단 명단’ 등 총 81개 개인정보파일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정책 수립 총괄, 기획·홍보, 교육, 실태 점검 등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을 위해 4급 이상
의 전담책임자(팀장) 및 전담직원 인력 확대 추진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내부지침 및 서식정비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재해·재난 대비 위기대응 매뉴얼 개정
• 개인정보보호 실태 조사 전문화
- 개인정보 보호전문가에 의한 실태 점검 실시
ㆍ대검찰청은 개인정보보호 전담 직원 2명이 매년 전국 66개 검찰청,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수탁업체 대상
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 실시
ㆍ행정안전부 수준진단 대비 및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 강화와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외부 전
문가 집단의 컨설팅을 통해 실태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관리수준에 대한 신뢰성 확보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 증원
- 최근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건 등 개인정보보호 업무 강화 추세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총괄, 정책 수립, 교
육, 홍보, 실태 점검, 현장점검, 시스템 운영 등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을 위해 4급 이상의 책임
자 및 전담 직원 인력 확대 추진
• 분야별 침해예방 체계 내실화 및 관리 강화
- 인터넷망 망 분리 사업 확대에 따른 PC 개인정보보호시스템 확대
ㆍ전국 청 암호화율 모니터링 및 연 1회 이상 파일 암호화 실시
ㆍ파일 암호화를 통해 자료유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전 방지
-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업무망 및 인터넷망 물리적 네트워크 망 분리사업 4개 검찰청
확대하여 66개 검찰청 중 35개 검찰청 완료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개인정보보호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이해하고,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홍보물 제작 및
전국 청 배포
• 대상자별 맞춤형 전문교육 실시,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 전국 검찰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당자는 행정안전부 주관 CPO 워크숍,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 적극 이수
- 정보보안 콘퍼런스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및 보안 솔루션 도입, 활용사례
를 검찰 업무에 적용 검토

4. 소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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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분야

2018년(확정)

2019년(요구)

증감률

합 계

472백만 원

81백만 원

△82.8％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472백만 원

81백만 원

△82.8％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

-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35

병무청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병역법」 및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등 총 2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병역판정검사 수검자파일’ 등 총 470개 파일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조직 전반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 통제 역량 강화, 보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대
국민 신뢰도 제고

주요 추진계획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문화 정착
- 지도점검을 통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수록 파일 관리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 개인정보 포함 자료 추출 요구 시 필요항목의 구체적 명시 요청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에 관한 근거법령 지속적 검토
•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 파악 강화
- 병무행정 수행 시 연계된 기관 및 시스템 간 자료유통체계 심층 파악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수탁 범위 및 내용 재정립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 개개인정보 유·노출 공동대응 강화
- 24시간 365일 사이버안전센터를 통한 정보보호 위협요인 감시
- 본청의 관리적·기술적 지원을 바탕으로 소속기관 자체 점검 강화
• 시스템 구축·변경 시 적용할 정보보호 표준체계 정립
- 시스템의 구축·변경 시 반영해야 할 제도 및 기술적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는 체계 정립
※ 영향평가 실시 대상여부, 접근통제 및 제한권한의 관리, 접속로그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대책, 암호화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측면 등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제 4 편 해외 동향

• 개인정보보호 인식 확산 및 홍보 강화
- 개인정보 책임자, 담당자, 취급자별 차별화된 교육 실시
- 소속기관 개인정보 교육 효율성 증대를 위한 담당자의 전문교육과정 2회 이상 이수 의무화
- 분기별 자가진단을 통한 개인정보 역량파악 및 결과분석을 통한 취약부분 집중교육 실시
- 교육자료 및 지식공유를 위한 상시 소통 창구 마련
•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역량 강화
- 병무연수원의 개인정보보호 전문과정 교육횟수 증설
- 소속기관별 전문강사의 외부 전문교육 3회 이상 이수 의무화
- 우수 전문강사 인센티브 부여방안 검토
•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 개설
- 병무행정 수행과 관련한 유관기관 및 수탁자 교육용 콘텐츠 마련
- 수탁 업무수행 시 관련 교육의 수강 필수 관리

사업 분야

2018년(확정)

2019년(요구)

증감률

합 계

45백만 원

246백만 원

446.7%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44백만 원

245백만 원

456.8%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1백만 원

1백만 원

0％

부 록

4. 소요 예산

491

36

방위사업청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소관법령 없음
• (개인정보 현황) ‘국방전자조달체계’ 등 총 5개 파일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자율적 개인정보보호 실천문화 정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기술
적 보호조치 강화 추진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제도 개선
- 개인정보 수집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수집되는 개인정보 등을 파악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환경 개선
• 개인정보 침해신고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개선
-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한 침해대응 체계 구축 및 침해대응 모의훈련 시행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생활화
- 개인정보 업무용 PC 점검 솔루션을 활용 업무용 PC 내 과보유자 대상 현장 실사 진행
• 개인정보 유·노출 대응 강화
- 홈페이지 대상 취약점 점검 및 개인정보 유·노출 여부 모니터링 강화
•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제고
- 법·제도 이행사항 점검 및 취약 분야에 안전조치 및 청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제고
• 개인정보보호 소속기관 협력 강화
- 출연기관 개인정보 실무자 간 제도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 의견 수렴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개인정보보호 중요성 홍보
- 방위사업청 포털과 청사 출입구의 전광판에 개인정보보호 강조 문구 게시
• 인터넷 웹사이트 개인정보 청소
- 행정안전부 ‘e-privacy’를 통해 개인이 가입한 웹사이트를 검색하여 불필요한 사이트의 회원탈퇴 유도
• 개인정보보호 교육
-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필수이수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과정 체계화 추진

4. 소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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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분야

2018년(확정)

2019년(요구)

증감률

합 계

58백만 원

58백만 원

0%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57백만 원

57백만 원

0%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1백만 원

1백만 원

0%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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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경찰법」 등 총 54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운전면허정보’ 등 총 5,214개 파일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 통제 역량 강화
▶ 정보주체의 권리의식 제고 및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식 개선
-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처리 등 처리절차 준수 여부 확인
•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지침 등 규정 정비
-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고시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정보처리 절차과정에서 개선여론 등을 반영하여
개정 추진
• 신규 도입 시스템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제 실시
- 새로이 도입되는 시스템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권침해 요인의 사전 제거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 개인정보 위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관리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확인
•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 지방청 및 직속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 개인정보 유·노출 여부 모니터링 실시
- 경찰청 소관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함으로써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및 고유식별정보) 유·노출 차단
• 개인정보 유출·침해 대응 훈련
- 유출상황을 가정한 절차숙달 훈련으로 개인정보책임자 및 담당자의 위기 대응역량 강화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제 4 편 해외 동향

•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통한 개인정보 관리역량 제고
- 개인정보 책임자·취급자별 업무특성에 맞는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직원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을 「개인정보 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월별 점검테마를 선정하여 주제에 따라
관서별 자체 점검 실시
• 전국 경찰관서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워크숍 실시
- 업무개선을 위한 지식을 공유하고 담당자 간 의견교환을 통한 협업 수준 향상

4. 소요 예산
2018년(확정)

2019년(요구)

증감률
81.7％

합 계

4,793백만 원

8,709백만 원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4,736백만 원

8,652백만 원

82.7％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57백만 원

57백만 원

0%

부 록

사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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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소방청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총 14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119 구급활동수혜자 정보’ 등 총 5,518만 285개 파일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및 개인정보처리 방침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조치를 위한 규정
및 지침 정비 및 개정,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를 통한 전 직원 인식 제고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및 개인정보처리 방침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조치를 위한 규정 및 지침
정비 및 개정
-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적 개인정보 침해기법 기술의 발달에 따른 지침 및 법률의 변화를 반영한 개인정보
관련 지침 정비 및 개정
• 개인정보보호 분야 충분한 예산 및 인원 확보 노력
- 노후 장비에 대한 예방적 교체 추진을 통해 노후 장비의 예측 불가능한 장애 상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예방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 사이버교육 및 집체교육 등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담당자 및 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 교육 실시
- 개인정보 교육 동영상 및 팝업창 게시 등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로 조직 내 개인정보보호 분위기 확산
•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를 통한 전 직원 인식 제고

2. 개인정보보호 통제시스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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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페이지(3개) 및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및 고유식별정보) 유·노출 여부 실시간 모니터링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수준별·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통한 관리역량 제고
- 기능별·맞춤형 교육 및 화상회의를 활용한 CPO 교육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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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를 활용

4. 소요 예산

494

사업 분야

2018년(확정)

합 계

4백만 원

2019년(요구)
36백만 원

800.0%

증감률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30백만 원

신규편성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4백만 원

6백만 원

50.0%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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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문화재보호법」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총 8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문화재지킴이 회원정보’ 등 총 13만 6,135개 파일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조직 전반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통제 역량 강화 및 보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주요 추진계획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개인정보보호 시행 정책·제도 개선
-개
 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목적 외 이용·제공 절차,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가이드 등 규정·가이드 개선 및 고도화
• 개인정보수집 관련 법령 점검·개선
-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관련 법령·서식 일제점검
- 개인정보 관련 법령 일제점검 결과 보고 및 개선권고 등 후속조치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 자율적 개인정보보호 지원체계 확립
- 소속기관별 개인정보보호 환경을 반영한 개인정보 자율규제 매뉴얼 마련
• 개인정보 유·노출 점검체계 강화
- 본청·소속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일제점검·현행화
- 정기적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
• 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 네트워크·시스템 보안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지능형 위협 대응 솔루션 등 도입예산 확충
- 개인정보처리 수탁업체 대상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위한 교육 및 관리·감독 강화
- 개인정보 관리수준 자가진단 및 취약점 개선
• 관계기관 공동 협력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과 개인정보 침해사고 공동대응
- 문화재 유관기관 개인정보보호 담당 전문교육 참여 유도
•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현황 점검·개선
-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수집 동의절차에 대한 일제점검 실시
-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항목 제거 등 시스템 개선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제 4 편 해외 동향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담당자 역량 강화
- 개인정보책임자(CPO) 관리자 교육 참석(연 1회 이상)
- 「개인정보 보호법」 의무사항과 개인정보 담당자·취급자 준수사항 등 개인정보보호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
참여(연 2회 이상)
- 전 직원 개인정보보호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 참여(연 1회 이상)
• 개인정보보호 홍보 강화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정처분 사례, 노출방지 유의사항 등 안내 및 홍보를 통한 경각심 고취
- 개인정보보호 관련 강의자료, 동영상 게시 등

4. 소요 예산
2018년(확정)

2019년(요구)

증감률

합 계

87백만 원

101백만 원

16.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86백만 원

100백만 원

16.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1백만 원

1백만 원

0％

부 록

사업 분야

495

40

농촌진흥청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농촌진흥법」 등 총 7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회원정보’ 등 총 22개 파일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조직 전반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취급자 및 전 직원의 관리역량 강화, 보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통제 기반 강화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본청 및 소속·산하기관 개인정보담당자 협의회 구성·운영
- 농촌진흥청 개인정보관리체계 논의 및 개선사항 발굴
- 법·제도적 문제점 도출 및 발전방향 모색
•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검토 및 개선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에 따른 내부규정 개선
- 개인정보보호 활동 절차 정비 및 관련 서식·내용 현행화
•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체계 구축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 전체 정보시스템 대상 개인정보 검색 및 삭제를 통한 유·노출 방지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여부 점검·개선
- 개인정보 수집 필요성·수집항목·보유목적 재검토
-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동의·수집 서식 및 관련 규정 일제정비
• 해외파견 등 글로벌 환경 지원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
- 현지 업무용 사무기기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점검 및 조치
• 개인정보보호 전문 컨설팅 추진
- 개인정보보호 전문 컨설팅 업체를 통한 정확한 진단 및 개선안 도출
- 미흡분야 개선방안 마련·조치 및 전사적 대응계획 수립 시행
• 지역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협력 강화
- 개인정보보호협의회 등 주기적 교류를 통한 상생협력 추진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개인정보보호 홍보 강화
- 농업인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홍보전단 배포 및 상담창구 운영
•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 이수 의무화
- 필수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 개설·이수를 통한 전 직원의 전문성 제고
•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육 확대
- 개인정보취급자를 포함한 분야별·대상별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4. 소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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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분야

2018년(확정)

2019년(요구)

증감률

합 계

223백만 원

488백만 원

118.8％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186백만 원

436백만 원

134.4％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37백만 원

52백만 원

40.5％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

-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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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산림기본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등 총 22개
• (개인정보 현황) 대국민 포털 회원정보 및 숲사랑지도원 정보 등 총 25개 파일 보유·관리
• (추진목표) 조직 전반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선제적·자율적 보호활동 활성화 및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강화,
개인정보 역량 강화와 교육 확대, 안전성 확보를 통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주요 추진계획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실질화
- 대국민 포털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게시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내용 안내 및 산림사업 현장
업무용 모바일시스템 관리 강화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등 정비
-관련 법령 및 환경변화에 부합하도록 내부규정 정비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수집항목을 일괄
정비하여 개선 추진
•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확대
-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 실시 및 전 직원 PC 개인정보 보유현황 일제정비,
외부 용역업체 관리 강화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 및 예산 확보
- 소속기관 전담인력 소요정원 확보 및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내부시스템
구축, 망 분리사업 등 예산확보 추진
• 개인영상정보 보호·관리체계 강화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실태 조사 확대 및 CCTV(IP 카메라) 인증제품 안전성 확인제품 도입 등
개인영상정보 보호·관리 강화
• 개인정보 유·노출 대응 강화
- 홈페이지 정보노출 점검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이력 모니터링, 개인정보 업무위탁 관리계획 수립·배포
- 산림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및 개인정보 유출 위기대응 모의훈련으로 침해사고 대응체계 강화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제 4 편 해외 동향

•개
 인정보보호 홍보 강화로 능동적 보호문화 정착
- 개인정보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의 날 내실 있는 운영, 개인정보 암호화 프로그램 실행 등 내부 홍보방안을
발굴·운영하여 인식 제고
• 대상자별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 대상별 맞춤형 교육계획 수립 및 CPO 워크숍 등 관리자의 교육 참여 확대, 담당자 워크숍·심화과정 교육
편성·운영으로 전문역량 강화
• 개인정보보호 교육 확대 운영
- 소속기관 방문 순회교육 및 취약기관 찾아가는 개인정보보호 교육, 신임실무자 교육과목 편성·운영 등
교육환경 확대 제공

4. 소요 예산
2018년(확정)

2019년(요구)

합 계

62백만 원

102백만 원

증감률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20백만 원

20백만 원

0%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2백만 원

42백만 원

2,000.0%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40백만 원

40백만 원

0%

부 록

사업 분야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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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등 총 30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출원인 정보, 발명자 정보 및 등록권리자 정보 등 개인정보파일 18개,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79대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정보주체의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사전차단, 불필요한 개인정보처리 관행 개선, 자율
적 개인정보보호 체계 확립,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특허청 내부지침 개정
-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령 간
정합성 확보
•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확대
-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 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 및 이용실태 점검 및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점검 등 점검 실시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인력 및 예산의 적정수준 확보
-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 확충, 개인정보보호 관리시스템 도입예산 요구
• 유관기관 개인정보 컨설팅 및 기술지원
- 산하기관의 취약항목 현장 계도 및 유관기관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 개인정보 유·노출 대응 강화
- 개인정보 노출점검 및 홈페이지 웹 취약점을 점검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DB)에 대한 개인정보점검시
스템 구축
• 개인정보 관리수준 제고를 위한 협력 강화
- 산하기관 개인정보보호 운영·실무협의회 개최, 산하기관 합동 침해사고 모의훈련 실시 및 산하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실시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인식 제고 및 홍보 강화
- 유관기관에 대하여 개정된 내부지침 또는 가이드라인 배포,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필수교육과정 운영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취급자·일반직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실시, 산하기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
대한 교육 실시

4. 소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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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분야

2018년(확정)

2019년(요구)

증감률

합 계

804백만 원

704백만 원

△12.4％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780백만 원

680백만 원

△12.8％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24백만 원

24백만 원

0%

-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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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기상법」 및 「기상관측표준화법」 등 4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기상민원회원정보’ 등 총 35개 파일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유·노출 등 개인정보 침해 예방체계 내실화를 통해
안전한 기상·기후서비스 제공

주요 추진계획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실질적·자발적 동의권 행사 세부기준 마련
- 기상업무 특성 반영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작성 세부기준 마련
• 정보주체의 권리 실질적 보장 지원 활성
- 최근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요청 증가에 따른 신속한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 원스톱 관리 지원 시스템
운영(개인정보 내부 감시·관리시스템과 연계)
• 개인정보보호 제도 변화에 따른 내부규정 현행화
- 법 등 관련 규정 개정 등 환경 변화 시 내부규정을 즉시 현행화·정비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지원 강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접속기록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 개인정보 오·남용 내부 감시·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유·노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개인정보 침해사고 사전 예방
• 개인정보 유·노출 대응 강화
-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모의훈련 실시(사이버위기대응 모의훈련과 연계)
•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향상 추진
- 관리수준 진단지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한 이용 및 관리’의 진단항목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에 대한 점검 및 이행’ 관리수준 향상을 위해 통합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시스템 구축·운영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부서의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자 대상 전문교육(행안부·KISA 운영) 연 1회
이상 이수 의무화

제 4 편 해외 동향

4. 소요 예산
사업 분야

2018년(확정)

2019년(요구)

합 계

228백만 원

647백만 원

증감률
183.8%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18백만 원

319백만 원

1,672.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207백만 원

323백만 원

56.0％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3백만 원

5백만 원

66.7%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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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조세특례법」의 1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주택분양확인대장’ 등 총 2만 4,984개 파일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안전하고 투명한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현 위한 개인정보처리 지침 정비 및 직원들의 정보주체의
권리의식 제고 및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 위한 교육 확대로 개인정보보호 역량 극대화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문화 정착
-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보유 필요성 및 안전성 확보조치 등 점검 및 개선
•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 개인정보파일의 암호화 및 파기 여부 점검 등 지속적 관리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
- 위탁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점검을 위하여 위·수탁업체 관리·감독 계획 수립
-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행정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및 접근기록 관리정책 수립
• 개인정보보호 법령 간 정합성 확보
- 각 부서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처리실태 조사 시 자체 지침 등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합성 여부 검토
• 지능정보 기반의 개인정보보호
- PC사용 중 개인정보 생성·유출 실시간 감시 및 유출위험이 있는 개인정보를 검색하여 삭제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개인정보보호 홍보물 및 교육 동영상 제작
- 청사 엘리베이터에 개인정보 교육영상 상영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를 통한 조직 내
개인정보보호 분위기 확산
• 수준별·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통한 관리역량 제고
- 기능별·맞춤형 교육 및 화상회의를 활용한 CPO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역량 제고
•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북 제작·배포
- 실무에서 적용 가능하고 사례 위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북 제작·배포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시스템 개선
- 현재 운영 중인 개인정보보호 교육 홍보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웹툰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

4. 소요 예산

500

사업 분야

2018년(확정)

2019년(요구)

증감률

합 계

160백만원

161백만원

0.6%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155백만 원

156백만 원

0.6%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5백만 원

5백만 원

0%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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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소관법령 없음
• (개인정보 현황) 투자상담 신청내역 등 총 5개 파일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조직 전반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 통제 역량 강화 및 보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주요 추진계획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훈령) 및 업무처리 매뉴얼 개정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 등 반영
• 각 부서의 개인정보파일 보유 여부 전수조사
- 업무 분장을 직접 확인하고 업무 담당자와 면담을 실시하여 조사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
• 주요 점검사항
- 보유 중인 개인정보의 수집 내역 및 근거 파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여부 조사
- 개인정보 위탁 및 관련 절차 준수 여부 조사, 개인정보 관리상의 취약점 발견 및 개선 조치 등
• 미흡사항 조치
- 개인정보 수집 근거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공하고 이행토록 요청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 보유 중인 개인정보를 재점검하여 필수적인 개인정보만 최소로 수집하여 활용토록 조치
-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구분하여 대응토록 조치
- 동일한 업무를 목적으로 유사한 성격의 여러 개인정보를 동시에 수집하지 않도록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통제 강화
- 접근권한관리 절차서에 따라 미흡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로그 관리 철저
-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접속기록에 대한 점검 및 분석 실시
• 개인정보 위탁업체 관리·감독 강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유지관리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징구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제 4 편 해외 동향

•개
 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 실시
- 행정안전부 주관 관련 워크숍 참석(연 1회)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교육 실시
- 행정안전부 및 전문 교육기관의 집합/순회교육 참석 또는 온라인 교육 수강
• 개인정보취급자 및 전 직원 대상 교육 실시
-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전문가 초빙 자체교육 실시
• 개인정보 수탁업체 교육 실시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내 사이버 교육과정 이수

4. 소요 예산
2018년(확정)

2019년(요구)

증감률

합 계

1백만 원

3백만 원

200.0%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2백만 원

신규편성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1백만 원

1백만 원

0%

부 록

사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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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해양경비법」 및 「수상레저안전법」 등 총 8개 법령
• (개인정보 현황) ‘선박출입항 정보’, ‘수상레저종합정보’ 등 총 329개 파일, 164만여 건의 개인정보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조직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보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주요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개인정보 노출방지 솔루션 도입(연기)
- PC 개인정보 자동검출 및 암호화, 필터링, 접근이력관리솔루션 도입을 위한 예산 확보로 2020년 도입 추진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개인정보보호 체계 확립
- 내부관리계획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주기적 정비 추진
•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 개인정보 업무를 수시로 정비하여 보유현황 현행화 및 과다수집 점검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개인정보 인식 제고 교육(연기)
- 2020년에 해양경찰교육원 교육과정에 개인정보 관련 과정 개설 추진
• 맞춤형 개인정보 보호교육 강화
-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취급자 등 담당업무에 따른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4. 소요 예산

502

사업 분야

2018년(확정)

2019년(요구)

증감률

합 계

-

162백만 원

신규편성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144백만 원

신규편성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

-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18백만 원

신규편성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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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현황 및 목표
• (소관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 (개인정보 현황) ‘진정처리’ 등 총 13만 2,519개 파일 보유·관리 중
• (추진목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하고 내실 있는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정보인권 강화에 기여

주요 추진계획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필
 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문화 확산
- 개인정보파일 관리 시 개인정보 수집항목 근거 파악 및 필요성 검토 등 개인정보파일 등록절차 개선
- 개인정보파일의 경우 연 1회 이상 개인정보파일 지속 운영 필요성, 수집목적, 근거, 보유기간 및 수집항목
등 검토 후 보완
※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준수
• 내부 관련 규정 등 정비
-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의 개정에 따른 인권위 내부관리계획 개정 추진(8월)
ㆍ신규·기존 개인정보파일 등록·점검 절차 수립
ㆍ개인정보 수집동의 고지 및 동의절차에 대한 검토절차 규정

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제 3 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따른 체계적 관리
- 개인정보 처리 위탁사업자 관리 실태 매월 월간 점검 실시
- 개인정보 처리 위탁사업 운영실태 지도 점검 실시(반기 1회)
• 개인정보 일제정비 및 인식 제고
- 업무용 PC 내 개인정보를 일제점검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파기 및 암호화로 침해사고 사전 예방
- PC필터 시스템을 이용 개인정보파일 등 일제점검 실시(매월)
- 매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개인정보처리실태 자가진단 병행 실시
• 개인정보 유·노출 공동대응 강화
- 개인정보 오·남용 및 외부 유출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및 협력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통한 공동대응

3.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제 4 편 해외 동향

• 개인정보보호 역할에 따른 맞춤형 교육 실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책임자로서의 역량 강화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관리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
- (개인정보취급자 및 용역사업자) 「개인정보 보호법」 이해 등 소양교육
• 생활 속 실천을 위한 홍보 강화
- 개인정보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포털, 내부 메일 등을 활용한 홍보 실시

4. 소요 예산
2018년(확정)

2019년(요구)

증감률

합 계

42백만 원

25백만 원

△40.5％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40백만 원

23백만 원

△42.5％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2백만 원

2백만 원

0％

부 록

사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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