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Њὦ ᓢᓢ⸦ᶾ૮ⵊᒃ`ጢὢἲ↮Ếⵆ؞Ỳⵢᆶဖఊѱὲ

?# ㍒⾂# ⇮ቻ# A
o ’20. 8Ể, ⦣ⵗ「Њὦ ᓢᓢ⸦ᒃ」(ὢⵆ‘ᒃ’ὢཪⵖ) ᫊Ἢ၊ῲ
ᓢ⦣ᫎᇋᒃ‘ ᓢ⦣ᫎᤊᘲ᪒
૮ⵊ ὢᒃ
o Њ

ӣ’Њὦ ᓢ⒆ᆚᶾ

6ᾓ⪧ီ၊ὢӮఖ

ఊ ᒃဧ ࢢẗἲ ᐆᷯⵆᷚ ‘Ḗཪὦ Њὦ

ཪὦ’(’15.2Ể

, ’18.9ỂЊ

ᓢ ⒆ᆚ Ϯὢೊ

)ἲⷲ⹂ⵖ

- ᒃЊ ᶾഞᅦὦẗ⁞ⵛᒮҫἲᐆᷯⵆᷚϮὢೊཪὦἲⷲ⹂
< 참고 > 법 개정에 따른 가이드라인 인용조항 변경 내용

구분

개정 전
(정보통신망법)

개정 후
(개인정보 보호법)

필요 최소한 수집

§23②·③

§39의3③

제3자 제공

§24의2

§17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조치

§31

§22⑥, §39의3④

동의 없는 수집·이용

§22①1.2.3.

§39의3②1.2.3.

개인정보 파기

§29①

§21

유효기간제

§29②·③

§39의6

동의 철회 시 조치

§30③

§39의7③

수탁자 교육 및 감독 의무

§25④

§26④

파기 예외

법률

법령

동의서 작성 기준

§26의2

§22

개인정보 수집

§22

§39의3①

처리위탁

동의

동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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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ᓦẾ♇
□ ⴲẂ╊ⵊЊὦ ᓢᨆ↿
o ᢚᶳϮ ᤊᘲ᪒

ӣἲỲⵢὢẗЊὦ ᓢᅪᨆ↿ⵆંҫẞ,

ⵢ૧ ᤊᘲ᪒ * ᓦ↶` ؞ઓ**ἲ ᨆⵆ ؞Ỳⵢ ᐆೊ᫊ ⴲẂⵊ
Њὦ


ᓢᆺἲ ᨆ↿ⵢᵪⵖ

사업자가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비스 안내·설명자료 등에 따라 이용자
에게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를 의미하며, 이와 같은 개별 서비스는 통상적인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어야 함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능을 의미함

- ᢚᶳϮⵢ૧ᤊᘲ᪒ ӣἲỲⵢᐆೊ᫊ⴲẂⵊЊὦ ᓢᶾ૮ⵢᤊં
ⴲᨆேⵛኗ*ὢཪⵖ
ὢẗ၊ᕮ⤞ ᨆ↿ேᅪᐉᴲᵪⵆ, ὢᅪⴲ
* 결혼중개 서비스를 위한 연령정보, OTT 정액제 서비스 이용자에게 맞춤형
콘텐츠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청이력 등을 수집하는 경우

- ᢚᶳϮⵢ૧ᤊᘲ᪒▂Ϯ`؞ઓ* ંᢚᶳⴲẂᶾⵢ
ὢẗᶾѺЊὦ

ᤎ⣋
ᓢᨆ↿ேᅪẂ⒛ⵎᨆὶἪὢᅪᤎ

ேⵛኗ*ὢཪⵖ


서비스 이용자에게 결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경우

□ ⴲᨆ·ᤎ⣋ே ⵛኗἲᶲҗⵆѺ՚ᕲ
o ᢚᶳં ὢẗ Њὦ

ᓢ ᨆ↿ ᫊ ⴲᨆே ⵛኗӪ ᤎ⣋ே

ⵛኗἪ၊՚ᕲⵆᷚϯϯேᅪᐉᴲᵪⵖ
※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상품 광고를 위한 연락처(이메일 주소, 주소 등)는
필수동의 항목이 아닌 선택동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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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필수동의 항목 설정 시 유의할 점
o 법 제17조에 따라 다른 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경우에도 이용자가 동의한 목적, 항목, 이용·보관기간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제공받을 필요가 있음
- 이 경우에 이용자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법 제15조 및 제39조
의3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련 내
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

o ⵊ ᤎ⣋ே ⵛኗἮ ᤊᘲ᪒ ኗ`ᒲ၊ ࢆ৲ᶢ ‘Њᒲ`Ἢ၊ ே’ ᐉல။
՚ⵆᷚὢẗϮЊὦ ᓢ ӣᷚᕮᅪᤎᒲ`Ἢ၊Ҟ ⵆல။ⵖ
- ᤎ⣋ேⵛኗἮᤊᘲ᪒ኗ`ἲ⯚Ӳ`Ἢ၊؞ᾚⵆ↮ᴸᴲᵪⵆ,
՚⒢`Ἢ၊؞ᾚⵆᷚேᐉᴲᵪⵖ
ㄼⴲẂⵊ᫊῾ᶾᨆ↿
o ὢẗϮᤊᘲ᪒ᅪ ὢẗⵆં᫊῾ᶾὢẗЊὦ

ᓢᨆ↿·

ὢẗேᅪᐉல။ ⵆᷚ‘Ꮶᆚ’ ே ᐉંӮἲЊᤎⵖ
- ᤊᘲ᪒ Њ᫊ᅪ Ỳⵢ ⴲẂⵊ Њὦ ᓢᶾ ⵊ ⵆᷚᵪ ⵆ, ὢ⺲ᶾ
ӣఆંᤊᘲ᪒ҫẞⵢ૧ᤊᘲ᪒ ӣ᫊῾ᶾேᅪᐉᴲᵪⵖ
- ᆺ, ᐆᓣ`ὦᤊᘲ᪒ҫẞ၊ᤊ╊⓶ᤊᘲ᪒ὢẗ᫊῾ᶾᤎ⣋ே
ⵛኗἪ၊ᕲᅆⵆᷚேᅪᐉἮҫẞᶾં‘Ꮶᆚ’ ᨆ↿·ὢẗὢϮઓⵖ
※ 회원제로 운영되는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의 회원가입 단계에서는 아이디,
비밀번호 등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동의를 받고, 이후
상품 구매(서비스 이용단계) 시 필요한 배송정보와 결제정보는 해당 시점에
동의를 받아야 함
- 그러나 가입 단계에서 배송정보와 결제정보를 선택동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향후
배송 및 결제 서비스에 이용할 것을 미리 동의를 받을 수 있음



2. ᤦᕮᢚⵛ
ㄼᤊᘲ᪒ϮέҲ
o (Ḗཪὦ) ᢚᶳϮ⸶⮆ὢ↮ᅪẾ
ᣋἲỲⵊ╊ⵊЊὦ

၊Ảᷯⵆંҫẞ, ẾҲ



ᓢᆺἲᨆ↿ⵢᵪⵖ

- ẾӪᘲẾᤊᘲ᪒ὢẗᶾ␖ὢϮᶴંҫẞὲᶾல⸶⮆ὢ↮ᅪ
Ế

၊ Ảᷯⵆӎ  צӪ

ᶾᤊ ᕶⴲẂⵊ Њὦ

ᓢᅪ ᨆ↿ⵆં

Ỳં ╊ᨆ↿Ế♇ᶾᐆⵖ
- ᒃᅎጢὢ(ᷞဧ·ᓦὦ⹃ὦ ) ᏽᤊᘲ᪒
ҫẞᅪ

ӣᶾᐆೊ᫊ⴲẂⵊ

Ṧⵆӎ, ᕶⴲẂⵆѺ ‘ὢẗ ᓦὦ⹃ὦ’(⼢૮ῲ⹂, ᴲὢ,

ӣὦὦ↋ᤊ, ᫎẗ♢ೊ )ἲ Ѓ

ⵆቢᤊ Њὦ

ᓢᅪ Ẃ՚ⵆં ѱἮ

╊ᨆ↿Ế♇ᶾᐆⵖ
☞ 법 제22조제6항 및 제39조의3제4항 ‘만14세 미만 아동 여부 확인’
o 인터넷 회원가입 단계에서 만 14세 미만 아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법정 생년월일’을 직접 입력하도록 하거나
‘만 14세 이상’이라는 항목에 체크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사업자는
이를 토대로 만 14세 미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o 다만 만 14세 미만 아동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 ‘ὢẗᓦὦ⹃ὦ’ὢⴲẂⵊҫẞᶾலẾϮέҲᶾᤊὪᅎ`Ἢ၊
Ѓ

ⵆં ѱἮ ᐂེ↯ⵆ↮ ᴸἪ, ⴲẂⵊ ᫊῾ᶾ ᓦὦ⹃ὦἲ

Ẃ՚ⵆӎ╊ⵊЊὦ ᓢᅪᨆ↿ⵢᵪⵖ
※「청소년 보호법」제16조(판매금지 등) 등 법령에서 나이 또는 본인확인을 요구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이용 단계(성인용품 구매 등의 단계)에서 본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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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ḒⳲཪὦ) ᢚᶳϮᤊᘲ᪒ᫎ⒛ὦὢᓦὦં૮ᆚὦὦ↮ᅪ⹃ὦ
ⵆ؞Ỳⵢᫎ⒛ὦᶾѺᫎᕲ↋ ᫊ᅪẂ՚ⵆંҫẞᶾં⹃ὦᆺⵆӎ
ᨆ↿･΅ᾓⵆ↮ᆾᴲᵪⵆ,
- ↋ᙇἲ Ỳⵢ ᨆ↿･΅ᾓὢ ⴲẂⵊ ҫẞᶾல ᕶⴲẂⵊ

ᓢં

ᆶ᪒⢧⒆ᆚⵢᵪⵖ
※ (예시①) 본인확인과 가족할인 등 혜택 제공을 위한 증빙을 위해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
ㆍ단순 확인만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면 별도의 사본을 저장해서는 안 되며,
수집․저장(예: 사본 저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수집 동의를 받지 않은 정보
(예: 신분증 뒷면 지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는 마스킹 처리한 후 수집･저장해야 함

※ (예시②) 요금감면 대상자 여부 확인을 위해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증빙
서류 등을 수집하는 경우 확인 목적과 무관한 정보는 마스킹 처리 후 보관함
※ (예시③) 이용약관 상의 위약금 면제사유(예: 이사 등) 확인을 위해 사업자가
요구하는 인사명령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는 담당자 확인으로 갈음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

☞ 서비스 가입신청 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근거
- ①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 또는 허용한 경우, ②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한 경우, ③ 보호위원회가 고시한 경우
- 이 경우, 이용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근거와 목적을
명확하게 알려야 함
※ 위의 세 가지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서비스
가입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동의를 받더라도 처리할 수 없음



ㄼேᶴંᨆ↿⾞ὢẗ
o (ᤊᘲ᪒ὢẗࢢᷛЊὦ ᓢ, ᒃ

39⁞3 2ⵛ 1⸦) ᤊᘲ᪒ Ҳᵫὢἲ

Ỳⵢ ⴲẂⵊ ҫẞ၊ᤊ, ᢚᶳϮ ᤊᘲ᪒
ⵆં ᤊᘲ᪒ ὢẗࢢᷛ

ӣ Ӫ ᶾᤊ ᨆ↿․ᣋ

ᓢࢆ ேᨆ↿ᾓ♆ᶾ ⵢ ᨆ↿ⵆં Њὦ

ᓢҫẞᶾல╊ᨆ↿Ế♇ὢ`ẗఖ
- ᆺᤊᘲ᪒

ӣ Ӫ

ᶾᤊ ↮`Ἢ၊ ᨆ↿ఆં ⪧Ἢ၊ ὦⵢ

ᇒ᫊῾ᆶேᅪᐉંѱὢӒⵊҫẞᶾંேᶴὢᨆ↿Ϯઓ
- ὢҫẞᶾலᨆ↿ⵆંЊὦ ᓢⵛኗ․ኗ`․ᓢἎ؞ϲἲ ⪧
ⵆᷚЊὦ ᓢ⒆ᆚᐗ♖ᶾታ᫊ⵢᵪⵖ
☞ 해당 서비스 제공 계약 이행과는 무관한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수집하는 경우(쿠키를

통해 수집하는 행태정보를 개인정보와 결합·분석하여 개인별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고자 할 때 등),

선택동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참조)

o (Ẃ ᢞἲỲⵢⴲẂⵊЊὦ ᓢ, ᒃ 39⁞3 2ⵛ 2⸦) ὢẗ
ே ᶴὢல ᨆ↿ Ϯઓⵆࢆ, Ẃ

ᢞὢཪં ኗ`ἲ Ỳⵢ ⴲẂⵊ

╊ⵊ ᓢᆺἲᨆ↿ⵢᵪⵖ
- ᤊᘲ᪒ὢẗᶾഞᅦẂᵏ, ᕮંᏦᢚὢὢᶾⵢ૧ⵆ,
պ▂ኗ`Ἢ၊Ẃ ᢞӪጢӮⵊ ᓢᅪᨆ↿ⵎᨆᶴἺ
o (ᒃᅎᶾ ⪧ᒲⵊ ὢὶંҫẞ, ᒃ

39⁞3 2ⵛ 3⸦) ὢᒃં

ᅦ ᒃᅎ ⪧ᒲⵊ  ὢ ὶἪࢆ, ᨆ↿ⵛኗὢ ⯚Ӳ`Ἢ၊ ఊ
ҫẞ*ᶾலᒃὢ ⵊ ኗ`ᒂỲᴶᶾᤊ╊ⵊЊὦ ᓢᆺἲᨆ↿·
ὢẗ·ᓢӮⵢᵪⵖ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거래기록’
등을 보관하는 경우, 모든 개인정보를 보관한다면 최소 수집 원칙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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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Ьˀ شʋࢆࢺ ؼર̘ ̘࣮

ᒃ ⁞  ⁞Ӯဖ

Њὦ

ᓢᨆ↿･ὢẗ･ᓢӮҲ

ㄼЊὦ

ᓢᨆ↿᫊ኗ`ᏽᓢἎ؞ϲ՚⒢`ታ᫊

o ᨆ↿․ὢẗኗ`ӪᓢἎ․ὢẗ ؞ϲἲ՚⒢`Ἢ၊ታ᫊ⵆӎ, ⫺ ؞ᢚἎ
(ኗ`, ᓢἎ·ὢẗ ؞ϲႺ, ᢚᶳ⮾ᶳ ) ᐊᣋ᫊ᶾં‘↮⒢ᶴὢ’ ⫺ⵖ؞

- ኗ`ἲ ‘ୂ ࢆἮ ᤊᘲ᪒

ӣἲ Ỳⵆᷚ’, ‘ᤊᘲ᪒ Њᤎἲ Ỳⵆᷚ’Ḯ

Їὢ⯚Ӳ`Ἢ၊ ᫊ⵆ↮ᴸᴲᵪⵆӎ, ᓢἎ؞ϲἲ⪧ ⵢᵪⵖ
□ ᷯᶳ῾Њὦ

ᓢᨆ↿·ᓢӮ╊⹂

o ⦣ᫎᢚ․ἎႺᐗᦏᢚᷯᶳ῾ἲẢᷯⵆંᢚᶳ(ᓦᢚ)ંᷯᶳ῾ᶾᤊ
ᓢӮⵆંЊὦ ᓢᅪ╊⹂ⵆல။ Њὦ ᓢӮᆚ⒢Ҳ(᷶: ࢢᕮӮᆚҲ)ᅪ
ᆶဖⵆӎ, ᷯᶳ῾ᶾ૮ⵊӮᆚ·Ͼளἲ⃪`؞Ἢ၊᫊ⵢᵪⵖ
☞ 예시
① 영업점에서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전자기기에 입력하면, 본사에 직접 전송
되고 영업점에는 저장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② 영업점에 대한 주기적인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방안
③ 본사가 텔레마케팅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본사가
지정한 영업점(텔레마케팅 업체 등)에 한하여 텔레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여 영업점의 개인정보 이용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 등

□ ᤊᘲ᪒ὢẗҲᶾᤊᨆ↿·ᣋఊ
o ᒃ

ᓢ

39⁞3 2ⵛ 1⸦ᶾ ഞཪ ὢẗ ே ᶴὢ ὢẗӪ

ᶾᤊ

ᨆ↿·ᣋⵆં ᓢҫẞᶾல
- Њὦ ᓢ⒆ᆚᐗ♖ᶾӣЊⵊ ᨆ↿·ὢẗኗ`ἲⵆᷮўࢆᓢἎ·
ὢẗ ؞ϲὢႺఊҫẞᶾં‘↮⒢ᶴὢ’ ⫺ⵢ؞ᵪⵖ


☞ 접속기록, IP주소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최소 3개월은 보유

y

「유효기간제」(법 제39조의6)에 따라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최종 접속기록’은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 가능함

y

명의도용 피해자가 명의도용 사실 입증을 위해 접속기록, IP주소 등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의 사전동의를 받은 후 동의 받은 기간 동안 보관 가능함

□ ὢẗϮேᅪ⒎ⵆંҫẞ
o ὢẗϮЊὦ ᓢᨆ↿·ὢẗேᅪ⒎ⵆંҫẞ, ᒃ ጢὢἲ
Ỳⵢᨆ↿ఊ ᓢϮᴲⵊ‘↮⒢ᶴὢ’ ⫺ⵢ؞ᵪⵖ(ᒃ


ӣҲ

□

3 ӣ᫊⁞♆

o ὢẗЊὦ

ᓢᅪ

3ᶾѺ

39⁞7 3ⵛ)

ӣⵆӎⵎഺᶾં

3Ḯ

ҲᵫᤊᶾЊὦ ᓢᴶῲⵊӮᆚḮ ⫺؞ጢᏽ⹃ὦᢚⵛἲ ታ᫊
ⵆંѱὢᐂེ↯ⵖ
※ 계약서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파기 의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고객
정보에 대한 접근 범위 설정, 암호화 보관 등) 등을 반영
※ 이용자는 사업자를 신뢰하여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경우가 많으므로 제3자
선정에서부터 개인정보 파기까지 제3자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소셜로그인의 경우에도 소셜로그인 제공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파기 의무를
비롯하여 이용 사업자를 적절하게 사후 관리 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및
방안을 포함한 이용약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o ὢẗЊὦ ᓢᅪ 3ᶾѺ ӣⵊ⺲, ὢẗϮ‘ⵢ૧ᢚᶳ’ࢆ
ં‘ 3’ᶾѺᤎ⣋`Ἢ၊⫺؞ᅪẂ⒛ⵎᨆὶல။ⵆ,
- ‘ⵢ૧ ᢚᶳ’ᶾѺ ⫺؞ᅪ Ẃ⒛ⵆቢ ‘ⵢ૧ ᢚᶳ’ં ‘ 3’ᶾѺ
ῲⵆᷚҲᵫᤊᶾഞཪ 3Ϯ⫺ⵆ؞ல။ ⵆંѱὢᐂེ↯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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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⒆ᆚỲ⢯᫊ᨆ⢯ᶾ૮ⵊ⫺⹃؞ὦ
o Њὦ

ᓢ ⒆ᆚᅪ Ỳ⢯ⵆӎ ⵎ ഺᶾં ᨆ⢯ Њὦ

ᓢ ⒆ᆚ

ᏽᓢ⸦ᷛྷἲⵗ`Ἢ၊ӎဒⵆᷚᵪⵆӎ, Ỳ⢯Ҳᵫᤊ*ᶾỲ⢯ఊ
Њὦ ᓢ ᴶῲⵊӮᆚḮ⫺؞ᏽ⹃ὦᢚⵛἲ⯚ⵖⵆᷚⵢᵪⵖ
* 계약서에는 개인정보 파기·보호조치 관련 사항 외에 ‘주기적 확인 사항’과
관련한 사항 등을 반영
☞ 재수탁자에 대한 감독
ㆍ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위탁자 본인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수탁자는 위탁자의 관리․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됨(대법원 2017.4.7. 선고 2016도13263판결 참고)
ㆍ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은 위탁자 본인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재수탁자도 수탁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ㆍ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위탁이 발생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모두는 재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위탁된 개인정보가 안전
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Ỳ⢯ᨆ⢯ᶾ૮ⵊӮᆚ·Ͼள·ԾἏἮᨆ⢯ઓဓ, Ỳ·ᨆ⢯
ᶳጢҗ, Њὦ ᓢỲⷆ, Ỳ·ᨆ⢯؞ϲἲⵗ`Ἢ၊ӎဒ
ⵆᷚᴶῲⵊЊὦ ᓢ⒆ᆚỲ⢯ὢఎᨆὶல။ⵆᷚᵪⵖ
o ὢẗં‘ⵢ૧ᢚᶳ’Ḯ‘ᨆ⢯’ᶾѺ ᤎ⣋`Ἢ၊⫺؞ᅪẂ⒛ⵎᨆ
ὶӎ‘ⵢ૧ᢚᶳ’Ḯ ‘ᨆ⢯’ંࢢᕮᶳጢᷞཫἲ⦣ⵢ⫺ⵢ؞ᵪⵖ
※ 위·수탁 업무 종료 시 위탁자는 수탁자로부터 파기 확인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나, 단순히 이를 받았다는 이유로 수탁자에 대한 관리책임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위탁자가 영세사업자이고 수탁자가 대규모 사업자인 경우와 같이 위탁자의
관리･감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탁자는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3. ⫺؞Ҳ
□ Њὦ ᓢ↮⒢ᶴં⫺؞ᏽ᷶Ṧ(ᒃ 21⁞ 1ⵛ,
o Њὦ

2ⵛ)

ᓢ ⫺ ؞ᢚἎϮ ᐊᣋⵆં ҫẞ ᢚᶳં ’↮⒢ ᶴὢ‘,

‘ᓣ՚･ᾚᣋⵎᨆᶴંᐗᒃ*’Ἢ၊ ὢẗЊὦ ᓢᅪ ⫺ⵢ؞ᵪⵖ
* 사회 통념상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적절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을 의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제2항)

o ᆺ ᅦ ᒃဧᶾ ഞཪ Њὦ ᓢᅪ ᓢⵆᷚᵪ ⵆં ҫẞં ⫺؞ ᷶Ṧᶾ
ⵢ૧ⵆ, ᅦᒃဧᶾഞᅦ؞ϲேᴶᒲலᕲᆚ΅ᾓ·Ӯᆚⵢᵪⵖ
※ 다른 법령에 따른 보존기간 : 참고

□ ᾓ؞ᏦὢẗЊὦ

ᓢ⫺؞ (ᒃ

o (ὢẗϮᏦὢẗ؞ϲἲᏦᆚ

39⁞ 6)

ⵊҫẞ) ⵢ૧؞ϲҫӪ⺲ ⅷ᫊

⫺ⵆ؞ўࢆᒲலᕲᆚ΅ᾓ·Ӯᆚⵢᵪⵖ
o (ὢẗϮᏦὢẗ؞ϲἲᏦᆚ ⵆ↮ᴸἮҫẞ) ᤊᘲ᪒ᅪ1लேᴶὢẗ
ⵆ↮ᴸἮὢẗЊὦ ᓢં1लҫӪ ⺲ⅷ᫊⫺ⵆ؞ўࢆ, ᅦ
ὢẗЊὦ ᓢḮᕲᆚⵆᷚᒲல၊ ΅ᾓ·Ӯᆚⵢᵪⵖ
□ ᒲலᕲᆚ΅ᾓ·Ӯᆚ
o (૮)  צ⒢၊ ⪧
ὶંDBЊὦ

 Њὦὢ ᫋ᒲϮઓⵊ Њὦ

ᓢϮ ⯚ⵖఆᶢ

ᓢᅪᆾⵖ

※ 회원 DB와 분리된 나머지 DB(거래기록 DB 등)에는 그 자체로 식별가능한 개인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난수화 된 고객번호, ID의 해쉬값 등만 존재하는 경우),
회원 DB 내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만 파기 또는 분리 저장․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며,
최소한의 연결값을 DB에 남겨두는 것도 가능함
- 이에 반해 회원 DB 이외의 나머지 DB에도 그 자체로 식별가능한 개인정보가 존재
하는 경우라면 해당 DB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파기 또는 분리 저장․관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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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ᐗᒃ) DBᅪᕲᆚⵆંҫẞጪᆚ`ᕲᆚᅪⵆંѱὢᐂེ↯ⵆࢆ
४ᆚ`ᕲᆚ (⤺ὢᘂᕲᆚ )லϮઓⵖ
※ 논리적 분리의 경우 일반고객 정보와 다르게 보다 엄격한 접근통제 및 외부
해킹방지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o (⦣ת

Ѓ⹂) ᕲᆚᓢӮఊЊὦ

ᓢંᾚὢẗⵆўࢆ

3ᶾѺ

ӣⵎᨆᶴἪӮဖᶳጢૢ૧ᆺེᷢⵎᨆὶல။ⵆં
 ⦣תᅪЃ⹂ⵢᵪⵖ
※ 다만 이용자가 서비스 재이용을 요구하는 경우, 이용자 민원 처리에 필요한 경우
에는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음

o (ᓢӮ؞ϲ) ᵫӮὢࢆ Њὦ

ᓢ ⒆ᆚᐗ♖ᶾ ӣЊⵊ ᓢἎ ؞ϲὢ

ҫӪⵆቢᕲᆚᓢӮఊЊὦ ᓢં⫺ⵢ؞ᵪⵖ
※ (예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에 따라 1년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분리 보관 또는 파기하며, 분리 보관된 개인정보는 4년간 보관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라고 명시한 경우 그 기간만큼 보관 후 파기 가능함

□ ᅦᒃဧᶾഞཪЊὦ

ᓢᅪᓢⵆᷚᵪⵆંҫẞ

o ① ⫺؞ᢚἎϮᐊᣋⵊҫẞḮ② ᾓ؞ᏦὢẗЊὦ ᓢҫẞ,
ኖాᅦᒃဧᶾഞཪЊὦ ᓢᅪᓢⵆᷚᵪⵊቢⵢ૧Њὦ ᓢᅪ
ᅦὢẗЊὦ ᓢḮᕲᆚⵆᷚ΅ᾓ·Ӯᆚⵢᵪ ⵖ
- ὢҫẞᶾல ὢẗ Њὦ

ᓢϮ ᶢඒ ᢚἎ၊ ᓢἎఆӎὶં↮

ᴺᨆὶல။Њὦ ᓢ⒆ᆚᐗ♖ᶾታ᫊ⵢᵪⵖ



□ ⫺؞ᐗᒃ
o (ὢᶾ▊ဓఊЊὦ ᓢࢆϮέᫎ⒛ᤊ) ὦᦲጪ⫺ᦲϮϮઓⵊ
⸃⣊ὦ ҫẞᶾં ᕲᦲ ؞ἲ ὢẗⵆᷚ ᾚ⁞ⵗὢ ᕶϮઓⵆல။
ጪᆚ`Ἢ၊⫺ᦲⵆўࢆϯⵢᵪⵖ
o (ῲ`⫺Ὢ⸃⣊ὦҫẞ) ⵆೊം᪒⡚, CD/DVD, USBቂኖᆚ
ᇒ⒢ᶾ ῲ`؞Ἢ၊ ؞။ఊ Њὦ
؞ᨎ`ᐗᒃἪ၊ᢛ

ᓢં ᫊ ᾚᣋ᫊⢚ ᨆ ᶴં

ⵆўࢆጪᆚ`ὦᐗᒃἪ၊ᇒ⒢ᅪ⫺Ԣⵆᷚ

ᓣ՚ⵎᨆᶴல။ⵆᷚᵪⵖ
- ⫺ⵎ؞ഺᶾંẾᓦὢ⤞Ṧᶾᐟᶳὢ⤞Ϯᾚⵆં↮ᷚᕮᅪ
⹃ὦⵆᷚ ᐟᶳ ὢ⤞ᅪ ৲ཫⵆં ᢚီϮ ᶴல။ ⃪ⵢᵪ ⵖ
☞ 복구･재생할 수 없는 파기 방법(예시)
1. 하드 디스크 등 매체 전체의 데이터를 파기하는 경우
1) 프로그램을 이용한 파기
①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의 경우 ‘로우레벨포멧(Low level format)’ 방법으로 파기
※ 로우레벨포멧 : 하드디스크를 공장에서 나온 초기상태로 만들어주는 포맷
② 0, 1 혹은 랜덤한 값으로 기존 데이터를 여러 번 덮어씌우는 와이핑
(Wiping) 방법으로 파기
2) 물리적인 파기
① 데이터가 저장되는 디스크 플레터에 강력한 힘으로 구멍을 내어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천공 방법으로 파기
② CD/DVD의 경우 가위 등으로 작은 입자로 조각 내거나, 전용 CD파쇄기나
CD 파쇄가 가능한 문서파쇄기 등을 이용하여 파기
③ 고온에 불타는 종류의 매체는 소각하는 방법으로 파기
④ 자기장치를 이용해 강한 자기장으로 데이터를 복구 불가능하게 하는
디가우저(Degausser) 파기
2. 고객 서비스에 이용 중인 DB서버에 저장된 일부 데이터를 파기하는 경우
① 서비스 중인 DB의 해당 개인정보 위에 임의의 값(Null값 등)을 덮어쓰기
한 후 삭제(delete)
② DB의 특정부분에 덮어쓰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테이블 데이터에 대한 논리
적인 삭제(delete)도 허용되나, 신속하게 다른 데이터로 덮어쓰기
(overwriting)될 수 있도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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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ࢄଢଙ̘ ݊ࡈ ѭࡿۭ ࣮̘ ۺ

ᒃ ⁞Ӯဖ

ேᐉંᐗᒃ
ㄼὫ؞ᩫѺேᤊЊᤎ
o ‘ᒃ

ӎ↮ᢚⵛ’ᆺἲϲҞⵆѺӎ↮ⵆӎ, Ὢᐆὦὢὢⵢⵎᨆὶἲ

ல‘ᩚẢẗᶢ’ᅪᢚẗⵆல။ⵖ
※ 불가피하게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용어 설명을 제공

o ᇒ⒢(PC·ẞ⮦·ῲ⹂·ጦቂ᫊↮·SNS ), ⵢல, ὢẗ⹆ҫ(UI) ᶾ
ഞཪ ὢẗϮታ⹃⽶ᴺᴲᓢ؞ᩚẢ⡚؞Ϯཪ↮Ꭾ၊,
- Ẃⵊࢢẗҫẞ⡚؞ᒮҫ, ᢷ·قգ·؞ⱊ᫊,
ᅦ ࢢẗӪ ՚ᕲ ⱊ᫊ ἲ ⹊ẗⵆᷚ ࢢẗἲ ታ⹃⽶ ⱊ᫊ⵆӎ,
ὢẗϮᩫѺὫӎὢⵢⵎᨆὶંᐗᒃἲᆶဖⵆᷚᵪⵖ
※ 전화의 경우 ‘법정 고지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 대화 속도’로 설명해야 함

☞ 동의서의 중요한 내용 표시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

y

글씨의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여 알아보기 쉽게 표시
* 인터넷 웹사이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화면 상에서 동의를 받는 경우
원본 글씨의 크기가 9포인트 이상이어야 하며, 화면 크기의 제약 등으로
실제 화면에서 나타나는 글씨의 크기가 9포인트 미만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정보주체가 화면 크기를 확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제한하여서는 안 됨

y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

y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 중요한 내용
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



□ ேࢢẗӎ↮ᏽேᐗᒃ
o ὢẗϮ ேᷚᕮᅪ Ҟ

ⵆӎ ᐊ` ᢚᶾ ഞཪ ᤎ⣋ⵎ ᨆ

ὶં ᐗᒃἲᆶဖⵢᵪⵖ
☞ 명시적·실질적 동의의 조건
(서울고등법원 2014.1.9. 선고 2013누14476 판결 및 대법원 2016.6.28. 선고 2014두2638 판결)

① 적법한 동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개인정보에 관한 결정권을 충분히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통상의 이용자라면 용이하게 법정 고지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법정 고지사항 전부를 명확하게 게재하여야 함
② 또한 동의를 구하고 있는 사실 및 법정 고지사항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인식
가능성만을 부여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용자로 하여금 명확히 인식·
확인하게 한 상태에서 이용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판단·결정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함
③ 법정 고지사항을 게재하는 부분과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을 밀접하게 배치하여 이용자가 법정 고지사항을 인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동의의 표시는
이용자가 동의를 한다는 명확한 인식 하에 행하여질 수 있도록 그 실행방법이
마련되어야 함

o ᤎ⣋ேⵛኗᶾંὢẗϮேᷚᕮᅪᤎ⣋ⵎᨆὶંᢚ
ᏽ ேᅪ ўᕮⵆୂཪல ᤊᘲ᪒ ὢẗἮ Ϯઓⵆં ᢚἲ ᩫѺ
⹃ὦⵎᨆὶல။(᷶: ᕷἮᢷ, գἮᴖ) ⱊ᫊ⵢᵪⵖ
- ᨆ↿․ὢẗே, ᏪϾ ᓢ⒆ᆚே, ӎἎ᫋ᒲ ᓢ⒆ᆚே,

3

ӣே, ՛Ṧὢῲㆍᾚὢῲேἲ ՚ᕲⵆᷚᨊ␖`Ἢ၊ⵆં
ѱὢᐂེ↯ⵖ
※ 다만 각각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필수동의 항목과 선택동의 항목을 구분
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하여야 함
※ (예시) ① 필수동의 항목에 대한 수집·이용 동의→ ② 선택동의 항목에 대한 수집·이용
동의→ ③ 민감정보 처리 동의→ ④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⑤ 제3자 제공
동의→ ⑥ 국외이전ㆍ재이전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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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ᤊᘲ᪒ ᓦ↶` ؞ઓӪ ጢӮⵊ ᆶ⛮⫳ ⹊ẗ ኗ`ἲ Ỳⵊ
ᤎ⣋ேⵛኗ(ᷞཫ⒆)ἮὢẗϮታ⹃⽶ᴺᨆὶல။ᒲல၊
ᕲᆚⵆᷚЊᒲேᅪᐉᴲᵪⵖ
※ 법 제39조의3제1항의 동의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
하겠다는 의사에 대한 동의이고,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는 구체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수신하는 것에 대한 동의
이므로 별도의 동의가 필요함
※ 다만 개인정보의 마케팅 활용 동의를 받으면서 해당 연락처(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옆에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여부를 선택동의 사항으로 구성하여
함께 알리고 동의를 받는 것은 가능함. 이때도 이용자가 직접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의사에 따라 명시적인 동의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함

o Њὦ ᓢ

3

ӣ ᫊,

ӣᐉં ᢚᶳϮ ẾϮέ Ҳᶾᤊ

⪧ ఆ↮ᴸંҫẞᶾં ՚ᇒ ંҞ
ታ᫊ⵆӎேᅪ ᐉᴲᵪ ⵖ(᷶: ՚ᇒંҞ

Ҳᶾ ӣᐉં 3ᅪ
⬋ᶳ᫊ӎ↮ᏽே)

☞ 구매(결제) 단계 : 제공받는 제3자 고지 및 동의
제공받는자

목적

항목

보유 기간

㈜ ooo

상품 배송

배송지 주소,
연락처

배송 완료 후
0일까지

동의여부
□ 동의함
□ 동의안함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ὢẗϮ↯ேᷚᕮᅪᤎ⣋ⵎᨆὶல။‘ேⵖ’ᶾᏦᆚⱊ᫊ⵆ↮
ᴸᴲᵪⵖ
※ 이용자가 동의여부를 능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택
결과를 주어지게 구성(default 설정)하지 않아야 함

- ὢẗᵫӮே, Њὦ
ᴸᴲᵪⵖ



ᓢᨆ↿·ὢẗேἲ⯚Ӳ`Ἢ၊ᐉ↮

☞ 필수 동의사항에 대한 ‘일괄동의 기능’ 운영 가능
· 선택동의 사항 없이 필수동의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괄동의를 받는 것이
가능하며, 선택동의는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
☞ 제휴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3자 제공’이 필수적인 경우 동의방법
· 제휴서비스 중 이용자 포인트 적립과 같이 이용자 식별정보(예: 휴대전화 번호)의
공유가 필수적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제3자에게 해당 식별정보를 제공해야
제휴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음
· 이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으면서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직접 표시
하면 필요 최소한의 정보의 범위 내에서 ‘제3자 제공 동의’에도 함께 표시되도록
구성하는 것은 가능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였으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알림창을
통해 ‘동의하지 않으면 포인트 적립 등이 될 수 없음’을 알리고 재차 동의 요청 가능

2. ே ᐉંࢢẗ
□ (ே ࢢẗ) ‘ᒃ

ӎ↮ᢚⵛ’ ὢṦ ᢚⵛἲ ᾓ⹗ⵆѺ ⯚ⵖⵆ↮

ᴸᴲᵪⵖ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전체를 고지하거나 보유·이용 기간을 단순히 ‘개인
정보 수집·이용목적 달성 시까지’와 같이 불명확하게 고지해서는 안 되며,
이용자가 파기 사유 발생시점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함
< 고지사항 >
구 분

법정 고지사항 내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수집·이용 동의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이용자 보호를 위해 법 제15조제2항제4호도 고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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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3자 제공 동의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1. 이전ㆍ재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국외이전ㆍ
재이전 동의

2. 개인정보가 이전ㆍ재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ㆍ재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ㆍ재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 (Ẃⵊࢢẗ) ᴺᴲᓢ؞ᩫல။ታ⹃ⵆѺⱊ᫊
※ ᤦⵊⱊ᫊ᐗᒃἮЊὦ ᓢ⒆ᆚᐗᒃᶾӮⵊӎ᫊ 4⁞␦ӎ

o (ᨆ↿·ὢẗ ே) ᨆ↿·ὢẗ ኗ`  ᾚ⹂ࢆ ᤊᘲ᪒ ⸻ᓢ ં
⫾ᇒ պἎ ἲ Ỳⵆᷚ ⵢ૧ Њὦ

ᓢᅪ ὢẗⵆᷚ

ᷞཫⵎᨆὶંᢚ, ᓢἎᏽὢẗ؞ϲ(᫊ဧ
o (ᏪϾ

ᓢ·ӎἎ᫋ᒲ

ᓢ⒆ᆚே) ᏪϾ

ᓢ⃪⒢ᶾѺ

17⁞ 2ⵛ 1⸦· 3⸦)

ᓢᏽӎἎ᫋ᒲ

ᓢ

ᷚպᑶ⸦, Ảῲቢⶶቢⶶᑶ⸦ᏽṦ՛ὦ။ᑶ⸦, ᓢἎᏽὢẗ
؞ϲ(᫊ဧ
o (

3

17⁞

2ⵛ

ӣே)

2⸦·

3⸦)

ӣఆં 3ᏽ 3Њὦ ᓢὢẗኗ`,

3ᓢἎᏽὢẗ؞ϲ(᫊ဧ

17⁞ 2ⵛ 3⸦· 4⸦)

o (՛Ṧὢῲ·ᾚὢῲே) Њὦ
ᓢᓢἎ·ὢẗ؞ϲ(᫊ဧ



17⁞

ᓢᅪὢῲㆍᾚὢῲᐉંЊὦ
2ⵛ

4⸦)



ʋࢆࢺࠇ ؼԃ ࠾ˮ ࡈࠏ ̘࣮

ᒃ ⁞  ⁞ ⵛӮဖ

1. Њὦ ᓢེᷢẂ՚ⵛኗᏽᐗᒃӪῶ␖ӎ↮
o (Ẃ՚ ⵛኗ) Њὦ

ᓢ ⒆ᆚᐗ♖(ⴲᨆ)Ӫ⸶⮆ὢ↮ེᷢ·

Ẃ՚ቂ(ᤎ⣋ )ᅪ ⦣ⵢЊὦ

ӣ

ᓢེᷢἲẂ՚ⵎᨆὶં ⵛኗ *ἲ

՚⒢`Ἢ ၊ ӣЊⵢᵪⵖ
① 개인정보 항목 및 내용,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③ 보유 및 이용 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⑤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Њὦ ᓢⵛኗ·ࢢẗ, ᨆ↿·ὢẗኗ`, ᓢἎ·ὢẗ؞ϲ) ᢚᶳϮᓢἎⵆӎ
ὶંЊὦ ᓢᶾӮⵊᢚⵛἪ၊ὢẗϮᢚᶳᤊᘲ᪒ᅪὢẗⵆ؞Ỳⵢ
ӣⵊЊὦ ᓢὢṦᶾ, ᤊᘲ᪒ ӣӪ ᶾᤊே`Ἢ၊ᣋఊ
Њὦ ᓢ,* ᢚᶳϮὢẗЊέἪ၊ᣋᢞⵊЊὦ ᓢ** ὢ૮
      예를 들어, 개인 식별정보와 결합된 구매내역·이용시간·로그인 일시 및 정보·IP 주소·

모바일 기기정보(모델명, 이동통신사 정보 등)·통화내역 등
      거래내역, 민원상담 내역, 관심내역(관심상품, 오늘 본 상품, 개인방송취향) 등

- (Њὦ ᓢ 3 ӣⷲ⹗) ᢚᶳϮὢẗЊὦ ᓢᅪᤊᘲ᪒ ӣ
᪒᪒၊ኗ`ἲỲⵢὢẗⵊⷲ⹗ӪጪⱶᐞᦏỲ⢯ᶳጢᏽᢚᶳ
⼢ᢚᶳં ӣᐉἮᶳጢᅪ⒆ᆚⵎኗ`Ἢ၊ ӣⵊⷲ⹗
- (Њὦ ᓢ⒆ᆚᶾேⵊⷲ⹗) ὢẗϮ ᢚᶳᤊᘲ᪒ὢẗἲỲⵊ
ẾϮέὢࢆᤊᘲ᪒Ӯဖ ᓢᨆဧἲỲⵢᢚᶳᶾѺЊὦ ᓢ
ᨆ↿·ὢẗ· ӣ⒆ᆚᶾே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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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ᐗᒃ·ῶ␖) Њὦ ᓢ⒆ᆚᐗ♖(ⴲᨆ)Ӫ⸶⮆ὢ↮ེᷢẂ՚ቂ
(ᤎ⣋)ᅪ⦣ⵢЊὦ

ᓢེᷢẂ՚ᐗᒃᏽῶ␖ᅪὢẗϮᴺ؞

ᩫѺӣЊⵢᵪⵖ
- Њὦ ᓢེᷢẂ՚ᅪ⒆ᆚⵆંᕮᤊታ♛Ӫᷞཫ⒆ᅪታ᫊ⵆఆ,
ӎЋᤪ⤞ᶾЊὦ ᓢᏪẾἲῲૢⵆં↯Ếἲాўࢆ૮ⱊῲ⹂
ᑶ⸦ࢆ૮ⱊὢቂὪ ⃪ᅪ ؞ᾚⵆંѱலϮઓⵖ
o Њὦ ᓢེᷢἲẂ՚ⵆંᐗᒃἮЊὦ ᓢᨆ↿ᐗᒃᓢᩫѺⵎ
ᨆὶல။ϲ⮦ⵊᐗᒃ*ἲᆶဖⵆᷚὢẗᶾѺᴺဒᵪⵖ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서면, 방문 등

o ὢẗϮЊὦ ᓢེᷢἲẂ՚ⵆંҫẞЊὦ ᓢᨆ↿᫊ᶾẂ՚
ఆ↮ ᴸᵆ▂Ϯ`ὦῶ␖ᅪẂ՚ⵢᤊંᴶఖ
2. Њὦ

ᓢེᷢẂ՚ ቂ Ảᷯ

o ὢẗϮЊὦ ᓢེᷢẂ՚ᅪᶦ ↮ ϲ⮦ⵆѺᫎ⒛ⵆӎҞӪᅪ
⹃ὦⵎᨆὶல။ེᷢẂ՚ᅪῲ`Ἢ၊⒆ᆚⵎᨆὶંᒲல
ቂࢆ᫊᪒⥊ἲẢᷯⵎᨆὶἺ
o ᒲலቂ ἲ⦣ⵢᢚᶳϮϮ↮ӎὶંὢẗЊὦ ᓢើᆺ
ᴲશཪ 3 ӣⷲ⹗Ӫ⒆ᆚỲ⢯ⷲ⹗ἲὢẗᇌ▒⸃Ἢ၊᫊
ӣⵆંѱἲպᾓⵖ



??㰆㥖ⴲ⽾♿ⴖ# ⮲ᵊ# ⱒጪ# ‒ᠲ# Ⱳ⮿# ⯆⢚AA

 ʋࢆࢺࠇ ؼԃ
 ߪҾ έ ʋࢆࢺؼծ অնଙ˅ ࢎВ ʡ̤!

Ըɹ̘

ʎࢉࢽࠊؿԆ߇ΰ
 ʋࢆࢺࠇؼԃଡֹ
ࢇࡈЕ ߯ࢿҘए ߶یɼ ࡪؿଜˈ Е ʎࢉࢽ ࢂؿତּŘΰࡈ ܹखŘࢇࡈ ּࢶ ࡪؿŘࢇࡈ ̛ɾ ʎࢉࢽؿձ ࢿ
߾ʯࢿ˓ଞୃଢ଼ʎࢉࢽؿঈչ߾Ѱࢂଞݨیΰࡈ߾оଞࠊԆࡶࡁ˱ଟܹݡТЬ
ʎࢉࢽؿତּΰࡈ
Ǯ ̛ࢇ߅ָ۽ؿࢽقҡ࣯ࠉܕԃঈҟ
ǯ ۰ࡈࢇݛٸΰࠇࢽ˱ؿΰࠇ,3࣯ܕҟ
ǰ ٗ۱ࢽߞٗݪ˗ؿ۴ࢿ૽ীҟ
ʎࢉࢽܹؿखŘࢇࡈּࢶ
̛ࡈࢇࡪؿɾ
ʎࢉࢽؿձࢿ߾ʯࢿ˓ଞୃଢ଼ࢇجઝࢿ˓ ࢇ֩ࢊ࣯ࢷܕءҟ
ʎࢉࢽؿঈչ߾ѰࢂଞݨیΰࡈୣࡕɼݤʎࢉࢽܹؿखѰࢂҟ

 ʋࢆࢺࠇؼԃୠ̘ݣɻ،أ
ࢇࡈࢂʎࢉࢽࠊؿԆݦঐࢇࢻܹѹ୯̏ࢇࢊࣱ̛ࢇבΰ߾ࢇࡈ͉۰ୣݦ؇̟ࡕଜЕ؏ ߾ئҬԂ ୣݦଜѦ
Լ ଜʵݡТЬ Ьփ ࡁ˱ѸЕ ʎࢉࢽ ߾ؿҬԂ ࠉࢠѺ ܹ ࡳֲ ࠉࢠѺ ˁࡉ ࠉࢠ ݦࢂࢇ  ࡪیঐ ؏ ࡶئए
ଜѦԼଜʵݡТЬ

 ʋࢆࢺࠇؼԃ࠾ˮгзْۭࠆԀঅ
жкٕ۰жкʎࢉࢽؿঈչٕ۰ɟɟɟ
ࠉԃঈɟɟɟɟɟɟɟɟɟɟɟɟɟɟ#ɟɟɟFRNU
ݣ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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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㰆㥖ⴲ⽾ⴖ# ᇚⴶⷓ⊲# ⷚ6ⵎ# ⷚኳ# ⇍# ㉖ὪⳂ㙿# 㯂㰧# ᾜ㍢㯓# ♿⢚# ኳᇚ# ♪᷾AA



3. Њὦ ᓢེᷢẂ՚ᶾ૮ⵢⴲẂⵊ⁞♆
o ེᷢẂ՚ᶾ૮ⵢᢚᶳંЊὦ⹂ ⁞♆ఊ ᓢ⸃⣊(ታ, ᷞཫ⒆,
၊؞צ။, ⟎⢒)၊ὢẗϮ

ӣᐉல။⁞♆ⵢᵪⵖ

- ᆺЊὦ⹂⁞♆ᷚᕮࢆᐗᒃἮེᷢ૮ὢఆંЊὦ ᓢ
җᶾഞཪཪ↶ᨆὶἺ
o ὢẗ Њὦ ᓢེᷢẂ՚ᅪ ᐉἮҫẞ, ᢚᶳંẂ՚ᅪᐉἮ
ࢎᕮ⤞(תጢὪ‘ )⃮؞10Ὢὢࢢ’ᶾᫎⵢᵪⵖ
- ؞ϲࢢᶾེᷢⵎᨆᶴં ૧ⵊᢚἎϮὶἲഺᶾંὢẗᶾѺ
ᷞ؞ᢚἎᏽὢ ؞ᐗᒃἲᴺᆚӎᫎ؞ϲἲᷞᾓⵎᨆὶἪ,
צᢚἎϮቦⵆቢ↮⒢ᶴὢེᷢⵆѺⵆᷚᵪⵖ
o ὢẗེᷢ Ẃ՚ᶾഞᅦႺ ӣἪ၊ᐊᣋⵆંᘲᒂỲᶾᤊ
ᢚᶳϮ

ⵆંᐂᶾഞཪὢẗᶾѺᨆᨆႺḮẞᦏႺ(ᢚᓦẞᦏἲ

Ẃ՚ⵆંҫẞᶾⵊⵖ)

⒛՚ⵎᨆὶἺ

4. Њὦ ᓢེᷢẂ՚ ⵊᏽўῶ
o ᢚᶳંᒃᅎᶾഞཪེᷢὢ↮ં ⵊఊҫẞ, ᅦᢚེ
ᣋታ·ᫎ⒢ᅪⵢⵎẞဒϮὶўࢆᅦᢚེᾚᢞӪצᐄὢὣἲ
ᕮ૧ⵆѺ♖ⵢⵎẞဒϮὶંҫẞེᷢἲ ⵊⵆўࢆўᕮⵎᨆὶἺ
- ᢚᶳં ὢẗᶾѺ ེᷢἲўῶⵎҫẞེᷢẂ՚ᅪᐉἮࢎ
ᕮ⤞10ὪὢࢢᶾўῶᢚἎᏽὢ ؞ᐗᒃἲᴺဒᵪⵖ
- ེᷢἲὪᕮ
ⵢᤊં

ⵊⵆંҫẞ,

ⵊఆંᢚⵛἲ

Ṧⵊᕮᕲᶾ ૮

ӣⵢᵪ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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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ʋࢆࢺ ؼঅն،ৗ ːʋ ࡈࠏ ̘࣮

ᒃ ⁞Ӯဖ

o (ӣЊẾ♇) Њὦ ᓢ⒆ᆚᐗ♖ἲὢẗϮᶦ ↮ᩫѺ⹃ὦⵎᨆ
ὶல။ὦ⤞थ⸶⮆ὢ↮ᶾ↮`Ἢ၊ӣЊⵢᵪⵖ(᫊ဧ

31⁞␦⁞)

o (ὢẗպᆚᓢ⸦ⵛኗᕮϯ) ὢẗϮպᆚᅪᢚⵆં↶ㆍ
↯`Ἢ၊ லẮὢ ఆં ⵛኗ*Ӫ ḖཪὦἪ၊ Њὦ ᓢᅪ ⒆ᆚⵆ؞
ഺጦᶾ ᐊᣋⵆં ⪧ᨆⵊ ӣЊ ⵛኗ**Ἦ ὢẗϮ ᅦ ⵛኗ ᓢ
ᩫѺ⹃ὦⵎᨆὶல။ӣЊⵎᨆὶἺ
*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행사방법,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
처리부서 명칭과 연락처
**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Њὦ

ᓢ⒆ᆚᐗ♖ᶾὢẗպᆚᓢ⸦ⵛኗἲѺ᫊ⵆўࢆ,

ᒲல၊ኗ␖ᅪాӎⵢ૧ⵛኗἪ၊ᐂ၊Ϯ؞؞ઓἲ `ẗⵎᨆὶἺ
o (Ϯள

ӎ ०ဓ) Њὦ

ᓢ ⒆ᆚᐗ♖ ᆼἮ ࢢẗἲ ὢẗϮ

Ὣ ؞ᩫல။Ϯள ӎ०ဓἲⵢᵪⵖ
- ӣЊ ⵛኗᒲ ᤦᕮᢚⵛἮ ⱊḮ צᆪἲ ⹊ẗⵆўࢆ Ὢᕮ ӣЊ ⵛኗ
ҫẞὢẗϮᤎ⣋ⵆᷚὫἲᨆὶல။⮪♖؞ઓἲ ӣ
※ 특히 제3자 제공 업체 및 업무 위탁 업체의 목록은 펼침 기능 등을 활용





 ʋࢆࢺࡅࢄ ؼέࠄ ऌ ࡈࠏ ̘࣮

o (؞ᓦẾ♇) ὢẗϮᫎЊὦ
؞

ᓢᅪ⦣

ᒃ ⁞Ӯဖ

ᓢὢẗࢢᷛἲ

⹃⽶ᴺӎ

ⵎᨆὶல။ⵆ؞Ỳⵢᢚᶳં ὢẗЊὦ

ᓢὢẗࢢᷛἲ ᷞ1ὢ⃪`؞Ἢ၊ⵢ૧ὢẗᶾѺ⦣↮ⵢᵪⵖ
☞ 통지 대상 사업자
1.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 명 이상
※ ῲलல10, 11, 12ỂὪὪᓢἎྷ(Њὦ ᓢᅪᓢἎⵆӎὶંὢẗᨆ)┋ⵗ/92(Ὢᨆ)

2. 전년도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 이용내역 통지 항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2.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 이용내역 통지 방법
o 전자우편, 서면,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 선택

o (ᇌ▒⸃ ὢẗࢢᷛ ⦣↮) Њὦ

ᓢ ⒆ᆚᐗ♖ ࢢẗἲ ⦣↮ⵆં

ᨆ⃮ὢᴲὢẗᒲ၊Њὦ ᓢЊᒲ`․՚⒢`ὦὢẗࢢᷛἲ
⦣↮ⵆல။०ဓⵢᵪⵖ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항목과 해당 목적 내에서 실제로 제공한 내역
(제3자 제공의 경우 제공받은 자·목적·항목)을 통지
??ᇚⴶⷓ⊲# ⴲⱧᙲ⮫# 㝳⽾#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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ㇶኞ

# ≓ⷓ# ⟖⾏# ⴖ㬫# ⇍# ⊲⸲Ꮾᇂ# (᫊᷶)

תўᒃဧ
⦣ᫎᘲᏮᓢ⸦ᒃ
᫊ဧ 41⁞
(⦣ᫎᢚ⹃ὦႺ)
ῲў྆ᶾᤊ
ᘲᓢ⸦ᶾӮⵊᒃᅎ
᫊ဧ 6⁞
(ў྆؞။)

ῲἣў྆ᒃ
᫊ဧ 12⁞
(ῲἣў྆؞။)

ᫎẗ ᓢὢẗᏽ
ᓢ⸦ᶾӮⵊᒃᅎ
20⁞
(ᶳጢ⒆ᆚ؞။)

Ⴚᒃ
᫊ ♇15⁞
(↲ႺᶾӮⵊ؞။)

՛ᤦ؞ᓦᒃ
85⁞3
(ᾓᕮᏽ↋ўᤊᅆ)
ᒃ
64⁞,
464⁞2,
487⁞,
662⁞
(ᓢⷆӮဖႺ)



Њὦ

ᓢᅆ

ᓢ؞ϲ

၊؞צ။Ⴚ, ↮▂`Ⴚ

3ЊỂ

ῲ⦣؞ᫎὪ᫊, ῲ⦣؞ᫎЊ᫊·Ⴚ᫊ϲ, ᢚẗலᨆ,
૮ᐗϮέᑶ⸦, ᐊᫎ↮؞՛Ỳ♆▂`Ⴚ

12ЊỂ

ᘲᕶᆺંᕲᾯ⒆ᆚᶾӮⵊ؞။

3ल

Ҳᵫં⒛ᵫ⒎ᶾӮⵊ؞။,
૮Ҟ ᏽᾚ⹂ӣᶾӮⵊ؞။

5ल

Ѣ૧ў྆ᵏ1ᆺẾὢⵆῲἣў྆ᶾӮⵊ؞။,
ῲ↮ᨆὢẗӪӮဖఊў྆ᪧὦᶾӮⵊ؞။

1ल

ῲἣў྆ᅆᏽᵏ, ૮ᐗᶾӮⵊ ᓢ,
↮ὦ▊ேᶾӮⵊᢚⵛ,
ῲἣў྆ḮӮဖⵊῲ`ᾓ♆؞။,
ῲἣў྆ᫎ⒛ᏽ⁞ѢᒮҫᶾӮⵊᢚⵛ,
Ѣ૧ў྆ᵏ1ᆺẾ⓶Ӫῲἣў྆ᶾӮⵊ؞။

5ल

ᫎẗ ᓢᶳጢ⒆ᆚᶾӮⵊ؞။

3ल

⒆ᐗῲ

2ल

↲ᤊᕮᓦ

3ल

⹆ታᕮ, ѮᢚҚ؞။, ϲ⸦؞။ᕮ,
ᐗᢚᤎᢚ↲ᏽצҚᤊ, ⁞ᢞ؞။ᕮ

5ल

↲Ⴚ؞။ᕮ, ᨆᨎ؞။

10ल

՛ᤦᕮӪ ⒇؞ϲ(⁞ᤦ᫊⺖)

10ल

՛ᤦ⇃ᨆպᏽ՛ᤦ⹆ቦ᫊⺖

5ल

ᓢⷆႺ⒛՚պቦ᫊⺖

2ल

ᓢⷆႺ/`ᆫᐆ⹆⒛՚պቦ᫊⺖

3ल

ᢚպቦ᫊⺖, ᐞ૧↮⒛՚պቦ᫊⺖

5ल

ᢚ⹆⒛՚պቦ᫊⺖

10ल

ъ ୧࣑ ࣵғ  ੑ Ҽܵ
ੜਲ ਞ

 ھъ ୄܵ иْھ
☃

㽰

ㅣ  

☃

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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