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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정보보호조치 의무

개인정보 보호 규제의 양대 축
처리행태 규제
최소 수집 원칙
동의 원칙(opt-in)

안전조치 규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내부자에 의한 횡령에 대응
 외부 해커의 침입에 대응

목적 합치 원칙
제3자 제공 및 위수탁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가명처리 및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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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정보보호조치 의무

발제 주제
법률상 정보보호조치 의무 & 민사소송과 행정소송·형사소송의 관계
구분

1세대

2세대

3세대

소송
유형
민사
only

해킹사건

행정소송(과징금 이상) 또는 형사소송

방어의
난이도

유출건수

민사소송

2008 A사

1,800만 건

A사 승(2013다43994)

2011 S사

3,500만 건

S사 승(2015다24904)

2012 K사 1차

870만 건

K사 승(2017다256910)

2014 K사 2차

1,170만 건

K사 승(2017나2001279)

K사 승(2016누64533)

중

하
행정처분 미부과

상
중

민사,

2015 P사

195만 건

P사 패(2018나84531)

P사 패(2018누45055)

하

과징금

2016 I사

2,500만 건

I사 패(2016가합563586)

I사 패(2018누56291)

상

2017 E사

타 사이트 ID·PW

E사 패(2018구합65682)

중

민사,

2017 H사

주민번호 42만건

H사 유죄(2019고단1843)

중

과징금,

2017 B사

3만 건 + 비트코인

B사 유죄(2019고단1838)

중

형사

2017 Y사

97만 건 + 숙박정보

일부 진행 중일 것으로 추정

공판 중(방통위 2017. 9. 8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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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정보보호조치 의무

해킹을 당한 사업자의 책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과징금, 과태료, 형사처벌 등 제재

제재
공적집행

금전적 가치 있는 다른 정보(예: 비트코인)를 해킹 당했다면
 제재 근거법률 X(민사상 손해배상 only)
c. f. 공공기관이 감사(監査) 받는 것은 제재 근거법률 불필요

사업자(Admin)

손해배상청구

유출

사적집행
고객(User)

보안
불철저

범죄자(Hacke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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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정보보호조치 의무

해킹을 당한 사업자의 책임
B사해킹2017. 12. 12. 방통위보도자료
비트코인 탈취 손해배상은
민사 only (과징금 X)

개인정보유출 처벌(과징금)
그 결과 미상의 해커가 약 3,434개 IP에서 약 2백만 번의 사전대입공격을
수행하였으며, 이 중 4,981개 계정은 로그인에 성공하여 사용자 계정이 탈취되었으며,
266개 계정은 로그인 성공 후 가상통화 출금 로그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 비*****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를 소홀히 한 점, △개인정보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한 점, △백신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지 않은 점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규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위와 같은 보호조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취약점이 이번 해킹에
직·간접적으로 악용된 점, 해킹으로 인해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에 대해 △과징금 4,350만원, △과태료1,500만원,
△책임자 징계권고, △위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 명령,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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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정보보호조치 의무

개인정보 유출 시 행정제재(과징금)
개인정보보호법(2020. 8. 5. 시행)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6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제39조의15(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 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5.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제29조의 조치(내부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과징금 부과 요건 : 법상 보호조치 의무 위반 +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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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정보보호조치 의무

개인정보 유출 시 형사책임(개인 처벌 가능)
개인정보보호법(2020. 8. 5. 시행)

제10장 벌칙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8조의4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제74조(양벌규정)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註: 개인정보처리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형사처벌 부과 요건 : 법상 보호조치 의무 위반 +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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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정보보호조치 의무

개인정보 유출 시 형사책임(개인 처벌 가능)
개인정보보호법(2020. 8. 5. 시행)

제10장 벌칙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8조의4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7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3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과태료 부과 요건 : 법상 보호조치 의무 위반 그 자체(유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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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의 내용
행위의무의 내용

기
술
적
보
호
조
치

관
리
적
조
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차등 부여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내역 보관
접근권한
전보·퇴직자 접근권한 말소
책임 추적성 확보(사용자계정 공유 금지)
접속 비밀번호 작성규칙 운용
방화벽, IDS, IPS 설치·운영
외부접속시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망분리
접근통제
개인정보 외부공개 방지 접근권한 차등 부여
고유식별정보 처리 시 주기적 취약점 점검
로그온 타임아웃
업무용 모바일 기기 분실 대비
개인정보의 암호화 저장 및 전송
접속기록 위·변조 방지 및 일정기간 이상 보관
악성프로그램 방지(자동업데이트, 백신 등 사용)
관리자용 단말기 안전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물리적 보안
재해·재난 대비(위기대응 매뉴얼, 백업 및 복구)
개인정보의 파기
출력·복사시 보호조치, 개인정보 마스킹 조치

행안부 고시

방통위 고시

§5①
§5③
§5②
§5④
§ 5 ⑤, ⑥
§6①
§6②
§6③
§6④
§6⑤
§6⑦
§7
§8
§9
§ 10
§4
§ 11
§ 12
§ 13
-

§4①
§4③
§4②
§ 4 ⑦, ⑧
§4⑤
§4④
§4⑥
§4⑨
§4⑩
§6
§5
§7
§3
§8
§ 9, 10

처벌 기준은 명확해야(O/X checklist based): 구체적 · 개별적 행위의무 규정이 대부분
- 성질상 추상적 · 포괄적 의무 규정 부적절 → 개인정보처리자 주의의무의 전체집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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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의 수준 - 3-Hurdle Model
법위반 책임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지배 영역 e.g. 음주 교통사고
 법에서 요구한 보호조치 의무(고시) 위반하여 고객정보 유출
법의 영역 X

과실책임
 손해의 공평한 분담 이념 e.g. 주차장 '문 콕' 사고
 사회통념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고객정보 유출
과실책임
법위반 책임

① 공법상·형사상 제재의 기준
 근거규정에서 정한 행위의무 위반
 법해석의 대상

② 민사상 손해배상의 기준
 업계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
 입증의 대상

③ 경영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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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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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의 내용 Vs ISMS-P 인증, 개인정보 영향평가

※ 인증 및 영향평가 요건에도 해킹 보호조치
요구사항이 있으므로, 이것을 받으면 고시 준수
역량이 올라갈 것
※ 다만, 인증 및 영향평가는 ‘Process 및 Infra 구비
여부’ 를 기본적으로 평가하는데, Process 및
Infra가 존재하더라도 운영상의 과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안사고 발생 시 고시 위반
여부는 원칙적으로 별도로 판단함

中 보호대책 요구사항 Part

中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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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판결_1세대

1. A사 해킹 사건(대법 2015. 2. 12. 2013다43994)
2008년 개인정보 1,800만 건 탈취된 해킹사고의 발단
 A사는 웹서버(Apache Tomcat) 관리자 PW 초기값(공공에 공개된 정보) 변경 않고 방치
초기 비밀번호 미변경 취약점이 검색엔진(shodan.io)에 의해 스캔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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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판결_1세대

1. A사 해킹 사건(대법 2015. 2. 12. 2013다43994)
판결문
1)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피고 A사가 제공하는 상품 중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피고 A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사의 인터넷 오픈마켓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에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피고 A사의 이용약관
제8조에 따라 피고 A사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제공하였다.
2008. 1. 초경 피고 A사의 서버에 해킹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경찰수사결과에 의하면 위 해킹사고는 중국인 해커로
추정되는 소외인 등이 2008. 1. 3.경 피고 A사의 웹 서버 중 하나인 이노믹스 서버에 설치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인 톰캣
서버에 초기설정상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위 톰캣 서버의 관리자 페이지에 ‘job.war'라는 백도어 프로그램을
올렸고, 각종 해킹기법을 통해 이노믹스 서버에 침입하고 이 사건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관리자 아이디와 암호화된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2008. 1. 4.경부터 2008. 1. 8.경까지 네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회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피고 A사의 회원정보를 누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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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사 해킹 사건(대법 2015. 2. 12. 2013다43994)
판결문
정보통신서비스가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구축한 네트워크나 시스템 및 그 운영체제 등은
불가피하게 내재적인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이른바 ‘해커’ 등의 불법적인 침입행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완벽한 보안을 갖춘다는 것도 기술의
발전 속도나 사회 전체적인 거래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기대하기 쉽지 아니한 점, 해커 등은 여러 공격기법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취하고 있는
보안조치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 및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침입하고, 해커의 침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기술은 해커의 새로운 공격방법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대응하여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이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보안의 기술 수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업종․영업규모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취하고 있던 전체적인 보안조치의 내용, 정보보안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및 그
효용의 정도, 해킹기술의 수준과 정보보안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른 피해발생의 회피가능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부장관이 마련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2005-18호 및 제2007-3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의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준수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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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사 해킹 사건(대법 2015. 2. 12. 2013다43994)
2008. 1. A사 회원정보 1,800만 건 해킹
쟁점
 웹서버 관리자 PW 초기값(publicly known) 미변경 행위의 과실(주의의무 위반 여부)

법원
 해킹 당시 ①에 ‘PW 변경의무’ 규정 없었다(=주의의무 위반 부정)

(업계 인식)
PW 초기값 마땅히 변경

A사 판결은
①, ② 동일시

① 공법상·형사상 제재의 기준
 근거규정에서 정한 행위의무 위반
 법해석의 대상

② 민사상 손해배상의 기준
 업계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
 입증의 대상

③ 경영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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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사 해킹 사건(대법 2015. 2. 12. 2013다43994)
대법원 曰: “① 지키면 ②도 by default 준수한 것이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43994 판결)

방통위와 행안부는 대법원 판결을 부담스러워 한 듯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2015. 5. 19. 개정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5-3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2016. 9. 1. 개정 행정안전부고시 제2016-35호)

제1조(목적) ① 이 기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및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전 고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전 고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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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사 해킹 사건
키로거(key logger)를 ‘S사 DB 기술팀 직원 PC’에 심어서 침입 개시
(Advanced Persistent Threat 공격)
광고 이미지 업데이트 모듈
(ALAD.dll)
알집 서버

해킹

개인용 알집(.alz, .egg 등 압축 tool)은 무료인 대신 광고 표시

키로거로 바꿔치기
해커

위 직원의 PC에서 DB 서버로의 침입 경로 가운데, 위 직원의 퇴근 후 로그아웃(idle timeout)이 되지
않고 서버와의 접속이 유지되어 있었던 터미널이 있었던 듯
DB 서버에 보관된 고객정보 3,500만 건 유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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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사 해킹 사건(서울고법 2015. 3. 20. 2013나20047)
(직원 PC가 왜 뚫렸나) 상당인과관계 부정
 DB 관리자의 개인용 알집 사용 부적절하다 해도, 이것 때문에 해킹 당하리라 예견 곤란

(DB 서버가 왜 뚫렸나) 과실 여지 쟁점이 됨
 원고의 주장 : 만약 위 직원이 로그아웃을 하고 퇴근했거나 idle timeout을 설정했더라면 해커는 DB 서버에 침입하지
못했을 것이다.
 방통위의 사후적 재발방지대책 수립 : 고시 § 4 ⑩ idle timeout 설정의무 신설(’15)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2015. 5.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5-3호)

제4조(접근통제) ⑩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이 필요한 시간 동안만
최대 접속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뒤집어 말하면 S사는 해킹 당시(‘11) 구 고시는 모두 지켰음, 서울고법은 과실 부정
※ 그러나 행위 당시 구 고시만 지켰다고 해서 민사상 과실이 없나? 고시 제정자가 놓쳤을 수도 있는데?
(A사 판결과 같은 문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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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사 해킹 사건(서울고법 2015. 3. 20. 2013나20047)
2011. 7. 개인정보 3,500만 건 유출

알집(S사 DB관리자 PC에 설치된 제3의 SW)의 취약점 경유, 키로거 감염
법원

쟁점
 APT 공격 못 막은 행위의 과실(주의의무 위반 여부)

 ①의 의무규정 이행했다(=주의의무 위반 부정)

입법자가 늦었다면
손해배상 흠결?

① 공법상·형사상 제재의 기준

② 민사상 손해배상의 기준

③ 경영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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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사 해킹 사건(대법 2018. 1. 25. 2015다24904)
대법원은 S사의 손해배상 책임 없다는 원심 결론 유지
 다만, 판결이유에 새로운 법리 설시하며 판결이유 변경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43994, 44003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사건 고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마땅히 준수해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으로도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보호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나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고 이러한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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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사 해킹 사건(대법 2018. 1. 25. 2015다24904)

대법원 曰 "①≠②"

① 공법상·형사상 제재의 기준
 근거규정에서 정한 행위의무 위반
 법해석의 대상

② 민사상 손해배상의 기준
 업계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
 입증의 대상

③ 경영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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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사 해킹 사건(대법 2018. 1. 25. 2015다24904)
대법원은 S사의 손해배상 책임 없다는 원심 결론 유지
먼저 개인정보처리자가 퇴근 시 로그아웃을 하지 않거나 자동 로그아웃 기능을 설정하지 않은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살펴본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개인정보취급자로 하여금
작업 종료 후 로그아웃을 하도록 하는 것은, 비록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마땅히 준수해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으로도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보호조치에 해당한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보호조치를 미이행하여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권한이 없는 제3자가 손쉽게 위 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의 도난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만약 이러한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 판단 중 이 사건 고시에 위와 같은 보호조치를 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위와 같은 보호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처럼 판시한 부분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해커는 이미 키로깅을 통하여 이 사건 DB 서버 관리자인 소외 2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획득한
상태였기 때문에 소외 1이 자신의 컴퓨터에서 로그아웃을 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소외 2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게이트웨이 서버를 거쳐 이 사건 DB 서버에 로그인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상당인과관계
부존재). 따라서 원심이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보호조치의 미이행과 관련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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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사 해킹 사건(대법 2018. 1. 25. 2015다24904)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판결이유(대법원 판결문에도 같은 취지로 설시)
(원고들의 주장 요지)
해킹사고 당시 이 사건 해커는 소외2(DB 서버 관리자)의 DB 관리자 계정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만약 소외1(APT 공격을 당한 직원)이 DB 서버에서 로그아웃을 하고 퇴근하였다거나 DB 서버 관리자가 DB
서버에서 일정 시간 작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도록 설정하였다면 이 사건 해커가 소외1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DB 서버에 접속할 수 없었을 것임에도, 피고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판단)
이 사건 해커는 이미 키로깅을 통하여 이 사건 DB 서버 관리자인 소외2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획득한 상태였기 때문에
소외1이 자신의 컴퓨터에서 로그아웃을 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소외2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게이트웨이 서버를 거쳐 이 사건 DB 서버에 로그인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이 퇴근 시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로그아웃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 로그아웃 기능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관련
법령상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거나 이 사건 해킹사고의 발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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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사 N-STEP 사건
N-STEP Client UI(대리점용)

(외부망 접속시)
Virtual
Private
Network

ID

5088080

PW

*****

전화번호

① 대리점 퇴직자 계정 말소 X

N-STEP 인증 Server

ID, PW, MAC주소

AUT 서버

인증토큰 부여

10분간 유효

010-1234-5678

조회결과

인증토큰+Query

고객명:
주민번호:
주소:
단말기:
가입일:
요금제:
…

: ID/PW 맞는지 확인

N-STEP 서비스 Server
ESB(Enterprise Service Bus) 서버

Request Packet
② 암호화 통신 but cipher key가 client
내 보관되어 해커가 탈취
고객정보 응답

④ 약 5개월간 K사가 발견 못 함

OM(Order Management) 서버
OM DB(Database) 서버

③ AUT 서버 재차 인증 X
Client 전송 데이터 유효성 확인 X

해커는 N-STEP Client에서 고객 전화번호를 수동 입력·조회하지 않고, 자동생성한 임의의 번호에 대해 고객정보를
Query하도록 Request Packet 변조하는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
 2012. 2.경 ~ 6. 29. 약 5개월간 고객정보 870만 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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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사 N-STEP 사건
K사는 약 5개월 후 N-STEP 비정상적 사용패턴 감지, 경찰에 신고
 해커 검거 및 형사처벌(인천지법 2014. 8. 29. 선고 2014고단2010, 2572)

방통위의 단순 시정명령 부과(2012. 12. 13.자 보도자료)
(주)K사의 위반내용
※ 해킹으로 인해 2012. 2월부터 약 5개월간 총 873만 435명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민번호, 기기명, 요금제, 요금액, 기기변경일 등
개인정보가 유출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시 제공항목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음(과징금)

-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의무 중 일부 위반 등(시정조치 명령)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시 불필요한 항목을 과다하게 동의 받은 행위 등(개선권고)

정보유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원고 승(서울중앙 2012가합108974) 등: 원고당 10만원 위자료 배상판결
 2심 원고 승(서울중앙 2014나70589) / 원고 패(서울고등 2014나2032746) 혼재
1심 전문심리위원참여결정

 3심 원고 패(대법 2017다207994, 2017다256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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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사 N-STEP 사건(서울중앙지법 2014. 8. 22. 2012가합108974)
1심 원고청구 일부인용(원고당 10만원) 사례
1. 퇴직자 접근권한 말소 누락
 방통위 고시 §4 ②(퇴직자 접근권한 말소) 위반으로 판단

3. N-STEP UI 이후 단계(DB 서버 등)에서
인증토큰 유효성 미확인
 방통위 고시 §4 ⑤(미인가 접근 제한) 준수하였다고 판단
 앞단 AUT 서버에서 인증 절차 거친 이상, 뒷단 DB 서버
등에서 인증 별도로 안 해도 무방

2. 암호화 통신 취약
(암호화 키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내 평문으로 보관)
 방통위 고시 §6 ②(개인정보 암호화 저장) 위반으로 판단
방통위 고시 §6 ③(개인정보 암호화 전송) 위반 적용 대상?

4. 5개월간 이상행위 미탐지
 방통위 고시 §5 ①(월 1회 이상 접속기록 정기점검) 위반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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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사 N-STEP 사건(서울고법 2017. 1. 13. 2014나2032746)
항소심 원고청구 기각 사례
 퇴직자 접근권한 말소 누락

방통위 고시 제4조(접근통제)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Vs

"이 사건 해킹프로그램에는 퇴직한 자의 N-STEP 계정인
‘5088080’ 외에도 피고의 다른 대리점 계정인 ‘6823830’과
피고의 현장직원(현직직원) 계정인 ‘922665834’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5088080’ 계정을 말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이 사건 정보유출사고의 발생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현직직원 계정은 도용 당해도 위법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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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사 N-STEP 사건(서울고법 2017. 1. 13. 2014나2032746)
항소심 원고청구 기각 사례
 암호화 통신(도청방지) 취약
이 사건 고시 제6조 제3항은 개인정보 및 인증번호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로 송·수신할 경우 해당 데이터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암호화한다는 내용으로서, 개인정보 등을 송·수신할 때 암호화의 대상 범위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외부망, 즉 일반인이 접근 가능한
인터넷 공중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즉 이 사건 고시 제6조 제3항의 취지는, 제3자가 탐지할 수 있는 외부 인터넷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라는 것이다).

피고의 N-STEP 시스템과 대리점 PC(외부사용자)가 VPN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전송할 경우 암호화해야 하는 구간은
‘인터넷 공중망인 VPN 장비부터 대리점 PC의 VPN 장비까지’라고 할 것인바, 피고는 피고 회사의 VPN 장비부터 대리점 PC의 VPN
장비까지 개인정보를 전송함에 있어서 IPSec의 방식으로 암호화하여 전송하였고, (중략) 따라서 대리점 PC의 VPN 장비를 거친 후(즉
인터넷공중망을 거친 후) IPSec으로 암호화된 데이터가 복호화되어 패킷상에 암호화되지 않은 실사용자 주민등록번호가 평문으로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중략) 이 사건 제6조 제3항의 ‘정보통신망’은 외부로 연결되는 인터넷통신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즉, 해커가 암호화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곳은 대리점 PC의 VPN 장비를 거친 이후의 대리점 PC 내부 영역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암호화가 요구되는 영역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고시 §6 ③ 해석론은 타당할 수도 있으나(o. 전송구간 암호화; x. 전송완료 후 PC 내부 영역 암호화),
암호화 키를 평문으로 보관한 행위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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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사 N-STEP 사건(서울고법 2017. 1. 13. 2014나2032746)
항소심 원고청구 기각 사례
 암호화 통신(도청방지) 취약 관련 생각해 볼 문제
[1심 원고청구 일부인용(인당 10만원) 판결이유 발췌]
(해커)는 위 형사사건에서 과거 N-STEP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구동하는 과정에서 (Client 프로그램에) 설치된 DLL 파일을 분석하던 중
SsoChiper.dll 파일에 아스키 문자열로 키 값으로 추정되는 문자열을 발견하고 이를 테스트하니 복호화가 되어서 손쉽게 고객명을
복호화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와 같이 피고가 개인정보를 암호화한 암호화키를 프로그램 소스코드 내에 저장하는 등 암호화 키의 관리를 소홀히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는 이 사건 고시에서 요구하는 암호화에 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정도 암호화 조치가 업계 표준에 미치느냐 못 미치느냐? (2번 허들을 넘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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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사 N-STEP 사건(서울고법 2017. 1. 13. 2014나2032746)
항소심 원고청구 기각 사례
 5개월간 이상행위 미탐지
N-STEP 시스템 전체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보는 이상, (중략) N-STEP 시스템의 사용자가 고객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N-STEP
시스템의 접속경로인 N-STEP UI에서 접속기록이 생성되어 N-STEP 시스템의 인증서버인 AUT 서버 중 로그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피고는 AUT 서버 단계에서 1일 1,000건이 넘는 고객정보 조회 내역이 탐지되는 경우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로그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접속기록을 관리해 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N-STEP 시스템은 N-STEP 포털 및 AUT 서버에서 적법하게 인증을
거친 사용자에 대해서만 ESB 서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순차적인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AUT 서버 단계에서
저장된 접속기록을 확인, 감독함으로써 위 고시 규정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비록 피고가 OM DB에 대한 신용정보 접속기록을 확인할 방법이 있었고 이를 확인하였더라면 이 사건 정보유출사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우연히 이 사건 정보유출사고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제3자가 정상적인 AUT 서버를 우회하여 로그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접속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정보를 유출하였을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맨 앞단 서버 로그만 점검하면 뒷단 서버 로그는 안 봐도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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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사 N-STEP 사건(대법 2018. 12. 28. 2017다207994

& 2017다256910)

원고 손해배상청구 기각, K사 책임없음(확정)
대법원2017다207994, 2017다256910 사건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2년 발생한 통신사 A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자들이 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두 건의 소송에서 ① 원고들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하고(대법원 2018. 12. 28. 2017다207994 판결), ② 원고들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은 파기·환송하였음(대법원
2018. 12. 28. 2017다2569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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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사 마이올레 사건
K사
'13. 8. ~ '14. 2.

'14. 3. 6.

고객정보 1,170만건 유출 범인 검거, 해킹 인지

형사사건
'14. 10. 31.

불기소(혐의없음)

행정사건
'14. 6. 26.

'14. 8. 14.

과징금 7,000만원 부과

행정소송 제기

'16.초경

'16. 5. 26.

전문가 4인 쌍방 최후변론
증인신문

'16. 8. 18.

'18. 8. 24.

1심판결
선고(K사승)

항소심 판결
선고(K사승)

민사사건
'14. 10. 8.

'16. 12. 15.

‘18. 11. 8.

피해자 소송 제기

첫1심판결(K사승)

항소심
판결선고(K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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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사 마이올레 사건_행위사실 1
인터넷 주소(현재 페이지) : my2.olleh.com/요금명세서조회

로그인한 사용자 : 김 *

서비스계약번호: 1234567889

링크

인터넷 주소(링크) : my2.olleh.com/요금명세서상세보기
파라미터 : 서비스계약번호=123456789, 연=2015, 월=9

해당 전화번호의 특정 월 요금명세서 조회

인터넷 주소(해킹) : my2.olleh.com/요금명세서상세보기
변조한 파라미터 : 서비스계약번호=(임의의 번호), 연=2015, 월=9

타인의 요금명세서 조회(예외처리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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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사 마이올레 사건_행위사실 1(서울행정 2016. 8. 18. 2014구합15108)
쟁점
 파라미터 변조 취약점을 미리 발견 못한 행위의 법위반 여부

행정법원
 파라미터 변조 취약점 방지 요구하는 ①의 규정 없고, K사는 ①상의 의무를 모두 준수했다
(=법위반 부정, 과징금 처분 취소)

① 공법상·형사상 제재의 기준
 근거규정에서 정한 행위의무 위반
 법해석의 대상

② 민사상 손해배상의 기준
 업계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
 입증의 대상

③ 경영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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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사 마이올레 사건_행위사실 1(서울행정 2016. 8. 18. 2014구합15108)
쟁점

방통위 고시 제4조(접근통제)

 파라미터 변조 취약점을 미리 발견 못한 행위의 법위반 여부

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행정법원
 파라미터 변조 취약점 방지 요구하는 ①의 규정 없고,
K사는 ①상의 의무를 모두 준수했다
(=법위반 부정, 과징금 처분 취소)

방통위 고시 해설서(2012. 9.)
 개인정보취급자의 부주의로 고객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P2P를 통해 게시되거나 공유 설정된 PC 폴더에 고객명단 파일을
둠으로써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과실로 인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노출 방지
-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자료게시 담당 직원의 실수로 게시판 등에
고객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파일을 게시하는 사례가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취약점으로 인한 노출 방지

① 공법상·형사상 제재의 기준
 근거규정에서 정한 행위의무 위반
 법해석의 대상

-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시 보안기준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취약점으로
인해 구글 등의 검색엔진을 통해 개인정보 DB가 노출되는 사례도
발생하므로 수시로 인터넷 홈페이지 취약점을 점검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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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사 마이올레 사건_행위사실 1(서울행정 2016. 8. 18. 2014구합15108)
판결이유 발췌(상고심 계류 중, 심불기간 도과)
(1심) 확장해석 금지에 관한 법리,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9항의 규정 내용, 그에 관한 해설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규정은 기본적으로 ‘원고의 내부적 요인’ (즉 개인정보취급자의 부주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나 자료 게시
담당 직원의 과실,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 시 간과하여 발생한 취약점 등)으로 검색엔진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고, 나아가 ‘파라미터 변조’와 같은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누출 방지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항소심)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5항에서 별도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목적의 접근통제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과 제4조 제9항의 문언 및 그에 관한 해설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규정은 기본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측의 ‘내부적 요인’(즉 개인정보취급자의 부주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나 자료 게시 담당
직원의 과실,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 시 간과하여 발생한 취약점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고, 나아가 ‘파라미터 변조’와 같은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누출 방지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제재처분 근거규정의 엄격해석 원칙’에 입각한 해석론
c.f 2019년 선고된 ‘E사‘ 1심 행정판결은 정 반대의 해석론을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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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사 마이올레 사건_행위사실 1(인천지검, 불기소)
쟁점
파라미터 변조 취약점을 미리 발견 못한 행위의 법위반 여부

검찰
파라미터 변조 취약점 방지 요구하는 ①의 규정 없고, K사는 ①상의 의무를 모두 준수했다(=검찰 단계 혐의없음 결정)
∵ 죄형법정주의(= 근거규정 엄격해석) 원칙

① 공법상·형사상 제재의 기준
 근거규정에서 정한 행위의무 위반
 법해석의 대상

② 민사상 손해배상의 기준
 업계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
 입증의 대상

③ 경영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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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사 마이올레 사건_행위사실 1(서울중앙지법 2016. 12. 15. 2014가합49529)
쟁점
파라미터 변조 취약점을 미리 발견 못한 행위의 과실(주의의무 위반) 여부

민사법원
파라미터 변조 취약점 방지 요구하는 ①의 규정 없고, K사는 ①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①=②")
but 지금의 대법원은 "①≠②"의 입장으로 선회, 이에 따르면 결론이 달라질까?

① 공법상·형사상 제재의 기준
 근거규정에서 정한 행위의무 위반
 법해석의 대상

② 민사상 손해배상의 기준
 업계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
 입증의 대상

③ 경영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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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사 마이올레 사건_행위사실 2
대량접속 미탐지
 6개월 이상(2013. 8. 8. ~ 2014. 2. 25.) 합계 1,170만 건의 개인정보 비정상 조회
 해커는 특정 IP주소에서 일일 최대 34만 건의 개인정보 조회
 K사 마이올레 홈페이지의 일일 접속자수는 3,300만 건(위 해커의 접속 비중은 약 1%)
 K사는 당시 국정원 인증 받은 침입탐지·차단시스템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었으나 위 해커의 접속을 탐지 못함

방통위 판단
방통위 고시 제4조(접근통제)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 Firewall)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 IDS, IPS)
 위 고시조항에 따른 시스템 설치·운영 의무에는 이를 ‘제대로’ 운영할 의무까지 포함되는데,
K사가 6개월 이상 해커의 크롤링(비정상 대량접속)을 탐지 못한 것은 이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 안 했기 때문
대량접속 미탐지 행위는 방통위 고시 §4 ⑤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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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사 마이올레 사건_행위사실 2(서울행정 2016. 8. 18. 2014구합15108)
쟁점
대량접속 미탐지 행위의 법위반 여부

행정법원
K사가 국정원 인증 받은 침입탐지·차단시스템 설치하고 통상적 기능과 용법에 맞게 운영한 이상 고시 §4 ⑤ 위반 아니다
(∵근거규정 엄격해석 원칙)

① 공법상·형사상 제재의 기준
 근거규정에서 정한 행위의무 위반
 법해석의 대상

② 민사상 손해배상의 기준
 업계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
 입증의 대상

③ 경영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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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사 마이올레 사건_행위사실 2(서울중앙지법 2016. 12. 15. 2014가합49529)
쟁점
대량접속 미탐지 행위의 법위반 여부

민사법원
K사가 국정원 인증 받은 침입탐지·차단시스템 설치하고 통상적 기능과 용법에 맞게 운영한 이상 고시 §4 ⑤ 위반 아니다("①=②")
but 지금의 대법원은 "①≠②"의 입장으로 선회, 이에 따르면 결론이 달라질까?

① 공법상·형사상 제재의 기준

② 민사상 손해배상의 기준

ㆍ근거규정에서 정한 행위의무 위반

ㆍ업계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

ㆍ법해석의 대상

ㆍ입증의 대상

③ 경영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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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사 해킹 사건
DB 관리자 PC

직원 A의 PC

거점

원격접속

터미널 Login

악성코드
해커

2016.5.5. 회원정보
2,500만 건 유출

A의 가족사진을 가지고 만든
화면보호기(SCR) 파일을
A의 동생이 이메일 보내는
것처럼 주소 위장 · 어투 흉내

DB 서버

DB 관리자 PC 켠 채 퇴근
내부 네트웍 스캔

Idle timeout 미설정
(제1처분사유)

사내 서버 패스워드 장부 엑셀파일
(다만, DB 서버 패스워드는 없어)

묶어서 과징금 44.8억 처분

패스워드 암호화 누락

업무용 파일서버

(제2처분사유)

 (제1처분사유) Idle timeout 설정했더라면 APT 공격 막을 수 있었나? inspired by S사
 (제2처분사유) 해킹과 직접적 인과관계 없는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과태료or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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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사 해킹 사건(서울행정 2018. 7. 5. 2017구합53156)
I사 패소, 과징금 적법
개정 전의 법률은 ‘개인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라고 규정하여 명시적으로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여 이와 다른 규정 형식을 취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었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하였다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이며,
별도로 이용자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된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이 사건 제1, 2처분사유와 이 사건 개인정보 유출 간에 인과관계가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최대 접속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사건 해커는 (중략) 서버접근 제어 프로그램 STG-Client의
접속이 종료되지 않은 ‘DB 관리자 PC’를 통하여 ‘DB 서버’에 접속하였는바, 이 사건 해커가 위 프로그램의 암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DB 서버’에 접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처분사유와 이 사건 개인정보 유출간에 상당한 인과관계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 제2처분사유(패스워드 장부)와 해킹 간 인과관계 부존재는 1심 판결도 수긍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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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사 해킹 사건(서울고법 2019. 11. 1. 2018누56291)
I사 패소, 과징금 적법(원고 항소기각 → 대법 심리불속행 확정)
위와 같은 개정 이유는, ‘최근 은행, 카드사 등에서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
누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은 그 피해 정도가 지대하며, 유출된
개인정보는 2차 피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 사전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못하도록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크므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동 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처벌을 엄격히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규정의 형식과 내용, 개정이유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개정 이후에는 이용자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는 특수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예외가 설정될 수 있다. 개인정보 누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은 그 피해 정도가 지대하며, 유출된 개인정보는
2차 피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 사전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못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인과관계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상 자기책임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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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사 해킹 사건(검토)
과징금 근거조항 개정 취지? i)과징금 상한액 상향 Vs ii)인과관계 요건 삭제

2014.5.28. 법률 제12681호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① (본문 생략)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6.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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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사 해킹 사건(검토)
방통위 2013. 11. 21.자 입법예고
2. 나. 보호조치 위반과 개인정보 누출 등 침해사고와의
인과관계 입증 없이 과징금 부과가 가능토록 개정(안
제64조의3 제1항제6호)
 현재 대규모 개인정보 누출 등 침해사고 발생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과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움
 인과관계 입증 없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징금 부과가
가능토록 하고,

 정액 과징금(1억원 이하)을 다른 과징금 부과
위반행위(동의없이 개인정보 수집 등)와 동일하게 정률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1% 이하)으로 변경
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2030900&dc=K02030700&boardId=110
1&cp=3&boardSeq=37115

2014. 5. 2.자 법안(2014. 5. 28. 공표)
 최근 은행, 카드사 등에서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 누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은 그 피해 정도가 지대하며, 유출된
개인정보는 2차 피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 사전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못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크므로, 개인정보보호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동 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처벌을 엄격히 하고,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이용자 권리구제 수단을 보완하며, (후략)
※ 발의안 18건을 묶은 대안법안, ‘인과관계’ 요건을
삭제한다는 언급은 의안원문, 국회 검토보고서 및 회의록
등에 없음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1V4V0O2U2M7N0L0Z3B1T3J8
X6Z0E9

과연 국회에서 ‘인과관계’ 요건 삭제 개정안이 논의라도 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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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사 해킹 사건(검토)
인과관계 없는 의무위반(질서위반) 행위는 과태료 부과로써 별도 규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8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만약 종전 법률이 적용되었다면, 적어도 ‘제2처분사유’에 관하여는 I사에게 ‘과태료’만 부과되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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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사 해킹 사건(서울중앙지법 2020. 10. 29. 2016가합563586)
이 분야 민사소송에서도 주의의무 위반과 해킹 간 인과관계를 요구하지 않는 추세(→ 10만원 배상판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구 정보통신망법 제22조 내지 제32조의3을 위반하고,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었다는 사정이 발생하기만 하면 위 법률규정의 위반행위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등과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구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구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는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구 정보통신망법 제22조 내지 제32조의3 위반과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면서, 위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 두 가지 조건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계에 관해서는 아무런 내용을 두지 않고 있다.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현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로 이동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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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사 해킹 사건(서울행정 2019. 4. 25. 2018구합65682)
행위사실
Credential Stuffing 공격
 로그인 페이지에 대량의 ID/PW를 자동
대입하여 계정도용을 시도하는 공격

개인정보 탈취
 E사는 약 7개월간(2017. 2. 9. ~ 9. 25.)
Credential Stuffing 공격을 당해 254만 건
(중복 제거 시 16.6만 명분)의 외부사이트
도메인, 아이디, 비밀번호 등 탈취 당함

후속 금전적 피해발생
 탈취된 외부사이트 계정 중 비트코인
거래소 등도 존재
 해킹 후 E사 서비스 종료

암시장유통
• AdultFriendFinder.com
о 103,070,536 passwords already plainly visible
о 232,137,460 passwords hashed with SHA1
о 99.3% of password from this website are now
plaintext(cracker).

- 방통위 로그분석 결과 Login Fail Raito 81%
(2.26억 건 접속시도 中 1.65억 건 실패)

- (참고) E사는 2016년에도 Credential Stuffing
공격 당한 전력이 있었고, 2016년 탈취된
계정 중 상당수는 본건 2017년 해킹에서도
재차 탈취 당함

(Ref: https://leakedsource.ru/blog/friendf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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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사 해킹 사건(서울행정 2019. 4. 25. 2018구합65682)
방통위 2018. 3. 28.자 처분
처분사유 1
Credential Stuffing 공격을 탐지하지 못한 행위
→ 고시 §4 ⑤ 위반

처분사유 2
전년도 해킹 전력이 있음에도 Captcha 등 추가인증
수단을 취하지 않은 행위 → 고시 §4 ⑨ 위반

Login Fail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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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사 해킹 사건(서울행정 2019. 4. 25. 2018구합65682)
처분사유 2 관련 방통위 처분이유(발췌)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고시 제4조 제9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내부적인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 사건은 2016. 11.경 해커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아이디/비밀번호로 대량접속시도를 하는
사전대입 공격으로 피심인의 내부적인 부주의나 과실로 개인정보가 외부에 공개되거나 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고시 제4조
제9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 제9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피심인의 주장과 같이 내부적인 부주의로 인한 개인정보의
노출방지로 한정되는 규정이 아니다.
K사 마이올레 서울행정 판결과 상충

방통위 고시 제4조(접근통제)
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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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사 해킹 사건(서울행정 2019. 4. 25. 2018구합65682)
처분사유 2 관련 1심 판결이유(발췌)
위와 같은 규정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보호조치
기준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제1조 제1항), 이 사건 보호조치
기준 제4조 제9항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최소한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보호조치 기준 제4조 제9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취급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내부적 요인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만 위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보호조치 기준 제4조 제9항도 제1항 내지 제5항 등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통제를 위한 규정으로서 외부의 접근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을 내부적인 부주의로 인한 개인정보의 노출방지만을 위한 규정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K사 마이올레 서울고법 판결과 상충
 전체 결론에 영향을 못 미치는 쟁점일 수도 있음(∵ 행위사실 1의 고시 §4 ⑤ 위반 상존)
 다만, 이러한 확장해석이 향후 일반화될 경우, 자칫 모든 웹사이트 해킹에 대해 결과책임을 묻는 것으로
고시 §4 ⑨ 남용될 위험 발생 (∵ 해킹 = 열람권한 없는 자에 의한 정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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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사 해킹 사건(서울행정 2019. 4. 25. 2018구합65682)
해석론 변경 배경 : 2017. 12. 방통위 고시 해설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보호조치를 하되, 보안대책 마련, 보안 기술 마련,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의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노출 유형
 검색엔진(구글링 등)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노출

 홈페이지 설계‧구현 오류로 인한 개인정보 유·노출

 웹 취약점을 통한 개인정보 유·노출

 기타 방법을 통한 개인정보 유·노출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개인정보 유·노출

 (보안 기술 적용)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 시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를 위한 보안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취약점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개선 조치

 인증 우회(authentication bypass)에 대비하는 조치 등

 그러나 해설서의 개정을 고시 개정과 동일시할 수 있는가?
 고시 개정 시 소급입법 금지원칙 등 규범통제 받지만, 해설서 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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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사 해킹 사건(서울고법 2018. 9. 20. 2018누45055, 심리불속행 확정)
해킹 경위
 P사는 2015. 9. SQL Injection 공격을 당해 회원정보 195만 건 탈취 당함

방통위 2015. 12. 29.자 처분
 SQL Injection 관련 처분사유
 Linux 운영체제에서 기본 제공하는 웹방화벽(ModSecurity)의
일부 기능만 사용하는 등 침입차단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행위 → 고시 §4 ⑤ 위반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지 않은 행위 → 고시 §4 ⑨ 위반

 기타 처분사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1주일분만 관리하고 백업을
하지 않은 행위 → 고시 §5 위반
 안전성이 떨어지는 MD5 알고리즘으로 비밀번호를 암호화 한
행위 → 고시 §6 ① 위반

 관련 정황: 웹게시판 에러메시지에 DB 쿼리 정보 노출,
관리자 페이지 주소가 구글 검색엔진에 노출,
구 버전 제로보드 사용 등

과징금 1억 200만 원 및 과태료 1,5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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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SQL Injection

(자료 출처 : https://www.scriptcaseblog.com.br/seguranca/sql-injection-injetando-dados-a-partir-de-inputs/)

(자료 출처: https://github.com/OWASP/CheatSheetSeries/blob/master/cheatsheets/SQL_Injection_Prevention_Cheat_Sheet.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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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사 해킹 사건(서울중앙지법 2019. 5. 15. 2018나84531, 심리불속행 확정)
관련 민사소송 판결
… 방송통신위원회도 피고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하였으며, 위 처분은 앞서 본 행정소송을 거쳐 확정되었다.
… 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개인정보인 아이디, 암호화된 비밀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닉네일, 암호화된 장터 비밀번호, 가입일,
회원점수(마일리지)가 유출됨으로써, 원고로서는 유출된 아이디, 비밀번호 등과 동일한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사용하여 가입한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무단 접속 위험에 노출되었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아이디 등을 바꾸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유출된 원고의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신원 확인에 직접 관련된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개인정보 유출로 명의도용 등 추가적인 법익침해가
발생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에게 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10.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2. 6.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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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B사 해킹 사건(방통위 2017. 12. 12.자 처분)
User
‘17. 4~6월 공격
Credential Stuffing

OTP
ID·PW 4,981건 leaked

보이스피싱
(“B사 고객센터다. OTP 번호 알려달라”)
피해자의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계정
해킹, 해커에게 착신전환
B사 API 신청하여 OTP 인증 우회

266개 계정 70억원 탈취
but B사의 자발적 배상 X

HR 자문역 A씨 노트PC

‘17.4.28. 스피어피싱
가짜 이력서 파일 송부

2017년 회원관리 정책.xlsx
(회원정보 31,506건 유출)
인당 10만원 자발적 배상

개인정보 유출 부분에 대해 고시 §4 ⑤ 등 적용, 과징금 4,350만원 및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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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B사 해킹 사건(서울동부지법 2020. 2. 12. 2019고단1838)
H사·B사·Y사 법인 및 담당자 개인 2019. 6. 19. 기소
 2020. 1. 6. H사, 2. 12. B사 각 1심 판결선고(→ 최초 개인 형사처벌 사례)

정보통신망법(과징금 근거조항)
제9장 보칙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6.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처벌 근거조항)
제10장 벌칙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한 자
제7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註: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또는
제7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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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B사 해킹 사건(서울동부지법 2020. 2. 12. 2019고단1838)
피해자들은 2017. 5. 초순부터 해킹으로 인해 암호화폐를 탈취당했다고 지속적으로 신고 하였고, 피고인은
운영지원팀장으로부터 ‘회원 계정의 해킹으로 인해 자산을 탈취 당하는 피해 건이 접수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중략)
피고인은 사전대입공격으로 회원들의 개인정보 및 암호화폐가 탈취당하고 있는 사실을 회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다. 스피어피싱 공격을 한 성명불상 해커로부터 협박을
받아 그 사실이 수사기관 등 외부로 알려지자, 피고인은 2017. 6. 30.경 B사 홈페이지에 ‘본 사고는 B사 직원 개인 PC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 유출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B사의 내부망이나 서버 및 가상화폐 지갑과는 무관하고 모든 회원님들의
원화 및 가상화폐 예치금은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고 공고함으로써 마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발생하였으나 회원들의
암호화폐가 탈취당하는 피해는 없는 것처럼 공표하는 등 추가 유출 및 이용자 피해발생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중략)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피해를 신고하고, 대책을 요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 하였는데, 그 이유는 피고인들이
변명하는 것처럼 단순히 피해자 개인의 부주의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한 것으로 오인하여서가 아니라, 회사의 신뢰도
하락에 따른 영업손실을 우선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회사가 존재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회원들이
신뢰하고 거래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고객의 거래안전과 이익을 뒷전으로 돌리고 눈앞의 손실에 급급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기반을 부정하는 것이다. 처단형의 상한액으로 하여도 응보에 부족하다.

B사 법인 및 사업주 개인에게 각각 벌금 3,000만원(법률상 상한액)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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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H사 해킹 사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Multi Factor 인증 미시행
 H사는 외주업체 소속 파견직원에게 DB서버 관리업무 전반을 위탁

 위 외주직원의 노트PC 바탕화면 StickyNotes에 DBMS 서버 ID·PW가 메모되어 있었음
 해커는 2017. 9. 12.경 H사 내부망에 침입해 업무용 PC들에 원격제어 악성코드 유포하던 중 위 외주직원 노트PC에 접속
→ DBMS 서버 탈취

행안부 2018. 2. 6.자 처분
 과징금 3억 2,750만원 및 과태료 1,800만원 부과

서울동부지법 2020. 1. 6. 2019고단1843
 H사 법인 및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개인에 대해 각각 벌금 1,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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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Y사 해킹 사건
H사·B사·Y사 법인 및 담당자 개인 2019. 6. 19. 기소
2017. 3. SQL Injection으로 숙박예약정보 3,239,210건 및 회원정보 178,625건 유출
① DB 자료 수집 : 해커는 Y사 마케팅센터 웹페이지에 SQL 인젝션 공격으로 DB구조 파악
② 관리자 인증 세션 탈취 : 고객센터 상담직원용 관리자페이지를 관리자 인증 세션 값 탈취
③ 관리자페이지 접속 : 위 탈취한 관리자 인증 세션 값을 도용하여 개인정보취급자 인증 우회
④ 개인정보 유출 : 관리자페이지의 ‘엑셀 다운로드’ 기능을 이용해 숙박 예약정보 export

해커 일당은 Y사측에 수십억 원 요구, 공갈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문자 발송

방통위 2017. 9. 8. 의결 제2017-30-162호, 의결서 9쪽

2017. 6. 1. 해커 일당 경찰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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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Y사 해킹 사건(방통위 2017. 9. 8.자 처분)
방통위 2017. 9. 8.자 처분
 고객센터 상담직원 무려 35명에게 고객정보 파일 다운로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그 중 한 명의 권한을 해커가 도용),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접근권한을 과다 부여
→ 고시 §4 ① 위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동 후 관리자페이지 접근권한 미변경(그 중 한 명의 권한을 해커가 도용) → 고시 §4 ② 위반
 OS에서 제공하는 기본방화벽(iptable) 및 오픈소스(Snort)를 이용한 침입탐지 이외에 전문기업이 제공하는 시스템
미설치, 외부에서 파일 다운로드 시도 등 시스템에 접속한 IP 주소 재분석 미실시 → 고시 §4 ⑤ 위반
 SQL 인젝션 공격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큐어 코딩 미수행 및 마케팅센터 웹페이지 취약점 점검 미수행
→ 고시 §4 ⑨ 위반
 관리자페이지에서 내보내는 개인정보 엑셀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은 행위
→ 고시 §6 ④ 위반
과징금 3억 100만 원 및 과태료 2,500만 원 부과
 법인 및 책임자 개인 고발되어 현재 1심 형사재판 중

68

Ⅲ 제도적 시사점

Ⅲ

제도적 시사점

1세대 해킹 판결의 반작용
보호조치 미흡 관련 '15 A사 판결의 해석론은
‘18 S사 판결에서 바로잡혔음
 민사 불법행위상 ‘주의의무의 정도’는 ① '법·고시에
열거된 의무'에 한정되지 않고 ②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보호조치’ 또한 포함됨(“①≠②”)

A사 판결("①=②")의 반작용으로
공법적 책임의 기준이 이미 높아져 있음
 대형 해킹사고 발생시마다 정부 책임론 및 재발방지
대책으로 ①이 강화됨

 그러나 여전히 “①=②” 관성이 남아있음(K사 판결)

중과실 A사
책임 없음

I사, “해킹과 인과관계 없는
행위도 과징금 부과대상”
E사, “외부요인 취약점도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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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대와 3세대 해킹 판결 추이
행정청의 전담조직 신설, 적극적 법집행(공적집행)
민사소송(사적집행)에서 사실상 당연과실(Negligence per-se) 인정
구분

1세대

2세대

3세대

소송
유형
민사
only

해킹사건

행정소송(과징금 이상) 또는 형사소송

방어의
난이도

유출건수

민사소송

2008 A사

1,800만 건

A사 승(2013다43994)

2011 S사

3,500만 건

S사 승(2015다24904)

2012 K사 1차

870만 건

K사 승(2017다256910)

2014 K사 2차

1,170만 건

K사 승(2017나2001279)

K사 승(2016누64533)

중

하
행정처분 미부과

상
중

민사,

2015 P사

195만 건

P사 패(2018나84531)

P사 패(2018누45055)

하

과징금

2016 I사

2,500만 건

I사 패(2016가합563586)

I사 패(2018누56291)

상

2017 E사

타 사이트 ID·PW

E사 패(2018구합65682)

중

민사,

2017 H사

주민번호 42만건

H사 유죄(2019고단1843)

중

과징금,

2017 B사

3만 건 + 비트코인

B사 유죄(2019고단1838)

중

형사

2017 Y사

97만 건 + 숙박정보

일부 진행 중일 것으로 추정

공판 중(방통위 2017. 9. 8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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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29. 집단소송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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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요건, 업무,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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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① 법 제3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3.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공기관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나. 가목 외에 정무직공무원을 장(長)으로 하는 국가기관: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 외의 국가기관(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마. 시·도 및 시·도 교육청: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바. 시·군 및 자치구: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사. 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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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2.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사업주 또는 대표자
나.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법 제31조제2항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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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의 겸직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 및 신고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자산총액,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④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수립 및 관리ㆍ운영
2.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개선
3.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4. 사전 정보보호대책 마련 및 보안조치 설계ㆍ구현 등
5. 정보보호 사전 보안성 검토
6. 중요 정보의 암호화 및 보안서버 적합성 검토
7. 그 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 제도 안내서"(2019. 12) 19면

○ 정보통신망법 상 겸직 제한은 직위에 대한 겸직 제한이 아니라, 업무에 대한 겸직 제한에 해당
○ 업무의 특성상 정보보호 업무와 개인정보 보호 업무의 명확한 분리가 곤란하거나,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관련 업무 수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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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보보호
1

공간 중심의 보안

연결된 모든 요소(Endpoint)들에 대한 보안

 APT 공격 사례 : S사, I사, H사

2

망분리 규제의 완화, 외부접속 관리책임의 강화

 외부접속 취약점 사례 : H사

3

빅데이터·AI 시대, 이상행위 탐지의무 강화

 이상행위 미탐지 사례 : K사 N-STEP, K사 마이올레, P사, Y사, E사, B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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