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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 단계 

시스템 운영 및 폐기 시 
개인정보보호 조치 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구축 단계 

시스템 개발·구축 시 
개인정보보호 조치 적용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기획 단계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요소 식별 

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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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 검토 

관련 법령 및 고시 검토 목록 

구분 명칭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59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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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검토 절차  필수 동의항목과 선택 동의항목 구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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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기 방안 마련 

개인정보 파기 방안 



8 

주민등록번호 이외 회원가입 방안 마련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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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보안 대책 수립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사항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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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 방식 결정 

DB 암호화  -  DB 서버 내부에서의 암호화 구축 

암호화 

DB 암호화  -  DB 서버 외부에서의 암호화 구축 

장
점 

- 애플리케이션의 수정이 불필요 

- DBMS의 자체 암호화 기능으로 구축이 용이 

단
점 

- 암복호화에 의한 서버 부하발생 

- DB 외부에서의 데이터 보호가 어려움 
- DB 테이블내 암호화키가 존재하여 보안성이 약함 

  (별도의 암호키 분리를 위해 HSM 장비 필요) 

- 제한적인 암호화 알고리즘만이 지원됨 

장
점 

- DB 서버에서의 독립된 암호화 가능 
- 암호문과 암호키의 분리로서 보안성 강화 
- 암복호화 서버의 강력한 접근제어 정책으로 보안성 강화 
- DB 관리자에 대한 권한분리와 데이터 열람의 제한 가능 
- 다수의 DB와 다수의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연계 지원 가능 
- DB서버와 클라이언트간 데이터 전송 시 암호화로 유출 가능성 감소 

단
점 

- 통신 증가에 따른 네트워크 부하 증가 
- 애플리케이션의 수정에 따른 부담 
- 암복호화 서버의 부가적인 접근제어시스템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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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 방식 결정 

디스크 암호화 파일시스템  암호화 



12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수립 

개인정보 처리방침 포함 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취급방침 포함 사항 - 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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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획득 방안 반영 

4대 고지사항 개인정보 수집 동의 획득 구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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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획득 방안 반영 

개인정보 수집 동의 획득 구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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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기 방안 반영 

개인정보 삭제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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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기 방안 반영 

개인정보 완전 파기 방법 

개인정보 일부 파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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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비밀번호 사용을 위한 정책 반영 

개발 시 비밀번호 적용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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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비밀번호 사용을 위한 정책 반영 

비밀번호 정책 적용 구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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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원)정보 파일 다운로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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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접근통제 방법 관리자 페이지 별도 설계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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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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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rosscert.com/symantec/02_0_00.jsp
http://www.crosscert.com/symantec/02_0_00.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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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일방향 암호화 저장 

개인정보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 적용 

고유식별정보 및 바이오정보 암호화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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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기록, 권한변경에 대한 로깅 및 저장 관리 

접속기록 일정기간 저장·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 접속기록 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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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공개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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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포함된 출력물 보안조치 

출력항목 최소화 방안 

출력 및 복사물 반·출입 사항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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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포함된 출력물 보안조치 

출력물 보안 조치 예시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 화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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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 위탁 준수사항 및 원격접속 보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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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시스템 취약점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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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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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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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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