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Whole Privacy Catalog. 2018-003호

CONTENTS

Inside the issue

Useful 소스

“블록체인 선도국 도약”...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기술발전전략’ 발표

03

GDPR 시행 2개월,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06

Focus

업무용 메신저, 업무에 효율적인 선택인가?

22

의료기기 해킹 방지 필요성 및 대응 전략개인정보

25

유출 및 처벌 사례

28

Compliance & Solution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선거 중 개인정보 이슈

10

개인정보보호 및 유해콘텐츠 차단 솔루션 LINE-UP

31

주 52시간 근로시대, 개정된 근로기준법 대응 방안은?

14

개인정보보호법 컴플라이언스

32

모바일을 통한 증강현실과 블록체인의 결합

17

Who we are

내 정보를 사고파는 시대가 온다! 마이데이터!

19

지란지교소프트 개인정보보호센터

34

지란지교패밀리 History

35

Issue&있슈

“블록체인 선도국 도약”...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기술발전전략’ 발표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유지 기자(yjlee@byline.network)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내놨다. 민·관이 협력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주목받는
블록체인 기술경쟁력을 확보해 선진국을 추격하고, 나아가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
과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발전전략 수립 배경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이 산업과 사회를 혁신하는 기반기술로 4차산업혁명의 핵심산업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고 판단했다. 보안성, 투명성 측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어 디지털 경제에 신뢰를 더하는 조력자(enabler) 역할을 하
고, 다양한 산업에서 효율성을 높이면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봤다. 세계 블록체인 관련 시장은
향후 5년간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중국, 에스토니아 등 세계 각국은 블록
체인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공공,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을 시도 중이다.
국내 기업들도 블록체인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시장 확산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대부분의 국내 블록체인 사업들은 기술적 가능성을 확인하는 개념 검증(PoC) 수준이며, 선진국 대비 기술
력도 낮은 것으로 봤다. 한국이 미국 대비 2.4년의 격차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 블록체인 전문기업과 전문가도 많
이 부족하다. 블록체인은 아직 초기단계로 민·관이 협력해 전략적으로 기술을 개발해 나간다면, 우리나라가 선진
국을 추격하고 나아가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그림설명 :주요 추진과제](이미지 출처 -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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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와 전략
이번 발전전략은 초기시장 형상과 기술경쟁력 확보, 산업활성화 기반 조성이라는 세가지 측면에 맞춰져 있다.
공공분야 선도 적용, 민간주도 프로젝트 등 추진
초기시장 형성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공공분야에 선도적으로 적용한다.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효율화하는 것
은 물론, 상용화 서비스 확산을 유도해 국내 블록체인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18년에 블록체
인 6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19년도부터 과제 수 확대 및 다년도 지원을 통한 상용서비스로의 확산을 지원한다.
6대 시범사업은 축산물 이력관리, 개인통관, 간편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국가간 전자문서 유통, 해운물류가 추
진된다. 농식품부와 협업해 추진하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소고기 이력관리 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사육부터 도
축·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의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공유하여 문제발생시 추적기간을 최대 6일에서 10분 이내
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관세청 협업할 개인 통관 사업은 주문부터 선적·배송·통관 전 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
실시간 수입 신고로 통관 시간 단축과 물류비용 절감, 저가 신고 사례도 예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이 블록체인 기술의 효용을 체감할 수 있고,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민간주도
블록체인 국민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민간·공공의 블록체인 활용 역량 강화와 산업 전반의 블록체인 활
용 수요를 견인할 계획이다. 또 민간주도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초연결지능화, 스마트시티, 스마트 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드론, 미래자동차 등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우선 적용한다.
2022년까지 선진국 대비 90% 수준 기술력 확보
블록체인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2022년까지 세계 최고수준 국가 대
비 90%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다. 산업분야 조기 적용 필요 기술은 단기(2018~2019)에, 대규모 서비스 확장 기
술은 중장기(2020~)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림설명 : 블록체인 기술개발 로드맵(안)](이미지 출처 -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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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업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지원센터를 구축해 테스트베드 및 신뢰성 평가 서비스를 제공
한다. 기업이 다수의 블록체인 서버(노드)를 상시 운영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개발 중인 블록체인 플랫폼 및 서비
스(분산앱)를 테스트할 수 있는 대규모 시험환경을 2019년에 구축, 제공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술 간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블록체인 핵심기술·플랫폼·서비스(분산앱)의 신뢰성 및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평가체계
도 구축, 운영한다.
아울러 블록체인 표준화 로드맵을 고도화하고, 주요 산업분야에 블록체인 적용시 업계간 협의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2022년까지 블록체인 인력 1만명 양성, 전문기업 100개 육성
블록체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블록체인 최신 기술·서비스를 학습·체험하고 관련 토론이 이뤄지는 ‘(가칭)블
록체인 놀이터’를 운영하고, 석·박사급 블록체인 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연구센터 지정을 확대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블록체인 서비스를 빠르게 구현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서비스
(BaaS, Blockchain as a Service)도 지원할 방침이다.
블록체인 특화 액셀러레이터 육성과 스타트업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예비창업
자 대상 블록체인 공모전을 개최, 아이디어 구체화에 소요되는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 블록체인 기술·서비스 도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제도에 대한 선제적 대응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통해 2022년까지 선진국 대비 블록체인 기술 상대수준을
90%이상으로 높이고, 전문인력을 1만명 양성하는 한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블록체인 전문기업을 100개
이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발전전략에는 암호화폐가 연관된 퍼블릭 블록체인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공 분야
등에 적용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에만 초점을 맞췄다.
과기정통부는 암호화폐 관련 이슈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 등 부
작용을 해소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림설명 : 블록체인 기대효과 ](이미지 출처 -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

한편, 이번 발전전략에는 암호화폐가 연관된 퍼블릭 블록체인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공 분야 등
에 적용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에만 초점을 맞췄다.
과기정통부는 암호화폐 관련 이슈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 등 부
작용을 해소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BylineNetwork(바이라인네트워크)] 주간 프리미엄 트랜드 리포트 구독
웹사이트 : http://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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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시행 2개월,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글: 지란지교소프트 개인정보보호센터 조용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유럽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 5월 25일 시행됐다. 아직 시행 초기인만큼 규정 미준
수에 따른 처벌이나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GDPR 특유의 복잡하고 모호한 규정 탓에 아직까지도 많은 기업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GDPR 위반 시 받게 되는 무거운 처벌 규정(전 세계 매출의 4% 또는 약 2천만(약 250억 원) 유로) 탓에 마냥 혼란스러울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번호에서는 GDPR 시행 이후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GDPR 시행 이후부터 소송 잇달아
글로벌 IT 기업 구글과 페이스북이 GDPR 시행 첫날인 5월 25일 오스트리아의 비영리단체
‘noyb’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최대 88억 달러의 벌
금을 물게 된다. 문제의 발단은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에 대한 약관 동의 여부이다. 해당 서비스는
약관에 동의한 경우에만 사용을 허용했고, 사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nyob’는 자사 서비스 이용을 위해 사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을 동의를 강제로 요구한 점이 명백
한 GDPR의 위반 사유라 지적했고, 구글과 페이스북은 성명을 통해 “GDPR의 요구 조건을 충족을
위한 기준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도구를 갖췄다.” 라고 반박했다.

[그림설명: noyb 로고](이미지 출처 - noyb 홈페이지)

글로벌 기업 및 대기업을 중심으로 GDPR 대응 활발
이처럼 GDPR 준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거나 벌금 등 기타 요인으로 접속 차단 또는 서비스
종료를 선택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 GDPR과 밀접한 영향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 또는 국내 대
기업의 경우 규정 준수 및 유출 방지 피해를 위해 바쁘게 대응 중이다. 올해 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큰 홍역을 겪었던 페이스북은 GDPR 준수를 위해 많은 대응 체계를 준비했다. ① 투명
성, ② 관리, ③ 신뢰성 3가지의 키워드에 맞는 정책을 제시했다. 페이스북 및 페이스북 제품
사용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정책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직접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관리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신뢰 회복을 위한 운영 방식 개선을 제시했다. 또한 페이스북에
광고를 집행하는 광고주에게 GDPR의 법적 근거 및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상세하게 제
공했다.

페이스북의

GDPR

관련

정보는

페이스북

비즈니스

사이트(https://

www.facebook.com/business/GDP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U 지역 접속 차단 및 사업 철수 기업 속출
GDPR 시행 이후 EU 사용자의 접속을 제한하는 기업도 속출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EU에서
진행중인 사업을 철수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GDPR의 준수가 사실상 힘들다고 판단한 기
업은 규제가 완화될 때까지 혹은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EU 지역에서의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
정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시카고 트리
뷴’, ‘뉴욕 데일리 뉴스’ 등 미국 언론사 사이트들이 EU 지역 내 접속을 차단하겠다 밝혔고, 기
사 구독 서비스 ‘인스타페이퍼’, 이메일 정리 사이트 ‘언롤미’, 정치 후원금 조사 기업 ‘클라우
드팩’, 소셜 미디어 ‘클라우트’, 온라인 게임 ‘슈퍼 먼데이 나이트 컴뱃’은 EU 지역의 서비스 종
료를 선택했다. GDPR 준수를 위한 준비와 준비를 위한 투자가 실제 EU 지역에서 기대하는
수익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기업이 늘어날수록 사업 축소 및 철수 기업 또는 서비스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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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설명 : 페이스북 GDPR 사이트](이미지 출처 – 페이스북 비즈니스 페이지)

구글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프라이버시 사이트(https://privacy.google.com/businesses/compliance/#?modal_active=none)를 개설하여 GDPR 준수
를 위한 정보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구글은 GDPR 대응 및 고객의 신뢰 확보를 위해 관리자-처리자 관계가 반영된 데이터 처리 약관을 추가했고,
물리적, 논리적 보호 장치 구축 및 전담 보안팀의 지원을 강화했다. 사고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 및 프로세스 구축 등 다양한 GDPR 대응 노력을 제시했
으며, 클라이언트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구글과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 스스로 GDPR 준수 계획을 확인케 했다. 또한 구글은 가입자 스스로 개인정보
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진단’ 기능을 제공하여 활동 제어, YouTube 공유 정보 관리, Google 포토 설정 관리, 연락처 공유, Google+ 프로
필 정보 공유 항목을 사용자가 원하는 개인정보보호 범위에 맞게 설정하도록 했다.

[그림설명 : GDPR 준수를 위한 노력](이미지 출처 – 구글 ‘비즈니스와 데이터’ 페이지)

애플 역시 개인정보보호 사이트(https://www.apple.com/kr/privacy/approach-to-privacy/)를 통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능 및 기술, 개
인정보 관리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업데이트하여 GDPR 관련 사항을 포함했다.

[그림설명 : 애플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미지 출처 – 애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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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LG, 네이버, 넥슨, KT 등 GDPR과 연관된 대기업의 경우 대응을 위해 유럽 현지에 개인정보
보호 조직을 신설하고 대응을 위한 정책 및 시스템을 개선했다. 정기점검과 모니터링 등의 방법
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점검하고 있다.

GDPR 대응을 위한 정부의 노력
국내 기업의 GDPR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 등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제도 시행 전부터 방송통
신위원회와 KISA를 중심으로 GDPR 정보 및 준비사항 등을 별도의 사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왔다. GDPR 시행 전인 5월 24일에는 KISA에서 GDPR의 정의 및 조항별 해설, 침해 시 조
치사항 및 피해 구제 사항을 상세히 담은 ‘우리 기업을 위한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가
이드북’을 제작 및 배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EU의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의 조속한 처리를 위
해 노력 중이다. 방통위에서 추진 중인 EU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는 자신들의 관련 규제와 동질
적인 수준인지 제3국의 개인정보 제도를 평가해 일부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평가 절차가 완료될 경우 한국 기업은 EU 거주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이전해 활용하는
과정이 보다 수월해져 규제 위반에 대한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다.
ISACA가 공개한 ‘GDPR 준비 상황 조사’ 보고서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기업의 약 71%가
GDPR 준비가 미흡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준비가 미흡한 기업의 40%는 언제 준비가 완료될
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만큼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규정이 모호한 GDPR을 완벽하게 준수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정부는 GDPR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최신
동향 공유도 중요하겠지만, 규정 준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현실적인 가이드
를 제공하고, 정책 개선을 통해 현재 상이한 국내 개인정보와 GDPR의 조정하는 등의 적극적
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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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선거 중 개인정보 이슈
글: 지란지교소프트 개인정보보호센터 김현주

지난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대한민국 전역에서 치러졌다. 사전선거와 본선거가 진행된 이번 지방선거는 총 60.2%의 득표율로 역대
지방선거 중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번 선거는 지난 선거들과 달리 여론 및 언론으로부터 높은 선거 참여율과 고른 투표층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
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전부터 꾸준하게 지적된 선거기간 중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 및 침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채 숙제로 남게 됐
다. 이번호에서는 선거 중 발생한 주요 개인정보 이슈를 정리했다.

사전투표용지 QR코드의 비밀
사전투표를 진행하면서 무심코 지나쳤던 QR코드에는 어떤 정보가 포
함되어 있을까? 6월 6일 유권자의 순수한 궁금증을 악용해 허위 정보
를 유포한 사례가 발생했다. 약 7,800여 명이 가입된 SNS에서 사전투
표용지의 QR코드 안에 일련번호, 선거명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사
실상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웹툰이 게시됐다.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허위 내용을 게시한 운영자를 검찰에 고
발했다. 또한 투표지 내 QR코드에는 일련번호,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SNS 운영자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계·사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됐다.
유포자 외 웹툰 제작에 참여한 작가 등 관련자는 현재 신원이 파악되

[그림설명 : 사전투표 현장 사진] (이미지 출처 –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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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 선관위에서 수사를 의뢰했다. 웹툰 작가 등도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 유포 정황이 밝혀질 경우 처벌을 면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운영자가 밝힌 내용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QR코드는 바코드보다 방대한 정보입력이 가능하다.
② 재외국민 투표용지에 없는 알파벳이 국내QR코드 번호에서는 확인
된다.
③ QR코드에 입력된 알파벳과 숫자의 변환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

만약 사전투표지에 개인정보가 기입된 것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심각
해진다. 투표용지에 개인정보가 기입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선거의 4대
원칙 중에 하나인 비밀투표원칙에 어긋난다. 실제 대전광역시 거주자
가 대전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6월 26일 선거무효 소청을 제기했
다. 사전투표용지 하단 QR코드에 개인정보가 담겨 있을 경우 위법이라
는 내용이다. 이 소청 결과로 사전투표지 하단에 있는 QR코드의 비밀
이 풀릴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림설명 : 사전투표용지] (이미지 출처 – 뉴스1)

스팸보다 더 많은 지방선거 문자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 기간마다 찾아오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선거 홍보 기간에 괴롭힘 아닌 괴롭힘을 당한 국
민들은 개인정보 관련한 문제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국민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낀 것은 바로 선거 홍보 문자이다. 본인이 속한 선거구가 아닌 타선거구 후보자의 문자를 받기도 하고, 하루에 10통이 넘는
후보자 홍보 문자를 받았다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림설명 : 선거 후보자 홍보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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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도 선거기간 동안 많은 후보자, 지지자들의 홍보 문자를 받았다. 그
중 대부분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구가 아닌 후보자 지역의 홍보 문자가
대다수였다. 홍보 문자를 1회로 발송한 곳도 있지만 3월부터 선거일까
지 여러 차례 발송한 곳도 있다. 제일 많이 발송한 곳은 선거기간 동안
6차례나 문자를 발송했다.
선거 홍보 문자는 어디서 어떻게 내 번호가 수집되어 사용한 것인지 고
지사항도 없다. 이에 국민은 문자를 받을 때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아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선거법에는 정보수집 규제가 없어 선
거법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후보 지지자들은 적극적
으로 번호를 수집하여 후보자에게 제공한다. 통상 지지자가 사용하는
방법은 경선 전부터 각종 모임에 참석하여 번호를 수집하는 면대면 방
식이다.

하지만 일부 지지자들은 불법적으로 연락처를 사들여 후보자에게 제
공하기도 한다. 심지어 자동차에 붙어있는 휴대폰 번호를 아르바이트
생을 써서 적어오게 하는 방법 등으로 수집한다. 수집 방법도 점차 스마
트해지면서 앱 다운로드 시 휴대폰 번호 제공 동의를 하도록 하여
번호를 수집하기도 한다. 이 때 앱 사용자는 스스로 정보제공에 동의하

[그림설명 : 선거법상 선거 문자 발송 규정] (출처 - 행정안전부)

였기 때문에 범죄에 이용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현재 선거법에는 정보수집 규제가 없고, 문자 발송 자체가
합법적인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 수집출처 미고지, 수신
거부 불응 등 개인정보보호법 내에서만 처벌을 이야기할 수 있다.

선거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특별법 필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에 따르면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 개인정보 침해 관련 상담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방선거
기간 동안 총 2,1216건의 상담이 접수되어 지난 2년 동안의 총선(4,259건) 및 대선(6,178건) 기간 동안의 상담건수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그 중 가
장 많은 상담 유형은 자신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고지하지 않고 보냈다는 “수집출처 미고지”다.

[그림설명 : 선거 문자 관련 개인정보 침해 신고] (출처- K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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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를 통한 개인정보 민원이 급증한 이유는 지방선거 특성상 후보자가 많아 상대적으로 받는 문자의 양이 많아
졌다는 이유도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 수준이 높아진 결과로도 해석된다. 국민들의 높아진 개
인정보 보호 인식 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KISA에서도 관련 기관과 함께 정보주체
의 권리를 보장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보 문자 외 선거 홍보 전화, SNS 등으로도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고, 선거철마다 이루어지는 불편
의 최소화 및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라도 선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국민을 위한 사람을 뽑는 선거철이 국민에
게 피해를 주는 시기가 되지 않도록 KISA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그림설명 : 지방선거 관련 상담유형별,접수매체별 현황] (출처 – KISA)

참고자료
[조선일보] "스팸보다 더 하네"… 선거 석달 전부터 문자폭탄, 2018-03-21
[바이라인네트워크] 지방선거 문자 불편 호소 크게 증가…개인정보침해 상담건수 작년 대선 대비 4배, 2018-06-25
[뉴스1] “비밀 투표 아냐”…허위 웹툰 올린 SNS운영자 검찰 고발, 2018-06-11
[스카이데일리] 중앙선관위, 개인정보 수집·선거법위반 ‘도마 위’,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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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시대,
개정된 근로기준법 대응방안은?
글: 지란지교소프트 개인정보보호센터 박예은

최근 ‘워라밸’이 시대의 화두로 급부상 중이다. 워라밸은 ‘Work-life balance’의 준말로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한다. 현재 좋은 직장의 기준으로 ‘워라밸’을 꼽을 만큼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아직 우리나라의 근로 현실은 ‘워라밸’과 거리가 멀다. 최근 ‘OECD 고용전망’ 보고서
(2017)에 따르면 독일 취업자의 연간 노동시간이 1,363시간으로 가장 짧고, 한국(2,069시간)은 멕시코,
코스타리카에 이어 조사 대상 38개 국가 중 세 번째로 노동시간이 길다. 한국인은 독일인보다 연간 4개
월(17.6주) 더 일하는 셈이다.
또한 긴 근로시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성은 낮은 걸로 나타났다. 근로자 1인당 생산성(1시간 기준)은
343달러로 전체 OECD 국가 중 8번째로 낮다.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는 오랜 시간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요구했고, 드디어 2018년 2월 28일 근로
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통과로 법정 근로시간을 주 68 시간에서 주 52 시간으로 단
축하는 ‘주 52시간 근무제’ 외 다양한 제도 및 규정이 신설됐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
행됐다.

[그림설명 :OECD 회원국 연간 근로시간 및 노동생산성 현황] (이미지 출처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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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 핵심은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업의 대응

이번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은 크게 5가지이다.

근로기준법 변경 소식에 법 적용 대상 기업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1)최대 52시간으로 단축

특히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2년이하

2)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100%)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기업은 근로기준법 대응을

3)연장근로 한도 적용 특례업종 5개 업종으로 축소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적용, 시행중이다.

4)민간기업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
5)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최대 근로시간 단축

근무특성을 고려한 유연근무제도 도입
연장근로가 최대 12시간으로 정해짐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하는 유연근무제가 해법으로 주목 받고 있다. 현재 ‘9 to 6’

근로기준법 개정의 핵심은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이다. 이전의 근로기

근로시간 제도를 꾸준하게 시행하던 대기업을 중심으로 유연근무제가

준법 역시 하루 노동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를

적극 도입 및 시행되는 추세다. ‘유연근무제’는 워라밸을 장려하기 위해

한 주에 12시간씩 허용했지만, 그동안 휴일은 ‘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았

2010년 도입한 제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

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일로 가정할 경우 각각 8시간씩 총 16

로시간제가 대표적이다.

시간의 초과근무가 허용된 셈이다. 결국 지금까지 최장 허용 노동시간
은 68시간(1주일 기준)이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 :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1주

이번 개정안에는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함으로써 최대 근로시

있는 ‘2주 이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한 ‘3개월 이내’가 있다.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이다. 취업규칙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다만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 규모 별로 적용 시기를 다르게 뒀으며,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

2) 선택적 근로시간제 :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우 2022년 2월 31일까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특별 연장근로 8시간을

종료 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추가로 허용키로 했다.

이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른 ‘완전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일정
시간 동안은 의무로 근로하고 나머지는 개인의 재량에 따라 선택하는
‘선택적 근로시간대’가 있다.
3) 재량근로시간제 : 대통령령으로 정한 고도의 전문 업무 종사자 또는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제도이다.

워라밸 조직문화 변화를 위한 캠페인 시행
우리나라는 야근 문화가 오래전부터 자리잡혀 있었다. 최근 워라밸이 주
목 받으며 기업문화가 변화하는 추세지만, 아직까지는 ‘칼퇴근’이 우리나
라 기업에는 익숙하지 않은 풍경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조직문화의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이 늘어났
근로시간 52시간 적용시기

다.

-상시노동자 300인 이상 : 7월 1일부터
(6개월간 계도 기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시행)

-상시노동자 50~300인 이상 :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노동자 5~50인 미만 : 2021년 7월 1부터
-상시노동자 5인 미만 : 적용제외

< 캠페인을 시행중인 다양한 기업 예 >
1) 위메프 ‘WWW’ : 근무시간 조정에 대한 문의/제안을 받는 설문캠페인
2) KT, 청와대 등 ‘정시퇴근 캠페인’ : 매주 수요일이나 지정한 요일에는
정시에 퇴근하는 캠페인
3) 삼성 SDI ‘업무 효율 업(UP)’ : 업무 효율을 높이는 상황극을 만들어

*30인 미만 사업장 :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특별 연장

사내방송으로 상영하는 캠페인
4) 엔씨 소프트 ‘워라발’ : 워크는 스마트하게, 라이프는 발랄하게 라는

근로 8시간 추가허용

뜻으로 워라밸을 실천하자는 의미의 캠페인
[그림설명 :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및 기업규모별 적용시기]
(이미지 출처-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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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설명 : 기업에서 시행중인 다양한 캠페인] (이미지 출처 - NC소프트 블로그, 위메프 블로그)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제어하는 S/W 구매

법규 위반 단속 기간 및 처벌은 2019년도부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근태를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해 임직원의 PC 사용시
간을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관리해아 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따라
서 PC 오프 기능을 가진 다양한 제품군이 현재 시장의 관심을 받는 중
이다.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PC오프제’를 도입한 기업을 중심으로 수
요가 급증하고 있다. PC 오프 기능은 관리자가 정해 놓은 근무시간 외에
는 자동으로 PC를 종료하여 초과근무를 제어하고, 추가로 사용이 필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은 ‘워라밸을 이루자’, ‘저녁있는 삶을 만들자’는 좋
은 취지가 담겨있다. 하지만 너무 조급해서였을까. 이미 제도가 시행됐지
만 아직 개정된 법을 정확하게 대응할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많은 기업이 혼란을 겪고 있다. 급기야 정부는 제도 시행을 열흘 앞두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법규 위반 단속 기간 및 처벌을 올해 말까지 6개
월 유예키로 발표하면서 준비가 부족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한 경우 연장 신청을 통해 PC를 임시로 사용한다. 현재 국내에는 이런
PC 오프 프로그램을 단독으로 하는 제품과 기존 제품에 PC 오프 기능을

법이 시행된 후 보완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번 법안이 잘 자리잡기 위해

추가한 제품들이 시장에 출시됐다.

서는 정부는 유예 기간 동안 적용 대상 기업에게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공
해야 한다. 기업 역시 시간을 번 만큼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앞서 언급

이런 수요에 맞춰 지란지교소프트도 PC 오프 기능이 포함된 근로시간

했던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기업에 맞는 근로시간 단축 대응 방법을 반드

관리 기능을 모듈화하여 기존 통합 PC 보안 솔루션 ‘오피스키퍼’와 PC

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근로시간 법 개선과 여러 기업의 조직문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피씨필터’에 추가할 계획이다. 오는 9-10월 중 출

화 대응을 통해 우리나라도 일과 삶이 균형을 맞추는 행복한 나라가 될

시할 예정이며, 수요에 따라 단독 제품 출시도 현재 계획중이다.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자료
[헤럴드경제] ‘워라밸’ 첫걸음…노동생산성 없인 ‘공염불 2018-07-02
[한경비즈니스]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 ‘저녁 있는 삶’ 가능할까 2018-06-27
[헤럴드경제] PC오프제ㆍ야근신고제…대기업, 근로시간 단축 대응 ‘스탠바이’ 201807-02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2018-05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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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을 통한 증강현실과 블록체인의 결합
글: 지란지교소프트 개인정보보호센터 노기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을 스마트폰과 공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다시 잠들때까지 하루의 대부분을
스마트폰과 함께 한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을 통해 보는 세상이 현실과 또 다르다면 어떨까? 현실에서는 보이지 않는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보고 현
실에 적용해 볼 수 있다. 상품, 건물, 동물, 포스터, 표지판 등 가리지 않는다. 모든 세상의 사물을 스마트폰이라는 ‘제 2의 눈’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습득
하고 있다. 그 바탕에는 가상의 콘텐츠를 실제 세계에 접목해 보여주는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과 가상화폐로 거래를 주도하는 ‘블록체
인’(Blockchain) 기술이 있다.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 블록체인(Blockchain)
증강현실과 블록체인은 하루에도 수십번씩 미디어와 여러 매체를 통해 정보를
획득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증강현실이고, 무엇이 블록체인일까? 대부
분의 사람들은 포켓몬고는 해봤지만 증강현실에 대해서는 모르며, 비트코인은
알지만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은 현실 세계의 정보를 바탕으로 컴퓨터로 처리
된 가상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결합시켜 보여주는 기술이다. TV에서 월드컵 경
기를 보면 축구 선수 또는 축구공의 동선을 따라 선을 그리며 시청자의 이해를
돕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하지만 이것이 바로 증강현실의 한 예이다. 증강현실
은 가상 세계를 기반으로 하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과는 달리 현실 세계 기

[그림설명 : 포켓몬고](이미지 출처 – Pixabay)

반에서 가상의 정보를 덧붙여 제공하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일상 속에
서 가상과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블록체인(Blockchain)은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 수많은 컴퓨
터에 동시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다. 공공 거래 장
부라고도 부른다.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거래에 참여
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내 주며, 거래 때마다 모든 거래 참여자들
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대조한다. 이런 이유로 데이터 위조나 변조를 할 수 없
는 장점이 있다. 전자 결제나 디지털 인증뿐만 아니라 화물 추적 시스템, P2P 대
출, 원산지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추적하거나 예술품의 진품 감정, 위조화폐
방지, 전자투표, 전자시민권 발급, 차량 공유, 부동산 등기부, 병원 간 공유되는

[그림설명 : 비트코인](이미지 출처 – gettyimagesbank)

의료기록 관리 등 신뢰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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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현실에 블록체인이 결합된 기술 활용 분야
스마트폰 화면은 우리가 보는 현실세계에서 더 깊숙이 들어간 정보의 세계를
제공한다. 그 정보 제공의 토대가 되는 기술이 바로 ‘증강현실(AR)’이다. 여기
에 블록체인 기술을 입히면 증강현실은 한걸음 더 발전한다. 이러한 추세는
전자상거래와 게임산업에서 그 사례가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자사 앱에 ‘AR 뷰’라는 기능을
추가했다. 관심있는 상품을 선택하면, 카메라를 통해 현실에 실제 크기로 가상
의 상품을 배치하고,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AR 뷰로 가늠해 볼 수 있
다. 스웨덴 가구 유통사 이케아(Ikea)도 고객들이 가구를 구입하기 전에 가상
으로 가구를 주택에 비치해 볼 수 있는 증강현실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추진해
고객들의 구매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게임산업 역시 증강현실에 블록체인
을 결합하기 위해 분주하게 노력중이다. 이미 증강현실, 가상현실은 게임에 특
화된 기술이기 때문에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을 더해 그 분야를 더욱 확장시키
고 있다. 모바일게임사인 리얼리티플렉션은 블록체인 기반의 증강현실(AR)
게임 ‘모스랜드’를 통해 실제 부동산을 위치 기반의 증강현실로 보여주고 해당
건물을 가상화폐를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리얼리티 클래쉬
(Reality Clash)는 1인용 슈팅게임 FPS(FPS, First-Person Shooter) 게임에 증
강현실과 블록체인을 결합시켰다. 실제 건물의 3D 정보, GPS, 와이파이, 카메
라 소스, 가속도계를 결합해 지역 기반으로 한 증강현실 기술로 게임을 유도
하고 게임을 통해 얻는 가상화폐 토큰으로 게임 내 아이템을 거래하는 것은
물론 실제 지역과 연동해 2차 마켓에서의 거래가 가능하다.

두기술의 미래
시장조사기관인 주니퍼 리서치(Juniper Research)는 2015년 관련
시장 규모를 12억 달러로 전망했다. 2년전 시장 규모가 1억 8,000
만 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2년 만에 시장이 6배나 성장한 셈이다.
이러한 시장규모의 증가세는 더욱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
상된다.
증강현실과 블록체인기술의 성장 잠재성을 고려할 때 이 제품이
만들어낼 미래의 모습을 정확히 그려 내기엔 아직 이르다. 그럼에
도 증강현실과 블록체인 기술이 새로운 플랫폼과 하드웨어의 개발
에 접목되어 우리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해줄 것은 분명해 보인다.
증강현실과 블록체인 기술의 결합으로 무언가를 검색하는 대신 기
기로 주변 환경을 스캔해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이를 즉시 구매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기
[그림설명 : 블록체인](이미지 출처 – Pixabay)

업에는 지금이 글로벌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기회를 적극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기업 들이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제 증강현실과 블록체인기술이 보여줄 미래를 꿈꾸며 편
리해진 생활을 즐길 날이 곧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블록체인
[네이버 지식백과] 모바일 증강현실의 현재와 미래 - 이것이 신성장 동력이다
[THE SCIENCE TIMES] 증강현실에 블록체인이 결합되면? 2018-04-11
[네이버 블로그] 스캐넷체인 CEO 데이비드 함 “AR과 블록체인의 만남, 이제 검
색 대신 스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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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를 사고파는
시대가 온다!
마이데이터!
글: 지란지교소프트 개인정보보호센터 김현주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

데이터 경제 활성화로
혁신성장과 삶의 질 향상

데이터 보호와 활용의균형
글로벌 스탠다드 지향

2016년 세계 경제 포럼(WEF : World Economic Forum)에서 ‘제 4차 산
업혁명’이 언급된 이후, 전 세계 정부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
젝트를 진행중이다. ‘제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 지능(AI), 사물 인터넷
(IoT), 빅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

데이터 시장

데이터 전문인력

기업 빅데이터 이용률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이
다. 초연결(Hyperconnectivity)과 초지능(Superintelligence)을 특징으
로 하는 제 4차 산업혁명은 지식정보를 기반의 제 3차 산업혁명(정보
혁명)에 지능이 더해진 형태이다. 현재 제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 클
라우드 등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
로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전 세계의 추세에 따라 국내도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업계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으며, 기술을 이용한 데이터 사업의
활성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부는 빅데이터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 관련 법 개정을 하지 않고 바로
시행 가능한 사업을 제안했다. 그 사업이 바로 ‘마이데이터 시범사업’이
다.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 본인이 기관으로부터 본인의 데이터를 직
접 받아 활용한다. 정보 주체 본인 동의하에 데이터를 활용하여 금융,
의료,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데이터(개인정보 포함)를 활용
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심의,
의결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개인정보 규제 완화와 동시에 현재 6

마이데이터 (MYDATA)

조 3천억원 규모인 데이터 시장 규모를 2022년 약 10조원 대로 육성하

개인이 직접 금융기관과 통신사, 병원 등에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의 업체에 전달해
새로운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정부의 시범 사업

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 가장 기초인 데
이터 산업을 활성화하여 글로벌 데이터 산업 경쟁력 기반을 조성할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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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미국에서는 2011년부터 ‘스마트 공시(Smart disclosure)’라는 사업

또한 개인의 건강 정보를 이용해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다.

이 시행됐다. 정부 주도로 진행된 이 사업은 의료, 에너지, 교육, 태양광

손목 밴드를 통해 전송된 걸음횟수, 수면량, 심박수 등 정보주체의 건강

등의 분야에서 개인이 직접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 상태를 알려주고 적당한 운동과 운동량을 제안한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현재 영국과 스웨덴도 이와 유사한 정책을 시행

다.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앞서 소개한 것처럼 금융과 의료계에서는 이미 마이데이터
국내의 경우 은행 입출금 내역이나 카드 거래와 같은 금융 내역을 이용

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정보주체 본인이 자유롭게 사용하

한 컨설팅 서비스가 있다. 고객 동의하에 고객의 금융거래 내역을 이용

지 못하는 정보도 적지 않다. 휴대폰 위치추적정보, 진료 기록, 쇼핑 내

해 소비성향을 분석한다.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 성향에 맞는

역, 포털 사이트 검색어 등이 대표적이다. 한정된 활용 정보를 확대한다

신용카드 또는 금융상품을 소개한다. 본 서비스는 현재 160만 명이나

면 이용자에게 맞는 상품 추천, 정확한 의료 진단 등이 가능해진다.

이용할 만큼 반응이 좋다.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법제화
정보 주체가 기관에서 직접 자기 정보 받아 활용

AI데이터셋 구축
범용·전문 데이터 1억6,000만건 공급해 인공지능 지원
국가 데이터맵

데이터 안심존 구축

공공데이터 전수 조사로 통합 관리체계 구축·개방

데이터는 반출하지 않고 분석 및 AI 개발 결과만 반출
데이터 거래 기반 확보
의료·금융·통신 분야 시범사업
건강 검진 결과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
계좌거래·카드구매내역 통합정보 공개
음성·데이터 사용량 공개해 맞춤형 요금제 추천

민간과 공공 데이터 포털 연계한 플랫폼 개발
국가공인 데이터 자격제도
데이터 분석 국가기술자격제도 신설해 실무인력 양성

정부는 정보주체 스스로가 혜택을 받는 형태로 제공도 가능하지만, 반

4차 산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은 긍정

면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사고팔 수 있는 거래플랫폼도 만들 계획이다.

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가 아직까지 확실히 성립

‘데이터 거래플랫폼’은 어떤 기업이든 참여해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

되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 산업은 정보주체의 의사를 반해 진행될 우

에서 등록·검색·판매할 수 있도록 한 거래소를 의미한다. 지금은 개별

려가 있다. 무심코 정보주체가 동의한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모르는 사

기업들 간에 협상으로 이루어지는 데이터 거래를 거래플랫폼으로 쉽고

이에 데이터 거래소를 통해 자신의 정보가 전 세계에 무단 사용될 수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있고, 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의 보안이 취약할 경우 해킹으로 인해 다량

개인정보 범위를 명확화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데

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을 가진다.

이터 유출 없이 분석의 결과만을 제공하는 ‘데이터 안심존’도 내년에 구
축할 예정이다.

데이터가 중요한 자원인 4차 산업에 진입하기 전 앞서 언급한 문제는
해결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제공 받은 데이터(개

또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데이터맵’을 만든다.

인정보 포함)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안 관리해야 하며, 정부는

국가데이터맵은 모든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살펴볼 수 있는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통합 관리체계이다. 올해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 모든 공공기관이 가진
데이터를 전수조사 한다.
주변 국가인 중국은 국가 차원의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세계
최초 빅데이터 거래소를 2014년 12월에 설립했다. 거래소명은 ‘구이양
빅데이터거래소(GBDE)’이고, 중국 대표IT기업인 텐센트, 알리바바 등을

참고자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T용어사전 ‘제4차 산업혁명’
[연합뉴스] 한국 데이터 시장 2022년까지 6.3조→10조원 확대, 2018-06-26
[연합인포맥스] <시사금융용어> 마이데이터(MyData), 2018-07-03
[MBC NEWS]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사고팔아 일자리 만든다?, 2018-06-27
[매일경제] 한국형 데이터 거래소 만든다, 2018-06-26

포함해 약 2,000개 회원사와 225개의 직접 데이터를 판매하는 업체가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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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메신저,
업무에 효율적인 선택인가?
글: 지란지교소프트 개인정보보호센터 조용훈

산업 발전에 따른 개인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직장인들은 일의 목적이 바뀌었다. 과거에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일이었다면, 현재는 삶의 수준을
향상하는 수단으로, 다시 말해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도구가 된 것이다.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업무 이후의 여가시간이 중요하게 되었고, 기
업은 여가시간 보장을 위해 효율적인 업무를 강조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협업 도구인 업무용 메신저가 시장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표 이후 법정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업무용 메신저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실제로 2015 한국 IDC에서 발표한 국내 모바일 UC&C(통합 커뮤니케

단위: 억원

1,075
957

이션 및 협업) 조사 보고서에서는 업무용 메신저 시장 규모를 2016년
642억 원에서 2019년 약 1,075억까지 매년 20%가 넘는 성장폭을 보일

803

것으로 전망했다.

642

업무용 메신저는 자유로운 협업과 빠른정보 공유를 강점으로 가진다.

495

이를 무기로 프로젝트 업무가 많아 잦은 협업과 정보 공유, 의사소통이

360

필요한 기업 중심으로 빠르게 전파중이다.
이에 국내 ·외 유명 소프트웨어 및 스타트업 기업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국내 모바일 UC&C 시장 전망, 2015-2019
출처: 한국IDC

특징과 장점을 지닌 제품을 속속 출시하여 메신저의 기능과 성능도 점
차 성장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잘 알려진 모바일 메신저를 소개해 보
고자 한다.

업무용 메신저 시장은 현재 춘추 전국 시대
1. 슬랙 (SLACK)
명실상부 전 세계 1위 업무용 메신저이다. 매일 800만 명이 슬랙을 사용
하며, 그 중 약 300만 명이 유료 사용자이다. 슬랙은 아주 심플한 업무용
메신저이다. 채널을 만들고, 관련된 사람을 초대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업무 자료를 공유한다. 간단하지만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모든 기능을
포함한다. 채널 안에서의 소통뿐 아니라 개인 간의 소통도 지원하여 메
신저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한다. 또한 검색 능력이 뛰어나 업무 중 공유
한 키워드나 자료를 간단한 검색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다. 슬랙의 가장
큰 장점은 여타 메신저보다 뛰어난 외부 서비스와의 연계이다. Google
Drive, Google Calendar, Microsoft OneDrive Trello, Dropbox, Twitter,
JIRA 등 약 40여 개의 다양한 앱과의 연결하여 업무 자료와 트윗을 옮기
고, 업무를 정리하고, 이슈를 확인하고, 일정을 공유한다. 이렇게 완벽한
슬랙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직까지 한국어가 지원되지 않는

[그림설명 : 슬랙](이미지 출처 – 슬랙 홈페이지)

다. 영어에 약한 사용자의 경우 모든 기능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상당
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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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잔디 (JANDI)
잔디는 국내 스타트업 기업 토스랩에서 만든 업무용 메신저이다. 국내
에서는 약 32만 사용자와 약 12만 명의 유료 사용자, 10만 개의 팀을 보
유한 국민 메신저이다. 잔디는 슬랙과 유사한 구성을 갖고 있으나 한국
에 적합한 기능을 다수 제공한다. 특히 한국어 지원이 된다는 점은 슬랙
과의 큰 차별점이라 볼 수 있다. 팀별/주제별 업무 채널을 통해 그룹원
과 소통하며, 개인 메시지 기능도 슬랙과 동일하다. Google Calendar,
Trello, JIRA 등 8개의 외부 서비스와 연결을 통해 일정 확인, 프로젝트/
이슈 관리 등 다양한 업무로의 확장이 용이하다. 또한 문서 미리보기 기
능을 제공하여 공유 파일을 별도로 다운로드 없이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잔디는 국내에서 개발된 메신저의 특성상
조직도 등록, 투표, 현재 상태 표시, 할 일 등록, 사용자 관리 등 기업에
[그림설명 : 잔디](이미지 출처 – 잔디 홈페이지)

서 필요한 기능들을 제공한다.

[그림설명 : 그랩](이미지 출처 – 그랩 홈페이지)

[그림설명 : 오피스메신저](이미지 출처 – 오피스메신저 홈페이지)

3. 그랩 (GRAP)

4. 오피스메신저 (OffceMessenger)

그랩은 SNS형 업무용 메신저이다. 이전에 소개한 슬랙과 잔디가 채팅

지란지교소프트도 2017년 사내 업무용 메신저 ‘오피스메신저’를 출시했

기반의 메신저였다면, 그랩은 SNS 기반의 업무용 메신저이다. 그랩은

다. 35만 선생님들과 20년 간 함께한 학사 전용 업무용 메신저 1위 ‘쿨메

외관은 페이스북과 유사하다. 업무 또는 정보를 게시판 형태인 ‘뉴스피

신저’의 운영 노하우가 반영된 오피스메신저는 PC와 모바일 등 다양한

드’에 등록하고, 팀원은 댓글 및 좋아요를 이용하여 등록된 업무 및 정

플랫폼에서 구동한다. 대화 상대와 업무 내용에 따라 메일형 메시지와

보와 소통한다. 게시물 형태의 업무 공유 방식인 ‘뉴스피드’는 진행 또

실시간 채팅을 선택하는 2 type 대화를 통해 업무 내용 공유 및 자유로

는 요청 업무 및 히스토리를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한 점이 인상 깊었다.

운 소통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조직도 중심의 멤버 관리, 관리자 공지사

그랩은 뉴스피드 외에도 채팅을 통해 1:1 또는 그룹 간 커뮤니케이션을

항, 파일함, 노트 기능으로 관리 및 업무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메시지 또

제공한다. 그랩의 가장 큰 장점은 캡처 방지, 메시지 난독화, 앱 난독화,

는 채팅을 통해 오고 가는 대화와 파일은 지란지교소프트의 23년 보안

워터마크, 암호화 통신 등 다양한 보안 기술을 적용한 메신저의 보안성

솔루션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암호화 후 공유한다. 현재 오피스메

이다. 또한 조직도 연동, 파일함, 사용자 관리 등 국내 기업 환경에 맞는

신저는 상용 메신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 및

기능을 제공한다. 다만 타 서비스와의 연결은 Open API 형태로만 제공

판매 중이다.

하고 있어, 사내 다양한 인프라와의 연결은 용이하나 별도의 커스터마
이징이 요구되며, 사용자의 스스로 자유롭게 외부 서비스와 연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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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메신저의 선택은 기업의 업무 문화 파악이 우선
위에서 소개한 4개의 메신저 외에도 웍스모바일의 라인웍스, 카카오의 아지트 등 다양한 업무
용 메신저가 현재 시장에 출시됐다. 앞으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
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증가할수록 업무용 메신저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
로 보인다. 기업은 좋은 업무용 메신저를 도입하기 위해 기능, 보안성, 가격 등 여려 가지 측면에
서 고려하겠지만, 필자는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기업의 업무 문화를 꼽고 싶다. 아무리 좋은 업무
용 메신저를 도입한들 기업의 문화와 맞지 않으면 안정화를 위한 많은 시간과 리소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업무 프로세스 확인과 현업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충분히 기업 문화를
점검한 후 가장 알맞은 업무용 메신저를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라 생각된다.

참고자료
[SLACK] SLACK 홈페이지
[JANDI] 잔디 홈페이지
[GRAP] 그랩 홈페이지
[OfficeMessenger] 오피스메신저 홈페이지
[동아닷컴] [앱 속 세상] ‘워라밸’ 찾는 기업 문화… 업무용 메신저 동향은? 2018-03-08
[아이티비즈] “워라밸 조기정창 ‘효율적 협업’이 열쇠 2018-06-19
[ZDNet] 협업도 경쟁력이다…기업내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확산 2016-07-12
[디지털데일리] 국내 모바일 UC&C 시장 빠른 성장… 올해 495억원 규모 전망 2015-10-14
[일간투데이] 떠오르는 업무용 메신저 3가지를 소개합니다 2018-03-28
[EBN] 지란지교소프트, 업무용 메신저 ‘오피스메신저’ 출시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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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보안 대책 및 전략
글: 지란지교소프트 개인정보보호센터 전병준

사이버 공격 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하는 분야로 대부분 병원을 비롯한 의료 분야를 꼽는다. 질
병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도 끔찍하지만, 의료 기기를 해킹하여 해커 마음대로 조작하는 모
습은 쉽게 상상하기 힘들 정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해외자료 등을 토대로 한 보고서에서
“10 여년 전부터 보안 전문가들이 강력하게 위험성을 지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의 사
이버 보안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 이라고 분석했다.
사이버 범죄 집단인 오렌지웜(Orangeworm)의 쾀퍼스 백도어 해킹을 분석한 결과 39%가 엑스
레이 머신, MRI, 환자 동의서 작성 시스템과 같은 의료 장비에 대한 공격으로 확인했다. 또
한 FDA는 2017년 1월 세인트주드 메디컬 사의 몸속에 이식하는 심장박동기에서 배터리를 단시
간에 소진시키거나 심박수를 위험 수준까지 급상승시키는 오작동을 발생시킬 수 있는 보안 취
약성을 발견했다.
국내의 경우 최첨단 IT 기술의 적용으로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의료기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
안체계가 미흡하여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병원의 시스템 보안이 취약해 질 수 밖에 없다는 문제
점을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보안체계 및 가이드라인을 강화하여 취약한
의료기기 보안에 신경써야 한다.

자료: MTP정리

시기

공개 주체

주요내용

2016. 12

IDC

2017. 05

WhieScope

- 4개심장박동기 제조업체의 7개 제품에서 8,000개 이상의 보안 취약점이 발견

2017. 05

Trend Micro

- 인터넷 연결기기 검색엔진 쇼단(SHODAN)에서 의료 관련 기기가 미국에서만 3만6,000개 이상이 발견

2017. 05

Synopsys

- 의료기기 제조업체 및 의료 서비스 기관의 약 3분의1은 완전한 보안을 제공하지 못하는 의료기기가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
- 위험 인식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에 대한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상용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전체의 17%, 의료서비스 기관은 전체의 15%에 그치고 있음

- 10종류의 이식형 제세동기에서 통신 프로토콜 보안 결함이 발견

공개된 의료기기 보안 침해 위험 사례
출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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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보안의 필요성
1) 국내 보안 및 관리체계 미비
의료기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기기 관리 방안이나 위기 대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
돼야 한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의료기기의 정보 보안 관리 기준이 전무하여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의료기기에서 생성되는 환자 데이터의 보관 방법 및 전송에 대한 체계가 전무
하고, 의료기기 및 PC의 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관리적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2) 위기 관리 시 대처방안 미비
원격 의료기기는 LAN, 와이파이, 블루투스, CDMA 등과 연결되어 있어 보안에 취약하다. 또한 병원
정보시스템과 동일한 네트워크망에 구성되어 있어 장애 발생 시 원인 규명이 어렵다. 또한 위기 시
대처 매뉴얼이나 의료기기업체와의 연락망이 미구축되어 있을 경우 담당자의 대응은 더욱 느려질
수밖에 없어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3) 의료정보시스템 연동
현재 병원 내 각종 의료기기 및 시스템은 병원 의료 정보시스템 보다 약 3~4배 정도 많은 수를 차지
하고 있으며, 의료기기는 의료 정보시스템과 연동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병원 데이터의 외부 유출 및
변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의료기기 보안 대응전략 4가지
1) 관리적 측면
안전한 의료기기의 운영 및 보안 관리를 위해 네트워크 접근 통제 및 유·무선 네트워크 보안 강화,
원격 네트워크 접속 제어 등 네트워크 보안 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더불어, 지속적인 정보시스
템 사용 로그 모니터 및 백업, 저장매체 관리를 통한 데이터 유실 방지, 사용자 식별 및 인증을 통한
접근 권한 관리, 사용자 보안 지침 수립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관리 방안이다. 그뿐만 아니라, 의료
기기 침해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

2) 모든 사람이 보안 교육 대상
IV 기기를 검사하는 간호사가 사이버 보안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기기가 외부의 침입에 의
해 해킹 당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단순히 기기에 이상이 있을 경우 IT 부서에 도움을
요청하는 수준을 넘어 간호사 스스로 매뉴얼에 따라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KPMG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8%가 상임 경영진 대상의 정보 보안 교육을 이행하고, 34%는 특정 직원을 대상
으로 사이버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하지만 보안 교육 대상자의 대부분이 경영진과 IT 부서에 한정
되어 있어 실무진은 현재 해킹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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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 장비 인터페이스 S/W측면
① 사용자 및 부서별 권한 차등 부여
프로그램 내 사용자에 따라 조회 및 저장 권한을 차등 부여하여 데이터의 손실과 유출을 최소화
해야 하며, 특정 부서 및 검사들만 리스크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어 권한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부서별, 검사별, 오더 발행처와 같은 부가 조회 옵션들을 통해 특정한 데이터들만을
조회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권한 설정 기능도 갖춰야 한다.
② 데이터 암호화
웹 서비스 통신 구간 암호화를 통해 의료기기 인터페이스 S/W와 인터페이스 서버 사이의 통신
구간을 암호화하여 정보의 유출을 방지해야 하며, 이미지 데이터의 경우 검사 결과 이미지 자체
를 암호화하여 데이터 조회를 차단하고 이미지 워터마킹을 적용해 이후 이미지 위·변조를 방지
해야 한다.
4) 제도적 측면
의료기기의 보안 강화를 위해 범국가적인 체계 마련과 의료기기 보안 매뉴얼 수립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은 각 병원의 실무자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현재 의료기기 업체 및 병원은 사이버 공격 방지를 위한 대책이 턱 없이 부족하다. 의료기기, PC, 병
원정보시스템 보안뿐 아니라 인터페이스 S/W 보안도 집중 관리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기 보안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제도적, 관리적, 시스템 측면의 대응 전략을 명확히 수립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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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및 처벌 사례
글: 지란지교소프트 개인정보보호센터 전병준

2018년 상반기 개인정보 유출 사례
2018.01

출처: 인터넷 언론 매체

유럽 나라의 지역 보건 당국, 인구 절반의 건강·개인정보 유출
지역 보건 당국의 헬스케어 분야 CERT 부서로부터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경고를 받은 후, 인구 전체의 절반인 290만 명
개인정보와 건강정보를 탈취 당했다.
유명 골프·스포츠용품 전문 브랜드 x, 9만 8000여명의 개인정보 유출
스포츠용품 브랜드 x는 해커에 의해 9만 8492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된 개인 정보 항목은 회원 ID, 암호화된
비밀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총 5개 항목이다.
미국 정부기관 x, 20만명 이상 직원 개인정보 유출
2014년 고용된 연방 정부 직원 24만 6천167명의 이름, 사회보장번호, 직책 등 식별 가능한 개인 정보의 무단 유출을 이끌었다.

2018.02

국내 유명 여행사 X, 고객 465,195명과 임직원 29,471명 개인정보 유출
국내 여행사 X 측은 서버관리자 계정을 해킹당해 100만여 건에 육박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됐고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협박까지 받았다.
고급 자동차 브랜드 X. 고객정보 2만8천 여건 유출
고급 자동차 브랜드는 고객의 개인 정보를 위탁하는 위탁처 서버가 해킹을 당해 고객 정보 2만 8천722건이 유출되는
사고를 당했다.

2018.03

글로벌 SNS X, 5천만명 개인정보 유출 파문
글로벌 SNS에서 5000만 명 이상의 이용자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으나 공식적으로 8700만
명(대부분 미국인)의 정보가 유출되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앱 X , 1억5,000만 개인 정보 유출
앱 측은 승인되지 않은 접근의 흔적을 발견했고 이달 말부터 해킹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억 5,000만 계정의
사용자 이름, 이메일, 패스워드가 유출됐다.
방통위, ‘16만명 개인정보 유출’ 국내 소프트 기업에 과징금 1억 2000만원 부과
방통위에 따르면 국내 유명 보안업체의 아이디·비밀번호 통합 관리 서비스인 ‘X 제품’ 이용자 16만 6179명의 외부 사이트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총 2546만 1263건이 해커에게 유출됐다.

2018.04

국내 대학교 X, 4만 2,361건 개인정보 유출...교육분야 보안 ‘비상’
국내 X 대학교에서 해킹으로 개인정보 4만 2,361건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개인 정보는 대전 사이버교육시스템
에 저장된 2000년, 2006년~2016년 사이에 입학한 구성원 일부의 학번, 이름, 단과대학, 학년,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메일
주소로 확인됐다.
생활용품 판매점 X, 온라인 쇼핑몰 해킹으로 회원 100만명 개인 정보 유출
생활용품 판매점의 온라인 쇼핑몰 X 몰이 최근 해킹을 당해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X 몰의 회원 수는 100만
명이 넘는다.
유명 제과 브랜드 X, 수천만 고객 정보 유출
한 보안 전문가가 웹사이트에서 수백만 고객의 정보가 유출된 것을 회사에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해
고객이 당초 예상인 7백만보다 훨씬 많은 3천7백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018.05

DIY 제품 분야 온라인쇼핑몰 X, 684,993명 개인정보 유출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온라인 쇼핑몰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솔루션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그러나 특정 솔루션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또 다른 온라인 쇼핑몰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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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2개 대형은행, 고객 9만명 개인 금융 정보 해킹
캐나다의 2개 대형은행 고객 9만 명의 개인 금융 정보가 해킹당했다. A 은행과 B 은행은 이날 각각 고객 5만 명과 4만 명
의 금융 정보가 해킹 당했다고 밝혔다.

국내 정부 재정지원기관 교육원 X, DB해킹...8,766명 개인정보 유출

2018.06

정부 재정 지원 기관은 공지를 통해 자체 보안점검에서 홈페이지가 해킹되어 일부 회원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 가상 계좌번호, 이메일이며,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되어 유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영국 휴대전화 및 가전제품 양판점 X, 사이버 공격으로 590만명 신용카드 정보 유출
영국의 휴대전화 및 가전제품 양판점인 X사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590만 명의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
다고 로이더 통신이 보도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정 처분 사례

단위: 건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골프장 운영업체 D사 제29조 위반, 과태료 부과 600만원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15만2000

17만7000

- B시스템, 관리자 페이지 암호화

9만8000

15만8000

10만5000

(비밀번호 저장시 안전하지 않은 알고리즘 사용)
스포츠 센터 T사 제21조제1항 위반, 과태료 부과 600만원
- 개인정보 파기 미이행
- 탈퇴회원정보에서 개인정보 수집목적 달성 및 보유, 이용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 미파기

2013

2014

2015

2016

2017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 건수(2013~2017)

웨딩 서비스 업체 A사 제29조 위반, 과태료 부과 600만원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면서 연1회 이상
취약점 점검 미실시
C대학교 제29조 위반, 과태료 부과 600만원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면서 연1회 이상
취약점 점검 미실시
T대학교 제21조 제1항 위반, 과태료 부과 600만원
- 개인정보 파기 미이행
- A캠퍼스 기숙사의 입사와 무관한정보(5,668건) 및 퇴사 후 3년이
지난 정보(2,875건) 미파기
A대학교 제24조의2제2항 위반, 과태료 부과 600만원
- 주민번호 처리의 제한
- 경재문서에 포함된 입사관리정보에 주민등록번호가 암호화 조치없이
엑셀파일로 저장
출판업체 J사 제21조제1항 위반, 과태료 부과 600만원
- 개인정보 파기 미이행

-관리자페이지의 아카데미하우스,동그라미캠프,타이어구매정보,탈퇴
회원정보 등 63,884건 미파기
화장품 제조업체 K사 제21조제1항 위반, 과태료 부과 600만원
- 개인정보의 파기 미이행
-[홈페이지]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된 탈퇴회원
23,002명, 주문정보 240,470건을 파기하지 않음
커피전문점 M사 제29조 위반, 과태료 부과 600만원
- 개인정보의 파기 미이행
-대표 홈페이지시스템 개편에 따른 구시스템의 개인정보 446,884명
개인정보 미파기
정부기업 C사 제24조의2제2항 위반, 과태료 부과 600만원
-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위반
-[G시스템, 사원 자격증 관리]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 위반
여행업체 N사 제21조의제1항 위반, 과태료 부과 600만원
- 주민등록번호 미파기
-2017.10.25 기준 예약 및 여행이 완료된 후 5년이 지난 2백만명의
개인정보를 시스템에 보관함

- 배송정보 중에서 보유기간 5년이 경과한 41,722건을 파기하지 않음
스크린 골프업체 R사 제21조제1항 위반, 과태료 부과 600만원

개인정보 침해 신고 안내

- 개인정보의 파기 미이행

- 전화 : 118 (ARS 내선2번)

- [민원처리 시스템] 보유기간(3년)을 초과한 769,202건의 개인정보를

- 팩스 : 061-820-2619

파기하지 않음

- 전자우편 : privacyclean@kisa.or.kr

타이어 업체 Q사 제21조제1항 위반, 과태료 부과 600만원
- 개인정보의 파기 미이행

- 인터넷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 방문 : 평일 09:00 -18:00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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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we are
㈜지란지교소프트는 2011년 12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용 솔루션 개발 및 공급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사업부서로 ‘개인정보호호센
터’를 신설했다. 개인정보보호센터에서 취급하는 솔루션은 DLP 적용 PC 개인정보보호 PCFILTER, 서버 개인정보 진단 SERVERFILTER, 개인정
보 및 유해 웹게시물 필터링 WEBFILTER와 랜섬웨어 차단 및 중요 콘텐츠 보호 RANSOMFILTER, 자녀 모바일·PC 사용 관리 플랫폼 XKEEPER
가 대표적이다. 지란지교소프트 개인정보보호센터에서는 개인(고객)정보가 유통되는 모든 경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과 사례들을 파악하여 개
인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들을 개발, 공급하고 있다. 엑스키퍼는 자녀들이 모바일과 PC 사용으로 소모되는 소중한 시간과 집중력
을 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바일·PC 사용 관리 플랫폼이다. 전국 50만 부모님 및 공공·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 밖에도 개인정보보
호센터를 통해 지란지교패밀리(계열사)에서 개발 및 공급 중인 DLP, MDM, 스팸메일차단, DB암호화, 접근제어, 기업용 보안 웹하드, 업무용 메신저 등
다양한 솔루션을 만나 볼 수 있다.

[그림 설명 - 개인정보보호센터 제품 라인업 ]

개인정보보호센터 최근 소식
PCFILTER V3.0은 과연 어디까지 진화할까?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에
서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임직원의 근로시간이 가장 중요한 관리 포인트로 급부상했
다. 지란지교소프트 개인정보보호센터는 업계의 시장 상황과 니즈를 적극 반영하여 지난 4
월 출시를 알린DLP 적용 PC 개인정보보호 및 취약점 점검 솔루션 PCFILTER V3.0에 ‘근로
시간 관리’ 기능을 9월 추가할 예정이다. PCFILTER V3.0의 ‘근로시간 관리’에는 업무시간
이후 자동 PC OFF 및 스크린 차단, 명절/공휴일/창립기념일 등 특정일 및 휴일 PC 차단 기능과 PC 사용시간 연장 신청 및 관리자 연장 시간
한도 설정 기능, PC 사용/잔여 시간 정보 및 연장 사용 이력 조회 등 효과적인 근로시간 관리를 위한 맞춤형 기능을 제공한다.
지란지교소프트 개인정보보호센터는 PCFILTER V3.0의 ‘근로시간 관리’ 기능 및 ‘비업무사이트 접속 차단’ 기능을 통해 임직원의 철저한
근로시간의 관리와 함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업무 생산성 및 효율성 강화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품 데모 및 상담 문의

1600-9185

http://privacy.jiransoft.co.kr

privacy@jiran.com

Who we are 34

지란지교패밀리 History 35

(주)지란지교소프트 개인정보보호센터
컨텐츠 / 솔루션 / 프로모션 등 각종 문의
T. 1600- 9185 E. privacy@jiran.com
발행번호 : 2018-003호
발행일 : 2018년 07월 24일
발행인 : 조원희
발행처 : ㈜지란지교소프트 사업본부 개인정보보호센터
기획/디자인 : 개인정보보호센터 기획마케팅팀/경영기획실 디자인팀
문의 : 1600-9185, privacy@jiran.com
본 문서 또는 문서 내 일부 내용이 필요한 경우,
지란지교소프트 개인정보보호센터로 연락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