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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관련 법률 현황



제공하는 사업(서비스)에서 조직이 준수해야 하는 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정보보호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정책에 조직이 준수하여야 하는 법령 및 관련조항을 명시하여야 함

국내 정보보호 관련 법규 범위

- 정보통신망법 및 하위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제18201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제32274호)

정보보호조치에관한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7-7호)

정보보호사전점검에관한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7-7호)

집적정보통신시설보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7-7호)

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1-27호)

- 개인정보보호법 및 하위규정

개인정보보호법 (법률제16930호)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대통령령제32528호)

개인정보의기술적·관리적보호조치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제2021-3호)

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제2021-2호)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제2020-1호)

가명정보의결합및반출등에관한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제2021-4호)

개인정보처리방법에관한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제2020-7호)

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제2020-13호)

- 기반보호법 및 하위규정

- 신용정보보호법및 하위규정

- 위치정보보호법및 하위규정

- 전자금융거래법및 하위규정

- 공공분야 관련 법률 및 규정

- 정보보호산업법및 하위규정

- 전자서명법 및 하위규정

- 전자상거래법및 하위규정

- 저작권법 및 하위규정

- 각종 고시

- KISA 안내서, 가이드 등

?? 종

60 종

100종



과태료(시정권고/시정명령/징계권고/결과공표)  ☞ 벌칙 ☞ 과징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점검!  위반자 행정처분 고지

기술적 / 관리적 영업 전략

공공기관 및 사업자가 지켜야하는 관련 법규 <60여개>

☞ 일반

☞ 정보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반자 행정처분 고지 현황
일자 피심인 명 위반 내용 위반 조항 시정조치(안)

2022
11.07

1 ㈜에이전트소프트
⦁ 안전조치 의무
⦁ 개인정보의 유출 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보호법 §29
§39의4①
§39의6①

⦁ 과태료 1,020만원

2 ㈜디에스앤지
⦁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안전조치 의무
⦁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24의2①
§29

§39의6①

⦁시정명령
⦁ 과태료 1,140만원

3 제이웍스코리아㈜
⦁ 안전조치 의무
⦁ 개인정보의 유출 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보호법 §29
§39의4①

⦁시정명령
⦁ 과태료 720만원

4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 안전조치 의무 보호법 §29 ⦁과태료 360만원

2022
9.29

1 ㈜바로고 ⦁ 개인정보 처리 위탁 위반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제한) 보호법 §26⑤
⦁시정명령
⦁공표

2 ㈜디아스타코리아 ⦁ 안전조치의무 (접근통제) 위반 보호법 §29

⦁시정명령
⦁ 과징금 82,978천원
⦁ 과태료 360만원
⦁공표

1 ㈜엘지유플러스 ⦁ 안전조치 미흡 보호법 §29
⦁과태료 600만원
⦁결과 공표

2022
9.29

1 ㈜엘지유플러스 ⦁ 안전조치 미흡 보호법 §29
⦁과태료 600만원
⦁결과 공표

2 대동병원 ⦁ 안전조치 미흡 보호법 §29 ⦁과태료 360만원

3 로젠(주) ⦁ 안전조치 미흡 보호법 §29 ⦁과태료 600만원

4 ㈜컴투스 ⦁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미조치
보호법

§24의2②
⦁과태료 300만원

5 (사)국립중앙박물관회 ⦁ 안전조치 미흡 보호법 §29 ⦁과태료 300만원

6 누리미디어 ⦁ 안전조치 미흡 보호법 §29 ⦁과태료 300만원

7 ㈔나라사랑공제회 ⦁ 안전조치 미흡 보호법 §29 ⦁과태료 360만원

8 ㈜정상북한산리조트 ⦁ 안전조치 미흡 보호법 §29 ⦁과태료 300만원

2022
9.14

1 제15회 전체회의, 구글 692억원, 메타 308억원 과징금 부과 의결



일자 피심인 명 위반 내용 위반 조항 시정조치(안)

2022
9.15

3
지비에이㈜

(해외직구 배송대행)

⦁주민등록번호 처리
⦁개인정보 유출통지
⦁안전조치(접근통제,암호화)
⦁개인정보 파기

정보통신망법
§23의2①
§27의3①

§28①, §29②

⦁ 과태료 2,100만원

2022
9.15

1 서울 관악구 ⦁안전조치 의무위반 법 §29 ⦁ 과태료 300만 원 ⦁ 시정조치 권고

2 서울 강동구 ⦁안전조치 의무위반 법 §29 ⦁ 과태료 300만 원 ⦁ 시정조치 권고

3 강원 강릉시 ⦁안전조치 의무위반 법 §29 ⦁ 과태료 300만 원 ⦁ 시정조치 권고

4 경기 의왕시 ⦁안전조치 의무위반 법 §29 ⦁ 과태료 360만 원 ⦁ 시정조치 권고

5 경기 광주시 ⦁안전조치 의무위반 법 §29 ⦁ 과태료 300만 원 ⦁ 시정조치 권고

6 충남 예산군 ⦁안전조치 의무위반 법 §29 ⦁ 과태료 360만 원 ⦁ 시정조치 권고

7 충북 충주시 ⦁안전조치 의무위반 법 §29 ⦁ 과태료 300만 원 ⦁ 시정조치 권고

8 대전 동구청 ⦁안전조치 의무위반 법 §29 ⦁ 과태료 360만 원 ⦁ 시정조치 권고

9 충남 서산시 ⦁안전조치 의무위반 법 §29 ⦁ 과태료 300만 원 ⦁ 시정조치 권고

10 전남 목포시 ⦁안전조치 의무위반 법 §29 ⦁ 과태료 300만 원 ⦁ 시정조치 권고

11 전북 정읍시 ⦁안전조치 의무위반 법 §29 ⦁ 과태료 300만 원 ⦁ 시정조치 권고

12 전북 부안군 ⦁안전조치 의무위반 법 §29 ⦁ 과태료 360만 원 ⦁ 시정조치 권고

13 경남 진주시 ⦁안전조치 의무위반 법 §29 ⦁ 과태료 300만 원 ⦁ 시정조치 권고

14 경남 창원시 ⦁안전조치 의무위반 법 §29 ⦁ 과태료 360만 원 ⦁ 시정조치 권고

15 부산 사하구 ⦁안전조치 의무위반 법 §29 ⦁ 과태료 300만 원 ⦁ 시정조치 권고

16 경북 상주시 ⦁안전조치 의무위반 법 §29 ⦁ 과태료 300만 원 ⦁ 시정조치 권고

합계(16개) 과태료 5,100만원, 시정조치 권고 16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반자 행정처분 고지 현황
일자 피심인 명 위반 내용 위반 조항 시정조치(안)

2022

8.10

1 ㈜발란
⦁ 안전조치 의무(접근통제) 위반

⦁ 개인정보 유출 통지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29 §39의4

⦁ 시정명령, 공표

⦁ 과징금 5억1,259만원
⦁ 과태료 1,440만원

2 국민대학교 ⦁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29

⦁ 과태료 300만원

3 한국조폐공사 ⦁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29

⦁ 과태료 300만원

4 한동대학교 ⦁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29

⦁ 과태료 360만원

5 대한체육회 ⦁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29

⦁ 과태료 450만원

6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29

⦁ 과태료 450만원

7 연수구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15①
⦁ 시정조치 권고

8 한국철도공사 ⦁ 개인정보 열람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35③
⦁ 과태료 300만원

9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인 화장실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개인정보
보호법§25②

⦁ 과태료 각 500만원
⦁ 공표10 경주정보고등학교

11
김OO

(고시원 운영자)
⦁ 법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24의2①

⦁ 과태료 300만 원

12
김OO

(고시원 前운영자)
⦁ 법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 처리
⦁ 영업양도 개인정보 이전 미통지

개인정보
보호법§24의2①

및§27①
⦁ 과태료 총 400만원

2022

7.13

1
㈜브랜디

(의류 및 육아쇼핑몰)

⦁ 개인정보 미파기
⦁ 안전조치 의무(접근통제, 접속기록) 위반

보호법
§21, §29

⦁ 과징금 3억8,900만원
⦁ 과태료 780만원
⦁ 결과 공표

2
㈜에스테크엘이디

(LED 조명생산 및 판매)
⦁ 안전조치 의무(접근통제) 위반
⦁ 개인정보 파기특례 위반

보호법§29, 
§39조의6

⦁ 과태료 600만원
⦁ 결과 공표

3 ㈜케이비(KB) 손해보험 ⦁ 만 14세 아동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처리 보호법§22⑥
⦁ 과태료 500만원
⦁ 공표

4 ㈜디비앰엔에스 (DBMnS) ⦁ 정보 주체 동의 없이 보험상품 소개 및 상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보호법§15①
⦁ 과태료 500만원
⦁ 공표

5 김◎◎ ⦁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으면서 법정 고지 항목 누락 보호법§15② ⦁ 과태료 300만원



일자 피심인 명 위반 내용 위반 조항 시정조치(안)

2022

6.09

㈜위더스교육

(원격평생교육원)

⦁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접근통제) 위반

⦁ 개인정보 파기 위반

舊정보통신망법

§28①, §29①②

⦁ 과징금 3,700만원

⦁ 과태료 1,000만원

⦁ 결과 공표

㈜뉴지스탁

(주식데이터)
⦁ 안전조치 의무(접근통제)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29

⦁ 시정명령

⦁ 과태료 360만원

㈜창비

(도서출판)

⦁ 안전조치 의무(접근통제, 접속기록) 위반

⦁ 개인정보 파기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29, §39의6①

⦁ 시정명령

⦁ 과태료 780만

⦁ 결과 공표

2022

5.26

군장대학교 ⦁ 안전조치 의무 위반 법 §29 ⦁ 과태료 360만원

대전테크노파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법 §15

⦁ 과태료 780만원
⦁ 안전조치 의무 위반 법 §29

계원예술대학교

⦁ 파기 위반 법 §21 ①

⦁ 과태료 1,350만원⦁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위반 법 §24의2 ②

⦁ 안전조치 의무 위반 법 §29

울산광역시청 ⦁ 안전조치 의무 위반 법 §29 ⦁ 시정 권고

강원도경제진흥원 ⦁ 안전조치 의무 위반 법 §29 ⦁ 과태료 450만원

경운대 산학협력단 ⦁ 안전조치 의무 위반 법 §29 ⦁ 과태료 450만원

한국관광공사 ⦁ 안전조치 의무 위반 법 §29 ⦁ 과태료 300만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안전조치 의무 위반 법 §29 ⦁ 과태료 360만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반자 행정처분 고지 현황



일자 피심인 명 위반 내용 위반 조항 시정조치(안)

2022

2.10

한국교육방송공사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동의받은 행위

舊정보통신망법

§24조의2①

⦁ 시정명령

⦁ 과징금 51,048천원

키움에셋플래너㈜

⦁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

고 목적외 용도로 이용한 행위

보호법

§19조

⦁ 시정명령

⦁ 과징금 1억 53,387천원

⦁ 서비스 홍보 또는 판매 권유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서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지 않은 행위

보호법

§22④

⦁ 시정명령

⦁ 과태료 100만원

2022

1.27

㈜플라이팝콘
* 웹호스팅사이용

(카페24)

⦁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접근통제)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위반

舊정보통신망법

§28①§27의3①
⦁ 과태료 1,000만원

피씨유
* 웹호스팅사 이용

(NHNgodo)
⦁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접근통제, 접속기록)

舊정보통신망법

§28①
⦁ 과태료 600만원

알럽스킨

⦁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

⦁ 안전조치의무 위반 (접근통제, 접속기록, 암호화)

⦁ 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보호법§24조의2

§29

§39조의6

⦁ 시정명령

⦁ 과태료 1,080만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반자 행정처분 고지 현황



과태료(시정권고/시정명령/징계권고/결과공표)  ☞ 벌칙 ☞ 과징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반자 행정처분 고지 현황

기술적 / 관리적 영업 전략

공공기관 및 사업자가 지켜야하는 관련 법규 <60여개>

정보보안경영시스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2 국내 ISMS-P 인증제도











국제표준화기구

3 ISO 국제기구와 인증제도



1차 : 1750년 영국의 공장 (석탁, 석유, 증기기관 등)

2차 : 1880년 유럽의 산업 (기계, 전기, 자동차 등)

3차 : 1950년 2차 세계대전 (통신, 핵에너지 등 정보혁명)

4차 : 2010년 정보기술(IT) + 인공지능(AI)  

<2012년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 산업혁명과 산업기술의 표준화 >
50년

130년

70년

육체의 한계를 넘다. 능력(지능) 의 한계를 넘다.

국내 보안산업

ISMS 의무화

2013년~ 활성화

대한민국

국가사이버안보전략

2019년 04월

제 2차 세계 대전

(World War II, 6년)

1939. 9.1 ~ 1945. 9.2

산업의 국제표준화

상품+기술 지식+상품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회원 가입

총 167개국
(2021년 기준)

국가 표준기관의 연합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개발 & 보급>

한국 (국가기술표준원, KATS)

1963년 정회원 가입

www.kats.go.kr

베트남전쟁(64~69)

국제표준화기구의 개요

1947년 설립

(스위스 제네바)

UN
(United Nations 국제 연합)

1945년 10월 설립 (미국 뉴욕)

<국제 평화와 안전 보장>
세계무역기구(WTO)

1995년 (스위스제네바)

총 164개국 (2019.01)

자유무역협정 (FTA)

2003년 (한-칠레)

발효 18개국 (2022.02)

제품 제작, 프로세스 관리, 서비스 제공/재료 공급



History of FamilyISO 27000



27000
개요 및 어휘

(Overview and

vocabulary)

27006
인증기관 및 심사원

요구사항
(Preparatory Stage)

27017
클라우드 보안
(cloud services)

27004
효과성 측정

(Metrics & Measurements)

27005
위험 관리

(Risk Management)

27001 인증규격 (Requirements, ISMS)  요구사항 PDCA 10항

27002 실행 지침 (통제항목 14개)

(Code of practice for information security controls)

27701
개인정보경영시스템

(Privac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27799
의료정보 보안

(health information using)

27014
정보보안 거버넌스

(Governance)

27016
조직 경제학

(Organizational economics)

2703X
네트워크
서버

어플리케이션
공급업체

…

27100
사이버 보안 개요

(Overview and

vocabulary)

27007
심사 지침

(Guidelines for auditing)

27008
통제 평가 지침

(Guidelines for controls)

27019
산업제어시스템 보안

(energy utility industry)

27018
공공클라우드 보안
(Public cloud DBMS)

2704X
스토리지
사고 조사
디지털 증거

…

2705X
전자적 증거

…

19011
경영시스템심사 지침
(management systems 

Guidelines)

Smart Cities

27570

Internet of things

27030

Big data

20547-4

Fintech

NP시작

2024년예정

특수 산업별 확장범위 확장

27003
구현 지침

(Implementation Guidance)

Deletion

27555

History of FamilyISO 27000



104개국
87개

협의체

표준개발

표준개발



ISO/IEC 27001 확장 규격과 국내 인증제도 연계성

Privac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PIMS)

Code of practice for information security controls based on ISO/IEC 27002 for cloud services

Code of practice for protection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PII) in public clouds acting as PII processors

Information security controls for the energy utility industry

※ 개인식별정보 :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PII)

IEC 62443

Health informatic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ISO/IEC 27001:2013 정보보안경영시스템 (ISMS)

연수 과정

ISO/IEC 19011:2018 경영시스템심사가이드라인 (AMS)

연수 기관

자격 기관

산업통상자원부산하한국인정지원센터등록기관

ISO/IEC 27701:2019 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 (PIMS)

- ISO/IEC 27017:2015 클라우드 보안 (ISCS)

- ISO/IEC 27018:2019 공공 클라우드 (ISPC)

정보보호연수원 ISO/IEC 27001 연수과정 개요



정보보호연수원 ISO/IEC 27001 연수과정 현황



정보보호연수원 ISO/IEC 27001 연수생 배출 및 심사원 등록 현황

2022. 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