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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유럽평의회(CoE) (Council of Europe)

유럽연합사법재판소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 CJEU)

유럽인권재판소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 

ECtHR, 1959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연합기본권청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 FRA, 

2007.3.1)

유럽

1950 유럽인권조약(ECHR)

* ECHR 제8조 개인정보보호권
(사생활과 가족생활의 존중권)

1981 유럽평의회 조약 제108호

* 2001 추가의정서채택 - 국경을 넘는 정
보유통과 국가정보보호감독기관의 의무
적 설립

제1차 EU법

유럽연합조약(TEU)
유럽연합운영조약(TFEU)

제2차 EU법

1995 95/46/EC(정보보호지침)

유럽의회
(European Parliament, EP, 

1962)

* 1986 이후 입법기능
장관회의
(각료이사회)

2000 유럽연합기본권헌장(CFR)

2016 일반개인정보보호법
(GDPR, 2018.5.25시행)

정보보호지침
폐지

* 구성 : 7장 34조
대상 : EU회원국

* 구성 : 서문173항
11장 99조

전자통신영역에서의 개인정보의 처리와 프라이버시의
보호 에 관한 지침 2002/58/EC(프라이버시 및 전자통
신에 관한 지침)
공중전자통신서비스 또는 공공통신망의 제공과 관련
하여 생성 되거나 처리된 정보의 보존과 지침
2002/58/EC의 개정에 관한 지 침 2006/24/EC(정보보
유지침, 2014년 4월 8일에 무효로 됨)

* 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CFR
2009.12.1 리스본조약시행으로 제1차EU법으
로서 법적구속력을 가짐

제7조 사생활과 가족생활의 존중
제8조 정보보호권 규정
(정보보호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 
다른 권리들과 형량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 
정보보호지침 제9조에 의해 규율(‘개인정보
의 처리와 표현의 자유’)

유럽사이버보안청
(European Union Agency for 
Cybersecurity, ENISA, 2004)

specialized agency specialized agency



[인간 & 존엄성 & 프라이버시]

1948 UN세계 인권선언(UDHR)
제1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 제12조 개인의 사적 영역을 보호 받을 권리

1950 유럽인권협약(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CHR - Co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인간의 존엄성은 불가피하다. 존중되고 보호되어야한다“

1961 ‘유럽사회헌장’ (European Social Charter: ESC, CoE에서 채택)
ESC는 개인의 일상에서 향유해야 할 권리와 자유에 관한 목록을 가지고 있는데, 회원국은 이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ESC는 최초 1961년 10월 18일 튜린(Turin)에서 서명되어 1996년 개정

1980 인권에 관한 공동선언
“기본권 보호 및 인권․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과 관련한 유럽의회, 이사회 및 위원회에 의한 공동선언”
(Joint Declaration by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and theCommiss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and the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

1980 OECD 프라이버시 8원칙
1981 유럽평의회(CoE) 조약 제108호(Council of Europe Convention 108) - 개인정보보호협약 채택(1985.10. 발효)

(개인정보의 자동처리와 관련 한 개인의 보호를 위한 조약)(유럽평의회)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Data (Council of Europe)

* 유럽인권협약 제8조 ”사생활, 가정생활 및 통신의 비밀 존중”을 구체적으로 구현한 것

1992 마스트리히트조약 (EU가 기본조약의 본문에서 명문의 규정을 통하여 처음으로 기본권에 대해 규정)

1995 개인정보지침 (Directive 95/46) 
1999 암스테르담조약 (기본권 보호를 EU의 원칙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고,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도입)

2000 유럽연합기본권헌장 (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2009년 12월에 리스본조약의 발효와 더불어, EU기본권헌장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음

2004 유럽 헌법 조약(Treaty establishing a Constitution for Europe)
2007 ‘EU기본권청’(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FRA) 설립

EUMC의 계승자(successor)로서 설립 (succeed the European Monitoring Centre on Racism and Xenophobi)

2018 개인정보 처리와 이동에 관한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



유럽인권재판소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 

ECtHR, 1959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ECtHR, Von Hannover v. Germany (No.2) [GC], Nos. 40660/08 and 
60641/08, 7 February 2012, paras. 118 and 124.

ECtHR 판례에
서, 이들 권리
의 형량에 관
한 중요한 기
준의 하나 는
문제의 표현이
일반적 공익의
논쟁에 기여하

는지 여부

ECtHR, Axel Springer AG v. Germany [GC], No. 
39954/08, 7 February 2012, paras. 90 and 91.



유럽인권재판소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 

ECtHR, 1959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ECtHR, Mosley v. the United Kingdom, No. 48009/08, 10 May 2011, paras. 129 and 130.

ECtHR, Biriuk v. Lithuania, No. 23373/03, 25 November 2008



CASE OF AMANN v. SWITZERLAND

https://hudoc.echr.coe.int/tur#{%22itemid%22:[%22001-58497%22]}

https://hudoc.echr.coe.int/tur#{%22itemid%22:[%22001-58497%22]}


유럽연합사법재판소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 CJEU)

CJEU, C-28/08 P, European Commission v. The Bavarian Lager 
Co. Ltd., 29 June 2010, paras. 60, 63, 76, 78 and 79.



유럽연합사법재판소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 CJEU)

ECtHR, Társaság a Szabadságjogokért v. Hungary, No. 37374/05, 14 April 2009; see paras. 27, 36–38.



유럽내 개인정보 관련 법 분석(OLD)
- GDPR 이전 분석자료 -

https://www.echr.coe.int/Documents/Handbook_data_protection_KOR.pdf

https://www.echr.coe.int/Documents/Handbook_data_protection_KOR.pdf


개인정보 개인정보아님

개인식별 가능한 정보
(합리적/합법적으로 취득가능한 정보와 같이 검토)

* 비합리적인 노력이 필요한 경우 제외

정보주체

와 관련된

정보

개인정보

개인식별이 되지 않도록 ”가명화”한 정보
(가명화 : 암호화, 치환 등)

(비식별화 처리가 되었으나 식별가능성이 있는 정보)

개인정보(Personal Data) & 식별성(Identifiability of a Person)

특정인 식별불가 개인정보

특정인 식별가능 개인정보

식별자나 식별가능한 정보셋
을 가명처리 (그 자체로는 식
별불가이나 식별가능성이 남
아있는 경우)

식별자 등 식별
가능한정보가
제거된 경우

특정개인식별가능

민감정보

강화된 보호가 요구됨

개인식별이 되지 않도록 ”익명화”한
정보

(비식별화 처리로 익명화된 정보 = 식별불가)

익명정보

* 암호키, 치환테이블 등

해당 데이터셋을 다루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자신의 권한(합리적노력
을 포함/추가취득가능정보 감안) 개인식별을 할 수 있는경우



유럽내 개인정보 관련 법 분석(OLD)
- GDPR 이전 분석자료 -

정보보호지침 리사이틀 26번에 따르면, 기준은 합리적인 식별수단이 이용가능
할 것인지와 그 정보가 예측가능한 이용자들에 의해 관리될 것인지 여부이다. 
이것은 제3자 수취인을 포함한다(2.3.2. 참조).

Handbook_data_protection_KOR.pdf  61-62P (설명)

CoE법에서도, 식별가능성은 동일하게 이해되고 있다. 예컨대, 결제정보권고59

제2조 제1항은 신원확인에 합리적이지 않게 많은 시간, 비용 또는 인력이 필요
하다면, 그 사람은 ‘식별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59 CoE, Committee of Ministers (1990), Recommendation No. R Rec(90) 19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used for payment and other related operations,
13 September 1990.



유럽내 개인정보 관련 법 분석(OLD)
- GDPR 이전 분석자료 -

* 58 Data Protection Directive, Art. 2 (a).

* 59 CoE, Committee of Ministers (1990), Recommendation No. R Rec(90) 19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used for payment and other related operations,
13 September 1990.



익명화 정보(Anonymised data) 가명화 정보(Pseudonymised data)

(FPRI NOTE)
정보가명화 : 정보와 식별자가 용이하기 연결할 수 없어야 함을 의미
개인정보의 가명화를 통해 개인을 식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임
(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가 아님)

* 신용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관계도 유사할 것임

- 가명화 예시
: 암호화 및 암호화 키에 대한 관리

- (THINKING) 
: 식별용 내부키만 저장 및 맵핑키에 대한 접근자/권한 관리

* 식별자의 맵핑키가 있는 경우 이는 치환암호화 처리가 된 것으로, 특정한
도메인에서만 이용되거나, 특정한 도메인 내에서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
개발계 개발자 등-은 개인식별이 불가

(FPRI NOTE - 중요)
어떤 개인식별정보(A)가 암호화(양방향암호화) 된 경우
1) 암호키 접근이 가능한 사람에게는 특정개인이 식별가능한 정보가 되고
2) 접근권한이 없는 사람에게는 가명화 된 개인정보가 됨

어떤 개인식별정보(A)가 암호화(치환암호화) 된 경우
1) 치환테이블에 접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식별가능한 개인정보가 되고
2) 치환테이블에 접근권한이 없는 경우 가명화된 개인정보가 됨





























318 : 
CoE, Committee of Ministers (1990), Recommendation No. R(90)19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used for 
payment and other related operations, 13 September 1990.



https://law.utexas.edu/transnational/foreign-law-translations/german/case.php?id=740

the Basic Law [Constitution of 1949] has recognized the right of a human being to 
have his dignity respected (Art. 1), and also the right to free development of his 
personality as a private right, to be universally respected in so far as it does not 
infringe another person’s right or is not in conflict with the constitutional order or 
morality (Art. 2), the general personality right must be regarded as a 
constitutionally guaranteed fundamental right.

https://law.utexas.edu/transnational/foreign-law-translations/german/case.php?id=740


https://www.servat.unibe.ch/dfr/bz013334.html

고등 법원 함부르크

기본법은 사람들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의 권리 (Art. 1 GrundG)와 개인의 자유를 개인의 권리로 자유롭게 개발할 권리,이 권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거나 헌법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이 존중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또는 도덕법 (Art. 2 GrundG)을 위반하는
경우, 성격의 일반 권리는 헌법 적으로 보장 된 기본 권리로 간주되어야합니다 (Enneccerus-Nipperdey, General Part 14th Edition § 78 I 2; 

Enneccerus-Lehmann, Obligation Law 14th Edition § 233 2 c; Coing SJZ 1947, 642).

https://www.servat.unibe.ch/dfr/bz013334.html


http://hrcity.or.kr/bbs/board.php?bo_table
=B01&wr_id=17

1954 년 독일의 이른바 Leserbrief 에서 연방 법원에 의해 인정
: 판사는 개인의 권리와 자신의 개성을 개발할 권리로부터 인간 존엄성에 대한 기본 권리를 도출

Bruggemeier, BGHZ 13, 334=NJW 1954, 
1404(Schacht-Leserbrief)

http://hrcity.or.kr/bbs/board.php?bo_table=B01&wr_id=17


[UDHR]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총회가 선포한 세계인권선언

http://www.mofa.go.kr/www/brd/m_3998/view.do?seq=30333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40

http://www.mofa.go.kr/www/brd/m_3998/view.do?seq=30333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40


제 1 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
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Article I  All human beings are born free and equal in dignity and rights. They are endowed with reason and conscience and should act 
towards one another in a spirit of brotherhood.

제 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났으며 서로 동포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제 2조
1.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국민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이들과 유사한 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을 받지 않고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2. 나아가 개인이 속하는 국가 또는 지역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지역이든 비자치지역이든, 또는 어떤 주권제한 하에 있든지, 그 국가 또는 지역의 정치적, 사법적 또는 국제적인 지위에 근거하는 어떤 차별도 받지 않는
다.

제 3조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 4조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괴로운 노역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어떤 형태로든 금지된다.

제 5조
누구도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제 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앞의 인격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7조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하며, 아무런 차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떤 차별로부터도, 또한 그러한 차별을 부추기는 어떤 행위로부터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
진다.

제 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국내법원으로부터 유효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 9조
아무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및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제 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및 자신에 대한 형사책임이 결정될 때에 독립된 공평한 법원에 의해 공정한 공개 심리를 받는 데 있어 완전히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UDHR] 1948.12.10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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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
1. 범죄의 소추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받는 공개재판을 통하여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가진다.

2. 누구도 행위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작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유죄가 되지 않는다. 또한 범죄가 행해진 때의 형벌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지 않는다.

제 12조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3조
1. 모든 사람은 각국의 경계 내에서 자유롭게 이전하고 거주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이나 다른 나라를 떠나거나 자국에 돌아갈 권리를 가진다.

제 14조
1.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 피난처를 구하고 체재할 권리를 가진다.

2. 이 권리는 비정치적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 및 원칙에 반하는 행위만을 원인으로 하는 소추의 경우에는 원용될 수 없다.

제 15조
1. 누구에게나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2. 누구나 자의적으로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국적을 변경할 권리를 거부당하지 않는다.

제 16조
1. 성년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의한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하며 가정을 만들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혼인기간 중 또는 그것을 해소할 때에 시에 혼인에 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2. 혼인은 그 의사를 가진 양 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에 의해서만 성립된다.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집단 단위로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 17조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하여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누구나 자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지 않는다.

제 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 단독 또는 타인과 공동하여 공적 또는 사적으로 포교, 행사, 예배 및 의식을 통하여 종교나 신념을 표명할 자유를 포함한다.

제 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가질 자유를 포함하며, 또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국경을 넘거나 넘지 않거나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받고 전할
자유를 포함한다.

제 20조
1.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누구도 결사에 소속할 것을 강요 받지 않는다.

제 21조
1.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자를 통하여 자국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에서 평등하게 공무를 담당할 권리를 가진다.

3. 인민의 의사는 통치권력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이 의사는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에 의해 표명되어야 한다. 이 선거는 평등한 보통선거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비밀투표 또는 그것과 동등한 자유가 보장되는 투표절차에 의해
치러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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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 및 국제적 협력에 의해 또한 각국의 조직 및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과 자신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
적 권리의 실현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 23조
1. 모든 사람은 노동할 권리,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확보할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노동자는 자신과 가족이 인간의 존엄에 적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정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고, 나아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회적 보호수단에 의해 보충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또한 그것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 24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정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 및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 25조
1.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에 의해 자신과 가족의 건강 및 복지에 충분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심신장애, 배우자의 사망, 노령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생활불능의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머니와 어린이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어린이는 적출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받는다.

제 26조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적어도 초등과 기초적 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며 고등교육은 능력에 따
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의 충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강화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나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 상호간의 이해, 관용 및 우호관계를 증진하는 것이어야 하고, 평화의 유지
를 위하여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3. 부모는 자녀에게 주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하는 데 있어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

제 27조
1. 모든 사람은 그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문화적 또는 예술적 작품에서 생기는 정신적 및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서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하게 실현될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 29조
1. 모든 사람은 그 인격의 자유롭고 완전한 발전이 그 사회 속에서만 가능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갈 의무를 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정당한 승인 및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및 일반적 복지의 정당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여 법률로써
정해진 제한에만 복종한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여 행사할 수 없다.

제 30조
이 선언의 모든 규정은, 어떤 나라나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하여 이 선언에 열거된 권리와 자유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러한 목적의 행위를 할 권리를 인정한다고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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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인권 존중의 의무) 체약국은 자신의 관할에 속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이 협약 제
1절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제 1 절 권리와 자유
제2조(생명권)
1. 모든 사람의 생명권은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법에 규정된 형벌이 부과
되는 범죄의 유죄확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을 집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의로 생명
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생명의 박탈이 다음의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힘의 행사의 결과인 때에는, 이
조에 위반하여 부과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a. 위법한 폭력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b. 합법적으로 체포를 하거나 또는 합법적으로 구금된 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c. 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취하여지는 행동.

제5조(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법
률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a. 권한 있는 법원의 유죄결정 후의 사람의 합법적 구금.
b. 법원의 합법적 명령에 따르지 않기 때문이거나, 또는 법률이 규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사람의 합법적 체포 또는 구금.
c.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범죄의 수행이나 범죄수행 후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그를 권한 있는 사법당국
에게 회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는 합법적 체포 또는 구금.
d. 교육적인 감독의 목적으로 합법적 명령에 의한 미성년자의 구금, 또는 권한 있는 사법당국으
로 회부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합법적인 미성년자의 구금.
e. 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정신이상자, 알코올중독자, 마약중독자 및 부랑자의
합법적 구금.
f. 불법 입국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강제퇴거나 범죄인인도를 위한 절차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
람의 합법적 체포 또는 구금.
2. 체포된 모든 사람은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그의 체포 사유 및 피의 사실을 신속하게 통고받는
다.
3. 이 조 제1항 c호 규정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모든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
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또한 그는 합리적인 기간 내
에 재판을 받거나 또는 재판 중에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 석방은 재판에 위하여 출두할 것이라는
보증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4. 체포 또는 구금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의 구금의 합법성을 지
체없이 결정하고, 그의 구금이 합법적이 아닌 경우에는 석방이 명령되도록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5. 이 조의 규정에 위반된 체포 또는 구금의 피해자는 누구든지 집행 가능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EC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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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1. 모든 사람은 그의 사생활, 가정생활, 주거 및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법률에 합치되고, 국가안보, 공공의 안전 또는 국가의 경제적 복리, 질서유지와 범죄의
방지, 보건 및 도덕의 보호,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
서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어떠한 공공당국의 개입도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사상․양심․종교의 자유)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기의 종
교 또는 신념을 변경하는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선교, 행사와 의식에 의하여 그의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자기의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보
건, 또는 도덕,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제10조(표현의 자유)
1.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의견을 가질 자유와 공공당국
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 및 사상을 주고받는 자유를 포함한다. 이 조가
방송, 텔레비전 또는 영화 사업자에 대한 국가의 허가제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2. 이러한 자유의 행사에는 의무와 책임이 따르므로,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영
토의 일체성이나 공공의 안전, 무질서 및 범죄의 방지, 보건과 도덕의 보호, 타인의 명예나
권리의 보호, 비밀리에 얻은 정보의 공개 방지, 또는 사법부의 권위와 공정성의 유지를 위
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형식, 조건, 제약 또는 형벌에 따르게 할 수 있다.
제11조(집회 및 결사의 자유)
1.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
를 포함하여 평화적인 집회 및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무질서
및 범죄의 방지, 보건 및 도덕의 보호,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
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가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이 조는 국가의 군대, 
경찰 또는 행정부의 구성원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
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2조(혼인의 권리) 혼인적령의 남녀는 이 권리행사에 관한 국내법에 따라 혼인을 하고 가
정을 구성할 권리를 가진다.
제13조(실효적 구제를 받을 권리)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를 침해당한 모든 사람은
그 침해가 공무집행 중인 자에 의하여 자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국가당국 앞에서의 실효적
인 구제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차별의 금지)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
회적 출신, 소수민족에의 소속,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의 향유가 확보되어야 한다.

제15조(비상시의 의무 예외)
1. 전쟁 또는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타 공공의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어떠한 체약국도 사
태의 긴급성에 의하여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탈하는 조치를 취
할 수가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국제법상의 다른 의무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2. 적법한 전쟁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2조, 제3조, 제4조 제1항 및 제7조에 대
하여는 이 조를 근거로 한 어떠한 이탈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의무를 이탈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를 행사하는 어떠한 체약국도 자신이 취한 조치와 그 이
유를 유럽심의회 사무총장에게 충분히 통보하여야 한다. 당해 국가는 그러한 조치의 적용이
언제 중지되어 협약 규정이 재차 완전히 실행될 것인지 역시 유럽심의회 사무총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16조(외국인의 정치활동의 제한) 제10조, 제11조 및 제14조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국이 외
국인의 정치활동에 대하여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17조(권리남용의 금지) 이 협약 중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협약에 규정
된 권리 및 자유를 파괴하거나, 또는 이 협약에 규정된 범위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수행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8조(권리제한의 한계) 위의 권리 및 자유에 대하여 이 협약하에서 허용되는 제한은, 이를
규정한 목적 이외의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1980 OECD 프라이버시 8원칙



1980 인권에 관한 공동선언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AND THE COMMISSION,
Whereas the Treaties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ies are based on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the law;
Whereas, as the Court of Justice has recognized, that law comprises, over and above the rules embodied in the treaties and secondary Community legislation,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and in 
particular the fundamental rights, principles and rights on which the constitutional law of the Member States is based;
Whereas, in particular, all the Member States are Contracting Parties to the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signed in Rome on 4 November 
1950,

HAVE ADOPTED THE FOLLOWING DECLARATION:
1.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and the Commission stress the prime importance they attach to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as derived in particular from the constitutions of the 
Member States and the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2. In the exercise of their powers and in pursuance of the aim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they respect and will continue to respect these rights.

Done at Luxembourg on the fifth day of April in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seventy-seven

유럽의회, 협의회및위원회. 유럽공동체를설립하는조약은법률에대한존중의원칙에기초한다. 

법무 법원이 인정한 바와 같이, 법은 조약 및 2 차 지역 사회 법규에 구현 된 규칙 이상, 법의 일반 원칙, 특히 기본 헌법의 헌법 상 기본권, 원칙 및 권리로 구성된다. 회원국은 특히 모든 회원
국은 1950 년 11 월 4 일 로마에서 서명 된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보호를 위한 유럽 협약의 당사국이다.

다음선언을채택했습니다 :
1. 유럽 의회, 위원회 및 위원회는 특히 회원국 헌법과 유럽 인권 보호 협약에서 파생 된 기본권의 보호와 관련된 주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권리와 기본적 자유. 
2. 그들의 힘을 행사하고 유럽 공동체의 목표를 추구함에있어 그들은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고 계속 존중할 것이다. 

4 월 5 일 룩셈부르크에서 천 구백 칠십 칠 년에 완료



1981 유럽평의회 조약 제108호(Council of Europe Convention 108)



2016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2018.5.25시행)

■ "한국에선폭넓은적법성인정요건, EU GDPR에선좁게해석“

이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익숙한 국내 기업의 GDPR 관련 오해를 열거하고 이를 바로잡았다. 그는
서두에 "우리 법과 EU 법 사이에는 굵직한 것만 살펴도 스무가지 이상 차이점이 있고, GDPR 자체만
아니라 그 가이드라인과 기존 지침 적용 시절 나온 100여가지 가이드라인을 함께 봐야 GDPR의 의미
와 적용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요 발표 내용을 아래에 정리했다.
일단 개인정보보호법만큼 GDPR도 폭넓게 개인정보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즉 한국의 개인
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범위가 GDPR보다 넓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 GDPR의 개인정보 범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범위보다 좁지 않다. 1995년지침 제정 당시 없었던 'IP주소'같은개념도 판례를 통
해 개인정보로 인정됐다. 그 결과 GDPR 조문에는 예시로 이런 개념도 추가됐다.
개인정보 처리 원칙은 비슷하지만 EU는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행위를 구별하지 않고 모
두 적법성 처리 원칙을 적용한다. 적법성 요건으로 조문상 유사한 '계약 체결 및 이행' 여부, '컨트롤
러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 해석이 한국과 전혀 다르다. EU에서 인정되려면 구체적 허용 사례 20여
가지를 참고해야 한다. 다만 EU에선 컨트롤러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 개념이 오히려 한국보다 넓
게 해석된다.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정보주체 '동의' 유효 요건도 조문상 비슷하지만 적용 방식은 크게 다르다. EU
에서 동의는 필요할 때만 받게 돼 있고, 개인정보 주체는 그 동의를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 또 유효
요건이 하나라도 빠질 경우 동의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EU에서는 동의에 근거한 활용을
잘 하지 않는다. 동의를 거의 개인정보처리 기본 원칙처럼 다루는 한국과 상반된다.

아동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보면 GDPR은 만 16세 미만으로 잡고 있지만 회원국마다 별도 법으로 이
범위를 만 13세까지 축소할 수 있다. 즉 각국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도록 돼 있다. 아동의 개인정보처
리방법은 부모 책임 보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합리적 노력을 통한 동의 입증책임과 회원국 일반
계약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동의 효력도 언급하고 있다.

■ "프라이버시바이디자인·디폴트원칙을지향한내부절차갖춰야“

EU에서 민감정보는 인종, 민족적 기원, 생체인식정보를포함한다. 민감정보는 처리금지가 원칙이다.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 중대한 이익 보호, 일정 목적의 재단, 협회, 비영리단체가 적법한 활동과정
에서 처리한 경우, 정보주체가 명백하게 공개한 경우, 법에 따른 공적기록 보존, 연구와 통계목적 처
리 등을 허용한다. 이와 별개로 범죄경력자료는 법에 근거해서만 처리되는 게 한국과 다르다.

GDPR은 개인정보 직접 수집 또는 제3자 수집시 고지사항 12가지를 법정화했다. 컨트롤러의 신원과
연락처, DPO의 연락처, 처리 목적과 법적 근거, 컨트롤러가 추구하는 정당한 이익, 수령자의 범주, 국
외이전 사실과 적정성 결정 유무, 보관기간, 열람권 등 정보주체 권리, 동의 철회권, 감독당국 민원신
청권, 제공 의무 여부와 부동의 결과, 자동화된 의사결정 여부 정보를 정보주체에 고지해야 한다.

한국 법은 정보주체 권리로 열람권, 정정권, 삭제권, 처리정지요구권을 담았다. GDPR은 정정권을 '정
정요구권'과 '정보보충권'으로 나눴다. '잊힐권리'로 불리는 삭제권은 기업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링
크한 타 서비스 업체에 '내 고객이 정보 삭제를 요구했다'고 알려야 한다고 규정했다. GDPR엔 자동화
된 의사결정 거부권이라는, 시스템 기반의 자동화된 처리를 거부하는 권리도 담고 있다.

GDPR은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과 '프라이버시 바이 디폴트'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전자는 서
비스, 앱, 제품을 만드는 최초 시점부터 개인정보보호를고려해 이를 설계에 반영하고 개발해야 한다
는 원칙이다. 후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 개인정보만 공개되도록 설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한국 법에도 '개인정보 최소수집원칙'이나 정보보호관련 인증제도로 요구되는 원칙이다.

이 교수는 그러나 "이 원칙을 반영했는지 판단하긴 쉽지 않다"며 "반영 여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
라 조직이 그걸 지키기 위한 과정, 내부 절차를 갖췄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도 유사
한 원칙과 인증제도와 기준 등이 있지만 그 접근 방식이 문제에 대응한 결과에 치중할 뿐, 그 과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GDPR은 2016년 5월 제정됐고 2018년 5월 25일 시행된다. 서문 173항, 총 11장 99조로 구성됐다. 시행일부로 기존 '19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 이
하 지침)'은 폐지된다. 지침은 총 7장 34조로 구성됐다. GDPR은 그보다 조문수가 크게 늘었다. 또 지침과 달리 GDPR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모든 EU 회원국에 직접 적용된다.
지난 11일 서울 코엑스서 열린 'EU GDPR 대응 포럼'에서 GDPR을 피상적으로 이해해선 위험하다는 경고가 나왔다. GDPR 조문 자체는 한국 기업들이 지켜온 개인정보보호법 등 국
내법과 비슷한 형태로 보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 적용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GDPR, 한국법과 어떻게 다른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동국대학교 이창
범 교수가 이를 설명



2016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2018.5.25시행)

■ "개인정보처리관련책임·의무, 위험수준비례해부과"

GDPR은 컨트롤러와 프로세서를 '안전조치' 의무주체로 규정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가명화, 암
호화, 처리 시스템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복원력 보장, 사고시 개인정보 접근성, 가용성 보장 등 '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게끔 돼 있다. 이 책임과 의무는 위험 수준에 비례해 발생한다. 특정한 조치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한국 법과 두드러진 차이점이다.

GDPR은 프로파일 등 자동화된 처리기술로 자연인에 대한 평가, 민감정보 대규모 처리, 공개장소 체
계적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영향평가'를 시행케 한다. 컨트롤러의 정당한
이익 등 처리 작업과 목적 리스트, 처리작업 필요성과 비례성 평가, 정보주체 권리 위험 평가, 안전조
치와 보안조치 방법이 포함돼야 한다. 공공기관만 영향평가를 하게 한 한국 법과 차이가 있다.

GDPR 규정상 개인정보 유출시 조치는 '선 신고 후 통지'다. 인지시점 72시간 이내에 감독당국에 신고
해야 하지만, 자연인의 권리에 위험 초래 가능성이 낮다면 의무가 면제된다. 위험이 높다면 신고하고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 방식은 기관과 협의 가능하다. 이는 한국 법이 '선 통지 후
신고' 의무를 두고 정보주체 개별 통지를 요구하는 것보다 완화된 성격을 띤다.

이 교수는 GDPR 조항을 인용해 "컨트롤러가 적절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를 이행했고 개인정보
에 접근할 수 없는 암호화 등 조치를 적용했다면 통지 의무가 면제된다"며 정보 주체의 자유와 권리
를 침해할 위험이 높은데도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감독 당국이 통지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유럽과 한국에서 법이 개인정보 처리 주체를 규정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GDPR의
'프로세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수탁자'에 가까운 개념이다. 그런데 한국 법은 수탁자가 '위탁자' 업
무와 책임을 대부분 대신하게끔 돼있다. 반면 GDPR은 컨트롤러만의의무, 프로세서만의 의무, 양측
의 의무가 모두 규정돼 있다. 즉 모든 법적 책임은 행위의 주체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GDPR DPO와개인정보보호법 CPO 법적지위, 역할판이"

GDPR 데이터보호책임자(DPO)는 역할과 지위면에서 한국 법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와 판이하
다. CPO는 개인정보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조직내 임직원으로 지정된다. 즉 외부 전문가가 지정될 수
없다. DPO는 지정요건 해당 조직이 직원뿐아니라 외부전문가로도 둘 수 있다.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
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해고 및 징계 금지로 신분을 보장받는다. 조언자, 감독자 성격이다.

유럽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허용 기준은 적정성 결정, 적절한 안전장치, 예외 인정, 3가지 범주로 나뉜
다. 적정성 결정은 국가나 기업을 이전 허용 목록에 넣고 관리하는 방식이다. 안전장치는 '구속력있
는 기업규칙(BCR)'이나 유럽위원회 표준 개인정보보호조항 등이다. 예외 인정 상황은 계약상 또는 중
요한 공익상 필요 등이다. 한국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주체 동의 및 보호조치로 허용한다.

GDPR은 최소처리 원칙을 보장하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통해 과학, 연구, 통계 목적에 개인정보를 활
용할 수 있다. 이 때 접근권, 정정권, 처리제한권, 반대권 적용 예외가 될 수 있다. 삭제권, 통지의무, 
정보이동권, 자동의사결정 거부권 적용 예외는 될 수 없다. 특정 정보를 추가 정보 사용 없이 해당 정
보주체에 속한다고 볼 수 없게 만드는 '가명화(pseudonymisation)'가 안전조치 중 하나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가명화한 개인정보조차 활용할지말지 고민하지만, 유럽에서는 지침 시절부
터 과학, 연구, 통계 목적 개인정보처리를 할 수 있었다"며 "일부 전문가들조차 유럽에서 공익 목적으
로만 이를 할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데, 민간에서 상업 목적으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https://www.zdnet.co.kr/view/?no=20180417154500

https://www.zdnet.co.kr/view/?no=20180417154500


□ 가짜 뉴스는 우리의 사생활 권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열
린 의견을 빼앗아갑니다.

인간의 존엄성 → 프라이버시 보호 → 가짜뉴스에 대한 보호

프라이버시가 인간 존엄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럽 인권 헌장의 첫 번째 기사는 "인간의 존엄성은 불가피하다. 존중되고 보호되어야한다"고 언급했다. 혁신이 관할권과 인간 존엄성을 침
해 할 수있는 방법에 대한 나의 검증 된 연설에서, 나는 인간 존엄성이 성격 법의 기초로서 기능한다는 결론

인간 존엄성과 프라이버시 사이의 연결은 1954 년 독일의 이른바 Leserbrief 에서 연방 법원에 의해 인정되었습니다.평결. 그 판결에서 판사
는 개인의 권리와 자신의 개성을 개발할 권리로부터 인간 존엄성에 대한 기본 권리를 도출했습니다
인간 존엄성에 대한이 권리의 목적은 자연인의 속성을 적절히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신체와 가정의 불가침성뿐만 아니라 귀하에 대
해 수집 된 데이터의 불가침성과 개인 정보 보호 권리의 일부로이를 관리 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이 진술 이후 일반 성격 법과 인간 존엄성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유럽 연합은이 권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법에 인간의 존엄성을 포함 시켰습니다.

https://www.privacy-web.nl/artikelen/verslaafd-aan-nepnieuws-inbreuk-op-
menselijke-waardigheid

https://www.privacy-web.nl/artikelen/verslaafd-aan-nepnieuws-inbreuk-op-menselijke-waardigheid


허위 또는 부정확 한 정보는 돈을 벌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고 배포됩니다. 또는 누
군가, 사람들의 그룹, 조직 또는 국가를 손상
시킬 수 있습니다.

https://www.rijksoverheid.nl/onderwerpen
/desinformatie-nepnieuws

https://www.rijksoverheid.nl/onderwerpen/desinformatie-nepnieuws




https://www.echr.coe.int/Documents/Handbook_data_protection_KOR.pdf

https://www.echr.coe.int/Documents/Handbook_data_protection_KOR.pdf




“만약 당신이 미래를 꿈꾸지 않거나 지금 기술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건 곧 낙오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윈 쇼트웰(Gwynne Shtwell, SpaceX CEO, COO)



감사합니다
(facebook.com/sangshik, mikado22001@yahoo.co.kr)



Source : https://ko.m.wikipedia.org/wiki/%ED%8C%8C%EC%9D%BC:Negative_Externality_and_Deadweight_Loss.svg

부정적 외부 효과 : 타인이 유발한 외부
비용(정보유출 등)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
이 사적 비용보다 큼

정보보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보유출시의 사적비용 (P0) 

이 낮은경우 보안투자는 이보다 작게 되
며(<P0), 이를 막기위해, 손해배상 또는
규제를 통한 제재를 하게 된다.(P*-P2)

□ 비효율적인 자원배분(In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의 문제

https://ko.m.wikipedia.org/wiki/%ED%8C%8C%EC%9D%BC:Negative_Externality_and_Deadweight_Loss.svg


개인정보

암호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비고

암호화대상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인증정보)

고유식별정보 본인인증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등)

(규정 별표3, II-3)

개인신용정보 주민등록번호 전자금융거래 비밀번호 거래로그

송수신시
(보조저장매체

저장이동포함)

암호화
(고시7-2)

※ 비밀번호 일방향암호화

암호화
(고시7-2)

암호화
(별3 II-3-2)

암호화
(별3 II-3-2)

암호화
(별3 II-3-2)

암호화
(규정34)

저장

PC/모바일

암호화
(고시7-7)

암호화
(별3 II-3-3)

암호화
(별3 II-3-4)

암호화
(조회X)

서버&

인터넷/DMZ

암호화
(고시7-4)

암호화
(별3 II-3-3)

암호화
(DMZ저장시)

서버&

내부망

암호화
(고시7-4)

※ 주민번호 제외한 고유식별정보는 위

험도 분석 가능

암호화
(별3 II-3-3)

※ 위험도 분석 가능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조회회사

서로 개인식별번호 제공 시 암호화
(별3 II-3-5)

(별3 II-3-6)
개인신용정보처리위탁

기타

조회불가처리
(불가피한 경우 조회사유,

내용 기록관리)

(별3 II-3-1)

□ 암호화



right not to be misquo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