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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코로나19로 개인정보 보호 어려움 겪는
중소·영세기업 지원한다”
-‘업무용PC 개인정보 보호조치 점검도구 2.0’무료 배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중소·영세기업 및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업무용PC 개인정보 보호
조치 점검도구

2.0’

을 무료로 배포한다고

2020.

4. 28.(

화) 밝혔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재택근무와 화상회의 등이 활성화되면서
업무용PC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와

KISA

행안부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개인정보 보호
예산 및 인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개인정보
보호기술 역량강화센터를 통해 점검도구를 무료 배포하기로 했다.
점검도구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용PC에서 암호화, 접근통제
등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2015

년부터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을 통해 배포하고 있다.

▲이미지
암호화 점검 기능 ▲여러 대의
특히 올해는

,

PDF

등 비정형 파일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에서 보호조치 이행여부 점검 결과를

PC

관리·감독할 수 있는 관리자 기능
(OS)

▲

Windows

에서의 점검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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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최신 운영체제

< 업무용PC 개인정보 보호조치 점검도구 주요기능 >
주요점검 기능
개인정보 암호화
비밀번호

세부 내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의 암호화 여부 점검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

윈도우 비밀번호 점검
※ 비밀번호 설정 여부, 최소길이 설정, 추측하기 쉬운지 여부, 유효기간

접근통제

공유폴더 설정, 방화벽 설정, P2P 사용가능성, 무선장비 연결, USB
자동실행 설정

보안프로그램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최신 업데이트 및 자동 업데이트 설정,
윈도우 운영체제의 자동 업데이트 설정 및 최신 보안 업데이트

또한, 개인정보 보호기술 역량강화센터는 보안 전문 인력이 없는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켜야 할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위한 비대면 컨설팅도 지원한다.
개인정보 보호조치 지원사업은

인 미만의 업체나 비영리 단체라면

50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사업자 → ‘개인정보 보호기술 역량강화’에서 신청
문의처: 이메일(privacy_support@kisa.or.kr), KISA(02-405-5101), 행안부(044-205-2851)

KISA

오용석 개인정보정책단장은

“

최근 코로나19로 재택근무와

화상회의 등이 확대됨에 따라 업무용PC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개인정보

“

보호기술 역량강화센터를 통해 많은 중소·영세기업과 비영리단체가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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