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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네이버(주), 중소상공인 개인정보 보호 위해 맞손
-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한 중소상공인 역량강화에 나서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 이하

‘KISA’)

과 네이버(주)(대표이사

한성숙)는 중소상공인의 개인정보 보호역량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실천문화 조성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020.

5.

목) 체결했다고

7.(

밝혔다.

최근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과 보호조치 기준 등 관련 법제도는
강화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한 중소상공인의 경우 인식이나
교육기회 부족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침해 및 오남용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중소상공인 대상 개인정보 보호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개인정보 보호 분야 콘텐츠 및 전문인력 활용 지원
▲개인정보 보호 실천문화 조성을 위한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 등을
이에 양 기관은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KISA

가 보유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콘텐츠 및 전문인력과

네이버 파트너스퀘어의 사업자 지원 네트워크 등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중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비롯한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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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을 통해 네이버 파트너스퀘어*를 중심으로 네이버 쇼핑,
스마트스토어 등에 입점한 중소상공인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네이버 파트너스케어: 2013년에 개소한 파트너스퀘어는 중소상공인 비즈니스를 위한
제품 홍보·기획 마케팅, 온라인 창업·경영 교육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현재 서울
(역삼·종로·홍대·상수), 부산, 광주 등 총 6개 지역에서 운영 중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 전반에 교육 기회가 감소하는 상황 속에
양 기관은 오는 6월 중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라이브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제공하던 교육 콘텐츠를

‘

‘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네이버 프라이버시

TV’

채널을 통해서도

제공해 보다 많은 이용자가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포털: www.i-privacy.kr / KISA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
교육 콘텐츠(3종) 뿐만 아니라, 초·중·고 학생 및 일반인용 교육 9종(한국어 4종, 영어
4종, 베트남어 1종)을 개발 및 제공 중

KISA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이 외에도 전국

“

8

개 권역에

있는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를 통해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현장방문
컨설팅, 정보보호 전문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체계적인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 사업자와 더욱 밀착해, 개인정보 보호 관리 역량강화 및
인식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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