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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실제 사례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해요!”
- KISA,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 발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은 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로 접수된 주요
상담·신고 사례를 소개하는
발간했다고

‘2019

년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을

금) 밝혔다.

2020. 7. 31.(

이번 사례집에는 지난 한 해 동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고센터로
상담·신고를 요청한

159,255

건의 사례 가운데, 생활 속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례

건을 수록했다.

31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미파기로 인한 침해 발생,

CCTV

설치·운영

관련 이웃 간 분쟁, 전자통신금융 사기 관련 피해 등에 대한 구제 및
예방법 안내 등이다.
각 사례는 개인정보처리단계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대한 내용을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이용 제 자 제공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개인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운영 ▲기타 스미싱
기준으로

·

(CCTV)

3

·

문자메시지 수신 등 크게 8개 부문으로 나눠 문답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으며, 사례집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www.privac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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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상담·신고 주요 사례>
유형

개인정보 보호 상담·신고 주요 사례

개인정보의 수집

렌털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방법, 상담 목적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 앱 건강검진 시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이용·제3자 제공

공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홍보 문자 발송, 해외여행 단체 비자
관련 개인정보 공유, 민원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

안전성 확보조치

홈페이지 증명서 발급 시 타인 정보 노출,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문
열람제한 조치 미흡, 임시 개인정보취급자의 사용자 계정 관리 등

개인정보 파기

공공기관 홈페이지 게시글 미파기, 호텔 고객 정보 문서 무단 방치,
약국 복약지도서 무단 방치, 개인정보 담긴 문서 이면지 활용 등

정보주체의 권리

공공기관 사이트 회원 탈퇴 요청, 개인정보 삭제 요청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경품 당첨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채용 지원 단계에서 주민등록
번호 요구, 고충처리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요구

CCTV 설치·운영

홍보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 이용, 상가 CCTV 안내판 미설치, 상가
공용 엘리베이터 CCTV 설치, 병원 회복실 CCTV 설치

기타

KISA

스미싱 문자메시지 수신, 포털사이트 계정도용

이종화 개인정보조사단장은

“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는

일상생활에서 국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내용이다 ”며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처리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침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이번 사례집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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