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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기술 발전과 정보주체의 권리Ⅰ-1

1980 1990 2000 2010

활용

보호

프라이버시권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잊힐 권리



개인정보

· 프라이버시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인간의 존엄과 가치

· 기업의 개인정보 산업 활용
- 빅데이터, AI, IoT

· SNS 등 온라인 소통·연계

· 쇼핑, 복지, 금융 등 국민 생활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Ⅰ-2 개인정보의 균형

개인정보

안전

·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 프라이버시 침해 · 개인정보 유·노출

· 경제적 범죄 악용 · 정신적 피해·불안감



<CCTV> <빅 데이터> <사물 인터넷>

보호 VS 활용Ⅰ-3

공공안전 VS  사생활침해 과학경영 VS  빅브라더 편리한생활 VS 개인정보통제불능





서면서면 동의서의동의서의 중요사항을중요사항을 명확하게명확하게 표시표시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및 판매 권유, 기타 이와 관련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처리하려는 개인정보 중 아래의 개인정보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및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이용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Ⅱ-1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및 판매 권유, 기타 이와 관련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처리하려는 개인정보 중 아래의 개인정보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및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이용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민감정보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정보개인정보 열람열람, , 정정정정‧‧삭제삭제, , 처리정지처리정지 절차절차 개선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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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프라이버시프라이버시 클린센터클린센터 운영운영 확대확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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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신청서



ee프라이버시프라이버시 클린센터클린센터 운영운영 확대확대ee프라이버시프라이버시 클린센터클린센터 운영운영 확대확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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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안전성 확보조치확보조치 실태조사실태조사

대 상 방 법

Ⅱ-4

주 기 기 관





개인정보의개인정보의 보호와보호와 활용의활용의 조화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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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개인식별 요소를
삭제 또는 대체

안전한 활용



생체 정보
(지문, 홍채, 정맥, 음성 등)

생체정보의 활용
및 제3자 제공시

정보주체고지의무화

생체정보 분리 보관 및
암호화 저장 의무화 등
생체정보 보호기준 강화

산업·기술 측면

생체정보의생체정보의 안전한안전한 이용이용 및및 보호기준보호기준 정립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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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정보의 활용
및 제3자 제공시

정보주체고지의무화

생체정보 분리 보관 및
암호화 저장 의무화 등
생체정보 보호기준 강화



고정형
기기

이동형
기기

이동형 기기도 규율 대상에 포함

개인영상정보개인영상정보 보호보호 강화강화 추진추진 : : 「개인영상정보「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보호법」제정((안안) ) 국회제출국회제출((’’17.12)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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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기기

이동형
기기

CCTV 네트워크 카메라 드론 웨어러블 카메라

개인영상정보 주체의 권리강화

- 촬영사실 표시 의무화

- 정당한이해관계가있는자(피해자등)

대규모 CCTV 관제시설의 안전성 강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



신규 발급 중단(’18년 7월)

- 기존 가입자는 유효기간 종료시 까지 인증서비스 제공

※ 온라인 발급 1년(∼’19.6월), 주민센터 방문 발급 3년(∼’21.6월)

본인확인수단이없는 계층을위한발급체계지원

- 주민자치센터의 아이핀 발급 지원을 위하여

민간 아이핀社와의 연계서비스 개발

※ (온라인)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한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본인 확인 절차 마련 검토

공공아이핀공공아이핀, , 마이핀마이핀 서비스의서비스의 단계적단계적 폐지폐지

Ⅲ-4

신규 발급 중단(’18년 7월)

- 기존 가입자는 유효기간 종료시 까지 인증서비스 제공

※ 온라인 발급 1년(∼’19.6월), 주민센터 방문 발급 3년(∼’21.6월)

본인확인수단이없는 계층을위한발급체계지원

- 주민자치센터의 아이핀 발급 지원을 위하여

민간 아이핀社와의 연계서비스 개발

※ (온라인)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한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본인 확인 절차 마련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