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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Me

Knowledgeable and innovative technical leader, analyst, and project manager with extensive 
experience enhancing corporate performance through skilled alignment of technical solutions with 
company goals. 

* Proven history of success directing design,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custom 
technical solutions that enhance operations of diverse global organizations. 
* Advanced expertise in coordinating cross-functional technical teams in implementation, 
migration, integration of global systems, platforms, and solutions. 

Jung bochul  / Director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Master of science in engineering



2



3

The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is the most important 
change in data privacy regulation in 20 years we are here to make sure you 
are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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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is the most important 
change in data privacy regulation in 20 years we are here to make sure you 
are prepared.

Rights of 
data subjects 
with 
easycer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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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
법

정보통신망법

• 개인 식별 불가능한 ‘가명정보’를 제품/서비스 개발에 활용
허용

• 개인정보 관리/감독 권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 가명정보’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 허용, 통계 작성/
연구 등에 개인신용정보 활용 허용

• 산재된 개인정보 관련 법체계
•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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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주요개정 내용 및 목적#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념체계를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가 보유하는 가명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반출을 허용함

(안 제2조제1호, 제15조, 제17조 개정, 안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58조의2 

신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함(안 제22조 삭제
등).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가명조치)한 개인신용정보의 이용ㆍ제공 근거를 마련하여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ㆍ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고, 과징금 부과 등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성 확보장치를 마련함.

# 정보통신망법 내 개인정보 관련 다른 법령과의 유사/중복조항 정비와
협치(거버넌스) 개선

#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와 빅데이터 활용의 안전장치 강화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유사ㆍ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등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금융분야 데이터산업으로서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 선진화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도입

#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일원화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통해 기업과 국민의 혼란방지와 체계적 정책
추진
EU GDPR 적정성 평가의 필수 조건인 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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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준비를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 with Easycerti

1. 데이터가 어디에 있고,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

2.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 데이터의
사용 방법에 대하여 Risk assessment에
근거하여 Real-time으로 Control 하고 있는지?

3. 어플리케이션, 디바이스, 앱 기타 장소에
저장된, 혹은 이동 중인 데이터를
분류하고(Classify), 보호하며(Protect), 데이터
정책에 따른(Policy-driven)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4. 보안사고나 identity breach를 자동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지? 보안사고 발생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5. 지속적으로 데이터 보호 정책과 실무를
검토하여 업데이트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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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정보집합물등록

# 정보집합물선택

# 비식별검증

# 원본데이터 시각화

적정성평가

# 평가 기초자료 등록

# 재식별 영향분석

# 평가 기준값 설정

# 평가설정

환경설정

# 메뉴관리

# 권한관리

# 관리자관리

# 감사이력

# 고객사관리

# 옵션설정

# 시스템 로그파일 관리

비식별조치

# 고전적 비식별조치

# K.L.T. 비식별조치

# 비정형 개인정보 탐지

# 비식별 데이터 시각화

# 비식별 조치 전후 시각화

# 정보집합물 원본 파일 관리

사후관리

# 비식별 조치결과 조회

# 적정성 평가 결과 조회

# 정보집합물결합 결과 조회

# 비식별 정보 파일대장

# 재식별 가능성 점검일지

# 개인정보탐지 결과 조회

# 위탁계약 상태점검

모니터링

사전검토

비식별조치

적정성평가

정보집합물결합

사후관리

정책설정관리

환경설정

IDS 비식별 기능(Controller & Processor)

데이터 3법 with IDENTITY SHIELD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솔루션(IDENTITY SHIELD)」제품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프로세스
및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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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기록

# 접속기록조회

# SQL캡처로그

# DB접근조회

# 정보주체자조회

# 다운로드기록

# 파일대장기록

# 백업이력조회

통계 및 보고

# 기간별유형통계

# 시스템별유형통계

# 소속별 유형통계

# 개인별 유형통계

# 점검보고서

정책설정관리

# 개인정보주체자설정

# 휴일설정관리

(엑셀 업로드,다운로드 기능추가)

# 예외처리유(일마감)

# 제외 URL 매핑 설정

(로그생성방식/수집서버IP/분석IP)

접근관리

# 접근이력조회

# 관리자접근관리

# 관리자권한관리이력

# 타임라인

# 다중접근메뉴

인텔리전스차트

# 개인정보처리현황 (일자별/시스템별)

# 개인정보처리부서TOP10 (처리현황 소속별)

# 개인정보취급자 TOP10 (처리현황 취급자별)

# 시스템별처리현황 (시스템별/유형별 변경)

# 개인정보유형별현황 (개인정보유형별분포현황)

# 개인정보취급유형별 현황 (수행업무별분포현황)

# 클라우드 (CPU.MEM/HDD 사용량에서 변경)

모니터링

접속기록

접근관리

통계 및 보고

인텔리전스차트

빅데이터분석

소명관리

정책설정관리

환경설정

# 감사이력 Detail

# 접속허용 IP대역중심

# 옵션설정 그룹핑

PSM(개인정보이력관리)

데이터 3법 with PSM

개인정보 이력관리 솔루션(PSM)」제품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컨트롤러(controller)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프로세스 및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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