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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세계적으로, IT 기술의 발전 및 급격한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는 정보의 디지털화를 가속시켜 왔으며, 전자상거래 등

의 활성화로 여러 유형의 민감 정보가 수집, 보관, 운용되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공공부문 및 금융뿐만

이 아니라 민간부분에서도 다수의 개인정보들을 활용하고 있으며, 정보의 유출로 인한 사고도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이

다. 이러한 민감 정보에 대한 보안상의 문제점들의 검토와 방지를 위해, 보다 쉬운 평가관리체계 지원도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부문에서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업을 위한 개인정보영향평가 관리 시스템인

E-PIAMS (Enterprise- Privacy Impact Assessment Management System)를 제안하고자 한다.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ivacy Impact Assessment

Management System for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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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the rapid computerization of society has accelerated the digitization of the world's

information. Then, the activation of the e-commerce is the collection of a number of sensitive information, storage,

operational increased rapidly. Currently, the public sector, financial sector, the private sector has utilized a number

of privacy. Accidents caused by leakage of information is a tendency to increase day by day. For a review of the

problems of security and protection for such sensitive information, the need for easier support system it is required.

This thesis suggests E-PIAMS(Enterprise-Privacy Impact Assessment Management System) applicable effectively

in private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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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

서 IT 기술의 발전 및 급격한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

가 진행되어 왔다. 또한,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들을

수집, 보관, 운용하고 있으며, 예상되는 수많은 위협으

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안기술

과 법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주요 선진국들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주요 민감

정보의 관리를 위한 법제도 및 지침 등을 마련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한국은 2011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여 개인

정보에 대한 처리 원칙과 국민의 피해 구제에 대한

일반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기존의 약 50만개 가량의

일부 사업자에게만 적용됐던 개인정보보호 의무의 적

용 대상을 약 350만개의 모든 공공기관과 사업자, 비

영리단체에까지 확대 하였으며, 적용 범위는 전자파일

형태의 개인정보뿐만이 아닌, 수기(手記)문서(예:동창

회 명부, 민원서류등)까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유예기간(12년 3월)의 종료 후, 정부기관 및

산하단체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거대기업과 단체들을 제외

한 대부분의 기업 및 민간부문은 법률상 의무가 아닌

권고의 사항이라는 점과 비용 및 인력문제 등을 이유

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또는, 영향평

가 수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이에, 기업이 인증기관의 컨설팅이 아니더라도, 기

업이 자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 체계 및

영향평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업을 위한 개인정

보보호 평가 관리 시스템인 E-PIAMS(Enterprise-Pri

vacy Impact Assessment Management System)를

제안하고자 한다.

2. 개인정보 보호 국내·외 관련 연구

2.1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원칙과 국

민의 피해 구제에 대한 일반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

한 법률이며, 개인정보에 대해서 살아 있는 개인에 관

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와 다른 정보

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것을

포함)로 정의하고 있다[3][5].

2.2 개인정보영향평가 제도 관련 현황

전 세계적으로, 전자거래 및 정보 전산화에 대한

역기능으로 개인정보의 침해로 인한 각종 사건의 발

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편리를 위해 구축된 시스템

이 충분한 보안조치 및 관리의 미비로 인해 개인정보

의 유출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상의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방지하고자 한다[1][2]

[7]. <표 1>에서와 같이 미, 일, EU 등의 선진 각국에

이어 국내에도 개인정보보호법 공포 및 동법 제33조

의 개인정보영향평가를 통한 검토로 침해위험을 최소

화하고자 한다[6][8][9].

<표 1> 국가별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 비교

3. 개인정보영향평가의 문제점

각 나라별로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률 및 지침 등

에 따라,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화가 되었으나,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이행을 강제

하지 않고 권고만을 하고 있다[1][6]. 다음으로는, 예

산과 인력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상

평가 의무를 가지는 공공기관들뿐만이 아닌 자율 대

상인 민간부분에 있어서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구분 관련법규 평가대상

한국 개인정보보호법(2012)
정부기관(의무)

민간(자율)

일본

행정기관 전자계산기처리

에 관한 법률(1998)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

률(2003)

정부기관

제공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무)

미국
전자정부법(2002)

정책 및 지침고시(2003)
정부기관(의무)

EU 개인정보 관련지침(1995) 지침에 따른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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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 대상의 확인 및 예산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

고 있으며,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계획의 수립과

개선안 제시,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과 책임에 대해서

도 기관과 담당자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민간부문에서는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민감한 정보

를 취급하는 사업의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안

과 같이 영향평가 프로세스 관리를 자동화한 시스템

이 아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자가 직접 체

크 리스트를 엑셀 등의 스프레드시트 파일의 형태로

관리하는 실정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 점검 할

수 있는 적절한 체계 및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4].

4. 개인정보영향평가 관리시스템 제안

4.1 제안 E-PIAMS

(그림 1)의 E-PIAMS는 개인정보 영향평가(PIA)의

수행절차, 평가항목에 대하여 법 준수사항을 점검하

고, 위협요인 파악과 개선계획의 수립 등을 체계적으

로 운영이 가능한 관리 시스템 모델로, 법적으로는 정

보보호를 권고 받아 자율성을 보장 받지만, 사고시의

책임이 무거운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자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최적화하고, 담당자 변

경에 상관없이 업무 연속성을 제공하며, 유출사고 발

생시 법정에서 관리적 책임에 대한 증거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는 민간부문(기업)에 특화된 영향평가 관리

시스템 모델을 제안한다.

(그림 1) E-PIAMS 의 개요

4.2 제안 E-PIAMS 시스템 구성 및 내역

(그림 2)과 같이 E-PIAMS는 영향평가의 수행과

이행을 통하여 기업이 진행하고자 하는 대상사업의

현황 모니터링 대시보드 및 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산출물로 제공하며, 사내 타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한

유연성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그림 2) E-PIAMS 의 시스템 구성도

4.3 제안 E-PIAMS 시스템 구성 모듈 구조

(그림 3)은 제안 시스템의 구성 모듈 구조이며, 각

부분을 살펴보면 시스템의 이용을 위한 부분으로

Authentication module은 로그인과 접근인증 처리를,

Function/Authority module은 ID별 권한부여 및 기능

처리를, user management는 계정 관리를 수행한다.

시스템에서의 실제 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부분으로,

checklist management는 점검표에 대한 관리를,

Impact assessment Process는 대상 사업에 따른 영향

평가 프로세스 처리를 수행하며, degree of risk

estimation module은 점검표를 통한 결과와 평가업무

에 따른 위험도 연산처리를 수행한다.

(그림 3) 제안 시스템의 구성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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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Report Output은 평가결과 보고서를

산출물로 생성하며, Stats/Dashboard 는 평가 결과 및

진행사항에 대한 사항을 관리자에게 제공한다.

4.3 제안 E-PIAMS의 프로세스 및 구현화면

제안 E-PIAMS 의 영향평가 프로세스는 크게 영향

평가 수행 및 영향평가 수행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아래의 (그림 4)와 같다.

(그림 4) E-PIAMS의 평가수행 및 평가이행

(그림 5)는 E-PIAMS의 메인화면으로 사업담당자

가 영향평가 수행을 위해 시스템에 등록 후 영향평가

수행 및 영향평가 이행의 단계를 거치는 평가 대상 사

업에 대한 진행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하였

다.

(그림 5) 구현된 E-PIAMS의 메인 화면

4.3.1 영향 평가 수행

영향 평가 수행은 크게 4단계로 구성되며 사업등

록, 평가팀 구성, 점검표 작성, 평가 결과 등의 내용으

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6)은 사업등록의 단계로 기

업의 대상 사업명칭, 사업규모, 담당자, 취급개인정보,

개인정보 예상규모, 사업특성 등에 대하여 설문작성

등을 통한 결과를 시스템 상에서 사업 생성 및 점검

표를 자동으로 생성한다.

(그림 6) 사업 등록 단계

다음으로, (그림 7)은 평가팀 구성 단계로 해당 사

업에 대한 영향평가를 수행할 담당자 지정을 통해 R

&R을 정립하도록 한다.

(그림 7) 평가팀 구성 단계

(그림 8)은 점검표 작성의 단계로, 구성된 평가팀에

의해 수행되어지며, 사업 특성에 따른 점검항목이 재

구성되기도 한다. 이때, 시스템에서 사용자 유형별 점

검항목이 자동으로 변경되며, 증적자료를 통한 평가관

리가 수행된다.

(그림 8) 점검표 작성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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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는 평가결과 단계이며, 영향평가 수행에 대

한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의 자동 도출이 이루어

지며, 이후, 영향평가 이행 프로세스상의 개선계획 수

립 시에 연계가 된다.

(그림 9) 평가 수행 결과 단계

4.3.2 영향 평가 이행

영향 평가 이행은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개

선 계획, 개선조치, 이행점검, 평가완료의 단계로 이루

어져 있다. (그림 10)은 개선계획의 단계로, 영향 평가

수행을 통한 평가결과를 고려한 사업담당자는 대상

사업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개선계획의 수립

시에는 개선가능의 여부, 개선 예정일정, 개선계획 담

당자, 개선내용 등을 시스템에 등록한다.

(그림 10) 개선계획 단계

(그림 11)은 개선 조치의 단계로, 대상 사업별로 개

선 계획에 따른 조치의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단

계이다. 개선계획에 따른 조치의 여부(존재 유무), 담

당자, 조치일, 조치의 내용, 관련 증적자료 등을 등록

한다.

(그림 11) 개선 조치 단계

(그림 12)는 이행 점검의 단계로, 보안담당자에 의

해 각 대상사업들에 대한 개선조치가 완료 되었는가

를 확인하는 이행 점검을 수행하도록 한다.

개선조치에 대한 이행 여부, 점검 담당자, 이행 내

용, 관련 증적자료 등을 등록한다.

(그림 12) 이행 점검 단계

(그림 13)은 마지막 단계로 평가완료 단계로 영향

평가에 따른 개선이 완료됨을 산출물로 확인하는 단

계이며,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 완료시 전체 데이터와

최종 보고서를 시스템에서 산출하여 제공하도록 한다.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조직 내의 개

인정보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 침해

요인 별 개선방안의 도출까지의 과정을 대시보드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3) Dash Board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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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는 모든 프로세스가 완료 된 후 생성되는

영향평가에 대한 결과 보고서이며, ‘개인정보 영향평

가 결과 보고서’가 MS워드의 doc 문서파일 형태로

생성되어 산출물로 제공한다.

(그림 14)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화면

5. 결 론

현재 국가별로 시행중인 개인정보영향평가 제도는

공공기관을 위주로 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민간

부문에 대한 개인 민감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이 우려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개인 민

감 정보에 대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 할 수

있는 ‘기업을 위한 개인 정보평가 관리 시스템 ’을 제

안하고 있다. 추후, 평가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

보 영향평가가 가능한 시스템 모델에 대한 연구가 필

요 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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