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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기술적 관리적 조치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 24904 판결 

 

 

 

S사는 인터넷 포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11. 7.경에 발생한 해킹사고로 

서비스에 가입한 사용자들 약 3500만명의 가입 당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이디(ID),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유출사고는 S사의 직원이 공개용 압축프로그램을 사용하던 중에 해커가 심어 놓은 악성 

프로그램인 dll 파일을 함께 다운로드 받아 발생했습니다. 악성 프로그램은 키로깅 

정보를 파일로 저장하게 하고 해커가 생성된 정보를 확인하고 서버에 관리자 아이디로 

로긴하여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FTP를 이용하여 모두 다운로드 받은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시행 2011.7.6. 법률 제10560호, 2011.4.5. 일부개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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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2015. 3. 20.에 있었던 서울고등법원(2013나20037)의 판결에서 이 사건 해킹사고 

당시 정보통신망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의 내용,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보안의 기술 수준, 피고가 취하고 있던 전체적인 보안조치의 내용, 

정보보안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및 그 효용의 정도, 해킹기술의 수준과 정보보안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른 피해발생의 회피가능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S사가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관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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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해킹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S사가 승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다른 사건에서 대법원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8. 17. 대통령령 제2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는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각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기준으로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6항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법 제28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이 사건 고시는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의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구 정보통신망법 제 28조 제1항, 구 

정보통신망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따라 준수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43994, 4400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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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항소심 사건에서 원고들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1. 25. 상고를 기각하여 

항소심의 결론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이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 범위와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현재에는 개인정보 보호의 정도가 보다 개선되었습니다. 개인정보를 사용 및 보관해야 

하는 사업자, 스타트업, 벤처, 중소기업 등은 변경된 기술적, 관리적 조치에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