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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서1]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조사 매뉴얼 중(p16~17)

9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

 [점검항목 설명]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비밀번호는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지지 않는 자가 추측하거나 접속을 시도하기 어렵도록 

문자, 숫자 등으로 조합, 구성하여야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DB)에 접속하는 DB관리자의 비밀번호는 

복잡하게 구성하고 변경 주기를 짧게 하는 등 강화된 안전조치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밀번호 작성규칙 예시>

∙ 비밀번호는 문자, 숫자의 조합․구성에 따라 최소 10자리 또는 8자리 이상의 길이로 설정

  ※ 기술 발달에 따라 비밀번호의 최소 길이는 늘어날 수 있음

  - 최소 10자리 이상: 영대문자(A～Z, 26개), 영소문자(a～z, 26개), 숫자(0～9, 10개), 

특수문자(#, [, “, < 등, 32개) 중 2종류 이상으로 조합․구성한 경우

  - 최소 8자리 이상: 영대문자, 영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3종류 이상으로 구성한 경우

∙ 비밀번호는 추측하거나 유추하기 어렵도록 설정

  - 일련번호(12345678 등), 전화번호, 잘 알려진 단어(love, happy 등), 키보드 상에서 나란히
있는 문자열(qwer 등) 등은 사용을 지양

∙ 비밀번호를 최소 6개월마다 변경하도록 변경기간을 적용하는 등 장기간 사용을 지양

  - 변경 시 동일한(예시: Mrp15@*1aT와 Mrp15@*1at) 비밀번호를 교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점검방법]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점검결과에 반영합니다. 

 [관련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행자부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접근권한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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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용자계정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
는지 여부 

 [점검항목 설명]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권한 없는 자의 비정상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근을 제한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예: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사용자계정 잠금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계정정보․비밀번호 입력과 동시에 추가적인 인증수단(공인인증서, 
OTP 등)을 적용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자임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개인정보취급자에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재 부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개인정보취급자 여부를 확인 후 계정 잠금 해제 등의 조치가 필요

 [점검방법]

사용자계정 또는 비밀번호 오 입력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점검결과에 반영합니다.

 [관련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행자부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접근권한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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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서2]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해설서 중(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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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서3]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중(p28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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