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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는 얼마나 진행되고 있을까. 그 대답을 듣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 기술

지원팀을 찾았다.

글·사진 정보보호뉴스 취재팀

개인정보보호, 기초부터 하자

 “보안서버 보급은 개인정보보호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올해까지 약 27,000개의 사이

트에 보안서버의 보급이 완료된다면, 국내의 개인정보보호 수준도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개인정

보보호지원센터 기술지원팀 김진원 팀장은 보안서버 보급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민간 

기업 및 기관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덧붙인다.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 기술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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