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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아이 CCTV 분석 기술(매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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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ㇳㇱㇲㇵ. 3. 24.㊣�ㇳㇱㇳㇱ. 2. 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메이아이는 개인정보로 분류될 수 있는 영상을 벡터화 하여 가명처리를 합니다.

◎ 메이아이는 벡터화 과정을 통해 기존의 정보에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값은 삭제하여, 원래 상태로   

     복원할 수 없는 가명정보로 만듭니다.

◎ 메이아이가 분석 결과로 도출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 정보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① 성별 ② 연령대 ③ 시간 ④ 위 정보를 통계 형태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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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①  ޱ༥␅�ഩ↑ن��ぽ↝܂�Ꮑ�≡₽⾝ܥ�ܺ١�⇪ᯑ―�⁆ᬆ≚⛝ᏱᏁ�᭩⢝ㆍ⁆⾝‱᭡�ᾉ�ഩ㊢

ㇲ㊢�ⅉ⬆ ᕹ�ᱝ⿎�ᓮ≆�₽�١↽≚↝�⛝Ᏹࡍ�␅―�݅⾡�⾲
ㇳ㊢�١↽≚↝�ᱥ≆ㆍ݅Ᏹ≆�ぽ⊵⢝―�݅⾡�⾲
ㇴ㊢࠽��ᙛ―�١↽≚↝�ᾍ≉⾡�݅ᏱᏁ�ⅉ⾝‱㍁㋬⯺ቾቾ㋭ↁኡ�≚⾡�⾲

◎ 개인정보처리주체 (고객사) 는 업무 위탁 계약을 통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영상 파일을 메이아이에게 
     전달하고 목적에 맞게 활용하도록 위임할 수 있습니다.

◎ 메이아이는 본 위탁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메이아이는 위, 수탁 주체의 협의를 통해 개인 정보 보안을 위한 규칙을 수립합니다.

◎ 메이아이는 개인정보의 위, 수탁 계약서의 세부 항목을 통해 보안 사항을 협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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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 개인정보처리자(위탁자)는 메이아이에게 방문자 분석을 요청하는 고객사입니다.
◎ 수탁자는 방문자 분석을 하는 메이아이입니다.
◎ 정보주체는 CCTV에 촬영된 공간 방문자입니다.
◎ 개인정보 처리 위, 수탁 시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을 뿐, 정보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방문자에게 CCTV 촬영 동의를 따로 얻는 등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방문자의 매장 이용 
    경험을 해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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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 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 아니 된다.
⑥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⑦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 메이아이는 위, 수탁 계약서의 세부 항목을 통해 위탁 받은 업무의 범위를 정의합니다.
◎ 메이아이는 개인정보인 영상을 분석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 메이아이는 위탁 받은 업무에 의해 발생한 모든 데이터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메이아이는 수탁자이며, 가명정보와 관련된 조항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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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2(가명정보의 처리 등)
· 제28조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
·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 제28조6(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 제28조의7(적용 범위 등)

솔루션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법령 안내 및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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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١↽≚ぽᛚ�≡ㇳㇹ⊵↝ㇳ�㋨مᓊ≚↝�⛝Ᏹ�༶㋩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2. 4.]

◎ '가명정보를 처리'란 ① 가명정보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 과  ② 기존 데이터를 가명 처리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 ᒙ↹ᾉ↹�ᱥↅ�ᐩ⇪�᙮ᕽ٢―�⾡�⯺܉�⇖᭶↉�ᓮ≆ↁኡ�))òğ�⁆ᬆ―᭡�᭶ᜉ㊣�‵ቾ㊣�⟡⇊�≚ᐑ�
����⟙⟡⾝�༶↝م�ᓊ⛝ᏱᏁ�␉⿎⾮ഩ㊢

 ㊭�ᛚ≡⛝�㌎㋰١↽≚�ぽᛚ㋱�≡ㇳㇹ⊵↝ㇳ―�ཱུᇁ�١↽≚⛝Ᏹ⇕�≚⍁⛹↝�พ↝�↹�␍≚Ꮑم�ᓊ⛝Ᏹ⾝ܥ�
���≡ㇴ⇕―ۑ�≡ܺ⾥�ᱝ�⇍㌏ഩܥ�⾹᭢⾡�ᙙ�⇍ᳺഩ㋨ᛚ�≡⛝�ㇳㇱ㋼ㇱㇶㇷㇺ㊣�ㇳㇱㇳㇲ㊢�ㇲ㊢�ㇳㇳ㊢㋩㊢

◎�ㇳㇹ⊵↝ㇳ�ㇳ⾲↝�㌝≡ㇴ⇕�≡ܺ㌝�١கↅ�ᛚᏱᬆ�㌝ⅉ⬆܉�ῂ㌝݁�ഩᎽۈ�↹ᒵ㊣��ᛚቾ↹�ࠡ≡⾝ۈ�ↅ�≡ኡ�
�����ᢉᴢᜉ�⛝Ᏹ␅�ᾏܥ�ᕹ៉ᜉ⾝ۑ�≡ㇴ⇕―ۑ�ଢ଼Όم�⿎ⅉ⇊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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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신설 2020. 2. 4.>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솔루션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법령 안내 및 해석



▣�≡ㇳㇹ⊵↝ㇶ㋨مᓊ≚�⛝Ᏹ�ᴡࡍ�␅↝ᕹ�༶㋩

▣�≡ㇳㇹ⊵↝ㇵ㋨مᓊ≚―�⾡�ᾍ≉⊵⢝↝ᕹ�༶㋩

①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 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 메이아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 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며, 통계 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 메이아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다고 판단될 시,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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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아이는 자사가 입주한 건물 (사무실)을 벗어난 공간에서 작업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 메이아이가 수탁한 영상 파일을 하드 드라이브가 아닌 클라우드 (AWS 클라우드) 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영상 파일은 AWS의 보안 서비스를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솔루션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법령 안내 및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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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쉬 솔루션은 기존 고객사의 법무 담당자들과 개인정보 처리 문제에 관하여
엄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믿을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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