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승낙제 철회요건(개인정보보호 관련 위반) 세분화(안)
□ (철회방법 및 요건) 개인정보보호 관련 위반 사항을 해당 법/고시, 사업자 이용약관 등에 따라 세분화
철회 요건

구 분

기존
단말기유통법

사전승낙 허위 신청 등 요건 위반 (단말기유통법
긴급중지명령 불이행 (단말기유통법 11조1항)
사실조사 거부, 방해, 기피 (단말기유통법 13조2항)
시정명령 불이행 (단말기유통법 14조1항, 14조2항)

변경 사유

변경
8조1항)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좌동

-

신분증 위·변조 및 행사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고유식별정보 무단
수집 및 이용 (정보통신망법 제23조 및 제23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 및

신분증
스캐너

59조)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 1회 위반 : 승낙철회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망법

제22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보호 관련 위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 무단 이용

(정보통신망법 제24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제19조)

수집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제19조)

통신시장
개인정보
자율규제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용자)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
획득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미획득 (정보통신망법 제31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1항)

중대한 위반행위

단말기유통법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단말기유통법 3조1항)
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 (단말기유통법 4조4항, 4조5항)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 혜택 거부 (단말기유통법 6조1항)

좌동

-

• 1회 위반 : 거래중지 15일
• 2회 위반 : 승낙철회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

단말기유통법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 1회 위반 : 경고 및 시정조치
• 2회 위반 : 거래중지 15일
• 3회 위반 : 승낙철회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

목적이 달성된 이용자 개인정보(문서, 전자적 파일 등) 미파기

-

사전승낙서 미게시 (단말기유통법 8조3항)
공시내용 및 추가지원금 미게시 (단말기유통법 4조6항)
지원금 연계 개별계약 체결 제한 (단말기유통법 5조1항)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단말기유통법 7조2항,
사전승낙 정보 불일치 (단말기유통법 8조 1항)

(정보통신망

법 제29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 및 59조)

좌동

-

7조3항)

개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 (정보통신망법 제23조)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및 관리·감독 미실시 (개인정보보
호법 제28조)
-

전기통신사업법

매장 내 개통 PC의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설정 등 기술적·관리적 보
호조치 미흡 (정보통신망법 제28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매장 내 CCTV 설치·운영시 안내판 미부착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
신분증스캐너 이동, 복수 사용, 미설치 및 우회 행위*
제50조, 통신사 이용약관)

* 신분증 스캐너 우회행위 : 신분증 스캐너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또는 일반스캐너 사용으로 유도하는 행위
* 다만 근거 법령 등에서 적용의 예외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전승낙 철회 대상에서 제외함
* 사전승낙서 게시는 영업장뿐 아니라 온라인 게시물 등 판매 홍보를 포함

통신시장
개인정보
자율규제

(전기통신사업법

통신시장
개인정보
자율규제

신분증
스캐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