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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GDPR의 연혁 및 제정 배경

4

Data Protection Ranking World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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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995년 Data Protection Directive를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으로 상향 입법
 2018.5.25 시행, 회원국별 GDPR의 Open Clauses 및 Derogation
보충을 위한 국내법 입법 중
 2016년, 범죄 피해자, 목격자 및 피의자의 정보보호와 범죄 및 테러
대응을 위한 국가간 협력 촉진을 위한 Police Data Protection
Directive (Directive (EU) 2016/680) 제정
 2016.5월 시행, 2018.5까지 국내법 입법 완료


2017년, 정보통신분야(electronic communication data and cookies)
의 e-Privacy Reform 안 제안
 2018년 중, 2001년 e-Privacy Directive를 e-Privacy Regulation으

로 상향 입법 완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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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R은 유럽연합의 디지털 싱글 마켓 전략의 산물
 ODR, 저작권, 사이버보안, 통신미디어, GDPR, ePrivacy 등 16개
분야(시장) 통합
•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of the European Commission, A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 (2015. 5. 6.)

 법률 집행체계의 통합 : GDPR은 곧 EU법이자 EU 회원국가의
국내법
•
•
•

누구든지 하나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국민과 같이 취급받고 동등하게 대우
회원국 간 제도와 서비스 표준 통일로 온라인 상거래 장벽 완화 또는 제거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단순화〮◌
투명화함으로써 기업 활동 촉진

 GDPR은 유럽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 규범 통일 이상의
의미 내포
•
•
•

단일시장을 향한 강력한 의지 표현, 개방적이고 번창하는 데이터경제구축
단일시장에서 몸집과 경쟁력을 키운 유럽 중소기업의 부활과 혁신이 목표
궁극적으로 유럽 기업을 위한 기회 창조 및 혁신 촉진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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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 의존적인 왜곡된 디지털 시장 구조
•
•

현재 유럽 디지털 시장의 54%를 미국이 차지
자국내 거래가 42%이고, EU 회원국 간 거래는 4%에 불과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등 신기술〮◌
신서비스에 대한 대응
 신뢰의 바탕 위에서 유럽을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게 개조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구축이 디지털 경제의 성패 좌우
90% 이상의 유럽시민들이 전 유럽에 걸쳐 동일 수준의 개인정보처리 원칙 및
권리 희망

 신기술〮◌
신서비스로부터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디지털 및 IoT 환경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실질화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보다 강화한 통제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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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GDPR의 내용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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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권 행사의 간이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고,
알아보기 쉽고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공받아야 함

 정보 이동권 신설
 서비스 제공자 간 개인정보의 이전이 가능하게 하여 정보주체의 서비
스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업자간 경쟁 촉진

 잊힐 권리의 명확화
 회원국 법원 및 ECJ가 판례로 인정해 온 잊힐 권리를 법률로 명문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를 원치 않는 경우, 다른 합법적 이유가 없
으면 개인정보 삭제 조치 등

 유출 통지의무 확대
 정보통산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적용되어 온 개인정보 유출 통지의무
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정보주체가 가능한 빨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감독당국에신고및정보주체에게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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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대륙, 하나의 법

 기업이 EU에서 보다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규칙 단일
화

 원 스톱 샵 (One-stop-shop)

 기업이 유럽 내에서 어느 한 나라의 감독 당국만 상대하면 되도록 하여 연
간 23억 유로 절약 예상

 적용 범위 명확화

 정보주체의 국적에 관계 없이 EU 내 기업이 EU 내외에서 처리하는 개인정
보에 적용
 유럽 밖에서 설립된 기업이라도 EU에 있는 사람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EU내 사람의 행동을 모니터링 할 때 적용

 위험 기반 접근법

 모든 의무를 획일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피하고 각각의 위험 수준에 맞게
의무 부과

 혁신에 대한 규칙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수단이내장되도록보장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빅데이터 혁신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가명화
/익명화와 같은 프라이버시 친화기술 활용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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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비용과 red tape를 줄임으로써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새로운 시장 진입을 지원
 신고의무 폐지 (개인정보파일 등)

 감독 당국에 대한 개인정보파일 신고의무 폐지로, 매년 1 억 3 천만 유
로의 비즈니스 비용 절감

 액세스 비용 청구 가능
 액세스 요청이 명백히 근거가 없거나 과도한 경우 기업은 액세스 제공
비용 청구 가능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면제
 중소기업은 개인정보처리가 핵심 비즈니스 활동이 아닌 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임명 의무 면제

 개인정보 영향 평가 의무 면제
 중대한 위험이 없다면 중소기업은 영향 평가를 수행 할 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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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DPR의 New 프레임워크


책임성(Accountability ) 강화
• Compliance Audits
• Privacy Impact Assessments 및 사전협의 : 정보분류 및 위험분석
• 행동규약 및 정보보호 인증
• Activity (data processing) Records : 문서관리
• Policy Reviews : 개인정보처리원칙 준수
• DPO (CPO) , 대리인 임명 등



투명성(Transparency) 강화
•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완전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
• Security Breach (Data Breach) 신고 및 통지 의무



정보주체의 통제권(Rights) 강화
• Data Portability, 처리정지 요구, 삭제권(잊힐권리) 등



집행 및 제재 프레임워크 도입
• 전세계 매출액 4% 또는 2천만 유로 중 높은 금액
• 전세계 매출액 2% 또는 1천만 유로 중 높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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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GDPR의 구성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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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DPR의 구성 체계
전체구성 : 서문(Preamble or Recital) 173항 + 총 11장 99조로 구성
 제1장 총칙(General Provisions)
 목적, 적용범위, 정의규정

 제2장 원칙(Principles)
 개인정보처리원칙, 처리의 적법성, 동의의 유효 요건


아동정보, 민감정보 및 범죄정보의 처리 원칙

 제3장 정보주체의 권리(Rights of the data subject)
 개인정보처리의 투명화 : 모든 통지 및 양식의 투명성 보장
 고지의무, 열람요구권, 정정 및 삭제요구권, 처리제한권, 정보이동권, 반대

권 , 프로파일링 거부권

 제4장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 (controller and Processor)
 일반의무 : Privacy by Design & Default, 대리인 지정, 처리활동 기록, 감독당

국 협력 등
관리적 보호조치 등
 보안의무 : 기술적〮◌
 영향평가및사전협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행동규약및정보보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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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DPR의 구성 체계
전체구성 : 서문(Preamble or Recital) 173항 + 총 11장 99조로 구성
 제5장 제3국 또는 국제기구로의 개인정보 이전
 적정성 결정, 적절한 안전장치,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BCRs)
 적용제외
 국제협력

 제6장 독립된 감독당국
 독립성
 권능, 직무, 권한

 제7장 협력과 일관성
 협력 : 총괄 감독당국과 다른 관련 감독당국 간 협력, 감독당국 간 지원 및

공동 활동
 일관성 : 일관성 메커니즘, 이사회 의견, 이사회에 의한 분쟁해결, 정보교환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 : 독립성, 직무 등

 제8장 구제, 법적 책임 및 벌칙
 민원제기권, 정보주체의 대리, 사법적 구제절차, 과징금, 벌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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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DPR의 구성 체계
전체구성 : 서문(Preamble or Recital) 173항 + 총 11장 99조로 구성
 제9장 특정한 처리상황에 과한 규정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
 공문서에 대한 공중의 접근
 국민식별번호의 처리
 고용관계에서의 개인정보처리
 공적기록, 과학.역사 연구, 통계 목적 개인정보처리
 교회 및 종교단체

 제10장 위임입법 및 이행입법
 제11장 최종규정
 지침 95/46/ EC의 폐기
 지침 2002/58/EC와의 관계
 이전에 체결된 협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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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GDPR과 국내법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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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4(1)
‘personal data’ means any information
relating to an identified or identifiable
natural person (‘data subject’); an
identifiable natural person is one who
can be identified, directly or indirectly,
in particular by reference to an
identifier such as a name, an
identification number, location data,
an online identifier or to one or more
factors specific to the physical,
physiological, genetic, mental,
economic, cultural or social identity of
that natural person (2016 EU GDPR 제4조 제5항)

개인정보보호법 §2.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
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
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
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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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6







정보주체의 동의
계약 체결 및 이행
법적 의무 준수
정보주체 또는 다른 자연인의 중
대한 이익(vital interests) 보호
공무수행 또는 공적권한 행사
컨트롤러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 추구(정보주체 특히 아동의
이익이 우월적인 경우 및 공공기
관 제외)

개인정보보호법 §15,17,18








정보주체의 동의
계약 체결 및 이행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법령상
의무 준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 보호(사
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공공기관의 법령상 소관의무 수행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명백히 정보주체의 권리보
다 우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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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4(11), §7




동의의 형식

 진술 또는 명백한 긍정적 행위(정보주체
의 적극적 행동) (명백한 동의 원칙)

개인정보보호법 §16, §22


 서면, 우편.팩스, 전화, 이메일, 인터넷 홈
페이지,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의사
표시확인(명시적 동의 원칙)

유효 요건

 자유로운 동의(freely) : 실질적 선택권
보장(기망.위협.강박.중대한 불이익 금지,
중대한 힘의 불균형 제거)
 특정된 동의(specific) : 동의 대상의 구체
성 (포괄동의금지)
 고지된 동의(informed) : 충분하고 정확
한 정보 제공, 쉽게 접근하고 이해하기 쉬
운 형식, 명확하고 쉬운 문구 이용, 다른
동의사항과 명확히 구분
 명백한 동의(unambiguously) : 침묵, 사
전 체크, 단순 부작위는 명백성 결여
 자유로운 철회 : 철회조건 부과 불가(편
의성 보장), 불이익 금지



규칙 위반 동의의 효력



동의의 입증책임

 구속력 불인정

: 컨트롤러

동의의 형식



동의 방법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
 수집.이용 목적 등 중요한 내용은 알아보
기 쉽게 표시 (9포인트 이상, 색깔.굵기.
밑줄, 중요 내용과 그밖의 내용 구분)
 계약체결 등을 위해 필요한 필수정보와
선택정보의 구분
 선택정보에 대한 동의는 동의 여부를 선
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른 사항과 구분하여 표시
 선택정보미동의시재화및서비스제공거부금지
 홍보.판매권유목적 이용 사실을 명확히 인
지할 수 있도록 고지
21

GDPR §4(11), §7


개인정보보호법 §16, §22

1

 홍보.판매권유목적 이용 사실을 명확히 인
지할 수 있도록 고지


법령 위반 동의의 효력
 미규정



동의의 입증책임
 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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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8

개인정보보호법 §22



아동의 연령 : 만 16세 미만



아동의 연령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 방법



아동의 개인정보처리 방법





 회원국은 법으로 만 13세까지 아동 연
령 축소 가능
 아동에 대한 부모 책임(parental
responsibility) 보유자의 동의 또는
동의 허락이 있어야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는 적법

 아동에 갈음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
획득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
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 가능

동의의 입증책임

 이용가능한 기술을 고려하여 부모 책
임 보유자가 아동에게 동의를 주거나
동의를 허락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합리적 노력 필요



 미규정

아동 개인정보처리 동의의 효력

 아동과 관계 있는 계약의 성립, 효력,
효과에 관한 회원국의 일반 계약법 규
정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음

동의의 입증책임



아동 개인정보처리 동의의 효력
 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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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의 정의
 인종적.민족적 기원, 정치적 견해, 종
교적.철학적 믿음, 노조 가입 여부, 유
전정보, 바이오 인식정보, 건강정보,
성생활.성적지향에 관한 정보
원칙 : 처리금지
예외적 처리
 정보주체의 명시적(explicit) 동의
 정보주체 또는 다른 자연인의 중대한
이익 보호(단, 신체적/법률적으로 동
의를 줄 수 없는 경우)
 정치.철학.종교.노조 등의 목적을 가진
재단, 협회, 기타 비영리단체가 적절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적법한 활동과정에
서 처리한 경우(기관 밖 공개 금지)
 정보주체가 명백하게 공개한 민감정보
 법에 따른 적절한 안전조치 후 공적기록
보존, 과학.역사연구, 통계목적 처리
 중대한 공익 보호를 위한 법에 근거한 처리

개인정보보호법 §23





민감정보의 정의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
퇴, 정치적 견해, 건강/성생활, 유전정
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원칙 : 처리금지
예외적 처리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
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
나 허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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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청구권의 착수.행사.방어 또는 사법상
지위에서 행해지는 법원의 처리
 법 또는 단체협약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고
용.사회보장 및 사회보호법’영역에서 컨트
롤러 및 정보주체의 의무 이행 및 권리 행사
 법.계약이나 비밀유지의무를 조건으로
예방의학.직업병의학, 근로자의 업무
능력 평가, 의학적 진단, 보건.사회복
지.치료 제공, 보건.사회복지.치료 시
스템 및 서비스 관리를 위한 처리
 법에 따른 공중보건 영역에서의 공익
목적 처리 (국경을 넘는 심각한 건강
위협에 대한 대응, 건강관리.의약품.의
료장비의 품질.안전 보장 등)

개인정보보호법 §23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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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정보의 범위

 범죄경력 및 범죄행위와 관련된 모든 정보







범죄정보의 기록

컨트롤로, 프로세서 및 그 대리인의 의무

 범죄정보 처리활동의 기록 유지(§30.1&2)
 범죄정보의 대규모 처리시, 사전 개인정
보영향 평가 수행(§35.1&3(b))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의 핵심적 활동
이 범죄정보의 대규모 처리를 수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37.1.(c))

범죄정보의 처리

 법령에서 범죄정보의 처리를 요구.허
용하는 경우 외에, 정보주체로부터 별
도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처리 가능
 단, 법률상 범죄경력확인서는 동의만
으로 이용 불가

 형사판결(criminal conviction)의 포괄적
기록은 공적기관의 통제 하에서만 유지
가능



범죄정보의 범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
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범죄정보의 처리

 공적기관(official authority)의 통제 하
에서 또는 법에 근거해서만 가능



개인정보보호법 §23



개인정보처리책임자 및 수탁자
의 의무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보호책임
자 지정 의무 등에서 일반 개인정보와 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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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고지사항(6개)

컨트롤러 및 대리인의 신원.연락처
DPO의 연락처
처리 목적 및 처리의 법적 근거
컨트롤러 또는 제3자가 추구하는 정당
한 이익
 수령자 또는 수령자의 범주
 국외이전 사실 및 적정성 결정 유무(또
는 적절한 안전장치와 사본 입수방법)







추가적 고지사항(6개)

 보관기간(기간 고지가 불가능한 경우
에는 기간 결정에 사용되는 기준)
 열람권 등 정보주체의 법상 권리
 동의 철회권
 감독당국에 대한 민원 신청권
 개인정보 제공이 법상 또는 계약상 의
무적인지 여부 및 부동의시 발생 결과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존재사실 및 관
련 로직에 관한 정보, 정보주체에게 미
칠 유의성 및 예상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15,17,18


수집.이용시 고지사항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용 및 보유 기간
동의거부권 및 거부시 불이익 내용

제공시 고지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이용 및 보유 기간
동의거부권 및 거부시 불이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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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목적 변경시 고지사항

 다른 목적과 제2항의 ‘추가적 고지사
항’을 정보주체에게 제공



고지 시기 및 방법

 개인정보 수집시 (사후 고지 불인정)
표준화된 아이콘과 함께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15,17,18


 모든 변경사항


고지 시기 및 방법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 의무 면제

 정보주체가 이미 고지사항을 알고 있
는 경우
 법에서 해당 정보의 기록 또는 제공을
명백히 규정한 경우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통지가 불가능
한 경우
 고지 또는 통지에 과도한 노력이 요구
되는 경우

이용목적 변경시 고지사항



고지의무 면제
 면제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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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사항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시 고지사항
(기본6+추가6)
 관련 개인정보의 범주
 해당 개인정보의 출처 (가능한 경우 공
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출처인지 여부)

개인정보보호법 §20


고지사항



고지 시기



고지의무 면제

고지 시기

 개인정보 취득 후 합리적 기간내 (최대
한 달 이내)
 정보주체에게 통지를 목적으로 수집한
경우에는 늦어도 최초 통지시
 제3자 제공이 예정된 경우에는 늦어도
최초로 제공될 때

고지의무 면제







정보주체가 이미 고지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
정보 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입증된 경우
공적기록보존, 과학.역사연구, 통계 목적으로 수
집된 것으로 불균형의 노력 수반
고지가 처리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
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법에 의해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경우

 수집 출처
 처리 목적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정보주체 요구에 의한 경우 : 지체없이
고지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 : 제공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연 2회 이
상 주기적으로 제공받은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고지도 가능)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
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
우
 국가안전, 외교, 범죄수사 등 목적으
로 수집된 경우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
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
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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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권리

 접근권
 정정권 (정정요구권, 정보보충권)
 삭제권(잊힐 권리)
 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정보주체가
링크.복사.복제의 삭제를 요청하였음
을 알리기 위한 합리적 조치 포함






처리제한권 : 일종의 처리중지권
개인정보이동권
반대권(Right to object)
자동화된 의사결정 거부권

개인정보보호법 §35~37


정보주체의 권리
 열람권
 정정권
 삭제권

 처리정지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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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cy by Design

 서비스, 앱, 제품 등의 개발.설계 단계
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 고려
 고려사항 : 최신기술, 이행비용, 처리
의 성격.범위.환경.목적, 처리로 인한
자연인의 권리 및 자유에 미치는 영향
등

 설계반영 사항: 최소처리.투명성원칙 등
개인정보보호원칙, 정보주체의 권리 보
장 장치, 가명화 등의 적절한 기술적.관리
적 조치



개인정보보호법


국내 유사제도






개인정보 최소수집원칙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앱접근 권한 제한 (망법 제22조의2)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기준(접근
권한 통제, 암호화 등)

Privacy by Default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 공개되도록 기본설정
 고려사항 : 수집된 개인정보의 양, 해
당 처리의 범위, 보관 및 접근 가능기
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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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러 및 그 대리인의 의무

 컨트롤러/공동컨트롤러/대리인/DPO
의 이름 및 연락처
 처리목적
 정보주체의 범주 및 개인정보의 범주
에 대한 설명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령자의 범주(국
외 수령자 포함)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계약 체결 및 이
행 목적 국외이전시 적절한 안전장치
 개인정보의 삭제예상시한(보존기간)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설명

개인정보보호법 §29, 30


국내법상 유사 제도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포로세서 및 그 대리의 의무

 컨트롤러/컨트롤러 및 프로세서의 대
리인/DPO의 이름 및 연락처
 컨트롤러 대신 수행하는 개인정보처리의
범주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계약 체결 및 이
행 목적 국외이전시 적절한 안전장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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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29, 30




1

처리활동 기록 유지 방법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



감독당국에 대한 제출 의무

 감독당국의 요구시 기록 제출 의무



기록 유지 의무의 면제

 250인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 또는
조직
 면제에 대한 예외 : 개인정보처리가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지속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간헐적이지 않은 경
우), 민감정보 또는 범죄정보가 포
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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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의 의무주체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

안전조치 채택시 고려사항

 최신의 기술, 이행 비용
 처리의 성격, 범위, 목적, 환경
 자연인의 권리 및 자유에 미칠 영향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예시)



적절한 보안수준 평가시 고려사항



컨트롤러.프로세서의 책임

 개인정보의 가명화 및 암호화
 처리 시스템 및 서비스의 기밀성.무결
성.가용성.복원력 보장
 물리적.기술적 사고시 개인정보에 대
한 접근성 및 가용성 보장

 개인정보의 파기, 분실, 변경, 접근, 유
출 등의 위험 (특히 전송 및 저장시)

개인정보보호법 §29


보호조치의 의무주체
 위탁자 및 수탁자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사
항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안전한 암호기술 등의 적용
접속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조
치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안전성 확보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고시(안전성확보조치기준)’로 규정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 목적외 개인정
보 처리 금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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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의 주체 및 대상

 평가주체 : 모든 컨트롤러
 평가대상 :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
화된 처리기술을 기초로, 자연인에 대
한 체계적이고 폭넓은 평가, 민감정보
및 범죄정보의 대규모 처리, 공개장소
에 대한 대규모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회원국 감독당국의 권한

 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처리활동의 유
형 작성.공개
 영형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처리활
동의 유형 작성.공개

영향평가의 주체 및 대상

 평가주체 : 공공기관
 평가대상 : 5만명 이상의 민감정보와
공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파
일, 5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파일로서 다른 개인정보파링
과 연계하려는 경우,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파일, 영향평가
후 파일의 운용체계가 변경된 경우

영향평가의 방법.절차

 처리의 성격.범위.목적.환경, 자연인의
권리.자유에 대한 위험 초래 가능성 등
고려
 승인된 행동규칙의 준수 여부 고려
 DPO, 대리인, 정보주체의 조언 청취



개인정보보호법 §33



영향평가의 방법.절차

 행안부장관이 고시한 영향평가기준에
따라 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해 평가



영향평가시 고려사항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제3자 제공 여부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부
 개인정보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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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에 포함할 사항

 컨트롤러가 추구하는 정당한 이익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처리 작업과 처리
목적 리스트
 목적과 관련한 처리작업의 필요성 및
비례성 평가
 정보주체의 권리.자유에 대한 위험 평가
 개인정보보호 및 GDPR준수를 보장할
수 있는 안전조치.보안조치 및 메커니즘



개인정보보호법 §33


행안부장관에 대한보고

 평가결과를 행안부장관에게 제출
 행안부장관은 평과결과에 대한 의
견제시 가능

영향평가 방법

 승인된 행동규칙의 준수 여부 고려
 조언 : DPO, 대리인, 정보주체의 조언



선임감독기구와 사전협의

 위험 저감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높은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처리 전에 사전
협의 의무
 감독당국은 컨트롤로 또는 프로세서에
게 조언을 하거나 시정조치 등의 권한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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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data breach)의 정의

 전송, 저장 등의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의 우발적 또는 불법적 파기, 분실, 변경,
공개, 접근에 이르는 보안상 침해를 의미



개인정보 유출의 의미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통지의무 면제



통지의무 사항

감독당국에 대한 신고

 인지시로부터 72시간 이내(72시간 이내
미신고시 지체 이유 첩무)
 프로세서는 지체없이 컨트롤러에게 통지



신고의무의 면제



신고 의무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34

 자연인의 권리.자유에 대한 위험 초래 가
능성이 낮은 경우
 관련 정보주체의 범주와 개략적인 수, 관
련 개인정보의 범주와 개략적인 수, 개인
정보 침해의 성격
 DPO 등의 이름.연락처
 침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결과
 컨트롤러가취하거나권고한 피해최소화 조치
 동시 신고 불가능시 단계적 신고 가능

침해사고 문서화 의무

 침해사실, 침해영향, 구제조치 등 모든 사
항 문서화 (신고의무준수의무 확인 자료)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
하지 않고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를 상
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이 허용
된 상태
 유출사실 인지일부터 5일 이내
 유출확산을 막기 위해 접속경로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개인정보 삭제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 후 5일 이내

 면제사유 없음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 시점 및 경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보주체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 절차
 피해신고접수 담당 부서 및 연락처
 동시 통지 불가시 단계적 통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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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자연인의 권리.자유에 높은 위험 초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도하게 지체하지 않고 통지



통지의무의 면제

 컨트롤로가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조
치 의무를 이행하고, 암호화 등 개인정
보에 접근할 수 없는 조치를 적용한 경
우
 컨트롤러가 권리.자유에 대한 위험이
실현되지 않도록 조치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34


감독당국에 대한 신고



신고의무 면제



신고의무 사항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유출사실 인지일부터 5일 이내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시
 1천명 미만의 개인정보 유출시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피해 최소화
대책.조치 결과
 1천명 이상 유출시 7일 이상 알아보기
쉽게 게재

통지 의무 사항

 DPO 등의 이름.연락처
 침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결과
 컨트롤러가 취하거나 권고한 피해 최소화
조치



감독당국의 통지 요구

 자유.권리에 대한 높은 위험에도 불구
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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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서의 의의

개인정보보호법 §26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자
를 대신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컨트롤러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
하는 자연인.법인.공공기관.단체


프로세서의 선임.감독
 GDPR 준수 능력 및 정보주체 권리 보
호를 보장하는 자를 선정
 법정사항이 포함된 구속력 있는 계약
또는 법률행위로 규율 (표준계약 가능)





수탁자의 선임.감독

 수탁자의 선임에 관한 규정은 미규정
 수탁자에 대한 교육, 처리현황 점검 등
의 감독 의무



위탁자의 책임 및 의무

 수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
 수탁자명.위탁업무내용 등 고지/공개
 법정사항이 포함된 위수탁문서 작성

프로세서 계약의 주요 내용

 국외이전 제한, 비밀유지의무 보장, 보
안 조치, 재위탁.추가위탁 금지, 서비
스 종료시 개인정보 반환.삭제(사본 포
함), 컨트롤러의 조사.감사 수용 및 지
원, 컨트롤러의 불법지시에 대한 반론
 컨트롤러의 의무이행 지원 : 정보주체
의 권리보장을 위한 의무이행, 보안조
치/침해사고 고지/영향평가/사전협의
의무 이행 지원

수탁자의 의의



위수탁 문서의 주요 내용

 위탁업무의 목적.범위, 재위탁 제한,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의 관리 현
황 점검 등의 감독
 수탁자의 의무위반시 손해배상책임,
위탁업무 처리외 개인정보 이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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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서의 추가.대체

개인정보보호법 §26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다른 프로세서
추가.대체(재위탁) 불가
 사전 서면 허가가 있는 경우에도 컨
트롤러에게 다른 프로세서 추가.대
체에 반대할 기회 부여
 프로세서 추가.대체시 계약등으로
프로세서 계약과 동일한 책임 부과


프로세서의 책임과 의무
 GDPR을 위반해 처리 목적 및 수단
결정시 컨트롤러로 간주
 다른 프로세서의 의무위반에 대해
서 최초의 프로세서가 컨트롤러에
게 전적인 책임 부담

재위탁 제한
 위탁자의 동의없는 재위탁 금지
 재위탁에 대해서는 위탁규정 미준
용(계약서 작성 등)



프로세서의 책임과 의무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
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
게 제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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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의의

개인정보보호법


국내에는 유사제도 없음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에 의해 서면으
로 지정되어 그들의 의무를 대리하는
EU에 설립된 법인 또는 자연인



대리인 지정 의무

 EU 밖에서 EU 내 정보주체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거나 활동을 모니터
링하는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



대리인 지정 면제

 정부 및 공공기관
 처리가 간헐적이고, 처리의 성격.환
경.범위.목적을 고려할 때 권리에
대한 위험 초래 가능성이 낮은 경우
(단, 대량의 민감정보 또는 범죄정
보를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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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역할 및 권한

개인정보보호법


국내에는 유사제도 없음

 감독당국과 정보주체가 GDPR상의
권한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이 부여
 대리인 지정으로 컨트롤러 또는 프
로세서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제한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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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주체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




공공기관(법원 제외)
핵심활동(core activities)이 정기적.조직적.대
규모로 정보주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요구하는
처리로 구성된 경우
핵심활동이 민감정보 및 범죄정보의 대규모로
처리로 구성된 경우
EU법 또는 회원국법이 지정을 의무화한 경우








지정 요건



지정 방법

사업체집단은 한 명의 DPO 임명 가능
공공기관은 조직규모 등을 고려해 공동으로 한
명의 DPO 지정 가능
내부 직원은 물론 외부 전문가도 지정 가능
DPO의연락처를공개하고선임감독기관에통지



CPO의 자격



CPO의 지위

DPO의 자격




의무주체

지정 방법







지정 요건





개인정보보호법 §31

개인정보보호법과 실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자질을 갖추고 그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을 것

DPO의 지위




DPO의 개인정보보호 활동 보장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원 등 지원
독립적으로 직무 수행(지시금지)

 개인정보처리자 및 수탁자
 개인정보를처리하는모든조직.기관.단체.개인
 1조직 1CPO 이상 (공동선임 불가)
 감독기간에 대한 신고의무 없음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
 사업주 또는 대표자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
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외부 전문가는 지정 불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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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보장(해고/징계 금지)
 최고책임자(CEO)에게 직접 보고
 EU법 또는 회원국법에 따른 비밀유지의
무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위한 접촉
 이익충돌의 방지 보장(단, 다른 직무 겸
직 가능)





개인정보보호법 §31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업무총괄)






DPO의 직무

 컨트롤러.프로세서.종업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조언
 책임분배, 개인정보취급자의 인식제고
및 훈련, 감사 등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내부 정책 준수 모니터링
 영향평가에 대한 조언 및 영향평가의 성
과 감시
 선임감독기구와의 협력.연락
 영향평가 사전협의 등 감독당국과 협의

DPO의 책무

 처리의 성격, 범위, 목적, 환경을 고려
하여 직무 수행상 상당한 주의 의무

CPO의 직무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시행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 조사.개선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유출및오·남용방지를위한내부통제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 관리
개인정보 파기

CPO의 권리.의무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
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
터 보고
 법령 위반 사실 즉시 개선조치 및 소속 기
관/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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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44~50)


적정성 결정에 의한 이전
 일종의 white state list : Andorra,
Argentina, Canada (기업), Faroe Islands,
Guernsey, Israel, Isle of Man, Jersey,
New Zealand, Switzerland, Uruguay, US
 4년 마다 사후 감시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BCRs) :93개 업체
표준 개인정보보호조항(유럽위원회 채택)
표준 개인정보보호조항(감독기구 채택)
승인된 행동규약
승인된 인증 메커니즘
공공기관간법적구속력 있고집행가능한문서

특정상황에서 인정되는 예외






명시적(explicit) 동의
계약 체결 및 이행 (3자를 위한 계약 포함)
법적 청구권의 설정.행사.방어
중요한 공익을 이유로 이전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또는다른사람의중대한이익 보호

국외이전의 유형

 국외 제공(조회 포함), 위탁, 보관



원칙

 정보주체의 동의 + 보호조치



예외

 계약 이행 및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위탁 또는 보관

적절한 안전장치에 의한 이전









정보통신망법 §63



고지/공개 사항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
법
 이전받는 자의 성명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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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89


과학.역사연구.통계 목적을 위한
안전조치

개인정보보호법 §18.2.4


 개인정보 최소화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적절한 안전조치)
 적절한 안전조치에는 ‘가명화＇도포함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4호
 위치정보법 제20조
 신용정보법 제32조제6항제4호 및
시행령 제28조
 개보법 제18조제2항제4호 : “통계
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
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
하는 경우”

과학.역사연구.통계 목적 처리시
GDPR 적용 제외

 EU법 또는 회원국법으로 접근권, 정정
권, 처리제한권, 반대권의 적용 제외
 삭제권(잊힐 권리), 정정/삭제/처리제
한 통지 의무, 정보이동권, 자동의사결
정 거부권 등은 적용 제외 불가



가명화(pseudonymisation)의 정의

 별도로 분리 보관된 추가 정보의 사용
없이는 해당 정보가 더 이상 특정 정보
주체에 속한다고 할 수 없도록 처리된
개인정보

과학.연구.통계 목적 개인정보
처리의 근거 규정



해당 조문에 대한 해석 대립
 가명정보설 vs. 익명정보설
 영리목적 허용설 vs. 금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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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Clauses









아동의 연령 (§8.1)
민감정보 처리시 동의의 효력
(§9.2(a)), 동의의무가 면제되는 직업
상 비밀유지의무자의 범위(§9.3)
범죄정보의 처리(§10)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35.4~5))
표현의 자유 등의 보호를 위한
GDPR 적용 제외(§85.2)
국민식별번호 등의 처리를 위한 안
전장치(§87)
고용 환경에서의 근로자 정보 보호
(§88)

위임입법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화
된 아이콘(§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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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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