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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GDPR 시행) 2016년 5월 유럽연합(EU)이 제정한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이 2018년 5월 25일 공식 시행됨
• EU 회원국을 위시한 각국 정부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GDPR 시행에 대비해왔으며,
이와 관련한 내용은 2017년 해외 개인정보보호동향을 통해 정리
• 동 보고서에서는 그 이후 진행된 각국의 GDPR 대응 관련 후속 현황에 대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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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1) 브렉시트 이후의 GDPR 대응 방향

▶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관련해 EU와 좀 더 포괄적인 관계에
나서고 싶다는 입장126
•

영국

정부는

EU집행위원회가

EU

역외

국가들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검토해

"적절성(adequacy)"을 인정하는 방식을 토대로 데이터 공유를 위한 새로운 합의가 진행되기를
희망
• 이를 위해 유럽연합 (EU)과의 데이터 공유 방법에 관한 특별 협상에 동의하고, 자국의 규제
당국이 EU의 의사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

(2) ICO의 GDPR 대응 동향

▶ ICO는 GDPR 체제 하에서의 동의(consent)에 관한 최종 가이드라인(Guide to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조직이 데이터 처리에 대한 동의와 대안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127 (`18.5.22)
• 동 가이드라인은 지침서 초안은 △GDPR 체제 하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가 적절한 때는
언제이며, △유효한 동의(valid consent)의 요소가 무엇이고, △동의를 확보한 후 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 등을 설명
• 이와 함께 GDPR 규정 준수를 위해 ICO가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권고사항 및 모범사례에
대해 설명
• 한편, ICO는 동 가이드라인의 초안 공개 당시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개인정보처리 동의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미리 고용계약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할 것을
권고하기도 함

▶ 기업과 여타 조직들이 GDPR 제30조에 따라 자신의 데이터 처리 활동을 문서화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 및 문서 템플릿을 발표128 (`18.3월)
126
https://www.reuters.com/article/us-britain-eu-data/uk-wants-new-eu-data-partnership-with-its-regulator-playing-a-role-idUSKCN1IO2K
W
127 https://www.thehrdirector.com/legal-updates/legal-updates-2018/guidance-consent-gdpr/
128 https://iapp.org/news/a/ico-offers-resources-for-article-30-gdpr-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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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O는 데이터 처리 활동을 문서화 할 때 요구되는 사항과 모범 사례를 모두 포함하는
체크리스트를 제공
• 데이터 컨트롤러를 위한 문서 템플릿(Documentation template for controllers)과 데이터
프로세서를 위한 문서 템플릿(Documentation template for processors)을 제공
• 동 가이드라인은 조직의 이름과 연락처 세부 정보, 보존 일정 및 회사 기술 및 조직 보안 조치에
대한 설명 등 GDPR 제30조에 따라 조직이 문서화해야하는 항목들을 나열
※ GDPR 제30조는 각 데이터 컨트롤러와 데이터 프로세서 및 데이터 프로세서의 대리인(가능한
경우)은 본인의 책임 하에 진행되는 처리 활동의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기록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 내용을 명시

▶ 영국의 개인정보보호 담당기관인 정보위원회(ICO)는 중소기업의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준수 준비를 돕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진행
• GDPR에 대한 비판의 대부분은 중소기업 및 소규모 조직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반박하며, 조직의 규모에 관계없이 GDPR은 기본적으로 신뢰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129 (`17.8.25)
• 중소기업들이 EU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GDPR)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는 과정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전용 전화 서비스를 시작130 (`17.10.17)
※ 전용 상담 라인은 2017년 11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설됨131
• 중소기업의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준수 준비를 돕기 위한 중소기업연맹(The
Federation of Small Businesses, FSB)의 활동을 지원132 (‘18.2.26)
• 직원 수 10인 미만의 소기업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데이터보호를 당신의 비즈니스로(Making data protection your
business)"라는 캠페인을 시작133 (‘18.3.12)
※ 동 캠페인은 라디오 광고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GDPR에 대해 전혀 들어 본 적이 없는
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고안

https://ico.org.uk/for-organisations/guide-to-the-general-data-protection-regulation-gdpr/accountability-and-governance/documentation

129 https://iconewsblog.org.uk/2017/08/25/gdpr-is-an-evolution-in-data-protection-not-a-burdensome-revolution/
130 https://ico.org.uk/about-the-ico/news-and-events/news-and-blogs/2017/10/ico-announces-more-help-for-small-and-micro-businesses/
131 https://ico.org.uk/about-the-ico/news-and-events/news-and-blogs/2017/10/new-data-protection-advice-service-aimed-at-small-organisations-preparing-for-the-general-data-protection-regulation/
132https://ico.org.uk/about-the-ico/news-and-events/news-and-blogs/2018/02/ico-supports-federation-of-small-businesses-cam
paign-to-help-small-businesses-to-prepare-for-the-gdpr/
133 https://ico.org.uk/about-the-ico/news-and-events/news-and-blogs/2018/03/making-data-protection-your-business-campaign-launched-to-help-micro-businesses-prepare-for-the-new-data-protection-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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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ICO는 GDPR의 시행 이후 3년 간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에 대해
교육할 수 있도록 일련의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134
• 이와 관련, ICO는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한 정보 캠페인(‘Your Data Matters’)을 통해 데이터의
이용 방식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확보하고 자신감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135
• 대중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교육하는 것 외에도 개인이 권리 침해를 당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ICO에 호소할 수 있도록 ICO의 역할에 대해 알리는 것 역시 캠페인의 핵심 목적 중
하나가 될 전망

3. 프랑스

(1) 법률정비

▶ 프랑스 의회는 상하원간 의견 불일치 문제로 혼란을 겪은 끝에 GDPR 시행을 11일 앞두고 새로운
데이터 보호법(PROJET DE LOI: relatif à la protection des données personnelles)을 제정136
(`18.5.13)
• 동 법에는 GDPR과 관련한 주요 내용과 더불여 프랑스 데이터보호당국인 CNIL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
• GDPR에 근거하여, 데이터 컨트롤러가 프랑스에 소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프랑스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법이 적용되는 영토 범위로 간주
• 동 법은 국가등록번호(NIR)를 처리 할 수있는 데이터 컨트롤러의 범주와 NIR이 처리 될 수 있는
목적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범죄 기록의 처리 △어린이의 동의 획득 문제 △동의의
유효성과 계약 △투명성 △특정 상황에서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제한 사항 △데이터 유출 통지
△집단 소송 관련 내용들을 제시
• 이와 함께, 건강 데이터의 처리와 경찰 및 형사 사법 협력에 관한 EU 데이터 보호 지침(EU Data
Protection Directive on Police and Criminal Justice Cooperation)을 프랑스 법체계에서 시행하는
것과 관련한 특정 조항(specific provisions) 등도 포함

134 https://www.prweek.com/article/1465473/awareness-isnt-great-ico-plans-campaign-educate-public-gdpr-rights
135 https://ico.org.uk/about-the-ico/news-and-events/news-and-blogs/2018/05/new-data-protection-laws-put-people-first/
136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10a757e1-9dd9-416b-903b-6277363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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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NIL의 대응 동향

▶ CNIL은 GDPR에 근거한 개인정보영향평가(PIA) 도구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진행 (‘17.2.26)
• 2017년 11월에 게시된 PIA 도구의 베타 버전은 그동안 사용자들이 제공한 조언들 덕분에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사용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능을 개발137
• CNIL의 PIA 가이드는 △PIA를 수행하는 방법 △이 방법을 통해 소개된 다양한 섹션을 처리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 PIA 모델 △리스크 처리를 위한 조치들을 나열한 작업규약(code of
practice) 등 3가지로 구성138
• CNIL의 PIA 소프트웨어는 사용자 피드백을 거치면서, △사용자 설명서가 도구에 추가되고 △작업
흐름을 개선하여 사용자 경험을 강화하며 △인터페이스에서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기능이
향상되고 △몇 가지 버그에 대한 수정도 진행
• 이에 앞서 2018년 1월 공개된 버전에서는 몇 가지 버그가 수정되었고 새로운 기능과 4가지의
새로운 언어가 추가되었다고 발표
• 한편, CNIL의 PIA 도구는 PIA 프로세스에 약간 익숙한 개인정보처리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음139

▶ CNIL은 GDPR 준수를 위해 커텍티드 차량의 개인 데이터 이용 관련 패키지 자료(Connected vehicles
and personal data)를 발간 (‘17.2.15)
• CNIL은 이를 통해 차량 이용자들이 자신들의 데이터에 대한 투명성과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인정보보호 적용 설계를 강조
※ 동 컴플라이언스 패키지에서의 ‘개인정보’의 개념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정보(특히 차량
일련번호)와 결합하여 자연인(운전자, 차량 소유자, 승객 등)과 연결될 수 있는 모든 차량
데이터를 포함
• 또한 커넥티드 차량의 이용과 개인정보 관련하여 각 해당분야에서 경험되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각 시나리오 상황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목적, 수집 항목, 보존 기간, 정보주체의 권한, 구현할
보안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제시
- 첫째, 차량의 데이터가 서비스 제공 업체로 전송되지 않는 경우

137 https://www.cnil.fr/en/open-source-pia-software-helps-carry-out-data-protection-impact-assesment
138 https://www.cnil.fr/en/cnil-publishes-update-its-pia-guides
139 https://www.cnil.fr/en/open-source-pia-software-helps-carry-out-data-protection-impact-asse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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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차량의 데이터가 서비스 제공 업체로 전송되지만 차량에 대한 자동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경우
- 셋째, 차량의 데이터가 원격으로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송되어 차량에 대한 자동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 한편, 동 컴플라이언스 패키지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정교화
되었으며, 협의에는 자동차, 보험, 통신 업계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

▶ 전문가들이 GDPR 준수를 위해 체계적으로 실행해야 할 기본적인 예방 조치를 안내하는 안내
자료(SECURITY OF PERSONAL DATA)를 발표140 (`18.4.4)
• 이는 개인 데이터의 보안이 데이터 보호법 준수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점을 반영한 조치
• CNIL의 안내 자료는 일반적으로 다음 네 단계로 구성된 위험 관리 시스템에서 적용하도록 권장
- 첫째, 개인 데이터의 처리, 고객 파일과 계약서 등 이미 처리된 데이터, 개인 데이터 처리가
이루어지는 매체 등을 목록화
- 둘째, 각각의 데이터 처리에 따르는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
- 셋째, 사전에 계획된 조치를 실행하고 확인
- 넷째, 정기적인 보안 감사를 실시

4. 독일

(1) 법률정비

▶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데이터 보호 문제를 규율할 새로운 연방 데이터 보호법 (Federal Data
Protection Act, 2018 BDSG)이 GDPR 시행일과 동일한 2018년 5월 25일에 발효141 (‘18.5.25)
• 총 85조로 구성된 신규 연방 데이터 보호법(2018 BDSG)은 △공통 조항 △GDPR의 이행과 관련한
조항 △Directive 2016/680의 이행과 관련된 조항 △GDPR이나 Directive 2016/680을 따르지 않는
데이터의 처리를 위한 특별 조항의 등 네 가지로 구분
• 데이터 보호 침해(data protection breaches)에 대한 새로운 형법 조항 및 처벌 관련 사항도 동
법률 패키지(egal package)의 일부를 구성
• 2018 BDSG는 공공 부문에서 주정부의 개인정보 처리가 해당 주의 데이터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140 https://www.cnil.fr/sites/default/files/atoms/files/cnil_guide_securite_personnelle_gb_web.pdf
141 https://www.jdsupra.com/legalnews/germany-enacts-gdpr-implementation-law-1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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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경우에 적용
• 동 법 제38조는 GDPR 제37조 4항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이 10명 이상의 직원을
정규 고용하는 경우 데이터보호책임자(DPO)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
• GDPR 제9조에서 지적된 특수한 범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는 2018 BDSG의
제22조와 제24조 2항에서 다루고 있으며, 제22조 1항에서 이러한 처리가 허용되는 상황을 제시
• 2018 BDSG의 제26조에서는 피고용인의 개인 데이터 보호와 관련한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다루며, 일반 직원뿐 아니라 파견 노동자, 가사 노동자, 견습생, 구직자를 명시적으로 포함
• 이 밖에 △과학적 연구, 통계, 아카이빙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예외 △공공장소에서의
동영상 감시 △정보주체의 권리 제한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

(2) DPA 및 DSK의 대응 동향

▶ 독일 연방 DPA와 17개 주 DPA들로 구성된 DSK(Datenschutzkonferenz)142는 GDPR 제30조에
의거해 데이터 컨트롤러와 프로세서가 데이터 처리 활동을 문서화 할 수 있도록 ‘데이터 처리 기록
모델(Model Processing Records)’을 제공143 (`18.2.26)
• DSK는 △데이터 컨트롤러를 데이터 처리 기록 모델(Controller Model Processing Record)과 △
데이터 프로세서를 위한 데이터 처리 기록 모델(Processor Model Processing Record)라는 두
가지 모델을 제시
• 이러한 ‘데이터 처리 기록 모델’을 제공하는 것과 병행하여, DSK는 GDPR 제30조에 대한 지침을
발표
- 이에 따르면, 독일 DPA는 제 30 조 처리 기록이 독일어로 작성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독일어로 기록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번역 할 수 있도록 자원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GDPR 제30조에 명시된 데이터 처리 기록은 회사의 다른 내부 정책 및 문서를 참조 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 처리 기록에 데이터 보호 또는 보안과 관련된 회사의 정책 수준 문서의 참조
목록을 포함하도록 권장

▶ 독일 DPA들은 GDPR 제35조 4항에 의거해 관할권 내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데이터영향평가(DPIA)와
관련된 구속력 있는 블랙리스트를 발행하기 시작144
• 2018년 5월 31일 현재 민간 기업에 대한 일반 관할권을 가진 16개의 DPA 중 9개 DPA와 통신
142 Data Protection Conference로 번역됨
143 https://www.alstonprivacy.com/german-dpas-publish-model-gdpr-processing-records-translations-provided/
144 https://www.jdsupra.com/legalnews/german-dpas-issue-dpia-blacklists-many-49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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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우편 부문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연방 DPA가 블랙리스트를 발행
※ DPIA 관련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의 발행은 GDPR 35조 4항과 5항에 허용되어
있음
• 기업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 독일의 DPA가 작성한 DPIA 블랙리스트는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되며, 지금까지 발행 된 블랙리스트는 독일 DPA가 데이터 처리와
관련해 "고위험" 활동으로 간주하는 영역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음

5. 기타

(1) 폴란드

▶ 폴란드 개인정보보호당국(DPA)은 GDPR 35조 4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의 요건이 적용되는
처리 작업의 종류에 대한 목록 초안을 발표 (‘18.4.5)
• 폴란드 DPA에 따르면, 이 목록은 20년 이상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29조 작업반이 제시한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 가이드라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작성
• 또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은행, 보험, 온라인 상점 등 특정 비즈니스 부문의 개인 데이터 처리가
다른 업종의 기업들보다 높은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
• 예컨대, 사용자가 원치 않는 서신을 보낼 목적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진행하는 경우, 데이터 보호 영향평가가 필요하며 보험 회사에서 라이프 스타일, 영양 습관, 운전 기술,
시간 소비 방식 등을 평가하여 이익을 극대화(데이터 주체가 지불하는 보험료를 인상)할 목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를 적용

(2) 네덜란드

▶ 네덜란드 통계청(Statistics Netherlands, CBS)은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요구사항을
완전히 준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145 (‘18.5.29)
• CBS는 홈페이지 자료를 통해, 네덜란드에서 기존 데이터 보호법(네덜란드어: Wbp)이 GDPR
(네덜란드어: AVG)로 대체된다는 점을 지적

145 https://www.cbs.nl/en-gb/corporate/2018/21/cbs-is-ready-for-the-eu-gd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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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의 데이터보호책임자인 막스 불레먼(Max Booleman)은 CBS가 제때에 맞춰 준비를 시작했으며
마지막 몇 가지 조정을 거쳤다며, GDPR의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준수하기 위해 기존 등록부를 약간
수정했다고 설명
• 한편, CBS는 GDPR이 시행 된 후에도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외부 감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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