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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Update 
 

2018년 5월 GDPR이 시행된 이후, 크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전개들이 있었습니다. 영국 정보위원회(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는 캐나다 회사인 AggregateIQ Data Services Limited ("AIQ")에 대한 GDPR 후 첫 위반 통고를   

발표했습니다. 정보위원회는 AIQ가 적법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비롯하여 

다양한 GDPR의 조항들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위반 통고는 AIQ가 통고 날짜로부터 30 일 이내에 영국 내 개개인의 개인정보와 처리   

내용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AIQ가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정보위원회

는 AIQ에게 상당한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통지는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데, 

그 이유는 정보위원회가 영국 이외의 지역을 기반으로 하며 영국 내에서는 사업 운영을    

하지 않는 회사에 내린 첫 번째 위반 통고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8천 7백만 명의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되는 데이터보호 사고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위반은 GDPR이 발효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었기 때문에 정보위원회는 최대 50만 파운드의 벌금만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GDPR에 따르면 정보위원회는 연간 2천만 유로 또는 회사의 연간 전세계 매출액의 4 % 중 더 높은 

금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위원장이 밝힌 의견에 비추어 볼 때, GDPR 후 동일한 위반이 

발생한다면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히드로공항과 BUPA (부적절한 데이터보안으로 각각 12만 파운드, 17만 5천 파운드 벌금 부과)와 같은 다른 회사들도 영향

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hat should you be doing? 
 

AIQ 사건의 결과가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정보위원회가 영국 이외의 지역에 있는 회사를 상대로 조치를 취하려는 의지

와 데이터보호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처벌을 감안할 때, GDPR이 귀하의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방식을 이해하고 위험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인 대응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귀사가 유럽연합 국가에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GDPR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처리 데이터에 대해   

상세히 감사를 수행하십시오. 

2.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3. 귀하가 처리하는 데이터, 처리방법 및 처리방법을 뒷받침하는 합법적 근거 또는 기준을 결정하십시오. 

As the stakes are so high, it is important that you take action to avoid the consequences of breaching 
data protection law. If you require advice in relation to data protection, contact 3HR Corporate 
Solic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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