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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 What is the best method for processing employee data? 
  

GDPR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은 개인 정보를 합법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GDPR에는 개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6가지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1. 동의 

2. 계약 이행상 필수 

3. 법적 의무  

4. 생명 유지에 필수 

5. 공공의 이익 

6. 합당한 이익  

 

이 근거 중 하나는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의는 자유의지로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보 주체가 

직원일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직원간에는 힘의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직원으로부터 조건 없는 선택으로서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즉 

직원이 조건 없는 선택을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동의는 무효가 됩

니다.  

 

따라서 직원의 경우에 처음부터 동의가 아닌 다른 법적 근거를 사용하

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사가 직원의 은행 계좌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

다. 회사는 급여를 지불하기 위하여 이 정보를 시스템에 기입합니다.  

급여를 지불하기 위하여 은행 계좌 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계약 이행

에 필수적 요소”이므로 해당 법적 근거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

은 정보는 직원의 소득세가 납부되었는지를 확인하는데도 필요합니다.  

 

직원에게 자유 의지에 근거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수 없다면, 동의는 적절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특정한 직원 개

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동의를 구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동의 외에 적절한 법적 

근거를 택함으로써 불필요한 직원 동의를 구하는 비용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정보를 처리를 위한 적절한 법적 근거를 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f you would like advice on processing data under GDPR, please contact our 

employment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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