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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is coming - are you sure you are compliant?  
 

5월 25일 발효인 일반 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회사 정책, 계약서, 통지서, IT와 기술적 

보호 조치를 리뷰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법은 정보 주체가 본인의 개인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이해하고 허락하는데에 더욱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동

의는 사용 목적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 주체의 자유 의지에 근거해야 하며,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정보 주체는 동의를 할 의무가 

없으며, 동의를 한다는 사실과 동의가 미치는 효과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보 주체는 빈칸에 체크를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통하여 

동의를 해야 합니다. 체크가 미리 되어 있는 칸은 더 이상 쓸 수 없게 됩니다.  

 

GDPR 에는 8 개의 주요 개념이 있으며 정보 주체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합니다.  

 

 개인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 

 개인 정보를 열람할 관리  

 개인 정보를 수정할 권리 

 개인 정보를 삭제할 권리 

 개인 정보 이용을 제한할 권리 

 개인 정보를 이동할 권리  

 개인 정보 이용을 금지할 권리 

 자동 결정에 대하여 알 권리  

 

GDPR은 또한 정보 보호법에서의 책임을 강화 시켰습니다. 기업들은 정보 위반이 있을 경우 72시간 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즉 개인 정보

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보안 위반이 있을 경우 3일 내에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관련 개인에게 정보 위반 사실을 알려야 할 상황

도 있습니다. 이는 기존 정보보호법으로부터 큰 변화이며 따라서 사전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예로 다음과 같은 기술적 보호 조치가 요구됩니다.  

 

 회사 외부에서 이용되는 노트북 컴퓨터를 비롯한 회사 컴퓨터의 암호화 

 개인 정보가 저장된 서버 공유 폴더의 액세스 권한 리뷰  

 외부 원격 액세스 권한 확인  

 내부 및 외부 액세스 시도 기록  

 사용되지 않는 계정은 액세스 권한이 제거되야 하며 개인 정보도 삭제되어야 합니다.  

 사용자 계정 암호 규칙(길이/형성 및 얼마나 자주 변경되어야 하는지) 리뷰  

 

위와 같은 IT문제를 리뷰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기술 및 기록 수단을 취함으로써 개인 정보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고 벌금이 과금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문의 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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