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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Data Breaches under the GDPR 
 

일반 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이 발효되는 

2018년 5월 25일이 몇 주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회사들은 새로운 규정의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정보위원회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는 GDPR을 위반한 기업에게 2천

만 유로 혹은 전 세계 연 매출의 4퍼센트 중 더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매길 

수 있는 등의 폭넓은 집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에서 일어난     

주요 개인 정보 침해 사건들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ICO는 새로운 집행권을 주저하지 않고 사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이야

말로 새로운 요구 조건을 충족하고 점점 증가하는 개인 정보 침해              

위협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할 때입니다.  

개인 정보 침해란 무엇인가? 

GDPR에서 개인 정보 침해는 거래나 조직의 정보가 아닌 개인 정보에만 적용됩니다. 즉 식별되거나 식별 가능한 개인에 관련한 정보에만 관련됩니다.    

보안 위반은 개인 정보의 우발적이거나 불법 파기, 손실, 변조, 무단 공개로 이어지는 행위로, 다음과 같이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정보가 저장된 기구의 손실, 훼손, 절도 

- 보안 미비로 인한 무단 정보 침입 

- 해킹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의도적인 시스템 공격 

- 정보의 우발적인 삭제 혹은 변조  

 

이러한 위반이 있을 시 해당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해당 개인은 개인은 신상 도용, 개인의 이름을 도용한 가짜     

거래, 개인의 평판에 위해를 끼치는 사기, 차별 또는 금전적 손실에 취약해집니다.  

 

GDPR에서 정보 관리자와 처리자가 갖춰야 할 점  

정보 관리자가 영국이나 외국에서 제 3자를 통해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정보 관리자가 전체 개인 정보 보호에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적절한 기술적이고 조직적인 조치를 통하여 리스크에 걸맞는 보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 정보의 익명화 또는 암호화  

- 처리 시스템과 서비스의 지속적인 기밀성, 완전성, 가용성 및 복원력을 보장 할 수 있는 능력 

- 물리적 또는 기술적 인 사건 발생시 적절한 시기에 개인 데이터의 가용성 및 액세스를 복구 할 수 있는 능력 

- 처리 과정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 조직적인 조치가 효과적인지 정기적으로 테스트하고 평가하는 과정  

- 적절한 정책과 직원 교육  

 

ICO에 신고하기 

GDPR이 가져온 주요 변화 중 하나는, 개인 정보 침해 사실을 ICO에 보고해야 하는 기업의 의무입니다. 침해 사실은 그 사실이 알려

진 지 최소한 72시간 이내에 지체 없이 ICO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해당 개인에게 본인의 정보가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정보 침해 자체에 대한 벌금과는 또 별개로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Time is running out. Should you require any assistance in this or any other commercial area please 
refer to our 3HR Commercial Law team which can advise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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