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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update and the new data processing fee  

GDPR은 이미 시행되었지만 필요한 부분이 모두 준비되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외부에 제공하는 개인 정보 고지 사항(privacy notice)을 회사 웹사이트나 이메일 footer의 링크를 통해 공지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 정보 고지 사항 (fair processing notice)을 마련하고, 직원을 위하여 개인 정보 처리 방법과 개인 정보 침해나 정보 주체 접근 요청

(data subject access request)있을 경우 대응 방법을 담은 구체적인 정책 역시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를 본사나 유럽 경제 구역 외부로 송출할 때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개인 정보

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상으로나 기술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GDPR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므로 직원 교육 

또한 중요합니다. 직원 교육을 행한 기록 역시 보존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 정보 침해가 발생하여 

스스로를 변호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이와 같은 기록은 회사가 개인 정보 보호를 진지하게 받

아들이고 있으며 개인 정보를 적절하게 취급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는 좋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GDPR은 정보 위원회(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에 정보 처리 활동을 등록해야   

하는 수고를 덜었으나, 새로 입법된 정보 보호 레귤레이션(Data Protection (Charges and 

Information) Regulations 2018)에 따라 정보 처리 요금이 도입되었습니다.  

 

업무상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회사들을 등록후 £40 혹은 £60의 요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으며, 매출량이 높은 큰 회사들은 더 높은 요금

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ICO의 예전 연간 등록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직원 정보만을 처리하는 회사들 또한 예외입니다.  

 

다음 링크를 통해 귀사가 새로 도입된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지를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https://ico.org.uk/for-organisations/data-protection-fee/self-assessment/y 

 

더 이상 정보 처리 활동을 ICO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지만, 회사의 처리 내용은 별도로 기록해야 합니다. ICO가 점검을 시행할 경우 요구

할 수 있으므로 모든 정보 처리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급여 발행, 직원 관리, 채용, 유럽 경제 지역 외부로의 정보 송출 등과 

같은 정보 처리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GDPR  준수의 여부를 매년 리뷰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적절한 정보 보호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채용 시 구직자에게   

적절한 개인 정보 고지 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신입 사원에게 적절한 개인 정보 보호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GDPR 준수 사항을 아직 점검하지 않았다면 지금 신속하게 점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Should you require any assistance with data protection or any commercial area please 

contact our 3HR Commercial Law team which can advise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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